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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뉴스
제4회 편집인 워크숍 개최

일

시: 2012. 1. 3(화)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주

제: 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

참석자: 과학 학술지 편집인, 편집직원 28명

2012년 학술지국제화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6개 학회 편집인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되었으며, ‘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라는 주제 아래 국제수준의 학술지 구성요소와 다양한 학술지 편집기술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중 국제학
술지 등재전략에 관한 강의, 표절과 이중게재, 표절 검색에 관한 강의는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지난 2010년 과총에서 주최하기 시작한 ‘편집인 워크숍’은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편집인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학술지
관련 지식을 습득시키기 위한 프로그램으로 지난해 9월 과편협이 창립한 이후부터는 과편협이 주관하여 진행해 오고 있
다.

Workshop for Editors of English-language Science Journals in Korea

일

시: 2012. 1. 30(월)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주

제: Workshop for Editors of English
-language Science Journals
in Korea

참석자: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편집인,
연구자, 대학원생 64명

과학기술분야 학술지 편집인, 연구자,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영문초록, editorial 작성, 한국 연구자의 흔한

영문 오류 수정과 교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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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학술지 발전 방향 대토론회 개최

일

시: 2012. 2. 2(목)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참석자: 과편협, 과총회원 학회 편집위원장,
부편집위원장 84명

‘과학학술지 발전 방향 대토론회’는 과학학술지 편집인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편집인 스스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로, 이 자리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염기성 학술인문과장과 한국연구재단 이덕우 학술진흥팀장이 2011
년 12월 7일 발표한 학술지지원정책 변화에 대해 발표한 데 이어 편집인들은 4개 그룹 10개 조로 나누어 다양한 의견
을 개진하였다.
종합한 토론 내용은 교과부와 한국연구재단에 전달하였으며, 과편협은 향후 편집인의 의견을 공유하고 수렴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는 창구 역할을 수행해 나갈 계획이다.

‘스코퍼스(Scopus)’product manager와의 간담회 개최

일

시: 2012. 2. 23(목)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참석자: Scopus 관계자, 과편협 임원,
의편협 임원 14명

Thomson Reuters 사가 제공하는 Web of Science와 함께 전 세계적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DB인 SciVerse Scopus의
관계자들과 과편협·의편협 임원 14명이 참가하는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빔 미스터 박사(Dr. Wim Meester, Senior Product Manager, Elsevier)는 Scopus 저널로 등재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
(Journal

Selection

Policy),

다루는

내용의

범위(Content

Coverage),

최신

업데이트된

서비스(Journal

Metrics,

Authoritativeness of Scopus) 등을 발표하였다. 이 후 참가자들은 학술지 편집자가 Scopus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
법, 바라는 기능, 미래와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Scopus DB는 그간 조선일보 등의 대학 평가에 활용되었으며 올해부터는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사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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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도 정기총회와 기념 심포지엄

일

시: 2012. 3. 21(수)

장

소: 한국과학기술회관

참석자: 과편협 단체·개인·특별회원, 과총 회원 학회
편집인 79명

과편협 단체회원 61개 학회 중 44개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정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
세출결산, 2012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회칙 변경, 단체·개인·특별회원 인준을 승인하였다.
이날 회칙 개정(안)이 승인됨으로써 대외협력위원회와 정보관리위원회 두개의 신설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신설위원회는
국내외 학회·기관과의 협력 및 편집인 유대강화 업무와 과편협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배포하고 홍보업무를 확대, 강화
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단체·개인·특별회원 인준이 승인되어 7개 과총 비회원 학회, 24명의 개인회원, 1개의 특별회원
이 과편협 회원이 되었다.
한편, 이날 ‘h-index 및 서지정보’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Darcy J. Dapra 구글스칼라 파트너매니저(Google

Scholar, Partner Manager), 반용선 과편협 교육연수부위원장, 허선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기념
심포지엄은 많은 편집인의 관심을 모았다.

단체회원 가입안내
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함으로서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
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회원 학회에는 아래와 같은 특별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감면
- 과편협 발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kcse.org)의 ‘회원’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과편협 사무국으로 언제든지 연락주세요.
사무장 김은정
전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소 :  135-703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3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NEW S LETTER 제 2호

특 집

과편협 과학학술지 발전 방향 대토론회

“편집인 전문성과 시스템 확보, 출판윤리 강화 최우선”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허 선
(과 편 협 교 육 연 수 위 원 장 )

과편협 과학학술지 발전 방향을 위한 대토론회(이하 대토론회)가 지난 2월 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성황리
에 진행되었다. 대토론회에 참석한 회원은 4개 조로 나누어 발전 방향에 대하여 논의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결
과를 발표하였다.

▶ 분임토의 후 4개 조에서 발표한 내용 요약

1. 편집인의 전문성 확보와 편집인의 임기 보장

대토론회에 참석한 과학학술지 편집인은 학술지의

Ÿ

우선 각 학회는 편집인 임기를 10년 이상으로 보

규모 및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및 연구재

장하고, 가능하다면 종신 편집인으로 활동할 수

단 등재 여부에 따라 A, B, C, D 등 4개 조로 나

있도록 노력한다. 국제학술지의 사례에서도 나타

뉘어 편집인으로서의 고민과 정부에 요청할 사항

나듯 편집인이 오래 일하여야 전문성도 확보할

을 서로 토의하였다. 학술지의 현 상황은 각기 차

수 있다.

이가 있더라도 고민은 물론 건의 내용도 재정 지
원 대상에 대한 일부 차이를 제외하고는 전체적으

Ÿ

또한 편집인 스스로 편집인(위원, 위원장)을 위한

로 유사하였다. 토의 내용을 다음과 같이 정리하

전문 교육 시스템을 구축하는 한편, 편집인 아카

였다.

데미 등을 통하여 전문지식과 기술을 확보하고
나아가 편집인이 자료를 공유하는 장을 구성하는
등 서로 도우면서 학술지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2. 국제적 수준으로 도약하는 데 필요한 비용과 학회
차원의 대책
Ÿ

학회지의 형식과 질을 향상하는 데 전문편집인(원
고편집인) 확보가 관건이므로 국가 정책적인 차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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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지원 및 양성이 필요하다. 국가 차원의 번
역인 양성도 필요하다.
Ÿ

Ÿ

학회에서는

학술지를

Ÿ
오픈

액세스

연구 업적 평가에서 SCI와 SCIE의 구분을 없애는

access journals)로 발간하여 구글 스칼라(Google

것이다. 구분을 없애면 SCIE 학술지가 발전하는

Scholar)와 같은 메타데이터베이스에 노출되어 국

계기가 된다. 이 내용은 학교나 기관 내부 정책이

제적인 인용을 많이 받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만 정부에서 강력한 장치를 걸어 줘야 대학 또

현재 추진 중인 연

는 기관에서 평가할 때 반영할 수 있다.

1억~1억 5천만 원의 발간비
Ÿ

아직 많은 학술지는 국가 지원이 없으면 자립이

하는 지원 외에 SCIE, SCOPUS와 같은 기존 국제

어려운 상황이다. 또한 ‘정부에서 지원한다’는 표

학술지의 학술지 국제화와 국제학술지 지원 제도

기는 학술지가 국제적으로 신뢰받게 되는 방법의

도 지속되면 각 분야별 국제 학술지 발전에도 도

하나이다. 우수 저널과 소외 분야 저널을 지원하

움이 될 수 있다.

여 학문 범주(category)별 중견학회를 육성하는

또한 학회에서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투고

지원을 지속하는 한편 급변하는 신규 학문 분야

관리 시스템(manuscript management system),

의 학술지 발간과 성장을 위한 생태계 구성이 필

편집보조 시스템(Endnote, RefCite 등 reference

요하다.

management system)의 개발 및 지원이 필요하

Ÿ

국내 학술지로 투고를 유인하는 대책 중 하나가

저널(Open

용 지원으로 세계적 학술지가 육성될 수 있도록

Ÿ

4. 편집인이 정부에게 요구하는 학술지 정책들

Ÿ

학회 차원에서 유사 분야 학술지 통폐합을 추진

다.

하는 것이 필요하며 정부에서 학회지 공동 발간

학술지 운영비용 절감 대책으로 Elsevier 수준의

을 지원하면 이를 유도할 수 있다.

국내

출판사

육성이

필요하고,

학회의

경우

Ÿ

기타, 일관성 있으며 예측 가능한 정책을 펼치고

e-Journal 발행을 통해 경비를 절감하고 유연성을

기존 지원제도를 소규모라도 유지하는 것, 여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과학자가 주로 활동하는 학술지를 지원할 것을
요청한다.

3. 출판윤리 강화를 통한 발전 방안
Ÿ

편집인이

표절

검사

프로그램인

크로스체크

(CrossCheck)를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학회가 크
로스레프(CrossRef)에

가입하고,

구글

스칼라

(Google Scholar), eTBLAST 검색을 통해 표절을
사전에 해결할 수 있어야 한다.
Ÿ

국문논문인 경우 이런 데이터베이스를 통한 표절
검색이 어려우므로 정부 차원에서 국문논문 표절
방지 프로그램 개발을 지원하여야 한다.

Ÿ

표절이나 중복출판 등을 사후라도 발견하여 공표
하는 것은 학회지가 출판윤리에 관심을 갖는다는
뜻이므로 높이 평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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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연구윤리에 관한 정부 규정의 현황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과 편 협 출 판 윤 리 위 원 )

1. 배경

2. 지침의 법적 지위와 적용 대상

2005년 국민적 관심을 모은 줄기세포 논문 조작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은 우리나라에서 연구윤

사건은 서울대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를 통해 진실

리와 진실성에 관한 논의의 시작이 되었다. 연구부정

이 밝혀졌으나 조사의 과정에서 조사 주체와 방법,

행위의 발생 자체는 과학 역사에서 드문 사건이 아

절차와 원칙, 사후 처리 방안 등에 대해 많은 혼란을

니며, 연구규모의 확대와 연구개발의 사회적 중요성

겪어야만 했다. 이에 범정부 차원의 연구윤리 확립

이 커지면서 의례 발생할 수도 있는 사건이지만 이

및 진실성 검증에 대한 제도적 기반 마련의 필요성

러한 대형 사건에 대한 처리 절차와 원칙이 마련되

이 제기되었고, 1년여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2007

어 있지 않다는 것은 과학기술 시스템의 중대한 결

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지침)이 과학기

함이라고 할 수 있다. 이에 정부는 서울대의 조사가

술부 훈령으로 제정·시행되어 오고 있다. 이후 교육

마무리되면서 범정부 차원의 제도적 기반 마련에 착

부와 과기부의 통합으로 지침의 지위는 교육과학기

수하여 2007년 과학기술부 훈령을 제정하였다.

술부 훈령으로 바뀌었으며 2011년 국가과학기술위원

지침의 직접적인 적용 대상은 국가로부터 연구비

회가 출범하면서 새로운 ‘연구윤리 확보 및 부정행위

지원을 받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의해 수행되는 연

방지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 만들어졌다. 이 과정

구에 한정된다. 그 이유는 국가가 자금을 직접 지원

에서 법적 지위 뿐 아니라 내용에 있어서도 연구부

하는 경우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에

정행위의 범위와 시효 등 일부 규정이 바뀌었다.

일정한 제재 조치를 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국가

이 글에서는 지침이 만들어지게 된 배경과 함께

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공동관리

지침의 변화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고 지침의 법적

규정)을 통하여 이미 마련되어 있으며 연구부정행위

지위와 관련하여 아직 일부에 남아있는 혼선에 대해,

에 대해서도 동일한 원칙을 적용하는 것에 무리가

그리고 우리 규정이 참고하였던 미국 규정과의 차이

없기 때문이다. 반면, 정부의 자금 지원을 받지 않는

를 살펴보고자 한다. 나아가 현행 연구윤리 규정이

연구의 진실성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가 직접 규제하

지니는 한계와 개선 방향에 대해서도 간략히 정리하

는 것보다 과학자 집단의 자율에 맡기는 것이 더 바

고자 한다.

람직하다는 것이 국내 연구자들에게 지배적인 의견
이었으며, 선진 각국의 사례를 살펴보아도 국가가 직
접 모든 연구활동에서의 부정행위에 대해 관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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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는 극히 드물다. 따라서 학위논문이나 대학의 교

루어졌으며 과학기술부가 교육과학기술부로 통합되

내 자체연구비에 의한 연구에서의 부정행위에는 지

면서 2007년의 과학기술부 훈령은 교육과학기술부

침이 직접 적용되지 않는다.

훈령으로 변경되었다. 그런데 2011년 국가과학기술

그러나 지침에서는 부가적으로 대학 등 연구기관

위원회(국과위)가 출범하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

이 국가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연구부

리 주체도 변경되었고 이에 따라 국과위는 ‘연구윤리

정행위의 조사와 처리에 관한 기관 차원의 자체 규

확보 및 부정행위 방지에 관한 규칙’(제2호)을 2011

정을 둘 것을 의무화하였고, 이에 의거하여 2010년

년 7월 제정하였다. 따라서 연구윤리에 관한 정부의

까지 국내 4년제 대학의 80% 이상이 자체 규정을

규정 체계도 과학기술기본법 - 공동관리규정 - 국과

마련하였다. 이들 자체 규정은 대학교수 등 소속 직

위 규칙으로 변경되어 지금에 이르고 있다고 볼 수

원의 연구활동 전반에 적용되며 연구비의 재원에 따

있다.

라 적용 대상이 구분되지 않으므로, 결국 지침에서

여기서 우리나라의 법령체계에서 규정하고 있는

제시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과 처리 절차 및 원칙은

대통령령과 훈령, 규칙의 의미를 살펴볼 필요가 있

우리나라 대학과 공공연구기관에서 수행되는 거의

다. 우리나라 법령체계는 상위에서부터 헌법과 법률,

모든 연구에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즉 지침이 직접

명령, 규칙으로 구성된다. 헌법은 모든 법의 기초로,

적용되지 않더라도 지침이 의무화한 연구기관 자체

다른 법률이나 명령에 의해 변경할 수 없는 최고의

규정에 의해 대학 연구활동 전반에 걸친 부정행위

법규이다. 다음으로 법률은 국회의 의결을 거쳐 대통

처리의 근거가 마련된 것이다.

령이 서명·공포함으로써 성립하며 헌법의 하위에 있

다음으로 지침의 법적 지위를 살펴보면 다음과

고 명령이나 규칙의 상위에 있다. 그 다음으로 국회

같다. 과학기술에 관한 우리나라 최상위 법령은 ‘과

의 의결을 거치지 않고 행정기관이 발하는 성문법규

학기술기본법’으로 이 법에서는 정부가 과학기술의

인 명령이 있는데 명령은 그것을 발하는 주체에 따

발전을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할 것을 규정

라 대통령령, 국무총리령, 부령으로 구분된다. 각종

하고 있다.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구체

법률의 하위 규정인 시행령과 시행규칙이 명령에 해

적인 사항은 하위 법령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당한다. 다음으로는 행정규칙이 있는데 이는 행정주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에 명시되어 있다.

체가 제정하였으나 법규의 성질을 지니지 않는 일반

정부는 2007년 2월 지침의 제정과 함께 공동관리

적인 규정이다.

규정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마련과 부정행

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

위 검증에 관한 법적 근거를 포함시켰으며 공동관리

급자가 소관기관이나 하급자에게 행정 활동을 보다

규정의 모법(母法)인 과학기술기본법에는 2011년 3월

자세히 규율할 목적으로 발하는 일반적 규율이며 원

연구윤리의 확보 내용이 추가되었다. 구체적인 내용

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행

을 살펴보면 과학기술기본법 제11조에서는 국가연구

정규칙의 위상에 대해서는 여러 견해가 가능한데 원

개발사업의 투명하고 공정한 추진을 위한 정부의 의

칙적으로 행정규칙의 법규성은 인정되지 않는 것이

무에 ‘연구윤리의 확보’를 포함시키고 있고 공동관리

보편적이다. 그러나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판례(86

규정에서는 제30조와 제31조에 연구부정행위의 금지

누484, 91헌마25)를 통해 행정규칙이라 하더라도 법

의무와 검증 및 조치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

정리하면 연구윤리에 관한 정부의 규정 체계는

을 시행하는데 필요한 구체적 사항을 정한 것이라면

처음 과학기술기본법 - 공동관리규정 - 지침으로 이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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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령으로 기능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즉, 우리

지위가 훈령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에 대한 지적이

법 체계에서 행정규칙은 예외적으로 법의 규정내용

있었다. 그러나 이는 미국의 법률체계에 대한 오해에

을 보충하는 기능을 지니는 경우 대외적으로 구속력

서 비롯된 것으로 미국의 경우에도 우리의 법률에

있는 법규명령의 성질을 갖는다고 판단하고 있다.

해당하는

‘Act'

Research

Extension

연구윤리에 관한 정부의 규정들을 이에 적용시켜

중에는

’보건연구확대법(Health

Act)'와

‘공중보건법(Public

보면 최상위 과학기술기본법은 법률에, 공동관리규정

Health Service Act)'에서 연구윤리에 대해 우리나라

은 명령의 일종인 대통령령에, 그리고 교과부의 훈령

과학기술기본법 규정 수준의 간략한 언급만이 있고,

과 국과위의 규칙은 행정규칙에 해당한다고 볼 수

황우석 사건 이후 국내에도 유명해진 미 ORI의 연구

있다. 연구윤리에 관한 교과부 훈령이나 국과위 규칙

윤리 관련 규정은 법률이 아니라 연방 행정법규집인

이 법규명령의 성질을 가지는지 아닌지에 대한 자세

CFR (Code of Federal Regulations)에 담겨있다. 따

한 법학적 논의는 이 글의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나

라서 우리의 연구윤리 법 체계는 정확히 미국의 법

최소한 행정규칙의 적용범위가 교과부나 국과위의

체계와 구성에서 일치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한편

업무영역 내에 한정되고 따라서 지식경제부, 보건복

미국

지부 등 타 부처의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적용되

Health and Human Services)의 소관 연구개발사업에

기는 어렵다는 점은 반드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

만 적용되고 또다른 연구비 지원기관인 NSF는 연구

다.

윤리에 관해 별도의 CFR 규정을 가지고 있다. NSF

ORI의

규정은

보건복지성(Department

of

교과부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2010년 연구

뿐 아니라 NASA, 에너지성, 국방부, 교통부 등 연구

윤리 지침의 전 부처 적용을 위해 법적 지위를 훈령

비를 지원하고 있는 연방 기관은, 내용은 ORI의 규정

에서 부령으로 격상시키는 것과 함께 학술진흥법 상

과 대동소이하지만, 모두 별도의 연구윤리 관련 규정

에 연구윤리에 관한 규정을 추가하는 것을 추진하였

을 두고 있다는 점도 기억할 만하다.

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연구윤리 규정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직접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학위논문 등 학술활동 전반에서의 연구
윤리 확보를 위해서는 학술진흥법 상의 규정이 필요
하였기 때문이다.

3. 지침 개정안과 개정 배경
훈령의 부령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내용면에
서는 몇 가지 개정이 이루어졌다. 먼저, 적용대상이

그러나 결론부터 말하면 학술진흥법 상 연구윤리

교육과학기술부 소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한정되었

에 관한 규정은 추가되었으나 지침의 부령화는 이루

고, 교과부 차원에서의 연구윤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어지지 못하였다. 무엇보다 국과위의 출범과 함께 국

운영의 근거가 포함되었다. 조사위원회 구성 시 외부

가연구개발사업의 예산 배분과 관리 등 관련 업무도

위원의 최소 비율도 20%에서 30%로 상향되었다. 따

이관되었기 때문이다. 국과위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

라서 5인으로 조사위원회를 구성할 경우 이전에는

이 연구윤리에 관한 규칙을 새로이 제정하였는데 그

기관 외부 소속인이 1명이면 되었으나 이제는 2명

내용은 기존 교과부 훈령과 대동소이하다.

이상이 포함되어야 한다. 다음으로 연구부정행위 조

본 장을 마무리하기에 앞서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사를 외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새로

규정을 미국의 규정과 비교해보고자 한다. 2007년

만들었고 국가적 현안에 대한 국과위 조사 규정도

지침이 처음 제정되었을 당시, 미국은 연구윤리에 대

새로운 국과위 출범과 함께 정비하였다.

해 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비해 우리 지침의 법적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자신의 연구결과 사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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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원칙을 명문화함으로써 국내에서 가장 빈번한

한 명확한 의지를 천명하는 차원에서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인 자기표절, 혹은 중복게재에 대한 보

검증의 시효를 폐지하였다. 그 원칙에는 공감하면서

완이 이루어진 점이라 할 수 있다. 이전 훈령에서는

도 혹시나 있을지도 모를 부작용이 우려된다. 실제

연구부정행위 유형으로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저

사례들을 살펴보면 많은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자표시 등만 명시하였고 자기표절 행위는 ‘통상적으

에는 제보자와 피조사자간의 인간적 갈등이 큰 역할

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에 포함되

을 차지함을 발견할 수 있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처

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그러나 연구 분야에 따라 연

음부터 상대방을 음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연구부정

구결과물의 유형과 연구수행 방식이 다양하고 자신

행위 검증 시스템을 활용하는 사례도 눈에 띤다. 과

의 연구결과를 자신이 사용할 수 있는 범위에 대한

학자에게 높은 수준의 과학 규범 준수가 요구되지만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없어 여러 혼란이 있어온 것이

자칫 상대방에 대한 흠집내기로 연구부정행위 의혹

사실이다. 그런데 새로운 지침에서는 ‘자신의 이전

을 제기할 경우 십수년 전의 과거 연구로까지 거슬

연구결과와 동일하거나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러 올라가는 경우도 충분히 우려된다. 교수 출신의

게재․출간하여 본인의 연구결과 또는 성과․업적 등으

고위 공직자 임용과정에서 이러한 혼란은 이미 여러

로 사용하는 행위 금지’를 명문화함으로써 중복게재

차례 경험한 바 있다. 시효가 없을 경우 연구기관은

가 위조, 변조, 표절 등과 동등하게 엄격히 금지되는

제기된 모든 의혹에 대해 검증을 진행하여야 하고

행위임을 명시하였다. 부득이하게 이전 결과를 사용

이는 상당한 비용을 초래하면서도 앞서 지적한 이유

할 경우 인용사실을 표시하거나 원문의 편집자 또는

에 의해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가능성이 크

발행자의 승인을 얻도록 하였다.

다. 의혹이 충분하지만 증거자료의 미비로 인해 조사

또 다른 변화는 연구부정행위에서의 검증 시효

가 제대로 되지 않거나, 억울한 경우지만 증거자료의

규정이 삭제된 점이다. 이전에는 제보의 접수일로부

미비로 진실성이 입증되지 못해 상처만 남을 경우,

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처리하지 않

어떤 경우이든 우리가 피해야 할 상황일 것이다. 또

음을 원칙으로 하는 시효의 규정을 두고 있었다.

한 증거자료의 미비로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해

2006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정 작업 당

결론을 내리지 못하는 부정행위 검증 사례가 속출할

시, 필자가 5년의 시효를 강조한 이유는 무엇보다 검

경우, 반대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할 수 있지만 조사

증 조사의 실효성을 위해서였다. 연구부정행위 검증

를 충실히 수행하지 않고 증거의 미비 등을 이유로

이 범죄의 조사와는 다르고 과학적 진실을 규명하는

부실한 조사 결과를 내놓을 위험성도 다분하다.

데 가장 큰 목적이 있으므로 모든 연구부정행위가
검증의 대상이 되는 것이 물론 마땅하다. 그러나 지
나치게 오랜 시간이 경과할 경우 사건 당사자들의

4. 향후 과제

기억이 부정확해지고 증거가 보존되기도 어려우며,

처음 제정된 지침은 과학기술분야 국가연구개발

또 과학기술 분야에서 연구자들의 이직도 매우 빈번

사업에 한정된 한계를 지니고 있었다. 지침이 의무화

하므로 조사의 어려움은 시간과 함께 증가할 것이다.

한 연구기관 자체 규정이 인문사회분야 연구와 학위

또한 대부분 형법 체계에서도 조사의 공정성과 처벌

논문 등 대학 학술활동 전반에 걸쳐있기는 하나 법

의 필요성 감소를 이유로 범죄 행위에 시효를 두고

령체계상으로 명확한 근거를 확보하지는 않았다. 따

있는 점도 참고 되었다.

라서 2011년 학술진흥법의 개정으로 모든 학문분야

그러나 지침의 개정안에서는 연구윤리 확립에 대

에서의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근거가 확립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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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있는 진전이라 하겠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연구

‘부령’을 제정할 권한을 갖지는 못한 것으로 보아야

윤리 관련 규정의 법적 체계가 크게 바뀌었다는 점

하므로 차선책으로는 모든 부처가 소관 국가연구개

은 일반에게 널리 알려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교

발사업에서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자체 규정을 시

과부 훈령과 국과위 규칙도 몇 가지 혼선을 낳고 있

급히 제정하여야 할 것이다.

어 이를 정리하면서 글을 마무리하고자 한다.

한편, 훈령과 규칙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

현재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관련 정부의 규정 체

력도 지속되어야 한다. 훈령과 규칙은 연구부정행위

계는 과학기술기본법 및 공동관리규정과 학술진흥법

검증에 필요한 최소한의 원칙과 절차에 대해서만 규

및 동 시행령으로 이분화되어 있다. 따라서 국과위의

정하고 있어 실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연구기관이

규칙은 공동관리규정의 위임에 의한 사항을, 교과부

실무에 직접 응용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으로서의 역

훈령은 학술진흥법 시행령의 위임에 의한 사항으로

할에는 부족하다. 필요한 구체적인 내용을 모두 훈령

나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그런데 교과부 훈령과

과 규칙에 담는 것은 어렵겠지만 조사 과정에서 실

국과위 규칙은 모두 공동관리규정 제30조의 위임에

제로 발생하는 혼란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연

관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이는 부적절한 것으

구기관의 어려움을 돕기 위한 다양한 방안들이 강구

로 교과부 훈령을 학술진흥법 시행령 제15조에서 위

되어야 한다. 학문 분야별로 큰 이견을 보이고 있는

임한 연구윤리지침의 역할을 맡는 것으로 개정하는

중복게재 및 자기표절에 대한 분야별 가이드라인의

것이 타당할 것이다.

작성이 한 예이다. 교과부 훈령에 자기표절에 대한

다음으로 훈령과 규칙 모두 행정규칙의 지위에

문구가 추가되었지만 여전히 ‘저작물’의 범위에 대해

머물러 있으므로 타 부처의 연구개발사업에 직접 적

서는 구체적인 명시가 없어 혼선이 있을 수 있다. 또

용되기 어려운 한계가 있다. 최근 필자가 확인한 결

한, 외부 조사위원 구성 비율의 상향에 따라 연구기

과(2012. 2),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15개 부

관에서 외부 전문가를 구하기는 더욱 어려워질 것이

처와 청(국과위는 제외) 중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

다. 전국대학 연구처장 협의회 등 관련 단체를 통해

한 자체 행정규칙을 제정한 부처는 교과부 외에 지

연구부정행위 검증 사례를 공유하고 전문가 집단의

식경제부, 방송통신위원회,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

pool을 구축하는 것도 연구기관을 지원하는 방안이

부 등 5개에 불과하였다. 국과위의 행정부 내 지위가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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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학회지의 출판윤리 현황과
교육프로그램 개설 요구도에 대한 설문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황은성
(과 편 협 출 판 윤 리 위 원 장 )
2월 2일에 국내 유수 과학학술지의 편집인이 대거 84명이나 참가한 과편협 대토론회가 있었다. 우리의 출판윤
리 현실과 과제에 대한 토론도 절실한 것이긴 하지만, 이번 토론회에서는 시간의 부족으로 크게 다루어지지는
않았다. 대신, 출판윤리위원회에서는 출판윤리의 현황과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것을 설문으로 파악하고자 토론
회에 참가하였던 편집인들에게 이메일로 설문조사 (아래 박스 참고)를 실시하였다. 응답은 2월 3일부터 10일
사이에 수렴되었고, 모두 31명의 편집인들이 답을 주었다.
각 문항의 응답을 자체 분석한 내용을 소개한다.

1. 학술대회에 Proceeding으로 실렸던 data의 그림이

2. 귀 학회지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이 투고되

추후에 논문에 그대로 실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

거나 발표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까?

그렇다면 얼마나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Ÿ

이 문항은 편집인들이 설문에 답하기 전에 자신

Ÿ

이 문항에 대해서는 심각할 것으로 생각한다는

이 속한 학회의 현실적 입장에서 출판윤리를 생

답이 2, 일부 문제가 있겠지만 우려할 정도는 아

각하는 것을 돕기 위한 워밍업 문제였다. 답은 둘

닐 것으로 생각한다는 답이 20, 거의 없다고 보는

로 나뉘었다. 예라는 답이 20, 아니오는 11이었다.

경우가 9 이었다. 대체로 우리 편집인들은 자신의

예의 경우 대부분은 proceeding이 아닌 초록집을

학술지가 윤리 면에서 어는 정도 건강하게 출판

생각하면서 답을 한 경우였다고 보인다. 아니오의

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경우에는, 프로시딩을 정식적인 출판물로 전제하
고, 표와 그림을 두 군데에 발표하는 것은 출판윤
리규정의 위반이고 적절치 않다고 제대로 지적하
였다. 그러나 ‘프로시딩의 경우에도 인용하면 가
능하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논문인 경우 그대로
싣는 것은 표절이라고 보지 않는다’ 라고 답한 경
우들도 있었는데, 인용만으로는 이중게재와 저작
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자신
의 논문을 그대로 싣는 것은 중복게재에 해당된
다는 점에 대해서까지 생각이 미처 이르지 못한
경우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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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귀 학회지에서는 논문의 출판과정에서 연구윤리와

4.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되거나 그 가능성이 제기되

관련하여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었을 때 어떠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

있다면 어떠한 문제였는지 대략 기술해 주십시오.

까? 또는 처리할 계획이십니까? 간략히 기술해

Ÿ

주십시오.

이에 대해서는 발생한 적이 있다가 23, 없다가 8
였다. 위의 2번과는 다소 대립되는 추세인 것 같

Ÿ

이 문항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되었을 경우

지만, 발생한 경우가 대체로 많지 않았다면 대부

처리를 원활히 하였거나 할 수 있겠는가를 물었

분 편집인들은 현실적으로 문제를 크게 느끼지

는데, 거의 모든 경우, 규정이 만들어져 있어서

않을 수 있겠다.

그에 따르거나, 편집인 회의를 거쳐서 처리했다거
나 하겠다는 답을 하고 있다. 그러나 ‘학회규정에

Ÿ

한편, 발생한 문제의 종류는 대부분 중복투고, 분

모든 책임은 본인이 지도록 명시되어 있다“고로

할투고, 그리고, 표절들이었다. 심각한 경우에는

만 답을 한 경우도 있었는데, 실제로 학술지 또는

수편의 자기표절과 번역출판을 범한 투고자의 경

학회의 규정에 그 외의 다른 절차에 대한 내용은

우가 있었다. 편집인으로서 고민을 많이 한 듯한

없는지 궁금하다.

경우도 적지 않게 눈에 띄었는데, 두 가지 다른
약물을 동일한 방법으로 조사하여 나온 결과를
두 편의 논문으로 발표하면서

5. 귀하 또는 귀 학회의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 또는

내용상 동일한 부

연구윤리위원들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할

분이 있을 때에 대한 판정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하십니까?

로 국내 연구자들의 위반사안을 보면 자기표절로
판정될 만한 논문의 중복이 상당히 많다.

다음은

우리 현실에서의 올바른 출판윤리활동의 어려움
을 지적한 의미있는 답이라 소개한다.

Ÿ

이 문항의 경우, 편집인의 출판윤리에 대한 전문
성 정도에 대해 물었는데, 전문성이 있다고 생각
한다는 답은 22, 없거나 많이 부족하다고 한 경우
가 9이었다. 약 2/3가까운 경우에 크게 만족스럽

Ÿ

“대개의 문제는 현실적으로 SCI등에 실을 만한

지는 않지만 나름 편집인 또는 학회 스스로 문제

내용은 거의 빼고 나머지 연구 결과만을 모아

를 해결할 수 있겠다고 보여진다.

서 논문을 작성하면서 발생하는 불완전성에서
기인한다고 생각합니다.

연구 과제의 결과물

의무 제출이나 승진 등에 필요한 논문의 신속

6. 학회의 편집인, 임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
구윤리 교육 현황은 어떠한지요?

출판을 부탁하는 경우가 종종 있지만 가저자의
삽입 등 연구 윤리 위반 사항에 대한 것은 사
실 편집위에서 걸러내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
다.”

Ÿ

편집인에 대한
연 구 윤리 교 육
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이었
Ÿ

또 하나의 흥미로운 답, “SCI 에 accept 되었다

는데,

고 철회요청이 있었으나 응하지 않았음”이 있

지만 실시하지

었는데, 아주 명쾌한 처리이기는 했지만, 뒤에

못하고 있다는

그 SCI지에 표절을 이유로 한 학술지 차원에서

답이 21, 어떤

의 철회요구가 있었는지 궁금하다.

방법으로든 교

필요하

육을 실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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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답이 5,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답이 5 이
었다. 역시 2/3이 넘는 경우, 연구윤리교육이 현
실적으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는 것 같다.
7. 과편협에서 학회의 임원이나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그램을 개최한다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원하시는 프로그램은 어떤 것인가
요?
Ÿ

과편협에서 제공하기 바라는 교육프로그램의 크
기와 성격에 대해서는 편집기술워크숍 내용의 일
부로 출판윤리강좌가 이루어지길 바라는 경우가
20, 독립된 연구윤리교육을 위한 워크숍을 원하는
경우가 10, 출판윤리의식 공감대구축을 위한 포럼
을 원하는 경우가 3건,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없다
고 한 경우가 1건 있었다.

Ÿ

이에 따라 향후,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출판윤리
교육은. 원래 계획된 바대로 연 2회 정도 개최되
는 편집인 워크숍에서 1~2개 강좌를 출판윤리를
위해서 배정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타당할 것
으로 생각된다. 국내 편집인들의 출판윤리문제와
의식공유화를 위한 포럼은 가치있는 일이겠지만,
이의 개최는 조금 더 과편협의 역할에 대한 분위
기가 정착된 후에 생각만 해볼 일일 것이다.

[별첨] 설문지
연구윤리와 관련한 국내 과학학술지들의 현실태를 파악하고, 편

실제로 문제가 발생한 적이 있습니까? 있다면 어떠한 문제였

집인들의 연구윤리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연구윤리 또는 출판윤

는지 대략 기술해 주십시오.

리 교육프로그램이 개설될 필요성이 있는지 파악해 보고자 다음
과 같은 내용을 설문을 하고자 하오니, 잠시만 시간을 내어서 답
해주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학술지 규모는?

4. 연구윤리 위반이 발견되거나 그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어떠
한 절차를 통해서 처리되고 있습니까? 또는 처리할 계획이십
니까? 간략히 기술해 주십시오.
5. 귀하나 귀학회의 편집인 또는 편집위원, 또는 연구윤리위원들

① SCI등재 ② SCIE등재 ③ 학진등재

은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처리할 정도의 전문성을 갖추고 있

④ 학진등재후보지, ⑤ 기타

다고 판단하십니까?

* 귀하 학회의 회원수는?
① 3000명 이상 ② 3000-1000명 ③ 1000-500명 ④
500-200명 ⑤ 200명 이하
1. 귀하는 학술대회에 Proceeding으로 실렸던 data의 그림이 추
후에 논문에 그대로 실려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예 또는 아

6. 학회의 편집인, 임원, 또는 회원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교육
현황은 어떠한지요?
① 따로 교육의 필요성을 못느낀다.
② 필요하지만 못하고 있다.
③ 학생을 위한 교육은 실시되고 있으나 임원이나 편집인을
위한 교육은 안되고있다.

니오 로 대답하신 이유는 무엇인지요?
7. 과편협에서 학회의 임원이나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교육프로
2. 귀하는 귀학회지에서 연구윤리를 위반한 논문이 투고되거나

그램을 개최한다면 참가하실 의향이 있으신지요? 원하시는 프

발표되는 위험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얼마나

로그램은 어떤 것인가요?

심각하다고 생각하시는지요?

① 편집기술워크샾의 일부로 포함된 출판윤리 강좌

① 심각할 것이다.

②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독립적으로 개설된 워크샾

② 일부 있겠지만 크게 우려할 정도는 아닐 것이다.

③ 출판윤리의 의식 공감대 구축을 위한 포럼

③ 거의 없다고 본다.

④ 기타 (어떤 것인지요?)

3. 귀 학회지에서는 논문의 출판과정에서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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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초대

이번 소식지부터는 국내학술지의 편집장의 글을 초청하여 싣게 됩니다. 국내 학술지를 편집하는 과정에서
쌓인 노하우와 어려움을 다른 편집인들과 공유하자는 차원에서 기획된 바입니다. 이번 첫 시도에서는 현재
국내학술지로서 SCI의 Impact Factor가 높은 학술지인 Experimental Molecular Medicine지의 편집위원장
이신 주대명 교수(카톨릭의대 생화학교실)의 글을 게재합니다.

학회지 편집과 함께 한 21년

가톨릭대학교 의과대학 주대명
( E x p e r im e n t a l a n d M o le c u la r M e d ic in e 편 집 위 원 장 )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EMM)은 생

없이 빈약하여, 매년 두 차례 발간하였음에도 접수되

화학분자생물학회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로, 학회지와

는 논문이 적어 회원들에게 재촉하여, 발간 날짜를

의 인연은 1977년 내가 가톨릭의대 생화학교실의 조

늦추어 가며 발행하곤 하였다. 또한 학회 사무실과

교로 들어오며 시작되었다. 나의 선생님이신 심봉섭

사무원이 없어 학회 서류와 기타 비품이 총무의 소

교수님께서 그 당시 학회지인‘The Korean Journal of

속 대학으로 옮겨 다니던 시절로서, 학회지 발간 업

Biochemistry’의 편집장으로 학회지 발간을 담당하고

무도 논문심사는 꿈도 꾸지 못하고, 논문의 접수부

계셨기에, 원고 교정 등 소소한 일들을 도와드리며

터, 교정, 저자와의 연락 등 모든 업무를 혼자 감당

학회지가 발간되는 과정을 배우게 되었다. 심 교수님

해야 하였다. 개인 컴퓨터나 이메일이 없던 시절이라

께서는 발간되기 시작한 1960년대 초반부터 학회지

교정이나 저자와의 연락이 모두 수작업으로 이루어

일에 적극적으로 관여하시어, 1973년 영문 논문만을

져야만 해서 그 업무량이 만만치 않았다. 새로운 호

싣는 “The Korean Journal of Biochemistry”로 발전

의 출간을 앞두고 며칠 동안 꼬박 교정을 보고 나면

시키는데 주도적 역할을 하셨다. 또한 국제적으로 인

눈이 아프고 정신이 멍해져, 이러다 오래 못살겠다

정 받는 연구만이 진정으로 가치 있는 연구라는 평

싶기도 하였다. 간혹 편집의 오류가 있어 저자나 심

소 소신에 따라, 우리 잡지가 국내 어느 학술지보다

봉섭 교수님으로부터 질책을 듣는 일도 있었으나, 새

앞서

받고,

로운 호의 잡지가 인쇄되어 그 안에 가지런히 정돈

Biological Abtract, Index Medicus 등 국제 색인에

되어 예쁘게 자리 잡고 있는 논문들을 보면 뿌듯한

등재되도록 추진하셨다.

보람을 느낄 수 있었다. 이처럼 학회지 업무가 많아

국제표준

연속간행물

번호(ISSN)를

내가 본격적으로 학회지 발간 일에 관여하게 된
것은 1991년 학회 총무와 함께 학회지 부편집인을
맡으면서였다. 학회의 제반 사정은 지금과 비교할 수

서였는지 그 후 학회지 발간의 책임을 맡겠다는 사
람이 선뜻 나서지 않았다.
1996년은 우리 학회와 함께 학회지에도 전환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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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해였다. 학회는 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학회 운
영 체제를 바꾸며, 학회지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을
하였다.

우리

으로 EMM은 SCI에 등재되었고, 이제 Impact Factor

명칭을

(IF) 2.5에 근접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학술지로

‘Experimental and Molecular Medicine (EMM)’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국내 학술지에 대한 이해할 수

바꾸고, 논문의 체제와 잡지의 형태를 바꾸었다. 또

없는 편견과 해외 학술지에 대한 ‘사대주의’는 요즈

한 미국 Temple 대학에서 근무하시다 귀국하신 백운

음도 흔히 볼 수 있다. 얼마 전까지도 연구재단의 연

기 교수님을 편집장으로 모시고, 편집진에 해외 과학

구자 업적 등록을 할 때 보면, ‘국내 SCI 논문’과 ‘국

자를 대거 포함시키며 국제 학술지로서의 면모를 갖

제 SCI 논문’으로 구분하여 입력하게 되어 있었고,

추게 되었다. 그 당시 운영위원장인 서울의대 서정선

지금도 어느 대학에서는 교수 연구논문에 대한 인센

교수는 특유의 추진력으로 운영위원들과 함께 학회

티브를 지급할 때 ‘국내 SCI 논문’과 ‘국제 SCI 논문’

의 방향을 분자의학으로 정하는 일에서부터 학회지

에 차등을 두고 있다고 한다. SCI가 국가별로 따로

의 명칭과 체제 개정, 년 4회로의 학회지 발행 증간,

있는 것도 아니고, SCI 발간 기관에서도 국가별 차이

학회지의 SCI 등재와 같은 중요 사안을 결정하고 추

를 두지 않는데, 국내에서 발간하는 학술지는 국제

진하였다.

학술지가 될 수 없다는 얘기인지, 왜 우리가 나서서

medicine)을

목표로

정한

넣어,

학회지의

그 후 많은 편집인과 학회 운영진의 헌신과 노력

분자의학

(molecular

학회의

이었다.

그 당시 있었던 일화를 하나 소개하면, 학회 운영

우리나라 학술지의 등급을 낮추는지 알 수 없는 일

위원회에서는 학회 재정을 위해 그 동안 각 대학 도

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학술지 관계자들의 건의에

서관에 무료로 배포하던 우리 학술지에 대해 구독료

따라, 몇 년 전부터 한국연구재단의 연구자 업적등록

를 받기로 결정하고, 운영위원들 각자가 소속 대학

에서 SCI 논문을 국내와 국외로 구분하던 것이 시정

도서관에 섭외하기로 하였다. 학교로 돌아와 우리대

되었다는 점이다.

학 도서관 사서과장에게 전화를 걸어 협조를 구했더

국내 학술지에 대한 나쁜 편견의 원인에는 우리

니, 돌아 온 대답이 “국내 학술지요? 그거 교수들 진

연구자들의 탓도 부인할 수 없다. 학회지 개편 작업

급에 필요한 점수 채우기 위한 논문들 실어주는 거

에 들어간 초기에, 학회 대의원회에서 그 내용을 설

아닙니까? 우리는 돈 내고 국내 학술지 안 봅니다.”

명하고, 앞으로 논문 심사 제도를 강화하겠다고 계획

그 말을 듣고 화가 난 나는 ‘당신은 어느 나라 대학

을 발표하였을 때, 원로교수 한 분이 “그러면 우리

도서관에서 일하는 직원인데, 그 따위로 국내 학술지

논문은 어디에 실으라는 얘기냐?”며 항의하시던 일이

에 대해 말할 수 있냐’며 핏대를 세우며 사서과장과

생각난다. 보내기만 하면 실어주는 학회지, 대충 만

싸웠으나, 그의 입장은 단호하였다. 수화기를 내동댕

들어 보내면 편집인과 출판사가 알아서 정리해 논문

이치듯 전화를 끊고 나서, 분을 삭히느라 한참을 씩

으로 만들어 주는 학회지, 중복 게재나 표절이 문제

씩거리며 느낀 모멸감이 지금도 생생하다. 학회 선배

안 되는 학회지에 길들여져 있던 그 교수님으로선

교수님들의 시대를 앞선 결단으로, 그 당시 국내에서

보다 엄격해진 학회지가 못마땅하셨을 것이다. 최근

드문 영문 논문만을 싣는 학술지로, 여러 국제 색인

학회 회의에서도 EMM의 탈락률(rejection rate)이 너

에 초록을 등재하는 잡지로 우리는 학회지에 대해

무 높은 것 아니냐는 불만의 의견이 있었다는 소식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으나, 구독료가 연간 수백만원

을 들린다. 자신이 공들여 만든 작품인 논문에 대해

하는 해외 학술지는 보아도, EMM을 위해서는 단돈

다른 연구자가 비평을 하고 더 나아가 게재거부를

10만원도 아깝다는 것이 학술지 구매 담당자의 주장

당할 때, 기분 좋을 연구자는 아무도 없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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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국내 학술지라 해서 적당히 논문을 게재해

지나 놓고 보니 1991년 본격적으로 학회지 편집

주면서 그 학술지의 발전을 기대할 수는 없을 것이

일을 맡기 시작해 올해로 21년이 되어간다. 원고 접

다.

수로부터 심사, 출판과 교정 등 하루 하루 편집 업무
학술지 발간을 맡은 편집인이 주의해야 할 일은

에 매달리며 지내오다 보니 언제 그렇게 시간이 지

이 외에도 많다. 얼마 전 잘 알려진 국내 SCI 학술지

났는지 모르겠다. 20년 전 내 사무실로 우편으로 배

하나가 SCI는 물론 SCIE에서도 탈락하였다는 소식이

달되어 오던 두툼한 원고 봉투에 대한 기억이 새롭

우리나라 학술지 관계자들을 놀라게 한 적이 있었다.

다. (저자는 원고 원본과 복사본 두 편을 함께 제출

그 이유는 과도한 자가인용(auto-citation) 비율 때문

하게 되어 있었다.) 심사위원에게 원고를 우송하고

이라 한다. 즉 그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이 그 학술

그 후 심사의견을 받아 저자에게 전달하고, 저자가

지에 발표된 논문을 지나치게 인용하였다는 것인데,

수정하여 보내온 논문을 출판사로 보내고, 후에 교정

SCI 측에서는 이를 인위적인 인용률(citation rate) 조

쇄가 오면 고쳐서 다시 출판사로 보내고 하는 많은

작으로 결론지었다는 것이다. 국내 학술지만이 아니

일들을 혼자 했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 이제는

라 해외 학술지의 경우도 인용률 향상을 위해 자가

원고제출과 심사과정, 출판, 교정의 많은 단계가 인

인용을 권하는 일이 있다는 기사를 본 일이 있다. 이

터넷과 컴퓨터를 통해 이루어지고, 함께 일하는 편집

와 같은 방법을 통해 힘들이지 않고 impact factor를

인들과 학회지 담당 사무원과 전문 편집인 등 많은

올릴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것은 일종의 사기 행위

인원이 일을 분담하고 서로 협의해 가며 일을 진행

이고 과학계의 건전한 신뢰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행

하니 20년 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능률이 높

위라 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우리나라 학회들이

아졌다. 그러나 우리보다 앞선 선진국의 학술지 출판

SCI저널에 자기 학회 학술지를 인용한 사람에게 보

시스템에 비교하면 아직 우리는 걸음마 단계에 있다

상금을 주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어떻게 해서든

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의 장점인 부지런함과 끈질

목표를 이루겠다고 하는 일인데 바람직한 일은 아닐

긴 노력의 정신이 있다면 그 간격을 좁혀가는 것도

것이다.

시간문제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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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기획Ⅱ(1)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유사한 해외 기관과 단체를 소개합니다
- DOI 재단과 CrossRef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허 선
(과 편 협 교 육 연 수 위 원 장 )

지난 호에서는 반용선 과편협 교육연수위원회 부위

그 대상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예를 들면

원장의 글을 통해 과편협과 비슷한 해외 단체인

HTML, XML, PDF, JPG와 같은 여러 가지 형태의 내

CES(Council

EASE(European

용이 있어도 하나의 DOI를 통하면 자료에 손쉽게 접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와 ALPSP(Association

근할 수 있다. DOI 기능은 1998년 웹 자료의 16%가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를

6개월이면 사라진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자료의 존

소개하였다. 독자들의 호응에 힘입어 이번 호에서는

속을 위한 방안으로 제안되어, 사용되기 시작했다.

of

Science

Editors),

DOI 재단 및 CrossRef를 소개한다. 두 단체는 직접

구조상으로는 http://dx.doi.org/prefix+suffix 형태로

편집을 다루지는 않지만 최근 학술지 네트워크에서

되는데, prefix는 국제 DOI 재단이 부여하고 suffix는

가장 중요한 관심사인 Digital object identifier(DOI)

발행인이 부여한다. Prefix는 항상 10으로 시작하며,

를 다루는 기구이므로 편집인이 잘 파악할 필요가

다음에 마침표를 찍고 다시 4자리의 발행처 고유번

있다.

호를 부여한다(숫자로만 구성). 하나의 발행처에서 여
러 학술지를 발행한다면 학술지별 prefix를 따로 받

국제 DOI 재단

아도 된다. Suffix는 발행처에서 부여하는 것이므로

(International DOI Foundation)1)

하나의 발행처에서는 무한대의 학술지에 suffix를 부

최근 DOI는 학술지 발행에서 빠뜨릴 수 없는 중요한

여할 수 있다. 또한 마침표를 찍어 가면서 계속 확장

요소가 되었다. 특히 DOI를 통하여 학술지 사이 네

가능하고, 알파벳 및 숫자를 모두 사용할 수 있다.

트워크가 연결되어, 참고문헌에서 해당 논문으로 빠

종이

없는

웹잡지인

Journal

of

Educational

르게 이동하여 본문을 볼 수 있으므로 연구자에게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를 예로 들면,

매우 편리하다.

prefix가 10.3352이고 suffix는 jeehp.2009.6.1인데, 이

Digital object identifier(DOI)란 온라인상의 디지털

와 같은 형식이 의미하는 것은 2009년도의 제6권,

지적 재산에 부여하는 알파벳-숫자 기호 체계로서

첫째 논문이라는 것이다. 웹잡지인 경우에는 대부분

디지털 지적재산은 책, 학술지, 그림, 음악 등 지적

호(號)를 별도로 표시하지 않는다.

재산이 되는 것을 말한다. DOI의 기능은 디지털 지

국제 DOI 재단은 DOI가 등장하던 1998년 창설하

적 재산에 각각 고유의 기호를 부여하여 언제든지

였다. 전자출판을 다루는 모든 기관이 회원으로 가입
할 수 있다. 재단의 가장 큰 임무는 DOI 체계를 운

1) http://doi.org

영하는 것인데, 이 각 분야에서는 다음과 같은 대행

17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NEW S LETTER 제 2호

CrossRef2)

기관을 두어 운영한다.

CrossRef(크로스레프)는 DOI 대행기관 중 전문 학술

▶ 국제 DOI 등록대행기관

지나 도서의 DOI 부여를 공식적으로 대행하는 기관

 CrossRef
: 첫 DOI 등록대행기관으로 학술문헌을 다룬다.

이다. CrossRef는 2000년 국제적인 학술지 발행 출판

많은 기능을 제안하여 적용하였다.

사가 주축이 되어 조직한 Publishers International

 OPOCE (Office des publications EU)

Linking Association, Inc. (PILA)를 비롯한 여러 학술

: 정부 문서에 DOI를 부여한다.

지 출판사가 DOI 작업을 위하여 조직하였다.

 mEDRA
: 다언어 DOI 체계를 적용하는 센터이다.
 TIB

DOI 기반 인용 연결을 위하여, 각각의 논문 DOI
XML은 ‘DOI+metadata+URL’과 같은 구조를 따른다.

: DataCite를 통하여 연구 자료에 DOI를 부여다.
 EIDR
: 영화와 텔레비전 자료에 DOI를 부여한다.

DOI/CrossRef에 참여하면 참고문헌에서 원문으로 쉽
게 찾아 갈 수 있다. 참고문헌과 원문의 연결이 끊어
지지 않으므로 원문을 쉽게 볼 수 있으며 인용도 자

출판사인

주 하게 되고 영향력지표를 높이는 효과가 있다.

Elsevier, John Wiley & Sons, Springer SBM 세 회사

DOI/CrossRef에 참여하려면 다음과 같은 절차를 밟

이다. 상업학술지 시장을 장악한 3대 회사가 모여 제

는다.

DOI

재단의

창립회원은

세계적인

안하였으므로 이런 상업회사가 학술지 발전에 기여
의학 관련 학술지가 아닌 경우 또는 한국과학기술

한 일 가운데 하나가 DOI임을 알 수 있다.

정보연구원에서 DOI를 대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발
한편 이사진(board member)에는 창립회원이 포함

행 학회나 기관에서 단독으로 CrossRef 회원으로 가

되며 그 밖의 이사는 다음과 같다. 중국 과학기술 정

입하여 prefix를 받을 수 있다. 어느 경우든지 DOI

보연구원이 이사회에 참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XML을 작성하여 CrossRef에 발송하고 landing page
를 만들어야 한다.

▶ 국제 DOI 재단의 이사진
 Joint Information Systems Committee (JISC) (UK)

▶ 학술지나 도서의 DOI를 받는 과정

 NamesforLife LLC

 CrossRef 가입 신청

 CrossRef

 DOI prefix 받음
 학술지에 suffix를 추가하여 DOI 부여 방식 정함

 DataCite

 정한 DOI를 학술지의 논문 첫 페이지의 heading에 적음

 EIDR

 XML 형식의 DOI XML을 CrossRef에 학술지 발간 뒤

 OPOCE (Office of Publications of the European
Union)

늦어도 1년 6개월 이내에 제출
 학술지의 landing page(전문이 있는 곳)를 만들어 놓음

 R. R. Bowker
 The

Institute

of

Scientific

and

Technical

Information of China (ISTIC)

2) http://crossr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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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학회·출판사의

열고, 여기서 진행되는 워크숍도 운영한다. 이 총회

CrossRef 회원 가입 현황

및 워크숍에서는 DOI 정책을 논의하고 새 표준을 만

우리나라의 CrossRef 회원 가입 현황을 보면 개별
학회 단위로 가입한 곳도 있고 개별 출판사 단위로
가입한 곳도 있다. 2012년 3 월 현재 국내 학술지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을 통하여 151종, 대한의학술
지편집인협의회를 통하여 108종이 참여하고 있다. 이
외 개별 학회로 참여하거나 또는 상업출판사 통하여
참여하는 72종이 있어 총 331 종이 참여하고 있다.
연 매출액이 미화 100만 달러 미만이거나 비영리 학
회인 경우의 연회비는 미화 275달러다.

든다. 총회 발표 내용은 비디오로, 워크숍은 슬라이
드로 공개하므로 무슨 일이 어떻게 토의되었는지 누
구나

확인할

수

있다.

과편협도

2011년도부터

CrossRef 회원으로 참여하기 시작했다. 과편협은 학
술지 DOI 대행 업무를 하지는 않지만 앞으로 단행본
이나 연구 보고서를 발행할 때 DOI를 부여받아야 하
므로 회원 참여가 필요하다.
한편 CrossRef는 CrossRef Quarterly라는 소식지를
연 4회 발행한다. CrossRef 누리집에서 누구나 볼 수
있는 이 소식지에서는 최근의 DOI 동향을 살펴볼 수

CrossRef의 활동과 내용

있다. 과편협에서는 소식지 내용 중 유용한 것을 번
역하여 국내에 소개할 계획이다.

CrossRef는 매년 11월 중순 미국 보스톤에서 총회를

연속기획Ⅱ(2)

데이터사이트(DataCite) 네크워크와
크로스마크(CrossMark)를 통한 DOI 등록
인포루미 부장 장재화
(과 편 협 교 육 연 수 위 원 )
온라인상의 디지털 지적 재산에 부여하는 알파벳-숫자 기호 체계인 DOI를 등록하는 과정은 실제 아주 간편하
다. 세계 최초의 DOI 등록대행기관인 크로스레프(CrossRef)의 인터넷 뉴스레터 2011년 가을호에서 소개한
<DOIs in Use: DataCite>를 번역하여 소개한다.

데이터사이트(DataCite) 네크워크를 통한 경우
크로스레프(CrossRef)는 그동안 학술출판사를 대신하

연결된 기관들은 학술연구와 관련된 데이터 세트

여 5,100만 개 이상의 DOI를 등록해 오고 있다. 그

(data set)를 위한 DOI를 등록해 오고 있기 때문이

러나 학술 분야에서만 CrossRef DOI를 이용할 수 있

다. DataCite와 CrossRef는 DOI 정보처리를 상호운용

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사이트(DataCite) 네크워크로

한다. 대개 저널 같은 학술 콘텐츠는 DataCite DO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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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데이터를 인용하는데, 그 데이터 레코드는 관련
논문의 CrossRef DOI를 인용하며 그 예시는 다음과

다음

그림

자료에서

The

Royal

Society

논문은

같다.

Dryad의 관련 데이터 세트(data set)를 인용하고 있
다.

▲http://dx.doi.org/10.5061/dryad.8065

CrossRef는 출판사가 참고 데이터 세트에 DataCite

다음 자료는 Dryad 데이터저장소(repository)의 한 레

DOI를 포함하고자 할 경우 ‘인용 시 DataCite DOI를

코드가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B의 논문

사용할 것과 논문의 본문 내 언급뿐만 아니라 참고

을 인용하고 있음을 나타낸 것이다.

문헌 목록에도 넣을 것’을 권장한다. 이렇게 하면 데
이터에 영구적으로 접근할 수 있고 저널과 다른 학
술자료 내에서도 참고 데이터를 쉽게 찾을 수 있다.

크로스마크(CrossMark)를 통한 경우
크로스마크(CrossMark)
파일럿(예비
현재

사이트)은

3개

(Proceedings
the

Royal

Society,

University's와

the

Vilnius

B

Gediminas

International

출판사
from

Technical

Union

of

Crystallography의 몇 개의 저널)의 웹사이트에서 사
용 중이다. 그 밖의 출판사들도 CrossMark 메타데이
터를 축적하고 있으며, 오는 2012년 4월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이다. CrossMark 실행에 관한 안내는
Pilot Support Site에서 찾을 수 있다.
출처(Source)|

▲ 이 논문에서는 CrossMark 로고도 보여 주고 있다

CrossRef Quarterly October 2011 available from:
http://www.crossref.org/10quarterly/quarterly.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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