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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인용

In text Citation & References



인용

인용(citation)은 하나의 저작물을 원저자를 밝히고 널리 알려진 형식을 사용하여

다른 저작물에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타 저작물의 인용을 밝히지 않는 이용의 경우에는 표절이 될 수 있다.

인용은 또한 다른 표현 형태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하기도 하는데, 특히

그림, 영화의 장면, 음악의 일부 등 예술적 작품의 섹션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4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참고문헌작성법 (Citation) Library Guide
http://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http://libguide.snu.ac.kr/c.php?g=321609&p=2151776


인용 작성

직접인용

큰따옴표나 독립된 단락 속에

원문의 표현을 수정 없이 인용

간접인용

인용자가 자신의 말로 풀어서 인용

인용 양식(Citation Style) 적용

APA

MLA

Chicago

Harvard

Vancouver

+ 50,000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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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김혜진(2016)에 따르면 “현재까지 청소년 스마트폰 중독에 미치는 가족관련 요인은
보호요인을 규명하는데 집중되어 있으며, 스마트폰 중독 예방정책의 대상자 선정에 있어서
중독의 위험요인을 고려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점을 지닌다.”

김혜진(2016)에 따르면 기존 연구에서 가족 요인은 주로 청소년의 스마트폰 중독을 야기하는
위험요인의 역할보다는 중독으로부터 보호하는 요인으로 고려되어 왔다.

직접인용 및 간접인용

김혜진. (2017). 가족긴장이 학교 청소년의 스마트폰중독에 미치는 영향: 일반긴장이론을 중심으로 (Doctoral dissertation, 서울대학교 대학원).



학문분야별 다른 인용 스타일

APA

In text: (Author, Year, Cited Pages)

(Kessier, 2003), (Wegener & Petty, 1994), (Harris et al., 2001)

Reference:article, book chapter, reports, conference paper, proceeding, Thesis … 

Author, A. A., & Author, B. B. (1995). 챕터 제목. In A. Editor, B. Editor (Eds.), 책 제목 (pp. 123-234). Location: Publisher.

Herbst-Damm, K. L., & Kulik, J. A. (2005). Volunteer support, marital status, and the survival times of terminally ill 

patients.Health Psychology, 24, 225-229. doi:10.1037/0278-6133.24.2.225

Herculano-Houzel, S., Collins, C. E., Wong, P. (2008). The basic nonuniformity of the cerebral cortex.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USA, 105, 12593-12598. doi: 10.1073/pnas.08054171057

인용 스타일(Citation Styles)



학문분야별 다른 인용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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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스타일(Citation Styles)

MLA

In text: (Author Cited Pages) 

Merrill has argued thie point (167-74.), Marx and Engels described human history as marked by class struggles (79; ch. 1).

Reference:article, book chapter, reports, conference paper, proceeding, Thesis … 

leick, James. Chaos: Making a New Science. New York: Penguin, 1987. Print.

Bagchi, Alaknanda. "Conflicting Nationalisms: The Voice of the Subaltern in Mahasweta Devi's Bashai Tudu." Tulsa Studies 

in Women's Literature 15.1 (1996): 41-50. Print.

"How to Make Vegetarian Chili." eHow. Demand Media, n.d. Web. 24 Feb. 2009.



학문분야별 다른 인용 스타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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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스타일(Citation Styles)

Chicago

In text: (Author Year, Cited Pages)

(Ward and Burns 2007, 52), (Barnes et al. 2010)

Reference:article, book chapter, reports, conference paper, proceeding, Thesis … 

Faulkner, William. Absalom, Absalom!. New York: Vintage Books, 1990.

Bent, Henry E. "Professionalization of the Ph.D. Degree.”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 58, no. 4 (2007): 0-145. 

Accessed December 5, 2008. http://www.jstor.org/stable/1978286.

Kirsi Peltonen, Noora Ellonen, Helmer B. Larsen, and Karin Helweg-Larsen, “Parental Violence and Adolescent Mental 

Health,”European Child & Adolescent Psychiatry 19, no. 11 (2010): 813-822, doi: 10.1007/s00787-010-0130-8

http://www.jstor.org/stable/19782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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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I(Digital Object Identifier )

신상준, & 이숙종. (2016). 정부에 대한 공정성 인식이 정부신뢰에 미치는 영향. 한국행정학보, 50(2), 1-37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 KCSE & KISTI (201) 학술지 국제화의 지름길 DOI & 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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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위논문 작성시 인용 형식

도서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위논문 인용 작성 가이드는
없음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하단의
링크 S-Space

석박사 학위논문 온라인 파일을
통해 인용 형식 확인

Photo by Patrick Robert Doyle on Unsplash

https://unsplash.com/@teapowered?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photos/library?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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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시 인용 적용
EndNote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E → EndNote →
“다운로드”

검색한 자료의 서지 사항 / 
논문 PDF 저장 및 관리 / MS 
Word에서 논문 작성 시 인용
쉽고 편리한 인용 형식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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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시 인용스타일은?

원고작성 매뉴얼, Reference guide, Information on Manuscript Format

http://kapa21.or.kr/magazine/magazine_guide.htm
https://onlinelibrary.wiley.com/page/journal/15406210/homepage/forauthors.html

http://kapa21.or.kr/magazine/magazine_guide.htm
https://onlinelibrary.wiley.com/page/journal/15406210/homepage/forauthor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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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시 인용스타일은?

논문 기고 요령, Author Guideline

http://www.klog.or.kr/article-guide

https://onlinelibrary.wiley.com/page/journal/14680491/homepage/forauthors.html

http://www.klog.or.kr/article-guide
https://onlinelibrary.wiley.com/page/journal/14680491/homepage/forauthors.html


2. 표절

What is “plagiarism”



“ 표절이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1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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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이란

미국의 경우“동일한 단어가 6개 이상 겹칠 경우”를 표절의 구체적 판정기준으로 제시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표절의 구체적인 판단 기준을 명시한 규정은 없다.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학술 논문 발행 기관 혹은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서 판정한다 그러나
소프트웨어를 통한 기계적 표절 간주 (몇% 이상의 일치도)는 바람직하지 아니하다.

표절은 학술 연구자가 이를 사전에 인지하였는지 여부와 상관없이 성립한다.

류동춘, 정원섭, 이승희, 김영훈, 김영심. “인문사회분야 연구윤리 매뉴얼“. 한국인문학 총연합회, 대전:한국연구재단. 2014.
황은성, 조은희, 김영목, 박기범, 손화철, 윤태웅, 임정묵.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서울: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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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 종류

Collusion

Stealing from published paper and books

Quoting without citation

Buying it

Data recycling

Self plagiarism

Greenfield, Tony. "Plagiarism." Research Methods for Postgraduates. Oxford, UK: John Wiley & Sons, 2016. 56-59.
Lim, Eda Qiao Yan, and Aziz Nather. "What Is Plagiarism?" Planning Your Research and How to Write It. World Scientific Pte., 2016. 283-93. 

Photo by Dustin Lee on Unsplash

https://unsplash.com/@dustinlee?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https://unsplash.com/s/photos/writing?utm_source=unsplash&utm_medium=referral&utm_content=creditCopy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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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 종류

자기표절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상당 부분 또는 거의 대부분을 그대로 혹은
거의 유사하게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기하지 않거나, 출처를
표시했지만, 단순히 관련 내용을 가져다 붙여 놓아 내용의 질적
측면에서 독창성이나 학술적 가치 면에서 별로 기여도가 없는 경우

- 표절 대상에 “법령, 역사적 사실”이 포함되지 않는다?
- 학술적 목적의 저작물에서만 표절의 대상이다?
- 학위 논문의 내용 중 일부를 수정 보완하여 학술지에 싣는 것은?

한국연구재단(2016) 연구윤리 질의응답집
http://snuethics.snu.ac.kr/board/notice/view/35

http://snuethics.snu.ac.kr/board/notice/view/35


20

표절에 대한 규정

표절 규정, Author guideline, Permission

http://kapa21.or.kr/magazine/magazine_guide.htm
https://onlinelibrary.wiley.com/page/journal/15406210/homepage/permissions.html

http://kapa21.or.kr/magazine/magazine_guide.htm
https://onlinelibrary.wiley.com/page/journal/15406210/homepage/permiss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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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대한 규정

Plagiarism and duplicate publication, Plagiarism Policy

https://www.nature.com/nature-research/editorial-policies/plagiarism

https://www.jhsss.org/plagiarism-policy

https://www.nature.com/nature-research/editorial-policies/plagiarism
https://www.jhsss.org/plagiarism-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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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시 표절 예방
Turnitin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 학술 DB  → T  →
Turnitin, 
표절 예방 프로그램 ≠ 표절 판명 프로그램

The most widely used programme is Turnitin
and it is recommended by JISC

www.turnitin.com에 개별 회원가입 필요: 
가입 시 필요한 Class ID와 Password는
중앙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후 Turnitin
바로가기에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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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hor guide & Review
Turnitin

https://www.elsevier.com/journals/tourism-management/0261-5177/guide-for-authors

https://www.elsevier.com/journals/tourism-management/0261-5177/guide-for-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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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anks
Contact

학술연구지원실 심윤희
libserv@snu.ac.kr yhshim@snu.ac.kr

880-5300                         880-5305  

mailto:libserv@snu.ac.kr
mailto:yhshim@snu.ac.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