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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조(목적) 본 세칙은 영산대학교 법과대학 법률연구소에서 발간하는 「영산법
률논총」에 투고하는 논문에 대한 원고작성 요령, 문헌인용의 방법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영산법률논총의 발간) ① 영산법률논총은 연2회(9월30일, 12월31일) 발간한
다.
② 영산법률논총은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의하여 기념호 또는 특집호를 발간할
수 있다.
제 3조(게재조건) ① 투고원고 특히 학술논문은 법학 및 관련 분야에 속하는 독창
적인 학술논문이어야 하고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또는 게재예정인 논문
은 제외한다.
② 투고원고는 본 연구소가 정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 원고작성 및 투고요
령, 논문심사에 관한 규정을 준수하는 조건으로 게재한다.
제 4조(투고의 방법) 투고할 논문은 전자우편이나 우편(디스켓 동봉)으로 신청함을
원칙으로 한다.
제 5조(논문의 분량기준) 투고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A4 20매)를 기준
으로 한다.
제 6조(연구논문의 저작물 이용) 본 영산법률논총에 원고를 투고하여 게재된 경우
에는 영산대학교의 전자출판 등 연구논문의 저작물 이용에 동의한 것으로 본
다.
제 7조(원고작성 요령) ① 원고는 한글 또는 마이크로워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
되, 전문용어의 경우 필요한 외국어를 사용할 수 있다.
② 투고논문의 내용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배열한다.
1. 제목(한글 및 외국어)
2. 저자명, 소속
3. 목차
4. 본문의 항목번호 단계는 I.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5. 참고문헌
6. 국문요약
7. 국문주제어 5개 이상

8. 외국어요약(300 단어 내외)
9. 외국어주제어 5개 이상
③ 투고하는 논문의 본문은 10호 크기의 문자로 하고, 각주는 9호 크기로 한
다.
④ 논문의 저자가 2인 이상 공동 저술의 경우 주 저자와 공동 저자로 구분하
고, 주 저자․공동 저자의 순으로 표기한다.
제 8조(문헌인용의 방법) ① 처음 인용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
다.
1. 단행본의 경우 : 저자, 「서명」, 출판사, 연도, 인용 페이지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천성산입문」, 제6판, 영산대출판부, 2009, 12쪽 또는 12면;
Patterson, L. Ray, The Nature of Copyright, Athens & London, 1991, p.12).
2. 논문의 경우 : 저자, "논문제목", 「게재학술지명」, 권 호, 연도, 인용 페이
지 순으로 한다.
(예: 홍길동, "천성산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영산법률논총」, 제3권
1호, 2009, 12쪽 또는 12면; M. J. Matheson, “ICJ Review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6, 2004,
p.12).
3. 복수 저자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가운데 점(․)을 표시하고, 3명 이상인
경우에는 대표자명과 “외”로 표기할 수 있다.
4. 인용문헌이 번역문인 경우 저자명 뒤에 사선(/)을 긋고 번역자의 이름을 기
재하고 “역” 또는 “옮김”으로 표시한다.
② 반복 인용되는 경우의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단행본의 경우: 저자, 전게서(또는 앞의 책), 인용 페이지.
2. 논문의 경우: 저자, 전게논문(또는 앞의 논문), 인용 페이지.
③ 판례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1. 판례의 인용은 선고한 법원, 선고연월일, 판결 또는 결정, 사건번호 및 출처
의 순서로 표시한다
(예: 대법원 2009.1.1, 판결 2009가1111).
④ 법령의 표시는 다음과 같다
법령은 정식 명칭을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법령 조항은 제 조, 제 항, 제
호의 방식으로 표시한다.
⑤ 페이지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국문 또는 한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쪽’ 또는 ‘면’
(일본문헌의 경우에는 '頁')으로 표시하고, 로마자로 표시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 또는 ‘S’ 등으로 표시한다.
⑥ 외국문헌 인용의 경우의 표시방법은 다음과 같다
투고 논문이 외국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원칙적으로 본 규정에 따르되, 해당
외국의 학계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인용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제 9조(참고문헌의 정리) ① 참고문헌은 국내문헌, 외국문헌(동양문헌, 영어문헌,
기타 서양문헌)의 순으로 한다.
② 국내문헌 또는 외국문헌 내에서의 순서는 단행본, 논문, 기타 자료의 순으
로 한다.
③ 국내문헌의 경우 저자명 가나다순으로, 외국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재한다.
④ 참고문헌의 표시는 각주의 표시방법에 준하되 페이지는 표시하지 아니한다,
(참고문헌 표시의 예 :
1. 국내문헌
홍길동, ｢천성산입문｣, 제6판, 영산대출판사, 2009.
홍길동, 천성산의 환경보호를 위한 법적 과제",「영산법률논총」, 제3권 1호,
2009
2. 외국문헌
Patterson, L. Ray, The Nature of Copyright, Athens & London, 1991.
M. J. Matheson, “ICJ Review of Security Council Decisions,” George
Washington International Law Review, Vol. 36, 2004)
제10조(별쇄본 및 저작권에 관한 사항) ①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는 영산법률논총
2부와 20부의 별쇄본을 제공한다.
② 영산법률논총에 게재된 글의 저작권은 필자에게 있으나 영산대학교 법률연
구소가 이를 Web-D/B 및 각종전자매체 등 여러 가지 방법으로 복제하여 연구
소의 목적에 부합하는 한도 내의 이용을 허락한 것으로 본다.
제11조(기타) 본 세칙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상위규정에 반하지 않는 한 영산법
률논총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 결정에 있어 동 편집위원회는 논문집의 형식
적 통일성 확보와 해당 전공 영역의 학계 관행을 고려하여야 한다.
부

칙

1. (시행일) 이 규정은 2010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경과조치) 이 세칙 제정 이전에 시행된 내역(요령)은 이 세칙에 준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