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광주박물관 학술지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원고 모집 공고

국립광주박물관은 국내·외 도자문화 관련 학술논문 및 자료를 모아 학술지 아시아 陶磁
文化 硏究를 발간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제3호의 원고
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2020년 5월 14일
국립광주박물관장
□ 원고 제출 개요
ㅇ (도 서 명) 아시아 陶磁文化 硏究
ㅇ (마감일자) 2020년 9월 30일
ㅇ (심사일자) 2020년 10월 31일

※ 게재 여부 11월 5일 이전 고지

ㅇ (발간일자) 2020년 12월 6일

※ 게재 확정된 원고에 한해 소정의 원고료 지급

ㅇ (원고분량)
- 논문 : 200자 원고지 100매 내외(사진, 도면 등 포함)
- 자료 : 200자 원고지 50매 내외(사진, 도면 등 포함)
ㅇ (제출방법) 국립광주박물관 누리집 < 학술 <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 원고접수
※ 6월 1일 이후 제출 가능

ㅇ (문의) 062-570-7809

□ 원고 게재 요건
ㅇ 원고는 기획논문, 일반논문, 자료소개로 분류되며, 국내·외 도자문화 관련 연구
성과물이어야 한다.
ㅇ 논문은 타 학술지에 게재한 원고나 이미 발표된 학위 논문과 중복된 내용은 투고할
수 없으며, 자료는 타 기관 및 연구자에 의해 소개되지 않은 새로운 자료여야 한다.
ㅇ 원고 작성 방법은 붙임 1의 원고작성지침에 따른다..
ㅇ 투고 희망자는 당 기관의 원고 투고 규정과 원고 작성 원칙에 따라 작성한 논문을
붙임 2의 투고 신청서와 함께 제출 마감일자 전에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ㅇ 마감일 이전에 접수된 원고에 한해 편집위원회에서 정한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게재 여부를 결정한다.
ㅇ 필자의 교정은 2회에 한정한다.
ㅇ 접수된 모든 원고는 반환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원고작성지침

구분

작성 방식

장절 표기

Ⅰ → 1 → 1) → (1)

본문 형식

휴면명조, 11pt, 160%

각주 형식

휴면명조, 9.pt, 130%

인용문

사료(자료)는 한글 번역을 원칙으로 하며, 출전은 각주로 처리한다

저서

홍길동, 아시아 도자(광주: 국립광주박물관, 2018), pp. 1~3.

논문

홍길동, ｢한국 초기청자 연구｣, 아시아 도자문화 연구 1(국립광주박물관, 2018), pp. 22~25.

주석
재인용

홍길동, 앞의 논문(2018), p. 26.

사서

世宗實錄 卷9, 世宗 6年 5月 庚子 “원문”

원칙

사진, 도면, 지도는 모두 ‘도’로 통일한다.

형식

600dpi 크기의 JPEG 파일 형태

도판
설명
출처
표시
초록

도의 번호, 제목, 작가, 연도, 재질, 크기, 소장처, 소장번호 순으로 기재.
다만, ‘도’에 대한 정보가 없을 경우 세부 항목 생략 가능
개인이 촬영하지 않은 사진의 경우, 필수적으로 출처 표기
국문 및 영문초록은 A4용지 2매 이내로 제한하며, 각각 5개 내외의 주제어를
초록 말미에 기재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