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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편협 소식
‘2016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지난 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6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

대)가 초대되어 학술지 저작권, open access, 그리고 과총 학술지 지

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100

원정책 등 현재 많은 관심을 모으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 유익한 강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특별강의, 정기총회,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

의를 진행했다. 발표자료는 과편협 홈페이지(http://www.kcse.org)에

되었다. 올해의 특별강의는 안효질 교수(고려대), 서정욱 교수(서울

서 살펴볼 수 있다.

대), 윤호식 본부장(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허 선 교수(한림

▲ 한국연구재단 WoS Journal 추천위원회 활동 방향 특강 (허 선 기획운영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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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진행된 정기총회는 하종규 회장의 개회사와 한국과학기술

받았으며, 지난 1년간 Science Editing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 가장 우

단체총연합회 사무총장 이헌규 사무총장의 축사로 시작되었고, 여

수한 것으로 평가된 진정일 명예회장이 논문상을, 2014년도 SCO-

러 분야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 시상에서는 지난 2년

PUS 학술지 중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단체회원인 대한당뇨병학회

간 과학 편집 분야에 대한 우수한 논문을 게재하여 과학 학술지 발

의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대한금속재료학회의 Metals

전에 기여한 책임저자 배종우 교수(경희대 의대)가 학술상을 수여

and Materials International 학술지가 Elsevier상을 수여하였다.

A

B

C

D

▲2
 016년도 정기총회 시상장면. (A) 배종우 교수, 학술상. (B) 진정일 명예회장, 논문상. (C, D) 대한당뇨병학회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및 대한금속재료학회의 Metals and Materials International 학술지, Elsevier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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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이어진 정기총회에서는 2015년도의 과편협 사업실적 보고가 있

점이며, 더욱 좋은 국제 규격의 학술지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노

었고, 세입세출결산(안), 2016년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개

력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모든 안건은 이견 없이 승인되었다.

인· 특별회원 인준(안) 등 총 3개의 안건이 의제로 제안되었다. 홍순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주제의 포스터

원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2015년 성과에서 높이 평가되어야 할

다섯 편이 전시되었다. 전시된 포스터를 대상으로 심사하여 아래의

부분은 한국 과학 학술지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원고편집인 교육을

두 편을 우수 포스터상과 우수 구두발표상으로 선정하였고, 이에

늘려 국제 규격에 맞는 학술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준 점과, 적극

대한 시상을 마친 후 폐회하였다.

적으로 국제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는

부문

시상내역

논문명

우수 포스터상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상 및 상금 50만원

우수 구두발표상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상 및 상금 50만원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 자격증

이현정, 조혜민, 정희경,

제도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

안환태, 김명순, 서윤주

Trends in document delivery
service in medical libraries

이현정

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16. 1. 13.

2016-1차 임원회의

2016. 3. 3.

2016-2차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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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대한통증학회, 2016년 제62차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대한통증학

단체회원 등재 및 수상 소식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의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회 30주년 기념 제1회 국제척추통증학술대회)

for Health Professions』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등재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26일(목) ~ 29일(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대한인간공학회, 2016 대한인간공학회 춘계학술대회

단체회원 예정행사 소식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1일(수) ~ 4일(토), 제주 롯데시티호텔

• 대한산업공학회, 한국경영과학회,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한국

• 대한설비공학회, 2016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시뮬레이션학회 공동주최, 2016년 춘계공동학술대회 - “산업혁신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22일(수) ~ 24일(금), 강원도 평창 용평리조트

을 선도하는 스마트제조”

• 한국해양공학회, 2016년도 해양플랜트설계연구회 춘계워크샵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13일(수) ~ 16일(토), 제주 국제컨벤션센터(ICC)

일시 및 장소: 2016년 6월 23일(목) ~ 24일(금), 한국해양대학교

• 한국윤활학회, 2016년도 제62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14일(목) ~ 15일(금), 한남대학교 56주년기념관

신임 편집위원장

• 대한면역학회, 2016년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 민경식 (국민대), 전기전자학회 논문지,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14일(목) ~ 15일(금),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한국미생물학회, 2016 International Symposium on Microbiological

• 성인하 (한남대 기계공학과), 한국윤활학회지,

Society of Korea

2016년 2월 1일 ~ 2018년 1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20일(수) ~22일(금), 김대중컨벤션센터

• 조재화 (인하대 의대 호흡기내과), The Korean Journal of Critical

• 대한중환자의학회, 제35차 대한중환자의학회 정기 학술대회, 제16

Care Medicine (KJCCM), 2016년 4월 ~ 2018년 4월

차 한일공동 학술대회 및 제10차 기초과정 연수교육(BCCRC)

• 강성승 (조선대), 지질공학,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22일(금) ~ 24일(일), 세종대학교 컨벤션센터

• 나만균 (조선대 원자력공학과), Nuclear Engineering and Technology,

• 한국해양공학회, 2016년도 한국수중· 수상로봇기술연구회 춘계

2015년 9월 1일 ~ 2018년 8월 31일

학술대회

• 장경영 (한양대 기계공학부), 비파괴검사학회지,

일시 및 장소: 2016년 4월 28일(목) ~ 29일(금), 부산 부경대학교

2016년 1월 1일 ~ 2017년 12월 31일

• 한국원자력학회, 2016 춘계 학술발표회

• 안순일 (연세대 대기과학과), Asia-Pacific Journal of Atmosphere Sciences,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11일(수) ~ 13일(금), 제주 국제컨벤션센터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16

• 이영희 (경북대 지구시스템과학부), 대기(Atmosphere),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18일(수) ~ 20일(금), 서울 코엑스

2016년 1월 1일 ~ 2020년 12월 31일

•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6년 춘계 학술대회

• 오원옥 (고려대 간호대학),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19일(목) ~ 20일(금), 원주 인터불고호텔

2016년 1월 ~ 2017년 1월

• 한국해양공학회, 2016년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6년 5월 19일(목) ~ 20일(금), 부산 BEXCO

과편협 회원현황
• 개인회원 54명
• 단체회원 226학회 301종 학회지
• 특별회원 17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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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학분야 4종, 보건분야 2종, 농수산 1종, 종합 3종, 특별회원 3기관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분야

공학

보건

농수산
종합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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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the Institute of Electronics and Information Engineers (전자공학회논문지)

김수환

대한전자공학회

Journal of Semiconductor Technology and Science

유회준

대한전자공학회

Transactions on Smart Processing & Computing

백준기

대한전자공학회

Journal of The Korean Institute of Surface Engineering (한국표면공학회지)

문성모

한국표면공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Neurophysiology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지)

배종석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안영미

한국아동간호학회

Korean Journal of Plant Taxonomy (식물분류학회지)

김영동

한국식물분류학회

Journal of The Korean Housing Association (한국주거학회논문집)

유창균

한국주거학회

업체명

특별회원

대표자

거목문화사(Guhmok Publishing Company)

김명호

ResearchPaper

설지영

컴팩스(Compecs)

황윤희

2016년도 과편협 행사 및 계획(1월~12월)
1월

2월

3월

1/13, 20, 27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2/3, 17, 24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3/9, 16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1/21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20
Science Editing 발행
Vol. 2, No. 1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17호

4월

5월

5/4, 18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6월

6/1, 15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6/16
출판윤리 워크숍
2016-E01
6/17
출판윤리 워크숍
2016-E02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18호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6, 20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8/3, 17, 31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9/7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12/2
편집인 워크숍
2016-A01

7/13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

8/20
Science Editing 발행
Vol. 2, No. 2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19호

12/9
출판윤리 워크숍
2016-E03

7/20-22
The 3rd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서울)

온라인 뉴스레터 발행
20호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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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가입안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
적 향상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
움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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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
리겠습니다.

사무장 윤 지 수

전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편협 뉴스레터』는 회원님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편협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기재하여 이메일(kcse@kcse.org)로 보내주세요.
『과편협 뉴스레터』는 3, 6, 9, 12월 말일 발행됩니다.
회원동정 양식
• 기관(학회)명:
• 내용: (5줄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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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1월 21일 개최된 2016 Preconference Workshop에서 오후 세션으로 journal metrics와 관련된 내용들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이 세션에서는
Journal Metrix의 개요(명지대 이재윤), Journal Metrix, Altmetrics의 현재와 미래(KISTI 최선희), 국내 인용현황 및 인용지수 향상을 위한
전략(한국연구재단 김소형), Journal Metrix 실습(인포루미 정희경) 등의 주제가 다루어졌는데, 이중 처음 두 강의의 내용을 요약한다.

● Journal Metrix의 개요 (명지대 이재윤)

와 비핵심 학술지에 의한 인용이 모두 동일하게 반영된다는 점

• Journal metrix는 저널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와 함께 시작

등.

되었는데, IF는 원래 평가 도구가 아니라 저널 구독 고려 시 참고

• 인용 피크는 분야별로 다르며, 리뷰 논문의 인용빈도가 훨씬 높
다. 인용 측정 기간 2년에 대한 대안으로 WoS는 직전 5년 내에

하기 위한 지표로 고안된 정보검색 도구로 개발되었다.
• Journal Metrics의 역사는 평가 지표로서의 IF에 대한 문제점 지

발간된 논문의 인용을 반영하는 5-year impact factor를 제시하

적과 대응의 역사라고 할 수 있다.

고 있다.

• IF는 직전 2년 논문의 Y년 평균 인용빈도인데, Y년 당해의 인용

• Scopus의 IPP는 WoS의 IF에 대응하는 Scopus의 논문당 평균 인

은 제외되는 문제가 있다. 즉시성 지수(immediacy index)는 IF 산

용빈도 지표로, 네덜란드 Leiden 대학의 Centre for Science and

출에서 누락되는 출판 당해년도의 인용을 별도로 고려하여 Y

Technology Studies에서 개발하였다. WoS의 IF와 동일한 단순 평

년에 발행된 논문이 Y년에 인용된 평균 횟수를 구한다.

균 지표이지만, IF에 대해 지적된 비판을 일부 고려하여 개발되

• JCR의 초기 핵심 지표는 impact factor, immediacy index, cited

었다.

half-life의 세 가지이며, IF에 대응하는 Scopus 지표는 IPP (impact

• IF나 IPP는 인용 출처가 차별화되지 않아 인용의 경중을 반영하

per publication)이다.

지 못 한다는 문제가 있다. 즉, 핵심 학술지와 비핵심 학술지에

• IF가 저널 평가 지수로 적절치 못하다는 지적에 대한 근거는 다

의한 인용이 모두 동등하게 빈도로만 반영된다는 지적이다. 이

음과 같다. 1) 사실상 ‘학술지’ 단위가 아닌 평균 ‘논문’ 단위의 지

를 보완한 지표로 Scopus의 Scimago Journal Rank (SJR), WoS의

수라는 점, 2) 각 학술지가 지닌 다양한 특성을 하나의 단일 척

Article Influence Score (AIS), Weighted Impact Factor (WIF), KCI

도로 나타낸다는 점, 3) 영향력지수는 10년 정도 장기간의 데이

의 중심성 지수(KJR) 등이 제시되고 있다.

터에 근거하여 산출하는 것이 바람직한데 IF의 인용 측정 범위

• 분야별 차이의 반영 문제를 다룬 지표로 Scopus의 Source Nor-

는 너무 짧다는 점, 4) 산출 공식의 분자/분모에서 대상 논문의

malized Impact per Paper (SNIP)가 있다. 이는 인용측과 맞춤 범

유형 규정이 다르다는 점, 5) 인용은 논문/저널의 가치 중 일부

주를 정규화하고, 논문당 인용빈도를 분자로, 인용한 논문의 참

분만 반영한다는 점, 6) 영어권 저널에 유리하다는 점, 7) 분야별

고문헌 규모의 상대적인 수준을 분모로 삼으므로, 참고문헌이

특성을 고려하지 않았으므로 학문 분야 간 직접 비교가 어렵다

많은 논문으로부터 인용된 경우보다 참고문헌이 적은 논문으

는 점, 8) 타 분야 학술지로부터의 인용도 반영하므로 특정 분야

로부터 인용된 경우를 더 높게 반영한다.

내에서의 중요성을 나타내지 못한다는 점, 9) 각 학술지의 특성

• 하지만 본질적인 한계는 남아있는데, 예를 들어 저널 평가는 다

을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최근 2년의 데이터만 반영하였으

면적인 지표를 활용해야 하고, 인용으로 반영되지 않는 측면을

므로 수치와 순위가 매년 크게 변화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 10)

고려해야 하며, 저널 평가를 연구 성과 평가의 수단으로 직접 활

리뷰 논문 등 장편 논문이 실리는 학술지에 유리하다는 점, 11)

용하는 것은 무리라는 주장이 있다.

인용하는 학술지의 중요도를 반영하지 않으므로 핵심 학술지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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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다.

• 학술연구 성과물의 총체적인 영향력을 기존의 인용보다 다양

• Altmetrics를 노출하고 있는 주요 기관으로는 PLOS (article-level

하고 빠르고 즉각적으로 인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한데,

metrics), NISO, Elsevier, Altmetric.com, PLUM Analytics, Impact-

이것이 altmetrics의 영역이고 도구이다.

story 등이 있다.

• Altmetrics가 캐치하고자 하는 활동들은 검색하고, 읽고, 다운받

• Altmetrics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아직 완성되지 않고 발전 중

고, 주석/코멘트/의견을 달고, 남들에게 공유하고 추천하는 등

이라고 할 수 있다. Altmetrics 서비스는 중앙집중이 유리하지만

의 일련의 활동으로, 그 매체와 활동기반이 되는 SNS 및 서비스

개별 사이트에서도 구현할 수 있으며, Github, Figshare 등의 오픈

플랫폼으로부터 이러한 활동들을 추적하고 기록한 내용을 시

소스, API 및 알고리즘이 공개되어 있다. Altmetrics는 정보와 자

각화하여 보여주는 것이 바로 altmetircs이다.

료를 얼마나 열심히,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구현하는가에 그 효

• Altmetrics의 유형(classes)은 1) 학술활동/코멘트(scholarly activi-

과 정도가 달려있으며, 돈보다 열정이 필요하다.

ty/commentary), 2) 뉴스/매스미디어(news/mass media), 3) 사회적

• 영국 Higher Education Funding Council for England (HEFCE)가

활동(social activity), 4) 재사용(reuse), 5) 법적/거버넌스(legal/gov-

정의한 책임있는 metrics의 요건은 1) Robustness (강건성): 정확

ernance)로 구분할 수 있다.

성과 범위의 관점에서 가장 가능성 있는 데이터에 기반할 것, 2)

• Altmetrics의 9원칙은 다음과 같다. 1) Metrics should be used

Humility (겸손): 정량적인 평가는 정성적인 평가와 전문가 평가

alongside, not as a replacement for, peer review and expert opinion;

를 지원해야 하고 단지 대체할 뿐이라는 것을 인식할 것, 3)

2) Be clear on the question that is being asked; 3) Multiple metrics

Transparency (투명성): 데이터 집합과 분석과정이 개방적이고

tell the most complete story; 4) Metrics should be as simple as possi-

투명하게 유지되어야 하고, 평가된 결과들이 테스트되고 검증

ble; 5) No methodological black boxes; 6) Metrics should be agnos-

가능하게 할 것, 4) Diversity (다양성): 분야에 따른 변형을 설명

tic; 7) Disciplinary differences and other factors must be taken into

할 수 있고 연구시스템을 가로지르는 다양한 지표를 사용할 것,

account; 8) Narratives help to interpret metrics (case studies, etc); 9)

5) Reflexivity (유연성): 지표들의 체계적이고 잠재적인 효과를 인

Ownership and acceptance of metrics by communities (Elsevier,

식하고 이에 대응하여 지표들을 갱신할 것 등이다. HEFCE가 영

Michael Habib, SLA2014).

국의 연구시스템에 관련되는 이해당사자들을 위하여 제시한

• Altmetrics의 장점은 연구의 광범위한 영향(교육, 사회적 소통, 학

‘계량학적 방법론을 사용하기 위한 권고사항’을 참고하는 것이

술적 영향)을 잘 반영한다는 점이고, 단점은 쉽게 조작이 가능

좋다.

하며 의도하지 않는 조작이나 작은 활동도 큰 영향을 미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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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혜민 |

원고편집위원장

● 원고편집 중급교육 (6월~8월 중, 총 10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원고편집위원회에서는 과학 학술
지 편집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편집인이나 학회 관련자, 이 분야

원고편집 중급교육은 기초교육보다 좀더 심화된 과정으로, 올해

의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편집장 및 편집위원, 또 추후 학술지

는 미국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s (BELS) 자격증 취득을 준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비하는 교육과정으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BELS는 국제적인 신뢰도

위해 2016년에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를 얻고 있는 원고편집인 인증 제도로, 생명과학 분야를 대상으로
하지만 특정 편집스타일에 치우치지 않고 일반적인 학술지 교정 방

● 원고편집 기초교육 (1월 13일~3월 16일, 총 8회)

법 및 영문 교정 능력을 시험을 통해 평가하므로 이학, 공학, 사회과

원고편집 기초교육은 전문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 양성을

학 등 다른 분야의 원고편집인에게도 좋은 시험이 될 것입니다. 이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서는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제별

교육은 단순히 BELS 자격증 취득만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

영문 논문을 편집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 영문법, 영문 구두

을 수료하면 각 학술지 분야별 국제적 스타일(APA, AMA, IEEE 등)

점, 구문 분석 등을 공부합니다. 아울러, Table에 대한 이해, 통계와

과 원고편집에 필요한 기본 규칙 및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출판윤리를 비롯하여 원고편집인의 능력 향상을 위해 꼭 필요한 내

기본적인 원고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 원고편집에 대해 관심

용을 심화하여 다룹니다. 구체적인 일정 및 프로그램은 4월 말에 홈

이 있는 초보 원고편집인, 원고편집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을 받지

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할 예정입니다. 국제 자격증 취득 및 원

않고 원고교정 실무를 진행하고 있는 분, 그리고 학회 학술지 담당

고편집 업무 능력의 전문화를 원하시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자 등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교육은 강의, 실습, 과제, 발

를 바랍니다.

표 등으로 이루어지며, 세부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회차

1

● 학회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7월 13일, 1일간) [신설]

교육내용

2016년에는 처음으로, 그간 많은 수요 및 요청이 있어 왔던 학회 학

Manuscript Editor 소개 및 각종 관련 기관 소개, 학술 논문의 종류 및

술지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는 학회

학술지 구성, 참고문헌 NLM 스타일로 작성하기

와 출판사에 속해 있는 학술지 담당자나 학회 업무를 총괄하는 사

2

데이터베이스의 이해 및 검색법, 참고문헌 APA 스타일로 작성하기

3

원고교정 실습, Manuscript style guide 만들기

4

영어 구두점, 참고문헌 ACS 스타일로 작성하기, Table 교정하기

5

PDF 교정보기, 학술지 출판의 A-Z, 참고문헌 IEEE 스타일로
작성하기

6

인용분석의 실제(JCR, SCI IF 계산하기, SCImago 실습), 원고교정
실습 II

작과 관련한 교육 요청이 있을 경우 교육과정을 추가 혹은 신설하

7

Endnote 사용법, 우리나라 논문 검색법, 원고교정 실습 III

거나 해당 분야의 강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

8

ME가 알아야 할 출판윤리, 학술지 관련 최신 정보, 종합시험

심 및 참여 바랍니다.

무장 등 학술지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학술지
출판에 대한 이해, 최근 학술지 동향, 해외 데이터베이스 등재 방법,
투고시스템 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합니다. 구체적인
일정 및 프로그램은 5월 말에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상과 같이 준비한 정규 교육 외에도, 원고 편집이나 학술지 제

9

02. 기

고

오픈 액세스 스펙트럼 평가 도구
Open Access Spectrum (OAS) Evaluation Tool

기

Open Access Spectrum Evaluation Tool은 특정 학술지의 “openness (개방성)”을 평가하기 위한 도구로,
2015년 10월 19일에 시작되었다. 독자들을 위해 여기에 요약하여 소개한다.

고

김 지 은(원고편집위원회 위원) |

프리랜서 (영문번역, 교정)

오픈 액세스 스펙트럼(Open Access Spectrum, OAS) 평가 도구는 논

서 생긴 확실한 견해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의 출판 정책이 각기 다른

문의 “openness (개방성)”을 정량적으로 점수화하려는 목적으로 고안

정도의 “openness”를 보이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OAS 평가 도구

되었으며, 기존의 <HowOpenIsIt?> 가이드를 기반하여 구성되었다

는 단순히 구독료가 있고 없음을 평가하는 것을 넘어, 학술지의 오픈

(https://www.plos.org/open-access/howopenisit/). <HowOpenIsIt?> 가이

액세스 정책을 보다 심도 있게 분석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준다.

드가 특정 학술지의 “open (개방)”부터 “close (폐쇄)”에 이르는 여러 가

OAS 평가는 6가지 범주로 구성되어 있다(Fig. 1). 각 범주는 독자 권리,

지 다양한 출판 정책의 조합들을 서술한다면, OAS 평가 도구는 이를

재사용 권리, 저작권, 저자 게시 권리, 자동 복사 권리 및 가독성이며,

체계적으로 점수화시키는 시스템이라고 할 수 있다. OAS 평가 도구

Fig. 1의 득점표가 보여주듯이 가중 채점 방식이 사용되고 있다. 이 점

가 완성되기까지 기여한 중요한 요소는 오픈 액세스 시장의 급속한

수 등급표는 16개월에 거쳐 여러 학술정보 전문가에 의해 제작되었

성장이다. 이는 학술 논문의 접근성을 증가시켰지만 학술 커뮤니티

다. OAS 팀은 독자 권리와 재사용 권리의 두 범주는 논문의 “open-

사이에 적지 않은 혼란을 야기했다. 예를 들어 많은 학술지가 “오픈”

ness”에 더 큰 영향을 주는 반면, 자동 복사 권리는 최소한의 영향을

이라고 앞다투어 주장하지만 사실상 저자나 구독자가 논문으로 사

주는 것으로 보고 있다. 그 이유는 자동 복사 권리가 없어도 독자는

용할 수 있는 영역을 제한한 상태일 수 있다. 오픈 액세스가 확장되면

PubMed Central과 같은 신뢰할 수 있는 리포지토리에—비록 수동적

Fig. 1. 오픈 액세스 스펙트럼 평가를 위한 득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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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방법일지라도—논문을 저장할 수 있기 때문이다. 범주 내 단계의

유료 학술지도 “openness”에 기여하는 출판정책을 지니고 있기 때문

차이가 대등하지 않은 이유는 단계와 단계를 연결하는 “openness”에

이다. 예를 들어, 저자 자신이 기관 리포지토리에 자신의 논문을 게시

고유한 격차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예를 들면, 12개월 엠바

하는 것과 자동적으로 PubMed Central로 복사하는 것 등을 허락하

고(embargo) 후와 6개월 엠바고 후 구독자 권리 “openness”의 격차가

는 것은 이미 여러 구독 학술지들에서 제공하고 있는 전통적인 정책

12개월 엠바고 후와 하이브리드(hybrid) 정책의 “openness” 격차보다

이다. 그러므로 OAS 평가 도구는 기존의 학술지들도 각자의 방식으

본질적으로 작은 것처럼, 각 범주 내 단계의 차이가 고르지 않기 마련

로 “openness”를 추구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모든 평가 대상 학술

인 것이다.

지는 Scimago, Scielo, Redalyc, Bioline, AJOL 및 DOAJ 등 다양한 데이터

OAS 평가 팀은 학술정보 전문가, 도서관 관계자, 출판 분야의 전문

베이스에서 선정함으로써 지리적과 분야별 다양성을 추구했다.

가,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및 도서관 관련 관계자들

OAS 평가를 통해 평가받은 학술지는 자동으로 “오픈”된 학술지로

과 같은 전문가들로 이루어져 있다. OAS 평가 팀이 학술지를 일차적

간주할 수 있는가 하면 꼭 그렇지는 않다. OAS를 사용하는 이해관계

으로 채점한 결과는 잠정적이며, 확정되기 전 출판사 측에 사전 검토

자마다 오픈 액세스의 각 범주에 대한 가치를 다르게 둘 수 있기 때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 이 과정 중에 출판사는 추가 서류를 제

문이다. 예를 들어, 어떤 기관이 오픈 액세스 선언문을 발표하여 학술

출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OAS 점수가 향상될 수도 있다. 또, 추후 학

지에 게재된 논문을 자신들의 기관 리포지토리에 재배포해야 하는

술지의 출판 정책이 변경될 경우에는 OAS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 현

데, 해당 학술지가 높은 OAS 점수에도 불구하고 타 기관의 리포지토

재까지는 완벽한 점수를 채득한 학술지는 없다. 이는 가독성 범주에

리에 재배포를 금지하는 규정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다. 즉, 이해관계

서 최고 점수를 획득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이 범주 안에 속한 기준

자가 가치의 초점을 어디에 두었는가에 따라 OAS 점수가 전달해주

들을 실현하는 것은 오늘날의 학술 출판사들에게 주어진 제일 큰 숙

는 “openness”의 레벨이 달라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모든 OAS 데이터는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CC

제라고 할 수 있다. 현재 상황으로 가독성 범주에서 높은 점수를 취

BY)에 따라 이용료 없이 누구나 사용이 가능하며, OAS 평가 도구에

득하는 것은 지향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현재 OAS의 웹사이트에서는 오픈 액세스 저널인지 아닌지와 상관

관한 더 많은 자료는 다음 링크에서 찾아볼 수 있다. (http://oaspec-

없이 1,000개 이상의 학술지의 OAS 점수를 제공하고 있다. 이는 많은

trum.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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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편협 소식
제3회 아시안 과학편집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제3회 아시안 과학편집인 국제학술대회(The 3rd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6)’가 Development of Asian STM journals to international level의 주제로 2016년 7월 20일(수)~7월 22일(금), 서울 한국과학기술회

아
편
협
소
식

관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등록 및 초록 마감은 2016년 4월 30일(토)까지이며, 등록비는 미화 400달러(한화 40만 원)이다.
과편협과 아시안과학편집인협의회의 단체회원 및 개인회원에게는 등록비의 50%를 할인한다.
등록 및 자세한 프로그램은 CASE 홈페이지(http://www.asianedito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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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 뉴스
CSE & EASE 2016 학술대회 안내

● CSE 2016 Annual Conference

로 시작될 예정이다. 총 8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일반 세션은 5월 16

CSE (Council of Science Editors) 2016 Annual Conference가 2016년

일, 17일 양 일간 진행되며, 이 기간 동안 전시와 포스터 발표도 동시

5월 14일~17일에 미국 콜로라도 주 덴버 시에 위치한 Grand Hyatt

에 진행된다.

Denver 호텔에서 개최된다. CSE 2016 학술대회는 단기강좌와 BELS

CSE 2016 학술대회에 대한 세부 사항은 다음 학술대회 홈페이지

Exam이 진행되는 이틀간의 pre-conference 이벤트와, 이에 이어지는

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이틀간의 본 행사로 구성되어 있다. 본 행사는 “The Poisoner’s Hand-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events/upcoming-events/2016-

book: Murder and the Birth of Forensic Medicine in Jazz Age New York”

cse-annual-meeting/

의 저자이자 퓰리처 상 수상자인 Ms. Deborah Blum의 기조강연으

해
외
뉴
스

주요 프로그램
Saturday, 5/14/2016

Short course for Journal Editors - part 1&2
Short course for Journal Editors - part 2
Short course for Publication Management

Sunday, 5/15/2016

Short course for Manuscript Editors
Short course on Publication Ethics
BELS Exam
Welcome Reception

Monday, 5/16/2016

Keynote Address: “The Poisoner’s Guide to Communicating Science” by Deborah Blum
General Session (Day 1)
President’s Reception

Tuesday, 5/17/2016

Plenary Addresses: “The Leading Edge of Publishing” by Alex Humphreys, Sarah Tegen, Cassidy R. Sugimoto, and Annette Flanagin
General Session (Day 2)
Awards Luncheon, & Editor-in-Chief Round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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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th EASE General Assembly and Conference

● Program Outline

제13회 EAS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General As-

Plenary speakers

sembly and Conference 가 2016년 6월 10일부터 3일간 프랑스의 아름

Surgery: from research to training and publishing–Prof. Jacques Mar-

다운 도시 스트라스부르(Strasbourg)에서 “Scientific integrity: editors

escaux, IRCAD, Strasbourg

on the front line”를 메인 토픽으로 하여 개최된다. 개최지인 스트라

Role of institutions and editors–Lex Bouter, VU University Amsterdam

스부르는 유럽에서 가장 매력적인 도시 중 한 곳으로 유네스코 세

Plagiarism–Michelle Bergadaà, University of Geneva

계유산으로 선정된 곳이다.

PubPeer: Implications for editors–Boris Barbour, PubPeer, Paris

학술대회는 6월 10일 오후 개회식을 시작으로 진행되며, 개회 이
전에 9일, 10일 양 일간 pre-conference program으로 다섯 개의 단기

Parallel sessions (General Sessions)

강좌가 진행된다. 특히 이 강좌에서는 과편협의 허 선 기획운영위원

Detecting misconduct: screening

장이 “Application of advanced information technology to scholarly

Detecting misconduct: the role of technical and managing editors

journal publishing”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진행한다.

Preventing misconduct: guidelines

10일 오후 개회와 함께 진행되는 기조강연에서는 “Surgery: from

Reducing waste in research and publishing

research to training and publishing”의 제목으로 IRCAD의 Jacques

Managing cases of misconduct

Marescaux 교수의 강연이 진행될 예정이다.

Research on peer review and research integrity
Ethical issues beyond biomedicine

학술대회에서는 일반 세션들과 함께 포스터 세션도 진행된다. 포

Editor certification and raising standards

스터 발표를 위한 초록은 이메일 접수를 받고 있으며(secretary@
ease.org.uk), 제출 기한은 2016년 4월 1일이다.
학술대회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EASE의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Optional courses (Short courses)

수 있다(http://www.ease.org.uk/ease-events/13th-ease-conference-

IT applications for scholarly journals–Sun Huh and colleagues, Re-

strasbourg-france).

public of Korea
How to be a successful journal editor–Pippa Smart, UK
Statistics for editors–Chris Palmer, UK
COPE workshop–Mirjam Cur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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