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논문 제출의 기준과 절차
1. 국제정치논총에 기고하는 논문은 타 학술지 또는 단행본에 제출되지 않은 미출판 논문이어야 하며,
국제정치학의 발전에 기여할 만한 학문적 수월성을 지녀야 한다.
2. 논문 기고는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과 박사과정의 준회원에 한해 가능하며, 기타 준회원과 사회 인사는
정회원과의 공저에 한하여 기고할 수 있다.
3. 기고 논문은 https://kaisnet.jams.or.kr/ 로 제출한다.
4. 논문 게재자는 학회가 정한 게재료(게재료 10 만원, 연구비 수혜논문일 경우 추가 게재료 10 만원)와
별쇄본 비용(5 만원)을 납부해야 한다.

II. 원고의 분량
1. 원고분량은 각주, 표, 그림이 포함된 본문과 참고문헌을(초록과 키워드는 제외) 합하여 A4 용지 20 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20 매를 넘을 경우 초과 분량에 대해 학회가 정한 별도의 추가 경비(A4 1 매당
5 만원)를 지불한다.
2. 원고분량을 A4 용지로 계산할 때 아래와 같은 <한글> 초기(default) 지정치를 기준으로 한다.

용지여백 (A4 기준)
위쪽 20mm / 아래쪽 15mm / 왼쪽 30mm / 오른쪽 30mm /
머리말 15mm / 꼬리말 15mm / 제본 0mm
본문
글꼴: 바탕 / 글자크기: 10point / 장평: 100% / 자간: 0% / 들여쓰기: 10point /
줄간격: 160%
각주
글꼴: 바탕 / 글자크기: 9point / 장평: 95% / 자간: -5% / 내어쓰기: 10point /
줄간격: 130%

III. 원고의 구성
1. 본문은 순 한글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 외국어 등은 의미전달 상 꼭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첫 번째 한글
옆 괄호 속에 기재한다.
2.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쓰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항목별 대소번호는 다음 예에 따른다. 예: II, 2, 2), (2),
나
3. 각주는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가급적 간략하게 작성하며, 그 형식은 아래 각주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4. 참고문헌은 새로운 면에 참고문헌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그 형식은 아래 참고문헌 작성요령을 참고한다.
5. 표와 그림은 본문 내 적절한 위치에 <표 1> <그림 1>의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삽입하며, 출처는 표나 그
림 바로 아래에 제시한다. 예: 출처: 한국은행, 『통계연감』(1985), pp. 1-2.

IV. 저자의 익명성 처리
1. 논문 기고자는 저자의 익명성을 지키는 데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심사용 원고의 경우 겉표지 외에는 저
자 성명, 소속기관명, 인터넷주소, 동료에 대한 감사의 글 등 저자의 신원이 파악될 수 있는 어떠한 단서도
제공해서는 안 된다.
2. 기고자 자신이 이전에 출판한 문헌을 심사용 원고의 각주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는 것은 가급적 피하도록
하며, 논의의 전개 상 그 인용이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저자 이름을 적절한 가명으로 바꾸어 각주와 참고문헌
을 작성하도록 한다. 게재가 확정된 후에는 저자의 신원을 밝힐 수 있다.
3. 논문 기고 일년 이내의 시점에 공식 학회나 세미나에서 발표한 원고를 이전과 동일한 제목으로 제출할
경우 발표 당시의 학술회의명과 패널리스트(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전원) 명단을 논문접수 시에 알려야 한
다. 해당 정보의 누락으로 동일 패널리스트가 논문을 심사한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결과가 무
효 처리될 수 있다.
4. 논문 접수 시 저자의 신원이 파악되는 원고는 기고자에게 반송되며, 시정 후 다시 제출된 시점을 논문 접
수시점으로 한다.

V. 각주 작성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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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참고문헌 작성요령

1. 참고문헌에는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정보를 기재하며,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
지 않은 문헌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참고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외국어(일본어, 중국어, 러시아어 등) 문헌
순으로 배열하며, 각 문헌별로 가나다순 혹은 알파벳순으로 배열한다.
* 著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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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untington, Samuel P. Political Order in Changing Societies. New Haven, Connecticut: Yale University Press,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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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양성철. “북한정치연구.” 『국제정치논총』 제34집 2호 (1994).
4) Anderson, Richard J. "Marxism and Secular Faith." American Political Science Review 79-3 (September, 1965).
* 인터넷 자료
5) 홍길동. “한국의 외교정책.” http://www.technorealism.org (검색일: 1999. 2.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