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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ECSAC-Korea)
과편협 운영 기념 심포지엄

2019년 9월부터 Scopus Expert Content Selection & Advisory Committee-Korea (이하 ECSAC-Korea) 의 역할을 과편협에서 수행하기로 결정되었다. 이
를 기념하여 지난 2019년 10월 2일, 국립중앙도서관에서 “Scopus Expert Content Selection & Advisory Committee-Korea (ECSAC-Korea) 과편협 운영
기념 심포지엄”이 개최되었다. 이번 심포지엄에는 과학기술 분야뿐만 아니라 인문사회 분야 편집인들도 많은 관심을 보여주어, 총 270명이 참석
한 가운데 성황리에 행사가 이루어졌다. 1부에서는 과편협 김수 기획운영위원장의 사회로 김형순 회장이 Scopus ECSAC-Korea의 역사와 과편협
운영 추진 경과를 보고하였다. 이후에 Elsevier 본사의 컨텐츠 전략 관리자인 Wim Meester가 보내온 축하 영상이 상영되었고, 이어서 Elsevier
China의 Tracy Chen이 발표한 “Scopus developments and benefits for journals selected for coverage” 강연은 많은 참석자의 집중과 흥미를 이끌어 냈다.
2부에서는 Scopus의 “Publication ethics and malpractice statement”에 따른 학술지 정책 기술, 국내 학술지의 Scopus 등재 실패 사례에서 배우는 전략
적 시사점, 그리고 국내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한국연구재단 등재 제도 운영 등의 발표가 진행되었다. 이후 종합 토의에서는 편집인들과 패널 간
의 활발한 질의응답이 이루어져, 이러한 부분에 대한 우리 편집인들의 관심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었다. 관련하여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홈페이지를 개설하고(https://ecsac-korea.kcse.org/) 등재 절차와 등재 학술지 목록 등을 안내하고 있으니 많은 관심을 부탁드린다.

▲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ECSAC-Korea) 과편협 운영 기념 심포지엄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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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워크숍(2019-A03) 개최

지난 11월 6일 한림국제대학원대학교에서 “What the editors know about &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 전략”이라는 주제로 2019년 마지막 편집인 워크
숍(2019-A03)을 개최하였다. 이는 과편협에서 매해 신임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으로,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의 전반적인 주제를
폭넓게 다루는 강연으로 구성되어 왔다. 편집위원(장), 원고편집인 등 55명이 참석한 이 날 워크숍에서는 김형순 회장이 “Editor와 editorial board”
라는 주제로 발표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등재 심사에서 학술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항목이 강화되면서 편집인들이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할
“편집 관련 최근 이슈(개인정보, data sharing)”, “최신 윤리 가이드라인 업데이트(COPE, ICMJE 등)”, 그리고 “연구 및 출판윤리 관련 최근 이슈”에 대
하여 알 수 있었다. 오후에는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 전략을 실질적으로 살펴보았는데 참석자들의 관심이 뜨거웠고, 특히 이번 워크숍에는 인
문사회 분야 편집인들의 참여로 더 활발한 질의응답과 논의가 오갔다. 또한 분야별로 조별 토의를 진행하여 각 학술지를 직접 점검하고 피드백
하여 발표하는 유익한 시간을 가졌다.

▲ 김형순 회장 발표 모습

▲ 조별 토의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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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 워크숍(2019-E02) 개최

2019년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저자(Authorship) 조건 만족하기”라는 주제로 출판윤리 워크숍(2019-E02)을 개최하였다. 국가과학기술
인력개발원과 공동 개최한 이번 워크숍에서는 올해 언론을 통해 보도된 연구자의 미성년 자녀의 부당한 공저자 이슈 등을 계기로 저자 자격과
올바른 저자 표시에 대해 면밀히 살펴보았다.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과 출판윤리, 저자의 조건, Scopus와 SCIE 등재 시 윤리 이슈 등의 3개의 강의
가 진행되었는데, 바쁜 연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편집인이 관심을 보여 총 51명이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사전 질문을 받고 또한 워크
숍을 진행하는 동안 학술지 윤리에 관해 궁금한 사항을 질문받았으며, 이 질문들에 대한 답변은 과편협 홈페이지의 Q&A란에서 확인할 수 있
다. 과편협에서는 계속하여 Q&A란을 통해 학술지 전반에 관련한 질문을 받아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적절한 조언을 드리고 있다. 많은 관심 부
탁드린다.

▲ 출판윤리 워크숍(2019-E02)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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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Preconference Workshop &
제1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안내

2020년 1월 17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20년도 Preconference Workshop과 제10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한다. 오전에는
‘Preprint’와 ‘Crossref’ 주제로 2개의 워크숍을 갖고, 오후의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20th anniversary of Crossref: Impact & further developments”
라는 주제의 기조 강연(Rachael Lammey, Head of Community Outreach, Crossref)을 비롯하여 구두 발표와 총회 및 시상 등이 진행될 예정이다. 참
여를 희망하시는 분은 홈페이지(www.kcse.org)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기 바란다. 상세 일정은 아래 일정표를 확인하여 주시고, 과편협 회원
및 학술 출판과 관련된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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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2019. 10. 4

2019-1차 출판윤리위원회의

2019. 11. 27

2020년도 2차 Preconference Workshop 준비 회의

2019. 12. 6

2019-4차 임원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중환자의학회, The 40th KSCCM Annual Congress·Acute

• 대한간학회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SCIE 등재

and Critical Care Conference 2020, The 1st Joint Congress KSC-

• 대한당뇨병학회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MEDLINE 등재

CM and TSCCM/TSECCM

• 대한중환자학회 『Acute and Critical Care』 ESCI, PubMed, PMC,

일시 및 장소: 2020년 4월 24일~25일, 그랜드워커힐호텔

Scopus, KCI, KoreaMed, KoMCI, DOAJ 등재

홈페이지: http://2020.accc.or.kr/html/

• 대한창상학회 『Journal of Wound Management and Research』 Ko-

초록마감: 2020년 2월 1일

reaMed 등재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신임 편집위원장>
• 김승업(연세대학교),

PMC 등재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KCI 등재

Clinical and Molecular Hepatology,

• 한국아동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SCOPUS 등재

2019년 12월 12일-2021년 12월 21일

• 한국한의학연구원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SCIE 등재

• 송진우(세종대학교),

제어로봇시스템학회 논문지, 2020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오상근(충남대학교),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11회 동계학술대회 KSBMB 2020

한국균학회지, 2020년부터~

일시 및 장소: 2020년 1월 8일~10일, 홍천 비발디파크

• 정인경(강동경희대학교병원),

• 한국부식방식학회, ICorr Insulation & Fireproofing Inspector 초빙

Diabetes and Metabolism Journal,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 김수(연세대학교)
Korean Journal of Women Health Nursing,
2020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교육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3일~7일, 부산 해운대 한화리조트

• 한국진공학회, 한국진공학회 제58회 동계정기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9일~12일, 하이원 리조트(강원도 정선)

• 한국원예학회, 2020 제14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2월 20일, aT센터 5층 그랜드 컨퍼런스홀

<기타 소식>
• 대한소아청소년과학회, 대한청소년과학회지 ‘Korean Journals of
Pediatrics’가 2020년 1월 15일부로 ‘Clinical and Experimental
Pediatrics’로 변경됩니다.

• 대한통증학회, 2020년도 대한통증학회 TPI 연수강좌
일시 및 장소: 2020년 3월 8일,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지하 2층 컨벤션홀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20년 제24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
학술대회 및 대한임상생리검사학회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3월 20일~21일, 백범김구기념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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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
• 단체회원 보건 분야 2종, 인문사회 분야 2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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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보건

Annals of Clinical Microbiology (대한임상미생물학회지)

용동은

대한임상미생물학회

보건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Radiology (대한영상의학회지)

정정임

대한영상의학회

인문사회 Asian Review of Financial Research (재무연구)

송교직

한국재무학회

인문사회 Journal of the Daesoon Academy of Science (대순사상논총)

고남식

대순사상학술원

회원현황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46종(281개 학회)
• 특별회원 20기관

2020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1월

1/17
Preconference
Workshop

2월

2/20
Science Editing
Vol 7. No. 1 발행

1/17
2019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7/10-11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4월

3/5, 12, 19, 26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5월

4/2, 9, 16, 23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6월

6/30
뉴스레터 34호 발행

3/27
출판윤리 워크숍
3/31
뉴스레터 33호 발행

1/17
특별회원 간담회
7월

3월

8월

9월

10월

8/20
Science Editing
Vol 7, No. 2 발행

9/15-16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단기)

8/21
출판윤리 워크숍

9/30
뉴스레터 35호 발행

11월

11/20
출판윤리 워크숍

12월

12/31
뉴스레터 36호 발행

11/21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11/27
편집인 워크숍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www.kcse.org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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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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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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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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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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개방형 동료심사(Open Peer Review)의
등장 배경과 개념, 그리고 사례

기
고

서태설 |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동료심사의 역사

학술지에는 게재되는 현상도 벌어지게 되었다. 결과적으로 동료심

동료심사(peer review)는 학술지 출판 과정에서 가장 핵심 부분으로

사는 학술지의 명성을 대변하는 역할로 변질되어 학술지의 서열화

자리 잡고 있다. 다시 말해서 동료심사를 하지 않는다면 학술지라

의 도구가 되었다는 비판도 받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동료심사는

고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이다. 왜냐하면, 학술지에 게재되는 논문

대부분 비공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논문이 어떤 과정을 거쳐 선

은 관련 분야의 전문가인 동료(peer) 연구자들의 검토 과정을 통해

정되고 출판되었는지에 대해서 편집자 외에는 알 수가 없다.

학술논문으로서 검증받는다고 여기기 때문이다. 그래서 아무리 저
명한 학자가 쓴 논문이라 할지라도 정당한 동료심사를 거치지 않고

개방형 동료심사의 장점

출판된다면, 학술 성과로 인정하기 어렵다.

이러한 동료심사의 불투명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것이

동료심사는 17세기 유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나, 현재와

바로 개방형 동료심사(open peer review)이다. 개방형 동료심사는 기

같은 보편적인 형태의 동료심사는 19세기 초에서야 시작되었으며,

존의 동료심사에 비해서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심사 결과에

본격적인 도입은 2차 대전 이후인 20세기 중반이다. 최고 학술지 중

대한 신뢰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심사 내용과 심사자를 공개함으

의 하나인 Nature도 1967년에 처음으로 동료심사를 도입하여 1973

로써 보다 질 좋은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다는 장점이 있다.

년부터 공식화하였다.
개방형 동료심사의 유형

원래 동료심사는 논문의 품질, 혁신성(novelty), 학술성(theoretical
and empirical validity) 등을 비판적으로 평가하는 것이었으나, 전문

개방형 동료심사에는 여러 가지 형태가 있을 수 있으나, 개방의 측

적인 학술출판사에서는 종이 학술지의 한정된 지면을 채우기 위한

면을 참여, 신원, 보고서, 상호작용, 플랫폼, 심사 전 원고 공개, 최종

방편으로 논문을 서열화하고 제한하는 기능으로 활용하게 되었다.

본 코멘트의 7개 영역으로 구분할 수 있다(Ross-Hellauer, 2017). 7개

그러다 보니 학술적으로 우수한 논문이라도 편집자(editors)의 선택

영역을 모두 개방하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는 없고, 학

을 받지 못하면 출판되지 못하는 한편, 그보다도 못한 논문이 다른

술지의 특성에 맞게 공개 범위를 정하면 된다.

9

< 개방형 동료심사의 개방 영역과 개선 내용 >
개방 영역

문제점 및 기대되는 개선 내용

참여(participation)

편집자가 심사자를 비공개로 선정하기 때문에 심사자 선정이 편향적이고 적합한 심사자 선정에
한계가 있으나, 심사자를 공개적으로 선정하면 객관적일 뿐만 아니라 가장 적합한 심사자를
선정할 가능성이 높음.

신원(identity)

심사자가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심사자를 공개하면 책임감
때문에 심사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음.

보고서(report)

심사 결과가 공개되지 않아 부실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으나, 심사 보고서를 공개하면 책임감
때문에 심사의 품질이 높아질 수 있음.

기

상호작용(interaction)

저자와 심사자 간 또는 심사자들 간에 의견을 개진하고 수렴하는 기회가 없으나, 심사 참여자 간의
의견 개진 기회가 주어지면 심사의 품질이 더 높아질 수 있음.

고

플랫폼(platform)

특정 학술지 게재를 위한 동료심사는 편향적일 수 있으나, 학술지와 관계없이 순수 동료심사만을
위한 플랫폼을 활용하면 보다 고품질의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음.

심사 전 원고(pre-review mauscript)

투고 전과 후의 개선 내용을 확인할 수 없어 저자의 아이디어가 편집자에 의해서 도용될 가능성이
있으나, 심사 전 원고를 공개하면 저자의 우선권을 보장할 수 있음.

최종본 코멘트(final-version commenting)

출판 이후에 개선 기회가 없던 것을 출판 후에 심사자 이외 연구자의 의견을 공개하여 지속적인
개선의 기회를 가짐.

개방형 동료심사 사례

개방형 동료심사는 이미 여러 곳에서 시범적으로 적용되어 그 가

그룹의 심사 플랫폼 서비스인 Publons는 Wiley와 함께 Transparent

능성을 타진하고 있다. 그 중 대표적인 사례로는 F1000Research,

Peer Review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참여 학술지 수를 확대해 나가

MDPI, Publons 등이 있다. 먼저, F1000Research는 개방형 동료심사

고 있다.

를 하는 preprint 게재지로서, 심사 보고서 공개와 출판 후 동료심사
를 허용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한편, 오픈액세스 메가 저널인

<참고문헌>

MDPI는 14개의 학술지에 대해서 개방형 동료심사를 도입하여 저

Ross-Hellauer T. What is open peer review? A systematic review [version 1; peer
review: 1 approved, 3 approved with reservations]. F1000Research 2017, 6:588
(https://doi.org/10.12688/f1000research.11369.1)

자가 개방형 동료심사 여부를 선택하도록 하고 있다. 그 결과 41%의
저자가 개방형 동료심사를 선택한 것으로 나타났다. Web of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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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 워크숍(2019-E02)
“저자 조건(Authorship) 만족하기”를 참관하고
박현준 |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편집위원장/부산의대 비뇨의학과 교수

지난 11월 22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에서는 한국과학학술지

SRT를 타고 도착한 한국과학기술회관 중회의실은 워크숍 시작 전이

참

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의 올해 두 번째 출판윤리 워크숍이 개최

었지만 이미 빈 자리가 없을 정도로 꽉 차 있었습니다. 출석 서명을

관

되었습니다. 이번 워크숍은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과 공동 주관

하고 뜨거운 커피 한 잔을 받은 후, 다행히 맨 앞자리에 빈 자리가 하

으로 1)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와 연구, 출판윤리, 2) 연구 논문에서

나 있어 착석했습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연자석이라, 제 옆자리엔 2

저자의 조건, 3) 해외 주요 DB 등재 시 출판윤리 문제를 다루었습니

번째 연자이신 이원용 교수님께서 열심히 강의 준비를 마무리하고

다. 올해 1월 25일에 있었던 ‘2019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의 Pre-

계셨습니다.

conference workshop – ‘Data Availability & Predatory Journals’, 8월 23

첫 순서로는 현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을 맡고 계신 서울대 윤

일 출판윤리 워크숍(2019-E01) – ‘실무를 위한 출판윤리(사례 중심)

철희 교수님께서 ‘연구자의 사회적 책무와 연구, 출판윤리’에 대해 강

및 10월 2일 Scopus 선정 자문 한국위원회(ECSAC-Korea) 과편협 운

의해 주셨습니다. 영화나 드라마에서는 주인공이 항상 후반부나 마

영 기념 심포지엄에 이어 4번째 참석하는 교육 행사였습니다. 개인적

지막에 나와서 활약을 하는데, 이번 워크숍의 핵심적인 사항은 첫

으로는 올해도 모든 행사에 참석하게 되어 한 해를 알차게 마무리

번째 강의에서 윤철희 교수님께서 거의 다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연

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구자의 사회적 책임 이슈의 시발점이 되었다고 여겨지는 Dr. Fritz

2012년에 당시 ‘대한남성과학회지’였던 국문 학술지를 전임 편집

Haber (비료와 폭발물의 주원료인 암모니아 합성법을 개발하였고, 1

장님으로부터 넘겨받고 영문 저널로 변경하면서, 학술지 이름을 포

차 세계대전에 사용된 독가스를 개발하여 ‘화학 무기의 아버지’가

함한 모든 체계를 바꾸는 격변의 시기에 학술지의 운영에 필요한 지

되었음)의 사례를 시작으로, 최근 중국 연구자의 ‘human gene-edited

식을 얻기 위해 과편협 주최의 모든 행사에는 빠지지 않으려 애썼

baby’ 사례를 통해 연구자의 자유와 사회적 책임, 나아가 연구자가

고, 이를 통해 정말 유익하고 풍부한 정보와 노하우를 얻을 수 있었

속한 나라의 국익, 국제 경쟁력 이슈 사이에서 연구윤리(research

습니다. 과편협 워크숍에서 얻은 모든 혜택은 우리 학술지의 SCIE와

ethics)가 지켜야 할 자리와 그것을 준수해야 하는 연구자들의 자세

Scopus 등재까지 이어지는 일련의 성과에 가장 큰 밑거름이 되었습

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이어서 연구 부

니다. 지면으로나마 과편협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정행위와 출판 부정행위의 유형과 이와 관련된 국내외 사례를 중심

이번 출판윤리 워크숍(2019-E02)의 주요 주제는 ‘저자 조건 (au-

으로 알기 쉽고 실감 나게 안내를 해주셨습니다. 결국 올바른 연구

thorship)’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과편협 회원 학술지들은 이미

윤리의 시작은 올바른 교육이며, 사후 대처와 처벌보다는 예방이 더

윤리사항을 잘 준수하고 있으리라 생각되지만, 아무래도 최근 국내

중요함을 강조하였습니다. 그러나 연구-논문 작성-투고 및 심사-출

에서 불거졌던 사건들로 인해 우리 스스로 규정 준수 여부를 다시

판으로 이어지는 출판 생태계에서 주체는 저자, 편집인, 동료 심사자

점검하고, 최근의 연구 및 출판윤리 경향에 대해 안내하는 의미에서

및 출판사 모두이므로, 진실성과 신뢰, 투명성을 이루기 위해서는 이

이번 워크숍이 진행된 것으로 생각되었습니다. 부산에서 부지런히

러한 출판윤리 주체의 책임이 모든 구성원 각각의 위치와 역할에서
11

기

요구된다고 하였습니다. 그 밖에도, 2018년 12월 개정된 International

체계를 간략히 비교 설명하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의 ‘Conduct, Reporting,

늘 참석할 때마다 느끼지만 과편협 출판윤리 워크숍은 학술지 편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권고안

집인들이 꼭 알아야 할 정보와 지식을, 매우 시의적절한 프로그램으

에 포함된 Authorship 규정을 중심으로 최근의 이슈도 안내되었습니

로 구성하여 제공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유행하는 말로 ‘꿀’ 같은 기회

다. 두 번째 강의는 연세대 화학과 이원용 교수님께서 ‘연구 논문에

라 생각됩니다. 특히 이번 워크숍에 오신 참석자들에게는 허 선 차기

서 저자의 조건’을 주제로 진행해 주셨습니다. 특히 이원용 교수님은

과편협 회장님께서 집필하고 올해 발간하신 ‘Check lists for society

현재 연세대학교 연구처장, 산학협력단장님을 맡고 계실 뿐만 아니

journal editors to add their journals to indexing databases’가 참석 선물

라 강의 능력이 매우 출중하셔서, 자칫 피곤함과 졸음이 몰려올 수

로 배포되었는데, 정말 유익한 자료들이 한눈에 보기 쉽도록 요약된

있는 시간대임에도 불구하고 청중들의 강의 집중도는 오히려 상승

책자였습니다. 이번 워크숍 참관기 작성을 마치면서, 이원용 교수님

하는 분위기였습니다. 특히 부당한 저자 표시와 관련된 사례를 최근

의 강의 슬라이드에서 봤던 인상 깊은 문구로 글을 끝맺고자 합니다.

의 언론 기사를 중심으로 소개해 주시면서 사태의 심각성과 현실을

‘연구윤리는 연구자들을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을 지켜
주고 자유롭게 해줍니다’.

잘 전달해 주셨습니다. 특히 한국연구재단에서 시행했던, 부당한 저
자 자격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식 조사의 결과가 응답한 연구자들의
연령, 연구 분야에 따라 조금씩 달랐던 것이 매우 흥미로웠습니다.

참

결국 부당한 저자 표시가 발생하는 이유는 논문 실적에 대한 압박,

관

안이한 인식, 온정주의, 연구윤리에 둔감한 연구 문화, 미흡한 제재,

기

검증 시스템의 부실 등이 그 원인이었습니다. 한편, 국제적으로 출판
윤리위원회(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 유럽 과학편집
자회의, NIH 및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등에서 서로 유사한
내용으로 발표한 논문 저자 자격 기준에 대한 가이드라인이나, 한국
연구재단에서 올해 발간한 ‘연구논문의 부당한 저자 표시 예장에
관한 연구’도 참석자들이 참조해 볼 만한 좋은 자료로 소개되었습니
다. 마지막 강의는 ‘해외 주요 DB 등재 시 출판윤리 문제’에 대해 과
편협 원고편집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인포루미의 조혜민 선생님께서
해주셨습니다. 과거에는 단지 연구와 논문 작성에 국한되었던 윤리
문제가 이제는 학술지 출판에까지 확대되어, 학술지가 SCIE, Scopus,
Medline과 같은 주요 database에 등재되기 위해서는 출판윤리에 대
해 정책을 가지고 있는지, 학술지를 윤리적으로 출판하려고 노력하
는지를 까다롭게 평가하므로, 이에 대한 고민과 대책이 필요함을 강
조하였습니다. 또한 학술지 출판에서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기준으
로 2018년 1월 발행되어 현재 주요 학술 문헌 출판 관련 단체의 기본
심사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는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의 16가지 항목에 대해 안내되었습니
다. 흔히 ‘Best Practice’로 줄여서 표현되는 이 16가지 항목을 점검해
보면서 학술지의 체계를 다져갈 필요가 있다고 하였습니다. 마지막
으로 강의를 마치기 전에 SCIE, Scopus, Medline의 평가 기준, 항목,

▲ 11월 22일 과편협 출판윤리 워크숍 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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