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조선학회논문집 참고문헌작성 및 인용 지침
대한조선학회논문집에 수록되는 모든 참고문헌은 영문으로 작성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원문 표기가 필요한 경우 영문번역
다음 괄호을 사용하여 원문을 추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표기 및 인용방법으로 채택한 규정은 저자-날짜 구조로 이루어진
Harvard reference system에 근거한다. 자세한 내용은 하버드스타일의 가이드(Guide to the Harvard Style of Referencing:
http:// libweb.anglia.ac.uk/referencing/harvard.htm)를 참조한다.
A. 참고문헌 표기법
A.1 저자표기 기본원칙
❒ 저자의 성, 컴마, 이름의 이니셜 표기 후 마침표 사용한다:
Nam, Y.S.
❒ 저자표기 후 컴마와 공백 후 출판년도를 기입하고 마침표
를 사용한다: Nam, Y.S., 2009.
❒ 저자가 2인인 경우 &를 사용하여 분리한다: Nam, Y.S. &
Lee, S.H., 2009.
❒ 저자가 3인 또는 4인인 경우, 마지막 저자 앞에 &를 사용
한다: Nam, Y.S., Lee, S.H. & Kim, J.K., 2009.
❒ 저자가 5인 이상인 경우, 첫 저자 표기 후 et al.을 사용한
다: Lee, S.H. et al., 2009.
A.2 표기 순서
❒ 참고문헌은 매체에 관계없이 저자의 성의 순서에 따라 나
열한다.
❒ 같은 저자에 의한 복수의 문헌이 있는 경우, 출판년도 순으
로 배열한다.
❒ 같은 저자에 의한, 같은 연도에 출판된 복수의 문헌이 있는
경우, 출판년도 뒤에 소문자알파벳을 첨가한다 (2010a,
2010b, …)
❒ 같은 저자가 다른 저자들과 공동으로 출판한 각기 다른 참
고문헌이 있는 경우, 저자 단독 문헌이 제일 먼저 나오고, 2
인의 문헌, 3인의 문헌 순으로 배열한다. 같은 수의 저자가
있는 경우, 두 번째 저자의 성의 순서에 준한다. 두 번째 저
자도 같은 경우 다음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한다.
❒ 예) Lee, S.H., 2009. Introduction to ship design.
Lee, S.H. & Kim, J.K., 2009. A modified algorithm
for hull variation.
Lee, S.H. & Nam, Y.S., 2009. Construction of preliminary
ship design system.
A.3 출판 매체에 따른 표기법
❒ 논문, 학술대회발표, 도서, 역서, 전자매체, 보고서를 위주로
표기 예를 들며 그 외의 매체는 가이드를 참조한다.
❒ 참고문헌의 각 항은 마침표(P) 또는 컴마(C)로 분리된다.
❒ 논문: 저자(C) 연도(P) 제목(P) 학술지명(이탤릭)(C) 권(호)(C)

upon the cavitation behavior of a horn type rudder.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47(2), pp.113-121.
❒ 학술대회발표: 저자(C) 연도(P) 제목(P) In: 편집자명 혹은
기관명(C) 학술대회 명칭(이탤릭)(P) 장소(C) 일자(C) 출판
사: 출판장소(P)
 학술대회에서 구두로 발표된 자료나 프로시딩에 출판된
논문은 위의 서식을 따르되 다음 예들도 참고한다.
예) Naude, P. & Holland, C., 1998. Marketing in the
information domain. In: Halinen-Kaila, A. and Nummela,
N. eds., Interaction, Relationships and Networks:
Visions for the Future, Proceedings of the 14th
Annual IMP Conference, pp.245-262.
예) Lodi, E., Veseley, M. & Vigen, J., 2000. Link
managers for grey literature. Proceedings of the 4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Grey Literature,
Washington, DC, 4-5 October 1999, GreyNet:
Amsterdam, pp.116-134.
예) Stauss, B. & Weinlich, B., 1995. Process-oriented
measurement of service quality by applying the
sequential incident technique. Paper presented at
the Fifth Workshop on Quality Management in
Services, EIASM, Tilburg.
❒ 도서: 저자(C) 연도(P) 제목(이탤릭)(P) 판(P) 출판사: 출판장
소(P)
 판은 초판이 아닌 경우에 기입한다.
 편집된 경우 저자명 다음에 ed., (복수의 편집자인 경우
eds.,)를 삽입한다.
예) Nam, Y.S. et al., 1995. Ship production. 2nd Ed.
Charm Press: Busan.
❒ 번역서: 저자(C) 연도(P) 제목(이탤릭)(P) Translated from
(원문 언어) by (역자)(P) 출판사: 출판장소(P)
 from (원문 언어)은 생략될 수 있다.
예) Bourdieu, P., 1977. Outline of a theory of practice.
Translated by Nice, R. Cambridge University Press:
Cambridge.

❒ 학위논문: 저자(C) 연도(P) 제목(이탤릭)(P) 학위명(P) 대학

페이지(P)

위치도시(대학명에서 추측이 안될 경우): 대학명(P)

예) Seo, D.W., Lee, S.H., Kim, H.C. & Oh, J.K., 2010. A

예) Jackson, A., 2009. New technology for innovative

numerical study on the influence of the horizontal gap

ship design: a case study of the warship. Ph.D.

Cambridge: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 전자기록물: 전자문서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만 해당된다.

B.3 저자 3인 이상
❒ 첫 저자 성 다음 컴마를 찍고 et al.을 사용한다. 단, 참고문

인쇄물이 웹에도 수록되어 있는 형태는 인쇄물표기법을 따

헌에는(4인 이하인 경우) 모든 저자가 표기되어야 한다.

른다.

예) 특정 연구결과는 (Nam et al., 2009) 효율적인 선박설계

Web: 저자 또는 근원(C) 연도(P) 웹문서의 제목 또는 웹페

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Lee et

이지(이탤릭)(P) [매체종류] (업데이트 일자) Available at:

al. (2010)에 의해 수행되었다.

full url [접근 일자](P)
 URL에는 밑줄을 친다.
예)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2001. How

to prepare a SNAK journal paper? [Online]
(Updated 1 August 2010) Available at: http://www.
snak.or.kr [Accessed 17 July 2010].
❒ 보고서: 기관명(C) 연도(P) 보고서제목(이탤릭)(C) 출판장소:
출판사(기관명과 동일 가능)(P)
예) Department for Trade and Industry (DTI), 2002. White
paper on enterprise, skills and innovation, London: DTI.
❒ 발간예정인 문헌: 연도 대신 괄호 안에 in press를 사용한
다. 발간일을 아는 경우 Accepted for publication + 발간
일을 표기한다.
예) Nam, Y.S., (in press). Usage of genetic algorithms
in shipbuilding-oriented software. Journal of the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Accepted for publication
December 2010).

B.4 한 번에 복수의 문헌을 인용을 하는 경우
❒ 각 문헌을 세미콜론으로 구분한다.
예) 특정 연구결과는 (Kim, 2005; Nam et al., 2009; Park
& Bai, 2008) 효율적인 선박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B.5 같은 연도에 출판된 같은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 예) 특정 연구결과는 (Nam, 2009a, b) 효율적인 선박설계
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Nam, 2009a와 Nam, 2009b
가 동시에 인용될 때)
❒ 예) 유사한 연구결과는 Lee (2010a)에 의해 발표되었으며
후속결과 역시 Lee (2010b)의 연구에 근거한다.
B.6 다른 연도에 출판된 같은 저자의 문헌을 인용하는 경우
❒ 출판년도 순에 따라 인용한다.
예) 특정 연구결과는 (Nam, 2006, 2007) 효율적인 선박설
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Lee
(2009, 2010)에 의해 수행되었다.

B. 본문에서 참고문헌 인용법

B.7 저자가 기관인 경우

❒ 저자명을 본문에 직접 표기하는 경우 저자명 다음 괄호 안

❒ 저자명 대신 기관명을 사용한다.

에 출판년도를 기입한다.
❒ 간접적으로 인용하는 경우 괄호 안에 저자 성과 연도를 표
기함을 원칙으로 한다. 저자와 연도는 컴마로 분리된다. 인
용장소는 문장 내 관련된 곳 혹은 문장 끝으로 한다.
❒ 페이지를 삽입하는 경우 연도 다음에 컴마를 찍고 페이지
를 쓴다. 예) Nam (2010, p.100)
❒ 복수의 문헌이 인용되는 경우 각 문헌을 세미콜론으로 분

❒ 처음 인용될 경우 정식명칭을 쓰고 그 뒤에 약어를 괄호안
에 표기한다. 그 후 인용될 때는 약어를 사용한다.
❒ 참고문헌에는 정식 명칭을 표기한다.
예)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SNAK) (2008)
는 효율적인 선박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다른 연
구기관에서도 SNAK (2008)의 결과를 증빙하고 있다.
❒ 참고문헌에는 Society of Naval Architects of Korea

리한다.

(SNAK) 2008로 기록한다.

B.1 단독 저자

B.8 인용된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

❒ 예) 특정 연구결과는 (Nam, 2009) 효율적인 선박설계의

❒ 논문 A(Nam, 2010)에 인용된 논문B(Lee, 2005)를 인용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Lee (2010)

는 경우 cited in을 사용하여 근거를 밝힌다. 즉, 저자가 논

에 의해 수행되었다.

문B를 직접 읽지 않고 논문A에서 논문B에 대한 정보를 획
득한 경우, 본문에 논문B를 인용하되, 참고문헌에는 저자가

B.2 저자 2인

읽은 논문A만 기재한다.

❒ 저자를 직접 인용할 경우 저자의 성을 and로 연결한다. 괄

예) 특정 연구결과는 (Lee, 2005 cited in Nam, 2010) 효

호안에 간접적으로 인용할 경우에는 &를 이용한다.

율적인 선박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직접인용인

예) 특정 연구결과는 (Nam & Kim, 2009) 효율적인 선박

경우 Lee (2005 cited in Nam, 2010)로 표기)

설계의 중요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대한 후속 연구는
Nam and Lee (2010)에 의해 수행되었다.

C. 본 지침은 2010년 8월 신규로 작성되어 2010.10월부터 시
행된다.
D. 본 지침은 2018년 4월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