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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그림이나 도표를 참조하는 부분을 본문에 표시한다.
예) 실험결과는 <표-1>과 같다. 조사 보고되고 있다(<그림-1> 참조).
10. 참고문헌은 반드시 작성하도록 하며, 기재 방식은 각주와 비슷하지만 서양서의 경
우 첫 저자의 이름은 성을 먼저 적고 이름을 나중에(성명순) 적는다. 또한 순서는
국내자료를 먼저, 외국자료를 나중에 기재하며 국내자료는 가나다순으로, 외국자료
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저자명이 같은 것끼리는 맨 처음 것만 써주고 다음부
터는 밑줄로 표시한다. 참고문헌에서는 페이지수를 생략한다.

접수일자

논 문 투 고신 청 서
제1연구자 성명

접 수 자

(영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

(직위)

주소
전화

(fax)

휴대폰

e-mail
교신저자1) 성명

(영문)

주민등록번호

소 속
연락처2)

(직위)

주소
전화

(fax)

휴대폰

e-mail
공동 연구자

(영문)

(영문)

성 명

(영문)

(영문)

논문제목
논문주제

(한글)

작성

(영문 ․ 외국어)
해운( ) 물류(
정보화( ) GIS(

언어
) 항만(
) 기타(

) 환경( ) 수산(

) 어촌(

)

)

특기사항
원고요약

1) 제1저자와 동일할 경우 생략 가능
2) 논문에 대한 심사결과 전달, 학술지 및 별쇄본 우송 시 사용할 연락처 및 주소 기재

海洋政策硏究

1993년 3월 19일 登錄番號 공보사 01615

2010年 12 月 31 日 印刷
2010年 12 月 31 日 發行
發行處

韓 國 海 洋 水 産 開 發 院
서울특별시 마포구 상암동 1652
KBS 미디어센터빌딩내
TEL 2105-2700 FAX 2105-2800

編輯兼
發行人

金

印刷人

서울기획문화사

學

韶
金

奎

植

정가 15,000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