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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연구』 투고요령

1. 『국제관계연구』 발간목적

『국제관계연구』는 안보, 외교, 정치, 경제, 역사, 사회, 문화 등 국제관계 및 지역의 제반 문제에 

대한 이론과 정책대안을 모색하고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국제관계연구』가 

다루는 모든 학술적 논의는 한국사회 및 국제사회의 발전 가능성을 염두에 두는 것이어야 한다.

2. 『국제관계연구』 원고 게재 절차

 

                                                        

1) 기고 및 접수

• 기고 및 접수는 일민국제관계연구원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 (https://iiri.jams.or.kr)을 통해 제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논문 기고자의 자격은 박사학위를 소지한 전문연구자로 제한한다. 단, 박사에 준하는 전문성이 

인정된 연구자나 박사학위 소지자가 연구책임자인 논문에 공동저자로 참여하는 경우는 예외로 

한다. 

• 원고 접수는 수시로 하며 원고 게재 일시는 심사통과를 기준으로 가장 가까운 시일에 발간되는 

호에 게재한다.

• 기고 논문은 『국제관계연구』의 발간목적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하며 국문 또는 영문으로 제출

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편집위원회가 정하는 “『국제관계연구』 원고집필요령”에 따라야 한다.

• 기고 논문은 다른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으며 게재될 예정이 없는 창작논문이어야 한다.

• 기고 논문은 게재 여부를 불문하고 반환하지 않는다.

2) 심사 

• 심사절차는 『국제관계연구』 편집위원회가 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된다.

• 기고 논문의 심사위원은 편집위원회가 해당 분야의 국․내외 전문가로 위촉한다. 단, 논문 기고자

는 해당 호의 심사자에서 제외된다.

3) 게재

• 심사를 통과한 원고는 편집위원회의 교정․교열을 거쳐 게재한다.

• 편집위원회는 『국제관계연구』 편집규정에 따라 교정 및 수정 등의 편집권한을 갖는다.

• 원고 게재가 결정된 논문제출자가 별쇄본을 요구할 경우 별도의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 게재희망 논문 중 외부의 연구지원을 받은 논문은 그 사실을 밝혀야 한다. 

기고 접수 심사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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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연구』 원고집필요령

1. 원고 형식

① 모든 원고는 국문 또는 영문 작성을 원칙으로 한다. 

 • 모든 국문 논문은 ‘아래아 한글’을 사용하여 작성하며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초록, 

키워드는 제외) A4용지 20매 이내를 원칙으로 한다. 

 • 모든 영문 논문은 ‘MS Word'를 사용하여 작성하며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초록, 키

워드는 제외) 8,000 단어 정도로 한다.

② 국문 또는 영문 작성 원칙이나, 의미전달을 위해서 필요한 경우 처음 나올 때 한 번만 논문의 

언어를 먼저 쓰고 괄호 안에 한자 또는 기타 외국어를 표기하도록 한다. 

  ex) 유라시아(Eurasia)

 • 외국 단체 및 국제기관의 명칭을 언급하고자 할 때 통용되는 역어를 사용하며, 약어로 표기하

기 원할 경우, 처음에는 풀어서 작성한다.  ex) 국제연합(UN: United Nations)

 • 약어를 사용 시, 처음 사용할 때는 풀어쓴 후 그 후에 약어를 사용한다. 

   ex) 유엔안전보장이사회(이하 유엔안보리)

③ 원고에는 다음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가. 논문의 첫 페이지에는 논문 제목과 저자명, 소속기관, 목차, 주제어, 초록(본문과 동일한 언

어)의 순으로 명기한다.

  • 저자명과 소속기관은 논문 제목 다음 줄에 명기한다. 논문 집필자가 2인 이상일 경우 제1저자

와 공동저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제1저자와 공동저자가 명기되지 않을 경우 공동저자로 간

주한다.

  • 목차는 저자명 다음에 명기한다. 

  • 주제어는 목차 말미에 명기하되, 4~5개를 원칙으로 한다.

 나. 각주 및 참고문헌은 아래의 각주표기요령 및 참고문헌 표기요령에 따른다.

 다. A4 1/2매 이내의 초록을 국문과 영문으로 각각 작성하여, 본문과 동일한 언어의 초록은 논문

의 첫 페이지, 다른 언어의 초록은 논문의 말미에 첨부한다.

④ 별도의 편집이나 스타일을 지정하지 않는다. 

  • ‘아래아 한글’ 또는 ‘MS Word의’ 기본값을 사용하여, 문단모양, 글자모양, 스타일을 전

혀 편집하지 않고 기본형식에서 원고를 작성한다.

⑤ 목차의 순서는 Ⅰ, 1, 1), (1) …로 한다. 

⑥ 표 및 그림의 순서는 <표 1>, <표 2>, <그림 1>, <그림 2> …로 한다.

   • 그림이나 도표의 경우 하단에 출처를 기재한다. 표기형식은 각주와 동일하다.

⑦ 심사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

는 어떠한 언급도 피한다. ex) 졸고 ○○○ 또는 졸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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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주

① 본문의 주석은 각주를 원칙으로 한다. 주의 표기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단행본(국문) : 필자명, 『책의 제목』(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칭, 발행년도), 인용된 쪽

의 번호.  예시) 한승주, 『남과 북』(서울: 나남출판사, 2000), pp. 14-27. 

나. 단행본(영문) : 필자명(이름 성 순), 책의 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칭, 발

행년도), 인용된 쪽의 번호.  예시) Glenn H. Snyder, Alliance Politics (New York: 

Cornell University Press, 1997), p. 3. 

다. 학술지 속 논문(국문) : 필자명,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 발간번호 (발행기관, 

발행년도), 인용된 쪽의 번호.  예시) 박건영, “베를린 북미합의 이후 주변국의 대북한정

책: 미국을 중심으로,” 『IRI 리뷰』 제4권 제2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999), p. 124.

라. 학술지 속 논문(영문) : 필자명(이름 성 순),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발간번호 (발행년도), 인용된 쪽의 번호.  예시) Thomas F. Christensen, “Chinese 

Realpolitik,” Foreign Affairs, Vol. 75, No. 5 (1996), p. 46.

마. 단행본 속 논문(국문) : 필자명, “논문제목,” 편저자명, 『논문수록 도서명』(출판사 소재

지: 출판사 명칭, 발행년도), 인용된 쪽의 번호.  예시) 현인택, “탈냉전과 평화,” 이상우․
하영선 편, 『현대국제정치학』(서울: 나남, 1992), p. 236. 

바. 단행본 속 논문(영문) : 필자명(이름 성 순), “논문제목,” in 편저자명(이름 성 순), 논문

수록 도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칭, 발행년도), 인용된 쪽의 번호.  예시) 

Herman Kahn, “The Alternative World Futures Approach,” in Morton A. Kaplan 

(ed.), New Approaches to International Relations (New York: St. Martin's Press, 

1968), pp. 83-93.

사. 번역서 :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명을 표기한다.  예시) Zbigniew Brzezinski 저, 김명섭 옮

김․해제,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서울: 삼인, 2000), pp. 

33-55.

아. 신문류 : 『신문명』, 발행 연월일.(영문의 경우 신문명은 이탤릭체로 한다.)  예시) 『동아

일보』, 2002년 8월 8일. 또는 The Korea Herald, June 21, 2001.  

자. 인터넷 자료 : 저자 또는 발행기관, “제목,” 웹사이트 주소 (검색일).  예시) 외교통상부, 

“고구려사 왜곡문제 현황,”http://www.mofat.go.kr/mofat/mk_a008/mk_c159/mk08_11_sub01.jsp 

(검색일: 1996년 2월 10일).

차. 재인용(국문) : 필자명(성이름 기재) (발행년도), 인용된 쪽의 번호.  예시) 한승주 

(2000), pp. 14-27. 

카. 재인용(영문) : 필자명(성만 기재) (발행년도), 인용된 쪽의 번호.  예시) Snyder (1997), 

p. 3.

② 한자어권 문헌의 경우는 ①항의 국문 문헌 형식을 따르며, 기타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①항의 

영문 문헌 형식을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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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인용하고자하는 자료가 ①항의 형식과 다를 경우에는 ①항의 형식을 준용한다.

④ 논문에 대한 부가적인 설명이나 정보의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논문제목 우측 상단에 별표(*)

를 표기하고 각주에 필요한 내용을 기록한다.

   

3. 참고문헌

①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명기한다.

② 참고문헌은 정해진 양식으로 작성하고, 연도 및 출판사를 반드시 명기한다. 

③ 참고문헌은 한글문헌, 한자어권 문헌, 알파벳권 문헌, 기타의 순서로 기록한다.

④ 한글과 한자문헌의 경우에는 가나다순으로 기록하며, 알파벳권 문헌은 알파벳순으로 기록한다. 

단, 같은 저자의 문헌이 여러 권일 경우에는 발간 연도순으로 기록한다.

⑤ 같은 해에 발간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본문에 언급된 순서에 따라 기록한다.

⑥ 참고문헌의 표기형식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가. 단행본(국문) : 필자명. 『책의 제목』(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칭, 발행년도).  예시) 한

승주. 『남과 북』(서울: 나남출판사, 2000).

나. 단행본(영문) : 필자명(성, 이름 순). 책의 제목(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칭, 

발행년도).  예시) Weiss, Thomas G., and Cindy Collins. Humanitarian Challenges 

and Intervention: World Politics and the Dilemmas of Help (Boulder: Westview, 

1996).

다. 학술지 속 논문(국문) : 필자명.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 명』 발간번호 (발행기

관, 발행년도).  예시) 윤영관. “IMF 사태와 한국: 집중에서 분산의 정치경제로.” 『국제

관계연구』 제3권 제1호 (일민국제관계연구원, 1998).

라. 학술지 속 논문(영문) : 필자명(성, 이름 순). “논문제목.” 논문수록 학술지명(이탤릭체), 

발간번호 (발행년도).  예시) Kang, David C.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Spring 

2003). 

마. 단행본 속 논문(국문) : 필자명. “논문제목.” 『논문수록 도서명』(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칭, 발행년도).  예시) 최상용. “근대 서양의 평화사상.” 하영선 편. 『21세기 평화학』

(서울: 풀빗출판사, 2002).

바. 단행본 속 논문(영문) : 필자명(성, 이름 순). “논문제목.” In 저자명(이름 성 순). 논문수

록 도서명(이탤릭체) (출판사 소재지: 출판사 명칭, 발행년도).  예시) Huang, Mab. 

“The Anti-Nuclear Power Movement in Taiwan.” In Joanne R. Bauer and Daniel 

A. Bell (eds.).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사. 번역서 :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명을 표기한다.  예시) Brzezinski, Zbigniew 저, 김명섭 옮

김․해제. 『거대한 체스판: 21세기 미국의 세계전략과 유라시아』(서울: 삼인,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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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신문류 : 『신문명. (영문의 경우 이탤릭체)  예시) 『동아일보』. 또는 The Korea 

Herald.

자. 인터넷 자료 : 해당 웹사이트의 주소와 검색일을 예시)와 같이 표기한다.  예시) 

http://www.un.org/refugee/ (검색일: 2003년 7월 12일).

⑦ 한자어권 문헌의 경우는 ⑥항의 국문 문헌 형식을 따르며, 기타 외국어 문헌의 경우는 ⑥항의 

영문 문헌 형식을 따른다.

⑧ 참고문헌이 ⑥항의 형식과 다를 경우에는 ⑥항의 형식을 준용한다.

⑨ 여기서 다루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일민국제관계연구원 「국제관계연구」 편집위원

회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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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JIP)
CALL FOR PAPERS 

The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welcomes submissions (academic papers, 
research papers, policy articles, etc.) from policymakers, practitioners, scholars and 
researchers for its future editions of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JIP). Articles 
must be original and unpublished, and they will not be returned once submitted. The 
Editorial Board will consider the submitted articles for publication after reviewing the 
content. If you wish to publish a paper in the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please 
submmit a manuscript via JIP’s online submission and review system (Journal Article 
& Management System(JAMS) 2.0) at http://iiri.jams.or.kr.

Guidelines for Submission
1. Manuscripts should be in MS-Word format and should not exceed 8,000 words, 

including footnotes and references. 
2. The first page of the manuscript should contain a brief table of contents and 5-6 

keywords.
3. Footnotes should be numbered as follows: 1), 2), 3), and so forth.
4. Authors are requested to enclose a 3-4 line biography indicating their name, current 

position, academic career, and major publications.
5. Abstract, both in English and Korean, should be about a page long (A4).
6. Authors are requested to enclose references written in the following editorial format 

of Journal of International Politics.

Book: Weiss, Thomas G., and Cindy Collins. Humanitarian Challenges and Intervention: 
World Politics and the Dilemmas of Help (Boulder: Westview Press, 1996). 

Periodicals or journals: Kang, David C. “Getting Asia Wrong: The Need for New            
 Analytical Frameworks.” International Security, Vol. 27, No. 4 (Spring 2003). 

Book chapters: Huang, Mab. “The Anti-Nuclear Power Movement in Taiwan: Claiming  the 
Right to a Clean Environment.” In Joanne R. Bauer and Daniel A. Bell (eds.). The 
East Asian Challenge for Human Rights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9). 

Reports and Working Papers: Daniel Connolly, “Back to the Future?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s Impact on International Relations,” IIRI Online Series, Ilmin International 
Relations Institute (November 25, 2019), pp.2-3, http://www.iiri.or.kr/ (February 5, 2020)

Internet Sources: When citing a website address, authors are requested to indicate the date of 
search. http://www.un.org/refugee/ (Date of search: 12 July 2003).

Personal Communication and Interview: Author’s email interview with Mr. Michael Kirdy 
(Head of the UN COI in the DPRK) in New York, the US (May 3, 201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