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산업학회지 편집 규정
@ 인문 ․ 사회계/자연계 논문(공통)
1. 논문 본문의 구성
논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그리고 결론의 형식을 취해야 한다.
2. 원고는 국문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전문용어나 오해의 소지가 있는 경우에는 한자를 사용한다. 또한
영문이나 불어의 경우 한글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하되, 단어의 의미를 분명히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괄호 속에 원어를 적어 독자의 이해를 돕는다.
3. 국문원고에는 영문초록을, 영문원고에는 영문과 국문초록을 첨부하여야 한다. 영문초록은 250단어 전
후의 단일문단으로 하고 본문과 분리하여도 논문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작성하며, 밑 부분에 5단어 이내
의 주제어(Key words)를 영문으로 표기한다. 제목의 상단에는 압축한 제목(Running head)을 기재한다.
4. 국문원고의 제목, 저자 및 소속은 국문과 영문으로 명기한다. 소속은 연구가 수행된 기관의 명칭을
나타내며, 소속기관이 다를 경우는 저자이름 끝에 *, **, ***을 순서에 따라 붙이고, 해당인의 소속기관
앞에 같은 숫자를 붙인다. 교신저자의 이름 위에는 ‘†’표시를 붙이고 교신저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
호, 팩스번호, 전자우편주소를 원고의 하단에 기입한다. 영문 저자명 및 소속기관을 표기할 때 매 단어
의 첫머리 문자를 대문자로 한다. 국문․영문 저자명 중간에는 “,”를 삽입하여 표기한다. 영문 이름과 소
속기관, 교신저자의 이름과 주소는 full name으로 표기한다.
5. 사사(경비지원에 의해서 연구가 되었다는 것)는 첫 페이지 하단에 기술하며, 감사의 글은 참고문헌
뒤에 위치한다.
6. 章의 구성은 다음과 같이 한다.
(인문 ․ 사회계, 자연계의 국문, 영문 논문에 모두 동일하게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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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 3.1 …
1.1.1 2.1.1 3.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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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논문 작성 예)
제목
성명, 소속, 이메일 주소
Abstract
1. 서론
2. 이론적 배경
2.1 가설개발
3. 연구방법
4. 실증분석
5. 결론 및 토의
참고문헌

영문논문 작성 예)
Ti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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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e, Affiliation, e-mail address
Abstract
1. Introduction
2. Conceptual Background
2.1 Hypothesis Development
3. Methodology
4. Analysis and Results
5. Conclusions and Discussion
References
7. 표와 그림의 양식
① 표는 <표 1>(영문논문의 경우 Table 1)로 표기하고, 제목은 표 상단 중앙에 보통으로 표시한다.
② 그림은 <그림 1>(영문논문의 경우 Figure 1)로 표기하고, 제목은 그림 하단 중앙에 보통으로 표시
한다.
③ 표 및 그림은 반드시 출처를 밝히고, 모양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작성한다.
<표 1> 패밀리 레스토랑의 브랜드 이미지 중요도 분석
순위
1
2
3
4
5
6
7
8
9
10

변수

음식의 질
친절한 서비스 제공
쾌적한 실내 분위기
위생과 관련된 나쁜 뉴스
메뉴가격
청결성
실내장식
메뉴선택의 다양성
건물 내외부의 시각적 매력
종사원의 지식

평균값
4.685*
4.611*
4.393*
4.389
4.307
4.267
4.219
4.074
3.711
3.581

표준편차
0.732
0.727
0.819
0.929
0.878
0.946
0.814
0.992
0.874
1.027

* 상대적으로 높은 중요도를 보임
* 표 제목과 표의 간격, 표와 표 각주, 그리고 표 안의 간격은 130%임.
* 표 안의 글씨 크기는 9 font.
* 표 제목과 표의 내용을 구분해주는 내용은 중고딕으로 작성하며, 표 안의 내용은 신명조로 작성
* 표에 각주를 달 때에는 1), 2), 3) 등으로 나타내며, 통계분석의 유의수준 p < 0.05, p < 0.01, p <
0.001은 *, **, ***의 표시를, 다중 범위 검정에서는 a, b, c, d 등을 사용하고 하단에 그 내용을 표시한
다. 표 작성 시 종선은 사용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 표 및 그림은 한 장에 한 가지씩 작성하
여 본문 뒤에 순서대로 일괄적으로 첨부하며, 본문 중에 그 위치를 표시한다.
* Tracing paper에 흑색으로 제도하거나 사진 또는 컴퓨터로 깨끗이 작성하여 정판원고로 직접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8. 약어는 처음으로 사용할 때에는 완전한 이름을 먼저 표기하고 괄호 안에 약어를 표기한 후에 사용하
여야 하며, 흔히 사용되는 약어에 한하여서만 설명 없이 사용하여도 무방하다.
9.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로, 도량단위는 C.G.S. 단위 혹은 SI unit로 표현한다. %를 제외한 모든 단위는
숫자와 띄어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인용 및 참고문헌
1) 인용
① 註는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본문 하단에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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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본문의 인용문헌은 저자명과, 연도를 기입한다. 영문저자인 경우에는 성(Last name)과 연도를 기입
하며, 각 저자 사이는 콤마로 구분한다.
인용 예) 내국인 …연구되어 왔다 (이애주, 이상건, 2002; 이상건, 2001).
외국인 …연구되어 왔다 (Spawton, 2000; Lockshin & Lee, 2000).
본문 중에서 인용된 경우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문) 이상건, 이정원 (2002)에 따르면, ....
(영문) According to Lockshin and Lee (2000),
③ 본문의 내용 중 인용문이 있는 경우에는 따옴표를 찍고 페이지를 기입한다.
예) “…문제점을 지적했다” (김철수, 2000, p.5)
④ 본문 중에 인용되는 참고문헌은 저자명과 연도별로 인용하며, 영문으로 표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해외 논문 인용
두명의 저자: 두명의 저자가 쓴 논문을 본문 중에 인용할 경우 저자의 성(last name)을 "and"로 연결하
며, (연도)를 표기해야 한다. 인용구를 먼저 기록하였을 경우 인용구의 마지막에 (저자의 last name &
last name, 연도)의 순으로 표기한다.
Research by Wegener and Petty (1994) supports...
(Wegener & Petty, 1994)
세명에서 5명의 저자: 처음 인용될 경우 모든 저자명을 표기하고, 다시 인용될 경우 제1저자만 표기하고
"et al."로 표기한다.
처음 표기 시
(Kernis, Cornell, Sun, Berry, & Harlow, 1993)
다시 인용될 경우 제1저자 표기 후 “et al."로 표기
(Kernis et al., 1993)
여섯명 이상의 저자: 처음부터 제1저자명만 표기하고 "et al."로 표기한다.
Harris et al. (2001) argued...
(Harris et al., 2001)
저자가 민간조직 또는 기관일 경우: 만약 인용한 내용이 정무기관 또는 민간조직일 경우 기관의 명칭과
(발간연도)를 표기한다.
According to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0),...
만약 인용한 기관의 약자가 잘 알려져 있을 경우 첫 번째 인용에서는 전체의 명칭과 [약자], 발간연도를
함께 표기하며, 다시 인용될 경우 약자와 발간연도를 표기한다.
First citation: (World Trade Organization [WTO], 2000)
Second citation: (WTO, 2000)
동일한 삽입어구 내에 둘 또는 그 이상의 인용저자가 있을 경우: 동일한 인용구를 여러명의 연구자들이
인용하였을 경우 연구자들의 구분은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 한다.
(Berndt, 2002; Harlow, 1983)
동일한 성을 가졌으나 다른 저자인 경우: 혼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니셜과 성(last name)을 함
께 사용한다.
(E. Johnson, 2001; L. Johnson, 1998)
동일 저자의 같은 연도 발표 논문의 경우: 연도 뒤에 a, b, c 로 표기하여 구분한다.
Research by Berndt (1981a) illustrated that...
2) 參考文獻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다. 국문의 경우에는 가나다순, 외국문헌인 경우에는 ABC(이
하 알파벳순)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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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학술지
국내문헌은 저자 (발간연도). 제목. 학술지명(이텔릭체), 권(호),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 단일 저자
이상건 (2002). 외식체인점의 영향과 관계결속관계. 관광학연구, 26(2), 133-152.
• 여러명의 저자
저자가 여러 명인 경우 저자의 수에 관계없이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이애주ㆍ박대환ㆍ박진우 (2003). 외식업체의 서비스품질이 고객만족과 재방문의도, 구전의도에 미치는 영향: 부산지역
패밀리레스토랑을 중심으로. 호텔경영학연구, 12(1), 191-213.
해외문헌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실시한다.
• 단일 저자
Last name, 저자의 initials. 으로 기록
Tellis, G. J. (1988). The Price Elasticity of Selective Demand: A Meta- Analysis of Economic Models of Sales.

Journal of Marketing Research, 25(4), 331-341.
• 두명의 저자
Last name, 저자의 initials., “and” 대신 “&” 를 사용하여 연결
Yildirim, K., & Akalin-Baskaya, A. (1994). Perceived crowding in a cafe/ restaurant with different seating densities.

Building and Environment, 42(9), 3410-3417.
• 세명에서 다섯명의 저자
Last name, 저자의 initials.을 사용하며, 각 저자를 콤마로 구분하며 기록하고 마지막 저자 전에 “&” 를 사용함
Kernis, M. H., Cornell, D. P., Sun, C. R., Berry, A., & Harlow, T. (1993). There's more to self-esteem than whether
it is high or low: The importance of stability of self-esteem.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65(6),
1190-1204.

• 여섯명 이상의 저자
만약 저자가 6명 이상일 경우 6명까지의 저자를 위와 같이 표시한 후 "et al."을 표기함. 이때 “&”를 사용하지 않음
Harris, M., Karper, E., Stacks, G., Hoffman, D., DeNiro, R., Cruz, P., et al. (2001). Writing labs and the Hollywood
connection. Journal of Film and Writing, 44(3), 213-245.

• 저자가 조직 또는 기관인 경우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03).

• 저자 미상의 경우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0th ed.).(1993).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 동일 저자의 학술지를 여러 건 참고할 경우
- 저자의 이름이 같을 경우 모든 출판물에 대하여 먼저 출간된 년도 순서로 정리한다.
Berndt, T. J. (1981).
Berndt, T. J. (1999).
- 동일 이름의 저자가 단독 저자의 학술지와 타인과 공저한 학술지를 함께 참고한 경우, 단독저자의 학술지를 먼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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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하고 타인과 공저한 학술지를 기록하는 순으로 정리한다(발표연도와 무관함).
Berndt, T. J. (1999). Friends' influence on students' adjustment to school. Educational Psychologist, 34, 15-28.
Berndt, T. J., & Keefe, K. (1995). Friends' influence on adolescents' adjustment to school. Child Development, 66,
1312-1329.
- 첫 번째 저자가 같고 두 번째와(또는) 세 번째 저자가 다른 경우 두 번째 저자의 성을 알파벳순에 의하여 정리하며,

두 번째 저자도 동일할 경우 세 번째 저자의 성에 따라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Wegener, D. T., Kerr, N. L., Fleming, M. A., & Petty, R. E. (2000). Flexible corrections of juror judgments:
Implications for jury instructions. Psychology, Public Policy, & Law, 6, 629-654.
Wegener, D. T., Petty, R. E., & Klein, D. J. (1994). Effects of mood on high elaboration attitude change: The
mediating role of likelihood judgments. European Journal of Social Psychology, 24, 25-43.

• 동일 저자가 같은 해 발표한 학술지를 여러 건 참고할 경우
- 만약 동일 저자(또는 동일 저자들의 그룹)에 의하여 동일한 해에 발간된 학술지를 참고하게 될 경우 논문의 제목의

알파벳순으로 정리하며 참고문헌 소스를 구분하기 위하여 연도에 Berdnt (1981a)과 같이 알파벳 접미사를 첨가하여
표기한다.
Berndt, T. J. (1981a). Age changes and changes over time i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between friends.

Developmental Psychology, 17, 408-416.
Berndt, T. J. (1981b). Effects of friendship on prosocial intentions and behavior. Child Development, 52, 636-643.

참고문헌: 정기간행물의 기사
• 기본 형식
- 정기간행물의 기사 또는 논문을 참고하였을 경우 저자의 표기는 학술지와 동일하며 저자 (발간년도). 기사의 제목.

정기간행물의 제목(이텔릭체), 권(호),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Year). Title of article. Title of Periodical, volume number(issue
number), pages.

• 잡지의 기사
Henry, W. A., III. (1990, April9). Making the grade in today's schools. Time, 135, 28-31.

• 신문기사
- 신문기사의 경우 단일 페이지 기사인 경우 p. (기사면). 로 표기하며, 복수의 페이지 일 경우 pp. (기사면)으로 표기

한다.
Schultz, S. (2005, December 28). Calls made to strengthen state energy policies. The Country Today, pp. 1A, 2A.

참고문헌: 서적(저서)
• 서적에 대한 기본 형식
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work: Capital letter also for subtitle. Location: Publisher.

저자. (출간년도). 책 제목: 부제(이텔릭체). 발간지역: 출판사.
※ 발간지역은 항상 출판된 도시를 기재하여야 하며 만약 출간된 도시가 불분명할 경우 또는 동일 도시명을 사용하는
곳이 여러 곳 있어 혼돈을 줄 수 있는 경우, 그 도시가 속한 “주”를 기재하여야 한다.
Calfee, R. C., & Valencia, R. R. (1991). APA guide to preparing manuscripts for journal publication. Washington, DC: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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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가 없는 편집된 서적
Duncan, G. J., & Brooks-Gunn, J. (Eds.). (1997). Consequences of growing up poor. New York: Russell Sage
Foundation.

• 저자가 있는 편집된 서적
- 저자가 있는 편집된 서적의 경우 편집자의 표기는 (편집자의 initials. Last name, Ed.) 의 순으로 표기하며 복수의

편집자인 경우 Eds로 표기한다.
Plath, S. (2000). The unabridged journals (K.V. Kukil, Ed.). New York: Anchor.

• 번역된 서적
Laplace, P. S. (1951). A philosophical essay on probabilities. (F. W. Truscott & F. L. Emory, Trans.). New York:
Dover. (Original work published 1814).

※ 만약 인용하고자 하는 책이 초판에 이어 다시 발간되었을 경우 본문에 발간된 년도(1814/1951)를 함께 표기한다.
• 편집된 서적 내에서의 일부 문장 또는 한 장(章)을 인용하였을 경우
저자. (출간년도). 장(章)의 제목. 편집자의 initials. Last name (Ed. 또는 Eds.), 책 제목: 부제(이텔릭체) (장의 페이지).
발간지역: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Author, A. A., & Author, B. B.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chapter. In A. Editor & B. Editor (Eds.), Title of book
(pages of chapter). Location: Publisher.
O'Neil, J. M., & Egan, J. (1992). Men's and women's gender role journeys: Metaphor for healing,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In B. R. Wainrib (Ed.), Gender issues across the life cycle (pp. 107-123). New York: Springer.

• 여러 권으로 나눠진 전집
Wiener, P. (Ed.). (1973). Dictionary of the history of ideas (Vols. 1-4). New York: Scribner's.

참고문헌: 기타 출판물
• 백과사전
Bergmann, P. G. (1993). Relativity. In The new encyclopedia britannica (Vol. 26, pp. 501-508). Chicago: Encyclopedia
Britannica.

• 학위논문의 Abstract
Yoshida, Y. (2001). Essays in urban transportation (Doctoral dissertation, Boston College, 2001). Dissertation

Abstracts International, 62, 7741A.
• 정부간행물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0). Clinical training in serious mental illness(DHHS Publication No. ADM
90-1679). Washington, DC: U.S. Government Printing Office.

• 민간조직(기업)의 보고서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0). Practice guidelines for the treatment of patients with eating disorders(2nd ed.).
Washington, D.C.: Author.

• Conference 공식기록(발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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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nase, J.L., & Cunnius, E.L. (Eds.). (1995). Proceedings from CSCL '95: The Fir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mputer Support for Collaborative Learning. Mahwah, NJ: Erlbaum.
참고문헌: Electronic Sources
• 신문기사
저자. (년, 월일). 기사(사설)의 제목. 신문사 명. 인용한 URL 순으로 표기한다.
Author, A. A. (Year, Month Day). Title of article. Title of Newspaper. Retrieved http://www.someaddress.com/full/url/
Parker-Pope, T. (2008, May 6). Psychiatry handbook linked to drug industry.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

• 웹문서 또는 온라인 북의 일부 또는 장(章)
저자. (년도). 기사(사설)의 제목. 책 또는 문서의 제목(장(章) 또는 섹션 번호). 검색한 년, 월, 일, 인용한 URL 순으
로 표기한다.
Author, A. A., & Author, B. B. (Date of publication). Title of article. In Title of book or larger document (chapter or
section number). Retrieved month day, year, from http://www.someaddress.com/full/url/.
Engelshcall, R. S. (1997). Module mod_rewrite: URL Rewriting Engine. In Apache HTTP Server Version 1.3 Documenta

tion (Apache modules.) Retrieved March 10, 2006, from http://httpd.apache.org/docs/1.3/mod/mod_rewrite.html
Peckinpaugh, J. (2003). Change in the Nineties. In J.S. Bough and G.B. DuBois (Eds.), A century of growth in

America. Retrieved from GoldStar database.
※ 웹사이트의 홈페이지가 아니라 인용한 장 또는 페이지를 온라인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는 URL을 제공하여야 함
• 온라인 백과사전과 사전
종종 백과사전과 사전의 경우 저자의 성명이 기입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항목이름을 기입하여 발간
일자를 모를 경우 (n. d.) 데이터가 없음(no data)로 표기를 함
Feminism. (n.d.) In Encyclopædia Britannica online. Retrieved March 16, 2008, from http:// www.britannica.com

학회지의 명칭: (사)한국외식산업학회에서 발간하는 학회지의 명칭은 아래와 같다.
• 국문명칭 : 한국외식산업학회지
• 영문명칭 : Foodservice Industry Jour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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