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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도 Preconference Workshop &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안내

과편협은 2023년 1월 13일(금)에 2023년도 Preconference workshop과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를 온라인으로 개최한다.

오전 ‘2023년도 Preconference Workshop’에서는 강현 교수(중앙대 마취통증의학과)가 “논문 심사에 필요한 sample size 

estimation”이라는 주제로 강의 및 실습이 포함된 워크숍을 가질 예정이다.

오후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에서는 윤민우 교수(연세대 영어영문학과)가 “포스트휴머니즘의 개요: 기계, 동물, 사물과의 공생”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을 발표할 예정이다. 인본주의(휴머니즘)를 부정하거나 초월하고자 하는 움직임인 포스트휴머니즘이 과학학술지 

편집인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줄 지 기대되는 기조강연이다.

등록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 내에서 온라인으로 접수 중이며, 등록비는 무료이다. 그 외 상세일정은 아래 일정표와 

같다. 과편협 회원은 물론 학술지 편집위원, 원고편집인, 출판 관련 전문인 및 학술지 편집에 관심 있는 교수 및 대학원생 등 여러 

관계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

과편협 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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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온라인 워크숍 개최

과편협은 2022년 10월 27일(목)에서 28일(금) 양일간,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워크숍’을 온라인으로 개최하였다. 

첫날은 전체 분야에 대한 내용으로, 학술 출판 관련 용어, Scopus 등재 기준, 학술지 출판 관련 편집정책에 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둘째 날은 인문학/사회과학/자연과학/농수산·의학 분야로 나누어, 분야별로 등재 시 고려할 사항과 등재 경험에 대한 내용을 

진행하였다. 기본적인 내용들과 분야별 준비사항, 그리고 실질적인 경험 공유를 통해 앞으로의 등재 준비와 학술지 관리에 도움이 

되었다는 의견이 있었다.

 10월 27일(목) Scopus 온라인 워크숍

시간 강의내용 강사

10:00-10:10 교육진행 안내 및 참석자 소개 좌장: 김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연세대)

10:10-10:40 학술 출판 관련 용어 김기홍(과편협 부회장; 아주대)

10:40-11:30 Scopus 등재 기준 박배호(ECSAC-Korea 위원장; 건국대) 

11:30-11:40 휴식

11:40-12:10 학술지 출판 관련 편집정책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2:10-13:00 Q&A
좌장: 김수

연자: ECSAC-Korea, 과편협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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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월 28일(금) Scopus 온라인 워크숍

10:00-10:05 개회 및 인사말 허선(과편협 회장; 한림대)

Session 1 (인문학) Session 2 (사회과학)
Session 3 

(자연과학)

Session 4 

(농수산·의학)

10:05-10:10 참석자 소개
좌장: 박재균 

(과편협 감사; 단국대)

좌장: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좌장: 김기홍 

(과편협 부회장; 

아주대)

좌장: 박배호  

(ECSAC-Korea 

위원장; 건국대)

10:10-10:35
Scopus 등재 시 

고려할 사항 

리앤유  

(고려대 한국사학과)

정경미  

(연세대 심리학과)

장호원  

(서울대 재료공학부)

허선 

(과편협 회장; 한림대)

10:35-11:00
Scopus 등재 경험

김은아 

(성균관대 

유교문화연구소; 

Journal of Confucian 

Philosophy and 

Culture, Managing 

Editor)

김병조 

(서울대 행정대학원; 

Korean Journal

of Policy Studies, 

Associate Editor)

윤재헌 

(충북대; Journal 

of Applied 

Mathematics and 

Informatics, Chief 

Editor)

허선 

(과편협 회장; 한림대)

Session 5 (통합) 

11:10-12:00 학술지 개편 및 홈페이지 구성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2:00-13:00 Q&A ECSAC-Korea, 과편협 위원장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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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M02) 개최

과편협에서는 2022년 11월 3일, 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M02)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와 학술지 편집위원(장), 심사위원(장), 원고편집인, 편집간사 등 72명이 참여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저작권, 학술지 평가, 

통계, 최신 정보, 영어 관련으로 나누어 총 9개의 강의로 진행하였다. 긴 시간 진행된 워크숍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참석자들은 마지막 

시간까지 강의와 실무에서의 궁금증들을 질문하며 워크숍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워크숍 종료 후 진행된 설문조사에서는 최신 

동향과 실질적인 업무에 도움이 되는 강의였다는 의견을 남겨주었다.

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M02)

일 시 2022년 11월 3일(목) 10:00-17:00

장 소 Virtual on-line Workshop (실시간 온라인 강의: Zoom) 

사 회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0:00-10:30 저작권 표와 그림의 퍼미션 범위와 데이터의 저작권 허선(과편협 회장; 한림대학교 의과대학)

10:30-11:00

학술지 평가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방법 김연욱(과편협 원고편집위원; 거목문화사)

11:00-11:10 쉬는 시간

11:10-11:40 의편협 학술지 평가방법 및 주요 오류사항 이현정(과편협 정보관리부위원장; 한양대)

11:40-12:30 통계 논문에 필요한 통계 분석 테이블 정리 박근철(과편협 원고편집위원; 도큐헛)

12:30-13:30 점심 시간

13:30-14:00

최신 정보

Get FTR 소개 오광일(과편협 원고편집위원; 에디티지)

14:00-14:30 Best Practice 3판 & 4판 비교 권현정(과편협 원고편집위원; 프리랜서 ME)

14:30-14:40 쉬는 시간

14:40-15:10 Text Recycling, Article Sharing, CfRS 소개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5:10-16:00 AMA Manual 11판에서 변경된 부분 서윤주(과편협 원고편집부위원장; 인포루미)

16:00-16:10 쉬는시간

16:10-16:50 영어 관련
ME에게 필요한 영문 교정 팁 및 저자 이메일 

관련
정미주(과편협 원고편집위원; 인포루미)

16:50-17:00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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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2-E03) 개최

과편협은 2022년 11월 25일,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까다로운 출판윤리와 해법”을 주제로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는 

53명의 학술지 편집위원(장), 심사위원(장), 원고편집인, 편집간사 등이 참여하였다. 이번 워크숍을 통해, 알고는 있었지만 모호했던 

부분들에 대하여 정리할 수 있었다는 피드백을 받았다.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 까다로운 출판윤리와 해법

일 시 2022년 11월 25일(금) 14:30

장 소 Virtual on-line Workshop (Zoom) 

사 회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4:30-14:40
인사말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4:40-15:10
이해충돌

이효빈(대학연구윤리협의회; 충남대)

15:10-15:40
SAF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를 활용한 부실 학술 활동 예방

김완종(KISTI)

15:40-15:50 Break

15:50-16:20
텍스트 재활용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6:20-16:50
학술지 출판에 필요한 저작권법

이주연(한양대)

16:50-17:00 질의 응답 및 폐회

<그림 1> 2022년도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2-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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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A03) 개최

2022년 12월 14일에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을 개최했다. 이번 워크숍에는 편집위원(장), 편집간사, 원고편집인, 출판사 직원 등 

91명이 참여하였다. 다양한 주제로 학술지 전반에 관한 최신 지견을 다루어, 해당 내용에 대한 업데이트를 할 수 있었다는 설문조사 

답변을 받았다.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A03)

일 시 2022년 12월 14일(수) 13:00

장 소 Virtual on-line Workshop (Zoom) 

사 회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13:00-13:10
개회 및 인사말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13:10-13:40
Peer review 유형과 선택 

허선(과편협 회장; 한림대)

13:40-14:10
약탈적 학술지 

김수영(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 한림대)

14:10-14:40
투명성 원칙

조혜민(과편협 원고편집위원장; 인포루미)

14:40-14:50 Break

14:50-15:20
연구 출판 윤리의 최신 지견 

윤철희(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15:20-15:50
국제 DB 등재 관련 최신 지견(1); PMC, ESCI 

김수(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 연세대)

15:50-16:20
국제 DB 등재 관련 최신 지견(2); Scopus

박배호(과편협 대외협력위원장; 건국대)

16:20-16:30 Break

16:30-16:50
학술지 정책 결정의 키포인트

김기홍(과편협 출판위원장; 아주대)

16:50-17:20
편집인을 위한 open science 키포인트

서태설(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KISTI)

17:20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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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2022년도 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A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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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단체회원 등재 소식>

•    한국막학회, 2023 제11회 멤브레인 윈터스쿨 

  일시 및 장소: 2023년 1월 26일~28일, 경상국립대학교 

가좌캠퍼스 & 온라인 하이브리드

•    한국원예학회, 제17회 원예산업정책토론회 

일시 및 장소: 2023년 2월 16일, 전주, 농촌진흥청 

농업과학도서관 1층 오디토리엄

•    대한비만학회, 제45회 춘계연수강좌 

일시 및 장소: 2023년 2월 19일, 서울, 세종대학교 광개토관

•    한국질량분석학회, 2023년도 한국질량분석학회 

겨울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2023년 2월 23일~24일, 경기, 롤링힐스 호텔

•    대한비만학회, 제57차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3년 3월 17일~18일, 서울, 그랜드 워커힐 

비스타홀

•    한국막학회, 2023 제5회 한국막학회-대한환경공학회 공동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2023년 3월 30일, 대전, 한국화학연구원 

디딤돌플라자

<신임 편집위원장>

•    김현석(서강대학교), Bulletin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박지용(아주대학교), Journal of the Korean Physical 

Society,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박호범(한양대학교), Membrane Journal, 2023년 1월 

1일~2025년 12월 31일

•    부상돈(전북대학교), New Physics: Sae Mulli,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성맹제(중앙대학교), Current Applied Physics,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안효성(광주과학기술원), International Journal of Control, 

Automation, and Systems,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오병모(서울대학교), Annals of Rehabilitation Medicine, 

2022년 11월 1일~2024년 10월 31일

•    이용남(카이스트), Journal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이윤원(인하대학교), Communications of the Korean 

Mathematical Society,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이준엽(성균관대학교), Journal of Industrial and 

Engineering Chemistry,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    홍점규(경상국립대학교), Research in Plant Disease, 

2023년 1월 1일~2023년 12월 31일

•    황유철(강동경희대학교병원), Journal of Obesity & 

Metabolic Syndrome, 2023년 1월 1일~2024년 12월 

31일

 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22. 10. 11 2022-4차 정보관리위원회의(KISTI 서울분원)

2022. 12. 3 2022-4차 임원회의

2022. 12. 28 2022-2차 정책팀 회의



NEWSLETTER   제44호

11

신규회원

• 단체회원 농‧수‧해양 분야 1종, 보건 분야 2종,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 단체회원

회원현황

• 개인회원 25명
• 단체회원 346종(281개 학회)
• 특별회원 18기관

분야 학술지명 편집인 학회명

농수 

해양

Korean Journal of Food Preservation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지)
권중호 한국식품저장유통학회

보건

Asian Nursing Research 이은현 한국간호과학회

Journal of Korean Dental Science 

(대한치의학회 영문학회지)
이기준 대한치의학회

 2023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1/13

Preconference Workshop

1/13

2023년도 제13차 정기총회 

및 학술대회

2/20

Science Editing 

Vol. 10. No. 1 발행

3/9, 16, 23, 30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3/31

뉴스레터 45호 발행

4/6, 13, 20, 27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4/7

출판윤리 워크숍

5/24

편집인 워크숍

6/23

출판윤리 워크숍

6/30

뉴스레터 46호 발행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15

제7회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

8/20

Science Editing 

Vol. 10. No. 2 발행

9/20 

편집인 워크숍

9/30

뉴스레터 47호 발행

10/13 

출판윤리 워크숍

10/26~27

Scopus 워크숍

11/3

원고편집인 워크숍

12/13

편집인 워크숍

12/31

뉴스레터 48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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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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대 회장직을 마치며 감사 인사

허 선 | 한림의대 기생충학교실, 제4대 회장

2020년 3월 COVID-19 유행이 시작할 때 과편협 뉴스레터에 “우리 편집인은 지금도 전 세계에서 투고되는 원고를 다루는 데 힘을 

쏟는 것에서 나아가서 모든 분야에서 새로 발생한 감염병을 퇴치하는 데 동참하여 근거에 바탕을 둔 정확한 정보를 학술지를 통하여 

신속하게 발행하는 것이 사명”이라고 하였다. 이미 많은 COVID-19 연구 업적이 학술지에 실려, 근거를 바탕으로 한 방역과 치료가 

가능하였다. 2023년에는 어떤 변이가 나타날지 몰라 짐작하기는 어렵지만, 늦어도 2023년 말부터는 어느 정도 과거의 일상으로 

복귀가 가능할 것이다. 이미 온라인 발간이나 온라인 모임이 일상화되어, 과거와 완전히 같은 형태로 복귀하기보다는 목적에 따라 대면 

모임과 온라인 모임이 결정될 것이다. 2020년 초부터 2022년 말까지 과편협의 워크숍이나 모임은 대부분 온라인으로 진행하였다. 

초기에 혹시 과편협  재정에 어려움이 있지 않을까 염려하였지만, 다행히 온라인 워크숍 참석자 수가 대면 모임보다 대폭 증가하여 

재정 균형을 맞출 수 있었다. 온라인으로 열면 필자처럼 시골에 근무하는 경우 참석이 편하다. 상경하는 경우 하루 온 종일을 꼬박 쓰게 

되는데, 이러한 어려움이 줄기 때문이다. 또한 참석하면서 관심있는 주제에만 집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앞으로 과편협은 지방에 

근무하는 분을 위하여 대면과 온라인 모임을 혼합하여 행사를 열 가능성이 높다. 

2021년 12월 뉴스레터에서 ‘SCIE/ESCI 등재 신청을 망설이지 말자”라며, 학술지 기본을 잘 지켜 우선 ESCI에 등재시킬 것을 

편집인에게 권유하였다. “최소한 SCIE 등재지가 286종(3.0%), ESCI 등재지도 218종(3.0%)은 되어야 현재 우리나라 학문 수준에 

부합”하기 때문이다. Clarivate에서 2021년 8월 말부터 재신청을 받아 2022년 말까지 심사를 마친다고 하였고, 다행히 국내지가 

속속 ESCI 등재되고 있다는 소식이 들린다. 2022년도에는 국내지 SCIE 등재 소식이 들리지 않았다. Clarivate에서 올 말까지 그동안 

등재 신청한 학술지 심사를 마치고 2023년부터 다시 SCIE 등재 심사를 한다니 기다려볼 일이다. 또한 2023년 6월에 나올 Journal 

Citation Report에서는 SCIE, ESCI 모든 등재지의 Journal Impact factor를 산출하여 보여준다고 하니, ESCI 잡지의 경쟁력을 쉽게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지난 3년간 회장직을 맡으면서 과편협이 우리 과학학술지 편집인의 더욱 친근한 벗이 되고 언제든지 의지할 수 있는 기관이 되기를 

바랐다. 이런 편집인의 자발적인 모임이 언제까지 지속 가능할지 알 수 없다. 우리나라는 북미나 서구와 같이 대형 국제 상업출판사가 

부재하다 보니, 현재로서는 이런 편집인 모임을 통하여 공부하고 정보를 나누는 것이 최선이다. 국제 상업출판사는 더욱더 공격적으로 

지평을 넓히고 계속 학술지를 창간하여 원고를 끌어모으고 있고, 동시에 출판사 간 또는 전 세계 학술지 간 인수합병으로 그 규모를 

키워나가고 있어 언제까지 우리와 같은 학회지가 경쟁할 수 있을지 알 수 없다. 이미 상당수 학회지가 그런 국제 상업출판사에 출판을 

의뢰하였다. 우리가 이에 맞서서 학회지를 다루는 대형 출판사를 국내에서 발족하여 공동 대처를 할 수 있을지도 알 수 없다. 대형 

감사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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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 없이 개개 학회지 브랜드 가치를 어떻게 유지할지가 과제이다. 

과편협에서 발행하는 Science Editing도 ESCI 등재지이나, 아직 인용도가 충분하지 못하여 SCIE에 등재되지 못하였다. 이 

과편협 공식 잡지의 SCIE 등재도 새 집행부의 과제이다. 이런 숙제를 남기고 3년간의 회장직을 마감한다. 2011년 과편협 창립 

때부터 참여하여 12년이 지났다. 새 집행부가 들어서면서 회원단체 편집인을 위하여 더 크게 기여하는 자발적인 모임으로 그 가치를 

키워나가기 바란다. 그동안 임원, 편집인, 원고편집인, 학회 직원, 출판사 직원으로부터 큰 도움을 받아 회장직을 대과 없이 수행할 수 

있었다. 모든 과편협 회원 단체 관계자 여러분에게 깊이 감사한다(2022.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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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FTR의 시작으로 보는 연구자를 둘러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오광일 |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Editage 이사

연구자를 둘러싼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변화는 아주 느린 듯 하면서도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 같다. 하지만 그런 변화는 쉽게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 달리는 기차 안에서 바라보는 먼 산은 움직이지 않는 것처럼 보인다. 그렇지만 기차는 빠른 속도로 달리고 

있고, 시간이 지나면 가만히 서 있는 것 같던 산이 어느새 우리 등 뒤에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 의미에서 최근에 국제 학술 

커뮤니케이션계에서 일어나는 변화들 중 하나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 변화가 저 멀리 서 있던 산을 지나친 것처럼 큰 변화가 될 지는 

아직 모를 일이지만,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나쁘지 않을 것이다.

2019년 12월 American Chemical Society, Elsevier, Springer Nature, Taylor & Francis Group, Wiley 등 5개 주요 국제 학술 

출판 기업들은 Get Full Text Research (GetFTR)이라고 하는 학술지 검색 플랫폼을 출범하기 위해 지원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1]. 

그리고 4개월 후인 2020년 4월, GetFTR의 파일럿 서비스가 정식으로 시작되었다. GetFTR 서비스의 목적은 연구자들이 이미 출판된 

학술 논문들에 좀 더 빠르고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무료 플랫폼을 제공하는 것이다[2]. 이 서비스가 진정으로 무상 서비스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최소한 연구자들에게 비용을 부과하지는 않는다. 일단 다양한 학술지에서 출판한 논문들을 한 번에 검색할 수 있다는 

것은 매력적이라 할 만하다. 그럼 GetFTR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자.

GetFTR 파일럿 서비스를 2020년 4월에 시작하기 위해, 여러 학술 출판 커뮤니케이션 기업들이 세 그룹으로 나뉘어 표 1과 같이 

협업하였다[3].

새로운 플랫폼의 유용성에 대해서는 GetFTR을 둘러싼 이용자들의 입장에 따라서 다른 의견이 있을 수도 있다. 특히 주요 5개 

출판사들이 주축이라는 점에서, 이들의 영향력이 너무 강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을 수도 있다. 그 논의는 별개로 하더라도 

GetFTR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는 야심차다. 여하간에, 개인 연구자들의 입장에서는 다양한 학술지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겼다는 것만으로도 관심을 가질 만하다. 각 이용자들의 입장에서 어떤 혜택이 있을지 표 2와 같이 정리해 보았다.

그럼, GetFTR의 미래는 장밋빛일까? 서비스를 시작한지 3년 가까이 지나는 동안, 걱정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우선 대학교 

도서관과의 연계 서비스가 쉽지 않다. 이미 대학교 도서관은 연구자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활용하고 있다. GetFTR이 기존의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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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들과 잘 호환될 것인지는 아직 해결해야 할 숙제이다. 아마도 초기 자문단에 대학교 도서관 전문가들이 참여하지 못했기 때문에 

대학교 도서관의 의견이 반영되지 못했을 것이다. 최근에 대학교 도서관 관계자가 자문단에 참여한 것은 바람직한 변화라 할 수 

있다[4].

아울러 학술 커뮤니케이션 산업에서 대형 상업 출판사들의 영향력이 점점 더 커지는 것도 우려할 만하다. 학술 출판의 비영리적 

순수성과 기업형 학술 출판사의 영리성이 충돌하는 것은 아주 오랜 역사이다. 어찌 보면 GetFTR의 시작은 오픈액세스 출판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것과도 관련이 있을 수 있다. 오픈액세스 학술지들이 약진함에 따라, 전통적인 상업 학술 출판사들도 자신들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변화들이 학술 커뮤니케이션과 연구 생태계에 얼마나 큰 영향을 줄지는 좀더 지켜봐야 

할 때이다. 

<표 1> GetFTR 파일럿 서비스 참여 그룹 

역할 기업명

재정 지원 (5개 국제학술출판사)

• American Chemical Society

• Elsevier

• Springer Nature

• Taylor & Francis Group

• Wiley 

자문 및 기술 지원

•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

• Atypon 

• Digital Science.

• IEEE

• Mendeley

• Silverchair

• Third Iron

학술 플랫폼 및 검색 도구

• Mendeley

• ReadCube Papers

• Dimensions

<표 2> GetFTR 서비스 이용자 혜택

이용자 예상되는 혜택

연구자
  GetFTR에 참여하는 출판사들의 학술지 및 오픈액세스 저널에 대한 

접근성 용이

출판사 출판된 논문들에 대한 접근 가능성 및 가시성 개선

검색서비스 제공자 (integrator/aggregator)
  더 많은 학술지들의 출판 논문을 더 많은 연구자들에게 연결할 수 
있는 채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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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오픈 액세스 정책의 큰 변화를 예고

바이든 정부는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연구 결과물에 대해서 

2026년부터는 즉각적인 접근이 가능하게 할 것을 지시했다.

번역: 이현정 |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과편협 정보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원문:   Tollefson J, Van Noorden R. US government reveals big changes to open-access policy. Nature 2022:609;234-

235. https://doi.org/10.1038/d41586-022-02351-1]

“그 새로운 정책의 방향은 연방 기관들이 지원을 받는 모든 출판물에 대해 

출판 후 지연 없이 공공 리포지터리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할 것을 권고하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는 미국 연구기관들이 연구비를 받은 결과물을 출판이 된 즉시 무료로 읽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발표했다. 완전 

공개를 1년간 유예해 줌으로써 1년간 유료로 공개할 수 있었던 기존의 정책에서 크게 변화한 것이다. 

미국은 세계에서 가장 큰 연구자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2025년 말까지 이러한 내용을 추진하여 공공자금이 투입된 과학 연구를 

바로 이용 가능하도록 만든다면 open access (OA) 운동을 더욱 장려하는 부양책이 될 것이다. OA 운동은 유럽 기금이 이끄는 제로-

엠바고 OA를 향한 프로젝트인 Plan S를 통해 이미 크게 고무되었다. 하버드 대학교(Cambridge, Massachusetts)의 오픈 액세스 

프로젝트 디렉터 Peter Suber는 이를 매우 중대한 사건이라고 말한다. 유럽 주도의 Plan S를 지원한 cOAlitIion S 그룹의 경영진 

Johan Rooryck은 이러한 미국의 새로운 정책은 학술 술판의 판도를 바꿀 사건이라고 덧붙였다.

이러한 정책 변화는 백악관의 과학기술정책실(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 OSTP)이 연방 기관에 발행한 지침에 

따라 8월 25일에 발표되었다. OSTP는 보조금을 받은 논문들이 피어 리뷰를 거친 후 지체 없이 기관이 승인한 공개 리포지터리에서 

사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을 각 기관에 권장한다. 각 기관은 이것을 어떻게 수행할지에 대한 자체 프로토콜을 개발할 것이고, 이 

프로세스는 향후 6개월에서 1년 이내에 완료될 것이다. 

Alondra Nelson OSTP 국장은 성명을 통해, 미국인들은 매년 수백억 달러의 첨단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으로 미국 대중과 

정보공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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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대한 투자의 결과물 사이에서 지연이나 장벽이 없어야 한다고 밝혔다.

백악관이 학술 저널에서 논문을 OA로 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앞으로 미국 연구 논문을 리포지토리에서 즉시 

이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출판사는 도서관이 학술지 구독을 취소할 수도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이에 대응하기 위해 출판사들이 

OA 출판으로 더욱 많이 전환할 것이라는 관측도 있다. 지금까지 Nature 뉴스 팀이 연락한 출판사들은 연구자를 위한 OA 옵션을 

제공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응답했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미국의 기관들이 OA 출판에 더 많은 자금을 지원하기를 바라며, 

출판사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을 우려하고 있다.  

지연이 전혀 없는 (논문) 접근

OSTP 지침은 거의 2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미국의 공개 액세스(public access) 정책을 기반으로 한다. 2008년에 생명의학 

분야의 주요 연구 발주기관인 미국 국립보건원(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연구비를 지원받은 논문은 출판 후 1년 

이내에 공공 저장소에 연구를 기탁하도록 했다. 5년 후, 버락 오바마 당시 미국 대통령 행정부는 이 정책이 약 20개 연방 기관의 

연구자금을 받는 수탁자를 포함하도록 요건을 확장했다. 이 정책에 따라서 매일 300만 명이 800만 개 이상의 학술 출판물을 매일 

무료로 읽고 있다.

이번 백악관 지침은 바로 이 1년의 유예기간을 삭제한 것이다. 백악관은 이 정책이 모든 사람이 공공기금을 받은 연구 결과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혁신과 투명성을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동안은 기초 및 응용과학에서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수많은 기관과 

이들이 지원하는 다양한 연구로 인해 미국 연방 정부 전체가 참여하기는 어려웠다. Suber는 “이제 우리는 전면적인 개방형 액세스가 

될 것이다”라고 말한다.

OA 동향에 주목하는 사람들은 미국의 정책이 과학 출판 산업 전반을 어떻게 변화시킬지 지켜보고 있다. cOAlition S의 전략 

책임자인 Robert Kiley는 출판사들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에 따라 많은 것이 달라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론상, 피어 리뷰를 통과한 버전의 논문을 보관할 수 있는 공개 리포지터리에 초점을 맞추면 저널은 계속해서 기관들에 구독료를 

부과하고 최종 논문이 페이월(paywall) 뒤에 공개되도록 유지할 수 있다. 출판사가 구독료의 손실을 우려하겠지만, 실제로 미국 내의 

연구들이 12개월 가량 공개 지연되는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것이다. 일리노이 대학교 Urbana–Champaign 캠퍼스의 사서인 Lisa 

Hinchliffe는 이러한 정책이 저널이 완전히 개방되도록 시스템을 전환하는 계기를 가속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자금 지원 기관이나 도서관이 저널에서 OA 출판을 위해 미리 논문당 비용을 충당해야 하는 연구자를 위한 지원을 늘릴 

것인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8월 25일에 발표된 ‘미국 공공접근 정책의 경제학에 대한 OSTP의 분석’에 따르면, 현재 NIH와 

미국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이 이러한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이것은 NIH의 현 연구예산의 약 0.5%로 

추정된다. 그러나 연구 도서관들은 공공접근에 대한 예산을 0.2%에서 11%까지 지출하고 있어 훨씬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Kiley는 혼합된 비즈니스 모델의 생태계가 나타날 것으로 예상한다. 일부 저널은 도서관과의 벌크형 계약과 같이 저자에게 논문당 

비용을 청구하지 않는 모델을 채택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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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사들의 반응

Nature 학술 저널 출판사는 백악관의 목표를 지지하고 새로운 요구사항을 충족할 수 있도록 할 준비가 되어 있다. 세계 최대의 

과학 출판사인 Elsevier의 대변인은 “연구에 대한 오픈 액세스를 적극적으로 지지하며, OSTP의 지침을 이해하기 위해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워싱턴 DC에 있는 미국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의 

회장인 Sudip Parikh는 이 지침이 우리 저널에 영향을 미칠지 판단하기에는 너무 이르다고 보고 있다. AAAS는 이미 저자가 승인된 

원고를 출판 직후 기관 리포지터리에 게시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Parikh는 이러한 원고에 대한 액세스를 허용하는 추가 방법을 

모색 중이며, 이것은 “독자와 저자를 위하여 과학 출판에 대해 평등한 접근을 보장”하는 것을 돕는 길이 될 것이라고 말한다. 

Nature를 발행하는 Springer Nature의 OA 부사장인 Carrie Webster는, Springer Nature가 580개의 완전한 OA 저널과 

2,000개의 출판물을 보유하고 있으며 완전한 OA가 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그러나 그녀는 저널에 논문을 OA로 

출판하기 위한 재정적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Gold OA를 지원하기 위한 미국 연방 자금 지원 기관의 책임”을 자사가 확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Nature 뉴스 팀은 출판사 입장과 편집상 독립적임).

워싱턴 DC의 미국출판사협회(Association of American Publishers, AAP)는 OSTP의 발표는 “심각한 경제적 영향을 포함한 

전면적인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결정에 대해 이번 행정부의 공식적이고 의미 있는 협의나 대중의 의견 없이 나온 것으로, 비즈니스의 

지속 가능성 및 품질이 우려될 수 있다.”는 성명을 발표했다. AAP는 2019년 미국의 OA 정책을 백악관이 변경한다는 루머에 대해 

강력하게 반대한 곳 중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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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관리 온라인 워크숍 참관기

김연욱 | 거목문화사 과장,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일반적으로 출판 사업은 변화가 없는 정체된 시장이며, 사양산업이라고 이야기한다. 그러나 적어도 학술출판 분야는 변화가 빠르고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논문의 심사와 출판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새로운 시도들과 접근 방법이 생겨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찾고 공부해야 한다. 혼자서 이러한 과정을 진행하기에는 정보와 시간이 많이 부족하여 한계에 

부딪히게 된다. 과편협에서는 항상 최신 트렌드와 중요한 정보를 워크숍을 통해서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인은 

시간도 아낄 수 있고 많은 정보도 확보할 수 있다. 출판사 입장에서도 다양한 정보를 취합하고 공부할 수 있어서 최대한 참석하려고 

노력하고 있고, 항상 감사함을 느낀다.

이번 강의는 10월 27-28일 2일 동안 진행되었으며, Scopus 등재를 위해서 학술지에서 검토해야 할 부분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1일 차에는 Scopus 등재에 필요한 전반적인 개론에 대해서 진행하였고, 2일 차에는 1) 인문학, 2) 사회과학, 3) 자연과학, 4) 

농수산·의학 분야를 나누어 실제 등재 경험에 대해서 깊이 있는 내용을 다루었다. 

1일 차 첫 세션에서는 학술출판 관련 용어를 정리할 수 있었다. 출판 관련 용어들은 얼핏 들으면 전부 비슷하지만, 막상 정확하게 

구분하고 설명하는 것은 어려울 때가 많다. 용어를 정확히 구분할 수 없다면 실제 사용할 때나 평가 시에 제약이 생길 수밖에 

없다. ISSN, DOI, ORCID, Crossmark, Copyright, Open access, Creative Commons, Preprint 등의 용어에 대해 자세하게 

검토하였고, 이 시간을 통해 각 용어의 확실한 의미를 배울 수 있었다.

두 번째 세션은 Scopus 등재 기준에 대한 시간이었다. 학회나 출판사에서는 Scopus를 신청하기 전에 등재 현황이나 등재율 

등에 관심이 많지만, 막상 정보를 구하기는 어렵다. 본 세션을 통해 Scopus의 등재 현황과 중점적으로 평가하는 항목을 살펴볼 수 

있었으며, 특히 Scopus 등재에서 최근 reject가 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주신 것이 가장 도움이 되었다. 미등재의 주요 사유는 해당 

저널이 Scopus 기등재 저널로부터 많이 인용되지 않은 점, 인용이 되었더라도 한국 저널에서만 인용이 되었거나 self-citation이 많은 

점 등이었다. 이 부분은 단기간에 개선하기는 어렵지만 Scopus 등재를 목표로 하는 학술지에서는 지속해서 노력해야 할 숙명이라고 

생각한다.

세 번째 세션은 학술지 출판 관련 정책에 대해 다루었다. Scopus에서는 평가 신청 시 출판 표준(publication standards)과 

체크리스트를 모두 만족하여야 신청이 가능하다. 여기서 출판 표준 항목은 DOAJ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에서 발표한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업무 지침(Principles of Best Practice and Transparency in Scholarly Publishing)”의 내용이고, 

이 기준을 요구하는 곳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 실제 업무 진행 시, 규정 수정에 대해 편집위원회 안에서 충돌이 일어나는 경우가 종종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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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예를 들어, 광고 목적의 학술지가 아닌 경우라면 “우리는 광고를 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공지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정책은 

학술지와 관련 없다고 생각하여 명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 상대적으로 DOAJ가 잘 알려지지 않은 인문 사회 분야일수록 이러한 

성향이 강하며, 이에 출판사에서는 학술지 편집위원회를 설득하여 DOAJ의 모든 항목을 명기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2일 차는 관심 분야별로 ZOOM 미팅룸이 개설되어 각 분야별로 Scopus 등재 시에 고려할 점에 대해서 강의가 진행되었다. 필자가 

선택한 농수산·의학 세션에서는 JEEHP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학술지를 Scopus에 등재 

신청하고 성공하는 실제 과정을 통해 다양한 내용을 배울 수 있었다. 특히, ‘기관지를 삼수하여 Scopus 등재시킨 편집인 분투기’라는 

제목에서 볼 수 있듯이, 한 번에 등재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여러 번 탈락을 겪으면서 개선해 나간 경험을 말씀해 주셔서 더욱 공감이 

가고 배울 부분이 많았다. 탈락 사유가 납득이 되지 않더라도, 학술지가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가면서 결국 9년 만에 Scopus에 

등재하게 된 스토리가 매우 감동적이고 고무적이었다. 완벽하고 꼼꼼하게 준비해서 신청하려고 신청을 마냥 지연하고 있는 학술지나 

<그림 1> 1일 차 강사진

<그림 2> 2일 차 Session 4 중 농수산·의학 분야 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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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번 떨어졌다고 좌절하는 학술지에게 귀감이 될 수 있는 모습이라고 생각한다.

마지막 시간에는 학술지 홈페이지 구성에 대한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책자를 직접 인쇄하여 보는 시대는 이미 지났으며, 대다수의 

사람들이 홈페이지를 통해서 논문을 검색하고 확인한다. 학술지 홈페이지의 품질과 논문의 학술적 중요도는 실제로 다를 수 있으나, 

훌륭한 학술지 홈페이지는 논문 내용이 더욱 좋아 보이게 하는 효과를 줄 수 있다.  디자인적인 요소뿐만 아니라 각 규정 및 연구자 

편의사항을 갖춘 학술지 홈페이지는 이제는 필수사항이라고 말할 수 있다.

실무를 하는 입장에서 강의를 듣기 위해 온전히 하루를 빼서 참석하기에는 시간과 장소의 제약이 많다. 하지만 이번 워크숍은 

온라인으로 강의가 진행되어, 이러한 부분에서 훨씬 자유롭게 참가할 수 있었다. 특히 업무가 바쁠 때는 듀얼 모니터를 켜놓고, 강의 

시청과 업무 진행을 동시에 할 수 있었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확인하는 방식으로 듣고, 꼭 들어야겠다고 미리 생각했던 

부분은 집중을 해서 들으면서 시간을 배분할 수 있어서 효율적이었다. 강의를 준비해주신 과편협과 강사님들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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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M02) 참관기

이영은 | 한국치위생학회 편집위원장, 대구보건대학교 교수

지난 11월 3일, 과편협에서 해마다 주최하는 원고편집인 워크숍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원고편집인 자격증(KMEC) 소지자를 대상으로 원고편집인 중급교육으로 실시되었으며, KMEC 소지자들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실무나 현재의 주요 이슈, 또한 앞으로의 학술지 트렌드 등에 대한 내용으로 진행되었다. 원고편집인들의 의견을 모아 

듣고 싶은 내용을 중심으로 마련되어서인지, 하루 동안 진행되었지만 힘들지 않고 유익한 내용으로 편안하게 들을 수 있었다.

첫 번째 발표는 ‘표와 그림의 퍼미션 범위와 데이터의 저작권’이라는 주제로 허선 과편협 회장께서 퀴즈 형태로 진행해주셨다. 매우 

신선한 방식이었으며 ‘저작권’이라는 딱딱한 주제를 즐겁게 풀어갈 수 있었다. 표, 그림, 측정도구, 데이터를 사용할 때 인용만으로도 

충분한지 혹은 허락이 필요한지에 대한 원고편집인의 판단 기준과, 이러한 정책을 학술지에 명시하도록 권하는 의무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두 번째 발표는 ‘연구재단 학술지 평가방법’에 대한 내용으로, 김연욱 과편협 원고편집위원께서 설명을 해주셨다. 전반적인 

학술지 평가 개요와 KCI 평가 개요, 평가 항목, 신청 자격 및 체계 평가와 내용 평가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술지 평가의 중요성과 타 

평가기관의 기준과 다른 부분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었고, 국제 저명 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하여 KCI 평가가 반드시 거쳐야 하는 중요한 

국내 인증 평가임을 다시 한 번 상기할 수 있었다. 더불어 필자가 속한 학회의 학술지에서 관리가 필요한 지표를 살펴볼 수 있었다.

세 번째 시간에는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편협) 학술지 평가 방법 및 주요 오류 사항’에 대해서 이현정 과편협 

정보관리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셨다. 평가 개요와 표지, 판권과 라이선스를 비롯한 다양한 평가 요소에 있어서의 주요 오류 

사항을 점검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본 평가 항목 중에서 평균이 낮은 항목을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절대평가 점수를 점검하여야 

하며, PMC, MEDLINE, SCOPUS 및 SCI 등재 학술지로 도약하기 위해서는 의편협 학술지 평가를 거쳐 지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네 번째 발표는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 테이블 정리’에 대한 박근철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의 발표였다. 논문에 필요한 통계분석의 

개념을 이해하고 예시를 통해 기초 개념을 이해할 수 있었다. 실제 사례를 중심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설명해 주셔서 더욱더 도움이 

되었다.

이후 오후 세션은 최근에 바뀐 여러 매뉴얼이나 트렌드를 중심으로 소개가 되었다.

다섯 번째 발표인 ‘GetFTR 소개’에서는 오광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께서 새로운 서비스에 대해 설명해 주셨다. GetFTR은 필자도 

처음 들어보는 내용이라 처음에는 낯설었지만, 강연을 듣고 어느 정도는 이해할 수 있었다. GetFTR은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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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커뮤니케이션 플랫폼으로, Open access로 공개된 다양한 자료를 가지고 올 수 있는 플랫폼이 될 수 있을 것이라 하나 유료로 

제공되고 있다고 한다. GetFTR의 파트너 출판사는 점차 늘어가고 있으며 대학들도 참가하고 있다고 하여 앞으로의 행보가 주목된다.

여섯 번째 시간에는 권현정 과편협 원고편집위원께서 Best Practice 3판과 4판을 비교하여 설명해 주셨다.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기준에 대해, 기존의 3판에서 4판으로 업데이트되면서 바뀐 부분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으로, 특히 마지막 강연 부분에 

4차 개정판을 요약하여 제시해주신 부분은 매우 도움이 되었다.

일곱 번째 시간에는 ‘Text Recycling, Article Sharing, DE&I 소개’라는 주제로 조혜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회 위원장께서 발표해 

<그림 1> 최신 정보 GetFTR. 과편협 원고편집인 중급교육(2022.11.3) 발표자료에서 발췌

<그림 2> Best Practice 3판 & 4판 비교. 과편협 원고편집인 중급교육(2022.11.3) 발표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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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셨다. 자기표절의 영역 중에 하나인 text recycling을 비롯하여 최근 출판 정책에서 주로 이슈가 되고 있는 article sharing (논문 

공유) 정책이나 DE&I (diversity, equity and inclusion;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과 관련된 선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볼 수 있었다. 

연구활동을 하는 연구자뿐 아니라 출판에서도 이러한 정책이 필요함을 소개해 주셨고, 특히 관련 사이트를 안내해 주신 것이 도움이 

되었다.

여덟 번째 발표는 ‘AMA Manual 11판에서 변경된 부분’에 대해서 서윤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회 부위원장께서 설명해 주셨다. 

AMA Manual은 미국의학협회(American Medical Association)에서 발행하는 저널에서 지정한 인용양식으로, AMA 저널(JAMA/

Archives) 외에도 의학, 간호학 및 공중보건 분야에서 널리 이용되는 양식이다. 오늘의 하이라이트 강연으로서 2007년 발행된 10판 

이후 2020년의 11판에서 어떤 부분이 업데이트 되었는지, 이중 어떤 부분을 ME가 적용해야 하는지 1시간에 걸쳐 차근차근 설명해 

주셔서 매우 유익한 시간이 되었으며, 제공해 주신 강연 자료는 귀중한 자료이다. 본 세션은 학술지 편집인들이 가장 관심이 높은 

세션으로 생각되며, 향후 종합적으로 상세히 다루는 기회가 제공되기를 희망한다. 

마지막 발표는 ‘ME에게 필요한 영문교정 팁 및 저자 이메일’과 관련한 정미주 과편협 원고편집위원의 강의였다. 단/복수, 대소문자 

확인 등 간단한 영어 수정방법을 비롯하여 교정에 활용 가능한 tool인 Perfect It, Grammarly 등을 소개해 주셨고, 저자 이메일 샘플 

및 유용한 표현에 대하여 제목, 인사말, 소개, 목적, 회신, 요청, 추가 질문, 파일 첨부, 끝인사, 맺음말로 나누어 상세히 소개해 주셔서 

매우 도움이 되었다. 특히 논문 교정 관련 저자 메모 샘플 또한 항목별로 제공해 주셨다. 필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의 영어 실력이 

<그림 3> AMA 11th edition. 과편협 원고편집인 중급

교육(2022.11.3) 발표자료에서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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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르고, 교정자가 연구자 본인보다 논문을 더 잘 이해해서 교정하기는 매우 부담이 되지 않을까 걱정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공해 주신 강연 자료는 ME에게 꼭 필요한 자료로서 추천한다.

과편협에서 제공한 이번 워크숍은 하루 동안 집중적으로 다양한 주제로 심도 있게 진행되었기에 필자에게 있어서는 전문 

원고편집인으로서의 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매우 유익한 과정이 되었고, 필자가 소속된 학회의 학술지가 가야 할 중장기적인 방향성을 

도출하는 데에도 많은 도움이 되었다. 본 행사는 학술지 출판 관련 실무자들에게 효율적인 학습 기회와 동기를 부여해줄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인 동시에, 더 넓게는 원고편집 분야의 저변을 확대하여 궁극적으로 국내 과학기술 학술 출판이 발전하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워크숍이었다. 과편협의 많은 회원들도 학술지 발행 역량을 강화하여 학술지 발전을 꾀할 수 있는 과편협 워크숍을 꼭 체험하기를 

바란다. 좋은 기회를 제공해 주신 과편협 관계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참관 소감을 마무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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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온라인 워크숍(2022-A03) 참관기 : 
저널의 발전을 위한 모든 것

박재균 | 단국대 토목환경공학과, 과편협 감사

필자가 과편협의 감사로 활동한 지도 1년 정도가 지났다. 그 역할로 봉사할 기회는 일년에 한 번뿐이지만, 과편협의 여러 행사에는 

언제나 관심이 있어서 워크숍은 대부분 참석하고 있다. 게다가 온라인 워크숍이라 잠깐 다른 일을 하면서도 참여할 수 있으니 빠질 

이유가 없다.

과편협의 워크숍은 크게 세 가지로 나뉘는데, 원고편집 관련 내용을 주로 다루는 원고편집 워크숍(M), 요즘 지속적으로 화두가 되고 

있는 연구윤리 관련 워크숍(E), 그리고 이 모든 것을 포괄하는, 편집인(Editor)들을 위한 편집인 워크숍(A)이 그것들이다. 이번에 열린 

워크숍은 편집인 워크숍이었고, 저널의 발전을 책임지는 편집장들이 눈여겨봐야 할 내용들이 많이 발표되었다.

워크숍은 저널을 출판할 때 거쳐야 하는 프로세스들과 유사한 순서로 진행되었다. 과편협 교육연수위원장이신 김수영 교수님이 

좌장을 맡고, 과편협 회장이신 허선 교수님이 제일 먼저 전문가 리뷰의 유형과 선택에 대하여 발표하였다. 중요한 저널 데이터베이스 

등재에 필수 조건이기 때문에 전문가 리뷰는 생략할 수 없으며, 따라서 모든 저널은 전문가 심사과정을 상세하게 밝혀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심사를 할 인력이 매우 부족하기 때문에, 편집장은 수준 낮은 원고를 미리 거절해야 하고, 일단 심사를 진행한 논문은 

큰 문제가 없으면 게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따라서 심사자가 부족할 경우 저자의 지인 중에서 심사자를 추천하게 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요즘 새로운 트렌드인 전문가 리뷰 공개에 대해서도 어느 선까지 허용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한다.

곧이어 김수영 교수님의 약탈적 학술지에 대한 발표가 있었다. 약탈적 학술지는 “위조, 허위, 거짓, 모방” 및 “의심 학술지”로도 

알려져 있으며, 경우에 따라 정확한 분류가 필요하다. “의심 학술지”를 통칭 용어로 설정하고, 유명 학술지와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는 

“위조 학술지”, 고액의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가 되는 “약탈적 학술지”, 유명 인덱스에 등재가 된 점을 이용하여 한 호마다 논문을 

대량으로 발간하는 “대량 발행 학술지”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러한 저널들은 대체로 여러 매체를 통해서 대량으로 광고를 하고, 

전문가 심사 과정이 빠진다거나 편집인이나 심사자에 대한 정보가 불투명하다. 또한 학술지가 다루는 분야가 지나치게 다양하고, 

비용에 대한 정보도 공개하지 않아서 이메일로 알게 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 이러한 저널들에 대한 리스트는 계속 업데이트되고 

있으며, 연구자들은 선의의 피해를 피하기 위해 논문 제출 시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다음으로는 인포루미 조혜민 대표의 ‘학술지 투명성 원칙’에 대한 발표가 이어졌다. 이 시간에는 학술 논문 출판에 관련한 

편집정책을 설명하였다. 학술 출판과 관련한 투명성은 포용 및 다양성으로 설명할 수 있는데, 저자, 편집위원, 심사자들에 대한 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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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다양성을 포함한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경우에도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원칙을 나타낸다. 또한, 저널의 전 과정 자체가 

투명하게 완전히 공개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나타낸다. 마지막으로, 여러 이익 사업에 대해 편집인들의 이해충돌이 있어서는 안 된다.

잠깐의 휴식 시간 후,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이신 윤철희 교수님이 연구출판 윤리에 대한 최신의견을 발표하였다. 이 발표는 앞선 

투명성 원칙과 비슷한 내용이면서, 학술 출판의 전 분야에 대한 윤리규정 사항들을 규정한 DOAJ의 “학술 출판의 투명성 원칙과 

처리기준” 2022년 9월 개정 4판의 내용을 설명한다. 다음 주제는 “문장 재활용”에 대한 것이었는데, 어떤 경우에 문장 재활용이 

바람직하고, 어떤 경우에는 부도덕한 일이 되는지를 살펴보았다. 다음으로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해 설명하고, 마지막으로 연구출판 

윤리 강사 양성 과정과 관련 분야 최신 정보,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다루었다. 이어서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장이신 김수 교수님과, 

대외협력위원장이신 박배호 교수님의 국제 DB 등재 관련 최신 정보 발표가 이어졌다. 먼저 PMC 등재의 일반 과정과 준비사항, 

그리고 흔한 탈락 사유에 대한 내용을 자세하게 소개해 주셨고, 다음으로는 SCI 등재의 첫 번째 단계인 ESCI 등재 과정이 간략히 

안내되었다. 박배호 교수님은 Scopus 한국위원회 위원장으로서, Scopus 등재 과정에 대한 설명과 함께 그간의 등재 과정에서 나온 

자료를 토대로 현황을 설명하였다. Scopus 등재의 핵심은 다른 Scopus 학술지로부터의 인용 횟수가 많아야 한다는 것과, 국제 또는 

지역 학술지에 대한 설정이 명확해야 한다는 것이다.

다시 잠깐의 휴식 후, 과편협 출판위원장이신 김기홍 교수님이 ‘학술지 정책 결정의 키포인트’를 주제로 발표하였다. 여기서는 

학술지의 운영, 논문 심사, 연구윤리, 출판윤리, 데이터 공유, 편집 등에 대한 필수적인 정책을 다루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내용이 학술지 홈페이지에 명시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마지막 발표 주제는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이신 서태설 박사님의 

‘편집인을 위한 open science의 키포인트’였다. 오픈 사이언스는 연구 및 발표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내용을 공개하는 최근의 

동향을 나타낸 용어로, 연구 과정, 검증 전 연구 결과, 검증 후 연구 결과 및 검증 과정의 공개를 모두 포함한다. 따라서 이것을 위해서 

어떤 정책이 필요한지 알 수 있었다.

약 네 시간 동안 진행된 이번 워크숍에서는 학술지 발전을 위한 여러 내용이 방대하게 다루어졌으며, 좋은 학술지가 되기 위해서는 

부단한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알게 되었다. 이 워크샵의 내용을 최대한 적용하면 PMC, SCI, Scopus 등의 등재에 

소요되는 시간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며, 워크숍에 참여하지 않았던 학회들도 과편협에서 제공하는 관련 자료를 통하여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기를 바란다. 아울러 이렇게 전체 워크숍의 내용을 소개하는 기회를 주신 과편협 관계자분께도 감사드린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