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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journal selection processes of the Science Citation Index (SCI) and the SCOPUS are investigated aiming 
at making the Journal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JKMS) an SCI journal. In addition, some characteristic 
features of the SCI journals in the field of atmospheric sciences published in Asian countries are examined. Some domestic 
journals in the related disciplines that are recently listed in the SCI and SCOPUS are also analyzed in terms of strategic 
approaches. Results of this study may provide fundamental strategic information in pursuing the JKMS to be listed in 
the SCI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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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기상학회지 (Journal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 JKMS)는 2005년 12월까지 국ㆍ영문 혼합 학술

지로 발간되어 오다가 2006년부터 모든 논문을 영어

로 출판하면서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가 되기 위한 발

돋움을 시작하였다. 궁극적인 목표는 국제적인 우수 

학술지로 인정을 받는 것이며 이를 위해 국제적인 서

지정보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 현

안이라고 하겠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목표의 실현을 위해 우선 국

제적인 우수학술지들을 등재하고 있는 대표적인 서지

정보매체들에 대해 알아보고 그들에 등재되기 위한 필

수 요건과 진입 방안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이를 위

해 아시아 지역에서 이미 그러한 서지정보 데이터베이

스들에 등재된 대기과학 분야의 저널들과 국내의 관련

분야 저널들의 등재 사례들을 분석하고 전략적 방안들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SCI 및 SCOPUS 에 대한 소개

여기서는 우수 학술지들을 등재하고 있는 국제적 서

지정보 데이터베이스들 중 대표적인 SCI 와 SCOPUS 
에 대해 소개하고자 한다. SCI (Science Citation Index)
는 Thomson ISI (Institue for Scientific Information; 
현재는 Thomson Scientific으로 개명)라는 기관에서 

전 세계적으로 학술분야에서 발행되는 학술지들 중에

서 우수한 학술지를 선정 및 발표하는 프로그램의 하

나로 인용지수를 나타내는 데이터베이스이다. ISI는 

1958년에 설립되어 우수 학술지의 발행목차 (Current 
Contents)를 발표해 오다가 1974년부터 인용색인 데

이터베이스의 온라인 서비스를 제공하기 시작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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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기술분야의 SCI, 사회과학분야의 SSCI (Social 
Sciences Citation Index) 및 인문과학분야의 A&HCI 
(Arts & Humanities Citation Index) 등으로 정착하였

다 (Thomson, cited 2006a).
굳이 우수 학술지를 선정하는 이유는 소위 Bradford 

법칙에 근거한다. 즉, 전 세계적으로 10만 여종의 학술

지 중에서 2천 여종 만이 과학기술분야의 핵심적인 학

술지 (core journal)라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핵심 

학술지가 확인되면 나머지 학술지들은 이에 지식적으

로 종속되는 부수적인 학술지이므로 소수의 주도적인 

핵심 학술지만을 선정하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ISI의 엄격한 핵심 학술지 선정기준에 의해 

SCI에 등재되는 학술지는 국제적으로 최우수 수준의 

학술지로 인정받은 것으로 간주된다. SCI는 등재된 학

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인용 및 피인용에 대한 상관관계

를 데이터베이스화한 것으로, ISI Web of Knowledge라
는 웹기반의 통합연구정보 플랫폼을 통해 제공되고 있

으며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정보 중 세계적으로 가장 

포괄적인 데이터베이스로 인정받고 있다. 현재 SCI는 

100 여개 과학기술분야에서 약 3,800 개의 학술지가 

포함되어 있으며, 최근에 확장된 데이터베이스인 

SCIE (SCI Expanded)에는 150여개의 분야에 약 6,200 
개 정도의 학술지가 망라되어 있다 (Thomson, cited 
2006a). 한국에서 출판되는 학술지는 SCIE에 32개가 

등재되어 있으며 이 중 SCI에 6개가 등재되어 있다.
한편, SCOPUS는 뛰어난 항해기술을 가진 새의 종류

에서 따온 이름으로 SCI에 대항하기 위하여 Elsevier가 

주도하여 2004년 11월에 시작한 세계 최대의 인용색

인 데이터베이스이다. 서비스를 시작하기 2년여 전부

터 국제적으로 저명한 대학도서관들과의 설문 조사를 

바탕으로 소위 사용자 중심 디자인 (user-centered de-
sign) 개념을 적용하였다. 즉, 단순하며 사용하기 편리

하고 온라인에 들어 있는 모든 정보와 다른 도서관들

과의 연계를 통한 통합정보시스템으로 개발하였다. 또
한 논문의 전문 (full text)에 one-click 접근이 가능하

도록 설계되었다 (Scopus, cited 2006a). 
SCOPUS는 전자저널 컨텐츠를 기반으로 기존의 

SCI 등재지를 포함한 13,000여종의 저널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록 논문의 서지사항, 참고문헌, 및 전문의 연

계를 통해 상호 참조가 가능하다 (Scopus, cited 2006b). 
현재 계량정보학 (Informetrics)계에서는 SCOPUS를 

SCI의 가장 강력한 경쟁자로서 향후 수년 내에 SCI에 필

적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가 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3. SCI 및 SCOPUS 의 선정 기준

SCI 는 매년 2,000 여개의 학술지를 평가하여 그 중

에서 약 10% 정도만 등재시킨다. SCI 의 선정 기준은 

1) 학술지 출판 기준, 2) 편집 내용, 3) 국제적 다양성 

및 4) 인용율 분석 등이다 (Thomson, cited 2006b). 
“학술지 출판 기준”에서 가장 중요하게 평가하는 것은 

학술지가 정해진 날짜에 제대로 출판이 되는가 하는 

것이다 (timeliness). ISI 에서는 출판일자를 지킨 학술

지를 연속적으로 3번을 보내길 요구한다. 또한 저널명 

및 논문 제목에 충분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하며, 인
용된 참고문헌에 대한 완전한 문헌 정보를 요구한다. 논
문의 모든 부분이 영어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하며, 동
료심사 (peer review) 절차가 필수적으로 있어야 한다. 

“편집 내용”에서는 과연 대상 저널을 SCI 데이터베

이스에 포함시킬 필요가 있는가를 심사한다. “국제적 

다양성”에서는 저널에 투고하는 저자들, 편집인 및 편

집 위원회가 국제적으로 분포되어 있는가가 주요한 요

소이다. 마지막으로 “인용 분석”에서는 적절한 자료를 

이용해 대상 학술지에 실리는 논문들에 대한 인용 횟

수를 분석하는데 이 과정에서 영향인자(impact factor)
가 주요한 참고 자료가 된다. 영향인자는 어떤 학술지

에 실린 최근의 논문이 특정연도에 몇 번이나 인용이 

되었는가를 나타내는 것으로 그 계산법은 Fig. 1에 보

였다. 또한 새로운 심사대상인 학술지에 대해서는 저

자들과 편집위원회 위원들의 과거 논문이 인용된 적이 

있는가도 심사하게 된다. 마지막으로 자체 인용율에 

대해서도 심사하게 되는데 ISI의 경우 80% 이상의 학

술지가 20% 이하의 자체 인용율을 보여준다.
SCOPUS의 선정기준도 SCI와 기본적으로 크게 다르

지 않다. 특히 동료심사와 출판의 적시성 (timeliness) 
측면에서는 SCI와 마찬가지로 그 중요성을 크게 두고 

있다. 2001년에 사서들을 대상으로 Elsevier가 실시한 

시장 보고서는 ISI의 SCI에 등재된 학술지의 수록 범위

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파악하였다. 따라서 Elsevier
는 SCOPUS에 수록될 학술지의 수록범위를 ISI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 비해 더 큰 데이터베

이스를 제공하고자 한다. 이미 SCI 및 SSCI에 등재된 

학술지들을 거의 모두 수록하고 있으며, 최단 시간 내

에 전량 수록할 예정으로 있다. 물론 이들 학술지들이 

SCOPUS 의 선정기준에 부합하기는 하지만 광범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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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alculation for journal impact factor in the year of 1992. From Thomson (cited 2006c).

데이터베이스를 확보하기 위한 방편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서 동료심사 여부는 기본적이고도 필수적인 조건

이라 할 수 있다. 
SCI와 달리 SCOPUS는 아시아 지역을 포함한 전 

세계의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로 평가하여 선정하는데, 
이는 ISI의 데이터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영어권 중심의 

지역적 및 언어적 한계를 탈피하기 위함이다. 특히 학술

지의 논문이 본문은 영어로 작성되지 않더라도 초록이 

영어로 되어 있는 한 모든 지역의 학술지들을 광범위하

게 선정 대상에 포함하고 있다. SCOPUS는 주로 세계 

각 지역의 주제별 이용자들과 사서 및 전문가들이 추천

한 학술지들을 평가 및 선정 대상으로 삼는다. 
아직까지는 SCOPUS의 학술지 선정에 있어서 영향

지수가 고려되지 않고 일단 등재된 학술지는 탈락시키

지 않으나, 향후 영향지수와 피인용정보가 지금보다 

양적 질적으로 향상되면 기존의 선정정책이 수정 보완

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 온라인 전용 학술지들 중에서 구조적인 

포맷을 가지고 SCOPUS의 선정기준에 부합될 경우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해당 학술지를 추가로 선정

할 때 일종의 가산점을 주고 있다. JKMS는 향후 온라

인 전용 학술지로 개편될 계획은 없으나 전용 홈페이

지를 구축하고 온라인 출판을 하는 것이 평가에 긍정

적인 영향을 주리라 본다.

4. 대기과학분야의 SCI 학술지

2006년 현재 ISI의 SCI 및 SCIE에 등재된 학술지들 

중 대기과학 분야의 학술지에 대해 조사해 보았다. 
“Meteorology & Atmospheric Sciences” 라는 카테고

리로 검색을 해 본 결과 SCI에는 38개, SCIE 에는 51
개가 등재되어 있다. SCIE는 SCI를 포함하므로 그 중

에 SCI에 진입하지 못한 학술지는 13 개가 된다. Table 
1과 Table 2에 각각 SCI 및 SCIE 에 등재된 대기과학 

분야의 학술지들을 출판사명과 함께 나타내었다.
다른 카테고리들 (예: Geosciences, Remote Sensing) 

에서도 대기과학 분야의 논문들이 출판되는 학술지들이 

다수 있으나 여기서는 자세한 목록은 생락하였다. Table 
1 및 Table 2 에 망라된 총 51 종의 SCI 및 SCIE 등재지 

중 21 종이 8개 전문학술단체에서 출판하는 학술지이

다. 그 외의 학술지들 중 “Atmosfera” 와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 는 대학 또는 정부 소속 연구기

관에서 발행하는 학술지이며, “Australian Meteorological 
Magazine” 은 Australian Bureau of Meteorology에서 

발행하는 정부 기관의 학술지이다. 위에 언급한 8개 전

문학술단체 중 대기과학 한 분야만의 단일학회는 단 3 
곳 뿐 이며 (AMS, MSJ, RMS) 그 외의 학술단체들은 

적어도 2 개 학제 이상이 모여서 결성되었다. 

5. 관련 저널들로부터의 교훈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기과학 관련 학술지 중 2종이 

SCI, 1종이 SCIE에 등재되어 있다. 일본의 JMSJ 
(Journal of Meteorological Society of Japan)와 대만의 

TAO (Terristrial, Atmospheric and Oceanic Science)가 

SCI 학술지이며, 중국의 AAS (Advances in Atmospheric 
Sciences)가 SCIE 학술지이다. 이 중 JMSJ 와 TAO 가 

SCI에 진입하게 된 원인을 분석하고 향후 JKMS 가 

SCI 등재를 목표로 나아갈 때 지표로 삼을 만한 사항

들을 토의해 보고자 한다. 또한 국내의 관련 분야 학술

지 들 중 SCIE 에 등재된 GJ (Geosciences Journal) 
와 SCOPUS 에 등재된 OSJ (Ocean Sciences Journal) 
에 대해서도 성공 전략들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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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ame as in Table 1 except for the SCIE (excluding those listed in Table 1).

Journal Title Publisher Journal Title Publisher Journal Title Publisher

Adv. Atmos. Sci. Sci. Press Memoirs Roy. 
Meteor. Soc. RMS Ocean 

Modelling Elsevier Sci.

Atmosfera CCAU Meteor. Zeit. Gebruder 
Borntraeger Phys. Geogr.  Winston & Son 

Atmos. Chem. 
Phys. EGU Nat. Hazards Springer Phys. Chem. 

Earth  
Pergamon- 
Elsevier Sci.

Environ. Fluid 
Mech. Springer Nat. Hazards Earth 

Sys. Sci. EGU Space Wea. - 
Int. J. Res. Appl. AGU

J. Hydrometeor. AMS CCAU: Centro Ciencias Atmosfera Unam

Table 1. List of journals in the SCI under a category of “Meteorology and Atmospheric Sciences.”

Journal Title Publisher Journal Title Publisher Journal Title Publisher

Adv. Space Res. Elsevier Sci.
Global 
Biogeochem. 
Cycles 

AGU J. Meteor. Soc. 
Japan MSJ

Agr. Forest Meteor. Elsevier Sci. Int. J. 
Biometeor. Springer Meteor. Appl. Cambridge 

Univ. Press

Annales Geophysicae EGU Int. J. Clim. John Wiley & 
Sons 

Meteor. Atmos. 
Phys. 

Springer 
Wien

Atmos.-Ocean CMOS Izv. Atmos. 
Ocean. Phys. Interperiodica Mon. Wea. Rev. AMS

Atmos. Environ. Pergamon- 
Elsevier Sci. J. Aerosol Sci. Pergamon- 

Elsevier Sci.
Quart. J. Roy. 
Meteor. Soc. RMS

Atmos. Res. Elsevier Sci. J. Appl. Meteor. 
Clim. AMS Radio Sci. AGU

Aust. Meteor. Mag. Aust. Govt. 
Publ. Serv.

J. Atmos. 
Ocean. Tech. AMS Tellus Ser. A Blackwell 

Publ.

Bound.-Layer Meteor. Springer J. Atmos. 
Solar-Terr. Phys. 

Pergamon- 
Elsevier Sci. Tellus Ser. B Blackwell 

Publ.

Bull. Amer. Meteor. Soc. AMS J. Atmos. Chem. Springer Terr. Atmos. 
Ocean. Sci. CGU

Clim. Dyn. Springer J. Clim. AMS Theor. Appl. 
Clim. 

Springer 
Wien

Clim. Res. Inter-Res. J. Geophys. 
Res.-Atmos. AGU Water Air Soil 

Poll. Springer

Clim. Change Springer J. Air & Waste 
Manag. Assoc. 

Air & Waste 
Manag. Assoc. Wea. Forecasting AMS

Dyn. Atmos. Ocean. Elsevier Sci. J. Atmos. Sci. AMS

AGU: American Geophysical Un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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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JMSJ의 교훈

JMSJ는 1904년부터 외국어를 병행하여 논문 출판

을 하기 시작하였다. 따라서 선진 외국의 기상학자들

에게 학술지의 존재가 알려진 것이 100년이 넘은 상태

이다. Lewis (1993)에서 Smagorinski가 “처음에 내가 

알게 된 일본기상학자들에 대한 정보는 영어로 출판된 

일본 학회지 (JMSJ 또는 동경대의 Geophysical Notes)
들로부터 왔다.” 라고 회상한 점을 보더라도 일본기상

학계가 외국과 학술적 교류를 하는데 있어 일찍이 국

제학술지로 탈바꿈한 JMSJ의 역할이 지대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아시아권의 대기과학 분야에서 SCI에 

등재된 학술지들 중 유일하게 영향지수가 1.2를 상회

하고 있다 (2003년 1.243; 2004년 1.286). 
JMSJ가 외국 기상학자들의 논문에 인용되기 시작

한 것은 1950년대 후반에 동경대학교에서 박사학위를 

하고 미국으로 가서 정착한 재미 일본 기상학자들의 

공이 컸다. 당시 전후 패전국의 상황에서 일본의 사회

적 여건이 좋지 않아 미국으로 옮긴 젊은 기상학자들

은 Y. Ogura, T. T. Fujita, A. Arakawa, K. Gambo, A. 
Kasahara, Y. Sasaki, K. Ooyama, K. Miyakoda, S. 
Manabe, A. Kurihara, T. Murakami, M. Yanai 등이다 

(Lewis, 1993). 이들은 모두 미국 내의 대학교 및 연구

소에서 여러 분야에서 탁월한 학문적 능력을 발휘하여 

대부분이 독보적인 존재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 이
들은 미국에서 정착한 초기에 지금으로 봐서는 소위 

각 분야에서 고전적이라고 할 만한 논문들을 JMSJ에 

실었다. 예를 들어 변분자료동화를 처음 기상학에 접

목시킨 Y. Sasaki는 자료동화에 관련된 초기의 논문들

을 대부분 JMSJ에 출판하였다 (예: Sasaki, 1955, 1958, 
1969; Sasaki and Lewis, 1970). 이러한 논문들은 이후

에 자료동화 분야의 논문들에 의해 많이 인용되어 

JMSJ 가 국제적인 학술지로 발돋움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또한 일본기상학계가 국제적으로 크게 위상을 떨치

게 되기에는 두 가지의 큰 국제적인 행사를 통해서라

고 볼 수 있다. 그 하나는 1957년에 일본기상학회 75
주년 기념으로 JMSJ의 특별호를 발간하였는데, 이에 

실린 논문들이 총 58편이며 그 중 28편이 저명한 외국 

기상학자들에 의한 논문들이었다 (예: Newton, 1957; 
Phillips, 1957). 이 특별호의 발간으로 JMSJ가 전 세계

적으로 널리 알려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다른 하나

는 1960년에 일본에서 개최한 “the 1st International 

Conference on Numerical Weather Prediction”을 들 

수 있다. 당시로서는 기상학의 최첨단 분야에 대한 국

제학회를 세계에서 처음으로 주최하였고 이 학회에 발

표된 내용들을 정리하여 2년 후에 Proceedings까지 제

작해 많은 학자들이 참고하고 인용할 수 있게 하였다. 
위의 두 행사는 결과적으로 일본기상학회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는데 기여했고 따라서 JMSJ의 국제적인 

인지도도 크게 향상된 계기가 되었다.

5.2 TAO의 교훈

TAO는 1990년에 발행하기 시작하여 지금은 아시아

권 대기과학 분야에서 JMSJ 와 함께 SCI에 등재된 학

술지이다. TAO는 첫 호 출간 때부터 외국 학자들의 논

문들을 실었으며, 이 학술지 역시 재미 대만 기상학자들

의 공헌이 높은 학술지이다 (예: Wu and Sun, 1990a, b; 
Sun, 1990, 1995; Lin, 1993; Simpson and Tao, 1993; 
Tao and Simpson, 1993 등). 

TAO의 성공적인 전략들 중의 하나는 학술지 발간 

초기에 특정 연구 분야의 중요한 토대가 되거나 중요

한 모델들의 소개에 관련된 논문들을 많이 실어 학술

지의 인용 가능성을 제고하였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Lin (1993)은 대만의 지형효과에 관련되어서는 항상 인

용될 만한 논문이고, Tao and Simpson (1993)과 Simpson 
and Tao (1993)은 NASA 의 Goddard Cloud Ensemble 
Model을 이용하는 연구자들은 필히 인용해야 하는 논

문이다. 그 외 Cho and Chen (1994)와 Sun (1995)등
도 일반적이면서도 인용 가능성이 높은 주제를 다루고 

있다. 
또한 TAO는 몇 편 되지 않는 논문들로서도 주제별

로 특별호를 많이 발행하였으며 특히 주목도가 높은 

주제들을 특별호에서 많이 다루었다. 한편으로 대만 

지역에서 이루어진 특별관측인 TAMEX (Taiwan Area 
Mesoscale Experiment)와 관련된 논문들을 대거 발간

함으로써 전 세계적인 인용 횟수 증가를 유도하였다.

5.3 국내 저널들의 교훈

GJ는 최근에 SCIE 에 등재된 국내 발간 학술지이며 

지질학 및 지구과학 관련 8개 학회가 연합회 형식으로 

참여하고 있다. 이 학술지는 ISI에 등재 평가신청을 하

기 전에 3년 여 동안 다음의 준비과정을 거쳤다 (박창

업, 2006, 개인통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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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재불가 판정율을 30-40% 까지 증가시킴. 
2) 편집위원들과 회원들의 노력으로 외국학자들의 

초청 논문들의 수를 높임. 
3) 한 호당 약 10편 이상의 논문을 싣도록 노력함. 
4) 학술지 발행일을 정확하게 지킴.
 
이 외에도 1년에 4회 발간되는 학술지들 중 1회 정

도는 특정 주제를 다루는 특별호로 출판되게끔 노력하

였으며 인용 횟수를 높이기 위해 회원들에게 많은 홍

보를 했다. 학술지 전용의 영문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외국 학자들도 온라인 투고가 가능하게 했으며 영문 

교정을 위해 전담 편집보조원을 따로 고용하기도 했

다. 또한 학술지 홈페이지에 특별호 신청을 위한 제반 

규정 및 안내를 따로 해 두었으며 한국기상학회에서도 

이를 벤치마킹하여 최근 특별호 신청에 대한 규정을 

제정하기도 했다 (권혁조, 2006, 개인통신). 
GJ는 1명의 편집위원장 아래 4명의 편집인들을 두

고 있으며 그 산하에 21 명의 편집위원회와 1명의 편

집보조를 두고 있다 (GJ, cited 2006). 이들 중 외국 학

자는 6명 (미국 1명, 일본 2명, 캐나다 1명, 대만 1명, 
필리핀 1명) 이며, 영어권 국가의 편집위원이 영어 교

정을 담당하는 언어편집인 (language editor)을 겸하고 

있다.
OSJ는 한국해양학회와 한국해양연구원이 공동 발

간하는 영문학술지로서 최근 SCOPUS에 등재되었다. 
OSJ 역시 전용 홈페이지를 따로 구축하였으며 홈페이

지의 소개란에 OSJ에 논문을 실을 경우의 혜택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홍보하고 있다 (OSJ, cited 2006):

1) 학술지 논문의 영어 교정에 경험이 많은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편집보조원으로부터 무료 교정 

서비스 제공

2) OSJ 에 출판되는 논문들은 출판 경비를 부과하

지 않음.
3) 저자들은 100 편의 무료 별쇄본을 받게 됨.
4) OSJ 의 올해의 논문상 (Paper of the Year Award)

을 수상할 기회

OSJ 는 총 18명의 편집위원들 중 5명이 외국 학자

들이며 (대만 1명, 미국 2명, 중국 1명, 일본 2명), 현재 

SCOPUS 등재를 계기로 학회지의 질적 개선에 전념

해 SCI 등재를 목표로 노력하고 있다.

6. 요약 및 제언

다양한 분야의 학술지들에 대해 국제적인 서지관련 

기관들에서 인용 정보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여 등재된 학술지들을 발표하고 있으며, 과학기술 

분야에서 대표적인 것이 Thomson ISI (Institue for 
Scientific Information)의 SCI (Science Citation Index)
이다. 최근에는 Elsevier가 주도하는 SCOPUS도 등재 

학술지들을 발표하고 있다. 이들이 학술지들에 출판되

는 수많은 논문들의 질적인 평가 지표로써 활용되고 

있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며, 국내에서도 많은 학술

지들이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기 위해 많은 노

력을 기울이고 있다. 국내의 과학기술 관련 학술지들 

중 SCIE 에 등재된 학술지는 총 32개이며 이 중 6개 

만이 SCI에 등재된 상태이다.
이 연구에서는 SCI 및 SCOPUS 의 등재 요건들에 

대해 살펴보고 한국기상학회의 대표 학술지인 JKMS 
(Journal of the Korean Meteorological Society)를 SCI 
에 등재하기 위한 학회 차원의 전략 수립을 위한 기초 

조사를 하였다. 특히 대기과학 분야에서 SCI에 등재된 아

시아권 학술지들인 JMSJ (Journal of the Meteorological 
Society of Japan)와 TAO (Terristrial, Atmospheric, and 
Oceanic Sciences)에 대한 성공 요인들을 분석하였다. 
또한 국내의 관련 분야에서 최근 SCIE에 등재된 GJ 
(Geosciences Journal)와 SCOPUS 에 등재된 OSJ 
(Ocean Sciences Journal)에 대해서도 전략적인 면들

을 분석하였다. 이에 대한 결과들은 다음과 같이 요약

된다:
1) SCI 에 등재된 JMSJ 나 TAO 의 경우 학술지 발

간 초기에 외국에서 활발한 연구 활동을 하고 있

는 본국 출신 학자들의 기여도가 아주 높았다.
2) 학회나 학술지가 국제적인 수준으로 발돋움하기 

위해 중요한 국제 행사들을 성공적으로 치루면서 

그 결과물들을 학회지에 특별호로 발간하였다.
3) 다양한 주제들에 초점을 맞춘 특별호 발간을 적

극 활용하였으며, 논문의 주제들도 일반적이면

서 인용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많이 다루었다.
4) 국내학술지들의 경우 등재 심사를 받기 전에 수

년간 심사규정을 지키면서 준비기간을 가졌다. 
이 중 정확한 발간일자가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5) 학술지 전용 홈페이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외국 

학자들의 논문 투고와 인용 횟수를 늘리기 위한 

홍보 전략을 마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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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국제 수준의 학술지들은 앞 표지의 내지에 편

집위원회에 대한 소개 이외에도 학술지의 “목적 및 범

위 (aim and scope)” 와 “구독 정보 (subscription in-
formation)” 를 필수 정보로 제시하고 있다. 이에 비해 

JKMS는 편집위원회와 학회 연락처에 대한 정보만 담

고 있을 뿐이다. 이것만 가지고는 JKMS가 전문학술지

로서 추구하는 바가 명확히 전달될 수 없다고 본다.
향후 JKMS가 SCI에 진입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분

석된 내용들을 참조하여 학회차원에서 성공적인 기획 

전략으로 추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우선 외국 학자들

의 논문 유치와 인용 횟수를 늘리기 위한 전략이 필요

하며 수년간에 걸친 준비 기간 동안에 발행일을 정확

하게 지킨다는 것을 보여줄 필요가 있다. 또한 영문으

로 된 학술지 전용 홈페이지 구축이 시급하며 이를 잘 

활용하여 국제적인 홍보를 해 나가되, JKMS에 논문을 

실을 경우에 얻게 되는 혜택들을 여러 가지 마련하여 

명시해야 할 것이다. 신속한 심사 및 출판을 큰 장점으

로 내세울 수도 있겠지만 최근 SCI 등재를 목표로 삼

고 있는 학술지들 대부분이 이를 표방하고 있어 그 외

에 다른 전략 수립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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