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해법학회 논문편집위원회 규칙
제 1 조(목적) 이 규칙은 우리 학회가 발간하는 학술논문집 한국해법학회지에 게재할 논문의 편
집, 심사 및 선정기준과 절차를 작성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삭제
제 3 조(위원회의 구성) (1) 위원회는 회장이 위촉하는 3인 이상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의 임기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본 회의 임원과 격년으로 하여 위촉한다.

(3) 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간사 1인을 둔다. 위원장은 위원회의 첫 회의시 위원 중에서 호선하
여 선임한다. 간사는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4) 위원회는 그 권한행사를 위임한 위원의 수를 포함하여 출석한 위원의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
결한다.

제 4 조 삭제
제 5 조(학술지 발간 및 원고 제출) (1) 학술지는 연 3회(4월 30일, 8월 31일, 12월 31일)로 발행
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결의로 증감할 수 있다.

(2) 학회의 원로위원이나 학회의 재정 후원자 중 공헌이 많은 분의 수연(回甲, 停年退任, 古稀,
喜壽, 傘壽, 米壽 등) 기념논문집을 발간하고자 할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별논문집
을 발간할 수 있다.

(3) 학술지에 제출하는 원고는 한국해법학회지 투고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투고되어야 한다.

제 6 조(논문의 심사 및 판정) (1) 위원회는 투고논문의 내용에 따라 해당분야의 전문가 3인을 논문심
사위원으로 선정하여야한다.
(2) 논문심사위원은 한국해법학회지 심사규정에서 정한 바에 따라 심사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논문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평가서의 심사내용에 따라

다음 중 하나로 판정한

다.
1. 게재가능
2. 수정후 게재
3. 게재불가
(4) 위원회는 전항의 판정을 할 때 논문심사위원이 제출한 논문심사평가서의 심사내용이 2인 이
상 “부적정” 또는 “수정 후 재심사”인 경우에는 반드시 “게재불가”로 판정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 논문심사평가서의 심사내용이 “부적정” 없이 “수정 후 재심사”만 있는 경우에는 차호에의
투고를 권유하여야 한다.

제 7 조(수당 등) (1)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2)위원회는 학술발표회의 주제 발표자와 연구과제 발표자에게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원고료와 연
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부칙
1. 이 규칙은 1998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2. 이 규칙은 2007년 7월 6일부터 시행한다.
3. 이 규칙은 2013년 4월 26일부터 시행한다.
4. 이 규칙은 2017년 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5. 이 규칙은 2022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