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語文學』 투고․심사・발행 규정

부분개정 2016년 10월 8일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규정은 한국일본어문학회(이하 ‘본 학회’라 한다)가 발행하는 학회지의 게재논문의 편집 및
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제호
본 학회지의 제호는 ‘日本語文學’이라 한다.
제3조 발행횟수와 발행일
①학회지는 연간 4회(3월 30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0일) 정기적으로 발행함을 원칙으로
한다.
②편집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영문판 등 별도의 학회지를 추가로 발행할 수 있다.
제4조 편집위원회
편집위원회의 권한 및 구성은 본 학회 회칙 제18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논문의 투고
제5조 투고 자격
①본 학회의 회원으로서 본 학회의 정기학술발표대회 및 분과학술발표회에서 구두 발표를 마친
경우에 투고 자격을 부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초청강연자, 기획논문 등과 관련하여 편집회의
에서 투고자격을 인정한 자는 예외로 한다.
②편집위원회가 정하는 호에 한해 최근 2년간의 연회비를 납부한 경우 무발표 투고가 가능하다.
제6조 투고 분야
일본어(교육)학, 일본문학, 일본(문화)학 등 제반 일본 관련 학문 분야의 이론과 실제에 관한 창
의적 연구, 새로운 관점에서의 비판이나 제안 등으로서 기존의 국내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한다.
제7조 사용 언어 및 외래어 표기
①논문의 본문은 한국어, 일본어, 또는 영어로 작성하되, 요지는 영어(150자 이내)로 작성 한다.
②참고문헌의 다음 쪽에 본문과 다른 언어(본문이 한국어인 경우는 일본어로, 본문이 일본어 및
영어인 경우는 한국어)의 요지문을 1/2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한다.
③일본어 및 기타 외국어를 한글로 표기할 경우에는 한글맞춤법의 외래어 표기법에 따르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8조 투고 방법
①투고논문은 본 규정 및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작성하여야 하며, 파일 형태로 본 학회의 온라인
논문투고시스템(http://submission.gobungaku.or.kr/sobis/gbgk.jsp)에 투고하는 것을 원칙으
- 1 -

로 한다.
②투고기한은 1월 15일, 4월 15일, 7월 15일, 10월 15일까지로 한다.
③투고 논문의 마지막 쪽에 아래와 같은 필자 인적사항을 명기하여야 한다.
【필자 인적사항】
①논문 제목(국문, 영문) ②필자명(국문, 영문) ③근무처 ④직위 ⑤전공분야 ⑥주소(우편번호
기입) ⑦전화번호(자택, 근무처, 휴대 전화) ⑧이메일 주소 ⑨발표일, 발표장소 ⑩투고일 ⑪주민
등록번호(한국연구재단 등재용으로만 사용)
제9조 투고의 분량
본 학회의 논문작성요령에 따라 편집했을 때 요지, 본문, 참고문헌을 합하여 16쪽∼20쪽으로 하
며, 20쪽이 넘는 논문은 초과분에 대한 추가 게재료를 투고자가 부담한다.

제3장 논문의 심사
제10조 심사 대상
본 학회의 본 규정과 논문작성요령에 맞게 작성된 논문만을 심사 대상으로 한다.
제11조 심사 위원
①편집위원회는 투고논문별 해당 분야 전문가 3명의 심사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②심사의 공정성을 우려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편집위원회에서 1명의 추가심사
위원에게 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③편집위원 및 심사위원은 논문심사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정보에 관하여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제12조 수정 및 교정
①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의 심사서를 바탕으로 필자에게 원고의 수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투고
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②투고자는 수정논문 제출 시에 수정내역서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편집위원회는 수정내역서와 수정논문을 검토하여 추가 보완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행 여부 등
을 토대로 논문 게재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④게재가 최종결정된 논문 원고의 교정은 필요시 편집전문위원의 요구를 반영하여 하며, 교정의
책임은 투고자에게 있다.
제13조 연구윤리 준수
논문 투고자는 본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의 연구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하며 자세한 내용은 연
구윤리규정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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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논문의 발행
제14조 심사료 및 게재료
①심사료는 논문 투고시에, 게재료는 게재 결정 통보를 받은 경우에, 소정의 금액을 학회의 계좌
에 입금하여야 한다.
②심사료는 편당 6만원이며, 게재료는 연구비 수혜논문과 무발표 투고논문 20만원, 일반논문 15
만원(시간강사 10만원, 대학원생 5만원)으로 한다.
③편집위원회는 기획논문 등에 대해서 심사료와 (추가)게재료의 납입을 면할 수 있다.
제15조 별쇄본
①학회지에 논문이 게재된 투고자에게는 학회지 2부와 별쇄본(10부)을 증정한다.
②추가로 별쇄본을 제작하고자 할 경우 투고자가 그 비용 10부당 1만원을 부담하고, 추가 별쇄
본 제작료는 게재료와 함께 학회계좌에 입금하여야 한다.
제16조 사이버 출판 및 수익금
본 학회에서 출간된 출판물은 학회의 연구성과를 대내외적으로 널리 알리기 위해 전자출판 및
전송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보급할 수 있으며, 이로 인하여 발생된 수익은 학회운영비로 산입한
다.
제17조 저작권
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학회가 소유한다. 다만, 논문의 내용에 관한 민・형사상의 책
임은 논문 투고자에 있다.
제18조 게재(예정)증명
논문의 게재(예정)증명서는 투고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게재가 확정된 이후에
만 발급한다.

제5장 부칙
제19조 이 규정은 2016년 10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0조 이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편집위원회에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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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文學』논문 작성 요령
제1조 논문은 반드시 「」(「」2002이상)로 작성한다. 사진이나 그림 등은 스캔하여 그림파
일로 첨부하거나 완전한 형태의 원판을 첨부한다.
제2조 편집용지는 A4로 하고, 위 60, 아래 60, 왼쪽 50, 오른쪽 50, 머리말 10, 꼬리말 0의 여백을 두
며, 머리말, 쪽수 등은 편집과정에서 삽입한다.
제3조 논문의 목차는 작성하지 않으며, 영문 요지문을 150자 이내로 작성한다. 또한 참고문헌의 다음
쪽에 본문과 다른 언어(본문이 한국어인 경우는 일본어로, 본문이 일본어 및 영어인 경우는
한국어)의 요지문을 1/2쪽 이내 분량으로 작성한다.
제4조 요지 밑에 주제어(key word) 3∼5단어를 논문 본문과 동일한 언어로 제시하고, 괄호 안에 영
문으로 병기한다.
제5조 1) 제목의 번호체계는 다음 예와 같이 한다.
예: 1. 1.1 1.1.1 1.1.1.1
2) 논문 작성 언어 기준으로 한국어는 신명조, 일본어는 신명조약자의 글꼴을 사용하며, 각 부
분별 글꼴과 속성은 (별표)와 같이 한다.
제6조 인용 및 참고문헌의 출처는 참고문헌 난에만 열거하고 각주로는 달지 않는다. 인용문헌이 논
문일 경우는 ‘홍길동(1997)’과 같이 필자명과 연도를 표시하고, 단행본인 경우는 ‘홍길동(1997:
241)’과 같이 간행 연도와 쪽수를 명기한다.
제7조 각주는 본문 내용의 보충설명에 한한다.
제8조 1) 본문에서 언급된 논문, 저서만 참고문헌으로 제시한다.
2) 참고문헌은 필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일문, 영문순으로 하여, 각각 가나다, 오십음, 알파벳
의 순서에 따라 배열한다.
3) 동일 저자의 참고문헌이 2개 이상일 경우에는 연도순으로 나열하되, 둘째 문헌부터는 저자
명을 선으로 표기한다.
(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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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요령 5

글 자 줄간격
모양 크기
논문제목
진하게 15 140
부제목
보통 12
필자명
보통 11
e-mail주소 보통 8 140
요지
보통 8 140
주제어
진하게 8
큰 제목 1. 진하게 12
작은 제목1.1 진하게 11 140
소 제목 1.1.1 진하게 10
세부제목 1.1.1.1 진하게 10
본문
보통 10
인용문 및 예문 보통 9 170
보통 9
표/그림 제목
내용 보통 8 140
각주내용
보통 8
참고 제목 진하게 12 140
문헌 내용 보통 8

정렬방식
가운데정렬
오른쪽정렬
양쪽정렬, 들여쓰기 2
양쪽정렬
가운데정렬
왼쪽정렬(2ch 들여쓰기)
왼쪽정렬(2칸 들여쓰기)
왼쪽정렬(2칸 들여쓰기)
양쪽정렬
양쪽정렬(왼쪽6ch, 들여쓰기안함)
왼쪽정렬
양쪽정렬
양쪽정렬
(왼쪽4ch,내어쓰기3.5ch)
왼쪽정렬(5칸 들여쓰기)
양쪽정렬

4) 참고문헌이 2인 이상의 공저(공동논문)인 경우에는 중간 방점으로 처리한다.
<예: 宮地 宏·サイモン·遠藤睦子·小川信夫(1991)>
5) 참고문헌의 표기는 필자명(연도) 논문명(또는 저서명), 게재지 권 호, 발행처의 순서로 한
다.
6) 참고문헌에서 인용 또는 참고한 쪽수를 명기한다.
7) 논문은 「」, 단행본은 『』로 표시한다. 영어 논문명은 보통체로, 단행본은 이탤릭체로 표
시한다.
제9조 2인 이상의 필자가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제1필자명을 앞부분에 기재하고 공동필자명을 뒷
부분에 기재한다. 또한, 필자의 소속을 각주로 처리할 때에도, 제1필자의 소속을 윗줄에 기재
하고 공동필자의 소속을 아랫줄에 기재하여 제1필자와 공동필자의 관계(참여·교신)를 명확하
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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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本語文學』논문 작성 예시
【편집용지여백】 <A4용지> 위 60, 아래 60, 왼쪽 50, 오른쪽 50, 머리말 10, 꼬리말 0
【논문제목】

日本語 行動要求表現과 모달리티

(신명조(약자) 15, 진하게, 가운데정렬, 줄간격 140)

** 2줄 비움 **

【필자명】

홍길동*

(신명조(약자) 11, 보통, 오른쪽정렬, 줄간격 140, 필자소속은 각주로 처리하되 숫자를 붙이지 아니하고, *기호를 붙임.
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제1필자를 앞에, 공동필자를 뒤에 기재함)

【e-메일주소】

이메일
(신명조 8, 보통, 오른쪽 정렬, 줄간격 140)
<필자명과 이메일, 요지 사이는 비우지 않음>

【요지】

< Abstract >
작성언어: 영어
분 량: 150자 이내
글자크기: 신명조(약자) 8, 들여쓰기 2, 양쪽정렬, 줄간격 140

【주제어】주제어 3∼5단어를 [논문 본문과 동일한 언어](영어로 각각 병기)

(신명조(약자)8, 진하게, 양쪽정렬, 줄간격 140)
주제어 예)対照(contrast)

【큰제목】

1. 序論

** 2줄 비움 **

(신명조(약자) 12, 진하게, 가운데정렬, 줄간격 140, 들여쓰기 안함)

** 1줄 비움 **
【본 문】일본어에는 화자가 청자에 대해 어떤 동작을…

(신명조(약자) 10, 양쪽정렬, 줄간격 170)

** 2줄 비움 **
【큰제목】

2. 行動要求表現形式의 種類

(신명조(약자) 12, 진하게, 가운데정렬, 줄간격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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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작성 예시 7

** 1줄 비움 **
【작은제목】2.1 行動要求表現型式
(작은 제목과 본문사이는 비우지 않음)

(신명조(약자) 11, 진하게, 왼쪽정렬, 2칸 들여쓰기, 줄간격 140)

【인용문헌표시】 상대 일본어의 모음구조에 대해 有坂秀世(1957)<논문>는 …… 라고 하였다. 한
편 金田一京助(1974: 241)<단행본>는 …… 라고 하여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다.
【인용문】상대일본어의 모음과 자음의 배열순서는······

(신명조 9, 줄간격 170, 왼쪽 6ch, 들여쓰기 안함)

【각 주】────────

* ○○대학교 교수, 일본근대문학
1) 이에 대해 有坂秀世(1957)는 다음과 같이 논하고 있다.
(신명조(약자) 8, 양쪽정렬, 줄간격 140, 왼쪽 4ch, 내어쓰기 3.5ch)

** 2줄 비움 **

5. 結論
** 1줄 비움 **
이상과 같이 일본어 행동요구표현과 모달리티에 대하여…
** 2줄 비움 **
【참고문헌 제목】◀참고문헌▶

(신명조(약자) 12, 진하게, 왼쪽정렬, 5칸 들여쓰기, 줄간격 140)

** 1줄 비움 **
寺村秀夫(1982) 「テンス·アスペクトのコト的側面とムード的側面」 『日本語学』10-2, 明治書院, pp.48-56.
________(1984) 『日本語のシンタクスと意味Ⅱ』くろしお出版. pp.34-81.
(신명조(약자) 8, 양쪽정렬, 줄간격 140)
* 본문에 언급된 논문, 저서만 제시.
* 필자명을 기준으로 국문, 일문, 영문 순으로 하고, 각각의 언어의 자모순으로 배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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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 저자의 문헌이 2개 이상일 때에는 연도별로 선을 그어 표기.
* 2인 이상 공저(공동논문)의 경우, 중간 방점 처리(예: 宮地 宏·サイモン·遠藤睦子·小川信夫(1991)).
* 필자명(연도) 논문명(또는 저서명), 게재지 권 호, 발행처의 순서로 배열.
* 인용 또는 참고한 쪽수를 명기.

** 다음 쪽 **
【요지】

<要 旨>
작성언어: 본문과 다른 언어 (본문이 한국어인 경우는 일본어로, 본문이 일본어 및
영어인 경우는 한국어)
분 량: 1/2쪽 이내 분량
글자크기: 신명조(약자) 8, 들여쓰기 2, 양쪽정렬, 줄간격 140

■ 논문접수일 : 출판이사가 기재
■ 논문심사일 : 출판이사가 기재
■ 게재확정일 : 출판이사가 기재

【필자 인적사항】
①논문 제목(국문, 영문) ②필자명(국문, 영문) ③근무처 ④직위
⑤전공분야 ⑥주소(우편번호 기입) ⑦전화번호(자택, 근무처, 휴대 전화) ⑧이메일 주소 ⑨발표일, 발표장소
⑩투고일 ⑪주민등록번호 앞자리(학진 등재용으로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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