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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제11회 논문작성 워크숍 개최 안내

1. 귀 학회(기관)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2. 본 협의회에서는 학술지 편집위원, 강사, 전공의 등 신진 연구자를 대상으로 제11회 논문작성 워크
숍을 개최합니다.
3. 귀 학회(기관)의 회원들에게 이번 워크숍에 대한 안내를 부탁드리오며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아래
의 신청 방법을 확인하시어 사전등록을 하여 주시고, 본 워크숍은 많은 분들이 신청하기에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등록을 하셔야 수강이 원활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교재와 당일 중식,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아

래

◈ 행사명: 제11회 논문작성 워크숍
◈ 일

시: 2018년 8월 25일(토) 오전 8시 55분 ∼ 오후 4시 25분

◈ 장

소: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 신청 방법
- 사전등록 신청기한: 2018년 8월 17일(금) 오후 5시까지
※ 사전등록기간이 지난 후에는 당일 현장등록(카드결제 불가능)만 가능하오니 기한 엄수를 부탁드립니다.

- 신청방법: 별첨된 참가신청서를 작성하여 이메일(kamje@kams.or.kr)로 제출 후 아래 계좌로 입금
- 등록비 및 계좌번호: 10만 원 (입금계좌: 국민은행 803-01-0220-066,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 환불규정: 사전등록기간 내 취소 시 전액 환불되며, 8월 14일까지는 반액을 환불해드립니다.
단, 8월 15일부터는 환불이 불가합니다.
◈ 신청 및 문의: 의편협 사무국(kamje@kams.or.kr), 02-794-4146

※ 첨부: 1) 프로그램 일정 2) 장소안내 및 약도 3) 참가신청서(별첨)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첨부1. 프로그램 일정]

제11회 논문작성 워크숍 프로그램

▫ 일 시 : 2018년 8월 25일(토) 오전 8시 55분~오후 4시 25분
▫ 장 소 :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성의회관 1층 마리아홀

시 간

주 제

연 자

08:55-09:00

인사말

최인홍(의편협 회장)

09:00-09:40

학술논문 작성의 10가지 Tip

홍성태(의편협 명예회장, JKMS 편집장)

09:40-10:10

주의 Predator journal !

최인홍(의편협 회장)

10:10-10:40

한국 의학학술지의 최근의 변화

이은소(의편협 부회장)

10:40-10:55

Coffee Break

10:55-11:25

학술지 편집인이 보는 의학 논문

김창수(의편협 교수연수위원회 간사)

11:25-11:55

Turnitine 사용법

곽재현(연세대학교 의학도서관)

11:55-12:30

Table 및 Figure 작성 시 흔히 보는 오류

이준행(성균관의대)

12:30-13:30

점심

13:30-14:20

Common English Mistakes

김은란(Editage)

14:20-15:10

논문작성 시 보는 흔한 통계 오류

안형진(고려의대)

15:10-15:25

Coffee Break

15:25-15:55

저자되기

한동수(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15:55-16:25

Clinical trial registration

박현영(질병관리본부)

※ 강의 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2. 가톨릭의대 성의교정 약도]

성의회관 1F 마리아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