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논문투고규정

2013년 12월 12일 제정

1. 목   적

본 규정은 한국연안방재학회 정관 제4조 1항의 학술지 발간사업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수행을 위해 필요한 논문 원고의 

투고요령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투고원고의 구분

학술지에 투고할 원고는 연구논문, 기술노트, 토의 및 토의회답으로 구분한다. 투고원고는 다음의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투고 원고 중에서 학술대회 논문, 연구보고서, 학위논문, 학술기사 등을 근간으로 할 경우에는 각주에 아래 예와 같이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출판되었음을 명시하여야 한다.

“예”

본 논문은 2013년 제1회 한국연안방재학회 연례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을 근간으로 하고 있음을 밝힙니다.

2.1 연구논문

독창성을 가진 이론 또는 실험적인 연구 및 기술성과로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충분히 갖추어야 하며, 기 발표된 논문의 

중복투고 및 표절논문은 접수가 거부되며 저자들은 학회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2.2 기술노트

논문으로서의 체계를 갖추지 않았다 하여도 새로운 연구 및 기술성과를 서술한 내용, 새로운 문제에 대한 착상 등을 

포함한 경우에 기술노트로 투고할 수 있다.

2.3 토의 및 토의회답

학술지에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원저자의 연구방법 및 연구결과에 대하여 보충적이거나 상이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시하고자 할 경우 이를 토의로서 투고할 수 있으며, 원저자는 이에 회답함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기 발표된 논문에 

대하여 보완 또는 수정하는 내용인 경우에 토의 및 토의회답으로 투고할 수 있다.

3. 투고자격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의 저자(들) 중 1인 이상이 본 학회 정회원이어야 한다.

4. 원고의 분량

인쇄된 지면으로 도표 및 사진을 포함하여 연구논문은 8쪽(약 12,000자) 이내, 기술노트는 4쪽(약 6,000자) 이내,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합쳐서 4쪽(약 6,000자)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그 이상의 분량에 대하여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게재할 

수 있으나, 이때 추가되는 페이지의 조판료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에는 상기한 분량의 50%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

5. 원고작성

5.1 사용문자

원고는 Abstract와 References를 제외한 전문을 국문 또는 영문 중 하나로 선택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Abstract와 References 

및 그림과 표는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하여야 한다.



5.2 작성용지

원고는 워드프로세서를 사용하여 A4 용지에 작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의 교정 및 읽기가 용이하도록 용지의 상하좌

우 및 행간에 적당한 여백(더블 스페이스)을 두도록 한다.

5.3 용어 및 기호

용어 및 기호는 본 학회에서 제정된 것이 있을 경우, 그 중 최근의 것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능한 한 전문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용어 및 기호를 사용하도록 한다. 기호는 그 기호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문장으로 정의를 내리도록 한다.

5.4 단위

단위는 원칙적으로 국제표준단위계(SI units)체제를 사용한다.

6. 원고제출

6.1 제출기한

연구논문 및 기술노트는 수시로 투고할 수 있다. 토의는 토의 대상이 게재된 지 6개월 이내에, 토의의 회답은 편집위원회

로부터 회답요청을 받은 후 3개월 이내에 원고를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제한된 기간 내에 연장을 요청할 경우에

는 편집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원고제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토의 및 토의회답은 함께 게재함을 원칙으로 하나, 원저자가 

토의에 회답하지 않을 경우에는 토의만을 게재할 수 있다.

6.2 제출방법

제출원고는 그림, 표 사진을 포함하여 1부를 본 학회 홈페이지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에 접속하여 제출한다.

7. 연구논문 작성방법

7.1 논문의 구비조건

연구논문은 객관적으로 정확, 간결하게 기술되어야 하며, 타 학회 학회지나 학술발표회에 발표되지 않는 것이어야 한다. 

다만, 다음 사항에 해당하는 논문의 경우는 편집위원회의 판정에 따라 접수할 수 있다.

① 새로운 관점에서 다시 해석하거나 독창적인 의견을 가미하여 재구성한 논문

② 이미 발표된 논문이라도 여러 논문을 통합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한 논문으로 인정될 수 있는 논문

7.2 논문의 구성

논문은 다음과 같은 순서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① 제목(국문 및 영문)

② 저자명 및 소속(국문 및 영문)

③ 초록(Abstract)

④ 핵심어(Keywords)

⑤ 본문

⑥ 감사의 글(필요한 경우)

⑦ 참고문헌

⑧ 기호(필요한 경우)

⑨ 부록(필요한 경우)

7.3 제목

논문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고 간결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국문으로 작성하고, 영문제목을 그 아래에 쓴다. 영문제

목의 첫 자와 제목 중 관사, 전치사 및 접속사를 제외한 각 단어의 첫 자는 대문자로 하고, 영문 약어(abbreviation)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예”
투과성 및 불투과성 경사면 상에서 지진해일의 처오름 높이에 관한 수치적 검토

A Numerical Study on Tsunami Run-up Heights on Impermeable/Permeable Slope

7.4 저자명 및 소속

저자명과 소속은 국문명을 위에 쓰고, 영문명을 아래에 쓴다. 영문명은 이름 성의 순으로 표기한다. 국문 소속은 저자의 

근무처, 영문 소속은 근무처, 지역, 국적의 순으로 표기한다. 2인 이상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를 주저자로 하고 

교신저자는 각주로 표기하며,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 이메일 주소를 명시한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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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초록 및 핵심어

초록은 논문내용에 대한 요약과 주요 결론을 포함하여 150~200단어 정도의 분량이 되도록 영문으로 각각 작성한다. 초록

은 본문의 수식, 도표, 참고문헌 등에 대한 인용은 포함하지 않도록 하며, 그 자체로서 완성된 문단이 되어야 한다. 초록은 

영문교정(Proofreading)을 거쳐 문법 및 구문상 오류가 없어야 한다.

초록 하단에는 Keywords를 각각 4~6개 제시한다.

7.6 본문

원고는 국한문 혼용을 원칙으로 하되, 오독할 염려가 적을 경우에는 한자 사용을 가급적 피한다. 또한 외래어는 한글표기

를 원칙으로 하되 특수한 외래어는 괄호 안에 원어를 표기하도록 하고 적당한 번역어가 없는 학술용어, 물질명 및 외국의 

고유명사는 외래어로 표기할 수 있다.

7.6.1 본문의 구성

본문은 서론, 본론 및 결론의 3개 부분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본문은 서론을 제 1장, 결론을 마지막장으로 하여 

다음 예와 같이 장, 절 및 소절의 제목을 붙여서 나눈다.

“예”

1. 서론

2. 파동장 모델의 개요

  2.1 경사면처리기법

    2.1.1 불투파성 경사면의 경계조건

      (1)경계조건 방정식

3. 파동장 모델의 검증

4. 결론

1) 서론: 연구의 배경 및 목적, 논제와 관련된 연구연혁 및 동향, 연구범위 및 가정조건, 연구방법의 개요 등을 기술한다.

2) 본론: 기본이론, 가정, 방법론 등을 상술하고 이론적 해석, 실험 또는 계산결과에 대한 분석 및 유관된 기존의 연구결과

와 비교고찰 등에 관하여 기술한다.

3) 결론: 가장 주목할 만한 연구결과를 정리하고, 해당 연구분야 및 유사한 분야에 대한 기여도를 제시한다.

7.6.2 그림(Figures)

그림 또는 사진은 반드시 제목과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고, 내용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고해상도의 그림, 영상, 



도식 또는 그래프를 사용하여야 한다. 본문 중에 그림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하단에 표기한다. 그림 번호는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즉, “Fig. 2.1”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Fig. 1. Basic principles of mechanical projection). 동일 제목에 여러 개의 그림이 있을 경우에는 (a), (b), (c), ... 등으로 

구별하여 소제목을 부여한다.

그림은 원고의 삽입위치에 그림 번호 및 제목만 적어 표시한 후 별지에 그림들을 첨부하거나, 본문 중 삽입위치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그림의 원도는 고해상도의 도화기나 레이저 프린터 수준 이상의 출력물이어야 한다. 인쇄된 지면에서 

각 그림의 폭은 7cm(1단)를 기준으로 하며, 상황에 따라서는 폭을 14cm(전단)로 할 수도 있다. 따라서 그림을 이보다 크게 

작성할 경우에는 축소될 정도를 감안하여 선의 굵기와 범례상의 글자크기 등을 적절히 조절하도록 한다. 사진은 3"×4" 

또는 그 이상의 크기로 제출하되 인화지원본 1부를 원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그림 및 사진은 색도 인쇄가 가능하나, 이때 

인쇄에 대한 실비는 투고자가 부담한다.

7.6.3 표(Tables)

표는 반드시 제목과 내용을 영문으로 표기해야 하고, 본문 중에 표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하며, 표 번호와 제목은 

표 상단에 표기한다. 표 번호는 장과 절의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사용한다. 즉, "Table 2.1" 등의 표기는 사용하지 않는다 

(예: Table 1. Parameters for selected reference ellipoids). 동일 제목에 여러 개의 표가 있을 경우에는 (a), (b), (c), ... 등으로 

구별한다(예: Table 1(a), Table 1(b)).

본문에 각 표가 삽입될 위치에 표 번호 및 제목을 표시하고 별지에 작성하거나, 본문 중에 직접 삽입할 수 있다.

7.6.4 수식

수식은 문장이 쓰여진 행에 포함시키지 않고 별개의 행에 작성한다. 본문 중에 수식에 대한 언급이 반드시 있어야 한다. 

수식에 사용되는 기호(변수명)는 모두 이탤릭체로 표시하여, 본문에서 이를 사용할 경우에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논문에 

언급되는 순서에 따라 수식에 대하여 아래 예와 같이 수식이 쓰인 행의 오른쪽 끝에 장 번호 구분 없이 일련번호를 괄호 

속에 넣어 표기한다. 또한 수식에 포함된 기호에 대한 설명은 반드시 수식 아래에 명시하여야 한다.

“예”

 
 


(2)

여기서, : 발생파의 수평유속 성분, : 입사파의 수면번위, : 조파소스 셀의 수면변위, : 수심

7.6.5 영문, 약어 및 수량표기

영문 표기는 고유명사(예: laplacian)는 소문자로 시작하고 약어(예: FDM)는 모든 문자를 대문자로 표기하여야 하며, 그 

외에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영문 약어가 처음 사용된 곳에서 괄호 안에 약어를 풀어서 표기하고(예: FDM(Finite 

Difference Method)), 그 이후의 문장에서는 약어를 사용할 수 있다. 수량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7.6.6 그림, 표 및 수식의 언급방법

그림, 표 및 수식을 본문에서 언급할 때에는 다음 예와 같은 표기 방법을 따른다.

“예”

Fig. 1, Fig. 2(a), Figs. 3 and 4
Table 1, Table 2(a), Tables 3 and 4
Eq. (2), Eq. (3a), Eqs. (4) and (5)

7.6.7 참고문헌의 인용방법

본문에서 참고문헌(6.8절 참고)을 인용할 경우에는 문헌의 저자명과 발행년도를 사용한다. 저자명은 Last name을 기재한

다. 저자가 2인 이하의 경우는 저자의 성을 모두 명기하고 (예: Lee, 1985; El-Hasan and Easa, 1987), 3인 이상의 경우는 

주저자의 성만 명기하고 나머지 저자명은 et al.을 사용한다 (예: Ahmed et al., 1983). 띄어쓰기, 문장부호, 글자체 등의 

사용은 다음 예를 따른다.



“예”

1인: Hur(1998), (Hur, 1998)

2인: El-Hasan and Easa(2000), (El-Hasan and Easa, 2000)

3인 이상: Hur et al.(1997), (Hur et al., 1997)

2개 이상의 인용: (Hur, 1995; Hur et al., 1998)

7.7 감사의 글

연구수행을 위하여 받은 재정적 지원 또는 학술적 조언 등에 대하여 해당기관 또는 인명 등을 적어 감사의 뜻을 표할 

수 있다.

7.8 참고문헌(References)

모든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Roman script)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본문에서 인용한 모든 문헌은 참고문헌 목록에 포함하

여야 하며, 인용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에 포함하지 않는다. 표제는 ‘References’으로 한다.

7.8.1 참고문헌의 정리순서

문헌의 순서는 제 1저자 Last name의 영문 알파벳순으로 정리한다. 제 1저자가 같은 경우에는 제 2저자의 Last name순으로 

정리하며, 제 2저자가 없는 것이 우선한다. 제 2저자까지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방법으로 정리한다. 저자명이 모두 일치하는 

문헌들에 대하여는 출판년도가 빠른 순으로 정리한다. 출판년도도 같은 경우에는 문헌제목의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고, 발행년도 

다음에 알파벳 소문자 a, b, c, ... 순으로 구별하고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 다음에 a, b, c, ... 순으로 표기하여야 한다.

7.8.2 참고문헌의 표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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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일자, 개최지명(도시, 국가), Vol., 게재된 쪽.

CD-ROM으로 발행되어 논문의 페이지가 표시되지 않은 논문은 마지막에 unpaginated CD-ROM을 명시한다.

학술대회명에 학회명이 명시된 경우에는 발행기관을 생략할 수 있다.

“예”

Sakakiyama, T. and Kajima, R. (1992). “Numerical simulation of nonlinear wave interacting with permeable breakwater.” 

Proceeding of 22nd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astal Engineering, ASCE, pp. 1517-1530.

Cook, J. and Fedinand, L. (2001). “Geometric fidelity of Ikonos imagery.” Proceeding of the ASPRS 2001 Annual Convention, 

ASPRS, 23-27 April, St. Louis, Missouri, unpaginated CD-ROM.

(ㄷ) 단행본 게재논문 또는 저술: 저자 (출판년도), 논문제목, 단행본명, Vol., 발행기관 또는 출판사, 출판지, 게재된 쪽.

“예”

Michelson, D. B. (2001), “GIS supports wetlands land use analysis.” GIS World, Vol. 6, No. 1, The World’s Leading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s Publication, Washington DC, pp. 55-59.



(ㄹ) 저서 : 저자 (출판년도),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 총 쪽수.

부제목이 있는 저서는 저서명 다음에 콜론을 사용하여 부제목을 표기하고, 판수가 있는 서적은 제목 다음에 명기한다.

“예”

Dingemans, M.W. (1997). “Water wave propagation over uneven bottoms.” World Scientific, 1016p.

Maune, D.F. (2007), Digital Elevation Technologies and Applications: The DEM Users Manual 2nd Edition, ASPRS, Bethsad, M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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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다수의 저자가 장별로 저술한 저서는 장저자 (출판년도), 장제목, In: 편집자명 (eds.), 저서명, 출판사, 출판지, 장쪽수를 

명기하고, 편집자가 한 명인 경우에는 편집자명 (ed.)로 표기한다.

“예”

Gotoh, H., OKayasu, A. and Watanabe, Y. (2013). “Computational wave dynamics.” In: Mutsuda, H. (ed.). “Euler-Lagrange hydrid 
method.” Advanced Series on Ocean Engineering, World Scientific, Vol. 37, pp. 195-211.

(ㅁ) 학위논문 : 저자 (출판년도), 학위논문제목, 학위종류, 학위수여기관, 소재지, 총 쪽수.

박사논문은 Ph.D. dissertation, 석사논문은 Master’s thesis로 표기한다.

“예”

van Gent, M.R.A. (1995). “Wave interaction with permeable coastal structures.” Ph.D. dissertation,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175p.

Torrini, L. (1997). “Nearshore effects of submerged breakwaters: laboratory eperiments in a water basin and 2DH numerical 

modeling.” Master’s Thesis, Delft University of Technology, The Netherlands, 104p.

(ㅂ) 보고서 : 저자 (출판년도), 보고서제목, 보고서종류(또는 번호), 연구기관, 소재지, 게재된 쪽.

“예”

Bethel, J. S. and McGlone, J. C. (2000). “Automated Stereo Photogrammetric Terrain Elevation Extraction.” Report 11, ESRI 

Publication No. 98-057-01-3, Construction Res. Inst., Palo Alto, pp. 213-215.

Torrey, M.D., Mjolsness, R.C. and Stein, L.R. (1987). “NASA-VOF3D: a three-dimensional computer program for incompressible 

flows with free surfaces.” Rep. LA-11009-MS, Los Alamos National Laboratory, 192p.

(ㅅ) 인터넷 사이트 : 저자 (발표년도), 논문제목, 사이트기관명, 소재지, URL, 최근 사이트 접속일 

“예”

Skole, D. and Justice, C. (1997),. A land cover change monitoring program, Federal Agency Initiative, Michigan, 

http://www.bsrsi.msu.edu/overview/reports/cenr.html (last date accessed: 15 March 2012).

이와 같이 참고문헌을 표기하는데 있어서 특히 다음의 사항에 유의한다.

① 학술지명, 학술회의지명(학술발표회 학회지명), 단행본명, 저서명, 학위논문 제목, 보고서 제목, 사이트 기관명은 이탤

릭체로 하고, 그 밖의 모든 내용은 본문의 활자체와 동일한 것으로 한다.

② 학술지, 학술회의지(학술발표회 학회지) 및 단행본 게재논문의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하고, 그 밖의 단어는 고유명

사, 약자 등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소문자로 표기한다.

③ 저서, 학위논문 및 보고서의 제목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한다. 단, 여러 저자가 

장 별로 저술한 저서의 장 제목은 첫 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저서명은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④ 논문, 학술회의지(학술발표회 학회지명) 및 단행본 게재논문은 논문의 첫 페이지와 마지막 페이지를 명시하고, 저서 



및 학위논문 등은 총 페이지를 명시한다.

⑤ 부제목이 있는 저서 또는 논문은 콜론(:)으로 주제목과 부제목을 구분한다.

⑥ 학술지명, 학술회의지명(학술대회 발표학회지명), 기관명, 출판사명 등은 관사, 전치사, 접속사 외의 모든 단어의 첫 

자를 대문자로 하며 약어를 사용하여 표기할 수 있다.

⑦ 저자가 2인인 논문은 두 저자의 이름 사이에 콤마(,)를 사용하지 않고 and만 쓴다. 3인 이상의 경우에는 마지막 저자 

앞에 콤마(,)와 and를 쓴다.

⑧ 저자(들)의 성명 및 출판년도가 동일한 문헌들에 대해서는 ‘Lee, D. and Park, J. (2012a)’ ‘Lee, D. and Park, J. (2012b)’ 

등과 같이 연도 뒤에 알파벳 소문자를 덧붙여 구별하고, 나열 순서는 논문제목의 첫 단어 알파벳 순으로 한다.

⑨ 각 참고문헌의 첫 행을 제외한 후속 행은 2자 정도 들여쓰기 한다.

⑩ 문장부호, 띄어쓰기, 들여쓰기, 영문성명의 표기 등은 앞에 예시한 표기방법을 따른다.

⑪ 국문 참고문헌은 (in Korean) 또는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를 명시하여야 한다.

⑫ 영문제목이 없는 국문 문헌은 최대한 적합한 영어로 번역하여 표기하고 마지막에 반드시 (in Korean)을 명시하여야 

한다.

7.9 영문논문

영문논문의 작성은 국문논문의 작성방법에 준한다.

8. 기술노트 작성방법

기술노트의 작성방법은 연구논문의 작성방법에 준한다. 단,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 ‘<기술노트>’라 표기하여 기술노트 

원고임을 명시한다.

9. 토의 및 토의회답 작성방법

9.1 토의원고의 작성

토의원고의 작성은 다음 사항을 제외하고는 연구논문의 작성방법을 따른다. 토의원고는 국⋅영문 요지를 구성에서 제외

한다. 또한 본문의 구성에 있어서 서론, 본론, 결론 등의 장, 절 구분을 하지 않는다. 수식 및 도표의 번호는 원논문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다. 논문 제목은 원저자의 것을 그대로 사용하고 원논문의 저자, 발행된 권, 호, 페이지 및 발행년도 

그리고 토의자의 연락처는 다음 예와 같이 첫 페이지 하단에 주기한다. 첫 페이지 좌측상단에 ‘<토의원고>’라 표기한다. 

저자들의 직위는 명기하지 않는다.

원고 내용 중에 ‘저자(들) 또는 author(s)’은 원논문 저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예”

<토의원고>

토의 대상 논문의 제목*

영문 제목

김길동*이길동**

*OO대학교 OO공학과

**OO대학교 OO학과

Gil-Dong Kim* and Gil-Dong Lee**

*Department of OOO Engineering, OOO University, Seoul, Korea

**Department of OOO Engineering, OOO University, Seoul, Korea

원저자: 박길동, 제20권 제3호, pp. 123-456, 2002년 9월

*Gil-Dong Kim: +82-12-345-6478, ldkim@hankook.ac.kr

**Gil-Dong Lee: +82-12-345-6478, ldlee@hankook.ac.kr

9.2 토의회답의 작성

토의회답의 작성은 토의원고의 작성방법에 준한다(아래 예 참고). 수식과 도표의 번호는 토의원고의 것을 이어서 사용한

다. 원고내용 중에 ‘토의자(들) 또는 discusser(s)’는 토의자를 ‘필자(들) 또는 writer(s)’는 토의회답자를 지칭하게끔 집필한다. 



첫 페이지 좌측 상단에 ‘<토의회답>’이라 표기한다.

“예”

<토의회답>

토의 대상 논문의 제목*

영문 제목

김길동*

*OO대학교 OO공학과

Gil-Dong Kim*

*Department of OOO Engineering, OOO University, Seoul, Korea

원저자: 박길동, 제20권 제3호, pp. 123-456, 2002년 9월

*Gil-Dong Kim: +82-12-345-6478, ldkim@hankook.ac.kr

10. 저작권 및 저자의 책임

① 학술지에 투고된 저작물의 개개 저작권은 각 저자에게 있으며, 학회는 편집저작권만을 갖는다. 따라서 게재 내용에 

대한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② 타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저작권상의 문제는 저자의 책임 하에 있으므로 이에 주의하여야 한다.

③ 학술지의 발행 후 발견된 자구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이에 대한 정정 원고를 접수하여 정정 기사로 게재할 수 있다.

④ 학술지의 발행 후 발견된 내용상의 오류에 대해서는 기술노트로 정정 및 보완이 가능하다.

11. 규정 준수의무

투고자는 원고작성시 본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만약 이를 어길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논문 접수를 거부하거나 제재를 

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