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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는 4월 21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과 ‘학술정보 공동 활용’을 위한 업무 협약(MOU)을 체결

했다. 과편협과 KISTI는 이번 MOU 체결을 통해 학회의 학술지 발간 및 학술정보 공동 활용 등 관련된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했다. 각 기

관은 상호 협력하여 ▲학회 커뮤니티의 운영, 관리 효율 증대를 위한 정보인프라 구축 및 정보 공유 ▲국내 학술지의 학술활동 및 학술정보교

류 지원 ▲국내 학술지 편집, 출판, 출판윤리, 역량 및 국제적 위상 제고를 위한 기반 구축 등을 추진할 예정이다.

<사진1>  김형순 과편협 회장(왼쪽)과 김재수 KISTI 본부장이 4월 21일 KISTI 대전 본원에서 학술정보 공
동 활용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01. 과편협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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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21일 대전 KISTI 본원에서 제 1회 “찾아가는 편집인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그 동안 편집인 워크숍은 주로 서울을 중심으로 개최되

어, 서울 외의 지역에서 활동하는 편집인이나 편집 스태프들을 위한 워크숍 개최 요청이 계속 있어왔다. 이에 부응하고자 첫 로컬 워크숍을 대

전에서 개최하였는데, 이 날 워크숍에는 총 58명이 참여하여 지역 편집인들의 높은 관심을 엿볼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은 김수영 교육연수위원

장이 사회를 맡아 진행하였고, <편집인의 역할과 자세>, <학술지 편집의 표준>, <Peer Review >, <학술지 Editorial Style>, <출판윤리 개요>, 

< Erratum & Retraction >, <Open access>, <편집인이 알아야 할 Digital publishing >,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의 순서로 강의가 진행되었

다. 특히 대전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 중인 여러 전문가들의 좋은 강의로 전체적인 워크숍의 질을 높일 수 있었다.  불명확한 주최 등의 문제로 점

심 준비 미비 등 진행이 다소 매끄럽지 않은 부분이 있었으나, 지역 편집인 및 학술지 편집 관련 인력들의 교육에 대한 높은 수요를 확인한 것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하겠으며 지역 편집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로 좋은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이 워크숍의 강의자료는 과편협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추후 부산에서 개최 예정인 워크숍에도 해당 지역 편집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 드린다. 

찾아가는 편집인 워크숍 (2017-A02)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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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1>  편집인 워크숍(2017-A02)이 열린 KISTI 국제회의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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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의 원고편집인 기초교육을 

수강하게 된 것은, 2016년 12월 우리 연구소 한 직원이 제공한 ‘허 선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의 인터뷰 신문 기사를 보고 관심을 갖게 되

었기 때문이었다. 인터뷰 내용 중의 “원고편집인에 도전해 볼 만한 사

람들” 중 나도 포함될 수 있겠다 싶어 수강 신청을 하게 됐다. 하지만 

역시나 컴퓨터 세대와는 상당한 거리를 가진 나(1957년생, 경제학 전

공)를 발견하고는 오산이었다고 자각하게 됐다. 컴퓨터 조작에서는 

특히 그랬다. 인터뷰 기사의 자격요건 설명이 좀더 세밀했었다면 아

마 수강하지 않았을 것이다. 특히 수강자 대부분이 관련 분야의 경력

자임은 물론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어서, 강의 수준이 여기에 맞춰져 

진행됐기 때문에 버거운 점이 있었다. 이런 분야도 있고 이런 세계가 

있다는 것을 처음 알게 된 것이 낯설고 신기할 정도였다. 

나는 인문과학 분야에 몸담고 있고 개인적으로는 물리학에도 관

심을 갖고 있었지만, 교육 내용은 상당 부분이 의학 분야에 맞춰져 있

어 아쉬움이 있었다. 하지만 과제물 중 각자가 관심 분야에 관한 부

분을 다루도록 한 것은 이를 상당 부분 보완해주는 효과도 있었다. 

현재 내가 몸담고 있는 분야는 인문과학인데 이와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강의였고, 교육기간 중 내심 국문법이라든가 국문 교정에 관한 

내용의 강의를 기대했었는데 거의 다루어지지 않았다. 기대가 컸었

지만....

수강 신청 시 교재 구입에 관한 내용을 좀더 구체적으로 알려줬다

면 하는 아쉬움도 있다. 나는 4권 모두 구입하는 개인적인 우를 범했

다는 생각이다. 수강 때 구입한 책을 대충 비교 검토한 후, 요즈음 나

는 AMA Manual of Style을 택해 읽어나가고 있는 중이다. 틈나는 대로 

조금씩 읽어가고 있지만, 다 읽고 나면 문외한에서는 벗어날 수 있겠

2017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수강 후기 1 

이학봉 (2017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수강자)  |  동서문화사상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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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생각이 든다. 수강 중에 문외한으로서 들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설명돼 있어서 특히 유용하리라는 생각이다. ‘APA 논문

작성법’ 과 ‘AMA Manual of Style’이면 수강에 크게 지장이 없으리라 

여겨진다. ‘Scientific Style and Format’는 과학 전반을 다룬다는 취지의 

책이지만 ‘AMA Manual of Style’의 범주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 같

다. ‘Scientific Style and Format’과 ‘The Acs Style Guide’는 뭘 몰라서 여분

으로 구입했다는 생각이다.

물리학에 관심이 있는 사람에게는 ‘AIP Style Manual’을 소개함도 

좋을 것 같다. 한국 학자들의 타국과의 공동 연구 중 물리학 분야가 

거의 수위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 일이라 여겨지며

(Rapid growth of international collaboration. Science Editing 2017;4:18-23), 

다가올 시험을 대비하는 사람들에게도 유용하리라 여겨지는 한국편

집인시험 분석(Analysis of the first KMEC. ibid. 34-38) 또한 흥미로웠다.

이번 수강에서 수확이 큰 것은 보는 눈이 이전과는 달라졌다는 것

이다. 우리 연구소에서는 많은 책을 펴낼 계획이며 학술지도 펴낼 계

획이어서 더욱 그렇다. 이전에는 보이지 않던 책의 외관이라든가 형

태가 새로이 보이고, 본문의 내용이나 짜임새 등이 어떠해야 한다는 

것에 대한 개념이 이번 수강 후 크게 달라져, 나와 우리 연구소에 많

은 도움을 줄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수강 첫 날의 자기 소개 및 팀 구성에서, 수강자들의 소속이 과학

회, 공학회, 정보실, 도서관 등으로 다양해서 같이 수강해낼 수 있을

까 하는 의구심이 든 대로 수강 내내 그랬다. 한 강사님의 ‘누구보다 

많은 논문을 다뤘을 것이다’라는 데서는 그의 자긍심을 느꼈으며 또 

다른 강사님은 자기 소속 기관의 것까지 사용해 ‘엔드노트’ 와 데이터 

검색을 강의하는 열정을 보여 고마웠다. 원고교정의 실제를 강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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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사님은 강의 중 확실하지 않았던 내용에 대해 강의 후 알아보고 즉

각 답안을 보내주었는데, 이런 성의는 보기 드문 일이다. 그의 이런 성

의와 자기 일에 충실한 면을 보고 개인적인 친분을 쌓고 싶을 정도였

다. 이 분야의 종사자들과 경험자들에게는 매우 기초적이지만 거의 

문외한에 가까운 내게는 개념 자체도 없는 질문에 대해서도 강사님

들은 친절한 대답을 해주었다.

최종적으로 치렀던 종합시험지는 2부를 마련해 시험 후 1부는 수

강자들에게 배부해 주었으면 하는 마음이 들었으며, 11월에 있을 자

격증시험에 대해 좀더 자세한 설명이 수반되었으면 좋았겠다 싶다.

과제물의 평가는 나름대로 곤혹스러운 면이 없지 않았다. 동료를 

평가한다는 것이 그랬다. 다음에는 과제물을 팀원들에게 보내는 정

도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또한 대부분의 수강 자료를 하

루 전에 받았는데, 적어도 이틀 전에는 자료가 이메일로 발송돼 수강 

전 대략적으로라도 읽게 해주었더라면 좋았을 듯 하다.

아마도 수강생 중 유일하게 매 수업 후, 조금 과장된 표현이기는 하

지만 ‘지옥 탈출’이라는 느낌까지 들만큼 문외한이었지만, 데이터베

이스 사이트와 검색법, 참고자료 찾기 등은 매우 유용했고, 특히 편집

도 맡고 있는 내게는 매우 적절한 내용이 담긴 교육이었다. 정말이지 

요즈음은 “Know How”보다는 “Know Where”라는 말이 실감나기 때

문일 것이다.

이번 교육에서 이방인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던 만큼, 추후 인

문학 분야에 대한 교육도 준비, 개강되어 그 분야 관련자들과 종사자

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 한국의 인문학 분야도 자연과

학 분야만큼 속히 국제적 틀을 갖추는 노력이 있어야 되리라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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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3~4월, 매주 수요일 4시간씩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에서 주최하는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강의를 수강하게 되었다. 

근무지인 대학도서관 특성상 학기 초인 3~4월이 가장 바쁜 걸 잘 알

고 있었기 때문에 강의 수강을 할 수 있을지 걱정했지만 관장님과 동

료 선생님들의 배려 덕분에 무사히 교육을 수강할 수 있었다. 

3월의 첫 수요일, 오전 근무가 끝남과 동시에 교육장소인 한국과학

기술회관으로 향했다. 본격적으로 수업을 시작하기 전에 자기소개 시

간이 있었다. 생각 외로 현재 학술지 편집 관련 업무를 담당하시거나 

학회 업무를 맡고 계신 선생님들이 많았다. 사서로서 데이터베이스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학술지 전반에 대해 잘 알고 있지는 않아서 과연 

잘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걱정 반, 그리고 앞으로 새로운 지식을 배우고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반으로 수업을 듣기 시작하였다. 

첫 수업은 원고편집인에 대한 소개와 학술논문의 전반적인 구성

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원고편집인’은 단순히 논문의 수정

뿐만 아니라 각 학술지에 맞는 논문 투고 규정 및 출판윤리 관련 사

항 확인, 궁극적으로는 해당 학술지의 해외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위

한 노력 등 많은 일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실제 출판

된 학술지를 직접 살펴보며 학술지의 구성요소에 대해서도 하나씩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다 

두 번째 수업은 원고 교정의 전반적인 과정을 배울 수 있는 시간이

었다. 대표적인 스타일 몇 개를 비교해 주셔서 각 학회마다의 특징을 

비교해 볼 수 있었다. 원고 교정의 전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

이어서 유익했지만, 중간중간 낯선 용어가 등장해서 어렵기도 했다. 

세 번째 수업은 원고편집인 교육 과정 중에 가장 익숙했던 내용인 

정보 검색에 대한 내용이었다. 의학 관련 연구자들이 가장 많이 활용

2017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수강 후기 2 

김미연 (2017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수강자)  |  차의과학대학교 도서관

하는 데이터베이스인 PubMed, EMBASE를 시작으로 서지 관리 도구

인 Endnote 사용법까지 강의해 주셨다. 이 시간에는 기존에 알고 있

던 내용을 정리하고 모르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점검해 볼 

수 있었다. 특히 세 번째 수업 강의를 해 주신 이현정 선생님께서는 과

제물을 제출한 수강생들에게 개별적으로 자세한 피드백을 해 주셔

서 부족했던 부분을 다시 한 번 파악할 수 있었다.

네 번째부터 여섯 번째 시간까지는 원고 교정의 실제인 table과 fig-

ure, 영문 구두점의 올바른 사용, PDF 교정과 한글 논문(올바른 문장 

교정)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개인적으로 이번 교육과정 중 가장 어려

웠던 내용은 table과 figure 교정이었다. 이론 설명을 들을 때에는 쉽게 

교정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막상 실습을 해 보니 생각보다 

쉽지 않다는 것을 금방 알 수 있었다. 혼자 교정을 하는 것은 어려웠

지만 조원들과 토의하면서 하나씩 찾아내 보니 혼자서는 찾아내지 

못했던 내용들을 많이 찾아낼 수 있었다. Table과 figure 교정은 지속

적인 연습을 통한 숙련이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영문 구두점 

시간에는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는 구두점들을 어떨 때에 사용해

야 하는지 구분해서 배울 수 있었고, 실제 예문을 가지고 직접 문제

를 풀어보는 시간도 가졌다. PDF 교정 시간에는 PDF 프로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을 소개해 주셨고 PDF 교정을 위한 효율적인 방

법도 배울 수 있었다. 

일곱 번째 시간의 주된 내용은 인용 분석과 관련된 데이터베이스 

소개와 각종 인용지수에 관한 것이었다. 이 시간에 배웠던 내용은 기

존 업무를 통해 알고 있었던 내용도 많았지만 잘 활용하지 않던 기능

도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정보를 많이 얻을 수 있었다.

마지막 시간에는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각종 기술적인 내용과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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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에 오류가 발생했을 때 이를 공지하는 erratum 및 corrigendum, 

논문 철회 등에 대해 배웠다. 이 시간에는 기존에 잘 모르고 있었던 

내용이 많아 흥미롭게 수강할 수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에는 그

동안 배웠던 내용을 바탕으로 종합시험을 치르고 정리함으로써 8주 

간의 교육과정을 순조롭게 마칠 수 있었다.

교육 기간 동안 매주 과제를 제출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지만, 

과제물 덕분에 수업 시간에 배웠던 내용을 다시 한 번 찾아보고 복습

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이번 교육에서 배웠던 내용을 업무

에 적용해, 도서관 이용자들을 위한 양질의 학술정보 서비스를 기획

할 예정이다.

현재 원고편집인으로 근무하고 계시거나 원고편집 업무에 관심이 

있으신 선생님, 또는 도서관에서 학술정보 서비스를 담당하는 선생

님들이 이 교육을 수강하신다면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양질의 교육을 위해 열심히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께 진

심으로 감사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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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소한 어휘,  Manuscript Editor....

학회 업무를 맡고 한글 학회지의 교정작업을 접하면서, 단순히 오

자를 찾아내는 것이 편집의 전부일까라는 의문이 들었었다. 프로그

램 브로슈어의 오자를 찾아내는 것 이상의 것이 있어야 할 것 같은데 

딱히 누구한테 물어보기도 마땅하지 않아 답답했던 차에, 과편협에

서 시작되었다는 원교편집인 교육과정에 대해 듣게 되었을 때 기대

가 많을 수 밖에 없었다. 8주 교육 과정의 제목 하나 하나에 마음까지 

설레였다 해도 과언이 아닐 만큼, 학술지 편집에 실제적으로 적용되

는 사안들이 많이 궁금했다.

원고편집인 교육과정의 첫 시간은 수월하게 합류했다고 생각했는

데,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그게 그리 녹록한 것이 아니었다. 알 듯 말 

듯한 부분도 많고, 알아야 할 수많은 내용을 너무 단시간에 받아들

여야 해서 일종의 소화불량은 아닌가 싶었다.

이론적으로 대략적인 것을 아는 것에는 부족함이 없었지만, 편집

인으로서의 업무를 수행하기에는 아무래도 물리적으로 소요되는 

시간과 노력이 생각보다 많겠구나 싶었다.

각 분야의 학술지가 저널로서 편집되어 완성되기까지의 과정도 흥

미로웠고, 학술지 성격마다 적용되는 많은 스타일과 차이점들이—물

론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은 생각을 하면서도—신선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Manuscript Editor’가 되기에 나의 적성과 능력

이 부합하는지 고민 또한 커졌다. 꼭 강의를 하셨던 ME 선생님들 정

도까지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내가 관여하고 있는 학술지 편집에서 

알맞은 역할을 야무지게 하고 싶다는 욕심도 생기게 되었다. 

대부분의 참가자들이 그랬듯이 매 주 업무를 마치고 3시간씩 수

업을 하면서 조금 아쉬운 점이 있었다면, 조원들 간 실습이 더 많았

2017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수강 후기 3 

차승연 (2017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수강자)  |  대한산부인과내시경학회

었더라면 하는 것이었다. 실제 매 시간 들었던 강의들에 대해 사전에 

자료를 주어 숙지한 후, 수업 시간에 실제로 적용하는 실례 중심으로 

수업이 이루어졌으면 그 지식들이 더 빨리 내 것이 되었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다. 매주 제출해야 하는 과제도 녹록한 것은 아니어

서 수업을 듣는 8주 내내 긍정적인 긴장을 넘어 스트레스가 없지 않

았음은 모든 동기생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였던 거 같다.

수업 중에서 무엇보다도 Endnote 사용법은 처음 들어 본 새로운 것

이어서 흥미롭기도 하였지만, 짧은 수업 시간 내에 숙지하기는 쉽지 

않아서 실습 시간이 충분히 안배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많이 남은 

수업이었다. 인터넷 상의 동영상 강의도 혼자서 들어보며 복습도 했

지만, 아무래도 그룹 과제를 통해 조원들이 서로 함께 하면서 배워갔

더라면 더 좋았을 거 같다. 여전히 자신없는 부분이다.

각 학술지마다 다르게 적용되는 참고문헌 등의 규정은 과제를 수

행할 때마다 그야말로 오픈북 테스트를 보듯 수업시간의 교재를 뒤

적여야 할 만큼 어색했고 자신이 없었지만, 앞으로는 우선 내가 관여

한 학술지에 적용되는 관련 사항을 우선으로 숙지하고 기회가 될 때

마다 공부해 나갈 생각이다. 아무래도 늘 접할 때와 그렇지 않을 때의 

차이가 많은 것 같다.

사실, 11월에 보게 될 원고편집인 자격시험 때까지는 의학 분야 학

술지 외의 다른 기타 학술지에 대한 사항은 실습할 기회도 없고, 관심 

분야 외의 다른 분야의 세부항목은 내 기억 속에서 다 사라질지도 

모르겠다.

처음에는 편집이라는 업무가 학회 업무의 주된 부분은 아니어서 

신중하게 접근하지 않았고, 과연 내 적성에 맞을까 싶어 내심 걱정이 

먼저 앞선 것이 사실이었다. 지금도 역시 편집업무는 긴장되고 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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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실수할까 두려운 일이지만, 원고편집인 과정 수업을 듣고 나니 전

체적인 실루엣은 잡고 가는 듯 해서 한결 마음이 편하다. 8주 내내 지

속된 수업에 결석 없이 참석하는 동기생들이 많은 격려가 되었고, 익

숙하지 않은 용어와 과제를 수행할 때마다 받는 스트레스에도 불구

하고 다시 마음을 다지고 같은 조원들의 과제를 서로 평가하며 좋은 

자극도 받고 분발도 하게되어 무사히 수업을 다 마칠 수 있었다. 11월 

시험 때 동기생들을 다시 만나게 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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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 17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주최로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출판윤리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날 행사에서는 편집위원(장), 논문 심사위원(장)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 윤철희 출판윤리위원장의 진행으로 진행되었다. 우선 김형순 과편협 

회장의 인사말에 이어 기본교육으로 <출판윤리란 무엇인가?>를 살펴본 후, <중복출판 후속 처리>, <표절 후속 처리>, 그리고 <출판윤리 

최근 이슈: 프로시딩>에 대한 강의가 있었다. 출판윤리 워크숍은 매년 시행되고 있고 비가 조금씩 내리는 월요일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

들은 강의실을 꽉 채웠고, 연자들과 활발한 질의 응답을 주고 받으며 활기차게 진행되었다. 이는 최근 점점 커지고 있는 출판윤리의 중요성 및 

필요성을 말해주며, 특히 이 워크숍에 각 학술지 편집위원장의 참석이 많아진 것은 국내 출판윤리의 정립과 발전을 위해 매우 고무적인 현상

이라 할 수 있겠다. 

출판윤리 워크숍(2017-E01) 개최 

  

<사진1>  출판윤리 워크숍(2017-E01)에서 발표하는 허선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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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단체회원 등재 및 수상 소식>

•  한국한의학연구원 『Integrative Medicine Research』 
  PubMed Central 등재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한국공업화학회, CDI&E 2017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3-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외

• 한국막학회, 2017 한국막학회 제25회 하계 Workshop
일시 및 장소: 2017년 7월 19~21일, 강원도 용평리조트 그린피아콘도

•  대한중환자의학회, 8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in Seoul, 2017
일시 및 장소: 2017년 10월 13~25일, 백범김구기념관

회원동정

날 짜 회 의 명

2017. 5. 4 2017-2차 서면 임원회의

2017. 6. 2 2017-3차 임원회의

과편협 회의 개최

<단체회원 동향 및 기타 소식>

•   과편협이 2014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Science Editing (pISSN 
2288-8063,eISSN 2288-7474)이 클래리베이트 애널리틱스(Clari-
vate Analytics)사에서 발행하는 Emerging Sources Citation In-
dex (ESCI)에 등재되었다.

•  ETRI (한국전자통신연구원)는 1993년부터 발간하고 있는 ETRI 
Journal을 향후 국제적으로 저명한 출판사인 존 와일리 앤 선즈
(John Wiley & Sons)와 공동으로 출판하기로 협약하였다. 이에 
따라 ETRI Journal은 2017년 8월부터 Wiley의 출판 전문 플랫폼
인 와일리 온라인 라이브러리(Wiley Online Library)를 통해 전 
세계에 배포 및 유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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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인회원  54명

 • 단체회원  261, 학술지 329종 

 • 특별회원  20기관

회원현황

*단체회원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공학 Journal of the Korea Society for Aviation and Aeronautics   (한국항공운항학회지)

Journal of Positioning, Navigation, and Timing 
최연철

황동환

한국항공운항학회

항법시스템학회

농수산 Journal of Agriculture and Life Science   (농업생명과학연구)

Journal of Wetlands Research (한국습지학회지)

최명석

김이형

경상대 부속 
농업생명과학연구원

한국습지학회

보건 Journal of Obesity & Metabolic Syndrome 임  수 대한비만학회

신규 회원

•  단체회원 공학분야 2종, 농수산 2종, 보건 1종 학술지가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2017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6-7
The 4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호치민, 베트남)

7/14-15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파주)

8/20
Science Editing 
Vol 4. No.2 발행

9/30
뉴스레터 23호 발행

10/19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교육

10/27
편집인 워크숍 
(부산)

11/18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11/30
편집인 워크숍

12/31
뉴스레터 23호 발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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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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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원 가입안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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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

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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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주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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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편
협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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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연구자들과 편집인들이 궁금해하는 질문들 중 상당부분은 

학술지의 색인 여부에 대한 것이다. ‘A저널은 SCI 저널인가?’, ‘B저널은 

Impact Factor가 어느 정도 수준이지?’, ‘C저널은 오픈액세스 저널인

가?’에 대한 답변은 해당 학술지를 평가하여 그 결과를 발행한 주체

가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또는 목록 상에서 이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각각 검색해야 함을 전제로 한다. 이와 같이 복잡하게 흩어져 

있는 정보들을 활용하기 위해 사서들은 연구자들을 지원하고 있고, 

확인 가능한 리소스를 수집하려고 노력해왔다.

S2Journal은 이와 같은 연구자들의 어려움을 해소시킬 수 있는 도

구이다. 저널 정보에 대한 통합 플랫폼으로 (주)아르고넷에서 서비스

02. 기  고

저널 정보의 총화 S2Journal 소개  

 
이현정 (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  한양대 구리병원 도서관

하는 데이터베이스이다. 여러 사이트를 거치지 않고 한 곳에서 학술

지 관련 지표들을 검색하고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S2Journal의 

서비스는 저널 수준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저널 랭킹”과 저

널에 대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색인정보를 볼 수 있는 “마스터 저널

리스트”로 구분할 수 있다.

저널 랭킹에서는 Journal Citation Reports (JCR)를 통해 공개되는 

Impact Factor, SCOPUS가 서비스하는 SJR과 CiteScore, 그리고 국내 학

술지에 대한 KCI 랭킹 정보를 제공한다. 그림 1과 같이 JCR 랭킹을 클

릭하면 학술지명, JCR 발행 연도, ISSN, 주제명, Impact Factor, Impact 

Factor 순위(%), 5년 Impact Factor의 항목을 기준으로 한 전체 목록이 

기

고

그림 1. Journal Citation Reports 랭킹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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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그림 2. 학술지 정보 상세 화면

나온다. 만약 상위 1%, 3%, 5%, 10%를 클릭한다면 전체 목록 중에서 해

당 순위에 포함되는 목록만으로 추려진다. 각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저널을 주제분야별로 묶어서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부분은 주제별 

요약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마스터 저널리스트는 SCI, SCIE, ESCI, 

SSCI, A&HCI, MEDLINE, DOAJ, KCI, EMBASE의 데이터베이스에 수

록된 등재정보의 업데이트되는 내용을 제공하고 있다. 2개 이상의 데

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저널에 대한 모든 소스를 동

시에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저널은 SCI, SCOPUS, MEDLINE, EM-

BASE에 모두 등재되어 있으며 Open Access를 정책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한 화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림 2의 우측 상단 “Article” 버튼을 

클릭하면 이 학술지에서 발행한 논문을 열람할 수도 있다. 실시간으

로 반영되는 것은 아니지만, DOI를 기반으로 학술지 논문이 색인된 

곳 중 한 곳에서 논문 정보를 수집하여 제공한다. 

S2Journal을 통해 기존에 수작업으로 시간과 비용을 들여서 확인

해야 했던 정보들을 하나의 플랫폼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되

었다. 부가적으로 관심 저널 관리, 저널 선택 서비스, 논문 출판 동향 

등의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 관심 저널 관리는 관심 분야의 저널들

끼리만 모아서 학술지 지표를 나란히 보여주는 기능이고, 저널 선택 

서비스는 AI를 활용하여 작성된 Manuscript의 제목과 초록을 입력하

면 주제와 가장 적합한 학술지가 어떤 것이 있는지를 제안해주는 것

으로 JCR이나 SJR, CiteScore, 그리고 KCI의 상위 지표의 %에 대한 추

천을 함께 제공한다. 또한 논문 출판 동향은 학술지 출판이나 출판계

의 동향에 대한 소식이나 가이드를 제공하고 있어서 이 데이터베이

스의 활용성을 높여준다. 이 서비스는 S2Journal 서비스를 구독하는 

도서관 등을 통해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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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EET 웹사이트 사칭 사건을 보면서

최재석 (과편협 대외협력위원장)  |  경상대 전기공학과

1. 사건 개요

지난 2017년 3월에 우리나라 공학 분야 4대 학회 중 하나인 대한전

기학회의 대표 영문 학술지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

nology (JEET; pISSN: 1975-0102, eISSN: 2093-7423, Indexed: SCIE, SCO-

PUS, 한국연구재단[KCI] 등재지)의 웹사이트(www.jeet.or.kr)가 사칭

당하고 있음이 의심되는 제보가 들어왔었다[1]. 이에 대한 사건정보

를 정리하여 공개 및 공유함으로써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

편협) 회원들이 이러한 불법적인 웹사이트 피싱(사칭)으로부터 우리

나라 과학학술지를 사전에 방어 및 보호하고, 나아가 양질의 논문을 

투고하려는 저자(투고자)들이 피해 받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할 

뿐만 아니라, 이러한 웹사이트 피싱 조작자(사칭꾼)들이 아무런 이득

을 얻지 못함을 깨닫도록 하고자 한다. 더불어 우리나라 각 과학학술

지에 이 사실을 널리 공지하여 여러 학회 등에서 발간하는 저널의 웹

사이트가 유사한 사칭 피해를 입지 않도록 경각심을 일깨우고 대비

책을 마련함에 이 글의 목적이 있다.  

2. 제보자 및 제보 내용

 이름 : N. Y. *******

소속 : Universidad Politecnica de Madrid

제보자는 www.jeet.or.kr 사이트가 아닌 www.JEET.US의 안내에 따

라 editor@jeet.us 이메일 주소로 JEET에 논문을 제출하였다. 제보자

는 이렇게 JEET를 사칭한 사이트에 논문을 제출한 후 accept되어서 

출판 대기 중인 것으로 오해하고 있던 중에, 언제 출판되는지를 JEET 

사무국에 문의를 하면서 이번 사칭 사건이 공개되었다[2].

03. 국내 뉴스

국
내

뉴
스

3. 사건 경과

2016-06-29   제보자가 www.JEET.US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

로 논문을 접수함[2]. JEET의 명예 편집위원장 중 한 분

인 Kunihiko Hidaka 동경대학교 교수의 이름이 사칭되

어 editor@jeet.us로부터 JEET에 논문이 접수되었다는 

확인 메일이 발송됨

2016-08-30   ed itor@jeet .us로부터  저자에게  논문  접수  번호

(#RP2509-0834)와 Copyright 파일이 발송됨

2016-09-17  editor@jeet.us로부터 제보자에게 accept 메일이 발송됨

2016-09-24  제보자가 editor@jeet.us로 발행 날짜를 문의

2016-09-28   답변을 받지 못한 제보자가 editor@jeet.us로 발행 날짜

를 재문의

2016-10-10   editor@jeet.us로부터 2017년 3월까지 출판 예정이라는 

메일이 회신됨

2016-11-29   제보자가 editor@jeet.us로 게재료를 문의

2016-12-07  editor@jeet.us로부터 무료 출판이라는 메일이 회신됨

2017-03-27   추후 editor@jeet.us로부터 메일 회신이 없어서, 제보자

가 JEET의 실제 사무국인 jeet@kiee.or.kr로 #RP2509-

0834의 출판 날짜를 문의

4. 사건 분석 

사건의 경과에서 보다시피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제보자가 www.

JEET.US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이메일(email)로 논문을 접수함에 

따른 것이다. 즉, 제보자(논문 투고자)가 피싱 웹싸이트 www.JEET.US

에 링크되어 있던 JEET 정식 웹사이트(www.jeet.or.kr)에 소개된 기 발

간된 JEET의 논문 및 발간 예정인 JEET 논문 리스트 등을 보고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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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내

뉴
스

심할 여지 없이 피싱 웹사이트(www.JEET.US)가 안내하는 이메일 논

문 투고 방법에 따라 이메일로만 논문을 투고하면서 사건이 시작된 

것이다. 그 후에 심사과정, 심사결과 및 accept 고지 등은 JEET 명예 편

집장의 이름을 도용한 이메일로만 연락을 받았고, 게재료도 무료라

는 친절한 답변 결과를 받았다고 하였다[2]. 상당 기간 제보자와 피싱 

조작자 간에 이메일로만 연락이 오갔으므로, JEET 사무국은 이 내용

을 전혀 인지할 수 없었다. 이를 토대로 피싱 조작자와 제보자, 그리고 

JEET의 측면에서 이번 사건의 피해 등을 간단히 분석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이번 건에서 피싱 조작자의 목적은 얼핏 금전적인 것이 아닌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이는 단지 초창기에 투고자들을 현혹하기 위

한 초기 유도조건이라고 판단된다. 아마도 이번에 피싱으로 투고된 

논문이 사기 저널(예컨대 JEET 2 등)로 발간되는 데에 성공했다면 피

싱 조작자는 다음 사기저널 발간 등을 통하여 게재료를 요구할 것으

로 예견된다. 만약 아니라면 학술계를 혼란에 빠뜨리려는 목적이겠

으나, 그들이 이러한 대가를 위해 그런 노력을 했을 가능성은 확률적

으로 낮다고 하겠다. 실제로 2017년 6월 현 시점에 사기 피싱 웹사이

트들은 진화하여 실제로 저널 사용료 등의 납부를 유도 혹은 요청하

고 있음을 볼 수 있다[3]. 게재료를 무료로 하는 대신에 소정의 연간 

저널 구독료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2]. 따라서 이들의 목적은 확실

히 금전인 것으로 보인다.   

한편, 투고자(제보자)는 ‘accept 판정’ 및 ‘무료 게재’라는 연락을 받

아 금전적으로는 피해가 없었으나, 본인의 PhD 논문 심사와 결부된 

건인 만큼 상당한 정신적인 피해를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아마도 

제보자는 대략 50만원 정도의 연간 저널 구독료 등을 이미 지불했는

지도 모른다.)    

다음으로 정식 JEET 저널 측을 살펴볼 때, 이번 사건으로 투고자

들로부터 저널의 신뢰성이 떨어졌다고 판단되지는 않는다. 오히려 사

칭에 이용될 정도로 저널의 인지도와 저명도가 높다는 것을 알게 되

었다고도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번 기회에 JEET 발간 측은 보안 

강화 등 보다 스마트한 논문 접수 및 심사방안 등의 대책 마련을 통

해 저널을 업그레이드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JEET를 비롯한 여러 

저널들은 이러한 위험성을 사전에 자세히 파악하고 보다 꼼꼼한 웹

사이트 피싱 방지책을 마련함이 필요하다.  

이 사건은 전술한 바와 같이 금전을 요청하는 일반적인 보이스 피

싱과는 조금 성격이 다른, 학술 저널의 웹사이트를 사칭하여 피싱한 

사건이다. 사칭 사이트인 www.JEET.US를 검토한 결과, 기본 메뉴들은 

모두 JEET의 정식 홈페이지인 www.jeet.or.kr로 연결이 되어 있었지만 

그 외 논문 접수 등 투고자와의 모든 절차는 이메일(email)로만 주

고 받도록 하고 있었다. 즉, JEET의 웹사이트를 이용하여 투고자를 

현혹하여 모든 사항을 실제 JEET 논문 투고인 것처럼 투고자들에게 

사기를 치는 것이다. 이러한 종류의 사건은 JEET에서 처음 발생한 것

으로, 아직 정식적인 대처 방안이 수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보다 정확

한 정보를 수집 중에 있다. 동시에 우선 과편협 등에 정식으로 사건을 

알리고 의견을 요청한 상태이다. 자체적으로도 학회 이사회 및 영문 

편집위원들께 사건 정보 공유 후 의견을 요청하고, 비슷한 사례 건이 

있으면 제보를 부탁드린 결과 타 학회에서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

고 있음이 파악되었다. 

5. 사건의 처리 및 대처

모든 가짜가 그렇듯 가짜는 조잡하다. 현재도 열려있는 가짜 웹사

이트 www.JEET.US에 들어가 보면, 안내된 투고방법 등이 매우 조잡

하다. 사실 논문 투고자(저자)는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조잡하고 

이상하다는 느낌을 가질 것이다.  

위키백과에 따르면 ‘피싱(phishing)’은 전자우편 또는 메신저를 사

용해서 신뢰할 수 있는 사람 또는 기업이 보낸 메시지인 것처럼 가장

함으로써, 비밀번호 및 신용카드 정보와 같이 기밀을 요하는 정보를 

부정하게 얻으려는 social engineering의 한 종류이다. Phishing이라는 

용어는 fishing에서 유래하였는데, private data와 fishing의 합성어이다

[1] (통신 서비스 해킹을 의미하는 phreaking에서 영향을 받았을 것으

로 추정). 즉 미끼들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금융 정보와 패스워드를 

‘낚는’다는 데서 유래되었으며, 이러한 미끼들은 점점 더 복잡하게 진

화하고 있다[3]. 피싱 사고에 대한 신고가 늘어감에 따라 피싱을 막으

려는 방법들이 필요하게 되었는데, 이런 방법들에는 법, 사용자 교육, 

그리고 기술적인 도구들이 있다. 최근에는 컴퓨터를 이용한 피싱 외

에도 보이스 피싱(voice phishing)이라고 하여 전화를 이용한 피싱도 

등장하고 있다. 이에 대한 예방책으로는 신용할 수 없는 메일의 링크

를 클릭하지 않는 등 아래의 항목을 소개하고 있다.

• 의심스러운 점이 있으면 직접 사이트를 방문한다.

• 메일 헤더를 확인한다.

•  링크의 주소가 IP 주소인지 도메인인지 확인한다. IP일 경우 피싱 

사이트일 가능성이 있음.

대처 

따라서 학회에서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인지하고 조치를 취하였다. 

1) 사이버경찰청에 신고를 했으나 금전적인 피해가 있지 않은 이상 

접수가 되지 않았다. 

2) 해외에 기반을 두고 있는 URL이라서 즉시 사이트를 폐쇄하는 

처리가 불가능했다. 

3) 투고자에게 피싱 사이트에 논문을 투고했다는 사실을 알리는 메

일을 발송하고, 학회 회원들에게도 주의를 요망하는 메일을 발송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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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현재 JEET 저널 홈페이지에 피싱 사이트 주의 안내 팝업창을 띄

워 공지한다. 

그러나 이 모두는 잠재적 피해자 입장에서의 수동적 보호대책

(passive protective action)이고 주의사항일 뿐, 피싱 시도자를 처벌하는 

적극적 보호대책(active protective action)을 통한 해결방안을 찾을 수 

없음이 매우 유감이라고 하겠다.     

참고로 대한전기학회의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

gy (JEET)는 격월간(홀수달)으로 발행되고 있으며, 2009년부터 SCIE

에 등재되었고 Impact Factor는 0.679 (2015년)이다. JEET에 게재된 논

문들은 JEET 공식 홈페이지 http://home.jeet.or.kr/에서 확인이 가능하

다. 학회에서는 JEET에 논문을 투고하는 저자들에게 아래 사례를 참

고하여 피싱 사이트로 인한 피해를 각별히 주의하도록 아래와 같은 

내용을 정기적으로 공지를 하기로 결의하였다. 

6. 맺음말

 이번 사건은 우리나라 공학 분야 4대 학회 중 하나인 대한전기학

회의 대표 영문 학술지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 Technology 

(JEET; pISSN: 1975-0102, eISSN: 2093-7423, Indexed: SCIE, SCOPUS, 한

국연구재단[KCI] 등재지)의 웹사이트(www.jeet.or.kr)가 사칭되고 있

는 사건이다. 이 사기 사건은 여전히 진행 중이다. 사건을 간단히 요약

하면 다음과 같다.

 

1. 이번 사건의 발단은 제보자가 www.JEET.US라는 사칭 사이트의 

안내에 따라 단지 email로만 논문 접수를 비롯한 커뮤니케이션을 한 

것에 있었다. 그리고 모든 가짜가 그렇듯 가짜는 조잡하다. 현재도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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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싱 사이트 주의 안내>

JEET에 논문을 제출하는 저자분들을 현혹하기 위해 URL이 실

제 JEET URL과 매우 유사하게 조합하여 피싱 사이트를 만들어서 

무작위로 메일로 뿌려지고 있습니다.

외형적으로는 JEET 심사 사이트와 같더라도 반드시 사이트 주

소(URL)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JEET의 논문 심사사이트 주소(URL) : www.jeet.or.kr

JEET는 온라인상에서만 논문접수 및 심사가 이루어집니다. 즉, 

어떠한 경우에도 논문 심사를 이메일로 접수하고 심사를 진행하

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전기학회 사무국 배상

있는 이 가짜 웹사이트에 들어가 보면 투고 방법 등이 매우 조잡하다. 

2. 가짜도 진화한다. 현재 학술지 웹사이트 피싱 방법도 매우 악의

적으로 심각하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당초 JEET 이름으

로 되어있던 피싱 웹사이트 저널이 어느 순간에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Technology and Interface Utilities (JEET IU) Online Publi-

cation으로 진화해 있었다. 나아가 처음부터 논문 사용료, 투고료(심

사료) 등을 요구하는 방식으로 진화할 것으로 예견된다.  

3. 한편, 현재 웹사이트 피싱을 사전에 방지하는 뚜렷한 방안은 없

다. 특히, 차후에 피싱 조작자를 찾아내어 처벌하는 국제적인 법령도 

없어 보인다. 즉, 논문 투고자(저자)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사실 

논문 투고 시 조금만 주의하여 보아도 사이트의 진위 여부를 눈치챌 

수 있다. 

끝으로 현재 우리나라의 학술지를 발간하는 주체는 거의가 학회

나 연구회이며 이들은 순수한 학술목적을 띠고 있으므로 논의의 결

과는 매우 빈약하다. 그리고 거의 모든 대책 방안은 투고자 입장에서

의 수동적 보호대책(passive protective action)의 주의사항일 뿐 피싱 

조작자를 처벌하는 적극적 보호대책(active protective action)의 해결방

안을 찾을 수 없음이 매우 유감이다. 따라서 국내적으로는 한국과학

학술지편집인협의회(KCSE) 등과 같은 보다 체계적이고도 전문적인 

기관에서 이를 필히 다루고 대처할 수 있도록 정부 관련 기관의 적극

적인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더불어 이번 사칭 사건을 

통하여 보듯이 지금은 인터넷을 통하여 세계가 하나로 묶여 있다. 따

라서 각종 국제학술지편집인협의회 등을 통하여 이러한 국제적인 종

류의 사칭에 대한 방지대책을 논하는 토론의 장이 시급히 필요하다

고 판단된다. 양질의 학술지 발간은 그 나라의 과학발전 및 국가 성장

뿐만 아니라 세계의 과학 발전에 극히 중요하기 때문이다. 궁극적으

로 피싱 조작자에게 이러한 학술지 사칭을 통해서는 아무런 이득도 

얻을 수 없음을 확실히 인지시킴으로써 학술지 웹사이트 피싱과 같

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대처해야 할 것이다.        

 

감사의 글

관련 정보를 공개하여 주신 대한전기학회(KIEE) JEET 영문편집위

원회께 감사를 드립니다.  

참고문헌

[1]  Wikipedia contributors. Phishing [Internet]. Wikipedia, The Free En-

cyclopedia; 2016 Nov 27 [cited 2017 May 3]. Available from: https://

ko.wikipedia.org/wiki/%ED%94%BC%EC%8B%B1#.ED.8A.B9.

EC.A7.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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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 조

참조 1. JEET와 사칭 웹사이트 홈페이지 비교

(가) JEET 정식 웹사이트 www.jeet.or.kr

(나) JEET 사칭 의심 웹사이트 www.JEE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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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 JEET와 사칭 웹사이트 copyright file 비교

(가) JEET 정식 copyrigh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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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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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JEET 사칭 의심 웹사이트 copyright f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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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ET 사칭 의심 웹사이트 최종 접수 확인 URL

http://statuscheck.jeet.us/ 

참조 3. 사칭 웹사이트의 논문 투고방법 안내 (2017년 6월 현재)

Submission of Paper:

 Manuscripts are invited from academicians, research students, and scientists for publication 

consideration. Papers are accepted for editorial consideration through email jeet@jeet.us 

or  editor@jeet.us with the understanding that they have not been published, submitted or accepted for 

publication elsewhere. Please mention journal title in your email.

Our policy is to publish very high quality papers in free of charge, but we charge others as bellow:

Annual Institutional Subscription Rates

Combined Print with Online Access Rates           Online Only Rates

EURO 480 - for European countries                          EURO 460 - for European countries

USD 600 - Rest of World                                         USD 550 - Rest of World 

For Indian Subscriber : Rs.2500

Personnel Subscription Rates

Combined Print with Online Access Rates           Online Only Rates

EURO 185 - for European countries                          EURO 160 - for European countries

USD 240 - Rest of World                                         USD 200 - Rest of World 

Frequency: two issues per year.

국
내

뉴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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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회 아시안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안내

‘제4회 아시안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국제학술대회(The 4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

shop 2017)’가 “Promotion of Asia journals to international level”을 주제로 2017년 7월 6일(목)~7일(금), 베트남 호치

민 Nong Lam University – Ho Chi Minh City에서 개최된다.

등록 및 자세한 프로그램은 CASE 홈페이지(http://asianeditor.org)에서 확인할 수 있다.

- Theme:

Promotion of Asia journals to international level

- Scope:

The aim of this conference is to bring the Editors and experts on scientific journals to discuss the promotion of the Asian Scientific, Technological 

and Medical Journals to international level.

- Conference Venue:

Nong Lam University – Ho Chi Minh City, Ho Chi Minh, Vietnam 

- Program:

Manuscript editing, CrossRef, Digital standards, Standard of journal format, Future of Scholarly journals, Open access, Paralle sessions

- On-Line Registration:

http://asianeditor.org/event/2017/index.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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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4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2017 Program  
   
1. July 6, 2017    

8:30-9:00     Registration

9:00-12:00    Preconference 1: Standard of journal format

09:00-09:30 Front matter -masthead, verso page, recto page Worachart Sirawaraporn (Mahidol University, Thailand)

09:30-10:00 Articles -the first page format Ki-Hong Kim (Ajou University, Korea)

10:15-10:45 Back matter -instructions, copyright transfer form Hyungsun Kim (Inha University, Korea)

10:45-12:00 Practice of journal format Hyungsun Kim (Inha University, Korea)

9:00 -12:00    Preconference2: CrossRef in Vietnam

09:00-09:30 Major services by CrossRef Sun Huh (Hallym University, Korea)

9:30-10:15 Recent progress of CrossRef Sun Huh (Hallym University, Korea)

10:30-11:00 Similarity Check for Scientific Publication: Current approaches in Vietnam Nguyen Bao Quoc 
 (Nong Lam University –Ho Chi Minh City, Vietnam)

11:00-12:00 Practice of Similarity Check Shivendra Naidoo (Turnitin, UK)

12:00-13:30     Lunch

13:30-16:30     Preconference 3: Digital standards

13:30-14:30 JATS XML for PubMed Central, Science Central Youn Sang Cho (M2Community, Korea)

14:30-15:30 CrossMark, Funding data, and Text and data mining Hyun Jung Yi (Hanyang University, Korea)

15:30-16:00 ORCID Soo-Young Kim (Hallym University, Korea)

15:00-16:00     EB meeting

16:30-17:00     Break

17:00-17:20     Opening ceremony: CASE President's address, Welcome speech, Current status of CASE

17:20-17:50     Plenary lecture: Meeting the changing needs of the researcher

17:50-18:20     Tree Planting Ceremony 

18:20-20:00    Welcome rece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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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July 7, 2017

8:30-9:00     Registration
9:00-9:30     Keynote lecture 1: Helping publishers get closer to authors
9:30-10:00    Keynote lecture 2: Scopus indexing to bring Asian journals to an international level

10:00-10:15   Break
10:15-10:35    Definition of a variety of terms on open access
10:35-10:50    Open access full text databases in Asia
10:50-11:00 Break
11:00-11:35    European policy on open access from 2020
11:35-12:00    How to register journal to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
12:00-12:05 Photo
12:05-14:00 Lunch and Poster presentation
14:00-15:00 Parallel meeting

Meeting of agriculture journal editor Komang Wiryawan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 Indonesia)

Meeting of engineering journal editor Hyungsun Kim
 (Inha University, Korea)

Meeting of natural science journal editors Tetsuro Majima
 (Osaka University, Japan)

Meeting of medical journal editors Sun Huh
 (Hallym University, Korea)

15:00-17:00    Parallel session 1
Publication ethics Chair: Eun-Seong Hwang

 (University of Seoul, Korea)
Research misconduct in Korea: Cases and statistics Eun-Seong Hwang 

 (University of Seoul, Korea)
A plagiarism detection on the Vietnamese academic literature Nguyen Chi Hieu

 (International University, Ho Chi Minh City, Vietnam)
Are all retractions appropriate? Soo-Young Kim

 (Hallym University, Korea)
How to teach publication ethics in graduate school Ramanathan Subramaniam

 (National Institute of Education, Singapore)
15:00-17:00    Parallel session 2

Peer review Chair: Tetsuro Majima
 (Osaka University, Japan)

Peer review of agricultural journals Cheol-Heui Yun
 (Seoul National University, Korea)

Peer review of medical Journal Sun Huh
 (Hallym University, Korea)

Peer review of American Chemical Society journals Tetsuro Majima
 (Osaka University, Japan)

Peer review of Vietnamese Journal Not determined
17:00-17:15 Break
17:15-17:20 Best poster award
17:20-17:30 Closing re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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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해외 뉴스

International Society of Managing and Technical Editors (ISMTE)는 미

국과 영국의 학술지 편집 실무자들이 주축이 되어 2007년에 설립된 

단체이다. ISMTE는 편집인들의 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매년 미국과 

유럽에서 컨퍼런스를 열고 있는데 작년에 싱가포르에서 처음으로 아

시아 지역 컨퍼런스가 개최되었다. 올해는 그 두 번째 Asian-Pacific 

Conference로, 지난 3월 27일과 28일에 중국 북경의 켐핀스키 호텔에

서 “Empowering editorial officers around the world”의 주제로 열려 약 

110여 명의 학술지 편집 관련자들이 참석했다(사진 1).

이틀간 총 14개의 세션으로 구성된 컨퍼런스는 철저히 편집 실무

자들에게 유용할 내용들로 짜여 있었다. 첫째 날 오전에는 ORCID, 

International Society of Managing and Technical Editors’  
2nd Asian-Pacific Conference 참관기

류선임   ㈜메드랑 ME팀 

Crossref의 다양한 서비스, JATS & BITS 등 출판 기술에서의 국제적인 

표준을 알아본 뒤 오후 세션부터는 본격적으로 “저널 출판 메트릭

스, 무엇을 어떻게 측정할 것인가”, “저널 편집 staff에게 OA 정책과 트

렌드가 가지는 의미” 등의 주제로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들이 다루어

졌다. 다음 날에는 아시아에서 열린 컨퍼런스인 만큼 중국의 저널 출

판과 국제화 현황에 대한 소개가 있었고, 이어서 전문가 심사(peer re-

view)와 출판윤리에 대한 고민으로 이어졌으며 새로운 디지털 기술

이 학술 출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전망으로 마무리되었다. 즉, 먼저 

학술지 출판의 흐름을 한눈에 살펴본 뒤 현재 이슈가 되고 있는 사안

에 대해 전 세계의 편집인들이 함께 고민해 보며, 마지막으로 저널 출

<사진1>  2017년 2nd Annual Asian-Paci�c Conference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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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에서의 최신 기술 동향을 알고 더 나중을 준비할 수 있도록 프로

그램이 짜여 있어 학술지 발행 일선에 있는 참가자들의 관심 및 참석 

목적에 맞춰진 구성을 엿볼 수 있었다.

컨퍼런스는 American Society of Clinical Oncology의 부회장이자 발

행인인 David Sampson의 “What Makes a Successful International Journal 

Brand and a Committed Editorial Team?”이라는 강의로 시작했다. 예전

의 단순했던 저널 출판 환경과는 달리 현재는 투고, 심사, 발행, 유통, 

광고, 데이터 처리, 저작권, 사후 분석에 이르기까지 헤아릴 수 없이 

많고 복잡한 이슈들 속에서 저널이 만들어지고 있다. 따라서 저널 발

행에 종사하는 여러 인력이 각 분야의 전문가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한데, David Sampson은 성공적인 국제적 저널 브랜드와 헌신적

인 편집팀을 만드는 방법에 대한 나름의 노하우를 제시하였다. 요지

는 결국 저널을 만들고 발전시켜야 하는 것은 사람이므로, 저널 발행 

종사자들의 발전을 지원하고 올바른 저널 문화를 육성하라는 것이

다. 이를 위해 편집인들이 관련 기관이나 조직에 활발히 참여하고 여

러 웹사이트를 통해 정보를 공유하는 등의 네트워킹을 장려하면서 

단순한 과학 학술 출판을 넘어 끊임없이 아이디어를 찾아낼 것을 제

안했다. 또한 저널에서는 목적, 목표, 전술 등의 전략(strategy)적인 측

면이 필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가치, 학습, 행위 등의 문화

(culture)임을 강조했는데, 오랜 시간 공들이며 저널 자체의 가치를 높

이기보다는 영향력 지수의 급격한 상승과 국제 DB 등재에 비중을 두

는 우리나라 저널들이 눈여겨봐야 할 대목이라 생각한다. 다소 원론

적인 내용이기도 했지만 기본에 충실한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사실

을 다시금 일깨워주며, 컨퍼런스의 포문을 여는 강연으로 매우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이번 컨퍼런스는 중국에서 개최된 만큼 아시아-태평양 국가들의 

고민을 전 세계 편집인들과 나눌 수 있는 자리라는 점이 가장 흥미롭

고 관심이 가는 부분이었다. "JATS & BITS: Facilitating the Flow and 

Preservation of Science"라는 공통된 주제를 가지고 세 명의 연자들이 

준비한 강연에서, 특히 일본 Nakanishi Printing의 대표인 Hidehiko 

Nakanishi는 “일본에서 일본인이 연구하고 일본인이 읽을 논문을 일

본어가 아닌 영어로 발표하고 영어로 출판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국

제화인가”라고 지적하며 현재의 학술 언어환경에 대한 강한 문제제

기를 했다. 이전에는 문서의 XML화를 위해 영어나 최소한 로마자로 

된 언어가 필수였으나, JATS 0.4 버전은 “alternatives” tags를 사용해 다

국어를 지원하기 때문에 논문을 XML화하는 데 있어 로마자로 된 언

어가 필수적이지 않게 되었다. 연자는 일본 소화기외과학회지의 경

우 온라인상에서 자국어로 된 전문(full-text) XML 페이지를 제공 중

이고, 제목과 저자명, 소속 및 초록 등의 저널정보는 일본어와 영어 

중 선택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예로 들며 JATS가 아시아 

언어에 적용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함을 보여주었다. 자국어로 된 논문

은 분명 존재해야 한다. 하지만 저널의 국제화라는 명목하에 국문 저

널들의 영문 전환이 필수 관문으로 여겨지며 국문으로 된 논문이 점

점 줄어들고 있는 것이 국내 현실이고, 이는 일본의 상황과 무관하지 

않다. 그래서인지 “Only English is not globalization!”을 외치며 자국어

로 된 논문의 중요성에 대해 거듭 강조한 강연은 매우 인상 깊었고, 

비(非)로마자를 사용하고 있는 아시아의 저널 편집인들이 깊이 고민

해봐야 할 화두를 던져 준 듯했다.

둘째 날은 “The Direction of Chinese Publishing - Mandates and Vision 

of Internationalization” 세션에서 가파른 성장세에 있는 중국의 학술 

출판 현황을 살펴볼 수 있었다. 먼저 Tsinghua University Press의 Shuai 

Yan 부편집장이 중국의 저널 출판과 국제화 현황에 대해 개괄한 내

용을 보면, 2015년 한 해에만 10,014개의 정기간행물을 발행하고 이 

중 4,983개가 STM (Science, Technology, and Medicine) 저널인 등 단연 

중국다운 거대한 규모를 자랑했다. 또한 현재 중국에서는 국가 주도

의 과학기술저널 국제화 프로젝트가 진행 중이며 STM 저널들의 국

제적 전파력 향상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하지만 발행 논문 

수는 급증했으나 언어의 장벽으로 인해 널리 읽히고 인용되지 못하

고 있는 실정인데, 이때 이중언어로 출판하는 “Bilingual Journal”이 대

안이 될 수 있다고 한 Hong Xiao (China Academic Journal Electronic 

Publishing House Co. Ltd.의 부회장 겸 부편집장)의 제안은 무척 신선

했다. 중국 저널은 영문화를 할 경우 오히려 인용지수가 낮아지는 결

과를 초래할 수 있다. 어마어마한 규모의 자국 저널들 간 인용 가능

성을 놓치는 셈이 되기 때문이다. 이에 중국의 대표적인 학술논문 검

색사이트 CNKI에서는 Journal Translation Project인 JTP (http://jtp.cnki.

net)를 2016년 3월 런칭해 중국어로 된 저널과 논문들의 영문화를 적

극 추진하고 있고, 현재 116종의 기존 중국어 저널이 영문으로 번역되

어 제공 중이다. 아직 번역의 질 보장, 논문당 5천 위안 상당의 번역료 

조달, 국제 학술시장에서의 인지도 제고 등의 당면 과제가 남아 있다

고 한다. 하지만 영문지로의 전환을 우선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자

국어로 된 논문을 유지하면서도 국제적으로 교류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실천하는 시도가 새로웠고, 저널의 국제화란 무엇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게 했던 강연이었다.

이어진 “Best Practices in Peer Review: What Societies, Publishers, and 

Vendors are Doing to Increase the Quality of Peer Review” 세션에서는 저

널 출판 과정 중 ‘심사 과정’에 대한 고민이 우리나라 학술지 편집인들

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이슈라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의 부회장인 Sarah Tegen과 피

어 리뷰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설립된 회사인 Publons사의 Laura 

Harvey, 그리고 SAGE Publications의 Tom Merriweather이 차례로 피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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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뷰의 질을 높이고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 강연했다. 이슈

의 핵심은 우수한 심사자들을 많이 확보하여 피어 리뷰의 질을 높이

는 것이다. 그 결과는 연구의 질적 향상 및 연구 속도의 향상으로 이어

질 것이다. 하지만 소수의 리뷰어가 다수의 심사를 처리하고, 공식적

인 훈련을 받지 못한 상황에서 과중한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 노력을 

인정 받지 못하고 봉사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의 개선

을 위해 세 곳 모두 리뷰어 교육 과정을 시행 중이었는데, ACS에서는 

피어 리뷰의 기본에 대해 알려주는 무료 4시간 온라인 코스가 있었고 

Publons사에서는 전문 리뷰어와 편집인들에 의해 개발된 초보 리뷰

어 훈련 과정인 "Publons Academy"를 운영하며 SAGE Publications는 

“Editor and Referee Workshop”을 열고 있다. 덧붙여 Publons사에서는 리

뷰어에게 동기를 부여하는 것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결국 “author= 

reviewer= editor=reader”이므로 저자를 위한 서비스 개선 등을 통해 

리뷰어 풀(pool)을 늘리는 것이 필요함을 언급했다. SAGE Publications

에서도 마찬가지로 리뷰어 관리를 통한 동기 부여의 지속을 강조했는

데, 피어 리뷰를 진행한 연구자들에게 SAGE 저널 60일 무료 온라인 

사용권을 제공하거나 SAGE에서 발행한 책 할인, 연말에 감사인사를 

게재하거나 인증서를 수여하는 등 여러 가지 혜택을 제공함으로써 피

어 리뷰어를 확보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또한 리뷰 속도 향상을 위해

서는 책상을 벗어나 집에서도 작업할 수 있도록 프로세스 개선이 필

요함을 제안했는데 심사자 기근과 더딘 심사 속도 등의 문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 저널과 온라인 투고 및 심사 시스템을 제공하는 관련 

출판사에서 참고하고 적용시켜 봐도 좋을 내용이었다.

이번 ISMTE 2nd Asian-Pacific Conference 참석을 통해 전 세계 관련 

업계 종사자들의 생각을 알아보고 학술 출판의 국제적인 흐름을 파

악해 볼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얻게 되어 감사하게 생각한다. 특히 아시

아 지역 컨퍼런스의 주요 쟁점을 통해 편집 실무자로서 국내 저널들

의 올바른 국제화 방안에 대해 고민해 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고, 변

화하는 흐름에 대응하기 위해 끊임없이 새로운 정보를 파악하고 수

용할 필요성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ISMTE는 내년에 다시 싱가포르

에서 세 번째 아시아 지역 컨퍼런스인 “2018 Asian-Pacific Conference”

를 개최 예정이다. 해가 거듭될수록 아시아 지역의 이슈를 공유할 수 

있는 소통의 장으로 자리 잡으며 특성 있는 컨퍼런스로 발전해 나가

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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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meeting은 미국 San Diego에

서 열렸는데 400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참가하였다. 대부분은 전문 

편집인으로 본인과 같은 학자들은 많지 않아 보였다. 특이하게 브라

질과 아프리카에서도 delegate들이 참가하였다. 5월 22~23일 이틀간 2

개의 기조연설과 8개의 세션이 있었는데, 1시간 또는 1시간 반의 세션

들은 하나의 주제에 대해 한 명 또는 복수의 발표자가 발표를 하면서 

여유롭게 진행되었다. 

 첫날의 기조연설이 인상적이었는데, Department of Genome Science 

and Medicine, University of Washington의 Mary-Claire King 박사가 40

년간 논문을 발표해 온 경험을 바탕으로 과학논문 출판에 관한 흥미

롭고 다양한 이슈를 언급하였다. 먼저 journal publication이 다른 류의 

출판과 달리 여러 사람이 여러 단계에 걸쳐서 함께 노력하면서 과학

적 정보를 만드는 일이니 편집인들 스스로 크게 자긍심을 가질 일임

을 얘기하였다. 다음, 근래 많이 거론되고 있는 fake journal들과 Bio-

Archive에 대한 우려를 언급하였다. 특히 Archive는 정보의 빠른 전파

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peer review를 통해 과학적 타당성 검증을 거

치지 않은 pre-paper들이기 때문에 학생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표명하였다. King 박사는 이와 함께 jour-

nal의 질을 높이는 몇 가지 제안을 하였는데, 그 첫째는 출판시간을 

단축시키는 문제였다. 그 방법으로 second revision을 받은 논문에 대

해 reviewer decision을 2주 내에 받도록 하고, 그렇지 않았을 경우 편집

장이 직접 결정하여 시간을 단축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점을 언급하

였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많은 논문들이(문법적 하자의 문제가 아닌) 

내용상의 문제로  질이 낮은 경우가 많은데, 이것이 빠른 review에 장

애가 될 수 있으니 review 이전에 preview for writing을 행하는 것이 좋

2017 Council of Science Editors Annual Meeting 참관기

황은성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겠다는 제안이었다. 

 

 세션에서 발표된 내용 중 흥미로웠던 것은 <Text recycling – com-

mon practice or plagiarism >이라는 제목으로 Duke 대학의 글쓰기 센

터 교수인 Cary Moskovitz가 자기표절에 대한 다양한 문제를 제기한 

발표였다. Cary는 지금 STEM 저널에 논문을 투고하는 학자들을 대

상으로 몇 가지 설문조사를 하고 있는데, 그가 보여준 중간 결과는 

미국의 과학자들이 대체로 자기표절에 대해서 다소 엄격한 기준을 

갖고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다. 예를 들어서, 내 과거 논문에서 일반적

인 text를 recycling하는 일에 대해서는 ‘제한된 범위에서 허용된다’와 

‘결코 허용될 수 없다’가 거의 대등하게 나타났다(그림 1). 또한, 자신

이 소속된 실험실에서 과거 발표한 논문의 method를 따라 실험하여 

나온 데이터로 새 논문을 작성할 때 그 method 부분을 그대로 recycle

하는 것에 대해서 2/3이 적절치 못하다고 답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Cary 교수는 이 text recycling의 문제는 그 정의에서부터 매우 다른 해

석이 가능한 복잡한 문제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Text recycling, also 

known as self-plagiarism, occurs when sections of the same text appear 

(usually un-attributed) in more than one of an author’s own publications.”

이라고 한 BioMed Central의 정의(BioMed Central. How to deal with tet 

recycling. http://media.biomedcentral.com/content/editorial/BMC-text-re-

cycling-editorial_guidelines.pdf)를 가지고 여러 해석상의 문제를 제시

하였다. 먼저, ‘section’이라 함은 어느 정도의 분량을 말하는지? 그 내

용은 무엇인지? 또, ‘an author’s’ 라고 하였으나 실제로 이공계 논문은 1

인 저자로 발표되는 경우는 드물기 때문에, 내가 참여한 과거 논문을 

내가 참여한 새 논문에서 text recycling하였을 때 이는 자기표절일 수

도 있지만 때로는 표절이 될 수도 있다(둘 증의 하나를 내가 아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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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 사람이 집필하였다면). 또한, ‘publication’은 어떤 문건을 말하는 것

인지? 과제 제안서와 보고서, 학위 논문에 대해서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 것인지? Proceeding에서 논문으로 발표되는 것은 어떻게 볼 것

인지? 등에 대해서도 설문조사를 하였는데, 일부 주도적인 응답이 있

긴 했지만 대체로 매우 다양한 의견들로 나뉘었다. 응답자의 분야별

로도 크게 다르게 나타나서, 인문사회 계열에서는 비교적 엄격한 데

에 비해 생물학 계열에서는 대체로 관대한 경향을 보였다. 이 점은 우

리나라와는 정반대의 현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우리의 경우 인문사

회 계열에서 이공계보다 훨씬 자기표절에 대해서 관대한 모습을 보이

고 있다(황은성, 미공개 자료). 이러한 다양한 허용 한계에 대한 견해

들에 대해 어떤 가이드라인의 설정이 필요하다는 데는 발표자와 청

중이 모두 동의하였고, Cary 교수는 미국 정부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서 향후 5년 내로 광범위한 consensus를 모아 포괄적인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서 향후에 자기표절에 대한 윤

곽이 잡히게 된다면 이는 우리에게도 우리 자체의 기준을 설정하는 

데 커다란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1. Cary Moskovitz. �e complexities of text recycling in professional scienti�c discourse and implica-
tions for plagiarism prevention in higher education. Gergia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formation Lit-
eracy. 2016에서 발췌.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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