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ILM 초록 작성 가이드라인1)
길이
RILM 초록은 영문으로 작성되며 200단어를 넘어서는 안된다. 초록의 길이는 어떤 논문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학위논문의 경우 200단어 가량의 초록이 필요하지만 3페이지 정도의 아티클은 25단어로 요약할 수
있다.
내용
RILM 초록은 독자들에게 연구의 중요한 면모들을 모두 전달하면서도 불필요한 문제들은 생략해야 한다. 연
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것보다는 연구의 내용을 다루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 만약 연구가 어떤 사람의 전기
(biography)에 대한 새로운 발견을 제시한다면 이 새로운 발견에 초점을 맞추어 쓰고 이 사람의 삶에 대해 이미
알려진 사실들을 반복해서 쓰지 않는다.
정보의 양
- 인명, 장소, 기관의 이름 등의 정보는 이 정보들이 연구에 중요하다면 반드시 제시해야 한다. 만약 논문에
인명 목록이 나와 있는 경우, 논문이 각 인물에 대해 많은 정보를 주지 않지않는다면 초록에 목록을 실지

않는다. 인명은 약기하지 말고 성과 이름을 다 기제하며, 기관명은 원어로 제시한다(인명과 기관명이 초
록의 문장에서 주격으로 사용되지 않는다면 반드시 별도로 주격을 표시해준다).
- 필사본을 다룬다면 이 필사본이 현재 어디에 있는지 소재기관과 완전한 서가 번호(shelf number)를 표기
한다.
- 특정한 음악작품이나 학문적 저서를 다룬 경우 원어로 제목 전체를 제시한다.
- 오페라에 포함된 아리아나 연가곡(song cycle)에 포함된 가곡 등 긴 작품에 포함된 작품 을 인용하는 경우
라면 이 작품의 출처를 분명하게 표시해주어야 한다. 예를 들어 아리아의 경우 몇 막의 몇 번 아리아인지
표시하고 연가곡 중의 노래인 경우 연가곡집의 이름과 논의하는 노래가 몇 번인지를 제시한다.
- 어떤 시대를 다루고 있는지 가능한 정확하게 표시한다.
- 흔히 사용되지 않는 단어를 사용되는 경우, 이를 분명하게 정의한다.
- 교육학(pedagogy) 논문의 경우 초등, 중등, 대학, 전문 중 어떤 수준의 교육을 다루는지분명하게 표시한다.
결론
논문에서 내려진 주요 결론을 초록에서 분명하게 명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초록 작성자는] 논문의 결론을
분명하게 이해했는지 확실히 해야 한다 (결론이 항상 논문의 처음이나 끝에 제시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물론 모든 연구가 구체적인 결론을 내리는 것은 아니다.
요약
- 초록은 연구자들이 이 논문이 유용한지 아닌지를 결정하기에 충분한 정보만이 담겨있어야 한다.
- 사실에 관련된 모든 정보는 완전하고 정확해야 한다.
- 초록은 색인에 담겨질 모든 핵심어와 핵심개념을 포함해야 한다.

1) 다음의 가이드라인은 RILM 공식 홈페이지 중 “How to write a RILM Abstract”의 내용을 요약·정리한 것이다. 자세
한 내용은 http://www.rilm.org/abstinfo.html 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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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식
- 구어체와 일상 회화적인 비형식적 단어는 사용하지 말고 완전한 문장으로 쓴다.
- 논문의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에 대한 개인적인 견해를 포함하지 않는다.
- 좋은 초록은 주제문장, 발전과 결론으로 구성된 하나의 잘 쓰여진 문단 형태로 되어있는 경우가 많다.
- 저자의 작품을 [제 3자의 입장에서] 묘사·기술하는 것보다는 저자의 입장에서 평서문으로 서술하는 것이
훨씬 더 생생하고 구체적인 초록을 쓸 수 있다.

초록 작성자를 위한 점검표
모든 초록에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제시되어있어야 한다.

- 모든 저자들, 역자들, 공동 연구 수행자들은 성 뿐 아니라 이름(first name)도 완전히 써야 한다.
RILM과 같은 영어권 참고 간행물에서는 이름을 이니셜로 표기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 음악작품들의 경우 원어로 제목 전체를 완전히 표기한다. 다시 말해서 영어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지
않으며, 정확한 작품 번호를 표기한다. 그러나 작품의 제목이 있을 때에만 원어 제목을 제시한다.
intermezzo, sonata, variation 등의 단어를 번역하는 것은 불필요하다.
- 관련 단체, 학회, 연주자 그룹, 종교 단체, 학술 기관이나 정부 기관 등은 그 나라 말로 완전한 이름을
제시한다.
- 필사본의 경우 도서관의 이름(그 나라 언어로), 위치, 서가 번호(shelf number)와 함께
RISM(Répertoire International des Sources Musicales)의 도서관 기호(Sigla)도 제시한다.2)
- New Grove Dictionary나 MGG에 없는 용어들은 정의와 함께 제시한다.
- 장소 명은 원어로 완전하고 정확하게 표기하고 가장 최근의 지명으로 쓴다. 만약 적절하다면 과거의
장소명은 수정한다.
- 초록 안에서 언급하는 논문이나 단행본 등에 대해서는 출판 장소와 시기 등의 기본적인 문헌 정
보를 제시한다.

2) RILM이 음악문헌 데이터베이스로서 인쇄, 출판된 모든 형태의 문헌들을 다룬다면 RISM은 음악 관련 필사본 데이
터베이스이다(The International Inventory of Musical Sources). RISM에 관해서는 http://rism.stub.uni-frankfurt.de/index1.htm
참조. RISM 도서관 기호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초록의 예들에 관하여〉 중 예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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