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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

전반적인
부분

논문개요
서론

문헌고찰

자료수집
방법

목

글씨체는 신명조인가?
본문 글씨 크기는 10~12 pt인가?
대 제목의 글자 크기는 15 pt인가?
줄 간격은 200% 인가?
모든 첫 단락은 들여쓰기를 하였는가? (문단모양에서 10pt 설정)
약어 사용 방법이 맞는가?
(맨 처음만 단어 전체를 기술하고 바로 뒤 괄호 속에 약어를 쓴다)
ex: Minnesota Multiphasic Personality Inventory (MMPI)
모든 면에 페이지를 매겼는가?
대제목은 I, II, III
소제목은 A, B, C,
1, 2, 3,
1), 2), 3) 으로 표기 하였는가?
저자가 6인 이상인 경우 첫 인용에서 부터 “첫 저자 등(또는 et al.,) 연도”를
표기 하였는가?
각 부분은 새 페이지에서 시작하였는가?
논문 전반에 걸쳐 용어가 일치하는가?
문장 내 주어와 동사가 명확하고 문장은 간결하고 명료하게 제시되었는가?
연구목적과 자료분석방법, 연구결과 간의 연계성이 있는가?
최근 5년 이내의 참고문헌을 인용하였는가?
문헌 인용 시 최신 APA 형식에 맞게 인용하였는가?
예를 들어, Kim 등(2018) vs (Kim et al., 2018)
논문의 주요 내용을 간단명료하게 2-3 페이지 이내로 요약하여 기술하였는가?
연구의 필요성에 연구의 주요 개념이 포함되어있는가(연구 범위 내에서 문헌
검토 또는 배경을 간략하게 제시하였는가)?
연구의 필요성 및 연구문제 및 가설을 명확하게 기술하였는가?
용어 정의에서 이론적 정의(사전적 정의 인용을 지양할 것)와 조작적
정의(도구명만 제시하는 것을 피할 것)를 기술하였는가?
논문의 제목 순서(개념)대로 내용을 나열하였는가?
인용하는 문헌은 최근 5년 이내로 하였는가? (단 개념상 중요, 유일, 필요한
내용인 경우는 오래된 문헌도 이용할 수 있음)
문헌고찰의 소제목은 연구의 목적과 연관된 내용을 반영하는가?
문헌은 1차 인용을 하였는가?
문헌 인용 시 주요결과를 중심으로 인용하였는가? (선행 연구의 서론이나 논의
부분에 제시된 연구자의 의견을 그대로 인용하는 것은 지양할 것)
표본수의 근거가 제시되었는가?
표본추출의 절차가 자세히 기술되었는가?
설문지 응답률이 기술되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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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분석
방법

연구
결과

논의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Abstract

항 목
연구도구에서 신뢰도(개발당시, 본 연구)와 타당도가 보고되었는가?
도구개발자에게 도구사용 허락을 받았는가?
도구를 번역하여 사용 시 번역과 역번역 과정이 명확하게 제시되었는가?
대상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가 기술되어있는가?
통계적 자료분석방법이 연구목적에 근거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기술되었는가?
통계분석방법과 결과에 대한 전문가의 자문을 받았는가?
연구목적의 순서에 따라 결과를 제시하였는가?
전체 대상자 수는 N, 부분 대상자 수는 n으로 표기하였는가?
ANOVA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경우 사후검정을 실시하였는가?
표에 불필요한 선이 없는가(세로선, 중간 가로선 등)?
표 안의 숫자는 오른쪽 정렬이 되어있는가?
표가 길어질 경우 ‘(계속)’ 이라고 표 제목에 표기하였는가?
평균과 표준편차는 소수점 두 자리까지 표기하였는가?
통계값은 소수점은 세 자리 수 까지 제시하였는가? (예. t=.226 r=.140)
유의성을 나타내는 p는 대문자가 아닌 소문자로 표기하였는가?
유의수준이 .000보다 작은 경우 <.001로 표기하였는가?
연구목적의 순서에 따라 기술하였는가?
연구결과와 중복 기술된 부분은 없는가?
기존 연구와의 차별성, 결과에 대한 해석이 논리적으로 기술되었는가? (석사의
경우, 연구결과 및 논의로 제시할 수 있다)
결론과 제언은 연구결과에 근거하여 제시하였는가?
결론에서 논문개요에 제시된 주요 결과를 반복해서 기술하지 않았는가?
본문에 인용된 문헌이 참고문헌 목록이 일치하는가?
- 인용된 문헌이 모두 포함되었는가?
- 본문에 인용되지 않은 문헌이 목록에 포함되지 않았는가?
참고문헌 목록은 내어쓰기가 되어있는가? (문단모양에서 10pt 설정)
최신 APA 형식에 맞게 기술하였는가?
참고문헌에 학위논문 인용을 최소화하였는가?
전문가에게 영문 교정을 받았는가?
논문의 목적과 내용을 정확하게 반영하였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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