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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학연구』발행 및 논문투고규정
(2014년 제27집부터 적용)

제1장 학술지 발행규정
제1조. 중앙대학교 외국학연구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외국학연구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는 한국연구재단에 등록된 등재지로 매년 3월 30일, 6월 30
일, 9월 30일, 12월 30일 연간 총 4회에 걸쳐 발행된다.
제2조. 『외국학연구』에 투고되는 논문의 내용은 외국어학, 외국문학, 외국문화학,
외국어교육학, 국제지역학 분야와 관련된 것이어야 하며,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것이어야 한다.

제2장 논문투고규정
제1조. 논문의 분량
『외국학연구 (The Journal of Foreign Studies)』의 최종 편집본 기준 30쪽 이내로 작성
한다. (논문, 참고문헌, 외국어요약 일체 포함).
* 학술지 발간을 위한 최종편집양식을 기준으로 원고매수가 총 30쪽을 초과할 경우,
논문게재료 및 심사비 이외에 초과한 분량 1쪽당 1만원에 해당하는 비용을 추가로
납부한다 (총 40쪽 이상은 게재 불가).

제2조. 논문작성언어 및 작성 프로그램
제1항. 논문은 한글(.hwp) 2010버전으로 작성한다.
제2항. 논문작성 언어는 한글과 영어를 기본으로 하며, 편집부의 동의를 얻은 경우
기타 외국어로도 작성 가능하다. 외국인 투고자의 경우 논문 작성 언어에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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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한 제약을 받지 않는다.
제3항. 초록은 국내연구자, 국외연구자 모두 영어로 작성한다 (180 - 200 단어 내외)

제3조. 논문의 체제
제1항. 외국학연구소 홈페이지에서 다운 받은 ‘스타일 파일’을 활용하여, 논문을 작
성한다.
[외국학연구소 홈페이지(http://fsi.cau.ac.kr/index.php) > 정보마당 > 자료실]
제2항. 본문에서의 글자모양은 한글은 신명조체, 영어/외국어는 Times New Roman,
그리고 일본어는 신명조 약자를 사용한다.
제3항.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의 경우, 논문제목 오른쪽 끝에 *를 달아 표시하고, 수
혜내용 및 사사표기는 예외적으로 ‘각주’ 형식으로 표기한다.
제4항. 공동으로 연구한 논문을 게재할 경우, 교신저자, 제1저자를 가장 앞에 배치하
고 해당 저자의 이름 오른쪽에 *를 달아준 뒤에, 각주 양식으로 처리한다. 이
때 각주 내에서 *가 달린 저자들을 ‘교신저자’, ‘제1저자’라고 명기하여 공동
저자와 구별해준다.
제5항. 번호 매김은 I (장 제목) > 1 (절 제목) > 1) (소제목) > (1) (소항목) > ① 등의 순
서대로 사용한다.
제6항. 본문은 서론–본론–결론의 순으로 구성되며, 서론, 본론, 결론이 시작될 때는
각각 2줄씩 사이를 띄워주고, 그 외에 새로운 제목(대제목, 소제목 등)이 시작
할 때는 각각 1줄씩 사이를 띄운다. 단 1), (1), ① 등의 소항목은 줄을 띄우지
않는다.
제7항. 직접 인용문은 모두 둥근 두 따옴표 (“ X ”) 안에 집어넣어 표기하고 반드시
쪽수를 명기한다.
제8항. 본문에서 문헌의 인용, 참고문헌 표기, 표, 그림의 정렬은 APA 제6판 양식에
준하여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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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항. 참고문헌은 국문, 영문, 논문작성 외국어, 기타 외국어 순으로 배열하며, 각 언
어의 자모순으로 배열한다.
제10항. 영문 참고문헌 이외의 기타 외국어 문헌(한글 포함)은 로마자 전사를 반드시
하여야 한다. (전사 관련 자세한 사항은 외국학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제10항. 초록은 논문집필 언어와 상관없이 영어로 작성한다 (180-200단어 내외).
제11항. 영문초록 아래에는 해당논문의 주제어 5개를 영어와 한글 순서로 각각 기재
한다.
제12항. 외국어 및 외래어를 국어로 전사할 경우 국립 국어원의 범례에 따른다.
제13항. 외국어 인명, 지명, 또는 의미의 혼동가능성, 원전표기의 필요성이 요구되는
단어나 용어는 최초 1회에 한하여 괄호 ( ) 안에 해당 외국어를 병기해준다.

★ 외국학연구소 홈페이지에 탑재된 스타일 파일을 다운받아 사용하면, 편집양식 을
따로 지정하는 번거로움 없이 쉽게 논문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 논문 작성시 탭(Tad)키나 스페이스 바를 사용하지 마시고 스타일 파일에서 조
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4조. 인용 및 참고문헌의 표기방식 (APA, 제6판, 2010 양식 기준)
『외국학연구』는 SSCI/SCI/A&HCI, SCOPUS 등의 등재저널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글로벌스탠다드 중 하나인 APA 양식을 2014년 3월 발간되는 제27
집부터 채택하였으며, 효율적인 논문 작성과 투고를 위하여 APA 양식에 준
하여 투고하여야 한다. 논문집필에 관한 상세한 내용은 아래의『논문집필규정
(APA)』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더 세부적인 사항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ition, 2010)을 참조하거나 편집위원
회에 문의하도록 한다.

584

외국학연구 제28집

『외국학연구』논문집필 규정(APA)
제1장 APA 양식의 일반사항

1. 내주(in-text citation) 사용
1) APA 형식에서는 각주(footnote)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보충적인 내용
이나 설명이 필요한 경우 미주(endnote)를 사용한다. 인용의 출처를 밝
히기 위한 미주의 사용은 금한다. 미주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에
위첨자로 번호를 매겨 표시하고, 참고문헌 목록 앞에 일련번호에 따라
일괄적으로 위치시킨다.
★ 미주번호는 마침표(.), 쉼표(,), 기타 문장부호(?, !, … 등) 다음에 위치
시킨다.
예제) …라고 한다.1 // 어찌 이 고마움을 잊으리오!2
어디로 가십니까?3 // … 러시아 “상징주의”4는
2) 영어, 러시아어, 중국어, 일어 등 원어로 논문을 집필하는 경우에도
APA양식에 맞춰 작성한다. 하지만, 본문 “

” 내의 기호표기는 원어의

특성을 감안하여 논문집필 외국어의 범례에 따라 작성한다.
(외국학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바람: http://fsi.cau.ac.kr/index.php)
예) 저자가 노어로 표기된 경우,
- М. Эпштейн (2011) … 지적한바 있다 (p. 78).
- …산문을 순차적 교체가 아닌 “병렬적 이동” (Борев, 2003, С. 21)으
로 간주하였다. [저자, 출판연도, 쪽수를 모두 함께 표기할 경우, 쪽
수 표시는 С. XX 로 표기(러시아식).
3) 국문으로 논문집필 시에는 『외국학연구』논문집필 규정에 따라 작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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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주의 예제
▸Yanovski (2002) reported that “the current state of the treatment for
영
문

obesity is similar to the state of the treatment of hypertension several
decades ago” (p. 600).
▸… (Yanovski, 2002, p. 600).

노
문

▸По замечанию А. С. Панарина (2012), западный экономический...
▸"Душа России - не буржуазная душа, … перед золотым тельцом"
(Бердяев, 1990, С. 34-36).

국
문
중
문
일
문

▸김동주(2003)는 아동들의 관심이... 주장하였다(pp. 76-89).
▸... 아동들의 관심을 명백히 알 수 있다(김동주, 2003, pp. 76-89).
▸錢穆(1993)說: ...(pp. 45-47).
▸......也有相反的主張(錢穆, 1993, pp. 45-47).
▸中田(2006)は…主張した。(pp. 72-74).
▸…ということがわかる。(中田弘行, 2006, pp. 72-74).

2. 저자 표기
1) 저자 표기는 [성, 이름] 순으로 표기하고, 동양이름의 영문표기는 본인
이 사용하는 방식대로 사용한다.
예) Baker, Mark; Jones, Ruby; Kim, Yong Sik; Kim, Yongsik; Kim, Yong-Sik 등.
2) 저자표기 (내주)
표기

서양저자는 원어로 성(姓)만 표기하고, 동양저자는 성명(姓名)을
모두 표기.
▸Smith(2000)는… // …대두 되었다(Smith, 2000, p. 18)

예제

▸최효성(1998)은...

// ...라고 여겨진다(최효성, 2012, pp. 213-222).

▸龔鵬程(1992)說: ... (pp. 74-7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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據龔鵬程(1992)的分析, ...(pp. 74-75)//...(龔鵬程, 1992, pp. 74-75)
▸中田弘行(2006)の主張は…(pp. 72-74) // 中田弘行(2006)によれば
…(pp. 72-74)
표기
예제

// …(中田弘行, 2006, pp. 72-74).

동양저자도 영문으로 쓰인 연구를 인용했을 경우는 저자의 성
(姓)만 표기
▸Lee(1999)는 아동들의...

// ...에 기인한다(Lee, 1999, p. 195).

▸Wada (2004)에 따르면… // … (Wada, 2012, p. 3).

표기

동성(同姓)을 가진 사람이 2인 이상 인용될 경우, 이름약자를 사
용하여 구분

예제

▸J. S. Yanovski (2012) argues... (p. 123) //... (E. Yanovski, 2002, p. 34).

표기

러시아어의 경우, 이름(+부칭)의 약자와 성을 쓰는 것이 원칙이
다.

예제
표기

▸М. Липовецкий(1999)에 따르면...
▸Т. Н. Кузьмина… // В. С. Петров… // Е. Иванова… 등.
한국인의 영문 명(名)은 본인이 쓰는 방식에 따라 이름약자를 사
용한다.
▸Dongsoo Kim → D. Kim(2012)은 …

예제

▸Dong Soo Kim → D. S. Kim(2002)은 …
▸Dong-Soo Kim→ D. Kim(2012)은 ...
▸Dong-soo Kim → D. Kim(1999)은 ...

3. 참고문헌 목록작성
1) 참고문헌 목록은 국문, 영문, 논문작성 외국어, 기타 외국어 순서로 기재
한다.
2) 영문 문헌을 제외한 국문 및 기타 외국어의 참고문헌 목록은 로마자
전사를 병기한다. (★ 자세한 내용은 외국학연구소 홈페이지 참조 요망)
3) 각 언어권 별 문헌의 순서는 저자의 성에 따른 알파벳/가나다순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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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한다.
4) 저자가 없는 경우는 제목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목록을 작성한다.
5) 동일 저자의 논문 또는 저서가 같은 연도에 두 개 이상 출판된 경우에
는, 논문 제목이나 저서명의 알파벳[가나다] 순서에 따라 연도에 a, b, c
를 붙여 구분한다.
▶ 참고문헌의 예제
▸Allan, M. S. (1983a). Uses of video recording in an institution. In J.
영
문

McGovern (Ed.), Video apps in English language teaching
(pp. 83-93). London, England: Pergamon.
▸Allan, M. S. (1983b). Viewing comprehension with video. ELT Journal,
37(1), 23-27.
▸ Иванов, И. В. (1978a). Культурная русская революция. Русская

노
문

литература за рубежом, 13(2), 34-51.
▸ Иванов, И. В. (1978b). Литературный язык в творчестве А. С.
Пушкина.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홍상철 (1999a). 독서가 아동의 인지발달에 미치는 영향. 아동발

국
문

달심리학, 12(2), 98-120.
▸홍상철 (1999b). 청소년기 정서함양에 미치는 독서의 영향, 아동

발달심리학, 12(4), 1-29.
중
문

일
문

▸梁繼紅 (2007a). 章學誠釋通與答客問寫作時間考訂. 史學史硏究,
126, 115-118.
▸梁繼紅 (2007b). 章學誠著作稿本考述. 書目季刊, 40(3), 67-79.
▸野村雅昭 (2001a). 明治時代の語彙. 国語と国文学, 60, 87-90.
▸野村雅昭 (2001b). 明治期落語速記の語彙構造. 早稲田日本語研究, 9,
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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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출판지와 출판사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미국
내(內)
출판사

표
기
예
제
표
기

도시명, 주: 출판사.
[미국의 주(state) 표시약어는 마침표 없이 사용]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Springfield, MA: Goodbooks Press.
도시명, 나라: 출판사.
[잘 알려진 도시의 경우, 나라이름 생략 가능]
[잘 알려지지 않은 도시는 나라이름 표기]
▸London, England: Cambridge University Press.
▸Auckland, New Zealand: Auckland University Press.

미국
외(外)
출판사

▸서울: 창작과 비평.
예
제

▸北京: 中華書局.
▸貴陽, 中國: 貴州人民出版社.
▸東京: 小学館.
▸佐賀, 日本: 洋学堂書店.

7) 해당 참고문헌의 출판연도를 알 수 없을 경우 (n.d. / 연도미상)
서양어

영문: (n.d.).

노문: (не датировано)

영문

Merriam-Webster’s collegiate dictionary (11th ed.) (n.d.). Springfield,
MA: Merriam-Webster.

노문

М. В. Шишкин (не датировано). Русская азбука. Москва:
Университет русского языка им. Пушкина.

동양어

국문: (연도미상)

중문: (刊年未詳)

일문: (刊年未詳)

국문

신 대동여지도 (제6판) (연도미상). 서울: 문화재연구원.

중문

詩傳 (刊年未詳). 金陵: 奎壁齋.

일문

絵本英雄鑑 (刊年未詳). 京都: 舞鶴市教育委員会糸井文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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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타
1) URL이 길 경우에는 구두점 앞에서 나눈다 ( /, . , =, 또는 – 등).
2) URL은 하이퍼링크를 포함하지 않으며, 문미에 마침표(.)를 찍지 않는다.
3) 단수 및 복수 구분 (서양문헌의 경우).
예> 한 쪽 인용: p. 345 // 한 쪽 이상 인용: pp. 345-349
한 명의 편집인: (Ed.) // 한 명 이상의 편집인: (Eds.)
★ 러시아어의 경우 С. 25 또는 С. 25-43 (단수/복수 구분 없이 사용)
4) 날짜표기
★ 동양어의 경우, 연(年), 월(月), 일(日) 다음에 마침표를 사용한다.
★ 러시아어의 경우, 일(日), 월(月), 연(年) 순으로 표기한다.
표기방식

예문

영문

(연도, 월 일) [연도 다음에 쉼표만 표기]

(2013, May 13)

노문

(일 월 연도)

동양어

(연도. 월. 일.)

[월은 소문자로 표기]
[연/월/일 다음에 마침표]

(25 декабря 2013)
(2013. 2.15.)

5) 표(table)와 그림(figure) 표시
- 표 번호와 표 제목은 표의 위쪽에 행을 달리하여 표시하며, 표 제목은

기울임체(italic)로 표기한다.
표 1
1990년대 한국인의 토플 점수

Table 1
Koreans’ TOEFL score in 1990s

- 그림 번호는 기울임체로 제목과 함께 해당 그림의 아래쪽에 표기한다.
예) 그림 1. 빈센트 반 고호의 해바라기 // Figure 1. Mona Lisa

590

외국학연구 제28집

제2장 APA 양식의 세부사항

1. 내주 (In-Text Citations) 작성법

1) 내주 사용: 인용, 바꾸어 말하기, 요약
- 짧은 인용문: 40단어 이내, 인용부호(“...”) 사용. (둥근 따옴표)
- 긴 인용문: 40단어 이상, 인용부호 없이 독립된 블록으로 인용한다.
- 요약이나 바꾸어 말하는 경우, 쪽수 표기를 적극 권장함.

2) 1인 저자 표기
- 서양저자: 성(last name)만 표기.
- 동양저자: 성과 이름 모두 표기.
예) 김성철(2003)은...

// ... (김성철, 2003, p. 89)

- 러시아 저자는 본문에 직접 표기할 경우, 이름과 부칭(patronymic, 父稱)
의 약어 및 성(姓)으로 표기. 예) Н. В. Корниенко (1993) отмечает, что …
- 러시아 저자를 괄호 안에 표기할 경우, 성(last name)만 표기한다.
예) Они ведут свою родословную от кельтов (Дрознова, 2011, С. 134).

표
기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된 경우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저자 (연도)... (p. xx 또는 pp.
xx-xx).

(저자, 연도, p. xx 또는 pp. x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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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
문

Critser (2003) noted that “they
remain either in ignorance or in
danger to the young” (p. 51).

“remain either in ignorance … the
health danger to the young” (Critser,
2003, pp. 51-57).

노
문

А. А. Иванов (1978) объясняет,
как эта феномена ... (C. 97).

Кроме того, происходит умножение
идентичности (Иванов, 1978, С. 4554).

국
문

임채원(2012)은...
주장하였다(2008, p. 34).

... 주장하였다(임채원, 2012, p. 34).

중
문

余英時(1987)說: ...(p. 37).

...(余英時, 1987, p. 37).

일
문

村上春樹(2003)は... (p. 28).

...(村上春樹, 2003, p. 28).

3) 2인 이상 저자 표기
(1) 2인 저자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된 경우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서양

저자 and 저자 (연도) ... (p. xxx)

... (저자 & 저자, 연도, p. xx).

영문

According to Smith and Gordon
(2003), the environmental factors
… obesity (p. 104).

Obese children often engage in
limited physical activity (Smith &
Gordon, 2003, p. 104).

노문

А. А. Иванов и В. С. Никитин
(1978) коротко и ясно объясняет,
что ... (С. 155).

Дело в том, что...... (Иванов &
Никитин, 1978, С. 245-254).

동양

저자 “와(과)” 저자 (연도)

... (저자, 저자, 연도).

국문

홍길동과 김창수(1992)는...

...라 한다(홍길동, 김창수, 1992).

중문

倉修良與葉建華(1996)說:..(p.127).

...(倉修良, 葉建華, 1996, p. 127).

中田広美と西村和彦(1998)は...

...(中田広美, 西村和彦, 1998,

일문

(p. 98).

p.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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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3~5인의 저자 (★ 처음 인용 시 모든 저자를 나열.)
- et al. (et 뒤에는 마침표가 없음)

①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된 경우
처음 인용

이후 인용

서
양

마지막 저자를 제외한 모든
저자, and 마지막 저자 ...
… (p. xxx).

첫 번째 저자 et al. (연도) ...
…(p. xx).

영
문

In 2003, Walker, Beavers, Johnson,
James, and Atkinson concluded,
“rate
of
young
children’s
diabetes...rate” …(p. 1811).

As Walker et al. (2003) advised,
“Until more extensive safety…
should be used only on an
experimental basis for adolescents”
(p. 1811).

노
문

А. Д. Иванов, Т. С. Волков, П. В.
Кутузов, С. Д. Толстой, и А. С.
Шмелев (2009) в первый раз
оценивают отношение к... (С.
189).

А. Д. Иванов и др. (2009) в
частности поддерживают… (С.
189).

동
양

모든 저자를 나열 (연도)...

첫 번째 저자 “등/외”(연도) . . .
(p. xxx).

국
문

송광억, 김재현, 김동현, 송재
순, 나동혁(2008, 2012)은...주장
하였다(pp. 98-114).

송광억 등(2008, 2012)은...주장하
였다(p. 145).

중
문

張三, 李四, 王五(2007)說: ... (p.

일
문

谷口真子, 上田広樹, 広瀬恭子(19

346).

87)は...(p. 261).

張三等(2007)說: ... (pp. 355-357).

谷口真子等(1987)... (pp. 286-2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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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처음 인용

이후 인용

서
양

… (마지막 저자를 제외한 모든
저자, & 마지막 저자, 연도, p.
xx).

... (첫 번째 저자 et al., 연도, p.
xx).

영
문

...“Until the core basis for
adolescents” (Walker, Beavers,
Johnson, & Akinson, 2003, p.
1811).

...“Until more extensive safety and
data are available, … only on an
experimental basis for adolescents”
(Walker et al., 2003, p. 1811).

노
문

Это хорошо отражается в их
работе (А. Д. Иванов, Т. С.
Волков, И. В. Кутузов, С. Д.
Толстой, & А. С. Шмелев, 2009,
С. 189).

... Этого рода концепция по
народу распространяется по
городам (А. Д. Иванов и др.,
2009, С. 189).

동
양

...(모든 저자 나열, 연도, pp. 2334).

... (첫 번째 저자, 연도, p. xxx).

국
문

...라고 주장하였다(송광억, 김재
현, 김동현, 송재순, 나동혁,
2008, pp. 98-114).

... 사실이 밝혀졌다(송광억 등,
2008, pp. 98-114).

중
문

... (張三, 李四, 王五, 2007, p.

일
문

…...(谷口真子, 上田広樹, 広瀬恭 ...(谷口真子等, 1987, pp. 286290).
子, 1987, p. 261).

346).

... (張三等, 2007, pp. 355-357).

(3) 6인 이상의 저자
- 쪽수(pages)를 표기해야 할 경우: p. xx 또는 pp. xx-xx 형식으로 표기.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된 경우

저자가 본문에서
언급되지 않은 경우

594

외국학연구 제28집

서
양

First author
Pages)...

et

al.

(Year,

영
문

McDuffie et al. (2002) tested 20
young and healthy men ... an
average weight loss of 4.4 kg, or
9.7 pounds (p. 646).

노
문

И. А. Петрова и др. (2002, c.
123) более и менее
обнаруживают, что …

... (First author et al., Year, Pages).
After the test for 20 adolescents, aged
12-16, over a three-month... an average
weight loss of 4.4 kg, or 9.7 pounds
(McDuffie et al., 2002, p. 646).
… (И. А. Петрова и др., 2002).

첫 번째 저자 “등” // “외”

...(첫 번째 저자 “등” // “외”, 연도,

(연도, 쪽수)

쪽수)

김상희 등(2003, pp. 24-43)의
연구는...

...을 분석한 연구(김상희 등, 2002)
에서는...

Colman 등(1997)의 연구는...

NASA의 연구자들(Lieben 등, 1997)
은 … 연구에 착수하였다.

중
문

據張三等(2010)的硏究, ...(p. 32).

…(張三等, 2010, p. 32).

일
문

礒合真弓等(2002)
は...(p. 54).

...(礒合真弓等, 2002, p. 54).

동
양

국
문

の

研究

4) 저자가 기관일 경우 (약어는 [ ]안에 포함 가능)
처음 인용

이후 인용

(기관명 ([약어]), 연도, (p. xx))

…(기관명 약어, 연도).

Obesity puts children at risk for a
number of medical complications.
(Center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2004, p. 11).

Obesity puts children at risk for a number
of medical complications, including type 2
diabetes, hypertension, sleep apnea, and
orthopedic problems (CDC, 2009).

표
기

영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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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
문

…сосуществует в её позднем
производстве (Московски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университет
[МГУ], 2008).

…не только ограничивается (МГУ,
2008).

▸최근에 진행된 첨단영상 재

▸과기원(1996)의 연구 결과에 의

현의 가능성 연구(한국과학기
술원[과기원], 1996)에 의하
면...

국
문

595

▸외국의 연구(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 1997) 결과
는...

하면...
▸...주장한다(과기원, 1996).
▸NIMH의 연구(1997) 결과에 따르
면...
▸...를 입증하였다(NIMH, 1997).

중

▸據中國的統計(中國社會科學

▸據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

문

院工業經濟研究所, 2007): ...
(p. 103).

所的統計: ... (中國社會科學院工
業經濟研究所, 2007, p. 103).

일

▸最近の研究(日本文化センタ

문

ー, 2006) ...(p. 127).

▸...(日本文化センター,

2006,

p.

127).

5) 기타
(1) 동일 저자의 논문이나 저서가 같은 연도에 2개 이상 존재할 경우.
표기
영문

연도a/b/c... (첫 번째 논문 “연도a”, 두 번째 논문 “연도b”, 등등)
Research by Durgin (2003b) has yielded new findings about the role of
counseling in treating childhood obesity.

노문

По поводу исследования И. А. Оксенова (1967b)…

국문

홍길동(1999a)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중문
일문

據梁繼紅的硏究(1997a), 章學誠的‘釋通’與‘答客問’寫作時間...
上田広樹の研究(2001a)は...のようになっている。

596

외국학연구 제28집

(2) 두 개 이상의 자료를 인용할 경우 [세미콜론 (;) 사용]
표
기

(저자1, 연도; 저자2, 연도; 저자3, 연도)

영
문

Researchers have indicated that studies of pharmacological treatments for
childhood obesity are inconclusive (Berkowitz et al., 2003; McDuffie et al.,
2002).

노
문

Возможность из встречи обеспечивается…(Оксенов, 1937, 1940;
Григорьева 1969; Виролайнен, 2000).

국
문

...라는 논증을 제시하였다(배종수 2011, 2012a; 김민중 2009; 김성훈
2002, 2003, 2004).

중
문

對於淸代樸學...(楊向奎, 1994; 余英時 1995).

일
문

その時代は...(上田広樹, 1987; 小松伸一, 1990).

6) 재인용
★참고문헌 목록에는 재인용 문헌만을 제시한다.
예) 내

주: 홍길동(1990: 김철수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참고문헌: 김철수 (2001). 한국 고대문학 속의 문화. 국어학연구,
45(3), 23-45.
서양

(as cited in 저자, 연도, p. xxx)

영문

Former surgeon general Dr. David Satcher described “a nation of young
people seriously at risk of starting out obese and … an illness” (as cited in
Critser, 2003, p. 4).

노문

Н. Н. Петрунина (1947: Цит. по: А. С. Штормов, 1965) обнаруживает,
что …

동양

원전 저자 (원전 출판년도: 재인용 저자, 재인용문헌 출판연도 +
“에서 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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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1990: 김철수, 2001에서 재인용)의 연구에서는...
국문

▸...라는 주장이 제기되었다(홍길동, 1990: 김철수, 2001에서 재인
용).

중문

일문

▸據張述祖(1939: 轉引余英時, 1993)的硏究: ...
▸他主張: ... (張述祖, 1939: 轉引余英時, 1993).
▸小松伸一(1992: 上田広樹, 1998から再引用)の研究から...
▸...という主張がありました(小松伸一, 1992: 上田広樹, 1998).

7) 인터넷 자료
(1) 저자와 연도를 알 경우
표기

저자 (연도).... 또는 ...... (저자, 연도).
▸Atkinson (2001) found that children who spent at least four hours a day

영문

watching TV were less likely to engage in adequate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week.
▸It is found that children who spent at least four hours a day watching
TV were less likely to engage in adequate physical activity during the
week (Atkinson, 2001).
▸А. Д. Пагановский (1987) продолжает исследовать…

노문

▸… этот параллелизм обнаруживается не только в одном
произведении, но и
(Пагановский, 1987).

при

создании

разных

국문

홍길동(2001)은 ... 입증하였다. // … (홍길동, 2001).

중문

▸王明明(2013)說: ... // ... (王明明, 2013).

일문

▸小松秀夫(2013)は ... // ... (小松秀夫, 2013).

произведени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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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를 모를 경우
- 저자 대신 제목을 표기한다.
- 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첫 번째 단어나 처음 두 단어를 인용부호
“
표기
영문

노문

국문

” (둥근 따옴표) 안에 넣어 사용.
(제목, 연도) // (“첫 번째 단어나 처음 두 단어,” 연도)
The body’s basal metabolic rate, or BMR, is a measure of its at-rest
energy requirement (“The body’s,” 2003).
Русская литература и фольклор вечно продолжаются в душе русского
народа (“Русская,” 2009).
학생들의 스트레스는 성장발육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가 진행
되었다(“학생들의,” 2009).

중문

經過一番實地考察, ... (“經過一番”, 2013).

일문

経済回復の兆しは... (“経済回復”, 2004).

(3) 날짜(date)를 모를 경우
- 약어 “n.d.” 사용 (for “no date”)
표기

서양문헌: (저자, n.d.) // 동양문헌: (저자, 연도미상) // (著者, 刊年未詳)

영문

Attempts to establish a definitive link between television programming
and children’s eating habits have been problematic (Magnus, n. d.).

노문

Для историков, этнографов, археологов и всех интересующихся
русской
традиционно-бытовой
культурой…(Фомичев,
не
датировано).

국문

문화는 생활양식의 반영이며 정신문화의 토대이다(홍길동, 연도
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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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문
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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上靖難犂庭, 神武丕烈 (錢謙益, 刊年未詳).
文化は生活の反映であり、精神文化の土台である(松村秀夫, 刊年未
詳).

(4) 개인서신 (Personal Communications)
- 인터뷰, 메모, 서신, 이메일, 또는 출판되지 않은 문헌 등.
★ 참고문헌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
(이름 약자. 성, personal communication, 월 일, 연도)
영문

▸M. E. Daniels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22, 2010) explained in
an email that . . .
▸The interviewee (M. E. Daniels, personal communication, April 22,
2010) explained during our interview that . . .

노문

(이름 약자. 부칭 약자. 성, письмо от 24-ого марта, 2013)
… в нём показывается (А. Г. Шмелев, письмо от 12-ого апреля 2013).
홍길동(개인서신, 2012.12.12)… //… (홍길동, 개인서신, 2012.12.12).

국문

▸홍길동(개인서신, 2012.12.12.)은 … 한다고 주장한다.
▸…한다고 주장한다 (홍길동, 개인서신, 2012.12.12).

중문

일문

張三(書信, 年月日). . .

//

. . . (張三, 書信, 年月日).

▸吳宓(書信, 1919.8.13)說: ... // ... (吳宓, 書信, 1919.8.13).
某(書信, 年月日). . .

//

. . . (某, 書信, 年月日).

▸堤慎吾(書信, 1957.6.14)は... // ... (堤慎吾, 書信, 1957.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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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성서, 고전, 및 원전
- 성서나 고전은 본문(text), 버전(version), 판본(edition)과 해당 부분
(장, 절, 행)을 명시.
표기

영문

(저자 장:절, 버전)
Peace activists have long cited the biblical prophet’s vision of a world
without war: “And they shall beat their swords into plowshares, and their
spears into pruning hooks; nation shall not lift up sword against nation,
neither shall they learn war any more” (Isaiah 2:4, Revised Standard
Version).
그 때에 베드로가 예수께 와서 "주님, 제 형제가 저에게 잘못을
저지르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일곱 번이면 되겠

국문

습니까?" 하고 묻자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일곱 번뿐
아니라 일곱 번씩 일흔 번이라도 용서하여라." (마태오 18:21~22,
New Revised Standard Version)

2. 참고문헌 표기방법(References)

1) 일반 사항
a. 참고문헌 목록 제목은 “References”라고 붙인다.
(영문 및 한글로 논문집필 경우)
b. 저자 성(last name)의 알파벳 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표기한다.
c. 한 저자가 반복되어 표기될 때, 저자의 표기를 반복한다.
예) Johnson, K. (2001). Syntactic theory in Enlgish. New York: Pergamon.
Johnson, K. (2004). Semantic Interface in English Syntax. NY: Holt.

외국학연구 제28집

601

* __________ (2008). Linguistics in Natural Languages. NY: Holt. (틀린표기)
d. 참고문헌 목록은 국문, 영문, 기타 외국어 문헌 순서로 표기한다.
e. 출간년도는 저자의 성과 이니셜 다음에 바로 표기.
예) Smith, J. (2008). … // 김철수 (2012). …
f. 책 제목은 이탤릭(italic)체로 한다.
g. 논문제목은 이탤릭체로 쓰지 않으며, 인용부호(“ ”)도 붙이지 않는다.
h.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가 있는 경우, DOI를 모든 인쇄정보 뒤에 붙
인다.
i. 영어를 제외한 국문 및 기타 외국어 문헌의 경우, 로마자 전사를 반드시
병기한다. (로마자 전사와 관련된 세부사항은 외국학연구 홈페이지 참
조: 외국학연구소 홈페이지: http://fsi.cau.ac.kr/index.php)

2) Articles
a. 학술지는 하나의 권(volume) 또는 1개 이상의 호(issue)로 구성되어 있다.
예) The Journal of African Studies, 10

[권] 또는 [집]

예) The Journal of African Studies, 23(3) [권(호)]
b. 쪽수 매김(pagination)이 호(issue)마다 1쪽부터 매겨지는 경우는 권(호)
순서로 표시한다.
예) Journal of Style, 27(3)
c. 쪽수 매김이 첫 호(issue)부터 다음 호에 연속해서 매겨지는 경우, 호
(issue)를 제외하고 권(volume)으로만 표기한다.
예) Journal of Social Animals, 27, 1-29
Journal of English Education, 27, 588-605
d.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는 각 논문의 식별번호이다. 주로 online
journal article에 부여됨.

602

외국학연구 제28집

e. Paper journal article의 경우도 종종 DOI 번호를 가지고 있다.
f. Online journal article의 경우, 표제 페이지(title page)의 상단이나 하단에서
DOI 번호를 확인할 수 있다.
★ DOI 번호 확인은 http://www.crossref.org/guestquery/에서 확인 가능.

(1) 학술 논문 (Journal Articles)
- DOI 번호가 있는 경우, 맨 마지막에 DOI 번호를 포함시킨다.
- Paper journal article의 경우 반드시 DOI를 포함시킬 필요는 없다
서양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Year). Title of article. Journal title,
volume(issue), pp. xx-xx.
▸ Hallin, D. C. (2008). Sound bite news. Journal of Communication,
42(2), 5-24. DOI: 10.1177/0269881105058776
▸Smith, C. M. (2012). Russian Culture in Asia. Journal of Culture, 23(4),

영문

245-267.
▸Mcbain, J. H. (2003). Sound and image in mass media. The Journal of
Mass Media, 32, 544-561. DOI: 10.1177/0269881105058776
▸McDonals, C. R. (1999). Cultural Aspects in Advertising. Culture &
Society, 12, 244-261.
▸Комянов, В. (1992). Гости ниоткуда. К возвращению «Счастливая
Москва» Андрея Платонова. Литературное обозрение,
10(2), 21-30. doi: 23.3433/438954839584839
▸Шубалов, А. (2002). Русское понятие про Европу. Литературное

노문

обозрение, 19(2), 130-147.
▸Анненкова, И. В. (2011). Язык современных СМИ как система
интерпретации в контексте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современной русской культуры, 23, 111-132.
00.0000/000000000000000

Язык
DOI:

▸Смирнов, П. С. (2011). Язык культуры и литературы. Русский язык
и культура, 43, 345-3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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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3

저자 성, 이름 약자. (연도).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쪽수.
DOI: 000000000000000000
▸김철수 (2011). 전환기 문학과 모더니티. 영어영문학, 22(2), 5670. DOI: 12.1222/12545 4556578989
▸서종수 (1998). 미학과 문학의 대중화 모색. 아시아 문화, 46(1),

국문

79-99
▸최민정 (2001). 근대문학과 혁명사적 이데올로기. 문학과 문화,
13, 230-249. DOI: 23.34 65/657532147690897
▸한민철 (1991). 로마의 흥망성쇠와 문화, 미학비평, 61, 20-49.
▸宋德熹 (1997). 陳寅恪關隴集團學說的新詮釋. 中國學報, 37(1),

중문

231-236.
▸沈衛威 (2005). 作爲文化保守主義批評家的胡先驌, 江西社會科學,
3, 237-248.
▸小椋嶺一 (1999). 春雨物語 目ひとつの神 論. 女子大国文, 123,

일문

56-61.
▸浅野三平 (1971). 秋成伝における二・三の問題. 国語と国文学, 3
8(6), 35-38.

(2) 잡지 기사 (Magazine Article)
- 월간지: 연도와 월 표시 [★ 러시아어: Январь 2014 (월 연도로 표시)]
- 일/주간지: 연, 월, 일 표시

// 계간지: 계절 표시

- 동양어의 경우, 연.월.일. 순서로 마침표를 사용.
표기

저자 (연도, 월 또는 연도, 월 일). 기사제목. 잡지명, 권(호), 쪽
수.

월간

McKibben, B. (2007, October). Carbon’s new math. National
Geographic, 212(4), 3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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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일간

Henry, W. A., III. (1990, April 9). Making the grade in today's schools.
Time, 135, 28-31.
Виноградов, С. (Январь 2014). Образ мастера. Русский мир, 18,
12-15.
공선옥 (1997. 가을). 내 생의 알리바이. 창작과 비평, 82-137.
曾美蘭 (2010. 7.). 歷史城市與現代性的反思—海上傳奇三題. 電影評
介，13, 31-32.
石原日出美 (2007. 8.). 近世怪奇文学の流れと構造. 文学界, 50,
28-32.

(3) 신문 기사 (Newspaper Article) [쪽수를 p. xx로 표시]
① 기고자가 밝혀진 신문기사
표기

기고자, (연도, 월 일). 기고문 제목, 신문명, pp. xxx.

영문

Delaney, K. J., Karnitschnig, M., & Guth, R. A. (2008, May 5).
Microsoft ends pursuit of Yahoo, reassess its online options. The
Wall Street Journal, pp. A1, A12.

노문

Аронов, В. (25 января 2011). Демократический подход к России.
Русская газета, С. 06.

국문

홍길동 (2012. 8.15.). 인문학의 위기, 이대로 갈 것인가?
대학일보, pp. 1, 5.

중문

錢鍾書 (1933.11.14.). 談俗氣, 大公報, p. 7.

일문

小林一樹 (1946.12.11.). これからの日本の運命は, 読売新聞, p. 14.

② 기고자가 밝혀지지 않은 신문기사
표기

기고문 제목 (연도, 월 일). 신문명, pp. 쪽수.

영문

As prices surge, Thailand pitches OPEC-style rice cartel. (2008, May 5).
The Wall Street Journal, p. A9.

노문

Советская песня отмолчалась и открывается сейчас по-новому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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фев. 2014). Известия, С. 8.
국문

춤추는 대학입시 (1996. 3. 3.). 한국교육신문, p. 2.

중문

岳南谈大师：陈寅恪的个人境界无人能及 (2011.10.19.). 遼瀋晚報,
p. 6.

일문

先の見えない日本経済 (2000.01.20.). 朝日新聞, p. 9.

3) 저 서 (Books)
(1) 1인 저자
표기

저자성, 이름 이니셜. (연도). 책제목. 출판지: 출판사.

영문

Egeland, J. (2008). A billion lives: An eyewitness report from the
frontlines of humanity. New York, NY: Simon & Schuster.

노문

Бахтин, М. М. (1979). Проблемы поэтики Достоевского.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국문

김성태 (1994). 발달심리학. 서울: 교육과학사.

중문

張舜徽 (1982). 周秦道論發微. 北京: 中華書局.

일문

木村好恵 (1995). 経営学概論. 東京: 小学館.

(2) 2인 이상의 저자
① 2-7인의 저자
- 서양 저자의 경우, 모든 저자의 성과 이니셜을 표기.
마지막 저자 앞에 ‘&’ 사용
- 동양 저자의 경우, 모든 저자의 성명을 쉼표로 나누어 표기.
서양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 저자7

영문

Musick, M. A., & Wilson, J. (2007). Volunteers: A social profile.
Bloomington: Indiana University Press.

606

외국학연구 제28집

노문

Моисеева, Н. А., Папарин, А. С., Хисамова, З., & Зиновьев, А. А.
(1996). Пост-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Россия: Публицистика
1991-1995. Москва: Прогресс

동양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저자7

국문

한범숙, 윤미란, 이경민 (1994). 청년심리학. 서울: 학지사.

중문

倉修良, 倉曉梅 (1996). 章學誠評傳. 南寧: 廣西敎育出版社.

일문

木村好恵, 田中康二, 中村正市 (1986). 幻想文学論. 東京: 小学館.

② 8인 이상의 저자
- 서양저자의 경우, 저자를 6명까지 표기하고, 중략기호(...) 후 마지막
저자 표기.
- 동양저자의 경우 저자들의 성명을 모두 표기.
서양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 마지막 저자명 (연도).

영문

Chvany, C. A., James, J. R., Schlundt, D. G., Baughman, C. L., Fleming,
M., Vanderbilt, C., ... Rothman, R. (2009). Self-management in
Type 2 diabetes: The new-born babies and adolescents
perspective. The Diabetes Educator, 34, 118-127.

노문

Моисеева, Н. А., Папарин, А. С., Хисамова, З., & Зиновьев, А. А.
(1996). Пост-коммунистическая Россия: Публищистика
1991-1995. Москва: Республика.

동양

저자1, 저자2, 저자3, 저자4, 저자5, 저자6, 저자7, 저자8 (연도)

국문

한창호, 손민숙, 이경민, 손호재, 김동호, 김민석, 현재훈, 탁재혁
(1994). 청년심리학과 연구방법론. 서울: 학지사.

중문

趙大, 錢二, 孫三, 李四, 周五, 吳六, 鄭七 (2013). 千家姓排名.
北京: 人民出版社.

일문

木村好恵, 田中康二, 中村正市, 藤原憲子, 藤木一差, 安藤和夫,
池田三木, 三浦憲子 (1998). 近代日本の歴史の構造. 東京:
小学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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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편저
[서양저서의 경우, 1인 편집인 (Ed.), 2인 이상의 편집인 (Eds.) 사용]
서양

편집인 성, 이름 약자. (Ed.). (연도). 책제목. 출판지: 출판사.
▸Croft, E. M. (Ed.). (2007). Readings about the social animal. New

영문

York, NY: Worth.
▸Aronson, J., & Aronson, E. (Eds.). (2008). Readings about the social
animal (10th ed.). New York, NY: Worth.

노문

Муравьева, О. С. & Писарева, Д. (Под ред.). (2002). Пушкин и
Белинский в России. Москва: Локид-Пресс.

동양

편집인 성명 (편). (연도). 책제목. 출판지: 출판사.
▸박경자 (편). (2002). 영어교육의 이해. 서울: 한국문화사.

국문

▸서종원, 김송래, 박경자 (편). (2004). 영어교육의 이해와 학습.
서울: 한국문화사.
▸學峰國學文化硏究所 (編). (1995). 淸儒治學與淸代學術. 香港:
學峰文化.

중문

▸林慶彰 (編). (1995). 乾嘉學術硏究論著目錄 (1900-1993). 臺北:
中央硏究院中國文史哲硏究所籌備處.
▸蕭文立, 劉恒 (編). (2009), 如松斯盛 - 首屆羅振玉書學書法國際

學術研討會論文集. 瀋陽: 萬卷出版公司.
일문

▸小松和彦 (編). (2000). 『妖怪』怪異の民俗学二. 東京: 河出書房.

(4) 저자와 편집인이 있는 저서
서양
영문

저자 (연도). 책제목 (편집인 이름 이니셜. 성, Ed.). 출판지: 출판사.
McLuhan, M. (2003). Understanding me: Lectures and interviews (S.
McLuhan, Ed.). Toronto, Ontario, Canada: McClelland & Stew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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Жуковский, А. В. (1997). Русская сказка (Под ред. А. Д.
Григорьевой). Москва: Художественная литература.

동양

저자 (연도). 책제목 (편집인 편). 출판지: 출판사.

국문

박태성 (1998). 지능발달의 이해 (서수현 편). 서울: 민중문화사.

중문

周予同 (1996). 周予同經學史論著選集 (朱維錚 編). 上海:
上海人民出版社.

일문

高木元 (1994). 江戸の想像革命 (木村吉野 編). 東京: 小学館.

(5) 번역서의 경우
서양

저자 (연도). 책제목 (번역자, Trans.). 출판지: 출판사.

영문

Steinberg, M. D. (2003). Voices of revolution, 1917 (M. Schwartz,
Tran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Original work
published 2001)

노문

Стивен, Э. (2011). Сады и луны (Перевод В. Иванова). М.: Эскимо.

동양

저자 (연도). 책제목 (번역자 역). 출판지: 출판사. (원전출판: xxxx)

국문

미하일 아파나시예비치 불가코프 (2013). 개의 심장 (김세일
역). 서울: 창작과 비평. (원전출판: 1968)

중문

倪德衛 (David S. Nivison) (2003). 章學誠的生平與思想 (楊立華 譯). 臺北:
唐山出版社..

일문

トルーマン・カポーティ (2002). 誕生日の子どもたち (村上春樹
訳). 東京: 文藝春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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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서의 저자를 모르는 경우
① 저자를 모르는 경우, 책제목을 표기
표기

책제목 (연도). 출판지: 출판사.

영문

New concise world atlas (2007).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노문

Русская грамотность в XIV веке (1876). Москва: Языки и Обучение.

국문

문화재와 우리역사 (2012). 서울: 문화북스.

중문

歷代法家文選 (1975). 北京: 文物出版社.

일문

小説の発生 (1982). 東京: 小学館.

② 저자가 기관(organization)인 경우
표기

기관명 (연도). 책제목 (판본). 출판지: 출판사.

영문

American Psychiatric Association (2007). Diagnostic statistical manual
of mental disorders (4th ed.). Washington, DC: Oxford
University Press.

노문

РГИА (1987). Память на киевскую Русь,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국문

한국관광공사 (2012). 이야기로 떠나는 우리나라. 서울: 팩컴북
스.

중문

中國社會科學院工業經濟研究所 (2007). 2007 中國工業發展報告－

일문

日本文化振興会 (2003). 日本の妖怪文化.

工業發展效益現狀與分析. 北京: 經濟管理出版社.
東京: 文藝春秋.

③ 저자가 출판사인 경우 (APA, 2010, p. 203 참조)
서양

출판사 (연도). 책제목 (판본). 출판지: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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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2010).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6th ed.). Washington, DC:
Author

노문

Русский язык (2007). Новинки по мировой истории. М., СПб.

동양

출판사(혹은 출판사편집부) (연도). 책제목. 출판지.

국문

한국심리학회 (2002). 심리학 연구의 역사. 서울.

중문

中華書局編輯部 (2013). 中華書局百年總書目 (1912-2012). 北京.

일문

平凡社編集部 (2007). 日本の歴史認識. 東京.

(7) 편저의 장(章, chapter)
서양

저자 (연도). 장(章) 제목. In 편집인 (Ed.), 책제목 (pp. xxxxxx). 출판지: 출판사.

영문

O'Neil, J. M., & Egan, J. (1992). Men's and women's gender role
journeys: Metaphor for healing, transition, and transformation.
In B. R. Smith (Ed.), Gender issues across the life cycle (pp.
107-123). New York, NY: Springer.

노문

Фомичев, С. А. (1982). Лирический цикл Пушкина. Под ред. Б. А.
Маяковского, Временник Пушкинской комиссии (С. 89-110).
Москва: Просвещение.

동양

저자성명 (연도). 장제목. 편집인 성명 (편), 책제목 (pp. xxx-xxx).
출판지: 출판사.

국문

김정은 (2001). 문학에서 문화학으로. 홍길동 (편), 문화연구를
위한 새로운 시각 (제4판) (pp. 34-56). 서울: 문화출판사.
周啓榮, 劉廣京 (1984). 學術經世: 章學誠之文史論與經世思想. 中央

중문

硏究院近代史硏究所 (編), 近世中國經世思想硏究討會論文

集 (pp. 3117-154). 臺北: 中央硏究院近代史硏究所.
일문

小林秀夫 (1995). 文学から文化学へ. 村山英樹 (編), 文化研究の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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め新しい展望 (pp. 234-254). 東京: 平凡社.

(8) 서평 (Book Review)
★ 러시아어의 경우, (일-월-연도) 순으로 기재한다.
예) 11 января 2014

서양

서평자 (연도, 월 일). 서평제목 [Review of the book 책제목 by 책
저자]. 단행본명, 권(호), 쪽수. DOI (if avail) 또는 Retrieved from
URL
Schatz, B. R. (2000, November 17). Learning by Text or Context?

영문

[Review of the book The social life of information, by J. S.
Brown & P. Baker]. Science, 290. DOI : 10987.1126scienc
e.290.5495.1304
Березинский, Л. С. (14 ноября 2014). Светлая печаль и грустное

노문

счастье

[Рецензия

литература

и

её

на

книгу

развитие

Современная
А.

Н.

русская

Николаевского].

Временник Пушкинской комиссии, 36(2), Ленинград: Наука.
동양

서평자 (연도.월.일.). 서평제목 [서평: 서평대상 책제목 (책저자,
연도)]. 단행본 제목, 권(호), 쪽수. (DOI)

국문

홍길동 (2008.3.12.). 한국의 인문학 이대로 가능한가? [서평: 우리
나라의 인본주의 (김종덕, 2007)]. 문화인류학, 34(4), 97113.
葛兆光 (1996.6.10.). 十八世紀的學術與思想 [書評: 從理學到樸學 -

중문

中華帝國晚期思想與社會變化面面觀 (艾爾曼, 1995)]. 讀書,
6, 48-56.

일문

安藤弘恵 (2001.3.12.). 正しい歴史認識の土台

[書評: 歴史教科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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の改訂 (木村文恵, 2000)]. 東アジアの歴史問題の焦点, 23,
67-70.
4) 학위논문 (Thesis and Dissertation)
서양
영문

Author, A. A. (Year of publication). Title of thesis (Type of thesis).
Institution, Location.
Ward, I. (1998). Sedimentary history of the Pandora wreck and surrounds
(Master’s thesis). James Cook University, Townsville, Australia.
Вишняков, И. В. (2001). Модели и методы оценки коммерческих
банков в условиях неопределенности (дис. … канд. экон.

노문

наук). МГУ, Москва.
동양

연구자 (수여년도). 논문제목. 학위명, 수여기관명, 소재지.

국문

김동기 (1999). 서비스의 質的 改善方案에 관한 硏究: 서비스 業
體 및 機關 從事者를 中心으로. 박사학위논문, 경희대학교,
서울.

중문

宋家復 (1991). 章學誠的歷史構想與比較研究. 碩士學位論文, 臺灣
大學, 臺灣.

일문

礒合真弓 (2002). 雨月物語 研究. 博士學位論文, 広島女学院大学,
日本.

5) 인터넷 자료 (Internet Sources)
(1) 전자 서적 (E-Books)
서양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Year). Title of book. Retrieved from
URL of publisher home page

영문

Carr,

A.
(2003).
Abnormal
psychology.
http://ebooks.greenwood.com

Retrieved

from

노문

Пагановский, А. Д. (1987). Любовь к культуре и литератур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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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holar.russia.library/do
동양

저자성명 (연도). 책제목. 자료출처: URL

국문

채석근 (2011). 실생활에서 본 예술미학의 이해. 자료출처:
http://scholar.dsl.nsdlo =1123457285969

(2) 온라인 저널
- 알 수 있는 모든 정보를 표기한다.
서양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Year, Month Day). Title of article.
Title of Journal, Volume(Issue), Page(s). Retrieved from URL

영문

Frederickson, B. L. (2000, March 7). Cultivating positive emotions.
Prevention & Treatment, 10(2), 15-25. Retrieved from
http://journals.apa.org/prevention.html

노문

Тихомиров, Д. С. (2000).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в искусстве.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за рубежом, 34(2), 98-121. http://journals.link.
library.ru

동양

저자성명 (연.월.일.). 논문제목. 학술지명, 권(호), 쪽수. 자료출
처: URL

국문

송성식 (2012. 5.12.). 문화 선진국이란 무엇인가? 말과 글, 32(3),
4-10. 자료출처: http: //journals.apa.org/prevention.html

중문

鄒思聰 (2014. 1.12.). 中國媒體感情的南方. 亞洲週刊, 28(2), 23-24.
http://as.yz zk.com/cfm /content=1388634383340&docissue=
2014-02

일문

小林公子 (2011. 2.4.). 中世の文学. 国語と国文学, 67(5), 54-58.
http://www.shibundo.net /kokugo/kokugotop.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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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웹 문서 (Online에서 a document, a chapter, a section을 인용할 경우)
① 저자를 아는 경우
표기
방식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Year, Month Day). Title of
document. Retrieved from name of organization website: URL

영문

White, K. M. (2004). Health disparities. Retrieved from Maryland
Nursing Association website: http://www.marylandrn.org

국문

김상철 (2004). 이상주의와 현실주의. 자료출처: 미국심리학회
http://www.DCculp.org

② 저자가 없는 경우
서양

Title of document (Year, Month Day). Retrieved from name of
organization website: URL

영문

Health disparities (2004). Retrieved from Maryland Nursing Association
http://www/marylandrn.org/WorkplaceHealth.html

노문

Крещение Руси: факты против легенд и мифов. (1984).
http://library.russia.database.ru

동양

문서제목 (연.월.일.). 자료출처: URL

국문

한국 문화인류학의 현재 (2003). 자료출처: 한국문화인류학회

중문

일문

http://www.anthropological.association.org/proceedings.html

好書共賞 - 倪匡籲家長：讓子女自由發揮 (2013.7.21.). 明報讀書網.
網地: http://reading.mingpao.com/cfm/BookSharing=1105

最近の女子高校生 (2007. 8. 23.). 朝日新聞.
http://www.asahi.com/articles/ASG242T4FGfasaf/=comtop6_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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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온라인 신문기사
표기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Year, Month Day). Title of article.

방식

Title of Newspaper. Retrieved from URL

영문

Pear, R. (2008, January 18). Growth of genetic tests. New York Times.
Retrieved from http://www.nytimes.com/health.html

노문

Новяков, В. В. (07 Февраля 2014). Церемония открытия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 в Сочи начнется сегодня в символические 20:14. Правда.
http://www.pravda.ru/news/society/07-02-2014/1191071-sochi-0/

국문

중문

홍길동

(2013.4.23). 통일한국의 미래. 조선일보. 자료출처: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4/01/28.html

吳世寧 (2013.10.4). 明報. 愛書人書架: 黃志淙書櫃樂與路 踏上尋
書路. http://dfa.com/c BookSharingFo/reading.mingpa
cus.cfm?mode=details&iid=1176
安部俊夫 (2012. 11.12). 人々の福祉の未来. 朝日新聞.

일문

http://www.asahi.com/articles/ASG242T4FG24UTIL004.html?i
ref=comtop_6_01

(5) 온라인 백과사전
① 저자와 편집인이 있는 경우
표기
방식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Year). Title or encyclopedia entry.
In First & Middle Initials. Last name (Ed.), Encyclopedia Title.
Retrieved from URL

영문

Smith, J. (2004). Western painting. In B. J. Brown (Ed.),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britannica.com

국문

스미스 (2004). 서양의 회화. 온라인 백과사전 (브라운 편). 자료
출처: http://www.br itannic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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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저자만 있는 경우
서양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Year). Title or encyclopedia entry.
In Encyclopedia Title. Retrieved from URL
▸Hooker, R. (2004). Early Japanese visual arts. In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Retrieved from http://search.eb.com/eb/
article-9399848

영문

▸Smith, J. (2004). Western painting. In Encyclopedia Britannica
Online. Retrieved from http://www.britannica.com
동양

저자 (연도). 백과사전 표제명. 백과사전명. 자료출처: URL

국문

스미스 (2004). 고구려 초기의 시각예술. 온라인 브리태니커 백
과사전. 자료출처: http: //search.eb.com/eb/article-9399848

③ 저자와 편집인을 모르는 경우
서양

Title or encyclopedia entry. In Encyclopedia Title. Retrieved from URL

영문

Heuristic. (1980). In Merriam-Webster's online dictionary (11th ed.).
Retrieved from back: //www.m-w.com/dictionary/heuristic

동양

표제어 (연도). 백과사전명 (판본). 자료출처: URL

국문

로마 (1999). 온라인 브리태니커 백과사전 (제11판). 자료출처:
http://www.m-w.com /dictionary/rome

6) 이미지 자료
(1) 이미지의 출처가 인쇄물(Print Source)인 경우

서양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Image creator). (Date work created).
Work Title. [Format]. Name of Individual or Institution, Which Owns
Work, Location. Book Title. By Author name. City, State: Publisher. Page
Number.

외국학연구 제28집

617

영문

Rousseau, H. (1896). The ship in the storm [Painting]. Musee de
l'Orangerie, Paris. Henri Rousseau: Jungles in Paris. By
Claire Fresches et al. Washington, DC: National Gallery of
Art. 232.

동양

작가 (창작일). 작품 제목 [작품형태]. 소장인 또는 소장기관,
장소. 책제목. (저자). 출판지: 출판사.

국문

김홍도 (19세기). 활터 [그림].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우리
그림 감상. (김용석). 서울: 국립중앙박물관.

(2) 이미지의 출처가 인터넷(Internet)인 경우
서양

Last Name, First & Middle Initials (image creator). (Date Created). Work
Title [Format]. Name of Individual or Institution, which Owns Work,
Location. Retrieved from Web Site URL

영문

Rousseau, H. (1896). The ship in the storm [Painting]. Musee de
l'Orangerie, Paris. Retrieved from http://www.uwm.edu/~was
/rousseau.jpg

동양

작가 (창작연도). 작품명 [작품형태]. 소장인 또는 소장기관,
장소. 자료출처: URL

국문

김홍도 (19세기). 활터 [수묵담채화]. 고려대학교 박물관, 서울.
자료출처: http://arts/quesryry=%%ED%99%94%EC%B2%
A9%3E&os=616571

7) 동영상 자료
- 작가를 알 수 없는 경우, 동영상 제목을 저자 위치에 표기.
- 작가가 있는 경우:

서
양

Author. (Year, Month Day). Title of video [Video file]. Retrieved from
URL
- 작가가 없는 경우:
Title of video. (Year, Month Day). [Video file]. Retrieved from database
URL00000000000000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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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ker, N. (2007, February 7). March of the librarians [Video file].
영
문

Retrieved
0NoDQ

from

http://www.youtube.com/watch?v=Td9221

▸Costa Rica: Ecotourism and economic development. (2002) [Video
file]. Retrieved from http://www.digitalfilms.com

노
문

▸Русская культура в древнем мире (26 ноября 2012). [Видео файл].
http://www.you tube.com/watch?v=Uf4iDFno3Tk
- 작가가 있는 경우:

동
양

작가성명 (연.월.일.). 동영상 제목 [동영상]. 자료출처: URL
- 작가가 없는 경우:

동영상 제목 (연.월.일.). [동영상]. 자료출처: URL
▸윤경진 (2013.01.07.). 백두대간을 날다 [동영상]. 자료출처:
국
문

http://www.youtube.com/watch?v=mUY7eDHavRY(검색일:
2014.1.20.)
▸한국인의 소리 (1999.12.04.). [동영상]. 자료출처: http://www.
archive.koreamus.co.kr

중
문

賈樟柯 (2005.2.2.). 魯豫有約 [Video file]. http://www.youtube.com
/watch=83kG0dhl-pk

일

鈴木明恵 (2008.3.5.). 生まれて初めての経験. http://www.youtube.co

문

m/watch3.Qz3RTp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