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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편협 소식
편집인들 ‘표절, 저작권, 인간 대상 연구윤리’를 함께 고민
- 제10-11회 출판윤리 워크숍 개최 -

‘제10-11회 출판윤리 워크숍’이 지난 6월 18-19일 학술지 편집인 60

19일에는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하는 연구자, 편집위원들을 위한

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표절과 저작권’

‘편집인을 위한 IRB’라는 주제아래,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최경

(18일),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19일)라는 주제에 맞춰 관련 분야 권

석 교수가 생명윤리법을 잘 지키면서 연구하는 과정에 관하여 소개

위자들의 강의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해주었다.

18일에는 ‘학술지의 저작권’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는 서울대 의

이어서 열린 ‘통계의 적절한 적용과 해석’이라는 주제에서는 가톨

과대학 서정욱 교수를 모시고 저작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 전환에

릭대 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임현우 교수가 모집단에서 진실을 추

대하여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서 교수는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론하며 부적절하게 데이터를 왜곡, 해석하는 실수를 저지르지 않는

길을 닦으신 분으로, 자타 공인하는 국내 최고 전문가이다.

데 도움되는 정보를 제공해주었다.

주지하다시피, 대학이나 연구기관 등에서 실시하는 모든 인간 대

이번 워크숍은 특별히 출판윤리의 중요성에 대해 취재 중인

상의 연구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따라 IRB (In-

YTN 다큐멘터리 프로그램 제작진에서 취재를 나왔고, 흥미롭게 녹

stitutional Review Board, 연구윤리심의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화해 갔다.

▲ 제10회 출판윤리 워크숍’의 황은성 출판윤리위원장 강의 장면

▲ 발표 후 진행된 포럼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개진, 경청하는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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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명

2015. 4. 3

2015 - 2차 임원회의

2015. 4. 8

2015 - 1차 교육연수위원회의

2015. 4. 22

2015 - 2차 원고편집위원회의

2015년도 과편협의 행사 및 계획 (4-12월)
4월

5월

5/15-18
CSE (Council of Science
Editing) Annual
Meeting

9월

10월

6월

6/18-19
제10회, 11회
출판윤리 워크숍

11월

11/18-19
제17회 원고편집인
워크숍

7월

8월

7/3
제16회 편집인 워크숍

8/6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5차)

7/9, 16, 23, 30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1~4차)

8/20-22
The 2nd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 2015

12월

12/3-4
제18회 편집인 워크숍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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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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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원동정 - 신임 편집위원장 소개
성함

소속

학회 지명

직책

송종걸

강원대학교 토목공학과

한국지진공학회 논문집

편집위원장

성노현

서울대학교 생명과학부, 세포기능제어연구센터

Molecules and Cells

편집위원장

이동춘

영남대학교 전기공학과

Journal of Power Electronics

편집위원장

주정훈

군산대학교 신소재공학과

Applied Science and Convergence Technology

편집위원장

양근혁

경기대학교 플랜트건축공학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 논문집

국문논문 편집위원장

김형준

서울시립대학교 건축공학과

한국구조물진단유지관리공학회지

편집위원장

도월희

전남대학교 의류학과

한국의류산업학회지

편집위원장

전세진

아주대학교 건설시스템공학과

한국건설자원학회 논문집

편집위원장

박홍석

울산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부

한국자동차공학회 국문논문집

국문논문 편집위원장

한경수

부경대학교 공간정보시스템공학과

대한원격탐사학회지

편집위원장

이미식

서울여자대학교 의류학과

한국의류학회지

편집위원장

김종수

단국대학교 치과대학 소아치과학교실

Journal of the korean Academy of Pediatric Dentistry

편집위원장

김종대

한국전자통신연구원

ETRI Journal

편집위원장

나재운

순천대학교 고분자공학과

공업화학

국문논문 편집위원장

최성욱

연세대학교 토목환경공학과

Journal of Korea Water Resources Association

편집위원장

홍순철

울산대학교 물리학과

한국자기학회지

편집위원장

이승환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이비인후과교실

Hanyang Medical Reviews

편집위원장

김재정

서울대학교 화학생물공학부

Korean Chemical Engineering Research

편집위원장

이혜연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해부학교실

대한의사협회지

편집위원장

홍순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병리학교실

Journal of Pathology and Translational Medicine

편집위원장

김영욱

서울시립대학교 신소재공학과

Journal of the Korean Ceramic Society

편집위원장

이미영

인하대학교 의류디자인학과

패션비즈니스

편집위원장

김덕준

성균관대학교 화학공학부

고분자 과학과 기술

편집위원장

원종찬

한국화학연구원 그린화학소재연구본부

폴리머

편집위원장

최동훈

고려대학교 화학과

Macromolecular Research

편집위원장

최은옥

인하대학교 식품영양과

Food Science and Biotechnology

편집위원장

송경빈

충남대학교 식품공학과

한국식품과학회지

편집위원장

김건수

서강대학교 생명과학과

Journal of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Microbiology and Biotechnology Letters

편집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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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 회원

• 개인회원 57명

• 이학분야 3종, 공학분야 9종, 보건분야 3종, 농· 수·해양분야

• 단체회원 205기관 271종 (143개 학회 / 신규회원 포함)

4종 총 17종의 학술지가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

• 특별회원 10기관

분야

이학

공학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Journal of Life Science (생명과학회지)

김영호

한국생명과학회

Korean Journal of Ecology and Environment (생태와 환경)

신경훈

한국하천호수학회

Korea Journal of Child Studies (아동학회지)

도현심

한국아동학회

Ecology and Resilient Infrastructure

최성욱

응용생태공학회

Fibers and Polymers

조원호

한국섬유공학회

Journal of the Korea Institute of Building Construction (한국건축시공학회지)

김재엽

한국건축시공학회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Coastal and Ocean Engineers (한국해안 · 해양공학회 논문집)

안경모

한국해안 · 해양공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Process Engineers (한국기계가공학회지)

류성기

한국기계가공학회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of Manufacturing Technology Engineers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지)

보건

홍민성

한국생산제조시스템학회

KIEAE Journal

진경일

한국생태환경건축학회

Membrane Journal (멤브레인)

남상용

한국막학회

Textile Science and Engineering (한국섬유공학회지)

박원호

한국섬유공학회

Journal of Korean Society of Dental Hygiene (한국치위생학회지)

장종화

한국치위생학회

Korean Journal of Health Education and Promotion (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지)

김영복

한국보건교육건강증진학회

The Korean Journal of Thoracic and Cardiovascular Surgery (대한흉부외과학회지)

임창영

대한흉부심장혈관외과학회

농수해양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정헌식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Korean Journal of Crop Science (한국작물학회지)

우선희

한국작물학회

The Journal of Korean Society for People, Plants, and Environment

허근영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

장태현

한국잔디학회, 한국잡초학회

(한국인간식물환경학회지)
Weed & Turfgrass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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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가입안내
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발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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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랍
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학술지 출판/편집관련 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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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삼동, 과학기술회관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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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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5년도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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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7월 9일~ 8월 6일까지 매주 목요일

서윤주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 원고편집위원회에서

원고편집위원회

법에 대해서도 공부하고자 합니다.

는 오는 2015년 7월 9일부터 8월 6일까지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

특히 이번에는 『공학도를 위한 글쓰기』 (학산미디어)의 저자

tor) 중급교육과정을 실시합니다. 이번 중급교육과정은 5주에 걸쳐

이신 권성규 계명대학교 기계자동차공학과 교수를 모시고 국어과

매주 목요일 전일 일정으로 진행되는 원고편집인 심화 교육과정으

학논문 작성법에 대해 전문적으로 살펴보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로, 여러 원고편집인들이 평소 실무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궁금하게

이번에 신설된 국문 과학논문의 쓰기와 교정에 관한 교육프로그램

여기던 내용을 중심으로 하여 필수적으로 익혀야 할 프로그램들로

은 그 필요성과 중요성에 비해 다소간 늦게 시작된 감이 없지 않으

구성되었습니다.

나 국문학술지의 원고편집인들뿐 아니라 과학학술지 편집, 교정 분

이번 교육과정에서는 현재 과학학술지에 적용되고 있는 최신 서

야에 몸담고 있는 모든 분들에게 유용한 교육이 될 것입니다.

지기술에 대해 살펴보고, 국문논문의 작성과 교정에서 유의해야

무엇보다 이번 교육의 특징은 전문 원고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업

할 점을 짚어보며, 과학논문 교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통계학 지식을

무능력 강화교육이며, 따라서 단순히 강의를 수강하는 차원만이

익히게 됩니다. 그리고 참고문헌을 인용할 때 사용하는 소프트웨어

아니라 능동적인 참여를 통해 실효를 높일 수 있도록 준비하였습니

인 ‘엔드노트(EndNote)’ 프로그램의 실제 응용과 ‘EndNote 아웃풋

다. 다양하고 유익한 강의 수강뿐 아니라, 팀 구성에 있어서도 수강

스타일(output style)’에 관하여 실습을 통해 익히는 등, 교육생들이

자의 주된 관심 분야나 편집 스타일(APA, AMA, ACS, IEEE 등)을 중

담당 학술지에서 실질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마련했습니다.

시한 그룹 스터디 방식으로 각종 실습, 과제 및 발표 등을 진행함으

또한 여러 학술지에서 최우선으로 중시하는 항목 중 하나인 학

로써 높은 학습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술지의 평가,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관련하여, 한국연구재단의

이번 과편협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은 한층 더 심도 있는 내용

KCI, KISTI의 KPubS, 과총의 ScienceCentral 등 국내 데이터베이스

과 방법론을 통해 전문 원고편집인으로서의 지식과 능력을 한 차

는 물론, 엘스비어(Elsevier) 출판사의 Scopus, 톰슨로이터(Thompson

원 더 높이는 기회를 제공해드릴 것입니다. 원고편집인 및 관련 업

Reuter)사의 SCI 등을 비롯한 다양한 해외 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소

무를 진행하시는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랍니다. 상세 일정은 다

개와 등재 방법들을 자세히 알아본 뒤 이를 통한 인용지표 분석 방

음과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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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편집인(Manuscript editor) 중급교육과정
일 시
7월 9일
[1. 개요]

7월 16일
[2. 과학논문에서
한글표기]

7월 23일
[3. 통계기초 및
Endnote 활용법]

7월 30일
[4. 국내 DB 소개]

8월 6일
[5. 해외 DB 소개
및인용분석법]

제 목

개 요

강 사

09:00-10:00

입문(Introduction)

교육과정 소개 및 팀 구성

조혜민(원고편집위원장)

10:00-12:00

과학학술지 최신 동향

DOI, CrossRef, CrossCheck, CrossMark, FundRef,
ORCID, JATS XML, QR code, PubReader, ePub 등
학술지 관련 신기술에 대한 이해

장재화(교육연수위원)

13:00-16:00

팀별모임

팀별 스터디 계획 수립

각 팀장

09:00-11:00

과학논문에서의
올바른 한글 사용과
한글 로마자 표기법

생의과학 국문논문에서 흔히 발생하는 맞춤법,
띄어쓰기, 문법 오류 리뷰 / 한글 로마자 표기법
리뷰

서윤주(원고편집위원)

11:00-12:00

팀별 모임

팀별 스터디

각 팀장

13:00-15:00

과학논문의 이해 및
논문의 완성도를
높이는 우리말 교정

과학논문의 목적과 구성의 이해, 텍스트 교정을
통한 국문논문 완성도의 제고

권성규 교수(계명대)

15:00-16:00

팀별모임

팀별 스터디

각 팀장

09:00-11:00

통계의 이해

과학 논문에서 다루어지는 통계학 용어에 대한
기본 이해를 돕는 교육과정

허예라 교수(건양대)

11:00-12:00

팀별 모임

팀별 스터디

13:00-16:00

편집을 위한 EndNote
활용법[실습]

서지관리 및 원고작성 방법/ 원고편집 시
활용할 수 있는 팁(Tips) / 내가 담당하는
학술지의 Output Style 만들기

이현정(원고편집위원)

09:00-10:30

KISTI DB 소개

KISTI의 과학기술 데이터베이스 소개 및
등재를 위한 준비사항 및 경비 안내

서태설 박사(KISTI)

10:30-12:00

KCI 소개

한국연구재단의 KCI 특징, 국내학술지
인용분석법 및 KCI 발전방향 소개

김소형 박사(연구재단)

13:00-14:00

ScienceCentral 소개

ScienceCentral과 PMC와 차이점, 특징을
소개하고, DB 사용법, 학술지 등재를 위한 준비
사항과 소요경비 안내

허선 교수
(기획운영위원장)

14:00-16:00

팀별모임

팀별 스터디

각 팀장

09:00-10:30

Elsevier DB 소개

Scopus를 포함하여 Elsevier의 다양한 DB소개 및
등재방법 소개 / Scimago 인용분석법 소개 /
샘플 학술지의 인용분석법

김순(전 Elsevier 이사)

10:30-12:00

Thompson Reuters DB
소개

SCI를 포함해서 Thompson Reuters의 다양한 DB
및 등재방법 소개 / JCR 인용지표 소개

권병욱 부장
(Thompson Reuters)

13:00-14:00

학술지 인용평가 실습

WoS, JCR 및 SCOPUS를 활용한 저널의
인용데이터 추출과 분석

김명순(원고편집위원)

14:00-15:30

팀별모임

팀별 스터디

각 팀장

15:30-16:00

과정 평가

조혜민

※ 강사 및 시간은 사정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신청문의: kcse@kcse.org, 02-3420-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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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참관기
보고 싶은 것과 볼 수 있는 것
- 2015년 CSE Annual Meeting 김형순 교수 |

과편협 부회장

참
관
기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와 ‘아시아과학학술지편

운데서 편집인 교육강좌를 수강하였다. 단기강좌는 현재『메이요

집인협의회(아편협)’의 운영에 어떤 시스템과 프로그램을 도입하면

클리닉 프로시딩(Mayo Clinic Proceedings)』의 편집장인 윌리엄 L. 라

좋을지, 어떤 분을 과편협과 아편협의 학술대회 및 워크숍에 초대

니어(William L. Lanier) 교수가 풍부한 경험을 바탕으로 하여 주관

하면 좋을지 등에 촉각을 세우고 4일간의 CSE 연례 정기모임에 참

해오고 있는데, 프로그램의 내용과 강사진의 구성이 매우 짜임새

석하고 돌아온 김형순 과편협 부회장(인하대 신소재공학부 교수)

있었다. 특히 이 분은 이틀 내내 수강생들 사이에 앉아서 강사들이

의 기고를 소개한다. 이 참관기가 한국은 물론 아시아의 편집인들,

놓치는 점들을 바로잡아 주거나, 질문에 대하여 설명해주기도 하였

특히 차기 CSE에 참석할 편집인들에게 유익한 정보가 되기를 바란

다. 자신이 답변을 해야 할 때에는 자신의 풍부한 개인적 경험을 유

다. (2015 CSE 학회 관련 자료는 다음 사이트를 참조. http://www.

머와 함께, 그리고 여러 사례를 언급하면서 설명했다.

councilscienceeditors.org/ )

참가자들은 토의시간을 통해 각자 안고 있는 고충들을 풀어놓
고 조언을 구하기도 하였다. 참가자들의 고충들 가운데 ‘바람직한

● 15개국 400여 명의 편집인과 출판 관계자들의 축제

논문 심사자를 어떻게 선정해야 하는가?’는 중복성이 높게 나타났

< 2015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의 연례 정기모임이 지난

다. 이는 최근 주목받는 문제 중 하나로서, 부정 심사행위를 유도할

2015년 5월 14-18일 미국 필라델피아에 소재한 로우스 필라델피아

수 있는 가짜 심사자 추천이나 등록을 어떻게 방지할 수 있을지에

호텔(Loews Philadelphia Hotel)에서 열렸다. 4일간 이어진 이 회의에

관한 의견을 주고받았다. 강좌의 마지막에는 참석자에게 출석확인

는 15개국에서 모인 400여 명의 편집인과 출판 관계자가 어우러졌

증을 수여하고,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시간이 마련되었다.

고, 프로그램은 크게 단기강좌(15-16일)와 학술대회(17-18일)로 진행

이 강좌는 대체로 유익했지만, 일부 내용이 이어서 열린 16-17일

되었다. 참석자들은 의학분야에 관계되는 편집인들이 주를 이루었

의 프로그램과 중복된 것은 유감스러웠다. 또한 강의와 토의가 6:4

으며, 국가별로는 미국인과 캐나다인이 대다수를 차지했다. 특히 미

로 구성되어 있어, 약간이나마 출판을 경험해본 에디터라면 지식

국은 397명이 참석하여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그다음에는 캐나다

습득과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반면 초보 편집인의 경우라면 자신

16명, 영국 4명, 브라질 3명, 일본 3명 순으로 많이 참석했다. 한국을

에게 필요한 정보를 습득하는 데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을 것이기 때

비롯한 나이지리아, 노르웨이, 뉴질랜드, 멕시코, 스위스, 아랍 에미

문이다. 강사, 그리고 이들이 소개한 사례가 주로『메이요 클리닉 프

리트, 인도, 중국, 크로아티아 등에서는 각각 1명이 참석하였다.

로시딩』과 생의학 학술지 관련자들로 편중되었던 점 또한 과학과
기술 관련 편집인에게는 불편함 또는 이질감을 줄 수 있으리라 보인

● 이틀 동안 열린 네 개의 단기강좌

다. 이는 참석자들 대부분이 의학분야의 편집인인 것과 무관하지

단기강좌로는 2일 과정의 ‘편집인’(2일 과정), 그리고 1일 과정의

않을 것이다.
단기강좌의 마지막 날이었던 16일 저녁에는 정기 학술대회의 전

‘출판경영’과 ‘학술지평가’, ‘원고편집인’이 개설되었다. 필자는 이 가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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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제가 치러졌다. 이 자리에서는 신입회원 환영회와 축하행사가 곁

데이터의 개념과 중요성을 역설했다. 그의 강연의 핵심은 “데이터의

들여졌다. 팀 크로스(Tim Cross) 회장은 필자에게 전·현직 임원들

양이 매년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연구비 지원기관에서는 데이

을 소개해주었고, 함께 기념사진을 촬영할 수 있게 해주었다. 이 자

터 수혜자들의 데이터 공유와 보존이 수월해질 수 있도록 새로운

리에서는 팀 크로스 회장은 “나는 오늘까지만 회장이다. 내일부터

관련 정책을 제안하기 시작하였다. 출판사들은 데이터 관리, 보존

는 새로운 회장이 일은 맡게 된다”면서 신임회장인 안젤라 코크란

및 재현성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는 데 지원할 기회가 있으며, 편집

(Angela Cochran)을 소개해주었다. 같이 있었던 어느 전임 회장이

자와 발행인들은 도서관과 데이터 제공자들을 위한 새로운 도구와

필자에게 그 이유를 설명해주었다. “편집과 관련된 많은 분이 회장

서비스 개발을 해야 하는 시점이다”라는 것 등으로 정리할 수 있을

직을 수행하기 위해 줄을 서 있으므로 회장의 임기는 1년이지만, 학

듯하다. 데이터 부하는 최근 논문출판계의 문제가 되는 주제로서

회 운영에는 선출 회장과 전임 회장 자격으로 3년간 기여한다”는 것

이에 대한 관심이 있는 관계자들이라면 매우 유익한 강연이라고 평

이 요지였다. 이러한 CSE의 운영방식은 과편협과 아편협의 방식과

할 듯하다.

는 사뭇 다르지만 안정된 조직 운영을 위해서는 도입을 고려해볼
만하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CSE는 1957년 태동한 이래 50년 이상

● 새로운 논문평가 방법들과 학술지 관리 동향

의 역사(실제로는 2000년부터 CSE 운영, 현재 회원 수는 약 800명)

오전 10시 30분부터 정오까지의 세션은 네 곳에서 진행되었다. 각

를 이어오며 운영되고 있지만, 과편협이나 아편협은 각각 2011년과

기 다른 네 개의 주제가 동시에 발표되었는데, 필자는 그중에서

2014년에 출발하였으므로 아직 안정적인 궤도에 올라섰다고 보기

2015년 6월 과편협에서 새로이 개설하는 논문심사 관련 워크숍과

는 힘들기 때문이다.

관련된 주제인 ‘Different Forms of Peer Review’를 선택했다. 관련 분
야에서의 새로운 내용과 미국 쪽 동향과 변화를 알고 싶어서였다.

● 본회의, 회장 이·취임식, 첫 번째 기조연설

학술지 발간은 갈수록 증가하고, 논문을 엄정하게 평가하기는 더

본회의가 열리는 5월 17일 일정은 아침 8시 30분에 시작되었다.

욱 어려워지는 상황이다. 지난 2014년 한 해 동안 전 세계적으로 약

크로스 회장이 인사말과 함께 개회식의 문을 연 후, 회원들에게 약

3만4000개 학술지에서 250만 편의 논문이 출판되었다고 한다. 이렇

30분간 지난 1년 동안의 활동을 낭독 형식으로 보고하였다. 사업 보

게 많은 논문을 제대로 가늠할 수 있는 평가 기준과 관련된 ‘표준’은

고 내용은 모두 무대 양쪽에 마련된 대형 화면으로 볼 수 있게 해주

없으며 완벽한 기준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

었다. 회장은 슬라이드를 통해 이상과 목표를 설명하며, 재임 중의

는 평가방법이 꾸준히 대두되고 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현재

주요한 활동을 소개했다. 크로스 회장이 재임하는 기간 동안 회원

개발 중에 있는 ‘루비크 스코어카드’(Rubiq Scorecards, 심사자에게

수가 9퍼센트 증가했음을 강조한 데 이어, 대외활동으로는 CSE가

전문적인 자격을 부여하는 평가방법)와 ‘이-라이프(e-Life)’가 소개

주체적으로 움직여 출범할 수 있었던 브라질의 과편협, 중동 중심

되었다.

의 아편협, 그리고 한국의 과편협을 소개하였다. 이때 필자는 한국

오후 1시부터 2시까지 열리는 세션에서 필자는 ‘Managing Jour-

과편협의 부회장으로서 자리에서 일어나 전체 회원에게 인사할 수

nals in a Global Context’라는 주제에 참석했다. 이 세션에서는 캐나

있었다. 이어서 회장의 이·취임식이 열렸다. 크로스 회장이 차기 회

다, 멕시코, 미국 등 북아메리카 지역의 manuscript editor (ME)들의

장인 안젤라 코크란(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의 편집장

학술지 관리 동향을 파악할 수 있었다. 이들 학술지의 문제는 우리

[Journals Director])을 호명하고, 단상에서 회의봉을 인계하는 것으

과편협 회원 중 소규모 학회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이 부딪치는 한

로 이·취임식은 끝났다. CSE는 신임 회장을 통해 전임 회장에게 미

계들과 별로 다르지 않았으며,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방법 또

리 준비한 선물(전임 회장의 취미인 음악 CD와 기타)을 전달했다.

한 유사하였다. 반면 우리 편집인들이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신임 코크란 회장은 5분간 이어진 취임사를 통해 실천 공약을 발

SNS 이용이 활발하지 않은 데 비해 북미권 학술지와 편집인들은

표했다. 국제관계, 단기강좌, 교육 등을 강화할 것임을 밝혔다. 이어

SNS를 매우 활발하게 이용함으로써 논문의 인용횟수를 높이려고

서 코크란 회장은 30분간의 개회식을 홀로 진행하였으며, 기조연설

하는 점이 좋아 보였다.

을 할 연사를 직접 소개했다. 첫 번째 기조연설은 학회 강연의 꽃이

이어 열린 세션에서 필자는 ‘Preparing a Manuscript when English

라는 수식어가 부끄럽지 않게 많은 참석자로 붐볐다. 이때 기조연설

is a Second Language’라는 주제를 선택했다. 이 주제에 대한 관심이

은 한 시간 동안 진행되었다. 세이드 초우드리(G. Sayeed Choudhury)

매우 높아서 앞자리에 앉았다. 연사로는 ‘웹 오브 사이언스(WoS)’와

연사는 “The Research Data Revolution”라는 주제에 맞추어 빅(big)

‘에디티지(Editage)’의 관계자들이 초대되었다. 두 연사의 이야기 중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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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문 교정업체인 에디티지의 관계자가 밝인 아시아권 투고 논문에

홀인 이곳에서 식사를 하거나 커피를 마실 수 있었고 포스터논문도

대한 견해는 참고할 만한 것이라 여겨 요지를 소개한다. 그는 “아시

볼 수 있었다. 다목적 홀에 설치된 부스들에는 중동 중심의 아편협

아의 박사과정은 유럽이나 미국보다 2년가량 빠르다. 그래서 영어

에서는 두 개의 부스(Asi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Asian Network

논문 작성에 문제가 많다. 또한 중국에서는 비정상적 출판행위

of Scientific Information)를 설치하여 CSE 회원들 대상으로 적극적

(Predatory Practices, http://scholarlyoa.com/publishers/. 국내에서는 약

인 홍보 활동을 펼쳤다. 현재 아시아에는 두 곳의 아편협이 활동하

탈적 출판행위라고도 불린다)가 중요한 문제점이며, 한국에서는 출

고 있는데, 한 곳은 아랍 에미리트에서 조직된 중동 중심의 ACSE,

판윤리가 중대한 이슈이다. 이러한 분위기를 고려하여 비영어권의

다른 한 곳은 한국을 중심으로 하여 동남아 과학편집자들이 활동

투고논문, 특히 아시아권에서 투고된 영어논문에 대해서는 심사자

하는 아편협(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ASE)이다. 필자는 중

에 대한 교육과 심사도 중요하지만, 언어담당 copy editor (CE)의 협

동 아편협 회장과 짧은 시간이나마 교류하면서 향후 유대관계를

조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도모하기로 하였다. 아울러 주최 측은 많은 이들이 부스를 찾을 수

그 다음에 열린 ‘The Next Generation of Researchers’ 세션에서는

있도록 하기 위하여 기발한 경품 이벤트를 창안하였는데, 부스를

청중에게 ‘어떻게 하면 젊은 연구자와 고등학생들이 올바른 논문

방문할 때마다 사인이나 도장을 받아서 21개의 빈칸을 모두 채운

을 출판할 수 있을까?’라고 질문한 후 이어서 이 질문에 대한 ‘모범

참가자들을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아이패드(iPad)를 선물하는 전

답안’도 제시해주었다. 캐나다와 미국의 사례를 소개해주었기 때문

략이 그것이었다. 필자는 내년에 열리는 과편협 프로그램에서도 이

에 청중들이 답을 찾아내는 것은 어렵지 않았다. 연사들은 “12학년

러한 기발한 이벤트를 선보여야겠다고 생각했다. Visit, Enter, Win!

(우리나라의 고등학교 3학년)들이 동급생의 논문을 자체 평가하도
록 해야만 자기들의 문제점을 잘 안다” “논문심사 시 거절하기보다

● 4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하는 행사들

는 조언을 해주어서 좋은 논문이 되도록 해야 한다” “그들의 상상력

드디어 마지막 날이 되었다. 생각해보니 오늘(18일)은 월요일이다.

은 무한하다” 등 경험에 기반을 둔 조언을 발표했다. 주제의 특성 때

한국에서는 일요일에는 종교생활을 하거나 가족과 함께 지내기 때

문인지 이 세션에서는 연사의 슬라이드 발표는 없었다. 연사가 일선

문에 관행적으로 학회 일정을 주중으로 계획하는데, 주말을 포함

에서 경험한 자기 사례를 들려주고 청중의 질문에 답하는 형식으

해서 학회를 개최하는 CSE의 일정이 필자에게는 매우 충격적이다.

로 진행되었다.

그래서 전 회장에게 이를 문의하였더니 “회원들 간에는 약간의 불

4개의 세션을 마친 뒤인 오후 5시부터 7시 사이에는 회장이 주관

평이 있을 수 있으나, 수년 전부터 이렇게 해오고 있다”고 한다. 한국

하는 리셉션과 포스터논문 발표가 열렸다. 이번에는 일곱 편의 포

을 떠나온 지 며칠이 지났지만 시차로 인한 고생이 끝나지 않았고, 4

스터논문이 발표되었다. 이 자리에서 발표자로 나선 필자는 ‘Opin-

일간을 꼬박 아침 8시부터 오후 5시까지 스크린 속에서 지내는 지

ions of Korean Science Editors on Open Access Policies, Editorial Diffi-

겨운 날들이기에 ‘내일은 귀국이니까’라고 위로하면서 두 번째 기조

culties, and the Government’s Support for Publishing’이라는 주제를 발

연설에 참석하였다.

표했다. 과편협의 임원인 조혜민 원고편집위원장과 허선 기획운영

8시 30분부터 약 1시간 동안 열린 기조연설에서는 클라이브 톰

위원장이 공저자인 포스터논문으로, 2013년 한국연구재단의 정책

슨(Clive Thompson) 연사의 ‘The Future of Thought’를 들을 수 있었

과제의 결과를 바탕으로 한국 과학편집인의 현실을 보여주는 한편

다. 이 분은『Smarter Than You Think』(2013년, 한글판 제목: 생각은

어떻게 하면 정부의 재정 지원에 상응하는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

죽지 않는다)를 저술한 유명한 작가인지라 참가자 대부분이 참석했

할 수 있는지 여러 방안을 제시한 연구결과물이다. 그런데 의외로

다. 역시 유명 작가에 대한 인기와 관심은 편집인들에게도 예외가

여기서 발표되는 논문 수가 너무 적었다. 관계자에게 이를 문의하였

아님을 실감할 수 있었다.

더니, 평균적인 발표논문 수라고 답해주었다. 그러나 참가자가 400

강연이 시작되기 전에 회장과 연사의 기념사진 촬영이 진행되었

여 명인 학회의 규모에 비해, 발표논문 일곱 편은 선뜻 이해하기 힘

다. 역시 명성대로 수많은 청중들이 순식간에 한 중년 작가의 목소

든 수치가 아닌가 싶었다. 일곱 편의 논문의 ‘성적’은 참가자들의 투

리로 빠져들었다. 이 분이 보여주는 수많은 슬라이드는 예술이었다.

표로 가려진다. 가장 높은 득표를 한 논문의 저자에게는 차기년도

최소한의 텍스트를 사용하고 있었으며, 한 문장의 강연 요약과 바

의 학회등록비를 면제해준다고 한다.

탕 그림에 모든 내용을 담고 있었다. 그는 “저는 마흔다섯 살이며, 젊

포스터논문이 발표되는 현장에는 21개의 부스가 설치되었다. 이

었을 때는 주로 게임을 했기 때문에 지금도 길을 가다가 광고판 등

부스들은 아주 넓은 홀에 설치되어 있었는데, 참가자들은 다목적

의 전시를 보면 게임을 연상한다. 사람들은 매일 세상을 배우고 아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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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디어를 만들며 그것들을 공유한다. 문자의 소통이 중요하다. SNS

로 모바일 웹서비스를 제공하였다. 참가자들에게 일정별 각 세션의

을 통한 활발한 소통이 혼자서는 풀지 못하는 것을 해결되게 해준

초록, 제목, 발표자의 사진과 약력 등의 유익한 정보를 실시간으로

다. 미래에는 개인적 사고보다는 협동적 사고가 중요하고 필요하다”

제공해주었기에 참석자들은 두꺼운 인쇄물 대신 스마트폰을 이용

는 걸 역설했다.

하여 본인의 일정을 메모하면서 발표장들을 이동할 수 있었다. 두

두 번째 기조연설 후에는 나흘간의 프로그램 중 가장 즐거운 시

번째, 모든 세션에서 청중과 충분히 논의할 수 있도록 Q&A 시간을

간이 열렸다. ‘수상과 점심식사’ 시간으로 오전 11시 30분부터 오후 1

20~30분 정도 배당하고 있었는데 연사와 청취자가 매우 진지하게

시까지 시상식과 정찬이 진행되었다. 이 자리에서는 CSE 수상식이

의견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대화를 나누는 모습이었다. 이러한 모습

진행되었다. 수상자는 ‘CSE Certificate of Application’ 2명, ‘CSE

은 일방적인 발표에 의존하는 형식으로 꾸려지는 우리 학회장이나

Scholarship Program’ 3명, ‘CSE Membership’ 1명, ‘CSE Distinguished

강연 문화와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 점이다. 세 번째, 충분한 분석

Services Awards 2015’ 3명, ‘2015 CSE Award for Metricious Achive-

과 조사를 통하여 참석자들이 정말 관심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세

ment’ 1명 등 총 10명이었다. 이 가운데 2015년의 대상 수상자는 본인

션들을 구성했다는 점이다. 세션 담당자(좌장)를 관련된 분야의 전

의 경력을 설명하는 식으로 소감을 밝혔는데, 이 시간이 무려 5분이

문가로 위촉하는 점, 연사를 교수와 학술지 원고편집인, 출판사 관

었다. 그 후 참석자들은 8명씩으로 나뉘어 라운드 테이블에 착석하

계자 등으로 다양하게 편성하는 점도 눈에 띄었다. 네 번째, CSE의

여 서빙을 받으면서 식사할 수 있는 따뜻한 시간을 모처럼 보낼 수

임원과 회원들은 편집장, ME · CE, 출판관계자 들이었으며, 학회에

있었다.

참석한 회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이었고, ME와 CE도도 많았다. 학

식사 후 상당수가 자리를 떠서 오후 세션에는 4개의 발표장의 좌

생들도 다수 참석하였다.

석이 반쯤 비었다. 필자가 참석한 ‘Journal Training Wheels: Building a

미국에서 열린 출판편집 관련 학회에는 학술지의 편집이나 편집

Pipeline of Future Authors, Reviewers, and Editors’ 주제에서는 학술지

인뿐 아니라 출판사와 데이터 처리 관련 대학 및 회사 등 새롭고 발

관리에 관한 여려 경험을 공유할 수 있었다. 그중에서도 소셜 미디

전된 지식을 갈구하는 15개국 400여 명의 편집인들이 참석하였다.

어를 활용하는 것과 동료평가의 이해상충에 대해 높은 관심을 보

이번 학회는 각 세션의 내용과 연사 구성, 학회의 운영 면에서 모두

이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매우 성공적이었던 듯하다. 한국 대표로 참석한 필자는 보려고 하
는 것은 많았으나 정작 마음만큼 흡족하게 볼 수 있었던 것은 아니

● 필자가 느낀 CSE 학술대회의 특징 4가지

어서 무척 아쉽다. 2016년 5월 14-17일 덴버에서 열리는 2016 CSE에

이렇게, 처음으로 참석한 ‘2015 CSE 학술대회’의 막이 내렸다. CSE

과편협의 동료와 함께 참석할 때에는 보다 여유 있게 다양한 프로

학술대회를 과편협에서 진행하는 워크숍과 학술대회와 비교해보

그램을 깊게 보고 즐길 수 있기를 소망한다.

면, 이러한 특징이 나타난다. 첫 번째, CSE는 이번 학회에서 처음으

▲ 전임 팀 크로스(Tim Cross) 회장(왼쪽), 패트리샤 배스킨(Patricia Baskin)
부회장(가운데, 차기 회장, 2016-2017)과 함께 촬영한 필자(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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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스터논문을 공개하는 발표장(포스터는 2일간 부착됨).

참
관
기

03. 과총 소식
과총, 2015년도 학술활동 지원 계획

과
총
소
식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과총)의 2015년도 학술활동 지원사
업은 학술지 지원사업과 학술대회 지원사업으로 나뉜다.

회 지원, 3) 국내학술대회 지원으로 차별화하여 지원하고 있다.
한편 창의적인 연구 분위기 조성과 연구자의 사기 진작을 위한

학술지 지원사업의 경우 1) 국제학술지 지원, 2) 학술지국제화 지

제25회 과학기술우수논문상 시상식이 2015년 7월 2일(목)에 열리

원, 3) 국내학술지 지원으로 구성되는데, 국내학술지 자체평가를 시

며, 학술단체가입교류지원사업과 학회·학술지 통합지원사업은 하

행한 결과 형식과 양식이 좀 더 국제수준에 부합하게 되었으며 온

반기에 공모하여 지원할 예정이다.

라인 접근성 또한 많이 개선되었다.
학술대회 지원사업의 경우 1) 세계학술대회 지원, 2) 국제학술대

2015년도 과학기술분야 학술활동 지원 내역

건 수

금 액 ()원

146

2,489,100,000

11

317,620,000

국내학술지

274

2,384,700,000

소계

431

5,191,420,000

세계대회

25

799,000,000

국제대회

104

1,282,700,000

국내대회

184

1,226,600,000

소계

313

3,308,300,000

구 분
국제학술지
학술지국제화
학술지

학술대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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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아편협 소식
The 2nd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 2015 August 20-22, 2015

Poster abstract Submission

Theme How to add local scientific journals to international databases

√ Deadline: July 31, 2015.

Conference Venue: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 Confirmation of the acceptance of poster presentation:

Hanoi, Vietnam

July 31, 2015.

Program

Conference Secretariat

√ Pre-conference workshop (August 20 , 2015)

√ Organizing Institute: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

√ Conference (August 21, 2015)

nology, 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ASE), The Kore-

√ Post-conference conference workshop (August 22, 2015)

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KOFST),
and The Association of Academies and Societies of Sciences

Registration

in Asia (AASSA)

√ Deadline: July 31, 2015.

√ Program Organizer: Bahn Tien Long & Hyungsun KIM

√ Eligibility of attendee: Editor or editorial board members of

scholarly journals regardless of the fields (science, technology,

Financial source/sponsor for the workshop

medicine, social science, and humanity)

√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and Technology Societies

√ Complimentary supply for attendees: Syllabus of workshop,

(KOFST), Elsevier Asia, Editage Korea (Cactus group),

welcome party (August 20, 2015), Three day lunches (August

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KCSE), and Korea

20-22, 2015), one day dinner (August 21, 2015)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KISTI)

√ Registration fee:

- International delegate: US$400
- Vietnamese: US$50
- There is no extra registration fee for workshops
√ How to register: http://www.asianeditor.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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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2nd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 Workshop (CASE)
August 20 (Thurs) The 2nd Asian Science Editors’ Preconference Workshop 2015 Program
Workshop1.
09:00-17:00

Journal article tag suite (JATS) XML, CrossRef XML,and Science Central
(in English without interpretation, registration limited up to 15 editors)

Sun Huh (Hallym University, Korea)
Rachael Lammey (CrossRef, UK)
Jaehwa Chang (Infolumi, Korea)
Younsang Cho (M2community, Korea)
Jeonghee Lim (M2community, Korea)

Workshop 2.
09:00-12:00

Bridging the gap between your journal and your authors (in English)

Clarinda Cerejo (Editor-in-Chief, Editage
Insights)

Workshop 3.
09:00-12:00

Assessing a manuscript in house before sending for peer review (in English )

Joan Marsh (President, EASE)

Workshop 4.
13:30-16:30

Working with Peer Reviewers and Publication Ethics
(in Vietnamese without interpretation)

Duc Le (Editor-in-Chief, eBiomedicine)

16:30-17:30

CASE Executive Board meeting

18:00-20:00

Welcome reception

August 21 (Fri) The 2nd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Workshop 2015 Program

아
편
협
소
식

08:00-08:30

Registration

Inaugural Assembly of the Vietnamese Council of Science Editors (VCSE) (In Vietnamese)
08:30

Opening remark of VCSE

08:30-08:35

Report to the process of inauguration of VCSE

08:35-08:40

Announcement of Constitute and Bylaws

08:40-08:45

Nomination of President

08:45-08:50

VCSE Presidential address

08:50-08:55

Congratulatory address

Jong Kyu Ha (President, CASE)

08:55-09:00

Congratulatory address

Leadership of MOST/MOET

09:00

Closing remark/ Photo time

Session I. Opening Ceremony

Moderator: Hyungsun Kim (Secretary-General, CASE)

09:00-09:05

Opening address

Bahn Tien Long (Vice President, CASE)

09:05-09:10

Welcome address

JongKyu Ha (President, CASE)

09:10-09:15

Congratulatory address

President of Hanoi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09:15-09:20

Congratulatory address

Joan Marsh (President, EASE)

09:15-09:25

Photo Time

Session II. Editor’s role
09:30-10:00

Editor’s Association

10:00-10:05

Q&A

10:05-10:35

Running an editors’ association: EASE

10:35-10:40

Q&A

10:40-11:00

Break

Jung Il Jin (Ex-President, KCSE)
Joan Marsh (President, 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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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I. Open access
11:00-11:25

Open access initiatives (may be changed)

JeongWook Seo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11:25-11:30

Q&A

JongKyu Ha (President, CASE)

11:30-11:55

Open access and Creative Commons License

Mikiko Tanifuji (National Institute for Materials Science,
Japan)

11:55-12:00

Q&A

Joan Marsh (President, EASE)

12:00-13:30

Lunch

13:30-14:30

Poster session

Session IV. CrossRef: Development of journal standard
14:30-14:55

CrossRef: Leading organization for adoption of information
technology for scholarly journal

14:55-15:00

Q&A

15:00-15:30

Plagiarism

15:30-15:35

Q&A

15:35-15:55

Break

15:55-16:15

How to use CrossCheck

16:15-16:20

Q&A

16:20-16:45

Issue of publication ethics in Japanese scholarly journals

16:45-16:50

Q &A

16:50-17:00

Break

17:00-17:25

How to add local journals to international databases

17:25-17:30

Q &A

17:30-17:55

Raising the quality of local journals:
Some insights and observations

17:55-18:00

Q &A

18:00-18:10

Ceremony of Poster awards

18:10
18:10-21:00

Rachael Lammey (CrossRef, UK)

Derrick Duncombe (Elsevier, Singapore)

Eun Seong Hwang (University of Seoul, Korea)
Yukari MATSUO (Hosei University, Japan)

Derrick Duncombe (Elsevier, Singapore)
Ramanatha SUBRAMANIAM (Nanyang Technological
University, Singapore)

소
식

Closing remark, Announcement of the next annual conference in
Seoul
Farewell Dinner

August 22 (Sat) The 2nd Asian Science Editors’ Post-Conference Workshop 2015 Program
Workshop 5
09:00-12:00

How to write an English papers
(in Vietnamese without interpretation open to graduate students)

Duc Le (Editor-in-Chief, eBiomedicine)

Workshop 6
09:00-12:00

How to construct the local-language literature database and
evaluation of journal (in English)

Taesul Seo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SeongNam Cho (Korean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Yoonsang Cho (Science Central contractor,
M2Community)
Jeonghee Lim (Science Central contractor,
M2Community)
Jinwon Ko (Editage, Korea)

Workshop 7
09:00-12:00

What should be prepared to convert local language journal to
international English journal (in English)

Kihong Kim (Ajou University, Korea)
Hyungsun Kim (Inha University, Korea)
Sooyoung Kim (Hallym University, Korea)
Hyemin Cho (Infolumi, Korea)
Soonwon Hong (Yonsei University, Korea)

12:00-13:30

Lunch

Duc Le(Editor-in-Chief, eBiomedicine)

13:30-18:00

Tour (Op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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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외 뉴스
Scopus, 등재 저널의 질 유지 위하여 재평가 실시
장현주 |

엘스비어 코리아 팀장

Scopus는 출판, 인용 및 이용 측면에서 낮은 성과를 보이는 타이

이틀 심사, 평가 과정에 따라 유지됩니다. Scopus의 타이틀 심사는

틀을 재평가하고 컨텐츠 색인을 일시적으로 중단합니다. Scopus 등

꾸준히 엄격해지고 있으며, 그중 몇몇 일부 저널들은 Scopus의 질 평

재 타이틀에 대한 재평가와 관련한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

가 기준을 더 이상 충족하지 못하는 수준을 보여주는 상황입니다.
Scopus는 등재저널의 질 유지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에

립니다.

질을 우수하게 유지 및 관리해온 저널에 대한 인센티브로써 재평가
● Scopus등재 타이틀의 재평가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 매년 Scopus에 등재된 타이틀의 성과를 6가지 표준(metric)을

- 6개의 저널 성과 평가 및 최소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저널

통해 분석하고 해당 저널이 속한 주제분야의 저널들과 비교 및

- CSAB, Scopus 팀에 의해 성과가 낮은 것으로 평가되는 저널

평가하게 됩니다(Self-citation, citations, Impact-Per-Publication,

-저널의 성과 분석을 위한 메트릭스

Article output, Abstract usage, Full text links).
2. 해당 타이틀의 성과에 대하여 해당 저널의 주제분야 저널들과

● 지금까지의 과정

6가지 메트릭스로 비교하여 일정 수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등재 타이틀은 Self-citation의 기준보다 높거나, 5개의 메트릭스에

해
외

경우, Scopus팀은 저널의 성과를 공지하고, 저널의 질을 어떻게

서 기준점보다 낮으면 저널의 재심사 관련 공지를 전자우편으로

높일 계획인지 질문하고 답변을 요청하게 됩니다.

받게 됩니다. 현재 550여 개 타이틀이 6개 메트릭스의 최소 기준

뉴
스

3. 일 년 후에도 저널의 성과가 개선되지 않는다면, 저널은 CSAB

(benchmark)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의 재평가를 받게 됩니다. 재평가의 심사조건은 Scopus에 등재

연말로 계획된 다음의 저널성과 분석 후에도 벤치마킹 수준을

될 때의 지표와 동일하게 Journal policy, Quality of content, Jour-

충족하지 못하는 위험상태에 머문다면 저널은 CSAB 위원에게 심

nal Standing, Publishing regularity and online availability 등입니

사를 받게 됩니다. CSAB의 심사 후 Scopus등재 자격이 중단될 수 있

다. 최종적으로 CSAB 위원이 해당 저널을 Scopus등재를 유지

습니다. 중단된다는 것은 저널이 탈락되는 과정으로 넘어간다는 의

시킬지, 탈락시킬지 결정하게 됩니다.

미입니다. 그러나 이미 Scopus에 색인된 콘텐츠는 그대로 남아있게
됩니다.

● Scopus에 등재된 타이틀의 질 관리

2004년 출시된 Scopus는 2015년 2월 기준으로 5백 70만 레코드를

● 저널을 재평가하는 이유?

등재하고 있습니다. 색인된 콘텐츠들은 Embase, ScienceDirect, Com-

Scopus는 광범위한 저널 콘텐츠와 질에 대한 이용자들의 요구 충

pendex, Medline, Scopus 자체 심사 타이틀 등과 같이 여러 데이터베

족을 본질적인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 콘텐츠 재평가는 Scopus에 등

이스로부터 취합되고 있으며, 각각의 데이터베이스들은 고유한 타

재된 콘텐츠들이 우리 이용자들의 높은 요구 수준을 충족하는지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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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Explanation)

Self-citations (자기인용)

200%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Self-Citation 비율이 2배 이상 높은 저널

Citations (인용)

-50%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받은 인용의
수가 절반수준인 경우

Impact Per Publication
(저널의 영향력지수, 3년 기준)

-50%

해당 저널의 IPP를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평균 IPP 지수의 절반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Article Output (논문 수)

-50%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발표한
논문의 수가 절반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Abstract Usage (초록 이용 통계)

-50%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저널의
초록이용 통계 건수가 절반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Full Text Links
(전문 열람을 하기 위해 클릭한 통계)

-50%

해당 저널이 분류된 주제분야의 다른 저널들과 비교했을 때, 저널의
전문이용을 위해 클릭한 통계가 절반이거나, 그보다 낮은 경우

확인하기 위한 중요하고도 엄격한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재평

습니다.

가 프로그램이 복잡해 보일 수 있으나 특정 주제 분야나 지역의
Scopus 커버리지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진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 출판윤리 이슈

재평가 과정의 상세사항을 학회, 출판사, 연구기관 등이 확인할

현재의 재평가 과정에 기반한 평가는 출판윤리 문제로 인한 타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은 중요합니다. Scopus는 항상 콘텐츠 심사,

이틀의 중단과는 구별됩니다. 특정 타이틀이나 출판사가 출판윤리

탈락, 삭제와 같은 과정을 공개하고, 투명하게 유지해오고 있습니

와 관련되어 심각한 문제를 노출한다면, 이러한 문제들은 상세하게

다. 이는 Scopus가 다른 경쟁 데이터베이스들과 차별되게 해주는 특

조사될 것입니다. 출판윤리 관련 문제가 유효한 것으로 간주되면,

징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콘텐츠를 투명하게 선별하고 유지하는 이

출판사의 특정 타이틀 또는 모든 타이틀이 Scopus에서 중단되며,

러한 정책은 Scopus의 신뢰성을 더 높여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

새로운 콘텐츠를 보기 위한 엠바고(유예기간)를 갖게 될 것입니다.

정보는 Scopus 홈페이지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으며, 마케팅 자료

출판 형식의 모든 유형의 콘텐츠와 출판사는 출판윤리와 관련되어

에도 포함되어 공개됩니다.

조사받을 수 있거나, 색인이 중단될 수 있습니다.

● 다른 유형의 콘텐츠들도 심사합니까?

● 추가 정보를 볼 수 있는 링크

현재의 재평가는 저널에만 해당됩니다. 따라서 다른 유형의 콘텐

아래 페이지를 접속하시면 Scopus 콘텐츠 정보를 볼 수 있습니다.

츠들을 재심사에 포함시키는 계획은 없습니다. 최근 Scopus에 등재

Scopus content information page: http://www.elsevier.com/onlinetools/scopus/content-overview#content-policy-and-selection.

된 비저널 형태인 도서, 콘퍼런스 레코드의 콘텐츠 대부분은 매우
엄격한 평가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았습니다. 다만 Scopus콘텐츠

이와 관련된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Scopus Re-evaluation team (re-

재심사와 관련된 엄격한 기준과 그 결과가 Scopus 이용자들의 요구

evaluation@scopus.com), 장현주 팀장(d.jang@elsevier.com, 02-6714-

를 효과적으로 충족해준다면, 장차 다른 유형의 콘텐츠들에서도

3102)에게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사한 재평가가 진행될 수 있으리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

17

해
외
뉴
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