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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규정은 복식문화연구(이하 학회지)에 투고되는 심사용 논문의 작성 방법과 투고 방법을 규정하여 
논문 투고 절차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투고 논문은 <복식문화연구 연구윤
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복식문화연구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제표
준출판윤리규정(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resources-and-further-reading/international-standards- 
editors-and-authors)을 따른다.

1. 목적과 범위: 
   1) 본 학술지는 섬유패션 분야에서의 아이디어와 이론에 대한 국제 교류를 증진하기 위한 목적을 

가진다.
   2) 본 학술지는 섬유패션 분야 및 기타 복식문화와 관련된 전반적 분야를 다룬다.   

2. 투고자 요건
   1) 본 학회지의 투고자는 전원이 복식문화학회 회원임을 원칙으로 한다.
   2) 투고자는 <복식문화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3) 투고자는 <복식문화학회 연구윤리규정>에 명시된 생명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투고논문의 요건
   1) 보문은 본 학회지에 투고하기 전에 다른 학술지에 원보로서 발표되지 아니한 것이어야 하며, 같

은 시기에 타 학술지에 투고 및 심사 중인 논문이 아니어야 한다.
   2) 학술논문 외에도 이외에도 전문가 초청 리뷰 논문 등을 투고할 수 있다.
   3) <복식문화학회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한 논문에 한하여 투고할 수 있다.

   4) 성별 기술은 성(sex)과 젠더(gender)를 올바로 구분하며, <복식문화학회 연구윤리규정>의 ‘성과 
젠더 특성’ 관련 세부 규정을 따른다.

   5) 학위논문을 투고할 경우 ‘본 논문은 석사(혹은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임’을 명기하여야 한다. 
또한 학위취득자는 주저자(제1저자)의 자격을 갖는다.

4. 투고방법
   1) 논문은 교신저자가 복식문화학회 온라인 투고 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사이트주소-http://submission.rjcc.or.kr). 투고 논문 파일은 MS Word 또는 Hwp(한글)로 작성하
며, PDF 파일로 저장하여 제출한다.

   2) 투고원고 제출 시, 본 학회에서 지정한 “논문투고신청서(저자자체점검표 포함)”와 “연구윤리확약 
및 저작권 이양 동의서”, “연구윤리서약서”를 반드시 작성하여 제출한다. 양식은 학회 홈페이지
(http://www.costumeculture.or.kr) 또는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 사이트(http://submission.rjcc.or.kr)
에서 다운 받는다. 추가적으로 “유사도 검사 확인서”를 다른 양식과 함께 제출한다. 

   3) 저자명, 소속, 기타 저자정보 와 사사문구 등은 “논문투고신청서”에만 기재하며, 투고논문에는 기 
재하지 않는다.

   4) 투고논문의 작성양식은 ‘투고논문 작성 방법’에 준하여 작성한다.
   5) 논문 접수 시 투고료(10만원)를 국민은행(계좌번호: 097601-04-198182)으로 송금한다(급행 진행: 

급행 비용 추가 부과한다).
   6) 논문게재료는 출판된 인쇄면수에 따라 부과하며, 투고자가 학회 계좌로 납부한다(기본게재료: 인

쇄면수 7페이지까지 15만원; 추가 페이지 당 29,000원을 부과한다). 



      * 사진은 흑백사진을 기준으로 하고 칼라나 특수한 효과를 내기 위한 비용은 투고자가 부담한다.

5. 투고접수 
   1) 논문 접수는 수시로 하며, 논문 접수일은 심사용 논문파일과 투고자 정보의 입력일자로 한다. 

접수번호(접수년도-번호)는 온라인논문투고 시스템에서 논문 접수순으로 자동 부여된다.
   2) 심사과정에 있는 논문에 대하여 저자가 철회를 원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편집위원장에게 서면 

혹은 이메일로 철회를 요청하여야 한다. 투고료는 반환하지 않는다.

6. 투고논문 작성 방법
   1) 투고 논문은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2) 첫 장에 국문과 영문제목, Abstract(영문초록), Keywords를 작성하며, 이어서 Introduction(서론), 

Review of Literature(이론적 배경), Research Method(연구방법), Results and Discussion(결과 및 
논의), Conclusion(결론 및 제언), References(참고문헌)의 순서로 작성한다. 영문으로 투고하는 논
문에는 제목과 키워드를 영문으로만 기재한다.

   3) 투고논문의 길이는 초록, 도표, 사진을 포함하여(참고문헌 제외) A4용지 18페이지 이내의 분량으로 
작성한다. 편집 양식은 다음과 같다.

     * MS Word 기준으로 위 3.4cm, 아래 3.0cm, 좌/우 2.5cm의 편집용지에 글자 크기 11, 장평 
100%, 자간 0%의 Times New Roman으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1.0줄로 작성한다.

     * 한글(Hwp) 기준으로 위 19mm, 아래 15mm, 머리말/꼬리말 15mm, 좌/우 25mm의 편집용지에 
글자크기 11, 장평 100%, 자간 0%의 바탕체로 작성하며, 줄 간격은 160%로 작성한다.

   4) 제목: 제목은 국문과 영문으로 기재한다. 저자명과 소속은 “논문투고 신청서”에만 기재하고 투고 
논문에는 기재하지 않는다. 영문으로 투고하는 논문에는 제목과 키워드를 영문으로만 작성한다.

   5) Abstract:  Objective, Method, Results, Conclusion을 반드시 포함하여 200~250단어의 영문으로 
작성한다. 

   6) Keywords: Abstract 하단에 5개 이내의 keywords를 영문(국문)과 이탤릭체로 제시한다.
      [예] Keywords: costume(복식), brand loyalty(브랜드 충성도), culture(문화), clothing(의류), 

traditional costume(전통복식)
      영문으로 투고하는 논문은 keywords를 영문으로만 기재한다.
   7) 표(Table): 표의 제목과 내용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표 제목은 표의 상단에 제시한다. 
      [예] <Table 1> Characteristics of subjects
      표에 사용된 단위는 표 내에서 중복 표기하지 않고 표 우측 상단의 괄호 안에 (cm)와 같이 표기

하거나 한 표 내에서 여러 단위가 혼용될 경우 열(Column) 제목 뒤에 variance coefficient(%)와 
같이 삽입한다. 단위는 S. I.(국제표준)를 사용한다. 표의 출처가 있을 경우 참고문헌 정리 규정에 
따라 표 제목 하단에 기재한다.  

   8) 그림(Fig.): 표 이외의 모든 시각적 자료는 그림(Fig.)으로 제시한다. 그림 제목은 영문으로 작성하며 
그림하단에 기재한다.

     [예] <Fig. 1> Experimental procedure
     그림에 들어가는 글자 및 선의 크기는 편집 후 확대 및 축소를 고려하여 선명하게 표시한다. 사진

은 해상도가 우수한 것이어야 한다. 그림이나 사진 등의 시각적 자료의 출처가 있을 경우 참고문
헌 정리 규정에 따라 그림 제목 하단에 기재한다.   

   9) 본문의 단락 번호 표기방식(Subheadings): 장 제목은 로마 숫자로 번호를 표기한다. 예를 들어, 
Ⅰ. Introduction, Ⅱ. Background, Ⅲ. Methods, Ⅳ. Results and Discussion, Ⅴ. Conclusion 등의 
순서로 작성한다. 글자크기는 12point로 표기한다. 소단락을 나눌 경우에는 1., 1), (1), ① 순으로 
표기한다.

  10) 문헌인용 및 참고문헌 정리: 본문의 문헌인용과 참고문헌 작성법은 ‘복식문화연구 참고문헌 작성
규정’(http://www.costumeculture.or.kr)을 따른다. 참고문헌 작성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
해서는 APA 스타일 메뉴얼(Publication Manual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 준하
여 작성한다.  



  11) 각주: 각주는 사용하지 않는다.
  12) 사용단위: 수량은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단위는 국제단위(S. I. unit)로 표기한다.
  13) 부록(Appendix): 부록은 참고문헌의 뒤에 위치한다. 부록이 두 가지 이상의 다른 내용을 다루는 

경우는 Appendix 1, Appendix 2 등으로 번호를 매김한다.

7. 논문의 편집, 교정, 인쇄 절차
  1) 게재가 확정된 최종본은 편집 가능한 파일(MS Word 또는 Hwp)로 학회의 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2) 국문 논문은 국문 및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 구체적 직위를 기재한다. 영문 논문은 영문으로 

제목, 저자명, 소속, 구체적 직위를 기재한다.  
     * 공동연구 논문은 주 저자를 제일 앞에 명기한다. 
     * 교신을 담당하는 교신저자는 이름 위에 †(위첨자) 표시한다(예: 홍길동†).
     * 저자 정보를 정확히 표시하기 위해 모든 저자의 ORCID 번호를 편집자에게 제출한다. 
  3) 사사정보는 각주로 표시한다.
  4) 게재가 확정된 논문의 교정은 투고자가 하며, 편집에 관련되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원고의 교정 

중이나 그 이후에 논문 내용을 임의로 수정, 삭제 또는 추가할 수 없다.
  5) 논문에서 편집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교정할 수 있다.
  6) 심사가 완료된 경우이더라도 복식문화학회 투고규정 및 편집국의 최종수정요청 사항을 철저히 따

르지 않은 원고는 반려한다.

8. 원고게재 순서: 원고의 게재 순서는 접수 일자를 기준으로 하되, 국·영문 논문, 세부 분야, 급행논문 

등의 비율에 따라 편집위원회에서 그 게재순서를 결정한다.

9. 게재논문에 관한 저작권
  1) 본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자동으로 학회에 귀속된다.
  2) 저자들은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서 동의한 바와 같이 해당 논문에 대한 모든 저작권을 학회에 이

양해야 한다.
  3) 저자는 타인의 저작권을 침해하지 않아야 하며 저작권 침해로 인한 문제 발생시 저자가 책임을 

진다.
  4) 저자들이 게재논문 또는 그 일부를 다른 인쇄물에 사용하기를 원할 때에는 사전에 학회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10. 출판계획: 출판예정일은 매년 짝수 월의 말일로 한다.
   1호: 2월28(29)일  2호: 4월30일  3호: 6월30일  4호: 8월31일  5호: 10월31일  6호: 12월31일



복식문화학회 (The� Costume� Culture� Association)

「복식문화연구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Culture)」 참고문헌 작성규정

제정일: 1993년 4월 20일
최근 개정일: 2021년 8월 11일 

<기본 규칙>
1. 참고문헌은 영문 표기를 원칙으로 한다. 
2. 본문(표, 그림 포함)에서 인용된 모든 문헌은 참고문헌에 제시되어야 하며, 참고문헌 리스트에 제시

된 모든 문헌은 본문에서 인용된 것이어야 한다. 
3. 참고문헌은 각주와 미주를 사용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4. 참고문헌은 두 번째 줄부터 3칸 들여쓰기(한글기준)를 한다.
5. 참고문헌은 저자 성(last name)의 알파벳 순으로 제시한다. 동일 저자의 복수 논문 인용시 연도 순으

로 하되 오래된 문헌부터 최근 문헌 순서로 제시한다. 
6. 본문 중 인용시 ‘저자명(연도)’로 기재하며, 문장을 마친 후 인용출처를 밝히는 경우에는 ‘(저자명, 연

도)’로 기재한다. 국문 논문의 경우 (연도) 혹은 (저자명, 연도) 앞에 한 칸을 띄지 않고 붙여쓰지만 
영문 논문의 경우 해당 괄호 앞에 한 칸을 띄어쓴다.

7. 참고문헌 작성규정에 제시되지 않은 사항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APA)에 준하여 작성한다.

<본문에서의 인용하는 방법>

1. 본문에서 인용자료의 저자를 밝히는 경우
   1) 저자가 2명인 경우는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
      [예] Lee and Kim(2011)은 ……하였다.

하위문화의 특징은 ……이다(Lee & Kim, 2011).
   2) 저자가 3명~5명인 경우 처음 인용에서는 저자명을 모두 적는다.
      [예] Hong, Johns, Smith, and Branden(2008)은 하위문화의 특징은 ……이라고 하였다.
      동일한 논문을 다시 인용할 경우, 
      [예] 하위문화의 특징은 ……이다(Hong et al., 2008).
   3) 저자가 6명 이상인 경우
      [예] Hong et al.(2008)은……

……하였다(Hong et al., 2008).
   4) 같은 성의 다른 저자의 발행연도가 같은 경우
      성(family name)과 이름(first name)의 약자를 함께 적는다. 만약 first name의 initial도 동일한 경우

에는 full first name으로 표기한다.
      [예] H. H. Kim(2018)의 연구에서는…, Y. H. Kim(2018)의 연구에서는…

(H. H. Kim, 2018; Y. H. Kim, 2018)
   5) 동일 저자의 동일 연도에 저작물이 여러 개인 경우
      (연도a), (연도b)로 구분한다.
      [예] Kim(2017a), Kim(2017b)

(Kim, 2018a, 2018b)
   6) 3명 이상의 저자 중 제 1저자는 동일인이나 2번째 저자부터는 다른 사람인 두 개의 참고문헌이 

동일 연도 출판인 경우
      두 논문의 구분이 가능한 이름이 나올 때까지 저자의 성을 기재하고 ’et al.‘을 붙여준다.
      [예] Lee, K. H., Kim, H., Park, G. H., and Lee, S. S.(2018) …
          →Lee, Kim, Park et al.(2018)
          Lee, K. H., Kim, D. H., Shin, H., and Lee, H. S.(2018) …
           →Lee, Kim, Shin et al.(2018)



2. 두 가지 이상 참고문헌을 괄호( ) 안에서 밝히는 경우
   첫 번째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알파벳 순으로 기재하며, 각 인용문헌의 저자명 사이에 세미콜론(;)을 

사용하여 구분한다.
      [예] 선행연구들(Albert & Kolins, 2006; Edwin, 1998; Pepperberg et al., 1990)은 ……

3. 저자가 기관인 경우
   기관명을 알파벳 순으로 기재한다. 기관명이 약자로 사용될 경우에는 첫 번째 인용에서는 기관명 전

체를 적은 후 약자를 괄호[ ] 안에 기재하고, 두 번째 인용부터는 약자만 기재한다.
      [예] 첫 번째 인용 시: 패션산업의 …라고 하였다(National Institute of Retailing [NIS], 1999).
      [예] 두 번째 인용 시: …라고 하였다(NIS, 1999).

4. 번역서를 인용하는 경우 
   원저자명을 기재하고, 원저의 발행연도/역서의 발행연도를 같이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예]……라고 하였다(Frings, 2003/2011).

5. 저자가 없는 신문 ․잡지 기사의 경우
   저자명 대신 기사의 제목을 따옴표로 표기한다. 단, 기사제목이 긴 경우에는 제목의 처음 두세 단어로 

따옴표를 넣고 연도를 표시한다.
      [예] ……이라고 하였다(“New style comes”, 2004).

6. 저자가 없는 서적(보고서, 카탈로그 등)의 경우
   저자명 대신 서적제목을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예] ……이라고 하였다(Complete guide to sewing, 1987).

7. 사전에서 특정 표제어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
   표제어를  “ ” 안에 넣어 표기한다.
      [예] ……이라고 하였다(“String art”, 2020).

8. 다른 문헌에 인용된 자료를 재인용하는 경우
   자료의 원저자명을 기재하고 어느 문헌에서 재인용했는지 괄호 안에 재인용의 출처를 밝힌다.
      [예] Seidenberg and McClelland의 연구(as cited in Coltheart et al., 1993)……

9. 법조항인 경우 
   법령명의 경우 띄어쓰기를 하며「 」안에 표기한다.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1988)……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10. 특허인 경우
   특허 번호와 특허권 발행 연도를 기재한다.
      [예] ……Korean Patent No. 10-1071481(2011)……

……(U.S. Patent No. 123,445, 1988)……

11. 그림의 출처 인용의 경우
   인용되는 그림 및 시각적 자료는 반드시 출처를 밝힌다. 출처는 본문 속에서 표시된 그림(Fig.) 제목 

밑에 「Adapted 또는 Reprinted from 저자. (연도). 로 표기하고, 페이지가 있는 인쇄물의 경우 페이지 
수를 제시하고, 온라인 자료의 경우 URL을 제시한다. 원본의 그림내용을 수정한 경우 Adapted from, 
원본을 그대로 사용한 경우 Reprinted from이라 쓴다.

      [예] <Fig. 1> 그림제목
Reprinted from 저자. (연도). p.10. 

           Reprinted from 저자. (연도). http://www.costumeculture.or.kr 



   
         Adapted from 저자. (연도). p.10. Copyright 2019 by the Costume Culture. Adapted with   
         permission.

12. YouTube 채널 및 Instagram 인용의 경우
   PsycINFO(n.d.) or (PsycINFO, n.d.)
   PsycINFO(2018) or (PsycINFO, 2018)
  
<참고문헌(References) 정리양식>

1. 학술지
   1) 저자가 두 명인 경우
     성, 이름약자., & 성, 이름약자. (연도). 제목. 학회지명, 권(호), 페이지. 순으로 기재한다.
      [예] Pavio, A., & Chun, J. (1994). Perceptional comparisons. Journal of Social Issues, 72(3), 

524-536.
   2) 저자가 3명~7명인 경우 
      [예] Horowits, L. M., Post, D. L., French, R. S., Wallis, R. D., & Siegelman, E. Y. (2003). The 

prototype in abnormal psychology. Memory & Cognition, 42(1), 62-75.
   3) 저자가 8명 이상인 경우 
     앞에서부터 6명까지 표기 후, … 마지막 저자로 표기한다.
      [예] Gilbert, D. G., McClernon, J. F., Rabinovich, N. E., Sugai, C., Plath, L. C., Asgaard, G., ...  Botros, 

N. (2004). Effects of quitting smoking on EEG activation and attention last for more than 
31 days and are more severe with stress, dependence, DRD2 A1 allele, and depressive 
traits. Nicotine & Tobacco Research, 6(2), 249–267. doi:10.1080/14622200410001676305

   4) DOI가 있는 학술지 논문
      [예] Lee, K. H., & Seo, H. J. (2013). Effects of direction and evaluative contents of online reviews 

on consumer attitudes toward clothing products. The Research Journal of the Costume 
Culture, 21(3), 440-451. doi:10.7741/rjcc.2013.21.3.440

   5) 온라인 출판인 경우 (DOI or URL)
      [예] Von Ledebur, S. C. (2007). Optimizing knowledge transfer by new employees in companies. 

Knowledge Management Research & Practice. Advance online publication. doi:10.4157/ 
palgrave.kmrp.8500141

      [예] Dobni, D., & Zinkhan, G. M. (1990). In search of brand image: A foundation analysis. 
Advances in Consumer Research. Retrieved November 20, 2000, from http://acrwebsite. 
org/volumes/7005/volumes/v17/NA-17

   6) 비영어 학술지 논문
     외국어로 작성된 학회지를 자료로 사용하는 경우, 원어로 된 제목(Original title)을 앞에 기재하고, 
     중괄호 안에 영어로 번역된 제목을 기입한다. 학회지명이 영어가 아닌 경우에는 원어로 작성된 제  
     목을 그대로 기입한다.
      [예] Guimard, P., & Florin, A. (2007). Les évaluations des enseignants en grande section de 

maternelle son-elles prédictives des difficultés de lecture au cours préparatoire? [Are 
teacher ratings in kindergarten predictive of reading difficulties in first grade?]. 
Approche Neuropsychologique des Apprentissages chez l'Enfant, 19, 5-17.

      [예] Koh, B. J. (1999). 일영 출토 고령신씨 유물소고 [Study on the textiles of Koryeong Shin family 
excavated from Ilyoung]. 한국복식, 17, 39-128. 

2. 잡지 기사
   1) 잡지 기사: 저자. (연, 월). 기사명. 잡지명, p. 또는 pp. 페이지
      [예] Ryu, S. J. (2015, February). Burrkeoru foreign participation show, American bash. Fashionbiz, 

pp. 5-6. 



   
  2) 온라인 잡지 기사: 인터넷 자료 검색일과 (URL)을 병기
      [예] Caly, R. (2008, June). Science vs. ideology: Psychologists fight back about the misuse of 

research. Monitor on Psychology, 39(6). Retrieved December 28, 2012, from http://www. 
apa.org/monitor

3. 신문 기사: 페이지 앞에 p. 또는 pp. 입력. (e.g., p. A1 또는 pp. B1, B3, B5-B7)
   1) 저자가 있는 경우: 저자. (연, 월 일). 기사명. 신문명, p. 또는 pp. 페이지
      [예] Schwartz, J. (1993, September 30). Obesity affects economics,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 A4.
  2) 저자가 없는 경우: 기사명. (연, 월 일). 신문명, p. 또는 pp. 페이지
      [예] 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 (1993, July 15). The 

Washington Post, p. A12.
  3) 온라인 신문 기사의 경우: 인터넷 자료 검색일과 (URL)을 병기
      [예] Brody, J. E. (2007, December 11). Mental reserves keep brain agile.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October 25, 2010, from https://www.nytimes.com/2007/12/11/health/11iht- 
11brod.8685746.html

4. 서적
   1) 저자가 개인인 경우: 저자. (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Frings, G. S. (2008). Fashion from concept consumer (9th ed.). Seoul: Sigmapress.
          Shotton, M. A. (1989). Computer addiction? A study of computer dependency. Retrieved
              December 28, 2012, from http://ebookstore.trandf.co.uk/html/index.asp
   2) 저자가 기관인 경우: 기관명. (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출판사.
      [예] Kore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3).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Seoul: Suhaksa.
      [예]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Task Force on the Sexualization of Girls. (2007). Report 

of the APA Task Force on the Sexualization of Girls. Retrieved October 25, 2010, from 
              http://www.apa.org/pi/wpo/sexualization.html
   3) 저자가 기관이며, 저자와 출판사가 동일할 경우: 기관명. (연도). 책 제목. 출판도시: Author.
      [예]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1980). Diagnostic and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3rd ed.). New York: Author.
   4) 저자가 없는 경우: 책 제목. (연도). 출판도시: 출판사.
      [예]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2005).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Heuristic. (n.d.). In Merriam-Webster’s online dictionary (11th ed.). Retrieved December 28, 

2012, from http://www.m-w.com/dictionary/heuristic
   5) 번역서인 경우: 원저자명이 표제면에 기재된 경우에는 원저자명과 발행연도를 먼저 기재하고, 역자

명은 책 제목 다음 괄호( )안에 적는다.
       [예] Cowell, A. R. (1986). The fashion theory (J. Yoon, Trans.). Seoul: Sigma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1973)
   6) 편집자가 엮은 서적의 경우
      [예] Letheridge, S., & Cannon, C. R. (Eds.). (2004). Bilingual education: Teaching English as a 

second language. New York: Praeger.
   7) 편집된 서적 내 장(Chapter)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In 편집자 (Ed.), 서적명 (p. 또는 pp.~). 출판

도시: 출판사. 순으로 기재하며. 편집자가 2인 이상인 경우 (Eds.)로 표기한다.
      [예] Featherstone, M. (2005). The body in consumer society. In M. Featherstone (Ed.), The 

sociology and politics of health  (pp. 242-250). London: Routledge.
   8) 영어 제목이 없는 경우: 저자. (연도). 원어로 된 제목 [영어번역]. 출판도시: 출판사.
      [예] Praget, J., & Inhelder, B. (2006). La genèse de l’idée de hansard chez l’enfant [The origin 

of the idea of danger in the child]. Paris: Presses Universitaires de France.



          Hong, N. Y., Shin, H. S., & Choi, J. H. (2008). 아시아 전통복식 [Traditional costumes of Asia]. 
Paju: Kyomunsa.

5. 학술대회 발표논문
   1) 발표논문집이 발간되는 경우: 저자. (연도). 논문제목. 발표논문집명, 권, 페이지.
      [예] Thumin, F. J., Craddick, R, A., & Birclay, A. G. (2010). Meaning and compatibility of a 

proposed corporate name and symbol. Proceeding of the 81st Annual Convention of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8, 835-836.

   2) 발표논문집이 발간되지 않은 경우: 저자. (발표 연, 월). 논문제목. 행사명(발표 학술대회명), 도시.
      [예] Brener, J. (2005, October). Energy, information, and the control of heart rate. Paper 

presented at the meeting of The Society for Psychophysiological Research, Miami, FL.

6. 학위논문의 경우: 저자. (연도). 논문제목. 학위명, 대학명, 소재지, 국가명.
   1) 박사학위논문
      [예] Choi, G. M. (2004). Helplessness, depression, and mood in endstate renal disease.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2) 석사학위논문
      [예] Peterson, J. F. (2009). Effective management training. Unpublished master’s thesis, Hanyang 

University, Seoul, Korea.

7. 재인용하는 경우, 참고문헌에는 연구자가 직접 참고한 재인용 문헌을 기재한다.

8. 인터넷 자료는 URL 전체를 기재한다.
  1) 저자, 게재일, 제목이 있는 경우
     저자. (연도, 월 일). 제목. 사이트 제목. Retrieved 검색 월 일, 연도, from URL 전체
      [예] Hilts, P. J. (1999, February 16). In forecasting their emotions, most people flunk out. New 

York Times. Retrieved November 20, 2000, from http://www.nytimes.com/1999/02/16/ 
science/in-forecasting-their-emotions-most-people-flunk-out.html

  2) 게재일이 없는 경우: n.d.로 표기한다.
  3) 저자정보가 없는 그림을 인용한 경우, 사이트명을 저자 대신 사용한다.
     [예] Vogue. (2009c, January 27). Jean Paul Gaultier spring 2009. Retrieved May 24, 2020, from 

https://www.vogue.com/fashion-shows/spring-2009-couture/jean-paul-gaultier/slideshow
/details#55

  4) 인터넷 자료의 형식(예: Book review, Blog Post 등)은 [ ]안에 넣어서 제목 다음에 삽입한다. 가능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예] Zacharek, S. (2008, April 27). Natural women [Book review]. The New York Times. Retrieved 
May 24, 2020, from http://www.nytimes.com/2008/04/27/books/review/Zachareck-t.html? 
pagewanted=2

  5) 저자가 없는 사전, 백과사전의 특정 표제어의 내용을 인용한 경우: 저자명 대신 표제어를 기재한다.
      [예] String art. (2020). In Wikipedia. Retrieved December 18, 2020, from https://en.wikipedia.org/ 

wiki/String_art

      ⇒ 본문 중 인용: (“String art”, 2020) ...

9. 법조항
   1) 판례인용
      [예] Lessard v. Schmidt, 349 F. Supp. 1078 (E. D. Wis. 1972).
          Durflinger v. Artiles, 563 F. Supp. 322 (D. Kan. 1981). aff'd, 727 F.2d 888 (10th Cir. 1984).  
   2) 법령명은 띄어쓰기를 하며 「 」안에 표시한다.
      [예] 「Mental Health Systems Act」. (1988). 42 U.S.C. § 9401.



10. 특허: 특허를 받은 발명가의 이름, 특허 정보를 검색한 공식출처를 기재한다.
      [예] Smith, I. M. (1988). U.S. Patent No. 123,445. Washington, DC: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11. 비디오/필름
      [예] Mass, J. B. (Producer), & Gluck, D. H. (Director). (1979). Deeper into hypnosis [Film]. 

Englewood Cliffs, NJ: Prentice-Hall.

12. YouTube 채널: 저자. (연도). 제목 [YouTube Channel]. Retrieved 월 일, 연도, from URL 전체 기입
      [예] PsycINFO. (n.d.). Using the PsycINFO index terms and keywords effectively on APA PsycNET 

[YouTube Channel]. Retrieved June 23, 2019, from http://youtube.com/PsycINFO

13. Instagram: 계정주명 [@계정]. (연도, 월). Photo page title [Instagram Photograph]. Retrieved 월 일, 
년, from URL 전체 기입

      [예] APA Style [@officialapastyle]. (2021, March 2). Creating an APA style reference list guide 
[Instagram Photograph]. Retrieved April 23, 2021, from https://www.instagram.com/p/ 
CL4vHwHprps/?igshid=xw7uk05iy4f5

14. 고문서의 경우
   1) 저자가 없는 고문서 영인본의 경우: 제목 [영문 번역]. (영인본 출판연도). (영인출판사, 판 차수). 영인

출판지: 출판사. (고문서 출판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예] 국조오례의 [Gukjo-oryeuil]. (1979). (Kyungmoonsa, Reprint). Seoul: Kyungmoonsa. (Original 

work published 1474)
   2) 출판연도가 없는 고문서 영인본의 경우: 저자명. (영인본 출판연도). 제목 [영문 번역]. (영인출판사, 

판 차수). 영인출판지: 출판사. (고문서 출판연도 추정시기 또는 n.d.). 순으로 기재한다.
     [예] Yee, K. K. (1959). 오주연문장전산고 [Oju-Yeonmunjangjeon-Sango]. (Dongguk Moonhwasa, 

Reprint). Seoul: Dongguk Moonhwasa. (Original work published in 19C)
   3) 출판사가 없는 고문서의 경우: 저자. (출판연도). 제목 [영문 번역]. 순으로 기재한다.
     [예] Park, M. S. (1749). 국혼정례 [Kuk Hon Geong Rea].
   4) 인터넷 자료 중, 고문서 편년사료의 경우: 해당 고문서의 대표 URL을 기재한다.
     [예] National Institute of Korean History. (1368-1662l). (明)太宗實錄 卷29, 永樂2年
         3月 21日 1번째 기사 [(Ming)Taizong-shilu Vol. 29, the 2nd year of Emperor 
         Yongle’s reign, March 21, 1st record]. Retrieved October 21, 2019, from
         http://sillok. history.go.kr/mc/id/msilok_002_0340_0010_0010_0160_0010

15. 국내 저자의 영문명 표기방법

English� name� of� a� Korean� author� When� writing� the� initial

Hong,� Kildong Hong,� K.� (2019)

Hong,� Kil-Dong Hong,� K.-D.� (2019)

Hong,� Kil� Dong� Hong,� K.� D.�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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