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고규정

에 첨부한다(단, 영문초록의 단어 수는 150자 이내로 한다).
(8) 영문초록에서 저자명은 성(family name)을 앞에 표기한다.
(9) 원고의 전체 매수는 A4 15매 이내로 제한한다.

1. 본 학회지는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한 원저, 종설 및 증례보고
등을 게재하며, 게재 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4. 본문내 문헌 인용 시에는 해당부위에 저자명과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하며 어깨번호를
사용하지 않는다. 2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국내문헌은 ‘와(과)’, 외국문헌은 ‘&’로

(1) 구성

연결한다.

① 이사회에서는 본 학회의 학회지 발간을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공동저자가 3~5인의 저자인 경우 첫 인용시에만 전체 저자를 표기하고 그 이후에는 제1

②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 1인, 편집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저자명 뒤에 ‘등’(국내문헌), ‘et al.’(외국문헌)을 붙인다. 6인 이상의 저자인 경우 제1저

③ 본 학회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논문의 성격에 따라 임

자명 뒤에 ‘등’(국내문헌), ‘et al.’(외국문헌)을 붙인다(APA, 2001, pp. 208-209 참조).

시위원을 선정할 수 있다.
(1) 저자명을 주어로 사용한 경우
(2) 자격
① 편집위원장은 학회 회원 중에 회장이 추천하여 이사회에서 의결한다.
② 편집위원은 학회 회원 중에 편집위원장의 추천을 받아 회장이 위촉한다.
(3) 임무

- 저자가 1인인 경우 예) 양영애(2006)는, Kang(2000)은
- 저자가 2인인 경우 예) 허진강과 양영애(2001)는, Song과 Jones(1984)는
-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예) 양영애 등(2002)은, Parker 등(1988)은
(2) 문장 끝에 표기하는 경우: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

① 편집위원회는 1년에 2회 학회지를 발간한다.

어 표기하며 국내문헌은 가나다순, 외국문헌은 ABC순으로 작성한다.

② 학회지의 발간 시기는 매년 5월 30일, 12월 30일을 원칙으로 한다.

예) …라고 하였다(허진강과 양영애, 2003; 노민희, 2002; 용준환 등, 2000;

③ 편집위원회는 논문투고 및 논문심사를 위한 규정을 별도로 둔다.

Duncan et al., 1988; Posner & Berk, 1980).

④ 발행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학회지 발행 업무를 관할한다.
5.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하며 국내문헌과 국외문헌 모두 영문을 원칙
2. 제출된 원고는 타 회지에 게재되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본지에 게재된 것을 저자 임의
로 타 회지에 게재할 수 없다.
*본 투고규정에서 규정한 형식 이외의 것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5th edition, 2001) 규정에 따른다.

으로 한다. 단, 영문 이 없는 국내문헌의 경우 한글로 제시하되 가나다순으로, 그 외 참고
문헌의 경우에는 ABC순으로 한다. 먼저 국내 저자 문헌을 소개하고 나중에 외국 저자 문
헌을 제시한다. 국외 인용문헌의 도서명과 정기간행물명, 학술지명, 권수는 이탤릭체로 하
고, 국내문헌은 HY중고딕을 사용한다. 다. 동일 저자가 같은 해에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
했을 경우에는 연도 뒤에 영문 소문자를 써서 구별한다.(예:1995a, 1995b). 공동 저자가 2

3. 제출된 원고는
(1) 윈도우용 한글을 이용하여 작성하며 원고의 행 간격은 줄 간 160%로 하며 본문의
글자크기는 10, 글꼴은 신명조, 용지의 여백은 A4기준으로 3cm로 작성한다.
(2) 의미전달에 혼동이 없는 한 한글을 권장한다.

인의 경우에는 저자명 사이에 한글로 제시된 문헌은 ‘,’, 그 외 문헌은 ‘&’로 연결한다. 공
동저자가 3～7인 인 경우 모두를 나열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 ‘&’를 붙인다. 공동 저자가 7
인을 초과하는 문헌은 저자명 을 제6저자까지만 나열(‘&’생략)한 후 제 6저자명 뒤에 ‘...’
을 삽입하고 마지막 저자명을 표기한다.

(3) 한글과 영문을 함께 표기할 경우 원칙적으로 영문은 괄호 속에 쓰며 고유명사 외에
는 소문자를 사용한다.
(4) 본문에는 아라비아 숫자와 도량형은 meter법을 사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5) 표, 그림 및 사진의 제목과 설명은 모두 한글로 표기한다.
(6) 본문 외에 사진을 별도로 첨부할 경우, 사진의 규격은 8×10cm이며 각 뒷면에 제목
과 그림 번호를 기입하여야 한다.
(7) 초록은 국문과 영문을 모두 첨부하되 국문초록은 원고의 앞, 영문초록은 맨 뒷부분

1)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
(1) DOI가 없는 경우: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수(호수), 쪽수.
(단 호수는 각 호가 1쪽부터 시작되는 경우에만 표기한다. - APA, 2010, p.199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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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회보속의 논문: 저자명. (발행연도, 계절). 제목. 회보명, 권수, 쪽수.

2)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도시명, 주명(또는 국가명): 발행처.

예) Mattingly, C., & Fleming, M. (1994). Clinical reasoning: Forms

American

manual ofmental disorders (4th ed., text rev.). Washington, DC: Author.

therapy (10th ed., pp.5-13). Philadelphia, PA: Lippincott

Williams & Wilk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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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위논문 (APA, 2010, pp. 207-208) 참조
(1) 단행본: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학위명). 학교명, 도시명.
예) Kim, J. K. (2002). he effects of the universal cuff on upper limb mo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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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자가 단체가 아닌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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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ie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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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t t p : / / w w w . r e p o a . o r . t z / d o c u m e n t s _
storage/Publications/Reports/06.3_Kessy_and_Urio.pdf
6. 제출된 원고 내용 중에서 본 학회의 투고 규정에 맞지 않는 경우에는 원문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편집위원이 수정하거나 그 게재를 보류할 수 있다.

7. 저작권
1) 대표 저자는 저작권 이양 동의서에 의거하여 논문의 저작권을 본 학회에 양도하여야 한다.
2)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은 본 학회의 승인 없이 무단 복제할 수 없다.
3) 투고된 논문은 컴퓨터상에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에게 공개함에 동의
하는 것으로 간주한다.
4) 논문지에 게재된 논문의 내용에 대한 최종 책임은 저자가 진다.

대한고령친화산업학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