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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과편협 소식
2018년도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지난 1월 19일에 제8차 2018년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

한 시상이 이루어졌다. 지난 2년간 Science Editing에 게재되었던 논문

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개최되었다. 이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논문의 저자인 허 선 한림대 교수가

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104명이 참석한 가운데 학

논문상을, 2016년도 SCOPUS 학술지 중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단체

술대회, 정기총회, 기조강연, 구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오전에는

회원인 생화학분자생물학회의 Experimental Molecular & Medicine

과편협 특별회원들이 각 사에서 제공하고 있는 학술지 투고 관리 시

와 한국공업화학회의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

스템을 소개하는 시간으로 학술대회를 진행하였다. 이어서 김형순

try 학술지가 Elsevier상을 수상하였다.

회장의 개회사로 정기총회가 시작되었고, 여러 분야의 공로자에 대

개회사 김형순 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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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도 정기총회 시상장면
허선 교수, 논문상

생화학분자생물학회
Experimental Molecular & Medicine, Elsevier상

한국공업화학회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Elsevier상

기조강연 네이버 정호식 부장

김 수 기획운영위원장이 2017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결산

초대되어 네이버 학술정보 서비스에 대한 유익한 강의를 진행했다.

(안), 2018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원인준(안)을 의제

구두발표는 장재화 기획운영부위원장, Basil D’Souza, 서지희 출판윤

로 제안하였으며 모두 승인 처리되었다. 감사보고에서는 “한국 과학

리위원 3명의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학술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주

학술지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편집인 워크숍을 서울 외 지역으로 확

제의 포스터 4편이 전시되었다. 우수 포스터 및 우수 구두발표 수상

대하여 편집인들의 필요를 충족시켜 주었다”고 평가되었다.

자는 아래와 같다.

올해의 기조강연은 그린팩토리 네이버 주식회사의 정호식 부장이

부분

제목

저자

우수 포스터상

Sex and gender-related in biomedical science

김용성(원광대)

우수 구두발표상

Open access model of journal publication under fire

서지희(이준국제법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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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친 후 기념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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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Workshop

이현정(한양대 구리병원 도서관) |

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DOAJ Korea Ambassador (hyun@doaj.org)

지난 1월 18일-19일에 서초동 국립중앙도서관에서 한국과학학술

크숍이 진행되는 동안 참석자들이 해당 학술지의 DOAJ application

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주최의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을 작성해 보고 제출까지 마칠 수 있도록 유도하였으며 각 학술지의

(DOAJ) Workshop이 진행되었다. 과편협 총회의 Preconference 프로그

상황에 따른 질문과 답변이 이어졌다(사진 1). 이번 워크숍을 통해

램 중 하나로 진행된 이 워크숍에는 다양한 학회나 관련 단체의 편집

DOAJ 리스트에 많은 우리나라 학술지들이 포함될 수 있기를 바란다.

위원장, 편집간사, 학회 사무국 직원 등 총 27명이 참석하였다.
<표 1> DOAJ 워크숍 일정

DOAJ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임을 확인할 수 있는 목록이다. 2018년
3월 현재 11,275종이 등재되어 있고 그 중 우리나라 학술지는 약 70종

날 짜

시 간

이다. 국내에는 해외 유수의 출판사와 별개로 오픈 액세스로 운영되

1월 18일 (목)

내 용

14:00-14:50

DOAJ 역사 및 개요

고 있는 학술지들이 많고, Korea Citation Index (KCI)에 등록된 학술지

15:00-15:50

OA 관련 용어 설명

가 5천 종이 넘는데도 불구하고 현재는 등재된 종수가 극히 일부분

16:00-16:50

DOAJ Criteria 1

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번 워크숍은 DOAJ를 소개하고 DOAJ 등

09:00-09:50

DOAJ Criteria 2

재 신청을 위한 절차 및 방법, 과정 등을 상세히 안내하고자 마련되었

1월 19일 (금)

10:00-10:50

DOAJ 등록하기(실습)

다. 우리나라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대부분 누리집 등을 통해서 오

11:00-11:50

평가

픈 액세스를 표방하고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그러나 SCOPUS, Web
of Science 등 다른 정보원에서는 DOAJ에 등재된 것을 기준으로 오픈
액세스 학술지인지의 여부를 판단하고 이를 데이터베이스에 명시하
고 있다[1,2].
DOAJ는 한국 내에서의 교육과 인터뷰 심사를 통해 2017년 11월에
ambassador 3명과 honorary ambassador 1명을 임명하였다[3]. 이번 워
크숍은 ambassador 3명이 공동으로 진행하였고, 오픈 액세스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포함한 설명 위주의 강의가 진행된 후 실습까지 이
루어질 수 있도록 스케줄을 마련하였다(표 1). 실습은 DOAJ 등재 신
청을 위한 Journal Application Form에 있는 모든 항목을 설명하고 필
요한 내용을 직접 입력하여 완성해보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참석자
들에게는 미리 노트북을 지참하도록 안내하였으며 워크숍 중에 application을 완성하기 위해 조사되어야 할 항목이 미리 공지되었다. 워

< 사진 1 > DOAJ 워크숍 실습장면

4

News Letter

제25호

cited 2018 Mar 05]. Available from: https://support.clarivate.com/WebOfScience/s/article/Web-of-Science-Core-Collection-Open-Access-journallist?language=en_US
3. New DOAJ Ambassadors in the Republic of Korea [updated 2017 Nov 28; cited 2018 Mar 05]. Available from: https://blog.doaj.org/2017/11/28/new-doajambassadors-in-the-republic-of-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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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의 개최
과
편
협

날짜

소
식

회의명

2018. 1. 17

2018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점검회의

2018. 2. 27

2018-1차 기획운영위원회의

2018. 3. 2

2018-1차 출판위원회의

2018. 3. 2

2018-1차 임원회의

2018. 3. 5

2018-1차 교육연수위원회의

2018. 3. 16

2018-1차 정보관리위원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18년 춘계학술발표회 및 심포지엄

<단체회원 등재소식>
• 대한당뇨병학회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SCIE 등재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18일~20일, 용평리조트 내 블리스힐스테이 호텔

• 대한면역학회 『Immune Network』 SCIE 등재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제9차 아시아태평양암예방기구 정기총회 및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

학술대회(APOCP-9)

search』 KCI 등재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19일~20일, 제주 롯데시티호텔

• 한국기본간호학회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Fundamentals

• 한국부식방식학회, 영국 ICorr 초빙 교육

of Nursing』 CINAHL, KoreaMed 등재

(Insulation Inspector & Fireproofing Inspector Level 2)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KCI 등재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23일~27일, 부산 지역

• 한국역학회 『Epidemiology and Health』 SCOPUS, ESCI 등재

• 한국윤활학회, 제65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축산학회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Agrico-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26일~27일, 부산 한화리조트 해운대 티볼리

la, Agris, BIOSIS, CABI, CAS, DOAJ, KCI, PubMed, PMC 등재

• 응용생태공학회, 제2회 응용생태공학회, 한국환경생물학회 공동

• 한국치위생학회 『』 KCI 등재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27일~28일,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한국생산제조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뉴 메이커스 챌린지

• 대한외상학회, 제6차 환태평양외상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일~4일, 대전컨벤션센터 (DCC)

(The 6th Pan Pacific Trauma Congress 2018 Korea)

• 대한당뇨병학회, 제31차 대한당뇨병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3월 29일~31일, 부산항 컨벤션센터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3일~5일, 광주 김대중 컨벤션센터

• 한국고분자학회, 2018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한국우주과학회, 한국지구과학학회연합회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4일~6일, 대전컨벤션센터 (DCC)

(한국우주과학회 2018년 봄학술대회)

• 한국역학회, 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9일~11일, 홍천 비발디파크

(주제: 역학 분야에서 공간정보의 활용과 전망)

• 한국부식방식학회, 2018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포럼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6일, 서울의대 의생명연구원 대강당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10일~11일, 안동 그랜드호텔

• 대한면역학회, 2018년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 한국재료학회, 2018년도 한국재료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12일~14일, 제주도 라마다 프라자 제주 호텔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16일~18일, 안동 삼척 쏠비치 호텔 & 리조트

• 대한통증학회, 2018년 대한통증학회 초음파워크숍 및 연수강좌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8 제33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4월 14일~15일,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대강당, 중강당 1, 2

(ICROS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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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17일~19일, 대명 변산 리조트(전북 부안)

<신임 편집위원장>
• 김기범(서울대), Nano Convergence,

• 한국막학회, 2018 한국막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2018년 3월 1일~2020년 2월 29일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17일~18일, 한국과학기술연구원

• 김노유(한국기술교육대), 비파괴검사학회지,

• 한국치위생학회, 2018년 한국치위생학회 춘계학술대회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19일, 대전 선샤인호텔 6층 VIP홀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제108차 춘계학술발표회

• 김희주(가톨릭대), 기본간호학회지,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3일~26일, 대전컨벤션센터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대한통증학회, 2018년도

• 김진혁(전남대), 한국재료학회지

제66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홍금식(부산대),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26일~27일, 창원컨벤션센터(CECO)

and System, 2018년 1월 1일~

• 한국비파괴검사학회, 2018년 춘계학술대회

• 오세종(전남대), Journal of Animal Science and Technology, 2018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31일~6월 1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년 1월 1일~2018년 12월 31일

• 한국식물생명공학회,

• 원규장(영남대), Diabetes & Metabolism Journal,

2018년 한국식물생명공학회 정기학술발표회 및 총회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이강석(중앙대), Journal of Microbiology, 2018년~2020년

일시 및 장소: 2018년 5월 31일~6월 2일,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이민구(연세대), Korean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IUBMB SEOUL 2018,

2018년 1월 1일~

24th IUBMB Congress & 15th FAOBMB Congress

• 한문희(한국원자력연구원),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일시 및 장소: 2018년 6월 4일~8일, 서울 코엑스

Research, 2018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홈페이지: http://www.iubmb2018.org/main/main.php

• 황성식(한국원자력연구원), Corrosion and Technology,

• 한국기본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2018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8년 6월 22일, 가톨릭대학교 간호대학

• 한국축산학회, 2018 한국축산학회 학술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18년 6월 28일~29일, 중앙대학교 안성캠퍼스

신규 회원
• 단체회원 농수산분야 1종, 보건분야 2종, 종합분야 1종, 특별회원 2기관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단체회원

농수산
보건

종합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Korean Journal of Agricultural Science

박기웅

충남대 농업과학연구소

The Journal of the Korean Society for Transplantation (대한이식학회지)

윤익진

대한이식학회

Obstetrics & Gynecology Science

김영주

대한산부인과학회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방사선방어학회지)

한문희

대한방사선방어학회

Chonnam Medical Journal

김수완

전남대 의과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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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병곤(원주대), 대기(Atmosphere),

• 한국원예학회, 2018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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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명

업무내역

대표자

- 출판, 유통

도큐헛㈜

박근철

- 전자출판, 전자출판플랫폼 서비스
- 데이터베이스 및 온라인 서비스

누리미디어

이현재

- 소프트웨어 개발
- 출판

회원현황
• 개인회원 57명
• 단체회원 344종(276개 학회)
• 특별회원 20기관

2018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1월

2월

3월

4월

1/18~19
Preconference
workshop

2/20
Science Editing
Vol 5. No. 1 발행

3/9, 14, 22, 2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4/5, 11, 1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1/19
제8차(2018)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2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3/30
출판윤리 워크숍

4/6
특별회원을 위한
워크숍

3/31
뉴스레터 25호 발행

1/19
특별회원 간담회
7월

8월

7/13~14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8/20
Science Editing
Vol 5. No. 2 발행

7/18~19
The 5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인도네시아)

8/24
출판윤리 워크숍

5/3, 10, 17, 24, 31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6월

6/7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6/30
뉴스레터 26호 발행

4/13
편집인
워크숍(춘천)

9월

9/30
뉴스레터 27호 발행

5월

10월

10/26
출판윤리 워크숍

11월

11/17
제3회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12월

12/31
뉴스레터 28호 발행

11/30
편집인 워크숍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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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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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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제25호

소
식

02. 기

고

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
기
고

김선태 (UST 빅데이터과학과 교수) |

KISTI 책임연구원
stkim@kisti.re.kr

연구자란 연구를 수행하는 사람을 말한다. 흔히 과학자를 연구자

시도하지 않거나 피인용 논문의 발견(findings)을 변조하는 사례도 많

로 표현한다. 과학이란 무엇인가?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다. 결국 검증되지 않은 논문을 바탕으로 새로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

Society, APS) [1]에서는 ‘우주에 대한 지식을 모아 테스트 가능한 규칙

고 있으며, 그 피해는 우리들에게 온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을 초래

과 이론으로 압축하는 체계적인 활동’으로 정의하고 있다. 이 정의에

한 원인을 연구자들의 윤리성에서만 찾을 수는 없다. 연구 성과라는

서 연구 데이터 관리 측면의 핵심적인 단어는 단연코 ‘테스트’이다. 따

잣대를 연구자들에게 들이밀고 일률적으로 평가하는 제도 자체도

라서 과학의 성공과 신뢰성은 과학자의 의지에 달려 있다 해도 과언

문제다. 본 고에서 이 점을 논하기에는 허락된 지면이 너무 적은 관계

이 아니다. 동료 연구자들에 의한 독립적인 테스트와 복제가 가능하

로, 이 글에서는 핵심적으로 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말하

도록 자신의 아이디어와 결과를 공개하는 것에 과학의 진실성이 담

고자 한다.

겨있는 것이다. 테스트가 가능한 과학이 되기 위해서는 연구에 사용

연구자를 위해서, 과학이 과학답기 위해서는 연구 데이터가 함께

된 데이터와 연구절차, 필요자원(materials)에 대한 공개 및 교환이 요

제공되어야 한다. 연구 데이터와 관련된 주요 선진국의 자료들을 보

구된다. 또한 자신의 과학적 주장을 포기하거나 수정할 자세가 필요

면 <그림 1>과 같은 내용을 자주 접하게 된다. 완벽한 연구와 이를

하다. Begley와 Loannidis [2]는 ‘연구자들은 연구과정에서, 그리고 연

증명하는 데이터! 연구 데이터가 체계적으로 잘 관리되고 제공되어

구결과에서 자신이 보고 싶은 것만 바라본다. 외관상 그럴듯한 성공

야 하는 이유다.

적 연구는 재현이 불가능하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학회 입장에서도 연구 데이터 관리가 매우 중요하다. 센서 기술의

철저한 연구, 엄격한 연구가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연구를 방해한
다는 잘못된 믿음이 만연해 있는 연구 환경도 문제거니와, 기대와 다
른, 설명되지 않은 관찰내용은 철저하게 검증된 후 공표되어야 함에
도 연구자들은 확인되지 않고 확증할 수 없는 발견을 논문의 형태로
출판하기에 바쁘다. 따라서 연구에 사용한 전체 데이터 세트의 참조
보다는 최상의 실험 결과를 도출한 데이터 세트를 선택하고 공개하
게 된다. 결국 연구결과는 복제가 불가능한 상태가 되고, 논문의 주
요 결론을 입증할 수 없는 결과를 초래한다. 복제 불가능한 출판물이
다수의 논문에 인용되며, 해당 출판물을 참조하여 임상 연구가 진행
된다. 당연히 그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간다. 문제는 이러한 연구 중
상당수가 국민의 세금으로 진행된다는 데에 있다.
Begley와 Loannidis [2]의 주장에 따르면 논문의 인용자가 재현을

< 그림 1 > 완벽한 연구와 증명하는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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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 연구데이터의 중요성과 접근성

발전과 연구 장비의 첨단화, 데이터를 처리하는 유용한 어플리케이

용된 파라미터 등 데이터와 관련된 다양한 상황정보(context informa-

션, 데이터 압축 및 전송기술… 이것들은 연구의 중심도구로 데이터

tion)를 기술한 논문이 데이터 저널에 투고되고 있다. 따라서 ‘데이터

를 사용하는 연구자 환경이다. 과거, 1세대 연구는 연구자의 경험, 2세

출판’과 ‘데이터 인용 지수’, ‘문헌과 데이터 연계’와 같은 연구도 한창

대는 이론, 3세대는 컴퓨팅 계산 자원이 연구를 수행하는 데 중심도

이다. 한편, 연구 데이터를 제출받고 데이터에 식별자를 부여해서 영

구였다. 2018년 2월 현재, 4세대 연구 패러다임에서는 데이터가 연구

구적 접근이 가능토록 하는 서비스들도 있다. 이것은 해당 서비스와

의 중심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요즘의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를 위해

학회와의 협약을 통해 학회 소속 연구자들이 활용하는 서비스 구조

서 타 연구자가 생산한 데이터(secondary data)를 필요로 한다. 또한 연

이다. 학회 차원에서 데이터 리포지터리를 직접 구축, 운영할 수도 있

구과정에서 많은 데이터를 직접 생산하기도 한다(primary data). 데이

다. 자연스럽게 데이터 출판 또한 가능하다. 연구자는 데이터를 먼저

터 천국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은 데이터 확보를 위한 노력에 많은 시

제출하고, 제출된 데이터에 부여된 식별자(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간을 소비한다. <그림 2 >는 Publishing Research Consortium에서

를 이용해 논문 내용을 기술할 수도 있다. 필자가 속한 한국과학기술

18,000개 저널의 연구자 3,82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한 결과이다. 데

정보연구원에서도 데이터 리포지터리(DataNest)를 보급하고 있으며,

이터 세트는 논문이나 프로시딩 자료 다음으로 그 중요성이 매우 높

Korea DOI Center를 통한 데이터 출판을 지원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

으나, 접근성에 있어서는 가장 낮은 위치를 보여준다. 이는 연구자들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리하는 데 있어서 기술적 어려움은 크지 않

이 본인의 연구에 데이터를 사용하기 원하나 손쉽게 데이터를 획득

다. 다만, 정책과 연구자의 참여가 관건이다. 이 글을 계기로 국내에서

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연구 데이터 관리의 중요성이 공론화되기를 소망한다. 끝으로 연구
데이터 리포지터리, 데이터 출판과 관련된 다양한 의견 교환은 필자

데이터를 손쉽게 획득하기 위해서는 어디에선가 데이터를 체계적

의 메일로 가능하다.

으로 관리하고 있어야 한다. 데이터 관리 행위는 리포지터리(repository)를 통해 이루어진다. 이러한 리포지터리는 최근 데이터 리포지터

REFERENCES

리로 변모하고 있다. 연구자를 지원하기 위한 데이터 리포지터리는
기관단위로 운영될 수도 있으며, 학회 수준에서도 운영 가능하다. 요

1. APS. Available from: http://www.aps.org/policy/statements/99_6.cfm
2. Begley CG, Ioannidis JPA. Reproducibility in science: improving the standard
for basic and preclinical research. Circ Res 2015;116:116-126.

즘은 데이터 저널도 쉽게 볼 수 있다. 데이터의 생산과 수집 주체, 데
이터 생산 주기, 데이터 생산 장비, 소프트웨어 버전, 시뮬레이션에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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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on against Journal Hijacking and Journal Phishing
기
서지희 (이준국제법연구소) |

고

과편협 출판윤리위원
suh23@wisc.edu

2016년, 과편협 소속 A박사는 인터넷 피싱(phishing) 웹사이트인

메인 등록지만 다르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착각하기 쉽다. Journal hijacking은 이런 연구자들의 실수를 유도해 가짜 출판비를 요구한다.

www.jeet.us에 적혀 있는 논문 기고 방법 설명에 따라 자신의 논문을
jeet@jeet.us라는 피싱 이메일로 보냈다. 피싱 웹사이트인 www.jeet.us

Journal hijacking의 하위 호환으로 cybersquatting도 있다. 사실 cy-

를 공인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bersquatting, 즉 도메인 투기는 특정 인터넷 사기 행각을 뜻하는 독립

Technology (JEET)의 공식 웹사이트로 착각했기 때문이다. 피싱 이메

적인 용어로, cybersquatter가 제 삼자의 트레이드 마크(trade mark)와

일로부터 논문 승인과 출판 날짜에 대한 답변만을 받고, 그 이후의

비슷한 도메인 이름으로 웹사이트를 등록해 트레이드 마크의 원 주

소식을 들을 수 없었던 A박사는 곧 JEET의 공식 이메일 채널인 jeet@

인에게 도메인 등록비보다 더 비싼 돈을 받고 도메인 이름을 되파는

kiee.or.kr과의 연락을 통해 자신이 처음에 논문을 보낸 이메일 jeet@

사기 행각이다.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는 인쇄본 논문을 도용하여 피

jeet.us, 그리고 논문 기고 방법이 설명되어 있던 www.jeet.us 웹사이트

싱 웹사이트로 등록하는 cybersquatting이 journal hijacking의 일종으

가 공인 논문 데이터베이스인 JEET를 사칭한 신종 인터넷 피싱 사기

로 분류되며, 명백히 인쇄본 논문 저자의 트레이드 마크를 침해하는

법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행위이기 때문에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최근 논문 투고의 오픈 액세스 모델을 악용하여 연구자들과 논문

반면, journal phishing은 보이스 피싱 사기와 비슷한 사기 행각으로

기고자들을 상대로 가짜 출판비를 요구하거나 개인 신상 정보를 앗

보통 피싱 전화가 아닌 피싱 이메일로 연구자들을 유인해 출판비를

아가는 사기 행각이 증가하고 있다. 이 논문 투고 사기를 포괄적인 용

요구한다. 가짜 논문 투고를 위한 정보 등록을 유도해 연구자들의 개

어로 predatory journal, 또는 predatory publisher라고 지칭하는데, 위

인 신상 정보를 빼앗아 가는 케이스도 있다.

JEET의 예시처럼 딱히 출판비를 요구하지 않는 케이스도 있어 확실

현재 이런 journal hijacking과 phishing으로 인한 연구자들의 손해

하게 법적 침해라고 정의 내릴 수 있는 선이 불명확하다. 그럼에도 불

가 매년 늘고 있다는 점이 심각한 문제이다. 보통 연구자들로부터 출

구하고 많은 predatory journal 사례 중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사기

판비와 개인 정보를 빼앗아 가며, 공인 논문 데이터베이스와 유사한

행각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첫번째는 journal hijacking (cybersquat-

도메인 이름을 사용하기 때문에 해당 데이터베이스의 평판을 해치

ting), 그리고 두번째는 journal phishing이다.

기도 한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취할 수 있는 대응 방식에는 대략 두

Journal hijacking은 Web of Science에 등재된 유명 저널의 웹사이트

가지 방법이 있다.

를 도용하여 비슷한 도메인 이름으로 피싱 웹사이트를 등록하거나,

첫 번째는 중재다. 피싱 웹사이트의 도메인이 일반 도메인(generic

혹은 오프라인에만 존재하는 인쇄본 저널의 이름으로 피싱 웹사이

top-level domain, gTLD)일 경우, 인터넷 사기 대응 국제 기구인 Internet

트를 등록하는 사기 행각을 뜻한다. 이런 피싱 웹사이트 주소는 공인

Corporation for Assigned Names and Numbers (ICANN)에서 제정한

논문 데이터베이스의 웹사이트와 알파벳 철자 하나가 다르거나 도

Uniform Domain Name Dispute (UDRP) 절차가 가장 대표적인 국제 중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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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다.

Center (ADNDRC) 오피스에서 진행할 수 있다. 피싱 웹사이트의 도메

UDRP 중재 절차는 조정 결정이 빠르고 신속하며, 또 법정에 가는

인이 한국 국가 도메인(.kr)일 경우, 한국의 인터넷 주소분쟁위원회

것보다 금전적인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하다는 것이 장점이다. 하지만

(Internet Address Dispute Resolution Committee, IDRC; https://www.idrc.

단점으로는 금전적인 손해 배상이 없고 오로지 피싱 웹사이트의 도

or.kr)에서 중재 절차를 진행한다.

메인 양도나 퇴출에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 있다. 그래서 journal hijacking이나 phishing으로 인해 금전적인 손해를 입은 연구자라면

UDRP 절차에는 세 가지 충족 요건이 있다. 첫째는 피싱 웹사이트

UDRP 중재 절차가 적절하지 않은 보상 방안일 수도 있다.

의 도메인 이름이 중재 신청인의 트레이드 마크와 같거나 혹은 착각
할 정도로 유사해야 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는 피신청인인 cybersquat-

둘째, 만약 피해 사례 케이스가 미국 재판 관할(U.S. jurisdiction)이

ter가 자신이 등록한 도메인 이름에 권리가 없어야 한다는 점이고, 마

라면, 미국 인터넷 사기 방지법인 Anticybersquatting Consumer Protec-

지막 세 번째는 cybersquatter가 금전적인 사기 등, 악의적인 의도(bad-

tion Act (ACPA) 아래 미 법원에서 법적 대응을 시도해 볼 수 있다.

faith intent)를 가지고 도메인 등록을 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UDRP 절

UDRP 중재 절차와 비슷하게 ACPA 법적 대응에도 대략 두 가지 충

차는 journal hijacking과 phishing이 이 세 가지 요건들을 충족한다고

족 요건이 있다. 첫 번째는 피신청인인 cybersquatter가 피싱 웹사이트

판단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은 자는 ADNDRC 오피스에서 UDRP 절

를 등록하기 전, 신청인, 즉 도용당한 트레이드 마크의 원주인이 본인

차를 밟으면 된다(그림 1).

의 트레이드 마크를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상에서 활용하고 있었어야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IDRC)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UDRP 절차

한다는 점이다. 두 번째는 UDRP 절차의 세 번째 충족 요건과 마찬가

를 간단하게 요약해 놓았다. 중재 신청인이 ADNDRC에 신청서를 제

지로 cybersquatter가 악의를 가지고 피싱 웹사이트의 도메인을 등록

출하면, ADNDRC는 신청서를 접수하고 곧 피신청인인에게 답변서

했어야 한다.

를 요구한다. 답변서 접수 시부터 7일 내에 보통 1명, 혹은 3명으로 이

이런 법적 대응의 장점은 미 법원에서 ACPA 승소 케이스에 한해

루어진 조정부가 구성되며, 구성된 시기로부터 14일 내에 조정 결정

금전적인 손해 배상을 지급한다는 점이다. 신청인의 직접적인 금전적

이 확정된다. 피신청인은 15일 이내에 조정 결정에 대한 이의를 제기

피해, 변호사 비용, cybersquatter가 사기 행각으로 벌어들인 금전적인

< 그림 1 > UDRP 절차 flow-chart. 출처: 인터넷주소분쟁위원회, https://www.idrc.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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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

이익 등이 배상의 대상이 된다. 반면, 단점으로는 피해 사례가 미국

기
고

세히 살펴보는 방법만으로도 사기 피해를 어느 정도 막을 수 있다.

재판의 관할(jurisdiction) 안에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신청인이나

또 다른 방법으로는 피싱 웹사이트에 등록된 논문의 수를 보는 것

피신청인이 미국에 살거나, 혹은 도메인 등록지가 미국과 연관이 있

이다. 피상 웹사이트들은 논문 등록 시 그 어떠한 리뷰도 거치지 않기

어야 한다. 예를 들어 피싱 웹사이트의 국가 도메인이 미국이라면 미

때문에 보통 한 웹당 1,500개 이상 등 비정상적인 논문 수를 보유하고

법원 관할이므로 ACPA에 의거한 법적 대응이 가능하다. 그러나 사기

있는 경우가 종종 있다. 만약 이메일을 사용하는 journal phishing 사기

성 도메인들은 보통 미국이 아닌 제3국에서 등록되는 경우가 흔하므

일 경우, 이메일의 ‘from’ 섹션과 ‘reply to’ 섹션의 이메일 주소를 자세

로 이럴 경우에는 ACPA의 보호를 받지 못하게 된다.

히 알아보는 방법도 있다. Journal phishing은 보통 해킹한 이메일 주소

이렇게 인터넷 상에서 벌어지는 journal hijacking과 phishing의 후속

로 사기성 이메일을 보내는데, 이 경우 해킹한 이메일로 답변을 받아

조치들에 현실적인 한계가 존재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피해를 막

보는 것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답변을 받는 주소는 개인 이메일을

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예방에 신경을 써야 한다. 대표적인 예방 조치

쓰는 경우가 많다. 즉, journal phishing에서 사용되는 이메일은 이메일

로는 연구자가 논문 투고를 하려는 웹사이트의 도메인 주소를 신경

을 보낸 ‘from’ 섹션의 주소와 ‘reply to’ 섹션 주소가 다른 경우가 흔하

써서 살펴보는 방법이 있다. 피싱 웹사이트의 도메인은 보통 공인 논

다. 만약 이메일을 통해 논문을 기고하려는 연구자라면 이런 차이점

문 데이터베이스의 도메인에서 철자나 하이픈 등을 변경한 후 이름

을 유의깊게 관찰하는 것이 journal phishing 사기 피해를 막는 데에

을 도용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이 경각심을 가지고 도메인 주소를 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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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아편협 소식

제5회 아시안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국제학술대회 개최

아
편
협

제5회 아시안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ouncil of Asian Science Editors, CASE)의 국제 학술대회 및 워크숍(The 5th Asian Science Editor’s

소
식

Conference & Workshop 2018)이 7월 18일~19일 양 일간 인도네시아
Bogor에서 개최된다. Bogor Agricultural University에서 개최되는 올해
학술대회의 의제는 “Digital standards of Asia STM journals & Editors’
Association of STM journal”이다. 이번 학술대회는 CASE의 Banh Tien
Long 회장과 아시아태평양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Asia Pacific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PAME)가 공동 주관하게 되며,
Indonesi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의 Komang G. Wiryawan 교수가
현지 진행을 맡을 예정이다. 전체 일정 및 프로그램은 한국과학학술
지편집인협의회의 허 선 부회장이 총괄한다. 이번 학술대회는 과학
학술지 발행에 필수적인 여러 사항을 두루 포함하여 학술지의 국제
적 발전을 위해 고심하는 아시아 지역의 여러 과학학술지 편집인들
에게 좋은 논의의 장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개괄적인 정보와 프
로그램은 CASE 홈페이지(https://asianeditor.org)에서 안내 중이며, 추
후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 및 추가되는 대로 지속적으로 업데이
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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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해외 뉴스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
【이 글은 DOAJ 공식선언문 “Principles of Best Practice and Transparency in Scholarly Publishing” (https://doaj.org/bestpractice)의 번역본이다.】

번역: 정영임(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이현정(한양대 구리병원)†,‡, 이혜림(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검토: 서윤주(메드랑)‡, 윤철희(서울대학교)‡, 정미주(인포루미)‡, 조혜민(인포루미)‡, 허 선(한림대학교)†,‡
(†DOAJ 한국 대사;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할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pISSN, eISSN도 명확하게 표기한다.

서 론

2. 학술지 표제

학술지나 발행인 관련 비영리기관인 영국 출판윤리위원회(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오픈액세스 저널 디렉토리

표제는 투고자와 독자가 다른 학술지와 혼동하거나 다른 학술지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오픈액세스 학술출판

와 연관성이 있다고 오해하지 않도록 차별성 있게 만들어야 한다.

협회(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OASPA), 세계의학편

해
외

집인협의회(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는 회원
수 및 회원 심사의 질적인 측면에서 발전을 거듭해 왔다. 회원 가입 선

투고된 원고를 출판하기 전에 전문가심사를 거치는지 기술해야

뉴
스

정 기준으로 “학술 출판의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을 마련하여 이

한다. 전문가심사란 학술지 편집위원이 아닌 해당 분야 전문가로부

기준을 COPE, DOAJ, OASPA가 회원 심사에 활용하고 WAME도 일

터 원고에 대한 평가를 받는 과정으로, 이와 관련된 모든 정책과 심

부 선별기준으로 활용한다. 각 기관마다 회원 가입 심사할 때 이 처리

사 방법을 학술지 누리집에 기술해야 한다. 학술지 누리집에서 원고

기준 외 별도 항목을 활용한다. 이들 기관에 회원 가입을 신청했다가

게재 승인이나 매우 신속한 심사 진행 등에 대한 보장을 하지 않도록

탈락한 학술지나 발행인 목록은 다른 곳에 제공하지 않는다.

한다.

3. 전문가심사 과정

이 기준은 2018년 1월에 발간된 세 번째 판으로, 초판은 2013년 12
월, 개정판은 2015년 6월에 OASPA가 만들었다. 이 기준은 원하는 사

4. 소유권과 운영

소유권과 운영 정보를 누리집에 표시해야 하며, 이때 발행인은 투

람은 누구든 배포할 수 있으며, 현 기준에 대한 의견 또한 언제든지

고자나 편집인의 오해를 야기할 수 있는 기관이나 학술지 표제를 사

환영한다. 각 기관에 대한 배경 설명은 이 글의 하단에 있다.

용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투명성 원칙
5.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위원회
1. 학술지 누리집(homepage)

학술지가 다루는 범위에 맞는 주제 전문가로 편집위원회 또는 운영

학술지 누리집 내용은 윤리적, 전문적으로 높은 기준을 갖추어야

위원회를 구성하고, 위원의 이름과 소속을 누리집에 공개해야 한다.

하며, 독자 또는 저자가 다른 학술지나 발행인으로 오인하도록 제작
6. 편집위원회/연락처

해서는 안 된다.

모든 편집위원의 이름과 소속, 편집 사무국 주소 등 연락처를 밝혀

학술지의 목적 및 범위를 기술하고 주 독자층이 누구인지 명확히

야 한다.

밝히고, 저자의 기준, 중복 투고와 중복 출판 금지 등 출판에서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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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수익 구조

투고규정에 저작권 정책을 명시해야 하고, 개별 논문마다 저작권

비즈니스 모델 또는 수익원(예: 저자 비용, 구독료, 광고, 별쇄본, 기

자명을 표기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라이선스 정보도 누리집 투고규

관 혹은 단체 지원)을 누리집에서 밝혀야 한다. 저자의 출판 경비 부

정에 기술하고, 라이선스 조항을 각 논문 HTML과 PDF 파일에 표시

담 또는 면제 여부가 심사 과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야 한다.

해야 한다. 크리에이티브 커먼즈 라이선스에 따라 출판한다면 세부
15. 광고

라이선스 요구 사항을 밝혀야 한다. 최종 승인되었거나 출판된 논문
을 제 3의 저장소(repository)에 기탁할 수 있는지 여부도 밝혀야 한다.

어떤 형태의 광고를 고려할지, 누가 광고를 수락할지, 논문 내용이
나 독자의 이용 형태에 따라 광고를 연결할지 아니면 무작위로 노출

8. 게재료

시킬지 등을 포함한 광고 정책을 밝혀야 한다. 광고는 어떤 방식으로

저자가 논문 투고에 앞서 출판비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누리집이

든 편집위원회의 의사 결정과 관련되어서는 안 되며 논문 내용과 무

나 투고 규정에서 밝혀야 한다. 저자가 경비를 지불하지 않는 경우라

관하여야 한다.

도 그 사항을 기술해야 한다.
16. 마케팅
9. 연구윤리 위반 행위 규명과 처리 절차

원고 수집 등 모든 직접적 마케팅 활동은 적절하고, 목적에 부합하

표절, 인용 부풀리기, 자료 위조/변조 등을 포함한 연구윤리 위반

며 과하지 않아야 한다. 발행인이나 학술지 정보를 사실대로 제공하

행위가 발생한 논문의 출판을 식별하고 방지하기 위해 발행인과 편집

여 독자 또는 저자를 오도하지 않아야 한다.

인은 적절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어떠한 경우에도 발행인이나 편집인
이 위반행위를 장려하거나 의도적으로 허용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OASPA/DOAJ/COPE/WAME에 가입한 회원 단체(발행인이나 편집

발행인 또는 편집인이 논문과 관련된 연구윤리 위반 행위를 알게 되

인)가 이러한 처리 기준 또는 기타 세부 요구 사항을 위반한 것이 밝

면 COPE의 가이드라인이나 이에 준하는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혀지면 우선적으로 OASPA/DOAJ/COPE/WAME가 회원 단체와 함
께 제기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회원단체가 이런 문

10. 출판윤리

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거나, 문제 해결 의지가 없다면 회원 자격이 정

학술지는 출판윤리 정책을 누리집에 밝혀야 한다. 출판윤리에서

지되거나 종료될 수 있다. 모든 회원 단체는 별도로 학술지에서 제기

는 (1) 저자(authorship) 및 기여자(contributorship)의 자격, (2) 항의 및

한 문제를 처리하는 절차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불만을 처리하는 방법, (3) 이해관계에 대한 정책, (4) 자료 공유 및 재
생산에 관한 정책, (5) 연구윤리 준수에 관한 정책, (6) 지적재산권 정

현재 판은 DOAJ에서 2018년 1월 15일 출판

책, (7) 출판 후의 논의 및 수정에 관한 정책 등을 다루어야 한다.

둘째 판은 DOAJ에서 2015년 6월 출판
첫 판은 DOAJ에서 2014년 1월 10일 출판

11. 간기

발행 간기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기관 설명]
12. 접근성

영국출판윤리위원회(COPE, https://publicationethics.org/)

COPE는 출판윤리의 모든 측면, 특히 연구 및 출판윤리 위반 사례

학술지의 구독방법과 구독료, 혹은 개별 논문당 열람 비용을 명시
해야 한다.

를 처리하는 절차를 편집인과 발행인에게 제공한다. 또한 회원들이
개별 사례에 대해 토론할 수 있는 장을 제공한다. COPE가 개별 사례

13. 자료 보존(archiving)

를 조사하지는 않지만 적절한 권위자(일반적으로 연구 기관 또는 고

학술지 폐간 시에도 과거 발행한 내용에 접근할 수 있도록 전자 백

용주)가 해당 사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편집인에게 권고한다. 모든

업 및 보존하는(예: CLOCKSS 또는 PubMed Central 기탁) 계획을 밝

COPE 회원은 처리 기준에 명시된 출판윤리에 관한 COPE 원칙을 적

혀야 한다.

용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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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픈액세스 저널 디렉토리(DOAJ, https://doaj.org)

오픈액세스 학술발행협회(OASPA, https://oaspa.org/)

DOAJ는 (1) 오픈액세스 학술지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누리집 정보

OASPA는 분야를 막론한 전 세계 오픈 액세스 발행인의 이익을 대

를 관리, 유지 및 개발하고, (2) 회원 목록 내 각 항목이 표준을 준수하

변하기 위해 2008년에 설립된 동업자 단체이다. OASPA의 목표는 오

는지 확인하며, (3) 오픈액세스 학술지의 가시성, 유통, 검색 및 선호도

픈액세스 출판을 지원하는 비즈니스 모델, 도구 및 표준을 개발함으

를 증가시키고, (4) 연구자, 도서관, 대학, 연구비 제공 기관, 기타 이해

로써 회원과 학술 커뮤니티의 이익을 위해 지속가능하고 발전된 미

당사자가 DOAJ에서 제공하는 정보와 서비스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

래를 보장하는 것이다. 이런 사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보 교환, 표준

록 하며, (5) 오픈액세스 학술지가 도서관 및 서지정보 제공자(aggre-

수립, 사업 모델 개선, 지지, 교육, 혁신 촉진을 추진한다.

gator) 서비스에 통합되는 것을 편리하게 하며, (6) 발행인과 학술지가
전자출판 표준을 준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나아가 (7) 학술 교류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AME, http://www.wame.org)

와 출판 시스템이 과학, 고등교육, 산업, 혁신, 사회 및 인류에 봉사하

WAME는 (1) 편집인 간의 협력과 소통을 증진하고, (2) 편집 수준을

는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이런 작업을 통해 DOAJ는 같은 목

향상하고, (3) 교육, 자기 성찰, 자기 규제를 통하여 의학학술지 편집의

표를 향해 노력하는 모든 당사자와 협력할 것이다.

전문성을 증진시키고, (4) 의학 편집의 원칙 및 실무에 관련한 연구를
장려하고자 의학 학술지 편집인들이 자발적으로 만든 국제 비영리
단체이다. WAME는 의학학술지 편집인의 업무 처리에 유용한 정책
과 권고안을 개발하고, 회원 편집인을 위한 교재를 마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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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yright Clearance Center, 논문처리비용(APC)의 자동화 및
합리화에 부응하는 새로운 OA 어그리먼트 매니저
(OA Agreement Manager) 출시

이 글은 Copyright Clearance Center의 홈페이지 내 2018년 2월 발행

자가 수월하게 최상의 작성자 중심의 환경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해준다.

기사를 번역한 것이다(http://www.copyright.com/copyright-clearance-

OA 어그리먼트 매니저의 핵심은 학술지가 계약기관 및 학술기금

center-launches-new-oa-agreement-manager-automate-streamline-fund-

등과 합의한 OA 계약조건을 반영한 특별한 거래내역을 설정·관리·

ing-apcs/).

추적하도록 해주는 도구라는 점이다. 이 도구들은 여러 유형의 상쇄
조치를 지원함으로써 학술지가 작성자를 불편하게 하지 않으면서

매사추세츠주 댄버스에 위치한 Copyright Clearance Center 주식회

작업흐름의 규칙을 준수할 수 있도록 해주며, 동시에 모든 이해당사

사(CCC)는 콘텐츠 관리, 저작권 및 지식의 발견·전달 솔루션을 선도

자의 수작업을 최대한 간소화한다. 원고가 접수되면 빠르게 통보되

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CCC는 논문 처리 과정에서 모든 이해당사자

고, 지원금 요청을 신속히 승인해 주기 위해 여러가지 필요한 정보를

에게 발생하는 비용이나 마찰을 없애기 위하여, 2017년 2월 27일, 최

올릴 수 있는 온라인 대시보드의 기능을 활용하여, 기관 및 학술기금

초로 통합 출판 워크플로우 솔루션시스템인 OA 어그리먼트 매니저

은 APC 지불 과정 전반에 걸쳐서 작성자에게 더 효율적으로 조언할

(OA Agreement Manager)를 출시하였다.

수 있게 된다. 규칙에 기반한 자동화된 워크플로우는 라이센싱, 청구

CCC는 오픈액세스(open access, OA)가 장기적으로 유지되려면 수

및 조세 규정과 관련된 여러 요소들을 분명히 파악할 수 있어서 작성

많은 학술지, 기관 및 학술기금(funder)들이 사용하고 있는 기존의 논

자에게 직접적인 혜택을 준다. 또한, 상세하고 일원화된 보고는 모든

문 처리 비용(article processing charge, APC)의 관리·추적 방식이 개선

이해당사자들에게 더 수준 높은 투명성을 제공하게 된다.

되어야 한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다. 건별(개별) 송장은 손이 많이 가

CCC의 제품관리 책임자인 제니퍼 굿리치(Jennifer Goodrich)는 다

는 과정을 요하고, 메타 데이터베이스가 충분하지 않으면 보고가 명

음과 같이 말한다. “학술지가 성장하고 번창하려면, 프로그램들이 커

확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투명성이 떨어지게 된다. 더 중요한 문제

지면서 관리비용을 최소화하고 수익성을 높일 수 있는 혁신적인 방

는 정책, 저작권 라이센스 및 지불요건에 대해서 개별 작성자의 지식

법을 점점 더 필요로 하게 된다. 우리는 지속 가능한 원칙과 기준에

에만 의존하게 되면, 오류가 발생하게 되고 사용자들을 상당히 곤혹

기반을 둔 상호 접속 인프라를 구축함으로써 RightsLink OA 어그리

스럽게 만든다는 점이다.

먼트 매니저가 OA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보장하는 데 의미있는 역할

CCC는 OA 출판 생태계의 주요 당사자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그들

을 할 수 있다고 믿는다.”

과 협력하면서 이러한 핵심문제를 해결하는 솔루션을 개발하였는데,

OA 어그리먼트 매니저에 대한 개선 사항들은 2018년에 전세계의

이는 데이터에 기반을 두면서 출판관계자들을 연결해주는 솔루션이

출판기관, 학술기금 및 파트너 기관과의 지속적인 협력을 통해서 계

다. 새로운 OA 어그리먼트 매니저는 OA 자금 지원 요청을 자동화 ·합

속 추가될 예정이다.

리화함으로써 작업흐름의 규칙을 구축하고, 학술지, 기관 및 자금제공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다면 다음 연락처로 연락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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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ison Stokes

Copyright Clearance Center에 대해서

fama PR사의 CCC 담당자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는 콘텐츠 관리, 라이센싱 및 지식

copyright@famapr.com

의 발견·전달 솔루션 분야를 선도하는 세계적 기업이다. CCC는 콘텐

+1-617-986-5010

츠 제작자와 사용자와의 관계를 통해 연구를 진작하고, 출판에 힘을
보태며, 저작권을 존중하는, 시장기반 솔루션을 제시한다. CCC는 자
회사인 RightsDirect 및 Ixxus와 더불어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회사
와 학술기관에서 일하는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위한 솔루션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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