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정치연구 논문제출 및 논문작성 요령

□ 논문제출 요령
1. 논문은 6월 30일과 12월 31일 연 2회 발행함.
※ 원고 마감: 1호 - 4월 30일
2호 - 10월 31일
2. 논문 분량은 200자 원고지 기준으로 120매 이내로 함(각주 및 참고문헌 포함).
3. 논문은 한글로 작성한 한글파일을 편집이사에게 제출함(확인을 위해 E-mail로 우선
논문을 보낼 것, E-mail: eastasiaip@hanmail.net).
4. 논문제출시 한글초록, 영문초록(영문제목 포함 200자 내외)과 Key words(5개 내외)를
함께 제출해야 함.
* 아래의 학회보 원고집필 원칙대로 논문을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논문작성 요령
- 학회지의 사용언어는 한글 및 영어로 작성하되, 필요한 경우 괄호 처리하여 한자 사용
을 허가.
- 논문 말미에 참고문헌을 작성하되, 본문에서 인용된 문헌만 수록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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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각주 작성
■ 저서 및 논문
1)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서울: 박영사, 1997), p.115.
2) John Borawski,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 : Negotiation Arms Control at the
Stockholm Conference(London: Brasseys Defense Publishers, 1988), p.23.
3) 김유남 ․ 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p.160.
4) Larry Diamond, “Beyond the Unipolar Moment : Why the United States Must
Remain Engaged”, Orbis, Vol. 40, No. 3(Summer 1996), pp.406-407.

■ 편저
1) 변창구, “세계화의 개념과 특성”, 변창구(편),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서울: 대왕
사, 2000), p.37.
2) Miles Kahler,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s” in John Gerard
Ruggie(eds.), Multilateralism Matters :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p.295.

■ 표와 그림
표와 그림에 대하여 각각의 일련번호를 줌. 표나 그림 아래에 다음과 같이 출처를 밝힘.
예) 출처: 국방부, 국방백서 2000 (2000), p.97.

■ 인터넷 자료
인터넷 사이트 주소와 검색일자를 명기함.
예) http://www.un.org/News/facts/confercs.htm(검색일: 2001.2.5).

■ 재인용
1) 이기택(1999), p.118.
2) Diamond(1996), p.409.
3) 변창구(2000), p.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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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참고문헌 작성
■ 저서 및 논문
1) 이기택, 현대국제정치이론 , 서울: 박영사, 1997.
2) Borawski, John, From the Atlantic to the Urals : Negotiation Arms Control at the
Stockholm Conference, London: Brasseys Defense Publishers, 1988.
3) 김유남 ․ 노병렬, “동북아 안보레짐의 형성 및 가능성”, 국제정치논총 제39집 1호
(한국국제정치학회, 1999).
4) Diamond, Larry, “Beyond the Unipolar Moment : Why the United States Must
Remain Engaged”, Orbis, Vol. 40, No. 3(Summer, 1996).

■ 편저
1) 변창구, “세계화의 개념과 특성”, 변창구(편), “세계화시대의 국제관계”, 서울: 대왕
사, 2000.
2) Miles Kahler, “Multilateralism with Small and Large Numbers” in John Gerard
Ruggie(eds.), Multilateralism Matters : The theory and Praxis of an Institutional
Form,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93.

■ 인터넷 자료
예) http://www.un.org/News/facts/confercs.htm(검색일: 2001.2.5).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 윤리규정 ○

동아시아국제정치학회(이하 학회) 윤리규정은 학회가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
해야 할 윤리적 원칙과 기준을 정하여 학회의 윤리성을 고양하는데 목적을 둔다.
1. 학회의 회장을 포함한 모든 임원은 각종 사업과 기타 학회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서 공정하고 성실하게 의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2.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학회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는 제반활동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3.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학회활동을 통하여 한국의 학술발전에 기여하고 공익증
진에 노력하여야 한다.
4. 학회의 학회장 등 임원은 교육 및 연구 활동 그리고 현실 참여에 있어 윤리성과 학
자적 양심에 충실하여야 한다.
5. 학회의 논문집 국제정치연구 에 논문을 싣고자하는 자는 타인의 연구나 주장의
일부분을 자신의 연구나 주장인 것처럼 논문이나 저술에 제시하지 아니하며, 타인
의 저작권을 존중하여야 한다.
6. 연구관련 심사 및 자문을 하는 자는 오로지 학문적 양심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
여야 하며, 제출자와 제출내용에 따라 공정하게 심사하여야 하며, 제출자는 제출내
용에 대해 필요한 경우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
7. 연구수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정보는 부당하게 이용되거나 부적절한 이득을 추구하
기 위해서 사용되어서는 아니 된다.

<국제정치연구> 논문표절 관련규정

제1조(정의) 본 학회는 표절을 고의적으로나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고 해도 출처를 명확
하게 밝히지 않은 채, 타인의 지적재산을 임의로 사용하는 것으로 정의한다.
제2조(유형) 본 학회는 다음의 두 가지 형태를 표절의 대표적 행위로 규정한다.
① 원저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
고 임의로 활용하는 경우
②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저술이나 논문의 상당히 많은 문구와
아이디어 등을 원문 그대로 옮기는 경우
제3조(심사주체) 국제정치연구 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표절의혹이 제기된
논문에 대한 표절여부의 확정과 제재내용의 확정은 학회 편집위원회가 담당한다.
제4조(제재) 표절이 확인된 저자 및 논문에 대해서 표절의 경중에 따라 다음과 같은 제
재를 가한다.
① 국제정치연구 5년 이하의 투고 금지
② 학회 홈페이지에서 논문삭제
③ 학회 홈페이지 및 표절이 확정된 이후 발간되는 첫 국제정치연구 에 표절 사
실 공시
④ 표절가담자의 소속기관에 표절사실의 통보

논문심사규정

1. 본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이 우선적으로 게재되며, 이 경우에도 소정의 심사과정을 거침.
2. 제출된 논문에 대한 심사는 무기명으로 임원진에서 위촉하는 3인의 심사위원에 의하
여 심사됨.
3. 심사위원은 심사내용을 구체적이고 명료하게 기술하며, “게재가능, 소폭수정 후 게재,
대폭수정 후 재심, 게재불가” 등 4등급으로 심사함.

■ 논문심사 기준
1) 논문의 학술적 기여도
2) 연구방법 및 논지 전개의 적절성
3) 논문의 형식과 체계의 적합성
4) 참고문헌의 타당성
5) 기타사항
4. 논문에 대한 게재 및 재심, 불가 판단 유형은 아래의 표에 의해 분류됨.
게재

게재-게재-게재
게재-게재-소폭
게재-게재-대폭
게재-게재-부적합

수정 후 게재

게재-소폭-소폭
게재-소폭-대폭
소폭-소폭-소폭

수정 후 재심

게재 불가

게재-소폭-부적합
게재-대폭-대폭
소폭-소폭-대폭

게재-대폭-부적합
게재-부적합-부적합
소폭-소폭-부적합
소폭-대폭-대폭
소폭-대폭-부적합
대폭-대폭-대폭
대폭-대폭-부적합
대폭-부적합-부적합
부적합-부적합-부적합

* ‘게재’ 판정의 경우 본인의 판단에 따라 논문에 대한 수정 ․ 첨삭이 가능.
* ‘소폭수정 후 게재’ 판정의 경우 논문심사평가서를 참조하여 반드시 수정 후 논문을 제출해야
함(수정하지 않은 경우 이에 합당한 사유를 출판위원회에 밝혀야 함).
* ‘재심’ 판정의 경우 출판위원회에서 실시하되, 필자의 수정본에 대해 재적 출판위원 과반수 이상
의 찬성으로 게재 여부를 결정함.

5. 기 개재된 논문은 심사대상에서 제외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