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판 캡션, 표, 참고문헌 작성 가이드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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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참고문헌은 기존의 방식대로 표기합니다.
국문 참고문헌의 영문표기는 아래 방식대로 합니다.
중문, 일문을 포함한 아시아권 참고문헌 역시 아래 방식대로 영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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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문 참고문헌(가나다순) – 국문 참고문헌의 영문 표기 – 아시아권
참고문헌(영문 병기) – 영문 참고문헌 의 순으로 작성합니다.

영어 참고문헌 형식
·
·

참고문헌 형식은 시카고 스타일을 따릅니다.
한국어 영문표기법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을 사용하고, 중국어영문표기법은 병음
(pinyin)을 사용합니다.

·

한국 저자 이름은 매큔-라이샤워 표기법으로 표기하고 저자가 사용하시는
영문표기법을 괄호 안에 추가로 표기하셔도 됩니다.
예시: An, Hwijun 또는

An, Hwijun (Ahn, Hwi-joon)

·

참고문헌은 알파벳 순서를 따라 정열합니다.

·

학회지 권수는 숫자만, 호수는 no. 표기합니다
예시: 15권 2호는 15, no. 2 로 표기합니다.

*

http://roman.cs.pusan.ac.kr (부산대 로마자 및 매-라이샤워 변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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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판 캡션 및 표 영문표기법
1. 도판 캡션과 표(제목, 내용 모두 포함)는 매큔-라이샤워가 아닌 영문
번역을 사용합니다.
2. 도판 캡션과 표에 원어(한글, 한자)가 들어가는 경우는 제목에 한해서만
작성이 됩니다.
[도판]
예) <원어제목(한글, 한자)>, 영어 제목, 영어 설명(시기, 나라, 기법, 소장처
등 모두 영어로 작성)
[표]
예) <원어제목(한글, 한자)>, 영어 제목
3. 표의 내용 또한 모두 영어로 번역을 해야하기 때문에 각 사료의 내용, 표
목차, 관련 내용(한자, 한글 모두 포함)을 모두 영어로 표기해야 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