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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가’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본 학회의 편집규정 및 윤리규
정을 충실히 따르지 않은 논문은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게재되지 않을 수도 있다.
6. 평화학연구에는 제1저자를 기준으로 동일기관 소속의 논문이 해당호에 2편을 초과하여
게재될 수 없다. 이에 심사의 판정에서 ‘게재 가’로 통과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동일기관
소속이 2편을 초과할 경우 전체 평점이 높은 순위로 해당호에 우선 게재여부를 확정하며
나머지 논문의 경우는 차기호에 게재하도록 한다.
7. 투고 논문의 제출은 본 학회의 공식 전자우편(peacestudies@naver.com) 및 등기우편을 사용한
다. 투고 논문의 구성은 제목, 저자(소속), 목차, 국문초록, 주제어, Abstract, 본문, 참고
문헌의 순으로 배열한다. 제출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제목(국․영문), 필자이름(국․영문),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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