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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성+아시아』  원고작성요령

1.� 원고의� 분량

언어 분량

한글

Ÿ A4� 7~8매�내외(200자�원고지� 60~70매)

Ÿ 표·그림�포함� /� 이미지·인포그래픽�미포함

Ÿ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Ÿ 요약문(300자)

Ÿ Tag� 5개

영어

Ÿ MS�Word� 4,000� words

Ÿ Abstract(300� words)

Ÿ Tags� 5

2.� 원고의� 구성

(1)�원고는�제목,�요약문,�태그,�성명(소속),�본문,�저자소개,�미주,�참고문헌�순서로�작성한다.

(2)� 제목은� 대중성을� 지향하는� 웹진의� 성격상� 논문형식의� 제목보다는(예:� 평가� 및� 전망,� 현황과� 전

망�등),� ‘주제’를�부각시킬�수�있는�기사�제목의�형식을�지향한다.

(3)�태그는�주제어보다�포괄적인�개념으로�원고�검색률을�높일�수�있는�단어로�한다.�

� � � � 예:� 우즈베키스탄�정부의�환율단일화(X)�→�우즈베키스탄(0)� 또는� 환율정책(0)

� � � � 한-인도� FTA(X)�→� FTA(0)

(4)� 성명�옆� 괄호�안에�저자의�소속을�기재한다.

(5)� 본문의�구성은�서론,� 본론,� 결론의� 논리적�흐름을�띠나,� 표현형식은� 1,� 2,� 3� 또는� 서론,� 본

론,� 결론�등으로�구분하지�않고,� 몇� 개�문단의�내용을�요약하는�소제목으로�표현한다.

(6)� 저자소개는�아래의�양식을�참고하여� 5줄� 이내로�작성한다.�

000(메일�주소)는�

00대학교� 교수이다.� 00대학교� 00대학원에서� 000학�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기재를� 희망하는� 주요� 활

동� 내역� 3~4� 가지)� 등으로� 활동하였다.� 주로� (주요� 연구� 분야� 및� 관심� 분야� 기재)� 관련� 연구� 등을�

진행하고,� (저서�및�논문이�있을�시)�분야�관련�다수의�저서�및�논문을�출판하였다.

(7)�원고의�모든� 주석은� ‘미주’� 처리한다.

(8)�참고문헌은� 5~6개를�권장하고,�최대� 10개를�넘지�않도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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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본문� 작성요령

(1)� 인포그래픽,� 다이어그램,� 표�등은� 원자료가�있는�경우�출처를�표기�한다.�

(2)� 사진의�경우,� 원� 저작자의�동의를�반드시�얻은� 후,� 출처를�표기하고�사용한다.�

(3)� 이미지�관련� 설명이�필요한�경우에는�이미지�하단에� ‘이탤릭체’로� 기재한다.

(4)� 표의�제목은�표� 상단에�기재하고,� 연도와�단위� 등은�제목� 옆에� 괄호로�표기한다.�

� � � 예:� 중앙아� 5개국과�중국과의�수출입�추이(1992-2010,� 단위� :� 100만� 달러)

(5)� 분문과� 미주에서� 출처를� 표기할� 때는�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 정보는�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약식�표기는�다음의�예를� 따른다.�

①� 단독저자�또는�식별�가능한�기관�저자일�경우에는�아래와�같이�표기한다.

� � � 예:� (임현진,� 1995),� (Gilpin,� 199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6)

②� 저자가� 2명� 이상이거나�여러�문헌을�인용할�경우에는�아래와�같이�표기한다.� � � � � �

� � � 예� :� (안청시�외� 2003)� 또는� (Evans� et� al.,� 1985)

� � (Cumings� 1981;� 임현진,� 1995;� 안청시,� 2000)

③�신문,�주간지,� 월간지�등은� ‘� (아시아일보� 95/03/15)’로� 표기한다.

4.�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은�본문에�인용� 또는� 언급된�것만으로�제한한다.� 각� 문헌은�한글� 문헌,� 동양어�

문헌,�서양어�문헌의�순서로�배치한다.

(2)� 동일� 저자의� 문헌은� 먼저� 발행된� 것부터�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

이� 둘� 이상일�경우에는�글에서�언급된�순서에�따라�발행연도�뒤에�알파벳�소문자를�첨

가하여� 구분한다.

(3)�문헌�표기는�기본적으로�다음과�같은�일반�원칙에�따른다.

①� 논문,� 기사� 등은� � 따옴표(“� � ”)로,� 저서는�한글·일본어·중국어·한문인�경우에는�이중꺽쇠

� � � (『� 』)로� 인도·유럽어인�경우에는�이탤릭체로�표기한다.

②� 페이지는�숫자만�표기한다.

(4)�각각의�문헌은�다음의�구체적인�예에서�제시된�형식을� 따른다.

①�저자가� 1인인�경우

임현진.� 2010. 『� 한국사회�갈등�해소를�위하여』.� 서울:� 백산서당.

②� 저자가� 2인�이상인�경우�

임현진·이재열·전광희·조명래.� 2006.� 『 삶의�질과�지속가능한�발전� 』.� 서울:� 나남.

Evans,� Peter� B.,� Dietrich� Rueschemeyer� and� Theda� Skocpol,� eds.� 1985.� Bringing� the�

State� Backi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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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학위논문

홍길동.� 1995.� “조선�후기�민란의�경제적�영향.”� � 집현대학교�박사학위�논문.

Doe,� John.� 1990.�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④� 편집된�책� 속의�글

임현진.� 2008.� “지구적� 시민사회.”� 한국행정연구원� 편.�  『한국행정� 60년:1948-2008』.�

159-179.� 파주:� 법문사.

Charlmers� Johnson.� 1987,� "Political� Institutions� and� Economic� Performance:� The�

government-Business� Relationship� in� Japan,� South� Korea,� and� Taiwan."� in�

Frederic� C.� Deyo,� ed.� The� Political� Economy� of� the� New� Asian� Industrialism.�

Ithaca,� New� � York:Cornell� University� Press.

단,� 같은�편저�내의�많은�글이�언급될�경우�해당�편저의�완전한�문헌�정보를�제공한�후� 각�

저자의�글을�이에�관련지어�간략히�표시할�수� 있다.

Hymer,� Stephen.� 1979.� "The� Multinational� Cooperation� and� the� Law� of� Uneven�

Development."� Modleski(1979),� 386-403.

Modleski,� George,� ed.� 1979.� Transnational� Corporations� and� World� Power:� Readings� in�

International� Political� Economy.� � San� � Francisco:�W.� H.� Freeman� and� Company.

⑤� 번역서의�경우:� 원저자�다음에�번역자의�이름을�넣는다

Putnam,� Robert� 저.� 안청시� 외� 역.� 2006. 『사회적� 자본과� 민주주의:� 이탈리아의� 지방자치와�

시민적�전통』 .� 서울:� 박영사.

⑥� 학회지�등의�논문

임혜란.� “미국� 부시행정부의� 통상정책:� 이념(Ideas)과� 이해(Interests)의� 역할.” 한국과� 국제정

치  21권� 2호,� 93-124.
Ziya,� Onis.� 1991.� "The� Logic� of� the� Developmental� State."Comparative� Politics� 24,�

October,� 109-126.

⑦�학회에서�발표한�논문(proceeding)의�경우

김민주.� 1990.� “한국�민주주의와�시민사회�이론.”� 한국정치학회�춘계학술대회.� 서울.5월.�

Kong� Sukki.� 2010.� "Transnational� Activism� in� Korea:� From� Domestication� to

Externalization� of� Contention."� The� 8th� East� Asian� Sociologists'� Conference.� Busan.�

October.

⑧� 일간지,� 주간지�등의�기명기사와�칼럼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참여�결정.”�  중앙일보 (4월� 8일).� 5.

Juoro,� Umar.� 1993.� "The� Different� Faces� of� Democracy."� Far� Eastern� Economic�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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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22),� 23.

⑨�인터넷�자료� �인용은� 제작자,�제작연도,�주제명,�웹주소(검색일자)의�순으로�한다.�

예:�임현진.� � 2010.� “한국형�ODA의�성공을�위하여”�

http://www.naeil.com/news/NewsDetail.asp?nnum=586033� (검색일:� 2010.� 12.� 27).

5.�이상에서�다루어지지�않은�사항에�대해서는�편집진에�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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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첨.� 『다양성+아시아』�작성�샘플�

제목

요약문(300자�이내)

『다양성+아시아』의� 한글� 원고는� (본문� 글자크기:� 10,� 줄� 간격:� 160,� A4� 7~8매)으로� 작성한

다.� 『다양성+아시아』는� 대중성을� 지향하는� 웹진의� 성격상� 원고의� 제목은� 논문형태에서� 익숙

한� 제목보다는� ‘주제’를� 부각시킬� 수� 있는� 제목을� 지향한다.� 『다양성+아시아』의� 구성은� 자율

적이나�서론,� 본론,� 결론의�형식을� 갖춘다.� 단,� 서론,� 본론,� 결론� 혹은� 1,2,3� 혹은� 가,� 나,� 다�

식의� 구성은�지양하고,�소제목으로�글을�구분하고자�한다.�

Tag:� 검색�엔진에서�본고가�검색이�잘�될�수�있는�핵심어� 5가지� 선정

� � � � � � ※� 주제어보다�포괄적인�개념의�단어�선정� 요망�

� � � 예)�우즈베키스탄�정부의�환율단일화(X)�→�우즈베키스탄(0)� 또는� 환율정책(0)

� � � � � � �한-인도� FTA(X)�→� FTA(0)

이름(소속)

(본고의�내용이�잘�드러날�수� 있는�저작권�문제가�없는� 사진,� 이미지�등

※� 사진,� 및� 이미지의�원작자에게�저작권�문제� 여부�확인� 후� 사용)

소제목(‘서론’� 등의� 학술�논문적인�제목을�사용하지�않는다.)

한�개의� 소제목은�가능한� 4문단을�넘기지�않는다.

한�문단은� 10줄�이내의�문장으로�구성한다.�

소제목

소제목

소제목(‘결론’� 등의� 학술�논문적인�제목을�사용하지�않는다.)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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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소개

000(메일�주소)는

00대학교�교수이다.� 00대학교� 00대학원에서� 000학�박사학위를�취득하고,� (기재를�희망하는�주요�활동�

내역�3~4�가지)�등으로�활동하였다.�주로� (주요�연구�분야�및�관심�분야�기재)�관련�연구�등을�진행하고,�

(저서�및�논문이�있을�시)�분야�관련�다수의�저서�및�논문을�출판하였다.

� (※�저자소개는�위�포맷을�활용하여,� 5줄�이내로�작성.�작성�내용�그대로�웹진에�반영)

참고문헌

-� 『다양성+아시아』의�집필� 작성� 양식의�참고문헌�작성�요령을�바탕으로�작성한다.

- � 5~6� 개의�참고문헌을�권장하고,� 최대� 10개를�넘지�않는다.

미주

『다양성+아시아』는�원고의�모든�주석을�미주처리�한다.

※�구성� 예시는� http://diverseasia.snu.ac.kr/� 에서� 참고

http://diverseasia.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