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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 체제의 구성
1) 표지: 논문제목(영문제목 병기), 필자의 인적사항(성명, 영문 성명, 소속, 직책) 및 연락처를 기
재한다. 이 때 소속 및 직책은 현직만을 기재하되 학위는 원칙적으로 박사학위논문 초록에만
기재할 수 있다.
2) 논문초록(국문 및 외국어) 및 검색어(국문 및 외국어): 논문에는 200자 원고지 5매 내외의 국
문 및 외국어 초록을 붙여야 한다. 단 번역문에는 국문 및 외국어 초록 대신 역자해제를 붙여
야 하고 박사학위논문 초록에는 별도의 초록을 붙이지 않는다. 검색어는 5개 내외로 한다.
3) 본문: 장, 절의 표시는 I, 1, (1), 1), 가, (가), 가)의 순서로 표기한다.
4) 각주: 이하의 세부 작성요령 참조
5) 참고문헌: 이하의 세부 작성요령을 참조한다. 참고문헌의 표기 순서는 국내문헌, 외국문헌, 판
례, 전자자료 순으로 한다. 국내문헌과 외국문헌은 각각 저서, 논문, 자료집, 일간지 순으로
나누어 표기하되 별도의 목차를 삽입하지 않는다. 국내문헌은 저자명을 기준으로 가나다순
으로 하고 외국문헌은 저자명을 기준으로 한자문화권은 발음의 가나다순, 비한자문화권은
알파벳순으로 한다.
2. 세부 작성요령
1) 본문의 표기는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필요한 경우 한자 또는 외국어로 표기한다.

① 서적은  , 논문 및 문장인용은 “ ”, 법령은 , 용어 및 강조는 ‘ ’로 표기한다.
② 영문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최초의 경우 : 한스 켈젠(Hans Kelsen), 법철학(Rechtsphilosophie), 개념(concept)
∙두번째 이후 : 한스 켈젠, 법철학, 개념

2) 각주 및 참고문헌의 표기는 아래의 예시에 따른다.
[국내문헌]

① 저서 : 이재상, 형법총론(박영사, 1998), 41면.
이재상, 앞의 책(주 9), 98면.
이재상, 강동범, 정현미, 형법학(신조사, 2006), 5면.

② 논문 : 김문현, “현행 헌법상 헌법재판제도의 구조상의 문제와 그 개선에 관한 일 고찰”,
법학논집(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05), 제10권 제1호, 19면.
김문현, 앞의 논문(주 10), 24면.
한 각주안에서 여러 논문을 인용할 때에는 ;로 앞뒤의 논문을 구분한다.

③ 자료집 : 이수정, “경찰에서의 소년범 다이버전을 위한 재범위험성 평가절차,” 청소년 선
도 및 전과자 줄이기 관련 세미나 자료집(2004).

④ 일간지 : “기사제목”, ｢일간지명｣, 1972년 10월 18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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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문헌]

① 서적 : M. Rosenfeld, Affirmative Action and Justice (Yale Uni. Press, 1991), p. 1.
② 논문 : Powell, H. Jefferson, The Original Understanding of Original Intent, Havard Law Review
(1985), p. 885.

③ 기타 외국문헌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판례]

① 대법원 1977. 5. 24. 77도629. (대법원 1977. 5. 24. 선고 77도629판결.)
헌재 2003. 11. 27. 2002헌바102. (헌재 2003. 11. 27. 선고 2002헌바102판결.)

② 외국의 판결은 그 나라의 표준적인 인용방법에 따른다.
[전자자료]
http://home.ewha.ac.kr/~elsi (최종방문일 2009.2.20.)

3) 표와 그림은 <표 1>, <그림 1>의 방식으로 일련번호와 제목을 표시하고, 표와 그림의 왼쪽
아랫부분에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다.
3. 제출방법 및 원고분량
1) 원고는 아래아 한글 또는 MS워드로 작성하여 전자메일(lawjournal@ewha.ac.kr)로 제출한다.
2) 원고 분량은 A4용지를 기준으로 20-30매를 원칙으로 한다(휴먼명조체 11포인트, 줄간격
16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