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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편협 소식

‘편집인 워크숍’ 개최

지난 11월 30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는 역

발행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힐 수 있었다. 또한

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편집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 날 교

미국 Council of Science Editors의 회장 Patricia Baskin과 아시아과학학

육은 2017년 신임 편집위원장을 비롯한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

술지편집인협의회(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의 부회장 Tetsuro

로 하였으며, 총 74명이 참석하였다. 이 날의 워크숍에서는 편집인으

Majima를 특별 초청하여, 과학 학술지 발행과 관련한 최근의 국제 환

로서의 역할 및 학술지 창간 프로세스, 그림과 표의 작성 등 학술지를

경과 peer review 등에 대하여 유익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편집인 워크숍에 참석한 연사 및 교육생들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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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명

2016. 10. 11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KMEC) 출제 검토 회의

2016. 10. 26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시험(EKMEC) 모의 시험

2016. 11. 3

2016-1차 포상위원 회의

2016. 11. 3

2016년 전체위원 회의

2016. 12. 9

2016-5차 임원 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17년 제21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

<단체회원 등재 및 수상 소식>
• 대한암학회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Medline 등재

계학술대회

• 한국한의학연구원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ESCI (Emerging

일시 및 장소: 2017년 3월 24일(금)~3월 25일(토), 백범김구기념관(서울 효창동)

Sources Citation Index), CINAHL (Cumulated Index of Nursing and Allied Health Literature) 등재, KCI 등재 후보지 선정

<신임 편집위원장>
• 김응수(경기대), 한국세라믹학회지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7년 제8회 동계학술대회

• 김우호(서울의대), Cancer Research Treatment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11일(수)~1월 13일(금), 강원도 홍천 비발디파크

2016년 6월~2018년 6월

• 구본권(서울대학교병원), Korean Circulation Journal

• 한국막학회, 제5회 멤브레인 윈터스쿨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19일(목)~1월 21일(토),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진주)

• 천영국(건국의대), The Korean Journal o f Medicine (대한내과학회지),

• 대한암학회, 제9회 대한암학회 동계 workshop

The Korean Journal o f Internal Medicine, 2016년 10월~2019년 10월

일시 및 장소: 2017년 1월 21일(목), 서울성모병원 대강당(B1)

• 한국진공학회, 제52회 동계정기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7년 2월 15일(수)~2월 17일(금), 강원도 횡성 웰리힐리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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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학분야 1종, 보건분야 5종, 종합분야 2종, 공공기관 1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소
식

이학

Journal of Th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한국광물학회지)

김진욱

한국광물학회

보건

Infection & Chemotherapy

이동건

대한감염학회,

Journal of Radiological Science and Technology (방사선기술과학)

임청환

대한방사선과학회

The Korean Journal of Stress Research (스트레스연구)

조성훈

대한스트레스학회

Korean Journal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대한임상검사과학회지)

최승구

대한임상검사과학회

The Korean Journal of Emergency Medical Services (한국응급구조학회지)

김지희

한국응급구조학회

Jo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Costume (복식 服飾)

김문영
정윤주

한국복식학회
한국놀이치료학회

엄융의

한국한의학연구원

대한화학요법학회

종합

Korean Journal of Play Therapy (한국놀이치료학회지)
공공기관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회원현황
• 개인회원 54명
• 단체회원 256학회 324종
• 특별회원 20기관

2017년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교육일정
1월

2월

1/20
- Preconference
workshop 2017-A01
- 2017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3월

4월

3/8, 3/15, 3/22, 3/29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2017-M01

4/5, 4/12, 4/19, 4/26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2017-M01

3/9
출판윤리 포럼
2017-E01

4/22
편집인 워크숍
2017-A02 (대전)

5월

6월

6/15-16
출판윤리 워크숍
2017-E03/04

3/10
워크숍 2017-E02
7월

7/13, 14
원고편집인 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2017-M02

8월

9월

10월

11월

10/19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
2017-M03

11/18
제2회 한국 원고편집인
자격증 시험

10/28
편집인 워크숍 2017A03 (부산)

11/30
편집인 워크숍
2017-A04

12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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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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data policy를 학술지에서 적용하는 예
기
허 선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

한림의대 기생충학과

Open data policy는 해외에서는 극히 일부 학술지에서 채택하고 있

이 임상시험 공개 정책도 Open data policy 가운데 하나이다. 이런

으며, 채택하였다 하더라도 권장 사항이지 강제 조항은 아닌 경우가

정책을 펴는 목적 중 하나는 자료를 공개하여 심사위원뿐 아니라 누

대부분이다. 대표적인 예가 PLOS One을 비롯한 PLOS 시리즈 8종 학

구라도 다시 분석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으로, 이를 통해 발표 후라

술지이다. 이 시리즈는 Public Library of Science에서 발행하며 PLOS

도 통계의 오류 여부에 대한 확인 및 수정이 가능하여 자료 자체의

One, PLOS Biology, PLOS Medicine, PLOS Computational Biology, PLOS

신뢰도를 높일 수 있다. 또한 이런 자료를 공유하여 메타분석에 활용

Currents, PLOS Genetics, PLOS Pathogens, PLOS Neglected Tropical Dis-

함으로써 더 다양한 자료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것도 큰 목적이다.

eases에서 다양한 분야를 다루고 있는데, 이 중 PLOS ONE은 종합 학

그렇다면 이런 정책에 동의하여 우리 학술지도 open data policy를

술지로 과학성만 문제가 없으면 독창성은 따로 보지 않고 게재한다.

채택하고 이를 투고 규정에 넣으려면 어떻게 기술하는 것이 필요할

이외 국내에서는 필자가 편집을 맡고 있는 Journal of Educational Eval-

까? 이미 도입한 국내 학술지에서 기술한 예를 보면 아래와 같다

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http://jeehp.org/)에서 2016년 3월에 도입하

(http://jeehp.org/about/access.php).

였다. 이런 학술지에 투고할 때는 raw data를 학술지에 기탁하거나
Harvard Dataverse (https://dataverse.harvard.edu/)와 같은 자료 저장소

Open data policy

(repository)에 기탁하여야 한다. 특별히 저자가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
It also follows the open data policy according to PLoS One data avail-

가 있다면 편집인과 협의가 가능하다.
최근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ability (http://journals.plos.org/plosone/s/data-availability). For clarifi-

는 “Data Sharing Plans: A Requirement of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cation on result accuracy and the reproducibility of results, raw data or

Medical Journal Editors”를 제안하고 각 의학 학술지 편집인의 의견을

analysis data should be deposited to a public repository for example,

수렴하고 있다. 이는 임상시험 등록(clinical registration) 결과를 투고

Harvard Dataverse (https://dataverse.harvard.edu/) and Figshare

할 때 임상시험 자료를 공개할지 여부를 학술지마다 선택할 수 있도

(http://figshare.com/). and the address should be described in the

록 하는 정책이다. 임상시험은 환자의 안전과 관련된 민감한 내용이

Methods section. If a public repository is not available, they should be

므로, 학술지마다 정책을 정하여 어느 수준까지 공개할 것인지 아니

submitted to the journal. If the data is already a public one, its URL site

면 전혀 공개하지 않을 것인지를 정하고 공표하도록 하는 것이다. 이

or sources should be disclosed. If data cannot be publicized, it can be

런 자료 공개를 통하여 조금 더 투명하게 자료를 해석하고 오류를 최

negotiated with editor. If there are any inquiries on depositing data,

소화 할 수 있다고 여긴다. 과연 국제적으로 저명한 의학 학술지들에

authors should contact the editorial office.

서 이런 정책을 어느 정도까지 받아들일지 모두가 관심을 기울이고
여기서 PLoS One data availability를 따른다고 기술한 것은, 다른 곳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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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을 도입하여야 할 것이다. (https://ec.europa.eu/research/participants/

에서 이런 내용을 기술한 것을 찾지 못하여서이다.

data/ref/h2020/grants_manual/hi/oa_pilot/h2020-hi-oa-pilotguide_
en.pdf).

이 정책을 받아들여서 안내를 하고 시행할 지의 여부는 지금으로

기
고

서는 편집인이 편집위원회나 학회와 상의하여 정하면 충분하나, 앞

예외도 있으나 큰 흐름상 open access 정책과 함께 open data 정책을

으로는 논문 공개를 골자로 하는 현재의 open access 정책에서 한 발

채택하도록 권장하고 있는 유럽의 정책을 과연 우리 정부도 따라갈

더 나아가 자료의 공개 역시 중요한 이슈가 될 것이다. 특히 공공기금

지, 귀추를 주목한다.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는 이미 정부보다 먼저

을 받아서 산출한 연구 논문에서는 필수가 될 수도 있을 것이다. 아직

open access 정책을 대부분 따라가고 있으나, open data 정책 역시 이처

국내에서는 정부도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고 있고 이런 것을 주창하

럼 선도할 수 있을지 각 편집인과 학회의 판단이 궁금하다. 철저히 각

는 전문가 집단도 보이지 않지만, 이미 유럽에서는 2020년부터 공공

학술지의 정책과 관련된 문제이기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금으로 이루어진 연구 논문은 출판 즉시 공개하도록 하는 open ac-

에서는 open access나 open data 정책에 대하여 어떠한 공식적인 입장

cess 정책을 펴고 있어 우리나라 정부도이에 뒤떨어지지 않기 위한 정

도 없으며, 온전히 각 학회가 판단하여야 할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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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시딩(proceeding), 학계의 관행이라고 치부하기엔
문제가 있다

기
고
황은성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Astrophysical Journal Paper Retracted for Plagiarism
Tuesday, November 24, 2015 - 15:58
Prompted by an inquiry sent to us on 14 November 2015, The Astrophysical Journal (ApJ) has conducted an editorial review of the publication
of “Axisymmetric, Nonstationary Black Hole Magnetospheres: Revisited” by Yoo Geun Song &Seok Jae Park, 2015 October 10, ApJ, Vol. 812, No. 1,
Art. 8. This statement includes the review's findings and recommendations.
Song & Park (2015) draws extensively from an earlier publication by Dr. Park, "Stationary Versus Nonstationary Force-Free Black Hole Magnetospheres," in Black Hole Astrophysics 2002: Proceedings o f the Sixth APCTP Winter School (World Scientific Publishing Co., 2002). In fact, the differences are modest, mostly confined to an alternate formulation of the analytic results, and could raise the question of copyright violation. Park
(2002) is not part of the peer-reviewed literature, and scientists frequently use a conference proceeding as the rough draft of a subsequent submission
to a professional peer-reviewed journal. However, in this case the overlap between the 2002 book chapter and 2015 paper is exceptionally large.
...
In view of these findings, the reviewers have recommended that the Editor-in-Chief issue a retraction of Song &Park (2015).
(https://aas.org/posts/news/2015/11/astrophysical-journal-paper-retracted-plagiarism)

송유근 군은 지도교수가 2002년에 프로시딩으로 발표한 것에 공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문제될 것이 없지 않은가? 그럼에도 두 문

식만 조금 바꾸어 넣고서 Astrophysical Journal에 투고하여 논문을

건에 중복이 많다는 이유를 들어 철회를 결정한 것은 무엇을 의미

발표하였다. 그러나, 국내에서 이중게재의 시비가 일어났고, 이에 저

하는가? 프로시딩을 말 그대로 단순히 초안으로만 보지 않았음을

널에서는 editorial review를 개최하여 송군의 논문을 철회하고 말았

것을 뜻하는 것이다.

다. 위의 밑줄 친 부분은 그 철회의 변인데, 요점은 ‘과학계에서는 프

국내외 많은 학회들이 학술대회를 하면서 프로시딩 북(proceed-

로시딩을 정식논문의 초안(draft)으로 본다’고 하면서도 이 경우에

ing book)을 발간하고 있다. 과거에 비해 많이 줄었다고 하나 여전히

는 ‘중복이 심하여’ 곤란하다고 한 것이다. 프로시딩이 정식 논문 이

공학계열을 비롯한 여러 학술대회에서 대회 책자를 프로시딩 북으

전의 초안이라면 이를 투고 학술지의 형식에 맞추는 작업을 거쳐

로 발간한다. 이들 프로시딩은 많은 경우 정식 논문의 형식을 취하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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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을 뿐 아니라, 인터넷에 아무 제한 없이 공개되는 경우가 적지

슷하게 한국전기전자학회도 연구윤리규정에 ’단, 학술대회에 발표

않다. 이렇게 공개된 문건을 바탕으로 하거나 또는 초안으로 삼아

된 논문의 내용은 논문지 투고논문에 일부 중복 가능함‘이라는 중

정식 논문을 투고, 발표한다면 송유근 군의 경우와 같이 이중게재

복출판 예외규정을 두고 있다(https://ikeee.jams.or.kr/co/com/Egov-

의 비난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수년전 네이처지에 게재된 한 글

Menu.kci?s_url = /sj/config/soceHomePgConf/guide/sjGuidNewView.

에 기술된 바 “We would expect that results, discussion and the abstract

kci?guidSeq = 000000000009&s_MenuId = MENU-0000000000

present novel results. (Reich ES, Nature 2010;468:745)”와 같이, 내용의

11000&s_tabId=1&accnId=AC0000000002). 그런데, 여기에는 두 가지

독창성과 신규성이라는 과학논문으로서의 중요한 덕목이 손상되

위험이 도사리고 있다. 첫째, IEEE 또는 한국전기전자학회의 학술대

었기 때문이다. 결국, 정성 들여 연구하고 프로시딩에 실었던 데이터

회의 프로시딩을 IEEE의 학술지 또는 한국전기전자학회 학술지에

를 정작 정식 논문에는 발표하지 못한 채 잃어버리고 마는 결과가

게재하는 것은 이러한 editorial policy로 보호받을 수 있지만, 자신의

발생할 수 있다. 이는 과거로부터 발간되어 온 수많은 프로시딩들이

학술대회가 아닌 다른 학술대회의 프로시딩 북에 실었던 논문도

사라진 한 이유이기도 하다.

이들 학술지에서 재사용이 가능한지 여부는 불분명하다는 것이다.

학술대회들이 프로시딩을 발간하는 데에도 타당한 이유는 있

예를 들어 한국전기전자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된 프로시딩의 내

다. 연구 결과를 학술지의 논문을 통해 세상에 공개하려면 너무 시

용을 IEEE의 학술지에 논문으로 게재한다면, 이중게재가 아닌 것

간이 지체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투고에서 학술지 발표까지 1년이

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 둘째는, 송유근 군의 예와 같이 프로시딩

넘게 걸리는 경우가 아직 있는가 보다. 이러한 이유에서 국제적인 권

에 대한 학계의 인식이 그리 곱지만은 않아서, 프로시딩과 학술지

위를 가지고 있는 극제전기전자공학회(Institute of Electrical and

논문 간에 중복이 심하면 거부되거나 철회될 위험도 고려해야 한

Electronics Engineers, IEEE)도 여러 분야의 학술대회를 열면서 프로

다는 점이다.

시딩 북을 발간하고 있다. IEEE는 ‘Call for abstract’ 대신에 ‘Call for

이에 관련해서 국내 학자들의 고민과 우려가 자못 큰 것 같다. 첫

papers’를 공지하고 있고, 제출된 문건에 대해서는 peer review를 거

째, 학술대회에 참가하면서 프로시딩을 발표하는 일, 둘째, 프로시

쳐 프로시딩 북을 제작한다. 그러므로, 스스로 프로시딩의 문건을

딩에 데이터를 싣는 일, 셋째, 프로시딩에 실었던 데이터를 학술지

독립적인 논문으로 인정을 하고 있다(국내 많은 학술대회들도 이러

논문에 재사용하는 일들에 대한 염려이다. 필자의 생각에 이러한

한 형식을 취하면서 손쉽게 논문 실적을 만들어 내는 경우가 있다

우려를 해소하는 가장 원천적인 방법은 학술대회에서 프로시딩 북

는 혐의를 부인할 수 없을 것이다). IEEE가 이런 관행을 가지고 있는

을 만들지 않는 것이다. 초록만을 접수 받아 공개하는 것이다. 이것

것은, 그 분야의 학문과 정보의 발전이 매우 빠르므로 시간이 걸리

은 ‘현장에서의 정보 교류‘라는 학술대회의 기본 목적에도 잘 맞는

는 정식 학술지 논문 발표를 통한 정보 배포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

다. 그렇지 않다면, 학회가 나서서 그 분야의 학자들이 합리적으로

함이라고 한다. 그럴듯한 얘기다. 국내의 학술대회들도 이러한 이유

받아들일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 회원 학자들이 걱정하지 않고 프

로 프로시딩 북을 만들어 배포하는 것은 좋다.

로시딩과 논문을 발표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어야 한다. 우선 IEEE

그런데, 여기에는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가 있다. 프로시딩은 서

또는 한국전기전자학회의 경우와 같이, 그 학회 내부에서만이라도

너 페이지 안팎으로 워낙 짧기 때문에 연구의 스토리 전부를 담기

안심하고 정보를 공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시급하다. 또한, 내부

에는 부족하다. 정식 논문으로 full story를 발표할 필요가 있다. 그래

에서뿐 아니라 그 분야의 학계에서, 나아가서 모든 학계 전체에서

서, IEEE는 프로시딩에 발표한 내용의 일부를 가지고 정식 논문으

받아들일 수 있는 합리적이고 공통된 제도가 만들어져야 한다. 국

로 만들어 자신의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다. 이것이

내의 관련 학회들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할 필요가 있다.

‘학문이 전개되는 과정’이라고 editorial policy에서도 밝히고 있다.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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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회 한국원고편집인 자격시험 실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에서 올해 최초로 한

원고편집인이 알아야 할 기초지식 등의 문제가 출제되어 국내 학술

국원고편집인자격증(Korea Manuscript Editor Certification, 이하

환경에 적합한 원고편집 핵심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테스트하였

KMEC) 제도를 도입함에 따라, 지난 11월 19일 제1회 자격 취득 시험

다.

을 실시하였다.

제1회 시험인 만큼 지원자들의 수준이 높아, 문제의 난이도가 낮

원고편집인 자격 제도는 해외의 학술환경에서는 이미 정착되어,

지 않았는데도 높은 평균 점수를 보인 것이 이번 시험의 특징이었다.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ences (BELS), American Medical Writers As-

해외 자격증 소지 등의 자격요건을 충족하여 무시험으로 자격증을

sociation (AMWA),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등의 여러 권위 있
는 기관이나 편집인 협의체에서 적절한 자격 요건을 갖춘 원고편집
인에게 자격증을 부여하고 있다. 국내의 과학 학술지들 역시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 하는 과정에서 학술지의 형식과 체제가 중요한 평
가 지표로 작용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과학 학술지 분야를 중심으로
원고편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과 더불어 원고편집인의 활동이 급속
도로 증가해 왔다. 그러나 기존에 원고편집인의 역할 및 자격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없어 이러한 기준의 확립과 적절한 교육에 대한 필요
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에 과편협에서는 2015년에 자격제 시행을 위한 기초연구를 통해
정책의 수요와 타당성 검토 사업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에 따라 국내
학술지 현황에 적합한 원고편집인 자격증 제도를 개발하여 출제 및
관리위원회를 구성하고 자격 시험을 주최하게 되었다.
지난 11월 19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 한림홀에서 개최된 이 시험
에는, 제1회 시험이라는 점과 까다로운 응시 자격에도 불구하고 여러
학술지의 편집장, 학회 관련자, 전문 원고편집인 등 총 50명이 지원하
였으며, 96%의 응시률을 보여 과학 학술 편집 분야에 대한 높은 수요
를 알 수 있었다. 2시간 반 동안 진행된 이 시험에서는 원고편집 실무
와 과학기술 논문에 대한 이해, 출판 윤리 및 저작권, 출판 관련 기술
및 용어, 데이터베이스 및 인용지수, 기본적 국영문 교정 능력 및 기타

< 사진 1 > 제 1회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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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 3 > 2016년 11월 24일자 동아일보 A32면 머리기사.

< 사진 2 > 집중하여 시험을 치르고 있는 응시자들.

취득한 11명을 제외하고 응시자 중 78%가 커트라인인 70점 이상으로

분야에 대한 학술계 및 언론의 뜨거운 관심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합격하여, 총 40명의 원고편집인 국내자격증 최초 소지자들이 배출
되었다. 합격자에게는 개별적으로 합격 통보 및 자격증이 전달되었으

매해 개최될 이 시험을 통해 배출된 원고편집인들은 과학 분야 출

며, 특히 가장 우수한 성적을 보인 합격자에게는 2017년 베이징에서

판에서의 전문 핵심 역량을 인정받는 것은 물론, 과편협을 통해 국내

개최 예정인 International Society of Managing & Technical Editors

외의 여러 교육 및 원고 편집과 관련된 최신 동향 등을 지속적으로

(ISMTE) 참가비 및 항공료 등이 지원될 예정이다. 전체 합격자 명단

제공받고 유익한 정보나 의견을 활발히 교환함으로써 전문성을 더

은 과편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욱 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이러한 자격증제의 정착을 통해 더 넓게는

(http://kcse.org/certification/search_CeMEditor.php).

학술 출판 및 편집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과학

특히, 11월 24일자 동아일보에 이 시험에 대한 과편협 교육연수위

학술지들이 국제적인 학술지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계기가 될 것

원장 허선 교수의 인터뷰 기사가 비중 있게 보도되어, 학술 원고 편집

으로 기대한다.

10

News Letter

pISSN 2288-8063 / eISSN 2288-7474

http://www.escienceediting.org

VOL. 3, NO. 2, August 2016

Editorial
65 Key references
Kihong Kim

Review
67 Editing and publishing activities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during the first fifty years since its inauguration in 1952
Yoon Suk Koh

Original Articles
80 Increasing number of authors per paper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apers
Hyunju Jang, Kihong Kim, Sun Huh, Hyungsun Kim
90 Patterns of citation when Korean scientists cite other Korean scientists
Yeonok Chung, Kihong Kim
94 Current status of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 listing of Korean medical journals and effect of PubMed electronic

publication ahead of print to their impact factors
Jae Jun Shim, Byung-Ho Kim
100 Status of digital standards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 2016
Geum Hee Jeong, Sun Huh

Case Study
105 Taiwan Government’s scientific journal supporting policy
Hsiu-Ching Hsu, Wei-Hsing Tuan

Training Material
109 Using the Crossref Metadata API to explore publisher content
Rachael Lammey

Essay
112 Scientific publishing in the Asian century: an international perspective
Youngsuk Chi

©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http://kcse.org)

11

제20호

pISSN 2288-8063 / eISSN 2288-7474

http://www.escienceediting.org

VOL. 3, NO. 2, August 2016

Meeting Reports
116 Report on the 2016 Short Course for Journal Editors at the Council of Science Editors annual meeting
Soo Young Kim
119 International Society of Managing and Technical Editors’ Asian Conference 2016
Hyun Jung Yi
122 What can Asian editors contribute to European editors?
Sun Huh

Science Cartoon
125 Big lab vs. small lab
Beom Sun Chung, Jungsik Park, Min Suk Chung

©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http://kcse.org)

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