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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서각』 투고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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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 대상
장서각 소장 도서 및 고문서를 중심으로 한 한국학 관련 문헌자료
2. 투고 자격
석사학위 이상을 소지한 전문 연구자
3. 투고 방법
① 연구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해제 원고는 50매 내외로 한다.
② 원고 체재는 제목, 필자명, 목차, 본문, 참고문헌의 순서로 한다.
③ 2인 이상 공동집필인 경우 제1필자와 이하 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④ 연구논문을 비롯한 모든 원고는 국문초록, 국문주제어, 영문제목, 영문초록, 영문주제어를 첨부
한다. 국문초록과 영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4. 심사 규정
① 투고된 논문은 본 학술지 편집위원회의 심사 규정에 의거, 심사를 거친 후 제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 게재된 원고의 지적소유권과 온라인상의 저작권은 한국학중앙연구원의 소유로 한다.
5. 원고 작성 원칙
① 모든 논문은 한글 워드프로세서를 이용하여 작성한다.
② 장절의 표기 원칙은 Ⅰ, Ⅱ, Ⅲ, …, 1, 2, 3, …, 1), 2), 3) …의 순서로 표기한다.
③ 논문의 본문과 각주는 국한문 혼용으로 쓴다.
④ 본문 중 각종 인명에 대한 존칭은 생략한다.
⑤ 연도의 경우 서기를 쓰고 뒤에 왕력을 괄호 속에 기입한다.
예 : 1522년(중종 17)
⑥ 詩를 인용할 경우에는 제목, 번역문, 원문 순서로 하되, 번역문은 1구 1행, 원문은 2구 1행으로
처리한다. 산문을 인용할 경우에는 번역문을 본문에 게재하고 원문은 주석으로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⑦ 모든 주는 각주 표기를 원칙으로 하며 다음의 원칙을 따른다.
- 출전표시는 저자명, 논문명, 책명, 출판사명,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대로 한다.
- 책(단행본·박사학위논문·학회지·신문·잡지·전집 등) 표시는 『 』, 논문(석사학위논문 포함)
은 「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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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다.
- 논문이나 책을 재인용할 때에 논문은 ‘위의 논문’이나 ‘앞의 논문’, 책은 ‘위의 책’ 이나 ‘앞의

『 장서각』규정

- 책이나 논문의 면은 ‘쪽’으로 표기한다. 시작하는 쪽수와 끝나는 쪽수 사이에 물결표(~)를

책’으로 표기한다.
- 외국문헌을 제시하는 경우, 책명·학술지명 등은 이탤릭체로 표기하고, 논문명은 “ ”을 사용
한다. 인용 본문의 면수는 ‘p’나 ‘pp’를 사용한다.
- 古書의 표기는 저자명, 책명, 권수, 원문의 순서로 표기한다. 원문은 “ ”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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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가능한 한 자세한 표기를 원칙으로 하되, 기타 사항은 본 학술지의 관례를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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