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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원고의 형식과 분량

1. 원고 분량
1) 논문은 200자 원고지 기준 100매 내외로 하며 1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2) 서평은 200자 원고지 기준 30매 내외로 하며 50매를 넘지 않도록 한다.
* 원고분량 확인은 한글프로그램 사용 시 상단 메뉴 바 중 ‘파일’>‘문서정보’>‘문서통계’에서 확인 가능
2. 원고 형식
1) 글 프로그램(97이상)을 사용하여,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온라인 논문 투고 웹페이지(http://bioethics.jams.or.kr)를 통하여
투고한다.
2) 용지 종류 및 여백 : 신국판(148 x 225mm), 위쪽 15mm, 머리말 10mm, 오른쪽 및 왼쪽 20mm, 아래쪽 15mm, 꼬리말 10mm
3) 글자 모양 및 크기 : 나눔명조체 10.5(각주는 9), 세부 내용은 하단 참조
4) 줄 간격 : 160%
5) 논문은 교정이 완전히 끝나서 그대로 출판할 수 있는 완전한 상태로 제출한다.

3. 세부 내용1)
글꼴

글자모양
속성
기준크기

장평

자간

정렬방식

10.5pt

95

-3

문단모양
여백

줄간격

양쪽 정렬

첫줄
들여쓰기
10pt

바탕글(본문)

나눔명조

논문제목

나눔명조

진하게

15pt

95

-5

가운데 정렬

보통

160%

저자명

나눔명조

진하게

11pt

95

-5

오른쪽 정렬

보통

150%

소속기관, 직위
및 전공분야

나눔명조

11pt

95

-5

오른쪽 정렬

보통

150%

차례

나눔명조

9pt

100

0

양쪽 정렬

150%

각주

나눔명조

9pt

95

0

양쪽 정렬

인용문

나눔명조

10pt

95

0

양쪽 정렬

참고문헌

나눔명조

10.5pt

95

-3

양쪽 정렬

초록

나눔명조

10.5pt

95

-3

양쪽 정렬

초록키워드

나눔명조

10.5pt

95

-3

양쪽 정렬

들여쓰기
7.5pt
내어쓰기
16pt
들여쓰기
10pt
들여쓰기
10pt
들여쓰기
10pt
들여쓰기
10pt

소제목
1단계
소제목
2단계
소제목
3단계
소제목
4단계
소제목
5단계

나눔명조

진하게

13pt

95

-5

가운데 정렬

나눔명조

진하게

12pt

95

-5

양쪽 정렬

나눔명조

진하게

11pt

95

0

양쪽 정렬

왼쪽 20pt

나눔명조

진하게

10.5pt

95

0

양쪽 정렬

왼쪽 25pt

나눔명조

진하게

10.5pt

95

0

양쪽 정렬

왼쪽 35pt

왼쪽 15pt
오른쪽 15pt

내어쓰기
10pt
내어쓰기
18pt
내어쓰기
25pt
내어쓰기
25pt

비고

160%

괄호에 넣어 표기

130%
160%

160%
160%
150%

‘Ⅰ.’ ‘Ⅱ.’ ‘Ⅲ. ’…

210%

‘1.’‘2.’ ‘3.’ …

180%

‘1)’ ‘2)’ ‘3)’ …

170%

‘(1)’ ‘(2)’ ‘(3)’ …

170%

‘①’ ‘②’ ‘③’ …

II. 논문의 양식

1. 구성 : 논문은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직위 및 전공분야, 차례, 본문, 참고문헌,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영문초록), Key Word
(영문주제어)로 구성된다.

2. 제목, 저자, 차례
1) 제목 : 국문 제목을 표기한다.
2) 저자명 : 투고자의 한글 이름을 표기한다.
3) 소속기관, 직위 및 전공분야 : 저자명 아래에 투고자의 소속기관과 직위, 전공분야를 괄호에 넣어 표기한다.
4) 차례 : 본문 소제목 1단계 수준에서 간략한 차례를 적는다.

3. 본문
1) 한글 전용 작성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어는 괄호 안에 적는다. 단, 한글을 전용으로 쓸 때 애매함과 번잡함
이 예상되는 전문용어에 한해서 한자 또는 외국어의 직접 표기를 허용한다.
2) 외래어의 경우 한글 발음표기를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괄호 안에 원어를 함께 적는다. 같은 용어가 반복될 때는 한글만 표
기한다.
‣ 예시) 그 하나는 하임(hajjim)인데, …2)

3) 외국인명을 처음으로 인용할 경우, 한글 발음으로 표기하고 괄호 안에 원어명 알파벳을 표기한다. 동일한 이름이 반복될 경우에

는 한글 표기만 한다.
‣ 예시) 토마스 아퀴나스(Thomas Aquinas), 칼 라너(Karl Rahner), 마오쩌둥(Mao Tsetung)
4) 고대시대 외국인명 및 지명의 한글 표기 등의 경우는 다음의 책에서 제시한 바를 따른다 : 『교부학 인명·지명 용례집』, 한국교
부학연구회 하성수 엮음, 분도출판사, 2008.
5) 직접 인용 시 인용자가 임의로 인용을 생략한 경우 중략 부분을 ‘…’ 로 표기한다.
‣ 예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 모든 인격은 ….3)
6) 본문의 내용과 구성이 명료하게 드러날 수 있도록 적절한 수의 소제목을 사용한다. 단, 소제목은 ‘Ⅱ.논문의 양식의 3.세부내용’
에서 제시하는 소제목의 양식에 따르며, 5단계를 넘지 않도록 한다.
7) 본문에서 강조할 부분은 작은따옴표(‘ ’), 다른 문헌에서 직접 인용한 부분은 큰 따옴표(“ ”)를 사용한다.
8) 본문에 인용되는 저술의 표기방식은 각주로 한다.

4. 표와 그림
1) 표에는‘{ }’, 그림에는 ‘[ ]’와 같은 괄호를 사용하고, 일련번호를 붙인다. 표나 그림의 번호는 아라비아 숫자 1부터 시작한다.
‣ 예시) {표 1}, [그림 1].
2) 표의 제목은 상단 좌측에, 그림의 제목은 하단 중앙에 제시하며 그 출처와 연도를 표시한다.
3) 표와 그림은 원본을 그대로 복사 인쇄할 수 있도록 완성본으로 제출한다.

5. 각주 표기
1) 공통 사항
① 논문이 세미나, 학술대회 등의 발표내용이거나, 학위논문 또는 외부 지원에 의해 작성된 경우, 별표로 그 사실을 표기한다.
‣ 예시) * 이 글은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의 월례세미나(2015년 10월 8일) 발표문을 수정 ‧ 보완한 것이다.
* 이 글은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2016.2.)을 수정‧보완한 것이다.
* 이 글은 2016년도 가톨릭대학교 ‘성신교정 교비연구비’의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이다.
② 각주는 본문에 인용된 순서로 표기하며, 주번호는 본문의 인용번호와 일치해야 한다.
③ 교회문헌, 단행본, 편집단행본, 정기간행물, 학위논문, 각종 자료집 등 종류에 따른 표기형식은 아래 해당항목을 참조한다.
④ 중국 및 일본 저자명은 한글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서양인명은 로마자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⑤ 저자명의 경우, 동양인명은 ‘성 이름’ 순서, 서양인명은 ‘이름 성’ 순서로 표기한다. 서양인명의 경우 이름은 첫 글자를 대문
자로 표기하고 온점(.)을 사용하며, 성은 이름에서 한 칸을 띄워 전체를 표기한다. 동양인명이더라도 로마자로 표기되는 경우
서양인명과 같은 방법으로 표기한다. 번역서의 경우, 책에 표기된 저자명을 그대로 사용한다.
‣ 예시) 김중호[동양인명의 경우], 한스 요나스[번역서의 경우], M.L. Di Pietro[서양인명의 경우]
⑥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3인까지는 그대로 표기하며, 그 이상인 경우 한글 저자명은 “외 ○명”, 로마자 저자명은 ‘쉼표(,)’를
붙이고 한 칸 띄어 “et al.”을 사용하여 표기한다.
⑦ 한글 저자명 사이에는 ‘가운뎃점(·)’을 찍고, 로마자 저자명 사이에는 ‘쉼표(,)’를 넣어 표기한다.
⑧ 각주의 반복인용에서도 한글 저자명은 ‘성 이름’으로 표기하고, 로마자 저자명은 ‘이름 성’으로 표기한다.
⑨ 바로 위에서 인용한 자료를 반복 인용하는 경우, 동양서는 “같은 글(책)”을, 서양서는 “Ibid.”(이탤릭체로 표기)를 사용하고 인
용면수를 표기한다. 단, 교회문헌의 경우 문헌의 제목을 반복하여 표기한다.
⑩ 이미 앞에서 인용한 동일 저자의 동일 글(책)을 반복 인용할 경우, 저자명 다음에 동양서는 “앞의 글(책)”을, 서양서는
“op.cit.”(이탤릭체로 표기)을 사용하고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단, 교회문헌의 경우 저자명을 생략하고 문헌의 제목을 반복하

여 표기한다.
⑪ 한 저자의 두 개 이상의 글(책)을 인용할 경우, 다음의 각주에서는 저자명과 식별할 수 있는 자료명을 함께 표기한다.
⑫ 여러 개의 자료를 함께 인용할 때는 자료와 자료를 ‘세미콜론(;)’으로 구분하여 각각을 각주형식으로 표기한다.
⑬ 직접 인용이 아닌 참조의 경우는 맨 앞에 “참조:”, 서양서는 “Cf.”라고 표기한다.
⑭ 동양서는 “쪽”, 서양서는 “p. (pp. )”를 인용면수에 함께 표기한다.
⑮ 인터넷 자료의 경우, 인용한 URL을 쉼표로 구분하여 모두 표기하고, 접속한 날짜의 연, 월, 일을 대괄호([ ]) 안에 넣어 표기
한다.
⑯ 성경 구절 표기법 : ‘새성경’ 일러두기 10번의 원칙을 따르되, 장과 절을 붙여 쓴다.
‣ 예시) －탈출 5.[탈출기 5장]
－레위 4~6.[레위기 4장부터 6장까지 : ‘물결표(~)’를 써서 표기]
-창세 1,20-26.[창세기 1장 20절부터 26절까지 : ‘하이픈(-)’을 써서 표기]
－창세 5,2ㄱ.[창세기 5장 2절 전반부]
－잠언 1,28; 아가 5,6.
－욥 14,18; 18,4.
－시편 22,3.15.24.

2) 교회문헌 및 원전이 되는 저서
① 교회문헌의 제목은 낫표(｢ ｣)로 표기한다.
② 저자명은 국문 저자명으로 표기하며, 직책(교황, 추기경 등)은 생략한다.
③ 필요한 경우 저서명 앞에 문헌의 종류(회칙, 교황교서, 교서 등)를 표기한다.
④ 교리서와 성경은 저자명 없이 표기한다.

‣ 예시


요한 바오로 2세, 회칙 ｢생명의 복음｣, 1995, 10항.



｢생명의 복음｣, 12항.[반복 인용의 경우]



프란치스코, 회칙 ｢찬미 받으소서｣, 2015, 120항.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사목헌장 ｢기쁨과 희망｣, 1965, 4항.



｢가톨릭 교회 교리서｣, 1992, 1803항.



｢찬미 받으소서｣, 11항.[반복 인용의 경우]

3) 단행본
① 주번호) 저자(편자)명, 단행본명, 권차, (번역서의 경우) 번역자명, 출판사, 출판지명, 출판년도, 인용면수
② 편저의 경우 편자명 뒤에 ‘엮음’을 표기한다.
③ 단행본명의 경우, 동양서명은 앞뒤에 ‘겹낫표(

)’를 표기하고, 서양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④ 번역서의 경우, 번역자의 이름 다음에 “옮김(tr.)”을 표기하며, 번역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대표번역자 “외”(et al.)로 표기한다.
⑤ 국내 출판사의 이름은 모두 붙여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⑥ 출판지명의 경우 서양서만 표기하며, 출판사가 소재한 도시명을 표기한다. 추가 식별이 필요한 경우, ‘괄호( )’로 상위지명을
부기한다.
⑦ 출판연도를 표기하되 중판 여부 등 판차를 표기할 때는 연도 뒤에 ‘윗첨자’로 표기한다.
‣ 예시


구인회, 생명윤리, 무엇이 쟁점인가 , 아카넷, 2005, 121-122쪽.



이동익, 생명, 인간의 도구인가? , 바오로의 딸, 2004, 44쪽.



같은 책, 75-76쪽.[반복 인용의 경우]



참조: 구인회‧임종식, 삶과 죽음의 철학:생명윤리의 핵심 쟁점에 대한 철학적 해부 , 아카넷, 2003, 173쪽.



공병혜․구인회․김상득 외 2인, 생명윤리 , 현문사, 2015, 43쪽.



가톨릭생명윤리연구소 엮음, 토마스 아퀴나스와 가톨릭의 생명이해 , 가톨릭대학교출판부, 2007, 97쪽.



구인회‧임종식, 앞의 책, 137쪽.[반복 인용의 경우]



엘리오 스그레챠, 생명윤리의 이해 , 제1권, 정재우 옮김, 가톨릭출판사, 2016, 49쪽.



그레고리 E. 펜스, 의료윤리 고전적 사례들 , 제1권, 구영모 외 옮김, 광연재, 2003, 142-143쪽.



M. Rhonheimer, The Perspective of Morality, The Catholic University of America Press, Washington, D.C., 2011, p.
201.



Ibid., pp.125-126.[반복 인용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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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기하며 약자를 사용하지 않고 전부 표기하도록 한다.
4) 요약문 본문은 논문의 서론, 결론 등에서 그대로 복사하지 않도록 하고, 논문 전체의 내용과 의의가 반영되도록 연구의 취지, 방

법, 그리고 결과 등에 관하여 집약적으로 간명히 서술한다.
5) 주제분류 : 투고된 논문의 주제분류를 국문 및 영문으로 표기한다.
‣ 예시) 생명윤리(Bioethics), 생명문화(Culture of Life), 임상연구윤리(Clinical Research Ethics), 생태윤리(Ecological
Ethics), 인간학(Antropology), 법철학(Philosophy of Law) 등.
6) 주제어 : 5~6개 정도의 주제어를 선정하여 국문 및 영문으로 표기한다.
7) 서평은 초록을 작성하지 않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