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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논문 제출 및 논문 집필자 정보 기재
1. 논문은 투고마감일까지 온라인논문투고심사시스템(http://kopolscom.jams.or.kr)을
통해 제출한다. 제출 후 접수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2. 타 학술지에 게재되었거나 심사의뢰중인 논문은 기고할 수 없다.
3. 논문은 ‘한글’ 또는 ‘영어 또는 심사가 가능한 주요 외국어’로 작성하고, 정치정보
연구 논문작성요령에 따른 것이어야 한다.
4. 논문 집필자 정보 기재:
– 논문의 집필자가 2인 이상인 경우, 주 저자는 첫 번째로, 부 저자는 두 번째 이후
로 기재하며 논문기여도를 고려해야 한다.
– 논문의 집필자 정보를 기재할 시에는 반드시 연구자의 소속, 직위를 정확하게 밝혀
연구의 신뢰성을 제고한다

Ⅱ. 논문 게재 신청 자격
1. 당해 연도 회비를 납부한 정회원에 한해 논문을 투고할 수 있다.
2. 학회 정회원은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3. 아래의 사람들은 정회원과 공동으로 논문 게재를 신청할 수 있다.
(1) 준회원으로서 대학원 이상(박사수료)의 학력을 소지한 내·외국인
(2) 비회원으로서 편집위원회에 의해 적절한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되는 내·외국인

Ⅲ. 논문 게재 횟수
1. 정회원은 각 호당 1편의 단독 논문을 게재할 수 있으나, 연속된 호에는 단독논문을 게
재할 수 없다.

2. 각 호에 단독 논문 또는 공동 논문 중 1개의 논문만 게재할 수 있다.
3. 동일 저자가 포함된 공동 논문은 1조항에도 불구하고 연속으로 게재할 수 있다.

Ⅳ. 논문 작성 요령
1. 논문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이상을 초과하지
못한다. 원고가 150매를 초과할 경우에는 초과분에 대해 편집위원회가 정한 일정액의
인쇄비를 부담해야 한다.

2. 논문은 표지, 국문요약, 영문요약, 주제어, 본문, 각주, 참고문헌, 표 및 그림으로 구성
한다.
1) 논문표지에는 논문제목(한글과 영문), 필자명(한글과 영문), 소속기관과 직위, 연락
주소, 전화, 팩스,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2) 국문요약은 각기 제목과 저자명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3매 이내의 분량으로 작
성한다.
3) 영문요약은 영문제목과 저자의 영문성명을 포함하여 200단어를 넘지 않도록 한다.
4) 국문과 영문 요약에는 각기 5개 이내의 주제어를 기입해야 한다.
5) 본문 목차의 기호체계는 I, 1, 1), (1)의 순서를 따른다.
6) 각주는 본문에 대한 추가설명이나 논의가 필요한 경우 가능한 짧게 한다. 각주는 본
문 중의 적당한 곳에(구두점이 있을 경우 그 다음에) 일련번호로 표시하고 내용은 본
문 해당 면의 하단에 위치시킨다.
7) 인용이나 참조 등은 각주로 처리하지 않고 본문 중의 해당위치에 다음과 같이 처리
한다.
예:

(강준만

1998),

(Easton

1979),

(신기현

1996,

35),

(이창기

외

1999,

35~36), (Cumings 1981, 72; 박찬욱 2003, 35), (동아일보 2004/04/15, 5)
8) 참고 문헌은 새로운 면에서 <참고문헌>이라는 제목을 단 후 시작하며, 아래의 <참
고문헌작성 예>를 참고하여 작성한다.
9) 표나 그림은 ＜표 1＞, ＜그림 1＞과 같은 형식으로 순서를 매겨 표나 그림의 윗부
분에 삽입한다. 자료의 출처는 ‘자료:’라고 표시하고 아랫부분에 쓴다.
3. 심사 시에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저자의 이름은 별도의 표지에만 적으며
본문과 각주 어디에서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여하한 언급을 피한다.

4. 논문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하며 한자는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에 한하여 괄호 안
에 부기한다.
5. 외국인명은 현지 발음대로 한글로 표기하고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안에 원명을 부기한
다. 예: 마오져뚱(毛澤東), 알몬드(G. A. Almond)
6. 통일된 역어가 존재하지 않는 외래 용어의 경우 첫 번에 한하여 한글 역어를 적고 괄
호 안에 외래 용어를 부기한다.
예: 조합주의(corporatism)...
7. 외국 지명은 현지 발음대로 표기하되, 혼란의 우려가 있을 경우 첫 번에 한하여 괄호
속에 원어명을 부기한다.
8. 외국기관, 단체, 정당 등의 명칭은 통용되는 역어를 사용하고 논문 중에 처음 등장했을
때 한글번역명과 괄호 속에 원어의 약어와 원어명을 함께 쓴다. 다시 나올 경우는 약어
만 쓴다.
예: 세계보건기구(WHO: World Health Organization)는...... WHO의 활동은......
9.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 ‘졸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이름을 밝혀 쓴다.
10. 이상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치정보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참고문헌 작성 예>
1. 참고문헌은 본문의 내용에 소개된 것에 한하여 논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2. 각 문헌은 국내문헌과 외국문헌(동‧서양의 순)으로 구분하여 저자의 성을 기준으로 가나
다순과 알파벳순으로 배치한다.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
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참고문헌은 아래에 표기된 예에 따라 작성하며, 여기에서 다루어지지 않은 사항은 학회
편집위원회에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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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회보 발간 시기
본 학회의 학회보인 『정치‧정보연구』는 매년 2월 28일, 6월 30일, 10월 31일 3회 발간하
며, 원고 마감일은 각각 12월 31일, 5월 1일, 9월 1일로 정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