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한국서양음악학회가 발행하는 학술지 서양음악학 에 투고를 원하는 저자는 아래의 규정을
엄격히 준수하여야 하며 이를 따르지 않는 원고는 심사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I. 기본체제
1. 원고는 한글 작성을 원 으로 하며, 한글(.hwp) 파일(한글 2007이상)로 제출해야 한다.
2. 원고는 제목, 저자명, 본문, 검색어, 참고문헌, 영문초록, 국문초록의 순서로 정렬되어야 한다.
3. 본문의 글자체는 바 체 또는 함초 바 체로 하며, 글자 기 10, 각주와 참고문헌은 모
사용한다. 본문의

은 “나가 서”

5. 논문의 구성을 명시하는
1.

트 작은 9를

간격은 180%로 한다.

4. 본문의 구성은 서론, 본론, 결론의 3부분 또는 기- -전-결의 4부분으로 할 수
은 “ 어가는 글”로,

한

으며,

은 “나가는 글” 등의 제목을 사용해 구분할 수

(num ering) 체계는 위계적으로 다음과 같은

음은 “ 어가 서”
다.

식을 따른다.

어가 서

2. 여기에 본문에 해당하는 제목
2.1.
2.2.
2.3.
3. 여기에 본문에 해당하는 제목
3.1.
3.2.
4. 나가 서

6. 에 로그와 참고문헌, 국문초록, 영문초록은
며, 조나 항, 각 등 보다

부적인

을할

에서 제외된다. 위의 위계적
에는 1), (1), ① 등의 기호를 사용한다.

2.
2.1.
1)
(1)
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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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장과 절에 해당하

7. 본문에서의 단 구분은

여 기를 통해 한다. 장( )이나 절( )의 구분을 제외하고 본문 중간에 행

기를

하지 않는다.
8. 원고의 분량은 참고문헌과 영문초록, 국문초록을 포함하여 A4 25매 이내로 작성되어야 한다.

II. 본문
1.

한 한자 및 외래어는 ( ) 안에 기재한다. 외래어는 모
어는 문 이 정하는 바에 따라
) 악학 범(

), 으

2. 인명은 한글로 표기하고,
해서 나

자를 대문자로
음(tonic),

음나

는 한글 인명

수

소문자로

자는 대문자, 외래

다.

리음(Kop ton),

에는

되, 인명의

트( ran

호 안에 원명,

chu ert)

마 후 생 연도를 기재한다. 동일한 인명이 반

다. 한글 인명은 성( , last name)과 명( )을 차례로 모

경우, 성( ) 을 소리 나는 대로

다. 그러나 성 으로 구분하기 어

경우, 명도 함께

며, 외국인의
다. 인명에는 존

을 사용하지 않는다.
) 윤이상(

, 1917-1995)은, 바 ( ohann e astian Bach, 1685-1750)의,
한

리스

바 ( ohann Christian Bach, 1735-1782)는

3. 국내 도서, 한글 역본 또는 한자로 된
이

,

호 안의 외국어

이름은 『 』안에 표기하고,

한 경우 원제를 ( ) 안에 적는다.

기는 『 』밖에 위치한다. 외국도서는 이 릭체로 표기한다.
음악사전』( ro e s Dictionary o

)『서양음악학』, 『그로
4. 논문명은 “ ”안에, 작 명은

안에 한글로 표기하고

usic an

usicians)

한 경우 원제를 ( ) 안에 적는다. 작

안의 소

제목은 ‘ ’ 안에 적는다. 원제는 이 릭체로 표기한다.
)

(Winterreise) 중에서 ‘우편마차’(Die ost)

나그

환호하라 기 하라 (

5. 따 표는

sultate u ilate, K.165)

정한 단어나 구, 문장을

접인용하거나

조할

사용하며, 작 의 소제목을 표시할

따 표는 문장이나 구( )를, 작은따 표는 구나 단어와 같이 보다 작은 단위에 사용할 수
따 표 구분은 논문 저자가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일관성

7.

우에 공간을

며, 본문보다 한

호를 사용하여 부연
안에
다. 이

전한 문장이

어

마 표까지

( ) ... 다( 자

트 작은 글자,

명할 내용이 문장의
경우,

호 안에

에 위치할

간격을 130%로
는,

의 문장은 마 표를 사용해 종결하고,
는다.

토 의 의도 음을

작해

수

어 인용문의 위, 아래에 각 1행
다.

호 다음에 마 표를

조).

. ...다. (이것이

종류의

게 사용한다.

6. 인용문이 3행 이내일 경우, “ ” 안에 적고, 3행 이상일 경우에는 별행으로
고,

다.

다.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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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다. 그러나

문장은 분리하여 (

)안에

호

8. 외국어에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론( : )과

미 론( )은 우리

문 에

게 마 표나

표로 바 어 사

용한다. 인용문에서도 동일하다.
9. 부연 명을 위해 문장 중간에 하이 ( - )을 사용하지 않는다.
통해 부연

명할 수

다.

호

리

은위7

입구나 문장은 본 문장이 종결한 후,

호를

조항을 따른다.

III. 각주
1. 각주는 본문에서 인용하거나 원용한 자료의 출 를
적 의미로 첨부하 는 내용이
2. 본문에서 각주

을

호는 문장이

한 정보를 주고자 할

히고자 할

, 또한 본문의 내용에 대한 참고적·부가

사용한다.

나는

,

마 표 다음에

는 해당 단어에 각주를

일수

인다. 그러나

정 단어의

명이나 인명에 대

다.

3. 각주에는 저자, 제목, 출판지, 출판사, 출판년도, 쪽수 등의 순서로 서지정보를 표시한다. 이
가 논문인지 단행본인지, 또는 그 밖의
기

(악보, 음반, 인터

자료 등)로 되어

, 인용한 자료

는지에 따라 서지정보 표

이 다른 , 저자는 본 학술지가 정하는 편집체제를 따라야 한다.

4. 다음은 인용되는 자료의

에 따른 각주 표기

이다.

1) 단행본
이 재,

용환, 『서양음악사 18 기 음악』 (서 : 음악 계, 2006), 246.

Christoph Wol , ohann e astian Bach: he earne

usician ( ew

ork: W. W.

orton, 2001),

32-35.
eorge ako an

ark ohnson,

Carl Dahlhaus, ntersuchungen

etaphor We i e y (Chicago: Chicago ni ersity ress, 1980), 46.
er ie ntstehung er harmonischen onalit t (Kassel: B renreiter,

1968), 83-85.
(주의) 각주에서는 인용된 부분이나 참고한 부분의

정 쪽수를

준다.

전자
te e arson,

usical orces:

ni ersity ress, 2013),

otion,

etaphor, an

eaning in

usic (Bloomington, I : In iana

nline Book , 58,

http:// oi.org.ssl.access.yonsei.ac.kr:8080/10.1080/10588167.2013.785301, 2018년 9월 4일 접속 .
2)

역된 단행본

A ele Kat , Challenge to
서우석

은

Diether e la

usical ra ition: A ew Concept o

onality ( ew ork an

역 『음악분석연구』 (서 : 수문당, 1982), 92.
otte,

armonielehre: 1600, 1730, 1790, 1810, 1840, 1860, 1880, 1910, 1930 ( unchen:

Deutscher aschen uch- erlag, 1976), 서정은
(주의) 위의 서지 정보 표시

역 『 성학』 (서 : 음악

사, 2005), 34-35.

은 저자가 원문을 참조하 을 경우에 사용하는 것이며,

경우에는 다음과 같다.
Diether e la

on on, 1945),

otte, 『 성학』, 서정은

역 (서 : 음악

사, 2005), 3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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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본을 사용 을

3) 단행본으로 출간된 논문집 비정기 간행물 에 포함된 장(chapter)
송무경, “조성음악의 분석이론,” 『음악이론과 분석』,
oel ester, “Rameau an

연

의 논문

임편집 (서 : 심 당, 2005), 84.

usic heory,” in he Cam ri ge

ighteenth-Century

istory o Western

usic heory, e . homas Christensen (Cam ri ge: Cam ri ge ni ersity ress, 2002), 753-754.
Richar Klein, “ istorie, rogress, Augen licklichkeit. ur ermeneutik musikalischer n ahrung in er
o erne,” in hanomenologie er Kunst: Wiener agungen ur hanomenologie, hrsg.
ltner ( rank urt am

ain

4)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학술지에 실

논문

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

분석연구,” 『음악논단』7 (1993), 69.

Ko i Agawu, “Concepts o Closure an Chopin s p. 28,”
Karl hren orth,

unther o

ew ork: eter ang, 2000), 173-175.

usik als e en,

usic heory pectrum 9 (1987), 3-4.

usik un Bil ung 25/6 (1993), 14.

전자저
icholas Cook, “Between rocess an
(2001)

ro uct:

usic an /as er ormance,”

usic heory

nline 7/2

nline ournal , 4, http://www.mtosmt.org/issues/mto.01.7.2/mto.01.7.2.cook.html 2018년 10

월 3일 접속 .
5) 학위논문
이미진, “ 대음악의 리

성을 반영한 분석모 ,” (연 대학교

enry Klumpenhouwer, “A
ar ar
Rolan

enerali e

o el o

사학위논문, 2006), 7.

oice- ea ing or Atonal

usic, ( h.D. Diss.,

ni ersity, 1991), 97.
W rt , “Igna

r n l:

uten erg- ni ersit t

in Beitrag ur

usikgeschichte

er ta t

annheim, ( h.D. Diss.,

ain , 1970), 45-46.

6) 사전
oseph Kerman an others, Beetho en, u wig an, in he

ew

ro e Dictionary o

usic an

usicians, 2n e . (2001), 3: 97.
Christoph- ellmut

ahling un

elmut R sing, “ rchester,” in Die

usik in

eschichte un

egenwart, hrsg. on u wig inscher, weite Ausg. (1994), 7: 811-812.
he

ar ar Dictionary o

usic, 4th e . (Cam ri ge:

ar ar

ni ersity ress, 2003), s. .

igure

ass.
『음악대사전』(서 :

음악출판사, 1996), “바이

.”

전자사전
uller Da i an Cli

isen, “ artita,” ro e

usic nline,

http:////www.o or musiconline.com/gro emusic/ iew/10.1093/gmo/9781561592630.001.0001/omo-9
781561592630-e-0000020982 2018년 7월 16일 접속 .
(주의) 각 항목의 저자가 분명한 논문 을 모은

ro e Dictionary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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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에는 저자를

저

서

히나, 그 지 않은 경우에는 사전 이름을
나타 ), s. .는 su

저

다. 편저자는 각주에 나타나지 않으며(참고문헌에

er o(~의 항목)의 약자이다.

7) 악보
iuseppe er i, Rigoletto:

he Works o

iuseppe

elo rama in hree Acts y rancesco
er i, series 1,

peras (Chicago:

aria ia e, e .

artin Chusi , in

ni ersity o Chicago

ress

ilan:

.

Ricor i, 1982).
8) 음반
ohann e astian Bach, he Bran en urg Concertos, aillar Cham er rchestra, RCA CR 2-5801.
9) 신문기사
① 일반 신문기사
권 재· 호정, “음악교육

든타임 7

이전

아이

모양· 파도 달라 ” 『중 일보』 2015

년 3월 7일 종합 12 .
②

라인 신문기사
정상영, “‘음악

는 사람’을 연구해 ,” 『한

신문』, 2013년 11월 21일

라인 신문 기사 ,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12198.html 2018년 8월 20일 접속 .
③ 해외 신문기사
achary Wool e, “ o- o

a wants Bach to help sa e the worl ,”

ew

ork imes ( cto er 1,

2018): 1.
https://www.nytimes.com/2018/09/28/arts/music/yo-yo-ma- ach-suites.html 2018년 11월 7일 접
속.
10) 인터

자료 검색

o omita,

anuscript ources o . . Bach s Well- empere Cla ier II,

http://www.mu. u .ac.uk/tomita/wtc2mssa.html 430 2009년 9월 20일 접속 .
한국문

술위원회,

“2016년

문

술계

주

약,”

『2017년

문 연감』,

http://www.arko.or.kr/year ook/2017/in e .html 2018년 10월 3일 접속 .
5.

에 인용한 자료와 동일한 자료에서 다시 인용할 경우, 저자의 성( )과 논문의 제목, 그리고 인용된 쪽수
을 기록한다. 단, 바로 위의 각주에서 인용한 내용이 다시 인용되었을 경우에는 저자의 성
위의 글)이라

고, 쪽수를

에 위의

( 은

다.

( )
oseph

. traus, “ he ro lem o

rolongation in ost-tonal

usic,

ournal o

usic heory 31/1

(1987), 9.
traus, “ he ro lem o

rolongation in ost-tonal

usic, 9-16.

traus, 위의 글, 8.
6. 저자가 3인인 경우에

음

인명 사이에 ‘,’를

입하고

인명은 ‘an ’로 연결하며 다른 사항은 저자

가 2인인 경우와 동일하다.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외” 와 et al.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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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참고문헌에서 모든 저자명

을

거한다.

7. 각주에서는

과 논문의 경우 모

를 기입하나

인용된

이지를 입 하여야 한다. 그러나 참고문헌의 경우, 논문은 쪽수

은 생 한다.

IV. 참고문헌
1. 참고문헌은 저자, 저서명
다.

은 논문제목, 출판 장소와 출판사, 출판년도, 그 외의 출판정보를 순서대로 기재한

역서의 경우 저자는 원어로, 저서명은 한글로 표기한 후

근

호 안에 원어를 적는다. 역자는 저서명

에 표기한다.
2. 나

순서는 한글문헌, 외국문헌의 순으로 한다. 한글문헌 안에서는 저자가 한국인일 경우 가나다순으로, 외

국인일 경우

파 순으로, 동일인일 경우는 출판 연도순으로 문단의 구분 없이 적는다.

역서의 경우 외국

인 저자명의 배치 순서에 따른다.
3. 외국어 문헌의 경우, 역자, 편집자 정보 순으로 기재하고 이를
여

지 않고 모

리는

ite

y나 ranslate

다.

4.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 인용된 문헌 을
5. 참고문헌의 기재 시,

도록 한다.

부터는 1 치 정도의

6. 다음은 인용한 자료의

에 따른 참고문헌 기보

여 기를 통해 다음 문헌의 정보와 구분한다.
으로서,

의 III-4에서 표기한 사항 을 참고문헌

로 바 어 보 다. 재판이나 개정판, 증보판 등에 관한 자 한 정보를 명시할 수
의를

y 등의 용어는

다. 구 점의 사용에 주

한다.

1) 단행본
이 재,

용환. 『서양음악사 18 기 음악』. 서 : 음악 계, 2006.

Wol , Christoph. ohann e astian Bach: he earne
ako , eorge an

ark ohnson.

Dahlhaus, Carl. ntersuchungen

usician. ew ork: W. W. orton, 2001.

etaphor We i e y. Chicago: Chicago ni ersity ress, 1980.
er ie ntstehung er harmonischen onalit t. Kassel: B renreiter,

1968.
전자
arson, te e.

usical orces:

ni ersity ress, 2013.

otion,

etaphor, an

eaning in

usic . Bloomington, I : In iana

nline Book .

http:// oi.org.ssl.access.yonsei.ac.kr:8080/10.1080/10588167.2013.785301. 2018년 9월 4일 접속.
2)

역된 단행본

Kat , A ele. Challenge to
서우석

은

usical ra ition: A ew Concept o

onality. ew ork an

on on, 1945.

공역. 『음악분석연구』. 서 : 수문당, 1982.

otte, Diether e la.

armonielehre: 1600, 1730, 1790, 1810, 1840, 1860, 1880, 1910, 1930.

Deutscher aschen uch- erlag, 1976. 서정은

역. 『 성학』. 서 : 음악

명지고등학교 | IP:101.235.244.*** | Accessed 2021/03/29 12:22(KST)

사, 2005.

unchen:

3) 단행본으로 출간된 논문집 비정기 간행물 에 포함된 장(chapter)
송무경. “조성음악의 분석이론.” 『음악이론과 분석』.
ester, oel. “Rameau an

usic heory.

ite

연

임편집: 59-92. 서 : 심 당, 2005.

usic heory.” In he Cam ri ge

ighteenth-Century

istory o Western

y homas Christensen, 753-777. Cam ri ge ni ersity ress, 2002.

Klein, Richar . “ istorie, rogress, Augen licklichkeit. ur
er

의 논문

ermeneutik musikalischer n ahrung in

o erne.” In hanomenologie er Kunst: Wiener agungen ur hanomenologie.

erausgege en on unther oltner, 171-198. rank urt am
4) 정기적으로 간행되는 학술지에 실

논문

문자. “서양음악사 용어의 한글

분석연구.” 『음악논단』 7 (1993): 48-71.

Agawu, Ko i. “Concepts o Closure an Chopin s p. 28.”
hren orth, Karl.

usic heory pectrum 9 (1987): 1-24.

usik un Bil ung 25/6 (1993): 14-19.

usik als e en.

(주의) oi. 정보가 기입되어

ain, ew ork: eter ang, 2000.

는 논문은 oi. 정보를 서지정보 다음에 별행으로 기입해 으로

검색을

용이하게 한다.
전자저
icholas Cook. “Between rocess an
(2001)

ro uct:

usic an /as er ormance.”

usic heory

nline 7/2

nline ournal , 4. http://www.mtosmt.org/issues/mto.01.7.2/mto.01.7.2.cook.html. 2018년

10월 3일 접속.
5) 학위논문
이미진. “ 대음악의 리
Klumpenhouwer,
ar ar

성을 반영한 분석모 .” 연 대학교

enry. “A

enerali e

o el o

사학위논문, 2006.

oice- ea ing or Atonal

usic.

h.D. Diss.,

annheim.

h.D. Diss.,

ni ersity, 1991.

W rt , Rolan . “Igna
uten erg- ni ersit t

r n l:

in Beitrag ur

usikgeschichte

er ta t

ain , 1970.

6) 사전
Kerman, oseph, Alan
u wig an. In he
73-140. econ

yson, cott Burnham, Douglas ohnson an

ew

ro e Dictionary o

usic an

usicians, ol. 3, e ite

elmut R sing. “ rchester.” In Die

egenwart: allgemeine n yklop ie er usik, B . 7, herausgege en
weite Ausga e. Kassel

ar ar

y tanley a ie,

ition. ew ork: ro e s Dictionaries Inc., 2001.

ahling, Christoph- ellmut, un

he

William Dra kin. Beetho en,

ew ork: B renreiter, tuttgart:

Dictionary o

usic, e ite

usik in

eschichte un

on u wig inscher, 811-832.

et ler, 1994.

y Don Ran el.

ourth

ition. Cam ri ge:

ar ar

ni ersity ress, 2003.
『음악대사전』. 서 :

음악출판사, 1996.

7) 악보
er i,

iuseppe. Rigoletto:

elo rama in hree Acts y rancesco

명지고등학교 | IP:101.235.244.*** | Accessed 2021/03/29 12:22(KST)

aria ia e.

ite

y

artin

Chusi . In he Works o

iuseppe er i, series 1, peras. Chicago: ni ersity o Chicago ress

ilan:

. Ricor i, 1982.
8) 음반
Bach, ohann e astian. he Bran en urg Concertos. aillar Cham er rchestra. RCA CR 2-5801.
9) 신문기사
① 일반 신문기사
권 재· 호정. “음악교육

든타임 7

이전

아이

모양· 파도 달라 .” 『중 일보』 (2015

년 3월 7일): 종합 12 .
②

라인 신문기사
정상영. “‘음악

는 사람’을 연구해 .” 『한

신문』 (2013년 11월 21일)

라인 신문 기사 .

http://www.hani.co.kr/arti/culture/music/612198.html. 2018년 8월 20일 접속.
③ 해외 신문기사
Wool e. achary. “ o- o

a wants Bach to help sa e the worl .”

ew

ork imes ( cto er 1,

2018): 1.
https://www.nytimes.com/2018/09/28/arts/music/yo-yo-ma- ach-suites.html. 2018년 11월 7일 접
속.
10) 인터

자료 검색

omita, o.

anuscript ources o . . Bach s Well- empere Cla ier II.

http://www.mu. u .ac.uk/tomita/wtc2mssa.html 430. 2009년 9월 20일 접속.
한국문

술위원회.

“2016년

문

술계

주

약.”

http://www.arko.or.kr/year ook/2017/in e .html. 2018년 10월 3일 접속.

명지고등학교 | IP:101.235.244.*** | Accessed 2021/03/29 12:22(KST)

『2017년

문 연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