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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치료학회지 투고 안내』
한국음악치료학회지(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는 ISSN 1598-916X를 취득한
한국음악치료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써, 1년에 2회 (4월, 10월) 발행되며, 한글논문 및 영어
논문을 게재한다. 모든 원고는 투고규정에 맞게 작성되어야하며 투고규정에 따로 기술되
지 않은 부분은 Publication Manual of the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http://apastyle.apa.org/)를 따른다.
원고 마감은 발간일 2달 전(2월, 8월)이며 http://www.musictherapy.jams.or.kr를 통하여
제출하고, 제출 시 문헌 유사도검사 (https://check.kci.go.kr/)를 실시하여 유사율 기준 5어
절, 평균 유사율 10%이하로 수정, 보안하여 논문제출시 첨부파일에 함께 첨부한다.
학회지 발간일 : 매년 4월 25일, 10월 25일
원 고 마감일 : 매년 2월 25일, 8월 25일
가. 한국음악치료학회지 투고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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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한국음악치료학회지 투고규정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음악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 게재하고자
하는 논문의 투고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간행회수 및 간행일)
한국음악치료학회지는 연 2회(4월 25일, 10월 25일) 발간된다.
제 3조(원고내용 및 게재결정)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는 음악치료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
고의 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것으로, 투고된 논문의 게
재여부는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4조(논문의 종류)
① 논문은 연구논문, 초청논문으로 구분한다.
② 초청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의결에 의하여 편집위원장이 의뢰하거나, 투고희망자 편집위원
장의 협의를 한 뒤, 편집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접수하여야 한다.
제 5조(투고 방법)
한국연구재단 온라인논문투고 및 심사관리시스템(http://www.musictherapy.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제 6조(논문의 심사)
① 연구논문은 본 학회 논문심사규정에 의한 1, 2차 심사과정을 거쳐야 한다.
② 초청논문은 심사과정을 거친 것으로 본다.
제 7조(교정)
① 초교는 저자가 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② 교정 단계에서는 저자 임의로 본문의 내용을 변경할 수 없다.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경
우에는 편집위원회의 인가를 얻어야 한다.
제 8조(게재료)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본 학회는 게재료를 받지 않는다.
제 9조(저작권)
본 학술지에 게재되는 모든 원고에 대한 저작권은 한국음악치료학회가 소유한다. 본 학회
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책임저자는 투고 시 온라인 시스템의 CCL 설정을 통해 저작권 활
용 동의 절차에 따라 저작권 활용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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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칙
(1999. 10. 31) 이 규정은 1999년 11월 1일부터 시행한다.
(2000.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 (학회지 제 3월 1호)부터 시행한다.
(2010. 01. 01)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 (학회지 제 12권 1호)부터 시행한다.
(2014.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15년 1월 1일(학회지 제 17권 1호)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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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심사 규정 세칙
제 1조(목적)

본 규정은 한국음악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 게재하고자하는
논문의 심사에 관하여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심사 원고 내용)

1.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는 음악치료의 모든 분야에 걸친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있으며, 원고
의 내용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게재를 의뢰하지 않은 연구이어야 한다.
2. 편집위원장은 접수된 투고된 논문이 투고규정과 맞지 않는 경우 편집위원들의 의견을 수
렴 한 후 접수를 취소할 수 있으며 접수 후 3주일 이내에 논문투고자에게 접수 취소를 통보한
다.

제 3조(심사위원의 선정)

투고 논문의 제출 마감 시한이 종료되면 편집위원장은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제 4조(논문 심사 의뢰)

1. 편집위원장은 선정된 심사 위원에게 다음의 내용에 대해 고지하고 온라인을 통한 심사를
요청 한다
1) 논문 심사 평가서, 2) 심사 대상 논문, 4) 소정의 심사료
단, 심사위원에게 심사 논문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제공하지 않는다.
2. 논문 심사위원은 논문 심사 평가서의 기준에 의거하여 논문을 심사한다.

제 5조(논문 심사)

1. 심사위원은 3점 평정 척도 방식과 서술 평가 방식으로 논문을 심사한다.
1) 심사에 있어서 평정 척도 방식의 평가 요소는 ① 연구주제 설정의 독창성과 적절성,
② 연구 목적의 구체성과 명료성 ③ 문헌고찰과 연구주제의 관련성, ④ 연구방법 및
논의구성의 타당성 ⑤ 요약 및 결론의 적합성 ⑥ 논문 작성 규정의 준수 등이다.
2) 서술 평가 및 수정 사항 제시는 기타 연구자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기타 사항 혹은
전반적 사항에 대하여 문제점, 개선가능성에 대하여 진술한다.

제 6조(논문 심사 종합 판정)
각 심사위원은 논문을 심사하여 게재에 대한 판정을 ① 게재, ② 수정 후 게재, ③ 수정 후
재심사 ④게재 불가의 4등급 중 하나를 택하여 한다. 심사자들의 판정이 불일치하는 경우,
그 조정 방식에 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심사위원의 종합판정이
‘① 게재’ 또는 ‘② 수정 후 게재’로 판정을 받은 논문만이 게재 대상이 된다. ‘① 게재’의 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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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을 거치지 않고, ‘② 수정 후 게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수정할 내
용이 표현, 어휘의 선택 등에 한한 것으로 수정내용이 핵심내용과는 무관한 논문이다. ③ 수
정 후 재심사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논문의 핵심내용에서 문제가 있다고 판단한 논문이다.
수정 후 재심사를 거친 후 편집위원회의 결정을 따라 게재여부가 결정되는데 재심사후 수정
후 게재 판정을 받으면 수정 후 게재할 수 있다. ‘④ 게재 불가’의 판정을 받은 논문은 게재
가 불가능하다. 논문의 게재 여부에 대한 판단은 3인 심사위원의 판정에 기초하며 최종 판
단은 편집위원장이 한다. 최종 판정의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게재가능
① 3인 모두 게재가
2) 수정 후 게재가
① 2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② 2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③ 2인 게재가, 1인 게재불가
④ 1인 게재가, 2인 수정 후 게재가
⑤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일 수정 후 재심사
⑥ 3인 수정 후 게재가
⑦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일 수정 후 재심사
⑧ 2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불가
⑨ 1일 게재가,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게재불가
* 8, 9 의 경우 기존 심사위원이 아닌, 제3자에게 재심 의뢰를 한 후 수정 후 재심 이상의 판정
여부에 따라 수정 후 게재가로 결정함
* 수정 후 게재가의 논문은 수정 후 편집위원회에서 수정여부를 재심하여 게재 여부를 결정
3) 수정 후 재심
① 1인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사
② 1인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불가
③ 1일 수정 후 게재가, 2인 수정 후 재심사
④ 1인 수정 후 게재가, 1인 수정 후 재심사, 1인 게재불가
⑤ 3인 수정 후 재심사
⑥ 2인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
* 수정 후 재심의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심의하여 당월 호나 다음 호를 위한 수정 후 재심을 한 후
게재여부를 결정하며 한다.
4) 게재 불가
① 1), 2), 3)의 경우를 제외한 모든 심사 논문은 게재 불가로 한다.

제 7 조(게재여부 결정)

1. 게재여부는 종합판정을 기준으로 편집위원회에서 결정한다.
2. 저자가 논문의 수정을 요청 받고 특별한 사유 없이 14일 이내에 수정논문을 제출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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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저자가 논문게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할 수 있다.

제 8조(심사결과의 통보)

논문의 심사 결과는 편집위원장이 논문 투고자에게 전자우편으로 통보한다. 단, 논문
투고자에게 심사위원의 이름은 통보하지 않는다.
< 한국음악치료학회 편집위원 >
편집위원장

편집위원

김상윤

고신대학교

김경숙

한세대학교

김영신

숙명여자대학교

김진아

전주대학교

신철진

충북대학교

이석재

제주대학교

최병철

숙명여자대학교

부칙
2000.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01년 1월 1일(학회지 제 2권 1호)부터 시행한다.
2009.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학회지 제 11권 1호)부터 시행한다.
2012.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13년 1월 1일(학회지 제 14권 1호)부터 시행한다.
2015.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부(학회지 제 18권 1호)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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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국음악치료학회지 윤리규정
제 1조 (목적)
본 규정은 한국음악치료학회(이하 본 학회)에서 발행하는 한국음악치료학회지에 투고된 논문과
관련하여 연구윤리를 확립, 검증과 관련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연구윤리 위반)
연구의 윤리성과 진실성에 위배되는 행위로, 본 연구윤리 규정의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범위
를 말한다.
제 3조 (심의)
한국음악치료학회 윤리위원회에서는 본 규정을 심의한다.
제 4조(학문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① 사상, 종교, 나이, 성별 및 사회적 계층과 문화가 다른 집단의 학문적 업적에 대하여 편견 없이
인정하여야 한다.
② 자신의 연구에 대한 비판에 개방적이고, 자신의 지식에 대하여 끊임없이 회의하는 자세를 가
져야 한다.
③ 자신의 주장을 반박하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발견하면, 자신의 오류를 수정하려는 자세를 가
져야 한다.
④ 새로운 연구 문제, 사고 체계 및 접근법에 대하여 편견 없이 검토하여야 한다.
제 5조 (기관의 승인)
연구수행 시 기관의 승인이 요구될 때, 연구자는 연구를 수행하기 전에 연구 계획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승인을 얻는다.
제 6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책임)
① 연구 참여자의 인격, 사생활을 침해받지 않을 개인의 권리와 자기결정권을 존중 한다.
② 연구 참여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하기 위한 조처를 하고, 위험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
다.
③ 연구 참여자에게 심리적, 신체적 손상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예상하지 못한 고통의 반응을 연
구 참여자가 보일 경우 연구를 즉시 중단하여야 한다.
④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
연구 참여는 자유의지로 결정되어야 한다. 따라서 연구를 수행할시 연구자는 참여자로부터 연구
참여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를 얻을 때에는 다음의 사항을 알려주고, 이에 대해 질문하
고 답을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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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의 목적, 예상되는 기간 및 절차
② 연구에 참여하거나 중간에 그만둘 수 있는 권리
③ 연구 참여를 거부하거나 그만두었을 때 예상되는 결과
④ 참여 자발성에 영향 미칠 것으로 예상되는 잠재적 위험, 고통 또는 해로운 영향
⑤ 연구에 참여함으로써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득
⑥ 비밀 보장의 한계
⑦ 참여에 대한 보상
실험 처치가 포함된 중재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는 연구 시작부터 참여자에게 다음 사항을 분명
하게 알려준다.
① 실험 처치의 본질
② 통제집단에게 이용할 수 있거나 또는 이용할 수 없게 될 서비스
③ 처치집단 또는 통제집단에의 할당 방법
④ 개인이 연구에 참여하고 싶지 않거나, 연구가 이미 시작된 후 그만두고 싶어 할 경우 이용 가
능한 처치 대안
⑤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이나 금전적인 대가
제 7조 (연구를 위한 음성 및 영상 기록에 대한 동의)
연구자는 자료 수집을 위하여 연구 참여자의 음성이나 악보, 영상이 필요한 경우에는 기록하기 전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연구의 내용이 공공장소에서 자연 관찰하는 것이거나, 그 기록이 개인의 정체를 밝히거나 해
를 끼치는 데 사용될 것으로 예상되지 않을 경우
② 연구 설계에 속이기가 포함되어 있어서, 기록 후에 기록 사용에 대한 동의를 얻어야 하는 경우
제 8조 (연구 동의 면제)
연구자는 다음 경우에 연구 참여자로부터 동의를 받지 않을 수 있다
① 연구가 고통을 주거나 해를 끼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 교육 및 직업 장면에서 수행되는 교육 실무, 교과과정 또는 교실 운영, 직업과 관련된 요인
들에 대한 연구로 비밀이 보장되는 경우
- 연구 참여자의 반응 노출이 참여자들을 형사상 또는 민사상 책임의 위험에 놓이지 않게 하
거나, 재정 상태, 고용가능성 또는 평판에 손상을 입히지 않으며, 비밀이 보장되는 익명의
질문지, 자연관찰 또는 자료수집 연구
② 국가의 법률 또는 기관의 규칙에 의해 허용되는 경우
제 9조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에 대해 적절한 정도의 보상을 한다. 하지만 연구 참여를 강요하게 될 정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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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나치거나 적절하지 못한 금전적 혹는 기타의 보상을 제공 하지 않는다.
②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으로 전문적 서비스를 제공할 시, 연구자는 그 서비스의 본질뿐만 아니
라, 위험, 의무, 한계를 분명히 하여야 한다.
제 10조 (연구에서 속이기)
① 연구자는 속이기 기법을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서 예상되는 과학적, 교육적, 혹은 응용 가치에
의해서 정당한 사유가 되고, 또한 속임수를 쓰지 않는 효과적인 대안적 절차들이 가능하지 않
다고 결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속임수가 포함된 연구를 수행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연구에 참여할 사람들에게 신체적 통증이나 심한 정서적 고통을 일으킬 수도 있다는
정보를 알려주고 속이지 않는다.
③ 연구자는 실험에 포함된 속임수를 가능한 빨리, 가급적이면 연구 참여가 끝났을 때, 아니면 늦
어도 자료수집이 완료되기 전에 설명함으로써, 참여자들에게 자신의 실험자료를 철회할 수 있
는 기회를 준다.
제 11조 (연구 참여자에 대한 사후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 참여자들에게 연구의 본질, 결과 및 결론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과학적
가치와 인간적 가치를 손상시키지 않는 한, 연구 참여자들이 이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② 연구자는 연구절차가 참여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것을 알게 되면,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조처를 한다.
제 12조 (연구결과 보고)
① 연구자는 자료를 조작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연구대상 개개인이 식별될 수 있는 자료는 익명화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출판된 자신의 자료에서 중대한 오류를 발견하면, 정정, 취소, 정오표 등 적절한 출판
수단을 사용하여 오류를 바로잡기 위한 조처를 취한다.
제 13조 (표절)
① 연구자는 타인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사용하면서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행위 및 타인의 연구계획, 연구과정, 결과 또는 기록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도용하는 표절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② 연구자는 공개된 학술자료를 인용할 경우 반드시 그 출처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 타인의 글
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를 차용 참조할 경우, 반드시 각주를 통해 인용이나 차용 여부, 참
고 여부를 밝혀야 하며 이러한 표기를 통해 어떤 부분이 선행연구의 경과이고 어떤 부분이
연구자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 주장, 해석인지를 독자가 알 수 있도록 인용 및 참고 표시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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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자는 본인의 동일한 연구 결과를 인용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출판하는 경우 중복 게재로 간주되며 연구 부적절 행위에 해당된다. 단, 학위논문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
제14 조 (위조, 변조)
① 연구자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연구 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보고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
다.
② 연구자는 연구 재료나 과정의 조작, 데이터를 축소 또는 과장함으로 연구 결과를 고의적으
로 변형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제 15조 (출판 업적)
① 연구자는 자신이 실제로 수행하거나 공헌한 연구에 대해서만 저자로서의 책임을 지며, 또한
업적으로 인정받는다.
② 논문이나 기타 출판 업적의 저자나 저자의 순서는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에 기여한 정
도를 상대적으로 정확하게 반영하여야 한다. 단순히 어떤 직책에 있다고 해서 저자가 되거나
주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는 것은 정당화되지 않는다.
③ 예외적인 상황을 제외하고, 학생의 석사학위 또는 박사학위 논문을 토대로 한 여러 명의 공동
저술인 논문에서는 학생이 주저자가 된다.
제 16조 (이중 출판)
국내외 출판을 막론하고 연구자는 이전에 출판된 자료 (출판 예정이나 출판 심사 중인자료 포함)
를 새로운 자료인 것처럼 출판하거나 출판을 시도하지 않는다. 이미 발표된 자료를 사용하여 출
판하고자할 때에는, 출판하고자 하는 저널의 편집자에게 게재 요청 시에 이전 출판에 대한 정보
를 제공하고 이중출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 17조 (결과 재검증을 위한 연구자료 공유)
① 연구결과가 발표된 후, 다른 연구자가 재분석을 통해 발표된 결과를 재검증하기 위한 목적으
로 연구 자료를 요청하면, 연구 참여자에 대한 기밀이 보호될 수 있고, 또 소유한 자료에 대한
법적 권리가 자료 공개를 금하지 않는 한, 자료를 제공한다.
② 전항에 의해 자료제공을 받은 연구자는 오로지 그 목적으로만 자료를 사용할 수 있으며, 그 외
의 다른 목적으로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제 18조 (심사)
투고논문, 학술발표원고, 연구계획서를 심사하는 연구자는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대해 비밀을 유
지하고 저자의 저작권을 존중한다.
제 19조 (연구윤리 검증 원칙)
① 연구윤리규정 위반 사실 여부를 입증할 책임은 윤리위원회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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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윤리위원회는 심의 요청자와 심의 대상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③ 본 학회는 윤리위원회가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을 받지 않고 독립성과 공정성을 유지할 수 있
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 20조 (연구윤리 검증 절차)
① 본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윤리 문제가 제기된 논문에 대해서 진위여부
에 대한 심의는 윤리위원회가 담당한다.
② 윤리위원회는 접수된 안건에 대한 본격적인 심의에 착수하기 전에 논의를 통하여 자체심사 또
는 심의위원회 구성과 관련한 외부 심의위원의 참여 여부 등 심의 절차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윤리위원회는 심의 대상자의 논문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 연구윤리 위반 여부를 결정한
다. 이를 위해 학술윤리위원회는 필요시 심의 대상자, 심의 요청자, 문제가 제기된 논문의 심
사위원 등을 면담할 수 있다. 심의 대상자가 위원회의 면담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연구윤리 위
반으로 간주될 수 있다.
④ 윤리위원회는 심의대상자에게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한다.
⑤ 위원은 최종적인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심의 대상자와 제보자의 신분이나 회의 진행 사항 등
을 외부에 공개하지 않는다.
⑥ 윤리위원회는 심의의 전 과정을 문서로 작성하고, 심의의 결정문은 윤리위원회 전원의 서명을
받아 보존한다.
제 21조 (연구윤리 검증 결과에 대한 후속조치)
① 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심의 결과를 심의 대상자 및 해당 연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심의 내용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연구윤리 위반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학술윤리위원회는 위반 행위 경중에 따라 다
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1. 해당 학술지 논문목록 삭제
2. 논문투고자 향후 논문투고 금지(최소 2년 이상)
3. 본 학회 홈페이지 공지
4. 연구윤리 위반 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5. 한국연구재단에 해당 내용에 대한 세부사항 통보
부칙
2001. 12. 31. 이 규정은 2002년 1월 1일 (학회지 제 4권 1호)부터 시행한다.
2009.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10년 1월 1일(학회지 제 12권 1호)부터 시행한다.
2015. 12. 31. 이 개정 규정은 2016년 1월 1일(학회지 제 18권 1호)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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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

라. 음악치료학회지 논문 작성 양식

1. 원고작성
1) 한글 3.0 이상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으로 작성하여 디스켓과 함께 출력본 원고 3부를
제출한다.
2) 논문의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되, 의미에 혼동가능성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한
자로 표시하거나 ( ) 속에 원어를 써 넣는다.
3) 논문제목 및 제출자의 성명은 한글과 영문으로 표시하고, 외국인의 인명은 원어 그대로
쓴다.
4) 논문 내용의 영문 요약을 (가로 75열, 세로 33행 2쪽 이내), 논문제목 다음부분에 제시한
다.
5) 원고분량: 가로 75열, 세로 33행으로 작성한 원고 20쪽 이내(참고문헌, 부록, 요약 포함)
를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이보다 많을 수 있으나 최대 30쪽을 초과할 수 없다.
6) 용지종류: 사용자 정의(190.0×260.0mm)
7) 여백주기: 좌(28mm), 우(28mm), 위(25mm), 아래(22mm), 머리(12mm), 꼬리(10mm), 제
본(0mm)
8) 내용편집(한글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 기준)
⑴ 문서전체: 문단모양-줄간격(160),
⑵ 제목: 글자모양-크기(16), 글꼴(신명 순명조), 장평(80), 자간(0), 진하게  문단모양정렬방식(가운데), 들여쓰기(0)
⑶ 저자: 글자모양-크기(10), 글꼴(신명조), 장평(95), 자간(5)  문단모양-정렬방식(가운
데), 들여쓰기(0)  글자사이 띄어쓰기 각 3칸
⑷ 본문: 글자모양-크기(10), 글꼴(신명조)  문단모양-들여쓰기(3)
⑸ 소제목:
∙글자모양-크기(14), 글꼴(중고딕), 진하게  문단모양-정렬방식(가운데), 들여쓰기
(0)
∙글자모양-크기(12), 글꼴(중고딕)  문단모양-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3)
∙글자모양-크기(10), 글꼴(중고딕)  문단모양-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3)
⑹ 참고문헌 제목: 글자모양-크기(14), 글꼴(중고딕), 진하게  문단모양 -정렬방식(가
운데), 들여쓰기(0)
⑺ 참고문헌 내용: 글자모양-크기(10), 글꼴(신명조) 문단모양-정렬방식(혼합), 내어쓰
기(5), 줄간격(160)
⑻ 영문 제목: 글자모양-크기(14), 글꼴(중고딕) 진하게  문단모양-정렬 방식(가운데),
들여쓰기(0)
⑼ 영문 저자: 글자모양-크기(11), 글꼴(그래픽) 진하게  문단모양-정렬 방식(오른쪽),
들여쓰기(0)
⑽ 국문요약 내용: 글자모양-크기(9), 글꼴(신명조)  문단모양-들여쓰기(0) // 줄 간격
(120)
⑾ 영문요약내용: 글자모양-크기(9), 글꼴(신명조), 줄간격(160)  문단모양-정렬(혼합),
들여쓰기(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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⑿ 머리말 짝수: 한국음악치료학회지(제○권 제○호, 연도): 글자모양-크기(10), 글꼴(신
명조), 장평(90) // 문단모양-정렬방식(혼합), 들여쓰기(0)
⒀ 머리말 홀수: 제목(저자명); 글자모양-크기(10), 글꼴(신명조), 장평(90) // 문단모양
(가운데)
⒁ 쪽번호 달기-글꼴(신명조), 쪽번호 위치(5), 쪽번호 종류(3), 예) -1⒂ 국문 주제어: 글자모양-크기(9), 글꼴(신명조)
⒃ 영문 주제어: 글자모양-크기(9), 글꼴(신명조)
*** 들여쓰기/내어쓰기 단위: 글자(ch)
위에서 언급하지 않은 정의 내용은 사용 프로그램의 기본값으로 정한다.
2. 인용
인용하는 내용이 짧은 경우에는 본문 속에 기술하고, 긴 경우(3행 이상)에는 본문에서 따로
떼어 기술한다. 따로 기술하는 경우에는 인용부분의 아래 위를 본문에서 한 줄씩 비우고 좌
우로 각각 3자씩 들여쓴다.
3. 각주와 후주
1) 각주(footnote)의 사용은 금하고 그 대신 후주(endnote)를 사용한다.
2) 후주는 본문에 표기하기 어려운 보충적인 내용이나 설명에 한하여 사용하고, 단순히 자
료의 출처나 참고문헌을 밝히는 후주의 사용은 금한다.
3) 후주를 표시하는 위치는 해당 문장이나 용어 말미의 윗편에 일련번호를 표시하고, 후주
의 내용은 논문말미 참고문헌을 제시하기 전에 일괄적으로 싣는다.
4. 본문 내의 인용문헌
1) 인용하는 저자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괄호 속에 발행연도 또는 발행연도
를 표기한다.
예: 이 문제에 관하여 Hong(1993)은... (1993년도 문헌)
2) 인용하는 저서나 저자명이 본문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부분 말미에 괄호를 하고
그 속에 저자명과 발행연도를 표시한다. 하나의 사항에 여러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문헌들
사이를 쌍반점(;)으로 가른다.
예: 한 연구(Hong, 1992)에 의하면... 최근의 연구(Anderson, 1990; Hong, 1992)에 의하면...
3) 저자가 다수일 경우
① 저자가 2인일 경우에는 본문에 인용문이 나올 때마다 두 저자의 이름 모두를 기입한다.
② 저자가 3인 내지 5인일 경우에는, 문헌을 본문에 처음 인용할 때에 모든 저자들의 이름
을 표기하고, 이후에는 ‘외’ 또는 ‘et al.’을 써서 나타낸다.
* 그 외 관련된 모든 사항은 APA 양식을 따른다.
5. 참고문헌 작성
① 책명과 정기간행물명은 이택릭체로 표기한다.
② 논문 제목은 첫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나머지는 모두 소문자로 쓸 것
(단행본의 경우도 동일). 단 정기간행물의 책명은 각 단어의 첫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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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행본의 경우
예: Bruscia, K. E. (1998). Defining music therapy (2nd ed.). Gilsum, NH:
Barcelona Publishers.
∙정기간행물 속의 논문의 경우
예: Sutton, J. (2002). Survival in the workplace. British Journal of Music

Therapy, 16(2), 62-64.

∙ 학위 논문의 경우
예: Phelps, D. L. (2013). Supervisee experiences of corrective feedback in

clinical supervision: A consensual qualitative research study.

(doctoral dissertation). Marquette University, Milwaukee, WI.
* 그 외 관련된 모든 사항은 APA 양식을 따른다

6. 표와 그림
1) 표와 그림에는 일련번호를 붙이되, 본문 안에서는 < >과 같은 괄호를 사용한다.
예: <Table 1>, <Figure 2>
2) 일련번호는 각 장의 번호를 먼저 붙이고,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붙인다.
3) 표의 제목은 일련번호와 함께 표의 좌측상단에 붙인다.
4) 그림의 제목과 번호는 좌측하단, 중앙에 붙인다.
5) 표와 그림은 원본 그대로 복사․인쇄할 수 있도록 저자가 완벽하게 그려서 제출한다.
7. 본문에서의 숫자
1) 아라비안 숫자로 기입의 경우
① 10과 그 이상
② 초록과 본문 내 그래픽 자료상의 숫자,
③ 통계적, 수학적 데이터로써 양을 나타낼 때 (분수, 소수, 양, 비율, 퍼센트 등)
④ 시간, 날짜, 나이, 점수, 척도의 점수, 돈의 정확한 합계
(예외: 대략의 날, 개월, 년은 국문으로(예: 약 삼개월전)
시리즈, 책과 표의 부분, 4이상의 숫자 항목 번호
2) 국문으로 기입의 경우
문장, 제목, 본문 소제목
분수, 숫자와 국문을 함께 쓸 때, 연속된 수식어 (어떤 경우에는 함께 국문으로)
8. 참고문헌 목록 뒤에 영문요약을 첨부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영문원고에는 국문요약을 첨
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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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분량은 20쪽을 기본으로 합니다.
* 투고 양식 Sample

(N)
190.0

종류
폭

<작성 예> 전체편집 용지 설정(모양→편집용지 클릭)

사용자정의
길이

용지방향

좁게

260.0
제책 한쪽

용지여백
위쪽

왼쪽

제본

25.0

머리말

12.0

28.0

오른쪽

0.0

아래쪽

22.0

꼬리말

10.0

2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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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음악치료학회지
Korean Journal of Music Therapy
2006, Vol. 8, No. 2, pp. 45-61

그래픽 9 (120%)
장평 90

머리말 감추기

신명조 16(120 %)
중증 장애 아동의 의미 있는 음악치료 경험신명조16(160%), 자간0/장평80,가운데정렬
신명조 16(160%)

http://dx.doi.org/10.21330/kjmt.2017.19.2.1

양 은 아 신명조10(160%), 장평95/자간5, 가운데 정렬
(수도 사랑의 학교) 신명조 10(160%). 장평95/자간5, 가운데 정렬

신명조 16(160%)

이 연구는 음악치료 과정에서 중증 장애 아동들의 의미 있는 경험이 무엇인지를 조명하기 위한 것이
었다. 12주 동안 다섯 아동들의 개별 세션 전 과정이 비디오로 녹화되었다. 그 후, 연구자인 주 치료사
와 보조치료 및 비디오촬영을 번갈아 수행한 인턴 치료사 A와 B가 녹화된 비디오테이프와 치료일지
를 보며 아동들의 의미 있는 음악치료 경험을 기술하였다. 연구자는 자신을 포함한 다섯 명의 치료사
들이 기술한 내용으로부터 의미범주를 도출하고 분석하였다. 연구결과 아동이 치료사의 음악을 인정하
고 수용하는 것, 아동 자신의 음악을 치료사로부터 인정받는 것, 아동이 주도적으로 음악을 이끌어 가
는 것, 아동과 치료사가 음악적으로 주고받는 것, 융통성 있게 음악을 연주하는 것, 음악활동 안에서
자발적으로 신체를 움직이는 것이 음악치료 과정에서 중증 장애 아동에게 의미 있는 경험인 것으로
나타났다. 신명조 9(120%)
160%
160%
주제어: 질적 연구, 중증 장애 아동, 의미 있는 경험 신명조 9(160%)

신명조 10(160%)
음악치료에서의 의미 있는 경험이란 무엇인가? 최근 나는 지난 7년간의 임상 경험을 돌이
켜보며 장애 아동에게 있어서 음악치료의 의미 있는 경험이란 무엇인지를 고민했다. 초기에
나는 행동과학적인 입장에서 음악치료의 의미를 찾으려 했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행동과학
적인 입장에서 음악치료의 의미를 설명하는 데에 한계를 느끼게 되었다. 특별히 의사소통이
불가능한 중증의 장애 아동과 상호작용에 어려움을 보이는 자폐아동들과의 음악치료에서 더
욱 그러했다.
중증 장애 아동과의 음악치료에서 나는 그들에게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할지 고민했고,
초기에는 대부분 재활에 목적을 둔 음악치료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그들에게 악기를 제공하
여 팔이나 다리를 움직이도록 하거나 발화를 유도했다. 그리고 그들이 몇 분 동안 몇 회나
움직였는지 등을 기록했다. 그러는 과정 중에 나는 그들의 표정에 주목하기 시작했고, 그들
이 말을 할 수는 없지만
본문: 신명조 10(160%), 문단을 시작할 때는 2칸 들여쓰기(3번째 칸부터 작성)
‘본 연구~’ 를 ‘이 연구~’로 모두 통일 : 편집→찾기바꾸기에 가서 수정
국문초록, 영문초록, 결론에는 p값을 쓰지 않음. 페이지 수 기입하기
홀수 머리말(모양→머리말→홀수) : 신명조 10, 장평 90, 오른쪽 맞춤, 논문의 제목을 씀.
신명조 10(160%)

방법 중고딕14, 가운데 정렬

대상 중고딕12

신명조 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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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명조 10(160%)
이 연구는 2006년 1월 10일～3월 30일까지 대전 M 병원의 산부인과 외래에서 산전 등록
을 하고 관리를 받고 있는 초임부를 대상으로 하였다. 대상 표집을 한 개의 병원으로 제한
한 이유는 각 병원의 환경 및 특성이 측정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최대한 배제하여 동질성을
유지하기 위함이며, 선정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대전 M 병원의 산전 체조 프로그램에 등록한 임신 26주～32주의 초임부
2. 연령이 27세～35세인 자
3. 내 외과적 합병증(당뇨, 빈혈, 고혈압, 양수 과다증 등)이 없는 자
4. 이 연구에 참여하기를 수락한 자
이상의 기준에 적합한 40명의 초임부를 실험집단과 통제집단에 각각 20명씩 무선 배정하
였으며, 이들 중 통제집단에서 사전 검사에는 참석하였으나 사후 검사에 불참한 2명과 실험
집단에서 4회기부터 출산으로 인해 산전 음악치료 프로그램에 불참한 1명을 제외한 37명을
최종적으로 이 연구의 대상자로 하였다.
신명조 10(160%)

측정 도구 중고딕12

신명조 10(160%)
이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임신 기간 중의 불안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Spielberger(1983)
의 State-Trait Anxiety Inventory Y Form 중 상태불안 척도를 사용하였다. 이 척도는 긍
정적인 문항 10개와 부정적인 문항 10개로 총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안 정도의 기
술은 Likert 누적 평정법을 이용하여 4단계로 분류되었다. 점수는 최저 20점에서 최고 80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 정도가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단기간의 중재를
통한 변화를 보고자 하였으므로 상태불안 척도만을 사용하였다. 본 도구는 국내에서 Han,
Lee, Jeon과 Spielberger(2000)에 의해 표준화 작업이 이루어졌고 신뢰도는 Cronbach alpha
.92이다.
짝수 머리말(모양→머리말→짝수) : 신명조 10, 장평 90, 왼쪽 맞춤,
한국음악치료학회(제 9권 1호, 2007)를 씀
*표 그리는 요령 : 양 옆선은 없애기/ 신명조 9(160%)
정렬은 가운데를 기본으로 하나, 숫자모양에 따라 보기 좋은 대로 달리할 수 있
음.
<Table 3>상태불안 점수 평균과 표준편차 왼쪽 정렬(표에 맞춰), 띄어쓰기 유의
집단
실험집단

N
19

통제집단

18

신명조 10(160%)

상태불안
사전
사후
사전
사후

M
46.79
42.84
47.28
47.61

SD
2.07
4.12
2.18
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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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리는 요령 : 컬러 사용 금지, 각 집단이 잘 비교될 수 있는 그림을 사용할 것.
가운데 정력(그림에 대한 설명 문자도 가운데 정렬/표는 왼쪽)
State anxiety

scores

<Figure 2> Mean of pre and post scores for
state anxiety

References 중고딕14, 가운데 정렬
신명조 10(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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