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2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세포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연례총

회에서 학술지 편집인과 출판인 관계자가 모여, ‘연구평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을 발표하였고, 과학 전 분야에 걸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DORA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장재화 [과편협 교육연수위원, 인포루미 부장]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발간하는 플로스(PLoS), 학술출판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비프레스

(bepress), 학술검색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 스칼러(Google Scholar)는 학술지 출판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학술출판기관들이다. 이들 세 기관을 탐방하고 돌아온 서태설 KISTI 책임연구원의 후기를 소개한다.

                                                        서태설 [과편협 기획운영위원, KISTI 국내정보실 책임연구원]

   1970년대 초 창간되어 2004년 학술지명을 변경한『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한 그동안의 노력과 변화의 발자취를 소개한다.

              류시원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공동편집위원장, 인제대학원대학교 보건경영학과 교수]

   인터넷 혁명은 고등 학문의 영역을 대중화하고 그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이비 오픈 액세스 학술지와 학술대회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이비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개요와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김기홍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아주대 물리학과 교수]

   미국 대통령 행정실의 산하 기관인 OSTP는 지난 2월 정부지원 과학기술 연구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각서를 발표했다. 머지않아 실행될 이 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김동욱 [과편협 정보관리위원,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난 6월 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학술지편집인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디지털 출판 동향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서태설 [과편협 기획운영위원, KISTI 국내정보실 책임연구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진정일)는 지난 

4월 26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

교 한림홀에서 국내 과학학술지 원고편집인 대상의 

‘제8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내에

서 과학학술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물론 과학분야 학술단체 회원, 의학 및 과학분야 학회

지 편집인 등 총 66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지 편집인 등 총 66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관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제8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 개최, 세계를 향한 과학학술지로 도약

   과편협 진정일 회장이 제46회 과학기술인 정보통신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한국의 학술 위상 제공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 훈장 창조상(과학기술 부문 1등급 훈장)을 수상하였다.

● 진정일 회장, ‘과학기술 훈장 창조상’ 수상
● 진정일 회장, ’과학기술 훈장 창조상’수상

● 제8회 편집인 워크숍 개최

● 5~9월,‘Advanced manuscript editor' 
   교육 개최

● 7월 4~5일 ‘제9회 편집인 워크숍’개최

● 2013년도 과편협 교육 및 행사 안내(하반기)

● ● 2013년도 출판관련 국제학술대회 안내(하반기)

● 과편협 연회비 기준 변경 안내

● 단체회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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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과 과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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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가입안내

   [변경] 연회비 기준

   제2장 6조 1항 “단체회원이란 학회, 대학 및 기타 학술지 간행 

단체의 학술지의 편집인(또는 편집위원장)을 말하며, 임기는 

해당 단체의 현직에 있는 기간으로 한다. 학술단체는 복수의 

학술지를 단체회원으로 등록할 수 있다.”

   본 협의회는 개정회칙 제2장 제6조에 의거하여 단체회원의 정의가 과학 학술지를 발행하는 단체에서 “학술지 간행 

단체의 학술지 편집인(또는 편집위원장)”으로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연회비 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제9회 편집인 워크숍

BELS 시험대비 5차교육

BELS 시험대비 6차교육

BELS 시험대비 7차교육

BELS 시험대비 8차교육

제2회 출판윤리 워크숍 :

공학분야

임원 워크숍

BELS 시험대비 9차교육

제9회 원고편집인 워크숍

BELS 시험대비 10차교육

7월          8월            9월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

제10회 편집인워크숍

10월         11월       12월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 ‘Advanced manuscript editor’의 1차 교육 장면

   과편협에서 마련한 ‘Advanced manuscript editor’ 프로그램의 1~4차 교육이 지난 5월 7일부터 6월 18일까지 한국과학

기술회관에서 진행되었다. 학술지편집인, 원고편집인 등 40여 명이 참석한 이번 교육은 ‘영문법’(강사: 김정미)을 

기본으로 ‘표와 그림’(강사: 장수희), ‘통계’(강사: 박용규), ‘의학용어’(강사: 허선), ‘과학용어·단위·약어’(강사: 한동수), 

‘참고문헌’(강사: 정희경), ‘출판윤리’(강사: 조혜민) 등 학술지 편집과 관련한 내용 전반을 다루었다. 이 프로그램은 오는

10월 19일 국내에서는 처음 시행되는 생명과학 분야의 원고편집인 자격제도인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에서 

국내 응시자들이 좋은 성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으로, 앞으로 9월까지 총 10회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다.

   특히 제한된 시간 내에서도 편집인으로서 마주하는 사소한 현안사항의 올바른 처리절차에 대한 논의는 물론이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학회 및 저널의 발전방향에 대해서도 재검토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더불어 이번 워크숍을 

통해 우리 편집인의 전문능력이 날로 향상되고 우리나라 학술지가 세계적 무대에서 잘 성장하는 데 밑거름이 되는 

소중한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고 자부한다.

   한편 이번 워크숍에서 진행한 발표 슬라이드는 과편협 누리집(http://kcse.org)에서 볼 수 있다.

           

                            출처: 과총웹진[http://online.kofst.or.kr]

   이번 워크숍은 한국에서는 좀처럼 기회를 갖기 힘든 세계적인 수준의 연사를 통해 전문적이고 수준 높은 교육을 

과편협 편집인들에게 제공했다는 점에서 더욱 큰 의의가 있었다. 다만 영어로 진행된 교육이라 강의를 듣는 

입장에서는 다소 불편하고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는 부분도 있었을 것이나, 한국인의 듣기 속도에 맞춘 영어 강의와

즉석 질의 및 답변, 그리고 풍부한 사례 제시 등을 통해 당일 참석한 편집인 대부분이 평소의 영어실력으로도 충분한

이해와 지식습득을 할 수 있었다고 평가하는 분위기였다.

  참석자들은 ‘과연 우리는 왜 학술지를 발간하며 우리 학술지의 궁극적인 미션과 사명은 무엇인가', ‘우리 학술지의 

진정한 독자층은 누구인가' 등을 진지하게 고민하였으며, 마지막 세션에서는 독자에게 다가가기 위한 각종 노력과 

전략, SCI, Scopus 등 세계적 수준의 학술저널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올바른 이해 및 등재전략, 그리고

이들 국제저널 인용색인에의 지나친 의존이 초래하는 부작용과 문제점 등에 대해서도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제8회 편집인 워크숍 연사와 함께한 참석자들 단체사진 

 모든 내용이 특별했지만 그중에서도 최근 진행되는 인터넷·온라인 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정책의 확산, 플로스원(PLoS One)과 같은 OA저널의 세계적인 성공 등은 우리 학회지들에게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다가왔고, 중국·인도·한국 등 비영어권 아시아 국가에서의 높은 R&D 비용 지출과 엄청난 속도의 논문증가 추세는 

이제 전 세계 학술지 생산 및 시장에서 아시아권의 파워를 무시할 수 없는 시대가 공히 도래하였음을 절감케 해주고

도 남았다.

 피파 스마트 대표는 이 프로그램을 과학학술지 발간에 있어 반드시 고려해야 할 핵심적인 사항 네 가지, 즉 1) 최근

학술지 출판을 둘러싸고 일어나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 2) 저자와의 관계 맺기 및 논문심사 진행의 문제, 3) 학술지 

독자에 대한 이해, 4) 학술지의 가독성 증대 및 인용색인의 가치 등을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것으로 진행하였다. 

참석 차 방한한 것을 계기로 성사되었으며, 그는 귀국 일정도 연기해가며 한국의 편집인들과 함께할 수 있는 기회를

흔쾌히 수락하였다.

▲ 제8회 편집인 워크숍에서 강연 중인 Ms. Pippa Smart 연사

   특히 이번 워크숍에서 교육을 맡은 ‘PSP 컨설팅’의 피파 

스마트(Pippa Smart) 대표는 영국 옥스퍼드대학에서 출판 및

고고학을 전공하였으며, 1986년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한 이후

캠브리지대학출판부(Cambridge University Press), 블랙웰

(Blackwell Publishing) 등 영국 유수의 학술출판사에서 저널

출판 실무경력을 다졌다. 2002년 이후에는 저개발국 및 개발도

상국에 과학학술지 출판의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INASP상국에 과학학술지 출판의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INASP

(International Network for the Availability of Scientific 

Publications) 프로그램, 전 세계 과학학회지 편집인 기구인 

ALPSP(The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유럽과학편집인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에 적극 참여하여 

강의·교육은 물론 뉴스레터 편집, 북 리뷰, 에디터 가이드북 

출판, 컨설팅 지원 등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출판, 컨설팅 지원 등의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이다. 또한 2007년 이후에는 자신의 이름을 딴 ‘PSP 

Consulting'이라는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여 그간 쌓아온 

지식과 노하우를 유럽·미국은 물론 중동, 최근에는 중국·한국에

이르기까지 전 세계를 총망라하여 편집인 교육과 학술저널

발전을 위해 힘쓰고 있다. 피파 스마트 대표의 강연은 그가

한국에서 개최된 WIPO(국제지적재산권기구) 전문가 회의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진정일)는 지난 4월 26일 서울 대치동에 위치한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림홀에서

국내 과학학술지 원고편집인 대상의 ‘제8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국내에서 과학학술지 지원사업을

수행하는 기관의 담당자는 물론 과학분야 학술단체 회원, 의학 및 과학분야 학회지 편집인 등 총 66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은 '세계적 수준의 과학학술지 발간을 위해 편집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관한 실무능력을

배양할 수 있는 좋은 자리가 되었다.

▲ 과학기술인·정보통신인 한마음대회’에서‘창조장’을 수상한 진정일 회장

  과편협 진정일 회장이 지난 4월 19일 열린 제46회 과학기술인·정보통신 한마음대회에서 과학기술 인재 양성과 한국의

학술 위상 제고의 공로를 인정받아 ‘과학기술 훈장 창조상’을 수상하였다. 미래창조과학부 주최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이 행사에서는 대통령, 역대 장관, 과학기술 및 정보통신 종사자 등 8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유공자 92명에 대한

훈·포장을 수여하였다. 진정일 회장이 수상한 ‘창조장’은 과학기술 부문 1등급 훈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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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이비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의한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사이비 학술지들에 대한 감시와 고발 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Scholarly Open Access’ 사이트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조직이 더 확산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연구자들은

의심스러운 학술지 또는 학술대회에 투고하거나 참가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연구비를 지원 및 집행하는

기관들은 사이비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존재에 대해 더 잘 인식할 필요가 있다. 

   최근에는 사이비 학술대회도 급증하는 추세에 있다. 학술대회 프로시딩에 실린 논문도 연구 실적으로 상당 부분 

인정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실적이 필요한 연구자들에게 사이비 학술대회는 실적을 쉽게 확보하는 방법으로 사용된다.

또한 연구비를 여행 목적으로 남용하는 경우에도 사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사이비 학술대회 개최자들은 참가자 1인당 수백 달러의 등록비를 받으며, 심사하지 않았거나 극히 부실하게 심사된

논문들을 프로시딩으로 출판한다. 학회의 주제가 모호하고 매우 넓은 분야에 걸쳐 있으며, 학회 조직위원들의 

연락처나 소속기관에 대한 정보가 없거나 매우 부실한 경우가 많다. 사이비 학술지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시로 많은

연구자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스팸 메일을 보낸다. 연구자에게 참가를 권유하는 스팸 메일을 보낸다. 

   심지어는 IEEE, SIAM, ACM 등과 같이 규모가 크고 공신력이 있는 기관의 승인을 받은 학술대회들 중에도 심각한

문제가 될 정도의 부실한 경우가 발생하기도 한다. IEEE는 최근 IEEE Xplore를 통해 프로시딩이 출판된 157개 학회에

대해 문제성을 인정하고, 프로시딩을 무효화하며 저자들의 판권을 돌려준다고 선언한 바 있다. 

 사이비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글로벌 인터넷 시대의 어쩔 수 없는 부산물로서 저자와 독자들이 조심해서 피해야 할

존재이다. 스팸 메일이 범람한다고 해서 이메일을 없앨 수 없듯이 사이비 학술지가 늘어난다고 해서 학술지의 오픈 

액세스 운동이 없어지거나 하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오픈 액세스 운동은 앞으로 더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명백한

사이비 학술지들은 쉽게 식별되므로 큰 문제가 되지 않겠지만 정상적인 학술지와 사이비 학술지의 경계선상에 있는

학술지들이 문제가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SCI 또는 SCIE에 등재되어 IF가 부여되는 학술지들 중에도 학문적인 가치가

없는 유사과학(pseudoscience) 논문이 다수 출판되는 등의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들이 보고되고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주의해야 한다. 

◦ 분야가 잘 정의되지 않아 모호하고 다루는 범위가 매우 넓다고 주장한다. 서로 잘 융합되지 않는 분야명을

   결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예: International Journal of Business, Humanities and Technology

◦ 수시로 많은 연구자에게 투고를 권하거나 편집위원이 될 것을 권유하는 스팸 메일을 보낸다.

◦ 편집위원들의 소속기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이메일 주소가 없거나 gmail.com, yahoo.com 등으로 끝나는

   무료 이메일 계정 제공 회사명으로 되어 있다.

◦ 편집위원들이 해당 분야의 전문가가 아니거나, 그 수가 너무 적다.

◦ 출판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불충분하게 언급한다.◦ 출판 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않거나, 하더라도 불충분하게 언급한다.

◦ 출판사의 주소, 소재지 등에 관한 정보가 없다.

◦ 오픈 액세스 학술지이면서도 논문의 판권 양도를 요구한다.

◦ IF(Impact Factor, 영향력 지수)를 허위로 기재하거나 일반적으로 사용하지 않는 허위 지수를 기재한다.

◦ ISSN 또는 DOI 번호가 없거나 부정확하다.

◦ 논문이 빨리 출판될 것이라는 점을 지나치게 강조한다.

   홈페이지를 주의 깊게 조사하면 대부분 사이비 학술지인지 아닌지를 구별할 수 있다. 기존에 알려진 것이 없는 

새로운 학술지의 경우 공신력 있는 학회 또는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것이 아니라면 일단 의심하는 것이 현명하다. 

사이비 학술지에는 투고를 하지 말아야 할 뿐 아니라 편집위원 초빙을 제안받더라도 수락하지 말아야 한다. 사려 

깊게 살피지 않고 수락할 경우 심각한 피해를 입는 경우가 종종 있으므로 특히 조심해야 한다. 

   다음은 비올(Beall)의 사이트에 실려 있는 약탈적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구별하는 방법 중 몇 가지를 정리한 것이다.

   1990년대 들면서 이루어진 인터넷의 급속한 보급이 인간 활동의 여러 측면을 엄청나게 변화시켰음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학계에서 이루어지는 활동인 학술논문의 출판, 학술지의 구독, 학회 참석 및 논문 발표 등도 인터넷으로 

인하여 큰 변화를 겪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 온라인 학술지의 출판 및 구독을 들 수 있으며, 특히 최근에 널리 확대되고 

있는 학술지 출판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운동도 큰 변화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인터넷은 전통적으로 배타적인 영역에 속하였던 고등학문을 훨씬 더 많은 사람에게 접근 가능하게 함으로써 학술지 

시장을 대폭 확대시키는 데 기여했다. 그 결과 대규모의 국제적 학술지 출판사들은 매우 큰 상업적 이익을 얻게 되었다. 

      항상 그렇듯이 많은 이익이 있는 곳에는 영리를 노리는 사람들이 모이게 되어 있으며 학술지 출판의 경우도 예외가 

아니다. 최근 수년간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매우 낮은 수준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들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고 있다. 학술대회 역시 많은 이익을 얻을 수 있는 활동이라는 정보가 확산되어 최근에는 질적 수준을 갖추지 

않은 수많은 학술대회가 졸속으로 개최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사이비 학술지와 학술대회에 대한 기본 개요 및 현황을 간단히 살펴본다.

  인터넷 혁명은 고등학문의 영역을 대중화하고 그 시장 규모를 대폭 확대시키는 데 크게 이바지하였다.

그 결과 오직 영리만을 추구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사이비 오픈 액세스 학술지와 학술대회도 우후죽순처럼

생겨나게 되었다. 이 글에서는 사이비 학술지와 학술대회의 개요와 현황을 간단하게 살펴본다.

김기홍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아주대 물리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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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안팎의 과학기술정책에 대한 미국 대통령 자문기관인 OSTP(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는 

지난 2월 22일 「Increasing Access to the Results of Federally Funded Scientific Research」라는 제목의 각서를

발표하였다. OSTP는 1976년 미국 의회에 의해 설립된 대통령 행정실(Executive Office of the President, EOP)

산하의 기관이다.

   이 각서는 정부가 지원한 연구결과물이 대중, 산업체, 그리고 과학계에 최소한의 제약 아래 최대한 널리 공개되고 

공유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공개 대상은 심사를 거친 학술 출판물이며 여기에는 디지털 자료도 포함된다. 

이러한 결정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과학적 연구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배경이이러한 결정에는 정부에서 지원한 과학적 연구가 경제성장의 원동력이 되는 기술혁신을 촉진시킬 수 있다는 배경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또 과학계에는 새로운 통찰력을 얻기 위한 바탕이 되며 건강, 에너지, 환경, 농업, 국가안보 

등의 분야의 진보를 위해서도 소중한 자산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고 있다. 

   이 각서의 방침대로 될 경우 직접 연구개발을 하지 않은 회사들도 연구결과물의 디지털화된 정보를 접할 수 있으므로

그 내용을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는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기후 연구 데이터를 공개하면 기후예측기업을 

지원하는 효과가 있고, 유전체 서열 데이터를 공개하면 많은 바이오산업 혁신을 가져올 수 있다는 논리이다. 뿐만 

아니라 디지털 양식의 심사를 거친 출판물과 과학적 데이터를 폭넓게 공개하고 공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관리, 보관,

분석, 시각화 등을 위한 혁신적 경제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 및 데이터의 보관과분석, 시각화 등을 위한 혁신적 경제시장을 창출할 수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 이러한 출판물 및 데이터의 보관과

폭넓은 대중화를 통한 활용을 장려하는 정책들은 앞으로 연방정부 연구투자의 영향과 책임을 극대화하게 될 것이라고

보고 있다. 이러한 정책은 또 과학적 돌파구와 혁신을 가속화하고, 기업활동을 고취하며,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증진한다는 점도 강조하고 있다. 

   미국정부는 또한 출판사들이 체계적 상호심사를 포함한 양질의 학술적 출판물을 축적하는 데 유용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됨을 인지하고 있다. 정부가 정부지원 연구결과물의 공개와 디지털 자료화를 확대하기 위해서는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해당 정부기관이 결과물의 공개를 증진하는 것에 대한 분명하고 체계적인 정책을 가져야만 한다고 보고, 

관련 기관들이 마련해야 할 구체적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각서의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이 관련 기관들이 마련해야 할 구체적 계획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각서의 마지막에 제시되어 있는 이 

가이드라인의 기관별 계획에는 정부지원 연구자들, 대학들, 도서관들, 출판업자들, 정부지원 연구물의 이용자들, 

대중사회의 단체들 등과 같은 이해 당사자의 의견을 투명하게 수렴하여 이를 반영하여야 한다는 점이 기술되어 있다.

예를 들어, 연구논문이 대중에게 공개되는 기간의 가이드라인으로 ‘12개월 출판 이후 엠바고(embargo)를 이용할 수

있다’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다.

   OSTP의 각서가 발표된 이후, 물리 관련 10개 학회가 모인 AIP(American Institute of Physics)의 존 헤인즈

(John Haynes) 부회장은 이 단체를 대표하여 다음과 같은 의견을 밝혔다. 

 “AIP 출판은 AIPP(AIP P “AIP 출판은 AIPP(AIP Publishing LLC) 모든 이해 당사자의 최대 이해를 추구하며 대중 정보 공유를 지원하고 

있으며, OSTP가 밝힌 연방정부가 지원한 연구결과의 대중 접근성을 증진하는 계획을 개발하도록 요구한 바를 지지

한다. 각서의 지시 내용은 AIPP와 다른 학술출판사들이 지향하는 ‘대중과 전체 연구자 집단 모두 최고 수준의 과학

정보에 대한 최대한의 접근성을 공유하도록 한다’는 가치와 일치한다. AIPP는 이러한 사실을 학술출판에 필요한 지속가능한

비즈니스 모델에 대한 요구로도 인지하고 있다. 

  (나아가 우리는) OSTP에 협력관계(partnership)의 유연성을 강조하여줄 것을 요청한다. 학술출판은 학문 진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술저널은 연구결과의 소통에 있어 가장 중요하고 효과적 방법이다. 출판사들은 연구에 대한 

가치를 부여하고 효과적 소통방법을 찾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다. 여기에는 엄정한 상호심사 과정, 편집, 출판, 영구적가치를 부여하고 효과적 소통방법을 찾기 위해 막대한 투자를 한다. 여기에는 엄정한 상호심사 과정, 편집, 출판, 영구적

저장 등이 포함된다. 출판물의 질과 통합은 과학의 진보와 직결된다. OSTP는 출판사들이 본질적 가치를 추구하며 과학

진보를 가능케 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어, ‘이러한 서비스를 지속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했다. 출판사들과의 협력관계는

모든 이해 당사자들의 이해를 극대화할 것이다. 출판산업이 갖춘 인프라 구조, 혁신적 기술,과적 비즈니스 업무, 국제 연구자

사회와의 네트워크 등은 정부가 지향하는 학술 결과의 대중적인 접근 증대를 가능케 할 것이다. 이러한 인프라 구조를 활용하면,

정부의 비용지출은 크게 줄어들 것이고 정부기관의 재원도 효율적으로 재배치할 수 있게 될 것이다. 

 AIP 출판은 엠바고 기간에 대한 유연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OSTP 지시 내용을 지지한다. 학문분야의 특성을 무시한 

채 획일적이고 전면적 공개를 강제하면, 출판된 학술연구물의 질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학술문헌에 대한채 획일적이고 전면적 공개를 강제하면, 출판된 학술연구물의 질과 가치를 떨어뜨리고 결과적으로는 양질의 학술문헌에 대한

접근을 증진하려는 목표를 달성하기 어려울 것이다. AIP 출판은 시장에 대한 자연스러운 압력이 혁신적 결과물과 배포 방법을

가져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대중적 접근 방법에 대한 다양성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학술출판 영역 내에서는 새로운 출판사,

저널, 그리고 사업 모델이 지속적으로 나타나고, 생산적 과학사업과 경쟁적 시장을 만들어낼 것이다. AIP 출판은 정부지원 

연구결과물의 대중적 공개를 증진하려는 정부정책에 부응하는 한편 관련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이 반영되어 있는 지속가능한

해법을 도출하고자 노력할 것이다.”

   미국 화학회 출판부 회장인 브라이언 D. 크로포드(Brian D. Crawford) 박사도 AIP 출판과 유사한 입장을 밝혔다. 

기초과학의 가장 대표적 학문분야인 두 학회가 이 사안에 대해 밝힌 입장의 공통점은 해당 학회 출판부가 학술출판에서기초과학의 가장 대표적 학문분야인 두 학회가 이 사안에 대해 밝힌 입장의 공통점은 해당 학회 출판부가 학술출판에서

축적한 전문성을 충분히 인정해주고 동반자적 협력 관계를 맺어달라는 뜻을 밝힌 것이다. 아울러, 대중적 공유라는 

철학에 공감하지만 실질적 비용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도 지적하고 있다. 양질의 학술결과물이 출판되고 디지털 

정보로 공유되는 과정에서 많은 예산이 필요함은 주지의 사실이다. 따라서 이러한 정책이 과학, 경제의 혁신적 

발전을 뒷받침하는 ‘지속가능한’ 해법으로 도출하기까지는 관련 당사자들과의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전망된다.

   미국 대통령 행정실의 산하 기관인 OSTP는 지난 2월 정부지원 과학기술 연구결과물의 공개 범위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담은 각서를 발표했다. 머지않아 실행될 이 각서의 내용을 자세히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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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자들은 얼마나 영향력 있는 학술지에 얼마나 많은 논문을 게재했느냐를 토대로 평가받는 것이 학계 현실이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학술지는 계속 양적으로, 질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학술지 운영환경을 잘 

활용하여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를 추진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2,124종(KCI등재지 기준)의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으며, 이 중 국제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는 150종 내외이고,

DOI 학술지는 약 500종에 달한다. 이처럼 우리나라 학술지는 최근 양적인 면에서의 국제화는 어느 정도 진전을 보여

주었지만, 질적인 면에서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가 최대 3에도 미치지 못하는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 학술지는 이와 같이 국제적 유통과 심사/편집의 질 면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인 노출이 더욱 많아져야 하는데, 여기에는 학술지에 DOI를 붙이고 

open access를 실시하는 것이 있다. 현재 국내 DOI 학술지들은 KISTI와 의편협을 통해 국제적으로 유통되고 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국내 학술지 논문의 심사와 편집의 국제 수준화이다. 아무리 학술지의 국제적 노출이 잘 되어도

논문의 내용과 편집의 질이 떨어지면 오히려 역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다.

   해외의 경우는 대학 도서관, 공공기관, 민간 출판사 등에서 학술지의 전자화 및 글로벌 유통, open access 활성화 

등에 많은 진전이 있다. Open access는 이제 학술출판에 있어서 핫이슈로 자리 잡고 있으며, 이에 필요한 정책적·

기술적 수단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 정부, IT 기관의 기술적 수단이 활성화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한데, 이를 위해서는 저작권자, 정부, IT 기관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KISTI는 공공부문의 IT기관으로서 지난 15년 동안의 학회정보화 지원 경험을 바탕으로 전 주기적 학술지 출판 플랫폼을 

구상하고 개발 중에 있다. 이를 통해 논문 투고자는 편리한 투고환경에서 투고할 수 있으며 심사기간의 단축, 국제적 

인용의 증대 등을, 학술지 발행기관은 고품질의 학술지 출판환경과 open access, 국제적 인지도 제고 등의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는 실제 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과 협력함으로써 우리나라 실제 상황을 잘 반영한 

출판 모델의 개발로 이어질 것이다.

      이 모델은 논문의 투고, 심사, 편집이 이루어지는 창출단계, 데이터의 처리와 관리를 하는 아카이빙 단계, 저자저널 

및 검색이 이루어지는 웹 서비스 단계, 국제적인 유통이 이루어지는 확산 단계의 4단계로 구성된다. 그리고 이 모델 

개발에 참여하는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지원을 받게 된다.

   - 저자와의 CCL 및 저작권 관련 표준 협약서 제공

   - 논문투고심사시스템(ACOMS) 제공(학회가 원하는 경우)

   - 최신 IT기술이 반영된 전자저널형 검색 서비스 사이트 구축/운영

   - 표준 투고규정 및 style & format 제공

   - Full-text XML 구축(한시적) 또는 워크벤치 제공   - Full-text XML 구축(한시적) 또는 워크벤치 제공

   - DOI 기탁 대행, CrossCheck id 제공 및 랜딩페이지 구축/운영

   - Web 2.0 및 SNS를 통한 홍보 활성화 지원

   - 학술지 이용 및 인용 현황 정보 제공

   - 국제색인 등재 자문

     (단, 원고편집 작업, 인쇄 학술지 발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번 세미나의 의의와 전망

      이번 세미나는 국내 학술지의 디지털 출판을 다룬 세미나로는 아마 처음이 아닐까 생각해 본다. 그동안 각 기관에서는

우리나라 학술지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수행했지만, 이제는 학술지출판을 전 주기적으로 체계화하여 지원할

시점이 되었다고 생각한다. 이는 어느 한 기관만의 능력과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다. 학술지출판을 둘러싼 각 

주체들의 협력이 필수적이다. 이번 세미나는 우리나라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작은 발걸음에 불과할 것이다. 앞으로

각 기관들이 협력하는 더 좋은 논의의 장이 마련되기를 기대해본다.

학술지 전 주기 출판 모델 구축 계획을 설명하는 KISTI 서태설 책임연구원

   학술지 발간의 궁극적 목적은 학술논문의 이용 활성화(노출 및 인용)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학술논문의 

이용 활성화라는 것은 단순히 학술논문에 접근하여 열람하는 수준이 아니라 본문의 일부 내용 발췌 활용, 셀프 

아카이빙이나 상업적 및 비상업적 유통 등까지 포함한다. 그런데 현재 우리나라의 학술지 유통 현황을 보면, 톨 액세스

(toll access), 프리 액세스(free access), 오픈 액세스(open access)가 혼재되어 서비스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 

가운데 toll access는 학술논문을 기존의 상업적인 유통기관을 통해 유료로 이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Free access란 

학술논문에 대한 무료 접근 및 열람이 가능하되 재사용 시 저자의 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을 말한다. 지금까지는 

free access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저자의 허락 없이 재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저자의 허락 없이 재사용하기 free access에 대한 오해가 많아서 저자의 허락 없이 재사용하는 사례가 많았다. 하지만 저자의 허락 없이 재사용하기 

위해서는 open access를 정확히 이해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술지 출판 및 유통 구조의 한계점은 저작권 귀속주체가 불명확한 것과 저자 셀프 아카이빙 지원 미비, 퍼블릭 

액세스(public access) 지원 미비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KISTI의 오픈 액세스 코리아(Open Access 

Korea) 사업이 추진되고, 한국연구재단과 과총에서 수행하는 학술지 평가에 오픈 액세스를 반영하는 등의 시도가 

있었다. 하지만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정부, 연구비 

지원기관), 저작권자(저자, 학술지 발행기관), 이용자(도서관) 등의 입장에서 저작권 귀속 주체를 명확히 하고 이를 

토대로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토대로 다양한 라이선스 정책을 운용할 필요가 있다.

   해외에서는 이러한 학술논문의 저작권에 따른 라이선스 정책을 명확히 선언하기 위하여 등록 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SHERPA RoMEo 서비스로, 이곳에서는 학술지 발행기관 스스로 해당 학술지의 이용조건과 

범위에 대해서 등록하게 하고 있다. 일본도 이와 유사한 서비스인 SCPJ(Society Copyright Policies in Japan)를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와 같은 학술지 저작권 및 라이선스 등록 서비스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

   학술논문의 저작권과 라이선스 실시 유형은 다음의 3가지로 구분해볼 수 있다.

       1) 저자가 저작권자로서 CCL 채택

       2) 학술지 발행기관이 저작권자로서 학회가 CCL 채택       2) 학술지 발행기관이 저작권자로서 학회가 CCL 채택

       3) 저자가 저작권자로서 학회의 CCL 수용

   1)은 이상적인 방법이나 하나의 학술지에 여러 가지 CCL이 포함되어 유통에 어려움이 예상되며, 2)는 저자와 학술지

발행기관과의 저작권 양도과정이 필요해 추후 저작권 정책이 변경되면 저자가 대응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3)은 

저자가 셀프 아카이빙 권리를 확보하고, 학술지발행기관은 정해진 CCL에 따라 유통하므로 문제가 없다. 플로스

(PLoS)나 바이오메드 센트럴(BioMed Central)도 3)의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결론적으로 정리하면, 중요한 것은 저자와 학술지 발행기관은 저작권 귀속주체를 명확히 규정하고, 명확한 저작권 

귀속주체가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책(CC 라이선스 정책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학술지 저작권 및 귀속주체가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책(CC 라이선스 정책 등)을 공표하여야 한다. 공공부문에서는 학술지 저작권 및 

라이선스 정책을 손쉽게 등록하여 공표할 수 있는 플랫폼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 이는 국내 학술지가 다양하게 

유통되는 비즈니스 모델이 출현할 수 있는 토대가 될 것이다. 

학술지 비즈니스 모델 제안을 발표하는 김규환 교수

   Full-text 가공은 국제적인 표준을 완벽히 준수할 때만 의미가 있다. NLM DTD 3.0이 국제 표준으로 자리 잡아가는 

현 상황에서는 편집인들이 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선행될 때 성공적인 full-text XML 구축 및 서비스가 가능하다.

   미래의 학술논문 서비스는 full-text의 구조화에 의한 멀티 플랫폼 서비스가 가능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논문 

내의 각 요소 즉, 서지사항뿐 아니라 도표, 각 섹션, 참고문헌까지도 구조화하여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동안 NLM 

DTD 3.0으로 알려졌던 full-text 포맷은 2012년에 JATS 1.0이라는 이름으로 표준화되었다. JATS 1.0은 크게 서지정보 

영역(서지, 기사, 저널), 본문 영역(장, 절, 항, 특수문자), 참고문헌 정보 영역(식별자, 참고문헌 유형, 특수문자)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자저널 콘텐츠를 위한 236개의 데이터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구분되어 있으며, 전자저널 콘텐츠를 위한 236개의 데이터 요소도 포함하고 있다. 

   이처럼 구조화된 full-text 데이터로 할 수 있는 서비스는 다양하다. 기존의 PDF와는 달리 논문을 구조별로 탭 형식으로

구분하여 보여줄 수 있고, 오픈 액세스에 기반한 다양한 재이용 서비스를 비롯하여 국제색인 연계 기능, 모바일 기기용 

서비스 기능 등도 제공 가능하다.

   현재 국내에서는 JATS 1.0 수준의 full-text XML 가공을 할 수 있는 기술력을 갖춘 기관이 매우 적다. 더욱이 full-text 

XML 국제 표준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무조건 full-text XML 구축에 나섰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가 발생하여 

우려를 낳고 있다. 그러므로 품질이 보장되지 않은 상태에서 full-text XML 사업에 뛰어들었다가는 예산만 낭비하고

헛수고하기 십상이다. 이제라도 각 학술지의 편집인들은 full-text XML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연마하여 full-text 헛수고하기 십상이다. 이제라도 각 학술지의 편집인들은 full-text XML에 대한 최소한의 지식을 연마하여 full-text 

XML 투자의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Full-text XML 구축 시 체크할 사항을 간단히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국제 표준 DTD를 준수하는지의 여부

    - 특수문자에 대한 유니코드의 처리 여부

    - 도표, 참고문헌에 대한 참조 링크 처리 및 식별자 코드화의 여부

    - 참고문헌이 정상적으로 구조화되어 가동되었는지의 여부

    - PMC에서 제공하는 style 및 XML validation checker 통과의 여부    - PMC에서 제공하는 style 및 XML validation checker 통과의 여부

    - Full-text XML 서비스 탑재 시 문제가 없는지의 여부

Full-text XML 구축 기준을 설명하는 손죠의 박규태 부장

   최근 학술지의 국제적 동향의 특징은 1) 온라인화, 2) 전문(full-text) 서비스, 3) 오픈 액세스(open access)의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학술지의 온라인화는 이미 전자저널의 확산으로 무르익어가고 있고, 이제는 full-text의 보다 다양한

서비스를 위한 XML 구축이 대세를 이루고 있다. XML은 PDF와 달리 학술지의 개별 논문을 구조화하여 다양한 포맷으로 

서비스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많은 국제적인 학술 출판사에서 XML 구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장 대표적인 것이 

미국 NLM(National Library of Medicine)에서 운영하는 생의학 학술문헌 정보 데이터베이스 ‘PMC’에서 실시하고 있는 

DTD(Document Type Definition)이다. 이와 함께 학술지의 자유로운 이용을 위한 open access 운동도 확산 일로에

있다. 있다. 

   하지만 국내의 경우 이제 XML과 open access를 체계적으로 지원해줄 수 있는 환경을 구축해가고 있는 상황이다.

KISTI(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는 향후 2년 동안 국내 환경을 고려한 전(全) 주기적 학술지 출판 플랫폼(K*Pub)을

개발하고 있다. 이 플랫폼은 학술논문이 국제적으로 유통될 수 있는 표준을 준수할 것이며, 학술지 발행기관의 자체

역량을 강화하고,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 및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 평가에도 기여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KISTI는 지난 15년간의 학회정보화 지원사업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학술지 출판 플랫폼을

개발하게 될 것이다.

학술지 국제화의 방향성을 소개하는 KISTI의 최선희 국내정보실장

   디지털 출판에 대한 학술지 편집인의 뜨거운 관심

   편집인들의 열기는 예상보다 더 대단했다. 준비기간이 짧고 홍보작업도 충분하지 못했고 게다가 연휴 전날 개최되는

일정이었기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참석할까, 내심 걱정하는 마음이 있었다. 그런데 등록 신청을 접수받기 

시작한 지 일주일도 안 되어 신청자가 100명을 훌쩍 넘겼으며, 세미나가 열리던 당일에는 200여 명이 참석하여 성황을

이루었다. 이는 요즘 우리나라 학술지 편집인들이 학술지의 XML 출판과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추진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도 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지난 6월 5일 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학술지편집인과 관계자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우리나라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디지털 출판 동향을 다루는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 세미나에서

발표된 내용을 요약해 소개한다.

서태설

[과편협 기획운영위원, KISTI 국내정보실 책임연구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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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간 논문 발표 수(1985~20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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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겨우 국내에서 공인된 학술지로서 입문한 셈이라 할 수 있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는 벌써 국제저널로

발돋움하기 위한 국제적 학술교류 증진을 요구받고 있다. 이러한 시대적인 환경에서 냉정한 질문을 해본다.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가 보건정보학 및 보건통계학의 국제적 교류 증진과 수준 향상에 충분히 기여할 수 있는가?

보건정보통계 분야의  학문흐름을 선도할 수 있는가? 이러한 질문에 더욱 숙고할 수밖에 없다. 단지, 국문학술지라는

이유 때문만이 아니다. 국제화를 위해서는 논문집의 영문화뿐 아니라 투고논문의 모집/접수, 심사, 편집 등 학술지의

기획, 편집, 발간, 홍보 등 국제화를 위한 학술지 편집업무 전반에서 전략계획 수립 및 실천이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과 다짐을 해본다.취지에서 다음과 같은 전략과 다짐을 해본다.

   △ 국제화를 위하여 편집위원회의 조직 및 역할을 강화한다. 

       현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의 편집위원은 보건통계 및 보건정보 분야의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구성·운영된다.

       그러나 스코퍼스(Scopus) 및 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SCIE) 등재를 위한 국제화 전략의 수립 및 실천이 잘 

       수행될 수 있도록 편집위원장을 포함한 편집위원들의 역할을 재설정할 예정이다. 즉 이하의 전략계획을 실천하는

       과정에서 각 위원의 전문성과 의향에 근거하여 최소한의 역할을 분담하여 업무별 ‘티에프티(Task Force Team)’

       를 구성하여 협력과 연계에 의한 편집위원회를 운영할 계획이다.   

   △ 편집업무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 편집업무의 체계화 및 전문성을 강화한다. 

       현재 편집간사 및 전문편집인을 선임하여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국제학술지 수준의 투고 및 심사논문의

       관리, 편집전문성 등까지 수행하기에는 아직 미흡한 점이 있다. 편집업무의 역할 강화를 위하여 자체 워크숍, 

       과편협 및 의편협의 전문교육, 연구재단 등에서 실시하는 전문교육에 적극 참여할 계획이다.

   △ 학술지의 국제화를 단계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한다. 

       현재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는 본문은 한글이지만 제목, 초록, 표 및 그림, 참고문헌 등은 모두 영문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러나 국제적인 인용과 교류를 위하여 편집내용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영문화도 중요하지만,

              기본적인 편집지침을 체계화하여 실천하는 것도 잘 수행되어야 한다. 이를 위래 국제화에 성공한 인접 학술지의

       경험과 노하우, 국제적인 학술DB 담당자, 관련 전문가 등의 자문도 받을 예정이다. 

       학술지의 명칭도 변경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선 현재의 영문화 수준에서 나아가 영문의 내용과 

       편집수준을 향상하여 Scopus 및 SCIE 등재를 추진할 계획이다. 국제화 추진과정에서는 보건정보통계 관련 

       국제학술지들의 현황을 분석한 뒤 우리에게 적합한 포지셔닝 전략을 찾아 구사할 계획이다. 

   △ 학술지 게재논문의 질 및 인용지수 향상 방안을 적극 강구한다. 

       학술지의 생명을 결정하는 요소들로는 양질의 최신 논문들이 투고되어 엄격한 심사에 의해 논문이 게재되고, 

              게재된 논문들이 잘 홍보되며, 후속논문들에게 많이 인용되는 것 등이 있다. 생명력 높은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임의로 투고되는 논문들을 심사하여 게재하는 수동적인 편집에서 탈피하여 새로운 보건통계 및 보건정보 

       분야의 학문흐름을 선도하고, 학문영역으로서 위치를 공고히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편집체계를 갖추려고 한다.

       즉 최신 주제에 대한 특집형식의 논문을 공모 또는 의뢰하는 논문모집, 논문심사의 공정성과 충분성 확보를 위한

       심사위원의 구성, 심사지침 안내를 통한 심사의 질적 향상 등을 도모할 예정이다. 또한 춘계 및 추계 학술대회를

       통하여 수준 높은 논문의 작성, 올바른 투고논문 심사에 대한 강습회(tutorial session)를 개최하여 국내연구자들의

       역량을 강화할 예정이다. 나아가 투고된 논문의 평가에 의한 우수논문 및 심사의견 평가에 의한 우수심사위원에게

              시상을 하는 자리를 마련하는 한편 우수논문의 홍보 등을 통하여 논문의 적절한 인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1970년대 초에 창립한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는 길지도 않지만 짧지도 않은 역사에 비하여 학술연구와 그에 

따른 학술논문의 수는 적은 편이었다. 한정된 연구자들, 연구대상의 지역성 등의 이유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들에 

따라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의 발행주기는 연 1회로 유지되었다. 설상가상으로 관련분야 학회들의 분화 움직임이

활발했던 1990년대 말부터는 편집위원회의 운영 및 학술지 발간도 원만하게 진행되기 힘들 정도였다. 2006년까지 

한국연구재단에 등재도 하지 않은 채 2006년까지 어렵게 발간되어 왔다.

    2006년 말 학회의 회장단 교체 시에 학회 및 학회지의 발전적 방향을 모색하던 이승욱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 

채영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태림 교수(방송통신대 통계학과) 등 당시 회장단에서 편집위원장을 2명으로 채영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이태림 교수(방송통신대 통계학과) 등 당시 회장단에서 편집위원장을 2명으로 

선임하여 역할을 하도록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필자와 강대용 교수(연세대 의과대학 연구부)가 2007년부터 

공동편집위원장을 맡게 되었고,  이후 채영문 교수(연세대 보건대학원, 2007-2008년 학회장) 및 호승희 박사(국립재활원

재활연구소, 2007~2008년 총무이사)의 지원을 받아 학회에서 발표된 논문, 학위논문, 보건정보통계 연구과제 등에 

투고를 권유하여 연 2회 발간하게 되었다. 

  나아가 심사의 적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논문심사 제도를 강화하였다. 이전까지 편집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분들께

논문의 심사를 의뢰했다면, 논문의 주제에 대해 활발한 연구를 수행하고 계시는 생면부지의 교수님들께 심사의뢰를 

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논문의 심사는 적격한 전문가를 탐색하여 예고 없이 의뢰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의 있는하게 된 것이다. 지금도 논문의 심사는 적격한 전문가를 탐색하여 예고 없이 의뢰하고 있다. 이 자리를 빌려 성의 있는

심사와 유익한 심사의견을 주신 심사위원 분들께 감사드린다. 덕분에 강대용 교수와 필자는 논문모집, 편집, 심사관리

등 학회지 편집업무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게 되었으며, 2010년에는 등재후보지로 선정되는 성과를 얻게 되었다. 

   또한 학술지의 표지 디자인, 편집 및 인쇄과정에 적극 참여하는 편집실무자가 없는 상태에서 4년 정도 진행하기도 

하였으나 2010년부터 편집간사와 전문편집인(manuscript editor)을 두어 실무적인 편집업무를 강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는 점차 공동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편집간사, 편집전문인 등 각자에게 주어진 업무가 점진적으로 일상적이라

할 만큼 전문화되어가고 있다.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는 보건학, 정보관리학, 통계학, 지역사회간호학 등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의 여러 학문 분야가

융합 또는 연계하여 연구하는 응용과학이며,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는 1973년도에 창립한 한국보건통계학회에서

발간해온 『한국보건통계학회지』에 근거한 저널이다. 『한국보건통계학회지』는 1975년 창간호를 발간한 이래 

1999년까지 매년 한 호씩 발간해오다 2000년부터는 연간 두 호씩 발간하고 있다.

   본 학회는 초대회장 고응린 교수(한양대 의과대학)와 2대 회장 김정근 교수(서울대 보건대학원)께서 보건통계학의 

중요성과 분과학문으로서의 독립성이 필요하다고 인식하여 학회를 발족시켰다고 한다. 창립 이후 본 학회는 통계학을

보건학 분야에 응용 및 접목하여 국가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분야 보건통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연구해왔다. 특히 보건학 분야에 응용 및 접목하여 국가보건통계 및 보건의료 분야 보건통계 전문가들을 양성하고 연구해왔다. 특히 

1970년대와 1980년대에는 인구통계, 공중보건, 출산력, 산업보건 등 보건 분야 정책 등을 위한 통계생산 및 연구를 

통하여 우리나라 보건통계학의 학문적 기반을 조성하는 한편 인구 및 공중보건 분야 정책의 수립 및 평가에 과학적인 

근거와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의학연구에 필수적인 통계적 방법을 제공하고 교육함으로써 우리나라 의학연구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2004년 한국보건정보학회는 보건정보교육학회와 통합, 정보화사회에서 필요한 통계와 정보의 긴밀성에 따른 융합 및

연계 연구, 정보통신기술 기반의 보건교육 및 보건정보화 연구를 포괄하게 되었으며, 학회지명칭도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지’

로 변경하였다.로 변경하였다.

류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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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의 발간빈도 수가 SCI등재에 영향을 미치는가? 예를 들면, 일 년에 한 번 발간되는 저널도 SCI등재가

가능한가? 대부분 계간 및 격월간으로 발간하는 것이 좋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더불어 분모를 줄이면 IF가

올라가지 않는가?

공식적(formal)으로 발간빈도 수는 등재선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발간빈도 수보다는 좋은 논문을 가능한

한 빨리 발간한다는 개념이 중요하다. 편집진들은 빈도(frequency) 자체보다는 질(quality)이 높은 저널을 빨리

발간하는 것, 즉 좋은 주제(the best issue)를 선정(selection)하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

결론적으로 좋은 저널은 가능한 한 빨리 발간하여 독자의 관심을 모으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좋은 저널= 독자가 기다림=상업성이 높음)

그리고 연구 결과, 논문 수와 저널빈도 수는 상관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남아메리카 저널은 완전 오픈

액세스(open access) 형식으로 발행되나 논문의 질이 매우 떨어져서 그저 발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액세스(open access) 형식으로 발행되나 논문의 질이 매우 떨어져서 그저 발간하는 것 자체에 의미를 두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정적임)

임의의 저널의 논문(article)이 지역이나 문화에 치우치면 인용지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등재선정 과정에서

부정적인 영향을 받는 게 아닌가?

흥미로운 질문이다. 당연히 인용지수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친다고 봐야 될 것이다. 그러나 현재로서는 그 

정보를 등재선정 시 별도로 고려하지는 않는다.

SCI 카테고리에 있는 어떤 저널이 SSCI에서 인용된다면, 이것은 IF 평가 시의 인용지수에 잡히는가?

물론(sure)이다! WoS D/B에 들어 있으면 모두 잡힌다. 그리고 반대의 경우 즉, SSCI가 SCI에 인용되는

것도 잡힌다.

자기인용(self citation)에 관한 규정은 학술지(journal) 및 저자(author) 모두에게 해당되는가?

그렇다

우리 저널은 인문학에서의 ‘한국역사’ 저널분야에 속해 있으며 한글로 발간된다. 독자가 특수한 부류에만

해당하므로 SCI등재에 근본적으로 매우 취약하다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어떻게 하는가?

매우 흥미로운 질문이다. 당연히 그럴 것이다. 그러나 저널의 독자층이 누구인지(who is audience or reader?)

를 생각하라. 국제적(international)인가? 이것은 독일역사저널, 일본역사저널, 중국역사저널 등에게도 적용되는

질문이다. 그러나 이들 저널은 국제적으로 많이 인용되고 있다. 따라서 언어도 중요하지만 국제성을 갖는 것도

중요하다. 진정한 독자층(real audience)이 누구인지를 생각하라. (결국 국제적인 언어로 발간하도록 노력하는

것을 중요하게 판단하는 것으로 느껴졌음.)

IF 산정 시 WoS D/B에 있는 것만 하는가? 

그렇다

IF의 계산은 기본적으로 WoS의 서지정보에 색인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카운팅하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 

설명자료를 보면 WoS에는 SCIE, SSCI, AHCI, CPCI(Conference Proceedings Citation Index), BkCI(Book

Citation Index) 이렇게 총 5개의 독립적인 데이터베이스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IF의 산정 시 이들

데이터베이스 간의 인용관계도 모두 포괄하는가? 그리고 전자, 정보통신기술분야의 저널은 전통적인 의미에서

의 학술저널보다는 학술대회(국제컨퍼런스)에서의 전문가들의 교류, 발표 등을 통해 최신의 정보교환 및 유통이

이루어지는 장으로 알려져 있다. CPCI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향후 어떻게 발전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듣고 싶다 . 

BkCI를 제외한 네 개의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포괄한다. 즉, 네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모두 포괄하는 데이터

풀(pool)에서의 인용이 모두 트래킹된다고 보면 될 것이다. CPCI는 전 세계 각지에서 일어나는 컨퍼런스 자료

중 매우 정기적으로 개최되고 질(quality)이 높은 컨퍼런스 자료를 표준기준에 따라 엄선하여 색인한다. 현재

약 1만 5,000종의 프로시딩이 색인되고 있으며 매년 일정량이 추가되는 추세이다. 

   제임스 테스타 부사장의 강연이 끝난 후 질의응답 시간이 주어졌다. 각 학술지를 대표하여 참석한 편집장 혹은 사무국

직원들은 매우 유창한 영어를 구사하면서 질문하였다. 시간이 부족할 정도였다. 참석자들의 질문은 세미나가 완전히

폐회된 후에도 이어졌다. 제임스 테스타 부사장은 자리를 뜨지 않고 행사장의 가장자리에서 계속되는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을 해주어 큰 감동을 주었다. 

    비록 필자의 영어 귀가 짧을지언정 이때 나눈 질문과 답변을 간략히 정리하여 감히 소개한다. 사실 질문내용이 더욱

뜻 깊었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진작부터 과편협의 기획운영위원장 김형순 교수(인하대 신소재공학부)가 개인적으로

특별한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한다. 특별한 부탁을 하였기 때문이기도 한다. 

   톰슨 로이터사의 역사와 Web of Knowledge의 강력성, SCI의 의미 그리고 SCI 선정절차(<그림 10> 참조) 등에

대한 강연이 유창한 영어로 이어졌다. 강연을 듣는 중에 필자의 머릿속에서는 갑자기 ‘SCI(E)등재는 지속적이고

정규적으로 규격화되어 있으면서 심사와 편집절차가 정상적이고 그 발간의 효과성도 어느 정도 확보된 매우 정상적인 

학술지라면 당연히 등재될 것’이라는 결론(?)이 내려지고 있었다.

<그림 9> 톰슨 로이터사의 제임스 테스타
             (James Testa) 부사장의 열띤 강연

<그림 10> 톰슨 로이터사의 SCI 선정절차도

   드디어 이 세미나의 하이라이트인 ‘The Thomson Reuters Journal Selection Policy – Building Great Journals –

Adding Value to Web of Science’의 차례가 되어 제임스 테스타 부사장이 단상에 올랐다.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제임스 테스타 부사장은 현재 톰슨 로이터사의 보건의료 및 과학사업부에 속해 있으며, 1983년 톰슨 로이터사(당시

ISI)에 입사하여 2007년 편집 및 출판국의 선임국장을 역임한 데 이어 현재 SCI 저널 선정에서 핵심 역할을 맡고 있다.

   이승재 박사는 이러한 국내 상황을 돌파할 수 있는 전략으로 톰슨 로이터사의 D/B를 적극 활용하여 가장 효과적인

R&D분야를 선택하여 그것에 집중할 것을 추천하였으며 이는 신뢰성 있는 D/B 구축이 전제 될 때 가능하다고 설명

하였다. 이어 이 박사는 그것은 바로 톰슨 로이터사의 WoS D/B가 수행할 수 있는 것이며, 따라서 이를 활용하면 

고객맞춤형 및 통합분석모니터링도 서비스할 수 있다고 역설하였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그 유명한 WoS D/B의

확보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것. 톰슨 로이터사가 이를 소유하고 있는 것이 부러웠다. ‘아! 모든 학술정보는 톰슨 로이터사로

통한다’라는 구절이 자연스레 떠올랐다.

      마침 짧은 휴식시간이 주어지고 제임스 테스타 부사장과 개인적으로 대면할 기회를 잠시 가질 수 있게 되었다. 10년

의 세월이 이렇게 흘렀던가? 우리는 서로를 보자마자 금방 알아보았다. 하지만 서로에게 머리카락을 보여주며, 자연스

럽게 늙어가는 서로의 모습을 바라보며, 한참 웃었다. 필자는 제임스 테스타 부사장에게 『JEET』의 SCIE등재에

대한 감사 인사를 간단하게 전하면서 등재 당시의 영향력 지수(IF)가 0.569이었다고 소개하였다. 제임스 테스타 부사장은

이에 대해 “Not bad”라고 답하였다. 사실 전기공학분야에서 이 정도의 IF는 그 표현 그대로 ‘Not Bad Not Good’ 이라

할 수 있지만 그의 대답에서는 어쩐지 나를 위로하는 것 같은 느낌도 받았다. 

<그림 7> 최근 이뤄진 한국 연구결과물의 현황 <그림 8> 한국의 상위 1% 이내 연구논문출판의 비중

   다음으로 ‘연구결과물로 살펴본 한국의 R&D 성과비교 및 향상방안’이라는 주제로 톰슨 로이터의 한국지사인 IP &

Science의 이승재 부장(정보분석 컨설턴트)의 발표가 이어졌다. 이 강의에서는 최근 우리나라의 연구결과물들이

국가 정책 지원정책에 힘입어 R&D 면에서 많이 성장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SCI급 저널의 등재 및 논문 

수 등에서는 아직 여전히 매우 미약한 것이 사실이다. (<그림 7> 및 <그림 8> 참조) 

<그림 3> 학문분야별로 살펴본 국내의 학회 현황 <그림 4> 국내학술지의 연간 발행횟수 현황

<그림 5> 국내학술지의 해외 D/B등재 현황 <그림 6> 톰슨 로이터 한국지사 이승재 부장
           (정보분석 컨설턴트)의 발표

   행사는 특별세미나의 의미와 감사의 인사를 담은 한국연구재단 이걸우 사무총장의 개회사와 함께 시작되었다. 

이어서 바로 한국연구재단 학술기반진흥팀 최태진 팀장의 ‘국내 학술지 현황 및 차세대 학술지 지원방향’라는 주제의

발표가 있었다. 이 강연을 통해 우리나라 저널의 최근 동향을 자세히 알게 되어 매우 좋았다. 

   특히, 인문사회과학분야의 경우 발간하는 저널 수(1,275종, <그림 4> 참조)가 학회 수(1,864개)에 비해(<그림 3> 참조)

상대적으로 적었는데(1,275종, <그림 4> 참조), 이와 관련하여 군소난립학회가 있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기도 했다.

그러나 다행히 최근 들어 인문사회과학이 KCI인용지수 등에서 상승하고 있다고 하였다. 필자는, 비록 공학분야의 

교수지만, 평소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인문사회과학연구가 실제보다 다소 저평가되는 것이 마음 아팠는데 이 자료를교수지만, 평소 우리나라의 수준 높은 인문사회과학연구가 실제보다 다소 저평가되는 것이 마음 아팠는데 이 자료를

보니 참으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저널의 발간 횟수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알려주었다. 인문사회과학 분야에서는 연평균 2회 발간하는 저널이 가장 

많으며, 자연과학분야 및 공학분야에서는 각각 계간 및 격월간으로 발간되는 저널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아무래도 자연과학과 공학은 그 연구결과의 발표주기의 긴급성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그러나

국내학술지의 WoS(Web of Science)의 수록 현황 즉, SCI급에 등재된 국내학술지의 비율은 전체 학술지의 1% 정도에

미치는 자료를 접하고는 나 스스로를 반성해보기도 하였다. 

   끝으로, 앞으로의 지원정책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학회 및 학술대회의 정보화 지원, KCI와 WoS, Scopus 등과의   끝으로, 앞으로의 지원정책을 밝히는 부분에서는 학회 및 학술대회의 정보화 지원, KCI와 WoS, Scopus 등과의 

DB 연계 등에 관한 기술적인 언급만 밝혀 다소 안타까웠다. 사실 필자가 원했던 자료는 올해 국제적인 학술지에 대한 

지원금 규모 등이었다.

<그림 1> 참석자들로 만원을 이룬 대강당 <그림 2> 좌석이 부족하여 별관에서 시청하는 참석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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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출장을 통해 느낀 가장 중요한 사항을 꼽는다면, 단연 오픈 액세스의 확산이다. PLoS와 bepress는 모두 OA

출판을 핵심으로 하고 있었고, 영국 정부는 지난 4월부터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의무 규정을 법제화하여 시행에

들어갔다. 이 밖에도 세계적인 학술출판사들이 모두 오픈 액세스 출판 비즈니스를 적극적으로 수행하기 시작했다.

   다음으로는 전문성과 투자 규모의 측면이다. 이번에 방문한 세 기관 모두 하나의 업무에 집중하여 고도의 전문성을

가지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고 그에 따라 세계적인 명성을 유지하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국내 환경은 매우 열악하다

하지 않을 수 없다. 국내에는 제대로 된 국제적 학술출판사가 없는 실정이어서, 국내 학회들이 국제적 학술지 출판에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많은 애로를 느끼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마지막으로 글로벌 비즈니스의 중요성이다. 세 기관 모두 전 세계를 대상으로 자체의 비즈니스를 확대해 나가고 

있었다. 국내 학술지도 이제는 국내에서만 머물 것이 아니라 시야를 전 세계로 넓혀서, 논문투고와 출판이 국제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전환해야 할 시점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구글 캠퍼스(Google Campus)는 실리콘밸리 지역인 마운틴 뷰(Mountain View)에 자리하고 있다. Google의 건물이

위치한 곳은 꽤 넓어서 자동차나 택시를 이용해야만 찾아갈 수 있다. 

   우리는 이곳에서 구글 스칼러(Google Scholar)의 창시자이며 대표자인 아누라그 아차야(Anurag Acharya)와

지난해 한국을 방문하여 과편협 세미나에서 발표를 한 적이 있는 달시 다프라(Darcy Dapra)를 만나 ‘OAK Central’과

KoreaScience의 Crawling에 대한 기술적인 사항을 논의하였다. Google Scholar는 한국의 학술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서, 이번에 OAK Central과 KoreaScience를 공개하기로 한 것에 대해서 매우 반가워하였다.

        Google Scholar에는 모두 7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으며 이들의 국적은 모두 다르다고 한다. 이 작은 인원으로

구성된 조직에 의해 전 세계인이 이용하는 Google Scholar가 운영되는 것은 무척 놀라운 일이다. 흥미로운 것은

Google Campus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식사와 음료가 모두 무료로 제공되는 점이었으며, 기념품 가게도 운영되고

있었다.

     ▶ 왼쪽: Google 건물 앞에서 서태설 박사와 박민수 박사

     ▶ 오른쪽: Google Scholar 책임자인 아누라그(Anurag, 왼쪽에서 두 번째)와 파트너 매니저인 달시

                    (Darcy, 오른쪽에서 두 번째)와 함께 

   비프레스(bepress, Berkeley Electronic Press)는 UC 버클리(UC Berkeley)대학교의 정문 근처에 자리하고 있다.

조그만 건물에 자리 잡은 이곳 역시 간판이 매우 작게 표시되어 있어서 찾기가 그리 쉽지 않았다.

   bepress는 학술단체에 IR(Institutional Repository)과 학술출판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회사로, 1999년 

UC 버클리 법대 교수 세 명이 설립하였다.

   bepress는 현재 ‘Digital Commons’라는 학술출판 플랫폼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 현재 전 세계 약 300개 

학술지가 Digital Commons로 출판되고 있다. 처음에 이 플랫폼은 법학분야 중심으로 사용되었으나 지금은 전 

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Digital Commons는 학술지, 단행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식의 학술출판을 수용하고분야에 적용하고 있다고 한다. Digital Commons는 학술지, 단행본, 컨퍼런스 등 다양한 형식의 학술출판을 수용하고

있다. Digital Commons는 Software as a Service (SaaS) 형식으로 서비스하기 때문에 사용자가 운영을 위한 별도의

장비나 운영비를 지불해야 하는 부담이 거의 없는 것이 장점이다. 그러나 아쉽게도 아직 국내 기관이나 학술대회 중 

Digital Commons를 사용하는 곳은 한 곳도 없다.

   이밖에 bepress는 학술지 대상의 프로모션을 위해서 CLOCKSS, WorldCat, Primo, Summon, EBSCO Discovery,

CrossRef, DOAJ, Ulrich's, ISSN 등에 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bepress는 향후 Digital Commons Network(e-Pubs)을 미래 서비스로 개발하여 Digital Commons로 출판되는

모든 출판물이 주제 분야별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모든 출판물이 주제 분야별로 서비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 왼쪽: bepress 건물 앞에서 서태설 박사와 박민수 박사

     ▶ 오른쪽: bepress의 대표 장 가브리엘(Jean-Gabriel, 오른쪽)과 부사장 팀(Tim, 왼쪽)과 함께

   지난 3월 말, 필자는 박민수 박사(과편협 원고편집위원)와 함께 최근의 학술지 출판동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샌프란시스코 지역에 자리한 유수의 학술출판기관을 다녀왔다. 방문하였던 기관은 세계적인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발간하는 플로스(PLoS)와 UC 버클리(UC Berkeley) 법대에서 출발한 비프레스(bepress)라는 

학술출판기관, 그리고 세계적인 학술검색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 스칼러(Google Scholar) 세 곳이다. 세 기관의 

특징과 느낌을 간단하게 정리한다 .

   오픈 액세스 학술지를 발간하는 플로스(PLoS), 학술출판 솔루션을 제공하는 소프트웨어 기업 비프레스

(bepress), 학술검색사이트를 운영하는 구글 스칼러(Google Scholar)는 학술지 출판의 흐름을 주도하는 

대표적인 학술출판기관들이다. 이들 세 기관을 탐방하고 돌아온 서태설 KISTI 책임연구원의 후기를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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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 과학자의 논문 평가 시, 고용 • 승진 • 연구비지원 결정 시,개인 연구논문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로 IF와

    같은 저널 기반의 계량수치를 사용하지 말라.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관 등에서 과학연구 산출물에 대한 평가방법을 개선해야 한다.

   2012년 12월 16일 샌프란시스코에서 열린 미국세포생물학회(American Society for Cell Biology) 연례총회에서 

학술지 편집인과 출판인 관계자가 모여, ‘연구평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 선언(San 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을 발표하였고, 과학 전 분야에 걸쳐 관심 있는 사람들에게 DORA 서명에 동참할

것을 촉구하였다.

   과학연구 산출물은 연구논문, 신기술 보고서, 데이터, 소프트웨어, 시약 등 다양하다.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관, 

연구자 자신 등 모두가 연구결과물의 영향력과 질을 평가하고 싶어하며, 연구결과물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현명하게연구자 자신 등 모두가 연구결과물의 영향력과 질을 평가하고 싶어하며, 연구결과물은 정확하게 측정하고 현명하게

평가해야 한다.

   개인과 기관의 연구결과물을 비교하는 주요 척도로 저널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가 많이 사용된다.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에서 제공하는 IF는 원래 논문의 질을 평가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도서관에서 어떤

저널을 구독할지 정하는데 사용하고자 만든 것이었다. IF는 연구평가 도구로서는 결함이 많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한계점으로 첫째, 저널 내 인용분포가 왜곡되었다[1-3], 둘째, IF의 속성은 분야마다 상이한데, IF는 원저(research

paper)나 종설(review)을 포함해서 복합적이고 매우 다양한 논문 유형의 총합체라 할 수 있다[1,4]. 셋째, IF는 

편집정책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5]. 넷째, IF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투명하지도 않고 공공의 접근도편집정책에 따라 조작될 수 있다[5]. 넷째, IF를 측정하기 위해 사용된 데이터가 투명하지도 않고 공공의 접근도

불가능하다[4,6,7].

   연구결과물의 질을 평가하는 도구를 개선하기 위해 아래와 같이 권고사항을 만들었다. 앞으로는 연구논문 외의 

것들이 연구효율성 평가에서 점점 중요해질 것이지만, 연구평가에 사용되는 주요 연구결과물로는 peer-reviewed

연구논문이 여전히 큰 비중을 차지할 것이다. 그러므로 선언문은 기본적으로 peer-reviewed 저널의 연구논문에

초점을 맞추었지만, 주요 연구결과물로서 데이터세트와 같은 부가적 산물에 확장하여 적용할 수도 있다. 이 권고사항은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기관, 출판사, 계량수치 제공 기관,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은 DORA의 근간이 되는 권고사항이다.    다음은 DORA의 근간이 되는 권고사항이다. 

  

  - 연구비지원, 고용, 승진 결정 시 IF와 같은 저널 기반의 계량수치를 사용하지 말라.

  - 연구결과물 평가 시 논문이 실린 저널을 기반으로 평가하지 말고 논문 자체를 평가하라.

  - 논문의 글자수, 그림 • 참고문헌의 수 등의 불필요한 제한을 완화하는 것과 같이 온라인 출판물에서 제공되는 

    기회를 활용하라.

   DORA에서는 다음과 같이 연구평가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항목을 제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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