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회지(KJCS) 본문 인용과 참고문헌 작성
본 학회지는 APA 양식(6th ed.)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모든 인용과 참고문헌은 영어로 표기합니다. 이 매뉴얼
은 투고자와 저자를 위한 약식 설명서이며, 다양한 예시와 더 자세한 설명은 아동학회에서 출간한 “논문작성과 출
판양식” 또는 기타 APA관련 서적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동학회지에 최근 게재된 논문들을 참고하셔도 좋습니
다.

1. 본문 인용
- 알파벳순으로 작성. 동일저자(들)일 경우는 연도순으로 작성.
- 저자가 6인 이상이면 문장 내에서는 ‘등’으로, 괄호 안에서는 ‘et al.,’로 표기
- 3인 이상의 저자는 처음 언급 시 모두 표기하며, 두 번째 언급할 때부터 ‘등/et al.,’로 표기
- 기관이 저자일 경우 기관명 전체와 약어를 표기하고, 두 번째 부터 약어만 사용
- 한글 저자명은 성만 인용해서는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동일한 성의 저자가 다수 있는 경우가 있음)가 많으므로 식
별이 가능한 이름(first name)의 이니셜까지 표기
- 잘 알려진 소프트웨어는 본문에 표기하되 참고문헌에는 표기하지 않으며, 패널데이터는 본문에 저작권을 가진 기
관명과 출판연도 표기
예)
Johnson (2014)에 따르면
라고 한다(Nathan, Lee, Paulo, & Carl, 2016).
Hong 등(2016)은
라고 하였다(Kelly et al., 2016)
한다고 하였다(National Ministry of Health [NMH], 2016)
(유사이름 구분) Y. K. Park과 Kang (2015)은/Y. W. Park과 Kang (2015)은
청년패널 4차 년도 데이터(National Youth Center, 2014)를

2. 참고문헌 작성
참고문헌은 다음의 세 가지 파트로 나누어 알파벳순으로 작성함.
In English: 본문이 영어로 된 해외학술지 논문이나 서적
(주의사항) 구글의 양식을 그대로 복사하여 사용하지 말고 원문을 확인하거나 학술데이터베이스에서 올바른
정보를 확인.
In Korean: 국내 논문이나 서적으로 영문으로 전환하여 표기한 것.
(주의사항) 한글 저자명은 논문 원문에 표기된 그대로 써주세요. ‘길동’이라는 이름의 경우 Gildong 혹은
Gil-dong은 ‘G.’로 Gil-Dong은 ‘G.-D.'로 표기
In Others: 영어가 아닌 외국어 문헌
(주의사항) APA양식의 로마자 표기 활용해서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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