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9회 편집인 워크숍’에 참석한 연사와 참석자 단체사진

    워크숍의 마지막 시간까지 남아 공부한 참가자들은 당연히 긍정의 평가를 하였다. 프로그래머로 참여한 분들까

지도 워크숍 내용이 어디서도 익히기 어려운 내용이었다는 것을 잘 이해하였고 귀한 시간이었다는 평을 내렸다. 

편집인과 원고편집인들의 입장에서는 직접 다루어보니 생각보다 어려운 일이 아니고, 결국 JATS XML을 얼마

나 효율적으로 완벽하게 제작할 수 있는지가 관건이고 나머지는 모두 파생되어 나오는 자료이므로 제작에 어려

움이 없다는 것을 파악하였다면 이미 목적은 달성된 것이다. 즉, 필자 입장에서는 XML을 통해 온라인 학술지의 수준을

강화하는 것이 목적이었다. 이제 국내에도 XML 제작을 어려움 없이 잘하는 회사가 여럿 있는 데다 파생 자료 또한

자동 처리가 가능한 매우 효율 높은 기술이라는 점을 참가자들이 이해하였다면 대만족이다. 자동 처리가 가능한 매우 효율 높은 기술이라는 점을 참가자들이 이해하였다면 대만족이다. 

    이렇듯 어려운 내용의 워크숍인 까닭에, 처음에는 참석 예상자 수를 40명 정도로 잡았으나 망설이다가 더 늘렸는데

결국 모집 인원을 초과하였다. 600여 종에 달하는 국내 과학학술지에 비하면 많지 않은 참석자 수라고 여길 수 있으나

이번 워크숍의 참석자 수는 대단히 많은 것이다. 더 많은 학회가 과편협에 가입하고 활동한다면, 이런 내용의 중요

성을 잘 파악하여 앞으로 더욱 많은 학회에서 참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워크숍을 처음 구상하고 조직하는 것이 필자에게는 쉬운 일은 아니었다. 다만, 준비하는 내내 국내 학술지

들이 ― 언어와 무관하게 ― 이제는 이런 기능을 갖추는 것이 학술지의 기본임을 잘 이해하여 독자의 접근성을 높이

기를 기대하는 마음, 국제적으로 많은 인용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 필자는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이런 기를 기대하는 마음, 국제적으로 많은 인용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임했다. 필자는 다른 나라 어디에서도 이런 

수준의 편집인 대상의 정보기술 관련 워크숍이 개최되었다는 소식을 접한 적이 없다. 이런 내용의 워크숍을 개최할 

수 있고,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따라올 수 있는 편집인이 있는 나라는 전 세계에 우리나라밖에는 없을 것이다. 

    글을 쓰며 다시 돌아보니, 워크숍 참석자들의 “귀한 시간이었다”는 평이 더욱 새롭고 기쁘기 그지없다. 앞으로

모든 회원단체 학술지가 이런 정보기술을 어렵지 않게 활용하게 되기를 바란다.

    앞에서 이미 밝혔듯, 이번 워크숍은 참가자의 실습에 초점을 맞추어 진행되었다. 참가자들이 JATS XML을 

어떻게 제작하고, 이를 웹상에서 보여주는 데 어떤 스타일 시트(style sheet)가 필요한지, Pubreader에 적용

시키기 위하여 왜 JATS XML이 필요한지 알 수 있도록 하였다. 그 외 JATS XML의 효용 가치를 설명하는 내용도

있었는데, 그중에는 JATS XML이 특히  CrossRef XML로 자동 변환이 가능하므로 DOI 기탁에 어려움이 없다는

점도 실습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함께 CrossRef XML, ORCID XML, CrossMark, FundRef XML 등

최근 등장한 내용을 모두 다루어주었다. 이러한 내용을 편집인 수준에서 이해한다면,  학회 직원 또는 출판사, 정보

회사 등에 그러한 내용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편집인이 직접 다룰 줄 안다 하더라도회사 등에 그러한 내용을 구현시킬 수 있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러한 일들은 편집인이 직접 다룰 줄 안다 하더라도

시간과 경비 면에서 볼 때 회사에 의뢰하여야 한다. 국내에도 이런 모든 내용을 어려움 없이 구현할 수 있는 회사가

다수 있다.

    이번 워크숍에는 참가자들이 노트북을 지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나 회의장 내 통신망(network)이 원활

하지 못하여 실습에 지장을 초래하였는데, 회의실 내 통신망 설치가 더욱더 강화될 수 있도록 한국과학기술단체

총연합회에 건의해야 할 것이다.

▲(왼쪽) 최재석(과편협 교육연수위원, 경상대 전자공학과 교수) 연사의 ‘How to CorssMark’ 강연장면, (오른쪽) 조윤상(엠투커뮤니티 차장) 
   연사의 ‘How to install homepage of the journal of smart phone app, and smart pad app' 강연장면

    이번 워크숍은 국내 과학학술(회)지의 국제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는 차원에서 기획된 것이다. 

학술지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서는 내용뿐 아니라 온라인 투고 및 서비스 구축을 위한 시스템도 정비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온라인상에서도 학술지의 국제경쟁력이 필요하다. 온라인 학술지의 선진화가 이룩된다면 내용적인

면에서도 수준강화가 이뤄질 수 있다. 현실적으로 우리나라 연구자들은 전 세계적으로 경쟁력 있고 가장 앞선 내용의

논문을 국내 학술지에 투고하지 않는다. 우리 학회 입장에서도 최고수준의 논문을 투고해야 한다고 강제할 수도 없는

것이 냉엄한 현실이다. 그러나 이러한 오프라인 학술지의 한계를 온라인 학술지가 보완해준다면 국내 학술지에도 

앞선 내용의 논문이 투고되지 않을 리 없다.앞선 내용의 논문이 투고되지 않을 리 없다.

    우리나라 과학학술지들이 처한 어려움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우선 웹에서 국제상업출판사와 경쟁하기 어렵다는

점이 최우선 난관으로 꼽힌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여러 학회에서 국제상업출판사와 협력하여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 이 경우 경비를 충분히 지불하면 무료구독(free access) 방식으로 발행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렇지 못하므로 

유료구독 방식을 취한다. 그러나 유료구독은 독자들의 접근성을 떨어뜨린다는 단점이 있다. 이런 단점이 있는데도

국제상업출판사와 협력하는 이유는 국내수준이 아직 국제상업출판사만큼 웹에서 학술지를 운영하기 어려운 현실

때문이다. 의학 분야는 이런 문제를 잘 극복하여 이미 142종의 학술지가 웹에서도 국제상업출판사와 경쟁이 가능한

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 분야는 이런 정보기술을 국제 최첨단 수준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수준으로 발전하였다. 그러나 아직도 과학 분야는 이런 정보기술을 국제 최첨단 수준으로 적용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이번 워크숍은 국내에서도 이런 국제수준의 웹 기술을 어려움 없이 구현하고 있다는 점을 인식시키고, 편집인이나 

편집관계자가 직접 구현해봄으로써 국내 학술지도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질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마련하였다. 

구현 과정에서의 경비 또한 국제상업출판사에 비하여 매우 저렴하다는 점을 알려준다면 국내 학술지도 최소한 정보기술

면에서는 국제수준에 뒤떨어지지 않게 따라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이번 9회 워크숍을 개최하는 데 배경이 되었다.

    이 워크숍의 목적은 참가자들 모두가 국제학술지들이 도입하는 최신 정보기술을 자신의 학술지에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1.0에 기반한 전문(full text) XML

제작 과정의 설명과 제작, ▲ XML 파일을 웹에서 볼 수 있는 HTML 파일로의 변환, ▲ JATS XML을 CrossRef XML 제작 과정의 설명과 제작, ▲ XML 파일을 웹에서 볼 수 있는 HTML 파일로의 변환, ▲ JATS XML을 CrossRef XML 

파일로 변환하여 추출하는 것, ▲ 참고문헌 하이퍼링크 방법과 인용(cited-by) 기능의 구현방법 설명, ▲ 학술지 

DOI를 통한 학술지의 CrossMark, ORCID, FundRef 구현, ▲ 누리소통망(Social Network Service), QR코드, 

Pubreader를 학술지에 구현하고, 과학 분야 학술지를 스마트폰과 스마트 패드의 앱(App)으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한

설명, ▲ 우리나라 과학학술지의 오픈액세스(open access) 발행에서 이런 기술이 왜 필수인지 설명하는 것이었다. 

강사로는 과편협 교육연수위원회 등 각 위원회 위원, 원고편집인, 정보회사 직원, 정보통계학 강사 등 분야 최고 

전문가를 비롯한 다양한 전문가가 참여하였다. 그리고 이들은 편집인이나 원고편집인의 수준, 즉 초보자의 눈으로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 과편협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제공하려고 애를 썼다. 설명하는 것을 강조한 과편협의 요청에 따라 가능한 한 참가자의 눈높이에 맞춘 강의를 제공하려고 애를 썼다. 

‘제9회 편집인 워크숍’강연 장면  ▶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scholarly open 

access journal publication’을 주제로 한 ‘제9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이 지난 7월 4~5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편집인, 편집위원, 원고편집인, 

학회 편집담당 직원, 학회 프로그래머, 출판사 직원, 정보와 

관련된 회사의 직원, 정부 산하 기관의 직원, 연구비 지원기관의

직원 등 102명이 등록하고 95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마지막직원 등 102명이 등록하고 95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참석한 이들은 55명이었다.

ISSN 2287-6758



단체회원 189종 , 개인회원 37명, 특별회원 6개

  과편협은 과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함으로서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감면

   - 과편협 발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학술지 편집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

(www.kcse.org)의 ‘Membership > How to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은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세요.

사무장 김은정

전  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E-mail: kcse@kcs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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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원 가입안내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

제12회 편집인 워크숍

10월         11월       12월

※ 위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는 10월 2일, ‘제11회 편집인 워크숍’이 한국과학기술회관 소회의실에서 개최된다. 유럽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회장 호안 마시(Joan Marsh)가 연사로 나서게 될 이번 워크숍은 영어로 진행되며 국제 학술지의 동향과 편집인에게

도움이 될 다양한 정보를 전해줄 예정이다. 

1. Working with peer reviewers

2. Articles of the future - Wiley's anywhere anytime article and readcube

3. Managing the editorial office

4. Plagiarism and Ethics4. Plagiarism and Ethics

교육내용은 추후 홈페이지(www.kcse.org)에서 안내할 예정이다. 

▲ 윤철희 정보관리위원 위촉 장면 (하종규 부회장 대리수여)

일시: 2013년 9월 9일 17:00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회의실

▲ 이상욱 대외협력위원장 위촉 장면 

일시: 2013년 9월 6일 18:00

장소: 서울대 호암교수회관

    지난 5월 7일 시작되어 5개월간 이어진 ‘Advanced manuscript editing 교육’의 기나긴 여정이 9월 24일을 마지막으로

끝이 났다. 긴 일정의 교육임에도 평균 약 80%의 참석자가 교육에 참여하여 이번 교육에 대한 열의를 보여주었다.

이는 국내에서 처음 시행되는 BELS 시험에 대한 관심이 반영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이번 교육은 ‘영문법’

(강사: 김정미)을 기본으로 ‘표와 그림’(강사: 장수희), ‘통계’(강사: 박용규), ‘의학용어’(강사: 허선), ‘과학용어·단위·

약어’(강사: 한동수), ‘참고문헌’(강사: 정희경), ‘출판윤리’(강사: 조혜민) 등 학술지편집과 관련한 내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은 오는 10월 19일 국내에서 처음 시행될 예정이다.

▲ (왼쪽) 리처드 드 흐레이스(Richard de Grijs, 베이징대 천체물리학과, 우주·천문학 분야 편집인)의 
  ‘출판 윤리(public ethics)’에  관한 강연 장면, (오른쪽) 출판윤리 워크숍 참석자들과 가진 질의 및 응답 시간

    이학 분야의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제3회 출판윤리 워크숍’을 지난 8월 2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에디티지(Editage)에서 초청한 리처드 드 흐레이스 (Richard de Grijs, 베이징대 천체물리학과, 

우주·천문학 분야의 편집인) 교수가 연사로 참여하여 학술지 편집, 출판윤리, 연구 부정행위 처리 방법에 대해 강연

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토론 없이 마무리되었으며 다음 출판윤리 워크숍은 12월에 개최될 예정이다.

▲ (왼쪽) 윤태웅(과편협 출판윤리위원, 고려대 전기전자전파학공학부 교수) 연사의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통한 논문 
    유사도 검색 ’강연 장면, (오른쪽) 황은성(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 연사가 
   ’표절과 이중게재‘ 강연 후 참석자와 토론을 하는 모습 

    지난 7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공학 분야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제2회 출판윤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공학을 포함한 다양한 분야의 편집인, 논문심사위원 등 41명이 참석한 이번 워크숍은 지난 1월에 개최된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생명과학 분야)’과 거의 동일한 내용으로 진행되었으며 토론시간에는 다양한 분야의 편집인이

사례를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리방법을 논의하였다. 일부 참석자는 “공개토론이 활발히 이루어져 흥미로웠다”고

평했다.

▲ (왼쪽)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대표) 연사의‘원고편집인이 알아야 할 지식: 원고편집인 (manuscript editor M. E.) 
    교육과정을 중심으로’강연 장면, (오른쪽) 조별학습을 통해 학술지 출판의 새 방향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는 장면

    지난 9월 12-13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국내 과학학술지 원고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제10회 원고편집인 워크숍’

을 개최하였다. 12일 39명, 13일 38명이 참가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세계적 수준의 과학학술지 발간을 위해 원고편

집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에 관한 정보를 이전에 개최하였던 워크숍에 비해 주제를 세분화하여

제공하였다. 한 수업의 경우, 임의로 조를 편성한 뒤 문제를 제시하여 조별로 다양한 방법을 통해 해답을 찾아갈 수

있도록 하여 각 분야의 편집인, 원고편집인이 교류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하였다. 

‘제9회 편집인 워크숍’강연 장면  ▶

   ‘Applica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to scholarly open 

access journal publication’을 주제로 한 제9회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이 지난 7월 4~5일 서울 강남구에 소재한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열렸다. 이 자리에는 편집인, 편집위원, 원고편집인, 

학회 편집담당 직원, 학회 프로그래머, 출판사 직원, 정보와 

관련된 회사의 직원, 정부 산하 기관의 직원, 연구비 지원기관의

직원 등 102명이 등록하고 95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마지막직원 등 102명이 등록하고 95명이 참가했으며, 이들 중 마지막

프로그램까지 참석한 이들은 55명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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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인하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1955년 만들어진 이후 과학기술 및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영향력과 상대적인 중요도를 가늠하고 판단하는

데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해온 영향력 지수(IF)의 현 위상에 대해 재고(再考)를 촉구하는 ‘연구평가에 관한

샌프란시스코선언(Francisco Declaration on Research Assessment, DORA)’이 지난 5월 16일 발표되었다.

세계 각국의 저명한 과학자 및 과학자 단체가 참여한 이 선언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계기로 국내 

공학 분야의 논문 평가를 공학의 특성에 맞추어 개선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모색해본다. 이 글은 필자가

지난 6월 『교수신문』에 기고했던 것임을 밝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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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RCID는 어느 연구자나 등록하여 무료로 활용할 수 있다. 또한 DOI 없는 자료에 대해서도 수작업으로 입력할 수

있다. 앞으로 연구자 정보를 어디서 찾을 수 있을지 생각해보자. 톰슨로이터사에서 운영하는 ResearcherID, Scopus에서

운영하는 Scopus author ID 등이 있으나 장차 ORCID가 통합된 서비스로 자리 매김하며 발전하여 나갈 것이다. DOI

에는 이미 ORCID 요소가 있고 JATS XML에서도 ORCID가 schema에 포함된 지 오래되었다. 이 경우 반드시 입력을

하는 것은 아니겠으나 곧 출판사나 발행인이 입력하여 기탁하는 것이 일상의 일이 될 것이다. 

    우선 모든 연구자가 고유의 ORCID 식별자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투고 규정에 전 저자의 ORCID를 적으라고 

하거나 투고관리 시스템에서 ORCID를 다 적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면 간단히 구현 가능하거나 투고관리 시스템에서 ORCID를 다 적어야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수정하면 간단히 구현 가능

하다. 국내에서도 ORCID를 본문 뒷부분에 죽 나열하는 학술지가 벌써 등장하였다. CrossMark는 출판사나, 학술지

정보처리 회사가 다루면 된다. 편집인은 CrossMark 구현을 요청하는 것으로 충분하다. 

    FundRef는 CrossMark DOI 안에 기술하거나 CrossMark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doi> 요소 앞에 기술한다. 어느

경우든 매우 간단하므로 앞으로 우리나라는 우선 연구비 지원기관이 등록한 후, 투고관리 시스템에서 FundRef를 지원

하고, 발행인이 투고 규정에 FundRef 정보를 넣을 것을 삽입하여 저자에게 요청하면, 저자도 연구비 정보를 FundRef에서

검색하여 찾아 넣어야 한다. 투고관리 시스템 제작 회사도 시스템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도

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자에게 FundRef 정보를 반드시 CrossRef에 제공하라고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듯 관련된 기관이연구비를 지원한 연구자에게 FundRef 정보를 반드시 CrossRef에 제공하라고 권장하여야 한다. 이렇듯 관련된 기관이

모두 한뜻으로 구축하여야 이들을 훌륭한 정보로서 키울 수 있다. 이런 표준작업에 우리나라는 비록 선두가 되지는

못했지만 적어도 빠르게 따라갈 수는 있을 것이다.

    아직 JATS에서는 이 항목이 schema에 들어가 있지 않으므로, <custom-meta> 태그(tag)를 활용하여 작업할 수

있으나 곧 schema에 들어가서 표준 tag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늦어도 2013년 10월에 열리는 JATS-CON에서 

논의하여 새해부터는 추가할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면 더욱더  JATS XML에서 CrossRef XML로의 변환과정이 쉽고 

자동처리가 가능할 것이다. 이런 변환과정에서 기술적인 문제는 없다.

① CrossMark deposit 내 작성 예: 

<crossmark>

    <crossmark_version>1</crossmark_version>

    <crossmark_policy>10.5555/crossmark_policy</crossmark_policy>

    <custom_metadata>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1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psychoceramics-1152342</fr:assertion>

        </fr:program>

    </custom_metadata>

</crossmark>

  

② CrossMark에 참여하지 않을 때의 예: <doi_data> 요소 앞에 기술한다.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name">http://dx.doi.org/10.13039.1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program>

  

③ 한 곳의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두 건의 연구비를 지원할 때의 예: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1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106</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7259</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7259</fr:assertion>

</fr:program>

 

④ 여러 연구비 지원기관에서 지원할 때의 예: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group">

        <fr:assertion name="funder_name">National Science Foundation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0000000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106</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CBET-7259</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fundgroup">

        <fr:assertion name="funder_name">Basic Energy Sciences, Office of Science, U.S. Departmen

          t of Energy>          t of Energy>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100006151</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1245-ABDS</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98562-POIUB</fr:assertion>

     </fr:assertion>

</fr:program>

    즉, 빈 CrossMark tag (<fr:program name="fundref" />)를 삽입하면 FundRef 자료를 모두 삭제할 수 있다.

② CrossMark FundRef metadata 예: 

<crossmark>

     <crossmark_version>1</crossmark_version>

     <crossmark_policy>10.5555/cm_1</crossmark_policy>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domain>www.crossref.org</domain></crossmark_domain>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_exclusive>true</crossmark_domain_exclusive>

     <updates>

         <update type="correction" label="Correction" date="2011-04-10">10.5555/cm_test2.1</update>

         <update type="retraction" label="Retraction" date="2011-04-12">10.5555/cm_test2.2</update>

     </updates>

     <custom_metadata>

         <assertion name="received" label="Received" group_name="publication_history"         <assertion name="received" label="Received" group_name="publication_history"

           group_label="Publication History">2011-04-12</assertion>

         <fr:program name="fundref" />

    </custom_metadata>

 </crossmark>

① non-CrossMark FundRef metadata 예:

   ...

   <publication_date media_type="print">      <year>2011</year>

   </publication_date>

   <pages>

     <first_page>15</first_page>

   </pages>          </pages>       

   <fr:program name="fundref" />

   <doi_data>

      <doi>10.5555/cm_test_1.1</doi>

      <resource>http://www.crossref.org/crossmark/index.html</resource>

    </doi_data>

  </journal_article>

<publication_date media_type="print">      

    <year>2011</year>

   </publication_date>

   <pages>

     <first_page>15</first_page>

   </pages>       

    <fr:program name="fundref">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ABC Inc.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ABC Inc.</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BXDFSDS</fr:assertion>

    </fr:program>

   <doi_data>

      <doi>10.5555/cm_test_1.1</doi>      <doi>10.5555/cm_test_1.1</doi>

      <resource>http://www.crossref.org/crossmark/index.html</resource>

    </doi_data>

  </journal_article>

    CrossMark에 참여하지 않는 경우 다음과 같은 논문 메타자료를 기탁한다.

예>

 <crossmark>

     <crossmark_version>1</crossmark_version>

     <crossmark_policy>10.5555/cm_1</crossmark_policy>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domain>www.crossref.org</domain></crossmark_domain>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s>

     <crossmark_domain_exclusive>true</crossmark_domain_exclusive>

     <updates>

         <update type="correction" label="Correction" date="2011-04-10">10.5555/cm_test2.1</update>

     </updates>

     <custom_metadata>

         <assertion name="received" label="Received" group_name="publication_history" 

           group_label="Publication History">2011-04-12</assertion>           group_label="Publication History">2011-04-12</assertion>

         <fr:program name="fundref">

             <fr:assertion name="funder_name">IMA Funder

                    <fr:assertion name="funder_identifier">http://dx.doi.org/10.13039/xxxx</fr:assertion>              

              </fr:assertion>                    

              <fr:assertion name="award_number">HPC-227</fr:assertion

        </fr:program>

    </custom_metadata>    </custom_metadata>

 </crossmark>

    FundRef Registry에 있는 funder_name(연구비 지원기관 이름),  funder_identifier(식별자) 확인하여 넣고, 

award_number (연구비 번호)를 넣는데 만약 이 번호가 따로 없는 경우 넣지 않아도 된다. 어느 연구비 지원기관이 

FundRef Registry에 등록되지 않은 경우 즉, funder_identifier(식별자)가 없는 경우 FundRef 입력에서 under_identifier

(식별자)없이 funder_name(연구비지원기관 이름)만 넣는다. 

CrossMark에 참여하는 발행인인 경우 FundRef 자료를 <crossmark> element 내부에 넣어야 한다.

① 투고할 때 FundRef 정보를 완성한다.

② CrossMark record tab에서 FundRef 정보를 본다.

③ FundRef search에서 연구비 정보를 확인한다.

3) 연구자

① FundRef에 사인한다.

② 투고관리 시스템 제작사에 FundRef 등록에 포함시켜 달라고 요청한다.

③ XML 제작 회사에 FundRef 메타자료를 CrossRef schema(database에서 데이터의 구조와 형식을 구체적으로

   정의한 것)에 맞추어 기탁하도록 요청한다. 

④ 투고자에게 연구비 정보를 선택하라고 요청하고, 투고 규정에도 삽입한다.

⑤ FundRef 자료를 CrossRef에 제공한다. 

⑥ FundRef 자료를 CrossMark 자료에 넣는다(선택사항).⑥ FundRef 자료를 CrossMark 자료에 넣는다(선택사항).

⑦ CrossRef를 검색하여 연구비 정보를 찾는다.

⑧ 참여하는 데 별도의 경비는 필요하지 않고 단지 CrossMark에 참여하면 경비가 든다(2011년 이후는 건당 미화

    0.2달러, 2010년도까지의 자료는 건당 미화 0.02달러). 

2) 발행인(학회) 

① 우리나라의 연구비 지원기관은 아직 등록되어 있지 않았으므로 fundref.registry@crossref.org에 메일을

   보내어 정보를 제공하면 심사를 거쳐 등록된다. 그러나 국내 연구비 지원기관에 대한 검증이 필요하므로 앞으로

   이 작업은 한국연구재단에서 IDF의 대행사(agency)가 되어 지속적으로 수행할 예정이다.

② FundRef에 제공할 정보는 연구비 지원기관 이름(영문명)이고 URL 주소이며 기관에 대한 설명이다. 제대로 된

   연구비 지원기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③ 주요 정부산하 연구비 지원기관과 대학교는 신청하였으므로 기다리면 고유 번호가 나올 것이다. 모든 연구비

        지원 재단, 이윤을 추구하는 일반기업들도 연구비를 지원하므로 등록이 필요하다. 우리나라의 일반기업

    연구비 규모는 정부 지원액보다 2배 이상 크다. 

1) 연구비 지원기관

① 연구비 지원기관: 연구비의 지원 결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② 저자: 투고 시스템에서 쉽게 입력 가능하다.

③ 연구기관: 구성원의 연구 성과를 쉽게 추적할 수 있다.

④ 발행인: 연구비 제공기관을 쉽게 분석할 수 있다. 

⑤ 독자와 대중: 국민에게 연구비 사용 결과물을 더 투명하게 제공한다.  

① 통제어휘집(FundRef Registry)은 표준화한 연구비 지원기관 4,000여 곳의 이름을 제공한다. 

② 투고관리 시스템 제작사에서는 논문 투고과정에 FundRef Registry를 기입하도록 이를 포함시킨다. 즉, 저자가

    투고를 할 때  해당하는 연구비 지원기관을 선택하고, 연구비 번호를 제출하도록 한다.

③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보가 발행 시스템에 전달된다. 

④ 발행인은 연구비 지원기관 정보를 CrossRef에 FudnRef XML로 제공한다. 

⑤ 연구비 지원기관 등은 CrossRef를 검색하여 지원한 결과로 나온 논문의 DOI와 메타자료를 받는다. 

⑥ 발행인은 CrossMark 자료 내에 FundRef 자료를 넣을 수 있다.⑥ 발행인은 CrossMark 자료 내에 FundRef 자료를 넣을 수 있다.

▲    그림 8. 펀드레프(FundRef)의 업무 흐름

       Available from http://www.crossref.org/08downloads/handouts/FundRef_Workflow.pdf 

       [cited Sep. 13, 2013]

    그림 8과 같이 설명할 수 있다. 

① 표준화된 연구비 지원에 대한 이름이나 메타자료가 없어서 텍스트 마이닝(text mining)이나 분석이 어렵다. 

② 연구비 지원기관도 지원한 결과물 확인을 쉽게 찾기가 어렵다[이런 전차로 미국 국립보건원(NIH) 에서는 의학정

    보 온라인 데이터베이스[Medline]에 반드시 그 연구가 미국 정부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것인지, 여부를 기록하게

    하였고 이에 따라 연구비 번호를 기록하게 되었다. 그럼으로써 정부 연구비를 지원한 논문을 쉽게 추적할 수 있고

 , 국민에게도 연구비가 이렇게 효율 있게 쓰였다는 것을 쉽게 알릴 수 있다]. 

③ 발행인도 출판하는 연구를 지원한 주요 기관을 쉽게 추적하기 어렵다.

④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서도 구성원의 학문 업적에 대한 주요 지원기관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④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에서도 구성원의 학문 업적에 대한 주요 지원기관을 쉽게 확인하기 어렵다. 

     2013년 9월 14일 현재,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Republic of Korea(한국

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가 국내 기관으로는 유일하게 FundRef 회원(members)으로 참여하고 있다. 또한 펀드레프

기탁 통계(FundRef deposit statistics)를 보면 FundRef 자료를 기탁한 기관도 나오는데 역시 National Health 

Personnel Licensing Examination Board, Republic of Korea에서 한 건을 기탁하였다. 이것이 가능하였던 이유는

이 단체의 학술지가 미국 국립노화연구소(National Institute on Aging)의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을 한 편 실었는데,

마침 이 기관이 FundRef에 등록된 곳이라서 고유 ID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임을 알 수 있다.

     Funder Identification Service 서비스로 CrossRef에 기탁한 출판물에서 연구비 정보의 표준을 만들어 제공하는

것이다. 2013년 5월 정식으로 출범하여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앞에서 CrossMark에서 어떤 정보를 살펴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다. 이 로고는 웹뿐 아니라 PDF 파일에도 적용할

수 있다. PDF 파일에 삽입하고, 온라인 PDF에 있는 CrossMark 로고를 누르면 역시 같은 정보를 볼 수 있다. 

▲  그림 7. 학술지의 이력을 보여주는

     ‘Record’ 페이지의 스크린샷

▲  그림 6. CrossMark 로고를 누르면 

     CrossMark에서의 상태를 알 수 있다.

    오른쪽 상단의 CrossMark 로고를 누르면 그림 6의 화면이 나오며, ‘Record’를 누르면 그림 7과 같이 학술지 논문

이력이 나온다.

    크로스마크(CrossMark)는 크로스레프(CrossRef)에서 운영하며 2012년 4월 27일 첫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이 서비스는 온라인상의 내용을 수정하고, 오류를 고치고, 철회하기도 하는 등 출판물들의 운명도 다양하므로 그 최종

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사업 출범의 배경이 되었다. 이 서비스는 가치 있는 출판 정보를

제공한다. 예를 들면, 출판 역사, 부록(supplement)의 위치, 원문 접근 정책(access policy), 연구비 지원기관의 정보,

전문가심사 정보 등이다. 운영 경비는 CrossMark를 등록할 때마다 받는 미화 0.2달러로 충당한다. 이 비용은 DOI를

기탁할 때 내는 1달러와는 별개로 지불하는 것이다. CrossMark는 CrossRef DOI를 기탁한 모든 내용물에 붙일 수 있다.

CrossRef에 CrossMark XML을 작성하는 방안은 다음에서 소개할 FundRef XML 제작에서 같이 다룬다. 연구자는CrossRef에 CrossMark XML을 작성하는 방안은 다음에서 소개할 FundRef XML 제작에서 같이 다룬다. 연구자는

이런 내용을 사용할 줄만 아는 것으로도 충분하고, 기술적인 XML 제작과 기탁은 국내 출판사나 학술지 정보를 처리하는

회사들이 쉽게 구현할 수 있다. DOI를 기탁하는 곳에게는 이러한 내용이 전혀 어렵지 않다. 다음에서 CrossMark를

적용한 학술지의 예를 보자(그림 5).

     ORCID의 요소(element)는 다음과 같다. 표 1에서 볼 수 있는 이런 요소를 가지고 CrossRef XML에서 저자에

대한 ORCID 정보를 넣을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요소들이 있음에도, 아직 CrossRef XML에서 ORCID를 표기하지

않는다.

표 1. ORCID의 요소(element)

▲ 그림 4. 연구자의 업적을 갱신하는 페이지의 스크린샷 
    Available from https://orcid.org/my-orcid 
    (Dr. Sun Huh, Hallym University) [cited Jun 17, 2013]

    연구자는 DOI에 등록된 자신의 업적을 갱신할 수 있다(그림 4).

▲ 그림 3. 사이트에 들어가면 연구자 스스로 공개한 정보가 나오는 페이지의
    스크린샷 Available from http://orcid.org/0000-0002-8559-8640
    [cited Sep. 13, 2013]

    ID와 비밀번호를 입력하고 들어가면 개인 이력 정보와 업적이 나온다.

    왼쪽 메뉴바에서 ‘View Public ORCID record’를 누르면 그림 3과 같이, 자신이 공개한 정보가 나온다. 

http://orcid.org/0000-0002-8559-8640 를 누르면 보이는 것과 같다.

▲ 그림  1. ORCID에 들어가는 페이지의 스크린샷
    Available from https://orcid.org/signin [cited Sep. 13, 2013] 

▲ 그림 2 . ORCID의 회원 등록 페이지의 스크린샷
    Available from https://orcid.org/register [cited Sep. 13, 2013] 

    http://crosstech.crossref.org/2013/01/easily-add-publications-to-your-orcid-profile.html에 설명이 있다. 

업적을 등록할 때 DOI 번호를 받은 논문이 없다면, 자신의 석·박사 학위 논문 또는 어떤 논문이나 단행본도 수작업

으로 등록할 수 있다. 만약 어느 업적도 없는 경우에는 일단 자신의 ORCID만 등록하여 놓는다. 

    https://orcid.org/signin에 방문하여 ID가 있으면 회원 인증 절차를 밟아 사이트에 들어가고(그림 1), 없으면

https://orcid.org/register에서 회원으로 등록한다(그림 2).

① 저자나 기여자가 공신력 있는 과정을 통하여 등록, 학문 사회에서 영구적이고 명확하게 업적을 기록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② 학문 분야, 지리, 국가, 기관, 경계를 모두 초월한다.

③ 연구와 학문 사회에 관심을 가진 모든 기관이 참가할 수 있다. 

④ 서비스에 대한 접근은 투명하고 차별이 없다.

⑤ 연구자는 식별자와 연구 업적을 생성, 수정, 유지할 수 있으며 이런 작업은 무료로 가능하다.

⑥ 연구자는 연구 업적 자료에서 정보를 선택하여 공개 범위를 정할 수 있다.

⑦ 연구자가 허락한 모든 자료는 표준 형태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⑦ 연구자가 허락한 모든 자료는 표준 형태로 무료로 내려 받을 수 있다. 

⑧ 개발한 모든 프로그램은 오픈소스스프트웨어저작권(Open Source license)에 따라 배포한다. 

⑨ 식별자와 업적 자료는 모두 무료로 API를 통하여 구할 수 있다. 기관은 이 서비스 유지를 위하여 기부할 수 있다. 

⑩ 집행부에는 대개 비영리단체가 있으며, 모든 회의나 회계는 공중(公衆)에 공개하여 투명하게 운영한다. 

    ORCID가 취급하는 정보는 민감하지 않은 것으로 이름, 이메일, 기관명과 연구 활동이다. 참여 회원의 정보를

보호하기 위하여 미국 상무부가 정한 ‘Safe Harbor Principles’[사용자에게 목적·제3자 공개·연락처를 알려야

하며, 제3자 사용이나 인정하기 어려운 사용에 대해서는 옵트 아웃(opt-out) 선택권을 주고, 민감한 사안은 옵트

인(opt-in) 선택권을 준다. 제3자 역시 같은 고지와 선택을 따름]를 따른다.

    개별 연구자는 등록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으므로 ORCID를 받아서 연구 활동을 관리할 수 있고 다른

연구자의 업적을 검색할 수 있다. 기관도 회원이 될 수 있는데 기관의 기록과 ORCID 식별자와 연결하고 ORCID

자료를 갱신하고 ORCID에서 최신 정보를 받으며  구성원이나 학생을 ORCID에 등록할 수 있다.

① 유일한 식별자(unique identifier)를 얻고, 활동기록을 관리하는 등록 시스템

② ORCID 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 제공: 시스템 간에 의사소통과 인증을 지원하는 API는,

    응용 프로그램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운영 체제나 프로그래밍 언어가 제공하는 기능을 제어할 수 있게 만든

    인터페이스를 뜻한다. 주로 파일 제어, 창 제어, 화상 처리, 문자 제어 등을 위한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동명이인을 비롯하여 개인 연구자들을 서로 구별하는 영구적인 디지털 식별자이다. 논문 투고 또는 연구비를

신청할 때 연구자와 연구 활동을 자동으로 연결해주어 연구업적을 쉽게 알 수 있도록 해준다. ORCID 운영 팀은

비영리 조직이면서 유일한 연구자 식별자 등록 시스템을 유지/관리하는 기구이기도 하다.

    Open Researcher & Contributor ID (ORCID)는 2012년 10월 16일 서비스를 시작하였다. 서비스를 시작한 지 1년도

되지 않았으나 이미 2013년 9월 3일 자로 25만 명이 등록하였고, 2013년 말에는 50만 명이 등록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ORCID는 14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출판사, 정부기관, 대학, 정보관련회사, CrossRef 등이 참여하는 비영리

조직이다. 수익구조가 아직 마땅치 않으나 대형기관에서 API 사용을 위하여 연회비(미화 5,000달러)로 유지한다. 

직원은 6명이다.

    우리나라 과학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상업학술지에서 발간하는 학술지 편집인보다 공부를 더 많이 하여야

한다. 국제상업회사에서는 편집인에게 논문심사, 출판윤리 문제, 편집 정책만 다루도록 하고 학자가 할

필요가 없는 편집이나 출판, 정보기술 전문가가 다뤄야 하는 나머지의 모든 내용을 소화하지만 국내의 

과학학술지 편집인은 이 모두를 공부하고 적용시켜야 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원고편집이나 영문교열,

인쇄본 출판, 학술지 디자인, 투고 규정, 정보통신 기술 적용, XML 파일 작성, 국제색인데이터베이스 등재

신청, 판매, 게재료 수입 관리 등도 공부해야 한다. 덕분에 우리나라 과학학술지 편집인은 이렇듯 편집,

출판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꿰뚫고 있다. 출판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꿰뚫고 있다. 

    학술지들이 새로운 정보기술을 도입하기 위해서는 학회와 편집인이 모두 이를 이해하는 것은 필수적이다.

허선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이 글에서는 연구자 고유식별번호인 ‘ORCID’, 온라인상의 출판물 중 최종본을 가려주는 ‘CrossMark’,

연구비 정보의 표준을 만들어 제공하는 ‘FundRef’에 대해 살펴본다. 이와 함께 ORCID에 가입하여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이나 단행본을 등록하는 방법, CrossMark를 학술지에서 구현하는 방안, 국내의 연구비

지원기관과 연구기관, 연구자들이 FundRef를 국내에 도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를 소개한다.

이 글은 2013년 7월 4~5일 한국과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가 주관한 ‘제9회 편집인 워크숍’에서 자세하게

다룬 내용을 요약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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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PAME는 회원국마다 대개 국가별 의학편집인협의회를 조직하여 활동하고, 또 한 번 참석한 편집인은 계속 참석하는

경향이 있어서인지 눈에 익은 분이 많다. 아시아 지역의 연구 역량은 논문 수가 증가하여 전체 논문의 31%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는 이미 북아메리카나 유럽을 뛰어넘은 것으로 앞으로 더욱더 빠르게 높아질 것이다. 또한 논문 수뿐 아니라 지금과

같은 속도로 아시아 지역 학술지의 수준이 향상된다면 북아메리카와 서구의 소수 출판사 또는 학회가 장악하고 있는

학술지 시장을 아시아 지역 학회지가 빠르게 대체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의학 분야는 특성상 워낙 매우 균일한 성격의 학술지를 발행하고 의사라는 직업전문성이 있어 동질감과 자부심이

강하므로 이런 국제 모임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아시아의 과학 분야 편집인도 힘을 모아 학술지 발전을 이루어강하므로 이런 국제 모임을 쉽게 만들 수 있다. 앞으로 아시아의 과학 분야 편집인도 힘을 모아 학술지 발전을 이루어

아시아 과학자가 생산한 수준 높은 결과의 대부분이 상업출판사 학술지로 가고, 아시아 지역의 대학 도서관은 그 학술지를

구독하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출하는 학술지 시장의 순환고리에서 벗어나야 할 것이다. 그 방법은 아시아 지역의

정부들이 연구비를 지원한 결과에 대해 open access 정책을 펴는 것이고, 학술지 지원에서도 open access 정책을

펴는 것이다. 마치 영국정부가 핀치리포트(Finch report)에 따라 공공기관의 연구비 수혜를 받은 결과를 open access

방식으로 전 인류에게 공개하듯 아시아 지역 정부가 유사한 정책을 편다면 아시아의 학술지가 더욱 발전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이번 도쿄 모임은 진행이 매우 짜임새 있었고, 철저하게 준비하여 참석자나 연사에게 불편함이 없었다. 일본인의

치밀함을 이런 학회에서도 잘 확인할 수 있었다. 진행요원의 영어 구사 수준도 완벽하였고 모든 행사를 부드럽게 잘

진행하여 편안하였다. 일본의사협회 컨벤션홀도 국제행사를 치르기에 훌륭한 수준을 보여주었다.

    필자가 발표한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를 일본어 논문에 적용한 사례는 일본어뿐 아니라 전 세계 언어를

모두 표현할 수 있는 점에서, 그리고 비록 세계적으로 공용된 과학 언어는 영어지만 앞으로 각 나라의 언어로도 과학을

표현할 수 있는 좋은 길이 열렸다는 면에서 의의가 있다는 평가와 함께 여러 편집인의 문의를 받았다. xml:lang="ja-Jpan" 이렇게

언어코드를 설정하면 이것은 ‘Japanese written in Han + Hiragana + Katakana’라는 뜻이다. 이런 식으로 언어코드를

변경하면 모든 언어의 표기가 가능하다. 예를 들면 "en" (English), "ko" (Korean), "mn" (Mongolian), "war"

(Philippines), "vi" (Vietnamese), "zh" (Chinese), "cs" (Czech) 등이다. 이 밖에 JATS XML 제작 경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 궁금해하는 편집인이 있었다. 다들 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소요되는지 궁금해하는 편집인이 있었다. 다들 제작하고 싶은 마음은 있으나 어떻게 시작하여야 하는지 방법을 모르는

것이다. 국제 상업출판사들은 한국의 의학 학술지를 다루고 싶어하기 때문에 적극적인 마케팅을 펴면서,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도 제시하였으나 결국 문제는 경비에 있다. 국제 상업출판사에서 open access를 제작하면

경비가 국내 회사에서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나가므로 대부분의 의학 학술지는 국내 몇몇 전문회사와 같이

출판한다. 국제상업출판사와 같이 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상당수의 이학•공학 학술지는 온라인 유통 등을 위하여,

또한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하여, 국제 상업출판사와 같이 하는데 의학 분야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서도 국제화를 이룬 

독특한 분야다.

    올해 발표된 총 연제 수는 44편이었다. 자세한 프로그램은 http://jams.med.or.jp/apame2013/program.html에서

찾을 수 있다.  주제는 임상시험 등록, 책임있는 연구수행,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전자저널(e-journal), 출판윤리,

권장보고지침, 각 나라별 의학편집인 모임 등이었다. 가장 관심이 높았던 주제는 영국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에서 관장한 출판윤리에 대한 내용으로 많은 편집인이 관심을 보였다. 필자가 개인적으로

흥미를 가졌던 주제는 경희의대 소아과 배종우 교수가 발표한 ‘한국 의학논문의 중복출판이 2004년 5.93%에서 2009년

도 1.19%로, 5년간 1/5로 빠르게 감소하였다’는 내용이었다. 최근 의학 분야에서는 임상시험등록과 연구출판윤리가

가장 큰 가장 큰 화두이다.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사용한 표절 검사도 소개하고 각 학술지의 사례를 발표하면서 토의를

하였다. 일본에서도 중복출판과 표절 문제는 편집인에게 골칫거리인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시스템을 잘 갖추어 풀어

나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권장보고지침은 일본 학계에서 논문 작성과 심사에 활용하는 표준지침인데, 이미 많은

학술지가 투고할 때 점검을 권하는 상황이며 심사에서도 벌써 활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013년 8월 2일부터 4일까지 일본 도쿄 일본의사협회 컨벤션홀에서 ‘Asia Pacific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Convention 2013 Tokyo’가 열렸다. 

    이 행사에는 22개국 150명이 참석했는데, 이들의 국적은 일본 30명, 그 외 나라 60명이었다. 그리고 외국인 참석자

가운데 한국인은 30명이었다. 우리나라의 참석인구가 많은 것은 일본과 가장 가까운 나라이기도 하지만 워낙 APAME를

주도적으로 운영하면서 높은 관심을 보이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 행사는 APAME의 주도하에 매년 국가별로

돌아가면서 주최하는데 나라마다 서로 유치하려고 애를 쓴다. 내년에는 몽골에서 열기로 하였다. 아시아 지역에서

이렇게 여러 나라의 편집인이 자발로 모여서 발표하고 새 정보를 익히는 기회는 APAME가 유일하기 때문이다.이렇게 여러 나라의 편집인이 자발로 모여서 발표하고 새 정보를 익히는 기회는 APAME가 유일하기 때문이다.

그러한 연유로 개최할 때마다 개최국의 의학 편집인은 거의 다 참석한다.

    지난 8월 2~4일 일본 도쿄 일본의사협회 컨벤션홀에서 열린 ‘Asia Pacific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 Convention 2013 Tokyo’에 연사로 참여했던 허선 교수가 아시아 의학계의 이슈와 동향을

정리한다.

허선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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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ndRef와 CrossMark에 모두 참여하는 기관들은 CrossMark record tab에서 연구비 정보를 자동적으로

볼 수 있다. 이 중요한 정보는 준비되는 대로 연구자가 볼 수 있을 것이고, 연구자는 출판사와 출판물 전반에 대해

지속적으로 검색할 수 있다. 

    지난 몇 달간 더 많은 출판사들이 CrossMark에 등록하였는데, 라트비아의 리가기술대학교(Riga Technical

University)나 Philosophy Documentation Centre와 같이 이미 PDF에 CrossMark 로고를 보여주고 있는 곳도

있다. Elsevier 역시 1,250개 저널을 아우르는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규모를 확대하고 있다. CrossMark 웹사이트에

참여 출판사들의 목록이 있다. 참여 출판사들의 목록이 있다. 

    크로스레프 회원(CrossRef affiliates)을 통해서도 CrossMark 정보를 검색할 수 있다. 마이크로소프트 아카데믹

서치(Microsoft Academic Search)는 지난 2월 초, 자사의 플랫폼에 CrossMark을 실행했고, 현재 출판사 관리용

버전을 보여주는 인덱스에 한해서 CrossMark 로고를 관련 자료에 표시하고 있다. Inera 역시 eXtyle에서

CrossMrak을 통합했고, 참고문헌이 철회, 취소, 또는 삭제되었을 경우 경고문을 보여준다. 이를 통해 출판사가

참고문헌 리스트를 최신으로 유지할 수 있고, 수정되거나 철회된 논문의 인용을 막을 수 있다. CrossMark의 

affiliates에 대한 정보는 CrossMark 웹사이트에서 더 찾아볼 수 있다. CrossMark 서비스 통합을 위한 affiliates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서비스 개요, 구현방법 등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웹세미나에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웹 세미나를 개최할 것이다. 서비스 개요, 구현방법 등 더 많은 정보를 원할 경우 웹세미나에

참여하길 바라며, 세미나 후반에는 질의응답 시간이 있으니 활용하면 좋다. 궁금한 점은 이메일을 보내도 좋고

CrossMark 웹사이트를 방문하여 여러 사례나 최신 기술정보를 찾아보는 것도 좋다.

▲ Available from http://dx.doi.org/10.2210/rcsb_pdb/mom_2013_6

분자(molecule)에 DOI를 부여한 예 :

▲ Available from http://dx.doi.org/10.1371/journal.pmed.1001484.g002

그림에 DOI를 부여한 『PLOS』 예 :

▲ Available from http://dx.doi.org/10.4056/sigs.3507020

    데이터 세트(data sets)와 컴포넌트(components)에 부여하는 CrossRef DOI 수가 증가하여 100만 개 이상이

되었고, 그 예는 아래와 같다.

『Standards in Genomic Sciences』의 예 :

장재화

[과편협 교육연수위원, 인포루미 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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