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re-evaluation form에 따른
학술지 등재 심사 실습
허선

한림의대

2021. 7.2. 금 15시-18시
줌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ECSAC-Korea) Scopus 등재를 위한 온라인 워크숍
* 이 내용은 워크숍 참석자만 보시고, 다른이나 외부에 유출하지 마십시오. 내용을 다시 정리하여
(paraphrasing) 편집위원에게 알리는 것은 허락합니다.

학습 목표
Scopus 등재 심사 신청 전에 점검할 항목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 구체 목표
• 1.Preevaluation form 에 맞추어 학술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2. Scopus 심사 항목에 따라 학술지를 점검할 수 있어야 한다.
• 3. 가장 흔한 Scopus 등재 탈락 사유를 5 가지 기술할 수 있어야 한
다.
• 4. 한 학술지를 대상으로 직접 평가한다. 대상 학술지: 대한신경과학
회지 https://www.jkna.org/

Scopus 등재 예비평가 항목 작성자 정보
(https://www.readyforscopus.com/)

번호

항목

1

학술지 표제

2

입력자의 이름

3

학술지에서 역할

4

국가

5

이메일

6

개인정보 수집 동의

기술

Yes, No

Scopus 등재 예비평가 항목 (https://www.readyforscopus.com/)
평가 항목
1

학술지발간을 최소 2년 이상 하였다.

2

학술지 표제는 특이하고 이미 Scopus에 색인된 학술지명과 다르다

3

전문가심사(peer review)를 한다

4

논문 제목, 초록, 저자 소속, 찾아보기말(keywords)은 영문이며 저자명은 로마자로 표기한다

5

참고문헌은 로마자로 표기한다

6

정시에 발간하고 간기를 학술지 누리집에 표기한다(Epub ahead of print 권장)

7

Ethics and malpractice statement를 영문으로 누리집에 안내한다. http://goo.gl/aWy7WX
참조

7-1

편집인과 편집위원

i

편집인과 편집위원은 해당 분야 전문가이다

ii

이름과 소속, 역할 기술한다

Y,N

iii

편집사무소 연락처를 밝힌다
저자와 저자 역할을 누리집에서 밝힌다

7-2
i

저자가 부담할 article processing charge, submission fee를 밝힌다

ii

모든 저자가 연구에 일정 부분 기여하여야 한다

iii

게재 철회나 수정에 모든 저자가 책임을 진다

iv

저자의 신원을 밝혀야 한다

v

연구비 수령을 밝혀야 한다

vi

같은 연구 결과를 두 종 이상 학술지에 투고하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심사 과정

7-3
i

모든 원고는 전문가 심사를 받아야 한다.

ii

전문가심사 유형(single, double, open review)

iii

전문가심사는 원고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듣는 것이다.

iv

심사자는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v

심사받은 원고는 출판 전에 보안을 지켜야 한다
출판윤리 사항 공개

7-4

i

발행인과 편집인은 출판윤리 위반이 일어나는 것을 예방하고 감독하고 절차를 밟아
해결하여야 한다.

ii

발행인과 편집인은 출판윤리 위반 사항을 장려하거나 허락하면 안된다

iii

발행인과 편집인은 출판윤리 위반 혐의를 파악하는 경우 적절히 처리하여야 한다.

iv

학술지에 게재 철회나 수정에 대한 지침이 있어야 한다

v

언제든지 기꺼이 수정, 해명(clarification), 철회, 사과를 할 수 있어야한다

7-5

Copyright and licensing information를 누리집에 밝혀야 한다.

7-6

구독료(subscription fees)나 열람료(pay-per-view fees)를 밝혀야 한다

7-7

아카이빙(학술지 폐간 경우 열람할 곳)을 어디에 할지 밝혀야 한다.

7-8

소유권(ownership), 운영팀(management team)을 밝혀야 한다

8

International ISSN Center에 등록한 ISSN 또는 e-ISSN/ISSN-L (Linking ISSN) 표기

9

영문 학술지 누리집이 있다

10

영문 투고규정이 있다

11

영문 aims and scope을 기술한다

12

지역 다양성

12-1

편집인, 편집위원이 다양한 국적에 분포한다

12-1

저자가 다양한 국적에 분포한다

13

Scopus 데이터베이스에서 인용된 회수(total cites)가 충분하여야한다.
Scopus에서 검색하여야 함. Advanced search function에서
REFSRCTITLE("Journal name")으로 검색

14

편집인은 학술지 해당 분야 전문가이다

15

DOI를 제공한다

16

논문 수준

16-1

과학적이고 국제적인 독자에게 유용한 내용 제공한다

16-2

논문 내용이 aims and scope에 맞는다

16-3

표와 그림 수준이 높게 작성한다

16-4

영문법이 맞고, 내용이 논리적이고, 쉽게 이해 가능하다

16-5

초록이 명백하고 이해하기 쉽고, 전문을 잘 요약한다

Scopus 등재 심사 5 항목
항목

설명

Journal policy

Journal Standing

편집 정책 (Scope, peer review, 목적과 범위
구체성, 국제지/local journal, 연구출판윤리
정책), 저자와 편집위원 다국적성,
해당 분야에 적합성 (Academic contribution),
Clarity of abstracts, Quality (과학성),
readability
학술지 인용도와 편집위원 h-index

Regularity

정시 발간

Online Availability

영문 누리집, 누리집 수준

Quality of content

Journal policy
• 1. Convincing editorial scope
• Not convincing

• Poor
• Fair
• Good
• Excellent (o)
• 2. Type of peer-review Scored by Scopus team
• No peer-review
• Main-editor peer-review
• Open peer-review
• Single-blind peer-review (o)
• Double-blind peer-review

• 3. Diversity in geographic distribution of editors
• No editorial board
• Regional diversity of editorial board is not in line with editorial
concept
• Regional diversity of editorial board is partly in line with editorial
concept
• Regional diversity of editorial board is entirely in line with
editorial concept (o)
• 4. Diversity in geographic distribution of authors
• Regional diversity of authors is not in line with editorial concept
• Regional diversity of authors is partly in line with editorial concept
• Regional diversity of authors is entirely in line with editorial
concept (o)

Quality of content
•
•
•
•
•
•
•

1. Academic contribution to field
Extremely poor
Poor
Fair
Good
Extremely good (o)
Don't know

•
•
•
•
•
•

2. Clarity of abstracts Scored by Scopus team
No abstracts
Abstract non-English
Abstracts in English, but unclear and/or not enough detail
Abstracts in English, fairly clear and/or fairly detailed
Abstracts in English, very clear and very detailed (o)

• 3. Quality of and conformity with stated aims
•
•
•
•
•
•

Extremely poor
Poor
Fair
Good
Extremely good (o)
Don't know

•
•
•
•
•
•
•

4. Readibility of articles
Extremely poor
Poor
Fair
Good
Extremely good (o)
Don't know

Journal Standing
• 1. Citedness of journal Scored by Scopus team
• Not cited
• Poorly cited
• Fairly cited

• Well cited
• Extremely well cited (o)

• 2. Editor standing
• Very poor standing
• Poor standing
• Fair standing
• Good standing
• Extremely good standing (o)
• Don't know

Regularity
• 1. Regularity of publication Scored by Scopus team
• By 4 or more issues delayed
• By 2-3 issues delayed
• By 1 issue delayed
• Published on time (o)

Online Availability
• 1. Content available online Scored by Scopus team

• Recent content not available online
• Recent content available online (o)
• 2. English-language homepage available Scored by Scopus team
•
Not in English
•
Partly in English
•
Entirely in English (o)

• 3. Quality of homepage
• No homepage available
• Extremely poor
• Poor
• Fair
• Good
• Extremely good (o)

Negative reasons by reviewer
Reasons

Inferior journal policy
Poor content
Citedness below expectations
Delay in publishing schedule
Journal not easily accessible online
Poor figures in some articles
Poor language and grammar in articles
Most articles make little contribution to field
Insufficient citations despite journal's ages
Uneven scholarly quality within articles

Y/N

Negative reasons by reviewer
Reasons

Abstracts too short and undetailed
Abstracts not understandable or inadequate
Abstracts are machine translated
Unclear author guidelines for abstracts
Articles not in line with stated aims and scope
Articles of low academic quality
Subject already well covered by other journals
Limited interest in subject area
Unclear stated aims and scope
Internationality not supported by aims & scope
poor quality of the references

Y/N

Scopus 등재 신청 후 심사 과정

맺는 말
• Scopus 등재 심사 국내 위원 심사 결과와 영국 의사, David Rew
의 결과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는다. 대개 3개월 정도 소요한다.
• 인용도.
• 편집위원과 저자 다국적성
• 논문 편수가 50편  100편 이상
• 완벽한 영어로 논리적 작성
• 국내지이면 Korean 표제
• 심사자 감사 표시
• 번역 기능 제공
• 학술지 누리집은 최상 수준으로 구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