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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글 요약본 작성 위치로, 요약본 내용은 150자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키워드: 물류, 로지스틱스

1. 서론
1.1 제출방법
투고자는 물류산업진흥재단 홈페이지 회원등록 후 논문을 메일 첨부로 제
출하여야 한다. 원고는 “아래아 글 또는 MS Word”로 작성된 file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2 타 학술지에 게재 혹은 심사중인 논문의 제출 금지
본 물류산업진흥재단 논문 공모 투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 등에 이미 발표
되었거나 게재심사를 받고 있지 않으며, 타 학술지에 중복 투고되지 않을 것임
을 투고자가 확인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1.3 제출 철회
본 재단에 논문이 접수된 후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의 철회를 저자가 원하는
경우, 저자는 물류산업진흥재단에 서면 혹은 e-mail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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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표지 및 내용
논문 표지에는 논문제목(한글 및 영문), 저자명 및 직책, 소속기관, 대표(연
락)저자의 주소, 전화 및 Fax번호, e-mail 주소를 기입한다. 각 저자명에 대해
반드시 영문을 병기하고, 영문 성명은 이름을 먼저 쓰고 성을 뒤에 쓴다. 연구
비의 지원을 받아 연구가 이루어진 논문의 경우 표지에서 밝힐 수 있다. 표지
의 다음 쪽에는 저자에 관한 정보를 기입하지 않고 제목과 150단어 이내의 한
글요약, 키워드를 적은 후, 서론, 본문, 결론, 부록(appendix), 참고문헌
(references) 순으로 작성한다. 각 쪽마다 하단 중앙부에 쪽번호(page)를 표시
한다. 본문의 줄간 간격은 한글을 사용할 때는 180% 이상 혹은 double space
로 하며, 상하좌우에 충분한 여백을 둔다. 논문에 사용되는 모든 폰트는 맑은
고딕체로 통일하며 제목만 18pt, 나머지는 모두 11pt를 사용한다. 총 작성 분
량은 25페이지 내외로 한다.
3. 번호 매김
절이나 소절은 아라비아 숫자로 1., 1.1, (1) 등으로 표기하며, 수식은 필요한 경우
(1), (2) 등으로 번호매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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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그림과 표
그림과 표는 제목과 내용을 한글 또는 영문(혼용도 가능)으로 작성한다. 그
림은 그림1 또는 Figure 1 등으로 표시하며, 그림의 제목은 그림의 아래 중앙
에 표기한다. 표는 표1 또는 Table 1 등으로 표시하며 표의 제목은 표의 위 중
앙에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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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한글, 또는 영어설명

(b) 한글, 또는 영어설명

Figure 1. 한글 설명, Caption here

Table 1. 한글설명, Table caption here

5. 참고문헌의 인용과 목록
인용된 문헌은 저자명과 연도(괄호 안)를 본문 중에 명시하고, 인용된 문헌
들만을 본문 끝 참고문헌 부문에 저자명의 한글, 알파벳순으로 일괄 기입한다.
한글을 가나다 순으로 먼저 기입하고 알파벳 순으로 기입한다. 한국어, 일본어,
중국어 등 비영어권의 언어로 작성된 논문을 인용할 경우, 고유명사는 음역
(transliteration), 그 외 보통명사 등은 번역(translation)을 통하여 한글 또는 영
문 알파벳을 사용하여 기입한다. 학술지의 경우는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 호, 쪽번호의 순으로 기입하고, 정기간행물이 아닌 문헌의 경우
는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 출판수(2판 이상의 경우), 쪽번호 또는 장(필요시),
출판사명, 출판지역의 순으로 기입하되, 다음의 예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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