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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연구윤리와 인용
타인의 창작물이나 아이디어를 인용할 경

우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

치되게 하되, 반드시 적절한 인용표기를 

사용하고 출처를 정확히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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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 평가규정 관련 유의사항

(1) 출처표기 방법

① 출처표기는 원칙적으로 문장 단위로 함. 
② 출처표기 방법은 학문분야별 특성이나 연구기관의 자체 규정에 따라 

달리할 수 있음. 다만 어떤 방식을 따르든 일관성을 유지해야 함.
③ 출처표기의 방법은 연구보고서의 종류별로 달리할 수 있음.
④ 보고서의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란에 그 서지사

항을 제시해야 함. 본문에서 인용 ‧ 참고하지 않은 문헌이지만 다른 

연구자의 관련 연구 및 심화 연구를 위해 참조해야 할 자료로 제시

할 경우에는 “관련자료 목록”이라는 제목하에 포함시켜야 함.
⑤ 인터넷 자료를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URL 및 접속날짜를 표

기하여야 함.
⑥ 표, 그림, 사진을 인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 또는 본문에 출처

표기를 하여야 함.

(2) 인용 방법

① 자신의 것과 타인의 것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신의성실의 

원칙에 의해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함.
② 3줄 이내로 짧게 직접인용할 경우에는 인용부호(“ ”)를, 길게 직

접인용할 경우에는 단락을 나누어 인용된 단락 표시(indenta 
tion)를 하고, 해당 페이지를 밝힘.

③ 말바꿔 쓰기, 요약 등의 방법으로 간접인용을 할 때에도 출처표

기를 하여야 함.
④ 인용은 자신의 저작물이 주가 되고 인용하는 것이 부수적인 것이 

되도록 적정한 범위 내에서 함. 

(3) 출처표기 대상

① 인쇄된 자료: 책, 학술 논문, 신문 등

② 전자 자료: 데이터베이스로, 웹사이트, SNS 등

③ 데이터: 설문조사에서 나온 데이터, 인구조사 자료, 각종 경제 사

회 지표 등 

④ 이미지: 차트, 그래프, 표, 설계도면, 사진 등 

⑤ 기록물: 텔레비전 방송물, 대중 연설문 등

1) 올바른 
출처표기와 
인용

2) 연구보고서 
작성 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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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구두 자료: 인터뷰, 강의, 학술 세미나 등에서 얻은 정보 등 

※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

공개 자료, 발주기관 비공개 자료 등 연구 특성상 인용 사실을 

공표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출처표기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음.

(4) 연구보고서 작성 등

① 인용은 공식적으로 검증되었거나 권위를 인정받고 있는 자료에 

대해 꼭 필요한 경우에만 함.
② 연구자가 주장하는 맥락과 인용한 자료가 어떤 관련이 있는지를 

분명히 해야 함.
③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직접인용한 경우, 인용

부호 및 인용단락 표기 그리고 그 출처와 해당 페이지를 정확하

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

시하여야 함.
④ 연구보고서에서 타인 및 자신의 저작물을 간접인용한 경우,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참고문헌에도 그 저작물의 서지사항을 

구체적으로 제시해야 함.
⑤ 연구보고서에서 출처의 누락 혹은 정확하지 않은 인용이 발생하

지 않도록 주의

⑥ 대중에게 공개된 정부부처나 공공기관에서 발행하는 각종 정책 자

료나 법령 등을 인용할 때, 통계 자료를 그대로 또는 연구의 목적

에 맞게 가공하여 활용할 때에도 그 출처를 정확하게 밝혀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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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문 인용 및 각주 쓰기

가. 인용하기

기본형식 = 저자명(발행연도, p. 123)

발행연도와 범위는 괄호 안에 쓰고 쉼표로 나열한다. 
외국 저자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되, 서양인명은 성만 쓴다. 다만 

구분해야 할 경우 이름도 같이 쓴다. 모든 인용 및 각주에 동일하

게 적용한다.

A. Smith(2001, p. 12), L. M. Smith(2001, p. 27)에 따르면

Ⅰ예문Ⅰ

기본형식 = (저자명 발행연도, p. 123).

문장 끝 인용은 되도록 지양하고, 각주 처리를 기본으로 한다. 문

장 끝 인용 시에는 괄호 안에 저자명과 발행연도 사이를 한 칸 띄

고, 범위 앞에는 쉼표를 쓴다.
동일한 자료에서 여러 범위를 인용할 때는 쉼표를 써서 나열한다.

나타났다(Wang 1997, p. 15, pp. 31-58).

Ⅰ예문Ⅰ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자료는 쉼표로 나열한다.

강조하였다(王檢 2003 p. 46, 2007 p. 35).

Ⅰ예문Ⅰ

저자가 다른 자료일 때는 세미콜론(;)을 쓴다.

필요하다(Whipsmith 1998, p. 36 ; Larisch 1987, p. 49).

Ⅰ예문Ⅰ

1) 문장 가운데 
인용하기

2) 문장 끝에 
인용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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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저자

李琴(2004, pp. 29~32)은   

Blonigen(2003, pp. 105-107)은

문장
가운데
인용

기록하였다(李琴 2004, pp. 29~32).
의미한다(Blonigen 2003, pp. 105-107).

문장 끝
인용

李琴(2004), pp. 29~32.  
Blonigen(2003), pp. 105-107.

각주

2인,
3인
공저

송백훈, 양주영(2008, p. 23)은
Millsap and Ferl(1997, p. 21)은
Woolf, Young , and Fanselow(1994, p. 8)가

문장
가운데
인용

나타났다(강문성, 박순찬 2003, p. 23).
따른 것이다(Millsap and Ferl 1997, p. 21).
보인다(Woolf, Youngm, and Fanselow 1994, p. 8).

문장 끝
인용

강문성, 박순찬(2003), p. 23.
Millsap and Ferl(1997), p. 21.
Woolf, Young, and Fanselow(1994), p. 8.

각주

4인
이상

공저

김영희 외(2000, p. 42)가 제시한

Berkelmans et al.(2001, p. 50)에 따르면

문장
가운데
인용

나타났다(김영희 외 2000, p. 42)
측정하였다(Berkelmans et al. 2001, p. 50).

문장 끝
인용

김영희 외(2000), p. 42.
Berkelmans et al.(2001), p. 50.

각주

나. 각주 쓰기

기본형식 = 저자명(발행연도), p. 123.

각주는 원칙적으로 문장 끝에 넣고, 마침표나 쉼표 등 문장부호 뒤
에 표기한다. 

  각주에는 인용과 마찬가지로 저자명, 발행연도, 범위 등 기본적인 
것만 기록하고, 상세내용은 뒤에 나오는 참고문헌에 밝혀 적는다.

하였다. 
1)                   되고, 

2)

Ⅰ예문Ⅰ

1) 각주_저자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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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의 저자명 표기

강문성, 박순찬(2003), p. 23.
Benz and Furst(2002), pp. 12~15.
Woolf, Young , and Fanselow(1994), pp. 101-111.

Ⅰ예문Ⅰ

 주의사항: 페이지 표기 시 자릿수를 생략하지 않는다.

 Benz and Furst(2002), pp. 1234-35. 또는 pp. 1234-5.
 Benz and Furst(2002), pp. 1234-1235.

저자명이 없는 자료: 저자명 대신 발행처를 기재

대외경제정책연구원(2014), p. 32.
Oxford University(2006), p. 54.

Ⅰ예문Ⅰ

위의 책: 바로 앞 각주와 동일할 때
 앞의 책: 바로 앞이 아닌 그 전에 제시된 각주와 동일할 때

위의 책, p. 68.            Ibid., p. 79.
이영수, 앞의 책, p. 68.     Atkinson, op. cit., p. 79.

Ⅰ예문Ⅰ

  재인용 표기: 내용이 최초로 수록된 원래의 자료를 먼저 쓰고, 그 

내용이 인용된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재인용: ’을 표기하고 그 뒤

에 쓴다. 각주에는 간단히 저자명과 발행연도 및 쪽수만 밝히고 

상세내용은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원자료의 페이지를 확인할 수 

없으면 생략할 수 있다.

McCauley(2006), p. 52, 재인용: 송원호 외(2007), p. 167.

Ⅰ예문Ⅰ

2) 각주_위의 책 / 
앞의 책

3) 각주_재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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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서 표기: 편자와 저자가 다를 때는 편자를 밝히고 국문에는 ‘편’, 
영문에는 'ed.'(1인) 또는 'eds.'(2인 이상)를 덧붙인다.

박상남, 강명구(2007), 이재영, 신현준(2007) 편, p. 19.
Destler(1997), Schott ed., p. 35.

Ⅰ예문Ⅰ

 번역서 표기: 내용이 최초로 수록된 원래의 자료를 먼저 쓰고, 그 

내용이 번역된 자료에 대해서는 ‘번역: ’을 표시하고 그 뒤에 쓴다.

McCauley(2006), p. 52, 번역: 송원호 외(2007), p. 167.

Ⅰ예문Ⅰ

신문기사 및 보도자료: 참고문헌에 해당 자료의 전체 서지사항이 

있을 경우 간략하게 쓴다. 

김명섭(2005. 6. 9).
｢위안화 급상승 얼마나 갈까｣(2006. 9. 25).
Norman, Michael(1984. 3. 5).
“EU Nations Agree Banking Union: Statement in Full”(2012. 6. 9).

Ⅰ예문Ⅰ

김명섭. 2005. ｢바이오문명의 중심이 되려면｣. 조선일보, 
A30. (6월 9일)

｢위안화 급상승 얼마나 갈까｣. 2006. 한겨레신문. (9월 25일)
Norman, Michael. 1984. “The Once-Simple Folk Tale 

Analyzed by Academe.” New York Times, 15(N). (March 5)
“EU Nations Agree Banking Union: Statement in Full.” 2012. 
   The Telegraph. (June 9) 
외교통상부. 2009.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보도자료. (12

월 15일)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2009. ｢食料安全保障のための海外投資

促進に関する会議｣の発足｣. (4월 21일). http://www.mofa.go.jp/ 
mofaj/press/release/21/4/1190910_1096.html(검색일: 2014. 6. 11).

 참고문헌 형식과 비교 

외교통상부 보도자료(2009. 12. 15).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2009. 4. 21, 검색일: 2014. 6. 11).

4) 각주_편서, 
번역서

5) 각주_신문기사, 
보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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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관명/저자명(발행연도), 자료명, 검색일 순서로 쓴다. 검색일이 여러 

날일 경우 총 검색 기간을 표시하고, 여러 자료의 검색일이 동일할 

경우에도 간단하게 표시한다. 상세 URL을 생략할 수 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15), 연구보고서 리스트(검색일: 
2015. 6. 22~25).

Lehman and Brown(1994),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검색일: 1995. 5. 15).

http://www.kiep.go.kr/; https://www.nrcs.re.kr/main/; http://www. 
mosf.go.kr/main/main.jsp(모든 자료의 검색일: 2015. 2. 25).

Ⅰ예문Ⅰ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 리스트. http://www.kiep. 
go.kr/skin.jsp?bid=pub_02&grp=publication(검색일: 2015. 6. 22~25).

Lehman, M. A. and R. H. Brown. 1994.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ttp://www.uspto.gov/ 
nii/ipwg.html(검색일: 1995. 5. 15).

한국무역협회. 2010. 무역통계 DB(검색일: 2010. 5. 3).
IMF. 2013. DOT DB(검색일: 2013. 10. 14.).

 참고문헌 형식과 비교 

온라인상의 협정문 및 기관 자료가 여러 개일 경우 a/b/c로 구분한다.

한․미 FTA 협정문.
호주 외교통상부(a); 호주 외교통상부(b)(각각의 검색일: 

2014. 6. 24).

Ⅰ예문Ⅰ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 한글본」.
호주 외교통상부a. Free Trade Agreements Website. http://www. 

dfat.gov.au/fta/(검색일: 2014. 6. 24).
      b. “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http://www. 

dfat.gov.au/fta/ausfta/final-text/(검색일: 2014. 6. 24).

 참고문헌 형식과 비교

한국무역협회(2010), 무역통계 DB(검색일: 2010. 5. 3).
IMF(2013), DOT DB(검색일: 2013. 10. 14.).

7) 각주_온라인  
협정문, 기관 
자료

6) 각주_온라인 
자료, DB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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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및 판례: 본문에는 법조항, 판례번호 등을 간략하게 표기하

고, 상세 내용은 참고문헌에 제시한다.

1) 법령: 법령명칭 법령 호수.
‧ 공식명칭을 사용하되, 법령명칭이 길 경우 대괄호로 묶어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약칭을 사용한다(예.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성폭력특별법이라고 

한다]).
‧ 법령조항은 ‘제○조 제○항 제○호’ 방식으로 기재한다.
‧ 외국 법령은 당해 국가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른다.

2) 판례: 선고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
3) 해외 법령 및 판례: 당해 국가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른다.

「특허법」 제30조 제1항(검색일: 2015. 6. 24).
「통상조약법」 제11717호(검색일: 2015. 5. 15).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 제201

조의2 제1항.
대법원 1996. 4. 26. 96다1078.
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판결(검색일: 2015. 5. 15).

Ⅰ예문Ⅰ

「특허법」(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17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30조 제1항. http://www.law.go.kr/lsInfoP.do? 
lsiSeq=171013&efYd=20150518#0000(검색일: 2015. 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1717호.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3 
38&joNo=000100#J1:0(검색일: 2015. 5. 15).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01조의2 제1항.

대법원 1996. 4. 26. 96다1078(공 1996상, 170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http://www.jintae.com/114(검색일: 2015. 5. 15).

 참고문헌 형식과 비교

8) 각주_법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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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자료: 인터뷰 관계자(인터뷰 일자, 인터뷰 장소)의 형식으로 

쓰고, 실명을 밝힐 수 없는 경우 인터뷰 관계자에 대한 간단한 설

명 후 일자와 장소를 쓴다.

스페인 Politecnica Valencia 대학 Jose Albors 교수 인터뷰(2013. 10. 

1, 스페인 발렌시아).

칠레 진출 한국 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3. 8. 14, 칠레 산티아고).

Ⅰ예문Ⅰ

 비공개 자료: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공개 자료, 발주기관 비공개 자료 등은 간단하게 출처

를 밝힌다.

자료: 비공개 자료임.

Ⅰ예문Ⅰ

10) 각주_비공개 
자료

9) 각주_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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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참고문헌 작성

 본문 내 인용자료의 참고문헌 표기

보고서의 본문 각주와 내주 등에 인용 표기한 모든 자료의 상세한 

문헌정보를 참고문헌에 기록한다.

 참고문헌 자료의 본문 표기

참고문헌에 기록한 자료는 모두 본문에도 인용자료로 밝혀 기록한다. 

 참고문헌과 별도로 “관련자료 목록” 정리

본문에 인용출처가 기록되지 않은 연구 참고자료는 “관련자료 목

록”으로 정리한다.  

 

  국문: 저자명. 발행연도. 책제목. 권호. 발행처.
  영문: 저자명. 발행연도. 책제목 . 권호. 발행처.

국문 저자명: 쉼표를 써서 나열하고, 4인 이상 저자의 경우에도 원 

자료에 표기된 그대로 모두 밝힌다. 

조명철, 홍익표, 김지연. 2008. 체제전환국의 시장경제교육 

경험이 북한에 주는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권 율, 김한성, 박복영, 황주성, 홍수연. 2006. 우리나라 대

외원조정책의 선진화방안.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예문Ⅰ

 각주 형식과 비교

권 율 외(2006), p. 50.

1) 참고문헌 작성 
시 유의사항

2) 참고문헌_ 
저자명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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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저자명: 2인일 때는 and로, 3인 이상일 때는 쉼표(,)와 and로 

나열한다. 가장 앞에 오는 저자만 성, 이름 순으로 쓰고 그 외는 이

름과 성 순으로 쓴다. 

Benz, Arthus and Dietrich Furst. 2002. “Policy Learning in 
Regional Networks.” European Urban and Regional 
Studies, 9(1). 

Mankiw, N. Gregory, David Romer, and David N. Weil. 
1992. “A Contribution to the Empirics of Economic 
Growth.” Quarterly Journal of Economics, 107. MIT 
Press.

Ⅰ예문Ⅰ

 각주 형식과 비교

Benz and Furst(2002), pp. 21-35.

  재인용 표기: 내용이 최초로 수록된 1차 자료를 먼저 쓰고, 필자가 

내용을 인용한 2차 참고자료에 대해서는 ‘재인용 : ’을 표기하고 그 

뒤에 쓴다.

기본형식 = 원자료의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권호. 발행처. 
재인용: 참고한 자료의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권호. 발행처.

McCauley, R. 2006.Internationalising a currency: the case of 
the Australian dollar.BIS Quarterly Review. 재인용: 송원

호, 조종화, 양두용, 신종협, 이인구, 김한성, 이형근, 신관호, 
박대근, 정용승. 2007.『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

교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예문Ⅰ

McCauley(2006), p. 52 , 재인용: 송원호 외(2007), p. 167.

각주 형식과 비교

3) 참고문헌_ 
재인용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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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자와 저자가 다를 때는 편집된 저널이나 단행본 제목 앞에 편집

자를 밝히고 국문에는 ‘편’, 영문에는 ‘ed.’(1인) 또는 ‘eds.’(2인 이상)
를 덧붙인다. 

박상남, 강명구. 2007.「주요국의 대중앙아시아 통상전략 및 

시사점」. 이재영, 신현준 편.『한국의 주요국별ㆍ지역별 

중장기 통상전략: 중앙아시아』. 대외경제정책연구원.

Destler, Ian M. 1997. “American Trade Politics in the Wake 
of the Uruguay Round.” Jeffrey J. Schott ed. World 
Trading System: Challenges Ahead. Institute for 
International Economics.

Ⅰ예문Ⅰ

 각주 형식과 비교

 국문: 겹낫표  로 표시한다.

정여천, 김석환. 2004. 현대 러시아 정치ㆍ경제의 이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예문Ⅰ

영문: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Amable, Bruno. 2003.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Oxford University Press. 

Ⅰ예문Ⅰ

저자명이 없는 자료: 저자명 대신 발행처를 기록한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2. 2011 연차보고서, p. 68.
Oxford University Press. 2003. The Diversity of Modern 

Capitalism.

Ⅰ예문Ⅰ

박상남, 강명구(2007), 이재영, 신현준(2007) 편, p. 19.
Destler(1997), Schott ed., p. 35.

5) 참고문헌_단행본

4) 참고문헌_  
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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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 제목｣. 『저널명』, 권호, 페이지. 발행처.
영문: 저자명, 발행연도. “논문 제목.” 저널명, 권호, 페이지. 발행처.

국문: 논문 제목은 낫표 ｢ ｣, 저널명은 겹낫표  로 표시하고, 권

호 및 페이지는 저널명 뒤에 쉼표로 나열한다.

김태기, 박구승. 2000. ｢무역의 다양성과 교역상대국이 자국

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대외경제연구, 제10권 1
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예문Ⅰ

영문: 논문 제목은 따옴표 “ ”, 저널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권호

(Vol. / No.) 및 페이지는 저널명 뒤에 쉼표로 나열한다. 논문 및 

저서의 각 단어 첫 자는 대문자로 쓰되 부사, 관사, 접속사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Papyrakis, Elissaios and Reyer Gerlagh. 2004. “The 
Resource Curse Hypothesis and Its Transmission 
Channels.” Journal of Comparative Economics, Vol. 32, 
No. 1.

Ⅰ예문Ⅰ

국문: 제목을 낫표 ｢ ｣로 표시하고 Paper 번호를 밝혀 적는다. 

서진교, 송유철. 2006.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3호.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예문Ⅰ

 KIEP의 모든 현안자료도 포함된다.

영문: 제목을 따옴표 “ ”로 표시하고, Paper 번호를 밝혀 적는다. 

Woodford, M. 2000. “Monetary Policy in a World Without 
Money.” NBER Working Paper, no. 7853.

Ⅰ예문Ⅰ

7) 참고문헌_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king Paper 
등

6) 참고문헌_  
정기간행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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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논문 제목은 낫표 ｢  ｣로 표시하고 세미나 제목을 밝힌다. 
개최일자는 마지막에 괄호 안에 쓴다. 

정인교. 1999. ｢한ㆍ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KIEP 
정책세미나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10월 15일)

Ⅰ예문Ⅰ

영문: 논문 제목은 따옴표 “ ”로 표시하고 세미나 제목을 밝힌다.

P, Hunjoo. 2006. “Rethinking Security in Northeast Asia.” 
Paper presented at the 2006 Meeting of the American 
Political Science Association. (August 31－September 3) 

Ⅰ예문Ⅰ

국문: 국문 기사 제목은 낫표 ｢ ｣, 신문명은 겹낫표  로 표시하

고 페이지를 쉼표로 나열한다. 발간일은 마지막에 괄호 안에 쓴다.
신문명과 기사 제목만 밝힐 때는 기사 제목, 연도, 신문명, 월일 

순으로 쓴다.
 영문: 기사 제목은 따옴표 “ ”, 신문명은 이탤릭체로 표시하고 페이

지를 쉼표로 나열한다. 발간일은 마지막으로 괄호 안에 쓴다.

김명섭. 2005. ｢바이오문명의 중심이 되려면｣. 조선일보, 
A30. (6월 9일)

｢위안화 급상승 얼마나 갈까｣. 2006. 한겨레신문. (9월 25일)
Norman, Michael. 1984. “The Once-Simple Folk Tale 

Analyzed by Academe.” New York Times, 15(N). (March 5)
“EU Nations Agree Banking Union: Statement in Full.” 2012. 
   The Telegraph. (June 9) 

Ⅰ예문Ⅰ

 보도자료: 신문기사 형식으로 표기하되 보도자료임을 밝힌다.

외교통상부. 2009. ｢한인도 CEPA 주요내용｣. 보도자료. (12월 15일)
일본 외무성 보도자료. 2009. ｢食料安全保障のための海外投資

促進に関する会議｣の発足｣. (4월 21일). http://www.mofa.go.jp/ 
mofaj/press/release/21/4/1190910_1096.html(검색일: 2014. 6. 11).

Ⅰ예문Ⅰ

9) 참고문헌_ 
신문기사, 
보도자료

8) 참고문헌_ 
세미나(심포지엄)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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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 저자명. 발행연도. 자료명. URL(검색일).
DB 자료: 저자명. 발행연도. 자료명(검색일).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 리스트. http://www.kiep. 
go.kr/skin.jsp?bid=pub_02&grp=publication(검색일: 2015. 6. 22~25).

Lehman, M. A. and R. H. Brown. 1994.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 http://www.uspto.gov/ 
nii/ipwg.html(검색일: 1995. 5. 15).

한국무역협회. 2010. 무역통계 DB(검색일: 2010. 5. 3).
IMF. 2013. DOT DB(검색일: 2013. 10. 14).

Ⅰ예문Ⅰ

 각주 형식과 비교

협정문: 협정문이 여러 개일 경우에는 a/b/c…로 구분한다.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 - 한글본」.
호주 외교통상부a. Free Trade Agreements Website. http://www. 

dfat.gov.au/fta/(검색일: 2014. 6. 24).
      b. “ustralia-United States Free Trade Agreement.” http://www. 

dfat.gov.au/fta/ausfta/final-text/(검색일: 2014. 6. 24).

Ⅰ예문Ⅰ

한․미 FTA 협정문.
호주 외교통상부(a); 호주 외교통상부(b)(각각의 검색일: 

2014. 6. 24).

각주 형식과 비교

Lehman and Brown(1994), "Intellectual Property and the National 
Information Infrastructure"(검색일: 1995. 5. 15).

한국무역협회(2010), 무역통계 DB(검색일: 2010. 5. 3).

10) 참고문헌_ 
온라인 자료,  
DB 자료

11) 참고문헌_협정문



76     KIEP 원고작성지침(2015. 7.)

법령 및 판례: 본문에서 간략하게 출처표기를 했더라도 참고문헌에

서는 완전한 출처표기를 해야 한다는 점에 주의한다.

1) 법령: 「법령명칭」(제정/개정일자 법령 호수). URL.

‧ 공식명칭을 사용하고, 법령 조항은 ‘제○조 제○항 제○
호’ 방식으로 기재한다.

‧ 법령 개정/폐지 시 연월일 및 법령 호수를 기재한다.
2) 판례: 선고법원 선고일자 사건번호(출처).

‧ 판례의 출처는 약어를 사용하여 표기한다.
1. 법원공보(또는 판례공보) 1987년 125면 이하 → 공 1987, 125
2. 대법원판례집 제11권 2집 형사편 29면 이하 → 집11(2), 형 29
3. 고등법원판례집 1970년 형사·특별편 20면 이하 → 고집 

1970, 형특 20
4. 하급심판결집 1984년 제2권 229면 → 하집 1984(2), 229
5. 판례카드 3675번 → 카 3675
6. 헌법재판소판례집 제5권 2집 14면 이하 → 헌집5(2), 14
7. 헌법재판소공보 제3호 255면 → 헌공3, 255
8. 판례총람 형법 338조 5번 → 총람 형338, 5

3) 해외 법령 및 판례: 당해 국가의 일반적인 표기법을 따른다.

「특허법」(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17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30조 제1항.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171013& 
efYd=20150518#0000(검색일: 2015. 6. 24).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통상조약법]」
(시행 2013. 3. 23. 법률 제11717호, 2013. 3. 23, 타법개정). 
제11717호.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373  
38&joNo=000100#J1:0(검색일: 2015. 5. 15).

「형사소송법」(1995. 12. 29. 법률 제5054호로 개정되고 1997. 
12. 13. 법률 제5435호로 개정되기 이전) 제201조의2 제1항.

대법원 1996. 4. 26. 96다1078(공 1996상, 1708).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저작권법위반방조]. 

http://www.jintae.com/114(검색일: 2015. 5. 15).

Ⅰ예문Ⅰ

「특허법」 제30조 제1항(검색일: 2015. 6. 24).
대법원 1996. 4. 26. 96다1078.

 각주 형식과 비교

12) 참고문헌_법령,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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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터뷰 관계자(인터뷰 일자, 장소).

스페인 Politecnica Valencia 대학 Jose Albors 교수 인터뷰(2013. 

10. 1, 스페인 발렌시아).

칠레 진출 한국 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3. 8. 14, 칠레 산티아고).

Ⅰ예문Ⅰ

참고문헌의 정리 순서

•  문헌자료[국문자료 ⇒ 외국문자료(중문 ⇒ 일문 ⇒ 영문 

⇒ 불문 ⇒ 노문 …)], 온라인 자료(웹사이트, DB, 인터

넷 신문기사 …), 법률/협정문 자료, 인터뷰 자료

•  국문자료: 저자명의 가나다순, KOTRA 같은 영문명은 뒤

에 따로 정리하고 알파벳순

•  중문자료: 저자명의 한국식 한자음, 가나다순

•  일문자료: 저자명의 일본식 발음, 히라가나순

•  영문자료: 저자명(성)의 알파벳순

•  노문 등 고유 문자가 있는 경우: 각 언어 알파벳순

  같은 저자의 문헌이 여러 개일 때는 발행연도가 빠른 것부터 최신 자

료의 순으로 정리하고, 반복되는 저자명 자리에 줄표(     . )를 사용한

다. 집필자가 기관, 단체일 경우도 마찬가지다.
 줄표 길이: (국문) 3글자 길이, (영문) 6글자 길이

정형곤. 2001. 체제전환의 경제학. 청암미디어.
      . 2003. 「동유럽의 경제개혁과 북한」. 『현대북한연구』.

Ⅰ예문Ⅰ

  같은 저자가 같은 연도에 낸 문헌이 여러 개일 때는 제목의 가나

다순 또는 알파벳순으로 정리하고, 발행연도 뒤에 알파벳 a, b, c
를 붙여서 구분한다. 본문 내 인용 및 각주에도 동일하게 쓴다.

한국콘텐츠진흥원. 2013a. 문화콘텐츠 해외진출 방안.
      . 2013b. 해외 콘텐츠시장 동향조사, 1. 총괄편.

Ⅰ예문Ⅰ

14) 참고문헌_기타

13) 참고문헌_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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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영문 참고문헌 표기

• 국문 보고서 내에서 동양 문헌: 원문 그대로 표기

• 영문 보고서 내에서 동양 문헌: 영문 음독과 의미 번역 병기

• 비영문 서양 문헌: 원문과 의미 번역 병기

小林英夫. 2004.『日本の自動車․部品産業と中國戰略』. 工
業調査会.

Assink, E. M. H. and N. Verloop. 1977. “Het aanleren van 
deel-geheel realties in het aanvankelijk rekenonderwijs 
[Teaching part-whole relation in elementary mathematics 
instruction].” Pedagogische Studien, 54.

Arai, K. 1997. Shushin-koyosei to Nihon-bunka [Lifetime Empolyment 
and Japanese Culture]. Tokyo: Chuo Korosh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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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내 자료 표기형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등 현안자료에 인용한 참고자료를 표기할 

경우에는 일반적인 보고서처럼 참고문헌을 따로 수록하지 않으므

로 반드시 제목을 명기하도록 한다.

정여천, 김석환(2004), 현대 러시아 정치ㆍ경제의 이해, 
p. 45,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예문Ⅰ

서진교, 송유철(2006), ｢DDA 협상 중단의 영향과 향후 전

망｣, 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6-23호, p. 8, 대외경제

정책연구원.

Ⅰ예문Ⅰ

정인교(1999), ｢한ㆍ칠레 FTA의 의의 및 주요 이슈｣, 대외

경제정책연구원 정책세미나 자료, p. 25, 대외경제정책

연구원. (10월 15일)

Ⅰ예문Ⅰ

김태기, 박구승(2000), ｢무역의 다양성과 교역상대국이 자국

의 경제성장에 미친 영향｣, 대외경제연구, 제10권 1
호, p. 50, 대외경제정책연구원.

Ⅰ예문Ⅰ

기본형식 = 저자명(발행연도), 제목, 권호, 페이지, 발행처.

1) 단행본

2) 정기간행물

3) KIEP 오늘의 
세계경제, 
Working Paper

4) 세미나(심포지엄) 
발표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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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섭(2005. 6. 9), ｢바이오문명의 중심이 되려면｣, 조선

일보, A30.

Ⅰ예문Ⅰ

 

☺ 자주 묻는 질문 ✐
  인용, 중복게재, 출처표기 방식 등 연구윤리와 관련한 문의
  사항이 있을 때 쉽게 문의할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 학술출판팀에서는 ‘연구윤리 Q&A’ 운영을 통해 연구윤
리 전반에 관한 의문점 및 그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연구성과물 작성 과정에서 연구윤리 의문점
이 생길 때는 ‘KINIS 지식마당의 연구윤리 Q&A’를 활
용할 수 있습니다.

한국무역협회(2010), 무역통계(http://www.kita.net, 검색일: 2010. 
5. 4).

KOTRA DB(검색일: 2010. 10. 14).

Ⅰ예문Ⅰ

｢위안화 급상승 얼마나 갈까｣(2006. 9. 25), 한겨레신문.

6) 온라인 자료, 
DB 자료

5) 신문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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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표ㆍ그림 작성하기

표와 그림의 제목은 표 위 중앙에 위치하며, 기호 없이 ‘표 3.’과 

같이 표기한다.

도시 노동자 엔지니어 중간관리자 최저임금

자카르타 177 311 548 89
호치민 122~216 329~453 681~1690 54

표 3. 동남아 주요국의 임금수준 비교

(단위: 달러)

Ⅰ예시Ⅰ

번호는 각 장별 일련번호로 정리한다. 번호 뒤에는 마침표를 찍어 

제목과 구분한다. 

표 1-1. 한국과 캐나다 양국간 투자 현황 

그림 2-3. 중국산 전자제품 수입 추이

Ⅰ예문Ⅰ

표/그림이 길어 다음 페이지로 이어질 경우, 표/그림 왼쪽 위에 ‘표 

2-5. 계속’ 으로 표기하고 구분항목을 동일하게 붙인다. 

구 분 한국 중국 베트남 일본 미국

 7. Paying taxes 133  49 120 168  60
 8. Trading across borders  60  46  75  38  48
 9. Enforcing contracts 145  81  94  63  17
10. Closing businesses 136  51 116  75  11

표 2-5. 계속

Ⅰ예시Ⅰ

 표ㆍ그림은 가급적 한 페이지 안에 넣어 다음 페이지로 넘

어가지 않도록 한다. 또한 한 페이지 내에서도 맨 위나 아

래쪽에 배치하여 본문의 글이 잘리지 않게 한다. 

1) 표ㆍ그림의 
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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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Unit)는 표ㆍ그림의 오른쪽 위에 괄호로 묶어 적는다. 영문 

단위는 소문자로 쓴다. 

(단위: 백만 달러, %)   (Unit: million won)

Ⅰ예문Ⅰ

표ㆍ그림의 단위에서 백만, 십만, 천만, 십억 등은 한글로 쓴다.

(단위: 십억 원) 비교) 매출이 10억 원을 기록하였다. 
(단위: 천만 명) 비교) 1,000만 명이 방문하였다.

Ⅰ예문Ⅰ

화폐 단위: 미국달러(US달러), 호주달러 등은 하나의 낱말로 보고 

붙여 쓴다.

(단위: 백만 호주달러)

Ⅰ예문Ⅰ

표에서 숫자는 위아래로 소수점을 맞추어 보기 쉽게 한다. 값이 없

을 때는 빈칸으로 두지 않고 ‘-'이나 ‘n.a.'를 넣어 누락이 아님을 

보인다.

구분 금액 비중

일본 905,000 44.7%
중국 110,240 5.4%
한국 1,006,320 49.9%
몽골 - -

Ⅰ예시Ⅰ

인용한 표의 원문이 외국어로 되어 있으면 한글로 바꿔 표기한다.

region percentage

⇒
지역 비중

North America 44.7% 북아메리카 44.7%
Middle East 5.4% 중동 5.4%

West. Europe 49.9% 서유럽 49.9%

Ⅰ예시Ⅰ

2) 표ㆍ그림의 
단위

3) 표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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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에서 표나 그림의 내용을 설명하거나 인용할 때 ‘아래 그림은’, 
‘다음 표에서는’과 같이 표현해서는 안 된다. 편집과정에서 위치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표나 그림의 번호를 써서 명확히 한다.
문장에서 표/그림을 인용할 때는 대괄호 [ ] 안에 표 번호를 쓴다. 

[표 3-1]과 같이,          [그림 4-2]에서 보듯이

Ⅰ예문Ⅰ

문장 끝에 인용할 때는 괄호 안에 아무 부호 없이 표 번호를 쓴다.

그 비중이 30.5%에 달하였다(표 3-1 참고).

Ⅰ예문Ⅰ

 표 내용 중 특기할 만한 사항은 표 아래에 ‘주'로 밝혀 적는다. 주

와 자료를 함께 쓸 때는, ‘주'를 먼저 쓰고 그 밑에 ‘자료'를 쓴다. 
영문에서도 ‘Note’ 아래 ‘Source’를 쓴다. 그림 아래에는 원칙적으

로 주를 쓰지 않는다. 
 주가 여러 개일 때는 1), 2), 3)으로 나눠 쓰고 각 번호의 행을 바

꿔 쓴다.

 표ㆍ그림을 다른 저작물에서 인용했을 경우에는 ‘자료’로 출처를 

명시하고, 출처가 여러 개일 때는 세미콜론(;)을 써서 나열한다.

자료: 산업자원부(2007), p. 50; 한국수출입은행(2002), p. 38.

Ⅰ예문Ⅰ

구분 금액 비중

일본 905,000 44.7%
중국 110,240 5.4%
한국 1,006,320 49.9%

주: 1) 2007년 6월까지의 통계 기준임.
    2) 비중은 3국간 무역에서 각국이 차지하는 비중임.
자료: 1) 중국 상무부(2005), p. 30; KOTRA(2010), p. 85; 

KOTRA DB(검색일: 2010. 10. 14)
2) KOTRA(2010), http://www.kotra.or.kr/(검색일: 2010. 10. 20).

Ⅰ예시Ⅰ

4) 표ㆍ그림의 
설명과 인용

5) 표ㆍ그림의 
주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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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ㆍ그림 자료 중 날짜가 없는 자료는 N.d.로 표기한다.

파트너 은행 개수 200개 이상

TPP 참여 국가

(총 18개국)

방글라데시, 몽골, 파키스탄, 

스리랑카, 우즈베키스탄, 베트남 등

자료: ADB(N.d.), p. 8

Ⅰ예문Ⅰ

ADB. N.d. TFP Trade Finance Program Brochure.

참고문헌 형식과 비교

자료의 출처는 서명, 저자명을 번역 없이 원어 표기한다. 자료의 

형식은 각주 표기 형식(p. 64 참고)과 동일하지만, 출처가 반복될 

때에도 ‘위의 책, Ibid.’와 같이 생략하지 않고, 항상 저자명과 연도

를 밝힌다.
 직접 작성했을 경우 ‘저자 작성’이라고 밝히고 참고한 문헌이 있다

면 역시 밝힌다.

자료: 이대현(2006, p. 34)을 참고하여 저자 작성. 

Ⅰ예문Ⅰ

 제시한 자료의 출처는 반드시 참고문헌 목록에 상세내용을 

정리한다.

∙ 식 표기하기

 식은 본문 중앙에 위치하며, 본문과 구별되게 위아래로 한 줄씩 띄

운다. 번호는 각 장별 일련번호로 정리한다.  

  …………… [식 2-1]

Ⅰ예문Ⅰ

 문장에서 식을 인용할 때는 표·그림과 같은 방식으로 쓴다. 

[식 3-1]과 같이,          나타났다(식 3-1 참고).

Ⅰ예문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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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본문 및 참고문헌 작성 예시

1. 본문(인용  각주, 표) 작성

가. 본문 문장 가운데에 인용할 때

외국 저자명은 원어 그대로 표기하되, 서양인명은 성만 쓴다. 다만 

구분이 필요할 경우에는 A. Smith(2001, p. 12), L. M. Smith(2001, 
p. 27)와 같이 이름도 같이 쓴다(모든 인용 및 각주1) 동일).

본문 문장 가운데 인용 시 1인 저자 표기법은 刘斌(2013, pp. 29~32)
과 같다. Millsap and Ferl(1997, p. 21)은 2인 저자, Jean, Laborde, 
and Martin(2008, pp. 89-90)은 3인 저자, 서진교 외(2013, p. 7)와 

Moïsé et al.(2013, p. 50)은 4인 이상 저자 표기법이다.

나. 본문 문장 끝에 인용할 때

이다(농림축산식품부 2014 , pp. 25 ~ 27), 이다(文化部 2012a , pp. 
32~33)의 괄호 안에는 저자명과 발행연도 사이를 한 칸 띄고, 쉼표 

뒤에 범위를 밝혔다. 국문자료의 여러 페이지는 물결표(~)를, 영문자

료는 붙임표(-)를 사용한다.

2인 저자의 국문자료는 이다(송백훈 , 양주영 2008, p. 23)와 같이 

저자명을 쉼표로 나열한다. 영문자료의 2인 저자는 이다(Millsap 
and Ferl 1997, p. 35)와 같이 쉼표 없이 and를 사용하는 반면, 3

인 저자는 이다(Jean, Laborde , and Martin 2008, p. 54)와 같이 
and 앞에 쉼표를 붙인다. 4인 이상 자료는 이다(Moïsé et al. 2013, 
p. 50)와 같이 et al.을 사용한다.

1인 저자의 동일한 자료에서 여러 범위를 인용할 때는 이다(文化
部 2013, p. 15 , pp. 31~58)와 같이 쉼표를 써서 페이지를 표기하

고, 같은 저자의 서로 다른 자료는 이다(文化部 2012a p. 46 , 
2012b p. 35 , 2013)와 같이 연도와 페이지를 쉼표로 나열한다. 저

자가 다른 자료일 때는 이다(Cairns Group 2014, p. 36 ; Bellmann 
2014, p. 49)와 같이 세미콜론(;)으로 자료명을 나열한다.

1) 각주는 마침표나 쉼표 등 문장부호 뒤에 표기한다. KIEP(2013), 

p. 77.

1) 본문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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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료별 표기법

각주의 자료별 표기 예시는 [표 2-1]과 같다. 각주에는 저자명, 발행연도, 

범위 등 기본적인 것만 간단히 기록한다. 비공개 자료2)로 출처를 밝힐 

수 없는 경우에도 간단히 기록한다. 참고한 자료의 상세 내용은 참고문

헌에 기록한다(표 2-2 참고).

2) 비공개 전문가 토론자료, 연구기관 비공개 내부자료, 정부부처 비

공개 자료, 발주기관 비공개 자료, 비공개 인터뷰 자료 등을 말한

다. 경제․인문사회연구회(2015), p. 43.

표 2-1. 자료별 각주 표기 예시

재인용
McCauley(2006), p. 52, 재인용: 송원호 외(2007), p. 

167.

신문기사

「위안화 급상승 얼마나 갈까」(2006. 9. 25). 

「방송콘텐츠 해외진출의 새로운 바람 ‘예능 포맷 수출’

｣(2014. 4. 17), 전자신문(검색일: 2014. 10. 21).

보도자료

「도덕이 경쟁력이다」(2013. 11. 2).

청와대 발표자료, 「창조경제를 위한 전략」(2013. 11. 

18).

온라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홈페이지(2015), 연구보고서 리스

트(검색일: 2015. 6. 22).

IMF(2013), DOT DB(검색일: 2013. 10. 14)

협정문

한․미 FTA 협정문.*

산업통상자원부(a) 및 산업통상자원부(b) 참고(각각의 

검색일: 2013. 11. 24).

국내 법령 「특허법」 제30조 제1항(검색일: 2015. 6. 24).

국내 판례
대법원 2015. 3. 12. 2012도13748 판결(검색일: 

2015. 5. 15).

인터뷰 

자료

스페인 Politecnica Valencia 대학 Jose Albors 교수

인터뷰(2013. 10. 1, 스페인 발렌시아).

칠레 진출 한국 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3. 8. 14, 

칠레 산티아고).

비공개 

자료
KIEP 비공개 내부자료

주*: 명칭만으로도 쉽게 확인이 가능한 협정문은 본문에 간략하

게 표기하고, 참고문헌에 상세내용을 기록한다.

자료: KIEP(2013), ebook, pp. 75~92(검색일: 2015. 5. 18)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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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자료별 참고문헌 표기 예시

재인용

McCauley, R. 2006. Internationalising a currency: the case 
of the Australian dollar. BIS Quarterly Review. 재인용: 
송원호, 조종화, 양두용, 신종협, 이인구, 김한성, 이형근, 
신관호, 박대근, 정용승. 2007.『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점 비교와 정책적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신문기사

｢위안화 급상승 얼마나 갈까｣. 2006. 한겨레신문. (9

월 25일)

｢방송콘텐츠 해외진출의 새로운 바람 ‘예능 포맷 수출’｣. 
2014. 전자신문. (4월 17일). http://www.etnews. 

com/20140417000111(검색일: 2014. 10. 21).

보도자료

「도덕이 경쟁력이다」. 2013. 『한국일보』. (11월 2일)

청와대 발표자료. 2013. 「창조경제를 위한 전략」. (11월  

18일)*

온라인

자료

대외경제정책연구원. 2015. 연구보고서 리스트. http:// 

www.kiep.go.kr/skin.jsp?bid=pub_02&grp= 

publication(검색일: 2015. 6. 22~25).

IMF. 2013. DOT DB(검색일: 2013. 10. 14).

협정문

한․미 FTA 협정문.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

협정-한글본｣
산업통상자원부a. ｢한 ‧ EFTA FTA｣ 협정문. http://www.fta. 

go.kr/main/situation/kfta/lov5/efta(검색일: 2013. 11. 4~2014. 3. 8).
______b. ｢한․ASEAN FTA｣ 협정문. http://www.fta.go.kr/main/ 

situation/kfta/lov5/asean(검색일: 2013. 11. 4~2014. 3. 8).

국내 법령

「특허법」(시행 2015. 5. 18. 법률 제13317호, 2015. 5. 
18, 일부개정). 제30조 제1항. http://www.law.go.kr/lsInfoP. 
do?lsiSeq=171013&efYd=20150518#0000(검색일: 2015. 6. 24).

국내 판례
대법원 2015. 3. 12. 선고 2012도13748 판결[저작권법위반

방조]. http://www.jintae.com/114(검색일: 2015. 5. 15).

인터뷰 

자료

스페인 Politecnica Valencia 대학 Jose Albors 교수 

인터뷰(2013. 10. 1, 스페인 발렌시아). 

칠레 진출 한국 기업 A사 관계자 인터뷰(2013. 8. 14, 

칠레 산티아고).

비공개

자료
KIEP 비공개 내부자료

주*: 신문 보도자료는 신문기사와 동일, 일반 보도자료일 경우 기

관명. 연도. 자료명. 월일 순서로 쓴다.

자료: KIEP(2013), pp. 75~92를 바탕으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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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 작성

[국문자료]

경제․인문사회연구회. 2015. 『국책연구기  연구윤리 평가규

정  사례』. 
농림축산식품부. 2014. 『2013 농림축산식품 통계연보』.
「도덕이 경쟁력이다」. 2013. 『한국일보』. (11월 2일)
송백훈, 양주 . 2008. 『DDA/NAMA 상 Sliding Scale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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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료회의(MC9)의 평가와 정책  시사 ｣. KIEP 오늘의 

세계경제, Vol. 13, No. 24. 외경제정책연구원.
「 안화 상승 얼마나 갈까」. 2006. 『한겨 신문』. (9월 25일)
청와  발표자료. 2013. 「창조경제를 한 략」. (11월  18일)
KIEP. 2013. 『2013 원고작성지침』. 외경제정책연구원.
[외국문자료]

刘斌. 2013. ｢北京动漫产业政策实施效果与评价｣. 『现代传播』. 
第1期(总第198期).

文化部. 2012a. ｢2012年文化发展统计公报｣.
______ 2012b. 『中国文化文物统计年鉴 2012』. 国家图书馆出版社.
______ 2013. ｢2013年文化发展统计公报｣.
Bellmann, Christophe. 2014. The Bali Agreement: Implications for 

Development and the WTO. International Development Policy. 
Cairns Group. 2014. “Unofficial room documents.“ (March 12)
Jean, Sébastien, David Laborde and Will Martin. 2008. 

“Choosing Sensitive Agricultural Products in Trade 
Negotiations.“ IFPRI Discussion Papter 00788. 
International Food Policy Research Institute.

McCauley, R. 2006. “Internationalising a currency: the case of 
the Australian dollar.“ BIS Quarterly Review. 재인용: 송원

호, 조종화, 양두용, 신종 , 이인구, 김한성, 이형근, 신
호, 박 근, 정용승. 2007.『원화국제화 추진에 따른 장단  

비교와 정책  시사 』. 외경제정책연구원.

2) 참고문헌 예시



제2장 연구윤리와 인용      89

Millsap, Larry and Terry Ellen Ferl. 1997. Descriptive 
cataloging for the AACR2R and the integrated MARC 
format. Neal-Schuman.

Moïsé, Evdokia, Silvia Sorescu, David Hummels and Peter Minor. 
2013. “rade Facilitation Indicators: the Potential Impact of 
Trade Facilitation on Developing Countries’ Trade.“ 
Trade Policy Paper, No.144. OECD.

Smith, A. 2001. Economic book. Publisher.
Smith, L. M. 2001. “Economic Jour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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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인 Politecnica Valencia 학 Jose Albors 교수 인터

뷰(2013. 10. 1, 스페인 발 시아). 
칠  진출 한국 기업 A사 계자 인터뷰(2013. 8. 14, 칠

 산티아고).
[기타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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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원고작성 Q&A 

Q. 인터뷰 내용이 몇 단락 이상일 경우

A. - 한 번에 모아서 인용할 때는 인터뷰 내용이 끝나는 부분에 표기

- 몇 개로 나누어 사용할 때는 관련 인터뷰 내용을 제시할 때마다 표기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모색’이라는 주제에 

대해 ‘국제화란 연구기관이 각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파생적 결과’라고 언급했다. 이어 이러한 노력

은 모든 연구 활동 분야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 

또한 ‘국제화란 단순하게 외국 기준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준을 포함해 가장 우수한 기준을 목표로 삼

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1)

                                    
1) 대외경제정채연구원 이일형 원장 인터뷰(2015. 1. 22, 세종 

국책연구단지).*
*예시문 작성을 위해 보도자료를 재구성.

Ⅰ예문 1Ⅰ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에 대해 … 추진할 필

요가 있다. 이에 대해 “한국 싱크탱크의 국제적 역할 확대

라는 주제에서 ‘국제화란 연구기관이 각자의 설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노력의 파생적 결과’이며, 이러한 노력은 모

든 연구 활동 분야에서 표현되어야 한다”고 설명하였다.1) 

특히 경제정책 분야에는 … 필요가 있다. 국제화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지만 ‘국제화란 단순하게 외국 기준을 받아들

이는 것이 아니라, 국내 기준을 포함해 가장 우수한 기준을 

목표로 삼아 달성하는 것’이라고 강조하였다.2)

                                    

1) 대외경제정채연구원 이일형 원장 인터뷰(2015. 1. 22).*
2) 위의 자료.

Ⅰ예문 2Ⅰ

1) 여러 단락의 
인터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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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유료 데이터 등 직접 접근이 불가능한 통계 데이터를 저자 A가 

활용하여 작성한 표를 참고할 때, 본인의 보고서에서 필요한 데

이터 일부와 이를 재가공하여 인용할 경우

A. 활용한 보고서에 대한 출처표기 후, 여기에 있는 데이터나 표를 참

고하였음을 밝힌다. 저자, 자료명, 페이지 표기 후 ‘○○○라는 목

적을 위해 데이터 혹은 표를 재구성함.’

김대외(2015), p. 12, ○○○라는 목적을 위해 데이터(표)를 

재구성함.

Ⅰ예문Ⅰ

Q. 다수 변수(30개 이상 지역)의 다양한 통계지표를 하나의 표로 작

성할 경우, 참고한 통계연감이 너무 많고(30권 이상) 통계항목이 

다수이기 때문에 해당 페이지를 일일이 열거하기 어려움(예: 35

개 연감×7개 지표=245개 페이지). 통계연감만 열거해도 출처 내

용이 10줄 이상이며, 활용하는 통계값마다 페이지를 다시 찾아내

는 것도 너무 비효율적임. 다수의 통계를 활용한 표나 그림에 방

대한 양의 출처표기하는 경우

A. 활용한 통계연감(연도)을 밝히되, 어떤 목적 내지 이유에 의해 통계

연감의 여러 데이터나 자료를 활용하여 만든 자료라고 표기

○○를 위해 상기 지역의 통계연감(2005~14)을 활용하여 분

석‧정리함.

Ⅰ예문Ⅰ

Q. 다른 자료의 내용을 요약한 데이터가 3페이지가량 될 경우

A. 요약 내용 끝에 각주 표기, 시작 부분에 ‘~의 실태에 대해서는 다

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와 같이 언급하고 각주 표기

○○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살펴볼 수 있다. … 분석하였다.1)

                                    
1) 김대외(2015), pp. 36~38.

Ⅰ예문Ⅰ

3) 다수 변수의 
통계연감 표기

4) 한 페이지를 
넘기는 분량의 
인용표기

2) 유료 데이터 
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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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2차 문헌에 1차 문헌의 발행연도가 잘못 표기된 경우

예) 김대외(2014), 재인용: 이경제(2013), p. 12.

A. APA 출판 매뉴얼에 따르면, 인용은 원자료의 내용이 잘못되었더

라도 반드시 업법, 철자, 구두점까지 따르도록 되어 있다. 다만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잘못된 부분 다음에 중괄호 안에 이탤릭

체로 ‘sic'이라는 단어를 삽입한다.

김대외(2014[sic]), 재인용: 이경제(2013), p. 12.

Ⅰ예문Ⅰ

Q. 보고서의 한 장에 국가정책이나 법률을 담았고, 저자가 임의로 

내용을 가공하거나 아이디어를 투입할 수 없는 경우

A. 해당 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간단히 소견을 밝히고, 각 소제목마

다 출처를 표기할 수 있다.

제3장은 각 항에서 EU 집행위원회가 발표한 Europe 2020, 산

업정책 4건, 산업경쟁력 지원정책 3건의 주요 내용을 소개하

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책의 주요 내용은 저자의 판단

에 따라 선택되었으나, 내용은 저자를 포함한 제3자의 연구 

내용이 아닌 정책문건(1차 문헌)의 내용을 옮긴 것이다.

[해당 장]

다. 유럽을 위한 디지털(Digital Agenda for Europe)35)

EU 집행위원회는 7대 의제 및 … 강조했다.

라. 자원효율적 유럽(Resource-efficient Europe)36)

에너지, 교통, 기후변화 … 정책목표를 담고 있다.

                                    
35) European Commission(2010a).
36) European Commission(2011a).
*강유덕 외(2014), 『유럽 주요국의 산업경쟁력 제고정책과 

시사점』, pp. 8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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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차 문헌의 
오류

6) 국가정책/법률 
등 임의로 
내용을 가공할 
수 없는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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