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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일자

2021. 3. 5.

수

신

의편협 단체회원

제

목 2021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온라인 개최 안내

1. 귀 학회(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의편협에서는 아래와 같이 2021년 3월 27일 (토) 오전 9시 , 온라인 생중계로 2021년도 의편협 정기총
회 및 심포지엄을 개최합니다.
3. 프로그램은 첨부를 참고하여 주시고, 의편협 단체회원으로서 2021년 3월 19일 (금)까지 사전등록 페이
지에서 사전등록해주시기 바랍니다.
※ 단체회원은 각 학술지당 의결권을 행사할 대표 1인 과 참관 2인 으로,
학술지당 최대 총 3인까지 참석 가능합니다. 해당 구분을 정확히 선택하시어 사전등록하시기 바랍니다.
- 대표 1인은 투표에 참석하며, 편집위원장(간행이사), 편집간사, 편집위원 중에만 가능(사무직원 불가)
- 참관 2인은 투표에 참석할 수 없고, 편집위원장(간행이사), 편집간사, 편집위원 및 사무직원도 가능,
2인의 참관자가 참석하신다면 각자 사전등록하셔야 합니다.
※ 한 학회에서 발행하는 2개 이상의 학술지가 의편협 단체회원이라면 ,
필히 학술지 당 각각 사전등록하시어 참석신청 또는 위임 의사를 밝혀주셔야 합니다.

4. 단체회원은 정기총회 참석 의무가 있으므로, 정기총회 성원을 위해 정기총회 참석이 어려운 단체회원
은 아래 첨부드리는 위임장을 필히 보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

래

◈ 행사명: 2021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 일

시: 2021년 3월 27일 (토) 오전 9시

◈ 장

소: 온라인 생중계 (사전등록 신청자에게 추후 행사페이지 링크 안내 예정)

◈ 참석대상: 학술지당 대표 1인 , 참관 2인으로 최대 총 3인 참석 가능(참가비 없음)
◈ 신청방법: 3월 19일 (금)까지 사전등록 페이지(클릭 시 연결 )에서 ‘사전등록-단체회원(의결권 행사할 학
술지 대표) or 사전등록-단체회원(참관자)’ 중 선택하여 사전등록
◈ 문

의 : 의편협 사무국(office@kamje.or.kr)

※ 첨부 1) 프로그램 1부
2) 위임장 양식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 협의회장

[첨부1]

2021년도 의편협 정기총회 및 심포지엄 프로그램
일 시 : 2021년 3월 27일 (목) 오전 9시 / 온라인 생중계

9:00~9:10

허 선 (의편협 회장)

인사말

<심포지엄>
사회: 김창수(의편협 교육연수위원장)

9:10~9:50

연구자, 심사자, 편집인을 위한 연구출판윤리

유 영 (의편협 출판윤리위원장)

9:50~10:30

편집인을 위한 영문 공식 서신 작성 팁

황윤희(Compecs 대표)

10:30~11:10

KoreaMed & KoreaMed Synapse 시연

서동훈 (의편협 정보관리위원장)

11:10~11:30

휴식

<정기총회 >
사회: 이령아(의편협 기획운영위원장)

11:30-12:30

정기총회

※ 강의 제목 및 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첨부2]
- 참석 가능한 학술지 대표(학술지 편집위원장 , 편집간사, 편집위원 중 가능)가 없을 경우, 아래 위임장
을 작성하여 2021. 3. 19(금)까지 의편협 사무국 이메일 (office@kamje.or.kr)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본 위임장은 정기총회 성원을 위하여 꼭 필요하니 참석이 어려우실 경우 필히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문의: 의편협 사무국(office@kamje.or.kr)

위

임

장

학술지명:
편집위원장:

위 학술지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단체회원 학술지로서 학회(기관) 사정으로
인하여 2021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에 참석할 수 없기에 총회
중 단체회원으로서의 권한을 의장에게 위임합니다.

2021년
편집위원장 :

월

일
(서명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 귀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