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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CY 투고 규정
본 투고 규정은 한국청소년학술대회(Korea Scholar’s Conference for Youth, 이하 KSCY)의 연구발표
트랙 참가자들의 논문 작성을 돕기 위한 것으로, 심사를 거쳐 선발된 합격자들의 논문에 한해 학
술논문집 발간이 이루어진다.

원고의 작성 및 제출
1.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으로 작성한다. 적절한 번역어가 없는 경우 원어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
다. 약어는 원어를 풀어서 표기한 다음 괄호 안에 약어를 밝힌 후에 약어만 사용한다.
2. 원고의 분량은 표지, 목차, 초록, 참고문헌 등을 제외한 본문에 한해 인문계열(인문과학, 사회과
학, 융복합, 소셜이노베이션, 글로벌) 기준 40페이지, 자연계열(자연과학, 공학, 생명과학) 기준 60
페이지 내외를 권고한다.
3. 원고 편집은 A4 용지를 기준으로 위쪽 30mm, 아래쪽 25mm, 왼쪽 25mm, 오른쪽 25mm 여백
을 둔다. 사용 언어에 따라 각 국문 또는 영문 형식 규정에 명시된 서체와 글자크기를 따라 원고
를 작성하여야 한다.
4. 원고의 주제는 KSCY에 개설되는 9가지 대표 학술분야(인문과학, 사회과학, 기업가정신, 자연과
학, 공학, 생명과학, 융복합, 소셜이노베이션, 글로벌) 내에서 자유로운 설정이 가능하다.
5. 원고 제출은 KSCY 홈페이지(www.kscy.or.kr)의 참가신청을 통해서만 가능하며, KSCY에서 제공한
양식에 따라 MS-word로 작성 및 제출되어야 한다.

형식 규정(국문)
원고는 아래 형식 규정에 입각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맞지 않는 논문은 학술지 게재가 제한
될 수 있다.
1. 원고는 표지, 국문초록, 목차,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표, 그림 순으로 작성한다.
2. 표지는 굴림, 굵게를 기본 설정으로 하여 작성하며, 논문제목은 22, 소제목은 14, 작성연도는
15, 학교 이름 및 전 저자의 성명은 18포인트로 한다.
3. 국문초록은 굴림, 11포인트로 1쪽을 넘지 않는 분량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굵게 표시
한 논문의 주제어 5단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연세대학교 사회혁신센터 - 제11회 한국청소년학술대회 조직위원회 산하 연구윤리위원회

4. 목차의 대단원은 굴림, 굵게, 14포인트로 작성하며, 부속 단원은 탭(Tab)을 통해 들여쓰기를 통
해 상위 단원과 구분한다. 대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굵게 표시하지 않으며, 굴림을 기본 글
꼴로 한다. 중단원은 13, 소단원은 11, 소소단원 이하는 10포인트로 설정 한다.
5. 본문의 제목은 굴림, 굵게를 적용하여 본제목은 20, 소제목은 14포인트로 상단에 중간정렬로
작성한다. 저자명과 소속은 굴림, 11포인트로 오른쪽 정렬로 작성한다.
5-1. 본문에 포함되는 단원의 제목들은 굴림, 굵게를 적용하며 대단원 14, 중단원 12, 소단원 11,
소소단원 이하 10포인트로 한다.
5-2. 본문의 내용은 굴림, 11포인트로 작성하며 글간격은 1.15로 한다.
5-3. 본문에서 출처표기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주를 사용하되, 부연설명을 위한 각주는 최
소화하고, 출처표기를 위한 각주는 APA스타일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참고문헌에서 밝히는 것을
권고한다.
6. 참고문헌의 경우 책, 기사, 웹사이트 등 활용한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저자
명의 ABC/가나다순으로 정렬하며, 국문의 경우 굴림, 영문의 경우 Times New Roman 10포인트로
작성한다.
6-1. 책은 이름(출간연도). 책 제목.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6-2. 기사, 잡지, 학술지(논문) 등은 이름(기사입력날짜 또는 출간연도). 제목. 출간지 제목. Vol. P.(권
수와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6-3. 웹사이트는 이름, 발행연도. 제목. 웹사이트 주소 순으로 표기한다.

형식 규정(영문)
원고는 아래 형식 규정에 입각하여 제출되어야 하며, 이에 맞지 않는 논문은 학술지 게재가 제한
될 수 있다.
1. 원고는 표지, 국문초록, 영문초록, 목차, 서론(Introduction), 본론(Body), 결론(Conclusion), 참고
문헌(Reference), 표, 그림 순으로 작성한다.
2. 표지는 굵게를 기본 설정으로 하여 작성하며, 논문제목은 Times New Roman, 22, 소제목은
Times New Roman 14포인트로 영문 작성 한다. 작성연도, 학교 이름, 전 저자의 성명은 굴림으로
각각 15, 18, 18포인트로 국문 작성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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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초록은 11포인트로 각각 국문 굴림, 영문 Times New Roman를 적용하여 1쪽을 넘지 않는 분량
으로 간략하게 작성하여야 하며, 굵게 표시한 논문의 주제어 5단어를 반드시 게재해야 한다.
4. 목차의 대단원은 Times New Roman, 굵게, 14포인트로 작성하며, 부속 단원은 탭(Tab)을 통해
들여쓰기를 통해 상위 단원과 구분한다. 대단원을 제외한 나머지 단원은 굵게 표시하지 않으며,
Times New Roman을 기본 글꼴로 한다. 중단원은 13, 소단원은 11, 소소단원 이하는 10포인트로
설정 한다.
5. 본문의 제목은 Times New Roman, 굵게를 적용하여 본제목은 20, 소제목은 14포인트로 상단에
중간정렬로 작성한다. 저자명과 소속은 국문으로 굴림, 11포인트를 적용하여 오른쪽 정렬로 작성
한다.
5-1. 본문에 포함되는 단원의 제목들은 Times New Roman, 굵게를 적용하며 대단원 14, 중단원
12, 소단원 11, 소소단원 이하 10포인트로 한다.
5-2. 본문의 내용은 Times New Roman, 11포인트로 작성하며 글간격은 2.0(Double-space)으로 한
다.
5-3. 본문에서 출처표기나 부연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주를 사용하되, 부연설명을 위한 각주는 최
소화하고, 출처표기를 위한 각주는 APA스타일에 맞게 작성하되 되도록 참고문헌에서 밝히는 것을
권고한다.
6. 참고문헌의 경우 책, 기사, 웹사이트 등 활용한 저작물의 유형에 따라 구분하여 표기한다. 저자
명의 ABC/가나다순으로 정렬하며, 국문의 경우 굴림, 영문의 경우 Times New Roman 10포인트로
작성한다.
6-1. 책은 이름(출간연도). 책 제목. 출판사. 순으로 표기한다.
6-2. 기사, 잡지, 학술지(논문) 등은 이름(기사입력날짜 또는 출간연도). 제목. 출간지 제목. Vol. P.(권
수와 페이지) 순으로 표기한다.
6-3. 웹사이트는 이름, 발행연도. 제목. 웹사이트 주소 순으로 표기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