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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 연구는 국제학술지의 사례조사를 통하여 국제 학술지의 발간 초기 운영 및 발전방안을 제안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제학술지 중 짧은 발행 기간에도 불구하고 4.0 가까운 높은 impact factor를 유지하고 있는 
Journal of Informetrics와 아시아의 저널로 SSCI에 등재되어 있는 MJLIS의 두 개 사례를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발간 초기 강력한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기관이 필요함과 더불어, 게재논문의 수 증가, 다양한 국가의 저자 
및 발간 근거를 두고 있는 지역 저자들의 도움, 편집진 구성에서 국가의 다양성 및 양질의 논문 생산성의 고려, 발간 
초기 편집진의 투고, 발간 초기 적절한 자기 인용 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키워드: 국제학술지, 국제학술지 – 문헌정보학, 학술지국제화, SSCI, Scopus 

ABSTRACT

This study suggests the operation method for the 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 during the beginning 
period of the first publishing, based on the in-depth analysis on two journals in the area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Journal of Informetrics and MJLIS. It recommends that we need some kinds 
of operation methods for the successful internationalization of the journal; firstly, the necessity for 
the support organizations, the increase of the numbers of the articles, the support of the authors with 
various nationalities and in the area of published, the editorial board members with various nationalities 
having the ability to publish the high quality articles and to make the proper self-citation during the 
beginning periods of the first publishing of the journal.

Keywords: International journal, Internationalization of journal, SSCI, Sco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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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1. 연구목적 및 방법

학술지는 연구성과를 발표하는 수단일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학문성과의 생산을 촉진하는 데

도움을 주기 때문에, 특정 학문분야의 발전을 언급할 때 그 분야의 학술지의 중요성이 자주 언급

되는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연구자들은 국제적으로 저명한 저널

에 연구성과를 발표하여 자신의 연구성과를 더 많은 사람들이 활용해 주기를 바라며, 이는 또한

연구자에게는 자신의 연구 성과를 인정받는 수단으로 사용되기도 한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들은

또한 학술지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를 통해 좀 더 다양하고 망라적인 정보를

수집하고자 한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자에게는 자신의 연구성과를 발표하기에 적합한 국제적인 학술지는 아주

중요한 관심사이며, 특정 학문분야가 이러한 국제적 학술지를 다양하게 보유하고 있는 것은 그

분야의 학문발달에도 중요하다. 논문의 생산자이면서 소비자인 연구자들의 이러한 경향은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에 대한 선호도를 더욱 높여 국제적 학술지의 영향력을 증대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은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전 세계적인

학술정보의유통과활성화에기여할수있는방법이될것이며, 이러한학술지의발행은그발행국

가또는발행단체의학문적수준을가늠하는잣대중하나로볼수있다. 따라서국제적수준의학술

지를발행하는것은연구자가자신의연구결과를게재하는개인적인차원을뛰어넘어, 더적극적이

고 광범위한 방법으로 학술정보의 생산과 전파, 유통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성과는 국제적 수준의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만으로는 이룰 수 없다. 발행 이후

지속적으로 양질의 논문을 확보하여 세계 저명 학술지로 성장해야만 이러한 성과를 이루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이 연구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제학술지의 발간과정

을 분석하여, 국제학술지의 발행을 국제적 저명 학술지로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한다. 분석대상 학술지는 짧은 발행기간에도 불구하고 최근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영향

력 지수를 가지고 있는 학술지 중 하나인 Journal of Informetrics와 아시아 지역에서 발간하여

SSCI(Social Science Citation Index(ISI)) 등재 국제학술지로 성장한 MJLIS(Malaysi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이다.

연구대상이 된 두 저널은 Scopus를 통하여 저널의 저자 및 논문, 인용정보 등을 검색하여 엑셀

로 작성하여 연구 자료로 사용하였으며, 저널의 학술지 영향력 지수(IF: journal impact factor)는

Web of Science를 검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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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이 논문에서는 이 두 학술지의 창간 이후 초기 3년간의 발행과정을 집중적인 분석대상으

로 하여, 국제학술지 창간 이후 지속적인 발행과 국제적 저명 학술지로의 발전과정에서 초기단계

의 운영 및 발전전략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분석과 벤치마킹을

통해, 우리나라 문헌정보학분야 학술지가 국제적 저명학술지로 발전할 수 있는 기초적이고 실제

적인 방안을 도출하는 데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를 제시하고였다.

2. 선행연구

Wormell은1) 문헌정보학 분야 7개 저널을 대상으로 저자, 인용, 구독의 지리적 분포 사이의 상

관관계를 분석하여 각 저널의 국제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분석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저자와

인용은 정적인 상관관계를 가지며, 구독의 분포와 관련하여 저자와 인용은 상관관계가 매우 약하

거나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Zainab은2) SIC에 등재된 Bulletin of the Malaysian Mathematical Sciences Society와 Scopus

에 등재된 Malaysian Journal of Computer Science 두 저널의 총 게재논문수, 말레이시아 저자와

외국 저자의 비율, 저자의 국가별 분포, 인용 저자 및 국가 등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36%-79%의 외국 논문들이 게재되었으며, 60%-70% 정도는 외국 저자들로부터 인용된 것으로

나타났다. Wang과 Wang, Weldon은3) 물리학, 화학, 수학분야에서 SCIE 또는 SCI에 등재된 중

국저널 23개를 선택하여, 10년간의 출판사의 국제적협력에 대하여조사하였다. 조사 결과 국제적

협력은 IF의 향상에 도움이 되지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 이유로는 출판사의협력이 단지 학술

지의배포에만 한정되어 있고편찬과정에는 이루어지지않았으며, 히트(hit)수가 인용수와는 일

치하지 않기 때문인 것으로 밝혀졌다.

Chen과 Jenkins, Elster는4) 1980년에서 2002년 기간 중 세 기간(1980-1982, 1990-1992, 2000-

2002) 동안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AJR)에 게재한 5,000편이상의 논문들에 대하

여 저자들의 국가, 주제분야 등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세 기간 중 2000~2002년이 가장

국제적인 저자의 비율이 높았으며(1980-1982 10%, 1990-1992 25%, 2000-2002 37%), 특히 일본,

한국, 독일 저자들이 가장 많이 증가하였고캐나다 저자들이 가장 많이감소하였다. 각 분야별로

1) Wormell, I., “Informetric analysis of the international impact of scientific journals: How 'international' are the

international journals?” Journal of Documentation, Vol.54, No.5(1998), pp.584-605.
2) A.N. Zainab, “Internationalization of Malysian Mathematical and Computer,”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Vol.13, No.1(2008), pp.17-33.
3) Shuhua Wang and Hengjun Wang, Paul R. Weldon, “Effect of cooperation between Chinese scientific journals

and international publishers on journals’ impact factor,” Journal of Informetrics, Vol.4(2010), pp.233-238.
4) Chen M.Y. and Jenkins C.B., Elster A.D. “Internationalization of the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1980-2002,” American Journal of Roentgenology, Vol.181, No.4(October 2003), pp.907-912.

- 161 -



4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2호)

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이러한 연구들은 이미 다수 존재하고 있다.

신은자는5) SCIE에 등재된 학술지 8,300종 중 국내학회나 연구소가 발행하는 학술지 82종을

대상으로 SCI의 등재기준에 비추어 이미 등재된 국내학술지의 출판현황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분

석 결과, 국내학술지는 대체로 인용이 활발하지않았고, 국제성도 우수하지않았으며, 웹사이트를

통한 이용자 서비스도 미흡한점이 많았다. 허선은6) 국내의학학술지의 국제저널로의 발전방안을

제안하고자국제적인용시스템인SCI 및 Scopus 등의등재저널선정기준과이에따른방안을제시

하였으며, 편집진 및 인용 향상을 위한좋은 논문 선정을 제안하였다. 김상중은7) 학술지의 국제적

유통활성화요인 4가지를도출하고, 의학과생명과학분야의국내학술지를대상으로 90종의저널

을 3개그룹으로구분하여이들요인들에대하여조사하였다. 조사결과국내학술지가국제적유통

망에진입하여활성화되기위해서는국제적수준의학술지발행, 학술지의국제적존재인식과이용

률제고, 학술지의국제구독률과소장률향상, 전자원문의신속하고편리한제공과정보화기술의

확보등이필요한것으로나타났다. 이일항은8) SCI의등재기준및 ETRI Journal의 SCI 등재과정

을제시하였다. 1993년부터영문으로발간하기시작하여 1995년부터 SCI 등재를추진하여 3년만인

1998년에 SCI에 등재된 ETRI Journal의 등재 과정 경과를 기술하였다.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국내선행연구들은 주로학술지를국제화하기위한여건조성, 추진 전략

등에 대한 분석이 많았다. 국외선행연구들은 출판물의 통계적 분석(bibliometrics) 방법을 사용하

여 계량적인측면에서 접근하였다. 이 연구는 이러한 국내외의 선행연구들의 연구를 기반으로 계

량적인 분석과 이를 바탕으로 한 국내 학술지의 국제화 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Ⅱ. 학술지 인용시스템의 학술지 선정기준

학술지의 질적 수준에 대한완벽한 기준은 아니지만, 주요 학술지 인용시스템의 등재여부는 해

당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가늠하는 데 사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학술지 인용

시스템에 대한 등재는 학술지의 국제 학술지로서의 입지를 인정받는 시스템으로 인식되고 있으

며, 이러한 이유로 국제적인 학술지의 입지를 구축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경우 SCI 및 SSCI의 등

재가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5) 신은자, "국내 SCIE 학술지의 출판 현황과 활성화에 관한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5권, 제4호(2011),

pp.157-178.

6) 허선, “국내 의학학술지의 국제화 방안,” The Korean journal of nephrology, 제30권, 제2호(2011), pp.134-140.

7) 김상중, “국내 학술지의 국제적 유통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의학과 생명과학 분야를 중심으로,” 한국문헌정보학

회지, 제40권, 제2호(2006. 6), pp.457-480.

8) 이일항, “학술과 저널의 세계화를 향하여: ETRI Journal 의 SCI 등재 경험을 중심으로,” 전자공학회지, 제170호

(1998. 7), pp.2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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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Thomson Reuters의 SSCI와 Elsevier의 Scopus는 자체의 등재심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전

세계 학술지의 등재여부를평가하고 있으며, 이러한 시스템이 등재학술지에 대한 신뢰도를 어느

정도 보장하고 있다 할 수 있다. Thomson Reuters의 SSCI와 Elsevier의 Scopus의 등재 학술지

선정 기준은 거의 유사하다. 이 두 인용 시스템의 학술지 선정 기준은 <표 1>과 같다.

SSCI9) Scopus10)

 출판기준

정시 발행

학술지 정책

합리적인 편집 정책
국제적인 편집 관례 동료 심사

영문 본문 편집자의 다양한 지리적 분포

동료심사 저자의 다양한 지리적 분포

 편집 내용(Editorial Content) 내용

해당 분야의 학문 기여도

초록의 명료성

명시된 목적과 범위의 품질 및 일치도
논문의 가독성

 국제적 다양성
(International Diversity) 

지역적 학술지
  (Regional Journals)

정기성 정시 출판 일정

 인용 분석(Citation Analysis) 학술지의 평판
Scopus에 있는 학술지 논문의 인용

편집자의 평판

온라인 접근성
온라인으로 이용 가능한 내용
이용 가능한 영문 홈페이지
학술지 홈페이지의 품질

<표 1> SSCI와 Scopus의 학술지 선정 기준

두 인용 시스템의 등재 학술지 선정기준은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출판의 정시성 및 심사 시

스템, 국제적 이용자의 가독성을 높이기 위한 영문 또는 로마문자 사용, 학술지편집상 지켜온형

식(표제, 초록, 저자, 참고자료 등)이 학술지의외적인 선정기준에 속한다. 그리고 학술지의내적

인 기준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학술지의내용이 해당 학문분야에 적합한 자리매김을 하고 있는지

의 여부가 있다. 또한 학술지 발간정책과 관련된 것으로, 편집진 및 저자의 국제적 다양성과편집

진의평판, 편집정책등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으로 논문의 인용지수를 선정기준으로 포함시키

고 있다. 한편 Scopus의 경우 온라인 접근성을 선정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Thomson Reuters는 매년 2,000 종이상의 학술지를평가하여, 약 10~12%의 학술지를 선정한

다.11) 그리고 Scopus는 CSAB(Content Selection and Advisory Board)를 두어, 이들이 Scopus

9) Jim Testa, The Thomson Reuters Journal Selection Process, <http://thomsonreuters.com/products_services/sc

ience/free/essays/journal_selection_process> [cited 2012. 11. 9].

10) Scopus Home page, Content Selection, <http://www.info.sciverse.com/scopus/scopus-in-detail/content-selection>
[cited 2012. 11. 10].

11) Thomson Reuters Home page, Journal submission process, <http://ip-science,thomsonreuters,com/mjl/selection>

[cited 2012. 11. 9].

- 163 -



6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2호)

팀과함께 Scopus의 방향과새로추가될 특징에 대한 우선순위의 결정 등을 작업을 하도록하고

있다. Elsevier와 CSAB의 가이드와 협력하여, ECSAC(Expert Content Selection & Advisory

Committee)로 알려진 로컬위원회가 태국에서 가장 먼저 운영되었고, CSAB와 연계되었다.12)

Scopus 한국저널선정위원회는 2012년 한국연구재단에서 운영하기 시작하였다.13)

Ⅲ. 학술지 국제화 사례 분석 및 발전방안

이 장에서는 문헌정보학 분야의 학술지를 국제적 저명학술지로 발전시키기 위한 사례로

Journal of Informetrics와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MJLIS)의 발간

과정을 분석해 보고자 한다.

1. 학술지 국제화 사례 분석

Journal of Informetrics는 2007년에 창간된 비교적 신생의 학술지임에도 불구하고, 80여 종에

이르는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의 국제적인 학술지 중에서 비교적 높은 학술지 영향력 지수(IF)를

가지고 있는 저널이다. Journal of Informetrics는 Elsevier사가 발행하며, EES(Elsevier Editorial

System)를 기반으로 한다. 학술지의내용은 정보학 분야의 양적인측면을 분석하는 논문을 수록

하는 계량정보학 방법론과 관련된 분야를 주로 다루고 있다.

MJLIS(Malaysian Journal of Library & Information Science)는 University of Malaya의컴

퓨터과학ㆍ정보기술학부(Faculty of Computer Science and Information Technology)에서 1996

년 7월부터발간하고 있는 국제학술지이다. 이 학술지는 원래문헌정보학(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분야로 출발하였으며, 현재 University of Malaya 대학내에서 생산되는 학술적인 결과물

을 수집하는 통합출판운영시스템인 ‘e-journal system’을 활용하여 출판되고 있다.14)

이 두 학술지 모두 SSCI와 Scopus에 등재되어 있다. 특히 2013년현재 Journal of Informetrics

는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사실상 가장 높은 영향력 지수(4.153)를 가지고 있다. 이 저널은 특히

짧은 기간 안에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국제적 저명학술지로성장하였다는점에서, 최근 국제 저명

12) Scopus Home page, Expert Content Selection & Advisory Committee, <http://http://www.info.sciverse.com/
scopus/ecsac> [cited 2012. 11. 11].

13) 한국연구재단홈페이지, 연구재단, 국내학술지의 Scopus 등재를 위한 한국저널선정위원회운영, <http://www.

nrf.re.kr/nrf_tot_cms/board/notice/view.jsp?show_no=214&check_no=210&c_relation=found&c_relati

on2=17&page=1&NTS_NO=31634> [인용 2014. 5. 27].

14) MJLIS Home page, <http://umrefjournal.um.edu.my/publish/MJLIS/Aabout> [cited 2013. 1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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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로 성장하기 위하여 학술지 국제화 전략에 관심이 많은 우리나라 학계에서 주목할 만한 특

징일 것이다. 한편 MJLIS는 아시아 지역에서 발행하여 국제적 인용시스템에 등재된 많지 않은

학술지로서, 유사한 학술적환경에놓여있는 우리의 입장에서 벤치마킹을 위해 심층적인 분석이

필요한 저널로 판단된다.

특히 Thomson Reuters의 SSCI는 많은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자의 연구업적 평가수단으

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를 우수학술지를 선별하는 주된 기준으로 활용하고 있다. 국내대학, 연구

비지원 기관, 언론사는 SCI 및 SSCI의객관성과 우수성을 인정하여, 연구자가 SCI 및 SSCI 등재

지에 논문을 출판한 것을 높게평가하고 있다.15) 다음에는 이 두 저널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한다.

가. SSCI 등재 시기와 인용현황

Journal of Informetrics는 2007년에 창간된 후곧바로 2008년에 SSCI에 등재되었으며, MJLIS

는 1996년에 창간된 후 근 10년만인 2007년에 SSCI에 등재되어, 2009년부터 IF를 받았다. Journal

of Informetrics는 2008년 등재 이후 지속적으로 IF가 증가하여 2012년현재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MIS Quarterly에 이어 2위로 4.153의 IF를 가지고 있다. MIS Quarterly가 경영정보학 분야의 저

널이라는 점에서 보면, 실질적으로 문헌정보학 분야에서 가장 높은 인용율을 갖는 저널이 되는

셈이다. MJLIS의 SSCI 순위는 2009년 총 66개 학술지 중 44위(IF: 0.533)이었으며, 2012년현재

85개 학술지 중 55위(IF: 0.423)로 SSCI에서 중하위권에 속하는 학술지이다. 2009년 IF를 처음

받았던 당시피인용수보다 그 이후 피인용수가 더 높아지지 않았으며, IF와 순위 역시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두 학술지의 인용정보 및 논문 게재수는 <표 2>16)와 같다. 일반적으로 피인용수가 늘어나면

게재논문수도 늘어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Journal of Informetrics의 경우, 총 피인용수(Total

Cites)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을알수 있는데, 창간된 다음연도인 2008년에 89건으로 시작

하여 매우큰폭으로 증가하여, 2012년에는 943건에 해당하여 창간 5년 사이에 대략 10배에 해당

하는피인용수의 증가를 보이고 있다. 게재된 논문수가 해당기간동안 대략 2배정도늘어난것에

비하면, 매우 높은 인용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반면 MJLIS의 경우는 게재되는 논문수가

크게 증가하지 않고 있다.

15) 신은자, 전게논문, p.158.

16) ISI Web of Knowledge에서 JCR Social Science Edition의 범주의 Information Science & Library Science에서

참조 <http://libproxy.knu.ac.kr/d7b1f3d/_Lib_Proxy_Url/admin-apps.webofknowledge.com/JCR/J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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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구분

Journal of Informetrics MJLIS

연도
순위 / 

총 학술지 수
총

피인용수
Impact 
Factor

논문수
순위 / 

총 학술지수
총

피인용수
Impact 
Factor

논문수

2008 3 / 61 89 2.531 34

2009 4 / 66 253 3.379 33 44 / 66 75 0.533 18

2010 3 / 77 397 3.119 63 60 / 77 42 0.353 24

2011 2 / 83 709 4.229 61 60 / 83 55 0.381 28

2012 2 / 85 943 4.153 70 55 / 85 66 0.423 20

<표 2> Journal of Informetrics 및 MJLIS의 인용정보 및 논문 게재수

나. 게재 논문수 및 저자수

Journal of Informetrics는각호마다최소6편에서최대33편의논문을게재하였으며, 1호당평균 13.8

편의논문을게재하였다. 각호별저자수는중복저자및공동저자를포함하여창간년인2006년부터 3년

동안은 논문수가 대략 30여편(각 호당평균 13.8편)에 해당하였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는 그숫자가

두배정도증가였으며, 2013년에는 3배정도의논문이게재되었다. 다만최저논문이수록된호가 1권

2호, 2권 2호, 3권 2호 등으로 전반적으로 2호에 적은 수의 논문이 게재되고 있음을알수 있다.

2013년 11월현재 18권 2호까지 발간된 MJLIS는 각 호마다 최소 5편에서 최대 10편의 논문을

게재하였으며현재까지 SSCI에 등재된 2007부터 2013년까지 142편(창간년도(1996)부터 2013년

까지는 301편)의 논문을 게재하여, 1호당 평균 7.4편(창간년도(1996)부터 2013년까지는 약 7.3

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두 학술지의 게재 논문수 및 저자수는 <표 3>과 같다.

Journal of Informetrics의 투고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총 합계가 912명에 이르고 있다.

특히 2010년에는 게재논문수가 62편에 저자수는 135명이었음에 비해, 2011년에는 논문수가 55편

임에도 불구하고 저자수가 149명(저자 1인당평균논문수 0.37)으로, 2010년(저자 1인당평균논

문수 0.46)보다 더 많은 저자가 참여하고 있다.

MJLIS의투고자수를 보면, 연간 2호 발행에서 3호 발행으로 전환한 2009년부터논문수 및 저

자수가 증가하였음을알수 있다. IF를 받은 2009년 이후 2010년부터는 논문수 및 저자수가 증가

하고 있다. 그러나 Journal of Informetrics와 마찬가지로, 논문수에 비해 저자수가 더 증가(2009년

저자 1인당 평균 논문수 0.48, 2012년 저자 1인당 평균 논문수 0.34)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두 학술지 모두 최근으로올수록공저된 논문이 많이 수록되고 있음을알수 있다.

창간이후 짧은 기간에 SSCI에 등재된 Journal of Informetrics의 경우 게재 논문이 대폭증가하

였고, 창간 이후 11년만에 SSCI에 등재된 MJLIS는 등재 당시까지 게재논문의 수가크게 증가하

지않았으며 등재 이후 2호 발행에서 3호 발행으로 전환하여 간행시기 단축및 게재논문 증가를

시도하였다는 점은 국내 발행 국제학술지에게 시사하는 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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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구분
연도

Journal of Informetrics MJLIS **

권 호 논문수
연도별 
논문수

저자수*** 저자1인당 
평균 논문수

권 호 논문수
연도별 
논문수

저자수*** 저자1인당 
평균 논문수

2007 1

1 10

32 71 0.45 12
1 7

14 27 0.51
2 8
3 8

2 7
4 6

2008 2

1 6

34 64 0.53 13
1 8

16 27 0.59
2 6
3 9

2 8
4 13

2009 3

1 8

36 90 0.40 14

1 5

18 37 0.48
2 6 2 7
3 9

3 6
4 13

2010 4

1 14

62 135 0.46 15

1 7

24 52 0.46
2 8 2 7
3 22

3 104 18

2011 5

1 16

55 149 0.37 16

1 10

28 73 0.38
2 7 2 10
3 14

3 84 18

2012 6

1 15

70 176 0.40 17

1 6

20 58 0.34
2 17 2 7
3 10

3 74 28

2013 7

1 27

98 227 0.43 18

1 8

22 58 0.37
2 33 2 7
3 20

3 74 18

합 계 7 28 387 387 912 0.42 18 19 142 142 332 0.45

  * 연구논문 수(편집진 인사말, 리뷰논문 등은 제외) 
 ** MJLIS는 1996년 창간되었으나 SSCI 등재 연도인 2007년부터 제시하였음
*** 공동저자, 중복저자 포함

<표 3> Journal of Informetrics 및 MJLIS의 게재 논문수* 및 저자수

또한 두 학술지의 저자들은 대륙별로도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1> 참조). Journal of

Informetrics의 경우 유럽지역의 저자가 525명(약 57.6%)으로 가장 많으며, 다음으로 아시아지역

저자가 201명(약 22%)으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MJLIS는 아시아 지역 저자가 574명(약 90.9%)

으로압도적으로 많았다. 이는 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지역의 저자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난 것으로, 발행하는 지역의 학자들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 167 -



10  한국도서관 ․ 정보학회지(제45권 제2호)

<그림 1> Journal of Informetrics 및 MJLIS의 대륙별 저자수

다. 편집진의 구성 및 관련정보

학술지의 편집자(Editor-in-Chief)를 포함한 편집진(editorial board)은 해당 학술지의 발행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이들은 논문의 심사 및 게재는 물론 학술지를 운영하고 유지하는

데 많은 영향을 미친다.17) 두 학술지의 편집진 구성현황을 보면 <그림 2>와 같다.

<그림 2>  Journal of Informetrics 및 MJLIS의 국가별 편집진 수

17) A. Baccini &L. Barabesi, Seats at the table: The network of the editorial boards in information and library science.

Journal of Informetrics, 5(2011), 382-391.; M. Calver, M., G. Wardell-Johnson, S. Bradley, & R. Taplin. What

makes a journal international? A case study using conservation biology journals. Scientometrics, 85(2010), 387-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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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urnal of Informetrics의 2013년현재편집장(Editor-in-Chief)은벨기에 국적의 L. Egghe이

며, 32명의편집진으로 구성되어 있다. 편집진은 미국(9명), 네덜란드(5명), 벨기에(4명) 등 13개

국가의 33명이다. 국가가 속한 대륙을 살펴보아도북미, 유럽, 아시아 등 매우 다양함을알수 있

다. 반면에, MJLIS의편집진은편집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모두 7명으로, 모두 말레이시아인으로

되어 있어, 폐쇄성을 보여주고 있다.

라. 인용분석

두 학술지의 인용분석은 발행초기 3년간의 논문을 중심으로 하였다. 이것은 국제학술지의 창간

및 국제적 인용시스템에 등재되기 전인 발행초기의 운영이 국제 저명학술지로의 발전단계에서 매

우 어렵고 중요한 시기이며, 이 시기의 운영이 추후 발전에 기초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1) 인용통계

Journal of Informetrics는 창간연도인 2007년부터 14건이 인용되기 시작하였으며, 2008년도부

터본격적으로 130건에 해당하는피인용이 이루어졌다. 초기 3년(3권)에 실린논문이 103편이며,

이들의 2013년 11월 현재까지의 피인용은 2,146번으로 매우 높은 피인용을 보이고 있다. 더욱이

이들 103편 중에 현재까지 한번이라도 피인용된 논문의 수가 100편에 해당하여 인용정도가 매우

높음을알수있다. 이는최근의문헌정보학분야에서계량정보학내지인용분석에대한학문적흐

름이인기를얻고있는것을반영하는것뿐만아니라, Journal of Informetrics에매우양질의논문이

다수가 게재되었음을 나타낸다. Journal of Informetrics의 초기 3년간 인용통계는 <표 4>와 같다.

연도
(Vol.)

논문수
인용통계

2007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합계

2007(1) 33 14 109 151 181 157 181 142 935

2008(2) 34 0 21 86 141 121 110 88 567

2009(3) 36 0 0 49 123 148 194 130 644

합계 103 14 130 286 445 426 485 360 2,146

<표 4> Journal of Informetrics의 초기 3년 인용통계

MJLIS는 2013년 2호까지 게재된 294개 논문 중 1번이상 인용된 논문이 192개로 게재논문의

48.7% 정도가 1번 이상 인용되었다. 출판된 연도별 논문의 인용횟수를 살펴보면, 출판 후 약 2

년~3년이 지나 인용횟수가 많아졌으며, 학술지가 창간된 연도에 게재된 논문들이 초기논문 중에

서는 가장 많이 인용되었다. MJLIS의 연도별 피인용횟수는 <표 5>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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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도(Vol.) 논문수
인용통계

‘96 ‘97 ‘98 ‘99 ‘00 ‘01 ‘02 ‘03 ‘04 ‘05 ‘06 ‘07 ‘08 ‘09 ‘10 ‘11 ‘12 ‘13 합계l

1996(1) 16 1 1 7 4 0 5 1 0 4 2 1 3 4 2 5 3 7 5 55

1997(2) 16 1 4 3 3 1 0 0 2 0 1 1 3 7 1 3 3 2 35

1998(3) 13 1 3 2 1 0 1 1 1 0 1 3 3 7 5 4 1 34

1999(4) 15 1 1 5 2 1 1 1 0 0 1 2 4 3 4 4 30

2000(5) 14 0 1 0 1 0 3 0 0 6 9 6 4 2 2 34

2001(6) 14 1 0 1 3 4 1 6 5 16 2 13 10 7 69

2002(7) 13 0 1 0 3 2 1 1 5 3 6 4 4 30

2003(8) 16 0 2 0 3 5 4 3 2 5 6 4 34

2004(9) 14 1 1 3 1 6 2 6 12 5 6 43

2005(10) 14 0 1 0 10 5 14 14 8 8 60

2006(11) 14 2 2 7 9 4 11 4 5 44

2007(12) 14 0 3 9 13 13 5 6 49

2008(13) 16 0 10 11 11 15 11 58

2009(14) 18 4 11 12 16 9 52

2010(15) 24 1 11 18 15 45

2011(16) 28 2 17 14 33

2012(17) 20 2 3 5

2013(18) 22 0 0

합계 301 1 2 12 11 6 14 3 5 14 15 14 20 53 86 90 128 130 106 710

<표 5> JMJLIS의 인용통계

특히 MJLIS는 2001년에 게재된 논문이 가장 많이 인용되었으며, 이후 2002년~2004년까지는

이전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그러나 2005년 이후피인용횟수가늘어나면서 2007년에는 SSCI에

등재되게 된다. 특히등재 바로직후인 2008년과 2009년은피인용횟수가이전에 비해 상당히증가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학술지 발행초기 양질의 논문이 이후 지속적으로누적피인용

횟수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2) 발행초기 3년간 피인용논문

Journal of Informetrics가 초기에 발간한 제1권부터 3권까지에 실린 논문 중에피인용수 상위

3편의 논문은피인용횟수 107회, 91회, 88회에 이른다. MJLIS에 게재된 논문 중 초기 3년간피인

용수 상위 3편의 논문은 피인용횟수 13회, 12회, 10회이다. 두 학술지의 초기 3년간 피인용횟수

상위 3편의 논문은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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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명

No. 저자 표제 연도 권 호
피

인용수

J.
of 

Infor.

1

Alonso S., 
Cabrerizo F.J., 
Herrera-Viedma 
E., Herrera F.

h-index: A review focused in its variants, computation 
and standardization for different scientific fields

2009 3 4 107

2
Chen P., 
Xie H., Maslov S., 
Redner S.*

Finding scientific gems with Google's PageRank 
algorithm

2007 1 1 91

3
Costas R., 
Bordons M.

The h-index: Advantages, limitations and its 
relation with other  bibliometric indicators at the 
micro level

2007 1 3 88

MJLIS

1
Kademani B.S., 
Kalyane V.L.

Outstandingly cited and most significant publications 
of R. Chidambaram, a nuclear   physicist

1996 1 1 13

2
Kalyane V.L., 
Sen B.K.

Scientometric portrait of Nobel laureate 
Pierre-Gilles de Gennes

1996 1 2 12

3
Zainab A.N.,** 
Goi S.S.

Characteristics of citations used by humanities 
researchers

1997 2 2 10
*  Journal of Informetrics의 편집진
** 다른 학술지의 편집진

<표 6> Journal of Informetrics 및 MJLIS의 초기 3년간 피인용 논문(상위 3편)

MJLIS의 경우, 창간이후 2013년까지 7회 이상 인용된 논문 32개18) 중에서, 초기 3년 동안

게재된 논문들이 8개로 25%를 차지하였다. 이와 같은 사실은 지난 18년간(1996~2013) 발행한

학술지 중 초기 3년간의 출판한 학술지에 게재된 다수의 논문들이피인용횟수에서 상위에랭크되

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논문들은 최대 13회에서 최소 7회까지 인용되었다.

Journal of Informetrics는 초기 3년 동안 피인용수 30 이상인 논문 24편 중에서 2013년 현재

편집집이투고한 논문이 12편(50%) 포함되어 있다. 이는편집진으로 활동하는 저자들이 해당학

술지에 기여하는 측면을 알 수 있다.

MJLIS의 경우도 역시, 초기 3년간 MJLIS에 논문 중 피인용 7 이상 인용된 논문 8편 중에서

4편의 저자가 MJLIS의 전임편집자(2명) 및 현 리뷰어(1명)와 다른 학술지의 편집자(1명)이다.

이들의 경우 발표논문과 인용이 많으며, h-index도 다른 저자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것

은 MJLIS의 전임및현편집자와 리뷰어, 다른 학술지의편집자 및 리뷰어들이왕성하게 논문을

생산하고 있으며, 이들을 활용할 경우 학술지의피인용지수를 높일 가능성이크다고 볼 수 있다.

즉좋은논문을투고시키기위한노력도 중요하지만, 편집진 자체가좋은논문을 생산하여투고

할필요가 있음을 나타낸다. 실제 창간초기 학술지의 경우 해당학술지에 대한 인지도나 유명 국제

학술지리스트에 포함되기 어려우므로 일반저자들은좋은 논문을투고하려하지않는 경향이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편집진의노력도필요하며, 다양한 방법으로 수준 높은 논

18) MJLIS에 게재된 총 논문 294개 중 1회 이상 피인용된 논문은 총 192개(65.3%)로, 이 중 7회이하로 인용된

논문들은 6회(9개), 5회(9개), 4회(20개), 3회(27개), 2회(34개), 1회(61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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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명 이  름
투고
횟수

h-index
논문수 피인용수 국적

편집진 
여부*

1996~2013 2007 2008 2009

J.
of 

Infor.**

Alonso S. 1 16 4 5 6 53 1062 Spain 
Cabrerizo F.J. 1 11 . 1 4 42 554 Spain 
Herrera-Viedma E. 1 41 6 6 12 184 6366 Spain
Herrera F. 1 미기재
Chen P. 1 4 1 . . 4 154 USA
Xie H. 1 3 3 . . 3 117 USA
Maslov S. 1 27 6 3 2 66 3046 USA
Redner S. 1 30 6 5 5 233 3989 USA ○
Costas R. 1 9 3 2 1 20 240 Netherlands 
Bordons M. 1 17 2 3 2 51 929 Spain

MJLIS***

이  름
투고
횟수

h-index
논문수 피인용수 국적

편집진 
여부1996~2013 1996 1997 1998

Kademani B.S. 1 7 1 . . 23 114 India

Kalyane V.L. 2 7 2 . . 19 96 India

Sen B.K. 2 5 2 1 1 11 43 Malaysia ◉
Zainab A.N. 1 7 . 1 1 65 182 Malaysia ◎

Goi S.S. 1 1 . 1 . 1 10 Malaysia
  * ○ : 현 편집자, ◉ : 현 리뷰어, ◎ : 다른 학술지의 편집자
 ** J. of Infor.의 실선은 <표 6>의 논문의 공저자들을 의미함 
*** MJLIS는 <표 6>의 논문 중 한 저자(Kalyane V.L.)가 두 편의 논문에 동시에 저자로 포함되어 저자별로 분리하였음

<표 7> Journal of Informetrics 및 MJLIS의 초기 3년간 피인용 상위 3편 논문의 저자정보

문이 투고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3) 발행초기 3년간 피인용저자

초기 3년간 두 학술지의 피인용 상위 3편의 논문의 저자정보를 살펴보면 <표 7>과 같다.

Journal of Informetrics의 저자들은 매우 높은 h-index 값을 가지고 있으며, 총 생산한 논문수도

매우 많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이 중에서 편집진에 속하는 저자는 1명으로, h-index 값이 30이

넘는 저자는 2명 중 1명이다. 이외에 Journal of Informetrics의 초기 3년동안 30번인용된 논문의

저자정보에서 대개편집진이 주저자 또는공동저자로투고하였으며, 편집진만으로 구성된 논문의

수도 4편에 해당한다. MJLIS의 경우에도 이들 저자는 h-index가 MJLIS의 다른 저자에 비해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 2명이 MJLIS의현리뷰어와 다른 학술지의편집진이다. 따라서 학

술지의 편집진 및 리뷰어들을 잘 활용할 경우 학술지의 피인용지수를 높일 가능성이 크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

(4) 발행 초기 3년간 피인용 논문을 인용한 학술지

두 학술지의 피인용 상위논문들을 인용한 학술지들을 분석하면 <표 8>과 같다. Journal of

Informetrics의경우, 모두동일한학술지에서이논문들을가장많이인용하였다. 특히자기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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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인용이 가장많았으며, Journal of Informetrics와동일한분야인Scientometrics의 인용이 그다

음이었다. MJLIS의경우도역시자기학술지의인용이가장많았으며, 다음이Scientometrics였다.

학술지명 인용한 학술지명 인용횟수

J.
of Infor.*

Journal of  Informetrics 51
Scientometrics 45
Journal of the  American Society for Information Science and 
Technology

24

MJLIS**

Malaysian Journal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16

Scientometrics 10

Library Philosophy and Practice 3
* 초기 3년간 피인용 상위 3개 논문을 인용한 학술지
** 초기 3년간 피인용 상위 4개 논문을 인용한 학술지

<표 8> Journal of Informetrics 및 MJLIS의 초기 3년간 피인용 상위 논문을 인용한 학술지 

두 학술지 모두 자기 학술지의 인용이 가장 높았다는점에서, 어느정도는 학술지 발간 초기에

자기학술지의 인용을 활용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두 학술지 모두 상위에는

자기학술지를 비롯하여 문헌정보학분야의 학술지들이 많이 인용하였으나, 인용횟수는 1~2회에

불과하지만, 에너지, 심리학, 의학, 교육학, 컴퓨터과학 등의 학술지에도 인용되었다. 이는 문헌정

보학 분야의 피인용 한계를 넘어서는 것으로 볼 수 있다.

2. 학술지 국제화를 위한 운영 및 발전방안

지금까지 발간과정을 살펴본 Journal of Informetrics와 MJLIS는 우리나라 문헌정보학 분야에

서 국제학술지를 발간할 때 주의깊게 살펴볼만한 학술지들이다. Journal of Informetrics는 창간

이후 1년만에 SSCI에 등재된 학술지로, 빠른 시일내에 인용시스템에 등재되고자 하는 국내발간

국제학술지들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해줄 수 있다. MJLIS는 우리나라와 동일한 아시아지역에

서 발간하는 문헌정보학 분야 학술지로, 발행환경 자체가 우리나라와 매우 유사한 점을 지니고

있다는 점에서 또한 그러하다.

지금까지 살펴본 두 학술지의 발간과정을 바탕으로 문헌정보학 분야 국제학술지의 국제화를

위한 운영 및 발전방안을 제안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두 학술지의SSCI 등재시기는 Journal of Informetrics는창간(2006년) 1년후(2007년)이며,

MJLIS는창간(1996년) 11년후(2007년)이다. 이는여러이유가있겠지만, Journal of Informetrics는

세계최대 출판사이면서도 SSCI와 더불어 양대 인용 시스템인 Scopus를 운영하는 Elsevier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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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하면서 집중적인 지원을 받고 있지만, MJLIS는 University of Malaya에서 발행하고 있다는

점이 주요 원인 중 하나일 것이다.

국제학술지는창간보다더어려운것이계속발행이며, 이것은인용시스템의등재가가장큰동력

중하나가된다고할수있다. 이를위해서는창간이후학술지의발행을위한지원과더불어국제적

인홍보와인용을높이기위한적절한방안의마련과지원이필요하다. 이러한점을지원해주는강

력한 기관이 있다는 것은 학술지가 국제적 저명학술지로 발전하는 데큰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둘째, 두 학술지가 SSCI 등재된 시점에서 게재논문수를 비교해보면(<표 3> 참조), Journal of

Informetrics는게재논문수가3권부터창간시점에비해2배정도증가하였고, 동일한시점피인용수는

거의 4배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MJLIS는 게재논문의 수가 SSCI 등재시점에도 창간시점과 거의

동일하며, 발행횟수를연2회에서연3회로변경하면서게재논문수가증가하였다. 또한 IF도처음으로

받은2009년이가장높았으며, 이후는2009년보다더높아지지않았다. 이두학술지의사례를살펴보

면, 게재논문의수가인용지수에어느정도영향을미치는것으로볼수있다. 물론논문의내용이더

중요하겠지만, 게재논문의 수도 함께 증가시키면 피인용의 기회 역시 더 많아질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두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한 저자들의 대륙별분포를 보면, 두 학술지 모두 발행하고 있는

지역의 저자들이 가장 많이 논문을 게재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1> 참조). 물론 Journal of

Informetrics가더다양한국가의저자들이논문을게재하였다. 그러나이러한현상은국제학술지를

발행하고 있는 지역의 저자들의 지원이 학술지의 발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전세계의

다양한국가의저자들이게재하는학술지가진정한국제학술지이지만, 발간의어려움이큰창간이

후초기단계에서는 발간의근거를두고있는 지역의저자들의투고와 관심이큰도움이 될것이다.

넷째,편집진의다양성과관련하여, 두학술지는아주상이한양상을보였다. Journal of Informetrics의

편집진은13개국가의33명(대륙별로북미, 유럽, 아시아등)으로매우다양하다. 그러나MJLIS의편

집진은 7명모두말레이시아인으로되어있어, 말레이시아에집중된경향을보이고있었다(<그림 2>

참조). 그런데편집진은발행초기자기학술지에논문을게재하며, 이논문들은특히높은피인용지수

를가지고 있었다. 이들은또한 h-index도높으며, 총생산논문수도많았다(<표 6> 및 <표 7> 참조).

이사실은편집진이학술지의발간을위한심사및게재과정에직접적으로참여하는것은물론, 양질

의논문을투고하여발간초기다른저자들이게재를꺼려하는기간동안편집진이양질의논문을투

고하여 학술지의홍보 및피인용수를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국제학술지

발간초기편집진의구성은국가별, 대륙별다양성을고려하고, 양질의논문을생산할수있는저자들

로구성하는것이학술지의국제적저명학술지로의발전에큰힘이될수있을것이다. 이러한사실은

Journal of Informetrics의편집진이자기학술지에투고한논문정보를통하여더욱확실하게확인할

수 있다. <표 9>는 Journal of Informetrics의편집진이 자기학술지에투고한 논문에 대한 정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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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3년간 투고 논문 수 (Vol. 

1,2,3)/총논문수
Vol.1 ~ Vol.7의 투고 논

문 수/총논문수
h-index 전체 논문 수

L. Egghe 6 14 19 183

L. Bornmann 7 32 24 135

L. Leydesdorff 3 23 37 245

R. Rousseau 6 20 26 187

M. Thelwall 4 9 33 212

N. van Eck 4 10 12 48

L. Waltman 4 13 12 47

합계 34/102 121/387

<표 9> Journal of Informetrics 편집진의 자기학술지 투고논문 정보

<표 9>의 33명의편집진 중 초기 3년간 및 총 발간연도간투고논문수가 가장 많은 7명에 대한

정보를보면, 3년간 총투고논문 102편중이들 7명의편집진은 34편을투고하여약 33.3%를차지

하였다. 또한 총 발간기간동안투고논문 역시 총투고논문 387편중 121편을투고하여 약 31.2%

의 논문을 투고하였다. 이는 전체논문 중 약 1/3 정도를 편집진이 투고하였다는 것을 의미하며,

특히 발간초기 3년간은 전체기간보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다섯째, 발간초기 3년간피인용이 가장 많은 상위 3~4개의 논문을 인용한 학술지를조사한 결

과, 두 학술지 모두 자기인용이 가장 높았다(<표 8> 참조). 그리고동일한 분야의 학술지의 인용

이 역시 높게 나타났다. 그러나 SSCI 등재에서는 자기인용(self-citation)이 IF를 높이기 위해부

적절하게사용된 것으로 결정되면 IF는 최소 2년동안 발표되지않으며, Web of Science의누락대

상이 될 수도 있다.19) 따라서 자기인용은궁극적으로는 인용시스템등재평가에서 불리하게 작용

하지만, 발간초기에는 어느 정도 학술지의 홍보와 피인용을 위해서는 필요할 것이다.

Ⅳ. 결 론

국제학술지를 창간하고 이후 세계적인 저명학술지로 발전시키는 것은 장기간에걸쳐집중적인

투자와노력이필요하며, 이와 더불어 국가 및 학계의협력 또한필요하다. 우리나라는 이러한점

에서 이미 국제학술지의 양성을 위한 지원사업을 국가적인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으며, 국내여러

학회 및 학술지들이 국제화를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문헌정보학 분야 역시 이러한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국제적으로 명성을 갖춘 저명학술지가 없는 것이 사실이다.

19) JimTesta, The Thomson Reuters Journal Selection Process, <http://thomsonreuters.com/products_services/science/

free/essays/journal_selection_process> [cited 2012. 11.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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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학술지의 발행은 국내학술지의 발행보다 더 어려운환경을갖추고 있으며, 이를 위해서는

학술지 발행 및 양질의 논문을 확보하기 위한충분한 재정적인 지원과 더불어 해당 분야 학계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하다. 그리고 이를 추진할 수 있는 강력한 추진체 역시 필수적이다.

그러나 성과를 앞세우는 현재의 상황에서는 국제학술지가 국제 저명학술지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지원과 시간을 고려해 주지 않고 있다. 국제적인 저명학술지로의 발전을 위한 결정적인

성공요인으로편집진의추진력과함께, 학회및임원들이조급한 성과주의를피하고무간섭과무

한한 지원을 해야 한다는 점20)을 꼽는 이유도 이러한 상황을 고려한 의견일 것이다.

특히국제학술지는창간이후인용시스템에등재되기이전의단계까지가여러면에서가장어려

운시기라고할수있으며, 이과정에서도태되어사라지는학술지들도많이있다. 이러한상황에서,

이연구는문헌정보학분야에서인용시스템에등재된두학술지의사례를발간초기를중심으로심

층적으로분석해보았다. 그리고두학술지가보인상반된상황과몇몇유사한상황들에비추어발간

초기에고려해야할사항들에대하여제안하였다. 이러한제안들은문헌정보학분야의두학술지에

대한 분석에만 기초한 것이므로, 이에 따른 한계가 있을 것이다. 그러나 어느정도예상하고 있던

결과들도있으며, 이러한결과들을이두학술지를통해확인할수있는것들도다수있었다. 이러한

점에서이연구는발간초기학술지의 운영에서고려해야할점들을살펴보는 데도움이 될것이다.

아울러 차후의 연구에서는 국내의 여러 분야에서 국제적인 학술지의 성공및 실패사례에 대한

심층적인 분석과함께, 기존의 한국어로 된 국내학술지를 국제학술지로 전환하여 성공한 모범사

례들에 대한 분석 등의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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