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21 새 기고 요령
여러분의 의견과 기고를 기다립니다. 기고를 원하시거나 지난 호 글에 대한 의견을 보내고
싶으신 분은 아래 원고 작성 방법을 참고해 주세요. 기고하신 글은 편집팀의 심의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기고 시 필자의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문의: 02-2268-7608 / marx21@marx21.or.kr
분량: 200자 원고지 70매 이내

원고 작성 방법
원고는 제목, 필자이름, 본문, 후주, 참고문헌 순으로 작성합니다.

1. 본문
• 한글 사용을 기본으로 합니다. 단, 한자나 원어를 밝혀야 할 때는 한글을 먼저 쓰
고 다음에 한자나 원어를 붙여 씁니다.
예) ‘정의定義’, ‘국가자본주의state capitalism’

• 원어를 두 가지 이상 표기할 때는 한자, 다른 원어 순으로 합니다.
예) ‘정의定義, definition’

• 외국인 이름을 원어로 표기할 때는 처음에만 한글과 원어를 함께 표기하고, 이후에
는 한글만 표기합니다.
예) 처음에는 ‘칼 마르크스Karl Marx’, 이후에는 ‘칼 마르크스’

• 강조를 할 때는 고딕체를 사용합니다.
예) 이론의 중요성

2. 참고문헌
• 본문과 후주에서 언급된 문헌의 서지사항은 논문 맨 끝에 참고문헌을 밝힙니다.
• 기호 사용
① 논문이나 기사는 ‘ ’를 사용합니다.
② 국문 또는 동양문헌 중 주간·월간·계간·부정기 책자는 《 》를 사용합니다.
예) 《한겨레21》, 《시사IN》, 《마르크스21》,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③ 국문 또는 동양문헌 중 책이 아닌 인쇄물이나 신문은 < >를 사용합니다.
예) <한겨레>, <경향신문>, <프레시안>, <레디앙>, <레프트21>

④ 서양문헌 중 논문이나 기사를 제외한 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예) Financial Times, New York Times, International Socialism

• 외국어 문헌인데, 한글 번역서가 있을 때는 [ ]속에 번역서를 표기합니다.
예) T
 he Revolutionary Ideas of Karl Marx [국역: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책갈피, 2007.]

• 외국인 저자 이름은 성을 앞에 쓰고 쉼표를 붙이고 이름을 적습니다.
예) Karl Marx (X) / Marx, Karl (O)

• 두 명 이상 공저한 때에는 외국인 이름은 &를, 한국인은 ·을 붙여 표기합니다.
예) Marx, Karl & Engels, Friedrich, 김하영·최일붕

• 신문이나 주간(혹은 격주간) 잡지의 날짜는 ( ) 안에 넣어 표기합니다.
예) <한겨레>(2009.7.28), 《시사IN》(2009년 7월 7일자호).

• 웹사이트 주소를 표기할 때는 주소만 표기하고 마침표를 찍지 않습니다.
예) http://www.marx21.or.kr/index.php

• 표기 순서는 논문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수, 발행년월 순으
로 하며, 단행본의 경우 저자명, 발행년도, 책제목, 출판사 순으로 합니다.
① 한글 논문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수(발행년월).
예) 김하영 2009, ‘진보진영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마르크스21》 4호(2009년 겨울).

② 외국어 논문 저자명 발행년도, ‘논문제목’, 저널명 권호수(발행년월).
예) C
 hoonara, Joseph 2009, ‘Marxist Accounts of the Current Crisis’, International
Socialism 123(Summer 2009).

③ 한글 단행본 저자명 발행년도, 《책제목》, 출판사.
예) 캘리니코스, 알렉스 2007, 《칼 맑스의 혁명적 사상》, 책갈피.

④ 외국어 단행본 저자명 발행년도, 책제목, 출판사.
예) Callinicos, Alex 1995, The Revolutionary Ideas of Karl Marx, Bookmarks.

• 참고문헌 배열은 국내문헌, 서양문헌, 동양문헌의 순서로 배열하고, 저자명의 한글 자
모와 영문 알파벳 순서에 따라 배열합니다.
• 동일 저자의 문헌은 발행년도 순으로 정렬합니다. 발행년도가 동일한 문헌이 2편 이상
일 때는 연도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를 덧붙입니다.
예) 김
 하영 2009a, ‘민경우의 NL 노선 재구성 시도 – 의미 있는 물음, 빗나간 답변들’, 《마르크스
21》 3호(2009년 가을).
김하영 2009b, ‘진보진영 연대·연합, 어떻게 할 것인가?’, 《마르크스21》 4호(2009년 겨울).
김하영 2010, ‘천안함 사건을 통해 본 동북아 질서 변동과 한반도’, 《마르크스21》 6호(2010년
여름).

3. 주석
• 주석은 후주로 표기합니다. 단, 독자의 편의를 위해 주석의 설명은 되도록 간결하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 출처 표기는 저자명, 발행년도, 페이지 순으로 표기합니다. 외국인 저자명은 성만 씁니다.
예) 김하영 2009b, p88. / Callinicos 1995, pp77-78. / 클리프 1990, p70.

• 번역 논문은 원작의 표기를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