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학연구」 원고 작성 요령
수정 : 2020. 08. 28.

▣ 원고 작성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할 수 있다.
2. 모든 원고는 아래아 한글(HWP)로 작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의미에 혼동 가능성이 있는 경우 ( )
안에 한자나 영자를 병기 할 수 있다.
3. 원고와 Table은 아래아 한글(HWP)을 이용하여 작성하고 Figure는 PPT, TIFF, JPEG로 작성한다.
Table 및 Figure의 글꼴 크기와 줄 간격은 필요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4. 원고 순서는 국문 제목, 국문 초록, 국문 주요어, 본문(서론, 방법, 결과, 논의), 참고문헌, 영문 제
목, 영문초록, 영문 주요어, 순서로 작성한다(template 참고).
5.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150단어(600자) 내외로 작성한다.
6. 원고 작성의 분량은 아래 원고 편집 규격을 맞춰 A4용지로 13~20페이지 이내를 권장한다(질적
연구의 경우 25페이지 이내). 원고 작성의 기본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다단 : 1단 (심사용 원고는 1단으로 편집하고, 게재확정 후 초록을 제외하고 2단으로 편집한다)
② 편집용지 : A4, 용지 방향은 세로
③ 용지여백 : 위쪽 35mm, 아래쪽 40mm
왼쪽 30mm, 오른쪽 30mm
머리말 13mm, 꼬리말 12mm
④ 문단모양 : 문단 시작은 들여쓰기 10, 줄 간격 160%, 자간 -7
⑤ 마침표 다음 : 한 칸 띌 것(두 칸이 아님)
⑥ 논문제목 : 신명조, 글자 크기 16, 진하게, 가운데 정렬
⑦ 국문초록 : 신명조, 9포인트, 양쪽 정렬
⑧ 주요어 : 중고딕, 8포인트, 양쪽 정렬(단, 영문 주요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⑨ 본문 : 신명조, 10포인트, 양쪽 정렬
⑩ 참고문헌 : 신명조, 10포인트, 내어쓰기 40
⑪ 영문초록 : 제목, 초록의 내용은 국문의 그것과 일치해야 함
(영문 제목의 명사 첫 글자는 대문자로 표기한다)
⑫ Table 및 Figure의 주 : 신명조, 9포인트, 양쪽정렬
⑬ 쪽 번호 : 첫 장부터 시작하여 끝까지 순차적으로 쪽 번호를 용지 하단 중앙에 표기하며 줄
표 넣기를 한다.
⑭ 부록 : 필요하면 실을 수 있으나 심사 과정에서 필요하지 않다고 판단되면 저자와 협의하여
삭제할 수 있음
7. 본문 중 통계검증 결과를 제시할 때 통계치는 이탤릭체로 제시한다.

- 1 -

▣ 표와 그림(Table and Figure)
1. 표(Table)와 그림(Figure)은 영어로 작성하고 본문에 인용할 때에도 영어로 표기한다.
(예) Table 1과 같이..., Figure 1과 같으며...
2. 표(Table)는 가능한 간결하게 만들며 세로줄을 긋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표의 번호와 제
목은 표 위에 제시하며 제목은 표 번호 아래에 이탤릭체로 제시한다.
(예) Table 1

Numbers of Children With and Without Proof of Parental Citizenship
3. 그림(figure와 graph)은 동판을 뜰 수 있거나 쉽게 재작성할 수 있는 형태로 제시한다. 그림의
번호와 제목은 그림 위에 제시하며 제목은 그림 번호 아래에 이탤릭체로 제시한다.
(예) Figure 1

Changes in Work Attitude as a Function of Day and Time
4. 논문의 모든 내용, 특히 표, 그림, 인용문 등은 반드시 저작권법에 위반되지 않게 기술해야 한
다.
5. 질적 연구는 표와 그림을 본문 내에서는 국문으로 작성하되, 영문으로 작성된 동일 내용을
appendix로 제시한다. 단 제목은 영어로 작성한다(부록도 전체 페이지 수에 포함) .
6. 기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7th edition을 기준으로 작성
한다.

▣ 본문 내 인용
1. 문헌의 본문 인용 시 저자 2인까지는 모두 표기하고, 3인 이상은 국문의 경우 ‘제1저자 외’, 영
문의 경우 ‘제1저자 et al.’로 표기한다.
2. 기관이 저자일 경우 기관명 전체와 약어를 표기하고, 두 번째부터 약어만 사용한다.

▣ 참고문헌
1. 국내 문헌의 경우 참고문헌을 영어로 병기하여 작성한다.
완전한 한국어 형식의 표기
[완전한 영어 형식의 표기]
(예)
홍길동(2020). 참고문헌 리스트. 상담학연구, 20(2). 21-23
[Hong, K. D. (2020). Reference list.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20(2), 21-23.]
2. 두 개 이상의 논문의 제 1저자 성(姓, last name)이 동일한 경우 제 2저자, 제 3저자의 성(姓,
last name)에 따라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동일한 저자들이 동일한 순서로 된 참고문헌은 출
판연도에 따라 정리한다. 동일 저자, 동일 출판연도의 경우 제목에 따라 알파벳순(관사 제외)으
로 정리한 후 년도 뒤에 a, b, c 등으로 순서를 표기한다. 같은 해 출판된 동일 저자들의 참고
문헌이 연속물로 표기되면 연속물 순으로 배열한다. 단일 저자의 참고문헌은 그 저자의 공저
참고문헌보다 먼저 기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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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① 학술지 논문
Author, A. A., Author, B. B., & Author, C. C. (연도). Title of article. Korean Journal of

Counseling, 권(호), pp-pp.
② 저서
- 저서 전체를 인용하는 경우
Author, A. A. (2016). Title of the book. Publisher.
- 저서의 일부(Chapter)를 인용하는 경우
Author, J. J. (2016). Title of the chapter. In A. A. Author (Ed.). Title of the book (pp.
244-316). Publisher.
③ 학위논문
Author, A. A. (2018). Title of doctoral dissertation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Name of University, Seoul, Korea.
Author, A. A. (2018). Title of master’s thesis (Unpublished master’s thesis). Name of
University, Seoul, Korea.
④ 학술대회 발표자료
Author, C., & Author, J. (2018, August). Title of the presentation. Paper (or Poster)
presented annual meeting of the Korean Counseling Association, Seoul, Korea.
⑤ 웹사이트(뉴스, 통계 등 인터넷 자료)
Author,

A.

(2019,

November

14).

Title of

the webpage title.

Website

Name.

https://www.websitename.com/address
4. 저자 20인 이하의 경우에는 모든 저자명을 참고문헌에 제시한다.
5. 저자 21인 이상의 경우에는 앞의 19인의 저자명을 쓰고, 세 개의 생략점을 찍은 다음 마지막
저자명을 붙인다.
(예시)
Author, A. A., Author, B. B., Author, C. C., Author, D., Author, E., Author, F., Author,
G., Author, H., Author, I., Author, J., Author, K., Author, L., Author, M., Author, N.,
Author, O., Author, P., Author, Q., Author, R., Author, S., . . . Author, Z. (2019). Title
of the paper. Journal Name, 1, 1-15.
6. 기타 사항은 미국심리학회에서 발행한 APA publication Manual 7th edition을 참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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