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공간 발행 규정
Ⅰ. 원고 작성

1. ① 원고 제출기한: 상반기 4월 30일 / 후반기 10월 30일
② 제출방식: 일본공간 투고 시스템에 회원 가입을 한 후, 작성한 원고를 업로드 한다.

2. 원고는 한글 파일(.hwp)로 작성한다.

3. ① 원고의 분량은 200字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한다. 원고는 국문 요약과 주제어(5개
내외), 영문 요약과 키워드(5개 내외), 본문, 각주, 참고 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
성된다.
② 국문 요약은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요약문은 200자 원고지 3매를 넘지 못한
다.
③ 영문 요약은 영문 제목과 저자의 영문 성명을 포함하여 200단어를 넘지 못한다.

4.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
작 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예: … 拙稿 XXX… 혹은 … 拙著 YYY…)

Ⅱ. 본문 작성

1. 章, 節의 표기는 I, 1, (1), 가나다 順으로 한다.

2. 고유명사(인명, 지명 등)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① 처음 나올 때: 사이고 다카모리(西鄕隆盛)는
② 두 번째부터: 사이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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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괄호 표기의 순서는 [ ], ( ), [ ]로 한다.

4. 본문 중에 인용문이 긴 경우에는 別行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5. 인용문은 가능한 한 번역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6. 인용문에 가하는 필자의 설명은 [ ]안에 넣기로 한다.

7. 원문에 있는 註釋은 ( )로 한다.

8. 年代表示는 原紀年을 쓸 경우 西紀를 ( )안에 倂記한다.

9. 강조할 부분은 위에 點(강조점)을 찍거나 짙은 색으로 표시한다(누구의 강조인가 밝힐
것).

10. 원문 중 오류로 생각되거나 의심스러운 字句를 원문대로 인용할 때는 그 부분에 밑
줄을 긋고 ( )안에 原形이라고 표시한다.

11. 圖表는 그 내용을 포괄할 수 있는 제목을 붙이고 밑에는 出典을 밝힌다.

Ⅲ. 註의 표기방식

1. 脚註 방식을 택한다.

2. 註는 일련번호로 기입한다.

3. 구체적인 각주방식은 다음과 같다.

<著書>
1) 이종범,『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8, p.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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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68), p.12.

3) 福留強,『生涯学習まちづくりの方法~市民が主役のまちづくりのアプローチ~』,
日常出版, 2003, pp.30~31.

<論文>
4) 서문기, 「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한국사회학』35집 5호, 2001, pp. 5~18.

5)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3(September 1965), pp. 627~640.

6) 杉浦一雄,「源氏物語と聖徳太子伝暦」,『千葉商大紀要』第46巻 第1·2号 合併号,
2008, pp.1~16.

7) 金玉均,「甲申政綱第一条」,『甲申日録』, 建国大学校出版部, 1993, p.98.

<編著書>
8) 문정인,「정보기관과 민주적 통제」, 문정인(편),『국가정보론』, 박영사, 2002,
p. 129.

9) Susan Strange, “ IMF: Monetary Managers, ”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p. 277.

<再引用>
10) 이종범(1988), p. 125.

11) Huntington(1968), p. 30.

12) 서문기(2001), p.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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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Anderson(1965), p. 30.

14) 같은 주를 반복할 경우, 15) 주4)와 같음.

<인터넷 자료>
15) 웹 주소의 검색일자를 명기하여야 한다.
예) 홍길동,「일본방위대강｣, http://www.nationalsecurity.org (검색일: 2010. 4. 6).

Ⅳ. 참고문헌 작성방식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
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 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
한다.

3. 기본적으로 각주방식과 동일하다. 구체적인 방식은 다음과 같다.

<著書>
1) 이종범,『국민과 정부관료제』, 고려대학교 출판부, 1988.

2) Samuel P. Huntington,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68).

3) 金孝淑,『源氏物語の言葉と異国』, 早稲田大学学術叢書, 早稲田大学出版部, 2010.

4) 河添房江,『光源氏が愛した王朝ブランド品』, 角川選書, 2008.

5) ________,『源氏物語と東アジア世界』, NHKブックス,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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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論文>
6) 서문기,「한국사회의 정부신뢰구조」,『한국사회학』35집 5호, 2001.

7) Richard J. Anderson,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3(September, 1965).

8) 佐藤勢紀子,「光源氏の正体－高麗人は何を見たか－」,『日本文化研究』第43輯,
동아시아일본학회, 2012.

<編著書>
9) 문정인,「정보기관과 민주적 통제」, 문정인(편),『국가정보론』, 박영사, 2002.

10)

Susan Strange, “ IMF: Monetary Managers, ” in Robert W. Cox and Harold
Jacobson (eds.), The Anatomy of Influence (New Haven, CT: Yale University
Press, 1973).

11) 阿部秋男 その他 編,『源氏物語』,「新編日本古典文学全集」, 小学館, 1991.

<인터넷 자료>
12) 홍길동,「일본방위대강」, http://www.nationalsecurity.org (검색일: 2010. 4. 6).

* 기타 사항은『일본공간』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일본공간 편집위원회>

* E-mail: daybay04@kookmin.ac.kr
* 전화: 02-910-4300 (일본학연구소)
* 주소: (136-702) 서울 성북구 정릉로 77, 국민대학교 북악관 1109호 일본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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