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8장
학술지 편집인에게 필요한 대외 관계, 자금확보와
지출방안
허선 (한림대학교)
▶학습 목표: 학술지 편집인은 어디까지 관계하여야 하며 경비를 어떻게 운영할 수
있는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1) 편집인이 학술지 발행을 위하여 관계할 주요 기관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2) 발행 경비 마련과 지출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준비물: 자신의 학술지 최근호 1부

편집인이 관계하여야 할 기관
출판사
우리나라에는 Elsevier, Wiley-Blackwell, Springer 등 국제 수준 출판사와 협력하여
학술지를 출판하는 곳도 30 여군데 있으나 대부분은 국내 출판사에 의뢰한다. 이
경우 출판 저작권은 학회가 갖고 출판사는 용역을 맡는다. 많은 출판사는 편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 인쇄 수준인 곳이 많다. 디자인, 편집까지 국제 수준으로
하려면 많은 경비가 필요하나, 국내 출판사는 학회의 저렴한 경비 지출에 맞추어
출판하는 곳이 많다. 물론 한 군데서 디자인, 편집, 인쇄, 누리집, 앱 제작까지 일관
되게 작업하는 곳도 있다. 그러므로 어느 출판사와 작업할 것인지는 출판사의 업무
영역이 어느 정도인지 기존의 학술지 출판 수준을 보고 결정하면 충분하다. 인쇄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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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을 우선 고려한다면 다음과 같은 수준인지를 점검한다.
표 1. 출판사 선정할 때 점검 항목
No.

점검 항목

판정 배경

1
2
3
4
5
6

SCIE 학술지를 몇 종 다루고 있는가?
학술지 담당 직원이 5년 이상 오랜 기
간 맡아서 작업 가능한가?
InDesign을 사용하는가?
PDF typesetting 수준이 높은가?
온라인판은 총천연색으로 작업 가능한
가?
기존 학술지는 일관성있게 작업하는가?

많아 다룰수록 신뢰할 수 있다.
잦은 이직은 질을 떨어트린다.
최고 수준 조판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
이 필요하다.
작업자의 숙련도와 감각이 필요하다.
인쇄본보다 온라인판 PDF 가 더 중요하
다.
결국 실물을 보고 판단한다

해당
여부

원고편집 전문회사
국내에는 원고편집 전문 회사가 한군데 밖에 없다. 원고편집을 출판사에서 전문가
가 하는 것이 아니라면 학회 편집인이나 편집위원, 간사가 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
면 저자가 보낸 그대로 특별히 원고편집 없이 출판하는 경우도 있다. 학회에서 가
장 좋은 방법은 전문원고편집인을 전일제 직원으로 채용하여 집중 훈련을 받도록
하여 업무에 투입시키는 것이 일관성이 있고 좋으나, 논문 수가 100여편 미만인 곳
은 전문회사를 활용하는 것이 더 경제적이다. 가장 삼가야 하는 일은 학회가 경비
부족으로 편집인이나 편집위원이 보는 것이다. 이러면 결국 지나친 부담으로 오랜
기간 편집을 맡을 수 없다.
2)

표 2. 원고편집회사 선정할 때 점검 사항
N 점검 항목
o.
1 학술지를 몇 종 다루고 있는가?
담당 직원이 5년 이상 오랜 기
2 학술지
간 맡아서 작업 가능한가?
원고편집에 대한 훈련을 충분히
3 직원이
받았나?
의사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4 편집인과
편집 용어에 능통한가?
5 영문 독해 능력은 충분한가?
6 기존 학술지는 일관성있게 작업하는가?

해당
판정 배경
여부
많아 다룰수록 신뢰할 수 있다.
잦은 이직은 질을 떨어트린다.
국내외 원고편집관련 훈련에 참가하여 수
료증을 받거나 자격증이 있으면 좋다.
편집인의 의사를 빠르게 파악하여야 한다.
최근 늘어나는 영문 원고를 다룰 수 있어
야 한다.
결국 실물을 보고 판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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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교열 회사
영문 교열 회사 가운데 국내에서 전문으로 하는 큰 회사도 있으면 개인으로 하는
곳도 있고 많은 곳은 외국회사에 의뢰한다. 국내 전문회사는 우리말로 의사 소통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으나 매우 많은 논문을 다룰 때는 질관리가 안되어 들쭉날쭉
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질관리는 외국 회사도 마찬가지로 지나치게 많은
논문이 한꺼번에 갈 때 작업자가 많지 않은 회사는 질관리에서 문제가 발생한다.
외국 회사 중에서 여러 분야 전문가 풀을 확보하여 논문이 많아도 분야별로 나누어
서 빠르게 작업하는 곳도 있다. 그런데 작업 수준은 경비 지출 수준과 비례한다고
여기면 충분하다. 대개는 한 단어당 5 센트 수준으로 3,000 단어이면 150 달러로
약 17 만원 정도이다. 그러나 이 경비는 그 수준에 따라서 이보다 2 배를 받거나
3배 이상을 받는 곳도 있다. 즉, 어느 수준까지 원고편집을 하느냐에 따라 경비는
차이가 나므로 우선 회사에 보내보고 평가를 하여 계약을 하면 충분하고, 계약도
연단위로 하여 가격에 대한 협상도 하고, 매년 평가로 변경할 수도 있다. 가장 좋
기는 한 학술지는 한 명이 다 보고 일관성있게 작업하도록 하는 것이다. 논문이 일
시에 몰리는 경우가 있어도 한 명이 최소 최종 감독할 수 있는 체제가 되어 있는
회사면 좋다.
3)

표 3. 영문 교열자나 회사를 선정할 때 점검 항목
해당
No. 점검 항목
판정 배경
여부
1 온라인으로 쉽게 발송가능한가?
관리시스템이 있으면 편하다
2 회송시간은 짧은가?
풀이 많으면 빨리 답이 온다
3 급행으로도 작업 가능한가?
대개 저자는 급하게 원한다
4 영문 교열 수준이 적절한가?
이것은 편집인이 판단하여야 한다.
문제 없으나 편집인을 존중하는
5 편집인과 의사 소통에 지장이 없는가? 대개
지는 대화를 나누어 보면 알 수 있다.
많이 지출할수록 수준이 높아지는 학회
6 경비는?
지출 경비를 고려하여 정한다.

영문 번역 회사
일부 학회에서는 국문 원고도 투고하여 게재 확정되면 번역을 하여 주는 곳도 있
다. 그러나 대개는 1년 정도만 이렇게 하면 대부분 투고자가 영문으로 작성하여 투
고하므로 수요가 많지 않다. 만약 영문 번역 회사를 선정한다면 영문 교열 회사와
같은 항목으로 점검하면 충분하다. 국내에 회사가 있으나 편당 또한 논문 길이에
따라 20-100만원 수준까지 다양하다.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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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및 레이아웃
출판사에서 국제 수준으로 하여 주면 가장 좋으나 현실은 출판사에서 그렇게 높은
수준 디자이너를 고용하기는 쉽지 않아 학술지를 전문으로 다루는 디자이너에서 맡
기면 매우 수준 높은 디자인과 레이아웃을 구현할 수 있다. 역시 기존에 디자인한
학술지를 보고 맘에 드는 것이 있으면 어느 회사에서 작업하였는지 수소문하여 의
뢰한다. 국내 시장에서 대개 학술지는 종당 550 만원 수준에 작업 가능하나 이 역
시 회사의 역량이나 유명도에 따라 차이가 난다. 대개 디자이너는 약 10 종 정도
의 디자인을 제안한다. 제안하기 전에 편집인과 면담을 통하여 학술지 aims and
scope, 독자층, 미래 발전 방향 등에 대하여 디자이너와 깊이 있는 상호 이해가
필요하다. 또한 학회 회원과 디자이너의 세대 차이로 수없이 다른 시안을 제작하
는 경우가 있으므로 감각이 뛰어난 디자이너의 의견을 경청하는 것이 필요하다.
5)

표 4. 학술지 디자인 회사를 선정할 때 점검 항목
해당
No. 점검 항목
판정 배경
여부
1 학술지를 몇 종을 다루었는가?
많아 다룰수록 신뢰할 수 있다.
양식과 형식에 대한 이해를 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디자인과 레이아웃
2 학술지
는가?
이 가능하다
원고편집을 충분히 이해하는 원고편집을 알아야 국제수준으로 작업
3 직원이
가?
가능하다.
의사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 편집인의 의사를 빠르게 파악하여야 한
4 편집인과
로 편집 용어에 능통한가?
다.
최근 늘어나는 영문 원고를 다룰 수 있
5 영문 독해 능력은 충분한가?
어야 한다.
6 기존 학술지 작업 수준은 높은가?
결국 과거 작업한 실물을 보고 의뢰한다
7 경비는 합리적인가?
학회 지출 사정에 맞아야 가능하다
6) Illustration

회사

나 Nature 에 실리는 다이아그램은 모두 전문가가 다시 제작한 내용으로
교과서에 그대로 실려도 될 만한 수준이다. 우리나라 출판사도 도안은 매우 수준
높게 그리는 곳이 많이 이다. 그러나 해부도가 필요한 경우나 복잡한 도안인 경우
전문 회사가 있어 의뢰할 수 있다. 이 해부 도안 전문회사는 국내에 몇 군데 없으
므로 관련 분야 편집인에게 정보를 얻어서 의뢰하는 것이 보통이고 대개 도안 하나
당 10만원 수준이다.
Science

누리집과 App, 전문 XML, DOI XML 제작 회사
학술지 누리집은 이제 인쇄본보다 10,000배 더 중요하다. 최근에 도서관에 가서 인
쇄본 학술지 찾아서 보는 연구자는 거의 없다. 모두 온라인에 있으면 보고 없으며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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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지 않는다. 온라인만 하여도 지나치게 많은 학술 논문이 있기 때문이다. 그만큼
이 온라인 학술지가 중요한데 안타깝게도 많은 학회가 투자를 하지 못하여 참 무어
라고 말할 수 없는 수준 누리집이 많다. 우리나라가 IT 강국, 인터넷 왕국이라는 표
현이 무색한 경우도 있다. 그렇다면 누리집을 도대체 어떻게 꾸며야 하는가?
기본은 full text XML 로 작업할 수 있느냐 이다. 최근 학술지의 full text XML ISO
표준이 JATS 1.0 으로 나왔다. 이것은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사용하는 PMC XML
에서 발전시켜 전 학문 분야에서 사용 가능한 형태로 발전시켰다. 그런데 국내에서
이 full text XML을 제작하여 누리집을 만들 수 있는 회사는 다섯 손가락 안에 꼽힌
다. 그러나 전혀 염려할 필요가 없다. 다음과 같은 회사가 매우 저렴하게 전세계 최
고 수준으로 JATS 1.0 기반으로 작업이 가능하다. 가격표는 아래와 같다.
Data Conversion Laboratory, Inc. (DCL) -- http://DCLab.com
61-18 190th Street
Fresh Meadows, NY 11365, USA

가격표 (회사 담당자 허락을 얻어 게재)
- 초기 학술지마다 세팅 경비 600불
- 페이지당 2.75달러
- 그림을 별도로 작업하면 개당 0.75 달러
- 한 호당 최소 경비 100달러
초기 세팅 경비를 들이고 나면 이후는 페이지당 3,000원에 작업 가능하고 최근 논
문당 평균 페이지가 8 페이지므로 24,000원에 작업가능하고, 그림은 출판사에서 규
격에 맞게 만들어 보내면 되므로 별도 경비가 필요 없다. 한 호당 페이지가 37 페
이지만 되면 100불이 넘으므로 대개 논문 5 편만 되면 100불 이상이므로 이것 역
시 굳이 신경쓸 필요 없다.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의 종당 평균 논문수를 60편이라고 할 때 연 144만원을 투자
하면 전문 XML이 가능하다. 그런데 이 전문 XML을 화면에 보여줄 때 style sheet
가 필요하다. 이것을 어느 수준으로 만드느냐가 결국 누리집을 Nature 나 Science
수준으로 만드느냐를 결정한다. 이 작업이 필요하므로 좋은 해결책은 국제 수준 전
문 XML을 외주로 제작하여 국내 누리집 제작사에서 style sheet를 제공하면 충분하
다. 또한 전문XML 파일에서 DOI XML은 간단한 필터링 프로그램으로 어렵지 않게
가능하므로 DOI XML 작업에도 이중으로 작업할 필요가 없이 매우 편하다.
이렇게

XML

부분을 해결하고 누리집을 사용자 환경에 맞추어 띄우고 나면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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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쉽게 볼 수 있게 제작하고, Twitter, Facebook, LinkedIn, Blog 과 같은
social networking service를 활용하여 홍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동영상이 있으면
u-tube를 적극 활용한다. 이후 endnote, refcite 과 같은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으
로 파일 저장하는 기능을 제공하는 것은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고 이미 소스가 다
공개되어 있다. 이런 다양한 기능을 현재 누리집 제작 회사가 모두 구현 가능한지
점검하고 어려운 부분은 가능한 회사에 다시 용역을 부탁하면 어렵지 않게 제작할
수 있다. 특히 우리나라 학술지가 가장 떨어지는 부분이 App이다. 이미 App을 보는
시간이 desktop pc를 보는 시간보다 점점 많아지는 때이므로 꼭 필요하다.
App

표 5. 누리집과 App, 전문 XML, DOI XML 제작 회사를 선정할 때 점검 항목
해당
No. 점검 항목
판정 배경
여부
1 학술지를 몇 종을 다루었는가?
많아 다룰수록 신뢰할 수 있다.
양식과 형식에 대한 이해를 하 이런 내용을 알아야 디자인과 레이아웃
2 학술지
는가?
이 가능하다
알아야 국제수준으로 작업
3 직원이 원고편집을 충분히 이해하는가? 원고편집을
가능하다.
편집인과
의사
소통이
가능한
수준으로
편집인의 의사를 빠르게 파악하여야 한
4 편집 용어에 능통한가?
다.
누리집을 영문으로 다룰 수 있어야 한
5 영문 독해 능력은 충분한가?
다.
6 기존 학술지 작업 수준은 높은가?
결국 과거 작업한 실물을 보고 의뢰한다
7 경비는 합리적인가?
학회 지출 사정에 맞아야 가능하다
8 Chrome, Firefox에서 잘 작동하는가? 브라우저별 호완히 안되는 곳이 흔하다.
9 Style sheet 수준이 국제 수준인가? 적어도 Pubmed Central 수준이어야한다.
10 자체 학술지 database 운영하는가? 학술지 내에서 검색 가능하여야 한다

투고관리시스템 운영회사
투고관리시스템은 국내 회사 가운데 수준급으로 운영하는 곳은 3 군데 정도이고
정부 산하 기관에서 무료로 제공하는 것도 있다. 이외 국제적으로 유명한 회사도
국내에 고객을 두도 있다. 어느 것을 선정하느냐는 역시 기존의 학술지를 어느 정
도 운영하느냐를 보고 판단하는데 외국 회사도 국내회사와 큰 차이는 없으나 의사
소통에서 국내 회사가 조금 더 편하므로 아직 국내 회사와 작업하는 학회가 더 많
다.
8)

초기 작업은 쉽지 않다. 가장 편한 것은 어느 학술지처럼 하여 달라고 부탁하는 것
이다. 그래도 학회마다 다양한 요구가 있으므로 어느 수준에서 제한하여 요청하여
야 한다. 무한대로 요청하는 것은 지나치게 개통이 늦어질 수 있다. 대개 시작하여
국내는 1-2달 이내 국외는 6개월을 잡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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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외 편집관련 학회 가입
아래와 같은 학회나 기관에 가입하여 정보를 받아보거나 직접 참여하면 도움이 된
다.
9)

-

-

국내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1년 창설, kcse.org 모든 과학 학술지 가입 가능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1996년 창설, kamje.kr 의학분야 학술지 가입 가능
국제
·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publicationethics.org/
· Council of Science Editors: www.councilscienceeditors.org/
·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www.ease.org.uk/
· Society for Scholarly Publishing: www.sspnet.org/
· CrossRef: Crossref.org/
·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org/

색인 데이터베이스 운영 기관
- 국내
· 한국연구재단 KCI: 전 학문분야 색인 데이터베이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KoreaScience.or.kr 과학분야 색인 데이터베이스
10)

-

국제
· Thomson Reuters: Web of Science, BioSis Previews, CAS
· Elsevier: SCOPUS, EMBASE, EMCARE, Ei Compendex
· US Department of Agriculture, The National Agricultural Library (NAL):
Agricola

EBSCO: EBSCOhost, CINAHL

에 등재를 원하면 아래 주소로 연락하면 답을 한다.

Mari Bergeron (Key Account Manager)
EBSCO Publishing 10 Estes St., Ipswich MA 01938
Phone: 978/356-6500 x 2741, 800/653-2726 x 2741
Fax: 978/356-5191

이와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있으므로 원고편집 전문가에 부탁하여 일괄로 신청할
수 있다. 이런 다양한 분야 관계자와 협력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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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
발간 경비 지원하는데 학회 지출이 절대적이다. 그러므로 학회 집행부가 학술지 출
판에 관심을 갖고 충분한 지원을 할 수 있느냐가 학술지 발전에 관건이다. 그러나
이것도 학회의 경제력에 따라 차이가 나고 학회 사업 우선 순위가 있으므로 결국
집행부가 학술지를 어느 정도 순위에 두느냐에 따라 지출이 달려있다. 지출 문제로
집행부과 갈등이 있으면 편집인을 오래 맡는 것은 불가능하다.
11)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과총) – 학술지 발간 지원기관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는 과총에서 지원한다. 대상은 연구재단 등재지 가운데서
2013년부터는 평가를 통하여 국내 학술지 가운데 70% 만 지원한다. 국제 학술지
지원은 별도 지원으로 SCIE 학술지이거나 영문 SCOPUS 학술지에 한한단. 또한
학술지 국제화는 소수 학술지를 대상으로 전반적인 학술지 발간을 맞춤지원(tailored
support)하는 제도이다. 학회는 국제학술지 지원이나 학술지 국제화 지원을 받도록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전자는 평균 2,000만원 후자는 평균 3,500만원정도 지원한
다. 후자는 3년간 연속 지원한다.
12)

투고자 – 게재료
학술지에 따라사 게재료가 없는 경우도 있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이 게재료가 큰
수입인 경우도 있으므로 역시 학회 실정에 맞추어 정하면 된다. 그러나 상업회사는
대개다 게재료가 없으므로 경쟁력을 갖추려면 게재료가 없으면 더 좋다.
13)

상업회사 – 광고 게재료
우리나라에서 상업광고를 학술지에 얼마나 싣는지 조사 자료는 없어서 한번 조사할
필요는 있다. 그러나 의학이나 공학이나 농수산 등 응용분야에서는 광고가 많이 있
으나 순수학문에서는 상대적으로 적다. 광고는 결국 전체 집행부과 회원의 노력과
학술지가 얼마나 상업시장의 규모와 관련이 있는지에 달려 있다. 예를 들어 당뇨병
처럼 같이 약품 시장 규모가 큰 분야는 광고가 많이 들어 올수 있으나, 기생충학과
같이 약품 시장 규모가 미미한 곳은 거의 없다.
14)

결론

이렇듯 많은 기관이나 개인과 협력하여야 하는 편집인은 결국 편집에서 리더십을
잘 발휘하여야 한다. 그러나 리더십 발휘에서도 학술지나 편집인을 존중하지 않거
나 일방적으로 의사 결정하는 곳과는 굳이 상대할 필요가 없다. 편집인은 우리 사
회 학문의 문지기이므로 높이 존경을 받아야 한다. 이런 면에서 여러 기관과의 관
계에서 편집인은 늘 주도권을 가지고 오케스트라를 지휘하듯이 전권을 쥐고 화음을
맞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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