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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 등재 데이터베이스 Scopus의 선정자문 한국위원회(Scopus Expert Content Selection & Advisory Committee-Korea, ECSAC-Korea)를 올해 9월

부터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 회장 김형순 인하대 교수)에서 맡게 되었다. 이를 공식화하기 위해 과편협과 엘스비어사(Elsevi-

er)는 지난 9월 6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새로 체결된 MOU에 따라, 한국연구재단에서 2011년부터 9년간 운영해온 ECSAC-Korea의 Scopus 평가위원 관리 사업을 2019년 9월 1일 자로 

과편협에서 수행하게 되었다. 이 위원회는 Scopus 등재를 신청한 국내 학술지를 평가하여 Scopus 본사의 학술지 선정위원회(Scopus Content Selec-

tion & Advisory Board, CSAB)에 평가 정보를 제공하고 추천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따라서 이를 통해 우리나라 학술지의 질적인 향상 및 관련 고

급 정보의 제공 등이 기대되며, 나아가 우리나라의 학술 발전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영국의 교육 전문 회사인 Quacquarelli Symonds는 2008년 이래 Scopus를 기반으로 전 세계 및 아시아 대학의 주제 분야 랭킹을 발표하고 있으

며, 2014년부터 Times Higher Education 역시 전 세계, 아시아, 주제 분야 랭킹 집계에서 미국 클라리베이트사(Clarivate Analytics, 구 톰슨 로이터사)

의 Web of Science 대신 네덜란드 엘스비어사의 Scopus로 전 세계 대학 논문을 평가하기 시작했다. Scopus는 저널 논문 외에 과학기술 분야의 주요 

컨퍼런스, 인문/사회과학 분야의 저서를 비롯하여 미국 밖에서 출판된 논문에 대한 정보를 다양하게 수록한 데이터베이스로, 기존에 잘 알려지

지 않았던 대학과 기관의 출판물까지 광범위하게 담은 것이 특징이다. 또 비영어권 국가들의 콘텐츠를 포함하고 있어, 자국 언어로 작성된 우수

한 논문을 가진 대학들을 비교적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인식되고 있다. 

 자국어로 쓰인 제3세계 논문이라도 내용이 우수하고 초록만 영어로 작성되었다면 Scopus 등재가 가능하다. 검색 가능한 문헌 중 50% 이상이 

유럽권, 남미권, 아시아권 논문이며, 제3세계 학자들은 다른 DB보다 Scopus를 더 많이 애용한다. 2019년 4월 기준으로 Scopus에 등록된 학술지는 

24,250종이며, 이중 국내 학술지도 286종이나 된다. 방대한 저널 분석과 인용 분석은 기본이며, 자연과학, 사회과학 분야 학술지의 영향력 지수인 

CiteScore, SJR, SNIP 등을 비교 분석할 수 있다. 과편협은 산하에 특별위원회로 ‘Scopus 선정자문 지원위원회(Steering Committee)’를 설치하고 엘스

비어 Scopus 팀과 협의하여,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의 평가위원을 위한 세미나 및 편집인과 출판사 대상 Scopus 등재 워크숍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과편협 3대 회장인 김형순 교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서 과편협이 우리나라 학술지 발전에 한 걸음 더 나아간 기여를 할 수 있게 되어 매우 기쁘

다”며, “그동안 우리나라 학술지들이 실제보다 저평가되어 있었는데, 앞으로는 제대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강

조했다. 

<용어 설명>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KCSE)는 ‘과학기술 발전으로 인류의 행복에 기여한다’라는 비전과 ‘우리나라 

과학기술 학술지를 국제 수준으로 발행하도록 편집인의 역량을 강화’하려는 목적으로 2011년 9월 21일 창립된 비영리 단체이다. 과편협은 학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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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엘스비어 업무 협약 체결식(2019년 9월 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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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편집인 간의 자발적인 모임으로 학술지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

를 자유롭게 상호 교환하고, 저자와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출판윤리, 

편집 규정과 기술 등의 교육 및 워크숍을 개최하며, 학술지 편집 및 투

고규정과 기술의 국제화 등 학술지 발간에 관한 공동의 노력을 통해 

학술지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여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피인용도 및 

유통의 증진을 꾀하고 있다. 

※엘스비어(Elsevier)는 1580년에 설립된 네덜란드의 가족 출판사인 최

초의 브랜드 Elzevir를 본뜬 이름이며, 현대적 출판 기업인 엘스비어는 

1880년에 설립되었다. 고전적인 학문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네덜란드

의 작은 출판사에서 전 세계 교육 및 전문 과학 분야와 의료 커뮤니티

를 대상으로 저널, 도서, 연구를 지원을 위한 각종 솔루션을 제공하는 

정보분석회사로 발전했다. 

※ Scopus는 네덜란드의 엘스비어 출판사가 2004년에 출시한 초록 및 

인용 데이터베이스로 초록, 참고문헌, 피인용 횟수 등 논문 관련 정보

를 수록하고 있다. 전 세계의 우수 학술논문 인용지수 정보 등을 제공

하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DB System)이다. 미국 클라리베이트사

(Clarivate Analytic)에서 판매하는 학술 문헌 인용 색인 DB인 Web of 

Science와 함께 세계적으로 유명한 학술 데이터베이스로, 엘스비어사

에서 ‘ScienceDirect’ DB와 함께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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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9년 8월 11-12일 강원도 평창 라마다호텔에서 2019년도 과편협 임원 워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하종규 명예회장, 김형순 회장, 허 선 부

회장, 김 수 기획운영위원장, 김수영 교육연수위원장, 이현정 정보관리부위원장, 김기홍 출판위원장, 최재석 대외협력위원장, 조혜민 원고편집위

원장, 윤지수 사무장이 참석하여 과편협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오전에는 인근에 있는 원주 뮤지엄 산을 관람하며 자연 속에서 문화와 예술을 감상하는 시간을 가졌다. 점심 식사 후 개최된 임원 워크숍 초

두에 김형순 회장은 과편협 3기 임원의 임기가 마지막임을 환기하면서, 그동안 하계 임원 워크숍은 각 위원회의 보고 형식으로 진행했지만 이번 

하계 임원 워크숍은 3가지의 발제를 통해서 더 좋은 아이디어가 많이 나오길 당부했다.

 이에 따라, ▲ 최재석 대외협력위원장은 과편협 행사에 공학과 이학 분야 편집인 참여가 보건과 농수산 분야보다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을 극

복하는 방안을, ▲ 김기홍 출판위원장은 공학과 이학 분야 편집인이 과편협 임원으로 참여하도록 후속 세대를 발굴하는 방안을, ▲ 조혜민 원고

2019년도 과편협 하계 임원 워크숍 개최 

▲ 2019년 과편협 하계 임원 워크숍 참석자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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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위원장은 우리나라 학술출판 분야 전문가/출판사 육성방안을 발제하고 논의하였다. 특히 미래의 임원 발굴 및 훈련 양성이라는 주제가 활

발하게 토의되었다. 

 지난 8년간 어려운 가운데에도 발전해 온 과편협이 현재의 여러 도전을 도약의 기회로 삼을 수 있음을 믿는다는 하종규 명예회장의 총평과 격

려로 임원 워크숍을 마무리하였다.

날 짜 회 의 명

2019. 9. 2 2019-3차 정보관리위원회의

2019. 9. 6 2019-3차 임원회의

2019. 9. 17 2020년 Preconference Workshop 준비 회의

2019. 9. 26 2019-1차 Scopus 교육회의

과편협 회의 개최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남성과학회 『World Journal of Men’s Health』 Scopus 등재
•  대한내분비학회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SCIE 등재
•  대한중환자의학회 『Acute and Critical Care』 ESCI, Scopus, PMC, 

KCI 등재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ESCI,  

Scopus 등재
•  한국아동간호학회 『Child Health Nursing Research』 Scopus 등재
•  한국유전체학회 『Genomics & Informatics』 Scopus 등재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대한약침학회, iSAMS 2019 (International Scientific Acupucture 
and Meridian Symposium; 국제 과학 침구 경락 심포지움)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5-6일, 서울대학교 GECE 컨벤션 

홈페이지: www.isams.kr

•  대한중환자의학회, MCCRC 2019 (The 10th SCCM’s  
Multiprofessional Critical Care Review Course in Seoul, 2019)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1-13일, 백범김구기념관

회원동정

•  한국영양학회, 2019 한국영양학회 국제학술대회 Translational  
Research in Nutrition: Lab of Practice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1일, 서울드래곤시티호텔 그랜드볼룸(5층) 

웹진: http://kns.or.kr/webzine/20190822/index.asp

•  한국부식방식학회, ICEC 2019 (5th International Corrosion  
Engineering Conference 2019)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3-17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홈페이지: http://www.icec2019.org/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19 19th International Conference on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ICCAS 2019)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5-18일, 제주컨벤션센터

•  한국부식방식학회, 제49회 정기총회 및 2019년도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6일, 쉐라톤 그랜드 인천호텔

•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2019년 제23차 대한임상신경생리학회  
추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18일, 더케이호텔 2층 가야금홀

•  한국원예학회, ‘우장춘 박사 서거 60주년 기념’ 2019 한국원예학회 
임시총회 및 제 111차 추계학술발표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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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체회원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 회 명

보건 Journal of Korean Neurosurgical Society 김범태(순천향대) 대한신경외과학회

신규 회원

•  단체회원 보건분야 1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50종(286개 학회) 

 • 특별회원 20기관

회원현황

2019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9월 10월 11월 12월

9/3, 10, 17, 24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야간)

9/30
뉴스레터 31호 발행

10/1, 8, 15, 22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야간)

10/2
Scopus 선정자문 한국 
위원회(ECSAC-Korea) 과편협 
운영 기념 심포지엄

11/6
편집인 워크숍

11/16 
제4회 한국원고편집인 자격증 시험

11/22
출판윤리 워크숍

12/31
뉴스레터 32호 발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www.kcse.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23-26일, 평창 알펜시아 컨벤션센터

•  한국유전체학회, 해운대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27-29일, 부산 한화 호텔&리조트 해운대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보문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10월 31일-11월 1일, 여수 베네치아 호텔  

안내: http://new.ksbmb.or.kr/academic_events_etc/bomun_info.php

•  한국부식방식학회, NACE CP3 초빙교육 
일시 및 장소: 2019년 11월 4-8일,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대한통증학회, 제69차 대한통증학회 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일시 및 장소: 2019년 11월 16-17일, 서울 그랜드힐튼호텔 컨벤션센터

•  대한설비공학회, 2019년도 동계학술발표대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11월 22일, 서울 고려대학교 하나스퀘어

•  한국아동간호학회, 2019년 한국아동간호학회 동계학술대회 및 총

회(주제: Children on the Edge of Identity)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13일, 서울대학교 간호대학 제2연구동 강당(217호)

•  한국유전체학회, Genome Medicine Workshop 
일시 및 장소: 2019년 12월 21일, 가톨릭대학교 성의교정 의과학연구원 대강당

<신임 편집위원장> 

•  김재헌(국민대),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손은희(충남대),   
Annals of Clinical Neurophysiology, 2019년 5월-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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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편
협

소
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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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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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사무장   윤 지 수

전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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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기  고

Plan S  

김기홍  |  과편협 출판위원장, Science Editing 편집장, 아주대

최근 학술지 출판 관련 뉴스에서 ‘Plan S’라는 계획이 자주 언급되

고 있다[1]. 이 말을 처음 접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무엇을 뜻하는 말

인지 어리둥절해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 계획은 본격적으로 실행

될 경우 학술지 출판 분야에서 전 세계적으로 매우 큰 변화를 유발

할 수 있는 계획으로, 찬반 논쟁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유럽

의 연구비 지원 기관들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지만, 우리나라를 

포함한 전 세계의 연구자와 학술지들에도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글에서는 Plan S가 무엇인지를 개략적으로 소개하고 이 계획이 실

행될 경우 일어날 변화와 문제점 등에 대해 간단히 기술한다.

 Plan S는 유럽 각국의 연구비 지원 기관 및 연구 수행 기관들의 

연합체인 Science Europe의 주도하에 추진되고 있는 획기적인 오픈 

액세스(open access) 출판 확대 계획이다. 최초의 계획은 2018년 9월

에 Science Europe에 속한 일부 기관들과 외부 기관들이 참여한 조

직인 Coalition S에서 발표하였다. 이 계획의 골자는 Coalition S에 참

여하는 기관들의 연구비 지원을 받아 이루어진 모든 연구 결과는 

2021년 1월부터 의무적으로 오픈 액세스 학술지 또는 플랫폼(plat-

form)에 출판하거나 오픈 액세스 저장소(repository)에 등재하여 모

든 사람이 유예 기간(embargo) 없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는 것이다. Coalition S에는 현재 프랑스, 네덜란드, 영국, 스웨

덴, 노르웨이, 핀란드, 오스트리아, 폴란드, 아일랜드, 룩셈부르크, 

슬로베니아 등 유럽 여러 나라의 국립 연구비 지원 기관들과 Gates 

재단, Wellcome Trust 등 민간 기관들이 참여하고 있으며 European 

Commission과 European Research Council의 지원을 받고 있다. 다른 

대륙으로도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특히 유럽연합의 대규모 연구비 

지원 계획인 Horizon Europe의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가 대상이 될 

예정이므로 매우 광범위한 연구 과제들이 이 계획의 대상에 포함

될 것으로 예상된다. 

Coalition S는 처음에 다음 10가지 원칙들을 바탕으로 Plan S의 시행 

계획을 만들기로 하였다.

1.  저자 또는 저자의 소속 기관이 저작권(copyright)을 가져야 하며 

open license (CC BY) 하에 출판되어야 한다. 

2.  허용되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 플랫폼, 저장소들의 수준과 필수 

요건에 대한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3.  높은 수준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 플랫폼, 저장소들이 아직 없는 

경우 이에 대한 지원 대책이 있어야 한다.

4.  출판 비용은 개인이 지불하면 안 되고 연구비 지원 기관이나 대

학 등이 지불해야 한다. 모든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오픈 액세스

로 출판할 수 있어야 한다.

5.  출판 비용은 투명해야 하고 상한선이 있어야 한다.

6.  참여 기관들은 이 계획의 영향을 받는 모든 연관 기관들이 일관

된 정책을 시행할 수 있도록 노력한다.

7.  위 계획은 모든 저작물에 적용되지만, 도서 출판의 경우에는 논

문 출판과는 별도로 구체적인 실행 계획을 마련한다.

8.  하이브리드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인정할 수 없으나 단기간 내에 

완전한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려는 경우 조건부로 허용하

고 전환을 지원한다.

9.  계획의 준수 여부를 항상 감시한다.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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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연구 성과를 심사할 때 연구 내용의 장점만을 고려하고 학술지

의 명성이나 impact factor와 같은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는다.

처음 발표된 계획은 많은 반응을 불러일으켰으며 특히 상업적인 출

판사들로부터 강한 반대를 받았다. 반론을 일부 수용하여 2019년 5

월에 수정된 Plan S가 발표되었다. 처음 계획에서는 출판사가 부과

하는 저자 출판 비용에 상한선을 두기로 했었으나, 그 경우 낮은 게

재료를 받는 대신 저질의 많은 논문을 출판하는 행태를 유도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수정 계획에서는 상한선을 없애기로 하였다. 

구독료를 받아 운영하는 일부 학술지들은 저자가 소정의 출판 비

용을 지불할 경우 그 논문만 오픈 액세스로 출판해주는 하이브리

드 모형을 채택하고 있다. Plan S에서 이 학술지들을 허용하지는 않

지만, 2024년까지 완전한 오픈 액세스 학술지로 전환하겠다고 투명

하게 약속한 경우에는 시한부로 허용하기로 하였다. 

 Plan S가 시행될 경우 해당 연구자들은 구독료를 받아 운영하는 

학술지들에 논문을 낼 수 없으므로 이 학술지들은 당연히 큰 타격

을 받게 된다. 상업적 출판사들과 비영리 학술단체들에서 발행하

는 수많은 학술지가 여기에 해당한다. 미국물리학회(American 

Physical Society)에서 발행하는 학술지들은 오랫동안 출판 논문들

의 preprint 또는 게재 승인된 버전의 논문을 오픈 액세스 저장소인 

arXiv.org에 올리는 것을 허용해 왔다. Plan S는 구독료를 받는 학술

지라 하더라도 최종 출판된 버전의 논문, 또는 최종 게재 승인된 버

전의 논문이 오픈 액세스 저장소에 등재되는 경우 연구비 지원을 

허용한다. 이 경우를 제외한 모든 구독료 기반 학술지들에의 출판

은 금지된다.

Plan S를 통해 출판이 허용되는 오픈 액세스 학술지와 플랫폼들은 

앞에서 언급한 기준들 외에 다음의 기준들을 의무적으로 충족하

여야 한다. 

·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기준을 만족하는 정책

과 운영 방식을 갖춰야 한다.

·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에 등재되어야 한다.

· 저소득 국가의 저자들에 대해 게재료 면제나 삭감 등의 배려를 

해야 한다.

· 학술지 홈페이지에서 저자 출판 비용을 투명하게 밝혀야 한다.

이외에도 DOI를 사용하고 JATS XML을 제공하는 등 높은 수준과 

투명성을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Plan S가 전면 시행되고 더 많은 국가의 연구비 지원 기관이 참여

할 경우 구독료 기반의 많은 학술지는 필연적으로 오픈 액세스로 전

환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Plan S에 대한 반대 의견은 상업적인 목

적으로 양산되고 있는 저질의 오픈 액세스 학술지들의 문제점을 지

적한다. 오픈 액세스 학술지는 논문을 많이 출판할수록 수입이 증

가하기 때문에 이에 따른 도덕적 위험(moral hazard)의 소지가 항시 

존재한다. Plan S를 추진하는 측에서는 우수 학술지들에 대한 엄격

한 선별을 통해 이 문제를 통제할 수 있다고 믿는 듯 하다. 저자 출판 

비용에 대한 상한선이 없으면 높은 평판의 유명 학술지들은 매우 높

은 저자 출판 비용을 부과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 문제 역시 연구비 

심사 기준의 통제를 통해 억제할 수 있다고 믿는 것으로 보인다. Plan 

S에 대한 일부 비판자들은 긴 역사와 전통을 가진 학술단체들에서 

발행하는 구독료 기반 학술지들의 전통을 무너뜨릴 위험성을 지적

한다[2]. 그러나 이 문제는 미국물리학회에서 하듯이 오픈 액세스 저

장소를 활용하면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른다. Plan S가 나오

게 된 배경은 impact factor만 가지고 학술지를 평가하는 최근의 추

세와 이에 따른 상업적 출판사들의 번성과 횡포에 따른 문제점이 더

는 사회가 용인할 수 없을 정도로 커졌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오

픈 액세스 출판은 분명 문제점이 있으나, 필연적으로 오픈 액세스가 

점점 더 확대되는 방향으로 진행될 것이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1. Chawla DS. Concerns remain over European open-access proposal. Phys Today 
2019.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063/PT.6.2.20190628a 

2. Lohse D, Meiburg E. On the quality and costs of science publication. Phys Today 
2019;72 (8):10–1. Available from: https://doi.org/10.1063/PT.3.42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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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의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비교:  

미국 CSE 총회와 한국 KCSE 총회

김형순  |  과편협 회장, 인하대

필자는 2015년 5월 14-18일 미국 필라델피아와 2019년 5월 5-7일 콜

럼버스에서 개최되었던 미국의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총회에 참석했다. 이 글에서는 2019년 5월 6일 

오하이오주 콜럼버스시에서 개최한 CSE 연 총회의 광경을 소개하

며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 

KCSE)의 총회와 비교했다. 

CSE 총회 

1. 시작 전 분위기

2019년 CSE 학술대회는 5월 6일 아침 8시 30분부터 총회를 시작으

로 2일간 콜럼버스의 Hyatt Regency Columbus에서 열렸다. 총회가 개

최된 약 300명을 수용하는 홀에 여러 개의 원탁이 있었으며 앞 단상

의 좌우에 스크린이 하나씩 있었다. 원탁 위에는 6쪽 분량의 총회 자

료가 놓여 있었다. 겉표지에는 식순(환영사, 재무 보고, 회장의 연 활

동 보고, 선거 결과, 신임회장 취임, 폐회), 2-4쪽에는 재무 현황, 5쪽

에는 지난 9년간의 회원 수 통계, 그리고 6쪽에는 지난 8년간의 학술

대회 참석자 통계(등록자, 전시업체, 연사, 학생회원, 하루 학회 등록, 

단기강좌 등록 수 등)가 실려 있었다. 두 개의 스크린에서는 1) 회원

(회원 등록 연수에 따라 5년 주기로 5-35년 경력의 회원을 소개하였

는데, 5년 경력은 27명, 30년은 5명, 35년은 1명이었다), 2) 신입회원, 3) 

03. 참 관 기

참

관

기

▲  사진 1. CSE 정회원 10주년을 기념하고 축하하는 회원 명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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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회와 학술대회를 후원하는 업체와 기관들(8곳)을 소개하는 화면

을 총회 시작 전까지 청중에게 반복으로 보여 주었다(사진 1).

2. 총회 과정

배포된 프로그램에 개회식은 오전 8시 30분부터 9시까지 CSE 회장

인 Anna Jester의 개회사와 business meeting (임원들의 재무 보고와 

연 사업 보고)으로 안내되었다. 총회는 사회자 없이 회장이 직접 진

행했다. 회장은 준비한 인사말을 낭독하고 학술대회 준비위원들을 

소개했다(2019년 학술대회는 두 명의 준비위원장과 48명의 준비위

원들에 의해 운영되었다). 전체 8개의 후원업체를 하나씩 소개하고 

감사를 표했으며, 이번 학술대회에 참가한 참석자들의 23개 국가명

을 언급했다. 마지막으로 이전 회장들을 자리에서 일어나게 하고 청

중에게 감사의 박수를 부탁했다. 참고로, Anna Jester 현 회장은 

eJournal Press 회사의 세일즈 및 마케팅 디렉터이다(사진 2).

 재무 보고는 담당위원이 단상에 나와 청중에게 배포한 자료집 

2-4쪽을 보면서 수입과 지출에 대해 중요 사항만 간단히 언급했다. 

이어서 회장은 2018년 5월에서 2019년 5월까지 1년간의 활동을 보

고하였다. 전체 회원 수(2018년 803명, 2019년 3월 기준 777명)와 신입

참

관

기

▲  사진 2. CSE 회장(Anna Jester, 2018-2019년)과 필자(KCSE 회장, 2017-2020년)

▲  사진 3. 구 회장이 함께 서있는 가운데(왼쪽) 신임회장(오른쪽; Dana Compton, 2019-2020년)이 취임사를 낭독하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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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수를 보고하고 각 위원회의 활동을 상세히 소개했다. Short 

course (학술대회 전, 5월 4-5일 이틀간 진행된 4개의 강좌)와 지난 1

년 동안 수고한 webinar 진행자(2018년 5회, 2019년 5월까지 3회)를 

치하하고 Science Editor 편집장을 소개하며 감사를 표했다. 

 2020년 CSE 임원 선거 결과를 회장이 낭독했다. 당선자 명단을 

스크린에 띄우고 당선자를 각각 소개하면서 이력도 소개했는데, 여

기에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다. 신임회장 소개 시에는 구 회장이 회

의봉(의사봉)을 신임회장에게 넘겨주면서 마이크도 함께 주었다. 

신임회장(Dana Compton)은 준비한 취임사를 낭독하고 구 회장에

게 선물을 증정했다. 이때 신/구 회장은 함께 단상에 서 있었고, 2019

년 5월부터 1년간 활동하게 되는 신임회장이 취임 후 무엇을 하겠다

는 계획을 간단히 소개했다(사진 3).

 이렇게 여러 사안을 상세히 조목조목 설명하고 총회를 진행하다 

보니 예정된 시간 15분을 초과하여, 이번 총회는 실제로는 45분 동

안 개최되었다. 그 후 바로 keynote 연설이 시작되었는데 연사 소개

는 구 회장이 했다. 이 학술대회에는 plenary 연설과 keynote 연설이 

있는데 각각 한 명의 연사가 한 시간 동안 강연을 했다. 

KCSE 총회

KCSE의 총회 광경은 간단히 표 1에 기술하였다.  

표 1. 미국 CSE와 한국 KCSE의 총회 세부사항 비교

항목 CSE KCSE

총회 소요시간 30분 1시간

참석자 수 학술대회 참석자 모두 학술대회 참가자의 일부 (임원 중심)
순서 개회 개회

회장 환영사 국민의례

재무 보고 회장 개회사

활동 보고 시상 (논문상/Elsevier상/우수강의상/감사패) + 수상자 사진 촬영

선거결과 보고 성원 보고

신임회장 취임사 전년도 정기총회 회의록 접수

폐회 보고와 의안 심의 (사업/감사/재무 보고, 의안 심의)
기타 토의

폐회

기념사진 촬영

시상식 없음(별도로 개최)* 있음 (장시간)
재무 보고 있음 있음 (장시간)
감사 보고 없음 있음

사회자 없음 있음

국민의례 없음 있음

총회 자료 6쪽 60-80쪽
회장단 교체(행사) 매년 정기총회에서  3년 주기로 정기총회에서 
총회/학술대회 위원수 준비위원장 2명

위원 48명
위원장 1명
위원 1-2명

*CSE 시상식은 총회 다음날 같은 장소에서 오찬과 동시에 개최.

두 총회의 비교

두 나라의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총회의 규모와 내용을 단순하

게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것은 무리이다. 역사(창립: CSE 1957년, 

KCSE 2011년), 회원 수(2018년 기준: CSE 803명, KCSE 397명)와 지리

적 여건 등에 따라 CSE와 KCSE의 구성, 조직과 규모가 매우 다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러한 정량적 차이를 배제하여도 두 총회의 크

게 다른 점이 눈에 띄는데, 총회 시작 시간 및 소요 시간과 참석 인

원이다. CSE 총회는 매우 일찍 시작하고 대부분의 학술대회 참석자

들이 참석한다. 그러나 KCSE 총회는 참석자 수가 많은 시간대를 고

려해서 오후에 시작한다.   

 CSE의 총회는 학술대회의 첫날 아침에 시작하고, 이어서 두 개의 

기조 연설(plenary와 keynote 강연) 중 하나인 keynote 강연이 바로 

이어졌다(plenary address는 다음 날인 7일 오전 8시 반부터 1시간 동

안 진행됨). 필자가 CSE 총회에 참석한 두 차례 모두, 총회장에 빈자

리가 없을 정도로 만석이었다. 총회 참석자는 대략 300명으로 추산

하며(주최측의 잠정 통계로 351명이 등록한 것으로 파악), 대부분의 

청중들이 기조 연설에 흡족해하는 것 같았다. 총회의 참석자들은 

총회보다는 기조 연설이 그들에게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총회에 

참석했었을 수도 있다. 아마도 학술대회 준비위원회에서 이러한 점

을 고려해서 철저히 계산하고 진행했는지도 모르겠다. 총회는 30분

으로 짧고, 초청 강연은 60분으로 길다. 준비위원회는 1년 동안 청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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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심사를 염두에 두고 주제와 연사를 선정하는 데 많은 고민과 

노력을 했을 것이다(참고로 keynote 강연의 제목은 ‘Project manage-

ment, chickens, goats, and kids’로, 연사는 Access Innovations 사의 대

표인 Marjorie MK. Hlava였다). 그래서 CSE의 총회와 학술대회 준비

위원회의 위원 수는 매우 많다(표 1). 

 한편 KCSE 총회는 보통 오후 1시경에 시작하고 한 시간 정도 소

요되며, 총회를 진행하는 사회자의 역할이 중요하다. 특히, KCSE 정

기총회에서는 성원 보고가 중요하다. 위임장을 제출한 회원을 제외

하면 실제로 총회장에는 약 20%가량의 회원이 출석한다(2019년에

는 회원 397명 중 70명이 참석하였다). CSE의 경우 2019년 회원이 

777명이고, 등록된 351명의 참석자 중 228명이 정회원임을 고려하

면 약 30%의 회원 출석으로 본다. 총회에 참가하는 두 학회 회원의 

참여율은 극적인 차이가 없으나, CSE 총회 참석자 수는 정회원 수보

다 많다는 점이 특이하다. CSE 총회와 기조 강연을 잘 연계한 것이 

좋은 전략이 되었다고 본다. KCSE는 몇 년 전에 총회의 성원이 어려

워서 성원 조건을 전체 회원의 1/10 이상 출석으로 완화했다. 현실

을 반영해서 KCSE 정관을 수정했듯이, 지금 KCSE가 너무 형식에 

얽매여 총회를 진행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본다. 

 KCSE 총회에서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순서 중 하나는 시상식으

로, 실제로 수상자가 아닌 참석자들은 약간 지겹게 느낄 수 있는 긴 

시간이다. KCSE는 총회 때 시상식을 진행하나, CSE에서는 시상식

은 별도로 진행한다. CSE 총회가 개최된 Union Ballroom에서 총회 

이틀째인 7일 11시 30분에서 1시까지 ‘시상식 및 오찬’ 프로그램이 

열렸다. 시상식이 먼저 진행되고 바로 오찬이 제공되었다. 상은 공로

상, 봉사상, 그리고 감사장 등이 수여 되었으며 시상대 뒤의 스크린

에 상의 종류, 수상자의 이름과 소속을 띄우면서 시상 및 기념사진 

촬영이 이루어졌다. 참석자들이 원탁에 착석해서 시상식을 약 30분

간 지켜본 후 바로 음식이 풀코스로 제공되었다. CSE 프로그램 책

자에서는 ‘시상식 및 오찬’ 식순에 “회원 및 동료의 노력과 업적을 인

정하고 축하하며 점심을 드십시오.”라고 설명하고 있다. 즉 잔칫상

을 차려 놓았으니 마음껏 즐기라는 친절한 안내이다. 필자를 포함

해서 참석자들이 CSE 학술대회 중 가장 기다리는 시간이 바로 이 

오찬이 아닐까 한다. 자연스럽게 시상식에 참석해서 동료의 수상을 

축하하는 동시에 맛있는 오찬을 즐길 수 있는 일거양득의 프로그

램을 잘 구성했다고 생각했다. 

 KCSE 총회에서 마지막 순서는 총회 참석자 모두가 앞으로 나와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것이다. 보통 100명 이상의 참석자들이 앞 단

상으로 나와 한 장의 단체 기념사진을 촬영하는 데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소요되지만, 참석자들은 이것이 중요한 순간임을 긍정적으

로 이해하고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조한다. 2011년 창립 이후 

KCSE의 총회 장면을 촬영한 모든 사진은 KCSE 홈페이지의 아카이

브에 보관되어 있다. 필자는 이것을 역사 기록물로 여기고 이 순서

를 자랑스러운 KCSE의 한 행사로 생각한다. 또 다른 KCSE의 역사 

기록물로, 총회 때 회원들에게 배포하는 총회 자료집을 언급할 수 

있다. 이 자료집은 보통 60쪽 이상으로 매우 상세하게 한 해의 KCSE

의 모든 활동을 기록해서 총회 때 공개적으로 발표하는 동시에 인

쇄물로 회원들에게 배포한다. 이 자료집에는 정기총회 식순을 포함

해서 회원명단(개인/특별/단체 회원), 전체 위원명단과 역대 임원명

단 등이 수록되어 있다.    

 표 1은 두 총회를 비교한 자료이다. KCSE 총회는 2011년 창립 이래 

국내의 여러 학회의 정관과 총회의 형식에 따라 진행해 왔다. 표 1의 

내용을 보면 KCSE가 CSE보다 형식을 더 중요시하는 것 같다. 아마

도 이것이 동서양의 문화의 차이가 아닌가 한다. 특히 CSE 회장의 보

고 중 일 년간의 활동 보고 때, 사업에 참여한 모든 사람을 한 명씩 

소개하며 줄곧 칭찬과 유머로 진행해서 끝까지 화기애애한 분위기

를 자아냈다. 동양에서는 격식과 의전을 앞세워 딱딱하고 지루하게 

장시간 진행하는 총회가 일반적이다. 이러한 총회 분위기와 대조되

는 CSE 총회는 미국 실용주의 문화의 한 단면이 아닌지 모르겠다. 아

니면, 언필칭 “동양은 집합주의(집단주의)적, 서양은 개인주의적”이

라고 구분하는 동서양의 문화 특성과 연관되는 것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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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KMEC) 소지자 워크숍 참관기 

김세정  |  ㈜메드랑 Manuscript Editor

햇수로 벌써 3년이다.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Korea Manuscript Edi-

tors Certification, 이하 KMEC)을 취득한 후, 자격증 소지자 워크숍에 

1회부터 빠지지 않고 참석해 왔다. 앞선 두 번의 워크숍에서는 학술

지 편집인들이 그해에 가장 주목하는 이슈가 논의 주제로 선정되었

고, 여기에 양념처럼 manuscript editor (ME) 실무에 도움이 되는 팁을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올해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의 워크숍 강의 주제들을 돌이켜 보고 predatory journal이나 

data sharing 관련 내용이 다시 다뤄질 것으로 예상했으나 보기 좋게 

빗나갔다. 이번 워크숍은 실무 위주의 워크숍이었다. 진정 KMEC 소

지자들이 실제 업무에서 힘들어하거나 궁금해하는 부분들을 시원

하게 풀어주는 워크숍을 다녀왔다. KMEC를 취득하려 준비하는 여

러 학회나 출판사 관계자들과, 이미 자격증을 취득하였으나 워크숍

에는 참석하지 않았던 여러분에게 이렇게 유익했던 워크숍의 모습

을 전달하기 위해, 올해 7월 경기도 양평에서 열린 ‘2019년 제3회 한국

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에 참석하여 배우고 토론했던 그 

날의 이야기를 해보려 한다.

 2019년 7월 12일부터 13일까지 양평의 현대블룸비스타에 KMEC 

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자리가 마련됐다. 강의 장소나 주제뿐만 아니

라 강의 진행 시간이나 형식 등에서 많은 변화를 준 워크숍이었다. 7

월 12일, 예년의 KMEC 워크숍보다 좀 더 이른 시간인 10시에 첫 발표

가 시작되었다. 보충자료(supplement & appendix)의 정의와 보충자료

가 있을 경우의 처리, 보관 방법 등에 대한 발표였다. 과거에 많은 저널

에서 되도록 보충자료의 수록을 피할 것을 권했지만, 미디어가 발전

하고 데이터 공유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최근에는 원고 접수 시 대량

의 보충자료가 첨부되는 경우가 잦아졌다. 실무를 진행하는 ME라면 

이러한 보충자료의 처리에 대해 고민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담당하는 저널의 특성에 맞춰 관련 정책을 수립하도록 편집위원회

를 돕고, 이후에는 supplemental data 처리 방식이 모두 일관되게 유지

되도록 하는 것이 ME의 역할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다

양한 저널의 보충자료 게재 모습이 샘플로 제시되어 쉬운 이해가 가

능한 시간이었다.

 바로 이어진 강의는 ‘pre-print’에 관한 내용이었다. 사실 투고 전이

거나 전문 peer review 전인 논문을 먼저 공공 서버에 올려 내용을 공

개한다는 것 자체를 처음에는 이해할 수 없었다. 치명적 오류가 있는 

논문을 심사도 없이 먼저 올려둔다면 누군가가 그것을 인용하여 잘

못된 내용의 논문을 작성할 염려가 있고, 오류가 오류를 만드는 현상

이 계속 뻗어 나갈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다른 방향에서 

보면 이러한 빠른 공개로 인해 인용 가능성이 커진다거나 연구의 발

상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는 등의 많은 장점이 있기에, pre-

print는 계속 증가할 것이라는 전망이다. 저자들은 학문의 분야와 주

제에 따라서 신중하게 판단하여 선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오전 강의가 마무리되고 점심으로 호텔에서 초복 맞이로 준비해

준 삼계탕을 먹은 후 워크숍은 다시 ME 업무에 활용 가능한 소프트

웨어에 대한 소개와 간단한 시연으로 이어졌다. 

 참고문헌의 형태는 매우 다양해지고 있고, 그만큼 검색도 어려워

져 원고 교정 시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 부분이었다. 그런 만큼, 

이 발표가 진행되는 내내 입을 다물 수 없었다. 참고문헌을 자동 검색

해 주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저널 스타일에 맞춰 교정까지 진행해주

는 프로그램을 보면서—물론 인간의 손으로 최종 검수는 한 번 거쳐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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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안심이라 하더라도—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원교 교정 시 이러한 

프로그램들을 잘만 활용한다면 정확도와 속도 모두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 시간에 배웠던 프로그램들은 현재 실무에 너무나 

잘 활용하고 있으며, 필자와 같이 새로운 기능에 대한 정보에 어두운 

사람이라면 부디 다음 워크숍에는 참석하여 이런 고급 정보를 얻어

가길 바란다. 

 교육의 마지막은 조별 실습으로 마무리되었다. 조별로 하나의 학

술지를 정해 각 DB 등재 기준에 맞춰 평가하여(DOAJ,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 Scopus) 해당 저널의 등재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파

악한 후 실제 apply 연습도 해보았다. 워크숍 전에 이미 조가 배정되어 

메일로 고지되었기에, 조원들과 사전 상의 후 대한비만학회지(Jour-

nal of Obesity & Metabolic Syndrome, Jomes)를 실습 저널로 선정하였

다. 워크숍 자리에서 조원들과 함께 등재 기준을 하나하나 짚어가며 

이 저널의 홈페이지에 해당 내용이 모두 기재되어 있는지 파악해 보

았는데, 실습 저널로 선정된 Jomes의 담당 ME 분들이 같은 조원으로 

토론에 참여하여 더욱 빠르게 내용을 파악할 수 있었다. 실제 Jomes

는 올해 Scopus 등재 신청을 준비하고 있다고 한다. 모든 등재 기준에 

부합하는 학회지였고 무엇보다 이미 등재 신청을 경험한 학회였기에 

좋은 결과가 있으리라 믿어 의심치 않는다. 

 각 조에서 평가한 내용을 프레젠테이션하는 것으로 워크숍의 계

획된 정규 교육 스케줄은 마무리가 되었다. 이후 즐거운 저녁 식사와 

11시까지 이어진 토론 역시 빠져서는 안 되는 중요 이벤트로 자세히 

이야기하고 싶으나, 교육부터 토론까지 너무 숨 쉴 틈 없이 진행된 것

으로 보일까 싶어 이 문장으로 갈음한다. 여기에 모두 담지는 못했으

나 충분한 휴식과 영양가 높은 음식이 끊임없이 제공되고 참가자 서

로에 대해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시간도 함께 주어지므로, 혹 참석

을 망설이는 KMEC 소지자가 있다면 걱정은 접어두고 참가하실 것

을 적극적으로 추천하고 싶다.

 해가 지날수록 자격증 소지자 워크숍이 발전하고 있다. 참가자들

이 도움을 얻기 위해 참석하는 자리지만 워크숍을 준비하는 과편협 

관계자들은 늘 참가자들의 필요를 파악하고 충족시키고자 노력하

는 모습을 보여준다. 정보가 힘이고 시간이 돈인 세상에서 본인들만

이 가지고 있는 실무와 관련된 정보를 공유하고 업무 시간을 쪼개어 

발표를 준비하는 것은 정말 쉬운 일이 아니라고 생각한다. 귀중한 시

간을 내어 워크숍을 준비해 주신 과편협 관계자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내년 워크숍에는 또 어떤 깜짝 놀랄 내용이 있을까 기대하는 

내 마음도 슬그머니 전달해 본다. 

참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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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3회 원고편집인 자격증 소지자 워크숍 발표 모습(2019년 7월 12-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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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Development of 

Digital Publishing and Digital Libraries (CDPDL) 참관기

서태설  |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KISTI 학술정보공유센터장

2019년 8월 7일부터 12일까지 중국 창춘에서 개최된 CDPDL 컨퍼런

스는 칭화대 도서관을 비롯한 여러 대학도서관이 주최하고 중국 최

고 학술정보 서비스 기업인 CNKI가 후원하고 있다. CDPDL은 중국 

최대 도서관 분야 국제 컨퍼런스로 올해 열 번째로 창춘에서 열리게 

되었다. 국제 컨퍼런스라고 하지만, 외국인 발표자들을 제외하면 청

중은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다. 어쨌든 주최 측 추산 약 1,600명이 참

여할 정도로 그 규모는 대단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는 학술 출판의 최신 동향 및 디지털 도서관 서

비스 사례가 소개되었다. 먼저 성대하게 개최된 개막식에서는 길림성 

상무위원, CNKI 대표 등 주요 인사들의 인사말, 환영사, 축사가 오전 

내내 이어졌다. 첫날은 3개의 세션으로 나누어 진행되었는데, 세션 1

에서는 지식혁신 서비스산업 분야 9개 발표가, 세션 2에서는 지식혁

신 서비스를 위한 출판 전환 분야 6개 발표가, 그리고 세션 3에서는 

도서관을 위한 지식 서비스 및 관리의 변환 및 개발 분야 8개 발표가 

있었다(첨부 자료).

 특히 CNKI가 수행하는 중국 학술지를 위한 각종 서비스가 소개

되었다. 중국의 CNKI는 CNKI Express를 통해 전 세계 학술정보를 가

장 신속하게 전달하는 서비스를 하고 있으며, 새로운 디지털 출판 모

델을 운영하고 있었다. 이 출판 모델의 특징으로는 온라인 우선 출판

과 데이터 출판이 포함된 것을 꼽을 수 있다. 그밖에 각종 빅데이터 

활용 서비스도 소개되었다.

 이번 컨퍼런스에서 느낀 점을 요약하면, 과학기술 및 의학 분야 학

술지 출판은 단순 출판을 넘어 정보 서비스, 더 나아가 지식 서비스

까지 발전하고 있다는 것이고, 수요자인 연구자들은 정확하고 개인

화된 정보를 요구하며, 데이터 기반 과학 발견을 추구하고, 기존의 상

업적 정보 서비스 모델을 불신하고 있다는 점이다.

 CDPDL은 중국 중심의 도서관 및 학술단체 행사이지만, 미래의 

중국 학술지 출판 시장의 중요성을 생각할 때 지속해서 주시할 필요

가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이 행사를 후원하는 CNKI의 학술 출판 관

련 정책 및 서비스에 관해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  그림 1. 2019 CDPDL 컨퍼런스 전경.     ▲  그림 2. 2019 CDPDL에 참석한 필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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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 자료. 행사 프로그램

International Conference on Development of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Industry 2019 International Conference on 

Integrated Development of Digital Publishing and Digital Libraries

   

Agenda

Date: August 8th - 9th, 2019
Supervisor: Publicity Department of the CPC Jilin Provincial Committee

Hosts: Tsinghua University Library, The University of Hong Kong Libraries 
Jilin University Library, Jilin Province Library 

China Academic Journals Electronic Publishing House
Organizers: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CNKI) 

                 Jilin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Supporting Organizations: The Education Department of Jilin Province 

                                                        Jilin Province Department of Culture & Tourism
   

Plenary Discussion   

Time: 8:30 a.m. - 6:15 p.m., August 8th   

Venue: Yitian Convention Center, Sheraton Changchun Jingyuetan Hotel   

Opening Ceremony
Host: Xuedong Liu General Manager, China Academic Journals Electronic Publishing House

Time Title Speaker

08:30-08:50 Welcome Speech Y ugang Shi Member of the Standing Committee of the CPC Jilin Provincial 
Committee and Minister of Publicity Department of Jilin Province

Mingliang Wang Founder & Chairman, CNKI
08:50-08:55 Opening Ceremony Announcement of Conference Opening
08:55-09:30 Leader Speech D ongdong Li President, China Media Culture Promotion Association, 

Former Deputy Director of the General Administration of Press and 
Publication of PRC

Ji anmin Jiang Director of Publishing Bureau of Publicity Department of 
the CPC Central Committee

Ji anhua Wang Executive Vice President and Secretary General of China 
Industry-University-Research Institute Collaboration Association

Session I: Innovation Development and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Industry
Host: Hong Xiao / General Manager, CNKI International Publishing and Distribution Headquarter

09:30-09:50 N ew Mission and Innovative Service Demand of Universities under 
Innovation-driven Development Strategy

Zheng Bing Executive Vice President, Jilin University

9:50-10:10 Exploration Driven by Innovation Strategy Yigang Sun Deputy Librarian, National Library of China
10:10-10:30 D eep convergence of Supply and Demand Sides to Build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Industry
H ongwei Zhang Deputy General Manager,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10:30-10:50 K nowledge Innovation Service of University Libraries: Models and 

Approaches
Youqiang Wang University Librarian, Tsinghua University Library

10:50-11:10 Where is the “Value” in an Academic Library? P eter Sidorko University Librarian, The University of Hong Kong Libraries 
(Hong Kong, China)

11:10-11:30 What Can Digital Resources Providers Do for the Academic Library? James Cheng Librarian, Harvard–Yenching Library, Harvard University 
(U.S.)

11:30-11:50 C reate a National Service System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Innovation: Development Direction and Model Design

X iwen Liu Deputy Director, Documentation and Information Center, 
Chinese Academy of Sciences

11:50-12:10 Library Transformation Through Technology Turbulence A morn Petsom University Librarian, Chulalongkorn University Library 
(Thailand)

12:10-12:30 T houghts on Digital Preservation and Access of Library Time-based-
media Materials

Jim Cheng Director, C.V. Starr East Asian Library, Columbia University (U.S.)

12:30-13:30 Lun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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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ssion II: Publishing Transition for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Host: Hong Chang / President, Jilin People's Publishing House Co., Ltd.

13:30-13:45 CNKI Express Based on Big Data of World Knowledge C hunxiao Ke Assistant to General Manager,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13:45-14:00 A n Overview of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s Knowledge 
Services

M itsuru Mizuno Director, Department of Information Planning Japan 
Science and Technology Agency (JST)

14:00-14:15 F irst-class Journals Construction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Knowledge Service

Bin Peng General Manager, China Science Publishing & Media Ltd. (CSPM)

14:15-14:30 Long-term Preservation of Digital Scholarly Publications Craig Van Dyck Executive Director, CLOCKSS Archive (U.S.)
14:30-14:45 I nheritance and Innovation-Adhering to the Historical Mission of 

Promoting the Development of Chinese Medicine
Bing Liu Vice President, Chinese Medical Association Publishing House

14:45-15:00 New Digital Publishing Models of CNKI L iyang Huang Director, Science and Technology Branch of China 
Academic Journals Electronic Publishing House

Session III: Transition & Development and Knowledge Service & Knowledge Management for Libraries
Host: Tianfang Dou / Deputy University Librarian, Tsinghua University Library

15:00-15:15 T he Overall Solution of University Library Innovation Service in the New 
Era

Y imin Zhang Deputy General Manager,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15:15-15:30 L ibrary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for "Double First-Class" 
Construction in Colleges and Universities: Exploration and Practice

Ping Yu Director, Jilin University Library

15:30-15:45 D ata Science, Learning Analytics, and Implication to Academic Library 
Services

Y unfei Du Professor and Associate Dean, School of Information, University 
of North Texas (U.S)

15:45-16:00 I n-depth Service and Innovative Development of Public Libraries in the 
New Period

Ruijun Zhao Director, Jilin Province Library

16:00-16:15 B eyond Reading & Access-Data Management and Data Curation for 
Digital Scholarship

Matthias Kaun Director, The East Asia Department of the Berlin State

16:15-16:30 Libraries Contribution in the Development of Lao PDR Khanthamaly Yangnouvong Director, National Library of Laos (Laos)
16:30-16:45 R eturn to Educational Knowledge, Restart Reading and Learning: CNKI 

Exploratory and Collaborative Studies Platform Supports Exploratory 
Learning Practice

F eng Wang General Manager, Exploratory and Collaborative Studies 
Platform BU,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16:45-17:00 Knowledge Management and Intellectualized Service Chiou-Shu Hwang Academic Dean, Meiho University (Taiwan, China)

Session IV: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for Different Industries
Chunxiao Ke / Assistant to General Manager,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17:00-17:15 I ntroduction to the Construction Objectives and Progress of CNKI 
"100-Industry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Project"

J ianguo Tong Deputy Editor-in-Chief, China Academic Journals Electronic 
Publishing House

17:15-17:30 K nowledge Innovation And Enterprise Management: The Experience  
And Revelation from Japan

K eikoh Ryu Advisory Committee Member for Stanford Program on 
International and Cross-Cultural Education, Stanford University; director 
of the Japan Society for Business Ethics and adjunct professor at the 
Institute of Public Policy, Waseda University; Professor, Ritsumeikan 
University (Japan)

17:30-17:45 Medical Librarian Professional Challenges in a European Perspective M aurella Della Seta President, European Association for Health 
Information and Libraries (EAHIL); Head Documentation Unit, 
Knowledge Service, Italian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Italy)

17:45-18:00 N ecessity and Practice Sharing of "Knowledge Innovation Service in 
Cement Industry"

G uangjun Zhou Director, Information Center of Building Materials 
Industry Technology Information Institute

18:00-18:15 K nowledge Service in Innovation and Development of Vocational 
Colleges

D ejun Xue Deputy General Manager, Tongfang Knowledge Network 
Technology Co., Ltd. (Beij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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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 워크숍 참관기 

김연욱  |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거목문화사

행사명: 출판윤리 워크숍 (2019-E01)

주제: 실무를 위한 출판윤리 (사례 중심)

일시: 2019년 8월 23일 (금) 오전 10시-오후 12시 35분

장소: 서울대학교 203동 101호

출판사에서 다수의 학회와 업무를 진행하다 보면, 출판 이외의 여러 

가지 특수한 상황에 대해 문의를 하실 때가 있다. 학회 사정에 따라서 

전문 원고편집인이 있는 학회도 있지만, 사무국 직원 한두 명이 모든 

업무를 처리하거나, 교수님들께서 돌아가시면서 업무를 진행하는 곳

도 있다. 현실적으로 편집위원장님을 비롯한 편집위원회가 자주 바뀌

기 때문에, 몇 년에 한 번씩 발생하는 특수한 문제에 관한 지식은 전수

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래서 출판윤리 문제와 같은 돌발적인 문제

가 생기면 일차적으로 출판사로 문의해주시는 경우가 많다. 

 학회에 출판윤리 문제와 관련된 경험이 적은 상황이더라도, 출판

사에서 해당 내용을 알고 있다면 상황에 맞는 비교적 정확한 안내를 

드릴 수 있다. 실제 출판윤리 문제가 발생하는 빈도가 높지는 않지만, 

정정기사(erratum) 작성 및 처리,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재 대비 등 기

본적인 편집이나 교정 이외의 업무 문의 빈도가 점점 늘어나는 것을 

피부로 느낄 수 있다. 따라서 국내 학술출판 여건상 출판사에서 학술

지와 관련된 주요 이슈를 파악하고 어느 정도 자문의 역할을 해줄 

수 있다면, 국내 학술지와 출판사가 상호 발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생

각에 출판윤리 워크숍에 참석하게 되었다.

 특히 이번 워크숍은 사례 중심으로 프로그램이 구성되어 있기에 

서둘러서 참가 신청을 했다. 개인적으로 출판윤리의 이론에 대한 교

육은 몇 차례 들을 기회가 있었지만, 다양한 사례를 접하기는 쉽지 

않았다. 이번 기회에 다양한 실제 사례를 접하여 요즘 문제가 되는 

출판윤리 문제는 어떠한 것이 있는지 확인하고 싶었다.

워크숍은 총 3가지 파트로 나뉘어 진행되었다. 

1) 학 술지 출판윤리 사례 I 

 (이인재 교수, 서울교대; 연구윤리정보센터장)

2) 학 술지 출판윤리 사례 II 

 (조철훈 교수, 서울대;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편집위원장)

3) 과편협 출판윤리 사례 소개 

 (윤철희 교수, 서울대;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첫 번째 시간은, 특정 학술지의 사례보다는 이론 및 기준에 대한 

강의였다. 주로 표절, 중복 게재의 범위, 부당 저자 표기, 저자됨(au-

thorship) 등에 대하여 COPE, ICMJE에서 정한 기준을 살펴보았고, 이

후 이어질 본격적인 사례 설명에 앞서 출판윤리에 대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시간이었다. 

 최근 제1저자와 저자 순서에 대해서 사회적 이슈가 제기되고 있고, 

학술지에 관심 없는 일반인들도 기사를 통해서 많은 정보를 접하고 

있다. 저자 순서를 결정하는 합의된 사회적 규정은 아직 없고, 앞으로

도 통일된 규정을 제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하지만 일부 해외 학

술지에서는 저자의 기여도에 대해 연구 설계, 데이터 수집 및 분석, 

논문 작성 등 항목마다 점수를 산정하여 저자 순서를 결정하도록 가

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을 

모두 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구체적인 기준과 점수를 가지고 

저자 순서를 정할 수도 있다는 것은 모두가 한 번쯤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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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에는 모든 저자가 기여(author contribution)한 부분을 전부 명

기하는 학술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이렇게 저자됨에 관한 책임을 

강조하는 사회 분위기를 보면 출판윤리 수준이 점점 올라가고 있음

을 실감할 수 있다. 

 두 번째 시간은 Food Science of Animal Resources (FSAR)의 편집위

원장님께서 실제 학술지 사례를 토대로 발표를 진행해주셨다. FSAR

은 타이틀 페이지에서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와 IACUC (In-

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인(이하 IRB 승인) 내

용을 필수로 기입하도록 하고, 해당하지 않으면 해당 사항이 없다고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장치는 저자들로 하여금 출판윤

리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고, 필수 내용의 누락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일부 저자들은 모든 연구에 대해 IRB의 승인 여부를 꼭 밝혀야 

하는 데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하지만 최근 사회적 이슈로 IRB

를 받지 않았음에도 받았다고 부정으로 기입하여 논문이 철회된 경

우도 있기에, 사회적으로 강화되는 출판윤리 규정을 학술지, 저자, 편

집위원, 심사위원 모두 숙지하고 신경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추가로 외국 저자가 pre-print 서버에 업로드된 논문을 투고하였

고, 학회에서는 유사도 검사 결과가 높게 나와서 거절했던 사례를 살

펴보았다. 세계적으로 pre-print된 논문이 점점 많아지고 있기 때문

에, 국내 학술지에서도 pre-print에 대해 이해하고 이에 대한 정책과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추가 질문 시간에는 출판된 자신의 논문을 개인 홈페이지 또는 

archiving 홈페이지에 올려도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다. 

이 질문은 post-print와 관련된 질문인데, 국내 학술지에서는 아직 

post-print 관련 정책을 밝히지 않은 곳이 많다. 실제로 국내 학회에서 

개인 저자를 상태로 post-print를 공식적으로 막고 있는 곳은 거의 없

으나, post-print를 허용한다는 정책을 확인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저

자는 자신의 논문을 홈페이지에 올리지 못하거나, 홈페이지에 올리

면서도 불안해 할 수밖에 없다. 각 학술지에서는 pre-print와 post-

print에 대해 검토하여 관련된 정책을 명확하게 공지하는 것이 필요

하다. 추가로 Sherpa/Romeo (국제 DB)와 KJCI (Korea Journal Copy-

right Information, 국내 DB)에 각 학술지의 정책을 밝히는 것이 좋을 

것이다.

 세 번째 시간에는 최근 과편협으로 문의된 출판윤리 관련된 질문

과 답변을 살펴보았다. 중복 출판, 동시 출판, 번역 출판, 가이드라인 

공동 제작 등 다양한 출판 방법과 출판 가능성에 대한 문의가 많았

는데, 그렇다고 이러한 출판이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오해의 소지가 

없이 모든 것을 명확하게 밝힌다면 문제는 없을 것이다. 해당 논문을 

이미 출판한 학술지의 편집위원장과 새롭게 출판할 학술지의 편집위

원장이 현재 상황에 대해서 정확하게 인식하고, 다른 학술지에 새로

운 형태로 논문이 다시 출판되는 합당한 이유와 출처를 정확하게 명

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실제 학술지 출판을 진행하다 보면 아무리 조심한다고 하여도 출

판윤리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만큼 사후에 처리하는 

방법이 중요하다. 일단 출판윤리 문제가 발생한다면 COPE flowchart

를 참고하는 것을 권장하며, 이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절차

적 정당성과 해결 방법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다.

 요즘 출판윤리 문제뿐만 아니라, pre-/post-print, 저작권, open ac-

cess 등 학술지와 관련된 여러 분야에서 다양한 이슈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계속 변화하고 있다. 따라서 학회와 출판사 모두 지속해서 공

부를 하지 않으면 새로운 이슈에 대해서 뒤처질 수밖에 없다고 생각

한다. 인터넷에 모든 정보가 있기 때문에 그 어느 때보다 새로운 정보

를 접하고 공부하기가 수월해졌다. 하지만 혼자서 공부하다 보면 유

용한 정보와 유용하지 않은 정보를 구분하는 것에도 상당한 시간을 

할애하게 되고, 막상 가장 중요한 포인트를 놓치는 경우도 있다. 

 과편협의 교육과 워크숍은 학술지에서 가장 트렌디하고 중요한 

이슈를 선정하여 구성하기 때문에, 학술출판의 트렌드를 놓치지 않

고 따라갈 수 있도록 많은 도움을 준다. 또한 과편협은 Q&A를 제공

하고 있으므로, 꼭 출판윤리 관련 사항이 아니더라도 학회 또는 학술

지의 문제에 대해 언제든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상황에 꼭 맞는 100%

의 정답을 받진 못하더라도, 다양한 전문가가 있는 과편협에서 알려

준 힌트를 가지고 보다 좋은 정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

로 항상 여러 가지 교육으로 국내 학술지 생태계에 큰 도움을 주고 

있는 과편협에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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