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

아카데믹 글쓰기 자기주도 학습 플랫폼
에디티지와 함께 학술출판의 세계로 들어오세요.

Yonsei-Editage Training Academy



Featured on Nature News: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7326-9

국제학술출판에 대한 저자 설문조사 보고서

• 응답자수: 약 7000 명

• 설문 내용:
– 논문 출판 과정에 겪는 애로사항들
– 논문출판에 걸리는 시간
– 피어 리뷰
– 오픈 액세스
– 출판 윤리

• 학술 출판사들을 위한 제안

이 보고서는 비영어권 연구자들이 겪고 있는 문제점들에 대해 집중
조명합니다. 

학술 출판의 어려움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는 연구자들이 어려워하는 학술 출판에 대한 강좌를 제공합니다

https://www.nature.com/articles/d41586-018-07326-9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

연구자들이 학술출판에 성공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연구활동 및 바쁜 일정 때문에 논문작성을 위한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는 학술논문 작성 및 투고를 위한 핵심적인
내용만을 제공해 드립니다.

연구논문을 작성하기 위한 기나긴 여정을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와 함께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습니다.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가 제공하는 코스와 핸드북과 함께 국제학술 논문
출판의 세계를 탐험해 보세요.



• 상호작용 온라인 코스입니다.
• 다운로드가 가능한 핸드북을 제공합니다.
• 전문가와의 질의-응답이 가능합니다.
• 각 과정마다 간단한 퀴즈로 학습과정을 점검합니다.
• 학습자 스스로 학습계획을 수립하여 최적의 학습이

가능합니다. 
• 각 모듈 완료 후 수료증을 제공합니다.
• 모바일로도 학습이 가능합니다.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



커리큘럼

에디티지 아카데미는 10개의 모듈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Module 1: Introduction to Scientific Communication 
Module 2: Grammar & Language for Scientific Communication 
Module 3: Research Writing 
Module 4: Research Ethics 
Module 5: Visual Information 
Module 6: Types of Scientific Communication 
Module 7: Content: Retrieval, Revisions & Reviews 
Module 8: Submitting your manuscript 
Module 9: Advanced Scientific Communication 
Module 10: Peer Review



Title
Course/han
dbook Learning Time

  
Courses/Handbook
s

Module 1: Introduction to Scientific Communication
1 Purpose and Audience of Scientific Communication course Month 1 week 1 2 hours Audio
2 Attributes of Scientific Language course Month 1 week 2 2 hours Audio
3 An In-depth Academic Publishing Course for Young Researchers course Month 1 week 3 2 hours Text

Module 2: Grammar & Language for Scientific Communication
1 Essentials of Grammar course Month 1 week 4 2 hours Audio
2 Common Grammar Mistakes course Month 2 week 1 2 hours Audio
3 Punctuations part I course Month 2 week 2 2 hours Audio
4 Punctuations part II course Month 2 week 3 2 hours Audio
5 Style and Word Usage course Month 2 week 4 2 hours Audio
6 Quantitative and Numerical Expressions course Month 3 week 1 2 hours Audio
7 How to avoid critical language errors in your research paper course Month 3 week 2 6 hours Text

연세-에디티지 아카데미는 자기주도학습 프로그램 입니다. 
아래 내용을 참고해서 자신만의 학습계획을 수립해 보세요!!

[Sample reading schedule]

학습일정구성예시

에디티지가 추천하는학습일정예시 입니다



강좌 목록

• 쿠폰코드 이용시 무료 이용 가능

• 의료원 쿠폰코드 확인 (의학도서관 로그인 필수) : 

https://ymlib.yonsei.ac.kr/research-

support/education/writing_elearning/

※ All Access Pass : 1번의 쿠폰코드 입력으로 모든

강좌 무료 이용 가능

화면 구성 (1) 첫 페이지

로그인/회원 가입

• 연세의료원 이용방법 안내페이지 : 
https://ymlib.yonsei.ac.kr/research-
support/education/writing_elearning/

• 연세의료원 메일(xxx@yuhs.ac)로 회원가입해야
쿠폰 사용 가능

https://ymlib.yonsei.ac.kr/research-support/education/writing_elearning/
https://ymlib.yonsei.ac.kr/research-support/education/writing_elearning/


화면 구성 (2)강좌 화면

My Couse

강좌 듣기



담당 : 연세대 의학도서관 정다미 02-2228-2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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