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문화연구 원고 제출 및 집필요강
1 정신문화연구는 1년에 4회(3월, 6월, 9월, 12월) 정기적으로 간행됩니다.
2 정신문화연구에 발표하는 논문은 한국학에 관련된 것으로 이전에 발표하지 않은 것이어야 합니다.
3 원고는 ‘한글’로 작성해 국 · 영문 초록과 함께 아래의 주소로 디스켓(E-Mail 전송 가능)을 제출해야
합니다.
(우) 463-79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하오개로 323 한국학중앙연구원 정신문화연구 편집실
전화 031-709-8111(#313), E-Mail ksq@aks.ac.kr
4 제출된 논문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 절차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심사 결과 편집위원
회가 수정을 요구할 경우 원고 제출자는 이에 서면으로 응해야 합니다. 심사 결과 게재 불가 판정이
내려지거나 수정 요구에 답변이 없을 경우 편집위원회는 원고 게재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5 원고는 논문의 제목(영문 포함), 차례, 본문, 참고 문헌, 국문 초록, 영문 초록, 주제어의 순서로 작성
합니다. 원고 첫 쪽의 하단에는 필자의 소속, 직위, 전공, E-mail 주소를 표기합니다. 주제어는 한글
(영문)의 형식으로 표기합니다.
6 논문의 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 원고는 한글문서 A4 기준으로 글자 크기 10포인트, 장평
100%, 글자 위치 0%, 자간 0%, 좌우 여백 0%, 들여쓰기 없는 문서로 작성합니다.
7 논저 인용, 자료 주, 설명 주는 모두 각주로 처리합니다.
8 각주는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홍길동, 한국정치사(대화, 1968), 40-50쪽.
홍길동, ｢韓國學의 目錄化와 電算情報化｣, 정신문화연구 제17권 제3호(1994), 40-50쪽.
Hong, Gildong, et. al., Confucian Philosophy in America(S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6), pp. 40-50.
Hong, Gildong, “History and the Issue of Korean Unification”,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1991), pp. 40-50.
9 참고 문헌은 아래와 같은 방식으로 정리합니다.
홍길동, 한국정치학개론. 성남 : 한국학중앙연구원, 2005.
홍길동, ｢한국의 전통사회와 가족 가치 연구｣. 정신문화연구 1권 1호, 1999, 40-50쪽.
Hong, Gildong, et. al., Confucian Philosophy in America. Songnam: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1996.
Hong, Gildong, “Collective Memory, Historians, and the Construction of the National Identity of
Koreans Through the Japanes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Vol. 1, 1998, pp. 40-75.
10 다른 글의 일부를 직접 따올 때에는 큰 따옴표를 사용하며 필자가 강조하려는 부분에는 작은 따옴
표를 사용합니다.
11 책 이름이나 낱말 등의 약어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앞에서 따로 밝힌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12 게재 논문에 대해서는 투고일, 수정일, 게재 확정일을 명시합니다.
13 본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향후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출판물 공개원칙에 따라 인터넷 원문 서비스
를 할 수 있습니다.
14 외국인 및 국외거주 투고자는 투고시 재직증명서 또는 신분증명서의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15 이 요강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기존의 정신문화연구 편집 관례에 따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