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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진국방연구 (JAMS)❑ 2021년 8월호 원고 모집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가 발행하는 『선진국방연구(Journal of Advances in Military
Studies』는 2020년도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지, 해외 DOAJ(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에도 공식등록되어 있습니다.
* ISSN: 2635-5531(p) / 2636-1329(e)
* 1년에 3회(4월, 8월, 12월) 발간되며, 원고는 수시 모집
* 홈페이지(https://journal.idap.re.kr/) 활용한 온라인 투고심사 진행
- 구글(Google) 사이트에서 “선진국방연구” 검색

❶ 논문 주제 및 요건

『실증연구 외에 사례소개, 문헌리뷰 등 투고가능』

1) 논문 주제 : 국방경영, 국방정책 및 국방제도 등의 국방과 관련된 제반 연구 분야
2) 투고된 논문은 연구윤리에 저촉되지 않으며 다른 학술지에 게재된 적 없는 독창적인
내용이어야 하며, 투고시점에 다른 학술지에서 심사 중인 논문은 접수를 취소할 수 있음
❷ 투고대상 및 제출마감일

『현재 투고~게재까지 평균 40일 이내 소요』

1) 투고대상 : 학계 및 실무전문가, 대학(원)생
2) 제출마감일 : 수시 모집 및 심사 진행 중
- 1차: 6월 30일(수)까지 / 2차: 7월 30일(금)까지 자정까지
(심사 및 수정보완 과정이 최소 1달 이상 소요됨)
❸ 논문접수 및 발행ㆍ계획
1) 『선진국방연구』 학술지 논문접수
- 선진국방연구 홈페이지(https://journal.idap.re.kr/)의 온라인 투고ㆍ심사시스템 활용
- 별도의 투고료ㆍ심사료ㆍ게재료가 없습니다.
2) 제4권 2호(8월) 학술지 발간일 : 2021년 8월 31일(화)
❹ 연락처 : 광운대학교 방위사업연구소 『선진국방연구』 편집위원회
E-mail idap@idap.re.kr / TEL (02) 940-5439 / FAX (02) 940-5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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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고안내 (Submission Guidelines)
https://journal.idap.re.kr/index.php/JAMS/about/submissions
(구글 사이트에서 “선진국방연구” 검색)

제출 원고 내 저자/소속 표기 삭제
- 별도의 연구 윤리서약서에 모든 저자/소속 반드시 명기
- 저자의 소속은 현재 소속기관 외에 학위과정일 경우도 명기(예: 박사과정/수료 등)

『 참고문헌 및 본문 인용 / 본문 표/그림 』
모두 영문화 필수 (최근 2020년 12월호 참고)

1) 투고원고 형식 : 한글, 워드파일 모두 가능
- 논문 체계 준수 : 서론 – 문헌고찰(연구배경) - 분석방법 – 연구결과 – 결론/논의
- 국문/영문초록 : 본문 내용을 대표하는 내용 중심으로 기술, 연구방법/결과 포함
- 참고문헌 : 외부 독자/심사위원이 확인 가능하도록 자료 출처 명시
2) 기존 연구과 차별성 및 연구의 독창성 강조
- 서론 및 결론/논의 부분에 기존 연구와 차별되는 연구의 독창성이나 혁신성을 기술
3) 연구 내용 제시 및 표현방식의 간결성
- 대표적인 내용을 중심으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의 적용을 명확하게 기술
4) 키워드/주제어 선정
- 제출된 원고의 내용을 대표하고 관련 내용을 검색할 때 활용가능한 키워드 제시
- 단순 단어 제시 지양
5) 제출 원고 내 편집 부분
- 원고 내 표/그림 및 문장 단락 등에 대한 단순 편집 부분은 학술지 편집간사를 통해
제출 후, 파일에 대한 편집작업을 지원함.
- 투고자께서는 원고의 체계적/논리적인 구성과 내용 기술 부분에 초점을 두고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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