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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든 논문은 아래아한글 및 MS Word로 작성한다. 

2. 원고는 ① 제목, ② 저자, ③ 요약문, ④ 목차, ⑤ 본문, ⑥ 참고자료의 순으로 

작성한다. 또한 저자소개를 위한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책, 이메일 등의 연락처

를 표기하여야 한다.

3. 목차 및 본문의 항목 체제는 I → 1 → (1) → 1) → ①의 순서를 원칙으로 한다.

4. 표 및 그림 작성시 해당 페이지의 여백을 고려하여 지나치게 작거나 크지 않게 

적절히 조정하고, 표제목 ․그림제목 및 표번호 ․그림번호는 반드시 작성한다.

5. 참고자료가 국내 ․외 여러 다른 언어로 된 자료인 경우 국문은 가나다 순, 영문

은 알파벳 순에 따라 배열함을 원칙으로 한다. 작성은 아래의 예시를 원칙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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