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문헌 작성 규정
◎ 본문 내 문헌의 인용
Ÿ

본문 내 문헌 인용 시 저자명과 연도를 괄호 안에 표기
Kim(2019)은 ~ 하였다.
~ 하였다(Kim, 2019). 으로 표기 / [영문표기]

Ÿ

본문에서 저자가 2인인 경우 저자명 사이에 와(과)로 연결
Kim과 Lee(2019) ~ 하였다.
~ 하였다(Kim & Lee, 2019). 으로 표기 / [영문표기]

Ÿ

본문에서 저자가 3~5인의 경우 첫 인용 시에만 전체 저자 표기 → 재인용 시 등을 붙임
첫 인용 시 Kim, Park, Lee, Jung, & Kim(2019)은 ~ 하였다.
~ 하였다(Kim, et al., 2019). 으로 표기 / [영문표기]

Ÿ

본문에서 저자가 6인 이상이거나, 3~5인의 재인용일 경우 et al로 표기

Ÿ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할 경우에는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표기 / ABC 순으로 작성
~ 하였다(Bradley, Ramirez, & Soo, 1994; Lee et al., 2000; Ottenbacher et al., 1988)

◎ 공통규정
Ÿ

참고문헌은 반드시 본문에 인용된 것만을 표기 / 모두 영문 표기

Ÿ

동일 저자가 같은 해 낸 다수의 논문을 참고했을 경우 연도 위에 영문 소문자로 구별

Ÿ

공동저자가 2인의 경우 & 로 연결

Ÿ

공동저자가 3인의 경우 모두를 나열하고 마지막 저자 앞에 & 로 연결

Ÿ

공동저자가 7인을 초과하는 경우 6인까지 나열 후 6저자명 뒤에 ···을 삽입하고 마지막 저자명을 표기

◎ 단행본(서적)
저자. (발행연도). 제목(기울기), 출판사.
Ÿ

Kang, D. H., & Yoo, E. Y. (1997). Food Science. Seoul, Korea: Baeksan Publishing.

◎ 학위논문

저자. (발행연도). 제목(기울기). (학위). 대학명
석사학위 : Master's thesis 박사학위 : Doctoral dissertation
Ÿ

Ha, J. M. (2016). A Study on the selection attribute and brand positioning among single-sumer in the fast food

restaurant. (Master's thesis). Kyungsung University.
Ÿ

Kim, H. S. (2010). Assessing college students' nutrition knowledge, beliefs, and health behaviors: applying the

health belief model to a univrsity foodservice setting. (Doctoral dissertation). Texas Tech University.

◎ 정기간행물 (학술지)
저자명. (발행연도). 제목. 학술지명(기울기), 권(기울기)(호), 페이지.
Ÿ

Lee, J. S., & Jeon, B. J. (2008). A study on the balance ability and obesity of rural elderly persons in Nonsan.

Culinary Science & Hospitality Research, 16(1), 55-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