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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회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시험 신청공고
1. 귀하의 건승하심과 귀 학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다음과 같이 제6회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시험(별첨 1. 참조)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많은 참여바랍니다.
- 다

음 -

가. 시험일시: 2022년 7월 15일(금) 오후 2시 ~ 5시(1시 30분까지 입실)
나. 시험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5(강남역 12번 출구 국기원 방향)
다. 신청자격:
1) 학력: 제한없음
2) 경력: 학술지 원고편집 실무 경력 1년 이상
(※석사 이상 학위는 실무 경력 1년으로 인정, 석사전공 제한 없음)
3) 최근 3년간 관련 교육 20점 이상 이수(별첨 2. 참조)
4) 무시험 자격증취득 대상: BELS Certification나 AMWA Certifacation/Certificate
소지자로, 2년 이상 실무 경력이 있으며, 최근 3년간 관련 교육 30점 이수한 자
라. 시험내용 및 평가
1) 내용: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의 원고편집에 필요한 기본 지식(별첨 3. 참조)
2) 문제유형: 객관식 약 100문항, 3시간 소요예상
3) 평가: 절대평가를 기본으로 함. 단, 합격기준 점수는 모의시험 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음
마. 신청방법
1) 신청기간: 2022년 6월 7일 ~ 6월 30일
2) 서류: 신청서, 경력증명서, 교육이수증 각 1부
(※제4, 5회 시험 신청자의 경우 신청서만 접수)
3) 접수방법: 이메일접수(※email: kcse@kcse.org), 모든 서류는 PDF 파일로 제출.
4) 응시비: 100,000원(※제5회 시험 신청자는 응시료 면제, 한국씨티은행
186-02400-245-01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로 송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불은 신청기한 내 취소한 것에 한합니다.)
5) 위 신청자격 다-4)의 무시험 대상자 중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취득을 원하는 분은
신청서, 경력증명서, 자격증사본, 교육이수증 각 1부를 위 신청기간 내에 접수처로
제출해 주십시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과편협 홈페이지(https://www.kcse.org/certification/kmec.php)를 참조하
십시오. (※제출한 자료는 반환되지 않음)

* 첨

부:

1.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제도 소개,
2.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취득을 위한 교육 배점표,
3.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의 출제 내용과 범위,
4.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신청서,
5. 원고편집인 경력 증명서 양식,
6.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발급 신청서(무시험대상자).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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