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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제12차 202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온라인 개최

지난 1월 21일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 제12차 2022년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행사는 과편협 회원 및 비회원 편집인 91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 기조강연, 구두발표 순으로 진행되었다. 허선 과편협 회장의 

과편협 소식

<그림 1> 2022년 제1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단체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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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회사로 정기총회가 시작되었고, 이어 이우일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 회장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후 여러 분야의 공로자에 

대한 시상이 이루어졌는데, 지난 2년간 Science Editing에 게재되었던 논문 중 가장 우수한 것으로 평가된 논문의 저자인 김애경 

단국대학교 교수가 논문상을 수상하였다. 우수 강의상은 지난 1년간 과편협 교육 및 워크숍에서 강의를 한 연사 중 황윤희 컴팩스 

대표, 엄창섭 고려대 교수, 오광일 에디티지 이사가 수상하였다. 

김수 기획운영위원장이 의제로 제안한 2021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결산(안), 2022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안), 특별회원 

인준(안)은 모두 승인 처리되었다. 감사 보고에서는 “작년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코로나 상황으로 어려움이 많음에도 지난 해의 

경험을 토대로 온라인 행사를 더욱 발전시켜 Scopus 선정자문 한국위원회의 활동과 여러 교육과정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다.”라고 

평가되었다.

기조 강연은 김지현 SKmySUNI 부사장을 초대하여 “연구의 미래와 학술출판 혁신”이라는 주제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많이 

접할 수 있는 메타버스의 이해와 활용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이어지는 구두 발표에서는 ”Crossref Ambassador는 무슨 일을 

하는가?”라는 주제로 장재화 전 Crossref 한국 Ambassador가 Crossref Ambassador의 역할에 대하여 발표하며 2022년도 제12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마무리하였다.

과편협 2022년도 Post-Conference Workshop 개최

지난 1월 22일 과편협에서는 2022년도 Post-Conference Workshop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국내 학술지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구글 스칼라 활용”이라는 주제로, SCIE, Scopus, PMC, DOAJ, 구글 스칼라 등 국제 색인 데이터베이스의 

특징과 등재 방법 등을 살펴보았다. 여기에는 편집인 등 총 119명이 참석하여 뜨거운 관심을 보여주었다. 워크숍 프로그램은 아래와 

같다.

 국내 학술지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구글 스칼라 활용

시간 내용 연사

08:30-09:00 등  록

09:00-09:05 개  회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09:05-09:55 ESCI부터 SCIE 등재까지, 어떻게 준비할까? 허선(과편협 회장; 한림대)

09:55-10:05 휴  식

10:05-10:35 Let's sit on the Giant's shoulder, Google Scholar Monica Westin (Google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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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EASE (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Regional Chapter

지난 1월 18일, 과편협이 유럽과학학술지편집위원회(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의 Regional 

Chapter가 되었다. 이에 과편협 산하 회원들은 EASE Conference 등에 참석 시 회원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앞으로 EASE와의 

협업과 다양한 지식 교류를 통하여 과편협과 과편협의 회원들이 발전하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국내 학술지 색인 데이터베이스 등재와 구글 스칼라 활용

시간 내용 연사

10:35-11:05 DOAJ에 등록하여야 open access로  

인정받는다

정영임(DOAJ 한국 Ambassador; KISTI)

11:05-11:15 휴  식

Parallel Session

좌장 - Session A: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B: 김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11:15-11:55

Session A: 국영문지로 PMC 등재시키기  

불가능하지 않다
허선(과편협 회장; 한림대)

Session B: 최근 국내지 Scopus 등재 신청 후 

흔한 탈락 사유는 무엇일까?
박배호(Scopus ECSAC-Korea 위원장; 건국대)

11:55 폐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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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Journal of Chest Surgery』 

Scopus 등재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대한비만학회, 제6회 ODOT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9일,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    한국세라믹학회, 2022 한국세라믹학회 춘계학술대회 및 

총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13일~15일, 여수, 

여수엑스포컨벤션센터

•    오가노이드학회, 2022 오가노이드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14일 오후 12:30~6시, 서울, 

서울대학교 호암교수회관 

•    대한비만학회, 제7회 비만전문가 기초과정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17일, 온라인 개최

•    대한소아치과학회, PDAA 2022 (2022년 

아시아소아치과학회 국제학술대회) 및 제63회 

대한소아치과학회 종합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22일~24일, 온라인 

개최(pdaa2022.org)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27일~29일, 덕산, 스플라스 리솜

•    한국막학회, 2022 한국막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28일~29일, 수원, 

수원컨벤션센터

•    대한산부인과학회, 제66차 산부인과 연수강좌 및 발전모임 

일시 및 장소: 2022년 4월 29일~30일,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    대한중환자의학회, 42nd KSCCM Annual Congress and 

Acute Critical Care Conference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6일~7일, 경주, 

경주화백컨벤션센터(HICO) + 온라인 개최

•    한국공업화학회, 2022 한국공업화학회 춘계 총회 및 

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1일~13일, 제주, 

제주국제컨벤션센터(ICC JEJU)

•    한국폐기물자원순환학회, 춘계학술연구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12일~13일, 제주, 소노벨 제주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KSBMB International Conference 

2022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23일~26일, 부산, 벡스코

•    한국원예학회, 2022 한국원예학회 정기총회 및 제115차 

춘계학술발표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25일~27일, 대전, 

대전컨벤션센터

•    한국부식방식학회, 2022년도 춘계학술대회 및 

심포지엄·포럼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26일~28일, 포항, 포스텍 

철강·에너지소재대학원

 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22. 2. 15 2022-1차 정보관리위원회의(온라인)

2022. 3. 4 2022-1차 임원회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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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중환자의학회, The 16th Basic Critical Care Review 

Course (BCCRC)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28일, 서울, 온라인 연수교육

•    한국영양학회, 2022년 춘계학술대회 ‘디지털로 진화하는 

정신간호' 

일시 및 장소: 2022년 5월 예정, 온라인 개최 예정

•    한국정보기술학회, 하계종합학술대회 및 

대학생논문경진대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일~4일, 제주, 메종글래드 제주

•    대한비만학회, 제7회 ODOT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11일, 성남, 장소 미정

•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2022 

대한심장혈관흉부외과학회 제36차 춘계통합학술대회 및 

연수교육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16일~17일, 서울, 스위스 그랜드 

호텔

•    대한설비공학회, 2022년도 하계학술발표대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2일~24일, 평창, 휘닉스 평창

•    제어로봇시스템학회, 2022년 제37회 제어로봇시스템학회 

학술대회(ICROS 2022)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2일~24일, 거제, 소노캄 거제

•    대한의료정보학회, 2022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3일~24일, 원주, 

원주세브란스기독병원

•    한국영양학회, 2022 춘계심포지엄 '지속가능한 

식생활시대의 수산식품과 건강' 

일시 및 장소: 2022년 6월 23일(13:30-17:00), 서울, 

이화여자대학교 ECC 이삼봉홀/온라인 병행 예정

<신임 편집위원장>

•    민철희(연세대학교),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박완주(경북대학교), 정신간호학회지,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염경진(건국대학교), Nutrition Research and Practice, 

2022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Vanessa M. Shami (Division of Gastroenterology and 

Hepatology, University of Virginia, Charlottesville, 

Virginia, USA), Clinical Endoscopy, 2022년 2월~

<회원현황>

•    개인회원 25명

•  단체회원 338종(269개 학회)

•  특별회원 18기관



NEWSLETTER   제41호

7

<신규회원>

• 단체회원 이학 분야 7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단체회원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이학

Organoid (오가노이드) 김승준 한국오가노이드학회

Journal of Clinical Neurology 김병조 대한신경과학회

Journal of Korean Neurological Associatrion  

(대한신경과학회지)
배종석 대한신경과학회

Clinical Endoscopy (클리니컬 엔도스코피) 나진연 대한소화기내시경학회

종합

Korean Studies Quarterly (한국학) 서호철 한국학중앙연구원

Korea Journal 도면회 한국학중앙연구원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이강한 한국학중앙연구원

 2022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22

2022년도 제12차 정

기총회 및 학술대회 

(온라인)

2/20

Science Editing 

Vol 9. No. 1 발행

3/10, 17, 24, 31

원고편집인 기초교육

과정

(온라인)

3/31

뉴스레터 41호 발행

4/7, 14, 21, 28

원고편집인 기초교육

과정

(온라인)

4/22

출판윤리 

워크숍

5/28

편집인 워크숍

6/30

뉴스레터 42호 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

출판윤리 워크숍

7/12

The 7th Asian 

Science Editor’s 

Conference and 

Workshop 

7/15

제6회 원고편집인자격

증 시험 

7/20

Scopus 워크숍

8/20

Science Editing  

Vol. 9. No. 2 발행

9/30

뉴스레터 43호 발행

10/27~28

Scopus 워크숍

11/3

원고편집인 워크숍

11/25

출판윤리 워크숍

12/31

뉴스레터 44호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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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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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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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락 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장 권혜림

전 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 소: 06130, 서울 강남구 테헤란로 7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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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해 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단체회원 가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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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공유에서 데이터 출판으로

서태설 |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서  론

연구 커뮤니케이션에서 출판이라고 하면 학술지를 통한 논문 출판을 쉽게 연상할 것이다. 그런데 최근에는 데이터 출판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지금까지 데이터에 대한 논의는 데이터를 어떻게 공유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었는데, 앞으로는 데이터를 

어떻게 출판할 것인가로 논의의 초점이 바뀌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는 학술 논문의 근거로서 보조적 데이터 제공(supplementary 

data)이라는 측면에서 데이터 공유를 바라보았다면, 최근에는 제공된 데이터의 재현성(reproducibility) 검증과 재사용(reuse)이 

중요하게 부각되고 있다. 그에 따라 데이터 공유(data sharing)를 넘어 데이터 출판(data publishing)까지 필요하게 되었다.

기  고

<그림 1> 데이터 출판의 개념[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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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출판의 개념 

그렇지만 아직까지 데이터 출판의 개념은 학술지를 통한 논문 출판처럼 명확하게 정립되지는 못하였다. 지금까지 나온 데이터 

출판의 개념은 그림 1과 같이 가용성(available), 설명성(documented), 인용 가능성(citable), 검증성(validated)의 4요소를 

포함한다고 할 수 있다. 여기서는 데이터 출판의 4가지 요소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도록 하겠다.

1. 가용성

지금까지 많은 연구 데이터는 연구기관이나 연구자 개인의 컴퓨터에서 관리되다가 폐기되어 영영 사라지는 경우가 많았다. 

그래서 연구 결과에 대한 재현성 확보와 재사용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다. 데이터의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데이터 리포지터리(data repository)에 기탁하여 보존하여 관리하고 제공하여야 한다. 데이터 

리포지터리는 연구기관 자체적으로 구축할 수도 있고, 학술지나 주제 분야별로 구축할 수도 있다. Re3data.org 사이트(https://

www.re3data.org)에 가면 공적 데이터 리포지터리를 찾아볼 수 있다. 이처럼 신뢰할 수 있는 공적 데이터 리포지터리에 데이터를 

기탁하는 것만으로도, 초보적인 데이터 출판이라고 할 수 있다.

2. 설명성

데이터 리포지터리에 기탁된 데이터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 데이터에 대한 설명 정보가 필요하다. 데이터에 대한 설명은 다른 

사람이 그 데이터를 재사용하는 데 아무런 어려움이 없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좋은 데이터 리포지터리는 데이터와 함께 

풍부한 메타데이터(rich metadata)를 제공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데이터에 대한 설명을 출판하는 데이터 논문(data paper)도 

등장하였다. 데이터 논문은 일반 학술지에 출판할 수도 있고, 데이터 전용 학술지인 데이터 저널(data journal)에 출판할 수도 있다. 

데이터 논문은 일반 학술지 논문과 달리 연구방법, 결과 검토, 결론 등을 포함하지 않는, 짧으면서도 구조화된 형식을 취한다. 데이터 

논문은 일반적으로 초록, 데이터 수집 방법, 데이터에 대한 설명 등으로 구성되며, 때때로 활용 사례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처럼 데이터 

저널을 통해서 데이터 논문을 발간하는 것이 명실상부한 데이터 출판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3. 인용 가능성

데이터의 인용은 일반 학술지 논문의 참고문헌처럼 취급할 수도 있으나, 논문의 인용과는 다른 특성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 

기본적으로 데이터의 인용은 데이터에 부여된 식별자를 활용할 수 있다. 데이터의 식별자는 학술지 논문과 같이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사용하고 있다. 그런데 데이터는 논문과 달리 하나의 데이터셋(dataset)의 하부 요소(component)가 존재할 수 있고, 

여러 개의 데이터셋이 하나의 컬렉션(collection)으로 구성되기도 한다(그림 2). 또한 데이터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업데이트될 수 

있기 때문에 버전 관리도 필요하다. 이를 위해 여러 기관이 협력해서 데이터 인용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 보급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FORCE11에서 발표한 “Joint Declaration of Data Citation Principles”이다[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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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검증성

학술지 논문이 연구 성과로 인정받는 이유는 동료심사(peer review)를 함으로써 내용을 검증하기 때문일 것이다. 데이터는 

지금까지 학술지 논문의 보조적 자료 정도로 여겨졌기 때문에 그 자체만으로서 연구 성과로 인정받기가 어려웠다. 하지만 최근에는 

데이터 저널이 생겨나면서 데이터 논문에 대해 동료심사를 하고 있다. 일부 데이터 저널은 국제적인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어 

있어서 연구 성과로 인정되고 있다. 데이터의 동료심사는 학술지의 경우와는 다른 양상을 보인다. 학술지 논문의 경우 연구 내용의 

충실성과 혁신성을 위주로 평가하지만, 데이터 저널에서는 데이터셋 자체의 완전성, 설명의 충실성, 수집 방법의 정당성 등을 

중심으로 평가한다. 데이터 저널로 출판되지 않은 수많은 데이터들도 검증이 필요한데, 데이터 리포지터리 운영기관들은 자체적으로 

데이터 검증 체계를 마련하기도 한다.

데이터 출판 활성화 노력

데이터 출판이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학술지처럼 데이터의 동료심사와 인용 분석을 통해서 성과로 인정받을 수 있는 체계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연구 데이터 관련 커뮤니티에서는 데이터의 인용을 위한 체계와 가이드라인을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다[3].

고고학이나 지질학 등의 특정 분야를 필두로 데이터 출판이 활성화되고 있다. 향후 오픈 사이언스(open science)나 데이터 중심의 

<그림 2> 데이터의 복합성[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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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data-intensive research)가 늘어나면서 데이터 출판은 더 많은 분야로 확산할 가능성이 있다. 국제적으로는 데이터 저널이 

어느 정도 활성화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서는 최근에 와서야 논의가 시작되어 아직 초보적인 수준에 머물고 있다. 국내에서도 

데이터 출판에 관한 관심을 갖고 대비할 필요가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KISTI와 KIGAM 등과 같은 출연연구원을 중심으로 “연구 

데이터 출판 연구 융합 클러스터”가 만들어져 데이터 출판 활성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이를 중심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데이터 

출판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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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ting abstract를 학술지 누리집에 발행하면 

학술지 영향력지표에 영향을 주는가?

허 선 | 한림의대, 제4대 과편협 회장

Web of Science에 등재된 SCIE, ESCI 잡지의 편집인이라면 한 번쯤 검토하였을 내용이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초록(meeting 

abstract)을 학술지 누리집에 올리면 학술지 인용도 계산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이다. 답은 “인용도 계산에 불리하지 않다”이다. 

Meeting abstract는 Proceedings와 다르게 citable article로 잡히지 않아 영향력지표 계산에서 분모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다. 이 

질문을 Clarivate에 문의하여 받은 답이 아래와 같다. 

“학술지 Supplement issue로 발간되는 호(issue)는 해당 학술지가 Web of Science Core Collection에 색인되는 저널(SCIE, 

SSCI, ESCI 등)이라 할지라도 개별 평가하고 색인한다. 개별 평가하여 Web of Science에 색인되는 Supplement issue에서 

출판유형(publication type)이 reviews, articles, proceedings papers로 색인되면 impact factor를 계산할 때 분모 값에 포함된다. 

다른 유형으로 색인이 되면 분모 값에 포함되지 않는다.”

여기서 reviews, articles, proceedings papers 이외 다른 출판유형은 meeting abstract, editorial materials, news items, 

note, corrections, retractions, expression of concern, item withdrawal, meeting report, cartoon, training materials 

등이다. Case report는 citable article이다. Essay, opinion은 대체로 citable article로 간주하나 내용에 따라 editorial materials로 

분류하기도 한다. 이런 출판유형은 Clarivate의 editor가 그 내용을 보고 판단한다. 

즉, 학술대회에서 발표하는 초록집에 volume, issue, page를 붙여 supplement로 학술지 누리집에 실어도, publication type을 

meeting abstract라고 명확히 표기하면 영향력지표를 계산할 때 분모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대부분의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초록을 논문과 동등한 업적으로 간주하지 않으나, 초록 발표만으로도 약간의 점수를 부여하기도 한다. 그럴 때 이렇게 초록이 학술지 

누리집에 실리면 인정받기 편하다. 그 외, 학술대회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초록집이 학술지에 별첨으로 실릴 필요가 있을 때도 있다. 

해외에서 참석하는 연자는 이런 초록집이 누리집에 노출하는 것을 원하기 때문이다.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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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b of Science에서 학술대회 초록이 citable article로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알 수 있는 예

American Society of Animal Science가 소유하고 Oxford University Press가 발행하는 Journal of Animal Science 

(Online ISSN 1525-3163)를 예로 들어보자. 2022년 2월 27일 현재, 이 잡지의 범주는 DAIRY & ANIMAL SCIENCE이며 SCIE 

등재지이다. 이 잡지에 2018년에서 2019년에 출판된 유형별 논문 수는 아래와 같이 분포한다.

• Abstract 3,285

• Articles 887

• Review 10

• Correction 10

• Proceeding 9

여기서 citable article의 수는 906 (887+10+9)이다. 2020년 JCR에서 이 잡지의 영향력지표를 확인하면 3.159이고, Web of 

Science에서 2020년도 인용 수를 보면 2,738회이다. 즉, 영향력지표가 2,738/906=3.02이다. 실제 영향력지표와 약간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할 때 우리가 모르는 클라리베이트 만의 계산법이 있어서 그렇다. 흥미롭게도, 초록은 분모에 잡히지 않지만 인용은 265회 

받아서 이 잡지의 영향력지표를 올리는 데 기여하였다. 즉, 초록이 non-citable article이므로 영향력지표를 계산할 때 분모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인용을 받게 되면 분자로는 잡히는 것이다. 

이런 값을 보면 meeting abstract는 영향력지표 계산에서 분모에 잡히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Scopus에서는 어떻게 처리할까? 

Scopus에서 이 잡지는 아예 초록을 색인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인용도를 계산할 때 분모의 발행 논문 수에 포함되지 않았다.

Crossref에서는 어떻게 다루나?

Crossref는 인용도를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가 아니다. 단지 학술지 차원에서 Crossref metadata를 통하여 인용도를 계산할 

수는 있다. 만약 학술대회 초록에 DOI를 부여하여 Crossref에 등록한다면, Crossref 메타 정보에서 검색이 가능하다. 그러나 DOI를 

기탁하지 않으면 여기에서 검색되지 않는다. 초록에 DOI를 부여하여 기탁하지 않는다면 굳이 Crossref metadata에서 인용도를 

고려할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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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을 인용할 때를 고려하여 DOI를 붙여 Crossref에 기탁할 필요가 있는가?

많은 잡지에서 학술대회 초록을 참고문헌으로 허용하지 않는 정책을 펴지만, 꼭 필요하다면 인용할 수도 있다. Preprint에 대한 

인용을 허용하듯 학술대회 초록의 인용 역시 허용할지는 학술지 정책에 따른다. 위에 언급한 Journal of Animal Science에 실린 

초록은 다른 잡지에서 상당히 인용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렇게 다른 잡지에서 인용할 때를 고려하여 각 초록에 DOI를 붙이는 것이 

유리할지는 편집인의 판단에 따른다. 붙여도 좋고 붙이지 않아도 무방하다. Clarivate에서 색인할 때 DOI 정보를 제공하지만, DOI가 

없다고 색인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누리집에 학술대회 초록을 발행할 때 형식(format)은?

초록을 하나씩 구별하여 JATS XML로 제작하여 발행할 수도 있고, 초록집을 PDF로 제작하여 하나의 파일로 올릴 수도 있다. 

초록을 색인할 때는 한편씩 별도로 색인하므로 어느 쪽으로 올리거나 큰 차이는 없다. 편집인이 고려하여야 하는 부분은 이 초록집 

발행이 영향력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면 초록집의 학술지 부록 발행 여부를 편안하게 결정할 

수 있을 것이다. 

맺는말

Clarivate에서 meeting abstract를 non-citable article로 간주하므로, 학회 발표 초록을 학술지 누리집에 올리는 것은 

영향력지표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나, 앞으로 Clarivate에서 이런 정책을 언제 변경할지 모르므로 편집인은 정책 

변화를 늘 주시하여야 한다(2022. 3.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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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정기총회, 학술대회 및 포스트 컨퍼런스 참관기

정최경희 | 이화여대, 대한직업환경의학회지 편집위원장

2020년 12월 Annals of Occupational and Environmental Medicine  (AOEM)의 편집위원장이 되면서 전임 

편집위원장님으로부터 인수인계 받은 내용 중 하나가, ‘과편협에 편집인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니, 거기에서 많이 배울 수 

있다’는 것이었다. 부편집위원장으로 꽤 오래 이름을 걸고 있었으나 편집인으로서 소양이 매우 부족한 상태였던 필자는 기회가 되면 

적극적으로 워크숍이나 컨퍼런스 등에 참여하기 위해 노력하였고, 21년도 과편협의 연구윤리워크숍과 출판윤리워크숍, 22년 1월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포스트 컨퍼런스에 참여하였다. 이 글에서는 올해 진행된 정기총회와 학술대회, 포스트 컨퍼런스에 참여했던 

내용을 소개하고자 한다.

AOEM은 1989년 ‘대한산업의학회지’로 창간된 후, 표제를 변경하면서 34년간 이어져 오고 있는 대한직업환경의학회의 

학회지이다. 현재 SCOPUS, ESCI에 등재되어 있고, SCI 등재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전임 편집위원장님의 노고로 국제 색인에 발을 

들여놓았으니, SCI 등재 소임은 자연스럽게 필자의 몫이 되었다. 이를 위해 보다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고민 중인데, 과편협의 

올해 프로그램도 역시 큰 도움이 되었다. 

정기총회는 여타 학술단체의 총회와 유사하게 과편협의 운영 전반을 파악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허선 과편협 회장께서는 특히 

개회사에서 preprint policy, best practice, DOAJ 등 편집위원장으로서 놓치지 말아야 할 현안을 체계적으로 정리해주셔서 인상 

깊었다. AOEM에서는 preprint policy를 누락하고 있었는데, 참고할 수 있는 다른 저널의 정책 예까지 안내되었다. 또 우리 학술지가 

DOAJ에 등재되었는지 확인하는 방법을 알려주어, 바로 검색해보니 AOEM이 아직 DOAJ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정말 큰 소득이 아닐 수 없다.

SK mySUNI 김지현 부사장의 기조 강연 <메타버스 시대, 연구의 미래와 학술출판 혁신> 역시 흥미진진했다. 메타버스가 무엇인지 

감이 안 오던, 방심하면 [메타뻐-스]로 발음하여 웃음을 주던 필자가 그나마 메타버스의 개념을 잡고, 현재 어느 발전 단계에 있는지도 

가늠할 수 있었다. 학술지 출판과 관련해서는 향후 더 많은 상상이 필요할 듯하나, 당장 수년 내 당도하게 될 메타버스 세상에서는 

장애인의 삶이, 환자의 삶의 질이, 노인의 생활이 달라질 수 있을지, 그렇다면 나의 노후도 가상공간에 위탁해야 하는 건 아닐지, 

메타버스를 제대로 이해한 건지는 모르겠으나 며칠을 두고 머리에 맴돌았다.  

학술대회의 두 번째 발표자는 장재화 Crossref 한국 대사였다. 흔히 DOI를 부여하는 기관으로 알고 있는 Crossref는 그뿐만 아니라 

학술 연구 자료의 등록, 연결, 배포를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Crossref의 기능이 세계 각 지역에서 원활히 

수행되어 학술 공동체를 지원할 수 있도록 임명된 지위가 바로 Crossref 대사로, 2018년부터 Crossref Ambassador Program이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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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되었다. Crossref 대사는 학술 발전에 기여한다는 사명감을 가지고 봉사하는 자리로, 22년 현재 전 세계에 29명의 대사가 

활동하고 있다고 한다. 그간 Crossref 한국 대사로 한국 학술 발전에 기여해오신 장재화 선생님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포스트 컨퍼런스에는 저널의 실제 운영과 관련된 알토란 같은 강의들이 마련되어 있었다. 허선 회장의 <ESCI부터 SCIE 등재까지 

어떻게 준비할까?>는 현재 ESCI 등재 상태인 AOEM을 위한 맞춤형 강의라 할 만했다. SCIE 등재를 위한 기술적인 접근뿐 아니라 

전체 지형을 파악할 수 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많은 공부가 되었다. 모든 내용이 편집위원장이라면 반드시 숙지하고 확인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필자의 과제를 빠짐없이 체계적으로 정리할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 저널의 인용지수를 높이기 위한 전략의 하나로 구글 

스칼라를 이용하는 방법도 <Let’s sit on the Giant’s shoulder, Google Scholar> 강의에서 습득할 수 있었다. 개회사에서 허선 

회장께서 강조하신 DOAJ 등록에 대해서도, <DOAJ에 등록하여야 open access로 인정받는다> 강의에서 그 구체적인 내용을 

소개받았다. 이와 동시에 전행된 parallel session으로는 <국‧영문지로 PMC 등재시키기 불가능하지 않다>와 <최근 국내지 

SCOPUS 등재 신청 후 흔한 탈락 사유는 무엇일까?>의 두 강좌가 마련되어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저널들에 역시 큰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여긴다. 

양일간의 일정은 필자에게 많은 과제를 안겨주었다. 과제를 즉시 해결해야 하지만, 바로 다시 본업의 업무가 밀려와 틈이 날 때 

간간이 과제를 수행하다 보니 마음만큼 속도가 잘 붙지 않는다. 재정적으로 넉넉지 않은 학회에서 출판하는 저널의 사정이 이러하다. 

그러나 과제를 정확히 파악했고, 어찌 풀어가야 할지도 가르침을 받았으니 답답하던 안개가 걷힌 듯하다. 이러 좋은 기회를 제공해주신 

과편협 관계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린다. 이제 코로나 대유행을 뒤로하고, 대면으로 같은 고민을 나누는 자리가 조만간 마련되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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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AJ 신청 양식에 I4OC 표준 채택 여부 항목 추가

이현정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의학도서관, 과편협 정보관리위원회 부위원장, DOAJ 한국대사

학술지가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에 등재 신청을 할 때 작성해야 하는 양식의 마지막 부분에, ‘The Initiative 

for Open Citations (I4OC) standards’를 따르는지 여부를 묻는 항목이 최근 추가되었다. 인용(citations)이라는 것은 과학적인 

지식을 밀접하게 결합하기 위한 연결고리이다. 그런데 현재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은 문헌 내에 이미 존재하는 이러한 지식 

간의 네트워킹을 제대로 노출하지 못하는 측면이 있다. 인용 데이터는 무료로 접근할 수 없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 일관성이 없고, 구문 

분석을 하기 어려운 라이선스가 적용된 경우도 있는데 이런 경우는 기계 판독이 불가능해진다. 

I4OC는 학술적인 인용 데이터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학술출판사, 연구자, 그 밖의 기관들 간의 협력체로서, 

2021년 2월부터 DOAJ 지원 양식에 적용되었다. I4OC standards는 ‘구조화되고, 분리가 가능하며, 개방된 인용에 대한 데이터의 

가용성을 촉진’하는 것을 이니셔티브로 한다.  

현재 출판사(학술지를 발행하는 기관들, 즉 대학이나 학회 등의 주체)들이 Crossref의 Cited-by service에 참여하여 논문의 

참고문헌 목록을 올리고 있다. 이러한 참고문헌에 대한 서지와 메타데이터를 Crossref에 보낼 때, 출판사가 관리하는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의 prefix를 배포하도록 요구된다. 

I4OC가 시작되기 전에는 Crossref에서 매년 수집하는 인용데이터의 1%만 공개가 되었다. 이에, 여러 구독 기반의 출판사와 

오픈 액세스 출판사들이 참고문헌 목록의 메타데이터를 공개적으로 발표하기로 결정하였다. 과편협(Korean Council of Science 

Editors)을 비롯하여 American Geophysical Union, Association for Computing Machinery, BMJ,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ld Spring Harbor Laboratory Press, EMBO Press, Royal Society of Chemistry, SAGE Publishing, Springer 

Nature, Taylor & Francis, Wiley 등이 여기에 포함돼 있다. I4OC에서 공개하는 목록의 출판사 링크에 접속하면 Crossref의 

Participation Reports 페이지로 연결된다(그림 1). Participation Reports는 API를 통해 이용 가능한 메타데이터에 대한 항목을 

시각화하여 구성한 페이지이며, 학술지가 아닌 출판사 단위로 제공된다. 오픈해서 이용 가능하도록 등록된 비율을 Open references 

항목에서 볼 수 있다. ‘Open’하는 것으로 세팅이 돼 있어야 학술 커뮤니케이션이 이루어지는 환경에서 그 학술지의 참고문헌 관련 

컨텐츠를 발견하기 쉽고 이용 가능한 상태인 것이다. 2018년부터 Crossref에 가입한 출판사의 경우는 기본값이 ‘open’ 상태이지만, 

그 이전에 가입했거나 아직 'open’으로 설정되지 않은 상태라면 Crossref 지원팀에 연락하면(https://support.crossref.org/hc/en-

us/requests/new) 해당 항목을 열 수 있다. 

토  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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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DOAJ 신청 양식에서 I4OC standards 항목을 ‘Yes’로 응답하는 것이 DOAJ 등재를 위한 필수조건은 아니다. 각 학술지의 

상황에 맞게 정책을 결정하고 공개 여부를 정하며, 결정한 정책에 맞게 제대로 적용되어 서비스되고 있는지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할 

것이다.

<그림 1> Crossref의 과편협에 대한 Participation Reports 페이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