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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2023년도 한국문헌정보학회지 논문 모집 공고(제57권 1호)

       1. 귀하와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한국문헌정보학회지 2023년도 제57권 제1호 발간을 위한 논문투고 마감일이 2023년 1월 15일
        (일요일)로 정해졌음을 알려드립니다. 
       3. 이번 호에도 회원 여러분의 소중한 연구 업적을 공정하고 신속한 심사, 성실한 편집과정을 거쳐 

학회지에 싣고자 하니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다     음 

         가. 원고 제출방법: kslis.jams.or.kr에 접속해서 제출 (제출 방법 첨부) 
           1) 투고자격: 회원 및 비회원 (단, 투고절차상 kslis.jams.or.kr 가입은 진행해야 함)
           2) 논문처리비 : 250,000원 (사사 표기시 350,000원)
             - 저자가 학회비를 납부한 회원인 경우, 논문처리비의 20%를 할인
               (공저작물의 경우 1인 이상의 주저자가 학회비 납부한 경우에만 해당)

※ 단, 저자가 fulltime 대학원생으로만 구성된 경우에는 90,000원임
           3) 납부계좌

     - 우체국 503656-01-003752 (예금주: 한국문헌정보학회)
     - 우리은행 1006-001-416848 (예금주: 한국문헌정보학회)

         나. 원고 마감일 : 2023년 1월 15일(일요일) (발행예정 : 2023년 2월 28일)

         다. 연락처 : 
- 총무이사 배경재 교수 010-8175-0130
- 편집부위원장 오의경 교수 010-8917-2278
- 전자우편

                  (총무간사, 회원 및 투고자 관리 관련 문의) : kslisinfo@gmail.com
                  (편집조교, 논문 투고 관련 문의) : editor.kslis@gmail.com 

- 전 화 : (02) 760-1284

다음 장에 계속.      



         라. 유의사항  
           1) 제55권 제2호(2021년 5월 30일발간호)부터 오픈액세스 학술지로 전환되며, 투고 시 저작권

양도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동의서 파일은 kslis.jams.or.kr 게시판 참조)
           2) 제55권 제2호부터 본문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방식을 문헌정보학 및기록학 분야 오픈액세스 

학술지 편집인 회의 「인용 및 참고문헌의 기술요소와 형식에 관한 공통기준」에 따릅니다.  
 : 논문투고 양식 

https://kslis.jams.or.kr/co/com/EgovMenu.kci?s_url=/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New
View.kci?guidSeq=000000000013&s_MenuId=MENU-000000000011000&s_tabId=1&accnId=AC000000000
7

           3) 박사학위논문(또는 축약본)의 경우 반드시 해당 논문의 서지사항을 밝혀주어야 합니다. 
           4) 석사학위 논문(또는 축약본)은 게재하지 않습니다.
           5) 논문의 투고와 동시에 논문처리비를 납부해야 심사절차를 진행합니다. 끝.

           
           한국문헌정보학회 편집위원장 정은경
           한국문헌정보학회 부편집위원장 오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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