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뺷수완나부미뺸 원고집필 원칙

Ⅰ. 원고 제출 및 게재
1.1. 제출 원고의 내용 및 성격

뺷수완나부미뺸에 제출하는 원고는 동남아시아 지역의 문화와 예술과 관련된 연구
로 국한하며, 연구논문, 문화와 예술에 관한 에세이, 서평, 번역 등이어야 한다. 타
지역과 동남아시아 지역 간의 비교연구도 게재 가능하다.
본 학술지의 성격상 사진 자료를 포함하는 것을 권장하나, 사진은 저작권의 저촉을
받지 않는 것이어야 하며, 타인의 소유인 사진은 원고 제출자가 사전 사용허가를 득해
야 한다. 사진을 제출할 경우에는 해상도는 반드시 300dpi 이상의 것이어야 한다.
제출 원고는 제출 시점에서 타 학술기관에 제출되거나 출판되지 않아야 하며,
제출 연구자는 본 연구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2. 학술지의 발간 시기

뺷수완나부미뺸는 매년 6월 30일과 12월 30일에 두 차례 발간한다. 원고는 연중
수시로 편집위원회에 제출될 수 있다. 매호의 원고는 출판일로부터 2개월 전에 접수
된 것에 한한다. 원고 제출자는 논문게재신청서를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1.3. 제출 원고의 언어

뺷수완나부미뺸에 게재되는 원고는 원칙적으로 한국어 또는 영어로 작성되어야
하며, 한국어의 경우 영문초록, 영어 논문의 경우 한국어 초록을 첨부한다. 경우에
따라 동남아국가의 언어를 채택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영문초록을 첨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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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원고의 심사

제출된 원고는 소정의 비공개 심사를 거치며, 심사결과에 따라 게재 가, 수정
후 게재, 수정 후 재심사, 게재 불가로 판정된다.
1.5. 게재 판정의 연구자의 추가 제출사항

논문의 한글 및 영문 제목
저자의 한글 및 영문 이름
3~5 개의 한글 및 영문 주제어(key words)
한글 및 영문 저자소개문(소속, 직위, 연구경력, 이메일 주소 포함)
1.6. 원고 작성 원칙

원고는 이하의 원고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고, 이 원칙에 따르지 않는
원고는 수정을 위해 저자에게 반환된다.

Ⅱ. 원고작성의 일반적인 원칙
2.1. 원고 분량

기본적으로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80매 이내로 한다.
2.2. 원고 제출시 준수 사항

심사시 필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주석에 필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도 피한다.
2.3. 원고의 본문 번호

장, 절, 항의 번호는 “I, 1.1., 1.1.1.”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표와 그림의
번호는 “<표 1>”과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한다.
2.4. 각주의 원칙

각주는 부차적인 설명이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사용하며, 가급적 짧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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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본문과 각주의 출전 표시

본문과 각주에서 출전을 표시할 때는 괄호를 이용해 약식으로 언급하고, 완전한
문헌정보는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 포함시킨다. 출전표시와 참고문헌에 대한 상
세한 사항은 다음 III, IV를 보라.
2.6. 감사 및 기타 표시 사항

감사의 말이나 연구비의 출처를 밝힐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출판확정 논문에
한하여 제목 우측 상단에 별도의 각주 표시로 기재할 수 있다.
2.7. 저자의 소속 표시

저자의 소속 및 직위는 저자명 우측 상단에 별표(*) 각주로 기재하되, 공저인
경우에는 대표저자를*, 제2공저자를 ** 순으로 표기한다. 필요한 경우, 대표저자의
이름을 별표 각주에 다시 명기할 수 있다.

Ⅲ. 본문 속의 출전표시
3.1. 본문 속의 출전표시의 기본

본문 및 각주의 해당 위치에 괄호를 사용하여 그 속에 저자의 성(한글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중국인명은 성명), 출판년도, 필요한 경우 면수를 적어서 표시한다. 또한,
본문 속에 출전표시를 한 문헌은 반드시 본문 뒤의 <참고문헌>란에 기재해야 한다.
3.2. 구체적인 예

저자명이 글(본문과 각주)에 나와 있는 경우는 괄호하고 그 속에 출판년도를
표시한다.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괄호 속에 외국어로 표기된 성과 출판년도를
함께 표기한다.
홍길동(2008)은..., 테일러(Taylor 2009)에 따르면

저자명이 본문의 글에 나와 있지 않은 경우는 성(한국어로 표기된 한국인명과
한자로 표기된 중국인과 일본인 등의 인명은 성명)과 출판년도를 괄호 속에
표기하여, 이것을 구두점 앞에 둔다.
(홍길동 2008), (Moore 2008), (洪吉童 1962)

130 수완나부미 제1권 제2호

면수는 출판년도 다음에 쉼표를 하고 한 칸을 띄고 숫자만 표기한다.
(홍길동 2008, 12-14), (Evans 1997, 56)

저자가 2명 이상인 경우는 한 저자의 이름만 표기하고 한 칸을 띄운 다음 “외”
(영문인 경우 “et al”)라는 말을 붙여 저자가 두 사람 이상임을 나타낸다.
(홍길동 외 1991, 35-38), (홍길동·김기동 1991), (Evans et al 2003)

한 번에 여러 문헌을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한 괄호 안에서 세미콜론으로
나누어 언급한다.
(홍길동 1990, 18; Cuings 1981, 72; Weiner 1967, 99)

신문, 주간지, 월간지 등의 무기명 기사를 언급해야 하는 경우에는 지명, 발행
연연/월월/일일(월간지의 경우 발행 연연/월월), 면수를 괄호 안에 표기한다.
(중앙일보 08/04/09, 6), 혹은 (신동아 09/05, 297)

간행 예정인 원고는 ‘미간’이나 ‘forthcoming'을 사용한다. 미간행 원고는 집필
년도를 표시한다. 연도가 나타나 있지 않을 경우 그 자리에 'n.d.'를 쓴다.
Parker(forthcoming), 홍길동(미간), Taylor(n.d.)

기관 저자일 경우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공한다.
(동남아시아연구소 2008)

Ⅳ. 참고문헌 작성
4.1. 작성 기본원칙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논문 말미
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
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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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언어별 배치 순서

각 문헌은 한글, 일본어, 중국어,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순으로 배치한다.
4.3. 저자명의 배열 순서

저자명은 한글, 일본어, 중국어는 성을 기준으로 하여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
명은 성, 이름의 형식으로 적고 성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4.4. 항목의 기본적 배치순서

저자명, 출판년도, 논문제목 또는 저서명, 출판지와 출판사의 순서로 기재하며,
각 항목 사이는 마침표로 구분하되, 출판지와 출판사 사이에는 콜론(:)을 사용한다.
단, 한글, 일본어, 중국어에 있어서 저서명에 사용하는 이중꺽쇠(뺷 뺸) 뒤에는 마침표
를 생략한다.
4.5. 동일 저자의 문헌

동일 저자의 여러 문헌은 출판년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홍길동. 1999. 뺷동남아시아의 소설뺸 부산: 동남아시아연구소.
_____. 2001a. 뺷동남아시아의 예술뺸 부산: 동남아시아연구소.
_____. 2001b. 뺷동남아시아의 문화뺸 부산: 동남아시아연구소.

4.6. 구체적인 실례
4.6.1. 공통 원칙

저서는 한글, 일본어, 중국어, 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뺷 뺸)로, 구미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표시한다.
기타 언어인 경우 반드시 영문자로 표기하고 제목은 중괄호([ ])를 사용하여
[사용언어, 해석]으로 기재해야 한다.
U Kala. 1977. Mahayazawingyi [미얀마어, 대왕통사]. Yangon: Sarpay Beik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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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문헌의 나머지 줄은 다섯 칸 들여 쓰며, 같은 저자가 두 번 이상 나올 경우
역시 다섯 칸의 밑줄을 사용한다. (4.5.를 참조)

4.6.2. 저서

저자 1인의 경우
최병욱. 2008. 뺷동남아시아사: 전통시대뺸 서울: 대한교과서주식회사.
Jessup, Helen I. 2004. Art & Architecture of Cambodia. London: Thames & Hudson.

저자 2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저자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
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저자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한다. 영문에서는 “저자명 et al"로
표기한다.
소병국 조흥국. 2004. 뺷불교 군주와 술탄뺸 서울: 전통과현대.
박사명 외. 2000. 뺷동남아의 화인사회: 형성과 변화뺸 서울: 전통과현대.
Freeman, Michael and Claude Jacques. 1999. Ancient Angkor. Bangkok: Asia Books.

4.6.3. 편저인 경우

한글은 “편자명 편” 영문은 “편자명, ed(또는 편자가 2인 이상인 경우 eds)”로
표기한다.
오명석 편. 2004. 뺷동남아의 지역주의와 종족갈등뺸 서울: 오름.
Steinberg, David Joel, ed. 1987. In Search of Southeast Asia: A Modern History.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4.6.4. 편저 속의 글

저자, 출판연도, 편저명, (편저자), 해당하는 페이지, 출판지, 출판사의 순서로
표시한다. 편저자가 없는 경우 생략할 수 있다.
김경학. 1977. 인도 농촌지역 연구의 실제. 뺷인류학과 지역연구뺸 최협 편. 161-182. 서울:
나남출판.
King, Victor T. 2006. Southeast Asia: Personal Reflections on a Region.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Cynthia Chou and Vincent Houben, eds.
23-44.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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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편저 내의 많은 글이 언급될 경우: 해당 편저의 완전한 문헌 정보를 제공
한 후 저자의 글을 이에 관련지어 간략히 표시할 수 있다.
Chou, Cynthia and Vincent Houben, eds. 2006. Southeast Asian Studies: Debates
and New Directions. Singapore: Institute of Southeast Asian Studies.
Hayami, Yoko. 2006. Towards Multi-Laterality in Southeast Asian Studies. Chou and
Houben, eds. 65-85.
King, Victor T. 2006. Southeast Asia: Personal Reflections on a Region. Chou and
Houben, eds. 23-44.

4.6.5. 역서의 경우

원저자, 번역본 출판연도, 번역서명, 역자, 출판지, 출판사의 순으로 표시한다.
한글이 경우 역자명 역, 영문인 경우 역자명, trans로 표기한다.
크리스티, 클라이브. 2004. 뺷20세기 동남아시아의 역사뺸 노영순 역. 서울: 심산.
Coedès, G. 1968. The Indianized States of Southeast Asia. Susan B. Cowing, trans.
Honolulu: An East-West Center Book, The University Press of Hawaii.

4.6.6. 학위 논문
홍길동. 1992. 뺷동남아시아 문화의 구조적 분석뺸 한국대학교 박사학위 청구논문.
Parker, John. 1988. The Representation of Southeast Asian Art. PhD Dissertation.
Harvard University.

4.6.7. 학술지,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

저널의 권, 호는 각각 권(호)의 방식으로 처리하고, 논문이 해당되는 페이지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홍석준. 2002. 말레이 민족주의의 형성과 전개과정(1896-1941). 뺷동남아시아연구뺸 12(1):
81-108.
Egreteau, Renaud. 2008. India's Ambitions in Burma. Asian Survey. 48(6): 936-957.

4.6.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임호성. 1993. 베트남의 경제 개방 정책. 뺷중앙일보뺸 4월 8일.
Peterson, Thomas. 1993. The Economic Development of ASEAN. Far Eastern Economic
Review. April 22: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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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8. 인터넷 검색의 경우

제작자, 제작연도, 주제명, 웹주소 (검색일: 연연연연.월월.일일)의 순으로 한다.
홍길동. 1996. 동남아시아의 현대 예술. http://taejon.ac.kr/kidong/kk0101.html. (검색일:
1998.11.20).

인터넷에서 PDF파일과 같이 원문 그대로 수록된 논문이나 글이 아닌 html의
형식으로 다운로드한 경우에는 해당 페이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된다. 다만,
인터넷 검색일은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Hadar, Leon. 1998. U.S. Sanctions against Burma. Trade Policy Analysis. 1.
http://www.cato.org/pubs/trade/tpa-001.html. (검색일: 2008.05.07).

<별표 1> 뺷수완나부미뺸 발간 일정
게재신청마감

원고제출마감

학술지발간

각권 제1호

3월 20일

4월 20일

6월 30일

각권 제2호

9월 20일

10월 20일

12월 30일

<Table 1> Deadlines of the Journal, Suvannabhumi
Application

Submission

Publication

Number 1

March 20

April 20

June 30

Number 2

September 20

October 20

December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