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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Peer Review의 개요 (Ross-Hellauer 2017)
 학술지의 경우 Peer Review는 논문의 품질을 공식적으로 확인하는 메커니즘
 동료 전문가의 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논문 품질을 개선하는 과정
 주로 학술적 정당성(validity)과 혁신성(novelty)을 평가

 학술지의 지면이 한정되어 있었던 종이 학술지 시대에는 Peer Review를 통해 학술적 정
당성이 있는 논문도 혁신성 정도에 따라 거절되기도 함.
 거절율이 높을 수록 우수한 학술지로 보는 경향이 생겨남.

 하지만, 학술지가 전자화 된 지금의 디지털 시대에는 학술적 정당성만 있다면, 출판을
하고, 혁신성은 독자에게 맡기도록 하는 학술지도 등장.
 PLOS, PeerJ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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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의 배경

Peer Review의 유래와 발전과정 (Benos DJ, 2007; Ji-Young Kim et al. 2020)
동료심사는 17세기 유럽에서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으나, 현재와 같은 보편적인 형
태의 동료심사는 19세기 초에 시작되었으며, 본격적인 도입은 2차 대전 이후인
20세기 중반
•

1665년 : 영국 런던왕립학회가 최초의 학술지 발간

•

17~19 세기 : 전문가 그룹이 투고 논문 사전 검토하는 학술지 등장

•

1894년 : 체계적 Peer Review(single-blind) 검토
•

심사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적 심사에 제약이 적으며, 심사자에게 저자의 신원을 공개하여 심사대
상에 대한 정보를 활용할 수 있으나, 저자에 대한 편향된 심사의 우려가 있음.

•

19~20 세기 : 체계적 Peer Review(double-blind) 확산
•

심사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아 비판적 심사에 제약이 적으며, 심사자에게 저자의 신원이 공개되지 않으므
로 편향된 심사의 우려를 축소할 수 있으나, 저자 관련 정보를 활용하기 어려움.

•

21 세기 : 개방형 Peer Review(open peer review) 등장
•

저자와 심사자의 신원이 모두 공개되어 보다 책임 있게 심사를 하게 되나, 비판적 심사에 제약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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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의 문제점
 전통적 Peer Review의 문제점 분석 (Ross-Hellauer 2017)
 Unreliability and inconsistency : 심사자 마다 관점과 기준이 다르고, 심사 대상과 시기에 따라
심사 결과가 달라질 수 있다.
 Delay and expense : 심사자 부족으로 적합한 심사자를 찾는 시간과 소수의 심사자에게 심사
가 집중되어 Peer Review가 늦어지며, 그 만큼 늦게 출판되며 비용도 많이 든다.
 Unaccountability and risks of subversion : 심사과정이 투명하지 않아서 조작, 봐주기, 도용
등이 발생할 우려가 있다.
 Social and publication biases : 성별, 국적, 기관, 언어, 주제 분야, 긍정 결과 위주의 출판 등에
대한 편견이 반영될 우려가 있다.
 Lack of incentives : Peer Review에 대한 보상이 거의 없어서 동기부여하기 어렵다.
 Wastefulness : 심사 보고서나 심사 결과 반영 과정의 유익한 정보가 버려진다.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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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er Review의 문제점 원인분석 및 해결 방향
해결 방안

원인/문제점
비공개

저자의 관점

불공정/편향적 심사
이해관계

심사과정 영구 기록

블록체인
계약기반 심사/보상
심사 과정 공개

개방형 동료 심사
심사자 부족

편집인의 관점

지연/부실 심사
낮은 동기부여

•

심사자 공개 모집
이해관계 정보반영

지식 베이스
전문성 정보반영

저자의 입장에서 동료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불공정/편향적 심사 방지 및 투고 원고 유출 등 부
정행위 방지가 필요하고,

•

편집인의 입장에서는 동료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사 지연/부실 심사 방지 및 최적의 심사자 선정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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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록체인 및 지식 공학을 이용한 Open Peer Review 구성

Open Peer Review
(OPR)

Block Chain
(BC)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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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wledge Base
(KB)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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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연구 현황

블록체인 기반 Peer Review 관련 논문 현황
 Tennant JP, Dugan JM, Graziotin D et al.(2017)

 위변조 방지와 보상 제공을 통한 책임성 강화 및 동기 부여 측면에서 블록체인의 Peer Review
품질 제고 가능성 제시

 Avital, M. (2018)

 Reviewer 부족 문제 해결을 위해서 블록체인을 활용한 토큰 보상을 포함하는 Peer Review
Ecosystem 제안
 Jan, Zeeshan; Third, Allan; Bachler, Michelle and Domingue, John (2018)
 Peer Review의 개방화, 분산화, 보상 반영 등을 목적으로 암호화폐 보상 파일럿 시스템을 개발
함.

 Janowicz, Krzysztof et al.(2018)

 블록체인과 분산원장기술을 통한 코인 경제 기반 학술출판 모델 제시

 Antonio Tenorio-Forn´es et al.(2019)

 탈중앙화 학술출판(Reviewer 평판의 분산 관리, 고유 OA 인프라, 투명한 거버넌스)을 실현을
위해서 블록체인과 분산저장기술(IPFS)을 적용함.

 Mackey Tim K. et al.(2019)

 학술출판 프로세스의 투명성, 진실성, 확장성 제고를 위해 전통적 출판시스템과 괴리되지 않
는 블록체인 기반 거버넌스 프레임워크 제안

 Andrea Mambrini et al.(2020)

 Referee의 심사품질에 따른 보상을 하는 OA 학술지 Peer Review 에코시스템에 블록체인과 분
산저장기술(IPFS)을 적용함.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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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Peer Review 관련 논문 현황
 Ross-Hellauer (2017)

 Open Peer Review는 심사자와 저자의 신원 공개, 심사 보고서 출판, 동료심사 참여 확대 등을
가능하게 하는 것을 포함하는 동료심사 모델로 정의
 Open Peer Review 정의 연구에서 7개 개방 영역을 제시
OPR 개방 영역

의미

Open Identity

저자와 심사자가 서로의 신원을 알게 함.

Open Report

심사 보고서를 출판 논문과 함께 공개함.

Open Participation

심사 과정에 더 많은 전문가들이 기여할 수 있게 함.

Open Interaction

저자와 심사자, 또는 심사자 간의 상호 토론을 허용함.

Open Pre-review Manuscripts

동료심사 전에 투고 논문 원고를 preprint와 같은 곳에 공개하는 것을 허용함.

Open Final-version Commenting

최종 게재 확정된 원고에 대한 검토 및 코멘트 허용

Open Platform

학술지 출판사와 다른 기관이 동료심사를 수행

 Schmidt et al. (2018)

 Open Peer Review는 심사 품질을 개선하며, 투명성과 책임성을 제고할 수 있고, 심사자의 역
할을 부각시킬 수 있다고 주장

 Ji-Young Kim et al. (2020)

 DOAJ 학술지 중 Open Peer Review를 채택한 곳이 증가(2016년 20 > 2020년 147)하고 있음.
 OPR 도입 주요 학술지: Biology Direct (2006년), EMBO (2009년), eLife, F1000Research (2012
년), Nature Comm. (2016년)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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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공학 활용 Peer Review 관련 논문 현황
 Mittal, K. et al. (2019)

 Reviewer Assignment Problem (RAP)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으로 연구 전문성 (topics), 입찰
(proposal-bidding), 복합(hybrid) 등으로 구분하여 분석

 (연구 전문성) Ngai Meng Kou et al. (2006)

 심사자의 전문성 (paper topic)을 이용하여 출판 논문들로부터 자동 추출한 심사자 프로파일
을 적용한 Reviewer Assignment System (RAS) 개발

 (입찰) Goldsmith, J. et al. (2007)

 편집위원의 선호도(preference)를 기반으로 심사자 선정 입찰에 대한 고찰을 통해 Reviewer
Assignment Problem (RAP)을 정의

 (복합) Y. Sun. et al. (2007)

 지식 규칙과 수학적 결정 모델을 통합한 방법을 Reviewer Assignment Problem (RAP)에 적용

 Karimzadehgan M. et al. (2009)

 Reviewer Assignment Problem (RAP)을 해결하기 위해 다중 전문성(multiple subtopics)을 반
영한 ILP (integer linear programming) 방법을 이용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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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개발 및 검토

시스템 설계
Off Chain: DBMS

On Chain: HyperLedger Fabric

심사결과
기여도

심사 결과
공개 관리
시스템

저널 시스템
(JISTaP)

스마트 계약 기반
개방형 동료 심사
관리 시스템

심사자
추천
시스템

시스템 연계

심사계약
이행상태
보상체계 기반
토큰 관리 시스템

심사자풀

심사결과 공개 관리 시스템, 스마트계약 기반 개방형 동료심사 관리 시스템, 보상체계 기반 토큰 관리 시스템 등은
Hyperledger Fabric 으로, 저널 시스템과 심사자 추천 시스템은 MySQL을 이용하여 구현한 후 연계하도록 설계함.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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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템 개발 결과
Web & App. Server

투고심사 시스템(ACOMS)

계약 관리 Server

심사자추천

표절탐지

투고관리

PR관리

투고서비스

토큰관리

심사관리

청구보상관리

관리기능

인터페이스관리

계약관리

Apache Tomcat
Service Broker

DBMS

(Kafka 2)

(Oracle 11G)

Linux Server (CentOS 7)

Service Broker Agent

심사자추천 시스템

심사자선정

RESTful

투고관리 DB

Linux Server (Ubuntu)

서비스 브로커

계약관리 시스템
인터넷

사용자
• 투고/열람
• 승인/거절

시스템 구성도
2021-01-22

외부사용자

관리자

동료심사
계약관리

인터페이스
관리

• 시스템관리
• 컨텐츠관리

원고관리

심사평가
관리

내부사용자

심사자풀
DB

풀관리

토큰관리 시스템
청구보상
산정

인터페이스
관리

계좌관리

토큰은행

블록체인
(Hyperledger Fabric)

서비스 구성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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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JISTaP) 적용 워크 플로우

editor

EIC

심사자 풀
관리

투고

편집자
지정

논문
게시

심사
계약

심사자
선정

심사
수행

편집
보고서
작성

보상

심사자
평가

reviewer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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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JISTaP) 적용 세부 프로세스
저널 시스템

editor

reviewer

블록체인 시스템

EIC

저널 시스템

블록체인시스템

심사자선정시스템

서비스 브로커

투고/희망 심사자 추천
Editor 지정
Editor 요청
Editor 수락

투고 논문 게시

심사자 희망

심사후보자 전달
심사자 후보 추천
심사자 선정 요청
심사자 선정 정보 제공
심사자 확정

계약 의뢰
심사자 수락/계약
심사 개시 요청
심사 보고서

펴집자 심사 보고서

편집자 심사 보고서 전달
게재 판정
수정본

판정/심사 보고서
심사자 평가
평가점수 보정

평가 점수 전달

2021-01-22

토큰관리시스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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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결과 검토
 Private 블록체인 (Hyperledge Fabric)을 기반으로 한 논문 심사 계약 관리 시스템 개발
 Bitcoin, Ethereum 등의 Public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동료심사 시스템의 개발은 있었으나,
Private 블록체인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처음임.


Ledger라는 학술지는 Bitcon으로 개발



Scienceroot, Pluto, Orvum, ScienceMatter, PRINCIPIA, Kmi 등은 모두 Ethereum으로 개발

 또한, 학회 중심의 학술지 발간을 하는 국내 환경에는 Public 보다는 Private이 더 적합할 것으
로 사료됨.
특성
참여 구성원
주요 특징

퍼블릭 블록체인
누구나 참여 가능

프라이빗 블록체인
승인을 통한 검증된 사람

진입장벽이 낮고 자유로운 진입과 퇴출 참여자가 적어 속도가 빠르고 높은 수준
가능

의 보완

합의 알고리즘

PoS, PoW

PBFT

블록체인플랫폼

비트코인, 이더리움, 비트코인 캐시 등

2021-01-22

리눅스 펀딩, R3CEVcorda, 나스닥, 하
이퍼레저 패브릭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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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 결과 검토
 심사자 전문성 및 이해관계 관리를 통한 심사자 추천 시스템 개발
 TextRank를 사용하여 논문으로부터 속성 집합을 추출하여 전문성을 검사한 후
 공저 및 동료 관계를 2-mode network matrix로 표현하여 이해충돌 검사를 함.
전문성 검사

업적 수집 및
후보자 속성 추출
{ORCID, 저자명,
(논문_doi, 속성_집합)*,
(공저자_ORCID, 공저자명)*}

유사도 계산

클러스터링

{ORCID, 원고_doi, (논문_doi,
유사도)*}

{클러스터_no, (논문_doi, 유사도,
저자_ORCID*)*}

이해충돌 검사

심사자 풀
{ORCID, 저자명, (논문_doi, 속성_집합)*,
전문성*, (공저자_ORCID, 공저자명)*,
심사평판(성실성, 유용성)}

2021-01-22

insert/
update

{ORCID,
coauthorship}

랭킹 및
심사자 추천
{ORCID,
순위, 연락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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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개발 및 검토

개발 결과 검토
 기존 투고심사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계하는 서비스 브로커 개발
 논문 투고 및 심사자 추천 기능은 Off-Chain 상에 개발하고, 심사 계약, 심사 수행, 평가/보상
등은 On-Chain 상에 개발하여, 이 둘 사이에 Kafka 기반 서비스 브로커를 두어 데이터 교환을
하게 함으로써 학술지 이외의 시스템에도 연계 가능함.

2021-0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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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향후 연구

결론
 Private 블록체인 (Hyperledge Fabric)을 기반으로 한 논문 심사 계약 관리 시스템 개발
 학회 중심의 학술지 발간을 하는 국내 환경에 맞는 차세대 학술 출판 시스템 제시

 심사자 전문성 및 이해관계 관리를 통한 심사자 추천 시스템 개발
 전문성과 이해관계를 동시에 해결하여 심사자를 추천하는 시스템 개발.

 기존 투고심사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연계하는 서비스 브로커 개발
 학술지 이외의 컨퍼런스 논문 심사, Overlay Journal, 과제 심사 및 평가 등에 확장 가능한
Peer Review 시스템 개발

 연구자(저자, 심사자) 중심의 투명하고 신뢰할 수 있는 자율적 학술 커뮤니케이션 기반
기술 개발 (Andrea Mambrini et al. 2020)
 출판사 및 편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이 저자와 심사자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오

픈사이언스 시대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 제시
2021-01-22

22

4. 결론 및 향후 연구

향후 연구
 실제 학술지에 적용함으로써 개발된 시스템의 개선방안 도출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이상적인 제안이므로 실제 상황에서 적용 가능하도록 하기 위
한 필드 테스트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이 필요함.

 학술 출판의 Digital Transformation 도구로서 활용 가능성 타진
 기존의 Open Access는 종이 시대에 만들어진 체계를 단순 Digitization 하는 것에 불과
 Digital 시대에 적합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을 창출하여 Open Access가 자동적으로 실현
되도록 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APC를 출판비가 아닌 심사비로 전환하여 코인으로 심사 품질에 따라 보상하는 학술 분야 코
인 경제(Coin Economy) 조성 (Andrea Mambrini et al., 2020).

2021-01-22

연구자는 저자(인용 평판) 뿐만 아니라 심사자(심사 품질 평판)로써 평가되고 보상되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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