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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작성 방법
(1) 국내인은 ‘아래아 한글’, 외국인은 ‘MS-Word’를 이용하여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2) 한글과 영어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 속

에 한자나 원어를 써넣을 수 있으며 인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한다.
(3) 원고의 편집은 샘플 원고를 참고하여 A4용지의 2단 편집(단 간격 5)을 기본으로 본문 줄
간격 177%, 위쪽 46, 아래쪽 39, 왼쪽 35, 오른쪽 35, 머리말 0, 꼬리말 8.2, 제목타이틀(신
명태고딕) 14pt, 장제목(신명태고딕) 12pt, 절제목(휴먼명조) 10pt, 본문(휴먼명조) 9pt, 장평
100, 자간 -5를 원칙으로 한다.
(4) 원고의 분량은 위 (3)의 기본 편집에 따라 분량은 A4 용지 15쪽 내외로 한다.
(5) 타인의 글을 인용한 경우는 반드시 본문에 출처를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있어야 하며, 본
문에 인용 또는 참고 표시가 없는 문헌은 참고문헌에 기록하지 않는다.

2. 본문 제목의 번호 붙임과 줄 간격
본문 제목의 번호 체계는 다음과 같이 하되 영문 논문의 경우 ‘가, 나, 다, …’ 등 대신 ‘A,
B, C, …’ 등을 사용하며 제목들 간에는 아래와 같이 줄을 띄워 구분한다.
<Ⅰ장은 2쪽 첫줄부터, Ⅱ장부터는 위 본문과 새로운 장 사이에 두 줄 띄움>

1단계: Ⅰ, Ⅱ, Ⅲ, …(신명태고딕, 12p, 가운데 정렬)

<한줄 띄움>

2단계: 1, 2, 3, …(휴먼명조, 10pt; 들여쓰기

2칸)

<한줄 띄움>
본문(휴먼명조) 9pt
3단계: 가, 나, 다, … [A, B, C, ...](휴먼명조, 9pt, 들여쓰기 2칸, 이하 같음)
4단계: 1), 2), 3), …
5단계: 가), 나), 다), … [A), B), C), ...]
6단계: (1), (2), (3), …
7단계: (가), (나), (다), … [(A), (B), (C), ...]

3. 국문 및 영문 초록
(1) 영문 논문 제목은 첫 단어 및 각 단어(문장 내의 관사와 전치사는 제외)의 첫 자만 대문
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

(2) 초록은 국문 400자, 영문 200단어 내외로 작성하되 국문(제목, 저자, 소속), 영문의 제목,
저자, 소속을 먼저 쓰고, 뒤이어 국문 초록, 핵심어, ABSTRACT, KEY WORDS 등을 이어 쓰
되 각종 서지 정보를 모두 포함하여 1쪽 이내로 제한한다.
(3) 핵심어(* key words : …)를 7개 이내의 범위에서 국문과 영문으로 명시한다. 국문초록 하
단에는 핵심어를 국문 표기로, 영문초록 하단에는 핵심어를 영문 표기로 제시한다. 영문
표기의 경우, 고유명사를 제외하고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해당 영문 또는 국문이 없
을 경우는 원문으로 제시할 수도 있다.
예) 핵심어: 수학 영재, 일반화, 오류, 교수학적 내용 지식, Lesson Play
예) Key Words: mathematically gifted student, generalization, error, PCK (Pedagogical Content
Knowledge), Lesson Play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1) 타인의 글을 인용할 때는 다른 연구자가 해당 부분을 찾아 직접 확인할 수 있도록 반드
시 출처(저자, 연도, 해당 쪽)를 밝혀야 하며, 재인용보다는 인용을 원칙으로 한다. 연구자
가 2차 문헌을 통해 원문을 알게 되었다면 그 원문을 찾아 2차 문헌에서 인용한 내용이
나 출처가 정확한지를 확인한 후 자신의 인용 목적에 맞게 원문이나 2차 문헌을 모두 인
용할 수 있다. 부득이하게 원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는 재인용으로 처리할 수 있으나
원문의 연도는 표기하지 않고 재인용한 문헌은 쪽수까지 반드시 명시하여야 한다. 원문을
직접 확인하지 않은 경우 2차 문헌의 출처만으로 원문을 참고문헌에 기록할 수는 없다.
예) Krutetskii에 의하면 … 이다(Kang, 2010, pp. 34-35에서 재인용).
예) Krutetskii(Song et al., 2016, p. 23에서 재인용)에 따르면
(2) 저자의 성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이름의 약자는 생략하고 저자명(연도)로 기록하
되, 인용한 글이 비록 국문이었더라도 Woo(2000)와 같이 영문으로 기재하며 참고문헌에는
영문으로 번안한 것을 먼저 쓰고 국문으로도 함께 제시한다.
예) 한 연구(Kang, 2012, pp. 23-27)에 의하면, Woo(2000)는
(3) 하나의 사항에 여러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에 표기한 순서와 같이 저자
의 성의 알파벳 및 연도 순으로 나열하고 쌍반점(;)으로 구분한다. 동일한 저자의 문헌이
다른 연도에 발행된 경우는 저자명을 생략하여 연도로만 표시하며, 같은 연도에 발행된
연도에 a, b를 추가하여 구분한다.
예) 여러 연구(Kang, 2005, 2012; Freudenthal, 1984, 1987; Woo, 1989a, 1989b)에 의하면 …
(4) 인용하는 저자가 2인일 경우 반점(,) 없이 A & B로 작성하며, 3인 이상일 경우 반점을 모
두 포함하여 A, B, & C와 같이 표기하며 인용하는 저자가 다수일 경우, 6인까지만 제시
한 후 ‘et al.’로 나타낸다. 단, 저자가 3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인용될 경우, 처음 제시할
때는 모두 기재하지만, 두 번째 이후에는 ‘et al.’으로 한다.
예) Woo & Min(2002)에 의하면..., Kang, Tak, & Ko(2016)에 의하면...
예) Kang, Lew, Hong, & Ryu(2010) (*저자가 다수이면서 최초로 인용된 경우), Kang et

al.(2010)에 의하면 …(*저자가 3인 이상이면서 2회 이상 인용된 경우), Charalambous et
al.(2008)
(6)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 성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말미에 괄호를
치고, 그 속에 저자 성명과 발행 연도, 인용 쪽수를 표시한다. 직접 인용할 때 인용문의
길이가 짧은 경우에는 본문에서 인용부호 “ … ”를 넣어 기술하고, 인용문의 길이가 긴
경우(3행 이상) 또는 수업 프로토콜을 인용하는 경우는 따옴표 없이 왼쪽 10pt 정도의 여
백을 주고 글자 크기는 8.5pt, 줄 간격은 157%로 줄여 본문과 구분되는 블록으로 인용한
다. 말 줄임이 필요할 때는 세 점(…) 또는 중략을 사용할 수 있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Woo(2000)는 “ …이다.”라고 하였다(pp. 25-26).
예) 역사발생적 원리는 단순히 재현의 법칙만으로 대표될 수 있는 수학 학습-지도 원리가
아니다(Woo & Min, 2002, p. 23).
국립중앙도서관은 한 나라의 법정납본기관이며 법정납본기관이며 국비에 의해 공익적 선투
자의 가능성을 가진 기관이란 점에서 마땅히 MARC의 개발의 임무가 부여되었다. … 이는 진
실로 도서관의 자원을 통신계와 연결시키려는 노력이었다(Hong, 2016, p. iii).
<에피소드 1> 교사간 상호 신뢰 형성(2017.9.2일자)
TA1: 선생님(TA3)이 보내 주신 땡땡이 이야기 엄청 애들이 좋아해요. 수학 시간을 완전 기다
린다고 할까? 왜 이제야 사용하게 되었는지…
TA2: 그래요. 내가 엄청 고민한 지도안보다 웹 자료들이 더 나을 때가 많다니까요. 우리도 이
젠 신규 때처럼 머리가 창의적이지 못하니까 한 번씩 보면 내 수업에 활력이 되는 것
같긴 해요.

5. 표, 그림, 각주
(1) 표는 본문 중에 설명하는 글과 어울리는 곳에 삽입하고, 표의 제목은 좌측 상단에 Table
1, Table 2, ⋯와 같이 일련번호와 함께 표 제목을 영문으로 붙인다. 이때, 고유명사가 아
니면 제목 첫 단어의 첫 음절 외에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인용한 자료의 출처는 표
의 하단에 밝혀야 한다.
(2) 표를 그릴 때는 최상단과 최하단의 선은 굵게 한 줄을 그리며 최상단의 아래 줄은 두 줄
을 넣고

좌, 우측에는 선을 그리지 않는다. 표 안 글자는 8pt, 줄 간격은 130%을 원칙으

로 하되 내용에 따라서는 조정할 수 있다.
(3) 그림은 본문 중에 설명하는 글과 어울리는 곳에 삽입하고, 그림의 제목은 중앙 하단에
Figure 1, Figure 2, ⋯와 같이 일련번호와 함께 그림 제목을 영문으로 붙인다. 이때, 고유
명사가 아니면 제목 첫 단어의 첫 음절 외에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그림 제목 아래
에 간단한 설명을 붙일 수도 있으며 인용한 그림의 출처는 그림 제목 아래에 해당 쪽까
지 밝혀야 한다.
(4) 사진 등은 그림으로 간주한다.
(5) 각주는 휴면명조체로 글씨 크기 8pt, 줄 간격 130으로 한다.

Table 7. Comparison of strategies used by
students in individual activity and pair activity

전략

...눈금에
대응하는 수
읽기

짝 구성

개별 짝
활동 활동

S3, S23

S3,
S23

◎

-

◎

S15

S14

◎

S8,
S14

S4, S15
S8, S14

예)

단위량
세기

정, 정

개별
활동

짝
활동

S9, S21
S21
S9
◎
SN : 개별 활동 시 각 전략을 사용한 학생
: 짝 활동 시 사용한 전략
( : 개별 활동 시에는 두(세) 학생 모두 사용하지
않았으나 짝 활동 시 새롭게 발견한 전략)

◎

◎

Figure 17. Problems concerning slope
(Lappan et al., 2014d, p. 89)

6. 용어와 기호
(1) 국문으로 된 외래어는 그대로 쓰고, 생소하거나 불명확한 경우는 원어로 나타낸다.
예) 라디안, 피드백, 리더십, lesson play
(2) 외국어를 국문으로 나타낼 때, 혼동이 예상될 경우는 한자나 원어를 병기한다.
예) 동화(同化, assimilation), 상황(context), 상황(situation)
(3) 본문 중에 사용하는 용어, 단위, 인명 및 전문 용어 등은 글 전체를 통해 일관성 있게 사
용한다.
(4) 수식은 워드프로세서의 수식편집기에서 9pt로 작성한다.

7. 참고문헌 작성
(1) 본문에 인용 또는 언급된 참고문헌은 논문의 말미에 다음과 같이 APA 형식으로 작성한
다. 첫줄은 왼쪽 들여쓰기가 없고, 둘째 줄부터는 4칸 들여쓰기를 한다.
(2) 국문의 경우 단행본은 서적명, 정기간행물은 저널명과 권을 진하게 작성하고, 나머지는
보통 글씨체로 작성하며, 영문의 경우 단행본은 서적명, 정기간행물은 저널명과 권까지

기울임체로 작성하고, 나머지는 보통 글씨체로 작성한다.
(3) 영문 논문의 제목은 첫 단어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쓴다(단행본
의 경우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저널명은 첫 단어와 각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
다(각 단어에서 전치사, 관사 등은 제외).
(4) 2명 이상의 국문명 저자는 이름까지 포함하여‘가, 나, 다’와 같이 “,” 로만 연결하고, 영문
명 저자는 성만 적고 이름은 약자를 사용하여 “, &”로 연결한다. 연구자가 5인까지는 모

든 연구자의 이름을 넣고 6인 이상인 경우는 대표 저자 외 5인(또는 Kang, O. K. et al.)을
사용한다.
(5)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하므로 국문의 경우라도 영문으로 먼저 번역하여
표기 후 하단에 왼쪽 들여쓰기 상태로 국문을 표기.
Kim, J. W., Pang, J. S., & Kim, S. H. (2017). Case study of elementary mathematics lessons
by a professional learning community among teachers. Education of Primary School
Mathematics, 20(4), 267-286.
김정원, 방정숙, 김상화(2017). 전문적 학습공동체의 초등수학수업에 관한 사례 연구.
초등수학교육, 20(4), 267-286.
Kang, O. K. et al. (2012). Middle school mathematics ①, ②. Seoul: Doosan Dong-A.
강옥기 외 8명(2012). 중학교 수학 ①, ②. 서울: ㈜ 두산동아.
① 단행본(서적)의 경우: 국문은 진하게, 영문은 기울임체, 지역:출판사 명기
※ 서적명을 영문 표기할 때, 첫 단어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
Woo, J. H. (2000). Principles and methods of teaching and learning mathematics. Seoul:
Seoul National University Press.
우정호(2000). 수학 학습-지도 원리와 방법. 서울: 서울대출판부.
Freudenthal, H. (1991). Revisiting mathematics education. Dordrecht: Kluwer Academic
Publishers.
② 편집된 단행본 속의 논문인 경우: 논문의 제목은 보통 글자체로 하고 단행본 속 해당
논문의 전체 쪽수를 적어 주어야 함.
※ 논문명은 보통으로 쓰고, 단행본만 국문은 진하게 영문은 기울임체로 표시
※ 서적명을 영문 표기할 때, 첫 단어와 고유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
※ 저자를 영문표기할 때, 논문의 저자는 “성, 이름. (연도)”로 표기하나 단행본 편집자는
“이름. 성 (Ed.),”로 표기함. 편집자가 복수인 경우 (Ed.), 대신 (Eds.),로 표기
Nelson, B. S. (1997). Learning about teacher change in the context of mathematics education
reform: where have we come from? In E. Fennema, & B. S. Nelson (Eds.), Mathematics
teachers in transition (pp. 3-15). Mahwah, NJ: Lawrence Erlbaum Associates.
House, P. (1999). Mathematical reasoning in the eye of the beholder. In L. V. Stiff (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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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부록
논문의 말미에 실릴 부록은 부록 제목과 함께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첨부한다. 부록의 제목은
좌측 상단에 제시한다.
예) <부록 1> 설문지 조사 문항
<Appendix 1> Questionnaire Survey Questions

9. 기타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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