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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도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ECSAC-Korea):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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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 준비 워크숍 개최
지난 7월 3일 연세대학교 세브란스빌딩에서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ECSAC-Korea)가 주체가 되어 한국연구재단 우수 학술지 21종을 대상
으로 Scopus 등재 준비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32명의 편집인이 참석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시간

내용

연사

13:00-13:30

등록

13:30

개회

13:30-13:40

한국연구재단의 우수 학술지 Scopus 추천 배경

김소형(한국연구재단 학술진흥팀장)

13:40-14:00

Scopus 등재 절차와 심사기준

김형순(ECSAC-Korea 위원장; 인하대)

14:00-14:30

Scopus 출판윤리 기준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4:30-14:50

휴식

14:50-15:10

Analysis of Korean journals rejected by Scopus since 2011

장현주(Elsevier Korea)

15:10-16:10

Pre-evalution form에 따른 학술지 등재 심사 실습 조별 검토

김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연세대)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인포루미)
박재균(과편협 감사; 단국대)
허 선(과편협 회장; 한림대)

16:10-16:30

조별발표

16:30-17:00

종합토의

17:00

폐회

김 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연세대)

▲ Scopus 등재 준비 워크숍 행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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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1) 개최

지난 9월 11일, 과편협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1)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올해 과편협에서 처음으로 진행하는 온라인 워크숍으로,
“Ethical issues in peer review”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진행 특성상 그간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 참석이 불편했던 편집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 123명의 편집인이 참석하였다. 사전에 질문을 받아 워크숍 진행 중에 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였고, 중간중간 편집인들이 채팅으로 활발하
게 질문해 주어 오프라인보다 더 생동감 있는 워크숍이 되었다. 워크숍을 마치고 Google form으로 설문조사도 진행하였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으며, 11월에도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 Ethical issuses in Peer Review

일시

2020년 9월 11일(금) 14:00

장소

Virtual Conference (실시간 온라인 강의: Zoom 화상회의)

14:00-14:10

개회 및 인사말 (윤철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4:10-14:35

Historical view of peer review system (서태설,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KISTI)

14:35-15:00

Differential peer review system: pros and cons (이인재, 대한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서울교대)

15:00-15:10

Break

15:10-15:35

Reviewer roles and responsibilities (CSE) (한동수, 의편협 부회장; 한양대)

15:35-16:00

COPE ethical guidelines for peer reviewers (윤철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6:00-16:30

질의응답 및 폐회

▲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1)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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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명

2020. 7. 24

2020-3차 정보관리위원회의

2020. 9. 4

2020-3차 임원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20년 제24차 추계학술대회

<단체회원 등재 소식>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ESCI, Sco-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5일, 온라인

pus, KCI 등재

• 한국공업화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2020 한국공업화학회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8일~30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23회 보문학술대회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한국영양학회, ‘2020 한국인 영양소 섭취기준 제·개정 사업’ 공청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6일, 온라인으로 개최 예정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5일 14:00-17:00, 온라인 중계

• 한국영양학회, 2020 한국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 (Nutrition and

사전등록 신청 및 기한:

the Microbiome for Human Health: Current Understanding and

http://www.kns.or.kr/Symposium/SympoInfo.asp?idx=78

Future Perspectives)

(9월 28일까지)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6일, 서울 드래곤 시티 호텔

• 대한중환자의학회, MCCRC 2020 (The 11th SCCM’s Multiprofes-

• 대한종양간호학회, 2020년 대한종양간호학회 추계학술대회

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in Seoul, 2020)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14일 09:00-17:00, 서울대 간호대학 강당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9일~11일, 온라인 연수교육

& Zoom Webinar

• 한국식물병리학회, 2020년 추계 온라인 학술대회

• 한국막학회, 2020 한국막학회 창립 30주년 기념 추계 총회 및 학술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14일~16일

발표회

• 대한가정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18일~20일, 대전 ICC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17일, 가천대학교

• 대한설비공학회, 2020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 한국생산제조학회, ICMTE (International Conference of Manufac-

일시 및 장소: 2020년 11월 20일, 한국과학기술회관

turing Technology Engineers) 2020

• 한국생산제조학회, 한국생산제조학회 2020년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19일~20일, 롯데리조트 속초

일시 및 장소: 2020년 12월 2일~4일, 제주 KAL 호텔

•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20 온라인 정기학술발표회 및 총회
일시 및 장소: 2020년 10월 22일~2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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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현황

• 단체회원 보건 분야 1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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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52종 (293개 학회)

소
식

• 특별회원 21기관

*단체회원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보건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김희숙
Psychiatric and Mental Health
Nursing (정신간호학회지)

학회명

한국정신간호학회

2020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9월

9/11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 (2020-E01)

제35호

10월

11월

10/28-29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온라인 워크숍
(인문사회과학분야)

11/19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0-E02)
11/27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0-A02)

9/30
뉴스테러 35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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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31
뉴스레터 36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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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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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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 to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 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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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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 고
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대한 사회적 불평등
김서경1, 윤철희1,2 |

서울대학교, 2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1

2019년 12월 중국 우한시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COV-

한 인종 및 소수 민족이 존재하는 다문화 국가인 미국에서 대표적으

ID-19)이 발병하여 세계 전역으로 빠르게 확산하면서 모든 나라에 비

로 나타났는데, 사회적, 경제적 약자에게서 발생률이 더 높다는 점에서

상이 걸렸다. 급성 호흡기 증후군 코로나바이러스(SARS-Cov)의 표면

윤리적, 정책적 논쟁이 야기된 것이다. 먼저, 이러한 인종에 따른 질병

에 있는 스파이크(spike) 단백질이 변화하면서 사람의 앤지오텐신 전환

적 차이의 원인으로는 낮은 의료보험 가입 비율, 당뇨병과 고혈압 등

효소(angiotensin-converting enzyme 2)와 결합하여 인간에게 감염과 질

심각한 기저 질환의 차이, 그리고 제도적 불평등을 들 수 있다. 보험 미

병을 일으키게 된 것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걸린 일부 환

가입 비율을 보면 히스패닉계는 백인에 비해 약 3배, 그리고 아프리카

자는 일주일 내외로 호흡 곤란을 경험하게 된다. 중증 환자의 경우 급

계 미국인은 거의 2배에 이른다[3]. 이미 만연해 있는 심한 기저 질환 및

성 호흡 곤란 증후군, 급성 호흡 부전, 응고병증, 패혈성 쇼크 및 대사성

의료 혜택에 대한 장벽 등의 차별로 인해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의 대

산증과 같은 증상을 포함하는 상태로 빠르게 진행되며, 심할 경우 사

다수 구성원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과 같은 공중 보건 비상사

망에 이르게 된다. 이처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초기 감염력

태에 취약하다는 의견이다[4]. 또한 이들 유색 인종들은 사회적, 경제적

이 높고 발병 시 심각한 호흡기 질환의 임상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더

으로 열악한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많은 사람이 밀집하여 살고, 나아

빠르고 정밀한 식별 및 적절한 치료 지원이 필요하다. 무엇보다도 중증

가 지역 방역 조치에서 소외되었기 때문에 전파에 더 취약했다는 의견

환자가 호흡 곤란을 겪는 경우에는 집중 치료실을 최대한 빨리 이용할

[5] 역시 설득력이 있다.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문화적 불평등 장벽을 낮추고, 치

소수 인종 및 소수 민족에서 나타나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료 지원의 필요성에 대해 조기에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신종 코로나

발병률의 차이는, 사회에서 가장 취약한 구성원들을 보호하는 데 실

바이러스 감염증은 전염병 중에서 성별을 둘러싼 격차를 포함하여 사

패할 경우 모두의 건강이 위협받을 뿐만 아니라 바이러스의 확산 증가

회적 불평등을 초래한다는 보고가 있다[1].

에 대한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필연성으로 이어진다. 따라서 이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이 각국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하

불균형을 줄이기 위해 정부, 정책 결정권자, 공중 보건 전문가, 지역 자

는 대유행 형태로 다양한 국가, 인종, 및 모든 사회 계층에서 발생하면

치단체, 의료 기관 및 의료진, 그리고 개인이 할 수 있는 노력을 각자의

서 새로운 국면의 논쟁이 발생하고 있다. 미국의사협회지(JAMA)에서

위치에서 수행해야 할 것이다. 공중 보건 비상사태에서 사회적인 차별

는 히스패닉계와 아프리카계 미국인 등 유색인종의 감염률과 사망률

로부터 발생하는 감염병 발병률 차이 및 확산에 대응하는 자세가 필

이 백인의 2~3배 가까이 높은 현상을 두고 해당 인종별 감염률 및 사망

요하며, 소수 민족 및 사회의 다양한 구성원을 모두 보호해야 할 것이

률 격차에 대해 옹호 및 비판하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옹호하는 입

다.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첫째, 복지에 대한 사회적 약자의 건강

장은 이러한 차이가 생물학적 차이로부터 발생하는 현상이거나 기저

에 영향을 주는 요인과 불평등을 초래하는 원인에 대한 인식을 제고

질환의 차이가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반면, 사회적인 비판의 목소

할 필요가 있다.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먼저 근본 원인을 정확히 인지

리는 사회 및 경제적인 환경과 인종 차별이 그 근본 원인임을 제시하고

하고 인정하는 자세가 요구되기 때문에, 보건복지 측면에서 이러한 차

있다[1,2]. 이러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률 차이는 다양

별 및 불평등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인식하는 동시에 이를 제대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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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나아가 공중 보건의 불평등 현상을 과소평가하지 말아야 하겠

한 특정 인종 및 민족 배경에 대한 사회적 낙인이 차별적인 시선을 유

다. 둘째, 이러한 사회적 약자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발병에

발한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에서는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이

대한 불평등 요인을 명확하게 밝히기 위한 능동적 노력이 있어야 한다.

유로 고정관념이나 차별대우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몇 가지 인식 개선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국적, 인종, 성별, 나이, 빈부 등을 초월

의 필요성을 제시하고 있다[11].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감염된

해 누구나 감염될 수 있지만 그에 대한 대처 능력은 불평등하기 때문

사람들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닌, 가족, 친구 및 지역사회에 모두 영향

에[6],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의 필요성에 대

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그들을 고립시키지 않는 것이 중요하

해 일반 대중과 공감하며 정치적·정책적인 지원을 구축하기 위한 체계

다. 특정 질병과 관련이 있다는 인식으로 인해 사회적 편견이 발생할

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경우 차별을 피하고자 질병을 숨길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회적으로

생물학적인 차이를 인종주의로 발전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주의가

차별적인 인식을 갖지 않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신종 코로나바이러

필요하지만,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은 여성보다는 남성에게서

스 감염증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하고 그 위험성에 대해 심도 있게

중증 환자로 발전할 가능성이 더 높게 나타났다[7]. 성별에 따른 감염

논의하되, 검증되지 않은 루머나 공포심을 조성하는 이야기들을 확산

비율 및 원인은 아직 명확히 비교되지 않았으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시키는 것은 이러한 차별에 기여하는 행동이기에 지양해야 할 것이다.

감염증에 의한 사망자 수를 성별로 분석한 결과 남성의 사망 가능성

바이러스에는 국경이 없고, 바이러스에 대한 취약함의 정도도 사람

이 더 높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마다 다르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의 발병률은 차별적인 결과

의한 사망자가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는 현상은 여러 국가에서 관

를 보이지만, 이러한 질병 대유행에 불평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사회적,

찰되고 있는 현상으로, 코로나바이러스가 발병하는 성별 비율의 통계

정치적, 경제적 구조 개선에 대한 관심을 높일 필요가 있다. 사회적 불

적 결과를 분석하여 현재 일어나고 있는 감염증에 대응할 필요성을 제

평등으로 인해 생명에 위협을 받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정부나 국민

시한다. 사망률이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은 것은 생물학적 및 사회

모두가 인식을 개선하고 행동에 나서야 할 것이다.

적 성별 규범으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신종 코로나바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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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의 전문가 심사 과정
기간에 대한 COVID-19의 영향

오세종 | 전남대학교 동물자원학부

서 론

JAST의 전문가 심사 소요 시간

JAST는 1958년 국내 축산학을 주제로 한 국문 학술지로 창간되었고,
유례없는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2019 (COVID-19)의 세계적인 확산

국제 학술지로의 확장을 위해 2014년부터는 영문으로 출간되었다.

으로, 현존하는 사회 시스템과 산업이 전 세계에 걸쳐 급속도로 변화

JAST는 2015년 PubMed Central에 등재되었으며 2019년 Scopus 및 SCIE

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한국전쟁의 어려운 시기에도 학교는 한 번도

에 등재되었다.

문을 닫은 적이 없었지만, 지난 2020년 3월 1일 이후 학교를 폐쇄했고,

JAST에 발표된 총 연구 편수를 감안할 때 COVID-19 전과 후에 발

이는 바이러스의 영향이 전국적으로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표된 논문의 수를 직접 비교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는데, 이는 JAST

과거 전세계적으로 발생했던 대공황(1929)의 특징은 과잉 생산으로

가 2019년 10월 SCIE에 등재된 이후 국내 저자가 접수하는 논문의 수

인해 생산과 공급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것인데, COVID-19로 인한 모

가 크게 증가했기 때문이다. JAST는 논문 수 증가로 2020년도부터는

든 시스템의 봉쇄는 대공황 때도 없었던 것으로 교육, 생산 및 공급 차

에디터의 수와 심사자 pool을 더 확충시켰다. 따라서 COVID-19에 대

질은 물론 교역과 물류의 중단을 발생시켰다.

한 영향을 평가할 때 접수논문 수를 비교하는 것보다는 투고된 논문

한국에서 COVID-19의 첫 사례는 2020년 1월 21일에 보고되었다[1].

원고의 판정까지 걸리는 평균 처리 시간(average processing time, APT)

이 바이러스의 확산을 막기 위한 한국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감

을 비교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본문에서 언급한 APT는 원

염 건수는 2020년 2월 말에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했다. 이후 한국

고 투고일로부터 게재 결정을 받기까지 걸리는 평균 총 시간을 의미

정부는 국민들에게 대면 접촉을 자제할 것을 통보하고 단체 회의를

한다.

금지했다. 2020년 3월 22일에는 일상생활의 재개를 위해 사회적 거리

투고 원고 대부분은 국내 심사자들이 검토하고 일부는 해외 심사
자들이 담당하는데, 한정된 심사자 pool 때문에 국내 심사자들은 대

부여 정책을 시행하였다.
이 에세이는 한국축산학회가 발간하는 학술지 Journal of Animal

부분 학교에 재직하고 있는 교수와 연구원들이다. 이러한 특징으로

Science and Technology (JAST, ISSN 2055-0391)의 편집 과정에 미치는

APT는 한국 대학의 상황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한

COVID-19의 영향을 분석한 것으로, COVID-19가 JAST의 편집 처리

국의 학제는 봄학기는 3월에 시작해서 6월에 끝나고 가을학기는 9월

시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원고가 최종 게재 승인을 받는

에 시작해서 12월에 끝난다. 1학기가 종료된 이후인 7월과 8월에는 컨

데까지 걸린 총 시간(일수)을 비교하였다.

퍼런스나 휴가, 개인 여행이 많기 때문에 APT가 다른 월보다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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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논문의 질적 저하 및 논문 원고 수의 감소 등을 예상할 수 있다.
대부분의 국제 저널 및 출판사는 이미 오픈 액세스를 채택했으며

60

디지털 및 가상 공간으로 전환하여 논문의 심사와 출판을 하고 있다.

40

따라서 이러한 저널의 편집팀은 논문 원고의 심사-출판에 별다른 어

20

려움을 겪지 않고 있다.

0

향후에는 논문 원고의 표절과 자료의 정확성 등을 종합적으로 평
Jan Feb Mar Apr May Jun Jul Aug Sep Oct Nov Dec Jan Feb Mar AprMay Jun

2019

가할 수 있는 인공지능이나 머신 러닝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할 수 있

2020

을 것이다[2]. 포스트 코로나-19 시대의 학술지 발전을 위해, 학술지를

그림 1.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에 투고된 원고의 평균
처리 시간. 평균 처리 시간은 원고가 최종 결정을 받는 데 걸린 평균일수
를 뜻한다.

출간하는 학회와 기관에게 이와 같은 대비 방안이 절실히 요구된다.

결 론
으로 높았고 나머지 계절에는 다소 높낮음이 있었다(그림 1).
COVID-19의 확산이 진행되는 2020년 2월 이후를 살펴보면, 2020년 4

2020년 1월 한국에서 COVID-19가 처음 보고된 이후, JAST 학술지의

월의 APT가 높은 것을 알 수 있다(그림 1).

투고부터 최종 게재 결정까지의 기간에 다소 변동이 있었던 것은 주

COVID-19로 인해 3월과 4월에 개학이 연기되었고 4월 9일에는 대

지의 사실이다. COVID-19로 인하여 JAST의 APT는 2020년 4월에의 경

학이 온라인 수업을 시작하였는데, 봄학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전체

우 전년 대비 증가하였는데, 이는 심사자들의 논문 심사 시간에 영향

사회 및 학교 시스템이 폐쇄되면서 새롭게 온라인 강의 준비 및 학사

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JAST에서 2020년도부터 심사자와 에디터를

운영에 전념하게 되었다. 교수들은 온라인 강의, 업무 시간 및 학생들

확충했음에도 불구하고 APT가 전년보다 증가한 것은 한국에서 1학

의 요구에 부응하는 데 필요한 기타 변경 사항을 준비할 시간이 거의

기가 시작되는 3월부터 수업 방식이 원격 수업으로 변화한 과정에서

없었다. 이처럼, 투고된 원고의 심사를 담당하는 대부분의 대학 교수

발생한 것으로 생각된다. APT는 한국의 상황에 따라 감소하다가 증

와 연구원들이 변화된 교육 시스템에 적응해야 했으므로, 4월에 투고

가한 후 다시 감소하는, 예측이 어려운 변화를 보였다(그림 1). 이러한

된 논문 원고에 소요된 APT는 다른 달의 투고 원고보다 다소 높게 나

현상은 JAST 논문 심사의 많은 부분을 담당하는 대학 교수와 연구원

타났다.

이 속해 있는 대학의 교육 환경 변화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2020년 5월 이후 APT는 안정적으로 감소했고, 향후 자택에

그러나 COVID-19의 영향으로 발생한 ATP의 변화 현상이 다른 저

서 보내는 시간이 늘어남에 따라 APT는 계속 4월보다 짧아졌다. 이러

널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났는지는 단정하기 어렵다. 보다 많은 데이터

한 현상은 지속적으로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그림 1).

를 이용해서 분석해야 JAST에서 나타난 APT의 변화가 일반적인 현상

대학을 포함한 전체 사회의 대봉쇄는 실험실 연구에도 영향을 미

인지를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논문을 발행하려면 먼저 데이터

참고문헌

를 수집한 다음 원고를 집필, 제출, 검토 및 발행해야 한다. 실험실 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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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초기 단계에서는 연구자들이 그 이전에 수집된 데이터를 사용하
여 논문을 작성하고 검토할 수 있었기 때문에 그 영향이 학술 출판에
적게 미쳤을 것이다. 그러나 COVID-19는 앞으로 학술지 출판 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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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통의학 분야 저널과 코로나 관련 논문 발표 동향

이명수 | 과편협 정보관리위원, 한국한의학연구원

전세계에서 유행하고 있는 코로나-19의 확산으로 감염병의 관리, 예

색 사이트와 통합 및 보완의학 분야 이외의 다양한 분야로 확장하여

방 및 치료 등에 대해 많은 이슈가 대두되고 있으며, 글로벌 제약사와

검색할 경우 다양한 저널에 다수의 연구논문이 출간되었을 것으로

각국의 연구자들이 백신과 치료약 개발을 위하여 경쟁적으로 치열하

생각된다.

게 임상시험을 수행하고 있다. 한국과 중국에서는 전통의학을 포함한
통합의학 분야에서도 코로나-19 대응을 위한 임상진료지침(Clinical

2. 코로나-19 관련 특별호 출간 저널

Practice Guideline)을 개발하여, 비대면 원격 진료를 통하여 격리 관찰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특집호를 발간하거나, 특별 논문들을 모집한

기(observation stage) 환자와 치료 후 회복기 환자(recovery stage)에게 도

저널은 아래와 같이 총 3종의 저널이 있었다.

움을 주고 있다. PubMed 검색 결과 현재 출간된 전통의학을 포함하는

-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IMR): 발간 완료[1]

통합의학 분야 코로나-19 관련 논문들은 통합의료 관련 임상시험 연

- Journal of Traditional and Complementary Medicine: 모집 중[2]

구, 임상근거 분석, 약물학적 네트워크 분석 등을 통한 신약 개발 등으

-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3]

로 나뉘는 것으로 보인다. 본 기고문은 코로나-19에 대한 연구 동향 분
석을 위하여, 우선적으로 통합 및 보완의학(integrative and complemen-

필자가 부편집인으로 있는 IMR의 경우 “Integrative Medicine for COV-

tary medicine)으로 분류된 저널들의 동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ID-19: Researches and Evidences”라는 주제로 약 3개월간 논문을 모집
하였고, 총 114편의 논문이 접수되어 최종적으로 28편이 특집호에 게

1. 통합 및 보완의학(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재되었다. 특집호에 포함된 주제들은 중국과 한국의 가이드라인 분

분야의 저널과 논문 출간

석을 통한 코로나-19 의학관찰기에 유용한 전통의학 정보, 퇴원한 환

현재 Journal Citation Reports (JCR)에서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자의 재택 치료법, 전통의학을 이용한 코로나-19 관리 및 치료를 위한

Medicine으로 분류하여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를 제시하고 있는

임상진료지침, 코로나-19 한의진료 전화 상담센터 운영 분석 등을 소

저널은 총 28종이다. 표 1은 해당 분야의 출간된 코로나-19 관련 논문

개하고 있다. 또한 코로나-19의 통합의료를 위한 기초·임상 연구 결과

편수를 나타낸 것으로, 현재까지 총 129편의 논문이 발간되었다(검색

및 연구 동향, 코로나-19 치료·연구 관련 윤리·교육 분야에서의 전통

키워드는 coronavirus 또는 covid). 단, 이는 전통의학 관련 분야의 연구

의학의 역할, 영국 Evidence Aid의 코로나-19 대응 활동 등 코로나 치료

논문만을 나타낸 것은 아니며, PubMed 검색 엔진 외 다양한 정보 검

및 관리에 대한 포괄적 주제를 다루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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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Integr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분류 SCI 저널 출간 코로나 논문의 수
순위

저널명

영향력 지수 (IF)

코로나 19 관련 논문 수* (편)

1

Journal of Ginseng Research

5.487

0

기

2

Phytomedicine

4.268

13

고

3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3.690

2

4

American Journal of Chinese Medicine

3.682

5

5

Chinese Medicine

2.960

14

6

BMC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833

12

7

Planta Medica

2.687

0

8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JIM

2.446

6

9

Integrative Cancer Therapies

2.379

2

10

Journal of Herbal Medicine

2.221

1

11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2.172

32

12

Acupuncture in Medicine

2.129

0

13

Journal of Alternative and Complementary Medicine

2.109

4

14

Complementary Therapies in Medicine

2.063

2

15

Chinese Journal of Natural Medicines

2.014

1

16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1.813

2

17

Complementary Therapies in Clinical Practice

1.770

4

18

Homeopathy

1.704

0

19

Chinese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1.545

7

20

Explore-The Journal of Science and Healing

1.485

8

21

Journal of Manipulative & Physiological Therapeutics

1.230

3

22

Complementary Medicine Research

1.089

2

23

European Journal of Integrative Medicine

0.974

2

24

Holistic Nursing Practice

0.968

2

25

Alternative Therapies in Health and Medicine

0.937

2

26

Boletin Latinoamericano y del Caribe de Plantas Medicinalesy Aromaticas

0.819

0

27

Journal of Traditional Chinese Medicine

0.676

2

28

ACUPUNCTURE & ELECTRO-THERAPEUTICS RESEARCH

0.200

1

*논평, 종설, 원저 등 모든 종류의 논문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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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은 다음과 같은 내용들을 제공하고 있다.
- ‘글로벌 COVID-19 Report’를 2주에 한 번씩 발간하여, 전세계의 코로
나-19 현황과 대응책에 대한 소식을 정부출연연들과 대중에게 전하
고 있다[4].
- ‘중국의 COVID-19 관련 중의약 동향(2020) 정책 자료집’을 발간하여
중국의 대응 방향을 정리, 배포하였다[5].
- 코로나-19 대응과 관련하여 ‘한의정책’ 자료집(2020년 제8권 1호) 특
별호를 발간하였다. 여기에는 코로나-19에 대응하는 중국의 중의약
정책 및 한국의 한의학 정책에 대한 동향과 논의가 포함되어 있다[6].
4. 맺는 말

과학적인 방법으로 코로나-19에 대응하려는 전통의학 분야의 노력이
전세계적으로 이루어지고, 그 결과가 전통의학 관련 저널 및 일반 의
학 저널들에 발간이 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이 코로나-19의 종식에 도
움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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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아편협 소식
제6회 아시아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온라인 국제학술대회 개최
(The 6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 2020)

제6회 아시아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ASE)의 국제 학술대회 및 워크숍(The 6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 2020)이 8월 21일 온라인으로 진행되었다. 올해 행사는 말레이시아에서 개최될 예정이었으나 COVID-19로 인해 온라인으로 대체하
였다. CASE 회원 100명이 참석한 가운데 Ramanathan Subramaniam CASE 회장의 개회사로 행사가 시작되었고 차기 회장인 김형순 교수의 환영사
가 있었다. 기조강연은 김기홍 교수(아주대)가 “Artificial intelligence in editing, writing, reviewing manuscripts”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었고 김순 박사
(Nature Research Korea)가 “Compliance of ‘Principles of transparency and best practice in scholarly publishing’ in academic society published journals”라는
주제로 발표해 주었다. 이어서 “Preprint server”, “Adoption of new Crossref services to society journals”, “Impact of COVID-19 pandemics to the society
journal publishing”의 3가지 주제로 parallel session이 이어졌다. 개괄적인 정보와 발표자료는 CASE 홈페이지(https://asianeditor.org)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다.

▲ 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제6회 국제학술대회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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