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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대 신임회장 취임사

안녕하십니까? 한국과학학술지

사로는 매년 학술대회를 비롯하여, 워크숍, 포럼, 세미나 등을 100회

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의 제3

이상 개최하여 약 4천 명 이상의 편집인이 참석하였습니다. 또한 작년

대 회장으로 취임하게 된 인하대학

부터는 국내 최초로 원고편집인 자격증 제도를 만들고 자격시험을 시

교 김형순입니다.

행하여 자격 있는 전문 원고편집인을 배출해 내고 있습니다.

2011년에 과편협이 설립된 후 우

학술지는 디지털화되어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편집인들은 저마다

리나라 학술지의 발전을 위하여 각

의 학술지를 국제적인 저널로 만들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국내의

고의 노력을 기울여 오신 진정일 초

학술지 편집인과 원고편집인들은 학술지의 open access 정책, 저작권

대 회장님 및 하종규 2대 회장님과

에 대한 이해와 관리, 논문 심사에 대한 수준 향상과 투명성 제고 등

여러 과편협 임직원들의 노고에 먼

은 물론, 논문의 투고와 심사, 교정, 학술지 배포 및 유통 등에 이르기

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과편협 창립에 참여한 이후 기획위

까지 지속적으로 진화하고 있는 시스템을 반드시 숙지하고 공유해

원회 위원장에 이어 부회장을 지낸 바 있습니다.

야 하는 시점에 있습니다. 저는 우리 한국 학술지가 당면한 어려운 상

과편협은 2016년 12월 기준으로 단체회원 학술지 323종(학술단체

황에 대한 깊은 인식 하에, 우리 편집인들이 직면한 어려움을 해소하

및 기관 261개), 개인회원 54명과 특별회원 20기관으로 이루어진 단체

고 경쟁력을 확충하여 우리 학술지들이 세계적인 학술지로 발전할

입니다. 과편협은 과학 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한국에서 발행되는 과학 학술

과편협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1) 과학 학술지 편집인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 증진을 위한 사업, 2) 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사업, 3) 과학 학술 논문의 심

지난 5년간 진정일, 하종규 회장님의 훌륭한 리더십으로 과편협은

사와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교육, 4) 과학 학술지의 국내·외 색인 데이터

이제 안정 단계로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과편협은 뉴스레터와 Sci-

베이스 등재와 관련된 교육, 5) 과학 학술 논문과 학술지의 연구윤리

ence Editing 학술지 등을 통해 대내적으로 편집인의 활동을 진작시키

및 출판윤리에 관한 연구 및 배포 사업 등입니다. 이러한 사업을 효과

고 협의회원 증대에 노력하는 동시에, 국제적으로는 유관단체인 CSE

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CSE, EASE, CrossRef, COPE (Committee

(Council of Science Editors), EAS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

on Publication Ethics) 등 해외의 학술지 출판 관련 단체나 기관으로부

tors), CrossRef 등과 함께 왕성한 활동을 하였습니다. 과편협이 이뤄낸

터 새로운 정보를 끊임없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과

가시적인 성과로는 국내외 학술 행사를 통한 과학 학술지 저변 확대

편협 임원들이 여러 국제 학술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석

를 꼽을 수 있겠습니다. 국제 행사로 2014년과 2016년의 2회에 걸쳐

해야 하며, 해외 주요 기관들로부터 외국 강사를 초청하여 국내의 편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을 개최하였고, 국내 행

집인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진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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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은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와 워크숍/세미나의 등록

집인들의 많은 참여를 유도하고자 하고 있으며, 아울러 편집인 교육

비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원으로는 적자 상태일

에 해외의 유명 학술지 출판 관련 전문가를 초청하려고 합니다. 과편

수 밖에 없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저는 과편협의

협에서 올해 주최하는 워크숍 및 포럼들은 주변 환경과 여러 상황을

회장으로서, 국내의 학술지 편집인들께 과편협이 주관하는 유익한

고려해서 학술지와 관련한 새롭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정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학술지 출판과 국제 학술지 데이

초점을 맞추게 될 것입니다.

터베이스 등재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싶습니

과편협의 발전은 회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에 달려 있

다. 또한 출판사를 비롯하여 학술 편집 관련 기관에서 활동하고 있는

다고 생각합니다. 과편폅의 문은 항상 회원 여러분에게 열려 있습니

원고편집인들이 정기 워크숍에 참석함으로써 주요 이슈를 공유하고

다. 저는 여러분의 조언과 성원을 받아 과편협과 국내의 학술지가 더

역량을 강화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과편협은 2017년에 학술지 편집인과 원고편집인 등을 대상으로 10
개의 워크숍과 포럼을 진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특히 금년에는 서울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 협의회 회장 김 형 순

이 아닌 지역들(대전, 부산)에서 워크숍을 진행하여 다양한 지역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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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도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지난 1월 20일에 제7차 2017년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192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특강,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개회사 하종규 회장

정기총회는 하종규 회장의 개회사로 시작되었다. 이어서 여러 분야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이 시상에서는 PLoS One 학술지에
‘Characteristic of Retractions from Korean Medical Journals in the KoreaMed Database: A Bibliometric Analysis (PLoS One 2016;11:e0163588)’를 발표하여
과학 학술지 발전에 기여한 책임저자 김수영 교수(한림대 강동성심병원)가 학술상을 수여 받았으며, 지난 1년간 Science Editing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논문의 저자인 고윤석 서울대 명예교수가 논문상을, 2015년도 SCOPUS 학술지 중 뛰어난 역랑을 발휘한
단체회원인 생화학분자생물학회 BMB Reports, 한국영양학회와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가 공동발행하는 Nutrition Research Practice 학술지가
Elsevier상을 수상하였다.
허선 기획운영위원장이 2016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결산 (안), 2017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안), 임원선출, 개인·특별회원인준
(안), 회칙개정 (안)을 의제로 제안하였으며 모두 승인 처리되었다. 홍순원 감사는 감사보고를 통해 “적극적으로 국제학술행사에 참여할 수 있도
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며, 편집인 워크숍을 늘리고 특히 ‘학회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을 신설하여 국제 규격에 맞는 학술지로 발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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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영 교수, 학술상

고윤석 교수, 논문상

생화학분자생물학회 BMB Reports

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 공동발행 Nutrition Research Practice

한편 2014년도 선출된 2기 임원진의 임기가 종료됨에 따라 새로운 임원이 선출되었다. 제3대 회장은 회칙에 의거하여 김형순 부회장이 신임
회장이 되었고 부회장과 감사는 추천을 받아 거수투표를 통해 선출되었다. 이 날 선출된 3기 임원은 2020년 1월까지 3년간 과편협을 이끌어갈
예정이다.
<3기 임원명단 (임기: 2017년 1월-2020년 1월)>

회 장: 김형순 (인하대 신소재공학부)
부회장: 허선 (한림대 의과대학 기생충학교실)
감 사: 권호정 (연세대 생명공학과), 홍순원 (연세대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상임위원장: 기획운영위원장 황은성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육연수위원장 김수영 (한림대 의과대학 가정의학과)
출판윤리위원장 윤철희 (서울대 농생명과학부)
정보관리위원장 서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출판위원장 김기홍 (아주대 물리학과)
대외협력위원장 최재석 (경상대 전기공학과)
원고편집위원장 조혜민 (인포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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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3기 임원진

과편협 회장 이·취임식

올해의 특강은 김수경 교수(한밭대)가 초대되어 오픈 데이터의 현황에 대해 유익한 강의를 진행했다. 학술대회에서는 학술지 편집 및 출판
과 관련된 주제의 포스터 6편이 전시되었으며, 4명의 구두 발표로 진행되었다. 우수 포스터 및 구두발표 수상자는 아래와 같다.

부문

제목

우수 포스터상
우수 구두발표상

저자

Altmetrics in Open Science
Increasing number of authors per paper in Korean science and
technology papers

데이터 분석 기반 Open Science 특강 (김수경 교수)

정영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장현주 (엘스비어코리아)

2017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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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 Preconference Workshop & 학술대회 특강 발췌 요약

김 지 희 (과편협 정보관리위원) |

2017년 1월 20일 오전에 개최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

강원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

다 먼저 공개되면 저자가 피해를 입을 수 있다.

하, 과편협)의 2017 Preconference Workshop에서는 <전문가 심사 (Peer

• 따라서, 전문가 심사자는 원고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철저히

review)>와 <게재 철회와 오류 보고 (Retraction and erratum)>의 두

관리해야 하며,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원고에 대해 공개적으로

가지 주제에 대한 전문가들의 발표가 있었다. 여기에 이에 대한 간단

논의하거나 원고 내용을 도용 또는 전용해서는 안 된다.
• 전문가 심사자는 개인적인 목적으로 원고를 보관해서는 안 되

한 요약을 소개하고자 한다.

며, 심사를 완료한 후에는 원고를 파기해야 한다.

I. 전문가 심사(Peer Review)
제목
좋은 심사 제도 운영
Peer review 개요
국내외 학술지의 심사규정 소개
영어 논문 심사평 작성법

• 전문가 심사자는 심사 의뢰를 받으면 수락 여부를 즉시 통보하

강사
한동수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최재석 (경상대학교 전기공학과)
장재화 (인포루미)
황윤희 (컴팩스)

고, 주어진 시한 내에 심사평을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심사
평은 건설적이고, 정직하고 정중해야 한다.
• 전문가 심사자는 원고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공표해야 하며, 이
해관계가 있을 경우 해당 원고의 심사를 반려해야 한다(ICMJE
guideline, Korean 2013).
• 전문가 심사자의 조건으로는 40세 이하로, 우수한 기관에 소속

1. 좋은 심사 제도 운영과 peer review 개요

전문가 심사란 무엇인가?

되어 있으며, 통계와 역학을 수련한 경우가 바람직하다.

동일 분야 연구자로부터 연구방법 및 결론 등을 정밀하게 심사
심사자의 올바른 자세는 교육적이고 건설적이며, 기한 내에 심사를

받는 과정이다. 이는 학문적 연구분야에서 필연적이며, 가끔은 더

하고, 투고 결과와 내용의 비밀을 보장하는 것이다. 또한 이해관계나

디고 비효과적이라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도 있다.
전문가 심사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논란을 피해야 하고, 본인의 분야에 맞는 논문에 대한 심사를 해야 하

• 과학적 원고의 기본과정이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선정된 1-3명의

며, 중복출판이나 표절에 대한 적절한 지적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심사 원고는 일반적으로 표지,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심사자를 위촉한다.

Acknowledgement, 그림, 그래프, 표, 참고문헌의 순서로 되어 있는

• 전문가 심사 결과에는 책임이 없고, 심사 기한 제시와 준수가 필

데, 서론에 연구 중요성이 충분히 언급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원

수이다.
• 투고자는 전문가 심사자를 모르며, 전문가 심사자를 위한 안내

고를 검토하고 답변서를 작성할 때는 우선 저자에 대한 예의를 갖
추어 원고에 대한 칭찬을 하고, 중요한 사안부터 지적한다.

자료를 제공해야 하고, 금전적 보상을 받지 않는다.
•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는 비공개 교신으로 저자의 개인 기밀에

전문가 심사의 문제점은 각 학술지마다 기준이나 방법이 다르고,

속하는 자산이며, 원고 내용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정한 시기보

주관적이거나 편견이 개입할 수 있으며, 교육적인 부분을 충족시키
6

News Letter

제21호

• Elsevier 심사 가이드라인

지 못 할 수 있고, 오류가 있을 경우 파악이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Originality면에서 논문이 새롭고 흥미로워 출판할 만한가, 새 지

시간 지연 및 고비용 등의 문제도 있다.

식을 제공하는가, 논문이 학술지의 기준에 맞는가, 연구 주제가 중
전문가 심사의 역사적 고찰을 몇 가지 소개하고자 한다.

요한가, 주제 분야에서 상위 25%에 해당하는 수준인가를 주요하게

전문가 심사를 받지 않은 논문으로는 1951년 < Nature >에 게재

살핀다.

된 Watson과 Crick의 논문 < DNA의 구조 >가 있다.
Bell 연구소의 Jan Hendrik Schon의 논문은 < Science > 와 < Na-

• BMJ 심사 가이드라인

ture >에 각각 게재되었는데 (1998-2001), 출판된 이후 거짓으로 판명

논문이 중요한 가치를 갖는가, 독자들에게 더 좋은 결정을 하도

되었다. Igor and Grichka Bogdanov의 이론 물리학 논문도 1999, 2002

록 하는가, 현존하는 지식을 충분히 제공하는가, 논문이 잘 이해되

년 게재한 논문이 잘못된 논문으로 판명되었다.

고 올바른가, 분명한 내용을 전달하는가를 심사한다.

학술지로부터 거절되었다가 후에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은 논문
들도 있다. 1937년 Krebs와 Johnson의 논문은 < Nature >에서 중요

• IEEE 심사자 체크리스트

성을 인정받지 못해 거절되었다가 네덜란드 학술지 < Enzymologia>

논문이 4,000자를 넘지 않고, 그림은 10개 이내, 참고문헌은 12개

에 게재되었는데, 1953년 노벨상을 받았다. 1973년 Black와 Scholes의

이내여야 하며, 원고에 각각의 저자 약력과 이메일을 기재해야 한다.

논문은 여러 차례 거절되었다가 <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에
3. 영어논문 심사평 작성법

게재되었고 역시 노벨상을 수상했다.

심사평은 객관적이고 편견이 없이 동료의 측면에서 작성하고, 지
2. 국내외 학술지의 심사규정 소개

나치게 심한 비평을 하지 않는다. 심사평은 초록, 서론, 방법, 결과 및

대표적인 학술지의 심사규정은 다음과 같다.

고찰, 결론에 대해 항목별로 작성한다.
동사의 선택은 다음과 같은 단어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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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etraction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 (by COPE)

II. 게재 철회와 오류 보고 (Retraction &
Erratum)
제목
Erratum & Retraction 개념 및 처리기준
발행된 논문을 어떻게 수정/취소하는가?
데이터베이스에서 Retraction & erratum
처리 방법

• 연구결과에 신뢰가 가지 않거나, 데이터 조작 같은 위법행위가
있거나, 계산 오류, 실험 오류 같은 진실성 문제에 대한 명백한

강사
장재화, 조혜민, 홍혜미, 황세희
권현정, 장수희
이성욱, 김연욱

증거가 있을 때
• 중복 게재와 같이 연구결과가 적절한 상호참조, permission이나
정당한 사유 없이 이미 다른 곳에서 출판되었을 때
• 표절로 간주될 때
• 비윤리적인 연구일 때

1. 게재 철회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 Retraction이란 출판된 논문을 저자/편집인/출판사/권위 있는 대

5. Error가 확인되었을 경우의 처리

리인이 공식적으로 취소하는 것으로 오류의 범위가 넓고, 결론

• Erratum 작성

부분이 유효하지 않거나, 재현할 수 없는 연구, 과학적으로 위법,

• Journal 웹사이트의 해당 원고 부분에 오류가 있음을 표시

또는 이중게재의 문제를 가진 논문 등에 적용한다.

• PDF의 처리- PDF를 변경하지 않는 예
- PDF를 수정하는 예

• Withdrawal은 게재 승인되거나 e-pub으로 출판되었는데 권/호/
페이지 정보를 가지고 정식으로 출판되지 않은 in press 논문에

- PDF를 수정하고 수정된 PDF라는 것을 표시하는 예

오류가 있거나 출판윤리를 어긴 경우(중복투고, 저자됨 위반,

- PDF에 erratum 파일을 결합하는 예

표절, 데이터 조작 등)에 해당한다(by Elsevier).

- 첫 페이지에 오류 note + 원 PDF + erratum으로 표기하는 예
• Erratum과 retraction 발행 시 반드시 기사를 발행하는 이유와

• 철회한 논문 파일을 제거하거나 저널에서 논문이 철회되었다
는 것을 알리는 PDF로 대체한다.

결정된 사항은 무엇인지를 표기한다.
- 원 저작물의 서지정보 명시, 원 저작물의 doi 표기
- Retraction일 경우 저자가 retraction 게재에 동의했는지, 취소

2. 오류 보고와 관련된 용어의 정의

Erratum은 아주 작은 오류가 발생할 경우 수정하는 것을 말한다.

사유에 동의했는지 표기

• Fact error, honest error

- 제목 작성 시 원 저작물에서 변동된 것임을 분명히 표현

• Erratum: 출판과정의 오류(production error)

- 목차에 포함시키고, 새로 발행되는 erratum, retraction 기사에

• Corrigendum: 저자의 오류(author error)

도 doi 부여

• Correction은 오류를 수정하는 것을 의미하며, corrigendum과

- 온라인에서 원 논문과 새로 발행된 erratum, retraction 기사를

같이 저자의 오류를 의미하기도 한다.

연동시킬 것

3. Erratum은 어떤 경우에 작성하나? (by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 Honest error 때문에 출판물의 일부분이 잘못된 것으로 판명될 경우
• 자격이 있는 저자가 누락되거나 authorship criteria를 충족하지
않는 사람이 포함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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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데이터베이스별 retraction/erratum 처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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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일한 데이터베이스 내에서도 모든 논문이 위의 분류와 일치

• 학회 독자적인 방식을 따르기보다는 사용자 편의를 고려한 페

하지는 않음

이지 구성이 필요

• 점차적으로 Crossmark를 적용하는 추세임 (데이터베이스는 제외)

모든 것을 완벽하게 정리하기 어렵다면, 가장 편리한 방법은

• Erratum의 경우 대부분 원본 수정을 하지 않았지만, 대형 상업

Crossmark이다. 학회지 홈페이지와 PDF에 Crossmark를 삽입하고,
지속적으로 update되도록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출판사의 경우 수정하고 내역을 명기한 경우가 다수
• Google Scholar, KCI, Korea Science, NDSL, RISS: Retraction/erratum을 특별히 고려하지 않기 때문에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음.

오후의 학술대회 특강에서는 <우리나라 Open Science 정책 어떻
게 펼 것인가? >라는 주제에 대한 한밭대학교 김수경 교수의 발표
가 있었다. open science 데이터 분석으로 엿보기, open science, open

7. 데이터베이스 (Crossmark 포함) 대응 방안

• 각 데이터베이스에서 정하는 규칙에 따라 retraction과 erratum

access, open data, 국내 open access 등의 내용이 다루어졌다.

을 처리해야 함
• 개별 연구자 또는 학회의 요청으로 데이터베이스 상의 자료를

III. Open science 데이터 분석으로 엿보기

수정하거나 및 삭제하는 것은 불가
기준 키워드 open science, Scopus 소스를 중심으로 2002년부터

• 수정 요청은 할 수 있으나, 각 학회가 원하는 방식으로 데이터베

2016년까지 open science의 연도별 변화를 보면, 연평균 증가율이

이스를 수정할 수는 없음

26.4%이다.

• 각각의 데이터베이스의 정책을 준수하여, 데이터베이스 자료

Open science 관련 학술논문 투고 국가수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

업로드 협력사와 같이 대응해야 함

는데, 1위는 미국, 2위는 영국이며 독일, 캐나다, 네덜란드, 스위스, 프

• 대부분 미리 정의된 XML file을 통하여 데이터베이스를 업데이

랑스, 이탈리아, 스페인, 호주, 일본의 순으로 그 뒤를 따르고 있고

트함

한국은 32위이다. Open science 연관 주제에서 최근 급증하는 주제

• 데이터베이스와 달리 학회지 홈페이지는 학회가 원하는 방향

는 open access, data sharing, open data이다.

으로 처리할 수 있음: 학회가 정한 규정과 절차에 따라서 retraction/erratum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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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science
Open access
Open data

open access 학술지로 구분한다. 셀프 아카이빙은 저자가 학술지에

한국

미국

영국

중국

인도

일본

네덜란드

게재한 자신의 논문을 MIT, Harvard, KAIST, KOASAS, S-SPACE 등

0
20
28

12
71
43

23
71
48

0
21
0

25
63
82

0
7
5

5
34
52

의 개방된 논문 저장소에 저장하는 것을 말한다. Open access 학술
지는 온라인을 기반으로 자유롭게 유통하며 구독비용을 받지 않
는 학술지로, 저자가 출판비용을 부담한다.
신은정(2015)은 open science의 사회경제학적 가치를 재조명하면

지식이 재산인 한국에서 기술무역수지는 만성적자이다.
연도
2010
2011
2012
2013
2014
증가율

기술수입

기술수출

144.9
121.7
138.5
148.6
148.5
702.2

41.4
58.3
58
67
86.8
311.6

서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하였다.

수지

① 지식 개방, 공유, 누적으로 발전시킨 과학계 지식 생산의 규범

-103.4
-63.4
-80.5
-81.6
-61.7
-390.6

(norms)
② 후속 검증과 추가 연구를 가능하게 하는 근대 과학 지식의 생
산 체계
③ 공공부문에서 생산된 과학지식의 사회적 편익 창출로 open

(단위: 억달러)

science의 외부효과 생산

• 국내 학술지의 세계화 전략

2016년 EU Open Science는 더 강한 유럽을 만들기 위해 지식을

한국연구재단에 따르면, 2015년 국내 학술지 220종이 Scopus에

공유해야 한다고 역설하며, 세계적인 open science 추세에서 주도권

등재되었고, 최근 5년간 77종이 Scopus 등재지로 확장되어 53.8%의

확보를 위해 5개 세션의 12가지 행동강령을 도출하기도 하였다.

증가를 보였다. 그러나, 최근 5년간 SCI, SSCI, A & HCI 등에 새롭게

Open science의 범주는 open access, open source, open data, open
peer review, open methodology, open educational resources로 나누며,

등재된 국내 학술지는 거의 없다.

그 핵심기술은 텍스트, 데이터 마이닝 기술 프레임을 통해 학술 논
문 검색과 인용의 지능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Open science

IV. Open access

프로젝트의 핵심목표는 공공자금 지원, 연구 수행, 연구 성과물 창
학술 저널 시장은 인쇄기술의 발전과 학술지 모습의 지식전파를

출, 디지털 포맷 공개, 이용자의 쉽고 편이한 접근과 이용, 사회, 기업,

바탕으로 하여 논문 작성 기술과 논문 출판 기술이 눈부시게 발전

과학 커뮤니티의 편익 제공 등이다.

하였다. 논문 작성 기술의 발전은 서론, 본론, 결론, 참고문헌 형식,

Open science 프로젝트 주요 이행 수단은 의무이행제도 (madates),

초록, 색인 단어 등의 표준화된 서지 정보를 제공하였다. 논문 출판

인센티브(incentives), 역량 강화 (enablers)이다. 일본의 경우, 일본과

기술의 발전은 사전 상호 심사를 통해 우수한 학술적 가치를 가진

학기술청(Science and Technology Agency)에서 open access 정책을 권

논문을 선정하는 시스템을 제공하였다. 또한 인터넷의 출현으로 저

장하고 있다. Open science의 대표적 인센티브는 open access 저널 논

널 시장은 획기적인 발전을 거듭하여 현대 학술지 발행에 진보된

문 투고 시 발생되는 논문 투고 비용을 지원하는 것이다. Open sci-

핵심기술을 제공하여 왔다.

ence 역량 강화 수단으로 법제 개정, 투자를 통한 인프라 확보, 데이
터 관리 전문 기술 개발과 인력 양성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다.

학술지 출판의 상업화와 독과점화가 심화되면서, 이에 대한 대안
적 출판과 유통 모형으로 출현한 것이 open access이며, 2002-2003년
부다페스트, 베를린, 베데스다에서 움직임이 시작되었다. 2002년 부

III. 결론

다페스트 open access 선언 (Budapest Open Access Initiative, BOAI)은
1. Open science 프로젝트 주요 이행 수단 기준 국내 현황

다음과 같다.
① 상호심사 등 종전의 학술지 출판 방식 유지

주요이행수단 기준 국내 수준 평가 (주관적)

② 출판 후 유통을 인터넷으로 함
③ 자유로운 유통 보장
BOAI에서는 저작권을 판매의 권리로 보지 않고 저자의 인격권,
재산권, 동일성 유지권으로 구분하였다.
전통적 open access 실행방법은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과
10

의무이행제도

인센티브

역량강화

평점

3점/6점
50%

5점/9점
55%

7점/12점
59%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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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데이터의 ID, 활용 표시, 인용제도 등을 도입하여 데이터 공

연구자금을 지원하는 정부기관이나 펀딩(funding) 기관 등에서

유를 촉진한다.

공공연구의 성과를 공개하도록 의무화한다. 상당수의 정부 및 연구
• 국내 역량 강화(Enablers)

펀딩 기관에서 의무이행제도를 시행하기 위한 규정을 채택한다.

출판권 법령정비, 디지털도서관, 데이터 서고 및 데이터 센터를
• 국내 인센티브(Incentives)

구축한다.

펀딩 기관에서 연구 성과물에 대한 open access 저널 논문 투고비

다양한 형태의 open access 저널을 발간한다.

용을 지원한다.

데이터 클리닝, 큐레이션, 관리 인력 및 지식을 생산한다.

Open access 준수지침을 연구자 평가 및 평가기관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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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특별회원 간담회 개최
일시: 2017년 1월 20일 오후 5시 30분
장소: 역삼동 취원

2017년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

- 학술지와 관련된 최신 디지털 기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 과편협과 특별회원이 상생할 수 있는 산학 모델을 함께 만들어

대회 종료 후, 허 선 부회장의 초청으로 과편협 특별회원 간담 만찬이
있었다.

가면 좋겠다.
- 연구기관에서 영문교정비가 반영될 수 있도록 공동 대응하면 좋

이번 간담회는 과편협 특별회원들의 허심탄회한 의견을 수렴하여
향후 특별회원들에게 혜택을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특별

겠다.
- 과편협 회원들만 대상으로 하지 말고 잠재적 회원이 될 수도 있는

회원과 과편협 간의 발전적 상호 협조를 도모하려는 목적으로 개최되

학술대회를 포함해서 교육 대상을 확대하는 노력이 필요할 것 같다.

었다. 이 간담회에서 특별회원들이 제시한 의견을 다음에 요약하였다.
- 특별회원들은 대부분 소규모 업체라서 직원 교육의 기회가 부족

이후, 김형순 회장과 허 선 부회장을 비롯한 과편협 각 위원장들

한데, 그 동안 과편협의 교육 프로그램을 통해서 직원의 역량 강화에

은, 전문 출판인들이 모여 구성한 단체로 여러 유용한 training이나 대

많은 도움을 받았다. 앞으로도 특별회원들의 필요를 조사하여 더 전

규모 컨퍼런스를 통해 학술 출판 전반의 발전을 뒷받침하고 있는 영

문적인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었으면 좋겠다.

국의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

- 그 동안은 영문 학술지의 품질 제고에 초점이 맞추어진 듯한 느

의 행사 등이 우리나라에서도 개최될 수 있으면 좋겠다며, 앞으로 과

낌이 있는데, 국문 학술지도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국문 학술지의 출

편협이 특별회원들을 위한 더 많은 혜택을 만들어가도록 노력하겠

판과 관련한 관심도 가져주었으면 좋겠다.

다는 의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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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7년 제32회 학술대회 (ICROS 2017)

<단체회원 등재 및 수상 소식>
• 대한소아치과학회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1일-13일, 대명 델피노리조트 (속초)

Dentistry』 KCI 등재

• 한국산업경영시스템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및 제13회 대학생

• 대한수학회 『대한수학회 논문집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프로젝트경진대회

Mathematical Society)』 ESCI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3일, 대전 한밭대학교

등재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17

• 대한암학회 『Cancer Research and Treatment』 MEDLINE 등재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7일-19일, 부산 BEXCO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Annals of Clinical Neurophysiology』 KCI

• 한국원자력학회, 2017년 춘계 학술발표회

등재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7일-19일, 제주 국제 컨벤션센터

• 대한직업환경의학회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 한국막학회, 2017년 총회 및 춘계 학술대회

Medicine』 SCOPUS 등재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18일-19일,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서울)

• 한국광물학회 『한국광물학회지』 KCI 등재

• 한국방사성폐기물학회, 2017년 춘계 학술발표회

• 한국의학교육학회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MED-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24일-26일, 부산 해운대그랜드호텔

LINE, PubMed Central 등재

• 한국광물학회, 2017년 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공동학술발표회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KCI 등재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25일, 대구 경북대학교 글로벌플라자

•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 2017년 춘계학술대회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17년 제8회 동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7년 5월 25일-26일, 서울 연세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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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17년 정기학술발표회 및 총회

• 대한지질공학회, 2017년 대한지질공학회 정기총회 및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8일-9일, 대전 유성구 호텔인터시티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6일-7일, 히든베이호텔 (전남 여수)

• 대한암학회, 제24차 아시아태평양 암학회 및 제43차 대한암학회

• 대한면역학회, 2017년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3일-14일, 가톨릭대학교 성의회관 마리아홀

일시 및 장소: 2017년 6월 22일-24일, 삼성 코엑스

• 대한면역학회·대한류마티스학회 공동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4일, 가톨릭대학교 의생명산업연구원 1층 1002호

<신임 편집위원장>
• 이건희 (충남대 수학과), 대한수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 한국해양공학회, 2017년 한국해양과학기술협의회 공동학술대회

Mathematical Society)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19일-20일, 부산 BEXCO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대한소아치과학회, 제58회 정기총회 및 종합학술대회

• 이윤진 (이화여대 수학과), 대한수학회보 (Bulletin of the Korean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2일-23일, 삼성 코엑스

Mathematical Society)

• 한국소음진동공학회, 2017년 공동 학술대회 (한국소음진동공학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회, 한국음향학회, 대한기계학회 동역학 및 제어부문)

• 김우호 (서울대 의대 병리학교실), Cancer Research Treatment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6일-28일, 김대중컨벤션센터 (광주)

2016년 6월-2018년 6월

• 대한수학회, 2017년 봄 연구발표회

• 고상백 (연세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일시 및 장소: 2017년 4월 28일-30일, 조선대학교 전자정보공과대학 (광주)

2016년 12월-2018년 1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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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영미 (고려대 의대 의인문학교실), Korean Journal of Medical
Education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신상진 (한양대 물리학과),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유기윤 (서울대), 한국지형공간정보학회지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강정수 (가톨릭대 자연과학부 물리학전공), Current Applied Physics

2016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박문기 (대구한의대 제약공학과), 한국환경과학회지

2017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김군도 (부경대 미생물학과), Journal of Life Science

2017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이창화 (서울대 의대 내과학교실), Hanyang Medical Reviews

2017년 1월 1일-2017년 12월 31일

2018년 12월 말까지

14

News Letter

제21호

신규 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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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원 1명, 단체회원 이학분야 3종, 공공단체 1종 학술지가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개인회원
성명

한종엽

소
식

소속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과학도서관장

*단체회원
분야

이학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Jo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대한수학회지)

이건희

대한수학회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대한수학회보)

이윤진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대한수학회논문집)

정승달

공공단체 Nano Convergence

이해원

나노기술연구협의회

회원현황
• 개인회원 55명
• 단체회원 257학회 328종
• 특별회원 20기관

2017년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교육일정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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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월

2/20
- Science Editing
Vol 4. No.1 발행

3월

4월

3/8, 15, 22, 29
-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4/5, 12, 19, 26
-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3/31
- 뉴스레터 21호
발행

4/17
- 출판윤리 워크숍

5월

6월

6/15-16
- 출판윤리 워크숍
6/30
- 뉴스레터 22호
발행

4/21
- 편집인 워크숍
(대전, KISTI)
7월

7/6-7
- The 4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호치민, 베트남)
7/14-15
-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8월

8/20
- Science Editing
Vol 4. No.2 발행

9월

9/30
- 뉴스레터 23호
발행

10월

11월

10/19
-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

11/18
-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10/28
- 편집인 워크숍
(부산)

11/30
- 편집인 워크숍

12월

12/31
- 뉴스레터 24호
발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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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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J를 아십니까?
기
황은성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DOAJ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는 “과학 및 학술 분야

운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근래 세계적인 대세가 되고 있는

오픈 액세스 저널의 가시성과 사용 편의성을 높여 사용률과 영향력

OA와 APC (article processing charge) 출판 트렌드, 즉 논문 출판 경비

을 증진한다(to increase the visibility and ease of use of open access scien-

를 저자 측이 부담하여 오픈 액세스로 발간하는 경향이 지속적으로

tific and scholarly journals thereby promoting their increased usage and

확대되어 세계적으로 정착되고 나면 학술지 구독 비용을 독자인 도

impact)”는 목적으로 양질의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 저널들을

서관이 부담하는 일이 없어지게 된다. 이 상황에서 높은 구독률과 노

공개하고 있는 포털인 동시에 색인 시스템이다. 2003년부터 전 세계의

출빈도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OA임을 눈에 띄게 표시해주는 좋은 저

이공의학 계열은 물론, 인문사회과학 영역의 9,216개 OA 저널들(2016

널 색인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을 필요가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 색인

년 9월 현재)이 가입되어 있어서 독자 이 저널들의 논문을 무료로 볼

데이터베이스에서 내가 원하는 정보를 다룬 2편의 논문을 발견하였

수 있다. 미국에서 발행되는 학술지 중 1,250개가 리스트에 포함되어

는데 하나는 OA가 표시되어 있고 다른 하나는 표시되어 있지 않을

있고, 일본도 150개 정도의 학술지들이 등록되어 있다. 이에 비해 우

때, 후자의 논문은 선택되지 않아 읽힐 기회가 줄게 될 것임은 자명한

리나라 학술지는 53개만이 등록되어 있는데, DOAJ를 통해서 내 학

일이다.

술지의 영향력지수(impact factor)를 올리는 데 상당한 효과를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편집인들은 (사실은 전세계 다수 학술

DOAJ가 앞으로 표준 OA 저널 색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주도권(ini-

지들의 편집인들도) 이 일의 중요성에 대해 잘 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tiative)을 확보하고 있기에, 지금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듯하다.

또는 등재를 준비하는 학술지가 OA로 표기되고자 한다면 가장 좋
은 방법이 바로 DOAJ에 등록하는 것이다. 현재 국내 학술지는 OA로

우리나라 학술지들의 대다수가 OA로 발간되고 있는데, 이들이

출판되는 것이 500종이 넘고, 특히 과학 학술지 가운데에서는 10% 정

DOAJ에 등재되는 것은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어떤 학술지가 OA를

도를 제외하고 모두 OA로 공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DOAJ 등록

표방하고 출판되어도, Web of Science나 Scopus 등의 데이터베이스에

학술지는 매우 적다는 사실은 아직 우리나라 편집인들이 효과적인

서 찾은 논문이 OA로 인식되기 위해서는 DOAJ에 OA 저널로 등록이

논문 공개 방법에 대한 이해와 인식이 높지 못함을 반증하고 있는 듯

되어야 한다. 이들 데이터베이스에서 DOAJ에 등록된 학술지의 논문

하다.

들에는 OA 표식이 붙는데, 검색자는 자연스럽게 OA 논문을 먼저 클
릭해 보게 되어 논문의 인용지수를 늘려주는 효과를 발휘하게 된다.

DOAJ 사이트(http://www.doaj.org)의 “Suggest a Journal” 메뉴를 클릭

국내 연구자들은 실제로 이의 위력을 크게 느끼지 못하는데, 그 이유

하고 학술지 기본 정보를 입력하여 등록 신청을 하면 심사를 거쳐 등

는 현재 대부분 대학과 기관의 도서관에서 학술지들을 유료로 구독

록이 이루어진다. 등록 신청은 편집인이 할 일이라기보다는 학술지

하고 있어 기관 내의 컴퓨터를 통해서 대부분의 논문들을 무료로 다

실무자 또는 managing editor가 처리할 일이다. 크게 어렵지는 않으나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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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질문에 세세히 답해야 한다. 출판계에서는 DOAJ의 등록 단계에

ing에 게재된 “Quality open access publishing and registration to Directory

서 심사를 통해서 신뢰성 높은 OA 저널 디렉토리를 구축하고 “preda-

of Open Access Journals (Sci Ed 2017;4:3-11)” 논문을 참고하여 등록을 추

tory journal”, 즉 악덕 저널을 추방하자는 목소리가 높다. 때문에 등록

진할 것을 권한다. 일단 등록된 후 학술지 게재 논문들의 메타 데이터

시 꼼꼼한 정보 제공이 필요하다. 과편협에서는 2017년 Science Edit-

를 제공하면 이 논문들이 DOAJ를 통해 검색되고 노출될 수 있다.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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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 평가 지표 CiteScore
기
이현정 (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

2016년 12월에 Elsevier가 학술저널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새로운

한양대구리병원 도서관

였다. 현재 CiteScore와 IF의 최신 버전은 2015년도 분이지만 CiteScore Tracker는 2016년을 기준으로 추가로 확인이 가능하다.

평가 지표인 CiteScore를 발표했다.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에 대
해 CiteScore 지표값을 산출하여 제공하는 것이다. SCOPUS는 기존

IF가 학술논문(article)과 종설(review)로 설정된 문헌의 유형만을

에 SJR (SCImago Journal Rank), SNIP (Source Normalized Impact per

논문편수에 포함시키는 것과 달리, CiteScore는 편집자에게 보내는

Paper)과 같은 지표를 이미 포함하고 있었지만, 좀 더 측정하기 쉽고

서신(letter), 논평(editorial), 회의자료(conference paper) 등 SCOPUS에

이해하기 쉬운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고자 한다고 목적을 밝히고

색인된 모든 유형을 논문편수에 포함시킨다. 해당 문헌 유형의 산

있다(https://www.elsevier.com/editors-update/story/journal-metrics/ci-

출 포함 여부에 따라 지표가 달라지지 않기 때문에 지표 산출이 용

tescore-a-new-metric-to-help-you-choose-the-right-journal). 많은 연구

이할 수 있다. 학술논문(article)과 종설(review)이 아닌 유형들도 인용

자들은 이미 Clarivate Analytics의 Impact Factor (IF)를 익숙하게 활

될 수 있으므로 논문 편수인 분모에도 포함된다. 따라서 CiteScore

용하고 있다. IF는 Web of Science에 색인된 저널들(약 11,000종)에 인

를 채택하게 된다면 학술지 편집인들은 서신(letter), 논평(editorial),

용되는 것을 대상으로 하며, CiteScore는 SCOPUS에 색인된 저널들

회의자료(conference paper) 등 다양한 형태의 문헌 종류(non-research

(약 22,200종)에 인용되는 것을 대상으로 한다. 본 고에서는 IF와 비

documents)를 싣는 것을 꺼릴 수도 있다(http://www.nature.com/news/

교하여, CiteScore의 특징을 정리해보기로 한다.

controversial-impact-factor-gets-a-heavyweight-rival-1.21131). 이와 같

IF는 2년을 기준으로 산출하고 있는 것과 다르게 CiteScore는 3년

은 특징으로 인해 IF가 상위인 저널 중에서 Nature, Science, The Lan-

을 기준으로 산출한다. 즉, 3년동안의 총 피인용 횟수를 3년 동안 출

cet 등의 저널은 CiteScore가 IF보다 낮게 산출되어 영향력의 경향이

판된 저널의 논문 편수로 나누는 것이다. 2년 내에 인용되는 횟수만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IF에 반영되는 것을 보완하여 산출기간을 확대하고자 노력한 것을

CiteScore와 IF는 근본적인 공식의 구조는 같다. CiteScore가 새로

알 수 있다. CiteScore는 매달 CiteScore Tracker를 함께 제시하여 연 1

운 평가 지표로서 그 역할을 인정받아 많이 활용될 수 있을지는 좀

회 발표하는 IF의 시간 지체를 보완하려는 노력을 추가시키기도 하

더 시간을 두고 지켜볼 필요가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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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Nature News (http://www.nature.com/news/controversial-impact-factor-gets-a-heavyweight-rival-1.2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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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원고편집위원회 교육 소개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원고편집위원회에서는 과학 학술

회차

지 편집 업무를 진행하고 있는 원고편집인이나 학회 관련자, 이 분야

1

날짜

교육내용

3월 8일 과정 소개 및 개론

의 업무를 파악할 필요가 있는 편집장 및 편집위원, 또 추후 학술지
편집과 관련된 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준비하고 있는 모든 분들을 위
해 2017년에 다음과 같은 교육과정을 준비했습니다.
▶ 원고편집 기초교육(3월 8일~4월 26일, 총 8회)

원고편집 기초교육은 전문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 양성을
위한 교육입니다. 이 교육에서는 현재 실무에 종사하고 있는 주제별

2

3월 15일 원고교정의 실제 I

3

3월 22일 데이터베이스 검색

4

3월 29일 투고규정

5

4월 5일 원고교정의 실제 II

6

4월 12일 PDF 교정하기

7

4월 19일 데이터베이스 등재
및 인용분석

전문가를 강사로 초빙하여 실무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며, 이 과정을
수료하면 각 학술지 분야별 국제적 스타일(APA, AMA, ACS, IEEE 등)
과 원고편집에 필요한 기본 규칙 및 개념들을 이해하고 이에 맞는 기
본적인 원고교정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술지 국제화에 발맞추기
위해 출판윤리, 인용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등재에 관련된 강의도 함
께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학술지 원고편집에 대해 관심이 있는 초보
원고편집인, 원고교정 실무를 진행 중이나 원고편집에 대한 체계적
인 교육을 받은 적이 없는 분, 그리고 학회 학술지 담당자 등에게 많

8

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각 교육은 강의, 실습, 과제, 발표 등으로 이루

4월 26일 학술출판 관련
새로운 정보

- 원고편집 이해: 원고편집인의 역할,
자격, 관련기관 소개
- 학술 논문의 종류 및 학술지 구성
- 참고문헌 작성법(AMA 기준)
- 원고교정 기초
- 학술지 스타일 가이드 만들기
- 참고문헌 작성법(APA 기준)
- 주요 검색사이트 소개
- 데이터베이스검색법(PubMed 중심)
- 엔드노트(EndNote) 활용법
- 투고규정의 이해: 분야별 주요
학술지의 투고규정 소개
- 투고규정에 포함되어야 할
핵심요소
- Table 작성 및 편집
- 영문구두점 중심의 원고교정
- 학술지 템플릿 만들기
- Study: IEEE 편집규정
- PDF로 편집된 원고의 교정
- Study: APA 편집규정
- 주요 데이터베이스 소개
- 인용분석 및 학술지평가
- Study: ACS 편집규정
- 학술출판 관련 새로운 정보 소개
- 원고편집인이 알아야 할 출판윤리
- 종합시험

어지며, 세부 교육과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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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고편집인 자격증 소지자 워크숍(7월 14일~15일, 1박2일)

▶ 학회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10월 19일, 1일간)

과편협에서 2016년에 시행한 제1회 원고편집인 자격시험에 통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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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 자격증을 소지한 분들을 대상으로 1박2일 워크숍을 진행합니다.

술지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을 개설하여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이

이번 워크숍에서는 관심 분야별로 팀을 구성하여, 편집업무 과정에

교육에서는 학회와 출판사에 속해 있는 학술지 담당자나 학회 업무

서 생기는 여러 문제점을 함께 해결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입니다. 워

를 총괄하는 사무장 등 학술지 운영 및 관리를 진행하는 인력을 대

크숍 두 달 전에 참석 예정자들이 하나 이상의 질문을 제출하고 그

상으로, 학술지 출판에 대한 이해, 최근 학술지 동향, 해외 데이터베

질문을 바탕으로 팀을 구성하며, 각 팀별로 전문가를 배정하여 함께

이스 등재 방법, 투고시스템 관리, 예산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

공부하고 해결해 가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실제적인

하였습니다. 올해에도 작년에 이어 학술지 관리자들을 위한 교육을

업무 지식을 향상시키고 원고편집인 상호 간에 친목을 도모하는 동

계속 실시합니다. 관심있는 분들의 많은 참여를 바라며, 이 교육에서

시에, 자연스럽게 우리나라 원고편집의 방향이 형성될 수 있도록 추

다루어 주었으면 하는 내용이 있으실 경우 언제든지 연락을 주시기

진할 예정입니다.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준비한 정규 교육 외에도, 원고 편집이나 학술지 제작

이와 아울러 제1회 원고편집인 자격시험에 대한 의견을 공유하여
향후 치러질 2, 3회 시험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국
내

과 관련한 교육을 요청하실 경우 교육과정을 추가 혹은 신설하거나

구체적인 일정 및 프로그램은 4월 말에 홈페이지 및 공문을 통해

해당 분야의 강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의 관심 및
참여 바랍니다.

안내할 예정입니다. 제1회 자격증 소지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를 바랍니다.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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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편협 소식

제4회 아시아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제4회 아시안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아편협) 국제학술대회(The

램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허 선 부회장이 총괄하며,

4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2017)가 7월 6-7일

Manuscript editing, CrossRef, Digital standards, Standard of journal for-

양 일간 베트남 호치민에서 개최된다. 호치민시 농림대학(Ho Chi

mat, Future of Scholarly journals, Open access, Parallel session 등 과학 학

Minh City University of Agriculture and Forestry)에서 개최되는 올해 학

술지 발행에 필수적인 여러 사항이 두루 포함되어 학술지의 국제적

술대회의 어젠다는 ‘아시아 과학 저널의 국제적 수준 향상(Promotion

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과학학술지편집인들에게

of Asia Journals to International Level)’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아편협의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괄적인 정보와 프로그램을

Banh Tien Long 회장이 주관하게 되며, 베트남 과학편집인협회(Viet-

아편협 홈페이지(http://asianeditor.org)에서 안내 중이며, 추후 보다 구

nam Association Science Editors)의 Minh 교수와 호치민시 농림대학의

체적인 내용이 확정 및 추가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될 예정

Bich 교수가 현지 진행을 맡아 진행할 예정이다. 전체 일정 및 프로그

이다.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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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외 뉴스

International Society of Managing and Technical Editors’
Asian-Pacific Conference 2017
서윤주 (과편협 정보관리위원) |

㈜메드랑 ME팀 부장

2007년에 처음 설립된 International Society of Managing and Techni-

기준에 대해 많은 편집인들과 공유하고 업데이트 하는 기회를 가진

cal Editors (ISMTE)는 미국과 영국의 편집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

바 있는데, 학술지의 투고, 심사, 제작, 그리고 사후 관리에 이르기까

구성된 단체로, 학술지의 peer review 및 출판 전문가들이 연결된 커

지 학술지 관리에 대한 많은 진지한 논의와 새로운 이슈들을 접할 수

뮤니티 형성을 바탕으로 네트워킹, 교육 및 훈련, 모범 사례 연구 및

있었다.

리소스와 학술지 정책 개발 제공 등을 주요 목적으로 삼고 있다. 초

올해의 Asian-Pacific Conference는 베이징 켐핀스키 호텔에서 3월

대 회장인 Jason Roberts는 Blackwell 영국 지사에서 시니어 에디터를

27~28일에 열릴 예정으로, 과편협 위원 3명 및 제1회 원고편집인자격

역임했고, 현 회장인 Michael Willis는 Wiley 영국 지사의 피어리뷰 파

증 시험 수석 합격자가 참가할 예정이다. 컨퍼런스는 이틀에 걸쳐 총

트 시니어 매니저이다. 그 외, 미국 Journal of Investigative Dermatology

14개의 세션으로 구성되며, 26일에는 Pre-Conference로 COPE session

의 Managing Editor인 Elizabeth Blalock 직전 회장이나 역시 미국 기반

이 진행된다.

의 저널 출판사인 J&J Editorial LLC의 공동대표 Julie Nash 차기 회장

각 세션의 발표자에는 현역 학술지 편집장이나 실무를 진행하는

예정자 등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타의 editor society들과는 다소 차별

출판사의 매니저, 현직 컨설턴트 등이 다수 포함되었으며, 여러 컨퍼

화되는 ISMTE만의 성격을 짐작할 수 있다. 즉, 철저히 실무자 중심으

런스에서 접해 오던 CrossRef의 각종 서비스나 JATS, BITS XML 포맷

로, 저널 발행의 모든 실질적인 과정과 주변 인프라까지 아우르는

에 대한 소개도 포함되었다. 특히 “성공적인 국제적 저널 브랜드와 헌

scope를 가지고 있다 하겠다. ISMTE에는 Wiley, ACS Publications, AIP,

신적인 편집 팀을 만드는 법”, “저널 출판 메트릭스, 무엇을 어떻게 측

Nature Publishing Group, Wolters Kluwer, Oxford University Press, Elsevi-

정할 것인가”, “저널 편집 staff에게 OA 정책과 트렌드가 가지는 의미”,

er, Taylor & Francis, Thomson Reuters 등의 세계적인 출판사들을 비롯

“학회와 출판사, 그리고 업체는 peer review의 질을 높이기 위해 무엇

한 많은 관련 기관들도 기관회원(corporate member)으로 가입되어 활

을 하고 있는가?” 등 흥미로운 제목의 세션들을 통해 많은 경험과 솔

발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루션을 논의하고 공유할 예정이다.

ISMTE는 창단 이후 미국과 유럽에서 매년 꾸준히 컨퍼런스를 개

이 외에 시스템 매니저들이 직접 투고나 심사 과정을 시연해 보이면

최해 왔으며, 아시아에서는 작년에 처음으로 싱가포르에서 컨퍼런스

서 진행하는 세션도 포함되어 있고, 다양한 주제의 포스터 역시 발표

를 개최하였다. 2016년 4월에 진행되었던 이 컨퍼런스에는 세계 각지

된다. 특히 개최지가 중국인 만큼 중국 학술 출판의 방향과 국제화를

에서 약 100여 명의 관련자들이 학술 출판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향한 비전을 살펴보는 세션이 포함되어 있어,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목적으로 참여하였는데, 아시아에서 개최되는 첫 컨퍼런스였던 만

중국의 학술 출판 현황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프리컨퍼런스로 진행되는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큼 아시아 지역 편집인들의 많은 참석과 열기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에서는 작년에 3명의

세션은 지난 해 신청자에 한해 부분적으로 진행했던 COPE 워크샵

위원이 싱가포르 컨퍼런스에참가하여 학술지 관리에 대한 국제적

이 참석자들의 호응을 얻음에 따라 제 1회 COPE 세미나로 업그레이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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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된 것으로 보이며, authorship, peer review, 표절 등에 대해 하루 동안

는 http://www.ismte.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우리나라 과학학술지 편

활발한 논의의 장이 펼쳐질 것으로 예상된다.

집인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 드린다.

ISMTE 소개와 2017년 ISMTE Asian-Pacific Conference에 대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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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에디티지 인터뷰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KCSE) 회장
김형순 박사님 인터뷰

OECD 국가 중 단일 국가의 편집인 중심으로 구성한 과학 학술지

인하대학교 신소재 공학과 김형순 박사는 1989년 Imperial College London 박사 학위를 받고 University of Oxford에서 Research

편집인 협의 기관이 있는 국가는 미국과 한국뿐이다.

Fellow로 근무한 경험이 있으며 순천대학교 공대 교수를 역임하였습
니다. 김형순 박사는 또한 전공 분야에 대한 연구 뿐 아니라 지난 20년

KCSE 협의 회장으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간략한

간 학술 논문 작성법 및 아시아권 저자 및 출판인을 위해 출판 규정을

설명 부탁드립니다.

학습시켜왔습니다. 다양한 학술 편집위에서 활동한 경험을 바탕으로

과편협의 회장은 국내의 편집인들에게 학술지와 관련한 새로운 정보

스코퍼스(SCOPUS)의 고문으로 활동하였으며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

를 제공하고 국내에서 발행하는 과학 저널의 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

회장(KSCE)이자 아시아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ASE) 사무총장 및

서 7개 상임위원회(기획운영, 교육연수, 출판윤리, 정보관리, 원고편집,

한국공학한림원을 포함한 다수 학회의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외협력, 출판)의 업무를 총괄하고, 대외적으로 과편협을 대표한다.

먼저, 김 형순 박사님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소관 주요

7개 상임위원회에서 국내에서 발행하는 과학저널 수준을

업무의 추진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질문해 보고자 합니다.

향상시키기 위해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과학저널 수준 향상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어떤 단체 인지와 목표와 비전에

위해 편집인 및 정부 또는 다른 기관에 바라는 점이 있을까요?

대해 간단히 소개부탁드립니다.

과편협이 현재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구체적인 사업 내용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1) 과학 학술지 편집인 상호간의 교류 및 협력증진을 위한 사업, 2)

이하 과편협)는 2011년 9월 21일 창립되었으며, 2016년 12월 기준으

과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위한 지침개발 사업, 3) 과학 학술 논문

로 단체회원 학술지 323종(학술단체 및 기관 261개), 개인회원 54명

의 작성 및 심사와 학술지 편집에 관한 교육, 4) 과학 학술지의 국내·

과 특별회원 20기관으로 이루어진 단체이다. 과편협은 과학 학술지

외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관련된 교육, 5) 과학 학술 논문과 학

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

술지의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에 관한 연구 및 배포 사업 등이다. 이

함으로써 한국에서 발행되는 과학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고

러한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CSE, EASE, CrossRef,

이를 통하여 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COPE 등의 학술지 출판 외국 관련기관으로부터 새로운 정보를 끊

현재 수행하고 있는 사업으로는 1) 교육 연수(과학 학술 논문 작

임없이 습득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과편협 임원들이 여러

성, 논문 심사, 학술지 편집 등에 관한 교육사업), 2) 출판윤리 교육

국제 학술대회와 교육 프로그램에 활발히 참석해야 하며, 해외 주

(과학 논문 출판윤리에 관한 제반 사업의 기획 및 수행), 3) 대외 협

요 기관들로부터 외국 강사를 초청하여 교육을 진행해야 한다.

력(국내외 학회나 타 기관과의 협력 강화 및 국내 편집인들의 유대

과편협은 단체회원과 특별회원의 연회비와 워크숍/세미나의 등록비

강화), 4) 정보 제공 및 출판(과편협 소식지인 뉴스레터 및 정기 학술

로 여러 사업을 수행하고 있으나, 현재의 재원으로 적자 상태일 수 밖에

지인 Science Editing 발간, 정보의 수집·가공·배포와 홍보) 등이다.

없어 정부의 재정 지원을 기대하고 있다. 과편협은 국내의 학술지 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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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들이 과편협이 주관하는 유익한 정기 교육에 적극적으로 참석하여

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해서 투고 논문을 관리하고 있다. 또한 정부

학술지 출판과 국제 학술지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관련된 경험을 공유할

는 연구자 및 대학 등의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

것을 부탁하고 싶다. 또한 출판사를 비롯하여 학술 편집 관련 기관에서

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활동하고 있는 원고편집인들이 정기 워크숍에 참석함으로써 주요 이슈

방지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2014년에 제정했다.

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하여 학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바란다.

한편 과학 학술 편집인을 위해 과편협은 2015년에 이공계 분야에서
유의해야 할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사항들을 광범위하게 다룬 “이

한국은 과학 연구와 연구출판 측면에서 일본 /중국과 치열한

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을 만들어 배포한 바 있다.
현재 거의 모든 대학과 연구소에는 “연구진실성위원회”와 “기관

경쟁에 직면해 있습니다. 세계 과학 연구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가 설치되어 있어 연구

위해 한국이 극복해야 할 장벽은 무엇입니까?

세계 과학연구 분야에서 앞서 나가기 위해 한국이 극복해야 할 장

윤리 관련 시스템은 잘 구축되어 있다고 생각되며, 국내 연구자들

벽은 언어의 한계, 장기간 연구와 창의적인 연구가 가능한 재정적, 환

또한 출판윤리에 대해 지식과 관심이 매우 높다. 그러나 아직도 일

경적 여건 등이라 하겠다. 창의적인 연구와 기초 원천 연구가 많이 수

부 연구실에서 자기 표절을 포함한 표절 문제와 저자권(authorship)

행되어야 하며 단기적인 연구성과에 대한 집착이나 기대를 지양할 필

문제 등이 간혹 일어나, 젊은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요가 있다. 또한 한국의 과학자들은 독창적인 연구 수행만이 아니라

에 대한 꾸준한 교육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글쓰기 훈련에도 많은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논문에 쓰는 의견은

최근에는 중복/이중출판이 주로 문제가 되고 있으나, 대학과 연구

사실이라는 기초 위에서 논리적으로 이끌어 낸 의견이어야만 한다.

소에 아직도 표절 유사도 검색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은 곳이 많다. 현

그럼에도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작성하는 데 있어

재 많은 기관에서 “카피킬러캠퍼스”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으나, 외국

서 “사실”과 “의견”에 대한 구분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자료를 검색하는 데는 “턴잇인(turnitin)”이 보다 효과적이며 전세계적
으로 이것을 많이 사용한다. 안타깝게도 국내의 많은 기관에서는

저자 및 편집인으로서 박사님 경험에 비추어 봤을때 한국

“turnitin”, “ithenticate” 등의 전문화된 데이터베이스와 연계된 시스템

연구자들은 저널출판의 어떤 면에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까?

을 사용하는 데 제한이 있다. 저자가 논문을 투고할 때 국내외 데이터

그리고 연구자분들께 어떤 조언을 주실 수 있을까요?

베이스에 접근하여 표절유사도를 검색할 수 있는 여건이 필요하다.

대부분의 한국 연구자들은 과제 수행에 있어 제한된 짧은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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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impact factor (IF)가 높은 논문을 다수 출판해야 한다는 경쟁의

마지막으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2017년 계획은

식에 사로잡혀 있다. 또한 대부분의 연구자는 SCI 등재 저널에 논문

무엇입니까?

을 출판하기를 원하고, 순수/응용학 분야의 연구자들은 어떻게 해

과편협은 2017년에 학술지 편집인과 원고편집인 등을 대상으로

서든 Nature나 Science 등의 저널에 논문을 게재할 것을 갈망한다.

10개의 워크숍과 포럼을 진행할 계획에 있다. 저널은 디지털화되어

2016년 한 연구 보고에 의하면 Nature와 Science에 게재된 논문 중 IF

날로 진화하고 있으며, 편집인들은 저널을 국제화하고자 한다. 국내

이하의 인용횟수의 논문이 75%라고 한다. 또한 2013년 영국의 한 연

의 학술지 편집인과 원고편집인들은 논문 투고, 심사, 교정, 학술지

구결과에 의하면 논문 중 약 32%는 한 번도 인용되지 않고 있다고

배포 유통 등에 있어서 지속적으로 진화되고 있는 시스템과, 학술

한다. 국내 연구자들은 맹목적으로 IF가 높은 학술지에만 논문을

지의 open access 정책,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관리, 논문 심사에 대

출판하려고 하거나 양적으로만 많은 논문 출판을 지향할 것이 아

한 수준 향상과 투명성 재고 등을 반드시 숙지하고 공유해야 하는

니라, 논문의 질적인 면을 고려하는 동시에 독자들이 진심으로 흥

시점에 있다. 과편협의 올해의 워크숍 및 포럼은 이러한 점들을 고

미로워 할 만한 논문을 관련된 학술지에 출판하는 것이 필요하다.

려해서 학술지와 관련한 새롭고 필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초
점을 맞추게 될 것이다.

비윤리적인 출판 관행 또한 세계적으로 공통적으로 증가하고 있
출처: http://www.editage.co.kr/insights/interview-with-dr-hyungsun-kim-kcse-

습니다. 한국 저널 편집인은 비윤리적인 출판 관행에 대해 어느 정
도 알고 있습니까? 만약 이해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이 격차를 좁

president?utm_source = edm_Feb28&utm_medium= email&_hsenc =p2ANqtz-

힐 수 있을까요?

8cjh0VRpUWEzkVf7P-nITP-c4UVsGunuYLSDENdUePgbRVWdKapIo-

각 대학에는 “연구윤리 지침”이 있으며, 각 학술지 또한 “출판윤

sagAfzygbG_ZOzUi1avhtq40qEY1qx-_SUkDZrQ&_hsmi= 434038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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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언론 보도
과편협 신임회장에 김형순 인하대 교수

[한국대학신문 한명섭 기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신임 회장에 김형순 인하대 교수(신소재공학부)가 선임됐다(맨 아래). 지
난 2011년 창립해 국내 과학 관련 학회 320여개 단체가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과편협은 1월 20일 서울 역삼동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정기총회
를 개최하고 김 교수를 3대 회장으로 선출했다. 김 신임회장은 의학, 과학 관련 학술지 분야 세계 최대 규모 출판사 엘스비어의 전 세계 우수학술
논문 인용지수 스코퍼스 한국인 최초 심사위원으로 지난 2014년 일본, 중국, 태국 등 10개 아시아 국가가 참여한 ‘아시아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
회’ 창립을 주도하고 국내에서 창립총회를 개최했다. 새 임원단에 임명장을 수여하고 있는 김 신임회장. (맨 위)
출처: http://news.unn.net/news/articleView.html?idxno =1688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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