논문 투고 규정
제1장 분량
제1조(분량) 학회지 투고논문은 200자 원고지 130매 이내, 연구동향은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 서평 및 기타는 200자 원고지 30매 내외로 한다. 단, 제한 분량을 초
과한 원고에 관한 처리는 임원회의 결의 사항을 따른다.
제2장 논문 투고 방법 및 발간 일정
제2조(투고 자격)
1. 학회지 수록을 위한 논문 투고 자격은 정회원(회원(신입회원 포함)) 이상으로 한
다.
2. 투고 논문은 중복 투고를 인정하지 않으며, 중복 투고나 표절로 판명될 경우에는
반려하고,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와 판정에 따라 향후 학회 활동에 일정한 제
한을 둔다.
제3조(투고 시한) 학회지 수록 논문의 원고 투고 마감 시한은 해당 간행물 발간일 2
개월 전까지로 한다.
제4조(투고 방법) 완성된 논문은 이메일(Email)(온라인 투고시스템(JAMS)으)로 접수
한다.
제5조(발간 일정) 학회지 발간은 연 4회로 하며, 발간일은 3월 31일, 6월30일, 9월
30일, 12월 31일로 한다.
제3장 심사 일정
제6조(심사 일정)
1. 투고 논문에 대한 전공별 1차 심사는 원고 투고 마감 후 3주 이내에 마치는 것
을 원칙으로 하되, 자세한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2. 투고 논문에 대한 전공별 1차 심사결과 통보는 해당 간행물 발간일 1개월 전까
지로 한다.(는 편집위원회의 판정 결과 회의 이후 즉시 통보한다.)
3.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은 논문은 해당 필자에게 통보하여 10
일(1주일) 내외의 수정 기간을 준 후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하여
1주일 이내에 해당 필자에게 통보한다.
4.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아 수정한 논문과 1차 심사 결과에 대
해 불복하여 이의 신청을 한 논문은 1주일 이내에 재심을 하여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지난 번 개정한 편집위원회 규정과 상치됨. 아래처럼
수정해야 함.
1차 심사에서 ‘수정 후 재심’ 판정을 받은 투고자가 심사자의 수정 지시 및 반려
사유에 불복할 경우, 심사 결과 통보 후 3일 이내에 1회에 한하여 구체적인 이의
신청 내용을 편집위원회로 보내 재심을 청구할 수 있다. 재심은 편집위원회 규정

11조에 따라 진행한다.
5. 기타 상세한 심사 일정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른다.
제4장 원고 양식
제7조(원고 양식)
1. 투고논문은 일반 논문 양식에 준하되, <제5장 전체적인 틀(원고의 형식)>을 참고
하여 컴퓨터로 작성한다.
2. Ⅰ, Ⅱ, Ⅲ식의 시리즈 논문은 인정하지 않으므로 독립적인 논문으로 재구성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제8조(투고자)
① 투고자의 소속 및 직위는 다음의 표에 따른다.
대상

표시할 사항

대학 소속 교수(전임/비전임)

성춘향, ○○대학교, 교수

대학

대학 소속 강사

연놀부, ○○대학교, 강사

소속

대학 소속 학생

이영희, ○○대학교, △학년 학생

대학 소속 박사후연구원

김철수, ○○대학교, 박사후 연구원

초중등

초중등학교 소속 학생

최치원, ○○학교, △학년 학생

학교 소속

초중등학교 소속 교사

허초희, ○○학교, 교사

소속/직위가 없는 경우

홍길동(프리랜서 동화작가)

(현재 활동 분야 표기)

고길동(개인 연구자)

기타

②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에는 제1저자를 맨 앞에 쓰고 저자 이름 바로 뒤
에 제1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예 : ○○○(제1저자)].
단, 논문의 제출 및 수정을 책임지고 학회 편집위원회와 교신한 연결저자가 제1저
자가 아닐 경우, 또는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을 할 수 없는 공동 저술일
경우에는 연결저자 이름 바로 뒤에 연결저자임을 괄호로 표시한다[제1저자와 연
결저자가 다를 경우의 예: ○○○(제1저자) ․ ○○○(연결저자), 제1저자와 제2저자
등의 구별이 없는 경우의 예: ○○○ ․ ○○○(연결저자)]. 소속은 각주*로 표시한
다. [예: *(제 1저자), **(제 2저자)].
제9조(워드프로세서) 모든 글은 ‘글 2005’이상으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제10조(한자와 로마자) 본문은 한글을 위주로 쓰며, 꼭 필요한 한자나 로마자는 ( )
속에 넣는다. 다만, 인용문은 한자나 로마자(영문, 불문, 독문 따위), 또는 가나(일
문)로 된 원문을 그대로 쓸 수 있다.
제11조(초록) 국문 및 외국어 초록은 논문 투고시 함께 제출한다.
제12조(주제어) 국문 및 외국어 초록 뒤에 논문의 주제어를 명기한다. (한글, 외국어
각 10개(7개) 내외)
제5장 전체적인 틀(원고의 형식)

제13조(원고의 체제)
1. 원고의 체제는 제목, 필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의 순으로 한다.
2. 연구논문의 경우 목차 다음에 국문초록과 주제어를, 원고 말미에 영문 제목 및
영문 초록과 영문 주제어를 각각 첨부한다. 이때 국문 및 영문 초록은 200자 원
고지 3매 이내로 한다.
3. 참고문헌은 모든 서지사항을 원칙적으로 기재하되, 논문의 경우 게재지의 시작
면과 끝 면을 병기한다.(완벽한 서지사항을 제공해야 하며, 연구논저는 인용 쪽수
를 표기해야 한다.)
제14조(약물)
1. 약물(기호)의 사용은 다음의 체제를 따른다.
① 각종 단행본, 신문 잡지, 장편소설, 전집 등 → 
② 논문(석사 및 박사학위 논문 포함), 시(시조, 가사, 한시), 중단편 소설, 희곡작품,
단행본 속의 소제목, 기타 독립된 짧은 글 제목→ ｢｣
③ 강조, 요약 또는 발췌 인용 → ‘ ’
④ 원문 인용 → “ ”
⑤ 국어학의 경우 형태소, 의미 표시 등 약물이 관례화되어 있는 것들은 관례에 따
른다.
제15조(편집용지 및 모양)
1. 용지 종류 : 신국판(폭 154mm, 길이 225mm)
2. 용지 여백 : ① 위/아래=21mm/24mm ② 왼쪽/오른쪽=23mm
2. 용지 여백 : ③ 머리말=12mm
3. 모든 글자 : ① 모양=신명 신명조 ② 장평=98% ③ 자간=-8
4. 문단 모양 : ① 정렬 방식=양쪽 정렬
2. 용지 여백 : ② 문단 간격=위/아래 모두 0
제16조(제목/성명, 목차 위치 및 글자 크기와 위치)
1. 논문 제목: 첫째 줄에 18p, 진하게
2. 필자 성명: 제목 아래 2줄 떼기 10p, 진하게
3. 목차: 필자 성명 아래 3줄 띄고 9p, 가운데 부분 글 박스
4. 본문 시작: 15째 줄에
5. 장–절–항의 형식
1. (장) …… 신명조, 14p,진하게, 들여쓰기 10, 위 1줄 떼기
1.1. (절) …… 신명조, 12p, 진하게, 들여쓰기 10, 위 1줄 떼기
1.1.1. (항) …… 신명조, 10p, 진하게, 들여쓰기 10, 위 1줄 떼기
제17조(본문)
1. 글자 크기=10.7p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67 ② 들여쓰기=10
제18조(인용문)

1. 글자 크기=9.5p *<표>는 8p로 작성한다.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80 ② 들여쓰기=10
3. 인용문의 위/아래는 1줄씩 뗀다.
제19조(참고문헌)
1. 글자 크기=10p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79 ② 들여쓰기=10
3.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은 모두 밝히고, 참고 및 인용쪽수를 명기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예 : 정명환, ｢실존주의와 문학｣, 20세기 이데올로기와 문학, 서울대학교출판부,
1980, 131~132쪽.
4. 참고문헌은 <자료>, <단행본>, <논문>, <기타>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문헌정보만을 밝히며, 다음과 같은 체계를 따
른다.
①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는 원전자료, 연구논저, 인터넷자료, 기타의 순으로 하고,
각각은 한국문헌, 기타 동양문헌, 서양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그 순서는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번역서는 한국문헌에 포함하여 작성
한다. 인터넷 자료는 사이트명을 제시하고 괄호 안에 URL 주소를 작성한다.
② 문헌정보의 제시 순서
㉮ 논문 : 필자명, 논문명, 게재지명, 권호수, 출판연도, 논문 수록지의 해당 인용
페이지(연구사 검토인 경우 전체(시작과 끝) 페이지)
㉯ 저서 : 저자명, 저서명, 판수, 출판지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해당 인용 페이지
(연구사 검토인 경우 전체(시작과 끝) 페이지)
5. 참고문헌 예시는 아래의 표를 참조한다.
제20조(주석)
1. 글자 크기=8.5p
2. 문단 모양 : ① 줄 간격=135 ② 내어쓰기=13.9
3.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하고, 연구논저를 인용할 경우 인용쪽수를 반드시 밝힌다.
구체적인 사항은 다음의 체계를 따른다.
① 이복규, 우리 고소설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4, 134~135쪽.
② 김정훈, ｢재미 한인 시문학 연구｣, 국제어문제45집, 국제어문학회, 2009. 4, 209
쪽.
③ 김정훈, 앞의 책, 213쪽.
④ 위의 책, 220쪽.
⑤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 ․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⑥ Charles Taylor, Hegel, Cambridge :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75.

① 단행본 : 이복규, 우리 고소설 연구, 도서출판 역락, 2004, 134~135쪽.
㉮ 바로 아래 각주에서 다시 인용될 경우 : 위의 책, 140쪽.
㉯ 인용 쪽 이후 뒤에서 다시 인용될 경우 : 이복규, 앞의 책, 152쪽.
② 논문 : 김정훈, ｢재미 한인 시문학 연구｣, 국제어문제45집, 국제어문학회, 2009.
4, 209쪽.
㉮ 바로 아래 각주에서 다시 인용될 경우 : 위의 논문, 221쪽.
㉯ 인용 쪽 이후 뒤에서 다시 인용될 경우 : 김정훈, 앞의 논문, 232쪽.
③ 번역서 : 에릭 홉스봄 외, 박지향 ․ 장문석 역, 만들어진 전통, 휴머니스트,
2004, 178쪽.
④ 외국논저
James Frazer, The Golden Bough, London, Macmillan ＆ Co, 1959, p.158.
Robert A. Georges, “Toward an Understanding of storytelling events,” Journal of

American Folklore, Vol.82, No.326, The American Folklore Society, 1969, p.327.
Ibid., pp. 120～123.
Robert A. Georges, op. cit., p.330.
⑤ 재인용：인용 원문 뒤 괄호 안에 재인용한 논저를 명시한다.
Robin Wood, An Introduction to the American Horror Film, U of California P,
1985, p.22.(백문임, 월하의 여곡성, 책세상, 2008, 45쪽, 재인용.)
⑥ 같은 각주에서 2편 이상의 논저를 제시할 경우：세미콜론(；)으로 구분해 주고 그대로 이어
서 쓴다.
강은해, ｢두두리의 재고 : 도깨비의 명칭 분화와 관련하여｣, 한국학논집 16, 계명
대 한국학연구소, 1989, 57~74쪽; 강은해, ｢도깨비의 정체｣, 한국학논집 제30집,
계명대 한국학연구소, 2003, 1~30쪽; 김열규, 『도깨비 날개를 달다』, 춘추사, 1991,
25쪽; 김종대, 『한국의 도깨비 연구』, 국학자료원, 1994, 35~37쪽; 김종대, 『한국
의 도깨비의 전승과 변이』, 보고사, 2016, 16~19쪽.
⑦ 史料 인용；서명, 권(또는 책), 연도, 간지(또는 항목) 순으로 하되, 숫자는 아라비아숫자로 하고,
간지는 한자를 그대로 살려준다.
仁祖實錄 卷50, 仁祖 27年 3月 乙亥
增補文獻備考 卷14, 輿地考2 歷代田界2.
⑧ 신문기사 인용：기사제목, 신문명, 발간일자 순으로 하되, 저자가 있을 경우 저자명을
기사제목 앞에 작성한다.

<예술과 민중>, 조선일보, 1921.5.9.
권환, <조선 예술운동의 당면한 구체적 과정>, 중외일보, 1930.9.6.
⑨ 각주에서 인용 문헌의 내용을 제시하거나 부연 설명할 경우, 내용 뒤에 괄호 안에 서
명을 작성한다.
“其狀如弧而九尾, 其音如嬰兒, 其食人, 食者不蠱”(山海經, <南山經>)
“환상에 쓰이는 다른 기법은 신화적 차원의 추가이다. 이 기법은 신성하거나 최소
한 더 나은 세계, 악마적인 세계를 소개한다. 또는 요정 이야기처럼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동일한 시공간에서 우리 자신의 세계와 겹쳐 있는 세계를 보여주기도 한다.
이런 신성한 세계 속에서 초자연적이거나 초인적인 힘을 지닌 존재들은 일상 생활
속으로 스며든다.”(캐스린 흄, 한창엽 역, 환상과 미메시스, 푸른나무, 2000,
150~151쪽 참조.)

4. 국어학의 각주는 내용주를 원칙으로 하며, 인용주는 본문에 삽입한다.
① 본문 인용주 예 : “구조 유추를 … 보인다(○○○, 2009 : 15~25).”
② 각주 예 : ○○○(2009 : 15~25)에서는 구조 유추를 …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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