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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에 참고문헌을
 표시할 경우

Permission을 받은 경우 -> Adapted from Ref. 1 with permission

Open Access인 경우 -> Adapted from Ref. 1 on the basis of OA

일본어, 중국어 등의
자료 표기법

해당 참고문헌 문장 맨 뒤에 Japanese, Chinese, etc. 표기

ISO/ASTM
시험법

ISO or ASTM 번호, (년도), 제목.

ISO or ASTM00123A1,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보고서

발행기관, (발행연도), 제목, (Report No. 00), URL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Report No. 010203). http://www.kspe.or.kr/

저자, (발행연도), 제목, (Report No. 00), 발행기관, URL

[기관 내 개별 저자가 있는 경우 기관명 앞에 ","을 기재한 후 저자명을 기재]

Hong, K. D., Kim, C. S.,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Report No. 010203), KSPE. http://www.kspe.or.kr/

웹페이지
(신문기사 등)

웹사이트명, 웹페이지 제목. URL

[웹사이트에서 이용한 페이지의 제목, URL, DOI 등 웹상에서 검색이 가능한 정보를 기재]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eineering,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http://jkspe.kspe.or.kr/

특허

발명자, (년도), 제목, 국가 Patent No.

[국가 약어로 표기 -> KR (Korea), JP (Japan), GR (Germany), US (USA) 등]

Hong, K. D.,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KR0123456789. 

학술대회
저자, (년도), 제목,  Proceedings of the 학술대회명, 페이지.

KHong, K. D.,  Kim, C. S.,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Proceedings of the KSPE 2022 Spring Conference, 168.

학위논문

저자, (수여연도), 제목, 학위, 기관명.

[박사(Ph.D. Thesis), 석사(M.Sc. Thesis), 학사(B.Sc. Thesis)]

Hong, K. D.,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Ph.D. Thesis, Hankook University. 

2. 기타 참고문헌 작성 예시

정기간행물
저자, (년도), 제목, 저널명, 권(호수), 페이지.

Hong, K. D.,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39(1), 1-18.

단행본
저자, (년도), 제목, 출판사.

Hong, K. D., Kim, C. S.,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John Wiley & Sons. 

Hong, K. D., (2022),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39(1), 26-34.

자료의 정보 

제목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표기 및 마지막엔 쉼표로 구분

A method to investigate mechanical properties,

출처 정보

저널명, 출판사 등 자료 출처에 관련된 정보를 표기 

저널명은 Full Name으로 표기

저널명 표기는 전치사 빼고 모두 대문자로 표기

예시

JKSPE ->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Precision Engineering

IJPEM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uturing

IJPEM-GT ->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Manufacuturing-Green Technology

자료의 버전

간행물명 다음에 권번호(Volume Number) 표기 

권번호 이후 발행번호(Issue Number)를 원괄호 "( )" 안에 기재

마지막으로, 해당되는 페이지의 시작과 끝을 "-(하이픈)"을 이용해 기재 또는 Paper No.만 기재 후 마지막엔 온점으로 표기

저자

영문 저자명은 성(Last Name), 이름(First Name), 중간이름(Middle Name) 순서로 표기하고, 이름과 중간이름은 약자(Initial)로 표기 

홍길동, 김철수, 김영희 -> Hong, K. D., Kim, C. S., Kim, Y. H.,

날짜

날짜는 출판연도 네자리를 기재하며, 원괄호"( )" 안에 표기 

쉼표로 구분

Hong, K. D., (2022),

출판연도를 알 수 없으면 '(n.d.)' No Date로 표기

Hong, K. D., (n.d.),

기타
출판 전이나 출판 예정인 경우에는 연도를 쓰지 않고, 'in press'로 표기 

출판을 하지 않은 단행본이나, 비공식 저작물은 본 문헌이 제공된 연도를 표기 

저자 순서대로 나열 후 이름 마지막엔 쉼표로 표기

한국정밀공학회지(JKSPE) 참고문헌 작성지침
※ 참고문헌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해주시기 바랍니다. ※

글씨체: Times New Roman체 사용

1. 참고문헌

본문

출처 표기를 하는 것은 참고문헌에 표기된 리스트 중 하나를 참고하여 본문의 특정 부분에서 언급했음을 알리는 용도로 사용

인용문 바로 뒤와 마침표 앞에 출처를 "대괄호[ ]"를 사용하여 표기

[국문] ~하였다[1]. / ~이었다[1-3, 7].     //     [영문] method [1]. / engineering [6,7].


	JKSPE_참고문헌 지침_국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