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ublishing 101

학술논문출판의이해를위한
교육프로그램
Enago Learn!



What is Enago Academy?
Enago Academy는 저자 교육 서비스의 일환으로 연구원, 출판사, 편집인 및 학생들에게
학술작문및출판에대한포괄적인최신동향리소스를제공합니다.또한,저자워크샵과
세미나를진행하여신진 ESL 연구원들의연구경력에도움이되고있습니다.



Why                              ?

대학은학술출판업계에대해연구자들이직면하는문제에있어지원을
필요로함.

대다수의 대학 및 학술 기관에서는 학술 출판에 대한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하지못하고있음.

연구초년생들이직면하고있는논문출판관련문제에대해서는경험이
많은교수들게의존하고있는수준임.

대학은연구성과의질을향상시키고, 연구지원금을확보하는데에있어
도움을필요로함.



대학의학기내 교육과정으로활용이가능

석사과정의학생들을대상으로학술출판에대한인식을향상시킬수있는
교육플랫폼

연구및교육분야로진출을위한준비과정의역할

전문가와질의,응답이가능한단계별학습모듈

Why                              ?



15개의맞춤형모듈로구성된학술출판을위한온라인학습프로그램
- 석/박사과정학생및연구초년생을위한기본모듈
- Senior academics를위한심화모듈

각분야별전문가에의해개발

60시간의총학습시간

각코스별학습확인을위한퀴즈풀이제공

전문가와의상담및조언

학습과정완료후 Enago에서발행한수료증제공

What is                            ?



https://www.enago.com/academy/learn/

Where is                            ?

https://www.enago.com/academy/learn/


Step 1 :  출판의시작

첫번째단계는출판과정에대한간략한개요와함께나머지과정을위한단계를설정합니다.
이단계에서는논문작성준비,원문의구성방법 및학술출판과정의요약등의주제를다룹니다.

15 Customized modules



Step 2 :  저널의요구사항에대한이해

결과수집및그에근거한원고작성의준비가되었다면, 논문의주제와부합되고원하는독자층을형성하고
있는좋은저널을찾아야합니다.  2단계에서는원하는저널선택시고려할점에대한가이드라인을제공하고
그림과표의형식으로데이터를효과적으로표시및구성하는방법을설명합니다.

15 Customized modules



Step 3 :  저널투고

인용은단순히표절행위를피하기위함이아니라 여러가지중요한목적이있습니다.  이중하나는원작자의공헌을
인정하고학술출판의국제기준을준수하며자신의연구에대한신뢰성을입증하는것입니다.  참고문헌및인용에
대한모듈에서는인용, 참고문헌및목록과같은중요한개념을전달하고이들의올바른사용법을학습할수있습니다. 
그리고 저널투고과정에서는원고출판을위한준비및커버레터작성과같은내용을다루고있습니다.

15 Customized modules



Step 4 :  리뷰어되기

리뷰어가된다는것은연구자경력에필수적인부분입니다. 4단계에서는 출판과정에대해전반적으로잘이해하고
있지만 peer review 과정에서발생하는문제점들과 개선방법에관해더명확하게알고싶어하는경험많은
저자들을대상으로합니다. 또한학계내 상당한불신뿐아니라연구출판결과에대해영향을 미치는윤리적문제에
대한인식을제고하는데도움이될 것입니다. 

15 Customized modules



Step 5 :  연구홍보

15 Customized modules

5단계는 다양한 플랫폼을 사용하여 자신의연구를 마케팅하고 가시성을 높이고자 하는 연구자들을 위한 것입니다.
이 단계에서는 연구물 홍보를 위한 몇가기 기술적 플랫폼을 소개하고 오픈 엑세스 저널 출판에서의 중요성과
세부사항을 전달합니다. 마지막으로 과학적 의사 소통에 있어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며 연구자들의 경력 향상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발표에 관한 내용을 설명합니다. 초기 단계의 연구자들의 경우 많은 청중 앞에 제한 시간내
효과적으로 연구결과를발표하는것이 매우어려울수있습니다.컨퍼런스및프레젠테이션모듈에서는초기단계의
연구자들이국제학술대회에서효과적인발표의중요성을이해하는데도움이되는몇가지기본원칙들을중점적으로
논의합니다.



Step 6 :  연구자의프로필개선

6단계는 연구자가 자신의 프로필을 향상시키고 연구 커뮤니티내 인지도를 올리는 방법에 대해 다루고 있습니다.
연구자들은 종종 국제적 저널로부터 피어리뷰 작성에 대해 요청을 받습니다. Structure of review article – title to
conclusion 모듈에서는 연구자들이 종합적인 리뷰 글의 작성뿐 아니라 논문을 수집, 평가,선별 및 기록하는 방법들에
촛점을 두고 있습니다. Research Funding and Writing Grant Application 모듈에서는 연구자들이 자금지원을 받을 기회를
향상시키기위해어떻게지원기관을식별하고좋은신청서를작성할수있는지를다루고있습니다. 마지막으로 Journal,
Article, and author metrics 모듈에서는다양한측정지표들의중요성과의미를설명하고이들이 출간된연구물의영향과
품질을 수치화하는방법에대해설명하고있습니다.

15 Customized modules



Industry Experts

의개발에참여한학술출판업계대표전문가들



Industry Experts

의개발에참여한학술출판업계대표전문가들



Customized Quizzes

각코스완료후퀴즈를통해학습결과검증

70% 이상의점수획득시 코스통과및 수료증제공



Consultation with experts

“Ask our Expert”를통해전문가에게학습과정과관련된질의가능

영업일기준 2일이내에답변제공



Certification

전체학습과정완료후관련퀴즈에서 70%이상의점수를획득해야만 수료증발급



Benefits for Participants

학술출판에대한의식향상을위한단계별접근방식

출판의국제표준에대한이해력향상

출판전문가와질의/응답

자유로운모듈선택,  자기주도형학습시스템

각모듈별자동평가시스템을통한학습성취도 및 인증서제공



Benefits for Universities

이용자제한기능

이용자들에게 본인의진행상황에대해자동업데이트제공

관련과정에대해학습을지속가능하게하는자동추천시스템

코스를완료한후에도자료참조가능

편리한접근방식 (학교나기관서버 미사용) 



Want                            ?

학교구성원만을위한고유의쿠폰코드를발급

학교의도메인이포함된 e-mail주소인증을통해서만서비스에접속가능

학생들의월별학습진행보고서제공

과정을수료한학생들에게만수료증이제공

사용자들은 Enago Learn에접속하여자신의학습현황표확인가능



구글플레이 / 앱스토어에서지금
Enago Academy앱을다운로드하세요!

(Or visit: enago.com/ap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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