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식

과편협 소식
과편협 창립총회 개최

2011년 9월 21일 과학기술회관 회의실에서 학회, 연구기관, 국
제출판사 등의 내빈 100여 명이 이 참석한 가운데 창립총회가
성황리에 치러졌다. 허선 한림대 교수의‘과편협의 창립선언문’
낭독으로 시작하여 KISTI 서태설 박사의 축하 강연과 과총 어명
철 부회장님, 의편협 서창옥 회장님의 축사가 이어졌다. 이어 과편
협 창립과정의 경과보고가 있었으며, 회칙이 통과되었다.

제3회 편집인 워크숍(2011.12.13): 초보편집인을 위한 과정으
로“I am a novice editor”
라는 주제 아래 편집 원칙과 실제
업무에 적용할 수 있는 실무뿐만 아니라 국제 데이터베이스 등
재에 대한 강의로 구성되어 참석자의 큰 호응을 얻었다.
제4회 편집인 워크숍(2012.01.03): 2012년 학술지국제화 지
원 대상으로 선정된 6개 학회 편집인을 위한 과정으로 편성되
었으며,‘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
이라는 주제 아래 국
제 수준의 학술지 구성요소와 다양한 학술지 편집기술에 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그중 국제학술지 등재전략에 관한 강의, 표절
과 이중게재, 표절 검색에 관한 강의는 특히 큰 호응을 얻었다.
과학 학술지 편집인과 편집직원 28명이 참석하였다.
제5회 편집인 워크숍(2012.09.04~05):‘지역학술지에서 국제학
술지로’
라는 주제로 개최되었다. 4일과 5일에는 각각 64, 62명이
참석하였고, 강의는‘원고편집인의 역할, 학술지 출판 flow의 이해
(강사: 조혜민)’
,‘학술지 및 학술지 홈페이지 구성요소, 논문의 유형
(강사: 장재화)’
, ‘Manuscript style guide 만들기, manuscript
template 만들기(강사: 안환태)’
,‘참고문헌의 이해(강사: 김지혜)’등
으로 이루어졌다.

편집인 워크숍 개최
과편협이 주관하
고 한국과학기술단
체총연합회(과총)와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이 주최하는
‘편집인 워크숍’
이
개최되었다.‘편집인
워크숍’
은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편집인의 실무 능력을 강화하고 학술지 관련 지식
을 습득시키기 위하여 과총에서 2010년부터 개최하였으며, 과편
협이 창립된 2011년 9월 이후부터는 과편협 주관으로 진행하
고 있다. 제 3~5회 워크숍은 모두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개최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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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orkshop for Editors of English-language Science
Journals in Korea
2012년 1월 30일, 과
학기술분야 학술지 편
집인, 연구자, 대학원생
을 대상으로 상기 주제
의 워크숍이 진행되었
다. 영문초록, editorial
작성, 한국 연구자의 흔
한 영문 오류 수정과
교열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과학기술 분야 학술지 편집
인, 연구자, 대학원생 등 총 64명의 인원이 참석하였다.

Science Editing

과학 학술지 발전 방향 대토론회 개최

2012년 정기총회와 기념 심포지엄 개최

2012년 2월 2일,
과학 학술지 편집인
의 의견을 수렴하는
한편 편집인 스스로
발전 방향을 모색하
기 위해 마련된 이
토론회에는 과편협,
과총회원 학회 편집위
원장, 부편집위원장 등 84명이 참석하였다. 이 자리에서는 교육
과학기술부 염기성 학술인문과장과 한국연구재단 이덕우 학술
진흥팀장이 2011년 12월 7일 발표한 학술지지원정책 변화에 대
해 발표하고 이어 편집인들이 4개 그룹 10개 조로 나누어 다양
한 의견을 개진하였다. 종합한 토론 내용은 교과부와 한국연구
재단에 전달하였으며, 과편협은 향후에도 편집인의 의견을 공유
하고 수렴하는 장을 지속적으로 마련하기로 하였다.

2012년 3월 21일,
과편협 단체∙개
인∙특별회원, 과총
회원 학회 편집인
등 79명이 참석한
가운데 정기총회와
심포지엄을 개최하
였다. 과편협 단체
회원 61개 학회 중 44개 학회의 편집위원장이 참석한 이번 정
기총회에서는 2011년도 사업실적보고와 세입세출결산, 2012년
도 사업계획과 세입세출예산, 회칙 변경, 단체∙개인∙특별회원
인준을 승인하였다. 이날 회칙 개정(안)이 승인됨으로써 대외협
력위원회와 정보관리위원회 두 개의 신설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신설위원회는 국내외 학회∙기관과의 협력 및 편집인 유대강화
업무와 과편협 관련 정보를 수집∙가공∙배포하고 홍보업무를
확대, 강화하는 업무를 맡게 되었다. 또한 단체∙개인∙특별회
원 인준이 승인되어 7개 과총 비회원 학회, 24명의 개인회원, 1
개의 특별회원이 과편협 회원이 되었다. 한편, 이날‘h index
및 서지정보’
라는 주제로 열린 심포지엄에서 Darcy J. Dapra
구글 스콜라 파트너 매니저(Google Scholar, Partner
Manager), 반용선 과편협 교육연수부위원장, 허선 과편협 교
육연수위원장이 주제발표를 하였고, 기념 심포지엄은 많은 편
집인의 관심을 모았다.

‘스코퍼스(Scopus)’product manager와의 간담회
2012년 2월 23일,
톰슨 로이터(Thomson
Reuters 사가 제공하
는 Web of Science
와 함께 전 세계적으
로 가장 널리 사용되
는 DB인 SciVerse
Scopus의 관계자들과 과편협∙의편협 임원 14명이 참가하는 간
담회를 개최하였다. 빔 미스터 박사(Dr. Wim Meester, Senior
Product Manager, Elsevier)는 Scopus 저널로 등재하기 위한
방법 및 절차(Journal Selection Policy), 다루는 내용의 범위
(Content Coverage), 최신 업데이트된 서비스(Journal Metrics,
Authoritativeness of Scopus) 등을 소개하였다. 참석자들은 학
술지 편집자가 Scopus를 전략적으로 사용하는 방법, 바라는
기능, 미래와 계획 등을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Scopus DB는
그간 조선일보 등의 대학 평가에 활용되었으며 2012년부터는
중앙일보 평가에서도 사용되고 있다.

제55차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총회
및 발표회 참석
2012년 5월 18~21일, 미국 시애틀 쉐라톤 호
텔에서 개최된 총회(참석자: 19개국, 370명)에
하종규 과편협 부회장(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 조혜민 과편협 기획운영위원(인포루
미 대표)이 참석하였다. 총회는 ‘Our
Authors, Ourselves: Science Editing and
Publishing in a Global Market’
이라는 주
제로 열띤 토의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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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벨상 수상자 R. H. Grubbs 교수와 과편협의 원탁 토론
2012년 5월 24일,
2005년 노벨화학상 수상
자인 미국 칼텍(Caltech)
의 로버트 그럽스(Robert
Grubbs) 교수를 초청하
여
‘Scientific communi
cation in rapidly devel
oping new research
area’
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가졌다. 이 자리에는 화학 분야의
유명학술지 Accounts of Chemical Research 편집위원장
조안 밸런타인(Joan Valentine) 박사, South Dacota State
Historical Society의 고고학자인 앤드류 클라크(Andrew
Clark), 이화여대 김경곤 교수, 과편협 임원진이 참석하였다.
토론회는 학술지의 편집 및 심사 방침, 수준 향상 방안, 연구자
의 자세, 학술 논문의 오픈 액세스 정책(open access policy)
등 다양한 주제에 관한 토의가 이루어졌다.

제1 1회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 총회 및 학회 참석
2012년 6월 8~10일, 에스토니
아 탈린대학교에서‘Editing in the
Digital World’
를 주제로 개최된
학회(참석자: 200명)에 허선 과편
협 교육연수위원장(한림대 의과대
학 교수)이 참석하였다.

인문사회 분야 학술지편집인 워크숍
2012년 6월 12일
한국연구재단 서울청
사 1층 대강당에서 열
린 워크숍에 하종규
과편협 부회장(서울대
농생명공학부 교수)이
참석하여‘과편협 운영현황 및 성과 사례’
를 발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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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창립 1주년 기념 국제 심포지엄과 워크숍 개최

2012년 7월 12~13일, 과편협 창립 1주년을 기념하는 국제학
술대회가 서울 양재동 aT센터에서 개최되었다. 국내 많은 학술단
체 회원들의 적극적 참여 덕분에 심포지엄 193명, 워크숍 119
명이 참석하는 등 성황리에 치러졌다.
12일 심포지엄은‘Usability, accessibility, and quality of
scientific publication’
이라는 주제 아래 1986년 노벨화학상 수상자
이고 국제과학위원회(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회장인 리
위안저(Yuan Tseh Lee) 박사가‘Excellence in research and
communication through publication’
을 주제로 한 강연을, 도쿄대
마사시 타키가와(Masashi Takigawa) 교수는‘Physics journal
publishing in Japan: Present and future’
를 주제로 한 강연을, 크
로스레프(CrossRef)의 Strategic Initiative director인 제프리 빌더
(Geoffrey Bilder) 씨는‘How has DOI/Crossref/ CrossCheck
influenced the STM journal network?’
을 주제로 한 강연을 마쳤
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인 서창옥 교수(연세대)는
‘Sixteen years of KAMJE: What has been accomplished?’
를
소개하였고, 한림대 허선 교수는‘The current state of the STM
journals of Korea and the editor’
s role’
에 대한 발표를 하였다.
13일 워크숍에서는 연세대 반용선 교수가‘How to participate
in CrossRef and how to produce DOI XML’
, 키스티(KISTI) 서
태설 팀장은‘How to realize the cited-by function’
, CrossRef
의 G. Bilder 씨는‘Vision for CrossRef upto the end of the
21st Century’, 서울시립대 황은성 교수는‘How to use
CrossCheck for the prevention of plagiarism or duplicate
publication’
, 인포루미(InfoLumi) 조혜민 대표는‘CrossMark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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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상대 최재석 교수는‘How to participate in
ORCID’
를 주제로 강연하였다.

과편협 전체위원회의 개최

과편협 임원 워크숍 개최

2012년 8월 19~20일, 부산 부경대학교에서 과편협 임원 워
크숍이 개최되었다. 이 자리에는 하종규 부회장, 김형순 기획운
영위원장, 허선 교육연수위원장, 황은성 출판윤리위원장, 김기
홍 정보관리위원장, 배승철 기획운영위원, 김은정 사무장이 참
석하여 과편협 운영 방안을 논의하였다. 주요 협의 내용은 ▲
각 위원회에서 계획 중인 사업의 우선순위와 예산에 대한 정리
및 제출 ▲ 현재 공석인 대회협력위원장 및 각 위원회 충원 계
획 ▲ 과편협 주최 워크숍과 포럼 등에 일련번호를 부여하고
뉴스레터에도 ISSN을 부여하는 방안 도출 ▲ 회원을 연사로
초청하여 조직의 활성화를 꾀하는 방안의 제안 등이었다. 분과
별로는 교육연수위원회는‘Virtual 출판사’
,‘BELS 시험의국내
시행’
,‘online open access’이슈 등을 논의하였다. 출판윤
리위원회에서는 향후 포럼의 주제와 추진 방법에 대한 추가 논
의 필요성, 편집인을 대상으로 한 활동의 재정립 등을 논의하
였다. 대외협력위원회는 아시아 대표 조직으로서의 중∙단기 계
획을 추진하고 그 일환으로 EASE(유럽과학편집인협의회)의 제
안에 따라 EASE 지부(Charter)로 활동하는 것을 협의하기로
하였다. 정보관리위원회는 회원관리 업무를 기획운영위원회에 이
임하고, KCSELink 사업을 정책과제로 하는 안을 만들어 구체
화하기로 하였다.

2012년 9월 12일 한국과학기술회관에서 과편협 전체위원회
의가 개최되었다. 이 회의는 진정일 회장의 인사말을 시작으로
신임 대외협력위원과 정보관리위원에 대한 ‘위촉장 수여’,
2012년 사업계획 보고, 기획운영위원회 사업계획보고(김형순
위원장), 교육연수위원회 사업계획보고(허선 위원장), 출판윤리
위원회 사업계획보고(황은성 위원장), 대외협력위원회 사업계획
보고(김형순 위원장), 정보관리위원회 사업계획보고(김기홍 위원
장), 전체 토론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글 김동욱
이화여대 물리학과 교수
과편협 정보관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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