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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표기의 필요성 

A. 왜 써야 할까? 

i. 표절을 막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자료의 일부를 나의 자료에 활용할 경우, 이 자료는 어디서 왔는지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아무런 표시 없이 다른 사람의 자료를 가져와서 이용할 경우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ii. 나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학술적 글쓰기는 단순히 나의 주장만으로 설득력 있는 글이 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선행연구들을 근

거로 하여 ‘A하기 때문에 B가 맞다 혹은 틀리다.’ 또는 ‘C,D,E를 보았을 때 F라는 결론을 도출할 수 있

다.’ 등의 나의 논리를 펼쳐나갈 수 있습니다. 이 때에 활용한 근거들이 어디서 왔는지를 명확하게 표시

를 해주어야 나의 연구 또는 주장의 신빙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iii. 다른 사람이 나의 참고문헌을 찾아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참고문헌은 나의 연구를 기반으로 새로운 연구를 진행하거나 나와 비슷한 연구를 하고 있는 사람에게 

내가 참고한 자료가 무엇인지 확인할 수 있게 해줍니다. 

 

B. 표절과 표절의 유형
1
 

학문 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를 흔히 연구윤리라고 하며 연구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는 표절, 변

조, 위조 등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과제를 하면서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표절입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

람의 생각이나 저작물을 가져와 본인의 자료에 활용함에도 불구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림 삽입: 표절의 유형, 출처: 연구윤리센터) 

 연구윤리란 무엇일까?  

- 이러닝: 대학생을 위한 학습윤리,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윤리 

 논문유사도검사프로그램 ‘turnitin’ 

학술지 논문 및 학위논문 등 저작물의 표절을 예방하고 독창성을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입

니다. (※ 자세한 이용방법은 도서관 웹사이트 참조)  

2. 출처 표기는 언제 해야할까? 

A. 출처 표기를 해야하는 경우 

책, 학술지 논문(journal articles), 신문기사, 웹사이트, 블로그, 소셜미디어, 차트, 그래프, 사진 등 다른 

https://cyber.kird.re.kr/usrs/eduRegMgnt/rndCrsListForm.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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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저작물을 가져와 활용할 경우 출처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B.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 일반적인 지식(Common Knowledge)
 2

 

 

일반적인 지식(Common Knowledge)라 하면 모호하게 느껴질 수 있지만, 일반적인 지식이란 교육을 

받은 사람이라면 굳이 찾아볼 필요 없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인용 또는 참

고한 자료가 일반적인 지식이라면 출처 표기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정확한 통계수치, 변할 수 

있는 내용, 논쟁이 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출처를 표기해주어야 합니다. 또한 일반적인 지식이라 

할지라도 그에 관하여 전문가의 견해, 의견, 해석이 들어갔을 경우 출처 표기를 해주어야 합니다. 

i. 지역, 문화, 역사적 사실 

- 대한민국의 수도는 서울이다. 

- 대한민국 제 19대 대통령은 문재인 대통령이다. 

- 광복절은 1945년 우리나라가 일본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기념하고, 대한민국 정부수립을 

기념하는 날이다. 

- 무신정변은 고려 의종 때 무신들에 의해 일어난 정변이다. 

ii. 확립된 원리 

- 물은 100도에서 끓는다. 

- 물의 분자학적 구조는 H₂O이다. 

https://www.youtube.com/watch?v=MfwsQMYlQ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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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주 상의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끌어당기는 힘이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는 두 

물체 사이에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두 물체의 질점 사이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는 인력

이 작용한다. (만유인력의 법칙) 

iii. 격언 또는 명언 

- “국민의,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에이브러햄 링컨) 

 출처 표기를 해야하는지 하지 않아도 되는지 헷갈린다면? 출처 표기하세요! 

 

3. 인용, 어떻게 할까? 

A. 직접인용 

직접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원문을 있는 그대로 가져오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를 표시하더라도 인용부호

(“ ”)없이 작성하였을 경우 표절이 될 수 있습니다. 인용문이 길 경우(대략 5행 또는 100단어 이상), 행

을 바꾸고 좌우, 아래 위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들되 인용부호(“ ”)는 사용하지 않아도 됩니다. 

B. 간접인용 

간접인용이란 원문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쓰는 것을 말하며, 바꿔 쓰기(Paraphrasing), 요

약(Summurizing) 등이 간접 인용에 해당됩니다. 간접 인용은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인용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바꿔 쓸 때에는 ‘누구는 ~라고 주장하였다.’, ‘누구

의 견해는 다음과 같다.’ 와 같이 인용표시구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패러프레이징 쉽게 하기(by Essayreview): 바로가기 

C. 재인용 

재인용은 말 그대로 다른 사람이 인용한 것을 다시 인용하는 것으로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술적 

글쓰기에서 재인용은 권장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차 인용자를 통하여 원문을 알게 되었으나, 해당 

원문을 도저히 구할 수 없을 때, 원문을 해석할 수 없어 1차 인용자가 번역 해놓은 것을 가져다 쓰는 

경우 재인용을 할 수 있습니다. 이 때 ‘재인용’이라는 표시를 해주어야 하며 참고문헌에는 1차 자료, 2

차자료의 서지 정보를 모두 작성하여야 합니다. 

 

4. 참고문헌 어떻게 쓸까? 

A. 참고문헌 작성을 위해 필요한 정보 

참고문헌 형식과 자료의 종류(도서, 논문 등)에 따라 참고문헌 표기 방법은 조금씩 다릅니다. 그러나 참

고문헌을 작성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들은 대부분 비슷합니다.  

참고문헌을 쓰기 위한 최소한의 정보를 메모 해두면 나중에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 작성할 수 있습니다.  

https://essayreview.co.kr/%EB%85%BC%EB%AC%B8-%ED%91%9C%EC%A0%88%EC%9C%A8-%EC%A4%84%EC%9D%B4%EB%8A%94-tips-%ED%8C%A8%EB%9F%AC%ED%94%84%EB%A0%88%EC%9D%B4%EC%A7%95-%EC%89%BD%EA%B2%8C-%ED%95%98%EA%B8%B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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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o: 누가 썼는가?  저자 정보 

 What: 무엇을 썼는가?  자료의 제목 

 When: 언제 썼는가?  발행 년도 

 Where: 어디서 발행되었는가?  도서 출판사, 학술지 제목 등 

 

 참고문헌 작성 시 포함되어야 하는 정보 

- 도서: 저자명, 도서명, 출판년도, 발행처, 발행지, 인용 페이지 

  - 학술지 논문: 저자명, 논문명, 학술지명, 출판년도, 권, 호, 논문 수록 페이지 

 

B. 참고문헌 형식
3,4

 

학문 분야 또는 학술지에 따라 다양한 참고문헌 형식이 있습니다. 따라서 다양한 참고문헌 형식 중에서 

본인의 학문분야에 맞는 형식을 한 가지 선택하여 작성하면 됩니다. 단, 한 가지 참고문헌 형식으로 일

관되게 작성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APA형식’으로 참고문헌을 작성하였다면 보고서의 인용문헌과 참

고문헌은 ‘APA형식’으로 통일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형식에 따라 저자명 표기 방법, 나열 

순서 등이 다를 수 있으니 각 형식의 가이드를 반드시 참고하여 작성하여야 합니다. 

참고문헌 

형식 
분야 개요 

ACS 

화학공학 

자연과학 

기계공학 

신소재공학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에서 지정한 양식 

참고문헌 예시 (책) 

Morris, R. The Last Sorcerers: The Path from Alchemy to the Periodic Table; Joseph 

Henry Press: Washington, DC, 2003; pp 145-158. 

IEEE 
전기, 전자, 

컴퓨터공학 

미국전자전기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에서 지정한 

양식 

참고문헌 예시 (책) 

W. K. Chen, Linear Networks and Systems. Belmont, CA: Wadsworth Press, 2003. 

APA 

경영학 

디자인및인간공학 

도시환경공학 

미국심리학회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에서 지정한 양식 

참고문헌 예시 (책) 

Alred, G. J., Brusaw, C. T., & Oliu, W. E. (2009). The business writer’s handbook. 

New York, NY: St Martin's Press. 

Chicago 

대부분의 

학문분야에서 

사용 

각주(Notes and Bibliography): 인문학, 내주(Author-Date): 자연과학, 

사회과학 

참고문헌 예시 (책) 

Smith, Zadie. Swing Time. New York: Penguin Press, 2016.  Notes and Bibli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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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명 작성 

참고문헌의 영문 저자명을 표기하는 방법은 참고문헌 형식 마다 조금씩 다릅니다. 영문 이름은 통상적

으로 ‘이름 성’으로 표현하며, 참고문헌을 작성할 때에는 ‘성, 이름’으로 작성합니다. (※ 참고문헌 형식에 

따라 다를 수 있음) 한국인의 이름을 참고문헌에 작성할 때에는 ‘성, 이름’으로 작성하지 않고 ‘성이름’으

로 작성하면 됩니다. 

 

위의 <보기>를 바탕으로 저자명을 작성할 경우 ‘John F. Kennedy’, ‘Kennedy, John F.’, ‘Kennedy, F. J.’

와 같이 작성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작성 예시 (ACS 참고문헌 양식)
5, 6 

 책 

- Format: Author 1; Author 2; Author 3;… Author 10; et al. Book Title, Edition Number; Series Information; 

Publisher: Place of Publication, Year; Volume Number, Pagination. 
- Example: Le Couteur, P.; Burreson, J. Napoleon’s Buttons: How 17 Molecules Changed History; Jeremy P. 

Tarcher/Putnam: New York, 2003; pp 32–47. 

 전자책 

- Format: Author 1; Author 2; Author 3; ...; et al. Book Title [Online]; Series Information (if any); Publisher: 

Place of Publication, Year; Volume Number, Pagination. URL (accessed Month Day, Year). 
- Example: Tour, J. M. Molecular Electronics: Commercial Insights, Chemistry, Devices, Architecture and 

Programming [Online]; World Scientific: River Edge, NJ, 2003; pp 177–180. http://legacy. 

netlibrary.com/ebook_info.asp?product_id=91422&piclist =19799,20141,20153 (accessed Nov 7, 2004). 

 학술지 논문 

- Format: Author 1; Author 2; Author 3; ...; et al. Title of Article. Journal Abbreviation Year, Volume(Issue), 

Inclusive Pagination. 
- Example: Klingler, J. Influence of Pretreatment on Sodium Powder. Chem. Mater. 2005, 17, 2755–2768. 

 학위논문 

- Format: Author 1.Title of Thesis. Level of Thesis, Degree-Granting University, Location of University, Date of 

Completion. 
- Example: Mäckel, H. Capturing the Spectra of Silicon Solar Cells. Ph.D. Thesis, The Australian National 

University, December 2004. 

 웹사이트 

- Format: Author. Title of Site. URL (accessed Month Day, Year), other identifying information. 

- Example: ACS Publications Division Home Page. http://pubs.acs.org (accessed Nov 7,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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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형식별 참고자료 

① ACS형식 

* The ACS style guide: effective communication of scientific information 

  - 인쇄본: [3F] Book Collections QD8.5 A257 2006 이용가능여부 확인 

  - 전자책: 바로가기  

* The ACS style guide(Chapter 14. References): 바로가기 

* ACS style : 주. 후주목록: [3F]Book Collections T11 김192 2006 이용가능여부 확인 

* Quick Cite(ACS style): 바로가기 

  APA, MLA, Chicago 스타일 등의 참고문헌 형식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② APA형식 

* APA style : 주. 참고문헌: [3F]Book Collections  T11 김192 2006 이용가능여부 확인 

* APA 논문작성법: [3F]Book Collections  LB2369 P83 2013 이용가능여부 확인 

* AUT University Library ‘APA Referencing Style Guide’: 웹페이지: 바로가기 

③ IEEE형식: IEEE ‘IEEE Citation Reference’ (웹페이지: 바로가기) 

④ Chicago형식 

* Chicago style : 주. 참고문헌: [3F]Book Collections   T11 김192 2006 이용가능여부 확인 

* The Chicago manual of style:  [3F]Book Collections   Z253 C435 2017 이용가능여부 확인 

* Chicago Manual of Style Online ‘Notes and Bibliography’ (웹페이지: 바로가기) 

* A manual for writers of research papers, theses, and dissertations: Chicago Style for students 

and researchers: [3F]Book Collections LB2369 T87 2013 이용가능여부 확인 

⑤ ★[Highly Recommended] Purdue Online Writing Lab★ 

강력추천! APA, MLA, Chicago, IEEE, AMA, ASA 스타일의 참고문헌 형식별 사례와 샘플 페이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⑥ Quick Cite(by University of Auckland): 바로가기 

APA, MLA, Chicago 스타일 등의 참고문헌 형식별 사례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5. 참고문헌 간편하게 쓰기 

서지관리프로그램 활용: EndNote, Mendeley (자세한 사항 도서관 웹사이트 참조) 

서지관리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선행연구조사를 통해 수집한 각종 자료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논문 작

성 시 참고자료를 참고문헌 양식(예: ACS Style, APA Style 등)에 맞게 간편하게 쓸 수 있도록 도와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인용 및 참고한 자료 수가 많은 학생 또는 연구원 

 학위논문을 쓰거나 논문을 계속해서 여러 편 쓰는 학생 또는 연구원 

 참고문헌 스타일 수정하여야 하거나 나만의 참고문헌 스타일을 만들어 이용하고 싶은 학생 

 

https://apac-tc.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uoqctl/82UNIST_INST2132247420002596
https://pubs.acs.org/doi/book/10.1021%2Fbk-2006-STYG
https://pubs.acs.org/doi/pdf/10.1021/bk-2006-STYG.ch014
https://apac-tc.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uoqctl/82UNIST_INST2133539470002596
https://www.cite.auckland.ac.nz/2_4_1.html
https://apac-tc.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uoqctl/82UNIST_INST2133500610002596
https://apac-tc.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uoqctl/82UNIST_INST2133382620002596
https://aut.ac.nz.libguides.com/APA6th
https://ieee-dataport.org/sites/default/files/analysis/27/IEEE%20Citation%20Guidelines.pdf
https://apac-tc.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uoqctl/82UNIST_INST2133539330002596
https://apac-tc.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uoqctl/82UNIST_INST2174807340002596
https://www.chicagomanualofstyle.org/tools_citationguide/citation-guide-1.html
https://apac-tc.hosted.exlibrisgroup.com/permalink/f/uoqctl/82UNIST_INST2132489630002596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pa_style/apa_style_introduction.html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mla_style/mla_style_introduction.html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chicago_manual_17th_edition/chicago_style_introduction.html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ieee_style/ieee_overview.html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ma_style/index.html
https://owl.purdue.edu/owl/research_and_citation/asa_style/index.html
https://www.cite.auckland.ac.nz/2.html
https://library.unist.ac.kr/ko/research/citation-t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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웹사이트 활용: Citation Machine 

‘Citation Machine’은 참고자료를 참고문헌 양식(예: APA Style, MLA Style 등)에 맞게 자동으로 변환해

주는 웹사이트입니다. (※ 참고문헌 변환 후 정확하게 작성되었는지 참고문헌 형식별 작성 가이드 비교 

필요) 

 인용 및 참고한 자료 수가 적은 학생 

 리포트 또는 텀페이퍼와 같은 짧은 논고를 쓰는 학생 

 

MS Word 활용 

MS Word > 참조(References) > 인용 삽입 > 인용 삽입 완료 후 > 참고문헌 삽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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