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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opus 등재관련 FAQ:  

등재를 준비하는 편집인/출판사를 위한 가이드라인 
 

 

인용색인 데이터베이스인 Scopus(스코퍼스)에 등재되는 것은 국제적인 학술지의 주요 성과로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저널의 Scopus 등재는 저널, 학회, 출판사에는 성취감을 부여할 뿐만 아니라 

동료 연구자들부터 해당 저널의 우수한 수준을 인정받았음을 보장받는 지표로 작용합니다. 

 

 

Scopus 는 저널 편집인과 운영진, 그리고 출판사와의 논의와 상호작용을 바탕으로 자주 묻는 

질문(FAQ)과 이에 대한 답변을 제공하는 것이 Scopus 등재를 준비하는 저널 편집인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Scopus 등재를 준비하는데 도움을 드리고, 등재율을 높이는데 기여하기 위해 제출/심사과정 

전반에 걸쳐 자주 묻는 질문들을 수집했습니다.  Scopus 는 세계 여러 지역에서 활동하는 등재 

심사위원단인 Scopus 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 (CSAB)의 Subject Chair 들과 함께 

하는 저널 편집인 워크숍을 개최하고 있습니다. Scopus 와 CSAB 에 대한 소개, 그 활동 범위와 기능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FAQ 는 학술지명 요건부터 저널의 발행 목적과 범위 혹은 정책과 관련된 질문과 답변을 포함하고 

있으며, 저널 편집인들의 역할 정립에 도움을 주고자 편집인의 역할에 대한 내용도 다루고 있습니다. 

‘편집인의 역할’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FAQ 를 가이드라인 및 참고자료의 목적으로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질문에 대한 답변을 가급적 

간결하게 설명하기 위해 노력했지만, 본 문서에 기술된 역할과 책임은 저널에 따라 다르게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는 저널 편집인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나, 저널에 대한 책임과 관련하여 출판사가 

전반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측면에서 필요에 따라 출판사에게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본 문서 내용, 

활용에 대한 여러분의 피드백을 환영합니다. 편집인과 출판사에 필요한 추가적인 질문이 있다면 

‘FAQ’라는 제목으로 STEP 팀(titlesuggestion@scopus.com )에 이메일을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본 FAQ 의 목적에 따라 Scopus 저널 등재 선정 기준을 아래의 2 단계로 구분했습니다.  

 
 

1. 사전 제출 및 자체 평가 

2. Scopus 학술지 등재 심사 

a. 제출절차 

b. CSAB 심사 결정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content
https://www.elsevier.com/__data/assets/pdf_file/0005/95117/SC_FAQ-Role-of-an-Editor-22092014.pdf
mailto:titlesuggestion@sco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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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단계: 사전 제출 및 자체 평가(Pre-Submission and self-evaluation) 
 

 

1. Scopus 등재 심사신청 자격요건 

 

등재를 원하는 저널은 아래의 모든 최소 요건 혹은 적격 기준을 충족시켜야 합니다. 다음 기준에 

미달할 경우, 등재심사를 위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 최소 요건: 

① 동료 연구자의 심사평가 

② 학술지의 정기적인 발행(국제 ISSN 센터에 등록된 ISSN 번호를 가지고 있음) 

③ 전세계 저자들이 논문을 읽을 수 있도록(로마자 표기법에 따른 참고문헌, 영문 초록, 

타이틀이 작성되어 있어야 함) 

④ 출판윤리 및 윤리위반 관련규정 제시 

⑤ Scopus 등재 심사 전 최소 2 년간 출판 (2 단계 평가). 

 
 

2. 동료 연구자의 심사평가를 받은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 

 

학술지 발간에 있어 동료 연구자의 심사는 특정 연구분야 종사자들이 발간한 학술지에 투고된 논문의 

수준을 평가하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투고된 논문이 저널에 수록되기에 적합한지 여부를 평가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엄격하고 투명한 동료평가(Peer review)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 논문 제출 시스템을 통해 저자가 학술지 편집인에게 제출한 논문은 해당분야 전문가들에게 

전달됩니다. 심사자들은 저자와 동일한 학술 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므로, 동료 연구자들로 

간주됩니다(“동료 연구자의 심사(peer-review)”).  

• 동료 연구자들은 제출된 논문의 수준을 공정하고 신중하게 심사하며, 이 과정에서 자체 평가기준을 

적용하기도 합니다.  

• 동료 연구자들은 연구 방법 및 절차의 유효성 검증을 비롯하여 제출된 논문 관련 제반사항을 

평가합니다. 여기에는 비윤리적인 연구 관행이나 표절여부 확인도 포함됩니다. 

• 동료 연구자들은 심사 후 해당 논문을 수정하여 다시 제출하도록 요구하거나, 혹은 여러 가지 

사유로 거절을 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 편집인은 동료 연구자들의 제언을 바탕으로 해당 논문 수록 

승인 혹은 거절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elsevier.com/en-gb/reviewers/what-

is-peer-review 
 

 

3. Peer review 유형 

 

Peer review 유형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 편집자의 peer review: 1 인 혹은 2 인의 주 편집자(들)이 각 호에 수록되기 위해 제출된 모든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content/content-policy-and-selection
https://www.elsevier.com/en-gb/reviewers/what-is-peer-review
https://www.elsevier.com/en-gb/reviewers/what-is-peer-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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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을 심사/선정 

• Open peer review: 동료 심사자와 저자가 서로에 대해 인지하고 있으며, 각 호에 수록될 전체 

논문 심사를 위해 최소 3 인 이상의 동료 심사자가 참여 

• Single-blind peer-review: 심사자들은 저자에 대해 알고 있으나, 저자는 심사자들을 알지 못하는 

경우, 각 호에 수록될 전체 논문 심사를 위해 최소 3 인 이상의 동료 심사자가 참여 

• Double-blind peer-review: 심사자와 저자 모두 서로에 대해 알지 못함. 각 호에 수록될 전체 

논문 심사를 위해 최소 2 인의 심사자가 참여하며, 대부분의 경우 피드백을 위해 2 인 이상의 동료 

연구자들이 심사에 참여 

 

이 외에도 (논문 초안) 발표 후 동료 연구자들의 심사가 수행되는 post-publication peer review 가 

있습니다.  Post-publication peer-review 은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4. Scopus 학술지 등재의 의미 

 

심사를 통해 Scopus 에 등재된 학술지는 다음과 같은 혜택을 얻게 됩니다. 

 

• 국제적 가시성 획득 

• 전세계 연구자들과의 협력기회 증가 

• 전세계 연구자들의 저널에 대한 접근성 향상으로 추가적인 논문 인용 가능성 증가  

• 전문 주제분야에서 보다 폭넓게 학계에 기여 
 

 

5. 학술지의 Scopus 인용 여부 확인의 중요성  

 

Scopus 인용 여부 분석을 통해 해당 저널이 Scopus 에 등재될 경우 후속연구, 논문에 미치게 될 인용 

영향력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해당 분야의 저널에 수록된 논문이 등재신청을 하는 저널을 

인용하는 것은 Scopus 학술지 심사과정에 고려요소가 되며, 저자에게는 자신의 연구가 동종 분야의 

다른 연구자들에게 작용하는 영향을 알 수 있는 지표가 됩니다.  

 

 

6. 영문 초록의 필요성 

 

영어는 국제적인 연구 공동체, 즉 Scopus 이용자들에게 주로 통용되는 공용어입니다. 따라서, Scopus 

(학술지명, 초록, 키워드 등)에 포함된 모든 기록물은 영어로 작성되어야 합니다. Scopus 의 색인, 

정보수집 및 문헌 처리 또한 영어로 진행됩니다. 

 

영문 학술지명, 초록, 키워드가 있는 경우, Scopus 에 등재된 학술지 전문은 다른 언어로 작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Scopus 에 등재된 논문 본문은 40 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7. 수록된 모든 논문이 영어로만 작성되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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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언급한 것처럼, 초록은 반드시 영문으로 작성되어야 하나 Scopus 에서 검색되는 학술지 전문은 

기타 언어 즉, 한국어로도 작성될 수 있습니다. 현재 Scopus 에 등재된 저널에 수록된 논문들은 약 

40 개 언어로 작성되어 있습니다. 저널 대부분이 영문 홈페이지를 볼 수 있도록 번역도구를 지원하거나 

논문 일부를 영어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부 저자 논문의 영문본을 수록하거나 영문으로 논문을 

출간하여 전세계 연구자들의 접근성을 개선하고, 논의와 협력을 촉진시키고 있습니다.   

 

 

8. 출판윤리 및 윤리위반 관련 규정 

 

출판윤리 및 윤리위반 관련 규정은 출판물 및 학술지와 관련하여 출판사가 준수해야 할 행동강령과 

윤리실천을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해당 규정에는 출판윤리협회(COPE) 원칙을 바탕으로 편집인, 편집팀 및 학술지 심사위원의 모든 

논문/저자들에 대한 동등한 대우, 비밀유지, 부정행위, 독창성/표절 및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취해야 

하는 조치, 저작권 규정, 공시, 이해상충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COPE 의 학술지 발간에 대한 투명성 및 모범사례 원칙은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9. 해당 학술지가 Scopus 등재 논문으로부터 피인용 되었음을 편집위원회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Scopus 는 논문 참고문헌에 대한 전체 리스트를 등재하고 있습니다. Scopus 미 등재 논문의 경우 

참고문헌에서 해당 학술지명을 검색하여 피인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REFSRCTITLE( ).*을 이용, 상세검색을 통해 참고문헌에 포함된 학술지 학술지명을 검색합니다. 

다음으로 “참고문헌 보기(View References)”를 선택하고, SRCTITLE() 메뉴로 해당 학술지명을 

참고문헌으로 활용한 경우만을 정렬시킵니다. 인용 논문 리스트와 총 인용횟수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당 결과가 실제 학술지명 인용이 맞는지 확인합니다.  

 

http://publicationethics.org/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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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방법으로 인용 수준을 대략적으로 파악할 수 있지만 반드시 정확하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이는 텍스트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경우에만 해당하며, 학술지 약어를 다르게 표기한 경우, 타이핑 오류 

및 불완전 데이터로 인해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학술지명에 해당하는 단어를 신중히 

선택하여 검색 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최적의 결과가 도출될 때까지 검색어를 변경하여 

검색하시기 바랍니다.   
 

 

 

10. 학술지 주 편집인 선정 기준 

 

주 편집인(들)은 (편집인 역할을 수행하지 않은 채) 단순히 저널 및 저널의 웹페이지에 이름만이 올라와 

있거나, 주 편집인 업무를 임시로 담당하는 형태가 아니라 학술지 발간과 운영에 직접 참여해야 합니다. 

주 편집인(혹은 일부 학술지의 경우 편집장(Editor in Chief))은 학술지의 전반적인 수준을 향상시키는 

데에 적극적인 관심을 지닌 연구자를 선정할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주 편집인은 때로 저널 이슈에 

편집인의 글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이 같은 정보는 Scopus CSAB 심사위원들의 심사 내용에 

포함됩니다. 

 

 

11. 프로시딩 (proceedings)의 Scopus 제출 적정성 여부 

 

컨퍼런스 프로시딩은 연속간행물로 Scopus 학술지 등재선정 최소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Scopus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에 해당하는 프로시딩은 다른 학술지들과 동일한 심사를 거치게 

됩니다.  

 

12. 오픈 액세스 저널의 Scopus 등재 심사 제출 가능 여부 

 

Scopus 학술지 등재선정 최소기준을 충족시키는 학술지는 해당 학술지에 활용된 비즈니스 모델과 

관계없이 등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오픈 엑세스 저널 역시 등재신청을 할 수 있으며, Scopus 에는 현재 2,800 개 이상의 오픈 엑세스 

저널이 색인되어 있습니다.  

 

13. 편집인을 위한 추가 정보 제공 

 

다음 사이트들은 편집인을 위한 추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 Elsevier Editors’ home page: www.elsevier.com/editors 학술지 발행, 정책, 이니셔티브 관련 

최신 업데이트, 동료 연구자들의 유용한 팁 제공 

• Elsevier Editors' update: https://www.elsevier.com/connect/editors-update. 

편집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학술지 발행, 정책, 이니셔티브 관련 정보 제공 및 동료 편집인들과 

공유 

• Elsevier Journal editors’ library: https://www.elsevier.com/editors/editors-webcasts. 

편집인들을 위한 온라인 리소스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content/content-policy-and-selection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content/content-policy-and-selection
http://www.elsevier.com/editors
https://www.elsevier.com/connect/editors-update
https://www.elsevier.com/editors/editors-webcasts
https://www.elsevier.com/editors/editors-webcasts
https://www.elsevier.com/editors/editors-webcas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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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lsevier Policies and Ethics: https://www.elsevier.com/en-gb/authors/journal- 

authors/policies-and-ethics. 학술지 발행, 출판윤리를 위한 온라인 리소스 

• Elsevier Publishing Ethics Resource Kit (PERK):  http://www.elsevier.com/editors/perk. 

학술지 편집인들의 출판윤리 관련 문제 해결 지원을 위한 온라인 리소스 

PERK 는 Elsevier 저널 편집인들을 대상으로 작성되었으나 공개 사이트로 모든 편집인의 접근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위에 제시된 Elsevier 사이트 외에도 많은 연구관련 출판사들이 편집인들을 

위한 흥미로운 리소스를 제공 

•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  

출판윤리협회(COPE)는 출판윤리 관련 모든 제반사항을 논의하기 위한 peer reviewed journal 

편집인/출판사 포럼으로, 편집인들을 위한 연구/출판 관련 위반사항 처리 방법 및 학술지 

편집인의 모범사례 가이드라인, COPE 위원 선정을 원하는 학술지 및 출판사들을 위한 새로운 

지침 제공 

 

 

 

14. CiteScore, 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 (SNIP), SCImago Journal Rank 

(SJR) 

 

CiteScore, SNIP, SJR 는 인용을 기준으로 학술지의 영향력을 측정하는 지수들입니다. Scopus 의 

저널 영향력 평가는 다음과 같은 특성을 지니고 있습니다. 

 

• 투명하게 평가되며, Scopus 에 등재된 모든 학술지를 대상으로 산출  

• 검증된 출판물의 통계분석원칙을 기반으로 작성 

• 매년 업데이트 

• 지수 조작 가능성 제거 

• 인용행태 및 데이터베이스 범위 수정 가능(SNIP/SJR) 

• 저널 성과에 대한 다면적인 평가 제공 

• 주제분류와 별도로 저널 직접 비교 가능(SNIP/SJR) 

• https://www.scopus.com/sources 에 무료로 공개되어 있으며, Scopus.com 에 서 확인할 수 

있음.  

 

① CiteScore: 

 

✓ CiteScore 는 연속적으로 발행되는 

학술지의 인용 영향력을 간략하게 

측정하는 방법으로, 학술지는(년간 

1 권 이상)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출판물을 의미합니다. 

✓ CiteScore 는 지난 4 년간 해당 

저널에 발표된 문헌이 받은 인용 

수를 논문 수로 나누어 한편당 평균 

인용 횟수를 산출합니다.  여기서 학술지가 발행된 한 해는 온라인 게시가 아닌 인쇄 저널의 

https://www.elsevier.com/en-gb/authors/journal-authors/policies-and-ethics
https://www.elsevier.com/en-gb/authors/journal-authors/policies-and-ethics
http://www.elsevier.com/editors/perk
http://publicationethics.org/
https://www.scopus.com/sources
https://journalmetrics.scopus.com/index.php/Faq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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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 CiteScore 2020 지수의 산출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② 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 (SNIP): 

✓ SNIP 는 주제분야에서 인용된 총 횟수를 기준으로 영향력을 평가합니다. 단일 인용의 

영향력은 인용빈도가 적은 주제 분야에서 더욱 높게 평가되며, 반대의 경우도 성립됩니다.  

✓ SNIP 는 출판물 당 저널의 영향력과 해당 주제 분야에서의 인용 잠재력간 비율로 정의됩니다. 

따라서, 주제분야별 해당 저널의 영향력을 평가할 수 있으며, 주제에 더욱 접근한 정보를 

제공하여 해당 분야의 인용행태에 따른 저널의 영향력을 보다 명확하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③ SCImago Journal Rank (SJR): 

✓ SJR 은 모든 인용이 동등하게 평가될 수 없다는 전제하에 학술지의 명성을 분석한 지수입니다. 

SJR 에 따르면 저널의 주제분야와 수준, 명성은 인용 가치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해당 

저널의 파급효과와도 연관성을 지니게 됩니다.  

✓ 인용 영향력은 해당 저널에 해당하는 모든 인용에 따라 결정됩니다. SJR 은 규모와 관련 없는 

지표로 ‘논문 당 평균 명성’으로 저널의 순위를 매기고 과학 심사 과정에서 저널 비교를 위해 

활용될 수 있습니다. 

✓ 지수 산출에 대한 자세한 정보와 모든 저널 영향력 산출과 관련된 공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www.journalmetrics.scopus.com 

 

15. 인용이란? 

 

• Scopus 영향력 평가에서 인용은 일반적으로 저널에 게재된 저자의 논문이 관련분야의 다른 저널 

논문에서 인용되는 경우를 의미합니다. 인용 횟수가 높다는 것은 다른 연구자들로부터 해당 연구가 

높이 평가를 받고 있음을 뜻하므로 저자들에게 인용은 중요한 의미를 지닙니다. 

• 또한 특정 저널에 복수의 논문 인용이 있는 경우 해당 저널의 심사과정에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된 저널의 인용은 이미 해당 저널이 가치 있는 논문과 기타 자료를 

수록하고 있음을 동 분야 연구자들이 인식했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16. h-지수(h-index)란? 

 

• UCSD 물리학자인 Jorge E. Hirsch 가 제안한 h-지수는 연구 성과를 정량적, 정성적으로 측정하는 

지수로 연구의 상대적인 수준을 파악하는 도구입니다. h-지수는 연구자의 양적인 연구 성과와 

연구자가 학계에 미치는 모든 인용 영향력을 측정합니다.  

• 즉, 인용된 논문들의 피인용수를 기반으로 측정되며, 대체로 연구자의 연구성과 산출에 이용되나, 

기관이나 국가 혹은 학술지의 성과 측정을 위해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 h-지수에서 X 는 Np 편이 논문당 최소 X 번 이상 피인용 되었으며, 다른 논문(Np - X)의 피인용은 

각 편당 최대 X 번임을 의미합니다. 

 

17. 국내/지역 학술지  

 

• 국내 혹은 지역(아시아, 유럽, 아프리카등) 학술지는 그 목적과 규모가 특정 지역이나 국가의 

http://www.journalmetrics.scopu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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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에 제한된 경우를 뜻합니다. 이러한 학술지의 저자들과 독자층 및 편집위원회는 대체로 동일한 

지역이나 국가의 저자들로 구성되며, 대부분 해당 국가의 언어로 출간됩니다. 따라서 독자층 역시 

해당 국가 국민이나 지역민, 혹은 해당 언어를 이해할 수 있는 국제 연구자들로 제한됩니다.  

• 연관성이 높은 주제를 다룬 논문이 발표된 경우, 해당 학술지는 어떠한 지역이나 국가가 지닌 

시각을 반영하여 국제 학술지에 비해 상대적인 우위를 보일 수도 있습니다. 지역의 시각이 담긴 

높은 수준의 학술지는 포괄적인 연구 공동체에 상당한 학술적인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18. 기관 학술지 

 

• 대다수 세계 학술기관들은 자체 학술지를 발행하는 출판 조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학술지는 주로 해당 기관에서 출판되었거나 기관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의 연구성과를 수록하는 

일종의 저장소로 작용합니다.  

• 해당 저널은 “기관 학술지(institutional journals)”로 분류됩니다. Scopus CSAB 는 이러한 저널이 

해당 지역의 역사·정치적 목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기관 연구자들이 성과를 

발표하도록 고무시키고 있음을 인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연구 성과 보급이 지역에 한정되어 

포괄적인 요구사항을 충족시키지 못하고,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포함되기 위한 요건이 미비한 

경우가 있습니다.      

• 일부 학술 연구기관은 발행인의 역할을 확대하여 국제 학계의 참여를 받는 등 학술지의 지정학적인 

지평을 확대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몇 학술지들은 이러한 비즈니스 모델의 가치를 인지하기 

시작하면서, 노력을 거듭한 끝에 유수의 출판 기관으로 발전하기도 했습니다.   

 

19. 국제 학술지 

 

• 국제 학술지는 특정 주제분야에서 보다 폭넓은 국제 과학계의 목적과 범위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지역과 국가의 저자와 독자들, 편집위원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일부 저널은 국제 

대표성 강화를 위해 국제자문위원회 (international Advisory Board)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 국제 학술지는 그 내용 역시 이와 같은 목적과 범주에 부합하고, 세계적인 학계의 관심사를 다루고 

있어야 합니다. 주. 여기서 해당 학술지명에 “국제”라는 단어가 포함되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국제 

학술지를 의미하지 않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0. 학술지 등재 심사를 신청하기 전 편집인이 검토해야 할 사항 

 

해당 저널이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는지 확인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부분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Scopus 등재심사를 위한 제출 전 다음 항목을 검토해야 합니다.   

 

• 동료 연구자의 심사평가(peer-reviewed content) 

• 국제 ISSN 센터에 등록된 ISSN 번호를 가지고 있음 

• 영문 초록 및 영문 학술지명으로 발행 

• 인용된 참고문헌의 로마자 표기 

• 출판윤리 및 윤리위반 관련규정 제시 

출판윤리에 관한 자세한 정보는 다음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and the Elsevier Ethics in Research & Publication program: 

http://publicationethi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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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journals.elsevier.com/neuroscience-and-biobehavioral- 

reviews/policies/ethics-in-research-publication-program 

• 학술지명은 독창적이고 서술적이어야 하며, 다른 저널이 이미 사용한 학술지명은 사용할 수 

없습니다. 이는 편집위원회와 출판사가 해결해야 할 중요한 문제로 간주되며, 학술지명 및 ISSN 

번호 변경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널 학술지명이 동일한 경우 저자들에게 혼돈을 일으켜 다른 

저널에 논문을 제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출판윤리 측면에서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 최소 2 년의 발행 기간. 발행기간이 단기간인 경우 심사가 거절될 수 있습니다. 

• PDF 포맷으로 미리보기 문서 업로드가 가능한 3 호 이상의 최신 발행본이나 목차를 갖춘 9 개 

논문을 준비합니다. 

• 해당 저널의 주 편집인 결정. 주 편집인은 동료 연구진의 심사 과정 및 전반적인 저널관리를 

담당하는 편집인을 의미합니다. 주 편집인이 1 인 이상인 경우, 최대 3 인의 주 편집인을 지명할 

수 있습니다.  

• 주 편집인(들)의 경력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온라인 URL. 이력서/경력기술서, 소속기관이나 개인 

홈페이지, 연구 신임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 현/이전 활동 단체 및 활동내역, 수상내역 등이 

포함되어 있어야 합니다. 

• Scopus 저널 등재심사 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Scopus CSAB 가이드라인을 이용하여 

자체평가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2 단계: Scopus 학술지 심사 절차 

 

1. CSAB 및 CSAB 구성원 소개? 

 

• Scopus 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 (CSAB)는 여러 주제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국제적인 연구자, 편집인들로 구성됩니다.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CSAB 는 Scopus 에 등재심사를 

신청한 저널을 검토 및 심사합니다.  

• 아시아, 유럽등의 몇 개 국가에서는 각 국가별 Scopus 저널 선정위원회인 ECSAC 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 CSAB 는 각 주제분야를 대표하는 14 인의 Subject Chair 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CSAB 는 Scopus 

활용방법과 이용자와 관련성이 높은 콘텐츠를 파악하고, 개선사항을 논의하기 위해 Scopus 팀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CSAB 의 제안은 주요 콘텐츠와 신규 콘텐츠 요청의 우선순위 결정 등 

Scopus 의 전반적인 운영방향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칩니다. 이를 통해 Scopus 는 국제적이고 

연구계와 연관성을 유지하며, 무엇보다 높은 수준의 콘텐츠를 보장하고 있습니다. 

• CSAB 는 다음과 같은 주요 심사기준을 활용하여 Scopus 에 등재심사를 요청한 저널을 검토합니다. 

 

2. Scopus 학술지 심사 절차를 위한 저널 제출 방법 

 

• 먼저 해당 Scopus 심사를 위한 적격성을 갖추었는지 여부를 확인합니다. 1 단계 “사전 제출”에 

제시된 질문을 활용하여 적격성 여부 확인에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copus 등재신청을 원하는 모든 저널은 반드시 온라인 등재심사 신청서를 통해 관련 정보를 

입력하고 논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시 심사 대상 저널이 모든 최소 자격요건을 충족시키고 

있음을 보장하는 “확인” 버튼을 클릭해야 합니다. 

https://www.journals.elsevier.com/neuroscience-and-biobehavioral-reviews/policies/ethics-in-research-publication-program
https://www.journals.elsevier.com/neuroscience-and-biobehavioral-reviews/policies/ethics-in-research-publication-program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content/content-policy-and-selection
http://www.elsevier.com/online-tools/scopus/content-overview#content-policy-and-selection
http://suggestor.step.scopus.com/index.c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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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청서 작성 완료 후 저널에 대한 세부정보를 제출해야 합니다. 목록에 있는 모든 질문에 반드시 

답해야 하며, 제출완료를 위해 샘플 논문을 업로드 합니다. 모든 절차가 완료되면 등재심사 신청이 

완료되어 심사 절차에 들어간다는 확인 메일이 자동으로 발신됩니다.   

• 확인 메일은 해당 저널의 제출이 완료되어 심사를 받게 된다는 의미이며, Scopus 등재를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3. Scopus 등재심사 신청 후 회신까지 걸리는 기간 

 

• Scopus 등재심사 신청 후 즉시 접수 완료 및 심사를 통보하는 메일이 송부됩니다. 그러나 등재 

결정이 내려지기까지 심사절차와 CSAB 의 검토를 거쳐야 하므로 Scopus 등재를 반드시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접수된 저널 수에 따라 심사 완료까지는 6-24 개월이 소요됩니다.  

 

4. Scopus 등재 신청 후 진행 과정 

 

• 등재 신청된 저널은 Scopus 심사를 위한 적격 여부를 확인 받게 됩니다. 해당 단계에서 심사가 

거절된 경우는 근거(들)과 함께 신청인에게 전달됩니다. 

• Scopus 심사 적격 판정을 받은 저널의 모든 제출 정보는 Scopus 학술지 심사팀(Scopus Title 

Evaluation team)에 의해 해당 파일에 추가됩니다. 필요한 경우 해당 저널에 대한 정보를 제공 

혹은 수정하기 위해 출판사에게 “출판사 정보 양식(Publisher Information Form)”을 작성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 모든 정보 제출과 등재심사 신청이 완료되면(모든 절차가 완료되었음을 의미), 해당 저널은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Scopus CSAB 의 관련 분야 Subject Chair 에게 전달되어 Scopus 저널 

등재 선정 기준에 따라 심사를 받게 됩니다.  

 

5. Scopus CSAB 심사에서 중점적으로 다루는 항목들 

 

Scopus CSAB 의 주제별 전문가들은 정성적/정량적 측정방법을 모두 활용하여 타이틀을 심사합니다. 

심사과정에서 활용되는 선정기준은 정책, 편집, 저널 평판, 정규성, 접근성의 다섯 가지 그룹으로 

분류됩니다.  

 

• 정책(Journal Policy) 

① 편집정책 및 방향 

② 동료평가 제도 

③ 편집인의 다양성 

④ 저자의 다양성 

 

• 편집(Quality of Content) 

① 학문 기여도 

② 초록 상태 

③ 학술지 수준 및 목적 부합 정도 

④ 이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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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널 평판(Journal Standing) 

① 학술지 인용도 

② 편집인 인용도 

 

• 정규성(Regularity) 

① 정시 발행 

 

• 접근성(Online Availability) 

① 온라인 접근성 

② 영문 홈페이지 

③ 홈페이지 상태 

 

6. Scopus 등재심사 절차 및 제출된 저널의 심사 현황 관련 정보 

 

• Scopus 등재심사 절차 및 선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Scopus Title Evaluating Tracking 

(https://suggestor.step.scopus.com/progressTracker/index.cfm?trackingID=)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Scopus 학술지 선정이나 제출한 저널의 심사현황에 대한 문의는 STEP 팀으로 

(titlesuggestion@scopus.com)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 학술지명의 중요성      

 

• 학술지명은 향후 저자들뿐만 아니라 연구와 관련하여 주요 연구자료를 검색하기 위해 Scopus 및 

다른 데이터베이스를 활용하는 연구인들에게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술지는 국제적 지위를 

반영하며, 학술지명을 통해 편집위원들이 다양하게 세계적으로 분포하고 있음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또한 저널의 목적과 수준에 명확하게 부합하여, 수록 내용을 예측할 수 있습니다. 

학술지명에 대한 문의는 편집인을 위한 FAQ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예시: 프랑스 정보학회지 등 학술지명에 국가명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저널이 프랑스 

정보학에 집중하고 있으며, 수록된 논문들이 (일부) 프랑스어로 작성되었거나 국제 정보학을 

다루고 있으나 프랑스어로 기술되어 있다고 가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차이는 해당 저널의 

목적과 범위에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습니다.  

• 신규 저널 발행 시 적합한 학술지명을 선정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타 학술지 및 운영중인 

데이터베이스와 혼동되지 않도록 유사 학술지명의 저널이 있는지를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 

일부 편집인 및 편집위원회의 입장에서 타 학술지와 학술지명이 유사할 경우, 동 분야에서 이미 

논문 발행 경험이 있는 저자들의 접근이나 잠재적인 명성을 바라는 측면에서 유리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출판윤리 측면에서는 피해야 합니다 (다음의 COPE 투명성 지침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8. 학술지명에 ‘국제’가 명명되는 경우 기대효과 

 

• 일부 학술지는 학술지명에 ‘국제’라는 단어를 부적절하게 잘못 사용하고 있습니다. 학술지명에 

https://suggestor.step.scopus.com/progressTracker/index.cfm?trackingID=
mailto:titlesuggestion@scopus.com
https://www.elsevier.com/__data/assets/pdf_file/0005/95117/SC_FAQ-Role-of-an-Editor-22092014.pdf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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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는 경우, 해당 저널의 내용과 편집위원단 및/혹은 자문단, 범위와 

철학이 국제적이라고 기대됩니다. 이는 편집위원 중 1~2 인이 해당 저널의 모국어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은 다른 국가 출신임을 뜻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국제’라는 단어를 학술지명에 

사용한다면, 모든 측면에서 국제성을 지니고 있음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합니다.  

• 이러한 저널은 저널 운영 및 정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국제 편집위원들을 반드시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저널의 특정 역할을 수행하도록 지명된 사람들로부터 반드시 해당 저널과 

관련하여 자신들의 이름이 사용하도록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국제 자문 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Board), 국제 협의회(International Council) 등 국제적인 면모에 부합하는 모델이 

존재할 수 있으며, 주 편집위원에 국제 위원이 포함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편집인 혹은 

편집장 및 분야별 편집인명과 수행 역할을 반드시 명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 또한 국제 학술지는 반드시 국제성을 지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하며, 혹은 적어도 국제적인 

면모를 획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입증해야 합니다. 이는 독자층이 국내에 국한되어 있지 

않으며, 학술지 내용 측면에도 반영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9. 심사 절차에서 웹사이트 정보의 중요성 

 

• 우리가 Digital, 5G 시대에 살고 있으며, 웹이 주요 소통 수단으로 자리잡았다는 측면에서 저널 

발행 및 내용과 관련된 모든 정보는 해당 콘텐츠의 수준을 반영해야 합니다. 

• Scopus CSAB 는 등재심사 과정에서 등재 여부 결정을 위한 평가과정에서 주로 해당 저널의 

웹사이트를 방문하게 됩니다.   

• 심사위원들이 심사 대상 저널의 모든 측면에서 해당 웹사이트에서 원하는 정보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Scopus 등재를 위한 저널 수준을 평가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또한 해당 웹사이트와 

저널이 명확하게 제시되고, 출판사의 마케팅이나 홍보 자료와 분리되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학술지를 발행하는 대학의 경우 저널 홈페이지가 아닌 해당 대학의 메인 사이트에 게재하는 경우를 

예로 들 수 있습니다.  

 

 

10 웹사이트에 수록되어야 하는 정보   

 

저널 웹사이트는 다음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 편집장/편집위원, 편집위원회 조직구조 및 위원명 및/혹은 국제 자문위원회(International 

Advisory Board) 위원 관련 정보 

• 논문 제출 절차 및 기준을 설명하는 저자들을 위한 가이드라인 

• 동료 연구자의 심사평가 절차 관련 정보  

• 출판 윤리규정. 윤리위반이 의심되는 경우 편집인 혹은 편집위원회가 취하는 조치를 명확하게 

제시 

• 오픈 엑세스 기준 및 비용에 관한 명확한 정보(해당하는 경우) 

• 저널에 수록된 논문 전문에 접근할 수 있는 방법 설명 

• 저널 출판사의 역할/조직 관련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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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자의 입장에서 저널 웹사이트가 접근하기 쉽고, 해당 저널의 전문 학술지로 지니는 위상을 

확인하도록 시각적인 측면을 고려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CSAB 심사위원들은 심사 과정에서 

독자들과 마찬가지로 심사 신청 이후 업데이트 된 정보를 중심으로 저널 웹사이트에 접속하게 됩니다.  

 

11. 저널 웹사이트 업데이트의 중요성 

 

• 저널 웹사이트가 최신 정보를 수록하도록 업데이트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이는 해당 저널의 

발전과 지속가능성을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명확하게 보여주는 지표가 되기 때문입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수록 논문 편수가 줄어들거나 발행호간 주기가 벌어질 경우, 해당 저널이 유지를 위해 

충분한 논문을 받고 있는지(발행 부수)에 대해 의문이 제기됩니다.   

• 웹사이트의 모든 링크가 정상적으로 연결되고, 주어진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최신 정보를 

수록하고 있음을 보장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편집인들은 편집위원들과 출판사 연락처 등 모든 

관련 정보가 잘못된 정보를 제공하지 않도록 정확한지 확인해야 합니다.  

 

학술지 출간 관련 투명성과 모범관행에 대한 COPE 원칙은 다음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12. 저널 정보가 대학 학부나 학회에 속해 있는 경우 출판사의 역할 

 

• 저널이 학회나 기관을 대표하여 출판되는 경우 가급적 출판사가 자체 웹사이트나 홈페이지를 

운영할 것을 권고합니다. 이는 해당 정보와 내용에 쉽게 접근할 수 있고 향후 저자와 독자, Scopus 

CSAB 심사위원들에게 분리된 별도의 발행물로 간주되기 위해 필요한 조치입니다. 

•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저널을 발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학부가 유사 학술지명으로 저널을 

발행하고, 해당 대학에서 발행하는 저널이 1 개 이상인 경우, 그리고 해당 웹사이트에서 제공하는 

정보가 다소 일관된 경우라면 저널을 차별화하는 출판사의 역할은 중요합니다.    

• 지리적으로 밀접한 지역에 위치한 대학들이 유사 학술지명으로 동일 주제에 대한 저널을 발행하고 

동일한 종류의 논문을 두고 경쟁을 벌이는 경우 혼돈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소규모 학회라면 회원제로 운영되므로, 논문 저자들을 확보한 방법을 명확히 제시하여 해당 저널에 

투고된 논문 편수를 장기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유지하는 것이 Scopus 등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등재되는 데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13. 영문 홈페이지 운영의 중요성 

 

• 해당 문제는 저널의 목표와 수준, 그리고 해당 저널이 특정 언어 구술/기술이 가능한 저자들 만을 

대상으로 하는지 여부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현재는 영어가 연구 성과 발표에 있어 국제 사회에서 

통용되는 가장 보편적인 언어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전세계 연구 공동체에서 학술지 논문과 

콘텐츠의 장기적인 접근성이라는 측면이 고려되어야 합니다.   

• 웹사이트 번역은 국제적으로 다국간 협력과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첫걸음입니다. 궁극적으로 해당 

논문과 저널의 피인용을 더욱 강화시킨다는 목적을 지니고 있습니다.   

• 대부분의 비영어권 저널들은 전통적으로 저널 웹사이트와 주요 정보를 영어로 자동 번역하는 ‘선택’ 

버튼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해당 논문의 번역본을 제공한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Scopus 등재를 위해 제출된 모든 저널들은 반드시 영문 학술지명과 초록을 보유하고 있어야 

합니다.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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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과 저널의 피인용수를 증가시키기 위해서는 연구자들의 연구/학술 기여를 위해 저자들의 

접근성을 최대치로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점에서 자국의 언어 외에 적어도 논문 일부를 영문으로 

제공하는 저널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은 주지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행보는 독려되어야 하며, 

이는 주제분야에서 국제적 지명도가 있는 저자들에게 특히 중요합니다. 영어로 접근이 

불가능하다면 국제적인 명성을 얻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CSAB 등재 심사 결정 

 

 

1. Scopus CSAB 의 주요 결정사항들  

 

Scopus 타이틀 심사 절차에서 CSAB 심사위원들은 해당 저널의 Scopus 등재(승인) 혹은 탈락(거절 

혹은 보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CSAB Subject Chair 가 최종 결정을 내리며 해당 결정에 대한 

심사위원들의 의견이 함께 전달됩니다. 등재 신청이 거절된 경우 재심사를 위한 최종 제출일(재심사 

신청일)이 통보됩니다. 

 

 

2. 재심사 신청일의 의미 

 

등재 신청이 거절된 경우, 해당 저널이 다시 등재 심사를 신청하기까지 조건부 유예기간이 지정됩니다. 

해당 기간은 1 년, 18 개월, 2 년, 3 년, 5 년이 될 수 있습니다. 

 

 

3. Scopus CSAB 가 등재 재심사 신청 유예기간을 결정하는 근거 

 

• 신청 유예기간은 1 년, 18 개월, 2 년, 3 년, 5 년이 될 수 있으며 이는 심사위원들이 해당 저널이 

심사관련 피드백을 반영하여 개선될 때까지 소요된다고 간주하는 기간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 심사위원들의 피드백은 대체로 긍정적인 내용과 개선사항을 포함하여 전체적인 평가를 포함하고 

있으며, Scopus 등재 심사의 주요 평가 분야와 일관되게 작성됩니다.   

 

 

4. Scopus 데이터베이스 등재 유지기간 

 

• 등재가 결정된 저널은 선정된 연도부터 등재됩니다. 발행 년도 3 년 이내에 등재된 저널들은 발행 

첫해부터 등재됩니다. 저널 아카이브 전체를 디지털 포맷으로 제공할 수 있는 경우, 해당 출판사는 

저널의 질적 우수성에 따라 지난 호까지 추가하도록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 등재 선정된 저널은 Scopus 데이터베이스에 등재가 유지됩니다. 그러나 등재 저널의 성과를 

평가한 후 기준에 미달한 저널들은 등재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Scopus 는 등재된 저널을 

재심사하여 등재를 취소할 수 있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저널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리를 위반한 

사례가 발각된 저널은 등재가 취소되며,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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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copus 데이터베이스 수록 후 저널 수준을 유지하기 위한 편집인과 출판사의 역할 

 

• 편집인들은 정기적으로 편집위원들과 소통하고, 저자/심사위원들의 정보를 업데이트 해야 하며, 

이들의 활동내역을 알리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출판사는 Scopus 에 등재된 편집인 및 저널을 

지원하여 커뮤니케이션 네트워크를 유지하고 폭넓은 연구 공동체에게 알리도록 저널 웹사이트와 

저널의 홍보를 적극적으로 해야 합니다.  

• 논문/저널의 피인용수가 증가하면 해당 저널의 명성 뿐만 아니라 그 목표와 수준, 향후 발전방향 

수립에 있어서도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 Scopus 의 모든 등재신청 기준을 준수해야 하지만 저널의 독자층과 저자들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확대시키는 것이 보다 중요합니다. 편집인들은 저널의 수준을 유지함과 동시에 연구 

공동체 속에서 저널 콘텐츠를 지속적으로 성장시키고 접근 가능하도록 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합니다.  

• Scopus 에 새로운 이슈가 제대로 등재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Scopus 의 재심사 기준에 따라 해당 

학술지가 그 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부족한 점은 없는지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또 저널의 영향력 

지수 산출 기준에 따라 지수를 산출하는 등의 예측 및 영향력 지수를 모니터링 해야 합니다.  

 

 

6. Scopus 등재 후 저널 콘텐츠 품질 저하로 인한 등재취소 여부 

 

• Scopus CSAB 는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된 모든 저널과 발행물의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등재된 저널이 영구적으로 등재 유지되는 것은 아닙니다. 따라서 출판사, 편집인 

및 편집위원(들)은 해당 저널이 Scopus 등재를 유지하고, 국제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될 가치를 

지니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 출판사는 항상 출판윤리규정을 준수하고, 편집팀과 저자들이 논문 수와 수준을 일정하게 

유지하도록 하여 저널의 명성을 관리해야 합니다. 이는 Scopus 데이터베이스 등재를 유지하기 

위한 선결 조건입니다.  

 

 

7. 신규 저널 창간을 준비하는 출판사에게 Scopus 등재를 위한 조언과 지침 

 

학술지의 Scopus 등재를 원하는 출판사나 편집인들은 Scopus 정보 사이트와 CSAB 가 작성한 

참고문서 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본 FAQ 내용과 저널 편집인의 역할과 관련된 부분 또한 유용한 

팁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정 및 탈락 

 

 

 1. Scopus 등재심사 결정 과정 

 

• Scopus 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Content Selection & Advisory Board (CSAB)와 공동으로 

http://www.elsevier.com/online-tools/scopus
https://www.elsevier.com/__data/assets/pdf_file/0004/95116/general_introduction_csa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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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한 자체 선정기준과 보다 폭넓게 학술단체의 연구 필요성을 감안하여 Scopus 등재할 만한 

저널인지 여부를 심사합니다.  

• 편집 독립성을 유지하는 CSAB 의 주제별 전문가들은 Scopus 심사기준 에 따라 개별 학술지를 

심사하며, 해당 저널의 Scopus 등재 여부를 결정합니다.  

 

 

2. 저널 타이틀의 Scopus 등재 신청이 거절된 경우 

 

심사결정은 최종적이며, 심사결과는 통보된 유예기간이 경과하여 재심사 신청이 가능할 때까지 

번복되지 않습니다.  

CSAB 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므로, Scopus 팀은 CSAB 의 결정 내용을 기각하거나 변경할 수 없습니다.  

 

 

3. 저널 출판사의 심사결과에 대한 이의 제기 가능 여부 

 

• 심사결정에 대한 이의제기는 대부분 출판사와 Scopus 팀의 논의를 통해 조정되며, 이 과정에서 

Scopus 팀은 필요한 경우 CSAB 심사위원들의 자문을 구하게 됩니다.  

• 해당 결정에 대해 여전히 이의가 제기되는 경우, 이의 제기 절차가 진행됩니다. 이는 (심사에 있어 

정확한 기준으로 평가되었는지, 혹은 등재 탈락 사유가 제대로 출판사 측에 전달되었는지 등) 심사 

절차가 공정하게 수행되었는지 만을 다루며, 심사 내용은 포함시키지 않고 있습니다.  

• 이의제기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저널 출판사는 정확하게 수행되지 않았다고 간주하는 심사 결과 

및 이유를 신중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심사 절차는 심사 결과가 아니라는 점을 주지하고 

있어야 합니다.  

• 출판사는 다음 주소(titlesuggestion@scopus.com)로 Scopus 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이는 대체로 등재 탈락 통보 메일 수신 후 6 주 내에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 제기는 독립적으로 운영되는 심사 담당자(Appeals Officer)에게 전달되어 심의된 후, 해당 

이의의 정당성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 제기된 내용이 유효하다고 판정된 경우, CSAB 심사위원들은 해당 심사 절차와 심사 결정을 

제고하도록 요청받습니다. 그러나 이의가 유효한 것으로 판정되었다고 해서, CSAB 의 최종 결정이 

반드시 번복되는 것은 아닙니다.   

 

등재심사 절차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다면, STEP 에게 (titlesuggestion@scopus.com)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작성자: Karen Holland (CSAB Subject Chair), Derrick Duncombe, Elizabeth Dyas and Wim 

Meester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how-scopus-works/content/scopus-content-selection-and-advisory-board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how-scopus-works/content/content-policy-and-selection#journal_selection_criteria
https://www.elsevier.com/solutions/scopus/how-scopus-works/content/content-policy-and-selection#journal_selection_criteria
mailto:titlesuggestion@scopus.com
mailto:titlesuggestion@scopus.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