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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06
2007

위원장

강창율

부위원장

현황 및 주요 추진 사항

최인홍 (국내)
이종길 (SCIE)

-년4회 발행 (년20편 내외)
-국문 및 영문 논문
-KCI 등재후보지
-KCI 등재요건 분석, SCIE 등재요건 분석
-영문 논문만 게재하기로 결정 (2007. 11)

2008
2009
2010

최인홍

김경제 (국내)
이종길 (SCIE)

-영문 논문만 게재 (2009 ~)
-년6회 발행 (2009 ~)
-KCI 등재학술지 (2009 ~)
-PMC 등재 신청 (2009.09.09; 9권 1-3호 파일 송부)
-PMC 등재 확정 이메일 수신 (2010.01.28)

2011

김경제

최은영 (국내)
정두현 (SCIE)

-SCIE 등재요건 분석 및 준비
-년50편 돌파

2012

김경제

최은영 (국내)
어성국 (SCIE)

-Scopus 등재요건 분석 및 준비
-Info for Authors, reference 양식 등 수정, 보완

이종길

김경제, 어성국, -Executive editor 영입: 임선아 (2013.08 ~)
강재승, 신의철, -SCIE 등재 신청: 웹사이트/이메일 (2013.09.09)
이기영
-평가착수 확인 이메일 수신 (2013.09.10)

이종길

김경제, 어성국, -Scopus 등재 신청 (2014.01.03)
신의철, 이기영 -SCIE 심사상황 문의 웹/이메일 (2014.11.11)
최은영
-심사 중이니, 기다리라는 답신 (2014.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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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도

2015

2016

위원장

부위원장

현황 및 주요 추진 사항

이종길

-연구윤리 및 출판 윤리 수정/보완
[Scopus 등재심사위 지적 사항; 2015. 05]
김경제, 어성국, 신의철,
-Scopus 등재 심사상황 문의 (2015.07.09)
이기영, 최은영, Chang
-SCIE 등재 당위성 자료 송부 (2015.11.06)
Hwan Kim, Jung-Hyun
[대한면역학회 소개, 학술지 소개, IF 1.469;
Park, Woong-Kyung
인용 현황 표, PMC retrieval 통계 자료, 편집
Suh, Kiyoshi Takeda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사진, 연락처, 연구 분
야, 연구업적 및 활동 자료 등 첨부]

이종길

김경제, 어성국, 신의철,
이기영, 최은영, Chang
Hwan Kim, Jung-Hyun
Park, Woong-Kyung
Suh, Kiyoshi Takeda,
김수현, 유제욱, 이승우,
장선영, 정연석, 정용우,
Philip Bufler, Xindong
Liu, Katsuyuki Takeda,
Yongliang Zhang

-SCIE 등재 당위성 자료 이메일 및 우편 송부
(2016.03.21)
[IF 1.762; 인용 현황 표, PMC retrieval 통계
자료, 편집부위원장 추가 자료 등]
-한국연구재단 최우수등재지 선정
(2016.08.01)
-Scopus 등재 확정 이메일 수신 (2016.08.09)
-학술지 홈페이지 개선 및 메뉴 추가, Aims &
Scope, Info for Authors 등 수정 보완, 논문
투고 및 심사 시스템 상의 각종 letters 수정

년도

2017

위원장

부위원장

김경제, 어성국, 신의철, 이기영,
최은영, Chang Hwan Kim,
Jung-Hyun Park, WoongKyung Suh, Kiyoshi Takeda,
김수현, 유제욱, 이승우, 장선영,
이종길
정연석, 정용우, Philip Bufler,
Xindong Liu, Katsuyuki Takeda,
Yongliang Zhang, Deok-Soo
Son

현황 및 주요 추진 사항
-SCIE 등재 당위성 자료 송부
(2017.03.02) [IF 2.543; 인용 현황 표,
Scopus 2016 등재, 부위원장 추가 등]
-과총 학술지국제화지원금(2,350만원)
-온라인 전문 출판체제 도입 (8월호부터;
로고 및 layout, 참고문헌 양식 등 변경,
그림 재작업 서비스 시작; 출판사 변경)
-SCIE 등재 확정 이메일 수신
(2017.09.09)
-현재, 논문 투고/심사시스템 변경 중

THE EVALUATION PROCESS FOR SCIE, SSCI AND AHCI
 PUBLISHING STANDARDS
Peer Review; Acknowledgements; Ethical Publishing Practices; Publishing Format
(XML, PDF); Timeliness (3 consecutive issues); International Editorial Conventions
(informative journal titles, complete bibliographic information for references, etc)
 EDITORIAL CONTENT
If the content of a journal under evaluation will enrich the database or if the topic is
already adequately addressed in existing coverage, ------.
→ Aims & Scope: Immune Network publishes novel findings in basic and clinical
immunology and aims to provide a medium through which researchers in various
fields of immunology can share and connect. Research that provides integrated
insights into translational immunology is given preference for publication.


INTERNATIONAL FOCUS
International diversity among the journal’s contributing authors, editors, and editorial
advisory board members.
→ 외국 저자의 review 논문 유치 (20%<; Foreign speakers in KAI Annual Meeting &
AKIA members); 외국인 deputy editors 및 associate editors 영입

 CITATION ANALYSIS
Self-citation rates are also taken into consideration. 2/15 or 13%.

The evaluation criteria for coverage in ESCI
•
•
•
•

Peer review
Ethical publishing practices
Electronic format
Recommendation or request for coverage by Web of Science users

- Timeliness is not considered as formal a criterion in the evaluation of ESCI journals
- Many journals that are under evaluation for SCIE, SSCI or AHCI are considered first
for coverage in ESCI
- An official Journal Impact Factor will not be published for journals covered in ESCI

SOME GUIDELINES FOR ELECTRONIC JOURNALS

https://clarivate.com/essays/journal-selection-process/

Attachment-1

Why Immune Network should be SCI-listed
1. About the Journal
2. Aims and Scope
3. Journal information
4. Immune Network is an open access journal
5. Citation of articles in Immune Network is rapidly increasing
6. Immune Network was recently selected to be included in Scopus
7. The Korean contribution to immunology is increasing conspicuously,
with no SCI(E) immunology journal in Korea
8. Editors and Editorial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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