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행사 일정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교육연수위원회와 출판윤리위원회

1월
제7회 편집인 워크숍(1월 18일, 과총)

2월

3월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 생명과학분야(2월21일, 과총) 2013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3월25일, 과총)

주제: 학술지국제화
출판윤리 포럼2(1월24일)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제8회 편집인 워크숍(7월 4-5일, 과총)

제2회 출판윤리 워크숍: 공학분야(미정)

주제: 학술지 발행에 최신정보통신기술 활용

제 2회 임원 아카데미 (8월 21-22일 순천)

제9회 편집인 워크숍(9월 5-6일, 과총)
주제: 원고편집(manuscript editing)의 최신 동향

출판윤리 포럼3(미정)
10월

11월

12월

BELS exam(10월 19일, 과총)

제10회 편집인 워크숍(12월 5-6일)
주제: 초보편집인(I am a novice editor)
출판윤리 포럼4(미정)

*일정은 바뀔 수 있음

제7회 편집인 워크숍(1월 18일, 과총)
주제: 학술지국제화
제 1 부 편집인의 역할
국제수준의 학술지 구성요소 및 원고편집
투고규정 작성 및 참고문헌 스타일
편집인을 위한 서지계량학
Editorial, Retraction, Book Review, Letter to Editor 작성
표절과 이중게재, 그리고 검색엔진을 이용한 표절 검색

제 2부 학술지 발전 전략
SCIE 등재 전략
국제 수준 학술지 편집과 평가
학술지 편집인에게 필요한 대외 관계, 자금 확보와 지출 방안.

제8회 편집인 워크숍(7월 4-5일, 과총)

제9회 편집인 워크숍(9월 5-6일, 과총)
주제: 원고편집(manuscript editing) 실무
원고편집인의 역할
학술지 출판 Flow의 이해
학술지 및 학술지 홈페이지 구성요소
논문의 유형
Manuscript Style Guide 만들기
Manuscript Template 만들기
참고문헌의 이해
투고규정
학술논문의 온라인 서비스
색인 Database 및 Impact Factor의 이해
CrossCheck, CrossMark, ORCID
How to write errata, corrigendum, and retraction
BELS exam과 국내 원고편집인 전문가 자격 제도

주제: 학술지 발행에 최신정보통신기술 활용: JATS-KOREA
제10회 편집인 워크숍(12월 5-6일, 과총)
Journal Article Tag Set 1.0-New ISO standard of journal XML
How to make a full text XML of journal papers

주제: 초보편집인(I am a novice editor)

What is the Data Type Definition?

Self-evaluation as editor and journal check list for being indexed in SCIE

How to construct XSLT and/or CSS for style sheet of XML files

Journal elements in print copy and online edition

Basics of DOI XML

Instructions to authors

How to converse the JATS 1.0 XML to DOI XML

Reference styles and Unit

How to add hyperlink and cited-by function using DOI

In house guideline of manuscript editing

Present market in Korea in the field of journal XML

DOI/CrossRef, full-text XML, open access journal, Creative Commons License

Voice of IT engineer and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specialists

How to write an editorial, retraction, erratum, corrigendum, addendum, book review, obituary,

Adaptation of Social Network Service, QR code, e-book

letter to editor, and response
Strategy to be international journal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