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스포츠 행동과학 연구의 논리 (한림대/안문경)     101

21장. 학위논문과 학회지 기고논문의 형식

연구한 것을 논문의 형식이나 학술지의 투고형식으로 보고하는 것은 학술정보를 전

파하고 서로의 정보를 교환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나 학자 간 학술정보에 대한 

의사소통이 원활하기 위해서는 연구물의 형식적인 골격이 일치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체육학 분야의 학위논문이나 국내 학술지 게제 논문 또한 미국심리학회 출판 안내서인 

APA(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출판 요강을 근간으로 한다.

(1) 학위논문의 형식

다음은 실험연구를 한 학위논문의 기본적인 체제로 주요항목은 상자로 나타내었다.

제 목

저자, 소속 등

국문 초록

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연구문제, 연구가설, 연구의 제한점, 

연구의 전제조건(또는 가정) 등

Ⅱ. 이론적 배경

Ⅲ. 연구 방법

피험자(연구대상), 과제 및 기자재, 실험설계, 실험절차 등

Ⅳ. 결 과

Ⅴ.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부 록

실험기자재의 컴퓨터프로그래밍, 설문지, 검사지 내용 등

<그림 20-1> 일반적인 학위논문의 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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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회지 기고논문의 형식

체육학 분야에서 외국의 학회지에 기고하는 대부분의 논문은 APA 출판안내서에 나

오는 형식을 따르면 되고, 국내 체육관련 학회지에 기고하는 논문은 한국체육학회지의 

투고요령을 따르면 된다. 투고 요령은 계간으로 발행되는 한국체육학회보에 나와 있으

며 기본적인 체제는 다음과 같다. 논문의 형식과 크게 다른 것은 논문에서의 이론적 

배경 부분을 축약하여 서론 부분에서 기술하는 것과 국문, 영문 초록 페이지를 제외하

고는 한 페이지를 좌우로 분할하는 2단 편집으로 하고 있다.

제 목

저자, 소속 등

국문 초록

Ⅰ. 서 론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이론적 배경, 연구문제, 연구가설 등

Ⅱ. 연구 방법

피험자(연구대상), 과제 및 기자재, 실험설계, 실험절차 등

Ⅲ. 결 과

Ⅳ. 논의 및 결론

참고 문헌

ABSTRACT

<그림 20-2> 일반적인 학회지 기고 논문의 순서

(3) 본문에서의 참고문헌 인용

인용(quotations)에는 직접 인용과 간접 인용이 있다. 본문을 기술하는 중에 참고문

헌을 인용할 때 이름과 발행 연도를 괄호 안에 표시한다. 한국인의 경우는 이름 전체를 

외국인의 경우는 성(family name)만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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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직접 인용

직접 인용은 선행 저자나 연구자가 쓴 글을 그대로 옮겨 적는 것이다. 인용 부분은 

큰 따옴표로 묶어두고 인용한 부분의 해당 페이지를 괄호 안에 기록한다. 

김기웅(1996)은 “학문하는 일, 구체적으로 학자로서 교수나 연구원의 본질

적인 업무는 지식의 생산, 판매 및 소비이다”(p. 3)라고 하였다.

② 간접 인용

간접 인용은 참고한 책에서의 내용을 연구자가 이해한 언어로 다시 기술하는 것으로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연구자의 이름과 출판연도를 문장에 포함시키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문장이 끝난 후 괄호 안에 연구자의 이름과 출판연도를 기입하는 것이다. 

몇 가지 예를 들면 1인 저자에 대한 간접 인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Carron(1980)에 의하면 경기결과는 종목에 따른 규범적 기준이나 개인적 기준 또

는 환경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

또는

경기결과는 종목에 따른 규범적 기준이나 개인적 기준 또는 환경적 기준에 의해 

평가된다(Carron, 1980).

직접 인용이나 간접 인용시에 저자가 여러 명이라면 저자 이름의 가나다 순이나 알

파벳  순으로 기재하고, 동일한 저자의 경우는 년도 순으로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저자가 나올 경우는 처음에만 모든 저자를 다 기입하고 두 번째부터는 

제 1저자만 남기고 나머지는 ‘등’으로 기재한다. 두 명 이상의 저자에 대한 간접 인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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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derman(1974), Cratty(1967) 그리고 Jones와 Watson(1977)은 기술 수행의 적

정화, 극대화를 위해서 체력, 즉 에너지의 생성은 모든 종목의 기술수행에 필연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는 경기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이 더욱 절대적이

라고 한다.
여기에 덧붙여 Alderman(1974), Cratty(1967) 그리고 Jones 등(1977)은 경기상황

에서의 기술수행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또 다른 요인은 체격 요인임

을 주장한다.

또는

기술 수행의 적정화, 극대화를 위해서 체력, 즉 에너지의 생성은 모든 종목의 기술

수행에 필연적인 요소일 뿐만 아니라 장시간 지속되는 경기의 경우에는 그 중요성

이 더욱 절대적이다(Alderman, 1974; Cratty, 1967; Jones와 Watson, 1977). 

여기에 덧붙여 경기상황에서의 기술수행의 결과에 직접적으로 중요성을 갖는 또 

다른 요인은 체격 요인이다(Alderman, 1974; Cratty, 1967; Jones 등, 1977).

③ 2차 출처에서 논의된 연구의 인용

예를 들어 Schmidt의 연구를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김기웅과 장국진(1999)의 책을 

읽는 중에 Schmidt의 연구를 참고했다면 참고문헌 목록에 김기웅과 장국진(1999)의 책

을 넣어주고, 본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인용한다. 마찬가지로 Seidenberg와 McClelland

의 연구를 직접 읽지는 않았지만 Coltheart 등의 논문에서 보았다면 참고문헌 목록에서 

Coltheart 등의 논문을 작성해주고, 본문에서의 인용은 다음과 같이 한다.

Schmidt의 연구(김기웅과 장국진, 1999)는 ...

Seidenberg and McClelland's study(as cited in Coltheart, Curtis, Atkins, & 

Haller,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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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참고문헌 작성법 

어떤 연구물이든지 마지막 부분에 참고문헌을 넣게 된다. 이것은 글을 쓰는 중에 반

드시 참고한 자료에 대한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다른 연구자가 해당 인용부분에 대한 

자세한 정보를 알 수 있게 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므로 소홀히 작성해서는 

안될 것이며, 정확하게 작성하여 참고문헌에 대한 정보를 다른 연구자들에게 줄 수 있

어야 한다. 여기서는 가장 빈번히 사용되는 종류의 참고문헌에 대해서만 몇 가지 알아

보고 구체적인 것은 미국심리학회의 출판안내서인 2001년에 출판된 ｢미국심리학회 출

판 요강(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를 

참고하기 바란다. 참고문헌의 종류별 편집법은 다음과 같다.

① 책(books), 소책자(brochures), 책의 장(chapters)

책 또는 단행본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Rosenbaum, D. A. (1991). Human motor control. San Diego, CA: 

Academic Press.

위 참고문헌을 보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

․ 저 자 명 : D. A. Rosenbaum

․ 출판연도 : 1991

․ 책 제 목 : Human motor control

․ 출판지역 : 캘리포니아주(CA), San Diego 

․ 출 판 사 : Academic Press

단행본은 가장 자주 접하게 되는 책으로 참고문헌 작성 중 가장 간단한 형식을 취한

다. 저자, 출판년도, 제목, 출판사 순으로 작성하는데 책의 제목만 이탤릭체로 한다. 그

러나 국내 책의 경우는 여러 학회에서 제목을 굵게 하도록 권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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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흥환, 장국진, 김기웅 (1994). 운동행동의 심리학. 서울: 보경문화사.

Schmidt, R.A., & Wrisberg, C.A. (2000). Motor learning and perform-

ance: A problem-based learning approach (2nd ed.). 

Champaign, IL: Human Kinetics.

외국 저자의 경우 이름이 ‘Richard A. Schmidt’라면 참고문헌에서는 이름에서 성

(family name)을 쓰고 나머지 부분(first name, middle name)은 약자로 둔다. 이때 성과 

약자 사이는 콤마(,)를 사용하지만 약어는 모두 마침표(.)로 끝내고(예, Schmidt, R. A.), 

예를 들어 제 2저자인 Timothy D. Lee와는 콤마와 &로 연결한다(예, Schmidt, R. A., 

& Lee, T. D.). 그리고 출판사명 앞에는 출판사의 소재지를 기입하고, 외국의 경우는 소

재지 주의 이름을 약어로 표시한다. 예를 들어 일리노이주의 경우는 IL, 뉴욕주의 경우

는 NY로 작성하게 된다. 출판사 소재지와 출판사명 사이는 콜론(:)으로 한다. 하나의 참

고문헌을 적성할 때 두 번째 줄부터는 일정 간격을 들여 쓰면서 작성한다.

A. 책, ○판, 이름에 jr.이 있는 경우

Mitchell, T.R., & Larson, J.R., Jr. (1987). People in organizations: An 

introduction to organizational behavior (3rd ed.). New York: 

McGraw-Hill.

B. 책, 출판사가 집단 저자(정부 기관)일 경우

만일 저자와 출판사가 동일할 경우에는 출판사 명으로 Author를 사용한다.

교육인적자원부, 학술진흥재단 (2007). 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

동 사례. 비매품.
Australian Bureau of Statistics. (1991). Estimated resident population 

by age and sex in statistical local areas, New South Wales, 
June 1990 (No. 3209.1). Canberra, Australian Capital 
Territory: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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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편집된 책(edited book)

편집된 단행본은 여러 사람의 글을 편집자가 묶어서 책으로 내놓는 형태이다. 이때는 

편집서의 제목을 이탤릭체로 하고, 편집자임을 밝히기 위해서 ‘편’, ‘Ed.’ 등을 꼭 붙여주

어야지만 이 책이 편집된 단행본인지 그냥 단행본인지를 구분할 수 있다. 위의 예로 

든 국문 편집서에서는 편집자가 단체인 경우이고 영문 편집서는 편집자가 두 명 이상

이므로 복수형(예, Eds.)으로 기입하였다. 

한국스포츠심리학회 (편) (1996). 스포츠심리학 연구법. 서울: 보경문

화사.
Gibbs, J.T., & Huang, L.N. (Eds.). (1991). Children of color: 

Psychological interventions with minority youth. San 
Francisco: Jossey-Bass. 

Singer, R.N., Hausenblas, H.A., & Janelle, C. (Eds.). (2001). 
Handbook of sport psychology (2nd ed.). NY: Wiley. 

D. 출판사에서 출판 중인 단행본

이 경우에는 학술지 명이나 출판사 명을 넣지 않고, 국문 제목은 굵게, 영문 제목은 

이탤릭체로 한다.

안문경 (2008). 행복을 위한 움직임. 출판 중.
McIntosh, D. N. (1993). Religion as schema, with implications for the 

relation between religion and coping. Manuscript submitted 
for publication.

E. 편집된 단행본의 장

편집된 책에서의 한 장(chapter)만을 참고문헌으로 사용한 경우는 우선 해당 부분을 

저술한 저술자, 년도와 제목을 먼저 밝히고, 다음에 편집자와 편집서의 제목, 해당페이

지 등을 밝히는 것이다. 이탤릭체가 되는 부분은 장의 제목이 아니라 편집서의 제목이

다. 이때 주의할 것은 장을 저술한 사람의 이름은 단행본에서와 같이 성이 먼저 들어가

고 나머지 이름이 약자로 들어가지만, 편집자는 이름을 약자로 먼저 쓰고, 성을 쓴다. 

편집자가 여러 명일 때 마지막 편집자 앞에서는 ‘콤마’ 없이 ‘&’ 만으로 연결하는 것에 

유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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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기웅 (1996). 스포츠심리학 연구방법의 이론적 근거. 스포츠심리학

회 편, 스포츠심리학 연구법 (pp. 1-13). 서울: 보경문화사.
Turvey, M.T., Fitch, H.L., & Tuller B. (1982). The Bernstein per-

spective:Ⅰ. The problems of degrees of freedom and con-
text-conditioned variability. In J.A.S. Kelso (Ed.), Human mo-
tor behavior: An introduction (pp. 239-252). Hillsdale, NJ: 
Erlbaum.

Schöner, G., & Kelso, J.A.S. (1988). Dynamic patterns of biological 
coordination: Theoretical strategy and new results. In J.A.S. 
Kelso, A.J. Mandell & M.F. Shlesinger (Eds.), Dynamic pat-
terns in complex systems (pp. 77-102). Singapore: World 
Scientific.

F.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단행본 참고문헌 양식과 동일하다. 그러나 학위논문이 공식적으로 출판

된 것이 아닐 경우는 미간행임을 명시해야 한다. 

안문경 (1998). 과제수행조건에 따른 신체분절의 제어형태. 미간행석

사학위논문, 이화여자대학교 일반대학원.
Kim, Kee-Woong (1983). The determinants of response program-

ming time(RPT): On the structure of response complexity.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Tallahassee, FL: Florida 
State University.

② 정기 간행물

정기 간행물은 일반적으로 다음과 같이 작성한다.

Vealey, R. (1988). Future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The Sport Psychologist, 2, 318-336.

위 참고문헌을 보고 다음과 같은 정보를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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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자 명 : R. Vealey  
․ 출판연도 : 1988
․ 연구제목 : Future directions in psychological skills training
․ 간 행 물 : The Sport Psychologist
․ 출판정보 : 2권 318~336페이지

정기적으로 연구물을 수록하는 저널(학술지)에서 영문 학술지명은 축약어

(abbreviation)를 쓰지 않고 전체를 다 명시하며, 명사와 대명사의 첫 글자는 대문자로 

쓴다. 그리고 학술지명과 권(volume)만 이탤릭체로 한다. 또한 해당 연구물의 페이지를 

정확히 기재한다. 

A. 정기학술지 논문, 저자 1명 

김기웅 (1993). 동작반응 생성단위의 본질에 관한 실험적 연구Ⅱ. 한
국스포츠심리학회지, 4(2), 45-58.

Meller, B. A. (2000). Choice and the relative pleasure of 
consequences. Psychological Bulletin, 126, 910-924. 

B. 정기학술지 논문, 저자 2명, 학술지를 발행 호(issue)로 나누는 경우 

정기학술지의 권(volume)과 호(issue)의 구분은 다음과 같다. 만일 2000년에 처음 출

판된 저널의 경우는 그해에 나온 저널은 1권이 된다. 그리고 이 저널이 계간지여서 3

월, 6월, 9월, 12월에 나오는 경우 3월에 나온 것이 1호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2권 

3호라 함은 2001년 6월에 출판되었다는 것이다. 위의 국문 학술지 예에서 이 학술지는 

4권이므로 1993년이 출판 된지 4년째라는 것이다. 그리고 권과 호를 기입할 때 호 부

분을 괄호로 묶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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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limoski, R., & Palmer, S. (1993). The ADA and the hiring process 
in organizations. Consulting Psychology Journal: Practice 
and Research, 45(2), 10-36.

Schmidt, R.A., & Shea, J.B. (1976). A note on delay of knowledge 
of results in positioning response. Journal of Motor Behavior, 
8(2), 129-131.

C. 정기학술지 논문, 저자가 3명에서 6명까지

Saywitz, K.J., Mannarino, A.P., Berliner, L., & Cohen, J.A. (2000). 
Treatment for sexually abused children and adolescents. 
American Psychologist, 55, 1040-1049.

D. 정기학술지 논문, 저자가 6명 이상

저자가 6명 이상일 때는 6명까지는 ‘&’ 없이 나열하고 나머지는 ‘등(et al.)’으로 표시

한다. 그리고, 저자가 6명 이상인 자료를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제 1 저자만 명시 

한다 ; Wolchik et al.(2000) 또는 (Wolchik et al., 2000).

Wolchik, S.A., West, S.G., Sandler, I.N., Tein, J., Coatsworth, D., 
Lengua, L., et al. (2000). An experimental evaluation of theo-
ry-based mother and mother-child programs for children of 
divorce. Journal of Consulting and Clinical Psychology, 68, 
843-856.

E. 게재 승인이 나고 출판 진행 중인 정기학술지 논문

Zukerman, M., & Kieffer, S.C. (in press). Race differences in 
face-ism: Dose facial prominence imply domina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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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논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Zukerman & Kieffer(in press) 또는 

(Zukerman & Kieffer, in press).

F. 잡지의 논문(magazine article)

월간지일 경우에는 월, 주간지일 경우에는 월과 일을 모두 명시한다.

김기웅 (1986, 3월). 양궁선수 선발의 심리적 기준과 원리. 월간 

Archery, 13, 4-5.
Kandel, E.R., & Squire, L.R. (2000, November 10). Neuroscience: 

Breaking down scientific barriers to the study of brain and 
mind. Science, 290, 1113-1120.

G. 회보의 논문(newsletter article)

Brown, L.S. (1993, Spring). Antidomination training as a central com-
ponent of diversity in clinical psychology education. The 
Clinical Psychologist, 46, 83-87.

H. 회보의 논문, 저자가 없는 경우

The new health-care lexicon. (1993, August/September). Copy 
Editor, 4, 1-2

위 논문을 참고문헌 목록에서 배열할 경우에는 논문의 제목 중 첫 번째의 유의한 단

어를 보고 정렬한다. 이 경우에는 'The'가 아니라 ‘new’를 기준으로 한다. 그러므로 참

고문헌의 알파벳 정렬을 할 때 이 논문은 ‘m’ 다음에 놓인다.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한다 ; “The New Health-Care 

Lexicon"(1993) 또는 (“The New Health-Care Lexicon" 1993).

I. 일간 신문의 논문(기사), 저자가 없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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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 drug appears to sharply cut risk of death from heart failure. 
(1993, July 15). The Washington Post, p. A12.

신문의 쪽수는 p. 또는 pp.를 사용한다. 이 기사의 경우에도 논문의 제목 중 첫 번째

의 유의한 단어로 정렬된다. 이 경우에는 ‘new’ 이므로 참고문헌의 알파벳 정렬을 할 

때 ‘m’ 다음에 놓인다.

본문에서 인용할 경우에는 제목을 간략하게 쓴다 ; “New Drug"(1993) 또는 (“New 

Drug," 1993).

J. 일간 신문의 논문(기사), 분리된 페이지

기사가 분리된 경우는 해당 기사가 있는 페이지를 콤마로 나타낸다. 예를 들면 pp. 

B1, B3, B5-B7.

Schwartz, J. (1993, September 30). Obesity affects economic, social 
status. The Washington Post, pp. A1, A4.

K. 주간지의 논문(기사), 편집자에게 보내는 편지

Berkowitz, A.D. (2000, November 24). How to tackle the problem of 
student drinking [Letter to the editor]. The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p. B20.

L. 정기학술지 논문의 전체 호(issue) 또는 특별한 부분(special section)

Barlow, D.H. (Ed.). (1991). Diagnoses, dimensions, and DSM-IV: 
The science of classification [Special issue]. Journal of 
Abnormal Psychology,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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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호(issue) 또는 연속 번호(serial number)를 가진 전공논문(monograph)

전공논문이 정기간행물로 취급되지 않으면 단행본의 참고문헌 표기법과 동일하게 

한다.

Harris, P.L., & Kavanaugh, R.D., (1993). Young children's under-
standing of pretense. Monographs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58(1, Serial No. 231). 

N. 정기학술지의 부록으로 분리된 전공논문

권 번호(volume number) 다음의 괄호 안에 호 번호(issue number)와 부록 또는 분책 

번호(part number)를 넣는다. 

Battig, W.F., & Montague, W.E. (1969). Category norms for verbal 
items in 56 categories: A replication and extension of the 
Connecticut category norm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Monographs, 80(3, Pt. 2).

O. 정기학술지에 연속 페이지로 연결된 전공논문

제목과 마침표 사이의 사각 괄호([ ]) 안에 전공논문(monograph)임을 명시한다. 

Ganster, D.C., Schaubroeck, J., Sime, W.E., & Mayes, B.T. (1991). 
The nomological validity of the Type A personality among 
employed adults [Monograph]. Journal of Applied 
Psychology, 76, 143-168.

P. 원 출처에서의 초록(abstracts)

제목과 마침표 사이의 사각 괄호([ ]) 안에 초록(abstract)임을 명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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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olf, N.J., Young, S.L., Fanselow, M.S., & Butcher, L.L. (1991). 
MAP-2 expression in cholinoceptive pyramidal cells of redent 
cortex and hippocampus is altered by Pavlovian conditioning 
[Abstract]. Society for Neuroscience Abstracts, 17, 480.

Q. 2차 출처(정기간행물)에서의 초록

2차 출처는 초록 모음집, 연구 요약집, 단행본 섭렵지 등을 말한다. 이런 자료는 1차 

출처인 정기학술지 논문과 책에서 얻어지며, 원저자보다는 다른 사람에 의해서 정리된 

것이다. 

Nakazato, K., Shimonaka, Y., & Homma, A. (1992). Cognitive func-
tions of centenarians: The Tokyo Metropolitan Centenarian 
Study. Japanese Journal of Developmental Psychology, 3, 
9-16. Abstract obtained from PsycSCAN: Neuropsychology, 
1993, 2, Abstract No. 604.

2차 출처의 표기는 ‘Abstract obtained from’ 다음에 2차 출처명과 권 번호, 가능하다

면 초록 번호도 명시해준다. 그리고 2차 출처의 출판이 원자료의 출판일과 다르면 슬래

시(/)를 사용해서 원자료의 출판 년도를 먼저 명시한다 : Nakazato, Shimonaka, and 

Homma (1992/1993). 

R. 정기학술지 부록(journal supplement)

권 번호 다음에 괄호를 넣고 부록 번호를 명시한다.

Regier, A.A., Narrow, W.E., & Rae, D.S. (1990). The epidemiology 
of anxiety disorders: The epidemiologic catchment area 
(ECA) experience. Journal of Psychiatric Research, 
24(Suppl. 2), 3-14.

S. 연간 출판되는 정기간행물(periodical published annually)

심포지엄 제목처럼 정기간행물의 부제목이 변하는 경우에는 단행본(book) 시리즈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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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편집된 책의 장(chapter)과 같이 작성한다. 

Fiske, S.T. (1993). Social cognition and social perception. Annual 
Review of Psychology, 44, 155-194.

T. 비영어 정기학술지 논문, 영어로 번역된 제목

영어 외의 외국어 자료를 참고했다면 원자료를 작성하고, 사각괄호 안에 영어로 제목

을 번역해준다.

Ising, M. (2000). Intensitätsabhängigkeit evozierter Potenzial im 
EEG: Sind impulsive Personen Augmenter oder Reducer? 
[Intensity dependence in event-related EEG potentials: Are 
impulsive individuals augmenters or reducers?]. Zeiyschrift 
für Differentielle und Diagnostische Psychologie, 21, 
208-217.

U. 정기학술지 논문의 영어 번역, 학술지의 발행 호로 나누기

비영어권 논문의 영어번역본을 원자료로 사용했다면, 괄호 없이 영어 제목을 명시한

다. 

Stutte, H. (1972). Transcultural child psychiatry. Acta 
Paedopsychiatrica, 38(9), 229-231.

③ 참고문헌에서의 축약어

참고문헌에서 허용되는 축약형 용어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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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0-1> 참고문헌에 사용되는 축약어

기본용어 축약형 의미 예

chapter Chap. Chapter 1. (1장)

edition ed. ~판

revised edition Rev. ed. 개정판

second edition 2nd ed. 2판

Editor(Editors) Ed.(Eds.) 편저(편집자)

Translator(s) Trans. 역자(번역자)

no date n.d.

page(pages) p.(pp.)
5쪽만 참고한 경우는 p.5

6-8쪽을 참고한 경우는 pp.6-8

Volume vol. 정기간행물의 권수

volumes vols.

Number No. 정기간행물의 호수

Part Pt.

Supplement Supp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