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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필요령

투고논문의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원고는 국문초록, 본문, 참고문헌, 영문초록 등

의 순서로 작성하여 제출한다. 원고는 제시된 ‘원고작성양식’에 따라 한글프로그램 (한글 2007 

이상) 또는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논문의 분량은 요약과 참고문헌을 포함하며 

20매로 한다.

1. 표제지

표제지에는 국문 및 영문 각각으로 논문제목, 저자 성명, 소속기관명과 함께 교신저자의 E-mail 

주소를 명기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천과 관련 정보를 밝힌다.

  1) 저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 저자명 표기 순서는 제1저자를 제일 처음 명기하며, 나머지 공동

저자의 경우 논문 기여도에 따라 명기한다.

  2) 소속은 성명 아래에 처리한다. 교신저자의 연락주소(소속, E-mail 주소)는 첫 번째 페이지

의 맨 아래에 별도로 표시한다. 연구비 수혜 논문인 경우 연구비의 원천과 관련 정보를 밝

힌다.

  3) 영문 제목의 경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2. 초록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작성하며, 분량은 국문과 영문 초록 모두 A4 기준 1/2매 이내(국문 

500자 이내, 영문 300단어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초록은 연구배경(Background, 방법

(Methods), 결과(Result), 결론(Conclusion) 등을 포함하며, 논문 내용에 관한 전반적인 것을 간

략하면서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한다. 초록 하단에 4~5단어의 주제어(Key words)를 작성하며, 

각 단어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3. 본문

  1) 본문의 항목구분은 zig-zag식으로 하며, 번호체계는 I, 1, 가, 1), 가), (1), (가)의 순서로 한다.

[별표 1]

원고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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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Ⅰ.∨서 론

        1.∨건강행위 모형

      가.∨흡연 및 음주행태

        1)∨흡연

  2) 표 제목과 그림 제목은 왼쪽으로 하며, 단위는 제목과 같은 줄의 오른쪽에 넣는다. 

  3) 학술용어의 경우 가능한 국문으로 써야하며 번역이 곤란한 경우에만 한자 및 영문으로 쓸 

수 있다. 다만 인명, 지명 그 밖의 고유명사는 가급적 원어를 사용한다. 숫자는 Arabia 숫

자로, 도량형은 미터법을 사용한다.  

 

4. 인용

  1) 인용 표시 원칙

 ① 인용표시는 본문의 문장 안에 내주(in-text citation)로 표시하고 각주(footnotes)나 미주

(endnotes)는 사용하지 않는다.

 ② 각주는 본문의 내용에 대하여 추가적인 설명이나 부가적인 정보를 추가할 때 사용하고 문장

의 마침표에 숫자를 윗첨자로 입력한 후 작성한다.

  2) 인용의 종류

 ① 직접인용

    –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절차, 구두점, 어구 등을 원문 그대로 인용해야 한다.

    – 길이가 긴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인용구를 하나의 단락으로 간주하여 1행을 띄우고 써야 

하며, 이때 인용부호(“  ”, 또는  )를 사용할 필요는 없다. 또한 앞뒤를 본문보다 한 

칸씩 짧게 써야 한다.

    – 길이가 짧은 직접인용의 경우에는 앞뒤에 인용부호(“  ”, 또는  )를 달고 본문에 포함

시킨다.  

    – 그러나 짧은 인용이라 하더라도 특히 그 부분을 강조하고 싶을 때에는 긴 인용의 경우와 

같은 방법으로 나타낸다.

 ② 간접인용

    – 간접인용일 경우에는 인용부호를 사용할 필요가 없고 내주를 이용한다.

  3) 인용형식

 ① 인용을 위한 내주 표시는 마침표나 쉼표 등 문장부호 앞에 표기하거나 문장 안에 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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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문장 안에 쓸 때: 저자명(발행연도, p.)

   – 문장 끝에 밝힐 때: (저자명, 발행연도, p.)

 ② 영문이름은 성만 기재한다.

※ 1인 저자 

▪ ...한 점에서 일치하고 있다(노대명, 2006, p.123).

▪ (Booth, 1995, p.123) ...

▪ 노대명(2006, p.123)은 자활지원사업에 대하여...

▪ 인간의 정서는 결정처럼 아름다운 틀을 이룩하는 것(Read, 1999, p.141)이라 한다면

※ 2인~6인 저자

▪ (류진석, 노대명, 2006, p.123)

▪ (Booth & Colomb, 1995, p.123)

▪ Klimoski와 Palmer(1993, pp.10-13)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 박창규, 김재섭, 최동유(2003)는 ...

※ 7인 이상 저자

∎ 김병철 등(1995, p.14)은 ...

▪ 첫번째 저자만 기재하고, ‘등’ ‘et al.’로 표기

※ 단체 저자

▪ 정신문화연구원[정문연](1999, p.72)은 ...

▪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1991, p.66)

▪ 단체저자의 경우 약어와 함께 쓰거나 모두 완전명으로 기재하고 두 번째 이하는 약어만 

기재

 ③ 2개 이상의 서로 다른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저술을 

구분한다. 또, 동일저자는 연도순 배열하고 동일저자의 다른 저작은 콤마로 구분한다.

▪ (김성종, 1996, p.17; 노인철, 1999, p.35)

▪ (Kaku, 1998, p.42; McRae, 2001, pp.101-133)

▪ (오동근, 1998a, 1998b; 오동근, 황일원, 2003, pp.217-219)

 ④ 인용표시를 할 경우에는 참고한 자료의 해당 페이지를 꼭 밝혀야 한다.

 ⑤ 인용 및 출처표시 대상

   –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출판된 모든 자료들

   –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로부터 다운로드 받은 논문, 개인 웹사이트나 기관 웹사이트, 블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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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Blogs), 이메일 메시지(Email messages), 트위터나 페이스북 등 소셜 미디어(Social 

media)에서 출판된 것 등 

   – 데이터: 정부가 출판한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경제 지표 등

   – 이미지들: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illustrations 등 

   – 기록물들: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오디오 파일(podcasts) 등

   – 구두 자료(Spoken material): 개인과 대화, 인터뷰, 강의나 포스트 세션 그리고 학술 세

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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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작성양식]

논문제목

저자명*
(소속)

저자명
(소속)

저자명
(소속)

저자명
(소속)

국문초록(500자 이내)

주요용어: 4～5개

사사(acknowledgment)

* 교신저자: 성명(소속, e-m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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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제목

1. 제목

가. 제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나. 제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2. 제목

가. 제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나. 제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내용 본문 

    표 1. 변수의 정의                                                                         (단위:  )

구분 구분

내용 내용

내용 내용

  주: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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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Title

Name
(Organization)

Name
(Organization)

Name
(Organization)

Name
(Organization)

Abstract(300단어 이내)

Keywords: 



- 8 -

참고문헌(Bibliography)

1. 참고문헌 작성 원칙

 ① 참고문헌은 논문이나 글의 말미에 인용되는 저작들의 목록을 작성함으로서, 논문이나 글을 

쓸 때 어떤 저작을 사용하였는지 독자들에게 근거를 제시해주는 역할을 한다.

 ②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참고하지 않은 문헌은 참고문헌으로 기재해서는 안 된다. 단지 관련 자

료 내지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할 경우에는 “참고문헌”으로 표기하기보다는 “관련자료 목

록” 등으로 표기하여 참고문헌 목록 뒤에 배치한다.

 ③ 본문 내주 등에 인용 표시한 모든 자료의 상세한 문헌정보를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④ 참고문헌은 논문의 맨 뒤에 배치하고 일관성 있게 기술해야 한다.

 ⑤ 서양저자는 “성, 이름”의 순서로 쓰고 성은 완전명, 이름은 약자로 작성한다.

 ⑥ 번역자료는 원저자명을 원어로 기재하고 해당 언어의 문자순으로 배열한다.

 ⑦ 동일저자의 동일연도의 자료는 연도에 a, b, c로 표기해서 구분한다.

 ⑧ 각 자료의 참고문헌의 기재요소는 다음과 같이 한다.

   – 단행본 및 기타문헌: 저자명. (발행년). 서명. (판사항). 발행지: 발행사.

   – 연속간행물: 저자명A, 저자명B. (발행년). 논문 및 기사제목. 간행물명, 권(호), 면수.

2. 참고문헌 배열 순서

 ① 참고문헌은 동양서에서 서양서의 순서로 작성한다.(국문→중문→일문→영문…) 동일한 저자

의 글이 여러 건 있는 경우에는 연대순으로 기재한다.

   – 국문 자료 : 저자명 가나다순

   – 중문 자료 : 저자명의 한국식 한자음 가나다순

   – 일문 자료 : 저자명 일본식 발음 히라가나순

   – 영문 자료 : 저자명(성)의 알파벳순 

3. 참고문헌 작성형식

  1) 단행본(Boo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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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발행년). 도서명. (판사항). 발행지: 발행사
(단, 도서명이 한글이면 고딕으로,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

 ① 저자가 1인의 경우

     ∙ 문옥륜. (2004). 한국의료보험론. 서울: 신광출판사.

     ∙ Mausher, J. S. (Eds) (2004). Epidemiology. Philadelphia: WB Saunders.

 ② 저자가 2인의 경우

     ∙ 최의소, 조광명. (2012). 환경공학. 서울: 청문각.

     ∙ Booth, W. C., & Williams, J. M. (1995). The craft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③ 저자가 3인 이상 6인 이하의 경우

   – 6인까지 저자를 모두 작성하고 영문의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 표기를 한다.

     ∙ 노대명, 강신욱, 이현주, 임완섭, 원 일. 김길동. (2006). 빈곤의 동태적 특성 연구: 2003

∼2005년. 서울: 사람입국․일자리위원회.

     ∙ Booth, W. C., Colomb, G. G., Williams, J. M., & Friedman, H. S. (1995). 

The craft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④ 저자가 7인 이상의 경우

   – 6인까지 저자를 모두 작성하고 나머지 저자는 국문은 ‘등’ 영문은 ‘et al.’로 표기한다.

     ∙ 김병철, 이정윤, 이건수, 김문석, 이영석, 정혜윤, 등. (1995) 신문과 방송자료의 데이터베

이스 구축. 서울: 구미무역출판부.

     ∙ Booth, W. C., Colomb, G. G., Williams, J. M., Guyatt, G., Beers, M. H., & 

Friedman, H. S. (1995).  The craft of research.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⑤ 편저의 경우 

   – 저자명 다음에 국문은 (편), 영문은 (Ed) (Eds)를 표기한다.

     ∙ 한국사회과학연구소 사회복지연구실. (편). (1999). 세계의 사회복지. 서울: 인간과 복지.

     ∙ Friedman, H. S. (Ed). (1990). Personality and disease. New York: Wiley.  

     ∙ Guyatt, G., & Rennie, D. (Eds). (2002) Users' guides to the medical 
literature: A manual for evidence-based clinical practice. Chicago: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⑥ 번역서의 경우

   – 원저자명. (발행년). 번역서명 (번역자). 발행지: 발행사. (원서출판년)

     ∙ Hemingway, E. (1959).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김형일, 역). 서울: 동학사. 

(원서출판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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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⑦ 단행본 일부 저서의 경우 

   – 부분저자명. (발행년). 부분저서 제목. In(영문) ..에서(국문)  

     ∙ 김경재. (2001). 기독교 영생을 향한 삶의 방식. 한국종교학회, 죽음이란 무엇인가(pp. 

17~43)에서. 서울: 창.

     ∙ Estes, C. L. et al. (2000). The politics of long-term care reform under the 

Clinton health plan: lessons for the future. In Lee P. R. and Estes C. 

L.(eds.), The Nation's Health (pp.206-214). New York: Jones and Bartlett 

Publishers.

 ⑧ 단체가 저작하고 발행한 경우

   – 단체명을 발행자로 반복해서 기재하지 않고 ‘동 협회’ ‘The Fund’ ‘Author’ 등 식별이 

가능한 용어로 간단히 기재 

     ∙ International Monetary Fund (IMF). (1977). Surveys of African economies: 
Vol. 7, Algeria, Mali, Morocco, and Tunisia. Washington D.C.: Author. 

 ⑨ 전자책(E-Book)의 경우

   – 인쇄책의 전자책 버전의 경우(Electronic version of print book)

     ∙ Schiraldi, G. R. (2001).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book 

[Adobe Digital Editions version]. doi:10.1036/0071393722.

   – 인쇄책이 없는 전자책의 경우(Electronic-only Book)

     ∙ Schiraldi, G. R. (2001). The post-traumatic stress disorder sourcebook. 

Retrived from http://www.onlineoriginals.com/showitem.asp=135. 

  2) 정기간행물(Periodicals)

저자. (발행년). 논문명. 자료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단, 잡지명이 한글이면 고딕으로,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

 ① 저자가 1인인 논문

     ∙ 유승흠. (2004). 의료보험환자와 비보험환자의 의료서비스 내용비교. 대한예방의학회지, 

14(2), pp.52-58.

     ∙ Suchman, E. A. (2003). Social pattern of illness and medical ca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6, pp.2-16.

 ② 저자가 2인인 논문

     ∙ 유승흠, 조우현. (2004). 의료보험환자와 비보험환자의 의료서비스 내용비교. 대한예방의

학회지, 14(1), pp.5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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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McGlynn, E. A., & Brook, R. H. (2001). Keeping quality of the policy 

agenda. Health Affairs (Millwood), 20(3), pp.82-90.   

 ③ 저자가 3인 이상 6인 이하인 논문     

     ∙ 송기민, 고수경, 박다진. (2006). 현행 사회보험 권리구제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사회보장연구, 14(2), pp.52-58.

     ∙ Millder, F. G., Emanuel, E. J., Rosenstein, D. L., & Straus, S. E. (2004). 

Ethical issues concerning research in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6, pp.2-16.

 ④ 저자가 7인 이상인 논문     

     ∙ 이승환, 권혁상, 신정아, 김원철, 김정훈, 최윤희 등. (2006). 혈당 조절이 불량한 제1형 

당뇨병환자에서 발현된 당원축적증 예. 당뇨병, 30(1), pp.82-86. 

     ∙ McGlynn, E. A., Asch, S. M., Adams, J., Keesey, J., Hicks, J.,  DeCristofaro, 

A. et al. (2003). The quality of health care delivered to adults in the 

United States.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48, pp.2635-2645. 

 ⑤ 권(volume)에 부록(supplement)이 있는 경우

     ∙ Shen, H. M. & Zhang, Q. F. (1994). Risk assessment of nickel carcinogenicity 

and occupational lung cancer. Environ Health Perspect, 102, Suppl 1, 

pp.275-282.

 ⑥ DOI가 있는 전자논문의 경우

   – DOI를 포함하면 URL이나 검색일자 등의 관련 정보 불필요

     ∙ Herbst-Damm, K. L. (2005). Volunteer support, material status, and the  

survival times of terminally ill patients. Health psychology, 24, pp.225-229. 

doi:10.1037/0278-6133.24.2.225. 

 ⑦ 초록(abstract)을 인용한 경우

     ∙ Dietz, S., & Adger, W. N. (2001). Biodiversity loss and conservation effort 

[abstract]. Economic growth, 24, pp.225-229.

       

  3) 학회 등 발표논문(Meetings & Symposia)

저자. (발행년). 논문제목. 자료집 편저자, 학술대회 자료명. 발행지: 발행사. 페이지

 ① 발행된 경우

     ∙ 구성열, 박종대. (2006). 동아시아 3국의 고령화 추이와 정책과제. 한국인구학회, 통계

청(편), 2006년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 자료집. 서울: 한국인구학회. pp. 37-55.

     ∙ Christensen, S., & Oppacher, F. (2002). An analysis of Koza's computational 

effort statistic for genetic programming. In J. A. Foster, E. Lutton, J. Mill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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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Ryan, & A. G. Tettamanzi (Eds.), Genetic programming EuroGP 2002: 
Proceedings of the 5th European Conference on Genetic Programming. 

Berlin: Springer. pp.182-91.

 ② 미 발행된 경우

     ∙ 구성열, 박종대. (2006). 동아시아 3국의 고령화 추이와 정책과제. 2006년 한국인구학회 

후기학술대회에서 발표된 논문. 서울.

     ∙ Shrout, P. E. (Chair), Hunter, J. E., Harris, R. J., Wilkinson, L., Strouss, M. 

E., Applebaum, M. I. et al. (1996). Significance tests-Should they be banned 
from APA journals? Paper presented at the 104th Annual Convention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oronto, Ontario, Canada. 

 ③ 출판되지 않은 논문은 원칙적으로 참고문헌으로 사용할 수 없으나, 부득이한 경우 

“근간(forthcoming)”, “인쇄중(in press)”이라고 명기한다.

     ∙ Suchman, E. A. (in press). Social pattern of illness and medical care. 

Journal of Health and Social Behavior.
     ∙ 유승흠, 조우현. (근간). 의료보험환자와 비보험환자의 의료서비스 내용비교. 대한예방의

학회지.

  4) 학위논문(Thesis or dissertation)

저자. (발행년). 논문 제목. 학위내용, 학위수여기관명

 (단, 논문명이 한글이면 고딕으로, 영문이면 이탤릭체로 표기)

   – 출판되지 않은 논문의 경우

     ∙ 석재은. (1998). 노인 장기요양보호의 공급주체간 역할분담 유형에 관한 비교연구: 

비용부담과 보호제공을 중심으로. 박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 Downey, D. B. (1992). Family structure, parental resources, and educational 
outcomes. Ph.D. dissertation, Department of Sociology, Indiana University, 

Bloomington, IN.

   – 출판된 학위논문의 경우

     ∙ 김주완. (1997). 존재학적 예술철학에 관한 연구: 니콜라디 하르트만의 미학이론을 중심

으로 (박사학위논문, 계명대학교, 1984). 학위논문개요집, 제8집, 60-70.

  5) 기타 

 ① 신문기사, 칼럼 등

   – 필자명. (게재 년. 월. 일). 기사 제목. 신문명, 쪽수(단, 신문명이 한글이면 고딕으로, 영문

이면 이탤릭체로 표기). 

     ∙ 이민선. (2005. 12. 20). 과학연구윤리성 확보 필요. 교수신문, A11-A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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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chwartz, J. (1993. Sep. 30). Obesity affects economic, social status. The 
Wahshington Post, pp.A1, A4.

 ② 전자사이트(웹 문서) 

   - 필자명. (연도). 제목. 인터넷 주소. 자료인출연월일

     ∙ 보건복지부. (2005. 12. 31). 2005년 10월말 현재 건강보험 재정현황. 

http://www.mohw.go.kr/index.jsp.에서 2007. 11. 4 인출.

     ∙ WHO. (2005. Dec. 1). Promoting health. 

http://www.int/healthpromotion/en/에서 2005. 12. 2 인출.

 ③ 컴퓨터 프로그램

     ∙ 블루엣 인터내셔널. (2000). 블루엣 (버전1.5) [컴퓨터 소프트웨어]. 부산: 동 회사.

     ∙ Miller, M. E. (1993). The Interactive Tester (Version 4.0) [Computer 

software]. Westminster, CA:Psytek Service.

     ∙ Schware, R. (1993). Statistics software for meta-analysis [Computer software and manual]. 

Retieved from http://www. yorku.ca/faculty/academic/schwarze/meta_e.htm

 ④ 사전 및 유사 참고문헌

     ∙ 금성출판사. (편). 국어대사전(제 1판). 서울:금성출판사, p.755.

     ∙ Parker, S. (Ed. In chief). (1998). McGraw-Hill encyclopedia of electronics and 
computers(2nd ed.) New York: McGraw-Hill.

 

 ⑤ 팜플렛이나 소개유인물(brochure)

     ∙ 전남대학교병원. (2003). 환자진료안내(팜플렛). 광주: 전남대학교병원.

 ⑥ 법률

   ∙ 감사원법, 법률 제4937호 (1995)

   ∙ Mental Health System Act, 42 U.S.C. No. 9401 (1998)

 ⑦ 텔레비전 방송

   ∙ 서재석, 황용호. (프로듀서). (2001. 4. 1). 인천국제공항: 긴급점검 [텔레비전 방송]. 서

울:KBS.

   ∙ Crustal, L. (Executive Producer). (1993, October 11). The MacNeil/Leher news 
hour [Television broadcast]. New York and Washington, DC: Public 

Broadcasting Service.

 ⑧ 필름이나 비디오 테이프

     ∙ 명계남. (제작), 이창동 (각본/감독). (1997). 초록물고기 [영화]. 서울: 이스트필름.

     ∙ Harrison, J. (Producer), Schmiechen, R. (Director). (1992). Changing our 
minds: The story of Evelyn Hooker [Motion picture]. (Available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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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ing Our Minds, Inc., 170 West End Avenue, Suite 25R, New York, NY 

1002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