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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MPP ~ 의학 출판 전문가들을 위해 의학 출판 전문가들이 설립한 기관 
 

 
아시아 태평양 지역의 전문가들이 ISMPP에 참여해야 하는     

 
10가지 이유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의학 연구에 대한 증가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고품질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가 다른 연구원들이 검토하는 국제적인 저널에 게시될 가치가 충분합니다. 이러한 

출판물은,  

• 과학 및 의학 지식을 국제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 환자의 결과를 지역적, 국제적으로 개선할 수 있습니다  

• 우리 지역에 대한 관심도와 명예를 높일 수 있습니다  

• 연구원의 경력에 도움이 됩니다 

 

출판 전문가이거나 출판 전문가가 되고자 하시는 분 또는 의학 연구 출판물에 대해 자세히 알고 싶으신 

분이라면 ISMPP에 회원으로 참여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1,200명이 넘는 회원을 보유한 ISMPP는 

의학 출판 전문가 지원을 담당하는 전 세계 유일의 비영리 국제 조직입니다. 높이 평가되고 있는 

ISMPP의 아시아 태평양 지역 자문 위원회는 우리 지역 전문가들 지원을 전적으로 담당하고 있습니다.  

 

ISMPP에 참여해야 하는 10가지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1. ISMPP U 아시아 태평양 지역 이벤트 참가 – 지역 및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어떤 것이 

유용한지(또는 유용하지 않은지)에 대한 전문적인 조언을 받아보십시오. 저희 웨비나는 아시아 

태평양 지역에서 접속하기 편한 시간에 맞춰 제공됩니다!  

2. ISMPP Certified Medical Publication ProfessionalTM 시험 응시를 위한 지식 습득 – 직원과 

고객들에게 귀하의 전문 지식을 입증해 보일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3. ISMPP U 국제 이벤트에 참가 – 중요한 주제에 대한 전문가의 견해를 들어보십시오 

4. ISMPP 보관자료 액세스 – 귀중한 여러 교육 자원에 액세스할 수 있습니다  

5. ISMPP 데이터베이스 검색 - 동종 업계의 전문가들과 도움되는 인맥을 쌓아 보십시오  

6. ISMPP 위원회에서 자원 봉사 – 흥미로운 이니셔티브에 참여해 보십시오 

7. ISMPP 구인란 액세스 – 채용 공고를 내거나 경력을 갖춘 직원들도 찾아보십시오 

8. 안내자료 받아보기 – 중요한 주제에 관한 최신 정보를 제공하는 분기별 출판물 

9. ISMPP 토론 게시판 사용 – 동종 업계 전문가들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10. ISMPP 아시아 태평양 자문 위원회 활동 신청 – 우리 지역에서의 존경 받는 리더가 되어 보십시오 

 

www.ismpp.org를 방문하시면 더 자세한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Translation by TransPerfe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