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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제9차 2019년도 정기 총회 및 학술대회 개최

지난 1월 25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제9차 2019년도

김 수 기획운영위원장이 의제로 제한한 2018년 사업실적보고와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가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행

세입세출결산(안), 2019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개인·특별

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120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 총회,

회원 인준(안)은 모두 승인 처리되었다. 감사 보고에서는 “한국 과학

기조 강연, 학술대회 순으로 진행되었다. 김형순 회장의 개회사로 정

학술지의 국제화에 발맞추어 원고편집인 교육을 늘려 국제 규격에

기 총회가 시작되었고, 여러 분야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

맞는 학술지의 발전에 도움을 주었으며, 적극적으로 국제학술행사

다. 지난 2년간 Science Editing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 가장 우수한 것

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을 아끼지 않았다”고 평가되었다.

으로 평가된 논문의 저자인 김수영 한림대 교수가 논문상을, 2017년

올해의 기조 강연은 최희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원장을 초

도 SCOPUS 학술지 중 뛰어난 역량을 발휘한 단체회원인 한국미생물

대하여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학술출판 생태계: 주요 이슈와 대응전

학회의 Journal of Microbiology와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의 Asian-

략”에 대한 주제로 국내 과학 편집인들에게 최근 학술활동에서 발생

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학술지가 Elsevier상을 수상하

되고 있거나 예측되는 여러 이슈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서 서 민

였다. 이번에 새롭게 신설된 우수 강의상은 지난 1년간 과편협 교육 및

단국대 교수가 “대중강연의 허와 실”이라는 주제로, 전공 분야인 “기

워크숍에서 강의를 한 연사 중 3인을 선정하였으며, 허 선 한림대 교

생충”에 여러 이슈들을 빗대어 흥미로운 강의를 하였다. 구두 발표는

수, 서태설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학술정보공유센터장, 안

장현주 Elsevier Korea 팀장, 김 순 과편협 기획운영위원, 최형욱 3명의

환태 인포루미 부장이 수상하였다. 마지막으로 과편협에 대한 지속적

발표로 진행되었으며, 학술지 편집 및 출판과 관련된 주제의 포스터

인 관심과 지원을 통하여 협의회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최희윤 한

5편이 전시되었다. 우수 포스터 및 우수 구두 발표 수상자는 아래와

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KISTI) 원장에게 감사패를 전달하였다.

같다.

부 문

제 목

저 자

우수 포스터상

Status of digital standards in Asian open access journals which are
registered in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김순

우수 구두발표상

Comparison between Korean and foreign authors concerning the
citation impact of Korean journals indexed in Scopus

장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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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회사, 김형순 회장

▲ 논문상, 김수영 교수

▲ Elsevier상, 한국미생물학회 Journal of Microbiology

▲ Elsevier상, 아세아태평양축산학회
Asian-Australasian Journal of Animal Sciences

▲ 우수 강의상, 허 선 교수

▲ 우수 강의상, 서태설 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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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패, 최희윤 원장

▲ 기조 강연, 최희윤 원장

▲ 기조 강연, 서 민 교수

▲ 2019년 제9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단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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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Preconference Workshop 개최

지난 1월 25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2019년도 Preconference Workshop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Data Availability와 Predatory Journals의 2가
지 주제로 동시에 진행하였으며, 77명의 편집인이 참석하였다.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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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
편
협
소
식

2019년 편집인 워크숍(2019-A02, 제주대학교) 개최

지난 3월 21일-22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편집인 워크숍을 개최하였다. 학술지 편집위원장 및 편집위원, 원고편집인 등 45명이 참석하
였으며 이틀 동안 편집인 기초, Data Sharing, 출판윤리, 데이터베이스 등재 등 4개의 주제로 진행되었다. 하반기에는 대구 경북대학교에서 개최될
예정이다. 편집인들의 많은 관심과 참석을 부탁드린다.
3월 21일
Workshop Ⅰ. 편집인 기초
시 간

내 용

연 사

13:00-13:30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20
15:20-16:00
16:00-16:30
16:30-17:00

등록
편집인의 역할과 자세
Principles of Transparency of Best Practice: 학술지의 점검 목록
편집인을 위한 연구출판윤리
휴식
편집인을 위한 올바른 영어의 사용
학술지 스타일과 원고편집
편집인이 알아야 할 Digital Publishing

17:00-17:30

편집관련 최근 이슈 따라 잡기(개인정보, data sharing 등)

김기홍(과편협 출판위원장; 아주대)

17:30-19:00

저녁식사

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

김형순(과편협 회장; 인하대)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황윤희(과편협 교육연수위원; 컴팩스)
서윤주(과편협 원고편집부위원장; 메드랑)
서태설(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KISTI)

Workshop Ⅱ. Data Sharing & Archiving
시 간

내 용

연 사

13:00-13:30
13:30-14:00
14:00-14:30
14:30-15:00
15:00-15:20
15:20-16:00
16:00-16:30
16:30-17:00

등록
Data Sharing의 개념 및 도입효과
Data Archiving의 개념 및 적용 실제
편집인을 위한 Data Sharing Policy
휴식
SCIE 학술지의 Data Sharing 정책분석
Data Sharing에 대한 편집인들의 생각
데이터 저장 및 인용방법

17:30-19:00

저녁식사

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

17:30-19:00

저녁식사

제주대학교 글로벌하우스

서윤주(과편협 원고편집부위원장; 메드랑)
장재화(과편협 기획운영부위원장; 인포루미)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이현정(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한양대)
이현정(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한양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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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2일
Workshop Ⅲ. 출판윤리
시 간
09:00-09:30

09:30-10:00
10:00-10:30
10:30-11:00
11:00-11:30
11:30-12:00

내 용

연 사

왜 연구윤리인가
연구윤리문제에 대한 언론의 시각
출판윤리 최근 동향
휴식
저자 결정(방법)에 대한 윤리적 접근
윤리적 관점에서의 논문 리뷰 시스템 비교

장경수(한국연구재단 원천사업실장)
김진두(한국과학기자협회 회장)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한동수(과편협 교육연수위원; 한양대)

Workshop Ⅳ. 데이터베이스
시 간

내 용

연 사

09:00-09:40
09:40-10:10
10:10-10:20
10:20-10:40
10:40-11:40

SCOPUS CSAB의 최근 심사 경향
SCIE 등재심사 최근 경향
휴식
우리 잡지는 왜 SCOPUS, SCIE 등재가 되지 못하였나?
학술지 평가 실습(1) - 분야별 조별 토의

11:40-11:50
11:50-12:40

휴식
학술지 평가 실습(2) - 결과 발표

김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연세대)

12:40-13:00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 후 학술지 발전방향

최재석(과편협 대외협력위원장; 경상대)

▲ 제주대 편집인 워크숍 단체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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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과편협 회장; 인하대)
허선(과편협 부회장; 한림대)
허선(과편협 부회장; 한림대)
허선(과편협 부회장; 한림대),
김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연세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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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회의명

2019. 1. 17

2019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점검회의

2019. 1. 25

특별회원 간담회

2019. 2. 20

2019-1차 정보관리위원회의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 대한면역학회, 2019년 대한면역학회 춘계학술대회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비만학회 『Journal of Obesity & Metabolic Syndrome』 PubMed

(대한면역학회-대한장연구학회 공동 심포지엄)

Central, ESCI 등재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11일-12일, 건국대학교 새천년관 대공연장/

• 대한통증학회 『The Korean Journal of Pain』 SCI(E) 등재

건국대학교 부동산대학원 103호, http://www.ksimm.or.kr/abstract/

• 한국생활과학회 『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KCI 등재

• 대한통증학회, 2019년 대한통증학회 초음파워크숍

• 한국역학회 『Epidemiology and Health』 ESCI 등재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13-14일,

• 한국아동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SCOPUS 등재

삼성서울병원 본관 지하 1층 대강당, 중강당 1, 2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ESCI 등재

• 대한수학회, 2019년도 대한수학회 봄 연구발표회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KCI 등재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19-20일,
강원대학교 춘천캠퍼스(춘천시, 60주년 기념관)

• 한국부식방식학회, 2019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부식기술세미나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4-25일, 창원컨벤션센터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대한비만학회, 제50차 대한비만학회 춘계학술대회

• 대한중환자의학회, The 39th KSCCM Annual Congress and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 2019, The 19th Joint Scientific Congress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6일, 쉐라톤디큐브시티호텔, 서울

• 한국역학회, 2019 한국역학회 봄 학술대회

of the KSCCM and JSICM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6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6-27일, 더케이호텔 컨벤션센터

•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한국영양학회, 대한지역사회영양학회·한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교육관(서울 연건동)

•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한국지하수토양환경학회 춘계학술대회

국영양학회 공동춘계심포지엄 “한반도 영양,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6일,

및 정기총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9-10일, 제주 한화리조트

이화여자대학교 국제교육센터 LG 컨벤션홀(B1)

• 한국고분자학회, 제17회 신기술강좌

• 한국역학회, 2019 한국역학회 봄 연수교육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27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10일, 부산 BEXCO

• 한국고분자학회, 2019년도 춘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융합관, 양윤선홀(서울 연건동)

•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 2019년 KAOSTS 춘계 공동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4월 10-12일, 부산 BEXCO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15-17일, 제주 ICC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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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Journal of Human Ecology (한국생활과학회지),

표회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 이상율(부산대학교),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22-25일, 경주화백컨벤션센터

• 한국현미경학회, 2019 한국현미경학회 춘계학술대회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22-24일, 웰리힐리파크(강원도 횡성군)

• 대한통증학회, 2019년 제68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 전상은(계명대학교), Asian Oncology Nursing,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0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25-26일, 대전컨벤션센터

• 한국생활과학회, 한국생활과학회 2019 하계학술대회 및 직업체험

• 조성래(울산대학교), 새물리,

프로그램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차재춘(포항공과대학교),

일시 및 장소: 2019년 5월 31일, 청주 충북대학교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19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대한수학회보),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2-5일, 제주 ICC (제주도)

•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19년 정기학술발표회 및 총회

• 황윤회(부산대학교), Current Applied Physics,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13-14일, 전북 전주시 농촌진흥청

• 한국정보기술학회, 2019년도 한국정보기술학회·한국디지털콘텐츠
학회 하계 공동학술대회 및 대학생 논문 경진대회-지능정보화 사회
를 위한 자율사물 산업기술

<단체회원 동향 및 기타 소식>

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13-15일, 목원대학교 공과대학

• 한국역학회는 학술지와 학회 소식 홍보를 위한 블로그 및 페이스북

• 한국아동간호학회, 한국아동간호학회 하계학술대회

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블로그를 방문 하시면 보다 빠르게 학술지 및

(주제: 아동간호학 R&D 전략과 국제협력사업 조명)

학회 소식을 접하실 수 있습니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14일, 연세암병원 지하 3층 서암강당

블로그: www.ksepi.org

• 한국부식방식학회, 제6회 방식기술자 전문교육

페이스북: www.facebook.com/ksepi.org, www.facebook.com/epi-

일시 및 장소: 2019년 6월 24-28일, 서울지역

demiologyandhealth
• 한국아동간호학회는 아동과 가족의 건강에 대한 다양한 연구, 고찰
및 최신 지견의 출판을 위해 공식 학술지인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CHNR)를 발간하고 있습니다. CHNR은 SCOPUS 등재

<신임 편집위원장>
• 곽상수(한국생명공학연구원),

국제공인학술지로 연 4회 출판하며, 국내외 우수 논문의 활발한 소

Plant Biotechnology Reports,

통을 위해 영문 원고와 한글 원고 모두 상시 투고를 접수받고 있습니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다. 특히 국제 수준 학술지의 면모를 더욱 공고히 하고자, 연 4회 중 1

• 김기범(경상대학교), 한국해양환경·에너지학회지,

호(1월호)와 3호(7월호)는 전문 영문판으로 발간됩니다.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CHNR누리집: https://www.e-chnr.org/,

• 김재헌(국민대학교),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CHNR 편집부: deluxei@naver.com )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한국생활과학회가 논문 투고 제규정을 정비하는 동시에 논문 투고

• 김종보(건국대학교), Journal of Plant Biotechnology,

시스템을 Journal & Article Management System (JAMS)으로 이전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하였습니다. 많은 이용 부탁드립니다.

• 남상건(분당서울대학교병원), The Korean Journal of Pain,

• 과편협 권호정 감사, 혈관신생을 조절하는 새로운 유전자와

2018년 11월-2020년 11월

저해 화합물 발견
과편협 감사를 맡고 있는 권호정 교수(연세대 생명공학과)의
연구팀이 국제협력연구를 통해 암 및 혈관질환의 주요 원인인
혈관신생의 새로운 조절유전자와 이를 특이적으로 저해하는
화합물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화학생물학 및 생화학
분야 국제 권위학술지인 ACS Chemical Biology의 2019년 1
월호 표지 논문으로 발표되었고, 혈관신생 관련 질환의 새로
운 치료제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연세공감 Vol. 620).

• 박종일(서울대학교),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대한수학회지),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송호철(세종대학교), 지하수토양환경,
2017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연임)
• 오용석(경북대학교),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유복희(울산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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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체회원 이학분야 1종, 의학분야 1종, 종합분야 1종, 특별회원 2기관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단체회원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Mark H. Siggers

경북대 수학과

이학

Kyungpook Mathematical Journal

의학

Communication Sciences and Disorders (언어청각장애연구)

표화영

한국언어청각임상학회

종합

Journal of East Asia and International Law (동아국제법연구)

이용중

이준국제법연구원

*특별회원
업체명

이월드에디팅

에이퍼브

업무

대표자

- 문서작성업
- 학술논문교정업
- 영문문서작성 및 편집업

고진원

- 편집, 디자인
- 인쇄, 출판
- 저널사이트 서비스
- 논문투고심사시스템 서비스

류정훈

회원현황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48종 (284개 학회)
• 특별회원 20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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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과
편
협
1월

1/25
Preconference
Workshop

2월

2/20
Science Editing
Vol 6. No. 1 발행

1/25
2019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3월

3/5, 12, 19, 26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4월

5월

4/2, 9, 16, 23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6월

6/30
뉴스레터 30호 발행

3/8
특별회원, 학술지
담당자 편집인
워크숍

1/25
특별회원 간담회

3/21-22
편집인 워크숍
(제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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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으며 www.kcse.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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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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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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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외 연구데이터 공유 체계 및 정책 개발 사례
기
고
김지현 |

이화여자대학교 문헌정보학과 교수

모든 연구 활동의 기초가 되는 원 자료인 연구데이터는 오픈 사이

에서의 데이터 공유 사례를 바탕으로 데이터 공유가 활성화된 배경

언스(open science)로 명명되는 과학계의 개방화 추세와 더불어 그

을 논의하고 시사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중요성이 더욱 강조되고 있다. 해외에서는 데이터를 체계적으로 관
리하고 널리 공유함으로써 다른 연구자들이 이를 재이용(reuse)할

해양학(oceanography)

수 있다는 관점에서 연구자, 출판사 및 학회, 대학도서관 등 다양한

해양학 분야에서는 해양 생태계에서 일어나는 물리적, 화학적, 생

주체들이 관련된 활동들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다. 데이터 공유는

물학적, 지리적 현상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국제

데이터의 생산자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이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

적이고 학제적인 협력 연구가 필수적이다. 이를 수행하는 대표적인

게 제공하는 것이다. 동료들 간에 연구데이터를 공유하는 것에서부

조직인 유네스코 산하의 해양 과학 기구 Intergovernmental Oceano-

터 누구나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도록 데이터 레포지터리(reposito-

graphic Commission (IOC)는, 2018년 현재 149개 회원국을 보유하고

ry)에 데이터를 제출하여 공개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데이터 공유의

있으며 해양 데이터 공유와 관리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방식은 다양하다고 할 수 있다. 공유된 데이터는 원래 데이터가 생

있다. IOC에서는 1960년대부터 대규모 연구 과제 수행을 통해 생산

산된 목적이 아닌 새로운 연구 문제를 탐구하기 위한 목적으로 활

된 다양한 유형의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를 공유하는 시스템과 정

용될 수 있으며 데이터의 재이용은 이와 같은 2차적인 분석 활동을

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왔다. 해양 데이터 수집에는 많은 시간

의미한다. 데이터의 공유와 재이용을 통해 연구자들은 기존의 데이

과 노력, 금액이 투입되는데 이렇게 수집된 데이터는 대체 불가능한

터를 새로운 관점에서 분석하여 의미 있는 연구 결과를 도출하고

가치를 가지므로, IOC는 이를 철저히 관리하면서 많은 연구자들이

연구의 재현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는 궁극적으로 학문의

활용할 수 있도록 공유하는 기반을 구축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발전으로 연결될 수 있다.

IOC에서는 1960년대에 데이터 공유 촉진을 위한 실무 그룹인 Inter-

이러한 순기능은 데이터 공유와 재이용을 촉진할 수 있는 동력

national Oceanographic Data Exchange (IODE)를 구성하고 통합적인

이 될 수 있으나 모든 학문 분야에서 이와 같은 기대 효과를 받아들

해양 데이터 수집 시스템인 Integrated Global Ocean Station System

이면서 데이터를 활발히 공유하는 것은 아니다. 사실상 데이터 공

(IGOSS)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였다. 1970년대에 들어 IGOSS의 운영

유가 자발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분야는 많지 않으며 이와 같은

을 본격화하면서 데이터 수집과 배포를 위한 국제적인 협력 체계를

학문 분야 중에서 특히 해양학, 생태학, 유전체학 분야에서는 데이

구축하였다. 1980년대에는 발전된 정보기술과 회원국 간 협약을 바

터 공유의 역사적인 발전 과정을 논의하면서 자체적인 데이터 공유

탕으로 데이터에 대한 표준 포맷을 개발하는 등 데이터 공유 역량

체계와 문화를 형성하고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상기 학문 분야

을 확장하였으며, 1990년대에는 세계기후협회 등 관련 글로벌 프로
13

그램과의 협력을 통해 데이터 공유를 촉진하였다. 2000년부터 현재

학문으로 DNA 염기서열, 유전자 위치와 구조, 유전자와 단백질의

까지 IOC는 정부 간 협력을 보다 강화하면서 데이터 공유 정책과

기능적 분석 결과 등 대량의 데이터를 생성하는 분야이다. 전 세계

서비스를 개선하는 데 주력하고 있다. IOC의 데이터 정책에서 데이

적으로 잘 알려진 인간 게놈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터와 메타데이터 및 데이터에서 파생된 정보로의 오픈 액세스를 명

HGP)는 DNA 염기서열 데이터 공유의 필요성을 알리고 이를 실행

시하고, Ocean Data Portal 구축을 통해 IOC에서 수집한 해양 데이

하기 위해 정책을 수립한 대표적인 연구과제이다. 1996년 HGP에 참

터로의 통합적인 접근을 강조하고 있다[1].

여한 5개국 연구자들과 버뮤다(Bermuda)에서 회의를 개최하였고,
HGP에서 생성되는 DNA 염기서열 데이터를 매일 공개할 것을 천명

기
고

생태학(ecology)

하는 버뮤다 원칙을 제안하였다. 이 원칙은 1998년 수립된 HGP 데

생태학 분야에서는 1950년대 이전까지만 해도 소수의 생태학자들

이터 공유 정책의 기반이 되었으며 최종적으로 과제에 참여한 6개

이 개별적으로 과제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러

국 연구진들이 생성한 데이터에 모두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되었다.

한 소규모 연구 경향은 1958년에서 1959년 사이 진행된 기상학 및

그러나 과제에 참여하였던 민간 기업인 Celera Genomics의 경우

해양학 분야의 국제적인 지구과학 연구과제인 International Geo-

HGP의 데이터 공유 정책을 따르지 않고 이용자가 비용을 지불하거

physical Year를 통해 변화하게 되었다. 즉, 생태학 분야의 국제적이

나 데이터의 일부만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게 하는 방식으로 데이

고 다학문적인 연구 추세를 일컫는 ‘big ecology’의 등장으로 대량의

터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였으며, 이는 염기서열 데이터 공개에 대한

연구데이터가 생산되었고, 이를 관리하고 공유하기 위한 정책과 가

찬반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또한 버뮤다 원칙을 지지하는 과학자들

이드라인이 수립되면서 데이터 공유 문화가 자리잡게 되었다. 또한

은 염기서열 데이터의 특허 취득에 반대하는 반면, 연구자에 대한

생태학 데이터를 위한 메타데이터 표준이 개발되고 영구식별기호

보상으로 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서면서 유전체 데이터 특

및 데이터 레포지터리가 구축되면서 데이터의 공유가 더욱 촉진되

허 논란이 가열되기도 하였다. 이와 더불어 유전체 데이터는 민감

었다. 생태학 분야의 대표적인 연구과제인 LTER (Long-Term Ecolog-

한 개인정보를 담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데이터의 특성에 따라

ical Research)은 1980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운영되고 있으며, 미국,

접근 수준을 차별화하는 사례도 있다. 2013년 창립된 Global Alli-

푸에르토리코, 남극 등지에 20여 개의 조사 지역을 설정하고 다양

ance of Genomics and Health에서 개발된 BRCA (Breast Cancer Gene)

한 연구데이터를 수집하고 있다. LTER의 데이터 공유 및 관리 체계

Challenge 데이터베이스의 경우 BRCA 관련 데이터 및 유전자 변이

는 모든 조사 지역에서 생성된 데이터의 목록을 작성하고 데이터

에 대한 전문가 해석 정보는 모두 공개하는 반면 개인정보와 밀접

관리 가이드라인을 구축하는 방식으로 1990년대에 수립되었다. In-

히 연결되는 사례 데이터는 철저히 보안을 유지하고 있어 같은 데이

ternational-LTER (I-LTER)은 미국을 중심으로 하는 LTER에서 국제

터베이스 내에서도 다른 접근 정책을 운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적인 규모로 확장된 연구과제인데, 1993년에 시작되어 현재까지 지

[3].

속되고 있고 데이터의 통합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표준 필드, 실

이들 학문 분야 데이터 공유 체계의 발전 과정을 통해 다음과 같

험방법 및 측정값을 제시하였다. 이 밖에도 National Center for Eco-

은 시사점을 확인할 수 있다. 첫째, 연구데이터의 공유를 촉진시킨

logical Analysis and Synthesis (NCEAS)은 1995년에 시작된 연구과제

공통된 요인으로 급속도로 발전해 온 정보 기술과 국제적, 학제적

로 기존 연구데이터의 통합적인 분석을 지원하는 전문 인력, 메타데

인 협업 연구가 장려되는 연구 환경을 들 수 있다. 둘째, 표준화된 메

이터 관리 시스템 및 데이터 레포지터리를 제공하여 데이터의 재이

타데이터와 데이터 포맷, 데이터 레포지터리의 개발은 데이터 공유

용을 활성화하는 역할을 수행하였다.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를 가속화하는 인프라로 작용할 수 있다. 셋째, 유전체학 분야의 데

Global Biodiversity Information Facility (GBIF)와 같은 대규모의 생태

이터 특허 논란에서 알 수 있듯이 데이터 공유를 강화하는 보상체

학 관련 데이터 레포지터리가 구축되고 이를 통한 데이터의 오픈

계에 있어 연구자들의 인식 차이와 이해관계의 충돌 가능성을 고

액세스가 강조되고 있는 추세이다[2].

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적법하고 윤리적인 데이터 공유를 위해서
는 연구 참여자의 개인정보보호와 비밀유지 및 사전 동의 절차의

유전체학(genomics)

적절성에 대한 정책적 논의가 필요하다.

유전체학은 생명체 내의 모든 유전자들의 구조와 기능을 밝히는

14

News Letter

제29호

org/10.1016/j.ecoinf.2015.06.010
3. Cook-Deegan R, Ankeny RA, Maxson Jones K. Sharing data to build a medical information commons: from Bermuda to the Global Alliance. Ann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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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자료 납본 안내
기
고
윤영조 |

국립중앙도서관 자료수집과, 주무관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자료가 방대해지고 그 중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온라인으로 발행되는 자료를 인쇄 자료와 같이 체계적으로 수집· 정
리하여 후대 전승을 위해 보존해야 할 필요성도 높아졌다. 이로 인해 2016년 2월 도서관법이 개정되었고, 2016년 8월 온라인 자료 납본이 시
행되면서 납본의 대상이 인쇄 자료에서 온라인 자료로 확대되었다. 온라인 자료 납본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다.

도서관법 제20조 제1항에 의거하여, 국제표준자료 번호(ISBN/ISSN)를 부여받은 온라인 자료는 그 발행일 또는 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에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학술지를 인쇄본으로 납본하고 있더라도 온라인으로 발행하는 경우 자료 유형이 달라지므로 e-ISSN
을 부여받은 후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해야 한다.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 방법은 3가지로 나뉜다. 해당 자료(보존용 및 열람용 파일)를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
템(http://seoji.nl.go.kr/)에 업로드하거나, 해당 파일과 서지정보를 저장매체에 저장하여 국립중앙도서관으로 송부하는 방법이 있다. 또한 자
료를 대량으로 납본하는 경우 국립중앙도서관에 해당 자료와 서지정보의 인터넷 상 위치(URL)를 통지하고 국립중앙도서관이 이에 접근하
여 수집할 수 있도록 조치하는 방법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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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립중앙도서관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의 온라인 자료 납본 화면

온라인 자료를 납본하는 경우 납본 기관에서 제출한 자료의 서비스 제공 허락 범위를 선택할 수 있다. 납본한 자료는 관내에서만 이용할
수 있으나, 제공 범위를 관내 및 관외 이용을 선택하는 경우 이용자가 도서관 외부에서도 해당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납본한 자료는 서비스용과 보존용으로 이중 저장된다. 서비스용 자료는 이용 범위에 따라 도서관 이용 서비스에 활용되며, 보존용으로
저장된 자료는 후대 전승을 위해 영구 보존된다.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한 자료는 전자저널 아카이브(e-Journals Archive)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이 사이트에서는 납본한 저널의
권, 호 단위까지 확인할 수 있으며 저널명, 발행처, e-ISSN 등으로 검색 가능하다.
최근 SCOPUS, DOAJ, Medline 등 주요 색인 데이터베이스는 학술지 등재 심사 시 출판된 논문을 제3의 저장소(repository)에 기탁할 수 있
는지의 여부를 밝히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저널 아카이브는 훌륭한 저장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전자저널 아카이브 웹사이트는 URL (http://seoji.nl.go.kr/archive)로 직접 접속하거나 서지정보유통지원시스템(http://seoji.nl.go.kr)을 통해
이용 가능하다. 현재 국립중앙도서관에 납본된 약 150종의 전자저널 리스트를 확인할 수 있으며, 향후 지속적인 납본 홍보 등을 통해 온라
인 자료 납본 활성화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 국립중앙도서관 전자저널 아카이브(e-Journals Archive) 웹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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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참 관 기
2019년 과편협 Preconference Workshop 참관기:
Data Availability

권현정 |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메드랑 ME팀

참

의학학술지 manuscript editor (ME)로 10년 가까이 일해 오면서 교정 능

활용방법은 물론 데이터 공유를 바라보는 편집인 및 학술지의 방침 등

관

력만큼 중요한 것은 바로 학술지 시장의 트렌드를 읽고 편집인의 관심

에 다양한 시각으로 접근하였다.

기

사에 부응할 수 있게끔 개인적으로 쏟는 노력이라고 생각한다. ME로서

오전 첫 강의인 ‘데이터 공유의 개념, 역사 및 해외 사례’에서는 용어

교정에만 골몰하다 보면 교정 이외의 부분까지 신경을 쓰기가 어려운

정리와 함께 과학에서 데이터 공유가 활용된 역사 및 해외의 사례를 소

데, 이럴 때 과편협 워크숍에서 다루는 주제들을 살펴보면 시장의 트렌

개하여 참석자들이 data availability에 대한 기본적 이해를 세울 수 있도

드나 편집인의 관심사가 어떤 것인지 조금이나마 이해할 수 있기 때문

록 도움을 주었다.

에 시간이 닿는 한 여러 워크숍에 참석하려 하고 있다. 최근 과편협 워크

‘Data Sharing의 효과와 과제’라는 두 번째 주제에서는 데이터 공유의

숍에서는 여러 주제가 복합적으로 다뤄지는 와중에도 학술출판의 투

장단점과 함께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과제를 제시하며 데이

명성 유지 관리와 더불어 predatory journal, data sharing 등의 주제가 많

터 공유에 대한 관심을 환기하였고 data availability에 대한 관심을 고조

이 등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컴퓨터나 인터넷 활용에 관심이 부족

시켜 주었다. 모든 것에는 양면이 있고 긍정적인 면을 발전시키면서 부

하고 능숙하지 못한 스스로의 개인적 성향의 문제일 수 있지만 앞서 언

정적 요소를 줄여가는 대안책을 찾아야 하는 과제가 있는데, 이 발표에

급한 세 화두 중 가장 나중에 들여다 보고 싶었던 주제가 바로 data shar-

서는 데이터 공유에 접근하는 자세에 초점을 맞추어 학술 관련 단체나

ing, data availability 부분이었다. 하지만 데이터를 생성하고 어디엔가 등

기관, 국가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하였으며, 이를 위해 각 분야에 맞는 안

록하여 다른 사람들에게 공개하는 일은 업무환경은 물론 학습환경, 일

전하고 적절한 데이터 저장소(repository)를 관리해야 함은 물론 데이터

생생활 곳곳에서 빈번히 행해지고 있다. ME로서도 저자들의 원고를 교

공유정책을 세워 이를 많은 연구자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홍보

정할 때 많은 자료들을 참고·활용하며, 이를 많은 연구자들이 볼 수 있

하여 데이터 생산은 물론 활용의 주체인 연구자들의 동의 및 자발적 합

도록 학술지를 출판하는 일에 일조하고 있으므로 일상적으로 data

의를 이끌어내야 한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availability에 관여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학술지를 발행하는 일원으로

이어 세 번째 ‘데이터의 저장, 인용방법’ 강의에서는 실제 논문에서 어

서 data availability나 data sharing은 더 이상 다른 세상 이야기로 간과할

떻게 데이터를 인용하고 저장하는지와, 데이터 저장소를 결정할 수 있

수 없는 주제가 되었기에 이에 대한 더 많은 지식과 정보를 얻기 위하여

는 검색 사이트 등에 대한 소개, 그리고 실질적으로 데이터를 어디에 어

이번 Workshop에 참석하게 되었다.

떤 방식으로 등록하고 이를 어떻게 활용하게 하는지를 살펴보았고, 한

데이터 유용성으로 해석되는 data availability는 여러 분야에서 다뤄

발 더 나아가 data availability가 구현되는 방식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

지겠지만, 지식으로서 데이터를 접하고 수용, 전파하는 학술 환경에서

도록 소개되었다. 편집인과 ME가 협력하여 학술지에 데이터 공유 정책

는 그 의미가 더 크게 다가온다. 2019년 1월 25일 과편협 Preconference

을 실현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 있는 실천적 팁을 배울 수 있었고, data

Workshop의 ‘Data Availability’ 발표는 총 여섯 가지 주제로 오전과 오후

availability의 기본 준비가 완료된 학술지들에 매우 유용한, 눈여겨볼 만

로 나뉘어 진행되었는데, 데이터 공유와 재활용에 대한 개념 및 필요성,

한 주제였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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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전 프로그램을 통해 데이터 공유란 다른 연구자들의 데이터를 재

마지막 ‘SCIE 등재 저널의 데이터 공유 정책’ 시간에는 해외 주요 대형

이용하여 새로운 관점에서 새 이론을 만들어내는 토대가 되는 것을 말

출판사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의 데이터 공유 정책 실황을 볼 수 있었

하며, 여러 득과 실이 존재하지만 결국에는 대안적 측면에서 데이터 공

고, 영향력이 높은 학술지일수록 대개 탄탄한 데이터 공유 정책을 가지

유를 받아들이는 방향으로 학문이 발전하여야 한다는 것은 물론 어떤

고 있으며, 실제로 데이터 공유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

방법으로 데이터를 공유할 수 있는지에 대한 기본기를 얻을 수 있었다.

할 수 있었다. 수많은 학술지의 지향점인 ‘영향력 높은 학술지’로의 도약

오후 프로그램은 ‘데이터 공유에 대한 편집인들의 생각’, ‘편집인을 위

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한 정도의 길을 보여준다는 측면에서 매우 진지

한 데이터 공유 정책의 수립’, ‘SCIE 등재 저널의 데이터 공유 정책’이라

하게 접근할 수 있었던 주제였다.

는 세 주제로 data availability에 접근하였다.

데이터 공유는 여러 효과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체로 긍정적으로

‘데이터 공유에 대한 편집인들의 생각’ 발표에서는 데이터 공유에 대

인식되지만, 개인 연구자의 권리를 침해하는 요소가 존재하고 국가별,

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 실제 학술지 편집인들을 대상으

사회별로 상이한 법률 및 개인정보 보호나 생명윤리적 측면에서 일반화

로 ‘데이터 공유 정책 유무’, ‘데이터를 기탁하고 있는 방법’, ‘데이터 공유

하여 접근하기 어려운 면 등이 있어 이에 대한 보상 및 해결책이 필요하

정책의 수준’과 ‘도입한 이유’ 혹은 ‘도입하지 않은 이유’ 등에 대해 설문

며 보완적 발전이 필요한 상황이다.

한 결과를 그래프로 제시하여 국내 학술지의 데이터 공유 현실을 수치

본 워크숍에서 데이터 유용성에 대해 고민하는 많은 학술지 편집인

로 살펴보았다. 타 학술지 편집인들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 공유에 대한

및 학술지 ME는 물론 데이터 공유 관련 기관에 종사하는 선생님들을

시각 및 실행 정도에 대한 시장 조사 결과인 셈이므로, 데이터 공유 정책

한 자리에서 뵐 수 있었는데, data availability 및 data sharing이 얼마나 중

참

도입을 고민하는 학술지 편집인들에게 매우 흥미로운 주제가 되었으리

요 이슈인지에 대해 다시 한 번 깨닫게 된 자리였다.

관

라 생각한다.

보다 많은 데이터에 접근이 가능하고 활용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은 새

이어진 오후 두 번째 주제는 ‘편집인을 위한 데이터 공유 정책 수립’으

로운 지식에 도달할 수 있는 시작점이 될 수 있고 보다 좋은 데이터를 찾

로, 현재 데이터 공유 정책을 세우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들이 결정해

아낼 수 있는 안목을 길러주며 나아가 스스로가 양질의 데이터 생산자

야 할 여러 요소를 설명하였다. 편집인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Elsevier,

가 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점에서, data availability는 개인에게뿐만 아

Wiley, Taylor and Francis 등 해외 유명 출판사의 정책을 소개하였고, 그

니라 공통의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에게 현재의 지식과 정보를 발전시

중 정책 수립의 과정에서 직접적으로 참고할 수 있는 Wiley 출판사의 데

켜 줄 수 있는 중요한 요소로 다가올 수 있을 것이다. Data availability 긍

이터 공유 수준 구분 및 템플릿은 구체적인 가이드로서 도움이 될 것으

정적 발전을 위한 더 많은 관심과 이해, 그리고 노력이 필요하리라 생각

로 보인다. 모든 과정의 출발점은 학술지의 정책 수립이 첫 단추가 될 수

한다.

있기 때문에 유용한 시간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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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과편협 Preconference Workshop 참관기:
Predatory Journal

이은지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학술정보공유센터

참
관
기

최근 언론 보도를 통해서 국내외 연구자들이 지난 십여 년 동안 ‘세

서울대학교 윤철희 교수가 진행하였다. 우선 연구윤리의 개념과 함

계과학공학기술학회(WASET, 와셋)’, ‘오믹스(OMICS)’와 같은 가짜

께 출판윤리와 관련한 최근 이슈 중 오픈 액세스, 허위 학술지 개념

국제학술단체가 주최한 학술대회에 참여하고 가짜 학술지에 논문

에 대해 설명하였다. 오픈 액세스의 장점은 별도의 구독비 없이 논

을 투고해왔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면서, 과학기술 분야를 비롯한

문을 읽을 수 있어 학문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이 접근할 수 있으며,

여러 학문 분야에서 큰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연구자들 사이에서

공개된 공유를 통해 새로운 아이디어가 빠르고 넓게 전파되어 최신

의심했던 허위 학술지, 일명 가짜 학술지(pseudo-journal), 약탈적 학

연구를 이끌고, 동시에 관련 비즈니스 영역까지 활용하도록 지원하

술지(predatory journal), 부실 학술지 등으로 불리는 이러한 학술지

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다. 반면에 단점으로는 논문 처리 비용(article

들에 대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일부 연구자들이 부당한 방법으로

processing charge, APC) 지불 관련 문제를 비롯하여 저작권 문제가

연구실적을 챙겼던 사례가 밝혀지게 된 것이다. 하지만 부실 학술

있으며, 많은 신생 오픈 액세스 저널은 영향력 지수가 낮은 경향이

지와 부실 학회는 점차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또한 진짜와 가짜

있다고 한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기존 출판 저널과 비교하여 출판

를 구분하는 기준도 명확히 나와 있지 않아 실제로 해당 학회가 가

비용, 저작권 소유, 배포/복사/재출판, 무료 이용 등에서 차이가 있

짜인지 모르고 참여하여 피해를 입는 연구자들도 종종 나타나고

다. 인쇄 책자가 아닌 온라인에서 디지털 형태로 학술논문을 출판

있다. 이메일을 통해 전혀 모르는 외국 학회에서 논문 투고를 요청

해 무료로 공개하는 학술지가 증가하면서 이 점을 악용하는 허위

하거나 관련 학술대회를 홍보하는 내용을 받는 경우가 많이 있는

학술지의 사례들이 늘어나다 보니 오픈 액세스 저널(gold OA)과 허

데, 기존의 유명 학회명과 유사한 이름을 가진 학회에서 보내는 경

위 학술지를 동일한 것으로 생각하는 연구자들마저 생기게 되었으

우가 많아 연구자들을 혼란스럽게 만들기도 한다.

나, 이것은 엄연히 다른 개념으로 생각해야 한다. 물론 영향력 지수

이러한 허위 학술지에 대해 생각해보면 어떤 학술지를 의미하는

가 낮은 동시에 영세한 신생 학술지와 허위 학술지를 구분하는 것

지 막연하게 떠올릴 수는 있었으나, 실제 허위 학술지에 대한 개념

도 쉽지는 않다. 이러한 혼란을 막고자 블랙리스트, 화이트리스트

이나 특성에 대해 명확하게 정리하기는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과편

도 공유되고 있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규정과 가이드라인을 제

협의 2019년도 Preconference Workshop에 참석하여 과연 허위 학술

시한 표준을 지정하는 것이라는 사실이 더 강조되어야 할 것이다.

지가 무엇이고,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지, 이런 저널들의 난립 속

두 번째 발표는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Predatory Journals”라는 주

에 연구자들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제로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의 서태설 센터장이 진행하였다. 학

갖고자 하였다.

술지의 유래를 살펴보면, 1655년부터 뉴튼을 포함한 연구자들이 연

첫 번째 발표는 “Open Access와 Predatory Journal”이라는 주제로

구자들 상호간에 각자의 지식을 공유하고 지식 발전에 기여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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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를 탄생시켰다고 한다. 그러나 초기 목적과는 다르게 현재는

journal phishing으로 그 특징을 나누어 설명하였다. Journal hijacking

연구자의 채용, 승진, 연구비 경쟁 등에 양적평가 지표로 활용되고

은 실존하는 데이터베이스의 도메인 이름과 유사하게 저널명을 짓

있으며, 연구자들은 좋은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였는지에 대한 질적

거나, 온라인이 아닌 인쇄본(print-only)만 제공하는 저널의 도메일

평가 관련 압박도 받고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빠르고 간편한 허

이름을 활용하는 특성이 있다. Jourmal phishing은 출판 비용이나 개

위 출판에 현혹되기 쉽다. 허위 학술지는 Jeffery Beall이 2010년에 처

인정보를 얻기 위해 scam mail을 활용하여 저자들을 현혹하는 특성

음 공개한 허위 학술지 리스트를 통해서 그 개념이 확산되었는데,

이 있다. 해당 학술지들은 출판 비용을 부당으로 착취하거나 저자

허위 학술지들의 특징 중 하나는 출판 시 상호 심사(peer-review) 과

및 실존하는 저널의 명성을 어지럽히기도 하고, 개인정보를 무방비

정이 없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연구자들이 허위 학술지에 참여

로 가져가기도 한다. 유사 학술지에 잘못 투고했을 때 이에 대한 대

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해 학술/연구 관련기관에서 리스트를 관리

처법은 소송 외 분쟁 해결 방법과 사법적 해결 방법 등이 있지만, 금

하고 학술지 선정 가이드라인을 제공하며, 국내 학회, 연구기관, 출

전적 보상을 받을 수 없거나 미국 관할 구역 내 케이스만 가능한 경

판윤리 관련기관, 해외 허위 학술지 리스트 사이트 등이 협력한 학

우가 있어 완벽히 해결하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무엇보다 예방이 제

술안전센터 추진이 필요하다. 앞으로 학술 출판의 패러다임이 전환

일 중요하기 때문에 연구자들은 Beall’s list 등의 허위 학술지 목록을

됨에 따라 preprint, open peer-review 등의 단계를 체계적으로 수행

통해 가짜 학술지명을 확실히 검토하거나 출판 권·호 정보, 보낸 메

하는 미래 학술 출판 모델을 설계를 위한 고민이 매우 필요할 것으

일 계정과 답장 메일 계정 등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할 것이다.
언론 보도를 통해 전해 들었던 predatory journal에 대해 이번 워

로 보인다.
세 번째 발표는 “Predatory Journals: 사례중심 대응방안”이라는

크숍의 네 분의 강연자를 통해 그 개념과 상세한 사례를 들을 수 있

주제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기획운영위원인 김순 위원이

었고, 허위 학술지란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정리할 수 있었다. 일

진행하였다. 허위 학술지에 대한 설명을 국내외 사례를 중심으로

부 연구자들이 허위 학술지를 악용하여 연구실적을 올리는 경우도

소개하여, 유사 학술지의 현황과 실태에 대해 자세히 알아볼 수 있

있지만, 허위 학술지인지 모르고 자신의 연구성과를 제출하는 경

었다. 허위 학술지의 판단 기준 4가지를 소개하였는데, 먼저 peer-re-

우도 있다. 이런 경우는 연구를 열심히 수행했더라도 연구가 인정을

view 절차가 부적절할 경우에 허위 학술지로 의심해 볼 수 있다. 지

받지 못해 추후에 연구실적 평가 오류, 연구비 낭비, 학계에서의 명

나치게 짧은 review 일정, 지나치게 높은 게재 승인율, 불투명한 re-

예 실추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4개의 강연에서 허위 학술지를 설명

view 프로세스를 그 예로 들 수 있다. 또한 저널이나 출판사 정보가

하며 공통적으로 언급된 것은 바로 예방이 제일 중요하다는 것이

부정확하거나 가능한 많은 논문을 받기 위해 모호하고 포괄적인

다. 연구자들이 허위 학술지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Beall’s list를 비롯

학술지명을 사용할 경우, 학술지의 주제 분야와 연관이 적은 다양

하여 의심되는 저널을 모아둔 사이트를 우선 확인해야 할 것이고,

한 주제 영역을 포함하는 경우에도 허위 학술지로 의심할 수 있다.

이와 동시에 학회, 연구기관 등에서 허위 학술지와 관련하여 참고

허위 학술지는 Medline, SCIE, Scopus 등 DB에 등재되었다고 하나

할 수 있는 표준과 가이드라인을 지속적으로 제작할 필요가 있을

검색이 되지 않거나, SCIE를 통해 제공되는 것이 아닌 제3의 인용지

것이다. 향후에는 관련 영역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바탕으로, 오

수를 활용하기도 한다. 그리고 대한전기학회의 phishing 사례에서

픈 사이언스 기반의 투명한 학술 출판 프로세스와 관련 플랫폼을

볼 수 있듯이, hijacked journal들은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로고, 기

활용하여 점차적으로 preprint, open peer review 후 학술지가 발간

호, 텍스트, 디자인을 사용하여 연구자들의 오해를 불러 일으키거

될 수 있도록 허위 학술지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성해야 할 것

나 실제로는 연관성이 없는 출판사와 관계가 있는 것처럼 모방하고

이다. 하지만 무엇보다도, 연구자 개개인의 연구윤리 의식이 개선되

위장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을 주의해야 한다.

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연구자들은 과편협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연

네 번째 발표는 “Predatory Journals: Protection against Journal Hi-

구윤리 규정 등을 참고하여 직접 연구윤리 규정을 정립하고, 이에

jacking & Journal Phishing”이라는 주제로 한미약품의 서지희 변호사

맞추어서 더욱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야 할 것이다.

가 진행하였다. 허위 학술지를 journal hijacking (cybersquatting)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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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 Flowcharts

해적 학술지와 학회가 급속히 증가하면서 허위 학술 출판의 행태가 점점 더 교묘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조, 변조와 같은 연구 부정행위와 자
기 표절, 중복 게재와 같은 출판윤리 이슈도 점점 늘어나고 있다. 학술지 편집인들이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 출판을 할 수 있도록 영국 출판윤리
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는 논문투고 및 출판윤리 전반에 대한 국제 표준가이드라인을 “COPE Flowcharts”로 제공하고
있다(https://publicationethics.org).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이 COPE Flowcharts의 최신 버전을 공동으
로 번역하였다.

정
보

COPE Flowcharts 한글 번역본은 과편협 홈페이지에서 누구나 자유롭게 다운로드할 수 있다(https://www.kcse.org/file/cope_flowchart_2018.pdf).
학회와 여러 편집인, 학술 관련 단체 및 기관의 많은 활용을 바란다.

공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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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부정행위와 의학 저널

번역: 평영진 |
검토: 윤철희 |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원문: Bauchner H, Fontanarosa PB, Flanagin A, Thornton J. Scientific

서 원래 연구가 유효하다는 증거를 제공할 수 없었다. 2015년 이후,

misconduct and medical journals. JAMA. 2018;320(19):1985–1987.

JAMA와 JAMA Network 학술지는 연구 부정행위의 증거는 없지만

doi:10.1001/jama.2018.14350; Copyright ©2018, American Medical As-

잘못된 데이터 코딩 및 부정확한 분석으로 인해 오류가 있는 12개

sociation]

의 문서를 철회하고 교체했다[8]. 같은 기간 동안 1,021건의 문건 교

본고는 미국의학협회지(The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

정(correction) 고지가 발표되었다[8,9] JAMA Network 학술지의 문

ation)의 승인을 얻어 번역되었음(Client number: 18771; Request num-

건 교정 및 교체를 위한 철회 정책은 이전에 서술한 바 있다. 이 글에

ber: 30028;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서는 보다 복잡하고 도전적인 연구보고서의 위조 및 표절과 관련된
과학적 부정행위를 다루고자 한다[1].

미국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연구 부정행위는 전체 연구 과정(제안,

편집인의 역할과 책임

수행, 검토, 결과 보고) 중 위조, 변조 및 표절을 하는 것을 의미한다
[1]. 생명 의학 연구와 관련된 주요 부정행위에는 윤리 문제(사전 동
의를 얻지 않는 것, 기관 검토 위원회로부터 적절한 승인을 받지 못

JAMA와 JAMA Network 학술지는 발행된 내용에 대해 독자들로부

하는 것, 연구 참가자에게 부당한 대우를 하는 것)를 포함한 저자의

터 수많은 ‘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와 이메일을 받는다. 대부분의

책임, 분쟁, 중복 발행, 그리고 상충되는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경우 해석 문제, 명확한 설명 요구, 또는 의견 차이에 대한 것이다. 윤

에 대한 보고 누락과 관련된 문제가 포함된다. 저자가 연구 부정행

리적인 문제, 가벼운 불평, 그리고 철회 요구도 일부 있다. 하지만 이

위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서 심각한 부정행위에 연루된 것

것들 외에도 매년 10~12회 정도의 과학적 부정행위 혐의에 관한 문

으로 밝혀지면 편집인들은 과학적 내용의 정확성과 진실성에 대한

의 사항도 접수되고 있다. JAMA 및 JAMA Network 학술지에 게재

책임을 져야 한다[2,3].

된 과학적 부정행위에 관한 모든 기사 및 원고에 관련된 사항은 편

그동안 수행된 연구에서 과학적 부정행위는 정확히 알려지지 않

집장, 편집국장, 편집 자문위원, JAMA Network 저널의 선임 편집인

았지만, 부정행위의 빈도를 유추하기 위해 시행된 몇몇 연구를 통

이 함께 평가하고 관리한다. 이런 시스템은 잠재적으로 발생할 수

해 1~2% 정도의 과학자들이 부정행위에 실제로 연루되어 있을 것

있는 과학적 부정행위를 다루기 위한 일관된 과정과 기준을 제공

이라고 추정했다[4-6]. 지난 5년 동안 JAMA와 JAMA Network 학술

한다. Network 학술지에 게재된 원고 관련 의혹이 생길 경우, 해당

지는 15편의 논문 심의(동일 저자에 의한 6건의 논문 철회 포함) [7]

학술지의 편집장이 관련된 조사를 진행하고 필요하다면 전문가의

에 대한 12번의 논문 철회 공지와 9편의 논문에 대한 6번의 우려 표

자문을 얻을 수 있다.

명(notice of expression)을 발표했다. 이는 주로 데이터의 위조 또는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주장이 제기되

조작이 원인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 중 일부는 추가 연구에

면 저자, 편집인, 그리고 해당 교육기관은 난관에 부딪히게 되고, 이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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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라 많은 시간이 소모된다. 첫 번째 단계는 제기된 혐의의 타당

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했다는 결정이 내려진 후에만 기관이 참여

성을 판단하고 그 주장이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와 일치하는지 평

하도록 요청한다.

가하는 것이다. 저자들의 부정행위가 제기된 경우, 그 비판은 과학

기관의 역할과 책임

적 부정행위라기보다는 주로 데이터 분석에 사용된 통계적 접근법
에 대한 이견 또는 불일치인 경우도 있다. 이런 초기 단계의 평가는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개인 간의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살펴보는

기관은 과학적 부정행위 혐의에 대해 적절하고 세심하게 조사해야

것도 포함한다. 어떤 경우에는 당사자들이 재정적 이해관계에 있거

한다. 일부 기관은 저자에게 우려 사항이 적힌 편지를 받았다는 사

나, 지적 이해관계 상충으로 인해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도 있다. 이

실을 알려주고 신속하게 조사를 시작한다. 하지만 다른 경우에는

것은 의혹을 제기한 사람과 저자의 잠재적인 이해 상충이 과학적

기관 내 적절한 담당자를 식별하는 데 시간이 걸릴 수 있으며, 심지

부정행위 가능성을 배제하는 것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

어 응답을 받는 데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다. 이처럼 부정행위 조사

상충의 파악 자체가 평가 과정의 일부임을 의미한다.

를 수행하는 조건들이 잘 갖추어져 있는 기관이 있는 반면, 조사에

과학적 부정행위나 기타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존재할 가능성

대한 경험이 거의 없거나 적절한 조사를 하지 못하는 기관 또한 있

이 있는 경우, 공동 저자들을 대신하여 교신저자는 상세한 답변을

다[13]. 따라서, 여러 기관의 특성에 따라 JAMA에 적절한 응답을 제

해야 한다. 이때 제시되는 의혹의 성격에 따라 저자의 응답에 수개

공하기까지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릴 수 있다. 미국이 아닌 다른

월이 걸리기도 한다. 응답을 받고 재평가한 후에는 추가 검토 및 전

나라와 관련된 부정행위에 대한 질문을 포함하는 경우, 해당 기관

문가(통계 검토자 등)의 참여가 요구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경우 제

들의 수많은 법적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조사 기간이 연장되기도

공된 저자 답변과 추가 정보를 통해 제기된 주장의 부정행위 여부

한다고 지적했다.

를 판단하기에 충분하다. 부정행위가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는, 이에

기관에서 실시하는 조사의 유형은 구체적인 혐의, 기관의 정책

대한 설명 또는 추가 분석내용을 편집인에게 문건 교정 공지 및 문

및 절차에 따라 결정된다. 일부는 조사를 할 때 (1) 자료, 논문 및 관

건 교정 편지(letter to the editor)를 보내는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지

련 논문, 분석을 포함한다. 다른 경우는 (2) 저자에 의한 재분석 또

정
보

금까지 JAMA와 다른 학술지들이 과학적 부정행위 문제 해결에 소

는 초기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에 의한 독립적인 통계 분석을

요된 시간에 대해 비판적이었지만, JAMA는 과학적인 부정행위를

포함한다. 또 다른 경우는 (3) 적절한 윤리적 검토 및 연구 승인, 연구

공
유

범한 개인들과 최종 결정에서는 견해 차이를 거의 보이지 않았다

참여자 사전동의, 연구 참여자에게 연구 관련 위험에 대한 정보를

[10-12].

알리는 것과 같은 윤리적 문제에 대한 조사가 포함된다. 어떤 하나

제기된 의혹에 대한 저자들의 답변이 불만족스럽거나, 설득력이

의 접근법으로 모든 경우를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고, 혐의의

없거나, 과학적 부정행위가 발생했는지 의심스러운 경우에는 일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2017년에 과학적 부정행위를 다루기

적으로 추가 정보와 조사가 필요하며 해당 기관에 요청서를 전달

위해 대학 및 기관장, 연구 청렴성 담당관, 연방 공무원, 연구원, 학

해야 한다. 혐의의 성격에 따라, 학술지는 발행된 해당 논문에 대한

술지 편집인, 언론인, 내부 고발자 및 기관을 대표하는 변호사 등 전

우려를 표현(expression of concern)하는 글을 게시하여 해당 논문에

문가들로 구성된 대표단이 설립되었다. 대표단은 과학적 부정행위

문제가 있거나 기타 우려 사항이 발생하여 조사 중에 있음을 공지

에 대한 기관 조사와 관련된 우수 사례 및 실패 사례를 조사했다

한다[2].

[14]. 이들은 이러한 사례를 토대로 여러 기관에서 과학적 부정행위

기관 참여는 여러 이유로 매우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첫째,

의혹을 합리적인 기준으로 조사 및 보고할 수 있는 체크리스트 형

부정행위라는 주장만으로도 개인의 평판에 해를 끼칠 수 있기 때

식의 보고서를 개발하고 제공하였다[14].

문이다. 혐의에 연루된 개인에게 우려를 표명하고 기관에 통보하면

JAMA 편집인은 기관에 조사 상태에 대한 주기적인 업데이트를

관련자를 대상으로 정밀조사가 이루어진다. 기관에서는 정책과 절

요청하며, 조사가 완료되면 기관은 편집인에게 조사 결과에 대한

차에 따라 대외비를 보장하고 적절한 조치를 시행할 책임이 있다.

자세한 보고서를 제공해야 한다. 부정행위가 확인된 경우, 기관과

둘째, JAMA가 과학적 부정행위 및 연구 부정행위에 대응할 때와

저자는 출판된 논문의 철회를 권고하고 요청할 수 있다. 다른 경우,

마찬가지로 모든 기관에 접수된 혐의에 대해 상세한 조사를 수행

기관의 조사 보고서를 토대로 학술지 편집인은 기사를 철회할 것인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JAMA와 JAMA Network 학술지는

지, 또는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이 공지되었다면 추가적인

과학적 부정행위의 가능성이 있으며, 제기한 우려 사항에 저자들

철회 공지를 해야 하는지 등 필요한 조치를 결정한다. 각각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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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duct, expressions of concern, and retraction [Internet]. Available from: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scientific-misconduct-expressions-of-concern-and-retraction.html
4. Ranstam J, Buyse M, George SL, et al; ISCB Subcommittee on Fraud. Fraud in
medical research: an international survey of biostatisticians. Control Clin Trials. 2000;21(5):415-427.
5. Steneck NH. Fostering integrity in research: definitions, current knowledge,
and future directions. Sci Eng Ethics. 2006;12(1):53-74.
6. Fanelli D. How many scientists fabricate and falsify research? a systematic review and meta-analysis of survey data. PLoS One. 2009;4(5):e5738.
7. Bauchner H. Notice of retraction: Wansink B, Cheney MM. Super Bowls:
Serving Bowl Size and Food Consumption. JAMA. 2005;293(14):1727-1728.
JAMA. 2018;320:1648.
8. Heckers S, Bauchner H, Flanagin A. Retracting, replacing, and correct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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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원본 기사는 링크를 걸고 철회된 기사는 명확하게 워터마크를
붙여서 통지해야 하며, 독자와 연구자는 원본 논문의 무효화에 대
해 정확히 인지할 수 있어야 한다[2].

결 론
과학적 부정행위를 밝히는 과정은 쉬운 일이 아니다. 모든 주장이
조사로 연결될 수는 없지만, 일부는 추가적인 자세한 평가가 필요하
다. JAMA는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접근방식을 정기적으로 검토
하여 모든 과정이 늦지 않고, 객관적이며, 결과에 대한 증빙이 부정
행위 혐의에 대해 직접 답을 할 수 있어야 한다. 궁극적으로 저자, 학
술지 및 기관은 과학적 기록의 정확성을 보장할 중요한 의무가 있다.
또한 과학적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에 적절하게 대응하고, 수정, 교체
에 대한 철회, 관심 표명 통지 및 철회와 같은 우려 사항을 평가하여
필요한 조처를 함으로써, JAMA와 JAMA Network 저널은 과학적 기
록의 유효성과 진실성을 보장하는 책임을 계속 이행할 것이다.

REFERENCES
1. U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42 CFR Parts 50 and 93.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final rule. Fed Regist. 2005;
70(94):28386.
2. Flanagin A. Scientific misconduct. In: Iverson C, Christiansen S, Flanagin A, et
al; eds. AMA Manual of Style: A Guide for Authors and Editors. 10th ed.
New York, NY: Oxford University Press; 2007.
3.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Scientific mis-

25

정
보
공
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