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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회 아시안 과학편집인 국제학술대회(The 2nd  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가 2015년 8월 20일(목)~8월 23일(일), 베트남 하노이에

소재한 하노이 과학기술 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등록 및 초록 마감은 2015년 4월 30일(목)이며, 등록비는

미화 400달러이다. 등록 및 자세한 프로그램은 CASE

홈페이지(http://www.asianeditor.org)에서 살펴볼 수홈페이지(http://www.asianeditor.org)에서 살펴볼 수

있다.

2015년 2월 10일 과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제5차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여섯

편의 제목과 저자를 소개 한다. 각 포스터의 내용도

요약하여 정리한다.

    과편협 기획운영위원회

지난 2014년 SCIE에 등재된 학술지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의 이택

편집인이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울인 고생과 노력

등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이택(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편집위원장)

Carbon Letters (Abbr.: Carbon Lett., 2008~현재, 박수진 편집위원장)는 한국

탄소학회 공식 영문학술지로 전신은 국영문 학술지인 Carbon Science (Abbr.:

Carbon Sci., 2000~2008)이다. Carbon Lett.는 2011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하 ‘과총’)의 지원(2011년 학술지 국제화 사업)을 받아 3년 동안 국제규격의

학술지로 개선되었으며, 그 결과 2014년 9월 Thomson Reuters사로부터 2012년에

발행된 학술지부터 SCI-Expanded (이하 SCI-E)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게 되었다.

                김병주(Carbon Letters 편집위원, 원고편집인)

            박수진(Carbon Letters 편집위원장)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지난 2014년부터 실시해 온 과학학술지 원고편집인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이 

올해도 계속된다.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원고편집인에게 필요한 기본 이론교육 및 실제 원고편집에

투입될 수 있는 실무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다. 2014년, 2015년에 이 교육을 수강한 두 수강생의

후기를 통해 기초교육과정의 실상을 엿볼 수 있는 글을 소개한다.

                    이은일 (2014년 교육 수강생), 정미주 (2015년 교육 수강생)

지난 2014년 국내에서 시행된 BELS 시험을 통과한 합격자의 생생한 수기를 전한다. 

              장재화(인포루미, 과편협 교육연수위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ScienceCentral 및 전자저널 변환 설명회’가 2015년 2월 25일

오후 3시부터 4시 30분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편집인과 관련업계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허선 (한림대 기생충학과 교수,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학술정보 시각화 서비스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에서는

이 보고서에서 소개된 학술 출판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동향 중에서 참고할 만한

내용을 발췌하여 소개한다.

          서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내정보팀, 과편협 기획운영위원)

설훈(교문위원장), 조정식(교문위)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토론회 ‘학술논문 OA와 학술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이 2015년 3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 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내

국회에서 공개접근을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드문 일인데, 이 토론회에 과편협 허선 기획운영위원장이

참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공개접근(open access) 정책의 성과와 전개방향」을 발표하였다. 허선

위원장의 발표 가운데 과편협 회원들에게 적절한 내용이라는 판단아래 뉴스레터 지면을 빌려 다시 소개한다.

           허선 (한림대 기생충학과 교수,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글: 김은정 (과편협)

교정 . 교열: 김선래(교정 전문 작가)

과편협은 지난 2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윤리:

학계의 역할, 사회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제9회 출판윤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제9회 출판윤리 포럼’ 개최

● 학술대회에서 선보인 포스터 및 수상 안내

지난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지 편집 및 출판과 관련한 주제의 포스터 여섯 편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포스터 논문들을 대상으로 심사가 진행되었고, 이 중 두 편을 우수논문상으로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학술대회 시상 내역〉

2015년도 과편협 정기총회와 학술대회가 지난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9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정기총회,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개최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개최

● 학술대회 수상 안내

●‘제9회 출판윤리 포럼’개최

● 2015년도 과편협 행사 및 계획
   (1월 ~ 12월)

● 회원동정 / 회원현황

ISSN 2287-6758



구분

1

2

3

4

5

66

7

8

9

10

11

12

1313

14

성   명

김계환

김   수

김혜원

배종우

서윤주

안환태안환태

양철우

엄안흠

유정식

이선영

이용중

정병룡

조윤상조윤상

최진일

                소       속

가천대학교 비뇨기과 교수

연세대학교 간호학과 부교수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교수

경희대학교 소아청소년과 교수

메드랑 부장

인포루미 부장인포루미 부장

가톨릭대학교 신장내과 교수

한국교원대학교 생물교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영상의학과 교수

건국대학교 내과학교실 교수

동국대학교 법학과 교수

경상대학교 원예학과 교수

엠투커뮤니티 부장엠투커뮤니티 부장

한밭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

직책

정보출판위원

기획운영위원

교육연수워원

출판윤리워원

원고편집위원

원고편집위원원고편집위원

기획운영위원

교육연수위원

기획운영위원

대외협력위원

기획운영위원

교육연수워원

기획운영위원기획운영위원

정보출판위원

▲ 제9회 출판윤리 포럼 강연장면

과편협은 지난 2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연구윤리:

학계의 역할, 사회의 역할’ 이라는 주제로 ‘제9회 출판윤리

포럼’을 개최하였다. 학술지 편집인 65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번 포럼은 발제, 주제발표, 토론, 정리 순으로

진행되었다. 

   서울시립대 황은성 교수(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와 서울

교대 이인재 교수(한국저작권위원회 표절위원회 위원)는교대 이인재 교수(한국저작권위원회 표절위원회 위원)는

국내 연구윤리의 현 위치를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

결과와 사례를 통해 살펴봄으로써 올바른 연구윤리 인식을

고양시키기 위해서는 학계와 사회의 역할이 필요함을 강조

하였다. 이어 가톨릭대 오일환 교수(한국줄기세포학회 회장)

는 학계를 학회로 정의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학계의 역할로

3가지의 기능적 진화가 우선 이루어져야 할 것을 제언하였다.

그 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그 제언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학회의 법적 위상에 대한 검토

    ● 법인화 및 기구화

    ● 대정부·대사회적 협력단체로서의 기능 강화

2) 소통구조 개선

    ● 내부적 토의와 토론방 운영 등을 통해 통합적 의견 수렴

    ● 창조적 비판 문화 정착(이해집단의로서의 성격 탈피 필요)

3) 정부기능의 일정부분을 민간 학회에 이양3) 정부기능의 일정부분을 민간 학회에 이양

    ● 전문가 중심의 자율적 정책조율기능

    ● 정부 및 민간 컨소시엄을 통한 자원의 효율적 활용

    ● 학회의 자체규제 및 조정기능 강화

   아울러 KBS 이은정 과학전문기자는 연구윤리를 다양한 매스미디어에서 다룬 연구윤리 관련 기사를 통해 소개

했다. 이 기자는 여론화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미디어를 사회라고 정의하면서, 미디어와 전문가 사이의 신뢰

형성이 연구윤리에 대한 사회의 역할이라고 피력하였다. 신뢰 형성을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윤리 전문가 명단 확보

2) 분야별 학회 연락처 공유

3) 언론기관(한국기자협회, 한국과학기자협회)과 공동 심포지엄 개최

4) 언론사 기자 교육프로그램 공동개발(한국연구재단) 

5) 연구윤리 취재사례 가이드북 발간

6) 미디어 보도에 대한 피드백 제도 마련

   마지막으로 과학기술정책연구원의 박기범 연구위원은 현재 연구윤리를 저해하는 요인을 구조적, 조직적, 문화적,

개인적으로 나누어 살펴보고, 연구윤리 제고를 위한 정부의 역할로 구조적, 조직적 요인을 해결해 줄 것에 대해

제언했다.

1) 구조적/조직적 요인 해결

    ● 정량 평가 보완 - 질적 평가는 새로운 부정적 효과 우려

    ● 난립한 학술지 문제 해결

    ● 대학원 관리

2) 제도화 허점 개선

    ● 연구관리전문기관 규정 보완

    ● 이의제기, 재조사, 항소 등 절차 미비함 개선    ● 이의제기, 재조사, 항소 등 절차 미비함 개선

    ● 학술진흥법과 관련된 지침·가이드라인 공론화 작업

    ● 응용·개발연구에서의 연구윤리문제 개선

3) 꼭 필요한 기반 구축

    ● 체계적 관리 추세 지정 - 백서발간, 진실성 검증결과 분석

    ● 대학의 연구윤리활동 지원

   모든 연사의 발표가 끝난 뒤, 인하대 김형순 교수(과편협 부회장)의 진행아래 자유토론이 이어졌다. 참석자들은

“학계는 학회 통폐합을 통해 창구를 단일화하여 사회와 더욱 원활하게 소통할 수 있는 것이 필요하다”, “연구윤리에

대한 부정적인 면모만 부각시키기보다는 긍정적인 풍토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학계·사회·정부가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추가로 제안하였고, “무엇보다 연구부정을 일으키지 않으려는 의지와 문화가 확산되는

풍토를 조성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토론은 마무리되었다.

지난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열린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지 편집 및 출판과 관현한 주제의 포스터 여섯 편이

전시 되었다. 전시된 포스터 논문을 대상으로 한 심사 결과에서 두 편이 우수논문상으로 선정되어 시상을 마쳤다. 

   시상한 두 논문에는 과편협 회장 명의의 상장과 상금 50만 원이 수여되었다. 과편협 주최의 학술대회는 매년

정기총회에서 함께 진행되며, 다음 학술대회는 2016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학술대회 시상》

부문

우수논문상

우수논문상

시상내역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장상 

및 상금 50만 원

논문명

Major publications in FGID and Neurogastro-

enterology from the E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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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선

김형순김형순

2015년도 과편협 정기총회와 학술대회가 지난 2월 1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9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강, 정기총회,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특강은 서울대학교 서정욱

교수가 초대되어「Open Access and Creative Commons

License: new trends in scholarly publishing」이라는

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서교수는 지식의 개념과 지식공유주제발표로 이루어졌다. 서교수는 지식의 개념과 지식공유

환경의 변천사를 통해 공개접근(open access) 개념을

흥미롭게 설명하였고, 아울러 공개접근 등장으로 인해 대두

되는 저작권을 크리에이티브 커먼스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 CCL)의 6가지 저작물 이용허락

표기법으로 알기 쉽게 설명하였다. 발표자료는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어 진행된 정기총회는 하종규 회장의 “국내 과학 학술지와 학회 발전을 기원하며, 과편협의 다양한 학술지

발전 사업을 지지해 주시길 바란다”는 개회사로 시작되었고, 이어 시상이 이루어졌다. 과편협 창립과 발전에

기여한 진정일 명예회장에 감사패를 수여한 것을 시작으로, 지난 3년간 학술지 발전을 위해 노력하여 뛰어난

성과를 보여준 대한금속재료학회의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학술지에 과편협 회장 명의의 우수학술지상을,
지난 3년간 발행된 국내의 스코퍼스(SCOPUS) 학술지 중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한국원자력학회의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학술지에 엘스비어(Elsevier) 대표자 명의의 엘스비어상(2015 Elsevier SCOPUS
Journal Award)을, 지난 3년간 발표된 학술지 출판 및 편집에 관한 단행본 부문에서는 『이공계 연구윤리 및Journal Award)을, 지난 3년간 발표된 학술지 출판 및 편집에 관한 단행본 부문에서는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이 선정되어 단행본을 저술한 과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 명의의

우수저술상을 수여하였다.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4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 2015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개인·특별회원 인준(안) 등 총 3개의 안건이 의제로 제안되었다. 홍순원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국내 과학학술지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국제 학술지  지원을 늘리고 국제 행사를 적극적으로 참여, 유치할 수 있도록 예산확보에 힘써줄

것을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안건은 이견 없이 승인, 처리되었다. 이날 개인·특별회원 인준이 승인됨에 따라 과편협

회원은 개인회원 57명, 단체회원 252종 학술지(편집인 241명), 특별회원 10개 기관으로 늘어났다. 

▲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를 마친 후 가진 기념촬영.

▲ 2015년도 정기총회에서 (1) 진정일 명예회장에게 감사패, (2) 대한금속재료학회의 Electronic
   Materials Letters 학술지에 과편협 회장 명의의 우수학술지상, (3) 한국원자력학회의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학술지에 엘스비어(Elsevier) 대표자 명의의 엘스비어상, 
   (4) 과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명의의 우수저술상을 시상하는 장면.

▲ 서정욱 연사의 특강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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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과학 편집인이 가장 원하는 것은 무엇일까? 2013년 11월~12월 편집인 82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62.2%가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라고 답하였다.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인 Web of Science나

SCOPUS 심사 항목을 보면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가 중요하다. 영향력지수를 올리려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 우수한 종설이나 원저 논문을 유치하고 회원들에게 인용을 권하는 등 다양한 시도를 하지만, 결국 전 세계

과학자가 우리 학술지를 쉽게 볼 수 있고, 관련된 주제를 인용할 수 있도록 국제적인 플랫폼(platform)에 올려야

한다. 의학 분야는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는 PubMed Central (PMC, http://pubmedcentral.org/)이 가장

좋은 예로 꼽힌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XML을 바탕으로 한 전문(full text)을 제공좋은 예로 꼽힌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XML을 바탕으로 한 전문(full text)을 제공

하고 있어서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는 데다 공개접근(open access) 학술지가 많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의학 학술지가 국제지로 빠르게 성장할 수 있었던 바탕에는 이 PMC 플랫폼을 이용하여 큰 효과를 볼 수 있었던

점을 빼놓을 수 없다. 덕분에 그동안 접근하기 어려웠던 우리나라 학술지를 전 세계에서 쉽게 찾을 수 있게 되었다.

PMC 등재 후 영향력지수가 빠른 속도로 향상된 것을 쉽게 알 수 있다.

과학 분야는 이런 국제적인 무료 접근 또는 공개접근이 가능한 JATS XML 기반 전문 데이터베이스가 없었으므로,

국내 과학학술지 상당수가 상업회사 플랫폼을 타기 위하여 외국 회사와 협력하여 발행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이런

상업회사 플랫폼은 대부분 유료라서 접근에 제약이 따른다. 그러므로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에서는

2013년부터 전 세계 모든 분야 과학 학술지를 언어의 제약이 없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인 Science

Central을 구축하여 2015년 2월 25일 현재 53종 6,439편의 논문을 제공하고 있다. 아직 첫걸음이지만,  등재 요청이

국내외에서 계속 들어오고 있다. ScienceCentral이 PMC와 차별되는 점은 구글 자동 번역(Google translation)

기능을 접목한 덕분에 전 세계의 문자 80종으로 번역되는 점, CrossRef를 통한 인용받기(cited-by) 기능을 구현기능을 접목한 덕분에 전 세계의 문자 80종으로 번역되는 점, CrossRef를 통한 인용받기(cited-by) 기능을 구현

하는 점 등이다. PubReader나 epub 3.0 기능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다양한 기기, 예를 들어 스마트앱이나 스마트

탭에서 폰트 크기를 일정하게 하여 쉽게 볼 수 있는 점은 PMC와 같다. 우리 과학 편집인이 ScienceCentral 플랫폼을

이용하려면 학술지 XML 형식에서 ISO 표준인 JATS XML을 제작하여 과총에 기탁하여야 한다. 제작 경비가 국내는

편당 55,000원 수준이며, JATS XML뿐 아니라, 학술지 누리집, CrossRef XML, CrossMark XML, FundRef XML,

Text and Data Mining XML까지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된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원단체로 가입해

활동하는 국내 업체인 Sonjo(http://www.sonjo.co.kr/), M2Community (http://www.sonjo.co.kr/), Inforang

((http://www.medrang.co.kr) 등이 표 XHTML, 화학식 ChemML, 수식 MathML을 포함하여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학술지 시장은 이제 공개접근이 추세이다. 과학학술지를 공개접근으로 널리 알릴 수 있는 ScienceCentral 등재

기회를 굳이 놓칠 이유는 없다. 작업 경비는 합리적인 수준이며, 과총 학술지 발행 지원금 내에서 충분히 사용할 수 있다

망설이지 말고 학술지를 JATS XML로 제작하여 ScienceCentral에 등재시키자. http://www.e-sciencecentral.org/

에서 과총이 제공하는 이 멋지고 화려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ScienceCentral 및 전자저널 변환 설명회’가 2015년 2월 25일 오후 3시

부터 4시 30분까지 한국과학기술회관 지하 1층 중회의실에서 편집인과 관련업계 인사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이 설명회에서 발표한 내용을 간단히 소개한다.

허선

(한림대 기생충학과 교수,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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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학술지 기사, 저자, 인용 관계 등을 분석해서 서비스하는 사례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 Microsoft Research의 FacetLens(<그림 9> 참조)

- Elsevier의 Illumin 8(<그림 2-10> 참조)

- Maryland 대학의 PaperLens(<그림 2-11> 참조)

- ChalkLabs의 NIH의 Funding Map Viewer(<그림 2-12> 참조)

- Moritz stefaner의 Citation Network (<그림 2-13> 참조).

▲ <그림 9> Microsoft Research의 FacetLens ▲ <그림 10>  Elsevier의 Illumin 8

▲ <그림 11> Maryland 대학의 PaperLens ▲ <그림 12> ChalkLabs의 NIH의 Funding Map Viewer 

▲ <그림 13> Moritz stefaner의 Citation Network

스프링거가 학술지 기사 저자의 소속기관과 구글 맵을 매핑한 결과를 나타내는 ‘AuthorMapper’를 공개하였다.

AuthorMapper는 과학연구의 시각화를 위한 온라인 툴로 저자의 위치와 지도에 근거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를

통해 과학연구의 양상 탐구, 새로운 경향을 밝히고 역사적 문헌을 확인, 폭넓은 관련 연구 제시, 각 학문영역의

연구자들의 위치파악이 가능하다. 임의로 정한 검색어, 저자명, 저자의 소속기관, 주제, 학술지명, 저자가 속한

국가명을 검색항목으로 지정할 수 있다. 

   오픈액세스 문헌으로 제한하여 검색할 수도 있으며, 검색결과는 기사의 메타데이터 정보와 기사의 수에 따른

소속기관의 소재지 정보가 Google Maps 에 표시된다. AuthorMapper를 통해 연구자의 소속에 따른 위치정보와

분포, 시대변천사항, 지역적 특성에 대한 정보를 알 수 있다.

▲ <그림 8> 스프링거의 AuthorMapper

학술지와 학술지 기사를 평가하기 위해서 전통적으로 활용되어 온 것은 인용 데이터이다. Web of Science와

Scopus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산출되는 학술지 논문의 인용 데이터는 저자와 학술지 출판사들에게 매우

중요한 평가정보로 활용되어 왔고, 평가의 기준으로써 그 영향력은 여전하다. 그러나 인터넷과 웹의 디지털 혁명

이후 스마트폰과 태블릿 PC로 야기된 모바일 혁명은 페이스북과 트위터 등에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통해서 학술지

기사를 활용하는 이용자층을 연구자에서 일반 대중으로까지 확대시키고 있다. 이제는 학술지 논문의 인용빈도 뿐만

아니라 페이지를 본 횟수, 소셜 미디어 등에 언급된 횟수, 서지관리도구(EndNote, MENDELEY 등)에 저장된 횟수

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노출도를 중요한 데이터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술지 기사단위로 발생하는 다양한등을 포괄하는 사회적 노출도를 중요한 데이터로 간주하기 시작하였다. 이에 학술지 기사단위로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노출도를 분석하여 시각적으로 제공하는 다양한 툴들이 등장하고 있다. 

1) 앱스코의 Plum Print

▲ <그림 5> 앱스코, Plum Analytics의

연구 영향력 시각화 툴: Plum Print

   Plum Print는 연구 성과 평가 분석 도구 ̀PlumX̀에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검색하여 학술지 논문 및 발표의

사회적 영향력을 시각화하여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개발

되었다. PlumX에서 사용되는 5개 기준인 ̀PDF와 HTML

페이지 뷰 횟수 ,̀ ̀캡처 횟수 ,̀ ‘코멘트 횟수 ,̀ ̀소셜 미디어

에서 언급된 횟수 ,̀ ̀인용횟수 를̀ 5가지 색깔의 원으로 표시

한다. 원의 크기는 5가지 데이터의 값의 크기에 해당하며,한다. 원의 크기는 5가지 데이터의 값의 크기에 해당하며,

이용자는 원의 크기를 통해 학술지 논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시각적으로 즉시 파악할 수 있다.

   <그림 5>에서 보는 것과 같이 우측 박스에 제시된 문자와

숫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PlumX를 좌측의 5가지 원으로 

구성된 Plum Print으로 시각화함으로써 이용자들이 보다

직관적으로 해당 학술지 논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파악할

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수 있도록 해 주고 있다.

2) Altmetric

   Altmetric도 Plum Print와 같이 학술지 논문의 사회적 영향력을 소셜 미디어에 언급된 횟수, MENDELEY와

CiteULike에 저장된 횟수 등을 활용하고 있다. 차이가 있다면 Plum Print가 5가지 데이터항목을 중심으로 시각화

하고 있다면 Altmetric는 보다 세분화된 데이터 항목들을 시각화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그림 6>에서 볼 수

있듯이 Altmetric 시각화 툴의 중앙에 사회적 영향력 총빈도를 기재하고 그 주위에 원의 모양으로 각각의 데이터

항목의 데이터 값을 색상으로 구분하여 보여주고 있다.

▲ <그림 6> Altmetrics의 학술지 논문의 사회적 영향력 시각화

▲ <그림 7> Altmetric을 도입한 출판사 사례 

   Altmetric이 Plum Print와 차별화되는 서비스는 ‘Free Altmetric Bookmarklet'를 제공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용자들은 자신이 사용하는 웹 브라우저 상에 Free Altmetric Bookmarklet을 설치한 후 특정 학술지 논문에 접근한

후 해당 북마크릿을 클릭하면, 해당 논문에 대해서 Altmetric이 제공하는 사회적 영향력에 대한 시각화된 데이터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은 국외 출판사들이 Altmetric 시각화 툴을 자신들의 학술지 서비스에 적용한

사례들을 제시한 것이다.

대표적인 오픈액세스 학술지 출판사인 PLoS(Public Library of Science)는 자신들이 출판하는 모든 학술지의

기사들과 관련된 이용 데이터들을 수집하여 자신들의 고유한 방식으로 Scholar Metrics를 산출하여 시각화하고

있다. <그림 4>와 같이 이용자들은 PLoS 학술지 사이트에서 특정 학술지 기사에 접근하게 되면 Metrics라는

메뉴를 통해 해당 학술지 기사에 대한 Viewed 정보, Cited 정보, Saved 정보, Discussed 정보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첫째, Viewed 정보에서는 해당 학술지 기사가 출판일로부터 현재까지 이용된 총 빈도를 보여주고, 세부적으로는

HTML 페이지 뷰의 빈도, PDF 다운로드 빈도, XML 다운로드 빈도 등을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HTML 페이지 뷰의 빈도, PDF 다운로드 빈도, XML 다운로드 빈도 등을 표 형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둘째, Cited 정보에서는 인용정보가 산출되는 데이터베이스들을 아이콘으로 시각화하였고 해당 아이콘별로 해당

학술지 기사가 인용된 빈도를 표시해 주고 있다. 이를 통해 해당 학술지 논문이 어떤 데이터베이스에서 가장 많이

인용되고 있는지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비교가 가능하도록 시각화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셋째, Saved 정보에서는 Citeulike와 MENDELEY에 저장된 횟수를 비교 시각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넷째, Discussed 정보에서는 Wikipedia, facebook 등 소셜 서비스 등에서 논의된 빈도들을 역시 비교 시각화

방식으로 제공하고 있다. 

▲ <그림 4> PLoS의 기사 단위 Social Visibility 데이터 시각화  

마이크로소프트는 컴퓨터과학 분야의 학술 논문 300만여 건을 검색할 수 있는 “Microsoft Academic Search β판”을

공개했다. 논문 수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9년 11월 약 378만 건에 이른다. 논문의 원문에 연결되는 다양한

링크를 제공하며 참고문헌에 대한 링크, 인용한 논문에 대한 링크 등을 제공한다. 마이크로소프트는 2006년 4월에

학술 정보 검색 서비스 "Live Search Academic"을 시작했지만, 2년 만에 중단하였다. 

   다시 시작하는 이번 서비스에서는 이전에 비해 기능과 사용성이 대폭 향상되었다. 단순히 원문 페이지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참고문헌 링크, 인용문헌 목록 및 링크, 연구자 연결망, 상위 공동 저자 등 다양한 기능을 제공

한다. 현재 이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는 분야별로 최고 순위의 논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분야별한다. 현재 이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서는 분야별로 최고 순위의 논문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 있다. 분야별

논문 순위를 수 만 건까지 볼 수 있고, 예를 들어 Scientific Computing 분야의 경우 1만 5천 여 건의 논문을 ‘주제

분야 내 인용수’(indomain citations)와 ‘총 인용수’(citations)를 확인할 수 있다. 상위의 논문을 보면서 저자,

컨퍼런스, 학술지 메뉴 탭으로 이동하면 마찬가지로 상위의 저자, 컨퍼런스, 학술지를 볼 수 있다. 

   저자 메뉴에서는 사진, 소속기관 정보와 연도별 출판 논문이 열거되고 원문에 연결되도록 해 놓았다. 또한 인용

정보를 보여주며, 공동 연구자 순위를 제공하여 각 연구자 정보로 연결한다. 특히 ‘Visual Explorer̀는 이름의 시각화

기능이 눈에 띈다. 

▲ <그림 2> Microsoft Academic Search

(Available from: http://academic.research.microsoft.com/)

▲ <그림 3> Visual Explorer의 시각화 기능

구글 스칼라는 2009년부터 2013년 사이에 출판된 모든 학술지 논문들을 색인하여 Metrics를 산출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Metrics와 My Citation 서비스이다. 구글 스칼라는 아직까지 시각화 서비스를 본격

화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러한 데이터는 향후 시각화 서비스를 위한 좋은 자원임에 틀림없어 보인다. 

▲ <그림 1> 구글 스칼라의 My Citation 서비스

지난해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학술정보 시각화 서비스 전략』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본고에서는 그 중에서

학술 출판에서 시도하고 있는 다양한 데이터 시각화 서비스 동향에 대해서 발췌하여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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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차원에서 공개접근(open access) 정책을 다룬다는 것은 현재 시행하는 공개접근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국내에서도 이미 한국연구재단(이하 연구재단), 보건복지부,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이하 과총) 등에서 법률 해석에 근거하여 공개접근 또는 공공접근(public access) 정책을 펴며 국제

추세에 떨어지지 않게 발맞추어 가고 있다. 공개접근과 공공접근은 내용상 똑같지는 않은데, 공개접근은 출판 즉시

접근할 수 있으며 그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 경우를 말하며, 공공접근은 일정 기간 엠바고(embargo) 후에 공개하는

접근을 뜻한다. 이러한 사실에 연구자로서 또한 세금 내는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갖는다. 이 글에서는 연구자와

편집인 입장에서 또한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산하 공공기관의 공개접근 정책, 특히 연구재단의편집인 입장에서 또한 세금을 내는 국민 입장에서 우리나라 정부나 산하 공공기관의 공개접근 정책, 특히 연구재단의

공개접근 정책에 대하여 소개하고, 또한 앞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려고 한다.

학술지 편집인을 위한 공개접근(Open Access) 공개 포럼(2012. 11. 20)에서 공개접근 정책 강화를 천명하고 이후

더욱더 강화된 공개접근 정책을 펴고 있다. 현재 시행하는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Green open access (공공 저장소에 기탁) 정책을 폄 (2007년 11월 시작)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의 100만 건 중 원문 30 만 건을 무료 접근(free access)으로 공개하고, 기초학문자료

    센터(KRM)의 50 만 건 중 원문 30 만 건을 무료로 공개하였다. 

2) 연구재단의 연구비를 받은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논문을 KCI에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원문 서비스도 시작(2007 시작)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인문사회분야 학술연구 지원 사업 처리 규정’에 근거하여 연구비

    관리지침에 포함시켰다. 과학 분야의 경우 보고서와 자료는 기탁 의무화하고 있지만 논문은 아직 의무화가 아니다. 

3) 2014년도 국내 학술지 지원 사업(인문사회 분야)  신청요강 통해 공개접근을 우대3) 2014년도 국내 학술지 지원 사업(인문사회 분야)  신청요강 통해 공개접근을 우대

    온라인 접근성 항목에서 공개접근 또는 무료접근 여부에 따라 점수를 부여하여 모든 국민이 더 많은 학술 논문

    내용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하였다. 

4) 우수 학술지 지원 사업(2012년)에 “사회적기여: 오픈액세스 정책 추진 여부”에 5점 배점(100점 만점)

5) 학회로부터 학술지 논문 원문공개 동의서를 확보하여 공개 (2012.9)  

    이 사업은 학회의 자발적인 참여로 시도하게 된 것이다. 아직 많은 학회가 현실적으로는 공개접근·무료접근이지만

    아직 연구재단에는 동의서를 제출하지 않은 곳이 매우 많은 형편이다. 앞으로 과학 분야는 90퍼센트 이상의

    학술지가 원문 공개에 동의할 것이다.     학술지가 원문 공개에 동의할 것이다. 

한국학술지인용색인(KCI)을 통한 검색과 원문 공개로 인하여 국내 학술지 인용 건 수가 점점 더 늘어났기 때문에

국내 연구결과를 국내 연구자가 쉽게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외국에서의 접근이 2012년과 2013년 사이에

10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국제적인 데이터베이스로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KCI는 공개접근 저장소(open access repository)인데, 이 데이터베이스를 바탕으로 100여 건 이상의 서지정보학

연구가 이루어졌고, 그중 191편의 논문이 이미 KCI 학술지에 출판되었으며, 일부는 국제학술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이 공개접근 정책은 그 자체가 연구기반을 확립해 준다는 점에서 학문 사회에 기여하는 바가 매우 훌륭하다

할 수 있다.할 수 있다.

   이미 국내 연구자들은 KCI 공개접근 정책을 통해 논문이나 연구비 계획서 작성, 교육 등에서 많은 혜택을 받고

있다. 논문을 쉽게 검색한 후 원문을 바로 볼 수 있다는 점은 매우 편리하다. 특히 2007년 이전까지 국내 연구논문을

찾는 것이 해외 연구논문을 찾는 것보다 더 어려웠던 점을 감안하면 연구환경이 매우 좋아졌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는 OECD 국가 가운데 일본과 더불어 학술지 발간을 지원하는 독특한 정책을 펴는 국가이다. 일본은

2013년도에 76종을 지원하여 4억7천5백만 엔(한화 약 47억 5천만 원)을 지출하였여, 종당 평균 625만 엔(6천250만 원)

을 지원하였다. 우리나라는 2014년 현재 연구재단과 과총이 연 68억 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종 수로는 연 750종

이다. 더욱이 우리나라는 일본과 함께 전 세계에서 학술지 공개접근 정책을 펴는 국가이다. 이런 정책은 산업계에도

영향을 주어서 많은 회사가 온라인투고시스템, 누리집 제작,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XML 제작 등의 새

분야에 진입함으로써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산업, 이를테면 일종의 창조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2013년 11월 28일~12월 10일에 실시된 인문사회 분야 편집인 대상의 설문 조사결과를 보면 81명 중 57명(70.4%)이

‘현재 공개접근·무료접근으로 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2013년 현재 공개접근・무료접근으로 발행하지
않는다고 밝힌 편집인 24명 가운데 10명(12.3%)이 3년 이내 두 방식으로 발행할 예정이라고 답하였다. 조사결과에

따르면, 공개접근・무료접근으로 발행하지 못하는 이유는 흥미롭게도 10명(12.3%)이 학술지 누리집 제작 경비의
부족 때문이었다. 즉, 대부분의 인문사회 학술지는 누리집 제작 경비만 있으면 공개접근・무료접근으로 발행할 가능이
높다는 걸 알 수 있다. 이러한 현실을 감안한다면, 학술지 지원 정책에서 반드시 학술지 누리집 제작을 지원하는

항목을 두어서 이 항목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개접근 정책을 펴는 이유는 학술지가 많이 읽히고 인용항목을 두어서 이 항목을 지출하게 하여야 한다. 이렇게 공개접근 정책을 펴는 이유는 학술지가 많이 읽히고 인용

되기를 바라는 것이 우선이기 때문이다. 즉, 국제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전 세계에서 우리 학술지를 많이

인용하는 것이 필요하므로 당연히 공개하여야 한다.

첫 번째 방안은 북아메리카나 서유럽처럼,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은 과학 분야 연구논문도 발표 후 적어도 1년

이내에 KCI 등 공공 저장소에 기탁하는 것을 의무화하는 공공접근 정책을 도입하여야 한다. 나아가서 국가에서

지원하는 17조 원의 연구개발비를 지원받은 모든 연구논문에도 공개접근 또는 공공접근 정책이 적용되어 시행될

수 있도록 연구재단이 앞장서야 할 것이다. 세 번째는 연구재단의 지원을 받는 학술지는 JATS XML 바탕의 전문

(full text) 파일을 연구재단에 기탁하도록 하여, Social Science and Humanity Central로 명명하는 전문 데이터

베이스를 국제 수준으로 운영할 수 있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미 과총에서 학술지 지원을 하면서 운영

하는 ScienceCentral을 통해 전 세계 학술지를 기탁받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국내 과학 학술지를 대상으로하는 ScienceCentral을 통해 전 세계 학술지를 기탁받고 있고, 국립중앙도서관도 국내 과학 학술지를 대상으로

Open Access Korea Central을 JATS XML 바탕으로 운영하는 모습을 잘 파악하여 도입하면 어려움이 없을

것이다. 그 후 국제적인 인문사회 분야의 데이터베이스로 성장시키면 자연스럽게 국가 브랜드 향상에 기여할

것이다. 네 번째, 학술지가 정부 지원을 받으려면 각 논문마다 크레이에티브 커먼 라이선스(Creative Commons

License)를 기술하여 공개접근을 선언할 것을 의무화하여, 국내 학술지 활용이 더욱 용이해지는 정책을 펴야 한다.

다섯 번째,이런 다양한 정책을 구현하기 위하여 전체 국가 연구개발비 지원 가운데 매우 적은 부분을 차지하는

학술지 발간지원을 현재보다 상향 조정해야 한다. 적어도 현재 지원액보다 2.5배 이상인 정부 R&D의 0.1% 수준으로

올려 연구결과 자체뿐 아니라 학술지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올려 연구결과 자체뿐 아니라 학술지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시키는 것이 필요하다. 

2014년 미국 테네시(Tennessee) 주 내슈빌(Nashville)에서는 미국의 각 학회 10,000곳 대표가 모이는 American

Association of Society Executives라는 학술행사가 열렸는데, 이 회의 주제에서 다뤄진 미래 학술지 출판의 경향

추출한 내용을 보면 첫 번째가 온라인(online) 활성화, 두 번째가 다국어 번역, 세 번째가 공개접근 확장이었다.

결국 학술지 시장의 대세가 공개접근이므로, 온라인 학술지가 잘 제작되어 스마트앱이나 스마트탭 등 다양한

기기에서도 쉽고 빠르게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다. 또한 온라인상의 번역기능이 향상되어 전 세계 모든

인구가 편하게 지식을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우리나라도 이런 추세에 더욱 빠르게 적응하여 학술지 발전을 꾀하고

국제 학술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국제 학술지로 도약하는 발판으로 삼아야 한다.

앞에서 밝힌 학술지 편집인 대상의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소개하면, 일부를 제외한 편집인들이 모두 공개접근

정책을 도입하고 있다고 밝혔다. 도입하지 않는 이유도 수익보다는 누리집 제작 경비 부족이므로 이 경비만 제공

된다면 95퍼센트 이상이 이를 도입할 수 있다. 즉, 우리나라 학술지는 다 비영리단체인 학회가 발행하므로 상업

회사가 주로 발행하는 북아메리카나 서유럽 국가 학술지와 차이가 있다. 공개접근을 도입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연구재단의 독려라기보다는 학술지 영향력지수(IF)를 높여야하기 때문이다. 더 나아가서 이제

우리나라는 국제적으로 2015년에 인구 5,000만 명 이상의 인구에, 일인당 국민소득 3만 달러 이상인 국가로서

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 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세계를 이끌어나가야일본,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에 이어 일곱 번째 강국이 될 것으로 기대하므로 세계를 이끌어나가야

할 의무가 있다. 전 세계가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학술 정보를 관심 있게 지켜보는 현실에 발맞추어, 이런 최고급

지식인 학술문헌을 공개접근·무료접근으로 제공할 수 있다면 이것이야말로 우리가 세계 문명 발달에 기여하고

국가 브랜드를 높이는 지름길이다. 앞으로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든 정부와 산하 기관은 국민의 목소리를

들어야 하므로 공개접근 정책을 더욱더 강화하여 나가고, 산업계도 이와 관련한 새 패러다임과 플랫폼에 적응하여

창조경제를 이루어서 국제 경쟁력을 확보하는 것이 과제이다. 이 시장도 국내외 경계가 없어졌다. 더구나 우리나라의

높은 연구개발비와 GNI 향상 덕분에 외국의 상업출판사들이 국내학술지를 다루기 위하여 서로 각축을 벌이고 있다.

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을 키우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우리도 세계 시장에서 그들과 경쟁할 수 있도록, 기술을 키우고 마케팅도 적극적으로 펼칠 수 있어야 한다.

설훈(교문위원장), 조정식(교문위) 의원이 공동주최한 국회 토론회 ‘학술논문 공개접근(open access)과 학술

생태계의 상생 발전 방안’이 2015년 3월 2일(월) 오후 2시부터 5시 30분까지 국회의원 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열렸다.  국회에서 공개접근을 공식적으로 토론하는 경우는 드문데, 이 토론회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과편협) 허선 기획운영위원장이 참가하여 「한국연구재단의 공개접근 정책의 성과와 전개방향」을 발표하였다.

과편협 회원에게 적절한 내용이라는 판단 아래 뉴스레터 지면을 빌려 다시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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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원고편집인 기초과정 수업의 좋았던 점은 매 회 강의가 긴밀하고, 알차게 구성 되어 있다는 것이다. 매 회

마다 기본 이론 강의와 실무 특강, 수강자 발표의 구성이 지루하지 않고, 매우 유익했다. 과제가 벅찼지만, 과제 또한

이 교육과정의 일부로서, 실제 수업을 내 것으로 만드는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이 수업을 앞으로 들으실 분들께 꼭

빠지지 않고 성실히 하실 것을 권하고 싶다. 또한 수업 중 팀 별 회의 시간은 서로 간의 지식 공유와 더불어, 같은

교육생들끼리 여러 가지 사항에 대해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시간이었기에 개인적으로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 중

하나였다. 

      이 교육과정은 나와 같은 초보자에게는 원고편집인이라는 직업에 한 발 내 디딜 수 있는 첫 걸음임과 동시에,

실무자 들에게는 조금 더 깊이 있고 실용적인 배움을 주는 시간일 것임을 확신한다. 또한 원고편집인이 가져야 할

책임감, 자세, 나아가 직업의 소명감까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비록 아직 한 걸음을 뗀 것이 전부이며, 갈 길이

멀지만, 그 길에 내가 설 자리가 있다면, 망설임 없이 나아 가고 싶다. 지난 8주 간의 교육 동안 새로운 것을 배움

으로써 너무도 행복했다. 열정적으로 수업해주신 모든 선생님께 깊은 감사를 전하고 싶다.

▲ 2015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교육장면

2015년 1월 15일부터 3월 12일까지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원고편집인 교육과정이 있었다. 원고편집인이 알아야

할 기본적인 지식과 실무에 관한 교육으로 8주간 구성된 기초과정이었다. 원고편집인이라는 직업에 대해 아무런

정보가 없던 내가 이 교육에 참가하게 된 것은 오랜 친구 덕분이었다. 새해를 맞이하여 오랜만에 만난 친구가 원고

편집인이신 지인의 소개로 이 교육 과정을 알게 되었다며, 늘 재택 근무를 바래왔던 나에게 함께 하기를 권하였다.

처음에는 너무도 생소한 직업과 낯선 분야에 대한 약간의 불신과 두려움으로 고민을 하였으나, 나도 모를 호기심과

운명 같은 끌림으로, 어느덧 나는 한국과학기술회관 앞에 와 있었다. 

      오랜만의 배움과 새로운 이들을 만난다는 설렘, 그리고 약간의 긴장감으로 맞이한 첫 수업. 수강생들의 자기 소개

시간에 알게 된 사실은 나를 포함한 서너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학술지 관련 분야의 실무자라는 것이었다. 나와

같이 처음부터 새롭게 배우려는 초보자들이 아닌 실무자들이라는 사실에 놀라움과 위축감이 공존했다. 첫 수업

내용은 영문학을 전공한 나로서도 생소한 학술 용어들에 수업의 속도를 따라가느라 정신이 없었지만, 그만큼 지루

함도 느낄 틈 없이 흥미롭기도 했다. 그러나, 본격적인 수업은 다음 시간부터라는 선생님의 말씀과 적지 않은 과제와

발표 준비에 긴장감과 부담감이 짓눌렀다. 첫 수업을 꽤나 흥미롭게 들은 후, 과제는 어렵지 않게 잘 할 수 있을 것

이라는 자신감은 보기 좋게 무너졌고, 참고문헌 수정 한 문제에 한 시간을 소비 할 만큼, 핵심을 찾지 못하고 헤매

었다. 찾으면 찾을수록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로 답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고, 결국엔 처음의 답이 맞을 수도 있다는었다. 찾으면 찾을수록 쏟아져 나오는 정보들로 답은 점점 미궁으로 빠져가고, 결국엔 처음의 답이 맞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Simple is the best.” 너무 많이 고치려는 것은 과욕이라는 생각과 함께, 원고편집인이 저자의

원고를 수정하는 데 있어서의 적정선에 대한 고민을 하게 한 시점 이였다. 주말을 통째로 쏟아 부은 첫 과제를 겨우

끝마치고, 이주 차의 수업을 맞이했다.

   흔히 들었던 데이터베이스가 학계와 논문편집에 어떻게 활용되는 지에 대한 이론적 지식과 함께 구체적 검색법을

배우면서 조금씩 실무에 가까운 지식들을 접하게 되었다. 고작 한 주일이 지났을 뿐이고, 두 번의 수업을 들은 후임

에도, 2차 과제는 꽤나 수월 해 진 느낌이었다. 물론, 여전히 각각의 스타일에 맞춘 참고문헌 수정은 오랜 시간을

필요로 했지만, 검색의 요령과 스타일에 대한 적용에 약간의 노하우가 생겨 속도가 붙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필요로 했지만, 검색의 요령과 스타일에 대한 적용에 약간의 노하우가 생겨 속도가 붙고,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

   3주 차 수업부터는 1,2 주 차와 마찬가지로, 조혜민 선생님의 기본 이론 중심의 교육과 함께, 초청강사님의 각

실무에 관련된 부분들의 수업이 진행되었다. 각 수업을 진행해 주시는 선생님들은 대부분 원고편집인으로 일하고

계신 분들이었고, 실무 지식뿐 아니라, 직접 일하시며 현장에서 겪는 에피소드나 직업에 관한 소소한 이야기들,

선배로서의 충고들을 이야기 해주셔서 더욱 흥미로움과 동시에 매우 유익했다. 각 회 차의 수업이 점점 진행되면서,

이 분야에 문외한이었던 내가 전체 수업을 전부 습득하기에는 역부족이었지만, 가랑비에 옷이 젖듯, 처음보다는

익숙해지고, 나아진듯한 기분 좋은 착각에 빠지기도 했다. 또한, 원문 교정 과제 중 오류를 찾아 수정하며 작은

쾌감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간호사이며, 대학원 과정을 듣기 시작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쾌감을 느끼는 순간도 있었다. 그러던 중, 미국에서 간호사이며, 대학원 과정을 듣기 시작한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게

되었다. 자신의 학교 논문은 APA 스타일이라며 좋은 학술지를 추천해 달라는 이야기에 교육 과정 시작 때 받았던

책과 함께, 짧은 지식이나마 수업시간에 배웠던 SCImago를 참고해보라며 추천해 주었다. 직업적 공통점이 전혀

없던 간호사 친구와 이런 대화를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다며 나도 모르게 뿌듯한 마음을 느꼈다.  물론 수업시간과

과제 동안 어려움과 좌절감을 느끼는 일도 종종 있었고, 완벽을 기하는 작업에 대해 심리적 부담을 느꼈지만 그 또한

원고편집인이 되기 위한 필요한 과정이었다고 생각한다.

   셋째, ‘투고규정 작성’ 교육이다. 투고규정을 작성하기 위해서 주요 학술지의 투고규정이 어떠한지를 살펴보고

적용하면 좋을 것들을 검토하였다. 분량이 많고 세부적인 부분까지 규정하는 학술지들이 많아서 작업이 만만치

않았지만,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 학술지의 투고규정 중에서 상당 부분의 형식과 내용을 보완했으며 규정 개정까지

이어지게 되어 뿌듯하였다. 

   넷째, ‘참고문헌 유형 10가지를 4가지 형식으로 작성’하는 교육으로 총 4회에 걸쳐 과제로 부여되었다. Journal

article, book, book chapter, web resource, dissertation, conference proceeding 등 10가지 유형을 NLM, APA,

IEEE, ACS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필드의 위치, 구두점 사용, 띄어쓰기 등을 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웠다.IEEE, ACS 형식으로 만들었는데, 필드의 위치, 구두점 사용, 띄어쓰기 등을 결정하는 부분은 상당히 고민스러웠다.

여러 책을 참고하고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서 한 가지씩 문제를 해결하면서 성취감을 가질 수 있었고, 특히 공학

분야에서 많이 쓰는 IEEE 형식은 독특한 느낌이 들었고 작성하는 재미도 있었다. 

   다섯째, ‘원고교정 실습하기’라는 교육으로 조판 전 원고와 조판된 PDF를 실제로 교정하는 과정이다. 그동안

배웠던 모든 과정들을 실제로 활용하는 것으로 과제로 부여된 원고와 PDF를 교정해서 팀원끼리 토의를 하고 강사

선생님과 다시 의견을 교환하면서 보완할 부분들을 수정하는 형식으로 진행하였는데, 숨은그림찾기나 스무고개

퀴즈를 푸는 듯한 느낌이 들기도 했다. 특히, table과 figure 수정은 구성이나 용어 등이 낯설어서 어렵게 느껴지기도

했다. 이처럼 여러 편의 원고를 교정해봄으로써 실무에서 원고 교정의 순서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했다. 이처럼 여러 편의 원고를 교정해봄으로써 실무에서 원고 교정의 순서나 어떤 부분을 중점적으로 봐야 하는

지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다. 

   단순 강의식 교육이 아니라 수강생들 간의 그룹 스터디 운영 및 과제 발표 등으로 진행된 이번 교육을 통해 의대

학술지 형식과 관련된 부분을 많이 보완하고 개선하였다. 원고편집에 있어서도 style guide를 만들어서 그 기준에

따라 일관성 있게 작업하고 있다. 또한, 교육 이외에 수강생들이 서로 궁금한 것을 묻기도 하고, 학술지 발행이나

원고편집과 관련된 여러 가지 경험을 공유하기도 하였다. 교육 전에는 궁금한 점이 생기면 혼자 고민을 많이 했었

는데, 이제는 물어볼 수 있는 동료나 선생님들이 생긴 점이 이번 교육의 큰 수확 중 한 가지인 것 같다.

      대구에서 서울의 교육장을 오가느라 육체적으로, 그리고 교육을 받고 과제를 하느라 정신적으로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그동안 궁금했던 많은 부분들을 배울 수 있었던 유익한 교육이었던 것 같다. 이 교육은 매년 개최되므로

관심 있는 분들이 많이 참가하기를 바라며, 아울러 교육을 개설하고 진행해주신 과편협 선생님들과 열정적으로

강의를 해주신 강사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둘째, ‘스타일 가이드(Style guide) 작성’ 교육이다.

스타일 가이드는 각 학술지에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형식들을 문서로 만들어 놓은 자료로서 원고편집의

실무적인 부분들을 세부적으로 기술한 것이다. ME들은

학술지를 맡게 되면 먼저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고

이것을 기준으로 원고를 교정한다고 한다. 저자와

소속의 표기법, 어깨번호의 종류, 단위표기 및 띄어쓰기,소속의 표기법, 어깨번호의 종류, 단위표기 및 띄어쓰기,

약어의 사용 등을 상세하게 정리한 스타일 가이드는

학술지의 통일성을 위해 ME에게 필요한 주요 항목

중 한가지이다. 교육 중에 학술지의 스타일 가이드를

만들어 보았고, 현재는 원고를 교정하다가 애매한

부분이 있으면 참고하면서 업무에 활용하고 있다.

▲ 2014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교육 장면.

2014년 1월 14일부터 매주 화요일 6시간씩 8주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에서 주최한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 ME) 기초교육과정”을 수강하였다. 학술지(연 2회 발행) 업무를 맡은 지 3년째이지만 업무에

대해 궁금한 부분이 많아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나 과편협에서 개최하는 ME 워크숍이나 아카데미 등에

1년에 한두 번씩 참석하는 편이다. 하지만 이런 교육들은 교육기간이 1-2일 정도로 짧고 대부분 이론적인 교육이므로

실무에 활용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이에 비해 과편협의 교육은 원고교정 실습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실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이번 교육의 대상은 “4년제 대학졸업 이상으로 중급 이상의 영어 독해 및 기본 영작이 가능한 분”으로 모두 12명이

수강생으로 등록하였고 2팀으로 나누어 교육을 진행하였다. 매회 교육이 끝나면 2-3가지의 과제물이 부여됐다.

수강생들은 완성한 과제물을 자신이 속한 팀원에게 발송하고 팀원들은 그 과제물을 평가해서 팀장에게 제출하는

방식으로 교육이 진행되었다. 팀원들이 과제물을 확인하기 때문에 좀 더 성의 있게 과제를 작성하게 되었고, 같은

과제에 대해서 팀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알 수 있었다. 또한 “APA 논문작성법/미국심리학회 편‘을 분담해서 요약발표

하였고, PubMed 검색법, XML의 이해, 실제업무에서 쓰이는 영문 등을 수강생들이 직접 발표함으로써 폭넓은

지식을 쌓을 수 있었다. 

      관심 있게 들었던 교육으로는 첫째, 첫 시간에 진행된 ‘ME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다. ME란 좁은 의미는 원고

형식의 교정과 편집을 담당하지만, 넓은 의미는 원고접수에서 학술지 발행에 이르기까지 논문심사를 제외한 모든

업무를 총괄하는 역할을 한다고 한다. 이 정도로 다양한 일들을 해야 하는가? 라는 부담감과 ‘이 정도 일은 해볼 만

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어서 다소 혼란스러웠지만, ME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지를 명확히 알 수 있었다는 점에서

기준을 잡을 수 있었던 것 같다.

정미주

(2015년 교육 수강생)

이은일

(2014년 교육 수강생)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는 2014년부터 과학학술지 원고편집인 양성을 위한 기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총 8주 과정으로 진행되며, 원고편집인에게 필요한 기본 이론교육 및 실제 원고편집을 할 수 있도록 실무교육을

병행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4년, 2015년에 수강한 두 명의 수강생의 후기를 통해 기초교육과정을 알리고자

합니다. 이은일씨는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도서관에 근무하면서, 영남의대 학술지인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의 원고편집인으로 일하던 중 본 교육에 참석한 경우입니다. 정미주씨는 대학에서 영문학을 전공하고

개인적으로 학생들을 가르치던 중 원고편집인에 관심을 가지고 본 교육에 참석한 경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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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어려웠던 부분은 영어라는 언어장벽을 극복하는 것이었다. 두세 문단의 지문을 제시하고 그 지문과 관련된

질문에 답하는 문제유형이 많은 비중을 차지했는데, 단순한 리딩 수준을 넘어 의생명과학 관련 지식도 뒷받침되어야

풀 수 있는 것들이었다. 지문의 내용과 요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할 경우 답을 유추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비하기 위하여 원고편집 시 파일상의 변경추적 기능을 활용하여 영문교정자들이 어떤 부분을 어떻게

고치는지 신경 써서 보려고 노력하였다..

   지문을 읽고 해석하는 문제는 단기간에 정복할 수 있는 종류가 아니었기에, 원어민 수준의 영어 실력을 갖추지

않더라도 풀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데 집중하였다. 2013년 시험을 치른 경험을 통해 알아낸 표와 그림 분석, 단위않더라도 풀 수 있는 수준에 이르는 데 집중하였다. 2013년 시험을 치른 경험을 통해 알아낸 표와 그림 분석, 단위

관련, 출판윤리, 하이픈·대시(줄표) 사용 등의 구두법, 수의 일치나 시제 등 기본 문법 관련 유형이나 참고문헌

기술법 등을 묻는 문제들에서는 틀리지 않으려고 했다. 이를 가능하게 해 준 것은 크게 아래에서 제시하는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첫째, American Medical Writers Association (AMWA)의 Essential Skills Certificate Program을 이수하기 위해

공무 모임에 참여했던 것이 기본 바탕이 되었다. AMWA는 100개 이상의 교육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는데, 온·오프라인

과정의 일정 교육프로그램을 이수하면 Essential Skills Certificate를 취득할 수 있다. 이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

Grammar and usage, Elements of medical terminology, Punctuation for clarity and style, Sentence structureGrammar and usage, Elements of medical terminology, Punctuation for clarity and style, Sentence structure

and patterns, Essential ethics for medical communicators, Statistics for medical writers and editors, Tables

and graphs 강좌를 공부하였고, 결과적으로 AMWA 자격증 취득과 BELS 시험 준비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었다. 

   둘째, 과편협이 주최한 BELS 자격증 취득을 위한 준비교육 프로그램인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을 수강하면서

내가 알고 있는 것들이 시험에서는 어떤 식으로 출제되는지 감을 쌓으며 실력을 다졌다. 시험을 대비하여 혼자

공부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기에, 4시간 연강의 강행군이었지만 강의를 집중해서 들으면서 정리까지 마치자는

각오로 임했다. 앞서 언급한 AMWA의 교재들과 AMA의 manual of style, CSE의 scientific style and format,

Mimi Zeiger의 Essentials of writing biomedical research papers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진행된 교육은Mimi Zeiger의 Essentials of writing biomedical research papers에서 필요한 부분을 발췌하여 진행된 교육은

시험 대비에도 유효하였지만, 원고편집인으로서 알아야 할 사항들이었기에 업무관련 지식을 넓히는 데에도 크게

기여하였다.  

   이 글을 쓰는 순간에도 시험에 통과했다는 것이 믿겨지질 않는다. 얼마나 내 자신이 부족한지 알기 때문이다.

비록 운 좋게 받아낸 결과일지언정 자격증 소지자로서의 책임감과 소명감 같은 것이 생겼다. 어려운 문제에 부딪쳤을

때에도 이전보다 좀 더 적극적인 자세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게 되었고, 또 다른 자격증에도 도전하고 싶은

욕심이 생겼다. 자격증을 몇 개 갖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많은 것을 배우고, 나 자신과의

싸움에서 이기는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싸움에서 이기는 희열을 맛볼 수 있는 경험이 중요하기 때문이 아닌가 한다.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s (BELS)는 생의학 분야의 원고편집인 자격을 평가·인증하기 위해 발족한

기관으로, 1991년 이래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이라는 자격시험을 시행해 오고 있다. 2015년 3월 현재 미국,

캐나다, 유럽 등지에서 1,200여 명이 자격을 취득하였다. 한국에서는 이 시험이 2013년~2014년에 두 차례 시행되었는데,

필자는 2013년 첫 시도에서 낙방하였고, 2014년 두 번째 시험에서 합격의 기쁨을 맛보았다. 시험 준비를 위해 계획을

체계적으로 짜서 공부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원고편집인들과 함께 꾸준히 해 온 공부의 힘과 과편협의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이수를 통해 많은 도움을 받았다.

장재화

인포루미, 과편협 교육연수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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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학술지는 1997년도에 발간을 시작하였지만, 일 년에 평균 두 번씩 국문으로 발간하는 정도였습니다. 2009년

제가 편집위원장 직무를 맡을 당시에는 ‘어떻게 하면 학술등재 후보를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였는데, 전임

편집위원장님이 수년간 열심히 하신 덕분에 제가 부임한 뒤 바로 학술등재 후보지가 되었고, 이를 발판으로 제가

더욱더 학술지의 수준을 강화할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당시 가장 먼저 한 일은 편지로 주고받던 논문심사 관련

일들의 형식을 바꾼 것입니다. 논문심사 관련 창구를 온라인상의 웹하드로 단일화하였고, 서로 오해가 없도록

폴더를 만들어서 관리했던 것이 효율적인 운영에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도 사용하고 있습니다.

   당시 우리는 SCIE에 등재시키겠다는 포부는 꿈에도 그리지 않았었고, ‘어떻게 하면 국내 학술등재지가 될까?’

하는 고민만 있었다고 기억합니다. 그런데 2009년 일 년간 학술지를 발간하면서 정말 참을 수 없었던 부분은

비문을 접할 때였습니다. 대부분의 논문에서 한국사람인 제가 읽어도 무슨 뜻인지 잘 이해되지 않는 문장을 많이

보았습니다. 제가 당시 분석해 본 결과로는 모든 논문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많은 논문의 완성도가 낮기 때문이

었습니다. 전공의에게 논문 쓰는 교육을 시킨다는 좋은 취지 아래 교수님들이 ‘한글이니까 제대로 썼겠지’ 하는

믿음하에 잘 읽지 않고, 대충 낸다는 점이었습니다. 학술지의 입장에서는 전공의들이 잘 이해하지도 못한 채

집필한 논문들은 독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 걸 한번이라도 읽은 독자들은 실망하여 학술지 자체에 관하여집필한 논문들은 독자들에게 실망을 주고, 그 걸 한번이라도 읽은 독자들은 실망하여 학술지 자체에 관하여

부정적인 이미지를 갖는 것으로 판단하였습니다. 그래서 이왕 업그레이드하는 김에 교수님들의 관심을 더 이끌어

내야겠다고 생각하고, 학회 회장님에게 영문 저널로 바꾸겠다고 말씀드렸던 것이 기억납니다.

하지만 2010년도에 학회의 사정상 영문 저널로 전환하는 것에 대한 많은 반대가 있었고, 저의 입장에서는 계속

국문으로 학술지를 발간하는 것이 큰 의미가 없다고 판단하여 편집위원장을 그만두겠다고 회장님에게 말씀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회장님은 당신이 모두 책임지겠으니 영문으로 바꾸라고 하셔서, 2010년에 영문

저널로 개정하여 현재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당시 회장님의 결단이 없었다면 저희 학술지의 오늘은 없었다고

단언하며, 이때가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영문 저널로 발간하면서 힘들었던 점들은 영어 논문이 절대적으로 모자랐고, 내용적으로 부족한 논문이 많았

다는 점과 영문법이 맞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었습니다. (아시다시피, SCIE를 목표로 하려면 네 번은 발간

해야 합니다.) 또한 학술지의 특징이 없는 점도 고민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외국 학술지와 똑같이 하면 따라갈

수 있겠냐?’ 하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저는 어떤 일이건 가장 중요한 요인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당시 학회 내에 논문에 관심을 가지는

교수들을 중심으로 한 모임을 특공대처럼 만들었고, 그중에서도 저보다 더 학문적으로 뛰어나고, 모든 일을 자기

일처럼 하는 한 교수를 간사로 뽑은 것이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전환점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사람들과 함께

서로 돌아가면서 논문을 기고하고, 또한 들어오는 논문들을 심사하면서 많이 고치게 하여, 완성도가 부족한

논문들의 내용적인 면을 보강하도록 도왔습니다. 한번은 당시 외국학술지에 일본 논문이 많이 실리는 것을 보고,

“영어를 못하는 일본 사람이 어떻게 좋은 영어 논문들을 외국학술지에 냈나?” 하고 물어보았습니다. 일본의

대학들 내에는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대학들 내에는 일본어를 영어로 번역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서 공짜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설명을 듣고,

저희 학술지의 모든 논문에 대하여 영문교정을 실시하면서 그러한 문제점을 해결했습니다. 이때 영문교정 비용은

학회에서 부담하였습니다.

   처음 영문 학술지로 바꾼 다음의 고민은 “우리 학술지가 어떤 특징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는데, 당시

비뇨기과 내 외국 유명학술지들은 이미 저만큼 앞서 있었기에 똑같이 따라 해서는 더 뛰어날 수 없으리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그 반대로 하기로 결심하였고, 임상보다는 기초를 중점으로 하여 임상이 따라

가는 중개의학(translational research)을 표방하는 것을 우리의 특징으로 삼았었습니다. 당시 저희 간사가 “정말

이렇게 해도 되냐?”고, 세 번인가 확인했던 것이 기억납니다. 또한 주변으로부터 많은 사람이 종설논문(review

article)을 외국의 유명한 사람들한테 부탁하여 받으라는 이야기도 많이 들었지만, 제 생각에 그렇게 유명한 사람

들이 인용될 정도의 좋은 논문을 여기 변방의 학술지에 줄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 저희 학술지는 한 번도들이 인용될 정도의 좋은 논문을 여기 변방의 학술지에 줄지에 대한 믿음이 가지 않아, 저희 학술지는 한 번도

외국의 유명저자에게 부탁하여 받은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의사소통이 원활한 국내의 실력 있는 기초학자들을

학회에 초빙하여 학술대회부터 연계를 시작하였고, 그분들에게 정말 좋은 논문들을 review article로 받아 학술

지의 질적 향상을 얻게 되었습니다. 나중에 대부분의 인용이 이 논문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지난 2014년 7월에 SCIE에 등재되었다는 이메일을 받고 나서 거의 한 달간은 정신없이 지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일을 하면서 느끼는 것은 학술지는 항상 움직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우 추운 겨울에 가만히 있으면

동사하듯이 바깥 상황들이 항상 우리를 위협하고 있다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항상 움직이되,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뒤로 가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작년(2014년)부터 우리 학술지가 벌써 뒤로 가는 것 같아

불안한 마음이 앞서고 있습니다. 학술지가 안정되려면, 영향력지수(Impact Factor)가 3 이상 되어야 하겠기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려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느껴집니다. 결론적으로는 저 주변의 많은 좋은 능력 있는 사람들의

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제가 편집인으로 별로 잘한 것은 없다고 느껴지지만, 나름대로의도움으로 여기까지 오게 된 것에 감사드리며, 제가 편집인으로 별로 잘한 것은 없다고 느껴지지만, 나름대로의

우리 학술지의 일을 정리하고자 하였으니 참고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택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편집위원장)

지난 2014년 SCIE에 등재된 학술지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의 이택 편집인이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로

발돋움하기 위하여 그동안 기울인 고생과 노력 등의 과정을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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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on Letters(구 Carbon Science 2000~2008)는 한국탄소학회 정규 학술지로 대한민국 탄소산업 활성화를

위해 산·학·연·관에 종사하는 탄소인(炭素人)에게 최신연구자료 및 산업동향을 제공하기 위해 2000년 국문지로

시작된 국내 유일 탄소전문학술지이다. 초기에는 학술지 및 기술지 혼용의 형태로 출판이 진행되었다가, 2004년

이후 전문학술지(국영문 혼용)로 개편되었다. 연구재단의 학술지 관리 프로그램에 따라 등재후보지에서 등재지로

승격 (KCI, 2013년)되어 우리나라 탄소산업의 중요성을 알리고 위상을 높인 바 있다. 또한 2011년 과총지원 사업인

‘학술지 국제화사업’의 대상 학술지로 선정되어 2014년까지 3년간 국제기준으로 학술지를 전반적으로 개편을

단행하였다.단행하였다.

   학술지 개편은 초기부터 많은 어려움이 따랐다. 전신인 Carbon Science의 출판형태가 창간호부터 약 10년간에

걸쳐 정형화되어 있었으며, 이에 준한 출판규정이 체계화 되어 있었기 때문에 국제기준 단번에 도입하는 것은

큰 무리가 있었다. 때문에 개편은 3단계로 이루어졌다. 초기에는 Carbon Letters의 로고에 탄소학회에 추구하는

비전인 원천기술, 융합, 및 국제화를 담아 벤젠모양(6대 탄소, 6각형)의 새로운 로고를 제작하였으며, 전체적인

디자인에서 탄소전문학술지를 이미지화 시킬 수 있는 블랙&화이트 톤을 적용하였다.

   본문의 경우 적절한 편수 및 citation 관리가 핵심이었기 때문에 1호당 10편 이상에 review, original article,

및 note 편수를 구체적으로 관리하였다. SCI-E 심사는 Hard copy와 온라인 출판을 동시에 심사하기 때문에

홈페이지(http://carbonlett.org) 관리도 주요하게 진행하였다.

   편집인의 이메일을 통해 이루어지던 기존 심사체계를 일괄 개편하여, 온라인 투고(Oline submission) 시스템

구축 및 3인 이상의 온라인 전문가 심사(online peer review) 체계를 도입하여 심사를 진행하였다. 빠른 출판을

위해 모든 심사부터 인쇄까지 3개월 안에 이루어지는 내부 심사체계를 구축하여 최신 자료를 최대한 게재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본문의 질적개선을 위해 국제기준의 원고편집(manuscript editing)을 적극 도입하였으며,

특히 참고문헌(reference)의 경우 DOI 주소를 직접 넣어 신뢰성을 크게 개선하였다. 

   이러한 개정은 reference 양식 작성의 어려움 때문에 초기에는 논문저자들로부터 다수의 불만 어린 목소리가

있었으나, 독자들이 정확한 reference의 활용에 대한 장점들이 부각됨에 따라 이제는 모두가 인정하는 학술지

기준으로 정착되었다.

   이러한 개정을 통해 완성된 Carbon Letters는 2014년 2월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에 정식으로 SCIE

등재 신청되었으며, 3단계에 걸친 심사결과 1차 통보를 2014년 6월에 받았으며, 그에 대한 보완제출을 통해 같은

달 이메일로 확정 및 2012년 1월부터 SCI-E로 소급 적용되어 등재됨을 통보받았다. 그리고 9월 톰슨로이터

홈페이지에 Newly added journal로 소개되었다.

   Carbon Letters의 체계 및 게재관리를 본격적으로 맡은지 5년차에 얻은 성과이며, 그간 등재후보지, 등재지,

SCOPUS, SCIE 신청 등에서 겪었던 많은 어려움 (논문구조, 심사체계, 출판윤리, 게재일 관리 등)에 대한 큰

보상이었다.

  돌이켜보면, 많은 어려움에 지침도 있었지만, 탄소학회 및 탄소산업 육성이라는 사명감과 한 사람의 탄소인

(炭素人)이라는 자부심으로 열심히 뛸 수 있었던 것 같다. 이제 SCI-E로 등재됨에 따라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미국, 유럽(스페인, 폴란드 등), 아시아(일본, 중국, 인도, 이란, 말레이시아 등) 전세계로부터 양질의 논문이

투고되고 있다. 아직까지 정식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는 톰슨로이터를 통해 제공되지 않았지만 자체평가를

통해서 계산된 값은 약 2정도이다. 지금 같은 관심과 학회원 들의 기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진다면, 몇 년안에

정식 SCI 등재 및 high impact factor 달성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Carbon Letters의 SCI-E 등재에 대해 그 동안 노력해 주신 역대 편집위원장(1대 박종래 ‘00~’02, 2대 김명수 

‘03~’10)께 무한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모든 학회회원 및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의 지원에 감사 드립니다.

▲ <그림4> SCI-E 심사 1차통보, 2차 확정통보, 및 톰슨로이터(Thomson Reuters) 홈페이지 소개

▲ <그림3> 참고문헌(references) 양식

▲ <그림2> Carbon Letters 온라인 투고 홈페이지

▲ <그림1> Carbon Letters 디자인 개편 전후 비교

김병주

(Carbon Letters 편집위원, 원고편집인)

박수진

(Carbon Letters 편집위원장)

Carbon Letters (Abbr.: Carbon Lett., ‘08~현재, 박수진 편집위원장)는 한국탄소학회 공식 영문학술지로 전신은

국영문 혼영지인 Carbon Science (Abbr.: Carbon Sci., ‘00~’08) 이다. 2011년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이하 ‘과총’)의 지원(‘11년 학술지 국제화 사업) 하에 국제규격의 학술지로 3년에 걸쳐 개선하였으며, 그 결과

2014년 9월 Thomson Reuters사로부터 2012년 발행본부터 SCI-Expanded (이하 SCI-E) data-base에 수록됨을

통보 받았다. Carbon Letters는 탄소소재 (흑연, 카본블랙, 탄소섬유, 활성탄소, 다이아몬드, 플러렌, CNT,

그래핀, 카르빈 등) 및 응용산업 분야 (자동차, 우주항공, 토목건축, 에너지환경, 신재생에너지, 전기전자 및

원자력 등)에서 다양한 학술적 및 산업적 가치가 있는 결과를 게재하여 탄소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원자력 등)에서 다양한 학술적 및 산업적 가치가 있는 결과를 게재하여 탄소산업 발전에 이바지 함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매년 4번 (1월, 4월, 7월 및 10월 말일)에 걸쳐 합계 40편 이상의 국제수준의 학술논문 및 총설을 통해

우리나라 탄소학계 및 산업 발전에 이바지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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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Researchers and Contributors ID (ORCID)는 2012년 12월 발족하였다. 이후 학술지출판에서 저자 ORCID를

넣는 것은 일상이 되었다. 온라인 논문 JATS XML에서 ORCID를 넣는 것은 <contrib-id contrib-id-type="orcid">

tag으로 간단히 구현할 수 있다. 투고관리시스템에서 투고할 때부터 저자 ORCID를 받으면 편리하다. 정보시대,

인터넷시대에서 학술지도 이런 새 표준과 새 기술의 물결을 피할 수 없다. 과학학술지 편집인은 이런 새 시스템을

빠르게 받아 들여서 구현하여야 한다. 

   우리나라 편집인이 국내에서 편집과 출판에 대한 초록을 발표하고 의사 교환하는 것은 과편협 총회 학술대회의

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여섯 편의 초록을 발표하여 공부한 성과를 선보였다. 비록 국제 학회에중요한 프로그램이다. 이번 총회에서도 여섯 편의 초록을 발표하여 공부한 성과를 선보였다. 비록 국제 학회에

비교하여 많은 수는 아니나 이런 시도와 발표는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사에서 획기적인 사건이다. 즉, 전문편집인과

전일제로 일하는 편집인이 많은 서구에 비하여 우리나라를 비롯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편집인이 편집 관련 논문을

작성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다. 논문을 작성한 경우라도 대개 자신의 학술지에 학술지 분석한 결과를 내는 것이

보통이다. 편집인 모임에서 학술 자료를 공개하고 토의하는 곳은 과편협이 국내에서 유일하다. 앞으로 더욱 많은

편집인이 편집과 출판에 대하여 공부하여 정리하고 활발하게 토의하기를 바란다. 그럼으로써 학술지 수준도 국제

수준으로 올라갈 것이다.

우리나라 과학 편집인을 대상으로 학술지 공개접근 여부, 어려운 점, 정부 지원에서 바라는 점을 설문조사하여

앞으로 정부 지원 방향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2013년 11월 28일부터 12월 8일까지 Surveymonkey를 이용하여

368명 과학학술지 편집인을 대상으로 설문을 제공하여 82명(22.3%)에게서 회신을 받았다. 자연과학 13, 공학 27,

농수산 13, 보건의료 27, 복합학 2 명이었다. 69명(84.1%)의 편집인은 공개접근을 시행하고 있었다. 공개접근

시행하지 않는 13명 가운데 7명은 3년 내 공개접근을 시행한다고 하였고 나머지 6명에서 공개접근을 시행하지

못하는 사유로 누리집 제작 경비 부족이 3명이므로, 경비만 제공하면 과학편집인은 대부분 공개접근으로 제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집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51), 예산 부족(44)과 전문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편집인에게 가장 어려운 일은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51), 예산 부족(44)과 전문

편집인 부족(40)이었다. 편집인이 정부지원에서 바라는 점은 지원 예산액 증가(69), XML 제작비 지원(41)과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 지침 마련(35)이었다. 대부분 편집인은 이미 공개접근을 시행하고 있고, 예산 부족을

호소하며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원하고 있다. 이런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과편협에서는 전문 편집인

훈련, 편집인과 출판사 대상 XML 제작 훈련이 필요하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JNM)의 2014년도 JCR 영향력지표가 2013년도 보다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를 분석하고 영향력지표 상승 전략을 마련하려고 하였다. 감소한 이유는 인용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진 종설 논문 수가 줄고  발표 논문수가  늘어나고 있고,  인용을 많이 받지 못하는 증례와 검사

법에 대한 논문이 있기 때문이다. 투고 논문 수가 늘어나면서 심사자 풀의 한계로 철저하게 심사하지 못하고

아시아 국가의 논문에 대하여 관대한 결정을 내리는 것도 한 요인이다. 인용이 매우 적은 논문은 기초 논문이거나

일부 지역에 국한한 임상시험, 철지난 내용을 다룬 것 등임을 알 수 있다. 해결 방안은 증례나 검사법 관련 논문을

제외하거나 수를 줄여 분모를 줄이고, epub ahead of print로 게재 확정된 내용을 빠르게 PubMed에 올리고, 한제외하거나 수를 줄여 분모를 줄이고, epub ahead of print로 게재 확정된 내용을 빠르게 PubMed에 올리고, 한

호당 종설은 2-4 편, 원저를 8편으로 제한하는 것을 고려하려고 한다. 심사의 질을 높이는 방안으로 세부 분야

부편집인을 늘려 책임을 맡게 하고 심사자 풀을 늘려 연 3-5개 이내로 심사하게 하여 부담을 줄여준다. 최근 관심

분야의 종설을 의뢰하고, 미래에 각광을 받을 분야를 선정하여 연구를 장려하고 투고를 독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인용 많이 받는 논문 저자에게 지속하여 투고를 받도록 노력하고, 근거중심의학(evidence-based medi

cine) 논문 투고를 장려하여야 한다. 영향력지표 감소 현상이 SCIE 등재 후에 일시적인 현상인지 지속하여

관찰할 필요가 있다. 다양한 노력을 통하여 아시아를 대표하는 기능성소화기질환 학술지로서 소화기질환 학술지

범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지키고 리더십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범주에서 국제적인 위상을 지키고 리더십을 지속하여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기능성 소화기 질환 분야에서 서구와 아시아는 주요한 질병 유형이 다르다. 따라서 학술지에서 다루는 주제도

다를 것으로 생각하고, 서구 학술지와 아시아 학술지의 주제 분야별 논문 수를 분류하였다. 아시아 소화기학

학술지에서 ‘functional gastrointestinal disease and neurogastroenterology (기능성 소화기질환과 신경소화기학)’

분야 중 주 관심 세부 분야는 gastroesophageal reflux disease (위식도 역류 질환), functional dyspepsia

(기능성 소화불량)이다. 서구 학술지에서 주로 다루는 분야는 뇌-장 관계 상호작용 과민증(brain-gut interaction,

visceral hypersensitivity) 이다. 서구 학술지에 동양에서 작성한 논문은 매우 드물게 실리고 대부분은 서양연구

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실린다. 이 연구는 2012-2014년 2년 자료이고 아시아 자료는 아시아에서 발행하는 3종의자가 수행한 연구 결과가 실린다. 이 연구는 2012-2014년 2년 자료이고 아시아 자료는 아시아에서 발행하는 3종의

학술지 즉 Journal of Gastroenterology (일본소화기질환학회 발행), Journal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아시아태평양소화기질환학회 발행),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한국소화기기능성질환

운동학회 발행)에 국한한 분석이다. 이 3종 가운데 기능성 소화기질환과 신경소화기학 분야에서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가 가장 많은 논문을 싣고 있어 아시아에서 생산하는 기능성소화기질환의

연구 결과 확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Web of Science에 등재된 우리나라 학술지 종수는 2000년에 비하여 2014년에는 7배가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외국의 출판사와 도서관에서 우리나라 학술지 시장을 떠오르는 시장으로 여기고 마케팅을 강화하여, 이미 60종의

학술지를 다국적 상업출판사에서 다루고 있다. 이 글에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운영하는 과학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인 KoreaScience에 포함된 국내 과학학술지를 대상으로 Web of Science and SCOPUS 등재 여부,

주제, 간기, 언어, 라이센스 조건, 창간일을 분석하여 정리하였다. 학술지 주제를 Web of Science 범주에 따라

분류하면 Bio & Medicine (110)과 Environmental & Construction (103)이 가장 많은 주제이었다. 조금 더 자세히

분류하면 Medicine & Health,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Information Science가 주된 분야이다. 창간년도별분류하면 Medicine & Health, Construction & Transportation, Information Science가 주된 분야이다. 창간년도별

학술지 종수를 보면 1970년대까지 서서히 증가하다 1980-199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고 2000연 이후는 감소하였

다. 간기를 보면 182 종(45%)이 계간, 130종(32%)가 격월간, 49 종(12%)가 월간이다. 269종(67%)가 국문이고,

124종(31%)가 영문이며, 10종은 국문 또는 영문이다. 공개접근(open access) 103종(26%)으로 이 가운데 CC

BY 가 1종, CC BY-NC 가 61종이며, 41종은 논문에서 라이센스 선언이 없다. 무료접근(free access)은 289종

(72%)이며 유료접근(toll access)는 11종(3%) 이다. 우리나라 과학학술지는 물리학 일부 범주를 제외하고 전

범주에서 모두 출판하고 있으며 98%가 공개접근이나 무료접근이 가능하고 게재료가 가 매우 저렴하다. 이런

접근 방식으로 앞으로 국내 과학학술지 경쟁력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접근 방식으로 앞으로 국내 과학학술지 경쟁력은 점점 강화될 것이다.

최근 빠른 디지털 미디어의 확장으로 인쇄본은 점차 사라지고 학술지 누리집과 보관(archiving)이 연구자와 독

자에게 학술 문헌을 접근하는 주 관문이 되었다. 이 글에서는 전자출판(e-publishing)에서 중요한 요소를 ETRI 

Journal을 예로 들어 설명하려고 한다. 학술지 누리집에서 보여 줄 것은 이미 출판한 모든 내용과 앞으로 출판할

내용을 XML과 PDF 제작하여 제공, 학술지 소개, 투고와 심사 방법, journal metrics 등이다. 이외에 email로

목차 전달, 원고 모집 안내를 하고, 구글이나 구글스칼라 등 다양한 검색 엔진에 빠르게 노출되도록 XML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자출판은 단순히 보관하고 정보를 수집하는 데서 나아가 정보를 쉽게 접근하여, 검색하고,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학술지와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네트워크를 통하여 다른 학술지와 연결하는 것을 가능하게 하여야 한다. 

▲ 2015년도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학술대회 포스터 전시 및 관람 장면

1. e-Publishing: How to be searchable and accessible (김명순)

2. Current status of Korean scientific and technical journals based on KoreaScience journals (서태설)

3. Major publications in FGID and Neurogastroenterology from the East (김나영, 이주엽, 김기현)

4. Strategy to increase impact factor in Journal of Neurogastroenterology and Motility (김광하, 김나영)

5. The opinions of Korean science editors on open access policies, editorial difficulties, 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publishing (조혜민, 허선, 김형순)

6. How to apply ORCID to scholarly journal? (임정희)6. How to apply ORCID to scholarly journal? (임정희)

2015년 2월 10일 과총 대회의실에서 열린 2015년도 제5차 총회 및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포스터 여섯 편 제목과

저자는 아래와 같다. 각 포스터 내용을 요약하여 정리한다(기획운영위원회).

과편협 기획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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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8월 20일(목)~ 8월 23일(일), 베트남 하노이, 하노이 과학기술 대학교에서 ‘제2회 아시안 과학편집인

국제학술대회 (The 2nd 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가 개최됩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국내저널을 어떻게 국제저널로 만드는가?” 의 주제를 가지고 구두, 포스터발표로 진행

될 예정입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XML, CrossRef XML, and Science

Central, Common errors in English writing by Asian authors, Assessing a manuscript in house before

sending for peer review, Working with Peer Reviewers and Publication Ethics 의 다양한 주제로 진행

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되오니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등록 및 초록 마감은 2015년 4월 30일(목)이며, 등록비는 미화 400달러입니다. 등록 및 자세한 프로그램은

CASE 홈페이지(http://www.asianeditor.org )에서 살펴볼수 있습니다.

135-703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Tel : 02-3420-1390     Fax : 02-563-4931     E-mail : kcse@kcse.org     Homepage : www.kcse.org
 

발행인: 하종규     발행처: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ISSN 2287-6758



EASE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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