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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형순 회장과 윤철희 출판윤리위원장,
2019 CSE 학술대회 참석

지난 5월 4-7일, 과편협 김형순 회장과 윤철희 출판윤리위원장은 미국 Columbus에서 열린 2019년 Council of Science Editor (CSE)의 학술대회와
정기총회에 참석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The Spirit of Scientific Publishing: Inclusion, Identity, Technology, and Beyond”라는 주제로 세계 20개국에서
약 400명의 편집인 및 출판인이 참석하여 이틀은 단기 코스가, 이틀은 두 개의 기조 강연과 여덟 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이번 학술대회의 포스
터 논문에 “Factors on citation impact of publications in engineering, materials science, and medical journals, by Hyunju Jang, Ki Woo Chun, Hyungsun
Kim” 논문을 김회장이 발표하였다. 이후 동서양의 학회 총회 비교(김형순 회장), CSE 참관기(윤철희 위원장)가 Science Editing에 게재될 예정이다.

▲ 2019 CSE Annual Meeting, 왼쪽부터 김형순 회장,
Amy McPherson (American Journal of Botany), 윤철희 출판윤리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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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김형순 회장, Scopus의 Subject Chairs 2019 회의 참석

지난 5월 22-24일, 과편협 김형순 회장은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제20회 Scopus Subject Chairs 회의에 한국저널선정위원회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사진 1). 현재 Scopus는 한국을 비롯해서, 태국, 러시아, 중국의 4개국에 지역위원회를 두고 Scopus 등재를 위한 학술지 평가 1, 2차 심사를 하고 있
다. 이번 회의에서는 특히 연속 간행물 도서의 평가 방법, 기존의 출판윤리 기준에 “학술 출판에서 투명성 원칙과 처리기준”의 적용범위, 학술대
회와 출판윤리 등에 대해서 심도 있게 논의하였다.

▲ SC Board Meeting, 2019년 5월 베를린

과편협 회의 개최
날짜

회의명

2019. 4. 4

2019-1차 임원회의

2019. 4. 9

2019-1차 원고편집위원회의

2019. 6. 3

2019-2차 정보관리위원회의

2019. 6. 7

2019-2차 임원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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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회원동정 / 회원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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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동정

<단체회원 등재 소식>

<신임 편집위원장>

• 대한내분비학회 『Endocrinology and Metabolism』 MEDLINE 등재

• 김재헌(국민대),

• 한국부식방식학회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ESCI 등재

Corrosion Science and Technology,
2019년 1월 1일~2020년 12월 31일
• 노현수(경상대),
Mycobiology, 2019년 1월 1일~

<단체회원 예정 행사 소식>
• 한국현미경학회, 제26회 투과전자현미경(TEM) 워크숍

• 정준모(인하대),

한국해양공학회지, 2019년 3월 1일~

일시 및 장소: 2019년 7월 16-19일,
KAIST (대전) 내 나노종합기술원 1층 금강산 홀

• 한국진공학회, 제57회 하계정기학술대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12-14일, 대명 비발디파크(강원도 홍천)

• 한국부식방식학회, 2019년도 부식, 방식 강습회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21-23일, 서울지역

•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제22회 생화학분자생물학회 연수강좌
일시 및 장소: 2019년 8월 23일,
가톨릭대학교 서울성모병원 성의회관 마리아홀

• 대한지질공학회, 12th ARC of IAEG
일시 및 장소: 2019년 9월 23-27일, 제주 부영호텔 & 리조트

신규 회원
• 단체회원 보건분야 1종이 새로이 과편협 회원으로 등록되었습니다.

*단체회원
분야

보건

학술지명

Journal of Wound Management and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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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별회원 20기관

2019년도 과편협 연간일정

7월

7/12-13
한국원고편집인자격증
소지자 워크숍(양평
현대블룸비스타)

8월

9월

10월

10/1, 8, 15, 22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11월

8/20
Science Editing
Vol 6. No. 2 발행

9/3, 10, 17, 24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11/16
제4회 한국원고편집인
자격증 시험

8/23
출판윤리 워크숍

9/6
편집인 워크숍
(대구 경북대)

11/22
출판윤리 워크숍

9/30
뉴스레터 31호 발행

11/29
편집인 워크숍

12월

12/31
뉴스레터 32호 발행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www.kcse.org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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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은 과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 관련 규정을 협의하여 학술지의 질적
향상과 과학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구성한 협의체입니다.
본 협의회는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출판윤리 관련 사안 심의, 편집 관련 최신 정보 제공 등 국내 편집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
을 주기 위하여 고심하고 있습니다. 가입을 원하시는 단체는 아래 양식을 작성하여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회원에게는 아래와 같은 혜택을 드립니다.
- 편집인 교육 프로그램 수강료 50% 할인
- 과편협 발행 교육 책자 구입 시 정가의 50% 할인
가입을 원하시는 학술지 편집인은 신청서를 작성하여 보내주세요. 가입 신청서 양식은 과편협 홈페이지(www.kcse.org)의
‘Membership > Join’ 메뉴에서 내려 받을 수 있습니다. 문의사항에 대해서는 과편협 사무국으로 연락주시면 안내해 드리겠습
니다.

사무장 윤 지 수

전화: 02-3420-1390

E-mail: kcse@kcse.org

주소: 06130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7길 22 (한국과학기술회관 신관 2층)

『과편협 뉴스레터』는 회원님께 다양한 소식을 전해드리고자 합니다.
『과편협 뉴스레터』를 통해 알리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아래의 양식에 기재하여 이메일(kcse@kcse.org)로 보내주세요.
『과편협 뉴스레터』는 3, 6, 9, 12월 말일 발행됩니다.
회원동정 양식
• 기관 (학회)명:
• 내용: (5줄 이내로 작성해주세요.)
• 기타: 사진, 링크 등 첨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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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참 관 기

2019년 과편협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 참관기
참
관
이혜원 |

1. 참가 계기

한국한의학연구원 책임연구원

2. 교육 내용

우리나라 연구기관의 연구자로 약 15년 이상 근무하면서 연구자

제 4회 ‘과편협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은 2019년 3월 5일부터 4

에게 필요한 역량은 전공 분야에 대한 과학기술적인 전문성도 있지

월 23일까지 8회에 걸쳐 진행되었고 대다수의 참가자들은 현재 학

만, 도출된 연구 성과를 공유하고 여러 사람들과 커뮤니케이션하기

술지 출판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었다. 교육과정은 manu-

위해서는 매우 다양한 학술정보 리터러시(literacy)를 함양하여 활

script editor (ME) 역할, 과학 논문의 종류, 학술지의 구성 요소, 문헌

용성을 증대시켜야 했다. 해당 전공 분야의 과학기술적 전문지식은

검색 도구 및 방법, 참고문헌 관리 프로그램 사용법, 참고문헌의 스

대학원 또는 관련 학회의 학술대회 등에서 습득할 수 있으나, 국내/

타일, 과학 논문의 Table과 Figure 이해, 투고규정의 이해, 학술지 편

외 연구진들의 학술적 소통을 직접적으로 연계하고 있는 학술지

집지침, 원고교정 방법 및 실습, 학술지 출간과 관련된 논문의 저자,

발간과 관련된 체계적인 정보와 인문학적 정보는 쉽게 얻기 어려워

편집위원회, 출판사 간의 소통법, 학술지 평가기준 등 다양한 내용

이를 검색하던 중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과편협)’에서

으로 진행되었다. 연구논문의 원고를 작성하여 투고한 경험이 있는

시행하고 있는 ‘과편협 원고편집인 기초교육과정’을 알게 되었다.

연구자라면 투고한 논문의 표현방법이나 형식에 대한 수정사항이

필자는 과학기술 연구 현장에 근무하면서 관련된 학술지에 논

이해가 가지 않았던 경험이 누구에게나 있을 것이다. 원고 작성자

문을 투고하거나 심사(peer review)에 참여하고 있으면서도 원고 편

의 관점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던 이러한 수정사항들에 대해, 이번

집 및 발간과 관련한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들과 소통할 기회는

교육을 통해 수정방법도 배우게 되었고 원고 작성 시점부터 유의하

많지 않았다. 연구자와 편집인 모두의 피, 땀, 눈물이 어린 노고로

여 작성할 수 있는 지식도 습득하게 되었다. 특히, 원고 작성 시 부주

학술지가 발간되고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 성과가 다차원적으로 활

의하게 되는 단위 표기, 구두점, 부호 등의 사용, 각 학회지별로 표기

용되어야 빛을 발할 수 있다. 원고 작성의 첫 시작을 담당하는 연구

형식이 다른 참고문헌의 스타일, 연구결과를 도식화하여 표현하는

자가 원고 편집 및 출간과 관련된 규정이나 업무 내용을 이해하고

Table과 Figure의 가독성 향상 표기법, 학술지의 편집지침 숙지 등의

배려할 수 있다면, 시간적, 물리적, 감정적 요소들이 간소화되어 업

의미와 중요성을 파악하게 되었다. 마지막 교육에서는 최근 이슈가

무적으로는 연구자, 학술지, 출판사 모두 위상 제고가 가능하고 개

되고 있는 가짜 국제학술단체가 주최하는 학술지, 일명 가짜 학술

인적으로는 워라밸(work-life balance)을 이룰 수 있으리라 생각되었

지(pseudo-journal),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 부실 학술지

기에 디지털 학술정보를 포함한 다양한 정보를 획득하고 활용하기

등의 피해 사례를 통해 출판윤리에 관한 원칙들도 인지하게 되어

위해 교육에 참석하게 되었다.

향후 연구 업무에 유용할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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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느낀 점

참

높은 양질의 연구논문은 연구사업 수주와 평가를 위한 수단으로

연구논문을 작성하는 모든 연구자들은 원고를 효율적으로 작성

필수 불가결한 항목이 되었다. 연구논문은 많은 독자들에게 인용

하기를 바라고, 학회지에 투고한 논문의 수정사항이 많지 않기를

되어 해당 기술의 발전을 도모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논문의 원고

바라며, 심사를 담당할 때는 학회지의 투고규정에 따라 작성된 참

작성 시점부터 가독성 향상을 위하여 교정과 편집도 매우 중요한

신하고 유용한 결과의 원고를 기대할 것이다. 이번 교육을 통하여

방점이 될 수 있다. 국내 과학 학술지들도 국제적 학술지로 발돋움

논문의 원고 작성부터 출판 과정까지 학술지 발간의 전체적인 과정

하기 위하여 원고 편집에 대한 지대한 관심을 보이고 있고, 더불어

을 습득할 수 있었다. 논문 작성의 기본적인 역량을 공고하게 다지

원고편집인의 활동이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 과학기

는 기회가 되어 매우 뿌듯함을 느끼며, 연구자와 편집자 간의 사랑

술 현장에서 진행되고 있는 논문 작성 교육은 원고 작성에 필요한

의 오작교를 건넌 듯하다. 또한, 각 과정별로 수행되는 업무의 절차

영문법 교육에 기반을 두고 있다.

관

와 내용,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로 늘어만 가는 점검항목과 애로사

개인적으로는 연구논문 작성 시에 겪게 되는 의문사항이나 어려

기

항들에 대하여 현장에서 근무하는 편집자분들의 진솔한 내용을

움들을 해소할 수 있는 소중한 시간이었으며, 다양하고 방대한 교

들을 수 있어, 연구자(또는 저자)와 편집자 모두의 관점을 이해하고

육내용을 모두 기억하여 논문 작성에 적용하기는 어렵겠지만, 원고

자 하는 감수성이 배양되는 기회가 되었다. 본 교육을 통하여 연구

작성자와 편집자 모두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작성할 수 있도록 노력

자 간의 소통만 알고 지내던 필자로 하여금 학술지를 편집하고 운

하게 될 것이고 함께 하는 연구자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도 있을 것

영에 기여하시는 분들의 관점을 공유함과 동시에 노고에 대하여 깨

으로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과학기술 학술정보 리터러시 함양을 통

닫는 기회가 되었다.

해 과학기술 사업 종사자들의 커뮤니케이션 능력 개발과 국내 과학
기술 학술환경의 발전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개최해 주시는

4. 맺음말

과편협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

현재 국내 대학 및 연구기관의 연구자들에게 영향력지수(IF)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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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과편협 학술지 편집 실무 워크숍 참관기
참
관
박혜인 |

대한비뇨의학회

지난 2019년 3월 7일(목), 국립중앙도서관 국제회의장에서 개최

두 번째 강의로, 국립중앙도서관 온라인 자료 납본과 전자저널

된 학술지 편집 실무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이번 워크숍은 한국과

아카이브에 대한 소개가 있었다. 온라인 자료 납본 방법에는 온라

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과편협)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동 주최로

인 파일 업로드, 저장매체 송부, 인터넷 상 위치(URL 등) 통지 등의

개최되었으며, 2018년 9월 학술지 담당자를 위한 편집인 워크숍에

방법이 있으며, 학술지의 발행 편수, 빈도 등에 따라 편리한 방법을

이어 올해 두 번째로 개최되었다. 전년도 워크숍에 참석하여 학회,

이용하면 되겠다. 국립중앙도서관은 digital archiving을 통해 납본

출판사 등에서 참석한 편집 담당 실무자들을 만나 서로의 정보를

자료를 영구적으로 장기 보존하며, 지속적인 가치를 실천하고 있다.

공유할 수 있는 뜻깊은 시간을 가졌기에, 올해 개최된 워크숍에 더
세 번째로 영문 e-mail 작성법에 대한 교육이 있었다. 국제학술지

욱 기대감을 갖고 참석하게 되었다.

의 경우, 해외 저자와 e-mail로 교신을 해야 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
첫 번째로 학술지 저자의 역할 및 국제 저자기호에 관한 강의가

한다. 물론 문법 실력도 중요하지만, 업무를 담당하며 느낀 가장 중

있었다. 연구 및 논문 작성에 있어 저자의 역할, 저자됨(authorship)

요한 점은 격식 있고 명확하게 내용을 작성하는 것이었는데, 이번

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 저자의 종류로는 책임저자(교신저자, cor-

강의를 통해 세부적인 작성 tip에 대해 배울 수 있었다. 예를 들어 e-

responding author), 제1저자(fist author), 공저자(co-author) 등이 있으

mail의 서두에 수신인을 적을 때, 가장 격식 있는 표현은 ‘Dear Pro-

며, 학술지의 정책에 따라 공동 교신저자나 공동 제1저자 허용 기준

fessor Smith: ‘라고 이름을 적지 않고 성만 쓰는 것이다. 수신인의 정

이 다르다. 저자의 순서 또한 중요하다. 주로 기여도에 따라 저자의

확한 직함을 모를 경우에는 ‘Dr.’를 쓰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성인 경

순서를 배열하여 제1저자가 논문에 가장 많이 기여한 사람이 되며,

우 ‘Mrs.’보다는 ‘Ms.’로 써야 한다. 공식적인 e-mail의 경우 메일의 얼

저자 순서는 저자들 간의 협의가 필요하다. 투고 후 저자 추가, 삭제

굴이 되는 서두에 상대방을 격식 있게 지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

및 순서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는데, 이러한 경우 모

다고 생각한다. 돋움체나 맑은 고딕체 같은 한글 폰트의 경우 해외

든 저자와 논의하고 수락을 받은 후에 편집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에서 폰트가 깨져서 보이지 않는 경우도 있기에, Times New Roman

야 한다. 가급적 투고 시에 저자 순서와 저자의 영문명에 대해 교신

과 같은 영문 폰트로 변환하여 작성하는 것을 권장한다. 또한 직접

저자로부터 명확히 확인을 받는 것을 권장한다. 저자 식별 기호로

적으로 부탁하는 표현을 쓰기 보다는 ‘I would appreciate if you~’와

는 ORCID, ISNI, Researcher id, Scopus Author Identifier 등이 있다. 동

같이 부드럽게 요청을 하는 것이 좋으며, 메일의 말미는 Sincerely

명이인이나 동일한 약어를 지닌 저자가 많기 때문에, 최근에는 논

yours와 같이 마무리하는 것이 좋다.
앞서 배운 영문 e-mail 작성법을 토대로 실제 e-mail 내용에서 오

문에 저자의 고유 식별 기호를 함께 표기하고 있는 학술지가 많아
지고 있다.

류를 찾아내 올바르게 고치는 연습시간이 있었다. 평소에 당연하게
9

기

쓰던 표현들도 좀 더 격식 있게 표현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어 실무

과 함께 성실함과 협동심 또한 편집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덕목이

에 도움이 되는 유익한 시간이었다.

라고 생각한다.
이와 같은 편집 실무자의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참

마지막으로 편집 관련 자격증과 교육과정에 관한 소개가 있었다.

하고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았다. 논문을 많이 보고 접하며 경험

국내에는 과편협 원고편집인 자격증 제도가 있으며, 2016년에 시행

과 실력을 쌓아 나가는 것이 중요하며, 관련 분야의 국내외 저널을

되어 현재까지 총 67명의 자격증 소지자가 배출되었다. 자격증 시험

많이 찾아보며 출판 스타일과 웹사이트 구성 등을 분석해 본다면

을 통해 원고편집인의 실력을 검증받을 수 있으며, 편집 업무 종사

학술지 발전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또한 과

자는 자격증 준비를 통해 관련 지식을 함양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편협과 같이 전문 기관에서 개최되는 교육 및 워크숍 수강을 통해

될 것이라고 생각한다.

편집에 대한 전문 지식을 익히고 관련 분야 관계자들 과의 교류를

관
기

넓히는 것도 실무에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강의가 끝나고 편집 실무자가 갖추어야 할 역량에 대해 조별 토

조금만 심사가 늦어져도, 조금만 회신이 늦어져도 출판 기한에

론을 가졌다. 편집 실무자는 학회 편집 직원, 회사의 레이아웃 편집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편집 실무진들은 항상 시간

인, 원고편집인 등 다양한 분야의 실무 전문가를 뜻한다. 각 학회나

에 쫓기면서 업무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다. 작년과 올해 편집 실무

회사에는 편집 관련 업무지침이 있으며, 그에 따라 실무를 진행하

자 워크숍을 참석하면서 느낀 점은 다들 각자의 자리에서 성실히

고 있다. 학술지 출판에 있어 정시성이 매우 중요하며 오류를 최대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과편협 워크숍을 통해 여러 기

한 줄이기 위해 많은 전문가들이 노력하고 있기 때문에, 편집에 있

관에서 같은 업무를 하는 직원들이 모여 실무에 있어 어려운 점을

어 가장 중요시되는 업무 지침은 빠르고 정확한 출판이라고 생각

공유하며, 나아가 더 나은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배울 수 있어 매

한다.

우 뜻깊고 알찬 자리가 되었다. 비록 우리는 학술지 출판의 전면에

논문이 투고되고 심사를 거쳐 학술지가 발행되기까지는 많은 절

이름을 내세울 수는 없지만,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최선의 노력

차와 시간과 인력이 투입된다. 따라서 편집 실무자는 원고 편집에

을 다해 훌륭한 결과물에 기여할 수 있다면, 학술지를 빛나게 하는

관한 지식, 출판 흐름에 대한 지식, 국내외 저자 및 심사자와의 com-

숨은 주인공이 될 수 있을 것이다.

munication skill이 필요하다. 업무 전체를 총괄할 수 있는 주인의식

10

News Letter

제30호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제주) 참관기
참
관
이상욱 |

한국물리학회 Current Applied Physics 편집이사, 이화여대 물리학과

2019년 3월 21, 22일 제주대학교 아라컨벤션홀에서 진행된 한국

주기와 공전의 장반경과의 관계와 같은 규칙을 도출해서 과학의 진

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편집인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필자가 속

보를 이루었다는 점에서 데이터 공유의 개념에 부합하는 좋은 예가

해 있는 한국물리학회는 ‘Current Applied Physics (CAP)’와 함께

될 수 있다고 느꼈다.

SCI 저널인 ‘Journal of the Korean Physics Society (JKPS)’, SCOUPS

데이터 공유는 500년 전의 과학적 활동에서 예를 찾을 만큼 어

등재지인 ‘새물리(New Physics)’등 세 개의 국제학술지가 있으며, 홍

찌 보면 과학자에게는 익숙한 일인데, 왜 지금에 와서 data sharing

보잡지인 ‘물리학’과 ‘첨단기술’을 포함하면 총 4개의 저널을 편찬하

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는 것일까? 하는 의문을 가지고 발표를 듣게

고 있다. 물리학회의 CAP 편집이사를 시작한 첫해에 참석하는 첫

되었다. 빅데이터와 같이 많은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와서 어떤 것이

번째 편집인 워크숍이라 어떤 내용을 담아가서 물리학회 다른 편집

의미 있는 데이터인지 어떤 것이 왜곡된 데이터인지 정리하는 것도

이사진들에게 전할 수 있을지 기대하며 워크숍에 참석하였다.

어려운 일인 것 같은데, 이를 넘어서 누군가에 의해 잘 정리된 데이

21일 목요일은 오후 동안 ‘편집인 기초/data sharing’ 주제의 세션

터 자체를 다른 사람이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많은 사람이

이 동시에 진행되었고, 22일 금요일 오전에는 ‘출판 윤리/데이터베이

고민을 하는 듯하였다. 특히 생물학이나 의학 연구를 위한 임상 데

스’ 주제의 세션이 진행되었다. 편집인 워크숍에 처음 참석하게 되어

이터는 많은 환자를 추적 조사하여 오랫동안 노력을 들여 얻어낸

네 가지 주제 모두 새롭고 배울 수 있는 것이 많을 것 같았지만 프로

결과물이므로, 데이터의 소유, 활용, 가치평가 등에 대해 과학자들

그램 일정상 선택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21일에는 data sharing

의 공감대를 형성하려는 시도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세션, 22일에는 출판 윤리 세션에 참석하였다.

그런데 이것이 통제가 될까 하는 의문도 함께 들었다. 다른 사람

‘Data sharing’이란 단어만 듣고는 저널의 편집자 또는 주필 등이

이 찍은 영상이나 사진을 마치 자기의 것인 양 블로그나 소셜 네트

서로 저자 및 출판에 관한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느껴졌다. 개인

워크에 게재하거나, 잘못된 정보를 마치 진리인 양 인터넷을 통해

정보 활용 동의와 같은 느낌이라고 할까? 아무런 사전 지식이나 정

공유하는 현재 상황은 이제 더는 통제가 불가능할 것처럼 느껴진

보 없이 data sharing의 개념에 대한 발표를 듣고 나서, 내가 생각하

다. 과학자들이 스스로 자정 능력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지

던 것과는 전혀 다른 뜻이란 것을 깨닫고 집중해서 배워보려고 노

금보다 훨씬 더 많은 데이터가 세상에 나오게 될 때, 과학자들이 이

력하였다. 데이터 공유의 예로서 튀코 브라헤(Tycho Brahe)의 천체

런 데이터들을 사용하여 주장하는 결과들을 모두 통제하고 관리

관측 데이터를 케플러(Johannes Kepler)가 물리적인 법칙으로 끌어

할 수 있을까? 나에게 많은 의문과 질문들을 만들게 하는 주제였다.

낸 점을 들었다. 케플러는 브라헤의 조수였으니 관측 데이터를 쉽

학술지 편집이사로서는 data sharing에 대한 저널의 방침을 저널

게 얻을 수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긴 하지만, 측정 또는 통계 데이터

에 명기하는 것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고 있는 것에 관심을 가지지

를 (이 경우는 한 사람에게만)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행성의 공전

않을 수 없었다. Data sharing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고 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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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물리학이나 수학과 같은 영역의 학문에서는 계산의 결과나 실

들이 impact factor라는 무기로 주도하고 있는 학술지 출판의 경향이

험의 결과가 누가 봐도 명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생의학 분야에서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수집, 정리된 데이터를 공유하고자 하는 이러한 논의에 대해 고민할

논문 작성에서 저자 결정에 대한 이슈 또한 중요한 문제이다. 실

필요가 상대적으로 적은 것 같다. 생의학과 같이 데이터 공유를 중

제로 나도 몇 년 전 우리의 연구 결과를 타인이 저자 순서나 기여에

요하게 생각하는 특정 분야 이외의 학문 분야의 경우, 저널 편집인

대한 허락 없이 도용하여 논문을 투고한 문제로 해당 저널에 도움

들에게조차도 이러한 내용이 잘 공유되고 있지 않은 시점에서 모든

을 요청한 적이 있다. 저널의 편집이사가 되어 이와 같은 문제를 바

저널에 일괄적으로 데이터 공유에 관한 방침을 만들고 시행하도록

라보니 저널의 편집인은 편집 업무에서 윤리적인 문제 없이 프로세

하며 학술지 평가에도 반영하겠다고 계획하는 것은 다른 학문 분야

스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할 뿐, 실제로 저널이나 편집인이 저자의

의 연구자들을 배려하지 않는다는 인상을 줄 수 있을 것이다. 과편

자격이나 기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나 자격은 없는 것 같다. 결

관

협 워크숍이 이런 고민과 생각을 여러 학문 분야의 편집인들과 나누

국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윤리에 대한 깊은 지식과 공감대가 잘 형

기

는 좋은 기회가 된다고 생각하지만, 특히 이 문제에 관해서는 이번과

성되어 있음을 기대하는 수밖에 없는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같은 소규모의 지역 워크숍보다는 많은 사람이 함께 모일 수 있는 자

연구자들이 연구에 대한 고민 이외의 다른 문제로 힘들어하는 경

리에서 공유할 수 있어야겠다는 생각도 함께 들었다.

우가 많은 요즘이다.

참

금요일 오전 출판 윤리 세션에는 학술지에 글을 쓰는 사람들이

마지막으로 동료 심사(peer review)에 대한 논의도 진행하였다. 전

가져야 할 기본적 윤리에 대한 내용이 주로 다루어졌다. 연구자라

문가 심사는 현재 우리가 생각하기에 가장 합리적인 논문 심사 방

면 이미 많은 부분을 알고 공감하는 내용이겠으나, 한국연구재단

식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지금까지 이 방식으로 심사가 진행되고

과 현직 과학 기자를 연사로 모셔서 연구자가 아닌 과학계에 종사

있지만, 사실 윤리적인 문제를 포함한 많은 부작용과 문제를 가지

하는 분들의 현장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신선하게

고 있다. 편집인의 입장에서는 전문가 심사가 공정하고 투명하게 관

다가왔다. 발표에는 최근 논란이 된 ‘와셋(WASET)’ 등의 가짜 학술

리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중요한데, 이것이 과연 가능한 것인

대회, 가짜 학술지에 대한 내용도 함께 다루고 있었는데, 두 연사의

지에 대한 의문이 있다. 신뢰하고 맡기는 것과 신경을 쓰지 않는 것,

발표를 통해 이러한 최근의 논란들에 대해 연구비를 관리하는 기

신경과 에너지를 쓰면서 감시하는 것의 문제인 것 같다.

관에서의 입장, 그리고 대중들이 바라보는 입장을 함께 알 수 있어

처음 참석한 편집인 워크숍에서 새로운 이슈들에 접할 수 있었

서 큰 도움이 되었다.

고, 특히 우리 분야가 아닌 다른 연구 분야 사람들이 어떤 것을 고민

저널을 출판하는 출판인, 편집인의 입장에서 출판윤리 이슈를 정

하는지 엿볼 수 있는 계기가 되었다. 또한 데이터 공유, 연구 윤리와

리하는 발표도 인상적이었다. 특히 출판 비용, 이용 권한 등 여러 가

관련하여 많은 것을 다시 생각해 보는 시간이 되었다. 이번에 워크

지 면에서 기존의 논문 저작권을 저널에 양도하는 방식과 비교하여

숍에 참석하면서 과편협 편집인 워크숍의 대상이 의학 및 생명과학

설명함으로써, 대형 저널 출판사에서 진행하고 있는 open access 문

에 많이 집중된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다. 과편협에서 다른 학문 분

제를 어떤 식으로 바라볼 수 있을지에 대해 고민을 할 수 있게 되었

야를 배려해서 조금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어 주면 좋겠다는 생

다. Open access를 선택할 경우 논문이 게재될 가능성이 좀 더 높아

각이 들기도 하면서, 한편으로 다른 학문 분야 학술지 편집인들도

질 수 있다고 저자가 기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과연 올바른 것인지,

이 모임에 적극적으로 참석해서 그들의 의견을 잘 표현할 수 있으면

편집인의 입장해서 고민해 보아야 할 문제로 생각된다. 대형 출판사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함께 가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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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결핵및호흡기학회 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 편집위원, 울산의대 서울아산병원

전공의 때 첫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지도 15년의 세월이 흘렀다.

흔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런 것을 도입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술지는 나의 아이디어를 알리는 통로이자, 다른 동료 의학자들의

고 느꼈다. 그 외에 저널을 홍보하고 좋은 논문을 수집하려는 다양

성과를 알고, 나의 다음 연구를 계획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한 노력에 대해서도 알게 되었다.

이는 중요한 소통 통로이기 때문에 학생 시절부터 학술지의 내용을

학회의 투명성 및 연구 윤리에 대한 내용은 종종 들어왔고 대내외

이해하고 발표하는 법을 익히게 된다. 필자도 그렇게 훈련받고 교육

적으로 많은 교육도 받아왔지만, 전반적으로 다시 정리하는 면에서

을 받았지만, 학술지가 어떻게 태어나고 성장하며 때로는 쇠퇴하는

유익했다. 편집인을 위한 영어의 사용은 실용적인 팁을 설명해주어

지에 대해 관심이 적었다. 간행위원을 시작하면서 공부가 필요하다

서 향후 활용 가치가 높은 강의였다. 이를테면, 강조할 부분의 배치,

고 생각하여 다녀오게 된 이번 워크숍은, 학술지를 이해하고 간행

비판을 부드럽게 표현하는 방법, 영문 편지의 시작과 끝맺음 인사

위원 활동에 필요한 지식을 배양하는 데에 많은 도움이 되었다.

등은 매우 유용했다. 그간 다른 사람들의 편지들을 보면서 비슷하게
는 했었지만, 공식적인 영문 편지 작성 교육은 처음 받아보는 것이었

1. 편집인 Workshop 1. 편집인 기초

는지라 최근의 국제화를 생각할 때 필요한 교육 내용으로 여겨졌다.

편집인으로서 기본적인 내용이라고 하지만, 사실 꽤 심화한 내용

학술지 편집의 기술적인 내용을 거쳐, ‘data sharing policy’라는 다

도 있었다. 주된 내용은 편집인의 역할, 출판윤리, 연구윤리, 영어 사

소 생소했던 내용은 현재의 학술지들이 지향하는 바를 익히기에

용, 편집까지의 내용이었다. 편집인의 역할에 대해서는 그간 저널에

충분했고, 향후 이런 변화에 어떻게 대응할까를 고민하게 하였다.

대해서 신경 쓰지 못했던 여러 세심한 내용이 다루어졌다. 특히 이

이어지는 저녁 식사에서 과편협 임원분들과 식사를 했는데, 개

제까지 논문을 심사하거나 논문 심사자를 초청하여 심사를 요청

인적으로 궁금했던 이야기를 나누면서 학술 편집에 대한 여러 노력

하는 것에 대해 큰 생각이 없었는데, 이에 대해 감사 편지를 쓰고, 적

과 노하우를 배울 수 있었고, 향후 우리 학술지에 대해 조언을 청할

절한 보상과 명예를 제공하려는 노력은 매우 신선하게 느껴졌다. 생

수 있는 네트워크를 마련하는 계기가 되었다.

각해 보면 저널은 한 사람의 힘으로 발행될 수 없고, 투고자, 심사자,
2. 편집인 Workshop 4. 데이터베이스

편집자, 그리고 실질적인 발행 업무를 하는 사람들에 이르기까지
많은 사람의 노력으로 운영된다. 저널을 운영하고 발전시키려면 이

필자가 편집인 워크숍에 참석한 주된 목적은 우리 학회지를 SCI

모든 사람에게 감사함을 가지고 이를 표현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

로 등재하기 위해 더 신경 쓸 부분이 없을까를 공부하기 위해서였

럴 때 연구자들은 그 저널에 좋은 논문을 계속 투고할 것이고 실무

다. 이 워크숍에서 인용지수 못지않게 저널이 SCI 등재를 위해 신경

자들 역시 적극적으로 각자의 역할에 임해줄 것이다. 우수 논문상

써야 할 다른 기준들이 많음을 알 수 있었고, 실습 시간에 점검해

을 수여하는 저널은 많지만 감사의 편지나 우수 심사위원상 등은

본 체크리스트를 통해 저널에 어떤 점을 추가해야 할지를 구체적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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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할 수 있었다(표 1). 우리나라 저널들이 대체로 부족한 부분

널에서 SCI에 등재되기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 보완하고

이기도 해서 유익했다.

있다. 학술지는 생명체와 같아서, 태어나고, 성장하며, top 저널이 되
기도 하지만 때로는 사멸하기도 한다. 결국 생명체처럼 성장하기 위

3. Workshop 이후

해서는 큰 노력이 필요하며, 최신 경향에 맞는 지식도 필요하다. 그

편집인 워크숍 이후 열린 우리 학회의 간행위원 회의에서 워크숍

런 점에서 이 편집인 워크숍은 학술지를 담당하고 있는 사람이라

내용을 요약하고, SCI 등재에 도전하고 있는 우리 저널에 어떤 점이

면 꼭 들어보아야 할 내용이라 생각된다.

필요한가에 대해 발표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 내용을 바탕으로 저

참
관
기

표 1. 필자가 맡고 있는 학술지(Tuberculosis and Respiratory Diseases)에 대해 직접 채점해 본 체크리스트
No.
1

Item

Sub-item

Website

Aims & scope

충족 여부
O

Readership

2

Name of journal

3

Peer review process

4

Ownership and management

Authorship criteria

O

ISSN

O
O

Peer review

O

Method of peer review

O

Ownership
Management team

5

Governing body

Editorial board

O

6

Editorial team/contact information

Editorial team

O

Contact information

O

7

Copyright and Licensing

Copyright

O

Licensing
8

Author fees

9

Process for identification of and dealing with allegations of research misconduct

Steps to prevent research misconduct
COPE's guideline

Publication ethics

Authorship and contributor-ship

10

O

O

Complaints and appeal
Conflicts of interest

O

Data sharing policy and reproducibility
Ethical oversight (research ethics, informed consent, IRB etc.)

O

Intellectual property
Post-publication discussions
11

Publishing schedule

O

12

Access

O

13

Archiving

14

Revenue sources

15

Advertising

16

Direct mark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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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편집인 워크숍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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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Scientific Publication 2019 참관기

관
기

김형순 |

과편협 회장, 인하대

필자는 러시아의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and Publishers

and Development of Journals as Part of the National Project Science:

(ASEP)의 회장인 Olga V. Kirillova의 초청으로 4월 22~26일 동안 모

Directions, Accents, Solutions”을 주제로 러시아 과학학술지의 문제

스크바에서 개최된 러시아의 편집인/출판인 학술대회에 다녀왔다.

점과 개선 방향을 다루었다.

ASEP가 매년 주관하는 이 학술회의는 세계 수준의 과학 학술지 출

4월 24일은 2개 그룹으로 나누어 열렸는데, 첫 그룹에서는 학술

판을 통해 러시아의 과학과 교육 분야 출판산업을 발전시키기 위한

지 출판정책과 출판윤리를 주제로 다루었다. 이 발표장에는 질의응

가장 크고 권위 있는 행사로 알려져 있다. 이 학술대회는 러시아,

답 시간이 매우 활발하였다. 특히 IT 분야에 관심이 큼을 알 수 있었

CIS, 동유럽 국가들의 과학 학술지 발전 현황과 전망에 초점을 맞추

으며, DOI 개념 소개, 온라인 투고/심사 시스템, 인용 건수 확인 등

며, 다양한 과학 분야의 편집· 출판 활동을 조직하기 위한 전술을

의 디지털을 활용한 서비스에 매우 관심이 많았다. 오후에는 Euro-

마련하고 지역 과학 학술지와 출판물의 지원·개발· 촉진을 목표로

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회장인 Pippa Smart가 주관하는

전략을 구상하고자 개최되었다. 참석자는 과학 학술지 출판에 직

워크숍이 있었다. 주제는 “How to Improve the Quality of a Journal:

접 관여하는 전문가, 러시아 과학원 대표, 대학, 연방과학센터 등의

Ethics, Reviewing, International Publishing Standards, Promotion, De-

편집인과 출판인들로, 약 400명이 참석하였다(사진 1).

velopment”로, 이 분야 전문가로서 윤리와 심사에서 국제표준에 대

학술대회 전날인 4월 22일은 Scopus Day로, Scopus팀이 국제 워크

한 소개가 있었다.

숍을 주관하며 약 100명이 참석하였다. 오전에 Scopus 소개와 최신

첫 그룹에서 16:45-18:00에 열린 ‘Round Table of the Chief and Se-

동향을 다루었고, 오후에는 “pre-evaluation of your own & colleagues

nior Editors of International Journals for Editors: Sharing Experiences,

journal”이라는 주제로 최근에 Scopus에서 제시한 pre-evaluation

Discussing Current Trends’에서는 Learned Publishing, European

(https://www.readyforscopus.com/) 항목을 가지고 직접 학술지를 평

Science Editing, Science Editing, Scientific Editor and Publisher 등

가해 보는 working group session을 가졌다.

4종 학술지의 편집인과 관계자가 학술지를 소개하고 출판 관련 경

4월 23일 오전에는 개회식에 이어 15분씩 11개의 기조 강연이 있

험을 공유하였는데, Science Editing의 빠른 발전을 참석자가 모두

었다. 이중 특히 open access 관련 두 개의 강연이 인상 깊었다. 하나

높이 평가하였다(사진 2). 두 번째 그룹은 “Indexing Russian Journals

는 “Open Access: A view from the EU”라는 주제였고, 다른 하나는

in Scopus, Editorial Policy, Review, Development of Medical Journal”을

“Economic feasibility of transferring to Open Access the Russian articles

주제로 다루었다. 오후에는 편집인과 출판인을 상대로 필자가

published under the support of the RF Ministry of Science and the Rus-

“How to make your journal highly cited in the Web of Science and Sco-

sian Foundation for Basic Research”라는 주제였다.

pus databases?”라는 주제로 발표하였다.

오후에는 라운드 테이블을 열어 “State Program Aimed at Support
16

News Letter

제30호

4월 25일에는 세 개 그룹으로 나누어 진행하였고, 첫 그룹에서는

가 배포되었는데, 참석자들은 편집인을 위한 교과서를 받은 듯 매

open science, scientific writing in English를 다루었다. 이 그룹의 오후

우 흡족해하는 모습이었다. 참석자 대부분이 러시아인임을 고려해

세션에서 필자가 “Which paper is well written?”을 주제로 발표하였다.

서 세션 16개 중 11개는 동시통역으로 진행되었으며, 연사들은 유

둘째 그룹과 셋째 그룹에서는 각각 electronic publishing, regional

럽, 영국, 미국, 홍콩, 크로아티아, 한국인(필자) 등이었다.

journal development, scientometrics and bibliometrics, social, humani-

과학 출판 및 저널 홍보를 위한 전자출판 과정 및 플랫폼 개발에

ties and law journals, development of classification systems 등의 주제를

대한 현재의 추세를 소개하는 세션에서는 많은 청중이 공감하였

다루었다. 26일은 ASEP 총회와 폐회식으로 마무리하였다.

다. 또한 출판윤리에 관한 세션에서는 한 연사가 최신 연구 프로젝

이번 학술대회의 슬로건은 “세계 정상급 과학 출판물-2019년: 관

트 결과를 소개하면서, 현재 러시아의 동료 평가에는 온정이 개입

리 및 개발 전략과 전술”로, 러시아의 출판, 편집인을 대상으로 국내

되어 객관적인 논문의 평가 및 심사가 이루어지지 못하므로 좋은

의 학술지 수준을 향상해서 세계 수준의 과학기술 출판을 도모하

논문이 출판되기 어려운 상황이며, 이 현상은 현재의 편집인 세대

관

자는 데에 목적이 있었다. 기조 강연에서도 몇 연사가 강조했지만,

가 물러나는 20년 후에나 변화될 것이라며 자책하는 소리를 들었

‘러시아 과학기술의 대중화와 혁신을 이루기 위한 국제적 조건이 무

기

다. 학술지의 질을 높이기 위한 내외적인 요소에 고민하는 러시아

엇인가?’, ‘세계적인 저널로 만드는 방법은 무엇인가?’ 등이 이번 학회

의 편집인, 출판인의 모습을 목격할 수 있었고, 가능하면 과편협이

의 주요 이슈라고 본다. 실제로 참석자 중에는 인문/사회과학 학술

편집, 출판 관련 노하우를 그들에게 소개하는 기회를 가지면 좋겠

지 관련 편집/출판인들도 있었다. 참석자 전원에게 Pippa Smart의

다는 생각을 가졌다.

Handbook for Journal Editors를 러시아어로 번역한 146쪽의 책자

▲ 왼쪽에서 첫 번째가 필자, 네 번째가 본 학술대회 주최자인 러시아 출판편집인(ASEP) 회장
Olga V. Kirillova, 다섯 번째가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회장 Pippa Smart,
일곱 번째가 European Science Editing 학술지 편집장 Ksenija Baždari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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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 Chief and Senior Editors of International Journals for Editors’ 세션에서 과편협
회장으로서 Science Editing 출판 경험을 소개
하고 있는 필자. (Courtesy of Ksenija
Baždarić)

참

2019년 미국 과학편집인협의회 정기총회 참관기
참
관
기

윤철희 |

과편협 출판윤리위원장, 서울대

2019 Annual Meeting for Council of Science Editors

편집규정위원회(Editorial Policy Committee), 마케팅위원회(Market-

콜럼부스, 오하이오, 미국

ing Committee), 교육위원회(Education Committee), 프로그램기획위

2019.05.04–2019.05.07

원회(Program Planning Committee) 등이다.
행사 진행과 프로그램은 상세 발표 내용을 제외한 필요 내용이

2019년 과학편집인협의회(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정기 학

잘 수록된 간단한 책자로도 제공되지만, 최근 트렌드에 따라 앱으

회는 2019년 5월 4일부터 7일까지 4일에 걸쳐 개최되었다. 1957년에

로도 제공되었다. 이 앱을 다운받아서 이용하면 중요 메시지를 바

미국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의 지원으로 생물학편집

로 받아볼 수도 있고, 행사장을 모르는 사람을 위해 행사명과 주제,

인학회(Conference of Biology Editors)로 시작된 CSE는 2000년 1월 1

장소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서 도움이 되었다. 마지막 날 아침

일에 현재의 명칭(CSE)으로 바뀌면서 800개 이상의 학술지/출판사

일찍(오전 6시) 요가 수업이 진행된 것도 특이 사항으로 기억된다.

회원을 가진 거대한 조직으로 운영되고 있다.

본 참관기에서는 학회 기간 발표된 이슈 중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것
들을 중심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정기 학회는 기초 과정을 다루는 단기 코스 2일과 정기 학회 2일
로 구분된다. 정기 학회는 상이한 분야로 4개의 세션이 동시에 열리

학술지 운영의 변화

고 참석자가 원하는 주제를 선정하여 옮겨 다니는 방식으로 진행된

학술지를 운영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업무 중 하나가 좋은 논

다. 당연히 훨씬 많은 사람이 정기 학회에 참석하는데, 짧은 일정임

문을 발굴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최근에는 더 많은 학술지에서 단

에도 연혁이 오래된 만큼 다양한 프로그램을 구성하여 운용하는

순히 편집인 및/또는 검토자의 수를 늘리는 것보다는 학술지 특성

것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어 (1) 새로운 멤버와 정기 회의에 처음 참

에 맞게 특정 분야(통계, 사전 점검, 기획/개발 등)의 편집인을 확보

석하는 사람들을 위한 리셉션(회장과 회장단이 모두 와서 장내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다.

돌며 인사를 나누고 소개도 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2) CSE 편집
장 원탁회의(오전 7시부터 조식과 함께 진행), (3) CSE 초기 경력자와

편집인의 역할

학생을 위한 원탁회의(오전 7시부터 조식과 함께 진행), (4) 저녁 식

편집인을 맡는 사람은 본인의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인지할 필요

사 및 친교(정기 학회 첫날 참가자들이 미리 선정된 식당 중 원하는

가 있다. 예를 들어, 학술지의 역사, 연혁 이해, 수행해야 하는 일의

곳을 골라 함께 식사하면서 다른 사람들과 친교를 가지는 기회 제

숙지, 예, 결산 이해, 학술지 발전을 위한 고민과 제언이 필수적인 역

공) 등이 그것이다. 정기 이사회 외에도 다양한 위원회를 운영하고

할이다. 또한 해당 학술지의 편집 정책을 수립하고, 학술지 담당 직

있는데, 전문경력개발위원회(Professional Development Committee),

원들과 충분히 교류하며, 편집인 임기를 마칠 때에도 각 팀들에게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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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장, 편집인, 검토자, 저자의 역할

감사의 말과 함께 발전을 위한 제언을 남기는 것이 본인의 경력 개
발(긍정적인 인상과 함께 학술 생태계 발전을 위한 역할 측면)에도

-Thomas C. Gerber, Mayo Clinic Proceedings 편집장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이다.

초청(guest) 저자, 명예(honorary) 저자, 유령(ghost) 저자, 무명
(anonymous) 저자, 그룹 저자 등 다양한 저자 구조에 대한 이해 및

오픈엑세스와 약탈적 학술지

오픈엑세스가 약탈적 학술지는 아닌 것이 분명하지만 약탈적 학

미디어와의 관계(embargo role)를 설명하였다. 또한 preprint 학술지

술지는 게재료를 요구하는 과정 때문에 오픈엑세스 형태를 선호하

와 post-print 학술지의 관계에 따른 embargo도 논의하였으며, 각 학

므로, 연구자나 독자가 이들의 다른 점을 인지할 수 있도록 학술지

술지의 정책이 다르므로 해당 학술지에서 이러한 현상을 잘 이해하

운영에 심혈을 기울여야 한다. 편집인이나 검토자의 역할을 수락할

고 숙지하여 정책을 만들어 가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참
관

때도 항상 해당 학술지에 대해서 정확한 정보를 알고 있어야 한다.
인용지수 계산법의 적용 및 이해

또한 약탈적 학술지는 가짜 편집인을 홍보하거나 실존 인물을 본인
의 동의 없이 기재하기도 하고, 때로는 실제로 (편집인을) 모집하는
(이)메일을 보내기도 한다는 것을 인지해야 한다.

-Carissa Gilman, American Cancer Society의 Managing Editor

각종 지표화에 대한 설명과 더불어 정확히 알아야 할 것들에 대
학술지의 규정 및 정책에 대한 제언

한 비교 설명(특히 직접 경험한 실제 데이터와 근거)이 있어서 좋았
던 강좌였다. 예를 들어 일반적으로 뉴스(기사)나 에디토리얼 등은

-David Crotty, Oxford University Press

영향력지수(impact factor, IF) 계산 시 유리하다고 알고 있지만 Nature

기본적인 정책은 다음과 같다. (1) Aims and Scope를 정확하게 명

News가 계산에 적용되어 IF가 낮게 적용되었던 사례나, Cancer 학술

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2) 투고형식에서 자유 형식 투고(format free

지가 매년 IF을 계산하는 기초 자료(raw data)를 Clarivate사(社)에 요

submission)가 점점 주목받는 추세이다. 이는 투고자 중심의 변화로

청하여 엑셀 파일 자료를 직접 검토하는데, 실제로 당연히 제외해야

서, 논문 게재가 거부될 경우 쉽게 다른 학술지에 투고할 수 있다는

할 항목이 계산에 포함되어 수정을 요구한 사례 등을 발표하였다.

장점이 있으나 preprint 학술지와의 관계 정립이 필요하다. (3) 윤리

최근에는 학술지에서 상호 인용을 해주는 사례들이 늘고 있어

문제에 있어서 표절, automation through PIDs, 암맹 검토와 오픈 검

주의를 요한다고 설명하였다. 하지만 다른 강의에서는 논문 인용지

토(blind-review vs. open peer review) 등의 문제를 살펴야 한다. (4) 오

수를 올리는 방법으로 (약간의) 유사성을 가지는 학술지들이 서로

픈 엑세스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5) Commercial 혹은 non-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하였는데, ‘상호 인용’의 경계가 모호해

commercial의 입장을 정확히 밝혀야 한다.

질 수 있다는 생각도 들었다. 인용지수 알고리즘에 대한 이해와 함

그 외의 중요한 이슈는 다음과 같다. (1) 학술지의 타깃(경제 구조

께 향후 진행과 발전 방향을 조금 더 정확히 이해하고자 한다면 최

에 따른 저자 및 지역 등)에 대한 정확한 이해, (2) 저자의 요구 파악

근 출간된 다음의 책을 강력히 추천한다. “Measuring Research:

(예: 경쟁 학술지에 비해 그림을 게재하는 데 돈을 받지 않거나 적게

What Everyone Needs to Know” (Cassidy R. Sugimoto and Vincent

받음), (3) 투고자들의 요구(복잡한 투고 시스템, 가장 중요한 요소

Larivière, https://global.oup.com/academic/product/measuring-re-

중 하나인 리뷰에 걸리는 시간, 그리고 승인에서 출간까지 걸리는

search-9780190640125?cc = us&lang= en&).

시간), (4) 테크놀로지(투고 시스템, XML과 같은 플랫폼 기술 등), (5)
참고 사항

편집인 관련 이슈(얼마나 시간을 투자하는지, 이들의 노고를 어떻
게 비금전적인 방법으로 해결할지, 논문이 얼마나 빨리 게재되는

1. 본 정기 학술회의 외에도 편집인이나 학술지 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프
로그램이 있다: ALPSP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https://www.alpsp.org/), STM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 Medical Publishers, https://www.stm-assoc.org/), ISTME
(International Society of Managing & Technical Editors; https://www.ismte.
org/default.aspx).
2. 학술지 편집인, 검토자 및 관리자를 위한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도 있
다; NLM Training (https://www.nlm.nih.gov/pubs/web_based.html ), Office

지), (6) 데이터 보관(data repository, DR) 정책(현재는 ‘1. DR 장려, 2.
DR 장려 + 이에 대한 진술(statement), 3. DR 요구, 4. DR 요구 + DR 리
뷰’의 4단계로 구성됨), (7) 학술지들의 데이터 정책(예: ‘단백질이나
유전자 시퀀스는 access number 없이 논문에 실릴 수 없다’고 명시
하는 등), (8) 에디토리얼, 미팅 리포트, 에세이 등을 게재할 것인지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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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Research Integrity (ORI; 연구부정행위 및 감식 도구 관련, https://ori.
hhs.gov/).
3. ThinkCheckSubmit.org: 신뢰할 수 있는 특정 학술지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한 답을 구할 수 있는 사이트로, 체크리스트를 따라 확인해

볼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국문 사이트, http://thinkchecksubmit.org/
translations/korean/).
4. 기타 유용한 사이트: NLM fact sheets (https://www.nlm.nih.gov/lstrc/jsel.
html), Retraction Watch (http://retractionwatch.com/).

참
관
기

▲ (왼쪽) 2019 CSE Annual Meeting in Columbus (오른쪽) 2019 CSE Annual Meeting 행사장

▲ 2019 CSE Annual Meeting Short Course 참석자 단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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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정보 공유

연구에서의 성별과 젠더 형평성: SAGER 지침의 근거 및 이용방법

번역: 구민정( 서울대학교), 유기선 (서울대학교), 주도빈 (서울대학교), 평영진 (서울대학교), 홍리라 (서울대학교)
감수: 김수(연세대학교, SUEKIM@yuhs.ac)*, 윤철희(서울대학교, cyun@snu.ac.kr)*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https://www.kcse.org/)

초 록
배경: 성별(sex)과 젠더(gender)의 차이는 연구 설계, 연구 수행, 과학적 결과의 보고 뿐 아니라 일반적인 과학 커뮤니케이션에서도 자주 간과된다.
이는 여성의 경우 더욱 그렇지만 남성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며, 연구 결과의 일반화와 임상 실무에의 적용을 제한하게 된다. 이 글은 국제 지침(가
이드라인)의 근거를 설명함으로써 다양한 분야의 연구에서 성별과 젠더 보고에 대한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장려하고자 한다.
방법: 9개국을 대표하는 13명의 전문가 패널이 일련의 원격 회의, 학술 발표 및 2일간의 워크숍을 통해 지침을 만들었다. 716명의 학술지 편집자,
과학자, 국제 출판계의 구성원들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과학계 출판에서 성별과 젠더 정책에 대한 문헌 조사도 실시하
였다.
결과: SAGER (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지침은 연구 설계, 자료 분석, 결과 및 결과 해석에서 성별과 젠더 정보를 보고하기 위한 포괄적인
절차이다.
결론: SAGER 지침은 일차적으로 저자가 원고를 작성하는 데 도움이 되도록 고안되었다. 뿐만 아니라 과학의 문지기 역할을 하는 편집자들이 편
집 과정에 필수적인, 성별과 젠더에 대한 사정/판단을 원고에 통합시키는 데에도 유용할 것이다.
키워드: 성별, 젠더, 지침, SAGER, 과학적 연구, 과학계 출판, 젠더 편견, 형평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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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초래할 수 있다. 1997년과 2001년 사이에 미국 시장에서 철회된

배 경

10가지 처방 약 중 8개가 남성보다 여성에게 더 큰 피해를 주었다.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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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별(sex)과 젠더(gender)는 건강과 웰빙에 있어 중요한 결정 요소

근 사례로는 미국 식품의약청에서, 여성들은 zolpidem 부작용이 남

이다. 성별은 신체적/생리적 특성과 연관된 인간과 동물의 생물학

성보다 더 크기 때문에 기존 복용량의 1/2을 권장한다고 발표했다.

적 속성으로, 염색체, 유전자 표현형, 호르몬 기능, 생식/성 해부학

이 모든 사례에서 성별과 젠더에 기반한 분석을 했더라면 승인 전

을 포함한다. 또한 생물학적 속성과 그것을 표현하는 방법에 따른

에 남성과 여성의 약물 적용 가능성과 투여량 판단에 필요한 충분

차이는 있지만, 일반적으로 여성 또는 남성으로 분류한다.

한 정보가 마련되었을 것이다.

젠더는 여성, 남성, 그리고 다양한 젠더들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성별과 젠더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는 현상은 다양한

역할, 행동 및 정체성을 말한다. 젠더는 사람들이 자신과 서로를 어

학문 분야에서 발생한다. 공학 분야에서는 자동차 좌석 개발에서

떻게 인식하는지, 어떻게 행동하고 상호작용하는지에 영향을 미치

남성과 여성의 생리학 및 해부학적 차이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여

며, 사회에서의 권력과 자원 분배에도 영향을 미친다. 젠더는 보통

자동차 사고 시 여성 탑승자들의 목 부상(whiplash injury) 위험이 남

양분적(여자/남자)으로 잘못 인식되어 있다. 그러나 실제로 개인이

성보다 더 커지게 되었다.

자신을 인지하고 젠더를 표현하는 방법을 결정하는 젠더 정체성과

비록 젠더 격차(gender gap)라는 용어가 여성에게 더 많이 사용되

표현들은 매우 다양하다. 부록 1에 성별, 젠더 및 관련 용어의 색인

었지만, 성별과 젠더에 기초한 분석이 남성의 건강을 이해하는 데도

을 제시하였다.

도움이 된다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을 모두 모집하

성별과 젠더는 다양한 방식으로 건강과 웰빙에 영향을 미친다.

는 연구가 증가하고 성별 및 젠더 특이적 데이터가 보고되고 있음

둘 다 환경적, 직업적 위험, 위험 감수 행동, 의료에 대한 접근성, 건

에도 불구하고, 이런 정책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성별과 젠더의 차

강을 추구하는 행동, 의료 서비스의 활용 및 경험에 대한 인지, 그리

이에 대한 관심 부족은 우리에게 피해를 줄 뿐만 아니라 혁신을 위

고 질병 유병률과 치료 결과에도 영향을 미친다. 나아가 약제의 약

한 기회를 놓치게 한다. 성별과 젠더의 잠재적 차이와 유사성을 이

리 역학과 약동력학이 성별에 따라 다르므로 부작용도 다르고 치

해하고, 기술 혁신의 인수 및 영향, 적용 가능성을 탐구하며, 인식의

료 효과 또한 영향을 받는 사실은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성별과 젠

가변성(cognitive variability)에 대한 깊은 통찰력을 얻는다면, 반드

더는 건강에 중대한 결정 요인이 된다.

시 사회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보다 혁신적인 접근법과 더 나
은 해결책으로 이어질 것이다.

연구 수행 시 성별 및 젠더 편견
학술지 편집자의 역할과 편집 정책
연구 전반에서 성별과 젠더의 중요성을 인지하는데도 지식의 격
차가 지속되는 중요한 이유는, 과학적 관심이 특정 성별이나 젠더에

편집자들은 과학의 문지기로서 연구 수행에 영향을 미치는 윤리

국한되는 일반적인 성향과, 성별에 따른 범주화가 가능한 생물체에

적 기본 틀을 제시하는 등 중요한 역할을 한다. 출판되는 정보의 양

성별의 해체를 적용할 수 없다는 잘못된 생각 때문이다.

이 계속 증가하면서 출판 논문의 품질에 대한 우려도 높아져, 학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여성 관련 격차는 쉽게 찾아볼 수

지 편집자, 출판사 및 전문가 협회들이 이에 대한 세부 지침을 마련

있다. 심혈관 치료 임상시험에 관한 Cochrane Reviews에 따르면 258

하여 사용하곤 한다. 윤리적 검토 절차는 이제 인간과 동물 연구에

건의 임상 시험에서 총 실험 참가자 중 여성은 27%뿐이었다. 더 중요

보편적으로 적용되고 있는데, 이는 학술지의 요구사항이기도 하다.

한 것은 남성과 여성 모두를 모집한 임상시험의 단 3분의 1만이 젠

학술지의 의무사항 준수 정책이 미치는 영향은 임상시험 등록이라

더 기반 분석을 보고했다. 10년 동안 Pain 학술지에 출판된 동물 연

든가 PRISMA 지침1) 도입 후 체계적 검토 보고 등 다양한 영역에서

구의 79% 이상은 수컷만을 대상으로 했으며, 겨우 4%만이 성별에

명확하게 입증되었다. 또 다른 예로는 CONSORT (Consolidated

따른 차이를 연구했다.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지침2) 이 점진적으로 채택됨으로써 무
작위대조시험 관련 보고가 개선되었다. PRISMA와 CONSORT에 이

이처럼 연구 대상으로 여성을 고려하지 않을 경우 부정적 결과

1) PRISMA 지침: Preferred reporting items for systematic reviews and meta-analysis의 줄임말로, 조직적 검토와 메타 분석의 기준을 잡기 위해 2009년에 실시되었다.
2) CONSORT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무작위 대조군(RCT) 연구를 위한 보고 지침이며, 1996년 최초로 발표된 후 지속적으로 개정되었고 현재 학계에
서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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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 협의회, 출판사, 연구비 지원 기관, 공공 단체도 성별과 젠
더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2010년에 캐나다 보건연구원(Ca-

지침이 개발되었다.
정책의 실행과 집행은 여전히 중요한 도전이지만 학술지는 연구

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는 모든 연구비 지원자들이 연구

데이터의 성별과 젠더 특이적 분석이 정례화되도록 촉진함으로써,

설계에 성별과 젠더가 포함되어 있는지를 반드시 답하도록 하는 항

보고되는 자료의 품질과 투명성을 향상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목을 의무화했다. 미국이 연구 대상자에 여성을 포함하게 된 것은

수 있다. 2011년 미국 의학한림원(US Institute of Medicine, IOM)이 주

1993년 미국 보건국(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서 취한 조

최한 "과학 연구의 성별 특이적 보고" 워크숍에서, 젠더에 민감하게

치, 즉 여성과 소수 민족을 3상 임상시험에 포함하여 다양한 유효성

반응하는 연구 결과 보고를 개선하기 위해 학술지 및 학술지 편집

을 검증하고 분석할 수 있도록 한 조치 덕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

자가 다루어야 할 주요 쟁점이 확인되었다. 그 예로 성별 특이적 데

다. 최근 NIH는 성별 특이성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터 분석의 필요성과 학술지 정책상 연구의 설계와 보고에 성별과

모든 임상 연구에 대해 남성, 여성 세포와 동물 간의 균형을 어떻게

젠더 고려 사항을 권고하지 않는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맞출 것인지 설명하도록 지원자들에게 요구할 계획이라고 발표하

활용 가능한 근거를 바탕으로 2010년 미국 IOM의 한 위원회는

였다.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연구와 과학 출판 분야에서 성별과 젠더 고려의 중요성이 확산되

Journal Editors, ICMJE)를 비롯한 편집자들에게 임상시험 결과를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과학계에서는 발전 속도가 더디기 때문

보고하는 모든 논문에서 남녀를 별도로 분석해야 한다는 지침을

에, 학술지, 학술지 편집자, 그리고 전문 학회들이 더 큰 노력을 기울

학술지에 채택하도록 권고했다. 이후에 ICMJE는 성별과 젠더 보고

여야 할 것이다. Nieuwenhoven이 지적한 바와 같이, 과학자들이 성

에 관련하여 보다 활발하게 지침을 발표하고 있으며, 연구자가 모든

별과 젠더 이슈를 연구에 통합하도록 장려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연구 유형에 대표 모집단을 포함하도록 권장할 뿐만 아니라 및 기

권고가 필요하다. 예를 들면, 학제 간을 막론하고 과학 간행물에 성

타 연관된 인구학적 요인 관련 기술적 분석 및 성별에 의한 결과를

별과 젠더를 더 잘 보고하기 위한 지침에 대한 포괄적 권고 사항이

보고할 것을 권고했다.

없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이 글에서는 모든 분야의 연구에서 성별

연구에 있어서 남성, 여성(및 기타 모집단)이 충분히 참여하고, 적

과 젠더 보고에 관하여 보다 체계적인 접근을 장려하기 위한 국제

절한 분석 및 투명하고 완전한 연구 결과의 보고가 이뤄지려면 연구

지침의 개발에 관해 설명하고자 한다.

비 후원처, 연구자, 논문 심사자 및 편집자 간의 공동 노력이 필요하

방 법

다. 비록 편집자는 보통 연구 과정 후반부에서 연구가 이미 끝나고
데이터가 분석된 후에 참여하게 되지만, 효과적이고 투명하며 완전
한 성별 및 젠더 보고가 이뤄질 수 있도록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유럽 과학편집자협의회(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최근 몇 년 동안 과학적 연구에서 성별과 젠더 쟁점을 심의하는

EASE)는 2012년에 젠더 정책위원회(Gender Policy Committee, GPC)

몇몇 심사자들이 지금까지 확인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모범 사례

를 설립하고 연구에서의 성별과 젠더 형평성(SAGER)에 대한 일련

들을 권고했다. Doull 등은 체계적 검토 방법론과 성별 및 젠더에 기

의 지침을 만들도록 했다. GPC 위원장인 Heidari 박사는 9개국을 대

반한 분석 방법을 세분화하고 동시화(synchronize)하여 의사결정을

표하는 13명(여성 8명, 남성 5명)의 전문가를 선발했다. 이 중 8명은

위한 근거의 수집, 합성 및 분석을 강화할 것을 제안하였다. 나아가

다양한 생의학 학술지의 수석 편집자이고, 나머지는 젠더 연구와

체계적 종설 평가 도구를 개발하여 일차적 연구와 새로운 연구 프

과학 출판 관련 전문가였다.

로토콜을 평가하는 데 적용하였다. Nowatski와 Grant는 여자와 남

우선 716명의 학술지 편집자, 과학자 및 국제 출판업계 구성원을

자 사이 불평등의 원인과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는 전략을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 조사를 실시하여 기존의 성별과 젠더 정책

개발하기 위해 젠더를 기반으로 한 분석의 근거를 정리하였다. 또한

에 대한 조사 및 이러한 정책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수집하였다.

2014년 Clinical Orthopedics and Research 학술지는 성별과 젠더에

이 설문 조사는 네 가지 정책 영역에 초점을 맞췄다. (1) 가능한 성별

대한 과학적 보고를 주제로 편집자 사설을 발표했고, 일련의 권고

과 젠더별로 데이터를 세분화하도록 저자에게 요구하거나 권장하

사항도 포함하였다.

는 지침, (2) 편집자 및 편집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젠더 정책, (3) 심사

3) ARRIVE 지침: 동물을 이용한 연구의 설계, 분석, 보고를 개선함으로써 출판 정보의 최대화와 중복 연구의 최소화를 실현하고자 한 지침이며, 2010년에 PLoS Biology 저널
에 발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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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젠더 균형을 위해 노력하는 정책, 그리고 (4) 심사자에게 성별

2. 문헌 고찰

구분 데이터와 젠더 분석을 포함했는지 원고를 평가하도록 요청하

문헌 고찰 결과 62개의 학술지에서 개발하여 사용하는 정책과

는 지침이다. 조사는 다음 네 그룹을 대상으로 삼았는데, EASE 회

학술지 원고, 사설, 전문가 위원회 보고서 및 학회 자료집 형태로 발

원, 국제중독학술지 편집자 협의회(International Society of Addiction

행된 25개의 다른 출판물을 확인하였다.

Journal Editors, ISAJE) 회원, Thomson Reuters의 SCI Expanded 학술

대부분의 성별 및 젠더 정책과 지침은 저자를 위한 지침에 포함

지 데이터베이스의 8,607개 학술지 중에서 무작위 추출한 100개의

되어, 다양한 과학 분야(예, “동물 과학”, “건강-정신의학”)와 연구 유

학술지, 그리고 관심 있는 경우 누구라도 참여할 수 있는 개방 표본

형(예, 동물, 인간, 세포 또는 세 가지의 조합)을 다루고 있었다. 대부

이 그것이었다. 설문 조사를 완료할 수 있는 총 716명의 응답자가 조

분의 저자 지침은 해당 시 남성과 여성에 대한 결과를 별도로 보고

사에 참여하였으며, 이는 338개의 학술지와 114개의 출판사를 대표

하라는 것에 그치고 있었다.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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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학술지는 편집자의 글(editorial)에서 새로운 정책의 채택을

설문 조사 외에도 정책 옵션 및 전문가 권장 사항을 확인하기 위

알리거나 성별과 젠더 이슈에 대한 인식이 필요함을 강조하기도 하

해 몇 가지 다른 방법이 사용되었다. 먼저, 성별과 젠더에 대한 특정

였다. 예를 들어 Clinical Orthopaedic and Related Research의 경우

정책이 있는 학술지를 식별하기 위해 키워드 검색을 수행했다(예: "

편집자의 글에서 투고하는 연구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지침을 따르

성별" + "저자를 위한 지침"). 또한, 설문 조사 대상 학술지 중 과학에

도록 권고안을 발표했다. (1) 모든 성별과 젠더에서 건강 문제를 연

서의 성별과 젠더 지식 격차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 학술지의 웹사

구하는 경우 남성과 여성 모두를 위한 연구 질문이 충분히 해결되

이트와 GPC에서 파악하고 있던 동료 심사 학술지의 성별과 젠더

도록 설계할 것, (2) 모든 임상, 기초 과학, 역학 연구에서는 가능한

보고 정책을 조사했다.

성별 및/또는 젠더 특이적 자료를 제공할 것, (3) 연구 결과에서 성별

위원회는 3년 동안 일련의 원격 회의, 학술 발표 및 이틀간의 워

과 젠더의 영향력(또는 관련성)을 분석하거나, 이런 분석을 하지 않

크숍을 통해 권고안을 만들었다. 초안 지침이 완성된 후 벨기에의

은 경우 “방법”에서 밝히고 이를 “논의” 부분에서 연구의 제한점으

Blankenberge와 크로아티아의 Split에서 개최된 편집자 회의에서 반

로 제시할 것, (4) 만약 성별과 젠더가 사후에 분석되었다면 이는 조

대 의견들을 놓고 논의하였다. 또한, 초안 지침을 36명의 성별과 젠

심스럽게 해석되어야 한다는 것을 명시할 것 등의 내용이다.
IOM이 2011년 개최한 “과학적 연구의 성별 특이적 보고” 워크숍

더 연구 전문가에게 회람하였고 모든 접수 의견은 문서의 관련 영
역에 통합하였다.

에 참여한 다양한 이해 당사자들은 학술지 및 편집자가 다루어야
할 핵심 이슈를 강조한바, 저자는 인간 대상의 연구뿐 아니라 동물

결 과

연구와 인간이나 동물에서 유래한 세포, 조직 및 기타 물질 연구에
서도 연구 대상자의 성별에 대해 명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Doull 등은 체계적 종설과 성별 및 젠더 기반 분석의 방법론을 개

1. 설문 조사 결과

설문에 참여한 4개 군에서 학술지가 성별과 젠더 정책을 실시한

선하고 일원화해야 의사 결정을 위한 증거의 수집, 분석을 향상시

다고 밝힌 응답자의 평균 비율은 7%였다. 남성과 여성이 더 평등한

킬 수 있다고 했으며, Nowatski와 Grant는 젠더 기반 분석(gender-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가 더 낮은) 국가의 응답

based analysis, GBA)의 근거를 제시했다. GBA는 남녀 간 불평등의

자가 이러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가 많았다.

근원과 결과를 파악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전략을 개발하기 위

무작위로 선택된 100개의 학술지, EASE, 그리고 ISAJE 군에서 대

해 고안되었는데, 건강, 건강 관리, 그리고 이와 연관된 정책에서의

다수(75%)가 저자를 위한 지침에 성별과 젠더 보고를 의무화하는

젠더 차이에 중점을 둔다.

것에 대해서 잘 모르거나 원하지 않았다. 또한 여성 응답자가 남성
3. SAGER 지침

응답자보다 성별과 젠더 정책을 지지하는 경향이 컸다. 조심스럽게
말하자면, 본 설문은 저자 지침, 동료 심사자 지침, 그리고 편집위원

위에 검토된 정책, 절차 및 권장 사항을 기반으로 하여 SAGER 지

회와 동료 심사자의 젠더 균형에 관한 성별과 젠더 정책이 매우 부

침이 개발되었고, 연구에서 성별과 젠더의 체계적 보고를 향상하고

족함을 보여준다.

자 하였다. 이 지침은 연구자와 저자에게 과학계 출판에서의 성별
과 젠더 보고가 필요한 경우, 이에 표준화된 틀을 제공한다. 또한 편
집자의 연구 원고를 평가하기 위한 실질적인 도구로 사용하는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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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저자와 심사자들 간의 인식을 높이는 방법으로 고안되었다. 보

지 기술해야 한다. 동물 연구에서는 성별(sex)이라는 용어를 사용해

고 지침의 경우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실제 수행한 것을 어떻게 보

야 한다. 세포생물학, 분자생물학이나 생화학 실험에서는 배양된

고하는지에 중점을 두기는 하지만, SAGER 지침에 포함된 모든 항

세포나 조직의 기원과 성염색체에 관해 기술해야 한다. 알 수 없는

목이 특정 연구에 적합하거나 적용 가능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인

경우에는 사유를 명시해야 한다. 기타 학문 영역에서, 예를 들면 기

지해야 한다. 이러한 이유로 SAGER는 저자, 편집자, 평가자들이 성

구나 기술의 검정 등의 경우, 저자는 모든 젠더가 사용할 것인지와

별과 젠더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고려하고, 해당 시에만

사용자의 젠더를 고려하고 실험했는지 여부를 설명해야 한다.

이 지침을 따르도록 권장하는 것이다. 일반적 원칙으로 SAGER 지

많은 연구가 성별과 젠더에 따른 차이를 분석하도록 “설계”되지는

침에서는 성별과 젠더 용어의 신중한 사용을 권고하는데, 이는 두

않았겠지만, 특히 의학 연구에 있어서 본 패널은 이러한 분석이 성별

용어의 의미를 혼동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공통된 정의를

과 젠더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에 필요하다고 인식하였다.

사용하는 것은 출판 및 보관 데이터의 메타 분석을 더욱 향상할 수

표 1은 SAGER 지침을 제시한다. 인간과 동물 대상 연구, 그리고

있다. 성별은 확인 가능한 범위에서 생물학적 구별에 근거한 남성

인간과 동물에서 유래한 모든 연구(예: 기관, 세포, 조직 등)에 적용

또는 여성 범주화에만 사용되어야 한다. 저자들은 논문의 방법에

될 뿐 아니라, 연구 결과가 인간에게 적용되는 공학 분야와 같은 다

서 참여자의 성별 구분이 자가 보고에 따른 것인지, 신체 특성에 대

른 학문에도 적용된다.

한 외적 또는 내적인 검사인지, 또는 유전적 검사 등을 시행한 것인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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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연구에서의 성별과 젠더 형평성(Sex and Gender Equity in Research, SAGER) 지침
일반 원칙
• 저자는 성별(sex)과 젠더(gender) 용어 사용을 신중히 하여 두 용어의 혼동을 피해야 한다.
• 연구 대상이 성별 구분이 가능한 경우, 연구 초기에는 기대되지 않았더라도 성별에 따른 차이를 결과에서 드러낼 수 있도록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해야 한다.
• 연구 대상이 (사회적 문화적 상황에 따라 영향을 받는) 젠더에 따라서 구분이 가능한 경우, 연구는 이 수준에 맞게 수행해야 한다.
논문의 세부 관련 권고사항
제목과 초록
연구가 한 가지 성별만 포함하거나 연구 결과가 한 성별 또는 젠더에만 적용될 경우, 제목과 초록에는 동물 또는 세포, 조직 및 다른
유래 물질의 성별, 또는 인간 참여자의 성별과 젠더를 명시해야 한다.
서론
저자는 해당 시 성별과 젠더에 따른 차이가 예상되는지 보고해야 한다.
방법
저자는 연구 설계에 성별과 젠더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남성과 여성의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했는지를 밝히고, 남성이나 여성이
배제된 경우 그 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결과
가능한 데이터는 성별과 젠더에 따라 세분화해야 하며, 결과(긍정적/부정적)에 상관없이 성별과 젠더에 기반한 분석을 보고해야
한다. 임상시험의 경우, 철회 및 중단 사례 데이터 또한 성별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논의
성별과 젠더가 연구 결과와 분석에 미치는 잠재적 영향에 대해 논의해야 한다. 성별과 젠더 분석을 수행하지 않은 경우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저자는 결과 해석에 이런 분석의 적용이 부족하다는 점을 추가로 논의해야 한다.

1) 제목과 초록

2) 서론

연구에 한 가지 성별만 포함되거나 연구 결과가 한 성별 또는 젠

저자는 해당 시 성별과 젠더에 따른 차이가 예상되는지 보고해

더에만 적용될 경우, 제목과 초록에는 동물 또는 세포, 조직 및 다

야 한다. 이러한 연구가 부족한 경우, 저자는 성별 및/또는 젠더가 중

른 유래 물질의 성별, 또는 인간 참여자의 성별과 젠더를 명시해야

요한 변이가 되는지와 차이가 예상되는지를 설명해야 한다.

한다. 응용과학(기술, 공학 등)의 경우 저자는 연구 모델이 한 성별
3) 방법

에 기초하였는지 또는 특정 성별의 사용을 고려하였는지 여부를 명
시해야 한다. 한 성별만 사용한 (성별 특이적이지 않은) 연구의 경우

저자는 연구 설계에 성별과 젠더가 어떻게 고려되었는지, 남성과

“남성에서” 또는 “여성에서”라는 말을 제목과 초록에 포함하여 이

여성의 적절한 대표성을 보장했는지를 밝히고, 남성이나 여성이 배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만약 세포, 조직 등의 배양이 하나의 성별에

제된 경우 그 이유를 정당화해야 한다. 여타 방법론 관련 선택들과

서 얻어졌다면, 그 성별은 제목에 명시되어야 한다.

마찬가지로, 연구 모집단과 분석 방법과 관련된 성별과 젠더의 방
법론적 선택들을 보고하고 정당화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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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논의

인간이나 동물 유래 세포나 세포주 배양을 이용하는 체내 및 시
험관 연구, 또는 인간이나 동물 유래 조직을 이용한 생체 외 연구는

연구 결과의 해석에 있어서 성별과 젠더에 따른 함의를 자세히 서

피험자나 기증자의 성별을 밝혀야 한다. 단, 형질 전환 불멸화 세포

술해야 하는데, 이것은 한 모집단의 모든 성별과 젠더에 일반화될

주(immortalized cell line)는 제외한다. 다른 경우, 예컨대 배아 또는

수 있는 정도를 포함한다. 성별과 젠더에 기반한 분석을 하지 않았다

태아 초기의 배양이나, 복합 배양액이나 성별을 기록하지 않은 완료

면 저자는 연구의 제한점을 논할 때 이러한 분석을 하지 않은 사유

된 실험에서 만든 불멸화 세포주의 경우에는, 연구자는 염색체 분

를 서술하고 이로 인해 결과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논의한다.

석으로 세포나 세포주의 성별을 판단해야 하고, 그 어떠한 방법으

연구 결과를 해석할 때 과거의 연구들이 절차와 해석에서의 방

로도 성별을 결정할 수 없을 때만 “혼합(mixed)” 또는 “미상(un-

법론적 엄밀성과 성별 치우침은 없었는지 검토해야 한다. 저자는 성

known)” 용어를 사용하도록 권장한다.

별과 젠더를 혼동하지 말아야 하고 복합적이거나 상호작용이 고려
되어야 할 설명들을 지나치게 단순화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저

4) 결과

자는 성별과 젠더 관련 현상들에 대해 가능한 모든 설명, 예컨대 사

데이터는 성별에 의해 세분화하여 보고하고, 해당 시 성별과 젠

회적, 문화적, 생물학적, 상황적 요인들을 고려해야 하며, 많은 성 관

더의 차이와 유사성을 분석하여 서술해야 한다. 남성과 여성의 해

련 행동들이 문화적 또는 생물학적 요인의 결과일 수 있다는 사실

부학적, 생리적 차이(키, 몸무게, 체질량, 세포 수, 호르몬 주기 등)와

에 유의해야 한다. 성 관련 행동의 변화가 생리학적인 변화의 근거

정
보

사회적, 문화적 변수(사회-경제적 상태, 교육 수준 등)를 데이터 발

가 될 수는 없다.

표 및/또는 결과 분석에 고려해야 한다. 동물, 조직, 세포 배양 시 젠

부록 2에는 저자들의 인식을 높이기 위한 질문들을 담았다. 이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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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혁신 점검표(gendered innovations’ checklist) 를 사용할 것을 권

는 고유한 과학적 연구를 수행하는 다양한 학문 분야의 종사자들

장한다. 성별과 젠더에 기반한 분석을 수행한 경우에는 결과의 긍

에게 논문 투고를 위한 기초가 될 수 있을 것이다.

4)

정적, 부정적 여부와 상관없이 보고해야 한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

결 론

는 연구에서는 등록, 참여, 탈락, 중단, 추가 조사 불가 등 관련 자료
를 (해당 시) 성별이나 젠더에 따라 세분화해 보고해야 하며, 성별과
젠더 요인의 영향력이 원인, 과정, 치료 효능,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SAGER 지침은 3년에 걸쳐 여러 분야의 학자, 과학자, 학술지 편집

건강 관련 성과들에 어떤 역할을 하고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에 근

자들이 참여하여 문헌 고찰, 전문가 의견 및 학술대회에서의 공청

거하여 우선으로 평가해야 한다. 연구의 설계가 젠더 관련 의미 있

회를 통해 개발되었다. 저자, 학술지 편집자, 출판사, 심사자 및 과학

는 결론을 도출하기에 충분하지 않다면 저자는 젠더 기반 사후 분

계 기타 구성원 모두가 과학적 출판에서 성별과 젠더 관점에 대한

석을 수행하지 말아야 한다. 모든 경우에 원시 자료(raw data)는 향

인지 부족을 해결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SAGER 지침은 연구자들과 저자들에게 과학적 출판에서 성별과

후 자료 취합과 메타분석이 가능하도록 성별과 젠더에 따라 세분
화하여 출판한다.

젠더를 보고하는 표준화된 방법을 제공한다. 이는 과학적 연구에

역학 연구의 경우, 사회 경제학적 변수와 같은 다른 노출이 건강

서 성별과 젠더 보고를 향상하고, 저자 및 동료 심사자를 위한 지침

문제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모든 젠더를 대상으로 조사하고 젠더

역할을 하며, 다양한 연구와 학문 분야를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유연

관점에서 비판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보고 지침들은 실제로 수행된

하고 연구 결과 전달을 향상하도록 설계되었다. 그러나 이 지침은

것을 보고하는 방법에 초점을 맞춘다는 것을 인지하고 있으나

젠더 다양성 인구집단에 대해 확정적인 권장 사항을 제시하지는 않

SAGER 지침의 모든 항목을 수행할 필요는 없다(그래서 ‘해당 시’라

는다. 대부분의 연구가 트랜스젠더와 같은 젠더 다양성 집단에서의

는 부연이 있다). SAGER 지침은 연구에서 성별과 젠더의 형평성을

효과에 대한 차이를 파악할 정도로 설계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향상하기 위한 것이며, 따라서 저자, 편집자, 평가자들이 성별과 젠

있으며, 특히 그러한 다양성이 알려지지 않은 국가에서는 더욱 그렇

더가 연구 주제와 관련이 있는지를 판단하고 관련이 있다면 지침을

다. 그렇지만 저자는 자신의 연구 결과가 젠더 다양성 집단에 대해

따르도록 권장하고 있다.

서도 어떤 관련성이 있는지 검토해야 할 것이다.
편집자들은 성별과 젠더 이슈를 통합할 때 더욱 엄밀하고 윤리적

4) http://genderedinnovations.stanford.edu/researchers.html에서 확인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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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과학이 가능해진다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수행이 어려울지라

제30호

당화했는가?

도, 학술지 편집자들은 SAGER 지침을 지지하고 각 보고 항목에 대
한 우수 사례를 포함하여 각 학술지와 학문 영역의 필요에 맞게 채

이런 노력이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학술지 편집자, 출판사, 편

택할 것을 권고한다. 최소한 원저 논문을 출판하는 학술지라면 저

집자 단체, 전문 단체, 과학 옹호 단체, 과학 저널리스트 및 기타 과

자에게 데이터를 성별과 젠더로 분류하여 제시할 것과, 해당하는 경

학 관련 소통 채널 등 과학계 전반의 지지가 필요하다.

우 성별과 젠더에 따른 차이점 또는 유사성을 충분히 설명하도록 해

편집자는 SAGER 지침을 심사자들에게 배포하고 논문 평가에

야 한다. 그림 1은 제출된 원고의 초기 심사에 사용할 수 있는 질문

사용하도록 권장해야 한다. 또한 동료 심사자가 작성하는 논문 평

목록이다. 편집위원장은 초기 투고논문의 사전 점검에 사용될 점검

가서가 성별과 젠더의 중요성과 관련성에 관한 구체적 질문을 포함

표에 구체적 질문을 포함하여, 편집자들 사이에 성 인지적(젠더를

하고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염두에 둔) 평가를 체계화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윤리적 행동과 편집 업무에 대한 정기 교육의 일환으로 성별과
성 인지적(젠더를 염두에 둔) 보고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을 편집자

동료 평가자 평가 양식에 소개될 수 있는 질문의 예는 다음과 같다:

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1. 성별과 젠더가 해당 연구와 관련이 있는가?
2. 저자가 성별과 젠더를 적절히 다루었거나 이런 분석의 부재를 정

정
보
공
유

1. 연구의 주제
성별과 젠더가 연구의 주제에 관련이 있는가?

아니오

예

왜 관련이 없는지 설명하시오.

추가 조치
필요 없음

2, 3, 4번 질문에 답하시오

예

2. 데이터
모든 데이터를 성별과 젠더로 분류
하여 보고하였는가?

예

3. 연구 설계
성별과 젠더의 고려(또는 결여)가
연구 설계에 기술되었는가?

아니오

예

4. 논의/제한점
성별과 젠더에 기초하여 분석하거나
(분석)부재를 언급하고 논의/제한점
섹션에서 충분히 설명하였는가?

아니오

아니오

모니터링 편집인은 논
문이 동료 심사자들에
게 전달되기 전에 저자
에게(문제가 해결되도
록) 연락을 취해야 함.

그림 1. 투고 원고에 대한 편집자의 초기심사를 안내하는 SAGER 흐름도.
부록 1. 용어 해설

사회에서의 힘과 자원 분배에 영향을 미친다. 젠더는 보통 이원적

젠더(gender): 젠더는 여성, 남성 및 다양한 젠더를 지향하는 사람

요소(여성/남성)으로 잘못 개념화된다. 그러나 사실 젠더 정체성과

의 사회적으로 구성된 역할, 행동 및 정체성을 말한다. 이는 사람들

표현에는 다양한 범위가 있고, 이에 따라 개인이 어떻게 자신을 식

이 자신과 서로를 어떻게 인식하고, 행동하고 상호작용을 하는지와

별하고 젠더를 표현하는지를 정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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젠더 정체성(gender identity): 남성과 남자다움, 여성과 여자다움,

x2919e/x2919e04.htm)

또는 양가적으로 스스로 생각하는 개인의 개념으로, 어느 정도는

성별(sex): 성별은 인간 및 동물의 신체적, 생리적 특징과 관련된 생

신체적 특성, 부모의 반응, 심리적 및 사회적 압력에 기인한다. 이는

물학적 속성의 묶음으로, 염색체, 유전자 발현, 호르몬 기능 및 생

젠더 역할의 내부적 경험이라 할 수 있다. (MeSH 용어, 1991년 도입,

식/성 해부학을 포함한다. 성별을 구성하는 요소와 그러한 생물학

1975년 개정)

적 특성이 어떻게 표현되는지는 다양하지만, 성별은 대개 여성 또는

젠더 기반 분석(gender-based analysis) : 계획하고 의사 결정 하는

남성으로 분류된다.

과정뿐 아니라, 정책, 프로그램 및 입법 과정의 개발에 젠더 관점을

성별과 젠더 기반 분석(sex- and gender-based analysis): 건강 계획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분석 도구를 말한다. 이 분석은 여성-남성, 소

과 의사 결정 과정은 물론, 건강 연구, 정책 및 프로그램 개발에 있

년-소녀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명확히 하는 데 도움이 되며, 이러

어 성별과 젠더 관점을 통합하는 분석적 접근을 말한다. 이 분석은

한 차이가 건강 상태, 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접근성 및 상호작용에

여성-남성, 소년-소녀 간의 차이점을 파악하고 명확히 하는 데 도움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http://www.hc-sc.gc.ca/hl-vs/

이 되며, 이러한 차이가 건강 상태 및 건강 관리체계에 대한 접근성

pubs/women-femmes/gendersexes-eng.php)

과 상호작용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보여준다. (http://www.hc-sc.

성 인지적(젠더를 염두에 둔) 분석(gender-sensitive analysis): 성별에

gc.ca/hl-vs/gender-genre/analys/index-eng.php)

따라 단순히 데이터를 분리하는 것 이상의 통계 분석이다(예: 단순

성별분리 통계(sex-disaggregated data): 남성과 여성에 대해 개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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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성별에 따른 집계"로는 충분하지 않음). 성 인지적 분석은 데이터

적으로 수집하고 분석한 데이터. 젠더 주류화 수행 틀(Gender

에 반영된 저변의 젠더 관계에 대해 의문을 제기해야 한다. (http://

Mainstreaming Implementation Framework) – UNESCO,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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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ww.oecd.org/dac/gender-development/44896238.pdf)

성차별주의(sexism): 젠더에 따른, 또는 젠더 관련한 사회적 역할에

젠더 관점(gender perspective): 젠더 관점은 젠더의 영향이 사람들

대한 고정관념을 조장하는 행동이나 태도에 근거한 편견 또는 차

의 기회, 사회적 역할 및 상호 작용에 미치는 영향을 본다. 젠더는 국

별. (MeSH 용어, 2013년 도입)

제 및 국가기구의 정책, 프로그램 및 사업 목표가 성공적으로 수행

트랜스젠더(transgender persons, transexual persons, transgen-

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결과적으로 사회적 발전과정에 영

ders): 출생 시의 해부학적 성별과 일반적으로 관련되지 않는 젠더

향을 미친다. 젠더는 개인과 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일상적 및 사적

코드화된 행동에 지속적으로 동일시되고 이를 표현하는 사람으

삶의 모든 측면과, 사회가 남성과 여성에게 부여하는 다른 역할에

로, 성전환 절차를 밟을 의사가 있거나 없을 수 있다. (MeSH 용어,

있어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http://www.fao.org/docrep/003/

2016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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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성 인지적 보고를 위한 저자 점검표
연구 접근
연구 과제에 사용된 젠더와 성별 개념이 활용되었습니까?
그렇다면, 젠더 및/또는 성별의 개념을 명시적으로 정의했습니까? 연구에서 젠더 및/또는 성별의 어떤 측면을 조사하는지
분명합니까?
그렇지 않다면, 이것이 중요한 제한점이라고 생각합니까? 관련 문헌의 기존 지식에 의하면 고려해야 할 타당한 젠더 및/또는
성별 요소가 있습니까? 성별 및/또는 젠더는 귀하가 제안한 연구와의 관련성이 높다고 생각하는 경우, 연구 설계에서 이를
반영해야 합니다.
연구의 질문 및 가설
연구 질문이나 가설이 젠더 및/또는 성별 또는 이와 관련된 집단이나 현상을 참고합니까? (예를 들어, 남성과 여성의 차이,
여성 간의 차이, 남자다움과 같은 젠더화된 현상의 이해를 위한 노력)
문헌 고찰
문헌 고찰에서 여자-남자, 소년-소녀, 또는 수컷-암컷 간에 의미 있는 차이가 있다는(또는 부족하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선행
연구를 인용했습니까?
문헌 고찰에서 과거의 연구들이 젠더 또는 성별에 대한 고려 정도를 명시하고 있습니까?
연구 방법
표본은 젠더 및/또는 성별 기반 요인들을 포괄하는 데 적절합니까?
젠더 및/또는 성별에 따라 분리된 데이터 수집이 가능합니까?
선정 및 제외 기준이 젠더 및/또는 성별과 관련하여 타당합니까? (주: 이는 인간과 동물 개체, 및 완전 유기체가 아닌 생물학적
시스템에도 해당함)
연구에서 제안된 데이터 수집 방법이 젠더 및/또는 성별 조사에 적합합니까?
분석 접근법은 젠더 및/또는 성별에 기반한 요인을 파악하기에 적절하고 충분히 엄격합니까?
윤리적 측면
연구 설계가 젠더 및/또는 성별에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는 관련 윤리적 이슈를 반영하였습니까? (예: 임상 시험에서
임산부 포함)
출처: 캐나다 보건연구원(Canadian Institutes of Health Research)에서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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