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료심사 주간 (Peer Review Week)에서 전체 커뮤니티의 참여를 독려합니다 

동료심사주간 (Peer Review Week) 2017 이 2 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간은 9 월 11 일 – 17 일 이고, 

활동들은 소셜미디어와 전세계적으로 실시됩니다. #PeerRevWk17 또는 @PeerRevWeek 를 이용해서 

우리를 팔로우해 주세요. 

동료심사주간 2017 의 주제는 심사의 투명성(Transparency in Review)으로써, 전체 커뮤니티가 이 

주제가 동료심사에게 부여하는 다양한 범위의 기회와 도전을 살펴볼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예정되어 있는 활동들에 참여하세요 

***동료심사의회(Peer Review Congress) 이후의 패널토의 (시카고, 9 월 10-12 일). 

트위터에서 #AskPRW 를 사용하여 우리의 전문가 패널 “Under the Microscope: Transparency in 

Peer Review”에게 질문을 보내주세요.  

• Alice Meadows (ORCID &사회자)  

• Carly Strasser (Gordon & Betty Moore Foundation) 

• Irene Hames (연구자이자 동료심사 전문가) 

• Elizabeth Moylan (BMC) 

• Andrew Preston (Publons) 

우리 웹사이트에 등록하여 참여하시거나 트위터 계정 @PeerRevWeek 에서 실시간 중계를 

관람하세요. 더 자세한 내용은 https://peerreviewweek.wordpress.com/activities/에 있습니다.  

다른 예정된 이벤트들로는동료심사를 둘러싼 모든 주제에 관해 함께 토론하는 웨비나, 질의 

응답세션, 및 비공식 모임들이 있습니다. 우리 웹사이트를 정기적으로 방문하셔서 새롭게 확정되어 

업데이트된 이벤트들을 확인하세요(www.peerreviewweek.org) 그리고, 트위터에서 @PeerRevWeek 를 

팔로우해 주세요 

소셜미디어 경진대회 

 ‘소셜미디어 경진대회’에 참가해 보는 것은 어떠세요? 주제는 ‘동료심사에서의 투명성 

강화방법(What’s your idea to bring more transparency in peer review)’이고, 참가 가능한 내용이라면 

https://peerreviewweek.wordpress.com/activities/
http://www.peerreviewweek.org/


어떤 종류의 미디어(문자, 그림, 비디오 등)를 사용해도 됩니다.  9 월 14 일 전에 트위터 

@PeerRevWeek 를 이용해서 제출해 주세요. 수상자와 상품은 우리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입니다.  

참여하기 

만일 귀하가 이벤트를 조직하거나 우리 웹사이트에 도움을 주기 원하신다면, ‘Peer Review Week’라는 

제목으로 이벤트에 대한 간략한 설명과 함께  PRWeek@aaas.org 로 이메일을 보내주세요.  

제안할만한 이벤트는 워크샵, 웨비나 또는 트위터 채팅 Q&A 세션같은 소셜미디어 이벤트같은 

것들입니다.  

다른 동료심사 이벤트 및 활동의 목록과 일련의 자료 및 정보들은 우리 웹사이트 

www.peerreviewweek.org 에서 찾아볼 수 있고, 이 웹사이트는 다음주에 업데이트될 것입니다. 

동료심사 주간 동안, 많은 단체들이 또 다른 활동으로 행사에 참가할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올해의 주제인 동료심사의 투명성과 관련된 이벤트, 활동 및 자료들을 준비하시길 

권해드립니다. 그렇지만, 동료심사를 알리고 그에 관한 담론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어떠한 자료나 

이벤트도 환영합니다!  

동료심사 주간을 홍보하는데 도움을 주세요. 그리고 트위터상에서 해쉬태그 #PeerRevWk17 및 

#TransparencyinReview 를 사용하여 소셜미디어 상의 대화에 참여해 주세요. 

2015 년에 개최된 첫번째 동료심사 주간에 대한 아이디어는 2015 년 행사를 기획하고 시행한 

단체들인  ORCID, ScienceOpen, Sense About Science, 및 Wiley 에서의 비공식적인 대화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그리고 동료심사 주간 활동에 참여하길 원하시면, 

www.peerreviewweek.org 를 방문해 주시고 #PeerRevWk17 및 #TransparencyinReview 를 

팔로우해주세요. 

행사주최측 멤버들은 다음과 같은 단체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AAAS, AAUP, ACS Publications, AMRC, Aries Systems, Editage, Editorial Office Ltd, eLife, Elsevier, 
Emerald Publishing, F1000, Federation of European Microbiological Societies, INASP, Informa, ISMTE, 
JAMA Peer Review Congress, OHRI, ORCID, OSA, PEERE, Publons, SAGE Publishing, Science Open, 
Sense About Science, Springer Nature, Taylor and Francis, The Royal Society, UGR, Wiley.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로 연락주세요: 

Alice Ellingham, Director, Editorial Office Ltd 

전화번호 +44 (0)845 834 0370 

이메일: alice.ellingham@editorialoffice.co.uk 

 
Alison O'Connell, Marketing Manager, Aries Systems Corporation  

전화번호: +1 978 291 1957 

이메일: aoconnell@ariessys.com 

mailto:PRWeek@aaas.orgi
http://www.peerreviewweek.org/
http://www.peerreviewweek.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