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PU 논문 투고 양식

1. 원고 제출 지시사항


기고자들은 저작권을 가지지 않은 자료가 출판되거나 전자매개체를 통하여 사용되는데 허가를
얻어야 할 책임을 지며, 적절한 승인이 있었음을 원고에 표시해야 한다.



관련된 저자의 이름, 기관, 직함, 주소와 전화/팩스번호와 그 밖에 다른 중요한 정보와 함께 제
출한다.



원고는 이메일로 제출한다(tongilej@ewha.ac.kr). MS-Word 형식만 허락된다. 원고는 Times New
Roman, 크기 12, 한 줄 띄어쓰기로 작성되어야 한다.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창작이어야 하고 다른 곳에서 투고했거나 출판 예정이 아닌 것이
어야 한다. 본 학술지에 출판되면 저작권은 본 학술지의 발행기관에 있다. 투고된 원고는 반환
하지 않는다.

2. 연구윤리 규칙
제 1조 (목표)
근본적인 연구윤리 규칙의 목표는 평화와 통일 저널(JPU)의 저자들의 부당한 윤리적 행위를 막
기 위함이다.
제 2조 (부당한 연구 행위의 범위)
존재하지 않는 자료나 연구 결과를 창조해 내는 것; 표절, 즉 적절한 허가나 인용의 표시가 없이
다른 사람의 연구내용이나 아이디어를 사용하는 것; 일반적으로 학문 분야에서 인정되지 않는 다른
어떤 행위는 부당한 연구행위로 간주한다.
제 3조 (부당한 연구 수행의 금지)
제 2조에서 명기된 부당한 연구 수행에 관련된 원고는 출판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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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조 (연구 윤리 위원회)
연구 윤리 위원회는 최소한 세 명의 JPU의 편집부의 구성원을 포함한 다섯 명의 전문가로 구성
되어 있으며 의심의 여지가 있는 경우에 조사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진다. JPU 편집자는 위원회 구
성원과 위원회가 지명한다.
제 5조 (기고자의 보호)
기고자는 부당한 연구 수행에 대해 호소하기 위해 어떤 의사소통의 수단을 사용해도 된다. 위원
회는 기고자의 이익을 보호할 것이다.
제 6조 (조사의 기간)
위원회는 조사를 시작한 후 2개월 이내에 결론을 지어야 한다.
제 7조 (유효한 기간)
그 규칙들은 2011년 8월 11일까지 유효하다.
제 8조 (규칙들의 개정)
규칙들은 JPU 편집위원회의 결정권에 의해 개정될 수 있다.

3. 원고 준비
모든 페이지들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한 줄 띄어 쓰기를 해야 한다. 모든 가장자리는 각각 1인
치의 간격이 주어져야 하며 부록, 표와 참고문헌을 포함하여 8,000단어를 넘지 말아야 한다. 원고
는 (1) 제목과 초록 (2) 권말의 주의 본문 (3) 참고문헌, (4) 표, (5) 도형이나 삽화, (6) 부록으로 분
리되어야 한다.

1) 제목과 초록은 한 페이지로 한다. 초록은 120단어를 초과하지 않아야 한다. 이 페이지에서는
저자의 신분에 대한 어떤 정보도 포함하지 않는다. 초록 밑에 원고를 대표하는 다섯 정도의
키워드를 포함한다.

2) 원고의 본문.
(A) 제목이나 소제목의 분류는 진한 글씨로 타이프 한다. 제목은 전체 대문자로 쓴다. 소제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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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탤릭체로 하며 첫 글자만 대문자로 하고 소문자로 쓴다. 제목은 로마숫자로 매겨져야 하며,
소제목은 1, 2, 3, … ; (1), (2), (3), … ; A, B, C, … 등으로 한다.
(B) 표나 도형은 내용과 관련된 본문에 적절치 배치하되, 표나 도형 아래에 출처를 밝힌다.
(C) 본문의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를 따른다.
O

만약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있으면, 그 연도와 페이지 번호를 괄호에 표기한다. (직접적으로
인용된 경우): Smith (1989) 또는 Smith (1989, 164). 만약 저자의 이름이 본문에 없으면 괄호
에 성과 출판연도, 그리고 필요시 페이지 번호를 괄호에 표시한다: (Goulder 1963, 120-122).

O

공동저자들의 성을 표기한다: (Smith and Goulder 1988).

o 세미콜론으로 일련의 참고문헌을 구분해 표기한다: (Gibson and Bingham 1985; Gross and
Kinder 1996; Marcus et al. 1995).
o 한 문장에 자료가 한번 이상 인용되면 처음에만 년도와 페이지 정보를 표기하고, 다음인용
부터는 페이지 번호만 표기한다: ... Julia Annas (1976, 181), then ... (185).
o 기관의 저자는 완전한 열거에서 최소한의 신분을 표기한다: (U.S. Bureau of the Census 1963,
117).
o 출판되지 않은 원고는 출판이 예정되어 있다는 것을 표기하기 위해 "forthcoming"를 사용한
다.

논문이나 출판되지 않은 원고는 날짜를 표시한다. 날짜가 없을 경우 날짜 자리에 "n.d."

라고 표시한다: … Smith (forthcoming) and Jones (n.d.)
o 문장 끝에 마침표를 찍는다. 괄호가 문장 말미에 올 경우에는 괄호 뒤에 마침표를 찍는
다:

. (Kim 2007) → (Kim 2007).

3) 각주는 필요시 해당 본문 아래에 표시하되, 세 문장을 넘지 않도록 최소한으로 작성한다. 인
용방법은 본문상의 인용 표기방식과 같다.

4)

모든 원고의 참고문헌은 다음의 예의 형식을 따라야 한다. 한 연도에 한 저자의 두 개 이상
의 저서가 있는 경우 1988a, 1988b 등 과같이 구별한다. 그 밖에 공동저자 논문의 경우 첫
저자만 성을 앞에 쓴다: Granato, Jim, Ronald Inglehart, and David Leblang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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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ook
Krugman, Paul Robin and Maurice Obstfeld. 2008. International Economics: Theory and
Policy 8th Ed. Addison Wesley: Pearson Education.
• Journal Article
Lee, Jong-Seok. 2008. “Hanbando Pyeongwhacheju Guchung Nonui, JaengJeom-gwa Daean
Mosaeg [Debate on Establishing the Peace Regime on the Korean Peninsula: Issues and
the Search for Alternatives].” Sejong Jeong chaehyeongu [Sejong Policy Reserch]. Vol. 4,
No. 1.
Suh, Bo-Hyuk. 2004. “When Human Rights Meet Peace on the Korean Peninsula.” Korea and

World Affairs. Vol. 28, No. 3.
• Collections
Yoon, Dae-Kyu. 2009. “Economic Reform and Institutional Transformation: A Legal
Perspective.” Phillip H. Park, ed. The Dynamics of Change in North Korea: An

Institutionalist Perspective. Seoul: The Institute for Far Easter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Dissertations
Shepard, Kevin. 2009. “North Korea’s Foreign Policy and Bounded Rationality: Post-Cold War
Policy Regarding the United States.” Ph.D. Dissertation. Seoul: The Graduate School of
North Korean Studies, Kyungnam University.
• Newspaper .
Song, Sang-Ho. 9 April 2013. “Seoul Sees Little Chance of New N.K. Nuke Test.” Korea Herald.
• Electronic Sources
Bulychev, Georgy. Feb. 2005. “One Way Out of the Korean Mess.” Japan Focus. History News
Network. http://hnn.us/roundup/entries/1025.html (search : February 14,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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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orean Written Sources (Journal)
Park, Sun-Song. 2010. “Hanbando Tongil-gwa Hanguk-eui Simin Sahoi [Korean Unification
and ROK’s Civil Society].” Bukhan Yeongu Hakhoibo [Journal of North Korean Studies].
Vol. 14, no. 2.
• Korean Written Sources (Book)
Jang, Woo-Jin. 2002. Chosun Minjok-eui Ryeoksajeok Puri [Historical Roots of the Chosun

People]. Pyongyang: Social Sciences Publishing House.

5) 부록은 따로 표시가 되어야 하며, 제목과 출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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