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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전시연구 편집위원회 투고심사 및 평가기준에 관한
통합규정
(2019년 12월 6일 개정)

Ⅰ. 편집위원회 규정
제 1 조 (목적)
이 규칙은 “한국무역전시학회(이하"학회"라 한다)”의 학술논문집 “무역전시연구("학술
발표대회 논문집"을 포함한다)”의 편집 방향과 기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
다.
제 2 조 (편집위원회)
전 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 3 조 (위원회의 구성)
1. 편집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편집에 관한 일체의 업무를 관장하며 그 결과를 회장에
게 보고한다.
2. 편집위원은 편집위원장이 임명하고, 위원회는 15인 이내로 구성한다.
3.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4.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 4 조 (편집위원의 자격)
편집위원은 4년제 대학의 전임교수로서 다음 각 호 모두에 해당되는 자이어야 한다.
1. 연구업적이 총 10편 이상인 자
2. 최근 2년 이내에 국내·외 학술회의에서 논문발표자(또는 좌장, 토론자)로서의 경력이 4
회 이상인 자
제 5 조 (편집의 원칙)
1. 편집위원회는 접수한 논문 원고를 심사에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1편당 3인의 심사위원
(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
나 익명으로 한다.
2.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를 중계로 하여 투고필자와 의견을 교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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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원장은 심사를 마친 논문을 심사위원들로부터 접수받아 편집위원회를 소집하여 이를
심의한다.
4. 편집위원은 심사완료된 논문을 분야별로 분류하고 게재 편수와 편집의 방침을 정한다.
5. 편집위원은 본 학회 "무역전시연구 논문제출 및 작성요령"에 합당하게 작성되었는지를
확인하고 편집에 따른 세부사항을 검토한다.
6. 해당호 게재예정 논문이 수정, 보완 절차를 기일 내 행하지 못할 경우, 자동적으로 이
절차가 완료될 때까지 연기되는 것으로 한다.
7. 타 학회지에 발표하였거나 심사 의뢰한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본 학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8. 동일 필자가 동시에 2편이상의 논문을 제출한 경우는 게재 대상 논문으로 평가받은 1
편만을 게재하는 것으로 한다.
제 6 조 (심사의 원칙)
1. 심사 항목은 본 학회의 영역 적합성 및 내용의 독창성(20점),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
의 적절성(20점), 연구조사방법의 적합성 및 과학성(20점),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정확성(10
점),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도(10점), 논문서식,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정확성(10점),
논문초록(영문국문)의 질적 수준(10점)으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2인의 심사위원이 평가한 점
수로 채점한다.
2. 심사위원은 심사결과를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

불가의 4등급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심사평과 함께 편집위원장에게 제출한다.
3. 심사위원은 정한 기일 안에 심사결과를 통보하고 수정지시가 있는 경우에는 구체적으
로 그 사유와 수정지시 내용을 반드시 명기하여 위원장에게 제출한다.
4. 편집위원회는 논문의 심사결과를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수정·보완 요구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
5. 게재 대상 논문의 선정은 심사결과 ‘무수정 게재가’이상으로 하고, 수정·보완을 요
하는 논문은 1차 심사위원으로부터 수정ㆍ보완사항의 이행여부에 대한 확인을 거쳐야 한다.
6. 동일 논문에 대한 평가가 복수의 심사위원간에 상당한 격차(20점 이상)가 있는 경우에
는, 위원장이 제3의 심사위원을 선정한 다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종합평가한다.
7. 심사절차에 의해 수정·보완된 논문은 1차 심사위원의 확인을 거쳐야 한다.
8. 심사결과는 등급만을 기록하여 유지 보관하고 심사위원 명단은 게재확정 후 파기한다.
제 7 조 (심사결과발송)
심사위원은 심사용 논문 접수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여 편집위원장에게 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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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결과를 알려 주어야 한다.
제 8 조 (편집 및 발간일정)
본 학회의 학회지인 『무역전시연구』는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의 분기별 발간을 원
칙으로 한다.
제 9 조 (편집통보)
1. 편집위원장은 심사완료 논문에 대해 해당논문의 인쇄 전에 저자의 게재 동의를 구한다.
2. 편집위원장은 편집방침에 따라 절차가 완료되면 이를 즉시 회장에게 보고하고, 인쇄 및
교정 등의 절차를 밟는다.
제 10 조 (패널티)
편집위원회가 게재대상 또는 기게재 논문을 표절, 중복논문, 기타 게재가 부적절한 논문으
로 판정하는 경우 최고 2년간 게재를 제한 할 수 있다.
제 11 조 (기타)
이 규칙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따로 정한다.
부칙
1. 이 규칙은 2018년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Ⅱ. 투고규정
(1) 투고할 때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일정 등을 참고하여 필자가 필요한 시기를 결정하
여 제출한다.
(2) 투고자는 반드시 본 학회 회원이어야 하며, 필자가 2인 이상인 공동 연구논문인 경우
에 필자 전원이 학회 회원이어야 한다. 단, 본 학회 가입 후 정회원 승인이 취소된 경우에
는 투고자격을 상실한다.
(3) 투고할 때에는 본 학회의 논문게재신청서를 활용하여 세부 전공심사분야 중 희망분야
를 기입하여 제출하고, 소속과 연락처 및 e-mail주소를 명기한다.
(4) 연구논문 게재 시 저자정보는 연구윤리 확보와 신뢰성을 위하여 모든 저자의 소속, 직
위를 표기하여야 한다.(미성년자의 경우 최종 소속, 직위, 재학년도 표시) 편집위원회에서는
게재된 논문의 저자정보(소속, 직위)를 집적하여 관리한다.
(5) 원고를 워드프로세스(아래한글)로 작성하고, 투고할 때에는 본 학회 편집위원회의 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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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시스템(submission.ijtradefair.org)에 직접 온라인 제출하여야 하며 제출 시 논문원고작성
요령에 따라 제출자가 확인 후 제출한다(제출 시 우선적으로 연회비와 심사료를 선입금 해
야 한다).
(6) 투고자는 논문 접수 시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상의 연구윤리서약, 저작권 이양동의, 저
자의 학회 회원 확인여부, 유사도검사결과 절차 등의 모든 내용에 동의하여야하며, 관련 서
류를 첨부한 경우에만 접수가 인정된다.
(7) 원고의 분량은 A4 용지 20매 이내로 제한한다. 20매 초과 시 쪽 당 2만원씩 추가비용
을 부담한다.
(8) 투고논문은 다른 간행물, 논문집 등에 발표되지 않은 창작물이어야 하며, 제출된 논문
은 『무역전시연구』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과정을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게재불가
판정 논문에 한해서는 일제의 심사내용을 통보하지 않는다.
(9) 본 학회지는 매년도 1호는 3월 31일, 2호는 6월 30일, 3호는 9월 30일, 4호는 12월 31
일 발행을 원칙으로 하며, 원고마감은 각호의 마감일을 준수해야 한다.
(10) 본 학회 원고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11) 투고 시에는 소정의 심사료 8만원(재심사를 요하는 경우에는 별도의 심사료 4만원을
추가 납부)을 본 학회 구좌에 납부하여야 한다.
(12) 게재확정시 필자는 게재료 20만원(연구비 지원논문은 30만원)을 본 학회 구좌에 납부
하여야 한다. 게재논문의 별쇄본 비용은 학회부담으로 하여 게재료에 포함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추후 공지가 있을 때까지 한시적으로 게재료는 납부하지
않는다.
(13) 투고논문의 게재 확정시에는 본 논문에 대한 권리, 이익,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에
따른 행사 등을 한국무역전시학회에 이양해야한다. (저자(들)는 자신의 다른 연구물에 본 논
문 내용의 일부를 사용할 수 있으나, 그 내용의 출처로 본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14) 학회지 관련 제 비용(심사료, 게재료 등)은 학회지 전용구좌(우리은행 1002-131-440042
한국무역전시학회)를 이용한다.
(15) 편집위원회: 무역전시연구 편집위원회
130-701 서울시 동대문구 회기동 1 경희대학교 컨벤션경영학과
김봉석 교수 연구실(편집위원장) - ☎:(02)961-0866 / Fax:(02)962-0687
(16) 온라인 논문접수 : submission.ijtradefai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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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심사규정
1. 이 규정은 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연구논문에 한하여 적용한다.
2. 편집위원회에 접수된 논문은 1편당 2인의 심사위원(회원 또는 비회원)에게 이의 심사를
위촉하며, 심사위원 및 필자의 성명과 소속은 누구에게나 익명으로 한다.
3. 논문심사의 평가항목은 크게 6가지로 구성되며, 각 항목에 대하여 5점 척도로 평가하여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하
며, 최종 판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인정하지 않는다. 단, ‘게재불가’라고 판정한 심사위원
은 이에 상당하는 합당한 이유와 설명을 첨부해야 하며, 편집위원장은 이를 필자에게 통보
해야 한다.
4. 심사위원 2인 이상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린 경우 그 논문은 게재가 거부되며, 심
사위원 1인이 ‘게재불가’의 판정을 내리고, 심사위원 1인이 ‘수정 후 재심’의 판정을
내릴 경우에는 ‘게재불가’를 원칙으로 한다.
5.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① 심사자의 합리적인 지적사항을 이유 없이 수정 및 보완하지 않은 경우
② 수정이나 보완한 내용이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③ 논문투고형식에 맞지 않을 경우
③ 소정의 심사비나 게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6. 논문을 심사한 심사위원에게는 소정의 심사료를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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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문심사방법 및 평가기준
2009. 8. 1 개정
논문평가기준은 아래와 같이 7개 항목(각 5점 척도)으로 평가한다.
매우
빈약

빈약

보통

우수

매우
우수

평가점수

2점

4점

6점

8점

10점

배점 결과

(1) 연구주제의 영역 적합성 및 내용의 독창성

4

8

12

16

20

20

(2) 문헌연구 및 이론적 배경의 적절성

4

8

12

16

20

20

(3) 연구조사방법의 적합성 및 과학성

4

8

12

16

20

20

(4) 분석결과의 적절성 및 정확성

2

4

6

8

10

10

(5) 연구결과의 이론적 실무적 기여도

2

4

6

8

10

10

(6) 논문서식, 인용 및 참고문헌 표기정확성

2

4

6

8

10

10

(7) 논문초록(영문국문)의 질적 수준
(논문 전반에 대한 간략한 요약과 정확성)

2

4

6

8

10

10

평가항목 (5점 척도)

합 계

점 수

100～90점

등 급

무수정 게재가

판 정

2. 종합심사의견:

100

89～80점

수정 후 게재가

79～60점

65 이하

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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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위원은 상기 6가지 세부평가항목을 토대로 하여 의뢰받은 논문을 심사하며, 판정은 ①
무수정 게재가, ② 수정 후 게재가, ③ 수정 후 재심, ④ 게재불가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평가자의 착오나 자의성이 없도록 위 분류를 구체적으로 정의하면 아래와 같다.
① 무수정 게재가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 전반적 내용이 수정할 필요가 없는 완전한 논
문을 뜻한다. 다만, 단어기술상의 미미한 실수 등 간단히 문맥을 고칠 수 있거나 우수한 것으
로 판정되는 논문은 ‘무수정 게재가’로 판정한다.
② 수정 후 게재가 - 연구방법, 분석내용, 결론 등에 다소의 잘못이 발견되어 적어도 몇 시간 이
상의 수정노력이 가해져야 하는 논문. 혹은 방법, 내용상의 하자가 없더라도 문장표현상의 잘
못이 많이 발견되는 경우 ‘소폭 수정 후 게재가’로 판정한다.
③ 수정 후 재심 -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 결과해석상 단시간 내에 고칠 수 없는 적지 않은
오류가 발견되어 장시간 동안 수정노력을 요하는 논문으로서, 수정 후 편집위원회의 정밀검토
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논문의 경우, 또는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매우 중요한 오류(예:
표본추출상의 중대한 과오, 연구기법상 중대한 과오로 모형을 새로 구성ㆍ추정해야 하는 경
우, 논리전개상 심각한 모순이 있는 경우 등) 가 발견되어 필자가 최선을 다해 수정했더라도
다시 심사하여 그 타당성ㆍ적합성을 판정받아야 한다고 판단되는 논문은‘수정 후 재심’으
로 판정한다.
④ 게재불가 - 연구문제, 가설, 연구방법상 치명적인 오류가 발견되어 본인의 수정노력에 관계없
이 본 학회의 학문적 기준에 맞지 않는 혹은 본 학회지의 품위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판단되
는 논문은 ‘게재불가’로 판정한다.

Ⅴ. 연구논문 편집규정
(1) 원고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제목은 모두 한글로 표기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필자 소개를 위한 각주는 "*" 의 기호를 사용하고, 본문의 각주는 1), 2), 3) …… 등으로 표기한다.
(2) 본문의 구분은 절, 항, 목 순으로 배열하되, 절은 Ⅰ,Ⅱ,Ⅲ ……의 순(글자크기 13), 항은 1, 2,
3 ……의 순(글자크기 12), 목은 1), 2), 3) ……(글자크기 11) 그리고 (1),(2),(3) ……(글자크기 10)의
순으로 번호를 매겨 제목을 표기한다.
(3) 수식의 경우 번호는 절, 항, 목 구분 없이 우측 정렬하여 괄호속의 일련번호로 표기한다.
(4) 논문의 규격은 (편집용지 설정 A4, 여백주기 위쪽, 아래쪽, 왼쪽, 오른 쪽 각 40, 머리말, 꼬리
말 각 12.7로 한다.
(5) 글자의 모양은 신명조로 하고, 본문 글자의 크기는 10.5포인트 줄간격은 170으로 하며, 각주
의 크기는 8포인트 각주의 줄 간격은 130으로 한다.
(6) 논문의 첫 page는 제목(국문, 영문), 작성자(국문, 영문), 목차 및 국문주제어로 한정하며, 본
문 제1장의 시작은 두번째 page에서부터 시작한다.
(7) 영문표기의 논문초록(abstract)는 200words 분량으로 작성하여 논문의 마지막에 단독 page로
삽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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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인용논문의 표기는 간단한 경우에는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에서 직접 처리한다. 영문
저자의 경우에는 국문으로 번역하지 않고, 영문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저자가 두명 이상인 경우에
는 아래와 같이 표기한다.
예 : 1) … 하였다(김이박,1999, PP. 3∼5).
2) 무역전시의 선행 연구(Smith and Kim, 2004 : Ludwig, 2005)를 기초로…
3) Smith, Kim and Lee(2004)와 김이박(2005)에서 연구 분석된…
(9)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은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10) 참고문헌의 배열은 동양문헌은 가나다순으로 서양문헌은 알파벳순으로 하고, 일련번호는 배
열순으로 매기며 구체적인 쪽수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쪽수의 표기는 "p.(pp.)로 한다. 영
문 인명표기는 성명의 순으로 표기하고, 동일저자의 저작물이 복수일 경우에는 두 번째부터 '＿＿'
로 대체하며 연도순으로 나열한다.
(11) 표는 표만들기를 이용하되 선그리기는 사용하지 않아야 하며 표의 글자의 크기는 9포인트로
한다.
(12) 주석과 참고문헌은 다음 예시와 같이 표기하여야 한다.
(1) 註는 본문의 내용을 보다 상세히 설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본문하단에 첨부
한다.
(2)본문의 참고문헌은 저자명과 연도를 기입한다. 영문저자인 경우에는 성(Last name)과 연도를 기
입한다.
내국인 인용例) …연구되어 왔다(김봉석, 2007; 고재윤․정미란, 2005).
외국인 인용例) …연구되어 왔다(Fryer, 2000; Kim & Uysal, 2005).
(3) 본문의 내용 중 인용문이 있는 경우에는 따옴표를 찍고 페이지를 기입한다.
예) “…문제점을 지적했다”(김봉석, 2001: 5)
(4) 참고문헌은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 첨부한다. 國內文獻인 경우에는 가나다順, 外國文獻인 경우에
는 ABC 순서에 따라 정리하되 다음과 같은 형식을 따른다.
① 정기간행 학술지의 경우: 국내문헌은 저자 (발간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페이지의 순으
로 표시한다. 또한 해외문헌은 저자 <Last name, first name> (발간연도). 제목. 학술지명(이탤릭

체), 권(호), 페이지의 순으로 표시한다.
예) 김봉석(2003). 전시산업의 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무역전시연구, 3(6), 35-54.
Kim, B. S., Kim, C., Kim, D. K.,& Zhou, Y. (2000). Trade Fair and Its Quality: A
Structural Model. Journal of Korea Trade, 26(1), 45-56.
② 단행본의 경우: 저자(발간연도), 도서명. 출판지: 출판사로 표시한다. 또한 외국문헌은 저자
<Last name, first name>(발간연도), 제목(이탤릭체). 출판지: 출판사, 인용면으로 표시한다.
김봉석ㆍ이세원(1999). 국제전시경영. 서울: 경희출판사.
Smith, S. (1989). Tourism Analysis. New York: John Wiley & Son.
③ 보고서의 경우: 출판기관(발간연도).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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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한국전시산업진흥회(2003). 국내전시산업통계
④ 역서의 경우 : 원저자명(발간연도). 제목, (역자명). 출판지 : 출판사
Kaplan, R. S., & Norton. D. P. (1998). 가치실현을 위한 통합경영지표 : BSC, (송경근․성시중
역). 서울 : 한언
(13) 논문은 하나의 파일로 작성하여야 하며, 그림파일이 있는 경우 본문에 이를 명시하고 그림
원본의 출력 각 1장씩을 함께 동봉하여야 한다.
(14) 본 학회 원고작성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논문은 접수가 불가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