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에서 BELS 자격시험을 국내 유치하여 2018년 12월 1일
개최됩니다.
BELS Certification은 국제적으로 manuscript editor의 능력을 인증 받았다는 의미이므로 한계를 넘
어 업무의 저변을 넓혀나가려는 국내의 생명과학 학술지 관련 인재들에게 좋은 기회가 될 것이며,
응시 및 준비 과정에서 얻어지는 많은 지식과 경험은 manuscript editor로서 한 층 발돋움하는 계
기를 제공할 것입니다. 국내 학술지 편집인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시를 권유 드립니다.

1. BELS란?
-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s (생명과학편집인협의회, BELS; http://www.bels.org)
- 한국보다 앞서 세계적으로 숙련된 편집인과 그 능력을 객관화할 테스트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
으로 증대, 생명과학 분야 편집인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1991년 미국에서 BLES 설립
- 2018년 9월 현재 세계 각국에 약 1,300명의 인증된 편집인이 활동 중

2. BELS 자격시험
- 시험 전문가와 경력 있는 생명과학 분야 편집인이 국제적으로 인정된 표준에 따라 생명과학 학
술 분야의 에디팅 능력을 테스트 및 평가하는 프로세스 개발, 영어로 된 과학 편집의 원칙과 관
행에 중점
- 2시간 45분간 약 100개의 객관식 문항 풀이
- 취득 후 만료기한 없으며, 자발적 후원회비 외에 추가 비용 없음
- 국내에서는 2013년, 2014년에 한 번씩 개최

3. 시험의 기대효과
- 과편협에서 발급하는 국내의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KMEC)과 더불어, 원고편집인의 경력과 전문
적 업무 능력을 객관적으로 보장하는 증빙자료로 기능
- 시험 통과 시 본인 이름 뒤에 “ELS (Editor in the Life Sciences)”라는 직함으로 BELS 인증 편집인
임을 표시
- BELS 뉴스레터, 구인구직, 각종 행사 등에 대한 지속적인 정보, 온•오프라인 커뮤니티 참여를 통
해 전 세계의 원고편집인들과 교류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 제공

4. 응시 자격 및 방법
- 응시 자격: 학사 학위 이상, 원고 편집인 경력 2년 이상
- 응시 방법:
1) 2018년 11월 10일까지 BELS 사이트에 회원 가입한 후 ① 신청서(Application form) 작성, ②
이력서, ③ 교육 증명서(성적증명서 혹은 졸업증명서 등), ④ 추천서 3부(증빙자료 제출 시 1부 과

편협 발급 가능*, 기타 소속 회사 및 담당 학술지 편집장 등) 업로드, ⑤ 신청서 접수료(65달러)
납부
2) 자격 심사 통과 시 시험 등록 방법, 테스트 범위, 샘플 문제 등을 포함한 가이드북 발송 →
시험 등록 및 응시료(250달러) 납부
3) 기타 상세 내용은 BELS 사이트 참고(https://www.bels.org/become-a-board-certified-editor)

* 과편협 추천서 발급을 원하실 경우 첨부된 추천서 양식을 작성하여 2년 원고편집 경력 증빙자
료(학술지 2년 간 editorial member에 이름 수록 등)와 함께 과편협 kcse@kcse.org 으로 보내 주
시기 바랍니다.
** 2013년, 2014년에 응시했던 분들 중에서 과편협을 통해 신청했던 분들은 온라인에서 new로 신
청 후 과편협으로 따로 연락해주시기 바랍니다. 과거 응시 기록과 합쳐야 합니다. (02-3420-1390,
kcse@kcse.or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