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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김형순 회장, Scopus의 Subject Chairs 회의에 참석

지난 10월 30일-11월 2일, 과편협(KCSE) 김형순 회장은 태국 방콕의 Anantara Riverside Resort에서 열린 제19회 Scopus Subject Chairs 회의에 한국
저널선정위원회장 자격(현재,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발전위원회 국제화분과 위원장)으로 참석했다. 현재 Scopus는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 러
시아, 중국의 4개국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평가 1, 2차 심사를 하고 있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학술지의 출판윤리와
Predatory publishing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아울러 향후에 새로운 지역위원회의로 Arab world, Latin America, Eurasia, Japan의 확대 가
능성을 시사하였다.

▲ 회의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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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최재석 대외협력위원장, 대한전기학회
2019년도 차기 회장 당선

과편협 대외협력위원장인 최재석 위원장이 대한전기학회의 2019년도 차기 회장으로 당선됐다. 대한전기학회는 11월 16일 한국과학기술회관
에서 2018년도 제2차 평의원회를 개최하고 2019년도 차기 회장으로 최재석 교수를 선출했다.

제3회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시험 실시

2018년 11월 17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에서 제3회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Korea Manuscript Editor Certification, 이하
KMEC) 시험을 실시하였다. 이 시험은 2016년 처음 도입하여 40명, 2017년에는 13명의 원고편집인 국내자격증 소지자들을 배출하였다. 세 번
째로 치러진 이 시험은 서울시립대학교에서 개최되었으며, 전체 17명이 지원하였다. 17명이 모두 응시하였고 10명이 시험을 통과하였다. 전체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들의 명단은 과편협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다(https://www.kcse.org/certification/find.php).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에 도전하고 싶은 분들은 과편협에서 진행하는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의 수강을 추천한다.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은 일일 4시간씩, 총
8회, 8주에 걸쳐 진행하는 원고편집인 양성과정이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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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워크숍(2018-A06) 개최

과편협은 지난 11월 30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I am a novice edi-

고 “Authorship” 등에 대한 내용이 다뤄졌다. 또한 Editage 미국 회장

tor”라는 주제로 2018년 마지막 편집인 워크숍(2018-A06)을 개최하였

인 Donald Samulack이 “New Content Formats in Scientific Communi-

다. 과편협에서 매해 신임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으

cations and Their Role in Public Engagement”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로, 편집위원(장), 원고편집인 등 53명이 참석한 가운데 과학기술 분

마지막 발표는 2018년 5월 25일 발효되어 유럽연합 28개국 회원국에

야의 학술지 전반에 대한 10가지 주제에 대한 강연이 있었다. 이날

공통 적용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 일반법인 EU GDPR의 내용을 짚

워크숍은 김형순 회장이 “편집인의 역할과 자세”라는 주제로 발표

어보고 국내 학술지 발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는 시간이

를 시작하였으며, 최근 등재 심사에서 학술지 연구윤리와 출판윤리

었다. 이 발표에는 국제 변호사인 이주연 박사(Cornell University)가

항목이 강화됨에 따라 그 중요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는 “학술 출판

뉴욕에서 대기하면서 Skype를 통해 실시간으로 질의 응답하는 시

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 “COPE flowcharts: 내용과 활용”, 그리

간을 가졌다.

▲ Skype 질의 응답

▲ 편집인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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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
Preconference Workshop 안내

과편협에서는 2019년 1월 25일(금),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에서 ‘2019년도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개최합니다. 참여를 희망하시
는 분은 1월 11일(금)까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에서 신청방법을 확인하시어 사전등록 부탁드립니다.
이번 학술대회는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의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학술출판 생태계: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 서민 단국대 교
수의 ‘대중강연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발표해 주십니다. 또한 오전에는 ‘2019년도 Preconference Workshop’이 개최됩니다.
선택강의로 ‘Data Availability'와 ’Predatory Journals‘ 두 세션으로 진행됩니다.
회원 여러분과 학술지 관계자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립니다.

2019년도 과편협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시 간

강의 제목

12:00-13:00

포스터발표

13:00-14:00

정기총회

강 사

기조강연 1
14:10-14:50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학술출판 생태계: 주요 이슈와 대응전략

최희윤 (KISTI 원장)

15:00-15:40

대중강연의 허와 실

서 민 (단국대 교수)

15:40-15:50

휴식

15:50-16:40

구두 발표

16:40-16:50

우수 구두, 포스터 발표 시상

기조강연 2

16:5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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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Preconference Workshop
Workshop I. Data Availability
시 간
08:40-09:20
09:20-09:50
09:50-10:10

강의 제목
등록
Data Sharing의 개념 및 역사,
해외 사례
Data Sharing의 효과와
관련 Issue

10:10-10:30

Data 저장 및 인용방법

10:30-10:50
10:50-11:10

휴식
편집인을 위한
Data Sharing Policy

11:10-11:30

SCIE 학술지의
Data Sharing 정책 분석

11:30-11:50

Data Sharing에 대한
편집인들의 생각

Workshop II. Predatory Journals
강 사

시 간

김지현
(이화여대 문헌정보학과)
서윤주
(과편협 원고편집부위원장;
메드랑)
이현정
(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한양대 구리병원)
김수영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허선
(과편협 부회장; 한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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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제목

강 사

09:00-09:30

등록

09:30-10:00

Open Access와
Predatory Journals

윤철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0:00-10:30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Predatory Journals

서태설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KISTI)

10:30-11:00

휴식

11:00-11:30

Predatory Journals:
사례 중심 대응방안

최재석
(과편협 대외협력위원장; 경상대)

11:30-12:00

Predatory Journals의
법적 대처 방안

서지희
(과편협 출판윤리위원; 한미약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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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18. 10. 23

2018-4차 임원회의

2018. 10. 23

2018년도 전체위원회의

2018. 11. 30

2018-3차 정보관리위원회의

2018. 12. 7

2018-5차 임원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21일, 서울 aT센터 5층 그랜드 컨퍼런스홀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Nano Convergence』 SCIE 등재 확정(2019년 반

• 한국아동간호학회, 개정된 아동간호학 학습목표에 따른 통합형 문항개발

영 예정), SCOPUS 등재 확정(2019년 반영 예정), PubMed 등재 완료

과 학습성과(가제)

• 대한마취통증의학회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하순(추후공지)

• 대한암학회, 제2회 Korean Immuno-Oncology Symposium

MEDLINE 등재
• 대한비뇨기과학회 『Investigative and Clinical Urology』 SCIE 등재

일시 및 장소: 2019년 3월 8일, 서울롯데호텔(소공동)

•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Yeungnam University Journal of Medicine』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19년 제23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춘계학술대회

KCI 선정

일시 및 장소: 2019년 3월 22일-23일, 백범김구기념관(서울 효창동)

•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EMBASE 등재

<신임 편집위원장>

• 한국아동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SCOPUS 등재

• 전영환(홍익대학교),
Journal of Electrical Engineering and Technology (JEET),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2018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나노기술연구협의회, Nano Convergence Conference 2019

• 도덕희(한국해양대학교), 대한기계학회국문논문집,

일시 및 장소: 2019년 1월 17일-18일, 강촌 엘리시안 리조트

2018년 9월 1일-2021년 8월 31일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10회 동계학술대회(2019 KSBMB Winter Workshop)

• 김희동(안동대학교),

일시 및 장소: 2019년 1월 9일-11일, 비발디파크 메이플동(강원도 홍천)

Journal of Mechanical Science and Technology,

• 한국막학회, 제7회 멤브레인 윈터스쿨

2018년 10월 31일-2021년 10월 30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1월 24일-26일, 경상대학교 가좌캠퍼스(경남 진주시)

• 한만용(차의과대학 분당차병원), Korean Journal of Pediatrics,

• 대한암학회, 제11회 대한암학회 동계 Workshop

2018년 11월-2021년 10월

일시 및 장소: 2019년 1월 25일, 서울성모병원 본관 대강당

• 김종학(연세대학교), 멤브레인(Membrane Journal),

• 한국진공학회, 제56회 동계정기학술대회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2월 18일-20일, 대명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 송두삼(성균관대학교), 설비공학논문집,

• 한국원예학회, 2019 제13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

2019년 1월 1일-2021년 12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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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원 종합분야 1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단체회원
분야

종합

학술지명

Applied Microscopy

편집인

학회명

이종훈

한국현미경학회

회원현황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44종 (279개 학회)
• 특별회원 20기관

2019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1월

1/25
Preconference
Workshop

2월

2/20
Science Editing
Vol 6. No. 1 발행

3월

3/7, 14, 21, 2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4월

4/4, 11, 18, 25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5월

5/3, 10, 17, 24, 31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6월

6/30
뉴스레터 30호 발행

3/8
특별회원, 학술지
담당자 편집인
워크숍

1/25
2019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1/25
특별회원 간담회

3/21-22
편집인
워크숍(제주도)
3/29
출판윤리 워크숍
3/31
뉴스레터 29호 발행

7월

7/12-13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8월

9월

8/20
Science Editing
Vol 6. No. 2 발행

9/3, 10, 17, 24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야간)

8/23
출판윤리 워크숍

9/27
편집인
워크숍(대구)

10월

10/1, 8, 15, 22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야간)

11월

11/16
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12월

12/31
뉴스레터 32호 발행

11/22
출판윤리 워크숍
11/29
편집인 워크숍

9/30
뉴스레터 31호 발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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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가입안내

과
편
협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소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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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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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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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프리프린트(Preprint) 서버의 확산1)
기
고
현미환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공유센터 선임연구원

1. Preprint 서버의 확산 과정

당 통계를 살펴보면, 기존의 arXiv q-bio, PeerJ Preprints 외에 bioRxiv,

Preprint의 시작은 1961년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preprints.org, Wellcome Open Research 등 신생 서비스를 활용한 출

Health, NIH)이 생물학 분야의 출판 전 논문을 개방하기 위한 프로

판이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고 기존의 pre-

그램으로 볼 수 있는데, 이것은 1967년에 중단되었다. 이후 1991년

print 서버와 비교해도 최대 8배 이상 차이를 보이며 성장세에 있음

최초의 preprint 서버라 할 수 있는 물리학 분야 저장소인 arXiv가 등

을 보여준다.

2)

장하였고, 현재는 컴퓨터 과학, 수학 등의 주제 분야로도 확대되어

Preprint의 성장세를 우회적으로 살펴볼 수 있는 자료는 preprint

2018년 7월 현재 44만 편 이상의 논문이 서비스되고 있다. 1997년에

저작물의 DOI 연계 성장세를 확인을 통해 알 수 있다. CrossRef에

는 사회과학연구네트워크(Social Science Research Network, SSRN)가

따르면 전통적인 학술 저널 기사보다 preprint의 DOI 연계가 10배

경제학 분야의 preprint 서버인 RePEc (Research Papers in Economics)

이상 큰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5월 24일 현재 등록된 44,388개의

를 구축했다. 비교적 최근인 2013년에는 생물학 분야의 bioRxiv와

preprint 저작물을 보여준다. 전체 규모가 65,223개임을 감안하면

컴퓨터 과학 분야의 PeerJ Preprints가 서비스를 시작했다. 또한, OSF

preprint의 규모와 성장세를 짐작해 볼 수 있다.

Preprints에서는 국내외 preprint 서버의 데이터를 수집하여 통합검

최근 Open Science Framework (OSF)라는 오픈 소스 툴을 통해 오

색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2018년 7월 현재 27개의 preprint 서버

픈 사이언스 커뮤니티의 활성화를 주도하고 있는 Center for Open

가 운영되고 있으며, 등록된 콘텐츠는 200만여 건에 달한다.

Science (COS)는 2016년 오픈 소스 기반의 preprint 서버인 OSF Pre-

생명공학 및 생물의학 데이터베이스인 PubMed가 운영하는 pre-

prints를 오픈하였다. OSF Preprints는 오픈 소스로 개방되어 있어

print 서버인 PrePubMed에서 발표하는 월별 preprint 구축 통계를 살

누구나 무료로 활용이 가능하고, 이 툴을 활용하여 preprint 서버를

펴보면, 생명공학 분야 preprint인 bioRxiv가 출현한 2010년 중반 이

구축할 경우 Google Scholar를 비롯한 검색 엔진에 자동 색인을 제

후 논문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지난 2~3년 동안 등록된

공한다. 이 외에도 arXiv, BioRxiv, PeerJ 등 다른 그룹에서 서비스하

논문의 총량이 5배 이상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다. PrePubMed는 arX-

는 preprint와 통합 검색 등의 기능을 제공한다.

iv q-bio, PeerJ Preprints, bioRxiv, F1000Research, preprints.org, Win-

OSF Preprints를 기반으로 한 주요 서비스를 살펴보면 2016년 농

nower, Nature Precedings, Wellcome Open Research의 preprint 색인

업 분야의 agriXiv, 고생물학 분야의 PaleorXiv, 전기과학 분야의

서비스를 제공한다. 기사 원문을 PrePubMed가 저장하지는 않지만

ECSasXiv, 2017년 스포츠 분야의 SportRxiv, 학위 논문 관련 Thesis

해당 사이트의 기사 원문에 링크 정보까지는 제공해 주고 있다. 해

Commons, 의학 분야의 MedArxiv, 지구과학 분야의 EarthArxiv가

1) 본 기고는 KISTI에서 발간한 “오픈액세스 학술출판 동향과 추진방안” 보고서 중 일부를 발췌한 것임.
2) Cobb, M. (2017). The prehistory of biology preprints: a forgotten experiment from the 1960s. PLoS biology, 15(11), e2003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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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이다. 또한 언어, 국가별 preprint 서버 구축도 활발해지고 있

기회를 얻을 수 있다. 즉, 연구자 자신의 논문 질이 높아질 수 있으

는데 아랍어권의 ArabiXiv, 프랑스어권의 FrenXiv, 인도네시아의

므로 학술지에 게재될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 네 번째는 연구에

INArxiv, 라틴아메리카/이베리아 반도/남아프리카의 SciELO Pre-

대한 홍보가 빠르다는 점이다. Preprint 서버에 게시된 논문은 대개

prints가 모두 OSF Preprints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DOI가 부여되어 있으므로 인용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또한 소셜
미디어를 통한 확산이 쉽기 때문에 해당 저자가 연구, 학계에서 주

2. Preprint 서버의 한계와 가능성

목받을 가능성이 커진다. 다섯 번째는 증명의 효력이다. 흔히 연구

이렇게 preprint가 급격히 확산되고 있는 환경에서 학술 커뮤니티에

비를 지원하는 기관들은 연구자의 최신 연구에 대한 증빙을 요구

서는 여전히 몇 가지 우려가 존재한다. 대표적인 것이 저작권 관련

하는 경우가 많다. Preprint는 이런 요구에 즉시 대응할 수 있는 좋

이슈인데, 연구자들은 preprint 서버에 논문을 등록하는 것이 저작

은 기회를 제공한다. 여섯 번째는 논문 픽업의 기회가 많아질 수 있

권에 문제가 없는지 걱정한다. 연구자가 preprint 논문을 기관 저장

다는 점이다. 특정 출판사나 학회를 통해서만이 아니라 다양한 학

소 등에 셀프 아카이빙(self-archiving)할 경우, 이러한 행위는 논문

술지, 학회에서 논문 투고자를 찾을 경우 preprint 결과물이 기존의

의 투고, 심사 이전에 이루어지고, 이것은 출판사 등과의 저작권 계

학술 출판 유통 경로와 다르게 해당 학술지에서 직접 선택될 수 있

약을 침해하지 않기 때문에 법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는다. 단,

는 기회를 연구자에게 제공해 줄 수 있다. 이런 장점은 자연스럽게

preprint 버전의 셀프 아카이빙을 허락하지 않는 학술지가 존재하

논문 투고로 이어져 채택의 가능성이 높아진다. 마지막은 연구의

는데, 이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닌 학술지의 정책상 문제이다. 셀프

최종 목표라고도 볼 수 있는 학문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아카이빙 정책의 경우 분야별로 차이가 존재하는데, 물리 분야(물

학술지의 정식 논문으로 투고할 정도로 명확한 결론이 없더라도

리학, 컴퓨터 과학 등)에서는 일반적으로 preprint의 셀프 아카이빙

과정에서의 데이터를 공유하고 긍정적 결과뿐만 아니라 부정적 결

이 인정되는 것에 반해 생물학에서는 그렇지 않다. 또한 동료 심사

과까지 공개함으로써 보다 투명성을 확보하고, 궁극적으로 학문 발

가 끝난 postprint의 저작권은 일반적으로 출판사에 귀속되기 때문

전에 기여하는 연구자로 남을 수 있다.

에, 셀프 아카이빙을 하는 경우 법적 위반이 될 수 있다. 학술지 출

학술 출판에서 동료 심사는 여전히 필수적인 과정이다. 동료 심

판사들은 postprint에 대한 셀프 아카이빙에 대해 저널마다 각각 다

사는 근본적인 결함이 있거나 질적으로 좋지 못한 연구를 걸러내

른 저작권 정책을 적용하고 있으므로, 셀프 아카이빙을 하기 전 반

고 논문의 품질을 높이는 중요한 과정이고, 나아가 발생 가능한 과

드시 저작권 정책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학적 오류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는 안전장치이기도 하다. 따

Preprint가 현재의 학술 출판 환경이 가진 문제점을 완벽하게 해

라서 이러한 동료 심사라는 검증의 과정을 거치기 전 온라인에 배

결할 수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preprint가 갖는 다양한 장점들은

포된 preprint 논문에 수록된 연구 결과를 신뢰할 수 있느냐 하는 문

개방 및 공유가 중요시되는 현재의 사회 전반 및 학계 요구에 잘 부

제는 여전히 과학계에서 논란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preprint 서버

응할 수 있다. 우선 첫 번째로, preprint는 연구 결과의 빠른 배포를

는 빠른 출판을 통해 연구 결과를 동료들과 즉시 공유함으로써 다

가능하게 한다. 기존에 몇 개월 혹은 수년이 소요되던 정식 논문 출

양한 연구자들에게 피드백을 받고 연구의 오류를 수정할 수 있다

판 절차를 거치지 않고 최신 연구 논문의 초고나 자료를 관련 학계

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많은 연구자들이 참여하는 환경이 구축된

내에서 빠르게 배포할 수 있다. 두 번째로, 연구 주제에 대한 선점 효

다면 연구 결과의 신뢰성에 대한 우려는 해소될 수 있을 것이다.

과를 기대할 수 있다. 전 세계의 많은 연구자가 동시에 같은 연구 주

Preprint와 postprint는 어느 한 쪽이 절대적으로 옳고 그르다거나

제에 대해 연구 중인 경우 preprint 서버는 일반적으로 논문이 게시

더 나은 선택이라고 단정짓기보다는 보완재로서 상호 존립해나가

된 날짜를 함께 표기해주기 때문에 연구 발상, 발견에 대한 우선권

는 것이 필요하며, 서로가 갖는 긍정적인 요소를 받아들이면서 상

설정이 가능하다. 세 번째는 빠르고 다양한 피드백을 통해 연구의

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다. 보다 근본적으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

완성도를 높일 수 있다는 점이다. Preprint를 통해 관련 전문가들의

의 주체인 연구자와 학회의 변화가 필요하다.

폭넓은 의견을 빠르게 받을 수 있고 정식 출판 전에 수정 및 보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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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참 관 기
출판윤리 워크숍
(Predatory Journals: 최근 동향 및 대처 방안) 참가 후기
박종호 |

분석과학지(Analytical Science & Technology) 및
Mass Spectrometry Letters 편집위원, 한국원자력연구원

참

공동주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게재하는 학술지들이다. 허위 학술지는 일반적인 학술지가 추구하

관

일 시: 2018년 10월 26일 (금)

는 학문적, 기술적 성과의 공유가 아닌, 오직 게재료를 받기 위한 영

장 소: 한국콘텐츠진흥원 콘텐츠인재캠퍼스

리적인 목적만으로 운영하므로 ‘학술지’로서의 존재 가치가 없다.

기

원칙적으로는 학문적 존재 가치가 없는 학술지는 도태되기 마련이
올해 유사 학회에 대한 보도가 나온 이후 참가자에 대한 조사와 그

지만, 이러한 허위 학술지의 불순한 영리적 목적이, 연구 성과의 압

후속 조치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악의적인 참가자들에게 징계가

박을 쉽게 해결하려는 일부 악의적인 연구자들의 이해관계와 만나

있을 것이라는 소문이 있는가 하면, 연구 현장에서는 학회에 대한

기형적으로 운영되는 것이다.

화이트리스트(whitelist) 작성이 한창이다. 특히 화이트리스트는 학

첫 번째 발표인 “최근 동향 및 대처 방안”과 두 번째 발표인 “현황/

회뿐만 아니라 저널도 포함 시켜서 허위 학술지(약탈적 저널)에의

사례/대응방안”에서는 이러한 허위 학술지의 개괄과 현황에 대한

논문 투고를 막고자 하고 있다.

설명과 토의가 있었다. 허위 학술지는 최근의 오픈 액세스(Open Ac-

이제 막 국제 저널로 도약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학회지들의

cess, OA) 저널의 발전을 악이용하고 있다고 한다. 공공의 재산인 학

편집위원으로서 고민이 많던 차였다. 다소 정체된 논문 투고와 투

문적 성과에 대중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OA 저널은

고자의 다양성을 높이기 위해 관련 연구자들에게 투고를 독려하며

학술지의 유지를 위해 투고자의 게재료 지급을 필요로 하는 경우

학회지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최근의 유사 학회 및 허위

가 많은데, 허위 학술지는 이러한 OA 저널을 표방함으로써 경제적

학술지 이슈와 맞물려 자칫 오해와 의심을 살 수 있기 때문이었다.

수입을 정당화하는 것이다.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허위 학술지의 정의와 그 현황을 알

그런데 2015년의 한 보고에 의하면, 이런 허위 학술지가 소수에

아야 했다.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Predatory journals:

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2014년에 8000여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밝

최근 동향 및 대처 방안”이라는 주제로 개최한 출판윤리 워크숍이

혀졌으며 이에 출판되는 논문이 41만여 건에 이른다고 하였다. 심지

이러한 고민의 해결에 도움을 줄 수 있을까 하여 참석하였다.

어 SCOPUS나 SCI에 등재되는 허위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워크숍이 개최된 날에는 겨울로 가는 가을비가 제법 내리고 있

있다는 내용을 보고는 크게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결국 국제적으

었지만 이런 궂은 날씨를 뚫고 참석한 사람들이 강의장을 적지 않

로 통용되는 인용색인에 등재된 학술지라고 신뢰하면서 자칫 허위

게 채우고 있었다. 오전의 업무 때문에 약간 늦게 도착한 나는 첫 발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우를 범할 수 있는 것이다. 특히 이런 사

표가 한창 진행되고 있을 때 강의장에 들어섰다.

실은 불량 허위 학술지와, 국내의 많은 학술지처럼 국제적으로 명성

허위 학술지는 보통 “predatory journal”이라고 하는데 이를 그대

은 낮지만 정당한 학문적 가치를 가지고 있는 학술지를 구별하는

로 직역하면 “약탈적 학술지”라고 할 수 있다. 말 그대로 매우 부실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국제 인용색인 데이터

하거나 허위의 편집진만을 갖추고 제대로 된 심사과정 없이 논문을

베이스들에서 등재 및 유지에 대한 심사를 강화하고 적발된 저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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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인을 삭제하고 있으며, 국가적으로도 연구윤리와 연구관리 규정

투명한 검증을 받는 시스템인 Open Science와 그 맥을 같이 한다. 이

을 재정비하고 허위 학술지를 모니터링하는 데에 노력을 기울이고

러한 Open Science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플랫폼들이 이미 구축

있다고 한다. 그러나 부당한 연구 성과 생산에 대한 유혹을 뿌리치

되어 활용되고 있다고 한다. 비단 허위 학술지의 출현만이 Open Sci-

고 본인의 연구 결과를 정당한 심사를 받아 공유하려고 하는 연구

ence 도입 필요성의 유일한 이유는 아니지만, 이를 통해 허위 학술지

자 개인의 연구윤리와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자정 노력이 무엇보다

의 폐단이 크게 사라질 것 같다. 결국 학술지는 디지털 출판, Open

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Access, 다양한 식별자(identifier)의 도입과 함께 Open Science의 방

세 번째 발표는 “유사 학회 와셋(WASET) 사태 연구자 인식과 대

향으로 발전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응방안 의견조사 결과’였는데, 2018년에 대학, 국가기관, 출연 연구

워크샵이 끝난 후 내가 이 워크샵에 참석한 계기를 다시 생각해

원, 기업의 연구자 총 1,011명을 대상으로 13개 항목에 걸쳐 수행한

보았다. 편집위원으로서 우리 학회지가 허위 학술지로 오해받지 않

설문조사의 결과를 요약하여 소개하였다. 이 설문조사는 비록 허

도록 차별화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그동안 우리는 우리 학술

위 학술지가 아닌 유사 학회에 관한 것이었지만, 연구 성과에 대한

지를 SCOPUS나 SCI 등의 국제 인용색인에 등재하려는 노력만 했

압박을 쉽게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는 동기를 고려했을 때 유사 학

고 그것으로 학술지의 질적, 그리고 윤리적 문제가 모두 해결될 것

술지에 관한 실태와 인식을 가늠하는 데 좋은 힌트를 제공한다고

이라고 믿었다. 하지만 허위 학술지의 폐단은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

생각하여 관심이 있었다. 이 발표에 의하면 과반수의 응답자들이

는 것을 반증했다. 결국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을 엄정하고 투명하

최근의 유사 학회 사태에 대해 양적 연구사업 평가 지표의 문제점

게 평가하는 전문가 심사 시스템의 강화가 전제가 되어야만 ‘학문

이 주된 원인이라고 하였으며, 연구자 개인의 학문적 부도덕성에서

적 성과를 관련 연구자들과 공유하여 더 깊은 학문적 성과의 기반

기인한다는 의견도 33%에 달했다. 이에 따르면 연구사업 평가가 성

을 제공한다’는 학술지 본연의 존재 가치를 만족시킬 수 있다고 생

과의 양에 크게 좌우되는 한, 연구자는 유사 학회나 허위 학술지의

각한다. 여기를 시작점과 목적지로 삼고 이를 위해 편집인과 편집위

유혹에 꾸준히 노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특히 비판 여론 대응에

원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를 고민 해봐야겠다.

급급한 소 잃고 외양간 고치기 식의 성급한 징계나 규제 자체를 위

어떻게 보면 이 워크샵은 편집인뿐만 아니라 모든 연구자들이 관

한 규제 추가가 연구 현장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결국 건강하고 발전적인 연구

염려는 설득력이 높다고 생각한다.

성과 발표의 몫은 연구자들 각자에게 있기 때문이다. 물론 허위 학

네 번째 발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에 미치는 문제점”이었다. 허

술지에 현혹되기 쉬운 환경을 개선하는 제도적인 노력도 같이 있어

위 학술지는 영리적인 목적만을 추구하므로 최대한의 이익 창출을

야 하겠지만, 연구자들에게는 공정하고 정당한 규칙을 기반으로 건

위해 별다른 질적 심사 없이 논문을 게재한다. 따라서 투명한 전문

전하게 연구 성과를 만들어내야 하는 책임이 있다. 그러기 위해서

가 심사(peer review)가 허위 학술지의 만연을 막을 수 있는 열쇠라

는 각자의 연구윤리를 재정비하고 유사 학술지와 같은 부당하고 위

고 생각된다. 이것은 좀 더 많은 연구자에게 연구 결과를 공개하여

험한 지름길을 거부할 수 있어야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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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참관기

윤병호 |

대한골대사학회지 간사,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정형외과

참
관
기

저는 대한골대사학회지 간사를 맡고 있는 인제대학교 서울백병원

았다면 정말 열심히 공부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중반

정형외과 조교수 윤병호입니다. 올해 무더위가 시작되기 전인 5월

부에는 불일치 분사구문 같은 문장의 종류와 체계에 관련된 강의

17일부터 8월 23일까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

가 진행되었습니다. 평소에 다른 논문을 심사(peer review)하다 보면

에서 주최한 2018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에 참가하였고, 최근 과

문장 구성이 이상하기는 한데 구체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었던 경험

편협에서 시행한 제 3회 원고편집인 자격시험에 응시하여 합격하였

이 누구에게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 이유와 수정 방법을 배우게

습니다.

되어 정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종반부 과정은 구두점, 부호 등의
사용과 논문 작성 규칙이었는데, 많은 사용법과 의미에 놀랐습니

1. 참가 계기

다. 또한 임상의들은 논문을 작성할 때 의미가 있어 보이기 위한 기

연구 실적과 평가에 대한 압박으로 인해, 우리나라 젊은 교수들에

술을 하려는 경향이 있으며 저도 그렇게 작성했던 적이 많았는데

게 논문 작성은 자의 반 타의 반으로 이루어지는 피치 못할 선택입

이에 관련한 원칙을 알게 되어 앞으로 많은 참고가 될 것 같습니다.

니다. 완성된 논문이 출판될 때의 즐거움은 잠시인 반면, 그 작성 과

그동안 어찌 보면 주먹구구 식으로 기존의 출판된 논문들을 참

정은 기나긴 자신과의 싸움일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

고하여 여러 논문을 작성했었는데, 여러 학술지에 투고하고 교정을

면 논문을 좀더 효율적으로 작성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은 늘 저의

하면서 쌓였던 경험들이 이번 교육과 스터디 과정을 통해 어느 정

관심사였습니다. 그러던 중에 대한골대사학회의 학회지 간사 일을

도 정리된 것 같아 개인적으로 매우 뿌듯합니다.

시작하게 되면서, 논문의 형식이나 학술지가 구성되는 방식에도 관
심이 생겼습니다. 학회지를 운영하면서 개선하고 싶은 사항들도 생

3. 느낀 점

기고, 타 학회지에 투고하면서 부족한 부분들도 보이게 되면서, 교

지난 여름 교육과정을 시작할 때는 누구보다 의욕적이었지만, 중간

육을 통해 나의 논문은 물론 우리 학회지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

중간 바쁜 일이 생길 때면 내가 정말 이것을 꼭 공부해야 하는가 하

같다는 막연한 기대를 가지고 원고편집인 교육과정에 참여하게 되

는 생각에 자신과의 싸움도 많았습니다. 8월 말 정규 교육과정이 끝

었습니다.

나고 추가적으로 스터디 그룹을 형성하여 12월에 국내에서 개최될
국제 원고편집인 자격시험(BELS 시험)을 준비하게 되었는데, 공부

2. 무엇을 배웠나?

하는 중간 쉬는 시간에 선생님들과 유익한 대화도 나누면서 모두

초반부는 논문 작성에 필요한 영문법에 대한 교육이었습니다. 영문

각자의 위치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살아가고 있음에 많은 공감

법이 이토록 절실하게 잘 이해되고 재미있었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

대도 형성되었던 것 같습니다.

니다. 중·고등학교 시절 영문법의 필요성을 지금의 반만이라도 알

임상의들이 좋은 연구를 하는 것은 물론 그 내용을 좋은 저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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싣고 많은 독자들에게 읽히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

국내외의 많은 학술지가 영문 논문 투고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

문 교정과 편집은 정말 중요한 과정입니다. 이번 교육은 이러한 학술

다. 하지만 실제로 의과대학 교육과정이나 전문의 수련과정에서 논

지를 편집하고 교정해 주시는 분들의 관점을 공유하는 동시에 논

문 작성이나 학술지에 대한 교육을 접할 기회는 거의 전무합니다.

문 작성의 기본을 탄탄히 다질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었습니다. 함

이번 교육은 영문 논문 작성에서 겪게 되는 막연한 어색함과 어려

께 공부했던 선생님들께 지면을 빌려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열심히

움을 많이 해소해 주었던 소중한 시간이었습니다. 교육과정에서 배

배우고 공부했던 2018년의 여름을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웠던 방대한 내용들을 모두 다 기억하고 논문 작성에 완벽히 적용
할 수는 없겠지만, 그 동안 논문을 작성하거나 리뷰하며 느꼈던 과

4.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

정을 되돌아 보며 앞으로의 연구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됩

현재 대학이나 여러 기관은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 성과를 요구하기

니다. 마지막으로 좋은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개최해 주시는 과편

에 임상 연구자들에게 논문 작성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또한

협에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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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명여자대학교 아시아여성연구원

지난 12월 1일 서울시립대학교에서 Board of Editors in the Life Sci-

시험을 준비하는 동안 꽤 많은 양의 자료와 관련 책들을 봐야 했

ences (BELS)가 주최하는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이 있었다.

다. 개인적으로는 시험의 결과에 상관없이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되었

국내에서는 2014년 이래로 4년 만에 시행되는 시험이었다. BELS는

다. 특히, 과편협에서 실시한 원고편집인 중급교육과정 스터디를 통

생명과학 분야에서 원고편집인(ME)의 자질을 평가하기 위해 1991

해 편집을 위한 문법 정리, 스타일을 위한 구두점, 표와 그래프의 구

년 미국에서 설립된 전문 기관으로 미국, 아시아 등지에서 시험을

성 등 실무에 있어서 필요한 것들을 짚고 넘어갈 수 있었던 것이 매

유치하여 생명과학 분야에 최적화된 전문 원고편집인을 양성해 내

우 유익했다. 학회나 전문 기관에서 교정, 교열과 편집 실무를 관장

고 있다.

하고 있고 생명과학 분야 원고편집인으로서 공인된 국제적 전문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는 지난 5월부터 원고편집

로 인정을 받고자 한다면 본 시험을 추천한다. 다만, BELS 시험이 매

인 초급 및 중급교육과정을 실시하였고, 교육 수료자 일부도 본 시

년 국내에 유치된다고 보장할 수 없다는 점은 안타깝다. 이번 시험

험에 응시하였다. 시험은 사지선다형 106문항을 세 시간 안에 푸는

에도 국내 ME뿐만 아니라 다수의 외국인이 시험에 응시하여 시험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학술지 발간 전반의 업무 지식부터 원고편집

장에 와 있었다. 자국에서 시험이 유치되지 않아 한국을 방문한 것

실무에 이르기까지 문제 유형은 다양하지만, 대체로 교정 실무가

이다. 이렇듯 원한다고 해도 매년 국내에서 자유롭게 응시할 수 있

주를 이룬다. 무엇보다 BELS 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생명과학 분야

는 시험이 아니기 때문에, 응시하기 전 반드시 BELS 홈페이지의 스

에 대한 학문적 지식, 영문법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과학적 글쓰기

케줄 캘린더를 주의 깊게 체크하여 자신이 갈 수 있는 국가와 지역

를 위한 훈련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학회에서 편집간사나 원고

(Table 1)을 잘 살펴봐야 한다.

편집인의 직함을 달고 있더라도 학술지 투고와 심사 등 발간에 관

BELS시험을 준비하면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마주한 적이 있다.

련한 행정적 업무를 주로 하고 있으면서 교정, 교열 및 편집은 전문

“Remember that, as writers and editors, it’s our job to make our materials

기관에 맡기고 관리만 하고 있는 실정이라면 시험 응시는 무리가

clear, not the readers’ job to figure out what we meant.” 즉, 학술지의 독

될 수 있겠다. BELS 시험은 ‘교정’ 능력에 상당한 무게를 두는 시험이

자가 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은 독자가 아닌 편집인의 잘

므로, 본 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 영어를 모국어로 쓰지 않는 국내

못일 수 있다는 것이다. BELS 시험을 준비한다면 ME의 역할이 글을

ME들에게는 각별한 훈련과 노력이 요구된다.

분명하고 읽기 쉽게 만드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임하길 바란다.

Table 1. BELS Certification Examinations, 2019					
Date
03-Feb-19
16-Mar-19

Day
Sunday
Saturday

Time
1:00 pm–4:00 pm
1:00 pm–4:00 pm

City

Site

Register by

Mumbai, India M. L. Dahanukar College, Dixit Road, Vile-Parle (East), Mumba – 400057 Maharashtra January 13, 2019
Dallas, TX
Meadows Conference Center, 2900 Live Oak Street
February 23, 2019

04-May-19 Saturday 1:00 pm–4:00 pm Columbus, OH Hyatt Regency
06-Nov-19 Wednesday 9:00 am–12:00 noon San Diego, CA Sheraton San Diego Hotel and Mar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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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ril 13, 2019
October 16,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