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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온라인 개최

과편협에서 매해 원고편집에 관심 있는 원고편집인과 출판사 직원 등을 대상으로 주최하는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이 지난 3월 

10일부터 4월 28일까지 2달간 매주 1회, 총 8차례에 걸친 과정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교육은 지난 해에는 코로나로 인해 개최되지 

못하였다가 올해는 처음으로 온라인 교육으로 실시하게 되었는데, 원고편집인과 학술지 편집위원, 출판사 직원 등 무려 40명이 

신청하고, 마지막 수업과 테스트까지 이수하는 높은 참여율을 보였다. 해당 교육은 원고편집인이 알아야 할 기본 지식 및 최근 

원고편집의 경향성을 배우고, 실제로 실습하는 과정으로 이루어졌다.

원고편집인 교육을 이수한 사람은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데, 금년에 치루게 되는 제5회 한국원고편집인 

자격증 시험은 현재 접수가 마감되었으며, 7월 16일에 온라인으로 개최될 예정이다.

과편협 소식

<그림 1>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온라인 참석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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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1-E01) 개최

지난 4월 23일, 과편협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2021-E01)을 개최하였다. 이날 워크숍은 “달라지는 연구출판윤리”라는 주제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진행 특성상 그간 물리적으로 멀리 있어 참석이 불편했던 편집인들에게 좋은 기회가 되어, 120명의 편집인이 

참석하여 성황리에 진행되었다. 특히 사전에 질문을 받아 워크숍 진행 중에 그에 대한 답변을 발표하는 동시에, 중간중간 편집인들이 

채팅으로 활발하게 질문하고, 이에 대해 피드백하면서 오프라인보다 더 생동감 있는 워크숍이 되었다. 8월에도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이 개최될 예정이다. 편집인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바란다.

<그림 2> 출판윤리 온라인 워크숍 참석자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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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정 정보관리위원회 부위원장,  
제53회 한국도서관상 대학부문 개인상 수상

과편협 정보관리위원회 이현정 부위원장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도서관협회가 주관하는 제53회 한국도서관상 시상식에서 

대학부문 개인상을 수상하였다. 연구자를 위한 의학사서 역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는 데에 기여한 공적을 인정받아 국내 도서관 

분야 최고 권위의 상을 수상하게 되었다. 한양대학교 의과대학 학술지와 대한장연구학회지 원고편집인,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및 

정보관리위원,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DOAJ) Ambassador 로서 대내외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그림 1> 이현정 부위원장 수상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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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창립 10주년 기념 워크숍 안내

과편협은 오는 9월 8일 창립 10주년을 기념하여 “학술 출판의 10년 후를 조망하다”라는 주제로 10주년 기념 워크숍을 개최할 

예정이다. 자세한 안내사항은 곧 홈페이지와 메일로 공지할 예정이다. 관심있는 편집인 여러분의 활발한 참여를 부탁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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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회원동정

<단체회원 등재 소식>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Journal of Radiation Protection and 

Research』 Scopus 등재

•  한국노인간호학회 『노인간호학회지』 Scopus 등재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KCI, ESCI, Scopus 등재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한국우주과학회, 제6회 초소형위성 워크샵 

일시 및 장소: 2021년 7월 1일, 부산 해운대 웨스틴조선호텔

•    한국부식방식학회, 제7회 방식기술자 전문 교육 

일시 및 장소: 2021년 7월 5일~9일, 라마다 서울호텔

•    대한의료정보학회, 2021년 대한의료정보학회 춘계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7월 8일~9일, 분당 차바이오컴플렉스

•    한국공업화학회, 2021 공업화학(ACE) 온라인 특별 

심포지엄: 공업화학 미래기술 

일시 및 장소: 2021년 7월 23일, 온라인 개최

•    한국식물생명공학회, 2021 정기학술발표회 및 총회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2일~14일, 라마다 프라자 제주

•    한국진공학회, 2021년 창립 30주년 기념 제61회 

한국진공학회 하계 정기학술대회  

(The 61th Summer Annual Conference of the Korea 

Vacuum Society)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8일~20일, 소노캄 제주

•    한국공업화학회, 탄소중립과 공업화학 온라인 특별 심포지엄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19일, 온라인 개최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2021년 하계 워크샵 

일시 및 장소: 2021년 8월 26일~27일, 스플라스 리솜(충남 

덕산)

<신임 편집위원장>

•    김성종(목포해양대학교),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    정덕유(이화여자대학교), 노인간호학회지, 2021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기타소식>

•      한국우주과학회 국문학술지 “우주기술과 응용” 창간 (인쇄본 

발행) 발행일 2021년 5월 31일, 온라인 저널은 7월 중 발행 

예정

•  대한방사선방어학회 게재 승인 논문의 온라인 선게재 시행

•    한국간호과학회 조경숙 회장이 2021년 과학정보통신의 날 

기념식에서 ‘과학기술훈장 혁신장’ 2등급 훈장을 수상

<회원현황>

• 개인회원 56명

• 단체회원 351종(292개 학회)

• 특별회원 21기관

 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21. 5. 7 2021-2차 정보관리위원회의(온라인)

2021. 6. 4 2021-2차 임원회의(온라인)

2021. 6. 30 Scopus ECSAC-Korea 상반기 회의(온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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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도 과편협 하반기 일정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7/2

Scopus 등재를 위한 

워크숍(온라인)

7/16

제5회 원고편집인 

자격증 시험 

8/20

Science Editing 

Vol 8. No. 2 발행

8/27

DOAJ 이해 및 

등록방법(온라인)

8월 중

출판윤리 

워크숍(온라인)

9/8

창립 10주년 기념 

워크숍(온라인)

9/30

뉴스레터 39호  

발행

10/28~29

Scopus 등재를 위한 

워크숍 

(온라인, 인문사회  

대상)

11/4

원고편집인 

워크숍(온라인)

11/27

편집인 워크숍 

(온라인)

11월 중

출판윤리 

워크숍(온라인)

12/31

뉴스레터 4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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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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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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의 가시성(visibility) 향상을 위한 멀티미디어 전략:  
논문을 ‘읽는’ 시대에서 ‘보여주는’ 시대로… 

오광일 | 과편협 원고편집위원, Editage 이사

우리는 학술출판에 대해 어떠한 이미지를 가지고 있을까? ‘학술지’, 영어로는 ‘저널(journal)’이라고 불리는 매체와 연관되는 

이미지는 어떠한 모습일까?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은 ‘학술지’를 “학술ㆍ예술 분야에 관한 전문적인 글을 싣는 잡지”라고 

정의하고 있다[1]. 그럼, 영어사전에 나오는 ‘journal’의 정의는 어떨까? Oxford Learner’s Dictionary of Academic English에서 

‘journal’이라는 단어를 검색해 보니, “a newspaper or magazine that deals with a particular subject or profession” 이라고 

나온다[2]. 이렇게 보면 ‘journal’을 학술지라고 번역하는 것은 정확한 의미 전달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영어사전에는 

‘전문적인’이라고 확정하지 않은 듯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우리말의 ‘학술지’는 ‘academic journal’ 또는 ‘scientific journal’을 

의미하는 것이리라. 이런 사전적인 의미의 차이가 사소한 것으로 보일 수도 있겠다. 그럼에도 이런 차이는 학술지를 대하는 우리의 

태도에 영향을 주고 더 나아가 연구 성과를 널리 알리는 방식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술지는 어렵다”라는 생각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자리 잡다 보니, ‘과학의 대중화’라는 목표를 이루기 어려운 것은 아닐까?

학술 출판인의 가장 큰 고민은 무엇일까? 수많은 어려움이 있겠지만, 우리 학술지 또는 우리 학술지를 통해 발표되는 연구 

성과들이 사람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는 것 같다는 불안함이 가장 크지 않을까? 즉, 학술지의 ‘가시성(visibility)’ 또는 ‘발견 

가능성(discoverability)’에 대한 고민이 학술지 출판인들의 마음 속에서 스멀스멀 올라오는 것은 아닐까? 

여기서 사고의 틀을 비틀어 볼 필요가 있다. 학술지는 이제 연구 성과를 담은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넘어 ‘독자’에게 제대로 

‘전달’하는 것을 목표로 해야 한다. 즉, ‘과학 출판(science publishing)’에서 ‘과학 커뮤니케이션(science communication)”으로의 

사고 전환이 필요한 시점이다. 우리는 ‘과학 커뮤니케이터(science communicator)’가 되어야 한다. 논문을 독자에게 ‘보여주는’ 

시대가 성큼 눈 앞에 다가온 것이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적절한 기법(skills), 매체(media), 활동(activities), 그리고 대화(dialogue)를 사용하여 과학에 대한 

개인적인 반응을 만들어내는 것을 말한다[3]. 그럼 전통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모습일까? 학술지는 논문들을 모아 인쇄하여 

출판하고, 독자들이 읽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왔다. 여기에서 말하는 독자는 과학자(연구자)들일 가능성이 높다. 인쇄라는 매체를 통해 

논문이라는 단일한 형태의 콘텐츠(single-format contents)를 단선형 의사소통(one-way communication) 방식으로 독자에게 

전달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독자들의 참여는 매우 제한적일 수밖에 없으리라. 그렇다면 변화된 환경에서의 새로운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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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커뮤니케이션은 어떤 모습일까? 그것은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multiple-format contents)를 다방향 

의사소통(multidirectional communication)이 가능한 방식으로 폭넓은 독자층(wider audience)에게 전달하는 것이다. 양방향 

의사소통은 독자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그 과정에서 독자들은 과학 콘텐츠에 대한 관심과 이해를 넘어서 

내용에 대한 생각과 의견을 갖게 되고, 다른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도 있게 된다. 학술지와의 1단계 의사소통을 넘어서서 2단계, 또는 

‘N’ 단계의 의사소통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전통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 새로운 과학 커뮤니케이션으로의 변화를 표 1과 같이 

정리해 보았다. 

새로운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목표는 무엇일까? 수많은 목표가 있겠지만, 가장 핵심적인 것은 바로 ‘스토리텔링(storytelling)’이라고 

할 수 있다. 즉, 새로운 발견을, 연구를 위한 과학자들의 열정을, 과학을 통한 문제해결 방식을, 그리고 궁극적으로 과학은 우리의 삶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가를 이야기하는 것이다. 그럼 어떻게 이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까? 

우선 인쇄 매체를 포함하여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야 한다. 즉, 매체 변환(media conversion)이 필요하다.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옮긴 것 역시 매체 변환이다. 이제는 활자화된 논문을 다양한 형태로 옮겨야 한다. 매체 변환의 예를 표 2로 정리해 보았다.

표 1.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변화

전통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 새로운 과학 커뮤니케이션

단일 매체 복합 매체

단일한 형태의 콘텐츠 다양한 형태의 콘텐츠

단선형 의사소통 양방향 또는 다방향(multidirectional) 의사소통

핵심 독자층 광범위한 독자층

독자의 제한적 참여 독자의 적극적인 참여

표 2. 매체 변환의 예

제목 제목

학술 언어 ⇨ 대중 언어

긴 논문 ⇨ 1 페이지 미만으로 요약

논문  ⇨ 시각자료(infographics, 동영상 등)

논문  ⇨ 말로 설명(인터뷰, 저자와의 만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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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할 일은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다. 과학 콘텐츠를 다양한 독자층에 전달하고 싶다면 매체 변환보다 

다양한 커뮤니케이션 채널을 확보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도 있다. 그럼 어떤 채널들을 활용할 수 있을지 알아보자. 다양한 채널들을 

경계 없이 활용한다는 의미에서 교차 채널 커뮤니케이션(cross channel communication)이라고 부를 수 있겠다. 우리 학술지에서 

활용할 수 있는 채널로 대중 채널, 연구 채널, 사회관계망 서비스(social networking service, SNS) 채널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중 채널은 비과학자인 일반인들이 접하는 채널로 뉴스 포털 같은 것들이 대표적이다. 대중 채널에 학술지의 내용을 싣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따라서, 과학 전문 기자들의 관심을 끌 수 있는 채널이 필요하겠다. 바로 연구 채널과 SNS 채널을 확보해 보자. 의미 

있는 연구 성과들을 과학 기사로 정리하여 ‘EurekAlert’나 ‘Medium’ 같은 채널을 통해 노출시키는 것이 좋다. 특히 EurekAlert는 

유료 채널이기는 하지만 AP, Reuters, CNN 같은 해외 뉴스 매체에서 많이 인용하고 있고, 그 영향력이 이미 증명된 채널이다. 

연구 채널은 뉴스 매체를 통해 독자와 의사소통하기 위한 다리 역할을 하면서 연구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는 채널이다. 

반면에 SNS 채널은 광범위한 독자와 직접 소통하는 채널이다. SNS는 개인 일상을 공유하는 것을 넘어서 생각과 의견뿐 아니라, 

정보까지 공유하는 복합적인 기능을 가진 커뮤니케이션 채널로 진화하였다. 유튜브(YouTube)를 통해 연구 성과를 동영상으로 꾸준히 

노출시키면 정기적인 독자층이 형성될 것이다. 프로페셔널 페이스북(professional Facebook)이라고도 불리는 링크드인(LinkedIn)도 

유용한 채널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링크드인 채널을 활용하여 다양한 정보를 공유하고 있다. 링크드인과 유튜브는 콘텐츠가 

축적된다는 장점이 있다. 트위터(Twitter)는 짧은 문구로 독자 또는 연구자들이 서로 의사소통할 수 있다. 당연히 압축된 메시지로 

독자들의 ‘눈길을 사로잡는’ 것이 핵심이다. 

대부분의 학술지가 홈페이지 위주의 단선형 의사소통 채널을 운영하고 있고, SNS 채널을 운영하더라도 학회 내에서의 정보 공유 

기능만을 담당하는 경우가 많은 듯하다. 학술지마다 처한 상황과 당면한 목표 및 과제도 다를 것이다. 하지만, 학술지에 담긴 소중한 

연구 성과들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고자 하는 것은 공통의 목표일 것이라고 믿는다. 학술지의 가시성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콘텐츠를 자연스럽게 노출시킬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 글에 언급된 내용들이 각자의 현실에 맞는 멀티미디어 

전략을 수립하는 데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면서 마무리하고자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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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학술출판에서의 인공지능 활용과 윤리

서태설 | 과편협 정보관리위원장,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책임연구원

컴퓨팅 파워, 빅데이터, 알고리즘 등의 발전으로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이 보편화되고 있다. 학술출판의 영역도 

예외는 아니다. 아직까지 초기단계이긴 하지만, 여러 출판사에서 이미 AI를 활용하고 있다.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and Medical Publishers (STM)에서 발표하는 STM 보고서에 따르면, 출판사는 데이터 제공자, 내부 업무 프로세스 및 

서비스 지원, 외부로 제공하는 도구와 서비스의 세 영역에서 AI와 관련이 있다고 한다[1].

첫째로, 학술지 출판사는 AI를 위한 데이터와 정보를 제공하는 핵심 기관이다. 학술지가 제공하는 AI용 학습 데이터는 품질이 

우수하고, 신뢰성이 높으며, 윤리적인 결과물을 얻는 데 필수적인 요소 중의 하나로 자리 잡고 있다. 출판사들은 상호운용이 가능하고, 

일관된 포맷으로 콘텐츠를 검증, 정규화, 태깅, 보강하고, 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며, 주제별 온톨로지(ontology)를 생성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에 AI를 활용할 수 있는 가능성과 품질을 보장한다. 

(사례 1)   SpringerNature 출판사는 각종 자연어 처리, 기계학습, 텍스트 분류, 지식 그래프 등의 시멘틱(semantic) 기술을 활용하여 특정 

도메인의 온톨로지를 구축하고, 이를 통해 새로운 지식을 추론하고 있다.

(사례 2)   Frontiers 출판사는 ARIA(artificial intelligence review assistant)라는 AI 도구를 개발하여 투고 원고와 심사 품질 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학술지 출판사는 저자, 편집자, 심사자를 위한 내부 프로세스와 서비스를 지원하는 데 AI 활용을 늘려나가고 있다. AI는 

저자에게 투고 학술지를 추천할 수 있고, 원고의 교정교열과 적정한 심사자 식별에 사용된다. 표절 검사와 데이터 조작 여부 확인에도 

AI가 사용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논문 본문에서 중요 사실, 실체, 관계 등도 자동으로 추출하기도 한다.

(사례 3) Hindawi 출판사는 AI 언어 평가 도구를 투고 과정에 적용함으로써 비영어권 저자들 영어 논문의 품질 개선 효과를 보고 있다.

(사례 4)   미국광학회(Optical Society of America)에서는 논문 출판 이력과 유사도 검사를 통해 최적의 후보 심사자를 추천하는 AI 도구를 

개발하여 활용하고 있다.

기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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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로, 학술지 출판사는 콘텐츠 분류 작업 및 독자와 저자를 위한 콘텐츠 추천용 외부 도구와 서비스에도 AI를 배치한다. 학술지 

출판사는 AI를 통해 연구 트렌드 제공, 신약 개발 표적 식별 등과 같은 분석 및 인사이트(insight)를 제공하는 역할을 늘려나가고 있다.

(사례 5)   Elsevier 출판사는 연구 데이터를 위한 FAIR 원칙에 입각해서 고품질의 데이터를 구축한 Entellect라는 데이터 통합 플랫폼을 

개발하여, 연구자나 건강관리 전문가가 데이터로부터 통찰을 얻어 혁신을 할 수 있도록 돕는다.

(사례 6)   미국화학회(American Chemical Society)는 동료심사 시스템에 의미 분석과 출판 이력에 근거하여 투고 학술지 전환 제시를 할 

수 있는 AI 도구를 연계하였다.

앞으로도 학술 출판 분야에서의 AI 활용 영역은 꾸준히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시점에서 한 가지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이다. AI가 지속적으로 발전하여 사람의 지능을 초월하는 초인공지능(artificial super intelligence)이 등장하게 되면, AI의 사용자가 

사람이 아니고, AI가 될 수도 있다. 그러한 시대가 되면 AI는 통제 불능이 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에, AI는 단지 기술적으로만 

<그림 1> ARIA (artificial intelligence review assistant)의 원고 품질 검사 결과 화면[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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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해서는 안 된다고 한다[3]. 그래서 여러 나라와 기관에서는 이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AI 윤리지침을 제정하고 있다. STM에서도 

최근 “학술 커뮤니케이션에서의 AI 윤리”라는 보고서를 발간했다. 이 보고서에서는 윤리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AI를 위한 다섯 

가지 원칙과 모범 사례를 제시하였다[1]. 그것은 투명성과 책임성(transparency and accountability), 품질과 진실성(quality and 

integrity), 프라이버시와 보안(privacy and security), 공정성(fairness), 지속가능한 개발(sustainable development) 등이다. 

이 보고서는 초안의 성격이 강해서 계속 보완해 나갈 것으로 보이지만, 학술 출판계에서 AI를 도입할 때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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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 CSE Annual Meeting 참관기

김기홍 | 과편협 부회장, 아주대학교 물리학과

지난 5월 3일부터 5일까지 미국의 Council of Science Editors(CSE)가 주최하는 2021 CSE Annual Meeting이 온라인으로 

개최되었다. 주요 세션들은 한국 시각으로 매일 자정부터 오전 6시 15분까지 3일간 진행되었다. 3일간의 구성은 매우 유사했는데, 

먼저 1시간 동안 2개의 토론 세션을 동시에 진행한 후 30분간 교육 세션을 진행하였다. 다음에는 1시간 동안 기조 강연을 진행하였고, 

이후 4개의 발표 세션들을 1시간 동안 동시 진행하는 것을 두 번 반복하였다. 즉, 3일간 토론 세션 6회, 교육 세션 3회, 기조 강연 

3회, 발표 세션 24회가 진행되었다. 많은 세션 수에서 짐작할 수 있듯이 매우 다양한 주제에 관한 발표가 이루어졌으며, 전체적인 

진행은 원활하게 이루어졌다. 진행 시간이 한국 시각으로는 한밤중이라 모두 참가하기는 힘들어서, 필자는 인공지능 응용 등 필자가 

특히 관심 있는 몇 개 주제에 관한 세션들을 선택하여 참여하였다. CSE에서는 등록자들이 많은 세션의 녹화 영상을 볼 수 있게 하고, 

대부분의 발표 자료들도 내려받을 수 있게 해 놓아서 큰 도움이 되었다. 동시 진행되어 참여할 수 없었던 세션들의 녹화 영상과 발표 

자료들도 다 볼 수 있으므로 매우 유용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상당수의 녹화 영상에는 음성 인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발표자들이 

말한 내용의 스크립트를 동시에 볼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발음을 분명하게 하는 발표자들의 경우에는 스크립트가 90% 이상 정확한 

것도 인상적이었다. 

첫날의 기조 강연 연사는 미국의 COVID-19 관련 각종 데이터를 모아 발표하는 단체인 COVID Tracking Project의 Science 

Communication Lead인 Jessica Malaty Rivera였다. 주제는 대중과의 과학 커뮤니케이션을 효과적으로 하는 방법에 관한 것으로, 

COVID-19에 국한되지 않은 일반적인 과학 소통에 관한 견해를 발표하였다.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몇 가지 방법들은 과학 

논문을 작성할 때 사용하는 방법들과 매우 유사하다고 느껴졌다. 과학 커뮤니케이션의 담당자는 과학자와 비 과학자의 언어뿐 아니라 

유사 과학자들의 언어도 잘 알고 있어야 하고, 정서적, 문화적 언어에도 익숙해야 한다는 언급이 인상적이었다.   

첫날의 발표 세션 중에는 “Managing information from preprints”라는 제목의 세션이 특히 흥미로웠다. 이 세션뿐 아니라 

많은 다른 세션들에서도 프리프린트(preprint)가 자주 언급되었는데, 이것은 팬데믹 상황에서 많은 COVID-19 관련 논문들이 

프리프린트로 발표되면서 그 영역이 크게 확대된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첫 번째 연사는 생물학, 의학 분야의 대표적 

프리프린트 사이트인 bioRxiv와 medRxiv의 공동 창립자인 John Inglis로, 팬데믹 기간 중 이 사이트들의 이용과 관련한 각종 수치 

자료들을 발표하였다. 또한 이 사이트들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논문들의 사전 검증 과정을 설명했는데, 물리학 분야의 프리프린트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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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트인 arXiv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인력에 의해 더 엄격한 검증을 거친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두 번째 연사는 편집 관련 소프트웨어 

개발 회사인 Inera의 Bruce Rosenblum이었고, 프리프린트의 인용 및 메타데이터 관련 문제점들에 대해 발표하였다. 프리프린트를 

게시하는 사이트 중에 프리프린트임을 명확히 공지하지 않는 경우, 같은 논문을 여러 사이트에 게시하는 경우, 처음 게시된 

프리프린트와 수정된 프리프린트의 관계를 명확히 밝히지 않은 경우 등 많은 문제점이 존재하는데, 이는 앞으로 신속히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 생각된다. 세 번째 연사는 생명과학 분야에서 프리프린트의 확대를 지지하는 단체인 ASAPBio의 Iratxe Puebla였고, 

프리프린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메타데이터의 충실한 작성 및 프리프린트 심사 확대 방안 등에 대해 발표하였다. 첫날에는 

이외에도 XML 기초, 오픈 액세스, 편집위원회의 다양성 등 많은 주제에 대한 발표가 진행되었다.

둘째 날의 발표 세션 중에는 인공지능 응용에 관한 세션인 “Artificial intelligence-assisted editorial tools” 세션이 흥미로웠다. 

학술지의 편집 및 출판에 기계 학습(machine learning), 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 자연 언어 처리 등의 인공지능 방법을 적용하는 

것은 최근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로 주목받고 있다. 첫 번째 발표는 학술지 출판사인 Frontiers의 Robyn Mudgridge와 Hannah 

Hutt이 Frontiers에서 자체 개발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편집 소프트웨어인 AIRA를 소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는 제출된 원고의 

수준과 연구 윤리 위반 여부 등을 여러 측면에서 자동으로 조사하고, 적절한 심사자와 편집위원을 찾아주는 기능을 수행하는데, 이를 

사용한 결과, 논문 심사의 질과 심사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향상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두 번째 발표는 American Society of Civil 

Engineers(ASCE)의 Jennifer Chapman이 ASCE에서 출판하고 있는 네 개 학술지에 UNSILO Evaluate라고 하는 인공지능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경험을 구체적인 예를 통해 소개하였다. 주요 기능은 제출된 논문들에 대해 문장의 질, 인용 문헌의 정확성, 

자기 인용 사례, 표와 그림의 정확성 등을 조사하는 것으로, 편집인의 판단에 보조적인 도움을 주는 기능을 수행한다. 세 번째 발표는 

American Association for Cancer Research(AACR)의 Daniel Evanko가 AACR에서 개발하고 있는 SciScore라는 인공지능 기반 

소프트웨어에 대해 소개하였다. 이 소프트웨어의 주목적은 논문 결과의 재현성을 높이기 위한 것으로, 저자들은 논문 제출 시에 논문의 

방법 섹션에 대해 SciScore를 적용하여 점수를 부여받는다. 이 점수는 의학 분야의 연구 방법, 자료 출처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전문적인 항목들의 엄밀함과 일관성을 자동으로 조사하여 부여되는데, 10점 만점에 4점 이하이면 저자들은 수정을 요구받게 된다. 

Chapman은 이런 과정을 통해 전반적으로 논문의 질이 향상되었음을 발표하였다. 

둘째 날에 특히 흥미를 끈 또다른 세션으로 Parrish Law Offices의 변호사인 Debra Parrish가 발표한 “Research misconduct 

corrections/retractions: How to avoid getting sued”가 있었다. 연구 윤리 위반으로 판정되어 학술지에서 게재 철회되는 논문들과 

관련하여 일어날 수 있는 각종 민사 소송에 관해 다양한 판례를 중심으로 발표하였다. 판권 침해, 표절, 연구 부정, 명예 훼손 등 여러 

상황에서 특히 학술지 측이 피소되는 상황들의 예와, 이런 소송을 최대한 피할 수 있는 방법들을 제시하였다. 둘째 날에는 이외에도 

저자 명단 변경에 관한 정책, 패스트 트랙(fast-track) 출판 절차, 오버레이(overlay) 학술지 등의 주제에 관한 세션들이 진행되었다. 

셋째 날의 기조 강연은 “Ethics whistleblowers and the responsibilities of journal editors”라는 제목으로, 두 명의 연사가 

주제를 발표한 후 토론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의 주제는 논문에 발표된 데이터나 그림의 조작, 이해 충돌 등 연구 윤리 위반이 

발견되었을 때 편집인이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가에 관한 것이었다. Elisabeth Bik은 명백한 위반 사례가 발견된 경우 공개된 방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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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속하게 처리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반면에 University of Connecticut의 Daniel Bolnick은 공개적인 방식으로 처리할 경우 생길 

수 있는 여러 부작용을 지적하고, 더 신중한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학문과 학술지를 위해 낫다는 의견을 제시하였다. 필자는 Bik의 

더 급진적인 주장을 따를 경우 학술 논문에 대한 검증 및 평가가 마치 신문 기사에 대한 인터넷 댓글과 유사해질 수 있다고 느껴져 

Bolnick의 주장이 더 합리적이라고 생각되었다.

셋째 날의 세션 중에는 “The ethics of data sharing”이 특히 흥미로웠다. 첫 번째로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COPE)의 

Council Member인 Trevor Lane이 발표했는데, 책임 있는 데이터 공유와 관련하여 COPE가 제시한 기본 원칙들을 정리하여 

소개하였다. 두 번째 연사는 American Geophysical Union의 Shelly Stall로, 공개된 데이터를 사용하여 작성한 논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실제 사례들을 통해 소개하였다. 세 번째 연사는 Taylor & Francis의 Matt Cannon이었고, 개인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의 사용을 포함한 여러 사례에 대해 편집인이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적절한지에 대해 발표하였다. 데이터 공유가 확대되고 있는 

현실에서 여러 원칙이 충돌하거나 혼란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상황이 일어날 수 있으므로 이 문제는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고 

느껴졌다. 셋째 날에는 이외에도 저자에게 편리한 논문 제출 방식, 학술지 경영 등의 주제에 관한 세션들이 진행되었다.

지금까지 기술한 것처럼 2021 CSE Annual Meeting에서는 다양한 주제에 관한 많은 발표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져서 매우 유용한 

미팅이었다고 생각되었다. 특히 상당수의 세션이 학술지 출판사에서 근무하는 전문적인 편집인, 출판인들을 위해 기획되었다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팬데믹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에서도 학술지의 출판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며, 더 나아가 새로운 방향으로의 

발전이 일어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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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참관기

문지용 |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지(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편집위원,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호흡기내과

교육기간: 2021.03.10–2021.04.28. (매주 수요일 오후 4시간)

필자는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TRD)의 편집위원회(editorial board)의 일원으로, 이번에 학회 사무국의 

추천으로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에서 주최하는 원고편집인(manuscript editor, ME) 기초교육과정을 수료하게 되었다. 

지원하게 된 동기는 스스로 학술지에 보탬이 되어야 하겠다는 사명감뿐 아니라, 필자의 ME에 대한 호기심도 있었다. 논문을 출간할 

때 거의 마지막에 접하게 되는 ME는 평소 어떤 역할을 하며, 어떤 과정과 수련으로 ME가 되는지 궁금했다. TRD에 대해 짧은 소개를 

드리면, 대한결핵 및 호흡기학회의 공식 학술지로서 Emerging Sources Citation Index(ESCI), Scopus, PubMed, PubMed 

Central(PMC),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DOAJ), KoreaMed, CrossRef, Google Scholar 등에 등재되었고, 금년에 

Science Citation Index Expanded(SCIE) 등재 심사를 앞두고 있다. 

이전에는 오프라인으로 하던 교육이 코로나 19 대유행으로 인해 2020년에는 연기가 되었고, 올해에는 온라인 교육으로 

이루어졌다. 만약 오프라인 교육이었다면 필자는 처음부터 참석할 엄두도 내지 못했을 것이다. 장소에 큰 구애가 없으니 병원에서 

무슨 일이 갑자기 발생할까 봐 수강을 꺼릴 필요는 없었다. 아마도 이런 이유로 예년과 달리 금년에는 다양한 배경을 가진 많은 분들이 

기초교육과정에 참여한 것 같았다. 

수강 첫날 먼저 40명의 수강생을 4개의 조로 나누고, 서로 인사하는 시간을 가졌다(사진 1). 조는 주로 참석자의 전공에 따라 

분류되었고, 필자는 4조에 속했는데, 4조는 생의학 전공이면서 학계에 있거나 편집위원인 분들로 구성되었다. 1, 2주 차 때는 

조원들이 서로 과제를 평가하고 점수를 매겨서 조장이 이를 취합했는데, 3주 차부터는 네이버 카페의 과제 게시판에 각자 과제를 

게시하는 것으로 바뀌었다. 아마도 오프라인 교육일 때 조장을 중심으로 조원들이 토론하고 발표하던 시스템을 온라인 교육에 맞게 

변경한 것 같았다. 

1주 차는 앞서 말한 자기소개를 하고, ME의 개요를 듣는 시간이었다(사진 2). ME가 투고규정에 맞게 원고를 수정하는 업무 외에, 

투고규정을 만들고 출판 윤리를 준수하며 해당 학술지의 대외적인 위상 강화에도 힘써야 함을 알 수 있었다. 해외의 ME 구인·구직 

광고와 관련 사이트를 통해 외국의 현황을 엿볼 수 있었고, AMA, APA, IEEE 등의 학술 논문 스타일에 대한 기초지식도 쌓을 수 

있었다. 참고할 만한 사이트와 문헌에 대한 충분한 소개가 좋았다.

참 관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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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 차에는 ME의 기본 업무인 원고 교정의 기초를 배우고, 3주 차에는 영어 구두점을 배웠다. 논문을 작성하는 연구자로서 2, 3주 

차의 교육은 어렴풋이 알고 있던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가장 알찬 강의였다. 필자가 논문 작성을 배울 때 이런 내용을 알고 있었다면 

더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국문 원고 교정 시간에는 우리말 논문에 대해 한글 사용자로서 틀리기 쉬운 내용을 잘 정리해 

주셨다. 

4주 차는 정보 검색과 기초 통계에 대한 교육이었다. PubMed 외에, 평소 이용하지 않았던 다양한 검색 엔진에 대해 정리할 수 있는 

시간이었다. 기초 통계 시간에는 직관적으로 이해하고 넘어갔던 통계 용어들에 대한 정의를 다시 공부해 볼 수 있었다. 검색 엔진에 

대한 교육과 더불어 서지 관리 프로그램에 대한 교육도 함께 하면 더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다. 

5주 차의 표와 그림 교정과 이에 대한 실습도 연구자로서 많은 도움이 되었다. 표와 그림을 어떻게 구성하며, 간결하면서 분명하게 

만들어야 하는지 배울 수 있는 시간이었다. 원고 교정 실습과 PDF 교정도 해 보았다. 

6주 차에는 공학계 논문 교정과 편집지침에 대한 교육을, 7주 차에는 투고규정에 대한 교육을 받았다. 논문의 출간 과정과 출판 

윤리뿐 아니라, 학술지 관리 전반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8주 차에는 학술지 관련 최신 정보와 학술지 평가/인용지수에 

대한 교육을 받은 후, 8주간의 내용을 정리하는 평가시험을 보았다. 

연구자로서 논문 작성에 도움이 될 만한 교육은 2, 3, 5주 차였지만, 나머지 교육 역시 학술지의 편집인으로서 학술지 전반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데 큰 도움이 되었다. 특히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 기준, 저작권과 라이선스, 젠더 혁신 정책 등은 다른 

곳에서는 제대로 배울 기회가 없었다. 

8주간의 교육 참가와 매주 해야 하는 과제가 솔직히 쉽진 않았지만, 학술지 편집인과 연구자로서 배울 점이 많았다. 학술지에 원고 

투고를 준비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충분히 추천할 만한 교육이라고 생각한다. 얼굴 없이 화면 구석의 한 칸만 차지하고, 반응도 적은 

수강자를 위해 열심히 강의해 주신 선생님들께 큰 감사를 드린다.

<그림 1> 4조 조별모임 <그림 2> 1주차 원고편집인 개요 강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