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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작성 및 편집규정>

1. 원고작성

(1) 글 2.0 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디스켓과 함께 출력본 원고 1부

를 제출한다.

(2)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

여 漢字로 표시하거나 ( )속에 원어를 써넣는다.

(3) 논문내용에 대한 ｢요약｣을 논문 제목 다음 부분에 제시한다. 

(4) 원고분량：글자 크기 10포인트, A4 15쪽 이내(참고문헌 포함)를 원칙으로 한다.

2. 제목의 번호 붙임

1단계：Ⅰ, Ⅱ, Ⅲ …

2단계： 1, 2, 3 …

3단계： 1), 2), 3) …

3. 인  용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 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우로 각각 3글자씩 들여 쓴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1)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

연도와 해당 면을 표시한다.

     예：이 문제에 관하여 홍길동(2007)은 …

  홍길동(2007：25)은 …(*이는 2007년도 문헌의 페이지 25를 의미함).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은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한 연구(홍길동, 2007)에 의하면 …

        최근의 연구(유관순, 2004, 2006)에 의하면 …

        최근의 연구(유관순, 2004; 홍길동, 2005, 2007)에 의하면 …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모두 제시한다. 단, 저자가 3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인용될 경

우,

예：홍길동 등(2006)에 의하면 …

    한 연구(홍길동 외, 2006)에 의하면 …

5. 참고문헌록 작성

논문의 말미에 아래와 같은 요령으로 제시한다. 여러 나라 문헌을 참고했을 경우 韓․中․
日․西洋書 순으로 열거한다. 여기에 예시한 이외의 서양참고문헌 작성법은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양식을 따른다.

∙단행본의 경우

  지성애 (2001). 유아놀이 지도. 서울: 정민사.

  Berlyne, D. (1970). Conflict, Arousal and Curiosity. New York：McGrawhill.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조형숙 (2007). 페미니즘 과학교육론에 기초한 유아 교사 교육 모형개발. 유아교육학논

집, 11(3), 265292.(*반드시 해당 페이지를 밝힐 것)  

Day, D. E., & Sheelhan, R. (1974). Elements of a better school. Young Children, 

30(1), 1523. 

∙학위논문의 경우

이기현 (1974). 어머니의 양육태도가 어린이의 적응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Dickie, J. (1973). Private speech: The effect of presence of others, task and 

intrapersonal variable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Michigan State University, 

East Lansing.

  

* 참고문헌 작성시 유의사항

① 국문 책명 및 정기간행물 권(호) 수 기재는 고딕체로 할 것.

② 영문 책명 및 정기간행물 권(호)수 기재는 이탤릭체로 할 것.

③ 영문 논문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과 책명은 각 단어를 대문자로 표기할 것.

④ 학위논문과 같이 미간행인 경우, 논문 제목은 명조체(영문 포함)로 한다.

6.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 >와 [  ]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단 본문 내에

서 기술할 경우에는 “표 1에서와 같이”, “표 1에 제시한 바와 같이” 등으로 기술

한다. 

  예：<표 1> [그림 1]

(2) 표의 제목은 상단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에 표시한다.

(3) 표 및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4) 통계결과표를 작성할 때, 모든 통계치는 이탤릭체로 표시하며 유의수준은 표 하단의 

왼편에 제시한다.

7. 영문초록(영문원고에는 국문초록)

영문초록：600단어 이내

국문초록：가로 80열 10행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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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심사규정>

1. 본 규정은 여성문화연구에 투고한 논문심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개별논문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전공, 학문적 기여도 등을 참작하여 제출된 원고의 내용

별로 상정하여 심사위원을 위촉한다.

3. 논문 한편 당 심사위원은 3인으로 하고, 해당논문 심사는 제 1차 심사(투고규정 준수 

심사)와 제 2차 심사(논문의 내용 및 구성 심사)로 나누어 심사하고 제 1차 심사는 편

집위원장이 심사 ․ 위촉한다. 논문의 제 2차 심사는 2인의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하

며 심사위원 2인중 1인이 <게재 불가>로 판정하면 제3인에게 재심사하도록 한다. 2인

이 모두 <게재 불가>로 판정한 논문은 게재할 수 없다.

4. 심사위원은 위촉받은 후 15일 이내에 심사결과서와 원고를 함께 본 학회에 반송하여야 

한다.

5. 심사결과는 <게재 가>,<수정 후 게재>,<수정 후 재심사>,<게재 불가>로 구분하고, 이를 

본인에게 알려야 한다.

6.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판정하며, 결과에 대한 구체적인 이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심사

위원의 명단은 공개하지 않는다.

7. 심사결과 투고된 원고가 <게재 가>로 판정된 경우라도 그 후 원고가 표절 또는 기타의 

사유로 게재가 불가하다고 판정될 때에는 심사결과에 상관없이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

부를 결정할 수 있다.

8. 저자가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완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9. 논문의 심사절차는 다음과 같다.

1) 논문접수(이메일 논문파일 접수 및 심사료 납부)

2) 심사의뢰 및 심사

3) 게재여부 판단

4) 최종 논문파일 및 투고료 납부

5) 논문수록

한편, 논문 투고 후 출판까지 3개월 이상이 소요될 수 있다. 그러나 재심의 경우에 그 이

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으며, 3개월 전에 투고를 했더라도 게재가 다음호로 이월될 수 

있으며, 학회지 각호별 투고편수에 따라서도 조정될 수 있다.



10. 본 규정에 명시 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장 관례에 따라 처리하고 편집위원회에 

보고한다.

< 논문투고신청>

1. 여성문화연구 학회지는 매년 2회 즉 6, 12월 말일에 발간한다.

2. 논문투고는 투고자 전원이 본 학회 정회원인 경우에만 가능하다.

3. 투고 원고는 여성문화에 관한 학술논문으로 제한한다.

4. 투고 원고는 국문으로 작성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5. 투고 원고는 미발표된 논문을 원칙으로 한다. 학위논문의 요약본을 제출할 경우에는 박

사학위 논문에 한하며 석사학위논문의 요약본은 제출할 수 없다.

6. 게재 논문의 저작권은 논문의 저자와 여성문화연구학회가 동등한 권리를 지니며, 전송권

은 여성문화연구학회에 귀속한다. 

7. 원고의 분량은 요약, 삽화, 도표, 참고문헌, 영문초록을 포함하여 A4 15쪽(글꼴 신명조

(한글)/Times New Roman(영문) 글자크기 11, 들여쓰기 2, 줄간격 168%, 장평 100, 

자간 0, 폭 185, 길이 260, 여백주기：위·아래 15, 왼․오른쪽 25, 머리말․꼬리말 15, 

제본여백 0)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원고 초과매수는 규정된 분량 외에 A4 10쪽까지 허

용한다.

8. 총 인쇄는 25쪽을 초과할 수 없으며 쪽당 10,000원의 게재료를 징수한다. 연구비 수혜

로 작성된 경우에는 논문 첫 장 하단에 그 수혜관계를 명기하고 게재료 외에 200,000

원을 추가 부담한다. 

9. 논문의 표지를 별도로 작성하여 논문명, 저자명, 소속기관명, 직위, 주소, 연락 가능한 전

화번호(직장, 자택, 휴대폰), E-mail등 필요한 인적사항을 모두 기술하고, 논문에는 인

적사항을 제외하고 제목과 함께 본문을 시작한다.

10.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제 1저자(연구책임자)의 이름을 제일 처음에 기재하고 

이어서 공동연구자의 이름을 기재하며 소속을 명시한다. 교신저자의 경우, 이름 다음 괄

호 안에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11. 투고 시 원고는 한글 또는 MS word로 작성하여 온라인으로 제출한다(본 학회 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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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 시스템 가동 이후부터 적용한다).

12. 투고 시 소정의 액수(  60,000 원)를 심사료로 본인이 부담한다.

13. 논문을 작성할 때에는 <여성문화연구집 게재논문 작성양식>에 따른다.

14. 투고된 원고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않는다.

15. 투고한 원고는 편집회의에서 위촉한 심사위원의 심사에 의거하여 게재한다. 

16. 게재된 원고의 별쇄본은 10부씩 무료로 제공한다.

17. 원고의 심사 및 게재를 위한 소정의 비용은 예금구좌를 이용하여 송금한다.

   (계좌번호：광주은행/ 150-121-192084, 예금주 : 이경희 )

18. 논문 투고 문의 

편집위원장 : 채영란 교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유아교육학과

                   H.P : 010-4655-1213, E-mail : kukje3111@hanmail.net

 

    간    사  : 황보명 교수  광주광역시 광산구 어등대로 417 호남대학교 언어치료학과 

                   H.P : 010-3804-5898, E-mail : slphwang@honam.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