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한국외국어대학교 러시아연구소에서 슬라브硏究 논문 투고에 관해 안내 말씀드립니다. 2019
년 6월 30일 발간되는 슬라브硏究 제35권 제2호 논문 투고 마감일은 5월 15일입니다. 슬라브
硏究는 한국연구재단 온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슬라브硏究 온라인 시스템 홈페이지 https://irspress.jams.or.kr에서만 논문을 투고할 수 있습니다.
처음 투고하시는 분은 홈페이지 좌측 상단 학회/회원가입신청 메뉴에서 회원으로 가입한 다음 학
술지/논문제출 메뉴에서 논문을 투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논문 투고 시에는 투고 논문에서 저자 성명 등 개인 정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합니다. 논문은
첨부한 작성 양식을 보고 견본 논문 틀에 맞춰 작성해 투고해 주십시오. 이 요구 사항을 따르지
않고 작성해 투고한 논문은 접수하지 않으니 이 점 각별히 유의하기 바랍니다.
기고와 관련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면 언제든지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고 시 필수 기재 사항
1) 논문 국·영문 제목과 요약문
2) 논문 국·영문 각 5개
3) 저자 관심 분야 3가지 (국문), 저자 이메일 주소
☞ 홈페이지: https://irspress.jams.or.kr
☞ E-mail: irspress@hanmail.net
☞ Tel: 031) 330-4895
항상 왕성한 학문적 성취를 이루시길 바라며 소중한 옥고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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