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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투고 규정 일반)
1. 『영토해양연구』는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서평, 연구노트, 영토․해양
관련 일지, 자료소개, 일지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공고
기한 내에 윤리서약서 및 저작권활용동의서와 함께 투고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 동북아역사재단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https://nahf.jams.or.kr)를 통해 투고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해당도 300dpi 이상) 및 기타 자료는 별도로 제출한다.
3. 심사 시 저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본문과 각주 어디에도 저자의
신원을 짐작할 수 있는 언급을 피한다.
제2조(원고 작성요령)
1.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국문초록 및 주제어,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제목, 영문초록 및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의 순서로 구성된다.
2. 게재 신청 논문의 분량은 본문, 각주, 참고문헌, 부록(필요시)을 포함하여
200자 원고지 150매 내외로 하고, 최대 200매를 초과하지 아니한다.
3. 국문초록은 200자 원고지 3매 내외로 한다. 영문초록은 제목과 저자의 영
문 성명을 포함하여 국문초록 분량에 준한다.
4. 본문의 장, 절, 항의 번호는 Ⅰ, 2, 3)의 예에 따라 순차적으로 매긴다.
5.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
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

다.
* 예) 김동북, 2006, 위의 글, 78쪽. (영문: Ibid., p. 78.)
* 예) 홍길동, 2002, 앞의 글, 29쪽. (영문: Gildong Hong, 2002, op.

cit., p. 29.)
6.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 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
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큰따옴표
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큰따옴표 없이 서술한다.
* 예) 東北人,『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裔鵠擁,
是人也.”
7.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 예) David M. Lampton, 2009, “The United States and China in
the

Age

of

Obama,”

Journal

of

Contemporary

China, Vol. 18, pp. 703~727.
8.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
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시 인용 쪽수를 표
기한다.
* 예) (동북인, 2006: 24)
9. 인터넷 자료의 경우 저자, 연도, 제목, 웹주소(검색 일자)의 순으로 한다.
* 예) David C. Gompert, 2013, “Sea Power and American Interest
in

the

Western

pacific,”

http://www.rand.org/pubs/research_reports/RR151.html(검
색일: 2014.12.17).

제3조(참고문헌 작성 요령)
1. 참고문헌은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된 모든 문헌의 자세한 문헌 정보를 논
문 말미의 <참고문헌>에서 밝힌다. 본문과 각주에서 언급되지 않은 문헌
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2. 각 문헌은 한글 문헌, 로마자로 표기되는 구미어 문헌, 기타 언어 (일본
어, 중국어, 러시아어, 그리스어, 아랍어 등) 문헌 순으로 배치하며 한글
저자명은 가나다순으로, 로마자 저자명은 알파벳 순으로, 기타 언어 저자
명은 발음을 괄호 안에 부기하고 이를 가나다 순으로 배열한다.
* 예) 김독도·박동해, 1996, 『독도 관련 근대 일본발행 지도 연구』, 서울:
개벽사.
* 예) Bell, Daniel, 1973, The Coming of Post-Industrial Society:

A Venture in Social Forecasting, New York: Basic
Books.
* 예) 林昱君(린위쥔), 1986, 『中國城市住宅供與硏究』, 臺北: 中華經濟硏
究所.
3. 같은 저자의 여러 문헌은 연도순으로 배치하며 같은 해에 발행된 문헌이
둘 이상일 경우에는 글에서 언급된 순서에 따라 발행 연도 뒤에 a, b, c
를 첨가하여 구분한다.
4. 각각의 문헌은 다음의 구체적인 예에서 제시된 형식에 따라 작성한다.
1) 논문, 기사 등은 따옴표(“ ”)로, 저서는 영어인 경우는 이탤릭체로, 한
글·일본·중국어·한문인 경우는 이중꺽쇠(『 』)로 표시한다.
2) 저서
(1) 저자 1인인 경우
* 예) 김재엽, 2010, 『100년 전 한국사』, 서울: 살림.

* 예) Agnew J., 2011, Hegemony: The New Shape of Global

Power, MA: Temple University Press.
(2) 저자 3인 이상인 경우: 본문과 각주에서는 “누구 외”로 표시하지만
참고문헌에서는 공동저자 모두의 이름을 적어 준다. 단, 처음부터
책 표지나 안장에 “누구 외”라고 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표기
한다.
* 예) 홍길동·허생·흥부, 1993, 『조선조 소설 인물고』, 성남: 정신문화
연구원.
3) 학위 논문
* 예) 홍길동, 2002, “근대의 동해에 대한 지도제작과 측량 연구”, 집현
대학교 박사 학위 논문.
* 예) Doe, John, 1988, “The Social Banditry in Late Imperial
China,” Ph. D. Diss., Robin Hood University.
4) 번역서의 경우 원저자 다음에 번역자의 이름을 넣는다.
* 예) Kissinger, Henry A. 저·박용민 역, 2014, 『회복된 세계』, 서
울: 북앤피플.
5) 동양 문헌의 경우, (전체 추가) 동양 고전의 참고 문헌을 작성할 경우
에 필자, 서명, 출판지, 출판사, 발행 연도를 생략하고, 『삼국사기』,
『선조실록』 또는 『論語』 등만을 표기한다.
6) 학회보, 월간지, 계간지 등의 논문이나 기명 기사
* 예) Geng, Jing, 2012, “The Legality of Foreign Military
Activities

in

the

Exclusive

Economic

Zone

under UNCLOS,” Merkourios, Vol. 18, Issue 74.
7) 학회에서 발표한 논문(proceeding)의 경우
* 예) 박병섭, 2016, “일본영역참고도와 일본외무성의 독도 정책 모

색”, 동북아역사재단 독도 관련 일본발행지도 학술회
의, 서울, 12월.
* 예) Jordan, Peter, 2016, “When Exonyms and Endonyms
Turn into International Names: An Additional
Function in Need of a Term,” Paper presented
at

Seas

and

Islands:

Connecting

People,

Culture, History and the Future, Korea, Rep.,
October.
8) 일간지, 주간지의 기명 기사와 칼럼
* 예) 임거정, 1993, “유엔평화유지군 참여 결정”, 『중앙일보』(4월 8
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