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발간 안내 사항

교통연구 논문 투고 안내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교통연구 논문 작성 규정

논문 발간 안내 사항

모형) 및 정책논문(정책 및 조사분석)을 게재하는
교통 전문 학술지로서 투고 원고는 다른 간행물

교통연구 논문 투고 안내
1. 참여 대상 : 관련 전문가 및 대학원생
2. 논문 종류 : 학술논문, 정책논문 등
3. 논문 분량
￭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매, 영문의 경우 A4 용
지 18매 내외로 작성
4. 논문 접수 및 제출
￭ 접수 : 수시
￭ 제출 : 논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5. 학술지 논문접수 마감일 및 발간일
구분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마감일

1. 31

4. 30

7. 31

10. 31

발간일

3. 31

6. 30

9. 30

12. 31

6. 내용
￭ 원고 내용은 교통 관련 모든 분야로 다른 학회
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 투고논문의 게재 여부는 전적으로 심사위원과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릅니다.
￭ 본원의 논문투고규정과 논문작성기준을 참조하
여 제출 바랍니다.
￭ “http://www.koti.re.kr” 공지사항에서 논문작성
스타일(아래한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7. 문의 및 제출처
￭ 한국교통연구원 기획경영본부 교통연구 담당자
￭ E-mail : likeaugust@koti.re.kr
￭ 전화 : 044-211-3035

교통연구 논문 투고 규정
1. 교통연구는 교통 관련 분야의 학술논문(이론 및

에 발표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2. 투고자는 본지의 논문작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원
고를 정본 1부와 원본 파일, 논문투고신청서 등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3-1. 원고는 도표를 포함하여 국문의 경우 A4 용지 15
매(영문은 18매) 내외로 작성하고, 본지 20페이지
이내로 게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도표․그림은
직접 제판원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깨끗이 작성하
여야 한다. 논문 분량이 본 규정의 제한을 초과한
경우 본지 편집위원회에서 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
3-2. 본문의 표와 그림의 제목과 내용 구성은 국․영문
을 병기한다. (단, 논문 심사중에는 한글로 제출할
수 있으나, 게재 확정후 최종 제출논문의 표와 그
림은 반드시 국영문을 병기하여야 한다.)
4. 논문 작성 언어는 한국어와 영어에 한한다. 원고는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500단어 내외의 영문초록을
작성한다. 영문의 경우 1,000자 이내의 국문 초록을
작성한다.
5. 투고는 수시이며, 접수일자는 원고가 본 편집위원
회에 도착한 날로 한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다.
6. 교통연구 게재 확정된 논문의 디지털정보 권한
은 본원에 귀속된다.

교통연구 논문 심사 규정
1. 본 규정은 교통연구에 게재코자 하는 논문에
대해 적용된다.
2. 편집위원장은 논문 접수 후 전체 편집위원을 대
상으로 4인(원내 2인, 원외 2인)의 심사위원 추천
을 의뢰하고, 추천 심사위원 중에서 3인의 심사
위원을 선정하여 논문 심사를 위촉한다. 심사위
원 3인은 원내 1인, 원외 2인을 원칙으로 한다.
3. 논문의 심사는 항목별 평가와 종합평가로 구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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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종합평가는 수정없이 게재가, 수정 후 게재가,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등 4단계로 평가한다.

한다. 그리고 결론에서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4. 논문 심사에 소요되는 기간은 초심(15일 이내)과
재심(7일 이내)을 포함하여 1개월 이내에 처리함
을 원칙으로 하며, 논문 수정을 의뢰받은 저자가
수정에 응하지 않거나, 10일 이내에 수정을 마치
지 못했을 경우 게재불가로 처리한다.
5. 편집위원장은 3인의 심사위원의 심사 결과를 종
합하여 다수 판정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심
사위원 3인의 심사결과가 상이할 경우에는 차악
(次惡) 원칙에 의해 최종 판정한다.
6. 심사를 맡은 심사위원의 게재 불가 판정에는 이

2) 제목 : 표지는 국 ․ 영문제목, 국 ․ 영문 저자명, 소

유, 설명이 있어야 한다.
7. 모든 논문은 게재로 판정되어도 저자는 일부 심
사위원(수정 후 재심 또는 수정 후 게재)의 수정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수정된 논문을 제출하고,
이후 동 심사위원은 수정의 적절 여부를 확인하
며 최대 2차에 한해 재수정 요구를 할 수 있다.
8. 심사위원의 심사의견, 수정요구 및 재심 이유에
대해 반론이나 서로 다른 시각 또는 견해를 밝히
고자하는 투고자는 편집위원회에 서면으로 이의
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때 상당한 논거나 실증적
사례들을 제시하여야 한다. 편집위원회는 이의신
청을 적극 검토하여 조치해야 하며, 익명으로 투
고자와 심사위원 간의 의견교환을 중재할 수 있
다.

앞으로의 연구방향을 제시한다.
속, 목차, 주제어 등을 포함하여 1매로 작성한다.
3) 목차 : 논문의 목차를 장과 절로 구분하여 작성한다.
4) 초록 : 초록은 본문과 명확히 구분하여 1,000자 내외
의 국문요약과 500단어 내외의 영문요약으로 작성
하며, 목차 다음에 구성한다. 초록은 ‘ABSTRACT’으
로 표제한 다음 1페이지 이내로 게재한다.
5) 주제어 : 제목 하단에 6개 이내로 국문 주제어는
가나다 순으로, 영문 주제어(Keyword)는 알파벳 순
으로 작성한다.
6) 본문은 통상적인 논문의 전개방식으로 작성하며,
각주는 반드시 본문 해당 면 하단에 위치하도록 한다.
7) 참고문헌은 동양서(가나다순) 다음에 서양서(알
파벳순)으로 배열한다.
8)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별도로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는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표기한다.
2. 사용어 및 표기
1) 국문원고의 경우 국문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할
경우 한자 및 외래어는 괄호 안에 병기한다.
2) 본문의 번호 전개는 다음과 같이 한다.
장 :Ⅰ/ 절 : 1 / 항 : 가 / 목 : 1), -, ․
3. 번호수식의 표시
번호와 수식은 본문의 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
도록 표기하여야 하며, 특히 수식의 아래첨자와 윗
첨자는 본문의 줄보다 반칸 아래, 반칸 위에 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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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본문의 타자와 명확하게 구분되도록 하여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식의 번호는 수식의 순서대로

1. 논문의 체제

해당 페이지의 가장 우측에 표기하여야 한다.

1) 논문의 구성 : 논문은 표지, 국 ․ 영문초록, 본문(서

 y = ax²+ bx+c

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등으로 구성된다. 본문

2

(1)

4. 도표 및 그림

서론에서는 연구의 목적, 연구의 범위, 연구방법,

도표는 나오는 순서대로 <표 1> 제목, <그림 1>

기대되는 효과 등을 서술하고, 본론에서는 문제

제목, Table 1. 제목, Figure 1. 제목 등과 같이 < >

점을 분석하고 이론을 전개하여 해결방안을 모색

속에 ‘일련번호’ 체제로 표시하며, 모든 제목은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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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도표의 경우 상단 ‘왼쪽 맞추기’로 표기하고, 그

2 <학술논문> <정기간행물> 저자, “논문명”,

림 및 사진의 경우 하단 ‘중앙 맞추기’로 표기한다.

게재지(영문은 이탤릭체), 권(호), 출판년

인용한 도표는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한다.

도. 인용면.

5. 용어

1. 류해웅, “계획수립과정에 있어서 주민참여의

학술용어는 될 수 있는 대로 국문으로 쓰되 교
통전문용어의 번역은 대한교통학회 발행의 교통

법리에 대한 실증분석”, 교통연구, 제22권,
2000. pp. 81-96.

용어집을 참고한다. 단,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 한

2. Coffey, W. J. and Baily, A. S., “Producer Services

하여 원어를 국문으로 풀어서 쓰며, 원어는 괄호

and Flexible Production”, Growth and Change,

( ) 안에 쓴다.

22(4), 1991. p. 118.

6. 인용문 작성방법
1) 인용문 : 논문내용 중에 인용문장이 있을 경우 인
용된 문장이 끝나는 부분에 괄호를 하고 인용논
문의 저자 및 논문의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현실을 더욱 잘 반영한다고 지적한 바가 있다
(Cervero, 1982).
2) 논문내용 중에 관련 연구의 연구결과를 설명하고
자 할 때에는 해당 논문의 저자이름 뒤에 괄호를
하고 논문 발행연도를 기입한다.
 Dewecs(1994)는 13마을에 달하는 토론토의 지
하철 건설에 따른 부동산가치의 상승분...
7. 각주와 참고문헌 표시 및 작성 형식
1) 인용한 문장에는 반드시 각주를 달도록 하고 주
기가 필요한 부분의 최종글자 오른편에 위첨자
로 일련번호를 적어 표시한 후 해당 면 하단에
그 내용을 설명한다.
2) 참고문헌 및 각주 작성 형식 : 참고문헌은 국문문
헌의 경우 저자이름은 가나다순으로 영문문헌의

3 <학위논문> 저자, “논문명”(영문은 이탤릭
체), 게재지(주기) , 출판년도. 인용면.
1. 김현수, “북한의 도시계획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91. p. 56.
2. Simonm Richard, Comedy, Suffering, and Human
Existence, Ph. D. diss., Stanford University, 1977. p. 100.
4 <보고서> 저자, 보고서명, 출판기관, 출판
년도. 인용면.
1. 홍길동, 도로용량 편람작성을 위한 기초연구,
한국교통연구원, 1981. p. 38
5 <인터넷자료> 검색자료명, 사이트명(주소),
[검색연월일].
1. 안양시 인구현황, 안양시청(http://www.anyang.
go.kr), [2007. 2. 14].
8. 주작성자
주저자와 교신저자를 구분하여 표기한다.
9. 논문진행일자
1) 논문 마지막 페이지에 접수일, 수정일(1차 및 2차

경우 알파벳순으로 기입하되 그 표시는 다음과

등), 게재확정일 등을 연월일로 표기한다.

같다.

예1) 접수일 : 2007년 3월 20일

1 <단행본> 저자(발행처), 제목(영문은 이
탤릭체), 출판사, 출판년도. 인용면.
1. 박문수 ․ 홍길동, 서울21세기, 한국경제신문
사, 1995. p. 35.
2. Piore, M. J. and Sable, C. F., The Second Industr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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