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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하종규)는 KISTI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7월 2일 ~ 7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과총회관에서 제1회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학술지 편집인(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20명을 포함하여

한국의 과학 학술단체 회원, 인문사회·의학·과학분야 학술지 편집인 등 총 141명이 참여한 본 행사는, ‘아시아

학술지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인터넷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학술지 출판환경의 변화추세를 되짚어

보고 학술지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습득해야 할 기술·지식, 우수 학술지의 육성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보고 학술지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습득해야 할 기술·지식, 우수 학술지의 육성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관련지식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한마당이었다.

                                  김명순 (ETRI Journal,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의미에서 학술지 편집의 제도화 및 선진화를 서둘렀기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대한화학회지 편집의 역사는

한국에서 발간된 학술지 전체 편집의 역사로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 지나간 과정 속에서 학회지 발간 초창기의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과 소수 선구자들의 희생적 노력을 짙게 느낄 수 있다.

           진정일 (KU-KIST 융합대학원, 과편협 초대 및 명예회장)

 이 글은 대한화학회가 1946년 창립되고 1949년에 첫 번 학술지

(『대한화학회지』)를 발간한 후 25년(4반세기)간 학회지 편집의

현황과 발전의 역사를 조감해보았다. 1940-1950년대에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과 인력의 부족으로『대한화학회지』의 발간이

순조롭지 않아, 학술지 발간을 중요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편집방향, 방법, 출판 등의 제도화는 비교적 느렸었다.

그 후 1960년에 들어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화학인구가그 후 1960년에 들어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화학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1971년에 학회 창립 25주년의 해를 준비하는

  지난 12월 4일-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3년 미만 경력의 초보편집인(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14회 편집인 워크숍’이 열렸다. 편집위원장 43명, 편집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술지

편집인 역할과 저작권’, ‘출판실무’, ‘출판윤리’, ‘local to international journal’(국제 저널로 나아가기)이라는

4가지의 큰 주제 아래 14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 내용은 초보 편집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지 및 출판에

대한 기본에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까지, 학술지 및 출판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루어졌다.

글: 김은정 (과편협)

교정 . 교열: 김선래(교정 전문 작가)

●‘제14회 편집인 워크숍’개최

중급 수준의 편집인(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총 11차례에 걸쳐 지난 7월 1일-9월 23일 화요일마다 한국과학기술회

관에서 개최되었다. 편집인, 원고편집인, 학회 학술지 편집담당 직원, 사서 등 29명이 신청한 가운데 그중 80% 이상인

2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수령하였다.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은 미국의 생의학분야 원고편집인 자격인증

시험인 벨스(BELS)의 자격 인증을 목표로 한 교육으로써 영문원고 교정에 필요한 영문법, 표와 그림에 관한 교정방법을

집중적으로 수련 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험에 대한 감을 익히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수강생은 지난 9월 27일 서울에서 치러진 벨스 시험에

응시하였고, 수강생 중 4명이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응시하였고, 수강생 중 4명이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및 벨스(BELS) 시험 ●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및
   벨스(BELS) 시험 개최

●‘제7회 출판윤리 워크숍’ 및 
  ‘제8회 출판윤리 특별워크숍’개최

●‘제13회 원고편집인 워크숍’개최

●‘제14회 편집인 워크숍’ 개최

● 과편협 회의 개최● 과편협 회의 개최

●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개최예정

● Science editing 원고모집 안내

● 회원현황(과편협 회원현황/신규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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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승인: 2015년 내에 서지사항, 표, 그림, 참고문헌을 모두 영문으로 기재한다는 조건하에 승인되었습니다.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과편협에서는 science editing에 실릴 원고를 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상시 접수받고 있습니다. 투고를 원하는 분은
science editing의 투고규정을 확인하시고, 규정에 맞추어 작성된 원고는 투고관리시스템을 통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고투고: http://submit.escienceediting.org/

원고주제:

■ Policy of journal editing

■ Data mining on the editing and publishing■ Data mining on the editing and publishing

■ Systematic review on medical journal publishing and editing

■ Research ethics and medical ethics including clinical registration, statement of human and animal health

    protection, and conflict of interest

■ Publication ethics: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 and authorship

■ CrossCheck

■ Legal issue in journal publishing

■ Peer review process■ Peer review process

■ Reporting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 Medical and scientific literature databases

■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applicable to journal editing and publishing including PubMed Central

    schema, journal article tag suite schema, Digital Object Identifier, CrossMark, FundRef, ORCID, datacite, 

    QR code, and App

■ International standard of journal editing and publishing including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Recommendations    Journal Editors’ Recommendations

■ Reference styles including Vancouver (NLM) style, APA style, IEEE style, and ACS style

■ Digital publishing in the web and App 

■ Education and training of editors, reviewers, and authors

■ Manuscript editing

■ Journal evaluation

■ Bibliometrics and scientometrics

■ Finance of journal publishing■ Finance of journal publishing

■ History of scholarly journal

■ Copyright and creative commons license

■ Open access and public access approaches

   과편협은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오는 2015년 2월 20일(화) 오후 2시부터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2015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에서는 서정욱(서울대 병리학교실 교수) 연사의 ‘Open access

and creative commons license: new trends in scholarly publishing’을 주제로 한 특강을 마련하여 회원에게

다양한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며, 이후 진행되는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에 제정한 포상규정에 따라 처음으로

시행되는 다양한 시상도 이루어진다. 더 알찬 프로그램으로 구성한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에 많은 회원의

참여가 있기를 바란다.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일정 및 초록접수 안내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일정 및 초록접수 안내

날짜

2014. 8. 11.

2014. 9. 23.

2014. 9. 24.

2014. 11. 7.

2014. 11. 18.

2014. 12. 12.

회의

2014년도 하계임원워크숍

2014-2차 정보출판위원회의

2014-1차 교육연수위원회의

2014-4차 임원회의

2014년도 전체위원회의

Science editing 논문 투고관리시스템 시연회

2014-5차 임원회의2014-5차 임원회의

▲ 발표 후 이어진 Q&A에서 한 참석자가 주제와 관련된

   질의를 하자 다른 참석자들이 경청하고 있다.

▲ ‘제14회 편집인 워크숍’에서 안효질(고려대 법학과)

   연사가 ‘학술지 저작권’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지난 12월 4일-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는 3년 미만 경력의 초보편집인(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을 대상으로

한 ‘제14회 편집인 워크숍’이 열렸다. 편집위원장 43명, 편집위원 33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술지 편집인 역할과 저작권’, ‘출판실무’, ‘출판윤리’, ‘local to international journal’(국제 저널로 나아가기)

이라는 4가지의 큰 주제 아래 14개의 강의가 진행되었다. 강의 내용은 초보 편집인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학술지

및 출판에 대한 기본에서부터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주제까지, 학술지 및 출판에 대한 내용 전반이 다루어졌다.

워크숍에 참석한 편집인들은 ‘강의시간이 짧아 아쉽다’는 평과 함께 중급, 고급 교육도 진행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피력하며 학술지에 대한 애정과 편집인 교육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였다. 성황리에 마친 ‘제14회 편집인 워크숍’을피력하며 학술지에 대한 애정과 편집인 교육에 대한 열정을 표출하였다. 성황리에 마친 ‘제14회 편집인 워크숍’을

끝으로 2014년도 과편협 행사는 마무리되었고 2015년도에도 새로운 교육행사로 편집인, 원고편집인을 찾아갈

예정이다.

▲ 4개 조로 편성된 참석자들이 수업 전에 받은

   예제 table(표)을 조원들과 함께 상의하여 

   교정하고 있다.

   지난 11월 19일 - 11월20일 생의학분야 원고편집인, 사서, 학회

편집담당 직원 등 23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13회 원고편집인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참석대상을 생의학분야에 한정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해당 분야 학술지의 원고편집 기술과 방법을

보다 깊이 있게 다루어보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다. 특히

수년간 학술지 편집을 담당해온 실무자가 직접 연사로 참여

하여 원고편집의 기초부터 노하우까지 모두 전달하여 참석하여 원고편집의 기초부터 노하우까지 모두 전달하여 참석

자들이 쉽게 이해하고 실무에 바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의과대학 도서관의 사서의 참여가 두드러

졌는데, 이는 사서가 학술지에 실릴 원고를 편집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에도 아직 이들에게 원고편집 방법을

집중적으로 교육하는 프로그램이 없었음을 반증해주는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을 듯하다. 과편협은 앞으로도 학술지

편집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의편집을 위해 애쓰는 모든 분을 위하여 더욱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할 예정이다. 

▲ ‘제8회 출판윤리 특별워크숍’을 마친 후 연사와

   참가자가 함께한 장면.

  10월 28일 개최된 ‘제8회 출판윤리 특별워크숍’은 COPE

(Committee on the Publication Ethics)의 전 회장

엘리자베스 웨이저(Elizabeth Wager)를 연사로 초청하여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시비가 걸린 경우 어떠한 절차로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강연을 들었다. COPE 회장으로

재직할 당시 제작한 COPE flowchart(흐름도)를 보여줌으로써

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실제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참가자들의 이해를 돕고, 아울러 실제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

시비가 걸린 사례들을 Q&A 형태로 살펴보면서 참가자들과

함께 답을 찾아보는 등 참석자들의 호응을 끌어냈다.

(관련뉴스: 뉴스레터 제5호, 2013년 1월 4일)

▲ ‘제7회 출판윤리 워크숍’에 참석한 참가자들이

   출판윤리에 관한 주제에 대하여 자유롭게 토의하는

   모습.

   출판윤리 및 연구윤리에 대한 고견을 전해들을 수 있는 두

프로그램 ‘제7회 출판윤리 워크숍’과 ‘제8회 출판윤리 특별워

크숍’이 각각 지난 8월 22일과 10월 28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렸다. 

제7회 출판윤리 워크숍에서는 이화여대의 김은애 교수를

초청하여 인간 및 동물대상 연구에서의 윤리와 법규에는

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들은 데 이어 이에무엇이 있으며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하여 들은 데 이어 이에

대한 다양한 사례 또한 살펴볼 수 있었다. 

146회 벨스 시험 합격자 명단

   중급 수준의 편집인(자)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총 11차례에 걸쳐 지난 7월 1일-9월 23일 화요일마다 한국과학

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편집인, 원고편집인, 학회 학술지 편집담당 직원, 사서 등 29명이 신청한 가운데 그중

80% 이상인 20명이 교육에 참여하여 수료증을 수령하였다.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은 미국의 생의학분야 원고

편집인 자격인증시험인 벨스(BELS)*의 자격 인증을 목표로 한 교육으로써 영문원고 교정에 필요한 영문법, 표와
그림에 관한 교정방법을 집중적으로 수련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었으며, 기출문제에 대한 이해를 통해

시험에 대한 감을 익히는 과정까지 포함하여 진행하였다. 교육과정에 참여한 대부분의 수강생은 지난 9월 27일

서울에서 치러진 벨스 시험에 응시하였고, 수강생 중 4명이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벨스 시험은 작년에서울에서 치러진 벨스 시험에 응시하였고, 수강생 중 4명이 합격하였다는 소식을 전해주었다. 벨스 시험은 작년에

이어 올해까지 두 차례 서울에서도 시험이 치러졌으나 이 방침이 내년(2015년)에도 지속될지에 대한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 벨스(BELS) 시험을  치르기에 앞서, 시험 관계자가 응시자들에게 시험 시 유의사항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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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림: 이 글은 1971년 12월 31일에 발간된 ‘대한화학회 25년사’를 기초로 작성하였으며, 일부는 1999년 6월에

        발간된 ‘대한화학회 50년사(1946-1996)’를 참조하였다. 본인은 1964년부터 대한화학회 회원으로 활동해

        왔으며, 기획간사, 총무간사, 간사장(1991), 회장(2000), 학술위원회위원, 출판위원회위원, 화학술어제

        정위원회의원, 고분자화학분과회장, Bulletin진 편집위원 등을 역임한 바 있으며, 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의 회장(2008-2009), 한국과학편집인협의회의 창립회장(2010-2013)을

        역임한 바 있다. 

<별첨1> 최초의 대한화학회지 투고규약(1948년 10월 10일 제정)

1) 본문은 본지에 등재되기 전에 다른 잡지에 발표되지 않은 것일 것.

2) 원고취택은 편집위원회에 일임할 것.

3) 편집위원회는 원고중 자구의 가제(加除)수정을 하는 경우가 있음. 

4) 보문은 본회에 도착된 날을 수리일로 함.

5) 보문은 400자 원고지 15매 이내로 할 것 (도표포함).

6) 서식은 횡서로 하여 문자는 명확히 해서로 할 것.6) 서식은 횡서로 하여 문자는 명확히 해서로 할 것.

7) 표면은 백지에 깨끗이 묵서로 하고 좌표선을 가늘게 할 것.

8) 보문에 있어서는 그 보문의 총괄대의를 최초에 넣을 것.

9) 보문에는 (가능한 한 「타잎라이터」사용의) 영, 독 혹은 불어의 초역(抄譯)(800자 이내)을 첨가할 것.

10) 모든 표 및 도표들은 영, 독 혹은 불어로 설명한 것이어야 함.

11) 문헌은 전부 맨 끝에 모아서 넣고 본문에 그에 상당하는 숫자의 주를 붙이고 그 기술은 다음과 같이 저자명,

     잡지명, 권엽, 년의 순서로 하고 권수의 하부에는 횡선을 그을 것.

     H. Adkins 【J.A.C.S.53 695(1937)】     H. Adkins 【J.A.C.S.53 695(1937)】

12) 보문기고자는 회원에 한함 (단 공동연구자는 회원외이여도 무방함). 

13) 수량은 Meter 법을 사용할 것.

14) 숫자는 다음과 같이 아라비아 숫자를 사용하고 괄호내의 서식은 피할 것. 

     75~85℃ (섭씨 75도 내지 85도), 9~11시간 (9시간 내지 11시간), 78960t (7만8천9백6십톤) 

15) 다음의 경우에는 실비를 징수함. 그 실비는 경우에 따라 통지함

  ㄱ) 사진판에 「아-트지」를 사용할 때

  ㄴ) 불결한 도면의 정정 혹은 총서의 경우  ㄴ) 불결한 도면의 정정 혹은 총서의 경우

16) 화학관계잡지명의 약호는 Chemical Abstract의 그것과 같이함. 중요기호(괄호내의 것은 피할 것) : 

     m(미터), cm(센티미터), km(킬로미터), ㎡ (평방미터), ㎥, ℓ, g, kg, mg, t(톤), %, pH, mmHg, cal, kcal,

     ℃, Volt, Amp. 

    대한화학회의 창립, 안정화, 성장은 한국의 역사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으며, 학회가 발간하는 학회지(대한화학회지)

의 편집역사도 예외일 수는 없다. 창립초기의 사회적 혼란, 곧이은 1950년 6.26 동란과 피란, 1953년의 휴전협정 체결과

서울로의 재이전, 연달은 정권의 교체, 경제적 빈곤 등 매우 어려운 여건에 덧붙여 인적 빈곤 또한 심각했다. 일본통치

36년간 한국인의 과학기술교육은 매우 제한적이었으며, 일본을 포함해 해외유학생도 지극히 적은 숫자였다. 1945년

세계 2차대전 종료시 한국인 화학자(화학공학, 응용과학, 약학 등 제 분야 포함)가 모두 합해 50여명이 안되었으며,

박사학위 소지자는 10여명에 불과했다. 창립초기에 총 참석 인원이 53명에 그쳤던 사실이 그 열악함을 잘 말해준다.

더구나 이들 중 학술지 편집에 직접 관여해본 경험이 있던 화학자는 극히 소수였다. 따라서 학술지의 초창기 편집은더구나 이들 중 학술지 편집에 직접 관여해본 경험이 있던 화학자는 극히 소수였다. 따라서 학술지의 초창기 편집은

부실한 면이 있었으나,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살펴보면 형식면에서 비교적 체제를 곧잘 갖추고 있었다. 물론 일부

형식의 부족함은 발견되지만, 초창기라는 점을 감안할 때 높게 평가할만하다고 생각한다. 재미있는 일이 학회지

제1권 제1호에 인쇄된 논문들은 대다수가 인용문헌을 본문에 포함시키고 있으며, 요약문(abstract)은 빠져 있다.

실험을 다루고 있는 논문들은 서론, 실험결과 및 결론 또는 총괄 부분 순서로 구성되어 있고, 서론 앞에 저자의 소속,

논문접수일, 논문제목 및 저자 순으로 형식을 갖추고 있다. 

    이같은 편집상의 발전은 국내 다른 학회들에게 본보기가 되었음은 물론이다. 현재 대한화학회는 가장 오래된

학술지인 대한화학회지(SCI(E))와 영문지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SCI, 1980년도부터 영문지로학술지인 대한화학회지(SCI(E))와 영문지 Bulletin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SCI, 1980년도부터 영문지로

시작)를 각각 연 6회와 12회 발간하고 있다. 이 두 학술지 편집위원장(임기 4년)은 학회의 학술지간행위원회 위원장의

추천으로 회장이 임명한다. 연 12회 출간되는 뉴스지 화학세계(Chemistry World, 화학과 공업진보지명을 개칭하였다.)

의 편집은 홍보담당 부회장이 맡고 있다. 중간시기에 발간되던 화학교육지와 의화학지 출간은 중단되었다.

 

    폐허에서 시작된 대한화학회지의 출판경험은 그 뒤를 따르는 여러 국내학회에게 벤치마킹할 수 있는 노하우를

제공해 줌으로써 한국학술지 편집 및 발간역사에 큰 공헌을 했으며, 화학발전에 앞장서왔다.

    대한화학회지에 투고 논문수가 증가함에 따라 편집규정, 논문투고 규정, 심사위원회 규정 및 보문 심사규정 등이

정비되어 학술잡지 발간을 위한 제도가 정비되어갔고, 1970년경에 완성되었다. 특히 대한화학회 창립 25주년(1971)

전에 이런 작업이 빠른 속도로 진전되었다.

    학회지 발간도 차차 제도적으로 안정화되어 갔다. 위에서 언급했듯, 학회 초기에는 대한화학회지 편집을 1-2의

편집간사가 모든 책임(논문의 접수, 심사, 수정, 최종 승인 및 학술지 발간)을 지고 진행하고 있었다. 투고 논문수의

증가가 예상됨에 따라 1961년에는 편집간사 외에 편집상임위원(2인)이 구성되어 학술지 편집에 관여하기 시작했고,

1964년부터는 편집간사, 편집상임위원회에 덧붙여 편집위원(10명)이 이들의 업무를 자문하고 지원하기 시작했다. 

편집위원에는 비교적 연구경력이 많은 원로회원들이 위촉되었다. 1971년에는 학회역사상 처음으로 학술지를 5회까지

발간하였다. 

        <그림1>에서 보았듯이 대한화학회의 회원 및 대한화학회지 논문 발표건수가 1960년대 들어서 크게 증가함에 따라,

자연히 학회의 제 규정도 재정비할 필요가 생겼다. 대한화학회 회칙(statue)도 1970년에 대대적으로 개정하였으며,

편집간사(2명) 임명, 편집위원장 선출 및 업무(보문심사 및 채택여부 결정), 편집위원회의 설치 등의 조항이 포함

되었다. 따라서 학술지 발간에 관한 업무를 이원화하여, 편집간사는 논문의 수집과 채택된 논문 원고의 정리 및학술지

발간이라는 행정적 업무를 맡고, 편집위원회가 논문심사자 선정 및 심사에 관한 제반 사항과 최종 채택여부의 결정권을

갖도록 했다. 대한화학회지 투고 논문에 관한 여러 규정과 발간에 관한 규정의 특징을 다음 절에서 살펴본다.

▲ <그림1> 정회원 수와 학회지 논문편수(괄호)와 학회지 면수의 변화 

    대한화학회는 창립 15년(1961년)이 다가오고 있는데도 학회지(대한화학회지)의 발간이 매우 어려울 정도로 학회

사정이 나빴다. 이런 와중에도 화학인구는 꾸준히 증가해 해방직전 30여명밖에 되지 않던 화학인구가 1954년에는

전국대학에 화학과 19개, 화학공학과가 9개로 늘어남에 따라 3000여명으로 증가했다. 그러나 대한화학회 회원수

증가는 이에 크게 못 미치고 있었다. 1954년 11월에 개최된 제 5회 총회 및 연구발표회에는 300여명이 참여했다. 3년

후인 1957년에 대한화학회지 제4권 제1호가 겨우 발간되었고, 그로부터 1년 동안은 학회에 투고된 논문이 한편도

없을 정도로 국내 연구 활동은 침체되어 있었다. 1959년에도 겨우 4편의 논문이 접수되었다.

        학회운영의 활성화와 대한화학회지의 정기발간을 위한 방안에 대해 많은 논의 끝에 대한화학회는 1960년에 ‘간사장’

제도를 채택해 학회운영의 실질적 책임을 지도록 하는 구조적 개혁을 단행하였다. 이렇게 함으로써 젊은 층의 학회

활동 참여가 증가하리라 예상했고, 지금까지 회장단에게 맡겼던 학회운영도 젊은 층으로 이동하는 계기가 되어 학회

운영도 활성화되길 바랐다. 이런 기대는 어느 정도 충족되었다고 평가되며, 실제로 1961년도부터 대한화학회지가

다시 발간되기 시작했다. 그 후 1962년에는 대한화학회지 제 6권 1호와 2호를 발간할 수 있었고, 1963년부터는 연

4호의 학회지를 3, 6, 9, 12월에 정기적으로 발간하게 되었다. 그림 1은 대한화학회 정회원 수의 변화와 대한화학회지에

게재된 학술논문 편수(괄호), 당해 연도 학술지 전체 페이지 수를 비교하고 있다. 분명히 1960년대부터 학회지 발간이

안정화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안정화되었음을 감지할 수 있다.

    대한화학회 초기에는 회장, 부회장(1-2명)과 여러 명의 간사가 학회 운영에 책임을 졌다. 

간사는 그 책임영역에 따라 1-2명으로 구성되어 각각 회계, 서무, 편집 업무를 맡고 있었다.

창립총회에서 편집간사 1명 외에 편집위원 4명, 편집고문 6명을 임명한 사실은 초창기부터

학회가 학술지 발간을 염두에 두고 있었으며, 그를 매우 중요시했음을 말해준다.

    그러나 학회창립 초기에 학회의 재정사정이 학회지(대한화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발간을 허용할 정도로 좋지는 않았으며, 창립 3년 후 1949년

후반기에 한 독지가의 후원(당시 연회비가 600원이었는데, 50만원의 학회후원금이 접수후반기에 한 독지가의 후원(당시 연회비가 600원이었는데, 50만원의 학회후원금이 접수

되었다.)으로 첫 학회지 발간에 착수하였다. 그러나 국내 전체회원이 100여명도 되지

않았고, 학계의 연구사정이 워낙 열악해 학회지 발간을 위한 학술원고 수집도 원만하지

않았다. 더구나 당시 국내 출판사의 인쇄시설이 매우 열악해 숫자, 기호, 외국어 등이

섞여 있는 과학논문을 인쇄하기란 여간 힘든 일이 아니었다. 우여곡절 끝에 1950년 6월에

들어서야 대한화학회 제1권 제1호 출판을 마치고 배포를 앞둔 시점에 6월 25일 북한의

남침이 있었다. 대한화학회 사무실이 있던 건물이 전쟁 중 화재로 모든 서류가 소실되었다.

이런 까닭에 대한화학회지 제1권 제1호는 몇 권만이 남아있었다. 후일 이 학술지 편집이런 까닭에 대한화학회지 제1권 제1호는 몇 권만이 남아있었다. 후일 이 학술지 편집

책임을 맡았던 성좌경(Chwa-Kyung Sung, 당시 편집간사 2인 중 한사람) 말에 의하면 논문심사는 매우 형식적이

었으며, 투고된 논문이 투고 규정에 맞게끔 편집간사가 수정하였다 했다. 이런 사정은 대한화학회지 제4권 제1호가

1957년 말 경에 발간될 때까지 지속되었다.

    대한화학회지 제1권 제1호에는 총설 3편, 보문 14편이 실려 있다. 이 학술지의 출판은 1950년 6월에 완료되었지만

학술지 표지에는 발행일이 1949년 12월 25일로 되어있다. 

    1948년 10월 10일자로 제정된 최초의 ‘대한화학회 투고규약(별첨1)’은 비교적 간단한 규약같이 보이지만 현대적인

편집규정의 입장에서 보아도 훌륭한 규정이다. 특히 눈에 띄는 점은:

     • 투고논문의 originality를 강조하고 있으며,

     • 논문이 한글로 쓰여 있을 때 초록(abstract)은 영어, 독일어 혹은 프랑스어로 쓸 것을 요구하고 있으며,

     • 기본단위(미터법)의 사용, 학술잡지의 인용법 등을 명시하고 있고,

     • 투고된 논문의 채택여부는 편집위원회가 결정한다는 점 등이다. 

        학회 초기에는 논문심사 제도가 지금 같은 peer review를 거치지 않고, 편집위원회가 결정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러나 실제로는 편집간사 1-2명의 권한이 절대적이었으며, 그들의 결정을 편집위원회에 보고하는 형식을 취했다. 

대한화학회지 제 1권 제1호가 1950년 6월(공식적으로는 1949년 12월 25일)에 발간된 후 여러 해 동안 학회지의

발간이 어려워, 매우 부정기적이었다. 대한화학회지 제 2권 1호는 1952년 7월 10일(총설 1편, 보문 12편)에 발간되

었으나 인쇄본이 아니고 등사본이 었으며, 제3권 1호는 1954년 7월 20일(보문 7편), 제 4권 1호는 3년 후인 1957년

11월 20일(보문 17편)에 발간되었다.

▲ 대한화학회지 제2대
   편집간사 성좌경
   (Chwa-Kyung Sung,
   1920-1986), 
   제1권 1호 편집

▲ 대한화학회지 제1권 1호 목차(한글) ▲ 대한화학회지 제1권 1호 목차(영문)

6.25 동란시 소실되어 불가능하게 된 비운도 겪었다. 다행히 소수나마 임원들에게 미리 배포한 잡지 중 일부가 남아

있어 그 원래 모습을 간직할 수 있었다. 

  임시수도 부산에 대한민국 정부가 내려와 있을 동안 학회도 재건운동을 전개해 제3회 정기총회를 1951년 2월 26일

부산 영도에 있던 중앙수산시험장에서 가졌다. 회원 50여명을 포함해 100여명이 참석했으니 대단한 열성이었음을 알

수 있다. 피난 중 매우 어려운 상황 중에도 1952년 7월에 학회지 제2권(130여면)을 발간하였으니, 참으로 놀랄만한

일이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일은 1951년에 문교부의 요청을 받아 화학술어제정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화학술어제

정위원회를 발족시켜 기본적인 화학술어제정에 착수한 점이다. 정위원회를 발족시켜 기본적인 화학술어제정에 착수한 점이다. 

  1952년 12월 13-14일에는 제4회 총회 및 학술발표회(약 300여명 참가)를 서울대학교 공과대학 가교사에서 개최

했다. 학회지 제 3권 발간을 준비하고 있던 중 1953년 7월 27일에 휴전협정이 이루어져 정부 및 각 기관이 8월부터

서울로 이전함에 따라 대한화학회도 사무실을 서울로 옮겨 다시 발전의 길을 밟기 시작했다. 

  휴전 후 정부의 복구노력에도 불구하고 정치, 사회적 불안과 무질서가 계속되었고, 산업은 매우 열악한 상태였다.

또한 대학의 연구 활동도 거의 전무하였다. 1961년 5월 16일에 박정희 정권이 들어서고 군사통치에 의한 사회정돈이

이루어지기 시작했다. 이어 정부가 전력을 기울여 추진한 경제발전계획을 통해 경제와 산업활동의 활성화가 가시화되

었고, 이에 발맞추어 학회도 활성화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1963년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었고, 이에 발맞추어 학회도 활성화를 향해 바쁘게 움직였다. 1963년에는 IUPAC(International Union of Pure and

Applied Chemistry)에 가입하고, 미국 학자들도 초청해 특별강연을 갖기 시작했다. 학술지 출판도 많이 개선되어

1963년부터는 매년 4호씩 발간하였으며, 1971년(학회창립 25주년이 되는 해)에는 5호까지를 발간하였다. 

   대한화학회 역사 중 흥미 있는 사실은 첫 학술지 투고 규정을 1948년 10월 10일에 제정하였으나, 편집위원회 규정,

논문심사 규정, 간행물 배포 규정 등은 훨씬 후인 1964-70년에 이르러 제정된 점이다. 이제 대한화학회의 학술지

간행에 관계된 위원(회) 및 그 규정 및 제정의 발전 역사 등을 살펴본다. 

   그러나 학회 창립 초기에는 매우 어려운 시기를 경험했다. 1945년 8월 15일에 일본 통치에서

해방되었으나, 1948년 8월에 대한민국 정부가 공식적으로 출발하기까지 사회, 정치적

혼란은 학회의 정상적 운영을 불가능하게 했으며, 1차 총회를 1948년 9월 6일에서야 국립

서울대학교 대강당에서 행하게 되었다. 이 자리에는 귀빈, 각 대학 학생들과 회원 96명이

참석했지만, 당시 문교부, 상공부 장관을 비롯해 서울대학교 총장 등이 참여한 것을 보면

학회 창립이 매우 중요시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2차 총회는 여러 차례 연기 끝에 1949년

12월 15-17일에 걸쳐 소공동의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인원이 300을12월 15-17일에 걸쳐 소공동의 대한상공회의소 대강당에서 열렸다. 참석인원이 300을

넘었으니 성황이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러나 불행히도 1950년 6월 북한의 남침으로 학회

활동은 다시 침체기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다. 더구나 학회 사무실이 있던 청량리의 서울

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학부가 전쟁 중 타버려 학회의 모든 서류가 소실되는 불운을 겪었다.

또 학회설립에 앞장섰고, 초대 및 2대 회장으로 학회 정상화에 노력했던 이태규(Taikyue

Ree)가 1948년 9월에 도미함에 따라 학회는 임원을 재정비해야만 했다. 그 후 안동혁과

김동일이 회장직을 번갈아 했다. 또한 대한화학회지(Dae-Han Hwahack Hoeji: Journal 

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1권의 인쇄가 완료되어 회원들에게 배포하려 했으나,of the Korean Chemical Society) 제1권의 인쇄가 완료되어 회원들에게 배포하려 했으나,

▲ 대한화학회 초대 및
    2대 회장 이태규
    (Taikyue Ree, 
      1902-1992)

   이 글은 대한화학회가 1946년 창립되고 1949년에 첫 번 학술지(『대한화학회지』)를 발간한 후 25년(4반세기)간 학회지

편집의 현황과 발전의 역사를 조감해보았다. 1940-1950년대에는 사회적 혼란, 경제적 어려움과 인력의 부족으로 『대한

화학회지』의 발간이 순조롭지 않아, 학술지 발간을 중요시 여겼음에도 불구하고 학술지 편집방향, 방법, 출판 등의

제도화는 비교적 느렸었다. 그 후 1960년에 들어 사회가 안정기에 접어들었고, 화학인구가 증가함과 동시에 1971년에

학회 창립 25주년의 해를 준비하는 의미에서 학술지 편집의 제도화 및 선진화를 서둘렀기에 그 성과를 볼 수 있었다.

대한화학회지 편집의 역사는 한국에서 발간된 학술지 전체 편집의 역사로 보아도 지나침이 없다. 지나간 과정 속에서

학회지 발간 초창기의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과 소수 선구자들의 희생적 노력을 짙게 느낄 수 있다. 학회지 발간 초창기의 힘들었던 시대적 상황과 소수 선구자들의 희생적 노력을 짙게 느낄 수 있다. 

진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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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지막 날인 7월 4일은 유럽편집인협의회(EASE)의 핵심멤버이면

서 학술출판의 국제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전문가(Pippa Smart)

를 모시고 강의형태로 진행한 프로그램이었다. Pippa Smart는

1986년 ‘출판 및 고고학’ 전공으로 영국 옥스퍼드대학을 졸업한

이후, Cambridge University Press, Wiley, Blackwell Publishing

등 영국 유수의 학술출판사에서의 저널출판 실무경력을 다졌고, 

2002년 이후에는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과학학술지 출판의2002년 이후에는 저개발국 및 개발도상국에 과학학술지 출판의 

지식 및 정보를 제공하는 INASP 프로그램, 전세계 과학학회지

편집인 기구인 ALPSP, 유럽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EASE)에

적극 참여하여 강의 교육은 물론 뉴스레터 편집, 북 리뷰, 에디터

가이드북 출판, 컨설팅 지원 등 아낌없이 그 역량을 발휘하고 있는

세계적 수준의 전문가이다. 2007년 이후는 PSP Consulting이라는

이름의 컨설팅 회사를 창립하여 유럽, 미주는 물론 중동, 최근에는

중국,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총 망라하여 편집인의 교육과 학술저널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본인이중국, 그리고 한국에 이르기까지 전세계를 총 망라하여 편집인의 교육과 학술저널의 발전을 위해 그 동안 본인이

쌓아온 지식을 널리 나눠주고 있다. 금번 워크숍은 작년에 이어 한국에서는 그녀의 두 번째 강의로서 학술지 운영을

고민하는 일선의 편집장, 편집주간 및 편집실무 간사 등 모두에게 주옥같은 내용의 코칭이 되었다. 교육내용은

(1)학술지 출판을 둘러싼 최근의 국제적 환경변화, (2)출판협력 모델, 계약, 장단점, (3)저널의 강·약점 분석, (4)저널

발전계획 수립 및 성공전략 등 주제별로 핵심적인 내용을 간결하면서도 명료하게 하나하나 짚어가는 강의와 질의응답

으로 진행되었다. 

    특히, 최근의 IT기술의 진보를 응용한 최첨단 저널의 등장, 혁신적 서비스 모델 등의 환경변화와 Open Access

정책의 약진, 대형플랫폼 저널의 확장성 등은 개별 학회지 및 학술지에게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다가왔고 이에 슬기정책의 약진, 대형플랫폼 저널의 확장성 등은 개별 학회지 및 학술지에게 상당한 위협요인으로 다가왔고 이에 슬기

롭게 대처하는 방안에 대해 깊이 고민하는 자리가 되었다.

    결론적으로, 금번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 행사는 2011년 9월 창립 이래 과편협이 이제는

한국이라는 국경의 한계를 넘어 아시아권 편집인들과 함께 손잡고 현안을 고민하고 대처해 나아가는 발판을 만들었

다는데 큰 의미가 있으며,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이러한 교육과 만남의 장은 학술지 편집인의 전문능력 향상과 더불어

개별 학술지의 성장에 초석이 될 것임을 확인하는 자리였다.

▲ 학술출판의 국제컨설턴트로 활동하고 있는

   피파 스마트(Pippa Smart)가 강연하고 있다.

현황 등에 대해 소개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이어진 오후세션에서는 한국의 의학분야 우수학회지 육성사례(Archives

of Plastic Surgery), 논문심사 현장에서 벌어지는 연구윤리의 주요쟁점, 대형출판사의 학술지 발간 사례(Wiley),

CrossCheck을 이용한 논문심사 사례의 소개를 통해 학술지 현장에서 일어나는 구체적인 사안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심도 깊게 논의하는 자리를 가질 수 있었다.

회장으로 하종규 과편협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선출됐으며,

김형순 과편협 부회장(인하대 신소재공학과)이 초대 사무총장을

맡게 되었다. 아편협은 북미·유럽에 비해 상대적으로 낙후돼 있는

아시아 지역 과학학술지 수준을 빠른 시일 내에 세계수준으로 끌어

올리고, 아시아 각국의 다양한 문화적·학문적 전통을 반영한 새로운

학술지 문화를 창출하는 데 그 주요한 목적과 사명을 두고 있다.

이에 아편협의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국 과편협은 그 동안이에 아편협의 창립에 주도적 역할을 한 한국 과편협은 그 동안

축적된 노하우를 바탕으로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는데 크나큰 기여를

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틀째인 7월 3일 진행된 워크숍에서는, 최근 IT기술의 최첨단에서

전세계 학술논문의 DOI 등록을 체계화함으로써 학술정보의 유통

혁신을 이끌고 있는 CrossRef 직원(Rachael Lammey)으로부터

전세계 DOI 등록현황 및 부가적인 서비스 프로그램(CrossCheck,

CrossMark, FundRef, ORCID 등)에 대한 최신 기술내용 및 보급CrossMark, FundRef, ORCID 등)에 대한 최신 기술내용 및 보급

▲ 하종규 과편협 회장(서울대 명예교수)이 

    아시아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아편협)

   (영문: 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ASE) 창립총회에서 회장으로 선출되어

   연설 중이다.

    한국과총 회장, KISTI 원장, 아시아과학한림원연합회 (Association of Academies and Societies of Sciences in Asia) 

회장의 축사와 함께 진행된 첫째 날의 컨퍼런스에서는 몽골,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싱가포르, 필리핀, 중국, 일본, 한국 

등 참가국 각각의 과학학술지 현황에 대한 소개 진행되었고, 오후 시간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APAME), 한국의 과편협(KCSE), 그리고 최근 과편협 주도로 야심차게 추진되고 있는 XML원문서비스 플랫폼(Science

Central)을 소개함으로써 아시아 지역에서의 학술지 발간현황과 편집인 단체의 면면을 접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이어

오후 마지막 세션에서는 본 회합의 주요 목적 중 하나인 총회행사로서, 한국을 비롯한 일본, 중국,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

등등 아시아 지역은 물론 미국과 러시아, 호주, 이탈리아, 그리스 등 총 21개국 137명을 창립 회원으로 하는 아시아과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아편협) (영문: 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ASE)를 정식으로 발족하였다. 본 창립총회에서는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회장 하종규)는 KISTI와 공동주관으로 지난 7월 2일 ~ 7월 4일까지 3일간에 걸쳐 

강남구 역삼동 소재 한국과총회관에서 제1회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아시아 국가를 대표하는 학술지 편집인(중국, 일본, 베트남, 싱가포르, 인도네시아, 태국 등) 20명을 포함하여 한국의

과학 학술단체 회원, 인문사회·의학·과학분야 학술지 편집인 등 총 141명이 참여한 본 행사는, ‘아시아 학술지가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가’라는 공통의 과제를 함께 확인하는 자리였다. 특히 최근 인터넷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빠르게 변하고 있는 학술지 출판환경의 변화추세를 되짚어보고 학술지의 선진화·국제화를 위해

습득해야습득해야 할 기술·지식, 우수 학술지의 육성사례 등을 소개함으로써 관련지식을 공유하고 점검하는 한마당이었다.

▲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4의 연사와 참가자가 함께 촬영한 단체사진

김명순

(ETRI Journal Managing Editor,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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