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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소식

제12차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Post-Conference Workshop 안내
2022년 1월 21일(금)~22일(토), 제12차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와 2022년도 Post-Conference Workshop을 양일간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1월 21일에 개최되는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김지현 SK mySUNI 부사장이 “메타버스 시대, 연구의 미래와 학술출판
혁신”이라는 주제로 기조 강연을 갖는다. 김지현 부사장은 25년 차 테크니컬 라이터(technical writer)로 50여 권의 책을 출판했다.
다가올 메타버스 시대에 출판시장은 어떻게 변화할지, 편집인들은 메타버스를 어떤 방식으로 이해하고 학술지 발행 및 심사에서는
어떠한 점을 고려해야 할지, 또한 학술지 발전에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지 등을 짚어볼 수 있는 뜻깊은 강연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1월 22일에는 “국내 학술지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구글 스칼라 활용”이라는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SCIE, Scopus, PMC,
DOAJ, 구글 스칼라 등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방법을 안내하는 유익한 워크숍이 될 예정이다.
등록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 내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그 외 상세일정은 아래 일정표와 같다. 과편협 회원은
물론 학술지 편집위원, 원고편집인, 출판 관련 전문인 및 학술지 편집에 관심 있는 교수 및 대학원생 등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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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온라인 워크숍 개최
(인문 〮 사회과학 대상)
과편협에서는 2021년 10월 28일과 29일에 온라인 Zoom으로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인문 · 사회과학 분야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하였는데, 80명이 참석하여 이 분야 편집인들의 뜨거운 관심을 느낄 수 있었다.
이틀 간의 워크숍 중 첫날은 전체적인 주제로, ‘학술 출판 관련 용어’, ‘Scopus 등재 기준’, ‘학술지 출판 관련 편집정책’에 대한
워크숍을 진행하였다. 둘째 날은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로 나누어 소그룹 모임으로 진행하였다.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
위원을 역임 중인 리앤유 교수(고려대 한국사학과,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편집위원장)와 명성준 교수(경상대
행정학과)가 Scopus 등재 시 고려할 사항에 대해서 발표해 주었으며, 각각 인문학 분야와 사회과학 분야에 등재된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인 황종배 교수(건국대 영문학과,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편집위원장)와 김병조
교수(서울대 행정대학원,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편집위원장)가 연사로 참석하여 실제 등재 경험에 대해서 발표하였다.
행사에 대한 설문조사에서 참석자들은 실질적인 예시와 함께 하는 정확한 설명으로 많은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을 남겨주었다.

10월 28일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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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발표내용

강사

14:00-14:10

교육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좌장: 김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연세대)

14:10-14:40

학술 출판 관련 용어

김기홍(과편협 부회장; 아주대)

14:40-15:30

Scopus 등재 기준

박배호(ECSAC-Korea 위원장; 건국대)

15:30-15:40

휴식

15:40-16:10

학술지 출판 관련 편집 정책

16:10-17:00

Q&A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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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9일 프로그램
시간

Session 1 (인문학)

Session 2 (사회과학)

14:00-14:10

참석자 소개

좌장: 박재균
(과편협 감사; 단국대)

참석자 소개

좌장: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
위원장; 인포루미)

14:10-14:35

Scopus 등재 시
고려할 사항
(인문학 분야 학술지
문제점)

리앤유
(고려대 한국사학과;
The International
Journal of Korean
History 편집위원장)

Scopus 등재 시 고려할 사항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 문제점)

명성준
(경상대 행정학과)

Scopus 등재 경험
(인문학 분야)

황종배
(건국대 영문과;
Korean Journal of
English Language
and Linguistics
편집위원장)

Scopus 등재 경험
(사회과학 분야)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편집위원장)

14:35-15:00

Session 3 (통합)
좌장: 허선(과편협 회장; 한림대)
15:10-16:00

학술지 개편 및 홈페이지 구성

16:00-17:00

Q&A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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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1-M02) 개최
과편협에서는 2021년 11월 24일에 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1-M02)을 개최하였다. 과편협이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워크숍으로, COVID-19로 인해 올해는 온라인 원고편집인 중급교육으로 실시하였다. 자격증 소지자들이
실무를 하면서 겪을 수 있는 어려움이나 현재의 주요 이슈, 또한 앞으로의 학술지 트렌드 등에 대해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그림 1> 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1-M02)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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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1-M02)
일시

2021년 11월 4일(목) 10:00-16:50

장소

Virtual On-line Workshop
(실시간 온라인 강의: Zoom)

사회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0:00-10:50

Reporting Guideline 개념과
원고편집인의 역할

허선
(과편협 회장; 한림대)

11:00-11:50

학술지의 가시성(visibility) 향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략

오광일
(에디티지)

12:00-12:30

Authorship과 Author Contribution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4:00-14:50

Preprint와 Data Sharing

서윤주
(과편협 원고편집부위원장; 인포루미)

15:00-15:50

Table 교정(중급)

안환태
(JTS)

16:00-16:50

ME가 알아야할 통계

박근철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도큐헛)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1-A01) 개최
과편협에서는 2021년 11월 24일,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편집위원(장), 원고편집인 등 52명이 참석한 이 날
워크숍에서는 전문가 심사의 유형과 가이드라인, DOAJ 등록 방법, 최신 연구출판윤리, Scopus 등재 심사 최근 경향, 영문 레터 및
이메일 작성법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다.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1-E03) 개최
과편협에서는 2021년 12월 10일,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1-E03)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과
달라지는 연구·출판윤리”라는 주제로 진행하였으며,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7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 국가 연구개발 혁신법과 달라지는 연구·출판윤리
일시

2021년 12월 10일(금) 14:00

장소

Virtual On-line Workshop (실시간 온라인 강의: Zoom)

사회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4:00-14:05

개회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4:05-14:35

연구진실성 보호 및 관리 체계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고려대)

14:35-15:05

이해충돌 방지
(노환진, UST 과학기술경영정책전공)

15:05-15:15

휴식

15:15-15:45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
(이범훈, 서강대 물리학과)

15:45-16:15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
(최병인, 가톨릭대 생명대학원)

16:15-16:45

질의응답 및 폐회

<그림 2>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1-E03)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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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21. 12. 1

2021-4차 정보관리위원회의

2021. 12. 3

2021-4차 임원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Scopus 등재
• 대한이식학회 『Korean Journal of Transplantation 』
Scopus 등재
• 한국독성학회 『Toxological Research 』 SCIE 등재
• 한국아동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PMC
등재
• 항법시스템학회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 KCI 등재

2022년 1월~2023년 12월
• 김백민(부경대학교), 대기 , 2022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 김윤수(관동대학교),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
2022년~2023년
• 김해동(한국항공우주연구원), Journal of Space

Technology and Applications , 2022년 1월 1일~
2023년 12월 31일
• 민철희(연세대학교),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염경진(건국대학교),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이승민(성신여대학교),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이영균(서울대학교), Journal of Bone Metabolism ,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2022 제12회 동계학술대회
(2022 KSBMB Winter Workshop)
일시 및 장소: 2022년 1월 12일~14일, 비발디파크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2년 동계 워크숍
일시 및 장소: 2022년 2월 24일~25일, 강릉 세인트존스
호텔(그랜드볼룸)

2022년 1월~2023년 12월
• 조성윤(경일대학교),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

and Timing , 2020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지건화(극지연구소), Journal of Astronomy and Space

Sciences ,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최경묵(고려대학교),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13일

<신임 편집위원장>

• <회원현황>

• 곽미경(가톨릭대학교), Toxicological Research ,

• 개인회원 56명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김낙성(전남대학교), Journal of Bone Metabolism ,

• 단체회원 354종(290개 학회)
• 특별회원 21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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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과편협 하반기 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1
2022년도 제12차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2/20
Science Editing
Vol. 9. No. 1 발행

3/9, 16, 23, 30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4/6, 13, 20, 27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5월 중
편집인 워크숍

6/30
뉴스레터 42호 발행

3/31
뉴스레터 41호 발행

4/22
출판윤리 워크숍

1/22
Post-Conference
Workshop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출판윤리 워크숍

8/20
Science Editing
Vol. 9. No. 2 발행

9/30
뉴스레터 43호 발행

10/27~28
Scopus 워크숍

11/3
원고편집인 워크숍

12/31
뉴스레터 44호 발행

7/15
제6회 한국원고편집인
자격증 시험
7/20
Scopus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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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4
편집인 워크숍
11/25
출판윤리 워크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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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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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타버스 시대, 학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변화
김규환 | 인천대학교 문헌정보학과 부교수, 소셜데이터사이언스연계 전공 주임교수

2020년 Covid-19 팬데믹으로 인한 온라인 방식의 일상화
2020년 Covid-19 팬데믹이 시작되면서 학술 커뮤니케이션 방식에서도 큰 변화가 일어났다. 지금까지 오프라인으로 진행해 왔던
많은 학술 행사들이 온라인 화상회의 도구를 활용하여 비대면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술발표대회가 Zoom에서 개최되거나,
국제 컨퍼런스가 MS Teams를 활용하여 개최되었다. 초기에는 학술 행사를 준비하는 학회나 행사에 참여하는 참가자 모두가
온라인 방식의 행사가 낯설었고, 실제로 행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기도 했다. 그런데 지금은 오프라인 행사보다
온라인 행사를 오히려 더 편하다고 느끼며 심지어 가능하면 행사가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으로 진행되기를 은근히 더 바라게 된 것도
사실이다. 이제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 온라인 방식은 우리 모두에게 일상적 현상이 되어 가고 있다.

2021년 메타버스 플랫폼 등장으로 인한 새로운 온라인 공간으로의 이동
2021년도에 들어서면서 새로운 온라인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메타버스 플랫폼이 등장하였다. 메타버스 플랫폼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메타버스라는 개념부터 이해할 필요가 있다. 메타버스는 사람들이 자신의 ‘부캐’1)에 해당하는 아바타를 이용하여
상호작용하는 가상세계를 의미한다. 그리고 메타버스를 온라인에 구현해 놓은 것을 메타버스 플랫폼이라고 한다. 메타버스 플랫폼 중
국내 이용자들에게 가장 친숙한 사례들로는 제페토(ZEPETO)와 이프랜드(iFland), 게더타운(Gather Town)이 있다.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새로운 메타버스 플랫폼들을 활용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이때 메타버스 플랫폼별로 지원하는
기능과 서비스의 특징을 먼저 파악해야 한다. 특히 학술 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료 공유가 가능한지와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지원하는지를 우선적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국내에서 활용도가 높은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의 주요한
특징을 간략하게 정리하여 제시하면 표 1과 같다.

1) 부캐릭터의 줄임말. 본캐릭터(본캐)와 구별되는 자신의 두 번째 캐릭터를 의미한다. 원래는 게임에서 쓰이던 말이었으나 최근에는 메타버스
등에서 현실 세계의 자아와 구분되는 제2의 자아를 뜻하는 아바타(avatar)와 함께 사용되고 있다.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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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제페토, 이프랜드, 게더타운의 주요 특징

제페토

・2018년 출시된 아바타 기반의 SNS 플랫폼. 모바일 기반이며, 아바타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면서
음성 및 문자 채팅을 통해 상호 소통이 가능함. 다만, 자료 공유 및 프레젠테이션을 현재까지 지원
하지 않고 있음.
・제페토에서 제공하는 공간 템플릿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별도로 직접 제작할 수 있음.

이프랜드

・2021년 공개된 메타버스 SNS. 아바타로 가상공간에서 여러 사람들과 소통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모바일 기반이며 음성과 문자 채팅이 가능함. MP4와 PDF 파일 형식의 자료 공유와 프레젠테이션
이 가능함.
・이프랜드 내에 가상공간을 별도로 제작할 수 없음. 다만, 이프랜드에서 사전에 제작하여 제공하는
공간 템플릿을 활용할 수 있음.

게더타운

・2020년도 출시된 화상 회의 플랫폼으로 PC와 모바일 기반이며 아바타로 가상공간에서 활동하면
서 1:1, 1:N, N:N의 화상회의가 가능함. 음성 및 문자채팅, 외부 콘텐츠 연결을 통한 자료 공유와
함께 Zoom과 같은 화면 공유가 가능함.
・게더타운에서 제공하는 공간 템플릿뿐만 아니라 가상공간을 별도로 직접 제작할 수 있음

자료 공유와 프레젠테이션이 필요한 학술 행사의 경우에는 이프랜드와 게더타운을 활용할 수 있다. 만약 가상공간을 별도로
직접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고 해당 가상공간에서 자료 공유 및 프레젠테이션 기능을 활용하여 학술 행사를 진행해야 한다면
이프랜드보다는 게더타운을 활용할 것을 추천한다. 한편, 자료 공유 및 프레젠테이션보다는 가상공간을 체험하거나 가상공간 속에서
전시 및 공연을 진행하고자 하면 제페토를 활용해 볼 것으로 추천한다.

AR/MR/V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 등장으로 인한 미래 학술 커뮤니케이션 방식
앞서 제시한 제페토와 이프랜드, 게더타운은 PC와 스마트폰 기반 2D/3D 메타버스 플랫폼 서비스라고 할 수 있다. 향후 메타버스
플랫폼 시장은 증강현실(augmented reality, AR)/혼합현실(mixed reality, MR)/가상현실(virtual reality, VR) 기기 기반의 3D 원격
협업 플랫폼으로 진화할 것이다. 대표적인 사례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A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 Spatial (그림 1)
- AR 헤드셋을 착용하여 참석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에서 AR 앱으로 참석하거나 PC로도 참석이 가능함.

13

<그림 1> A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 Spatial

2) M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 MS Mesh (그림 2)
- 서로 다른 지역에 있는 연구자들이 같은 방에 있는 것처럼 느끼도록 지원하는 혼합현실 협업 공간 구축이 가능함. 현재 의학,
전기공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협업을 진행하고 있고 MS Teams와 MS Dynamics 365등과의 통합이
예정되어 있어 보다 강력한 원격 협업 플랫폼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음.

<그림 2> M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 MS Me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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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 Facebook Infinite Office (그림 3)
- 페이스북이 개발한 오큘러스 퀘스트 2를 착용하여 가상공간 속 3D 가상 협업 공간을 구축할 수 있음. 현실 세계의 물리적 책상과
의자를 가상공간에 동일하게 매핑하여 사용할 수 있고 블루투스 키보드와 마우스를 가상 키보드와 마우스로 매핑하여 그대로
사용할 수도 있음.

<그림 3> VR 기반 원격 협업 플랫폼: Facebook Infinite Office

새로운 학술커뮤니케이션 방식으로서의 메타버스는 우리 앞에 이미 다가와 있다. 앞으로는 지금보다 더 다양한 메타버스
플랫폼들이 등장할 것이며,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관계된 주체들은 각자의 선택에 따라 메타버스 플랫폼을 활용하여 다양한 학술적
활동을 진행해 나갈 것이다. 이에 지금부터 학술 커뮤니케이션 관점에서 메타버스와 메타버스 플랫폼의 활용 가능성을 탐색하고
현실적으로 극복해야 할 한계점도 함께 논의해보면 좋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김상균, 신병호. 메타버스 새로운 기회. 베가북스;2021.
2. 서상원, 김규환. 도서관 비대면 서비스를 위한 메타버스 플랫폼 선정에 관한 연구. 제 28회 한국정보관리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2021. pp. 67~72.
3. 이승환. 메타버스 비긴즈: 인간×공간×시간의 혁명. 굿모닝미디어; 2021.
4. 최형욱. 메타버스가 만드는 가상경제 시대가 온다. 한스미디어;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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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과 연구윤리
엄창섭 | 고려대학교 교수, (사)대학연구윤리협의회 이사장

흔히 연구윤리는 “연구의 계획, 수행, 보고 등과 같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책임 있는 태도로 바람직한 연구를 추진하기 위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혹은 올바른 행동 규범”1) 이라고 정의한다. 「국가연구개발혁신법」(이하 ‘혁신법’이라 함.)에서 연구윤리에 대하여
<표 1>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 관련 규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령
제56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제57조(부정행위에 대한 검증 등)
부정행위의 금지)
제58조(연구윤리의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제12조(연구개발과제 및
제32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연구개발기관에 대한 선정평가)
제재처분)
제59조(부정행위 등에 대한
제재처분)
제60조(제재처분평가단의 구성)
제61조(연구자 권익보호 등을
제33조(제재처분의 절차 및 재검토
검토하기 위한 위원회의 구성 및
요청 등)
운영)
제62조(제제처분 정보의 등록 및
공개)
제34조(제재처분의 사후관리)
제63조(제재처분 등의 사후관리)

국가연구개발혁신법 시행규칙
제3조(부정행위의 제보 등)
제4조(부정행위의 검증 · 조치를
위한 자체규정 마련 등)

제64조(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
제35조(연구개발과제의 성실 수행) 제65조(연구노트의 작성 · 관리 및
활용 촉진)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p.7-8. (2021.06.)의 일부임.

1) 엄창섭, 이원용.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업무 매뉴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p.8. (202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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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규칙

연구자권익보호위원회 설치 ·
운영규정(훈령)

국가연구개발사업 동시수행
연구개발 과제 수 제한
기준(고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지침(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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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루고 있는 부분은 “제4장 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연구윤리 확보 및 제재처분”2) 이다(표 1). 혁신법 제 4장은 모두 5조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31조는 연구부정행위의 금지를 담고 있고, 제32, 33, 34조는 제재처분과 관련된 것이다. 나머지 제35조는 연구개발과제
수의 제한과 연구노트에 대한 규정이다. 이렇게 보면 혁신법에서 연구윤리를 보는 시각은 연구윤리의 기본적인 개념과는 많이 달라서,
책임 있는 태도나 바람직한 연구와는 상관없이 연구부정행위를 금지하고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를 엄하게 벌하여야 한다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
연구진실성은 연구윤리의 핵심 개념으로, 연구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과학적 핵심 가치를 지키는 것이다. 즉, 연구가 전 과정에서
절차적으로나 방법적으로 문제없이 투명하게 이루어졌고, 연구의 내용도 객관적이어서 신뢰할만하며, 연구와 관련한 여러 연구자의
기여도 명확하고 공정하게 평가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연구진실성을 훼손하는 것을 연구부정행위라 하는데, 대표적인 것으로
위조와 변조, 표절, 부당한 저자 표시 등이 있다. 연구부정행위는 속임수, 자기 기만 등으로 인해 연구자 자신은 물론 연구자가 속한
연구 공동체와 국가 사회에 심각한 해를 끼칠 수 있을 정도의 행위로서, 해당 연구가 사회에서 받아들이는 연구윤리에 맞는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행위에서 심하게 벗어나고 의도적인 경우를 말한다.3)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본격적으로 연구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관여하기 시작한 시점은, 2005년 발생하였던 줄기세포 논문 조작
사건 이후에 2007년 2월 8일 과학기술부에서 훈령 제236호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만들었을 때라고 할 수 있다. 그 이후
약 15년이 지난 시점에서 되돌아보면, 그동안 우리 연구계는 훈령이 추구하였던 목적4)대로 궁극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해 노력해 오기보다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는 연구부정행위 이슈에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에 더 초점을 맞추고
있지 않았나 하는 점에서 아쉬운 면이 있다.
물론 연구부정행위 방지는 윤리 확보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다. 그러나 지난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강조하고
노력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가 근절되기는커녕 오히려 그 의혹이 늘어나고 있으며, 연구진실성을 해치는 새로운
형태의 비전형적인 연구부정행위 의혹도 증가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5).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여러 이유가 있겠지만, 필자는
그동안 너무 연구부정행위 금지만을 강조하다 보니 연구자들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란 무엇인지, 연구를 수행하면서 어떠한 태도가
바람직한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하기보다, 일반적으로 법령과 규정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만 하지 않으면 연구에서 용인된다는
잘못된 개념을 가지게 된 탓은 아닌가 생각한다. 연구부정행위의 방지도 중요하지만, 지금이라도 연구윤리에 대한 접근방법을 달리
하여 정말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하여 연구자들이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은 무엇이고 구체적으로는 어떻게 이를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계의 고민과 자율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그런 측면에서 혁신법 제31조(국가연구개발사업 관련 부정행위의 금지)와 혁신법시행령 제58조에서 “연구진실성, 연구부정 대응에
관한 종전 연구윤리 규범을 건강하고 성숙한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규범으로 범위를 확장”6)한 것은 혁신법에서 연구윤리에 접근하는

2)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p.7-8. (2021.06.)
3) 엄창섭, 이원용. “연구진실성 연구윤리 업무 매뉴얼”.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p.25. (2021.06.)
4) 과학기술부훈령 제236호(2007.02.08.), 제1조(목적) 이 지침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의2에 의하여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관리하거나 수행하는 기관들에게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하는 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5) 이효빈, 조영돈, 조진호, 김강배. 2020 대학연구윤리실태조사 보고서, 한국연구재단. (20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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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중요한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새롭게 연구윤리의 범주를 확장한 것이라고 볼 수도 있지만, 그동안 연구계에서 불만으로
등장하였던 여러 이슈를 연구윤리의 측면에서 새롭게 접근할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 새로운
내용을 포함하라고 하는 것은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측면에서 보면 매우 부담스러운 일일 수도 있고, 정부에서 더 많은 규제와 간섭을
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런데, 연구윤리를 포함하여 윤리 자체가 해당 집단의 존재 가치를 위하여 자율적인 고민과 합의를
통해 정립되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으며, 또 연구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윤리적 상황이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해가야 하는
것이라는 점을 생각하면, 혁신법 시행령 제58조에서 올바른 연구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면서도 그동안 신경을 제대로 쓰지 못했던
다양한 범위를 언급한 것은 정부 부처의 간섭보다는 연구자와 연구기관에게 보다 적극적인 역할을 요구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한다.
그렇다면 자체 연구윤리규정에 어떠한 내용을 포함하는 것이 적절할지,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태스크 포스에서 논의된 내용을
근거로 공청회에서 발표하였던 아주 기본적인 원칙만 언급하고자 한다7). 물론 이 또한 각 기관의 특성과 사정에 따라 자율적으로 수정,
보완되어야 제대로 된 연구윤리 확보가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차제에 연구자와 연구기관이 자율적으로 연구윤리를 정립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한다.
“진실성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 및 관리체계”(제1호)는 연구의 기획, 수행, 확산 등 연구의 전과정에서 정직성, 객관성, 공정성,
책무성 등의 윤리적 가치를 지키는 것을 말한다. 즉, 연구자는 연구비 및 연구자료의 관리, 연구 성과의 사용 등 연구의 모든 측면의
연구진실성을 확보하면서 자율과 책임을 바탕으로 성실하게 연구개발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또 연구개발의 경제적·사회적 영향을
고려하여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도 다하여야 한다. 연구개발 기관은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한 환경 조성, 연구윤리 제도 수립,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한 교육과 훈련의 제공 등 관리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자가 올바른 연구를 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학문교류에 관한 윤리”(제2호)는 연구결과의 발표 등 학술 활동에서 연구결과 발표의 진실성을 확보하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는 연구가 사회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을 고려하고, 국가 핵심기술, 국가안보나 민감한 정보 등 관리가 필요한
연구자료의 발표 등에 대하여 보호책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부실한 학술활동으로 연구자 등이 손해를 보지 않도록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해외 출장 등의 경우 이해충돌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이해충돌 예방 및 관리”(제3호)는 연구자의 이해관계로 인하여 연구가 부당하게 편향될 우려가 있다고 합리적으로 추정되는
재정적, 직무 관련, 인적, 지적 이해충돌 등에 대하여 공개하고,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경우 해당 이해관계를 축소, 제거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골자이다. 본인뿐 아니라 제3자의 이해충돌 제보나 의견 제시 등을 심사하고 대응하는 방법과 절차도
마련해야 한다. 이해충돌의 범위가 매우 넓고 다양하며 2022년 시행 예정인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8)과의 합치성 등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 관리에 어느 정도 부담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그렇지만 연구자에게 왜 이해충돌이 중요하고, 어떤 상황이 실제
이해충돌에 해당하는지 교육하여 이해충돌을 공개함으로써 문제의 발생 가능성을 줄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6)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국가연구개발혁신법」 매뉴얼. pp.121. (2021.06.)
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공청회 발표 자료. (2021.11.)
8) 법률 제18191호(국민권익위원회)로 제정되었으며 2022.5.19. 시행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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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 실험에 관한 윤리”(제4호)는 기존에 존재하는 인간 대상 연구 및 동물실험과 연관된 다양한 법률을
기반으로 연구수행과정에서 연구자 및 연구기관이 준수해야 할 사항들을 의미하며, 기존에 기관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나 동물실험윤리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수정할 내용은 없다.
중요한 것은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대상자의 인권과 존엄의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위원회를 통하여 연구 시작 전에 사전 심의와 승인을 받고 연구를 진행해야 하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자발적인 동의를
구하여야 하며, 연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비밀을 유지하는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동물실험과 관련하여서도 실험동물의
건강과 복지의 존중이 제일 중요하다. 이를 위해 동물실험 관련 위원회로부터 동물실험 시설의 운영, 동물실험과 관련된 사전 심의와
승인, 연구 수행에 대해 지도 감독을 받아야 하며, 적절한 안전관리를 해야 한다.
“건전한 연구실 문화 조성”(제5호)은 연구실 구성원 간 상호 존중하는 사고하에 개방형 소통을 통한 공동체 지향의 문화를
정립함으로써 궁극적으로 올바른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연구실 문화를 조성하는 것을 말한다. 이러한 문화는 매우 광범위한
개념으로 연구자의 권익 보호, 연구 활동과 처우 보장, 연구 수행과 관련하여 평등한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는 차별 금지 등이 포함된다.
특히 연구와 관련하여서는 연구 참여 기회와 연구성과의 평가 등을 공정하게 해야 하며, 연구자 상호 간에 발생할 수 있는 갈등의
예방과 관리, 연구실 내의 소통 강화, 그리고 연구자의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 다양한 측면에 대한 대응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최근 과학기술을 중심으로 국가 간 경쟁이 심화되고 신기술 개발과 급속한 변화 등으로 인한 불확실성이 심화되고 있다. 변화되는
과학기술과 연구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응하면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 어떤 연구윤리 개념을 가지고 연구에 매진하여야 우리 연구자
스스로도 만족하고 사회의 요구와 기대에도 부응할 수 있을지, 우리 스스로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번 혁신법 시행으로 우리
연구자들이 연구부정행위의 좁은 틀에서 벗어나 자유로운 연구를 위한 환경을 스스로 만들어 가는 큰 개념의 연구윤리 정립을 위해
노력하게 되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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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ESCI 등재 신청을 망설이지 말자
허선 | 한림의대, 과편협 회장

지난 2021년 6월 30일 클라리베이트(Clarivate)에서 2020년도 Journal Citation Ranking (JCR)을 발표하여, 편집인들은 자신의
학술지의 서지계량학 지표를 살피려고 모두들 열심히 읽었다. 이번에 JCR에서 새 지표가 나왔는데, Journal Citation Indicator
(JCI)이다. 이것은 분모를 해당 연도 이전 발행 3년분의 citable article (종설, 증례, 단보, 원저, 에세이 등)의 개수로 하고, 분자는 이
citable article을 지난 3년과 해당 연도에 인용한 횟수로 하여 계산한다(그림 1).
SCIE, ESCI 등재지를 포함하며 JCI 평균값은 1.0이다. JCI가 2라면 평균보다 두 배 더 많은 인용을 받았다는 것이고, 0.5라면
평균의 반 수준을 뜻한다. 마찬가지로 4이면 평균의 4배, 0.2이면 평균의 5분이 1 수준이다.
2020년도 JCR에서 국내지 중 ESCI 등재지는 총 7,285종 가운데 127종(1.74%), SCIE 등재지는 총 9,531종 가운데
128종(1.34%)이다. 이 중 대부분은 과학 학술지이다. 이 JCI는 해당 범주에서 SCIE 등재지와도 비교할 수 있다. 즉, ESCI 등재지라도

<그림 1> Journal Citation Indicator time period (Szomszor M. Introducing the Journal Citation Indicator: a
new, field-normalized measurement of journal citation impact [Internet]. Philadelphia (PA): Clarivate; 2021
[cited 2021 Nov 16]. Available from: https://clarivate.com/blog/introducing-the-journal-citation-indicatora-new-field-normalized-measurement-of-journal-citation-imp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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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 등재지보다 JCI값이 높은 종도 다수 있다.
이런 지표는 클라리베이트에서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 (ESCI) 등재지를 Science Citation Index (SCIE) 등재지로
편입할 때 고려 사항이 된다. ESCI 등재는 SCIE 등재 후보가 된다는 개념으로 이해하면 되는데, SCIE 등재를 신청한 학술지가 24가지
평가 기준을 통과하면 우선 ESCI에 등재시킨다. 이후 영향력지표가 해당 범주 중간값(50%)이 넘으면 SCIE 등재 심사에 들어간다.
물론 이 중간값을 넘었다고 모두 SCIE에 등재되는 것은 아니다. 학술지 편집위원의 업적, 게재 논문 저자의 업적, 학술지 aims and
scope의 특이성 등을 평가하여 등재 여부를 결정한다.
그러므로 학술지를 SCIE/ESCI에 등재하려면 우선 'Publisher Portal Access Request (https://support.clarivate.com/
ScientificandAcademicResearch/s/publisher-portal-access-request?language=en_US)' 사이트에 방문하여 간단한 학술지
정보를 입력하여야 한다. 입력할 내용은 간단하여 5분이면 충분하다. ‘신청자 이름, 이메일, 전화번호, 직위, 발행처와의 관계, 발행처
이름, 발행처 주소, 발행처 국가와 도시, 발행처 전화번호, 발행처의 URL’이 그것이다. 여기서 주의할 점은 학술지 URL이 아니라
발행처 URL을 기입해야 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학회라면 학회 영문 누리집이 있어야 하고, 여기에서 학술지 URL로 연결되어야
한다. 이는 클라리베이트가 학술지 자체보다 발행처를 먼저 점검한다는 뜻이다. 우리나라는 대개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므로
이해관계가 없으나, 해외에는 수많은 상업출판사가 있으므로 이를 미리 거르는 장치라고 여긴다.
이때 신청자의 이메일 주소는, 학회가 발행처이면 학회 도메인이 포함된 이메일 주소로, 학교가 발행처이면 학교
도메인의 주소로, 그리고 기관이 발행처이면 기관명 도메인의 주소로 신청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학술지가 신청한다면, 이메일 주소가 반드시 <jeehp_editor@kuksiwon.or.kr>와
같이 발행처인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국시원) 도메인이어야 한다. <jeehp_editor@jeehp.org>과 같은 학술지 도메인,
<jeehp_editor@hallym.ac.kr>과 같은 학교 도메인, <jeehp_editor@gmail.com>과 같은 상업회사 도메인 메일은 신청할 때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 물론 대학에서 학술지를 발행한다면 대학 도메인을 사용한다. 만약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가 등재
신청한다면 메일 주소를 <se_editor@kcse.org>와 같이 협의회의 도메인 주소로 적어야 한다(위의 예로 든 메일 주소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가상 주소임).
이렇게 Publisher Portal Access Request 폼을 보내면 클라리베이트에서 점검한 후 Technical Support-Korea 팀에서
“Publisher Portal Access 권한이 부여되었으며 신청한 메일로 https://apps.clarivate.com/publisherportal에 들어가서
학술지 정보를 입력하라”고 연락이 온다. 그러면 여기 들어가서 ISSN, Language, Journal detail, Access information, Contact
Information을 차례대로 입력한다. 이후 Journal status가 “under evaluation”으로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신청이 완료되어
클라리베이트에서 심사에 들어갔다는 뜻이다. 만약 Publisher Portal Access Request에서 신청하고 나서 4주 이내에 Publisher
Portal Access 권한을 부여한다는 연락이 없다면, Publisher Relations team에 문의하여 보아야 한다. 메일 주소가 학회 도메인이
아니라면 계속 진도가 나가지 않을 수 있다. 또한 지난 2021년 8월 27일 이전에 등재를 신청한 후 등재 여부에 대한 답을 받지 못한
학회는 Publisher Portal Access Request에서 새로 신청하여야 한다.
이렇게 두 단계를 거쳐 등재 신청(two-step application)을 한 후 바로 SCIE에 등재되는 학술지가 없지는 않지만, 매우 드물다.
우선 ESCI 잡지로 등재되어 클라리베이트에서 매년 영향력지표를 관찰하다가 영향력지표가 50% 수준 이상이면 그때 SCIE 등재
심사에 들어간다. ESCI 등재지에 포함시킬 때의 심사 항목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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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 학술지 기본 양식을 잘 지켰나 본다. ISSN, 학술지 표제(title), 학술지 발행인(처), 학술지 URL 주소, 학술지 열람 허락,
전문가심사 정책 도입, 연락처 정보 등이다.
둘째, 편집 기본사항 준수를 점검한다. 학술 내용, 영문 논문 제목과 초록, 서지 정보 로마자 표기, 언어의 명확성, 정시성과
권(volume), 웹 사이트 기능/학술지 형식, 윤리 강령, 편집위원회 정보, 저자 정보가 잘 표기되었는지 관찰한다.
셋째, 편집 수준과 질을 평가한다. 편집위원회 구성, 윤리 정책 유효성, 전문가 심사, 내용 관련성, 연구비 지원 세부 사항, 해당 학문
분야 표준 준수, 저자 분포, 참고문헌의 적절성 등을 점검한다.
이런 내용은 결국 훌륭하게 편집한 학술지인지, 학술지로서 기본을 잘 지켰는지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런 항목은 모두 온라인에서
보며, 인쇄본은 심사 대상이 아니다. 나머지 항목은 모두 충분히 어렵지 않게 기술할 수 있으나, 가장 가늠하기 어려운 점은 학술지
논문 수준(전문가 심사, 내용 관련성)을 점검한다는 점이다. 그러므로 논문을 꼼꼼하게 심사하고 학술지 aims and scope에 맞는
내용을 다루어야 한다. “해당 학문 분야 표준 준수” 역시 마찬가지로 질 평가이다. 그 분야에 적절한 수준과 내용인지 파악하고 실어야
한다.
그러면 SCIE와 ESCI에 등재된 255종 이외의 국내 미등재지는 어떻게 할 것인가? ESCI는 인용도를 고려하지 않고 언어도
무관하므로, 우선 망설이지 말고 바로 등재 신청할 것을 권한다. 물론 온라인 학술지의 모습을 국제 수준으로 만들 필요가 있다. 우선
전문 JATS XML로 학술지 누리집을 구성하고, 다양한 기능을 주고 내용을 잘 배치하여 쉽게 학술지 논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누리집을
국제 최고 수준으로 꾸며야 한다. 국내 업체들 중 워낙 수준 높게 하는 곳이 여러 곳이므로, 구현에 어려움은 없다. 자신의 온라인
학술지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발행하는 Science Editing (https://www.escienceediting.org/) 정도의 모습을 갖추고
나면 바로 신청하기 바란다. 클라리베이트에서 이를 점검하여 일정 수준 이상이면 ESCI에 등재시킨다.
클라리베이트에서 2015년도에 처음 ESCI 학술지를 선정할 때 목표가 5,000종이었다. 지금은 7,000종 이상이라서 앞으로 계속
추가할지는 미지수이나, 우리나라 학술지는 굳이 신청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혹시 탈락 의견이 오면 그 내용을 반영하여 개선하면
충분하다.
그런데, 우리 학회지는 국내 독자와 연구자를 위한 국문지이고 해외에서 투고는 아예 없는 교육용 지역학술지(local journal)로서
10년, 30년 뒤에도 계속 발행할 것이므로 이런 국제적인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시킬 필요가 전혀 없는데도 신청해야 하는가
하는 근본적인 질문이 있을 수 있다. 국문지라 ESCI에 등재되어도 인용도가 낮아서 SCIE 등재지가 되는 것은 연목구어라고 여기기
때문이다. 물론 국제지로 발전시킬 의사가 없어서 이런 등재 작업을 애써 할 필요가 없다고 여기면 하지 않아도 그만이고, 짧은
시간이라도 투자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이런 등재 신청을 준비하면서 학술지 형식과 양식을 국제 수준으로 갖추고 학술지 누리집 역시
짜임새 있게 구성하며, 원고편집과 영문 교열을 시행하고 full text JATS XML 제작하는 등 학술지 자체를 국제 수준으로 발행하는
계기가 된다면 학술지 발전에 큰 도움이 된다.
또한 우리나라에서 생산하는 논문 양이나 질에 비하여 등재 학술지의 수는 지나치게 낮다. 즉, 국내지가 저평가되어 있다. 최소한
SCIE 등재지 286종(3.0%), ESCI 등재지도 218종(3.0%)은 되어야 현재 우리나라 학문 수준에 부합한다. 이는 우리나라가 그동안
학술지에 충분한 투자를 하지 못하여 상업출판사가 지배하는 학술지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지 못한 후발주자이기 때문이다. 옆 마을
학술지는 SCIE, ESCI 등재지로 가는데 굳이 가만히 있을 필요는 전혀 없다. 친구 따라 강남(서울 강남 아닌 양쯔강 아래의 마을)에도
가는데 실패를 두려워 말자 (2021. 11.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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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최신 등재 절차와 심사 동향
박배호 | 건국대학교 물리학과 교수, 과편협 대외협력위원장, Scopus 선정자문한국위원회 위원장

현대의 학자들이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관련 분야의 최신 연구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것 중의 하나가 학술
논문이다. 학술 논문이 제시하는 데이터와 그 해석 및 주장에 대한 기본적인 검증과 엄격한 심사 및 관리는 논문을 게재하는 학술지의
역할이므로, 학술지의 수준 및 신뢰도는 매우 중요하다. Scopus와 같은 국제 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는 국제 색인이 제시하는
심사 기준들을 통과했기 때문에 그 수준과 신뢰도가 어느 정도 검증되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국제 색인을 통해 다양한 통계들이
집계되므로 학술지의 현황 및 변화를 다양한 측면에서 파악할 수 있다. 따라서, 국제 색인 등재는 학술지의 발전을 위해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2021년 6월 기준으로 총 481종의 국내 학술지가 Scopus에 등재되었으며, 4개의 대분야별로 보면 Health Sciences 145종,
Life Sciences 91종, Physical Sciences 162종, Social Sciences 83종이다. 전 세계적으로는 총 32,109종의 학술지가 Scopus에
등재되었으며, Health Sciences 7,363종, Life Sciences 5,029종, Physical Sciences 8,789종, Social Sciences 10,928종이다.
국내 학술지의 경우 Physical Sciences 분야에서 Scopus에 가장 많이 등재되었고, 전 세계적으로는 Social Sciences 분야에서
Scopus에 가장 많이 등재되었다. 2020년에서 2021년 10월 사이에 총 75종의 국내 학술지가 Scopus에 등재 신청을 했고, 이 중
45%인 34종의 학술지가 등재 승인을 받았다. 전 세계적으로도 2020년에 등재 신청한 3,008종의 학술지 중 44%인 1,324종이 등재
승인을 받아 국내 학술지의 등재 승인율이 세계 수준과 비슷한 것으로 파악된다.
Scopus는 국가 내 다양한 학술단체 및 학술지의 활동이 활발하지만 Scopus에 등재된 학술지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판단되는 국가에 선정자문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러시아, 중국, 태국과 함께 Scopus에서 국가별
선정자문위원회를 운영하는 4개국에 포함되어 있다. 특히 중국의 경우, Scopus 선정자문위원회 설치 후 2020년에 새로 Scopus
등재 승인을 받은 중국 학술지 수가 84종으로 크게 증가했다. 러시아의 경우 Scopus 선정자문위원회 설치 후 2019년부터 매년
65종 이상의 러시아 학술지가 새롭게 Scopus 등재 승인을 받고 있다. Scopus 선정자문한국위원회는 Scopus 등재를 신청한 국내
학술지를 평가하여 Scopus 본사의 학술지 선정위원회(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 CSAB)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국내 학술지 편집인과 담당자들에게 Scopus 등재 관련 다양한 정보와 교육을 제공하여 국내
학술지의 Scopus 등재율 증가와 학술지의 질적인 향상에 기여하고 있다.
국내 학술지가 Scopus 등재 신청을 하면, 먼저 Scopus 팀에서 중요한 5가지 기본 요건인 전문가 심사(peer-review),
영문 초록(English abstracts), 정기적 출간(regular publication), 로마자 참고문헌(roman script references), 출판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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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publication ethics statement)을 확인한다. 이 기본 요건 중 하나라도 만족하지 못하면 review 과정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자동
탈락하게 되는데, 최근에 학술지들이 자동 탈락하는 가장 많은 요인이 출판윤리 정책을 Scopus에서 원하는 수준으로 작성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다양한 측면의 연구출판윤리 문제가 점점 중요해지고 있으므로 Scopus에서 원하는 출판윤리 정책의 수준도 계속 강화되고
있다. 현재는 16가지의 Principles of transparency & best practices 항목을 학술지 홈페이지에 영문으로 적절하게 제시하는지를
점검한다. 이러한 16가지 항목을 잘 준비하는 것은 학술지의 투명성을 높이고 처리 방침들을 확립하는 데 기여함으로써 학술지의
연구윤리를 강화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된다. Scopus에 등재 신청을 할 때 이 16가지 항목에 대한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하므로, 등재
신청을 하고자 하는 학술지라면 반드시 잘 준비해야 하는 중요한 항목들이다. 정기적 출간도 국내 학술지들이 자동 탈락하는 중요한
요인 중 하나이다. 원래 계획한 정기적 출간을 지키지 못하거나 정기적 출간을 하더라도 논문 편수가 급격히 줄어들면, 학술지가 관련
연구자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자동 탈락하게 된다.
Scopus team의 기본 요건 점검을 통과한 국내 학술지는 Scopus 선정자문한국위원회 위원장의 사전 심사, 관련 분야 위원의
본 심사를 받게 된다. 위원장의 사전 심사에서는 학술지의 기본적인 요건, 즉 홈페이지의 수준, 편집인과 저자의 국제적 다양성,
학술지 논문의 인용 현황, 게재된 논문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학술지의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몇 가지 장단점들을 정리해 본
심사위원에게 전달한다. 본 심사에서는 학술지 정책(journal policy) 관련 4개 항목, 내용의 질(quality of content) 관련 4개 항목,
학술지의 위상(journal standing) 관련 2개 항목, 정기성(regularity) 관련 1개 항목, 온라인 사용 편의성(online availability) 관련 3개
항목을 포함해 총 14개 항목에 대한 깊이 있는 심사가 진행된다. 이러한 Scopus 선정자문한국위원회의 심사 결과가 CSAB의 관련
분야 위원에게 전달되고, 이 심사 결과와 CSAB 위원의 판단을 종합하여 최종 판정이 이루어진다.
최근에 탈락한 국내 학술지의 탈락 원인 중 가장 많은 것이 학술지의 위상과 관련된 인용 횟수 부족이다. 특히, Scopus에 등재된
다른 학술지들이 대상 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한 횟수가 낮다는 지적이 많았다. Scopus 검색 사이트에서 이를 점검할 수 있으니,
Scopus 등재 신청을 준비하는 학술지는 인용 횟수를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에 나타난 것처럼, Scopus 검색 사이트에서

<그림 1> Scopus 검색 사이트에서 등재 신청한 저널의 논문이 Scopus에 등재된 다른 학술지에 의해서
인용된 실적을 검색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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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s를 선택하고 신청하는 학술지의 이름을 입력하여 검색한 후 우측 상단에 있는 ‘view secondary documents’를
클릭하면 된다. 하지만 Scopus에 등재되지 않은 국내 학술지의 경우 기등재된 다른 학술지로부터 인용을 받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보통 매년 10편 이상의 논문이 인용되기는 어렵다. 특히 한국어로 작성되는 국내 학술지라면 Scopus에 등재된 다른
학술지에 의해서 인용되기란 더욱 어렵다. 따라서 Scopus 선정자문한국위원회에서는 CSAB에 한국학술지인용색인(Korea Citation
Index, KCI) 통계자료도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학술지 등재 여부 최종 판단 시에 적절히 반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Scopus 선정자문한국위원회에서는 심사 결과를 CSAB에 보낼 때 KCI 통계자료, 특히 해당 학술지의 인용지수(impact
factor), 분야별 순위, 자기인용 비율을 제공하고 있다.
학술지의 위상과 관련된 편집인의 수준도 국내 학술지 탈락 원인 중 하나이다. Scopus 등재 신청을 할 때 대표적 편집인 3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하는데, 대표적 편집인은 editor-in-chief, executive editor와 같은 학술지의 편집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편집인을 의미한다. 이러한 대표적 편집인 3인의 인용도가 낮으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그런데, 편집인 중 editor-in-chief,
executive editor 등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인용도가 높다는 이유로 대표적 편집인으로 선정하는 것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이다. 따라서, 학술지의 editor-in-chief, executive editor와 같은 대표적 편집인들은 인용도가 높고 학계에서 명성이
높은 학자로 구성하는 것이 많은 도움이 된다.
학술지 정책과 관련된 편집인과 저자의 국적 다양성, 이와 관련된 Aims & Scope도 국내 학술지의 탈락 원인 중 하나이다. Aims &
Scope에 국제 학술지로 기여하고 있는지 혹은 지역 학술지로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 없이 편집인 혹은 저자의 국적 다양성이
부족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마찬가지로 Aims & Scope에 국제 학술지로 기여하고 있는지, 지역 학술지로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한 설명이 없는 상태에서 해당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을 인용하는 논문들이 대부분 한국 학술지의 논문이라면 역시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반대로 Aims & Scope에 지역 학술지로 어떻게 기여하고 있는지 명확하게 제시하면, 편집인 및 저자의 국적
다양성이 다소 부족하거나 주로 한국 학술지의 논문들로부터 인용을 받더라도 부정적인 평가를 면할 수 있다. 따라서, 학술지의 Aims
& Scope와 편집인 및 저자의 국적 다양성, 해당 학술지의 논문을 인용하는 학술지의 다양성이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잘 운영되고
있다면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다.
학술지의 정책과 관련된 전문가 심사 절차도 국내 학술지의 탈락 원인 중 하나이다. 전문가 심사가 부실하게 이루어진다는 의혹이
발견되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예를 들면, 심사와 수정 논문 재접수, 게재 승인까지의 기간이 너무 짧은 것도 부정적인 평가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전문가 심사 절차의 공정성 및 철저함을 유지할 수 있도록 편집인들의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긴급 심사
논문이나 초청 논문, 특별 호 논문의 경우에도 일반적인 논문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peer review의 철저함을 잘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온라인 사용 편의성과 관련된 학술지의 홈페이지 수준도 국내 학술지의 탈락 원인 중 하나이다. 홈페이지가 저자, 독자, 심사자에게
제공해야 할 주요 정보들을 포함하고 있지 않으면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학술지의 투명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기 때문에,
홈페이지가 포함해야 할 정보의 종류 및 양이 늘어나고 있다. 연구윤리와 관련된 16가지 Principles of transparency & best

practices 항목을 잘 준비하는 것은 홈페이지의 온라인 사용 편의성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학술지
홈페이지에 대한 접근이 어렵거나 학술지에 관한 정보들이 하나의 홈페이지에 모여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홈페이지에 나뉘어 있는
경우도 부정적인 평가를 받게 된다. 접근성이 좋은 하나의 홈페이지에 학술지의 주요 정보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서 모아 놓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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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요하다.
우수한 학술지는 관련 분야 전문가들이 연구 결과를 공유하고 학문적 발전을 토론할 수 있는 신뢰성 있는 매체이다. 우수한
학술지가 갖추어야 할 다양한 조건들이 있으며, 이 조건들은 점점 더 까다로워지고 있다. Scopus와 같은 국제 색인에 등재되는 것은
기본적인 요건을 갖춘 우수한 학술지로 인정받는 좋은 방법 중의 하나이다. 국제 색인 등재가 학술지 발전을 향한 지름길이 될 수
있으므로, 국내 학술지의 국제 색인 등재를 위한 다양한 지원과 노력이 필요하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중국 학술지의 국제 색인
등재를 위한 적극적 지원을 시작하고 있는데, 그 일환으로 연간 Scopus에 신규로 등재되는 중국 학술지의 목표 개수를 정하고 학계와
정부가 적극적으로 협력하고 있다. 우리나라에도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다양한 학술기관과 학술지들이 많기 때문에 국제 색인
등재를 통한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에 많은 관심과 노력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국내 학술지의 질적 수준 향상은 관련 학계의
위상을 높일 뿐만 아니라 관련 학자들의 활발한 학술 활동을 장려함으로써 국가적 과학기술 경쟁력 향상에도 중요하게 기여하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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