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ian SMEs Review 편집 위원회규정

제 1 조:Asian SMEs Review 의 목적과 특색

Asian SMEs Review(ASMER)는 동아시아지역의 중소기업에 관한 연구·선진사례를
소개한다. ASMER

는

국내외의

학자,

대학원생,

기업관계자,

회계사(세무사)

등

실무전문가가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고, Working Paper Series 형태로 그 연구성과를
공유하는 매체이다. 연구방법은 실무에 도움이 되는 사례연구, 이론연구, 규범적연구,
실증연구 등이 모두 가능하다.

제 2 조:Asian SMEs Review 의 출판형태

ASMER 은 Web 잡지로서 발행하고, 수시 투고를 받는다. ASMER 은 Working
Paper 형태의 이슈논문으로 출판된다. 따라서 다른 학회지에의 투고에 제약을 두지
않는다.

일정수의

논문이

모집되면

편집위원회의

결정으로

논문집을

출판하고,

각호에는 시리즈 번호가 부여된다.

제 3 조:편집위원회의 구성,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의 역할

ASMER 에서는, Working Paper 를 간행하기 위해서, Institute of SMEs Knowledge Network

Portal 에 참가하는 해외의 연구자를 포함하는 국제적 상설의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을 마련하고, 편집위원회에서 구성원의 선임과 해임을 결정한다. 편집 위원장은,
Working Paper Series 의 편집자로서, 실제의 편집사무활동에 종사하는 편집위원회를
총괄한다. 편집위원회는 Working Paper Series 의 각호에 관한 (1)발행시기의 결정,
(2)객원편집자의 선정, (3)해당호의 구성에 대해서 심의한다.

제 4 조: 편집위원회의 구성원

편집위원장
Gunyung LEE, Niigata University JAP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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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
Satoshi ARIMOTO, Niigata University JAPAN
Yasuyuki KISHI, Niigata University JAPAN
Ryoji ITO, Niigata University JAPAN
Eiko TOMIYAMA, Graduate Institute for Entrepreneurial Studies JAPAN
Sungwhan PARK, Hanbat National University KOREA
Minghsiang HUANG, National Changhua University of Education TAIWAN

제 5 조: 심사 제도

투고 논문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에서 게재의 가부에 관한 심사를 한다. 편집위원장은
심사가 논문의 질과 Working Paper Series 의 질을 보장할 수 있도록 관리한다.
투고논문에 대한 심사는 편집위원장이 편집위원 중에서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진행한다.

Asian SMEs Review(ASMER) 투고규정

1.투고자격

Asian SMEs Review(ASMER)에의 투고자격은 원칙적으로 Institute of SMEs Knowledge

Network 에 참가하고 있는 국내외의 학자, 대학원생, 기업관계자, 실무전문가(회계사,
세무사등)이다. 다만, 편집 위원회가 인정한 사람의 투고도 인정하기로 한다.

2.투고논문의 종류와 영역
투고 대상이 되는 논문은 중소기업에 관련되는 제문제를 다룬 것으로 다른 잡지에
동시에 투고되지 않은 것에 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투고논문은 1)연구논문,
2)사례연구논문, 3)기타 이다.

3.투고언어
투고하는 논문은 영어·일본어·중국어·한국어의 어느 하나의 언어로도 투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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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영어 이외의 논문은 반드시 영어의 제목·요지를 붙이는 것으로 한다.

4.투고양식
투고논문의 양식은 별지 1(집필요령)과 같이 정한다.

5.투고방법
논문은 지정된 전자파일 형식(MS-Word 와 Adobe PDF)으로 보존하고, 각국의 편집
담당자에게 메일로 첨부하여 송신한다.
일본 편집 담당자: Yasuyuki KISHI，knowledge.network@econ.niigata-u.ac.jp
한국 편집 담당자：Sungwhan PARK, psh630@hanbat.ac.kr
대만 편집 담당자：Minghsiang HUANG, mhhuang@cc.ncue.edu.tw

별지 1(집필요령)

Asian SMEs Review Working Paper Series 집필요령

이 집필요령은, Asian SMEs Review Working Paper Series (이하, WP)에 투고되는
논문의 집필에 관한 가이드 라인입니다. WP 의 작성시, 이 집필요령에 따라 논문을
작성해 주십시요.
1.논문에는, 논문타이틀(집필언어·영어), 성명·소속(집필언어·영어),메일주소(공 동논문의
경우에는,

대표자의

메일

주소만을

기재한다),

요약(집필언어,

400

글자이내),

키워드(집필언어, 5 항목정도), 본문(그림·표를 포함한다), 주, 참고 문헌을 기술한다.
2.원고의 매수는 10 페이지이내로 한다.
3.원고의 서식과 페이지수
(1)원고의 작성에는, 워드프로세서(Microsoft Word)을 사용한다.
(2)용지는 A4 사이즈, 가로쓰기로, 문자수는 MS-Word 의 표준서식으로 한다.
(3)한국어의 폰트에는, 논제, 섹션(절·항)의 표제를 KS 고딕, 본문을 바탕(batang)으로,
영어의 폰트에는 Times New Roman 으로 한다.
(4)문자의 크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구분

사이즈/폰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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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치 등

주제(타이틀)

14 포인트/고딕, 굵은 글씨

센터링

부제(서브타이틀)

12 포인트/고딕, 굵은 글씨

:을 기입하고, 센터링

집필자

12 포인트/고딕, 굵은 글씨

센터링

소속

10.5 포인트/바탕

센터링

요약

9 포인트/고딕

좌측부터

키워드

9 포인트/고딕

좌측부터

본문

10.5 포인트

좌측부터

절

12 포인트/고딕

센터링

항(절내의 부표제)

10.5 포인트/고딕

좌측부터

참고 문헌

10.5 포인트

좌측부터

주

9 포인트

좌측부터

(5)주제와 이름의 사이에는 10.5 포인트의 크기로 1 줄 비운다.
(6)이름과 요약의 사이에는 10.5 포인트의 크기로 1 줄 비운다.
(7)절과 본문의 사이에는 10.5 포인트의 크기로 1 줄 비운다.

3.본문
(1)본문은, 절·항으로 구성하고, 다음과 같이 번호를 메긴다.
(예) 4──
4.1──
4.1.1──
(2)피리오드(.), 콤마 (,)를 사용한다.
(3)본문은, 균등하게 배치한다.
4.본문중의 인용
인용에는, 저자명, 출판년도, 인용 페이지수를 기재하고, 괄호로 묶는다. 문헌의
문장을 그대로 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 (「」)로 나타낸다.
5.참고 문헌
(1)사용한 문헌은 모두 논문의 마지막에 참고문헌 리스트로서 기재한다. 문헌은
제 1 저자의 성(패밀리 네임)을 알파벳순으로 나열한다.
(2)문헌은 다음 순서로 표기한다.
단행본:저자(편자)명, 출판년도, 서명(부제도 함께) ·판, 출판사.
논문:저자명, 발행년도, 논문명, 수록서적의 저자(편자)명, 수록서적명 (또는
잡지명), 권수, 호수, 페이지수.
(3)저자가 복수일 경우는, 저자를 콤마로 단락 짓는다. 저자를 나타낼 수 없을 때에는,
문헌의 제목부터 쓰기 시작한다.
4

(4)출판년도는, 저자를 기재한 다음에, 괄호 ()을 이용해서 출판년도를 기술한다. 괄호를
닫은 후에 종지부를 넣는다.
(5)영어의 서명과 잡지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또 영어의 서명등은 주제, 부제 모두
최초의 단어의 최초의 문자만을 대문자로 한다.
예
영어문헌의 경우
Anthony, R. N.(1984) . Management Control Function, Harvard Business School Press.
Noreen, E.(1991) . Conditions under which activity-based cost systems provide relevant costs. Journal
of Management Accounting Research, 3 (4), pp.159-168.
한국어문헌의 경우
이정훈ㆍ신택수ㆍ임종호(2007). PLS 경로모형을 이용한 IT 조직의 BSC 성공요인간의
인과관계 분석. 경영정보학연구, 제 17 권 4 호, pp. 207-228.
김순기ㆍ이건영(1995). 한국의 원가관리, 홍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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