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등재 및 수상 소식

   한국수산과학회의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 Scopus 등재

   과편협 허선 기획운영위원장 ‘12th EASE General Assembly’에서 포스터상 수상

   대한장연구학회 ‘의학학회대상 우수상’ 수상

- 행사 개최 소식

- 회원 예정행사 안내

   대한내과학회 영문잡지(TheKoreanJournalofInternalMedicine,KJIM)는 2014년 2월 7일 Thomson Reuters

로부터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 등재 편지를 받았다. KJIM창간 28년만이며 SCIE등재

본격적으로 준비한지 7년만의 일이다. 준비과정을 통하여 KJIM의 진화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국제

학술지로 발전을 준비하는 다른 학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양철우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편집위원장,

              가톨릭대 심장내과학 교수, 과편협 기획운영부위원장)

Long way for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to be listed in SCIE journal

   누구를 저자(author) 명단에 올리고 누구를 기여자(contributor) 명단에 올릴 것인가? 이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명쾌한 기준을 소개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의 편집인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김정아(한양대 간호학부 부교수, 과편협 정보출판위원)

   연구윤리 진실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취되고 있지만 규정 정비 등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고, 지금 바로 개선한다면 학위논문에서의 연구진실

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박기범(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인재정책센터 연구위원, 과편협 출판윤리위원) 

  아시아의 편집인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과편협은 오는 7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3일간 한국과학

기술회관에서 아시아 편집인들을 모시고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4’를 개최할 예정

이다. 이번 행사는 14개국 160명의 학술지 편집인, 원고편집인 등 과학학술지 편집 관련 종사자가 참석하여 아시아 각

나라의 학술지 발간 및 편집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학술지 편집의 새로운 국제표준에 대해서도 교육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아시아과학편집인협의회의 창립식을 거행할 예정이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글: 윤철희(과편협 정보출판위원, 서울대 식품동물생명공학부 교수)

교정: 김선래(교정 전문 작가)

● 과편협,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4 개최예정

지난 6월 13일~15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유럽과학편집인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의

‘제12회 EASE 사무총회 및 회의(12th EASE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Split 2014)’의 컨퍼런스에서 과편협의 

허선 기획운영위원장과 특별회원 인포루미의 장재화, 엠투커뮤니티의 조윤상, 임정희, 그리고 크로스레프(CrossRef)의

레이철 래미(Rachael Lammey)가 워크숍의 연사로 참여하여 유럽 편집인들에게 학술지 편집에 관한 최신 정보 기술을

교육하였다.

● 과편협, EASE 주관 워크숍에서 CrossRef와 공동 연사로 참여 ● 과편협, EASE 주관 워크숍에서
   CrossRef와 공동 연사로 참여

● 과편협,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4 
   개최예정

● 과편협 회의 개최

● 2014년도 과편협의 행사 및 계획● 2014년도 과편협의 행사 및 계획
   (7월~12월)

● 회원현황(과편협 회원현황/신규회원)

● 단체회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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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보건

공학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Intestinal Research

KSCE Journal of Civil Engineering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대한토목학회논문집)*

김유선

김호경

임윤묵

대한장 연구학회

대한토목학회

대한토목학회

*조건부 승인: 2014년 내에 저자 소속을 영문으로 기재한다는 조건하에 승인되었습니다.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1차)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4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2차)중급교육과정(2차)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3차)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4차)

제6회 출판윤리 워크숍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5차)중급교육과정(5차)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6차)

하계임원워크숍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7차)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8차)중급교육과정(8차)

출판윤리 포럼4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9차)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10차)

ALPSP International

Conference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11차)

원고편집인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12차)

제15회 원고편집인

워크숍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

7월         8월       9월

AMWA's 74th

Annual Meeting

2014 CrossRef

Annual Meeting 

제16회 편집인 워크숍

제7회 출판윤리

워크숍(12월 중)

10월         11월       12월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날짜

2014. 4. 3.

2014. 5. 7.

2014. 5. 9.

2014. 5. 29.

2014. 6. 27.

회의

아시아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준비회의 1차

아시아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준비회의 2차

2014-3차 임원회의

아시아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준비회의 3차

아시아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준비회의 4차

   아시아의 편집인들이 서울에서 만나는 자리가 마련된다. 과편협은 오는 7월 2일(수)부터 4일(금)까지 3일간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아시아 편집인들을 모시고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4’를

개최할 예정이다. 이번 행사는 14개국 160명의 학술지 편집인, 원고편집인 등 과학학술지 편집 관련 종사자가

참석하여 아시아 각 나라의 학술지 발간 및 편집현황을 발표하는 한편, 학술지 편집의 새로운 국제표준에 대해서도

교육받을 예정이다. 더불어 아시아과학편집인협의회의 창립식을 거행할 예정이라 더욱 뜻 깊은 행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6월 13일~15일 크로아티아에서 열린 유럽과학편집인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의 ‘제12회 EASE 사무총회 및 회의(12th EASE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Split 2014)’의 컨퍼

런스에서 과편협의 허선 기획운영위원장과 특별회원 인포루미의 장재화, 엠투커뮤니티의 조윤상, 임정희, 그리고

크로스레프(CrossRef)의 레이철 래미(Rachael Lammey)가 워크숍의 연사로 참여하여 유럽 편집인들에게 학술지

편집에 관한 최신 정보 기술을 교육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작년 7월 과편협이 국내 편집인을 대상으로 진행한‘제9회 편집인 워크숍’과 유사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직접 XML 작업을 하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Application of advanced information진행되었으며, 참석자들이 직접 XML 작업을 하는 실습시간을 가졌다. ‘Application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to scholarly journal publishing’이라는 제목으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은 우리나라의 원고편집인과

정보기술 업체가 CrossRef와 공동으로 국제학회의 워크숍에 참여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으며, 우리 학술지의

편집 수준이 상당 부분 향상되었음을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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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아

(한양대 간호학부 부교수, 과편협 정보출판위원)

    누구를 저자(author) 명단에 올리고 누구를 기여자(contributor) 명단에 올릴 것인가? 이에 관하여 참고할

만한 명쾌한 기준을 소개한다. 더불어 이 과정에서의 편집인 역할에 대해서도 함께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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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과학기술정책연구원 과기인재정책센터 연구위원, 과편협 출판윤리위원)

    연구윤리 진실성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 점차 고취되고 있지만 규정 정비 등 시급히 보완해야 할 과제들이

아직 산적해 있다. 이 가운데 특히 중요한 점들을 살펴보고, 혼란을 줄 여지가 있는 대학(기관) 규정을 지금

바로 개선한다면 학위논문에서의 연구진실성을 더욱 높일 수 있다.

ISSN 2287-6758



    전자신청 시 가장 어려운 문제는 ‘KJIM의 unique features를 어떻게 쓸 것인가’ 하는 것이었다. 우선 몇 가지로 정리

하여 큰 줄거리를 만들었다. 첫째, KJIM은 한국을 대표하는 내과영문잡지로 유구한 역사를 자랑하고 둘째, 내과영역의

광범위한 지식을 독자들에게 알기 쉽게 전달하기 위해 구성되었으며 셋째, 양과 질적 인면에서 지속적인 발전을 거듭해

왔으며 넷째, 3년 전 등재신청 시 지적받은 낮은 인용지수가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향상되었다는 것을 강조하기로

하였다. 특히 KJIM이 지난 3년간 노력했던 일들을 여섯 가지로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다.

    3년간의 준비작업을 통하여 간행위원들은 어느 정도 자신감을 가지게 되었다. 그동안 IF가 0.4에서 1.3으로 3배

이상 증가하였으며 국내에서 발간하는 SCIE학술지에 대비하여 경쟁력을 확인하였으며, 학회지 발간, 홈페이지 및

출판이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다시 한 번 SCIE 등재를 계획하게 되었다. 

    우선 Thomson Reuters에서 제시하고 있는 네 가지 학술지 선정기준 (journal publishing standards, editorial

content, international diversity, citation analysis)에 대한 KJIM의 장단점을 보완하였으며 등재시점을 2013년 9월

호부터로 결정하였으며 평가학술지인 9월호, 11월호, 2014년 1월호 원고를 점검하였고 일차등재신청때와는 달리 

electronic submission을 계획하였다. electronic submission을 계획하였다. 

    IF의 상승과 더불어 KJIM은 cover page, character, english correction, abstract format, original article의

key massage도입, table과 figure format을 독자들이 읽기 쉽고 국제적인 수준으로 세련되게 수정하였다. 홈페이지는

original article의 main content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도록 화면으로 구성하였으며 ahead of print, current issue,

archive, most read, most cited의 5가지 제목으로 독자들의 관심을 유도하였다. 특히 KJIM의 창간호부터 최근호까지

모두 PDF file로 정리하여 독자들이 쉽게 원문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론적으로 KJIM은 SCIE등재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영문교정, 논문교정, 출판회사, 홈페이지를 개선하게 되었고, 학술지 자체도 편집과 구성을 새롭게 하여

국제적인 학술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국제적인 학술지로 재탄생하게 되었다.

    마지막까지 학술지명과 출판사에 대한 격론이 있었다. KJIM 이름자체가 너무 구식이고 최근 경향과는 맞지 않는

다고 하여 학술지명을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으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내과학술지라는 의견을 존중하여 학술지명을

고수하기로 하였다. 출판사의 경우 SCIE등재 경험이 있는 국제적인 출판사를 고려하였으나 이미 상당 부분이 국제적인

수준에 올라와있는 KJIM이 외국출판사를 통하여 얻는 장점이 별로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되어 국내 출판사를

통하여서 출판하기로 결정하였다.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인력의 노력과 더불어 정기적으로 KJIM의 인용지수를 추적하였다. 그 결과 2000년부터

2008년까지 평균 IF는 0.36이었으나 2009년 0.41, 2010년 0.64, 2011년 1.1로서 드디어 1.0이상으로 증가하게 되었으며

2012년에서는 1.3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KJIM을 인용하는 국가가 우리나라보다 외국이 더 많고 세계 유수기관 및

세계적인 수준의 학술지에서 KJIM을 인용한다는 점에서 KJIM이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전하였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등재실패 후 간행위원들의 숙제는 인용지수를 높이는 것이었다. 이를 위하여 전략수립을 세우고 구체적인 목표를

설정하였다. 

    첫 번째 결정사항은 출발횟수를 늘리는 것이었다. 분기에서 격월로 출판횟수를 늘리기 위하여 학회회원들에게 투고

를 권고하는 홍보와 연구비 지원을 시작하였다. 또한 학회에서는 학회연구비 지원개정 지급규정과 전문의 시험자격 논문

제출기준을 개정하여 KJIM에 원저를 게재하는 경우 연구비지원자격을 부여하고 전문의 시험자격을 인정하였다. 간행

위원회에서는 국문 원저(original article)중 우수한 논문을 선별하여 영역논문으로의 전환을 권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번역료번역료, 논문교정비, 게재료, 별책비를 면제하여 주었다. 또한 간행위원들의 적극적인 KJIM논문투고를 권장하였다.

이러한 노력 결과, 원저의 수는 점진적으로 증가하였으며 2011년부터는 격월로 출판이 가능하게 되었다.. 

    두 번째는 학회지의 구성을 다양화시키는 것이었다. 그동안 원저와 증례의 두 가지 내용으로 구성되었는데 이는

독자로 하여금 흥미를 유발하지 못하였다는 자체평가하에 다양한 구성을 시도하였다. 기존의 원저와 증례 이외에

review, editorial, letter to the editors, images of interest, guideline 등 전체적으로 균형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에게 보다 재미있는 학회지로 접근하고자 하였다.

    세 번째는 우수한 종설논문(review article)확보를 위해 총력을 기울였다. 2010년과 2011년에 게재된 분야별 논문의

인용횟수를 자체조사한인용횟수를 자체조사한 결과 review article이 편당인용횟수는 6.92로 original article (1.91), case report (0.61)에 비하여

절대적으로 높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우선 review article를 투고할 우수한 연사를 간행위원들로부터 추천받아 연사목록을

작성하고 투고요청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나 바쁜 연사들로부터 review article를 받는 것은 몹시도 어려운

일로, 투고 승락율은 40%에 불과하였다. 그러나 지속적인 청탁편지를 보내어 한 개의 review article이라도 더 받으려

노력하였다. 

    네 번째는 독자들의 KJIM의 인용접근로를 개선시키고자 하였다. Thomson Reuters, Scopus, Medline 등 색인할

기관의 주소를 정리하고 각 기관에 편지를 보내고 색인절차를 진행하였다. 무엇보다도 PubMed, PubMed Central에

논문의 전문이논문의 전문이 실리면서 인용지수는 탄력적으로 높아지게 되었다. 

    다섯 번째는 회원들과 간행위원들의 KJIM의 인용을 활성화시키는 것이었다. 우선 회원들에게 수시로 KJIM의 IF상승을

이메일로 보내고 아울러 논문인용협조편지를 보냈다. 또한 간행위원들의 SCI논문 투고 시 KJIM인용정도를 리스트로

작성하여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간행위원들의 KJIM에 대한 관심도가 더욱 증가하게 되었다. 

그리고 역량있는 간행위원들은 KJIM에 review article을 게재하고 인용함으로써 인용지수향상에 크게 이바지하였다. 

또한 KJIM을 인용한 회원들에 대한 감사의 편지도 정기적으로 보내어 회원관리에도 신경을 썼다.

    2년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2009년 7월 첫 번째 SCIE등재신청을 하였다. SCIE등재신청을 할 당시 KJIM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F)는 0.41였으며 Web of Science등재 내과학술지순위로는 133개 학술지중 111위였다. 결과는

실망스러웠다. 등재신청 1년후인 2010년 9월 Thosmson Reuters로부터 SCIE등재 탈락편지를 받았으며 그 이유는 KJIM의

인용지수가 낮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다행이었던 점은 Biosis prereviews와 Biological abstract에는 KJIM을 계속 유지

시켜주겠다는 것이었으며 IF를 높이면 SCIE에 등재시키겠다는 내용을 암시하고 있었다. 

    KJIM이 SCIE등재를 계획한 것은 2007년부터였다. 당시 내과학회 이사장을 포함한 집행부는 대한내과학회의 발전

방향 중 하나로 KJIM의 SCIE등재를 계획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제도적인 지원뿐 아니라 경제적인 지원도 아끼지 않았다.

이에 발맞추어 내과학회 간행위원회도 변화를 시도하였다. KJIM은 간행위원회를 국문과 영문으로 분리하고 SCIE등재를

위한 테스크포스팀(Task force team)을 구성하였다. 기존의 KJIM의 투고규정, 홈페이지를 새로이 정비하고 전문가

심사 제도(peer review system)를 개선하였다. 무엇보다도 편집위원회 위원(editorial board member) 수를 늘리고

국제화하는 데 노력하였다. 

    KJIM은 1986년 1월에 첫 호가 발간되었다. 당시는 국내에서 영어로 논문을 쓴다는 것을 생각하기도 어려운 시절

이었는데 대한내과학회는 상당히 깨어있었고 진취적인 기상을 가진 임원진이 많았다는 생각이 든다. 그러나 원대한

시작과는 달리 KJIM은 더 이상 발전하지 못하고 20여 년간 명맥을 유지하는 정도였다. 그 사이 국내학술지들이 SCIE에

하나둘씩 등재되면서 상대적으로 KJIM에 투고되는 논문은 점차로 줄어들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이 지속되자 KJIM

간행위원들 사이에서는 극단의 조치 없이는 학회지를 유지할 수 없을 것이라는 우려가 팽대되었다. 이러한 위기는

KJIM의 SCIE등재를 통해 극복해야 한다는 구체적인 계획이 세워지는 계기가 되었다.  

    대한내과학회 영문잡지(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KJIM) 는 2014년 2월 7일 톰슨로이터사

(Thomson Reuters)로부터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SCIE)에 등재되었다는 편지를 받았다. KJIM

창간 28년 만이며 SCIE등재를 본격적으로 준비한 지 7년 만의 일이다. 준비과정을 통하여 KJIM의 진화하는

과정을 정리하여 보았다. 국제학술지로의 발전을 준비하는 다른 학회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양철우

The Korean Journal of Internal Medicine 편집위원장

 (가톨릭대 신장내과학 교수, 과편협 기획운영부위원장)

ISSN 2287-6758



과편협 뉴스레터는 회원님에게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뉴스레터를 통해 널리 공유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따라 작성하셔서 이메일(kcse@kcse.org)로 보내주세요. 과편협 뉴스레터는

3월, 6월, 9월, 12월 말일 발행됩니다. 

<등재 및 수상 소식>

학술지의 국제 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 소식 및 학회의 수상 소식

<행사 개최 소식>

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행사 일정학회에서 개최하는 학술대회 및 행사 일정

<회원 예정행사 안내>

분기별 뉴스레터가 발행된 이후 개최될 학술대회 및 행사 일정

    대한장연구학회(회장 양석균,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014년 6월 19일~21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에서

8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제2회 아시아 염증성장질환학회 학술대회(The 2nd annual meeting of Asian Organization

for Crohn’s & Colitis (AOCC)’를 개최하여 성황리에 마쳤다. 이 행사에는 중국 및 일본의 염증성장질환 연구자들뿐

아니라 북아메리카 및 유럽의 저명 학자들도 초대되어 최신 학술지견을 나눌 수 있었다. 특히 아시안포럼 세션에서는

서구에 대비되는 아시아 지역의 특성에 대해 심도있게 논의함으로써 아시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이는 염증성장질환

연구에 큰 기여를 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원예학회(회장 김기선, 서울대 교수)는 지난 5월 28일부터 31일까지 ‘2014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00차

춘계학술발표회’를 서울대학교 평창캠퍼스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에서 갖고, 회원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아래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5월 29일 정기총회에서 김병수 제35대 한국원예학회장의 환영사에 이어 이학래 서울대 농업

생명과학대학장의 축사가 있었고, 조성인 그린바이오과학기술연구원장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주었다. 이번 정기

총회에서는 제36대 회장으로 김기선 교수(서울대)가 취임하였고, 차기(37대)회장으로 고관달 원장(국립원예특작

과학원)이 선출되었으며, 6개 분과의 우수논문상 시상식이 있었다. 환영만찬에서는 ‘2013 추계학술발표회 우수포스터

발표상’의 시상식이 있었고, 서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밴드 샌드페블즈의 흥겨운 공연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발표상’의 시상식이 있었고, 서울대 재학생들로 구성된 학생 밴드 샌드페블즈의 흥겨운 공연과 맛있는 음식이 준비되어

참가자들의 만족도를 높였다.

    대한장연구학회(회장 양석균, 서울아산병원 소화기내과 교수)는 2014년 5월 1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에서 크론병

및 궤양성대장염 환우와 가족들, 의료진이 함께하는 캠페인을 가졌다. 이 행사는 이러한 희귀을 가진 환우들의 어려

움을 공감하는 내용을 통해 환우들의 투병의지를 높이고 사회적인 관심과 지지를 이끌어냄으로써, 학회가 사회적

역할을 다하는 데 기여하였다.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회장 송명재,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는 지난 5월 7일~9일 45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강원도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에서 2014 춘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하였다. ‘방사성폐기물 및 사용 후 핵연료’ 

분야의 학술진흥 및 산학연 정보교류를 위해 개최된 이번 학술발표회에서는 195편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연구부 

회별 워크숍과 우수발표논문상 및 우수포스터상 시상이 진행되었다.

    한편,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는 오는 9월과 11월에 ‘제11차 한중 방사성폐기물 워크숍’ 및 ‘2014 Asian Nuclear

Prospects (ANUP)’ 등을 비롯하여 다양한 국제 활동을 계획하고 있으며, 10월에는 전라도 여수에서 ‘제12회 정기총회

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및 추계학술발표회’를 개최할 예정이다.

    ‘IEEE ICIT2014 학술대회’(조직위원장 안진우, 경성대 교수)가 지난 2월 26일부터 3월 1일까지 부산 해운대 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되었다. 이번 학술대회는 전 세계 28개국 300여 명의 학자와 전문가의 참여하에 산업 전자분야의 최신

기술이 발표되었으며, 남가주대학 데니스 홍 교수, KAIST 오진호 교수의 휴머노이드 로봇특강이 많은 주목을 받았다. 

아울러 데니스 홍 교수는 부산지역 청소년을 위해 부산 벡스코 오디토리움에서 2천500여 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특강을

실시하였다.

    대한장연구학회는 2014년 4월 8일 밀레니엄 서울힐튼호텔에서 개최된 대한의학회의 ‘대한의학회 2014년도 정기

총회’에서 ‘의학학회대상’의 우수상을 수상하였다. 이 상은 2013년 한 해 동안 우수한 학술활동을 수행한 학회에

주어지는 상으로, 대한장연구학회는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회원들의 열정으로 국내 장연구 분야를 선도하고 있으며

국제적인 인지도도 높여가고 있는 점을 인정받아 수상하게 되었다.

    과편협의 허선 기획운영위원장이 지난 6월 크로아티아에서 개최된 유럽과학편집인협의회의 ‘제12회 EASE 사무

총회 및 회의(12th EASE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에서 포스터상을 수상하였다. 수상작은 한국과학

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학술지 평가항목과 평가결과를 분석한 것으로, 참신한 연구 내용과 결과가 유럽 과학

편집인의 이목을 끌었다. 허선 기획운영위원장은 이 포스터를 오는 7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는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4’에서 다시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수산과학회의 영문학술지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가 2014년 2월 1일 스코퍼스(Scopus)에 등재

되었다. 이는『Fisheries and Aquatic Science』가 지난 2011년에 과총의 학술지 국제화 사업에 선정되어 국제학술

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3년간 노력한 끝에 이룬 결실이다. 부경대의 배승철 교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는 2014년

1월부터 『Fisheries and Aquatic Science』의 편집위원장을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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