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청소년연구』논문작성 요령

Ⅰ. 한국청소년연구 논문투고 일반사항
1. 본 학술지에 게재할 논문은 청소년학과, 이와 관련되는 분야의 연구에 한하며, 다른
학술지 또는 간행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단, 석 ․ 박사학위
논문의 경우 타학술지나 간행물에 발표하지 않은 경우는 게재할 수 있다.)
2. 본 학술지의 출판은 연간 4회를 원칙으로 하며, 출판 시기는 1호는 2월 28일, 2호는
5월 31일, 3호는 8월 31일, 4호는 11월 30일로 한다. 논문접수는 연중 수시로 한다.
3. 제출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논문작성 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이 양식에

․

맞지 않거나 국 영문초록, 참고문헌 등 중요한 부분이 빠진 논문은 심사하지 않
고 반송하여 양식을 갖추어 제출하게 할 수 있다.
4. 제출된 논문은 소정의 심사를 거치며, 편집위원이 수정을 요청할 경우, 논문제출자는
이에 응하거나 납득할 만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심사 결과 부적격
판정이 내려졌거나 수정제의에 대한 답변이 없는 경우 편집위원회는 논문 게재를
거부할 수 있다. 최종 게재여부와 순서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5. 투고한 논문의 접수가 확정되면 논문 심사료 100,000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논문 게재료는 논문 심사 결과 게재가로 판정된 논문에 한하여 편당 100,000원,
연구지원비를 받아 수행된 논문은 심사료와 게재료 외에 200,000원을 추가로 납부
하여야 한다. 단, 소정의 논문 분량(편집 기준 25쪽)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쪽당
10,000원씩 추가 게재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별쇄본은 필자의 사전 요청에 의해서
별도의 비용 없이 제공할 수 있다.
◈ 납부 은행 계좌번호 : (농협) 368-17-001637 (예금주 :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6. 논문 투고는 온라인 홈페이지(http://nypi.jams.or.kr)를 통해 하며 반드시 전화로
접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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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논문 투고 시 1) 논문 게재 신청서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확약서 및

3)

2)

연구윤리 지침 준수

KCI 문헌 유사도 검사 결과 보고서(인용문장, 출처표시문장, 목차/

참고문헌을 포함하고 6어절 이상 연속 일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8. 최종 게재 논문은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전문이 제공되며
게재논문의 저작권 및 디지털 저작권, 전송권은 본 연구원에 귀속한다.

Ⅱ. 한국청소년연구 논문작성 요령
1. 논문의 사용언어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하되, 의미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 )안에 한자 또는 원어를 병기한다.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2. 공동저작일 경우 제1저자를 맨 처음에 제시한다. 제1저자의 구분이 없는 경우 그 사항
을 명기하여 제출한다.
2-1. 저자의 소속기관 및 직위 표기를 명확히 해야 한다.
2-2. 교신저자는 2명 이내로 지명한다.
2-3. 독자들과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하여 교신저자의 전자우편주소를 표기한다.
3. 논문은 제목, 초록, 주제어, 본문, 참고문헌, 초록, Key Words의 순서로 나누어
작성한다.
4. 앞부분 초록은 15줄 이상으로 논문 내용을 요약하여 논문 제목 바로 다음 부분에
제시한다. 초록 아래에는 주제어를 2-5개 정도 제시하며, 필요시 괄호 안에 원어를
병기한다.
5. 참고문헌에 대한 정확한 식별 및 접근을 위하여 참고문헌에 식별정보(DOI: Digital
Object Identifier)가 있는 경우 아래와 같이 DOI를 기입해야 한다.
김형주 (2018). 생활권 청소년수련시설의 공공성 개념화와 정책적 함의. 한국청소년
연구, 29(4), 175-198. doi:10.14816/sky.2018.29.4.175
Blomfield, C. J., & Barber, B. L. (2011). Developmental experiences dur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ustralian adolescents’ self-concept: Particularly
important for youth from disadvantaged schoo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5), 582-594. doi:10.1007/s10964-010-95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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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참고문헌 다음 부분에 제시되는 초록은 논문의 사용언어가 국문일 경우에는 영문으로
영문일 경우에는 국문으로 작성하며 분량은 국․영문 모두 1쪽 이내로 작성한다.
7. 논문은 아래 편집 기준에 따라 작성한다. 분량은 가급적 25쪽 내외로 하되, 최대
30쪽을 초과 할 수 없다.
논문 편집 기준
용지설정 : A4(210☓297)
여

백 : 위쪽 45.0mm
왼쪽 42.0mm
아래쪽 45.0mm

머리말 15.0mm
오른쪽 42.0mm
꼬리말 10.0mm

논문 제목

문단모양
글자모양
줄간격 들여쓰기 크기
정렬
장평 자간 서체
(%)
(pt)
(pt)
가운데 160
0
20 100 0 견명조

성명/소속

오른쪽

140

0

가운데
양쪽
왼쪽

170
140
160

0
10
0

10.5 100 0
8.5 95 -6
10 100 0

소속은 *표시하여 하단
각주란에 기재함.
신명조 진하게
예) 초 록
굴림
보통
중고딕 진하게

양쪽

170

10

10.5 100 -6

신명조

보통

가운데
왼쪽
왼쪽
왼쪽

140
140
140
140

0
0
10
10

14
12.5
10.5
10.5

100
100
100
100

0
0
0
0

신명조
신명조
중고딕
신명조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진하게

왼쪽

160

0

9.5

100

0

굴림

보통&
진하게

130

0

9

100

0

중고딕

보통

140
130

0
0

9.5
9.5

100 -6
100 0

신명조
신명조

보통
보통

0

9.5

100

굴림

진하게

구 분

제목
초 록
(국문)
내용
주제어
본문
(바탕글)
장 제목
I.
절 제목
1.
항 제목
1)
목 제목
(1)
제목

표안 상단
가운데
항목
내용
양쪽
단위
오른쪽

표

그림

제목

왼쪽

160

제목

양쪽
가운데

140
170

내용

양쪽

170

제목

가운데

170

영문초록 본문 제목 가운데

140

0

170

10

각주
참고문헌

본문 내용

양쪽

10

100

0

0

0
9 100 -6
0
12.5 100 0
0
(내어쓰기: 10.5 100 -6
28pt)
0
14 100 0
16

100

0

10.5 1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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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

비

고

중고딕

예) I. 서 론

예) 표 1(보통)
제목(진하게)
표 위쪽에 위치

예) (단위 : 원)
예) 그림 1. 제목
그림 아래쪽에 위치

신명조 보통
중고딕 진하게
신명조

보통

중고딕 진하게
Times
New
보통
Roman
신명조 보통

예) ABSTRACT

7. 논문은 장, 절 등의 계층 표시어를 쓰지 않고 Ⅰ, 1, 1), (1), ①의 순서로 한다.
8. 모든 그림(figure 또는 graph)이나 표(table)는 원본을 그대로 복사, 인쇄하여 사용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되어야 한다. 표와 그림에는 본문에 언급된 순서대로 일련번
호를 붙이되, 제목은 아래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 표 제목
-

표 번호는 표 위에 표와 아라비아 숫자를 왼쪽 끝에서부터 표기한다.
표 제목은 표 번호 아래 한 줄 띄우고 나서 왼쪽 끝에서부터 입력하고 국문은 진하게,
영문은 이탤릭체로 한다.

표 1
연구참여자들의 사회인구학적 특성
코드 성별

연령
(만)

학력

가족형태
(부모)

동거인

위반 법률 사항

1

여

14

중2

동거

부, 모, 남동생, 여동생

공동공갈

2

여

13

중2

동거

부, 모, 오빠

공동공갈

3

여

14

중2

이혼

부, 조모, 조부

공동공갈

4

남

15

중2,
중퇴

동거

부, 모, 여동생 2명

공동폭행

5

여

13

중2

이혼

부, 조부, 삼촌, 언니

공동공갈

❍ 그림 제목
-

그림 번호는 그림 아래에 그림과 아라비아 숫자를 왼쪽 끝에서부터 표기하되,
표 번호와 달리 숫자 뒤에 마침표(.)를 붙이고 진하게 표기한다.

-

그림 제목은 마침표 뒤에 한 칸 띄우고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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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청소년정책 A에 대한 평가영역별 서면평가결과

9. 주의 제시는 내각주를 사용한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할 경우 인용한 문헌의 내용 전반에 대해 근거를 남겨야
하는 것으로 저자의 성과 출판연도가 문장 마지막에 삽입되어야 한다.
❍ 저자 1인, 2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에 인용문이 사용될 때마다 모든 저자의 이름을 기입한다.
❍ 저자 3인, 4인, 5인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
본문에 처음으로 인용될 때 모든 저자들의 이름을 기입한다. 한 단락 내에서 동일한
저작물을 인용하게 되는 경우에는 그 다음 인용부터 첫 번째 저자의 이름(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surname) 다음에 “등” 또는 “외” (영어로는 “et al”)를 써서 나타
내고, 소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기입한다. 이때, “et” 뒤에는 마침표가 없으나, “al” 바로
뒤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하고 이탤릭체로 표기하지 않는다.
❍ 저자 6인 이상의 저작물 인용하는 경우
첫 번째 저자의 이름을 기입하고(영문으로 표기하는 경우에는 surname) 다음에 “등”
또는 “외” (영어로는 “et al”)를 써서 나타내고, 소괄호 안에 출판연도를 기입한다.
이때, “et” 뒤에는 마침표가 없으나, “al” 바로 뒤에 반드시 마침표를 찍어야 한다.
❍ 저자가 단체명인 경우
저자명으로 기입되는 집단명(예, 회사, 학회, 협회, 정부기관 등)은 본문에 인용될 때
마다 전체 이름을 풀어서 기입하되 약자로 표기하기도 한다. 저자명으로서의 단체명을
완전하게 기입할 것인가 약자로 표기할 것인가의 결정 여부는 독자들이 참고문헌 목록
에서 어려움 없이 해당 자료를 찾을 수 있도록 충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는 일반
규칙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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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시 】
인용
유형
저자
1인,
한 저서
저자
2인,
한 저서
저자
3인,
한 저서

저자
4인,
한 저서

저자
5인,
한 저서

저자 6인
이상,
한 저서

집단
저자
(약어
제시)

집단
저자
(약어 무)

본문 내 최초 인용

본문 내 두 번째 이후
인용

본문 내 최초 인용
시 괄호 형태

본문 내 두 번째
이후 인용 시
괄호형태

김현동(2011)

김현동(2011)

(김현동, 2011)

(김현동,2011)

Walker(2011)

Walker(2011)

(Walker, 2011)

(Walker, 2011)

이정화와 고은영(2011)

이정화와
고은영(2011)

(이정화, 고은영,
2011)

(이정화, 고은영,
2011)

Walker와 Allen(2011)

Walker와 Allen(2011)

(Walker & Allen,
2011)

(Walker & Allen,
2011)

정익중, 권은선과
박현선(2011)

정익중 외(2011)

(정익중, 권은선,
박현선, 2011)

(정익중 외, 2011)

Miller, Turner and
Henderson(2009)

Miller et al.(2009)

(Miller, Turner &
Henderson, 2009)

(Mille et al.,
2009)

손보영, 김양희,
김수정과
박지아(2011)

손보영 외(2011)

(손보영, 김양희,
김수정,
박지아, 2011)

(손보영 외, 2011)

Marsh, Ludtke,
Tratwein
and Morin(2009)

Marsh et al.(2009)

(Marsh, Ludtke,
Tratwein &
Morin, 2009)

(Marsh et al.,
2009)

한상철, 권두승,
방희정,
설인자와 김혜원(2001)

한상철 외(2001)

(한상철, 권두승,
방희정, 설인자,
김혜원, 2001)

(한상철 외, 2001)

Toprak, Cetin, Guven,
Can
and Demircan(2011)

Toprak et al.(2011)

(Toprak, Cetin,
Guven, Can &
Demircan, 2011)

(Toprak et al.,
2011)

김태준 외(2010)

김태준 외(2010)

(김태준 외, 2010)

(김태준 외, 2010)

Mann et al.(2005)

Mann et al.(2005)

(Mann et al., 2005)

(Mann et al.,
2005)

한국교육개발원(2011)

한국교육개발원(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1)

(한국교육개발원,
201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1)

KEDI(2011)

(Korean
Educational
Development
Institute[KEDI],
2011)

(KEDI, 2011)

서울대학교(2011)

서울대학교(2011)

(서울대학교, 2011)

(서울대학교,
2011)

Seoul National
University(2011)

Seoul National
University(2011)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Seoul National
University,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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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참고문헌 제시 방법
본문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되어야 한다. 즉, 참고 문헌
목록에 들어 있는 자료는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이어야 한다.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APA(5판)을 따른다.
【 편집양식 】
❍ 각 참고문헌의 첫째 줄은 좌측 끝에 맞추고, 둘째 줄부터 다섯 칸 들여쓰기를 한다.
❍ 문헌 배열순서는 국내문헌을 먼저 기입하고 국외문헌은 동양, 서양문헌 순으로 배열
한다. 국내문헌인 경우에 저자명을 성과 이름에 따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동양
문헌인 경우에는 해당 국가의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저자명이 영문인 경우에는 첫
번째 저자명의 성을 기준으로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단독 저작물을 공동 저작물보다 먼저 배열한다.
❍ 첫 번째 저자는 동일하나 두 번째, 세 번째 저자가 다른 참고문헌은 두 번째 저자명에
따라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 영문 저자명은 성의 알파벳순으로 제시한다.
❍ 출판연도가 다른 동일한 저자들의 저술인 경우 출판연도가 빠른 것부터 제시한다.
❍ 동일한 저자 또는 저자들의 참고문헌이 출판연도도 동일한 경우 제목의 가나다순 또는
알파벳순에 따라 정렬한다. 참고문헌이 영문인 경우 제목이 A나 The와 같은 관사로
시작할 경우, 관사는 알파벳 순서에 포함시키지 않는다.
【 예시 】
홍길동 (2011a). 경험학습 모형에 따른...
홍길동 (2011b). 청소년 동아리활동경험...
Hofman, J. R. (2010a). Perception...
Hofman, J. R. (2010b). Reaction...
❍ 비정기적인 출판물일 경우 출판사 또는 발행기관의 소재지를 표기한다. 소재지가
국내인 경우 도시 이름을, 외국인 경우 도시와 주 이름을 표기하고, 주가 없는 경우
에는 도시 이름만 표기한다. 또한 세계적으로 유명한 도시인 경우에는 도시 이름만
표기할 수 있다.
❍ 책의 권(volume) 수는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한다. 단, 로마 숫자가 제목 속에 사용된
경우, 로마 숫자를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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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참고문헌 유형에 따른 표기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단행본 표기형식
(1) 단행본 전체
저자명 (출판연도). 서명. 발행지: 출판사.
① 저자명은 한글인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서 쓰고, 영문은 성을 쓴 후에 이름의 첫
머리글자를 표기한다. 저자가 다수일 경우 6명 이하는 모두 기재하고, 7명 이상인
경우에는 여섯 번째 저자명까지 기재한 후에 ‘외’(한글 저자명) 또는 ‘et al.’을 붙인다.
두 명의 저자나 그 이상의 저자들에 대해서는 쉼표를 붙여 분리하여, 영문인 경우
마지막 저자명 앞에 앰퍼샌드(&)를 붙인다.
② 출판년도는 저자명 뒤 한 칸 띄고 소괄호 속에 제시한다.
③ 제목과 부제목을 콜론(:)으로 연결하고, 영문명인 경우에는 제목과 부제목의 처음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제시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제시한다. 책제목은 국문
은 진하게, 영문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판차나 권차가 있을 때는 제목 뒤에 괄호
를 제시하고 괄호 안에 개정판, Rev. ed., 3rd ed. 등을 기재한다.
④ 발행지는 국내서는 도시, 양서는 도시와 주를 기재한다.
⑤ 출판사는 영문인 경우에 학회, 회사, 대학출판부의 명칭은 모두 기입한다. 그러나
Publishers, Co., 또는 Inc.와 같은 용어는 생략하고, Books, Press와 같은 단어는
그대로 기재한다.
【 예시 】
성열준, 강병연, 이채식, 강세현, 김정일 (2011). 청소년문화론. 서울: 양서원
Pecora, P. J., Whittaker, J. K., Maluccio, A. N., Barth R. P., DePanfilis, D., & Plotnick,
R. P. (2009). The Child welfare challenge: Policy, practice, and research (3rd
ed.). New Jersey: AldineTransaction.
(2) 편집된 서적 내의 논문 또는 장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 또는 장의 제목. 서적 편집자, 서적 제목(논문 또는
장의 수록면수). 발행지: 출판사.
①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장) 제목의 표기 방법은 단행본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② 편집자가 한 명인 경우, 국문은 ‘성명 (편)’, 영문은 ‘In’을 먼저 기입한 후에 이름
(first name, middle name)의 첫 머리글자, 성(last name)순으로 기재하고 바로 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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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Ed.)’를 표기한다. 편집자가 복수인 경우 국문은 저자명을 ‘쉼표( , )’로 연결한
후에 맨 뒤의 성명 뒤에 ‘(편)’을 영문은 ‘쉼표( , )’로 연결하고 맨 끝의 저자명 앞
에는 ‘ , &’로 연결하며, ‘(Eds.)’를 기입한다.
③ 인용자료가 편집된 서적의 국문번역서 내의 논문이나 장인 경우에는 서적편집자
까지는 동일한 방법으로 표기하고, 서적 제목과 논문/장의 수록면수는 번역서대로
표기한 후에 마침표를 찍고 번역자명을 표기한 후 ‘역’(역자가 1인), ‘공역’(역자가
2인 이상)을 기재한다.
④ 발행지 및 출판사는 단행본과 동일하게 기재한다.
【 예시 】
임영식 (1999). 청소년 발달의 이론적 접근. 한국청소년학회 (편.), 청소년학총론
(pp. 59-86). 서울: 양서원.
최석준 (2000). 가족치료 성과 연구방법. 김호영, 심영권 (편.), 가족치료 핸드북 (pp.
358-411). 서울: 상담과학사.
Giroux, H. A. (1998). Teenage sexuality, body politics, and the pedagogy of display.
In J. S. Epstein (Ed.), Youth culture: Identity in a postmodern world (pp.
24-55). Oxford: Blackwell Publishers.
2) 정기간행물 표기형식

저자명 (출판연도). 논문제목. 정기간행물명, 권(호), 논문수록면수.
① 저자명은 한글인 경우 성과 이름을 붙여서 쓰고, 영문은 성을 쓴 후에 이름의 첫
머리글자를 표기한다. 저자명의 수에 따른 기재방법은 단행본의 표기방법과 같다.
소식지, 신문기사의 저자가 없는 경우에는 저자명 대신에 기사제목을 표기한다.
② 출판연도 표기방법은 학회지는 발행연도만 기입하고 국외잡지, 소식지, 신문 등은
출판연도 다음에 쉼표를 한 후에 계절명, 월, 일 등을 기재하고 국내 잡지의 출판
연도를 나타낼 경우에는 연월일을 마침표로 구분한다.
③ 제목과 부제목은 콜론(:)으로 연결하고, 영문명은 경우에는 제목과 부제목의 처음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재한다.
④ 논문이 수록된 정기간행물인 경우에 국내문헌은 진하게, 국외문헌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⑤ 논문이 수록된 정기간행물의 권 번호를 기재한 후에 빈칸 없이 괄호 속에 호의
번호를 기재한다. 이때, 권 번호만 국내간행물은 진하게, 국외간행물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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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논문이 수록된 처음 면의 쪽과 마지막 면의 쪽 번호를 숫자만 붙임줄(-)로 빈칸 없
이 표기한다. 잡지, 신문의 경우는 인용 내용이 한 쪽이면 ‘p’를 두 쪽 이상이면
pp’를 붙이며 인용된 면수가 연속적으로 되어 있지 않다면 면수를 모두 기입하되
쉼표를 사용하여 번호를 분리시킨다(예, pp. 5, 9).
‘

【 예시 】
김소영, 홍세희 (2012). 초기청소년 자살생각의 변화유형분류와 예측. 한국청소년연구,
23(1), 251-276.
Blomfield, C. J., & Barber, B. L. (2011). Developmental experiences during extracurricular
activities and Australian adolescents' self-concept: Particularly important for
youth from disadvantaged schools. Journal of Youth and Adolescence, 40(5),
582-594.
박형민 (2011, 여름호). 우리나라 자살예방 대책의 현황, 형사정책연구소식, 118, 2-4.
김민선 (2011.4.4.). 시간 규제는 청소년들의 생명에 관한 문제. 국민일보, p. 7.
한국의 학교상담의 발전과제 (2000. 9. 10.). 학교상담소식지, 3, 2-3.
3) 학위논문 표기형식
(1) 국내 학위논문
저자명 (학위수여연도). 학위논문 제목.
학위수여 대학교명 대학원명 학위명.
① 저자명은 앞서 설명한 단행본의 표기방법과 같다.
② 학위수여연도는 학위논문의 표제지에 기입된 연도를 기재한다.
③ 학위논문의 제목과 부제목을 콜론(:)으로 연결하고, 진하게 표기한다.
④ 학위수여 대학교명을 기재한 후에 한 칸 띄우고 대학원을 명기한 후 ‘박사학위 청구
논문’ 또는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라고 기재한다. 특수대학원의 석·박사학위논문인
경우에는 일반대학원과 구분하기 위해 특수대학원 명칭을 기재한다.
【 예시 】
좌현숙 (2010). 빈곤 청소년의 적응유연성 영역간 종단적 상호관계: 심리, 사회, 학교 적응
영역을 중심으로. 서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청구논문.
(2) 국외 학위논문
저자명 (학위수여연도). 학위논문 제목.
학위명, 학위수여 대학교명, 도시명, 주명, 국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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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저자명은 앞의 단행본의 영문 저자명 표기방법과 같다.
② 학위수여연도는 학위논문의 표제지에 기입된 연도를 기재한다.
③ 학위논문의 제목은 영문서적의 단행본 표기와 같이 제목과 부제목을 콜론(:)으로
연결하고 이탤릭으로 표기한다. 제목과 부제목의 처음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재한다.
④ 석사학위논문은 ‘Unpublished master’s’, 박사학위논문은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이라고 기재한다.
⑤ 학위수여 대학교명을 기재한다.
⑥ 학위수여 대학교의 소재지를 도시명, 주명, 국가명 순으로 기재하나, 대학명에 주명이
포함되거나 유명한 도시인 경우에는 주명, 국가명을 표기하지 않는다.
【 예시 】
Birnbaum, D. (2009). Children's essentialist beliefs about social categories: The case

of Jews and Arabs in Israe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Bar-Ilan
University, Ramat-Gan, Israel.
Strong. D. L. (1988). An analysis of Impact of youth crime and violence on
population projections and the job pool.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Walden University, Minneapolis, Minnesota, USA.
4) 연구보고서 표기형식

저자명 (출판연도). 보고서 제목 (보고서 번호). 발행지: 발행사.
① 저자명, 출판연도, 보고서 제목, 발행지는 앞서 설명한 단행본의 표기 방법과 같다.
② 보고서 번호는 발행기관이 부여한 문서번호가 기재된 경우에는 보고서 제목 뒤에
이어서 괄호를 제시하고 괄호 안에 해당 문서번호를 기입한다.
③ 보고서를 발행한 연구소, 부서, 센터, 연구실 등의 명칭을 보고서에 기재된 명칭과
동일하게 기입한다.
【 예시 】
이기봉, 김현철, 윤혜순, 송민경 (2011). 창의적 체험활동 지역사회 운영모형 개발 연구 Ⅰ
(연구보고 11-R02). 서울: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박시준, 강예진 (2000). 학교폭력의 실태와 대처방안 (기술보고서 No.2). 충북: 한국교원
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U.S. Departma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 (2002). Chilld maltreatment 2000.
Washington, DC: Government Printing off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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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학술대회, 세미나, 심포지엄, 워크숍의 발표자료

발표자명 (발표연도). 발표제목. 발표자료명집, 수록면수.
① 발표자명, 발표연도, 수록면수는 앞서 설명한 정기간행물의 표기 방법과 같다.
② 발표연도는 발표자료집의 출판연도를 기재한다.
③ 발표제목의 제목과 부제목은 콜론(:)으로 연결하고, 영문명인 경우에는 제목과 부제목의
처음 글자와 고유명사만 대문자로 기재하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기재한다. 참고한
문헌이 토론일 경우에는 발표제목 다음에 ‘(토론)’을 표기한다.
④ 발표 자료집명은 영문은 정기간행물 표기법에서 학회지명을 표기하는 방법과 동일하며,
국문은 ‘○○학회(또는 기관명) ○○학술대회(또는 세미나)자료집’과 해당 자료집
제목명을 콜론(:)으로 연결하여 기재하고 ‘진하게’ 표기한다. 국외발표 자료집은 발표
자료집명 다음에 지역명(국가명)을 표기한다. 권번호가 있는 국외발표 자료집의 경우
에는 정기간행물 표기법처럼 발표 자료집명과 수록면수 사이에 권 번호를 기재한다.
【 예시 】
김기헌 (2012).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결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토론회 자료집: 제5차 청소년정책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토론회, 11-52.
한상철 (2010). 청소년활동정책의 방향과 대안 모색. 미래를 여는 청소년학회 춘계공동학술
대회 자료집: 사회변화에 따른 청소년정책의 재조명, 87-108.
6) 인터넷 자료
인터넷상의 자료를 참고문헌 목록에서 표기할 때는 인용한 자료를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자료의 제목, 출판연도, 인터넷주소(URL), 인출 날짜 등을 제시해야 한다.
【 예시 】
윤명숙, 조혜정 (2011). 청소년음주행위가 자살생각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종단연구 (전자
저널). 청소년복지연구, 13(3), 43-66.
Platt, D., & Turney, D. (2012). Special issue: Parental engagement with services
when children may be at risk [Electronic version]. Child & Family Social Work,

17(1), 115-117.
최인재, 모상현, 강지현 (2011). 아동·청소년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지원방안 연구Ⅰ: 총괄
보고서 (연구보고 11-R22).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웹 사이트 http://www.
nypi.re.kr/paper/list.np에서 2012년 2월 10일 인출
한겨레 (2012.4.19). 중학생 ‘자살위험’ 가장 높다 불안감 낮아도 극단적 행동. http://ww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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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528965.html에서 2012년 4월 19일 인출.
Kates. J., (2012, April 19). A Spate of Teenage Suicides Alarms Russians.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April 19, 2012, from http://www.nytimes.com/2012/04/20/
world/europe/in-russia-spate-of-teenage-suicides-causes-alarm.html?_r=1&ref=globalhome.
7) 시청각 자료
참고문헌으로 사용되는 시청각 매채로는 TV 방송, 비디오테이프, CD, DVD 등이 있다.
【 예시 】
문화방송 (2012.2.21). MBC 100분 토론: 지금, 학교에서는...
여성가족부 (2012). 다문화 이해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CD). 서울: 여성가족부.
한국교육방송공사 (2010). 미래의 학교(DVD). 서울: 한국교육방송공사.

12. 이상에 언급되지 않은 구체적인 사항은 APA 5판의 논문작성법에 따르며 편집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수정․보완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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