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학술지발행역량강화 2차 워크숍 개최 계획(안)
1. 목

적

과학기술분야 국내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해 학술지 편집인과 출판 관계자를 대상으로 국제 수준의 학술지 편집,
출판, 윤리 등에 대한 관련 주제를 정하여 매년 정기적으로 시행함으로서 학술지 편집인과 출판 관계자의 학술지
발행 역량강화를 도모하고자 함.

2. 교육대상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편집위원(장), 학회장 및 학회 임직원
‣ 2차 학술지 발행 역량강화 워크숍: 6월 22일(금) / 과학기술회관 지하1층 중회의실2
주제: Issues for journal editing 학술지 편집
시 간
08:30 – 09:00 (30`)

내

용

연 사

등록
(좌장) 홍성태
- 서울대 의대 교수
- Journal of Korea Medical Science 편집위원장
- 과총 학술지발간지원TF 공동위원장
이영은
- 원광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Journal of Medicinal Food 전 편집위원장
최인홍
- 연세대 의대 교수
- 의편협 회장
- YMJ, Immune Network 전 편집인
홍성태
- 서울대 의대 교수
- Journal of Korea Medical Science 편집위원장
- 과총 학술지발간지원TF 공동위원장

09:00 – 09:05 (5`)

인사말

09:05 – 09:35 (30`)

학술지 출판에서 편집인의 역할

09:35 – 10:15 (40`)

국내외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및
국내 학술지의 국제 주요색인지 등재 현황

10:15 – 10:50 (35‘)

전문가심사 (peer review) 잘하기

10:50 – 11:05 (15‘)

휴식

11:05 – 11:45 (40`)

연구윤리, 출판윤리

11:45 – 12:20 (35‘)

Open Access 출판

12:20 – 13:20 (60`)

점심

13:20 – 13:50 (30‘)

학술지 발전 경험 공유

김종성
-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신경과 교수
- Journal of Stroke 편집위원장

13:50 – 14:25 (35`)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연구 데이터 공유와 출판

김규환
- 전주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14:25 – 15:05 (40‘)

디지털 시대의 학술지 편집과 출판

이춘실
- 숙명여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 과총 학술지발간지원TF 위원

15:05 – 15:20 (15‘)

휴식

15:20 – 15:50 (30`)

Science Central 소개

15:50 – 16:20 (30`)

국내외 학술지 평가

16:20 – 16:50 (30‘)

젠더혁신연구를 통한
과학기술의 수월성 제고

16:50 – 17:20 (30‘)

연구자의 연구력 평가와 학술 논문 출판

17:20 – 17:30 (10‘)

종합토론

17:30

폐회

※연제 및 연자는 추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

황은성
-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
- 과총 학술지발간지원TF 위원
서태설
- KISTI 학술정보공유센터장
-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허종완
- 인천대 도시환경공학부 교수
- 과총 학술지발간지원TF 위원
양희진
- 서울대 의대 교수
- 의편협 평가위원장
성미경
- 숙명여대 식품영양학과 교수
- 숙명여대 산학협력단장, 젠더이노베이션센터장
- Clinical Nutrition Research 전 편집위원장

비 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