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술지 출판에서 각 단계별로 외주 회사나 인력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허선(한림의대 기생충학)
학습 목표: 학술지 발행에 협력할 회사를 선정할 때 고려할 점을 3 가지 이상 기술
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1) PDF 생성을 의뢰할 때 고려할 점을 2 가지 이상 기술할 수 있어야한다.
2) 인쇄본을 발간할 때 고려할 점을 2 가지 이상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3) 원고편집에서 내부 인력 활용과 외부 인력 의뢰의 장단점을 기술할 수 있어야
한다.
4) 영문 교열을 어느 회사에 맡기는 것이 적절한지 판단할 때 절차를 설명할 수 있
어야 한다.
5) 학술지 담당 사무직원을 내부 또는 외부에서 활용하는 장단점을 기술할 수 있어
야 한다.
6) 다양한 XML작업을 회사에 의뢰하거나 내부 작업할 때 고려할 점을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7) QR code, Journal 앱(App), 투고관리시스템 등을 어떻게 구현하는 것이 효율적
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이해관계 선언과 Disclaimer: 이 글에 소개하는 회사와는 어떠한 경제적인 이해
관계가 없으며 이 글을 작성하는 것에 대하여 경제적인 지원을 받은 적이 없다. 이
글에 등장하는 회사는 연자의 경험에 따른 것이므로 업무에 대하여 어떠한 보장도
하지 못한다. 그러므로 이 글에 언급한 회사의 기술력은 직접 편집인이 판단하여야
한다. 이 글은 단지 참고사항일 뿐임을 이해하고 추후 윤리적이나 법적인 문제로
다룰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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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리말
우리나라는 모든 학술지가 비영리 학회나 기관에서 발행한다는 특징이 있다. 일부
학회에서 판권과 온라인 전송권을 국제상업출판사에 넘겨서 출판하는 경우도 있으
나 소수이다. 그러므로 각 학회 편집인은 국제상업출판사에서 맡아서 하는 모든 과
정을 이해하고 학회 내부에서 출판의 모든 과정을 다 맡아서 할 수 없으므로 각각
의 단계마다 외주를 주어 작업한다. 1990년대까지만 하여도 대개는 인쇄본만 외주
를 주는 형태이었으나 21 세기 들어와서는 대부분의 학회지가 인쇄본과 온라인판을
동시에 유지하므로 온라인판을 학회에서 별도로 다루거나 회사에 외주를 주기 시작
한다. 또한 영문지가 늘어나고 국문지도 초록은 영문으로 기술하여야 하므로 대부
분 학술지는 영문교열을 영어 원어민이나 전문 교열 회사, 또는 국내 인사 중 영문
에 능통한 전문가를 찾아서 의뢰하기 시작한다.
거기서 나아가서 이제 원고편집 개념이 국내에 들어와 원고를 학술지 양식과 형
식(style and format) 에 맞추어 일관성 있게 편집하여야 한다는 인식을 하게 되어
전문 원고편집인의 도움을 받는다. 온라인판도 단순히 HTML로 만들고 PDF만 올
리는 것이 아니라 투고관리시스템(manuscript management system)도 들여와야 하
고 전문(full text)은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eXtensible Markup
Language (XML)로 제작하는 것이 필요하며,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기탁을
위하여 CrossRef XML제작, 나아가서 새로 나온 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s ID(ORCID), CrossMark, FundRef XML제작, QR code, 학술지 앱
(app) 제작, PubReader와 eBook 적용 등 다양한 분야의 정보통신 기술을 적용하여
야 한다. 학회지도 디자인을 하여야 하고 내지도 조판(lay-out)을 국제 수준으로 하
여야 한다. 그림이 많이 들어가는 학회지는 전문 illustration도 필요하다. 통계 전문
가는 어떻게 초빙할 것인지, 아니면 통계도 전문회사에 맡겨야 하는지도 과제이다.
편집인이 원고를 받고 심사하여 적절한 원고를 게재 허가하여 내용만 보면 충분하
고 나머지 모든 과정은 각 분야 전문가가 처리하는 국제상업출판사의 역할을 완벽
하게 할 수 있는 국내 출판사는 드물다. 각 분야 전문회사가 공동으로 국제 수준
출판사를 협력하여 세우거나, 어느 한 출판사가 투자를 하여 국제상업출판사 수준
으로 운영을 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면 지금 현실에서는 편집인이 각 분야 전문가
가 누구인지 어느 회사가 역량이 있는 지 잘 판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물론 계약
후라도 바로 변경할 수 있으나 대개 계약이 몇 년 또는 외국회사라면 최소한 5년까
지 가는 경우가 있으므로 신중할 필요가 있다.
이 시간에는 각 단계마다 어느 정도의 기준을 가지고 회사를 선정하는 것이 좋을
지 여러 학회의 경험을 정리하므로 조금이라도 도움 되기 바란다. 또한 여기에 기
술하는 회사는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 회원단체인 경우에는 그
회사를 회원단체로 홍보하는 효과도 있어 소개하지만 비회원단체인 회사도 일부 소
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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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학술지를 창간하거나 제호 변경, 언어를 국문에서 영문으로 변경 등 주요 변
화가 있을 때 자문할 수 있는 전문가나 회사가 있는가?
가장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회사는 인포루미(InfoLumi)이다. 이 회사는 이런
변화가 있을 때 어떤 절차로 시작하고 어느 회사와 연결하고 학술지 aims and
scope, 판권란을 어떻게 기술하고, 투고규정, 저작권이양동의서, 저저점검표, 원고독
창성 선언 등 필요한 양식을 각 분야에 맞게 국제수준으로 제공한다. 물론 이런 내
용을 기존의 편집인이 자문을 할 수 있으나 매우 시간이 오래 걸리고, 까다로운 작
업이다. 즉 다른 기존 학술지와 차별을 어떻게 할 것인지 aims and scope에서 잘
기술하면 나머지 작업은 전문가가 맡아서 할 수 있어 학술지 변화에서 손쉽게 진행
할 수 있다. 그 밖에 다음과 같은 내용도 자문을 한다.
① pISSN, eISSN 등록 방법: 국립중앙도서관 한국문헌번호센터
http://seoji.nl.go.kr/front/service/isbn_info01.jsp 에 요청한다.
② 발송처: 학술지를 발생하면 어느 곳에 발송하여야 하는 지도 설명한다.
우리나라에서는 법으로 대부분 출판물은 국립중앙도서관과 국회도서관에 각 2
부씩 발송하여야 한다. 이 외 국내외 어느 도서관에 보내는 것이 필요한지
목록을 제공한다.
③ 학술지명: 창간하거나 영문 전환할 때는 대개 Korean, Journal 이런 전통적인
제호는 제외하고 해당분야 주제로 학술지 제호를 만든다.
예를 들면 Science Editing 같이 지역명, Journal 이라는 용어가 없다.
Mycobiology 같은 제호도 학문 분야명만 제호에 넣었다.
④ 학술지 경비 마련 방안
⑤ CrossCheck 사용 방법: DOI를 사용하면 가능하다. 한 편당 0.75 달러이다. 한
prefix로 200명까지 등록 가능하므로 회원들도 사용할 수 있다. 경비는 학회가
지출한다.
⑥ 저작권과 Creative Commons License 기술법
⑦ 학술지 서지계량 정보 찾는 법
⑧ 색인데이터베이스에 등재 신청 방법
⑨ 디자인 전문가 소개
⑩ Illustration 전문가 소개
이런 다양한 분야 자문을 상세하게 할 수 있는 과편협 특별회원단체이다. 목록을
가지고 세세하게 챙기므로 빠짐없이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자문을 받으면 처음 시
작할 때 어려움을 잘 극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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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DF 작업과 인쇄본 작업을 의뢰할 때 점검할 점
우선 PDF 작업은 인쇄본을 발행하지 않는 학술지에게도 필요하여 전문회사의 도
움이 필요하다. 놀랍게 우리나라에는 여러 학회지가 매우 다양한 회사에 의뢰하고
이 PDF 제작과 인쇄본 제작을 다루는 시장 문턱이 매우 낮다. 가능하다면 소수의
회사가 전문성을 키워서 한 회사가 적어도 100종을 다룬다면 규모도 커지고 서비스
도 국제수준으로 잘 할 수 있을 터인데 현실은 100 종 이상 다루는 곳은 2 군데 정
도이다.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점검한다.
① 기존에 맡은 학술지의 PDF와 인쇄본을 보고 점검한다.
② 적어도 InDesign을 사용하는지 확인한다.
③ 맡기기 전에 몇 개 회사에 표, 그림이 천연색으로 들어있는 논문을 PDF 제작,
편집 의뢰하여 받아보고 점검한다. 내지 조판(lay-out)에서도 디자인 전문가가
작업하면 더 나을 수 있으나 회사 내부 역량을 확인할 수 있는 기회이다. 이때
font size를 지정한다거나 어느 학술지에서 사용하는 font 또는 특정 font를 사용
하라는 주문을 할 수 있다. 출판사가 각 font의 특징과 장단점을 설명하여 몇 가
지 안을 주고 편집인이 선택하라고 하면 더욱 좋다. 학술지 인쇄본을 제작하거
나 인쇄본 없이 온라인판만 제작하여도 PDF는 아직 필수이므로 인쇄본이 흑백
일지라도 PDF 제작은 화려한 full color로 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④ PDF 제작 단가는 대개 출판사마다 경쟁이 심하여 큰 차이가 없으므로 금액보다
조판 능력을 보고 선정한다.
⑤ 직원 근무 경력이 어느 정도 되는 지 또한 직원 이직이 잦은 지 등을 확인하면
더욱 좋다. 이직률이 낮은 곳과 작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 작업은 경험이 필요
하기 때문이다.
⑥ 사용하는 인쇄지 지질이 보존용지(permanence of paper)인지를 확인하여야 한
다. 인쇄소 가운데 보존용지가 무엇인지도 모르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이 필요하
다. 국내 제지업 회사는 어디고 자사가 판매하는 인쇄용지에 지질이 보존용지인
지를 표기하지 않고 있다. 물론 유통상도 대개 모른다. 보존용지를 확인하기 어
려우면 모든 국내 유통 인쇄지는 중성지이므로 판권란에 “This is printed on
acid-free paper.”라고 한 줄 기술한다. 보존용지인 경우 기술이 다르다.
현재 과편협 특별회원 단체로 인쇄본 PDF를 제작하는 곳은 메드랑(Medrang), 엠
엘커뮤니케이션(MLCommunication) 두 곳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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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원고 편집
각 학회가 원고 편집을 어떻게 할까? 유형은 다음과 같다.
① 별도 원고편집인이 없으며 편집인, 부편집인, 간사 등이 점검하지 않고 바로
인쇄소에 넘겨서 인쇄소에서 별도 검토 없이 출판한다.
② 별도 원고편집인 없이 편집인이나 부편집인, 간사 등이 보고 인쇄소에 넘긴다.
③ 별도로 학회에서 보지 않고 인쇄소에서 점검한다.
④ 학회와 출판사가 별도 계약하여 훈련된 출판사 직원이 원고편집을 담당한다.
⑤ 학회 학술지 담당 사무원이 시행한다.
⑥ 학회 내 전문 원고편집인을 full time으로 고용하여 시행한다.
⑦ 프리랜서 전문 원고편집인과 계약하여 시행한다.
⑧ 전문 원고편집 회사에 의뢰한다.
여러 유형 가운데 어느 유형이 가장 많을까? 과거에는 ①, ②, ③ 번이 많았으나
최근에는 많은 학회가 원고편집 개념을 도입하여 ④, ⑤, ⑥, ⑦, ⑧ 번으로 시행한
다. 이미 전문 원고편집회사에 의뢰하는 학회가 60 곳이 넘는다. 학술지 논문 수가
많지 않을 때는 ⑦, ⑧ 번이 더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출판사에서도 전문
원고편집인 훈련을 받은 분이 있어서 학회에 더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프리랜서도 늘어나고 있다. 과편협에서 꾸준히 원고편집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어
원고편집인 수준이 국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다른 작업을 하지 않고 오직 전문
원고편집만 다루는 회사가 국제적으로 알려진 곳은 많지 않다. 국제적으로 프리랜
서는 다수 있다. 우리나라에 있는 전문 원고편집회사로는 앞에서 언급한 인포루미
가 유일하다.
그러면 원고 편집에 얼마나 지출할 것인가? 가장 좋기는 전문 원고편집인을 고용
하는 것이나 논문수가 150 편 미만인 경우는 프리랜서와 계약하거나, 출판사에서
서비스하면 출판사와 계약하거나, 전문 원고편집회사에 의뢰하는 것이 좋다. 국제
프리랜서는 편당 300 달러에서 500 달러 수준이다. BELS.org에 가면 찾을 수 있다.
이곳은 주로 Life science를 다루나 Physical science도 다룰 수 있으므로 문의하여
수준을 파악하고 계약할 수 있다.
원고편집을 외주 줄 때는 그 회사가 어느 학술지를 다루고 있으며 어느 수준인지
기존에 다루는 학술지를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원고를 저자가 학술지 투고 규정에
맞추어 완벽하게 만들어 투고하면 일이 줄 것이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므로 학회
에서 투고 규정에 맞는 원고 작성에 대한 워크숍을 열고, 서로 수정하는 훈련을 정
기적으로 하면 투고 논문이 규정에 잘 맞아 원고편집 담당자 부담이 줄 수 있다.
원고편집이 제대로 되지 않고 형식과 양식에 일관성이 없거나 오류가 있으면 국
제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에는 치명적이므로 우선 이 형식을 국제 수준으로 올려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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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도 따라 국제수준으로 올라간다.
4. 영문 교열
우리나라에 영문 교열 시장이 매우 커져서 외국 학회에 나가서 영문 교열하는 전
문가와 대화하면 한국의 연구자는 매우 많은 양의 논문을 자기에게 보내어 놀랍다
는 의견을 전한다. 어떻게 그렇게 많이 쓸 수 있는지 에너지에 놀란다는 것이다. 우
리나라에서 2012년도 SCIE 학술지에 게재한 논문수가 54,898 편이고 그 중 국문
581 편, 영문 54,2708 편, 중국어 23 편, 스페인어 6 편, 불어 3 편, 일어 9 편, 독어
5 편, 웨일즈어 1 편이었다. 즉 98.9%가 영문이다. 국문은 1.1 % 이었다. 매년 국내
SCIE 논문 수는 10% 이상 증가하므로 우리나라 연구자가 영문으로 쓸 때 영문 교
열 시장은 매년 10% 씩 늘어난다고 보면 일본, 중국과 더불어 가장 큰 시장이다.
게르만어를 쓰거나 라틴어를 쓰는 나라도 영문 교열이 필요하나 언어체계가 상당히
다른 우리나라와 일본이 가장 큰 시장이다. 물론 국내 과학 학술지도 영문지와 국
문지 합쳐서 600 종이 있고 연구재단 등재지나 등재후보지에서만 연 5만 5천편 이
상 논문이 나가므로 이 시장도 있어서 연 10 만 편 이상이 전문이나 초록에서 영문
교열이 필요하다. 이런 시장 규모를 파악하고 그 동안 외국계회사가 직접 국내에서
영업하지 않았으나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영문교정 회사인 에디티지(Editage,
http://www.editage.co.kr/)가 국내 법인을 설립하여 영업을 시작하고 과편협 회원으
로 가입하였다. 그 외 회사는 국내에서 회사를 차려서 원어민을 고용하거나 외국에
거주하는 원어민이 작업하는 경우도 있으나 대부분은 외국에 회사가 있어서 온라인
으로 논문을 받아서 교열을 한다.
학회는 어떻게 영문 교열을 볼까?
① 학회에서 보지 않고 저자가 보내는 대로 편집한다.
② 저자가 반드시 영문 교열을 사전에 거친 뒤 투고하도록 하고 학회에서는 따로
보지 않는다.
③ 영어에 능통한 학회 회원이 작업한다. 이런 작업에 유리한 점은 해당 분야의 전
문 내용을 잘 알기에 단순히 영문을 보는 것이 아닌 내용도 볼 수 있어서 수준
높은 교열이 가능하다.
④ 한국인 중 영어권에 오래 살아서 원어민 수준으로 영문교열이 가능한 전문가에
게 의뢰한다. 이런 경우 장점은 의사소통이 쉽고 우리나라 저자의 영문 실력을
잘 알아서 대개 틀리는 경우가 유사하므로 효율 있게 교열 가능하다.
⑤ 회사에 의뢰하는 경우는 학회마다 다양한 회사를 찾는다. 이 경우 웹에 보면 매
우 많은 회사가 있으므로 다른 학회는 어디서 하는데 수준이 어떻다는 것을 잘
알기에 동료 편집인에게 질의하는 것이 안전하고, 아니면 한두 편을 여러 후보
회사에 보내보고 영문 교열 수준을 파악하고 의뢰한다. 이렇게 회사에 의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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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단점은 한 학술지를 한 명이 계속 보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보기에 질
관리가 어렵다는 점이 있다. 한 학술지는 한 명이 계속 보는 것이 가장 좋으나
원고가 대개 몰리므로 그렇게 처리가 어렵다. 이 역시 프리랜서에게 의뢰하여
한 사람이 계속 보게 하면 질 관리가 된다. 1인 회사도 많이 있으므로 BELS.org
에 가면 찾을 수 있다.
이런 다양한 경우를 그려 볼 수 있는데 어떻게 하여서든지 전문가가 원고편집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아무리 저자가 완벽하게 작성한다고 하여도 전문가의 눈보다
낫기는 어렵다.
5. 영문 번역
일부 학술지는 영문 투고를 받기 어려워 아예 국문으로 투고하여 심사 뒤 게재
확정되면 영문 번역을 해 주는 곳도 있다. 썩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학회 회원의 현
실과 학술지 국제화를 위하여 영문으로 출판으로 하여야하는 학회 바람이 있어서
이런 시장이 있다. 대부분 국내 과학자가 영문으로 논문을 써서 영문 국제 학술지
에 투고한 경험이 있어서 마음만 먹으면 다 영문 작성 가능하나 학술지가 초창기에
원고 수집난이 있는 경우가 있으므로 영문 번역을 학회가 하기도 한다.
이 영문 번역의 문제는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지 못하는 용어가 있어서 영문 번
역과 학술지 용어에 능통한 전문가가 맡는 것이 가장 좋다. 국문과 영문 모두 능통
한 해외 교포에 의뢰하기도 하고 국내 전문 업체에 또는 회원 중에서 영문에 능통
한 사람이 작업하기도 한다. 영문번역 역시 1∼2 편을 먼저 시범으로 하여 보고 그
결과물을 보고 판단하면 된다. 회사에 의뢰한다면 특별회원인 Editage가 있다.
6. 학술지 관리자
학술지 규모와 무관하게 최소 학술지를 관리하는 직원 한 명이 있어야 한다. 전일
제로 고용할 수도 있고 외주를 줄 수 있는데 학회가 작은 경우에는 사무직원이 담
당하여 처리하기도 한다. 오랜 경력의 사무직원은 학술지 담당 일을 무난히 처리하
므로 내부 인력을 활용할 경우 오랜 기간 고용을 보장하여야 한다. 또한 학술지 일
이 영문 처리할 것이 많으므로 다른 업무와 중복되지 않게 학술지 일에만 전념하는
직원이 있으면 더욱 좋다. 큰 학회는 대개 별도 직원을 둔다. 외주를 줄 경우는 출
판사에 맡길 수 있다. 학술지 담당 직원을 별도로 둘 때 원고편집을 동시에 요청하
면서 둘 수도 있다. 이 경우 이런 원고편집도 같이 하는 전문가가 직원으로 들어올
때 기존 사무직원과 갈등이 종종 있는데 그것은 연봉 차이 때문일 경우가 있다. 미
묘한 문제로 매우 해결하기 어려우므로 이런 경우는 아예 원고편집과 학술지 담당
전문 직원을 편집인이 근무하는 기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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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XML, 누리집, 투고관리시스템 등 정보통신 기술 작업
편집인이 이해하고 구현하여야 정보통신 관련 업무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① 학술지 누리집(homepage) 제공
② 투고관리시스템 마련
③ DOI XML 기탁
④ reference hyperlink, cited-by 기능 구현
⑤ CrossMark, FundRef, ORCID XML 제작과 기탁
⑥ JATS XML 제작과 기탁, Pubreader, ebook 플랫폼 구현
⑦ QR code 제작
⑧ 스마트폰과 스마트탭(smart tablet)용 학술지 앱 제작
⑨ Audiovisual 자료, U-tube 올릴 자료 제작
이런 모든 작업을 한 회사에서 할 수 있다면 최선이다. 과편협 회원단체 가운데
인포랑(Inforang), 엠투커뮤니티(M2COM) 두 곳이 이 모든 작업이 가능하다. 그 밖
에 작업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1) 학술지 누리집
학술지 누리집은 DOI 받는 데 필수이다. 학회 직원이나 편집위원이 또는 회사에
의뢰하여 누리집을 제작할 때 고려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① eISSN 받기 위하여 학술지가 독립된 도메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을 아는가?
② 누리집을 XML로 제작할 수 있는가?
③ 누리집 사용자 환경을 편리하게 구성되어 있는가?
④ 누리집을 HTML5 표준에 맞추어 최소 5 종 브라우저에서는 문제없이 구현할 수
있는가? Chrome, Firefox, Safari, Opera, Internet Explorer
⑤ 누리집에 필수로 제공할 내용이 무엇인지 아는가? Masthead (Aims and scope,
Editorial board, Journal information), Instructions to authors, policy of
publication ethics, e-submission, article processing charge, subscription
information, contact info, Current article, archiving, search, pISSN, eISSN
⑥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른 웹접근성을 확보한 누리집 구성이 구현 가능한가? 이
것은 상시 고용 인력이 30인 이상 사업장에 해당하므로 모든 학회는 해당하지
않고, 단지 학교나 정부 산하 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발행하는 경우는 해당이 가
능할 수 있다. 이런 곳은 대개 상시 고용 인력이 30인이 넘기 때문이다. 학술지
정보가, 장애인에게 필수인 병원 정보나 정부가 제공하는 정보와 같은 수준의
필수 정보로 보기 어렵다면 해당하지 않을 수 있으나 기관인 경우 법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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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 자문이 필요하다. 장애인인 경우 의학정보가 필요하다고 하면 학술지도
해당할 수 있을 것이다. http://www.wau.or.kr/atte_03.asp 에 제공하는 인증기준
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기능이 필요하다.
§
§
§
§
§

텍스트로만 구성된 누리집 기능
마우스 없이 키보드로 사이트를 이동할 수 있는 기능
동영상에서 자막 추가
화면 확대 기능
텍스트를 음성으로 바꾸어 듣게 하는 기능

이 가운데 ⑤ 번은 기술적으로 구현하지 못한다면 구현할 수 없다. 아직 국문을
읽어 주는 기능은 구글에서 제공하는 것은 있으나 국내에서 누리집에서 완벽하게
구현하지 못하고 있다. 즉, 이런 것을 구현하는데 기술적으로 발전하지 못한 것을
구현하라고 할 수 없다. 자문을 받고 잘 구현하면 웹접근성 인증도 받을 수 있다.
이 누리집은 학회 자체로도 만들 수 있고, 업체 의뢰도 가능한데 과편협 회원단체
로는 Inforang, MLCommunication, M2COM에서 제작 가능하다. 역시 회원단체인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도 제작하고 무료이다. 또한 Open Journal
System(OJS) 와 같이 오픈 소스로 개발한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작업할 수 있는데
약간의 운영체계에 대한 지식과 영문만 이해하면 이 OJS 도 2,000 종 이상 학술지
가 사용하므로 학회에서 무료로 사용하기에 편리하다. http://pkp.sfu.ca/ojs/ 에서
내려 받아 서버에 설치할 수 있다.
2) 투고관리시스템
기관 무료서비스, 공개된 프로그램, 국내 전문 업체, 해외 업체 이렇게 나누어 생
각하고 장단점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어느 것을 선택하는 것이 나을 지는 학회
에서 판단하여야 한다. 판단할 때 업체의 설명을 들을 수 있고 다양한 기능이 있으
나 이 시스템 선정을 어떻게 할지 간단히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표. 1].
표 1. 투고관리시스템 선정 기준

기관
항목
무료서비스
얼마나 많은 학술지를 다루고 있나? 100 종 이상
초기 작업에
학회와 의사소통하는 데 지장이 없나?
어려움 없음
update를 바로 해 줄 수 있는가?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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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된
프로그램
2,000 종 이상
불가
불가

국내 전문
업체
50 -100종
이상
항상 대기

해외 업체
2,000종 이상
영어로
소통하는
어려움
항상 가능 가능

항목
사용자 인터페이스가 편리한가?

기관
무료서비스
good

공개된
프로그램
good

경비는 학회가 지출할 수 있는 수준인가? 무료
학회만을 위한
기타
update 어려움

무료
있는 기능만
사용

국내 전문
업체
excellent
유료, 초기
투자 후
유지비 저렴

해외 업체
excellent
유료, 가장
높음

우리나라에서 기관 무료 서비스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ACOMS 가 있는데
2014년부터 신규 신청은 받지 않고 기존의 학회만 지원한다. 한국연구재단에서 온
라인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구축 및 보급이라는 프로젝트로 2013년 7월 시스템
구축에 대한 업체를 공모 작업 중이므로 현재 KCI에 등록되어 있는 학회(대학부설
연구소) 가운데 주로 인문사회분야에서 2014년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
다.
공개된 프로그램으로는 OJS (open journal system)가 있다. 이 시스템은 투고관
리시스템뿐 아니라 학술지 누리집을 같이 제공할 수 있다. 앞에 언급한 대로 이 시
스템은 약간의 운영체계와 설치에 대한 지식만 있으면 학회에서도 자체적으로 사용
할 수 있다. 국내 전문 업체로는 여러 곳이 있으나 회원단체 가운데는 Inforang,
M2COM 두 회사가 제공한다.
이 외에도 최근에 투고하면 모든 저자의 ORCID를 입력하는 기능을 넣을 수 있는
지 점검하여야 한다.
3) DOI CrossRef XML기탁
DOI CrossRef XML기탁은 학회에서 웹에서 화면에 넣으면서도 작업할 수 있고
누구나 조금만 배워서 구현할 수 있으나 참고문헌까지 입력하려면 아무래도 전문
회사에 맡기는 것이 낫다. 국내에서 학술지 DOI 기탁하는 곳은 표 2에 나열하였고,
이외에도 더 있을 수 있다 [표. 2].
표 2. DOI 기탁처에 따른 차이
sponsoring
기탁처
publisher
여부
학회 직접
No
국내 회사
Yes
기탁처

CrossRef 학회
연회비 고유
(275불) prefix
지출 필요 있음
없음
있음

sponsoring CrossRef

경비 지출
학회
자체경비
유료

학회 경비 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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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학술지
해당 학회 발행
학술지
전 학문 분야
학술지
대상 학술지

publisher 연회비 고유
여부 (275불) prefix
Yes
없음
있음 무료

한국연구재단
한국과학기술정보 Yes
연구원
외국상업출판사 Yes

없음

있음

없음

없음

인문 사회과학분야
학술지
무료
과학 분야 학술지
학문 분야
계약에 따름 전
학술지

이 가운데 한국연구재단은 2012년도 인문,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대상으로 모두
기탁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는데 1,200 여 종 학회지의 DOI prefix를 별도로 받을
수 있다. 국내 인문사회과학 분야는 대개 DOI가 없고 극히 일부만 갖추어서 획기적
인 정부 지원 사업이다. 과학 분야 학술지는 아래 표와 같이 DOI를 기탁하고 있다.
물론 이 외의 방법도 있을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느 방안을 택할 지는 학회가 어느 정도 서비스를 제공하는지 또한
경비 지출은 가능한지를 보고 정하면 된다. 물론 다음에 언급하는 CrossMark,
FundRef 구현이 가능한지와 연계하여 정하면 더욱 좋다. 외국상업출판사에서 기탁
하는 경우는 온라인 전송권을 상업출판사에게 넘긴 경우에 한하여 작업 가능하다.
국내 회사로 작업이 가능한 회원단체는 Inforang, M2COM이 있다.
4) Reference hyperlink, cited-by 기능 구현
이 기능은 DOI 기탁하면서 참고문헌 부분도 같이 넣으면 어렵지 않게 구현 가능
한데 역시 누리집 관리 업체나 기관이 할 수 있다. 어느 업체와 하든지 이 기능을
구현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누리집에서 제공하지 않고 DOI landing page
에서 제공할 수도 있다.
5) CrossMark, FundRef, ORCID XML 제작과 기탁
이런 다양한 XML 제작은 DOI를 다룬다면 어려움 없이 다룰 수 있으므로 업체나
기관에 요청하면 바로 적용 가능하다. 회원 회사 가운데 M2COM이 구현하고 있으
며 나머지 업체나 기관도 현재 구현을 준비 중이다.
6) JATS XML 제작과 기탁, PubReader, ebook 플랫폼 구현
우리나라에서 JATS XML제작이 2013년부터 도입되어 여러 학술지가 JATS
XML로 전문을 제공하고 있다. 회원단체 가운데 이것을 table은 XHTML로 수식과
화학식은 MathML, ChemML로 제작할 수 있는 곳은 Inforang, M2COM이며, 한국
과학기술학술정보원 역시 구현하고 있다. JATS XML을 제작하는 업체를 선정할
때 표 XTHML, MathML, ChemML구현 등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지 점검하여야 한
다. PubReader, ebook은 JATS XML제작이 가능한 곳에서는 쉽게 구현할 수 있다.
특히 Pubreader는 어느 브라우저 환경에서나 동일하게 보는 매우 편리한 도구이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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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설치하면 독자가 읽기에 매우 편할 것이다.
7) QR code 제작
이것은 학회에서 직접 만들어 올릴 수 있는 간단한 내용이므로 회사에 의뢰하면
바로 만들어 올릴 수 있다. 스마트폰에 QR code reader 앱이 있으므로 내려 받아서
학술지 QR code를 찍으면 바로 학술지로 갈 수 있다.
http://code.daum.net/web/codeForm 과 같은 곳에 가서 직접 만들 수 있다.
8) 스마트폰과 스마트탭용 학술지 앱 제작
학술지 단위로 스마트폰과 스마트탭용 학술지 앱을 제작한 곳은 아직 많지 않으
나 데스크톱이나 랩톱보다 이미 스마트폰과 스마트탭을 더 많이 사용하는 것이 현
실이므로 학술지도 적어도 학술지 앱은 구축하여 놓는 것이 필요하다. 이 앱도 인
터페이스만 구현하여 결국 보는 것은 웹과 똑같이 보이도록 할 수도 있다. 또한
네트워크가 안 되는 경우도 내려 받아서 자료를 저장하게 하는 방법도 있다. 후자
는 네트워크가 안 되는 상황에서도 쉽게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고 특히 스마트탭
에서 유용하다. 현실로 학술지를 스마트폰으로 읽기는 쉽지 않으나 탭에서는 충분
히 가능하다. 국내 업체 가운데 이것을 구현한 곳은 M2COM이다. 학회의 요구만
있으면 어느 업체든지 제작 할 수 있다.
9) 시청각 자료, YouTube 올릴 자료 제작
시청각자료로 오디오 파일을 논문마다 설치하여 듣게 하는 방안도 있고 또한 논
문의 요약본을 동영상으로 올릴 수도 있으면 파워포인트 작업을 하여 5 장 이내로
설명하여 올리는 것도 최신 경향이다. 이런 작업은 약간의 정보통신 기술만 있으면
가능하고 학회 사무원 수준에서도 편집 가능한 프로그램이 있다. 물론 업체에 의뢰
하여 제작하는 것이 가장 편하다. 자료 가운데 동영상은 유튜브에 올려서 많은 사
람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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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 전문가 초빙
논문에 통계 자료가 나오는 경우 의뢰할 전문가를 편집위원회에 초대하는 경우가
있다. 이때 회원 가운데 통계를 잘 이해하는 전문가가 맡아도 좋고 아니면 통계학
자가 맡아도 좋다. 외부인의 경우에는 통계 분석이 타당한지 의뢰할 때 별도 자문
료를 제공할 수 있다. 어떤 경우등지 통계 편집위원 (Statistical editor)을 기술하는
것이 필요하다. 따로 학술지 논문의 통계를 점검하여 주는 일만 하는 회사는 국내
에서 찾기 힘들다. 대개는 통계학자 수준에서 맡아 작업한다. 대한가정의학회에서는
통계학자가 그 호에 실린 논문의 통계에 대하여 기술하는 기사가 실린다
(http://www.kjfm.or.kr/).
9. English editor
영문 교열하는 회사의 전담 인력을 영문편집위원으로 편집위원회 목록에 기술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유료이므로 굳이 기술하지 않아도 좋으나 만약 무료로 자원봉
사로 지원하는 경우는 반드시 이름을 기술하여야 한다.
맺는말
이 다양한 내용을 편집이 모두 이해하고 준비하고 업체를 선정하고 하는 일이 초기
에 쉽지 않아서 일부 학회는 아예 국제 상업출판사와 같이하여 그곳의 데이터베이
스 플랫폼을 이용하여 국제적으로 널리 학술지 유통망을 타려는 곳도 있다. 한 가
지 전략으로 효과를 본 학회도 있다. 그런데 앞으로 학술지의 추세인 open access
를 유지하려면 경비가 많이 든다. 인쇄본 없이 온라인판만 발행하는 데 편당 최소
150만 원 정도 들어가는 것이 현실이다. 편 당 470만원을 지출하는 곳도 있다. 물론
이 금액은 협의가 가능하다.
우리나라 학회 현실은 인쇄본과 온라인판 모두를 가지고 있으므로 과연 어
느 정도 학회가 학술지 발행 경비 부담 능력이 있고 게재료를 받을 수 있는지를 검
토하여 정할 문제이다. 그러나 국제상업출판사 못지않게 우리나라 각 전문 분야 업
체의 수준이 높아져서 최근에 한 학술지 편집인은 학술지를 영문으로 전환하여 인
쇄본과 온라인판을 발행한 뒤, 세계 4-5 위 수준 상업출판사가 발행을 맡을 것을
제안할 정도이다. 즉, 우리나라에서도 투자만 제대로 하면 얼마든지 인쇄본과 온라
인판을 국제 수준으로 만들 수 있고 형식만 잘 갖추면 내용도 잘 따라가므로 국내
에서 학회가 발행하는 것에 자부심을 가져도 좋다.
앞에서 언급한 대로 이런 편집인이 챙길 내용을 한 번에 모두 서비스할 수
있는 국내회사가 있다면 참 좋겠다고 여겨 여러 업체가 콘소시움을 형성하여 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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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로 키우고 이익을 나누는 모형을 구상하기도 하여 보았지만 업체와 이해관계
가 있어 어렵다. 앞으로 더 많은 업체가 과편협 특별회원이 되어 편집인이 공부하
는 것과 같이 역량을 강화시켜 나가기를 바란다.
이런 전문 분야 다양한 회사가 더욱더 국제 수준을 갖추어 가도록 회원단체
회사에 대하여 끊임없이 자문을 하고 최신 정보를 제공하여 결국 각 회사의 역량이
우리 과학편집인의 수준에 맞도록 올라가면 편집과 발행이 더욱더 편리하고 국제수
준을 늘 따라갈 수 있을 것이다. 안타깝게도 다른 분야는 우리나라가 전 세계를 선
도하지만 학술지 분야만큼은 150년 이상 역사를 지닌 국제 학술지와 경쟁이 쉽지
않다.
그러나 기회는 왔다. 바로 학술지 시장도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에 따라 얼
마나 국제 수준으로 네트워크에서 경쟁할 수 있느냐가 관건이 되어 우리나라처럼
대부분 학회나 기관 등 비영리단체서 발행하는 학술지는 데이터베이스 플랫폼에 올
리고, open access로 제공하면 우리나라 연구자의 수준은 매년 빠르게 올라가므로
충분히 학술지 수준도 국제 수준에 도달할 것이다. 이렇게 국내 과학 학술지의 발
전을 위하여 우리나라는 OECD 국가 중 일본과 더불어 정부산하기관이나 공공기관
이 학술지 발행을 지원하고 있다. 일본이 약 연 60억 원(5억엔)이나 우리나라는 연
80억원을 지원하므로 그만큼 정부가 학술지 발전에 기대가 크다. 의학은 미국에서
운영하는 PubMed Central과 같은 전 세계적 JATS XML 기반 open access full
text database가 있지만 이와 달리 과학은 없으므로 2014년도부터 이와 같은 성격
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국내 학술지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 과학 학술지 가운
데 open access journal 플랫폼으로 키우는 움직임이 있다. 이런 정보기술을 학회가
모두 이해하고 같이 참여한다면 우리나라가 이 분야에서는 선도하여 나갈 수 있고
학술지 역시 빠르게 국제 시장에 노출이 되어 영향력지표 상승에 기여할 것이다.
이 외 다양한 내용이 더 있으나 그런 것은 다른 단행본에 소개된 것을 보고
쉽게 이해할 수 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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