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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소식

과편협 창립 10주년 심포지엄 “학술 출판의 10년 후를 조망하다”

<그림 1> 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온라인 단체사진

2011년 9월 21일 창립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는 올해 창립 10주년을 맞이하였다. 이에 지난 9월 8일,
“학술 출판의 10년 후를 조망하다”는 주제로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심포지움의 문을 열면서,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과 하종규 제2대 과편협 회장이 축하의 말씀을 전하였다. 뒤를 이어 지영석 Elsevier 회장의 ‘10년
후 학술 출판사의 역할 및 위상’ 강연과 김기홍 과편협 부회장의 ‘AI가 학술지 출판 시장에 미칠 영향 예측’ 강연이 기조강연으로
진행되었다. 이후에는 Session A와 B로 나누어서 진행되었는데, Session A에서는 “10년 후 출판사, 원고편집인, 편집인들의 역할과
준비”에 대해서 Duc Le (Lancet), 조윤상 대표(M2PI), 윤철희 교수(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가 발표를 하였다. Session B에서는
Wim Meester (Elsevier), Johan Rooryck (Plan S), Ed Pentz (Crossref)가 10년 후에 Scopus, Plan S, 그리고 Coressref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해서 각각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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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식 개최

<그림 1> 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식 단체사진

지난 9월 29일 과편협의 전, 현 임원진이 모여 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식을 개최하였다. 먼저 허선 과편협 회장이 과편협의 창립
배경과 연혁을 발표하며 지난 10년의 역사를 되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진정일 명예회장은 과편협이 지금까지처럼 아시아권에서
학술지 위상을 높이고 더 발전해 나가길 바란다는 응원의 메시지를 주셨다. 하종규 2대 회장은 하나의 조직이 초기의 어려움과 혼란을
극복하고 안정되기까지 이끌어 주신 진정일 명예회장과 임원진들께 감사의 말을 전하고, 앞으로 10년 동안에도 할 일이 더욱 많다고
생각하며 국제 출판의 변화 추세에 잘 따라가고 국내 학술지 발전을 위해 계속 노력해 주기를 바란다고 당부하였다. 김형순 3대 회장
역시,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라는 말처럼 계속 과편협의 발전을 위해서 다함께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당부의
말을 전하였다. 이어서 케이크 커팅식과 기념 촬영으로 조촐한 만큼 더욱 그 뜻이 깊었던 기념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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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회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시험 온라인 실시
지난 7월 16일 과편협에서 제5회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Korea Manuscript Editor Certification) 시험을 실시하였다.
2016년에 첫 시험이 치러진 이후 매 해 실시해 온 자격시험이지만 지난 해에는 Covid-19로 인해 시험을 개최하지 못하였는데,
올해는 온라인으로 시험을 진행하였다. 이번 시험에는 31명이 지원하였고 이 중 30명이 응시하여 최종적으로 20명의 새로운 ME
자격증 소지자를 배출하였다.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들의 명단은 과편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cse.org/
certification/find.php).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께는 과편협에서 진행하는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의 수강을 추천한다.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은 매년 3월~4월에 1일 4시간씩, 총 8회로 8주에 걸쳐 진행하는 원고편집인 양성과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Open Access 학술지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DOAJ) 등록과 업데이트 방법 관련 워크숍 개최
8월 27일 과편협 회원 학술지를 대상으로 국내의 Open Access 학술지를 DOAJ에 등록하고 업데이트 하는 방법을 구체적으로
배워보는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DOAJ 지원서 양식을 점검하고 직접 지원하고자 하는 학술지 10종이 참석하였다.
DOAJ 한국 대사인 이현정, 이혜림, 정영임 대사가 연자로 참석하여, 분야별로 소그룹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앞으로도 과편협은
DOAJ에 등록하고자 하는 국내 학술지들을 위해 꾸준히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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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21. 8. 26

2021-3차 정보관리위원회의(온라인)

2021. 9. 2

2021-3차 임원회의(온라인)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 한국세라믹학회, 2021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3일~5일, 제주 라마다 프라자

회원동정

호텔, 오리엔탈 호텔(하이브리드 진행)
• 항법시스템학회, 2021 IPNT Conference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통증학회 『The Korean Journal of Pain 』 SCIE 등재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3일~5일, 강릉 세인트존스호텔
• 대한의료정보학회, 2021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4일~5일, 용인세브란스병원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대한중환자의학회, MCCRC 2021 (The 12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in
Seoul, 2021)
• 일시 및 장소: 2021년 10월 8일~10일, 온라인 연수교육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ICCAS 2021 (2021 21st

• 대한지질공학회, 2021 대한지질공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1일~12일, 평창 알펜시아(온오프라인 개최)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24회 보문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1일~12일, 전주 라마다 호텔
•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20주년 행사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및 2021 추계 국제학술발표대회

Systems)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2일, 연세대학교

일시 및 장소: 2021년 10월 12일~15일, 제주 라마다

백양누리(서울) 및 온라인(Zoom)

프라자 호텔
• 한국동물생명공학회, 제19회 발생공학 국제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2021년 10월 15일, 전면 비대면 온라인

• 한국막학회, 2021 한국막학회 추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8일~19일, 대전 라마다 호텔
• 한국부식방식학회, 제51회 정기총회 및 2021년도

학술대회(웨비나 진행)

추계학술대회

학술대회 홈페이지: https://ksarb.imweb.me/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8일~20일, 여수

• 한국영양학회, 2021 한국영양학회 추계국제학술대회 및
제56차 정기총회(Hybrid Conference)
일시 및 장소: 2021년 10월 15일, 서울 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21년 제25차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0월 30일, 온라인 학술대회

베네치아호텔앤리조트
• 대한설비공학회, 2021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및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9일, 세종대 컨벤션센터(서울)
• 한국여성건강간호학회, 2021 추계 학술대회 및 총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19일, 온라인(Zoom)
• 대한통증학회, KPS 2021 Annual Meeting
5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20일~21일, 스위스 그랜드호텔

<회원현황>

컨벤션센터(온오〮프라인 병행)

• 개인회원 56명

• 한국정보기술학회, 2021 추계종합학술대회 및

• 단체회원 336종(281개 학회)

대학생논문경진대회

• 특별회원 19기관

일시 및 장소: 2021년 11월 25일~27일, 제주 KAL 호텔
<신임 편집위원장>
• 김계환(충남대학교), International Neurourology Journal ,
2021년 9월 1일~2026년 8월 30일
• 정지환(부산대학교), International Journal of Air-

Conditioning and Refrigeration , 2021년 10월
1일~2024년 9월 30일

2021년도 과편협 하반기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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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11월

9월

10/28~29
Scopus 등재를 위한 워크숍
(온라인, 인문사회과학 대상)

11/4
원고편집인 워크숍(온라인)

12/10
출판윤리 워크숍(온라인)

11/24
편집인 워크숍(온라인)

12/31
뉴스레터 40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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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가입안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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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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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윤지수
전 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 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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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해 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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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오픈 사이언스와 편집인의 역할
박다정1, 윤철희1,2 | 1서울대학교, 2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는 디지털 혁명과 함께 지난 수년간 학술 및 출판 산업의 흐름에 폭넓은 변화를 유도하였다. 이에 오픈
사이언스의 기본원칙에 대한 인식, 실천을 위한 마음가짐과 함께 공정, 공평, 객관적 타당성, 정직, 투명하게 저자를 대우할 책임은
편집인에게 더욱 크게 요구되는 능력으로 대두될 것이다.
미래의 편집인은 현재 학술지 및 출판사에서 영향력이 증대되고 있는 오픈 사이언스의 6개 기본 원칙에 기반하여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 이해 상충과 해결, 편집업무 속에서의 디지털 혁명의 역할에 대한 고찰을 통해 활발한 산업 변화에 대응해야 할 것이다.
본고에서는 오픈 사이언스와 편집인의 역할에 대해 미래지향적 측면을 살펴보고자 한다.

Open science
Open science란 과학을 수행하는 과정이나 결과물로 얻어지는 모든 정보, 연구 및 데이터 등에 대한 장벽 없는 접근을 제공하기
위한 개방성, 투명성, 빠른 지식 공유, 공평 및 공정성을 실천하려는 사회 정의에 기초한다고 할 수 있다[2]. 이러한 open science는
open access, open methodology, open source, open data, open peer review, open educational resources의 6가지 기본
원칙으로 구성된다(그림 1)[1].
오픈 액세스(Open access, OA)란 정보생산자가 이용자가 되고 이용자가 다시 생산자가 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학술논문의
저자는 출판을 통해 이윤을 추구하지 않아 라이선스 요금, 회비, 접근 비용 문제 등의 경제적 장벽을 해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또,
저작권 등의 저자 권한을 출판사나 학술지에 이양하지 않아도 되며 학술논문으로의 영구적인 접근이 보장된다. OA 방식은 학술지를
통한 발간과 디지털 지식정보를 생성, 수집, 관리하여 유통시키는 디지털 방식 두 가지가 있다. 이러한 OA를 실현하기 위해서 정부/
공공기관은 관련 관리조직을 구성하고 전문인을 양성해야 하며 출판사/학술지는 이와 관련된 정책을 수용하고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 성과물과 논문을 기탁 및 투고하도록 유도하고 시스템을 구축하는 등의 노력이 요구된다.
Open methodology란 타 연구자가 해당 연구 과정과 결과를 구현해 낼 수 있도록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연구 방법에 대한 설명은
연구 과정의 핵심 요소로 다른 연구자들이 이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해당 방법의 재현이 가능해야 한다는 것이다.
Open methodology를 가장 확실하게 구현하는 방법 중 하나는 open source이다. 그 목표는 한편으로는 결과를 이해할 수 있게
하고 다른 한편으로는 재현할 수 있게 만드는 것이다.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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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The six principles of open science based on UNESCO presentation of 17 February 2021[2].

Open data는 과학적 연구 과정에서 생성되는 기본값 및 결과들에 대한 공개를 말한다. 즉, 원하는 사람은 누구나 온라인에서
제약없이 사용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Open peer review는 동료심사 또는 출판 과정 어느 시점에서든 저자와 심사자의 신원을 서로에게 공개하는 것을 말한다. eLife
학술지는 동료심사자의 평가를 저자, 독자 및 기타 이해 관계자에게 보다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도록 동료심사 과정을 개선해왔다.
이러한 eLife 학술지의 편집 과정은 저자의 주장과 결론이 논리적이고 합당한지 여부에 대한 동료심사자의 의견, 수정 요청, 그리고
저자들의 답변과 편집 결정에 대한 모든 내용을 공개한다[4].
오픈 사이언스는 앞으로도 학술지 정책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지금까지는 저자의 권리와 윤리에 더 초점을
맞췄다면, 앞으로는 편집 과정이나 편집인에게도 다양한 변화에 대한 요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오픈 사이언스의 6가지 기본
원칙에 기반한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 그리고 편집인의 이해 상충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
편집인은 공정, 공평, 객관적 타당성, 정직, 투명하게 저자를 대우할 책임이 있으며[3], 학술지는 편집인과 저자 사이의 이해 상충에
대한 정책을 명확히 제시해야 한다. 저자의 작업에 대한 비밀유지를 해야 하며 동료심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정 행위와 윤리 문제를
다루는 정책을 주기적으로 검토하여 효율적이고 빠른 동료심사 시스템을 구축하여야 한다.
위에서 언급한 일들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편집인은 저자에게 다음 사항을 요구할 수 있다: 연구비 사사 명시, 기관의
적절한 위원회(윤리)로부터의 승인, 세포주나 사용한 동물이 정확한지 명시, 동물 실험에 대한 전문기관 및 정부의 규정 준수, 인종을
다룰 경우 어떤 기준들이 적용되었는지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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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은 저자에게 편집 정책에 해당하는 사항들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는 다음과 같다: 심사 중이거나 게재 예정인 논문의 복사본,
필요 시 보충 결과 또는 데이터가 보관된 장소의 명시, 저작권과 관련하여 그림이나 표의 원작자로부터의 허가 여부, 지적재산권
이양계약서 또는 라이선스 계약 내용 등의 편집 정책에 해당하는 사항.
편집인은 저자뿐 아니라 심사(자)에 대한 책임도 지는데, 심사자 선정 시 투고 논문과 전공 분야가 적합한 연구자를 택해야 하며
특정 심사자만을 집중적으로 활용해선 안된다. 학술지는 투고 논문의 비밀이 유지되고 심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심사자를 위한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심사자가 투고 논문의 내용을 도용하거나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사실을 논문 게재 전에 활용하여 이득을
취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적절한 시기에 심사자의 노고를 치하할 수 있도록 감사 표시나 공문 편지를 작성하는 등의
방법을 실행하는 것이 좋다.

편집인의 이해 상충
출판에서 이해 상충은 편집 결정을 편향시킬 수 있는 이해관계 및 조건으로 정의될 수 있다. 개인적, 정치적, 재정적, 학문적, 또는
종교적 고려 사항은 다양한 방식으로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편집자는 자신의 부서나 연구 협력자, 공동 저자가 제출한 원고와
같이 자신의 이익과 충돌하는 원고에 대한 결정을 피해야 한다. 이해 상충이 실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편집자는 의사 결정 책임이 있는
다른 편집자에게 처리를 위임해야 한다. 또한 편집자는 과정의 완전한 은폐가 보장될 수 있는 경우에만 저널에 자신의 원고를 제출해야
하고, 저널은 편집자, 부편집인, 편집위원, 동료/학생이 제출물을 처리하도록 안내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이해 상충을 방지하는 의사
결정과 동료 검토를 허용해야 한다.
재정적 이해 상충은 개인이나 조직이 원고를 출판하거나 거부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그들이 재정적으로 이익을 얻을 수 있을 때
발생한다. 재정적 이해 상충에는 급여, 이해관계가 있는 회사의 보조금, 명예, 주식 또는 지분, 지적재산권(특허, 로열티 및 저작권)이
포함될 수 있다.
잠재적인 직·간접적 재정적 이해 상충의 몇 가지 예는 다음과 같다. 직접적인 경우는 편집자, 저자, 또는 검토자가 특정 상용
제품과 관련한 연구를 보고하거나 고려하는 동안 제품을 만드는 회사의 지분 또는 스톡 옵션을 보유하고 있어서 긍정적 평가가
직접적인 재정 이익을 실현할 가능성이 있을 때이다. 간접적인 경우는 학술지에 출판된 호의적인 보고서의 결과로 제품이 잘 될 경우
그에 대한 보상으로 해당 조직에 고용될 때이다. 유사하게, 연구 논문의 중요성에 대해 논평하는 사설의 저자가 경쟁 제품을 판매하는
회사의 컨설턴트면 긍정적인 결과를 최소화하는 글을 쓸 수 있다. 연구자가 이전에 금전적 혜택(예: 컨설팅 비용, 명예, 또는 연설
비용)을 받은 영리 기업 제품의 연구를 수행할 때는 상황이 약간 다른데, 이러한 경우 평가와 연구자가 직접적 관련은 없지만 과거의
사례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해 상충으로 간주하여 공개해야 한다.
기타 비금전적 이해 상충도 공개해야 하는데, 여기에는 개인적, 정치적, 학문적, 종교적 갈등이 포함된다. 출판을 위해 제출을 준비
중인 결과와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고하는 원고를 평가하는 심사자는, 자신의 원고가 승인될 때까지 심사를 연기하고 싶은 유혹을
받거나 현재 진행 중인 개념이나 가설에 의해 평가 논문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은 이해 상충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은 다음과 같다. 일부 편집자와 학술지는 저자에게 연구 지원을 제공한 조직을 식별하고
연구 및 결과 분석에서 이러한 조직이 수행한 역할을 설명하도록 요구한다. 저자는 논문에 언급된 제품의 제조업체 또는 경쟁 제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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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업체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모든 개인적, 재정적 및 기타 관계를 공개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일부 학술지는 해당 제품의 제조
또는 판매에 관련된 상업 조직에서 재정적으로 지원한 연구 논문의 투고를 허용하지 않는다. 많은 학술지가 동료심사 과정에서 공개된
이해 상충을 기밀로 유지하라는 ICMJEa 의 권장사항을 따른다.
편집인은 이해 상충 공개를 포함한 역할과 책임을 다하는 것은 물론 앞으로 오픈 사이언스 및 디지털 혁명과 함께 변화하는 학술 및
출판산업에 빠르게 적응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미래의 공정한 출판산업 실현을 위해서는 출판사/학술지뿐만 아니라 정부/공공기관도
관련 관리조직을 구성하여 연구자의 활동을 지원함으로써 국제 경쟁력 제고에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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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The ICMJE is a small group of general medical journal editors and representatives of selected related organizations working
together to improve the quality of medical science and its rep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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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국내 출판사는 10년 후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조윤상 | 엠투피아이(M2PI) 대표

지난 9월 10일 “학술 출판의 10년 후를 조망하다”라는 주제로 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현재까지 우리나라 학술 출판이 많은 발전을 해왔고 앞으로 10년 후의 국내 학술 출판이 더 기대된다는 긍정적인 메시지가 함축되어
있는 주제인 듯하였다.
그런 취지로, 과편협이 창립되었던 10년 전을 뒤돌아보면서 2021년 현재 시점에서 10년 후 학술지 출판시장에서 출판사의 위치는
어떻게 변화할 것이고 국내 출판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대처해야 할지에 대해 예측해 보고자 한다.
지난 10년 동안 국내 출판시장에서는, 특히 과학 학술지 분야에서는 크게 두 가지 변화를 살펴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는 오프라인
출판(아날로그)에서 온라인 출판(디지털)으로의 변화이고, 두 번째는 오픈 액세스(open access)의 활성화라고 볼 수 있겠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에서 발간한 “과학기술 논문성과 분석 연구”의 연도별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2019년 SCIE에 논문 69,618편을 게재하여 세계에서 12번째로 많은 논문을 발표하고 있다[1]. 특이한 점은 한국은 대부분의 경우
대형 출판사가 아닌 학술지를 발행하는 주체인 학회가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다는 것이다. 국내 출판사 또한
이러한 편집인의 눈높이에 맞춰 국제 대형 출판사의 서비스에 뒤쳐지지 않기 위해서는 꾸준한 준비와 도전이 필요하다고 본다.
학술지 출판의 디지털화가 가속화하면서 전 세계의 출판사들은 막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투자와 기술 개발을 더 서둘렀다. “The
Global Publishing Industry in 2018” 보고서에 따르면 상위 5개 출판사의 시장 점유율이 2008년 34%에서 2018년 51%로, 지난
10년 동안 50%나 성장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2].
여기서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하는 점은, 국내 대부분의 학술지는 해외 대형 출판사를 통해 발간하지 않지만 국제적으로 상위를
랭크하고 있고 많은 학술지를 발간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것은 학회가 직접 학술지를 발행하는 주체로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학술지 발행에 힘쓰는 동시에, 국내 출판사 또한 편집인의 눈높이에 맞춰 대형 출판사와 겨룰 만한 서비스를 구현하면서
국내 학술지 수준을 높이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국내 출판사가 후발 주자임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성과를 내고 있는 것은 디지털 혁명, 디지털 출판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력을
가지고 계속 시도하고 있어서이다. 앞으로 국내 기술은 디지털 혁명에 발맞춰 점진적으로 발전할 것이며, 이에 맞게 새로운 오픈
사이언스(Open Scinece) 운동, 빅데이터를 활용한 인공지능, 3차원 가상세계인 메타버스(metaverse)가 학술지 출판시장의 변화를
선도할 것으로 본다.
첫 번째로 오픈 사이언스는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다. 많은 연구자가 오픈 액세스를 통해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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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Share of the top five publishers, based on articles counts.

COVID-19 관련 논문들에 대한 피드백을 받고 있으며, 빠른 시일 안에 많은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를 알려 COVID-19를 극복하는
데 힘쓰고 있다. 이에 상업 출판사에서도 COVID-19 관련 논문을 무료로 제공하고(오픈 액세스), 데이터를 무료로 개방하여 재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오픈 데이터), 공동 협력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다(오픈 협업). 이처럼 오픈 사이언스는 출판물과 연구
데이터의 공유를 통해 과학 연구의 공공성을 회복하는 동시에, 연구 과정과 성과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과 공유로 과학기술 활용에
새로운 상상력을 불어 넣고 있다.
오픈 사이언스의 발전과 함께 학술지 출판 과정에서 개방형 동료심사(open peer review)도 점진적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는
동료심사에 비해서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여 심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를 높임으로서 학술지의 발전을 도모할 것이다.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이 적용되면 학술지 발간 프로세스도 변경되어야만 하기에,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을 적용하고 있는 F1000
Research (https://f1000research.com)의 동료심사 시스템과 학술지 발간 시스템을 주의 깊게 살펴보고 출판 시스템의 정비를
준비하여야 한다.
두 번째,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저자와 편집자들의 시간을 절약해주고 신속한 원고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이미 학술지 출판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한 AI 기술은 우리 현실과 밀접하게 다가와 있다. 한 예로, 제출된 원고에 대한 표절 검사,
참고문헌 검증, 영문 오탈자 점검 등이 이미 실무에 활용되고 있다. 그러나 국내 출판사의 규모로 볼 때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AI
기술을 구현하기는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여기에는 연구 개발을 위한 자금력, 연구 인력이 뒷받침되어야 하지만 국내 출판사는
대부분 소규모이기에 현실적으로 접근하기에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하지만 빅데이터가 아니더라도 가지고 있는 데이터를 활용하여
적절한 심사위원 추천, 참고문헌 검증 등은 어렵지 않게 적용 가능하다. 현재 활용하고 있는 표절검사 시스템처럼, 다가오는 미래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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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가능했던 부분들에 대한 좀더 많은 인공지능 시스템이 제공될 것이기 때문에 꾸준한 관심을 두고 적용해야 할 것이다.
세 번째로 메타버스는 ‘가공, 추상’을 의미하는 ‘meta’와 현실 세계를 의미하는 ‘universe’의 합성어로 3차원 가상세계를 뜻하며,
모든 사람들이 아바타(avatar)를 이용하여 사회, 경제, 문화적 활동을 하게 하는 가상현실(virtual reality)의 세계다. 실제로 학술지
출판시장은 학술지 중심에서 독자 중심으로의 변화할 것이고, 매 호 발간 논문에 대한 발간기념회를 가상으로 개최하여 독자들이
아바타로 참석하면서 활발한 토론의 공간을 만들 수도 있다. 또한 그림이나 표에 대한 permission을 NFT (non-fungible token,
대체불가능 토큰)로 적용하여 구매를 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학술지 출판시장에서 국내 출판사가 앞으로의 10년을 내다보며 준비해야 할 사항으로 새로운 오픈 사이언스의 활성화에
따른 새로운 출판 서비스 준비, 빅데이터를 이용한 AI 활용방안, 그리고 마지막으로 비대면 시대가 COVID-19로 앞당겨지게 된 만큼
학술지에서의 메타버스 서비스 적용방법에 대해 정리해 보았다.
앞서 말한 바와 같이 상위 5개의 출판사의 시장 점유율이 지난 10년 동안 50% 성장한 만큼, 국내 출판사의 현실이 녹록치 않은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국내 과학 학술지의 영향력이 지난 10년 동안 놀라운 성장을 하였기에, 앞으로도 더 큰 성장이 예상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국내 출판사도 지금까지와는 다르게 고정적인 업무에서 벗어나 해외 출판사가 하고 있는 출판의 모든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업무를 확장하거나 통합하여 one-stop 서비스로 전환하여 편집인들의 눈높이를 맞추어야 하고, 출판업무
외에 전문적인 컨설팅, 적극적인 마케팅 및 홍보, 그리고 전문 편집인력 양성 등을 수행해야만 10년 후에도 국내 출판사가 생존하고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본다.
사실 앞으로의 10년은 어떻게 변할지 명확히 가늠할 수가 없지만, 과학의 발전은 한 순간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적어도
인간에게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어가며 발전하기에, 시대의 흐름에 맞게 충분히 준비하고 고민하다 보면 지금의 고민이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아닐 수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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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관기 (Session A)
오병모 | 대한뇌신경재활학회 편집위원장

의학 분야 학술지의 편집위원으로 일하면서, 학술지 출판환경이 변화하는 속도와 폭에 압도되어 가슴이 답답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었다. 편집위원이 아니라 새로운 지식과 이해를 추구하는 연구자로서의 어려움도 점점 배가되고 있다. 기존에 알려진 지식의
불완전함을 보완하기 위해 가설을 세우고, 결과를 측정하여 분석하며, 그 결과를 요약하여 한 편의 논문으로 출판하는 과정은 매우
즐겁고 보람 있는 과정이어야 마땅하다. 하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즐겁기는 커녕 일종의 고역이 되고 있다. 게다가 이런 고된 노력의
결과물들을 약탈적 학술지라는 포식자들이 가로채고 있다. 이런 문제의식을 가지고 session A에 임했다.
Session A의 첫 번째 강의는 The Lancet 지의 senior executive editor인 Duc Le가 맡았다. 편집인 역할의 ABC를 재확인하는
잘 정리된 강의였다. 명성이 있는 저널은 여전히 흐름을 잘 따라갈 뿐 아니라 어떤 의미에서는 선도하고 있어서, 미래를 크게 염려하지
않는 것 같았다. 논문의 평가에 대한 편집인의 역할을 원론적으로 강조하고 있었는데, 강의를 들으면서 '강자의 여유'라는 문구가
떠올랐다면 지나친 비약일까? 생존에 대한 치열한 고민보다는 오히려 기본기에 더욱 충실함으로써 미래를 대비하겠다는 자세를 읽을
수 있었다. 국내 업체인 M2PI의 조윤상 대표가 맡은 두 번째 강의는 이와는 대조적으로 위기의식과 생존에 대한 고민이 가득 묻어
있었다. 다국적 대형 출판사들의 시장 장악력이 계속해서 확대되고 있는 현실 속에서, 국내 출판사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하고 있었다. 예를 들어, 편집 및 제작에 국한하지 않고 수요자인 저널 편집인들의 다양한 필요를 충족하기 위해 바쁘게 움직이고 있다.
윤철희 교수님의 강의를 통해서는 계속해서 변화되고 있는 Open Access 운동, 편집인의 사회적 책무에 대해 점점 높아지는 사회적
기준, 인공지능의 역할 등이 거론되었다. 단순한 작업을 대신해 줄 수 있는 디지털 도구들이 개발되면서, 전체 편집인의 수는 점점
줄어들고 있다는 통계는 흥미로웠다.
Session A를 통해서 앞으로 다가올 10년 동안 학술지 편집인들은 연구 진실성, 투명성, 신뢰에 대해서 더욱 높은 기준을 요구받을
것이며, 이러한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인공지능에 기반한 다양한 도구들을 더 자주 사용하고 의지하게 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었다.
또한, 잡음(noise)이 가득한 세상에서 모차르트 선율의 가치가 배가되듯이, 학술 세계의 잡음이 증가하는 추세 속에서 학술지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을 겪게 될 것으로 보인다. 해당 분야의 학술적 가치에 최우선 순위를 두는, 기본기에 충실한 학술지로서 명성을
쌓아야 한다. 우물쭈물할 시간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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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 심포지엄 참관기 (Session B)
서태설 |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국가과학기술데이터본부

지난 9월 8일 “학술 출판의 10년 후를 조망하다”라는 주제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창립 10주년 기념 컨퍼런스가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전체 프로그램은 Plenary 세션과 A, B 2개의 Parallel 세션으로 구성되었다. 반나절 동안 진행되었고
참석자도 100명 남짓의 소규모 행사였지만, 강연자 중에는 세계적인 학술출판사인 Elsevier 회장, Plan S를 총괄하는 cOAlition S의
전무이사, 학술지 DOI를 관장하는 Crossref의 전무이사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내용면에서 매우 기대되는 행사가 아닐 수 없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과편협 3대 회장인 김형순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Elsevier, cOAlition S, Crossref 등에서 3개의
발표가 있었다. 각 발표에서 다루어진 내용은 매우 전문적인 내용이라서 국내의 관련 전문가 3명이 각 주제별로 질의응답 지원을
하였고, 이를 통해 짧은 시간에 발표와 질의응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졌다.
첫 번째 발표는 Wim Meester (Director of Product Management, Elsevier)가 “Evolution of Scopus over the next
decad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Scopus의 17년 역사를 조망하였고, Scopus의 학술지 규모, 연구 커뮤니티에의 기여, 운영
방식, 국가별 비교 등을 소개하였으며, Scopus 데이터를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연구 성과를 조명하였다. 향후 10년의 전망으로는
Scopus의 비전과 5개의 연구 분야 핵심 이슈를 설명하였다. Scopus의 비전은 “연구 세계가 확신을 가지고 고급 의사결정을
만들어내도록 돕는다(Help the world of research make high value decisions with confidence)”는 것으로, 연구 수행, 전문가 및
협업 연구자 식별, 연구 영향력 평가 및 공표, 연구 전략 결정, 연구기금 적용 및 분석 등을 전략으로 제시했다. 이를 위해서 Scopus의
저자 프로파일에는 저자와 관련된 preprint와 연구기금 정보도 포함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는 해당 저자의 향후 연구 방향에 대한
정보로 활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하여 궁극적으로는 Scopus People Finder를 통해서 심사자 모집, 협업 연구자 발견 등에
도움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Johan Rooryck (Executive Director, cOAlition S)가 “Plan S: Estimating future development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cOAlition S가 open access (OA) 활성화를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Plan S에 대해서 설명을 하였다. cOAlition
S는 전 세계 27개 연구기금 지원 기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매년 4백억 달러의 연구비를 지원하여 15만 편의 논문을 출판하고 있다.
Plan S는 이러한 회원 기관이 지원한 논문에 더 많은 연구자와 인공지능이 즉각적으로,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게 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마련된 정책이다. 그는 Plan S의 원칙들과 그것의 준수를 위한 3개의 경로에 대해서 설명했다. Plan S를 준수하기 위해서는
OA 학술지에 출판을 하거나(route 1), 저자가 출판사와의 협약을 거쳐 게재 확정본(author accepted manuscript, AAM)을
리포지터리에 업로드하거나(route 2), 혹은 OA 전환 계약을 하면(route 3) 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cOAlition S는 다양한 유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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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과 협력하여 Plan S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그러한 노력 중에는 OA 다이아몬드 학술지 출판 연구 수행이나, 출판비용
투명성 제고, 새로운 출판 모델 지원 등이 있다. 향후 10년의 전망으로는 출판사와 연구소 간 협력에 의한 OA 출판, 학술단체의 역할
강화, 학술 출판의 분화 등을 꼽았다.
세 번째 발표는 Ed Pentz (Executive Director, Crossref)가 “The role of Crossref in journal publishing over the next
decade”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그는 Crossref의 미션과 다양한 서비스, DOI 관련 서비스 규모 등을 소개하고 향후 로드맵을
설명하였다. Crossref는 연구 결과를 쉽게 찾고 이를 인용 · 연결 · 평가 · 재사용하도록 만드는 것이 임무이며, 학술 커뮤니케이션을
보다 좋게 만들기 위한 비영리 기관이다. Crossref는 DOI를 통해서 연구기금, preprint, 학술지 기사, 단행본, 프로시딩, 표준,
보고서, 학위 논문, 심사 의견에 이르기까지 문헌의 다양한 포맷을 식별하여 인용할 수 있게 하고 있다. Crossref의 DOI 등록 건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학술지 논문의 경우 작년 대비 8% 증가하여 현재 약 8천 8백만 건이 등록되어 있다. Crossref는
학술지와 관련한 향후 10년간 중요 이슈로 투명성, 새로운 OA 모델, preprint, 데이터, 인공지능 등을 꼽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
Principles of Open Scholarly Infrastructure (POSI) 관점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DOI를 통해 수집한 다양한
메타데이터를 통해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 재료, 프로그램 코드, 소프트웨어 등을 공유함으로써 재현성과 발견성을 지원하기 위한 The
Research Nexus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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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Access 플랫폼으로서의 AccessON 소개
이현정 | 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DOAJ 한국 대사,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학학술정보실

AccessON (https://accesson.kisti.re.kr)은 누구나 전 세계의 open access (OA) 논문을 한 곳에서 검색하고 원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시스템이다. Unpaywall, Crossref, OpenAIRE, ScienceON, OA 학술지 사이트 등 합법적으로
이용이 가능한 정보원으로부터 모든 OA 논문을 수집하여 서비스를 제공한다.
2021년 10월 현재 3천만 건의 OA 논문에 대한 레코드를 볼 수 있다. 논문의 유형을 Bronze, Gold, Green, Gold (Hybrid),
Free로 구분하며, 나열된 순서대로 Bronze 논문의 비중이 전체의 37%로 가장 크다. Bronze 유형은 출판사가 한시적으로 공개하거나
일정 기간이 경과한 후 접근을 허용하여 출판사 사이트에서 이용이 가능한 논문을 말한다. Gold 논문은 34.5%이며 완전한 OA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을 말한다. Green 논문은 19.1%를 차지하고 저자가 공개 리포지터리에 출판본, post-print 또는 pre-print를
셀프 아카이빙하여 논문의 자유로운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것을 일컫는다. 또한 SCOPUS, SCI, KCI 등재 여부, 한국인 저자가 포함된
논문인지에 대한 구분 등이 가능하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에서 2020년 2월부터 서비스하고
있으며, 처음에는 Korea Open Access platform for Researchers (KOAR)라는 이름으로 서비스되다가 2021년 10월에 플랫폼
브랜드명이 AccessON으로 변경되었다. AccessON과 연동하여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Scholarly ecosystem Against Fake
publishing Environment, SAFE; https://safe.koar.kr) 사이트가 함께 운영되고 있다. SAFE에서는 부실 학술지 목록과 부실
컨퍼런스 목록을 제공하고 있어서, 연구자들이 투고할 학술지나 편집인 등으로 활동할만한 학술지인지를 구별하는 좋은 레퍼런스가
될 수 있다. 논란의 여지가 있는 경우는 검토 요청을 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방을 마련해 놓아서 의견을 교환할 수도 있다.
AccessON의 About 메뉴를 통해서 OA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와 함께 OA 학술지가 행하는 계약의 유형을 설명해주고,
리포지터리에 대한 내용, 관련된 뉴스, 각종 리소스, 사이트, 주요 행사 등을 망라하여 서비스하고 있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언제든
필요할 때나 OA에 관한 최신 동향을 섭렵하고자 할 때 유용한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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