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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영문 제목과 필자의 영문성명을 반드시 기재한다.
4. 여러 명의 필자가 논문을 공동집필하였을 경우,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반드시 명기한다.
5.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 예에 따른다.
예) Ⅰ. > 1. > 1) > (1) > ① 〉가. > 가)
6. 본문의 외국어, 한자이름 등은 가능한 한 외래어 표기법에 근거한 한글로 표기하고
첫 번째에 한하여 한글 옆 괄호 속에 원문자로 기재한다.
7. 도표의 경우 출처를 기재하며 그 형식은 각주와 같다.
8. 각주에서 인용 문헌이나 자료를 밝힐 때에는 저자명, 발행연도, 범위 등 기본적인
것만 기록하고, 상세 내용은 참고문헌 목록에서 밝힌다.
<기본형식>
저자명(발행연도), 쪽범위.
<예시>
김철수 ․ 홍길동(2010). pp. 100 -101.
Mankiw, Romer and Weil(1992), pp. 400 -401.
9. 참고문헌 목록에서 인용 문헌이나 자료를 밝힐 때에는 다음 표기법을 따른다. 저자가
복수일 경우 국문자료는 중점을 써서, 영문자료는 반점과 ‘and’를 써서 나열한다.
동양서의 경우 국문자료와 같다. 만일, 각주에서 해당 자료의 쪽범위를 밝힌 경우,
참고문헌 목록에서 쪽범위는 생략할 수 있다. 재인용일 경우 아래의 예시를 따른다.
<기본 형식>
국문자료: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책제목, 권호, 쪽범위. 발행처.
영문자료: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책제목, 권호, 쪽범위. 발행처.
온라인자료: 저자명. 발행연도. 자료명. 사이트주소 (인용일자).

<예시>
김철수 ․ 홍길동. 2010. ｢물동량 증가 둔화시대와 항만정책 방향｣. 월간 해양수산,
제261권, pp. 100-101. 한국해양수산개발원.
김형태. 2008. ｢우리나라 항만운영업체의 경쟁력 강화 방안｣. 우리나라 항만운영
업체의 글로벌화 전략 세미나 자료. 한국해양수산개발원. (10월 2일)
조선일보. 2006. ｢국제 유가 하락 언제까지｣. (1월 20일)
Mankiw, N. Gregory,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pp. 400-401. MIT Press.
한국무역협회. 무역통계. http://www.kita.net
McCauley, R. 2006. “Internationalising a currency: the case of the Australian dollar.”
BIS Quarterly Review, pp. 41-54. 재인용: 송원호 외. 2007. 원화 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 같은 저자가 같은 연도에 낸 문헌이 여러 개일 때에는 제목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
순으로 정리하고, 발행연도 뒤에 알파벳 a, b, c를 붙여서 구분한다. 본문 내 인용
및 각주에도 동일하게 쓴다.
11. 참고문헌 목록 기재는 국내자료, 동양서, 서양서, 온라인 자료의 순서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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