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연구논문의 종류 및 형식
[제정 2005년 3월 1일]
[시행 2005년 3월 28일]
[개정 2008년 8월 4일]

2.1 논문의 종류
논문집 '한국과학예술포럼'에 게재되는 연구 논문은 과학․예술․문화․전시․디자
인분야의 융·복합적 성격을 가지며 그 종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09년 3월 14일]
[개정 2010년 3월 20일]

① 연구논문

[개정 2012년 3월 19일]

과학․문화․전시․디자인융합분야에 관한 과제가 이론적 또는 실증적으로 논술된

[개정 2013년 2월 1일]

것으로 연구 목적, 방법, 수단, 결론 등이 명기되어야 하며,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

[개정 2014년 1월 13일]

는 독창성 있는 것, 또는 기초적 연구라 하더라도 독창성이 풍부하고 연구과정

[개정 2014년 8월 7일]

이나 내용에 새로운 사실이나 가치 있는 고찰이 포함되어 그 학문적 성과가

[개정 2015년 3월 16일]

인정되는 것.

[개정 2017년 1월 16일]
[개정 2017년 4월 1일]

② 응용논문
기존의 연구방법이나 이론을 현실적 문제에 적용한 논문으로, 과학․문화․전
시․디자인융합분야에 관한 자료, 조사, 실측, 통계, 실험 등의 연구보고로서

1. 논문투고 자격 및 방법
1.1 투고 자격

신뢰성, 유용성, 실용성이 풍부하여 학술적, 기술적으로 가치 있는 것으로 새
로운 연구의 추진 또는 전개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것
③ 기술논문

논문투고자의 자격은 투고논문의 저자 전원이 원칙적으로 본 학회의 회원이

특정의 역사적, 문화적, 기술적인 주제에 관한 독창적, 종합적인 해석 또는

어야 하며, 투고되는 논문은 어느 것이나 미발표된 것이어야 한다. 단 본 학

논고로서 저자 자신의 연구에 관한 시점, 이념, 방법을 반영하여 학술적으로

회 주최 학술대회에서의 구두발표, 대학논총, 기업 또는 연구기관의 연구 보

인정되는 것

고서 등 외부에 공표되지 않은 연구는 응모할 수 있다.
④ 작품논문
1.2 투고 방법
원고는 반드시 학회에서 공지한 File양식의 데이터를 학회 홈페이지에 정해
진 기한까지 업로드 시켜야 한다. (파일업로드 방법 홈페이지에 공지되어있
음)
※ 온라인투고시스템에 등록되지 않은 논문은 접수분으로 인정하지 않음.

과학․문화․전시․디자인융합분야의 작품결과가 학술적 가치가 인정되는 독창성
을 지니며, 종합적인 완성도를 갖추고 있으며, 합목적성과 조형성의 탁월함
과 더불어, 제작의 프로세스에 명료한 논리적 일관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써, 최초응모마감일을 기준으로 과거 5년 이내에 발표되거나 제작된 것을 대
상으로 함.
작품논문은 다음의 2가지 종류로 다시 구분함.
- 발표작품논문: 제품화 또는 시공 등에 의해 이미 구체화되어 사회적인 인
지를 얻은 작품

- 컨셉작품논문: 연구적인, 또는 실험적인 의미에서 시도 되어진 제안 또는
시작(試作) 작품

한다.
- 게재료의 납부일자는 심사통과 후, 사무국에서 지정된 날짜 안에 납부하도
록 한다.

2.2 논문의 형식

- 게재확정자의 주저자에게 별쇄본 5부를 무료로 배포하며, 추가적으로 인쇄

논문은 반드시‘한국과학예술포럼 논문작성 지침’에 유의하여 논문으로서의
기본체제와 형식을 갖추어 논문을 작성하며, 언어는 영문과 중국어, 일본어 모
두 가능하다.

를 원할 경우에는 10부에 50,000원을 게재료와 함께 납부한다.
- 게재확정자를 기준으로 저자가 1,2명 경우에는 2권씩, 3명 이상일 경우에
는 저자인원수만큼 배부된다.
- 주소 변경시에는 반드시 본 학회의 메일을 통해 통보하여야하며, 통보하지
않아 우편물이 반송될 경우에는 착불로 재발송한다.

3. 논문투고 시기 및 방법

3. 논문의 분량

3.1 논문투고 시기
논문은 연 5회로 발행되며 투고기간은 심사기간은 대략적으로 40일 정도가
소요됨을 고려하여 사전에 시간적 여유를 갖고 수시로 하여 투고하되, 다음
예정일을 참고한다.
논문투고 마감일
12월 중순
2월 중순
5월 중순
8월 중순
11월 중순

논문의 종류와 관계없이 최대 20페이지 한도로 한다. 단, 11페이지(빈 페이
지 포함) 초과분에 대해서는 추가 인쇄를 청구한다.

4. 논문 작성법
논문심사일
12월 중순 ~1월 중순 중
2월 중순 ~ 3월 중순 중
5월 중순 ~ 6월 중순 중
8월 중순 ~ 9월 중순 중
11월 중순 ~12월 중순 중

논문발행일
1월30일
3월30일
6월30일
9월30일
12월30일

※ 투고논문이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될 경우에는 경중에 따라 조치를 취할

4.1 논문 편집용지 및 여백 양식
표지는 도큐먼트 설정 가로 160mm x 세로 232mm으로 1단으로 작성해야
한다. 또한 본문은 도큐먼트 설정 가로 160mm x 세로 232mm으로 1단으로
작성해야 한다. (여백은 아래의 규정을 참고하면 된다.)

수 있다. (논문유사도 40%이상, 표절행위 등)
3.2 논문투고 방법
작품논문을 따로 받지 않으며, 연구논문에 한해 홈페이지의 온라인투고시스
템에 업로드 된 접수분에 대해서만 접수를 인정한다. 온라인투고시스템 이용
순서를 홈페이지의 첨부파일을 참고하면 된다. (홈페이지에 자세히 공지되어
있음) 또한 온라인투고접수와 동시에 반드시 심사료 200,000원(국, 영문 상관
없음)을 납부한다. (농협은행: 301—0061-8201-31, 예금주 : (사)한국전시산업
융합연구원)
3.3 논문의 게재료
- 논문 1편당(표지 포함 11페이지 이내) 200,000원으로 한다. (단, 연구지원금
일 경우에는 추가 100,000원을 납부한다.)
- 기본 11페이지가 넘을 경우에는 1페이지당 10,000원의 추가 게재료를 부가

표지 영역

본문 영역

4.2 표지 작성법

항 목

글자체

글자 크기

장 평

자 간

표지 국문 제목

중고딕

13

95

-5

130

볼드체

논문 표지 1면 : 위에서 3줄 내려 국문제목(부제가 있는 경우 아래 행에 부

국문 이름

중고딕

12

95

-5

130

볼드체

제 기입)쓰고 1행 내려 국문저자명과 소속(소속, 전공 순)을 각각 기입한다.

국문 소속

중고딕

11

95

-5

130

보통체

다시 2행 내려 영문제목, 영문 저자명과 소속을 기입한다. 또한 연구지원비

표지 영어 제목

중고딕

12

95

-5

130

볼드체

에 의한 연구일 경우에는 수혜년도와 학기를 표기하고 학회 투고방식에 맞

영문 이름

중고딕

11

95

-5

130

볼드체

게 작성하여야 한다.

영문 소속

중고딕

11

95

-5

130

보통체

목차 제목

중고딕

10

95

-5

150

볼드체

목차 내용

중고딕

9.5

95

-5

150

볼드체

Abstract 제목

중고딕

10

95

-5

150

볼드체

① 제목 및 저자표기

논문 표지 2면 : 아무것도 기입하지 않고 빈 페이지로 한다(제 2면의 쪽 번
호는 한글 감추기 기능을 이용하여 감춰야 함).
본문 표지 3면부터 : 제 3면부터 본문을 작성 한다.

줄 간격 글자 굵기

Abstract 내용

신명조

9.5

95

-5

150

보통체

Key words 제목

중고딕

10

95

-5

150

볼드체

Key words 내용

신명조

9.5

95

-5

150

보통체

본문표제

중고딕

10

95

-5

150

볼드체

교신저자가 있을 경우, 맨 마지막에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 논문 전

본문내용

신명조

9.5

95

-5

150

보통체

체를 책임지는 저자) 순으로 기입하며, 각 저자명 뒤에 기호(*)(**)...를 기입

Table, Fig 제목

신명조

9

95

-5

150

보통체

하고 기호별로 소속을 기입해야 한다. 하나의 논문에 총 5명까지만 저자를

표 내용

신명조

7~8

95

-5

150

보통체

미주, 참고문헌 제목

중고딕

10

95

-5

150

볼드체

미주, 참고문헌 내용

신명조

9

95

-5

150

보통체

② 공동저자표기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의 표기방법은 주 저자-공동 저자(논문기여도 순서)-

둘 수 있다.
③ 교신저자표기
교신저자의 경우, 논문에 대한 문의에 즉각 책임지고 답변하기 위해 교신저

* 2단 형식 이용법 : 모양 →다단→ 단 개수(2), 단 구분선 굵기(0.12mm), 너비
(75mm), 간격(10mm) 으로 한다.

자임을 표기하고, 연락처-소속 학과 및 학교(혹은 연구소)의 정확한 명칭과
이메일 및 전화번호를 반드시 1페이지 하단 표기하는 곳에 기재해야 함.
4.3 본문 작성법
본문은 2단 형식이며 목차, abstract,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미주 순서
로 기입한다. 문단의 첫 행, 첫 글자는 두 칸을 들여 쓰며 각 항목별 규정내
용은 <아래의 표>와 같다.

4.4 목차 및 Abstract 작성법
목차는 Abstract, 서론, 본론, 결론, 미주, 참고문헌 순으로 기입하되 각각
두 번째 부제까지만 기입한다. Abstract는 영문초록과 국문초록을 함께 기입
한다.
영문 및 국문초록 내용에는 연구목적, 연구방법 및 범위, 간추린 연구내용
및 결과가 꼭 포함되어야한다. 또한 국문 및 영문Abstract는 450단어 ~ 700
단어로만 작성되어야 하며, 학회에서 요구하는 문구를 꼭 넣어 작성하여야
한다. (아래 예시 참고)
국문초록 작성예시 (※ 아래의 단어가 필수적으로 기입되어 있어야 함.)
본 연구는 ~~~~에서 시작되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 하는 것이다. 따라서 본 논문은 ~~~~~~ 이행하였

다.(시도하였다.)

5.8 참고문헌(Reference)

연구결과 및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 둘째,~~~~~.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기대한다.(연구가 필요하다.)

(1) 참고문헌은 본문에 참고된 것을 기입하되 결론 뒤에 논문 및 저서, 웹사
이트 순으로 기재한다.

(※ 국문초록의 내용을 바탕으로 영문초록도 마찬가지로 작성되어 있어야
함.)

① 참고문헌(Reference)는 전문 반드시 영어로 기재하여야 하며 알파벳순
으로 정렬한다. 또한 국문문헌일 경우 영문으로 변환해서 작성한다.
예시) 정부연, “스마트워치 시장 현황과 전망”, 정보통신방송정책 제27권

4.5 Key Words 기입법

14호, 2015 -> Jung, Bu yeon, “Current Market and Outlook of Smart

논문내용을 가장 잘 표현하는 Key Words를 3~5개 이내로 선정하여

Watch”, Korea Information Society Development Institute, 27(14), 2015.

abstract 밑에 영어와 한글로 각각 표기한다.

정상훈․이건표, “제품 사용 중 표출되는 사용자의 감성 측정 도구 개발에

* 영문투고논문의 경우 한글을 표기하지 않는다.

관한 연구”, 디자인학연구 64, 2006 -> Jeong, Sang Hoon., Lee, Kun Pyo,

예) 한글논문 / Cultural Product(문화상품), 영문논문 / Cultural Product

“Development of Tool for Measuring the User's Emotions expressed while
Using a Product”,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sign Science, 64, 2006.

4.6 본문내용의 표제(장, 절, 항) 기입법
큰 표제(장)가 바뀔 때와 중간표제가 바뀔 때에는 1줄 띄어 기입하며, 작은
표제는 띄지 않고 그대로 기입한다.

② 웹사이트는 검색일 순으로 나열하여 Reference 란에 기입해 준다.
* 웹사이트 입력 시 참고문헌 전체에서 알파벳순이 아니라 반드시 논문

표기순서는 Ⅰ,Ⅱ,Ⅲ...,

및 저서 작성 후 웹사이트를 기재하도록 한다.

1.1 1.2 1.3......
(1), (2), (3)...,
(2) 표기방법

①, ②, ③...의 순서로 기입한다.
4.7 표, 그림 작성법(영문의 경우 Table, Figure로 표기)
표 제목은 표의 상단 좌측에 넣어 위치시키고 그림 제목은 그림의 아래쪽
가운데에 넣어 위치시킨다. (표 속성에서의 caption 기능은 절대 사용하지 말 것)

① 정기간행 학술잡지의 경우 저자명(Family Name을 앞에 씀), 본문제목
(따옴표 “ ”사용), 학술지명, 권(호), 연도의 순으로 기술한다.
* Reference 에서는 p. 또는 pp. 와 같은 페이지 쪽수를 기입하지 않는다.

예) [표-00] 표제목 - 왼쪽정렬
단독저자일 경우 예시)
표

그림

[1] Miller, Joan, “Museum of Science & Art”, The Science & Art
Magazine, 27(3), 2008.

<그림-00> 그림제목 - 가운데정렬

표의 좌우측 테두리는 없음으로 하며, 표의 항목 칸의 표 내부 색깔설정은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예시)
[2] Cho, Young Ha., Kim, Tae Jun, “Museum of Science & Art”, The

‘검정 80%밝게’로 설정하며, 항목 칸의 아래 테두리는 이중실선으로 한다.

Science & Art Magazine, 27(3), 2008.

예)

[3] Go, Jae Yun., Cho, Young Ha., Kim, Tae Jun, “Museum of Science &
형 태
A
B

내 용

Art”, The Science & Art Magazine, 27(3), 2008.
* 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저자 이름이 끝나면 마침표로 구분 짓는다.

② 정기간행물이 아닌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서명(

사용. 개정판일 때

op.cit.로 표기한다.)

에는 판수표시), 출판사명, 출판년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2] Hong, Gil Dong,

, Byuck O Dong, 2008.

예) 단독저자일 경우 예시
1) Miller, Joan, “Museum of Science & Art”, The Science & Art

③ 학위 논문일 경우

Magazine, 27(3), pp.90-98, 2008.

저자명, “제목(학위명)”, 학교명, 면, 발행연도.

2) ibid, p.120.

예) [1] Hong, Gil Dong, “The Principle of Science Museum(Master's
thesis)”, Seoul University, pp.12-13, 2002.
* 박사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 석사학위 논문 master’s thesis

예) 저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예시
1) Cho, Young Ha., Kim, Tae Jun, “Museum of Science & Art”, The
Science & Art Magazine, pp.90-98, 2008.

④ 협회와 같은 저자가 단체일 경우

2) Go, Jae Yun., Cho, Young Ha., Kim, Tae Jun, “Museum of Science &

단체명, “제목”, 발행처, 권호수, 면, 발행연도.

Art”, The Science & Art Magazine, 27(3), pp.56-57, 2008.

예) [1] Seoul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 저자가 2인 이상일 때에는 저자 이름이 끝나면 마침표로 구분 짓는다.)

mental disorders”, Seoul City Magazine, 4, p.3, 2000.
② 정기간행물이 아닌 단행본의 경우
③ 웹사이트의 경우

저자명, 서명(

사용. 개정판일 때에는 판수표시), 출판사명, 면, 출판년도의

웹사이트 주소, 검색년월일의 순으로 최신일자가 아래로 가도록 표기한다.

순으로 표기한다. 또한 페이지 기입 시 한 쪽의 경우 p.0, 여러 쪽의 경우

예) [3] www.ecse.or.kr (2008.04.15.)

pp.0-0로 표기한다.(해당 endnote가 위의 endnote와 동일할 경우 ibid.로, 위의
endnote는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한 endnote와 동일할 경우 op.cit.로 표기한다.)

5.9 미주(Endnote)

예) 3) Hong, Gil Dong, 「The Principle of Science Museum」, Byuck O

(1) 미주는 본문 중 본문에 인용된 것과 독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부연설명

Dong, pp.211-235, 2008.

을 해야 할 경우 주석을 미주로 표기해야 하며, 반괄호를 사용하여 해당 내
용의 우측 어깨에 주석번호*를 달고 이들을 모두 번호순으로 참고문헌 뒤의
Endnote 란에 기입해 준다. (본문내용 중 타문헌 혹은 타논문에서 인용한 문

③ 학위 논문일 경우
저자명, “제목(학위명)”, 학교명, 면, 발행연도.

장에 대한 출처는 Endnote를 통해 밝힌다. 또한 인용은 참고를 바탕으로 이

예) 1) Hong, Gil Dong, “The Principle of Science Museum(Master's

루어지므로 Endnote의 문헌은 꼭 Reference에도 추가해야한다.)

thesis)”, Seoul University, pp.12-13, 2002.
* 박사학위 논문 doctoral dissertation, 석사학위 논문 master’s thesis

(2) 표기방법
① 정기간행 학술잡지의 경우

④ 협회와 같은 저자가 단체일 경우

저자명(Family Name을 앞에 씀), 본문제목 (따옴표 “ ” 사용), 학술지명,

단체명, “제목”, 발행처, 권호수, 면, 발행연도.

권(호), 면, 연도의 순으로 기술하고 페이지 기입 시 한 쪽의 경우 p.0, 여러

예) 1) Seoul Psychiatric Association,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쪽의 경우 pp.0-0로 표기한다.(해당 endnote가 위의 endnote와 동일할 경우

mental disorders”, Seoul City Magazine, 4, p.3, 2000.

ibid로, 위의 endnote는 아니지만 앞에서 언급한 endnote와 동일할 경우

⑤ 웹사이트의 경우
웹사이트 주소, 검색년월일의 순으로 표기한다.
예)
4) www.ecse.or.kr (2008.04.15)
5) www.ksaforum.or.kr (2015.03.01)

주의사항) 엔드노트 기입 시, 같은 문헌이 중복될 경우의 표기법
1) 바로 위가 아닌 앞에 나온 참고자료를 다시 쓸 때(저자와 연도를 꼭 제시!!)
예시) 저자, op.cit., p.00, 2015.
2) 바로 위에 있는 참고자료를 다시 쓸 때(페이지만 기입!!)
예시) ibid., p.00
* 위의 투고규정에 어긋난 논문 형식은 투고를 받지 않을뿐더러 편집상의
문제로 게재도 불가하오니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학회규정을 지켜주시기 바
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