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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의 목적을 명확히 결정
◦ 국제 수준의 학술지로…
◦ 국내 연구자(실무자), 학생 등을 위한 최신 정보제공, 교
육용 학술지로…



주제 범위 설정
◦ 전 세계적으로 많은 학술지가 발행됨. 기존에 많이 다루
어지는 범위는 가능한 피함
◦ 일반적인 주제=>세부 전문 주제
◦ 최근에 새롭게 대두되는 주제 중심
◦ (*) SCI 주제분야 등을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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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문제



발행사항




◦ Open access
◦ Free access

◦ 온라인 only 학술지
◦ 온라인 + print 학술지
◦ 인쇄할 경우: 발행 부수, 가격(유가/무가지)

간기 & 발행일 & 호당 논문 편수
학술지 구성

◦ Editorial, Review, Original article, Case, Book
review...

저작자 표시

저작자표시-비영리

저작자표시-동일조건허락

저작자표시-비영리
-동일조건허락

저작자표시-변경금지

저작자표시-비영리
-변경금지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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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모양을 갖춤
편집위원의 수: 학술지의 규모에 따라 10-50명?
편집위원의 지역 분포



편집위원의 자격:




◦ 국제학술지: 최소 3대륙에서 위촉
◦ 아시아 지역에 초점을 맞춘 학술지: 아시아 지역의 여러
나라 연구진 위촉
◦ 국내학술지: 평가기관의 지역구분에 따라 각 지역에서 골
고루 위촉
◦ 연구업적이 많고 편집에 참여해본 경험이 많은 분
◦ 좋은 평가를 받기 위해 관련없는 유명학자를 편집위원으
로 위촉하는 행위는 금함













Editor-in-Chief
Deputy editor, Associate editor
Assistant editor (Managing editor, Senior managing editor)
Editor (Domestic, International)
Statistical editor (Consultants)
Section editor (Online editor, Book Review editor...)
Manuscript editor
Graphic artist
Administration staff/Administrative support/Editorial
assistant
Editor emer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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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type

Source

Peer reviewed?

Editorial

Editor or invited contributor

Editorially reviewed

Research article

Unsolicited contributor

Yes

Methodology article

Unsolicited or invited contributor

Yes

Case study

Unsolicited contributor

Yes

Review article

Invited contributor

Yes or editorially reviewed

Educational article

Invited contributor

Editorially reviewed

Republished article

Same and another publication

Selected by editors

Book review

Invited contributor

Editorially reviewed

Letter to the editor

Unsolicited contributor (Editor may invited
Editorially reviewed
oroginal authors to respond)

Obituary

Invited or unsolicited contributor

No

News item

Invited or unsolicited contributor

No






학술지명은 주제를 명확히 나타내며 누구나 쉽게 기억할
수 있는 이름으로 결정함
Korean 을 넣느냐…
누구나 기억하기 쉬운 약어를 만드는 것도 필요
ex) Clinical Experimental Otorhinolaryng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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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 (의학의 경우
PubMed)
Web of Science, SCOPUS
도서관 목록 www.worldcat.org
Google, Google Scholar



ISSN (International Standard Serial Number)






◦ 한국문헌번호센터에서 신청(http://seoji.nl.go.kr)
◦ 인쇄자료: 표지, 목차, 판권, 정기간행물등록증(유가지),
고유번호증, 사업자등록증(무가지)
◦ 온라인자료: 표제화면
◦ 처리기간: 근무일 기준 5일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

◦ CrossRef로 직접 신청 OR
◦ 분야별 대행기관을 통해 신청


학술지 홈페이지 UR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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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출판
정보시스템 관련
◦ 홈페이지
◦ 논문투고관리시스템
◦ XML 구현



원고교정업체
◦ 영문교정
◦ Manuscript editing



학술지 디자인



장점
◦ One stop service 가능(한 업체에서 편집, 교정, 인쇄, 온
라인 출판, 홈페이지 구축 등 필요한 모든 업무처리 가능)
◦ 외국 학술지 출판 Know How를 배울 수 있음
◦ 전세계에 뻗어있는 Network을 통해 학술지 널리 알릴 수
있음
◦ 판권, 출판국가 어디에?



단점
◦ 고비용(특히 open access로 할 경우 $3,000/편 예상)
◦ 출판국가가 해당 출판사 지역으로 변경될 수 있음
◦ 우리나라 학술지에 대한 질 관리 소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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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를 몇 종이나 출판하는가?
SCI/SCOPUS 학술지는 몇 종이나 출판하는가? 총 종수 대비 비교
포함
표나 그림의 편집이 가능한가? 수식 편집이 가능한가?
디자인 실력을 갖추고 있는지?
출판에 사용하는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여러 프로그램의 장단점
을 알고 있는지?
용지에 대한 기본 지식(ISO, ANSi 규격 등)을 갖추고 있는지?
1호(10편 기준)를 편집하고 인쇄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해당 출판사에서 가장 잘 제작된 학술지 실물 평가
유형(원저, technical report/case report)별 편집 형태 평가



가격비교(부수에 다른 가격, 칼라 or 흑백, 용지, 별책가격 등)







원하는 디자인 Concept
학술지 크기
색채
◦ 칼라? 흑백? 혼용(웹: 칼라, 출판: 흑백)?





샘플 학술지 제시
업체로부터 4-5개의 시안을 받아 결정
디자인 종류
◦ 표지
◦ 내지
◦ 기타: 봉투, 편집위원 명함, 홍보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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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rmanence paper, Acid free paper
ISO/ANSI/KSO 규격용지
Coated, Uncoated 중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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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
◦
◦
◦
◦



양식
◦
◦
◦
◦







투고규정
출판윤리 규정
편집위원회 규정
편집규정(Style guide)

저작권 이양동의서
저자체크리스트
Conflict of Interest
Informed consent

학술지 홈페이지 ≠ 학회 홈페이지 ≠ 투고시스템
독자적인 URL
ex) e-ceo.org / jgo.org
eJournal site
학술지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원문을 볼 수
있는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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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 이상의 학술단체에서 발행하던 유사 분야의
학회들이 합쳐 하나의 학술지 발행
고려할 점
◦
◦
◦
◦
◦



저작권
학술지명, 권(호)의 승계
편집위원회 구성, 편집위원장?
예산 분배
논문의 구성

국내 여러 유관 학회에서 하나의 공식 학술지 발행
◦ 창간
◦ 통폐합: 각 학회에서 학술지를 발행했을 경우
◦ 공유: Main 학회의 학술지를 분과학회에서도 공식학술지
로 사용



최근에는 학술지를 발행하지 않는 국제(아시아)
society 등과 공동발행의 형태를 많이 취함

(예) Korean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 (KSGO)의 official
journal인 Journal of Gynecologic Oncology를 Asia Society of
Gynecologic Oncology와 KSGO의 공동 official journal로 전환
=> Asia 지역 부인종양 분야의 leader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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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홍보
학술지 배포와 함께 배부할 인사말 작성
1호에 한해 학회 등에 무료배부
해외 학회에 부스 설치
국내외 학술지 배포 리스트 작성
국내 (대학, 연구소, 도서관, 과총, 연구재단등)
국외 (DB 제작기관, 해외 유명 대학/연구소등)

기관별 등재 기준 확인
연구재단 등재..한국학술지인용색인
분야별 연구정보센터(생물학,의학,건축도시..)
의학(KoreaMed)
KISTI, KERIS 등

11











SCOPUS
SCI
NLM Medline
EMBASE
CAS
BIOSIS
Engineering Village
EBSCO, PQD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infolumi.cho@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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