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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전문가심사미래에 어떻게 할 것인가?

한양대학교 구리병원 소화기내과 한 동 수

10 trends in scholarly publishing
1. General trends
2. Types of scholarly content
3. Information discovery
4. Information access
5. Purchasing approaches
6. Peer review
7. Research evaluation
8. Data and semantic enrichment
9. Preservation
10. Changing relationships
Sian Harris, Frankfruit Book Fai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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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심사의 목적
• 제시된 가설과 결과의 일치 여부를 판단
• 학술지의 지향점과 일치
• 과거 업적에 대한 인용의 적절함
• 적절한 기관의 기준에 따른 윤리 문제
• 원저이고 중요성 판단

전문가심사
•

과학적 원고의 기본

•

DB에서 선정된 1-3 명의 심사자 위촉

•

전문가심사 결과에 책임없음

•

심사 기한을 제시하고 준수

•

투고자는 전문가심사자를 모르는 경향(blind review)

•

Bias 없을 것, 이해관계 공개

•

심사자가 심사과정을 상세하게 알수있는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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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Rules for reviewing a manuscript
•

Review a manuscript only if you can do so objectively

•

Review a manuscript only if you can do so in a timely manner

•

Understand your role

•

Recognize the authors; efforts and the merits of the work while being
clear in identifying faults

•

Be critical, but be constructive

•

Be judicious in suggesting additional work

•

Leave it to future generations to judge a manuscript’s impact

•

Be a champion for your field

•

Remember that it is nor your paper

•

Be a good role model
Grubin DG. Editor-in-Chief, MBoC, 2011

Basic principles to which reviewers should adhere
•

•

•
•
•

•
•
•
•

only agree to review manuscripts for which they have the subject expertise
required to carry out a proper assessment and which they can assess in a timely
manner
respect the confidentiality of peer review and not reveal any details of a
manuscript or its review, during or after the peer-review process, beyond those
that are released by the journal
not use information obtained during the peer-review process for their own or any
other person’s or organization’s advantage, or to disadvantage or discredit others
declare all potential conflicting interests, seeking advice from the journal if they
are unsure whether something constitutes a relevant interest
not allow their reviews to be influenced by the origins of a manuscript, by the
nationality, religious or political beliefs, gender or other characteristics of the
authors, or by commercial considerations
be objective and constructive in their reviews, refraining from being hostile or
inflammatory and from making libellous or derogatory personal comments
acknowledge that peer review is largely a reciprocal endeavour and undertake to
carry out their fair share of reviewing and in a timely manner
provide journals with personal and professional information that is accurate and a
true representation of their expertise
recognize that impersonation of another individual during the review process is
considered serious misconduct
COPE guideline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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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의 구성
• 표지
• 초록
• 서론
• 방법

• 결과
• 고찰, 결론
• 그림, 그래프, 표
• 참고문헌

표지
• 논문과 저자와 관련한 일반정보
–
–
–
–
–
–
–

논문제목
저자정보
면책선언
연구지원정보
글자수
표와 그림 개수
이해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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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 Structured abstract
• 초록은 본문을 충실하게 반영해야 함
• 연구배경, 목적, 방법, 주요결과, 결론을 포함
• 임상시험등록번호
• 150-250 단어, 생략형은 한번은 풀어쓰기
• 연구목표, 수치 오류를 확인

초록 형식

•
•
•
•
•

Genetic
Background
Objective
Methods
Results
Conclusions

JAMA
•
•
•
•
•
•
•
•
•
•

Context
Objective
Design
Setting
Patients
Interventions
Main outcome measures
Results
Conclusions
Trial regis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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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 연구 배경을 기술
• 가설의 타당성을 제공
• 꼭 필요한 참고문헌을 간략하게 제시
• “Rules of Third”

방법
•

짧고 간결하게 처음에는 개관을 기술

•

서론 다음 또는 마지막, 4-6 쪽

•

간결하고 치밀한 기술, 잘 알려진 것은 인용 기술, 변형이
있으면 추가 기술

•

Study design-study population-data collectionlaboratory methods-statist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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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

논리적 순서에 따라 줄거리를 만들 것

•

중요 관찰 소견을 강조 또는 요약

•

가능하면 부제사용

•

표, 그림에 결과를 반복하지 않음

•

비전문적인 통계용어 사용자제

•

보충 자료(supplementary)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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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 제기한 가설이 결과를 통해 옳은 지 분석하는 부분
• 발견된 결과를 설명하거나 가능한 기전 탐구
• 타 연구와 비교, 제한점 설명
• 교과서 나열을 피함
• “Rule of thi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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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그래프
그림
그래프,, 표
• 방법이나 결과 중 중요한 것을 표시
• 그림 설명은 본문을 읽지 않고도 이해가 되도록
• 고해상도
• 적절한 화살표를 표시
• 적절한 수의 표, 표와 본문이 중복되지 않도록

참고문헌
• 전체 원고의 질을 반영
• 정확한 인용
• 정확한 표기

• 불필요한 인용 피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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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의 자세
• 교육적; 건설적이고 도움이 되는 비평
• 기한 내에 심사할 것
• 윤리적이고 중립적일 것
• 투고 결과내용을 보장 -- 표절금지
• 논란의 대상이 되지 말 것
• 자기 분야에 맞는 원고를 수용
• 중복출판, 표절을 지적

BMJ recommended review style
•

Importance of the work to general readers - does this work matter
to clinicians, patients, teachers or policy makers? Is a general journ
al the right place for it?

•

Originality – does this work add enough to what is already in the pu
blished literature? If so what does it add?

•

Validity of the research

•

Presentation of the study

•

Ethical 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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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ck points before writing review reply
•

Praise what works well in the draft; point to specific passages.

•

Comment on large issues first ,Go on to smaller issues later (awkward or
confusing sentences, style, grammar, word choice, proofreading).

•

so concentrate on the most important ways the draft could be improved.

•

Comment on whether the introduction clearly announces the topic and
suggests the approach that will be taken; on whether ideas are clear and
understandable.

•

Be specific in your response (explain where you get stuck, what you don't
understand) and in your suggestions for revision. And as much as you can,
explain why you're making particular suggestions.

•

Try describing what you see (or hear) in the paper--what you see as the main
point, what you see as the organizational pattern.

•

Identify what's missing, what needs to be explained more fully. Also identify
what can be cut.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The Writer's Handbook, Conducting Peer Revi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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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er: 1 Comments to the Author

Remarks to the author: I agree with your belief that your study is a good addition to the literature on FITs but I think you haven’t sufficiently acknowledged the work of others before yo
u and you need to do so. Some of your references would benefit from updating and a couple of the sentences in your Discussion look like almost direct copies of similar discussion poi
nts in other published literature. This needs to be acknowledged.
Abstract
1..Background 1st sentence – Using the strictest criteria this sentence may be accurate but, there are a number of studies in the literature dating back to the 1990’s (some of which you
have cited) comparing fecal immunochemical tests (FITs) to standard and sensitive guaiac tests in average risk populations that have shown FIT superiority. What is unique about your st
udy is the colonoscopies done on all the participants whether or not they had a positive test. A similar study which you do not reference did look at FIT vs. GT in a large average risk po
pulation with all negatives having flexible sigmoidoscopy. (Allison JE, Sakoda LC, Levin TR, Tucker JP, Tekawa IS, Cuff T, Pauly M, Shlager L, Palitz A, Zhao WK, Schwartz JS, Ransohoff D, S
elby J Screening for Colorectal Neoplasms With New Fecal Occult Blood Tests: Update on Performance Characteristics J Natl Cancer Inst 2007;99: 1 – 9) It would be interesting to compar
e your results with this one as it only has gold standard endoscopic follow up for left sided ACRNs and used a different FIT.
2. In the U.S. the term FIT is used more commonly than iFOBT for fecal immunochemical test and I suggest you use this term throughout your manuscript.
3. The second sentence isn’t clear. What do you mean by determining the number of iFOBTs needed? I think you mean the number of FITs needed to perform on a patient to get the be
st sensitivity and specificity. If so, say that.
4. It is important for you to define the term ACRN and advanced adenoma for your study here. In the body of the manuscript you explain ACRN is both cancer and advanced adenomas
and you define advanced adenoma. I believe it is preferable to present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your FIT for cancer, advanced adenomas, and both i.e. ACRNs.
Introduction
1. Second paragraph first sentence – It is incorrect to say the gFOBT has been criticized for poor specificity. The standard gFOBT, Hemoccult II, has very good specificity. It is the Hemocc
ult Sensa or sensitive guaiac test that in some studies has shown very poor specificity.
2. You use a lot of old references such as references 6-8 and 11-14. There are better references with data on the performance characteristics of gFOBTs such as the following:
a. Ahlquist DA, Sargent DJ, Loprinzi CL, Levin TR, Rex DK, Ahnen DJ; Knigge K Lance MP, Burgart LJ, Hamilton SR; Allison JE, Lawson MJ, Devens ME; Harrington JJ; and Hillman SL Stool
DNA versus Occult Blood Testing Stool DNA and Occult Blood Testing for Screen Detection of Colorectal Neoplasia: A Prospective Multicenter Comparison Ann Intern Med. 2008;149:441
-450
b. Imperiale TF, Ransohoff DF, Itzkowitz SH, et al. Fecal DNA versus fecal occult blood for colorectal-cancer screening in an average-risk population. N Engl J Med 2004; 351:2704–2714
c. Allison JE The Role of Fecal Occult Blood Testing in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Practical Gastroenterology June 2007 Vol. XXXI; 20-32.
3. P. 4 first paragraph second sentence – I agree with your statement about office development but, can you reference a publication where it has actually been shown that there is a pro
blem with maintaining quality control for office development of FITs? I think unless you can this statement is your opinion and not fact. It also looks very much like an advertisement for
the FIT your funder markets.
Methods
1. P. 6 first paragraph – You decided upon not having dietary restrictions. Do you think this could be the reason for your unusually high positive rate for Hemoccult II? Furthermore the
use of vitamin C could account for some false negatives in this group making FIT look better.
2. I don’t think that diminutive polyps found on investigation of a positive gFOBT or FIT were the cause of the positive test and, therefore; shouldn’t be counted when determining sensit
ivity and specificity of a screening test. Even the majority of those adenomas 5mm to 9mm found during an evaluation of a positive test are unlikely the cause of the positive test. Read
Ransohoff DL Lang CA Small adenomas detected during fecal occult blood test screening for colorectal cancer. The impact of serendipity. JAMA. 1990 Jul 4; 264(1):76-8.
3. P.8. first paragraph – Here you define the term advanced adenoma and ACRN. It is more useful to the reader if you present your results as cancer, advanced adenomas and ACRN rat
her than just advanced adenoma and ACRN. In general readers want to know the sensitivity of the screening test for cancer, advanced adenoma, and both.
Role of the Funding Source
1. Did the funding source read the manuscript and did you use any of its suggestions for manuscript wording or content?

2012-Spine-hands-0331

Results
1. Patients and Colonoscopy Results – As mentioned previously, I think reporting the number of diminutive polyps is of no value and even the number of polyps between 5
-9 mm may not be important. The most important findings to talk about are the advanced adenomas and cancers. In most large screening programs the number of
cancers found is roughly 1-3 in a thousand. In your study there was roughly 1 in 100. Can you speculate as to why there were so many in your study population? P
erhaps it is because the study population is from tertiary medical centers. Table 1 has too much information and is difficult to read. I suggest it be simplified by taki
ng out some categories and making it into two Tables.
FOBT Results
1. You need to better explain how you determined the Hemoglobin level in your gFOBTs or did you? I also don’t understand what you did with the 3 FITs to represent the
m as one test. Do you mean that the test was considered positive at any hemoglobin level up to a threshold of 100 ng/ml? You need to be more clear here. A posi
tivity rate of 7.9% is very high for a standard guaiac test and looks more like the result for a sensitive guaiac test or a rehydrated guaiac test. The positivity rate for t
he FIT at both a threshold of 75 ng/ml and 100ng/ml are also high compared to other FITS and even some results reported for the same FIT you used. Perhaps the
latter is related to number of tests performed on each patient or, as you state in the discussion section, your study population comes from tertiary medical centers.
Please comment on both of these findings. They have importance when considering FITs for population screening as each positive test requires colonoscopy follow
up. It would be helpful if you calculated a positive predictive value for both your gFOBT and your FIT both for cancer and advanced adenomas so comparisons coul
d be made with data on other FITs and gFOBTs.
2. Performance Comparison between gFOBT and qiFOBT at the Various Hemoglobin Thresholds – In Table 2, is the number of patients with true negative results for a Hgb
threshold of 125 ng/ml is 291 or is that a misprint? Perhaps it is actually 691. If not please explain.
3. P.12 paragraph 2 last sentence – I think you mean the fecal hemoglobin cut off value that gives the best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or cancer is 118ng/ml.
4. The number of qiFOBTs Needed to Identify ACRN – What you are saying under this heading needs better explanation because looking at Table 3 gives me the impressio
n that 2 specimens give the best sensitivity and specificity for cancer but for ACRN, the majority of which are advanced adenomas, 3 tests seem to give the best per
formance characteristics. If I am interpreting this correctly, the number of tests one would select could differ depending on your screening goal: the most cancers or
the most cancers and advanced adenomas. Given limited colonoscopy resources, some screening programs would choose the test with the least number of specime
ns needed to detect the most cancers and assume the missed advanced adenomas would be uncovered in subsequent screens.
Discussion
1. P.13,14 first paragraph sentences 2,3 – Sentence 2 is technically correct regarding the study cited but ignores a subsequent study by the same group using flexible sigmo
idoscopy for FIT negative subjects. Allison JE, Sakoda LC, Levin TR, et al. Screening for colorectal neoplasms with new fecal occult blood tests: update on performanc
e characteristics. J Natl Cancer Inst 2007;99:1–9. Sentence 3 ignores a large Japanese study where all average risk patients were given a FIT and subsequently colono
scoped. Morikawa T, Kato J, Yamaji Y, et al. A comparison of the immunochemical fecal occult blood test and total colonoscopy in the asymptomatic population. Gas
troenterology 2005; 129:422–8.
2. P. 15 first paragraph second to last sentence. I think the Japanese study you cite here is the one I have listed above but you don’t reference it in your bibliography.
3. P. 16 first paragraph – The two sentences beginning with “Advanced adenoma consists “ are very similar to ones in a published manuscript on FOBTs. The source should
be referenced.

2012-Spine-hands-0331

Tab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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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Nspine-hands-1113

14

15

16

Elisabeth Pain, Science Careers 2013

OA학술지의 논문 투고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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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icomm.scimagdev.org/#

Alternative approaches to preprepublication peer review
• "Soundness not significance" approaches
• Cascade review
• Portable peer review
• Open and interactive review
• Registered re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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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me of Papers: eLife
eLife,, BMC, PLoS and EMBO
Announce New Peer Review Consort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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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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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publication review and articlePost
article-level
metrics
• Comments and ratings
• Altmetrics
• Article evaluation and tiering systems
• Overlay journals and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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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dering the future scientific journal
• Open access: IET
• Online publishing: IET, IOP
• Megajournal: IET
• Care community value: AIP
• Rigorous peer review without timeline
• Fusion model: Springer

Annual SLA meeting, Research Information 2012-09-10

Peer review in future
1. Open peer review
2. pre-, post-publication discussion
3. Streamline cascading peer review
4. Peer review company
5. Added DOI on the review

Sian Harris, Frankfruit Book Fair,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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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심사법
1. 심사수용
2. 일차 읽기
3. 이차 읽기

4. 의견서 작성
5. Down to Earth Method
6. MeSH browser검색
Hoppin FG. Am J Respir Crit Care Med 2002

심사자의 논문 판단 조건
• timely and relevant to a current topics
• well written, logical, and easy to
comprehend

• well designed and appropriate
methodology

Provenzale JM et al. AJ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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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은 전문가심사자에게 학술지
심사기준을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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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son Priem 2013 Nature

OA학술지의 논문 투고비용
•

By 2011, 11% of the world’s articles were fully open-access journals

•

Analysts estimate profit margins at 20–30% for the industry, so the average cost to the
publisher of producing an article is likely to be around $3,500–4,000. BioMed Central and
PLoS — charge $1,350–2,250 to publish peer-reviewed articles in many of their journals,
although their most selective offerings charge $2,700–2,900. Outsell estimates that the
average per-article charge for open-access publishers in 2011 was $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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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05월 24일
"Peer Reviewers of Academic Journals: Who is Responsible for our Professional Literature"(PDF 21페이지)라는 프리프린트가 공개되
었다.
http://crl.acrl.org/content/early/2012/05/22/crl12-364.full.pdf
미국 대학·연구도서관협회(ACRL)의 시사 학술지 "College & Research Libraries"(C&RL) 2013년(편주：2012년의 잘못인가) 9월호 게재용
으로, 저자는 다코타 주립 대학의 도서관 직원 Mary Francis씨.
http://www.dsu.edu/
(Abstract)
학술지는 어느 분야의 연구 성과나 과제, 관심사 등을 기록한다. 저자는 논문에 이름을 나타내, 편집자는 출판물과 연결된다. 그러나, 학
술지의 제작에 중요한 역할을 완수하면서도, 별로 기록되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본고는 그러한 피어리뷰자에 대해 고찰한다. 인구통계
데이터를 나타내, 피어리뷰를 맡는 이유를 해석한다.

•

[뉴스 소스]
Preprint: "Peer Reviewers of Academic Journals: Who is Responsible for our Professional Literature "? infoDOCKET 2012/5/23
http://www.infodocket.com/2012/05/23/preprint-peer-reviewers-of-academic-journals-who-is-responsible-for-our-professionalliterature/
http://johokanri.jp/stiupdates/info/2012/05/007326.html

•

출처:논문 피어리뷰자의 책임(C&RL학술지 프리프린트 소개)

•

•

엘스비어, 피어리뷰 결과를 공개 by inforan

•

2012/11/29 23:49

•

학술출판

•

inforan.egloos.com/10961909

•

0 comments

•

2012년 04월 04일
Elsevier 회사가 논문의 피어리뷰 결과 보고를 공개해, 투명성을 향상시키는 조치를 취했다.
동사의 저널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 " 논문에 대한 피어리뷰 결과 보고를, SciVerse ScienceDirect
에서 논문과 동시에 공개하는 것으로, 시행 기간은 2012년말까지. 소기의 결과를 얻으면, 다른 저널에서도 실시한
다.
"Agricultural and Forest Meteorology"논문
www.sciencedirect.com/science/article/pii/S0168192312000391

•

[뉴스 소스]
Elsevier Tests Peer Review Report Transparency? Elsevier 2012/4/2
http://www.elsevier.com/wps/find/authored_newsitem.cws_home/companynews05_02281?utm_source=twitterfe
ed&utm_medium=twitter&utm_campaign=Feed%3A+ElsevierNews+%28Elsevier+News%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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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료 피어리뷰 으로 논문 출판 사이클을 원활히 미 벤처 "Rubriq"의 소개 by inforan

•

2013/02/16 17:46

•

학술커뮤니케이션

•

inforan.egloos.com/10990778

•

0 comments

•

2013/02/13
논문의 투고로부터 피어리뷰를 거쳐 출판에 도달할 때까지의 장기간, 초조 안달복달 하는 연구자를 위해서, 피어리뷰를 유료(500700 미
달러)로 하청받아, 그 결과를 어느 출판사에도 통용되는 표준 스코어카드(http://www.rubriq.com/how/scorecard)로 신속하게 돌려주어,
출판 사이클을 원활화 시키려고 하는 시도를, 미국 노스캐롤라이나 Research Square사(http://www.researchsquare.com/)의 벤처기업
"Rubriq"(http://www.rubriq.com/)가 시작했다.

•

연구자는 논문과 해당 피어리뷰 결과를 출판사에 송부해, 출판의 적부 판단을 바라본다. 수리되지 않으면, 다른 출판사에 송부할 수도 있
다. 출판사의 통상 실시하는 역할( 피어리뷰 )을 맡아, 이윤을 추구하면서, 연구자, 출판사에도 환영받는 서비스로, 현재, PLOS나 Karger,
F1000Research, Wiley등의 출판사와 500명초의 피어리뷰어와 제휴해, 이 컨셉을 실증중이라고 한다.

•

덧붙여 공동 창설자의 Keith Collier씨는 Thomson Reuter의 ScholarOne의 원본 부장.

•

[뉴스 소스]
·Company offers portable peer review nature 2013/2/12
http://www.nature.com/news/company-offers-portable-peer-review-1.12418
·An Interview With Keith Collier, Co-Founder of Rubriq the scholarly kitchen 2013/2/5
http://scholarlykitchen.sspnet.org/2013/02/05/an-interview-with-keith-collier-co-founder-of-rubri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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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심사를 의뢰할 때
• 정중하고 예의를 갖출 것
• 전문가심사자에게 학술지의 목표, 심사기준을 알림
• 전문가심사자에게 서비스할 것
• 감사할 것
• 부적절한 전문심사자 배제
• 말이 안되면 심사하지 말 것

편집인이 판단하는 심사의 질
• 심사를 철저하고 이해하는 수준인 지?
• 시간의 적절함
• 저자에게 제시하는 적절한 근거를 가진 내용
• 건설적인 비평
• 객관성
• 편집인에게 원고출판 여부를 명쾌하게 설명

29

심사제도의 보완책
• 우수심사자 발굴
• 교육프로그램
• 심사상황에 대한 피드백

• 적절한 보상
• 외부 인력의 활용
• 외부 모니터링

Acknowledgements
• Acknowledging support
• Group and collaborative author list
• Author’s conflict of Interest and financial disclosure
• Access to data statement
• Funding/support and role of sponsor
• Affiliation
• Corresponding author
Source: AMA Manual of Sty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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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JE COI Reporting Contents
• 개인식별정보
• 출판(publication) 전 고려 사항
• 투고한 연구 이외의 관련 재정 활동
• 기타 관계

A checklist to identify reputable
publishers
How to perform due diligence before submitting to a journal or publisher.
● Check that the publisher provides full, verifiable contact information, including address, on the journal site.
Be cautious of those that provide only web contact forms.
● Check that a journal’s editorial board lists recognized experts with full affiliations. Contact some of them
and ask about their experience with the journal or publisher.
● Check that the journal prominently displays its policy for author fees.
● Be wary of e-mail invitations to submit to journals or to become editorial board members.
● Read some of the journal’s published articles and assess their quality. Contact past authors to ask about
their experience.
● Check that a journal’s peer-review process is clearly described and try to confirm that a claimed impact
factor is correct.
● Find out whether the journal is a member of an industry association that vets its members, such as the
Directory of Open Access Journals (www.doaj.org) or the Open Access Scholarly Publishers Association
(www.oaspa.org).
● Use common sense, as you would when shopping online: if something looks fishy, proceed with caution.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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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at makes a good reviewer and a good review for a general
medical journal?

•

RCT of the effects of training peer reviewers on the quality of
review

•

Why do peer reviewers decline to review?

•

Comparison of author and editor suggested reviewers in terms
of review quality and recommendation for publication

•

Does blinding reviewers to authors’ identities and/or revealing
the reviewers' identity to a co-reviewer affect the quality of
reviews?

•

Originality — does the work add enough to what is already in the published literature? If so, what does it add?

•

Importance of the work to general readers

•

Scientific reliability

Please cite relevant references to support your comments on originality.

• Research question — clearly defined and appropriately answered?
• Overall design of study — appropriate and adequate to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 Participants — adequately described, their conditions defined,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described?
How representative were they of patients whom this evidence might affect?
• Methods — adequately described? Main outcome measure clear? Is the study fully reported in line with
the appropriate reporting statement or checklist (http://www.equator-network.org/)?
Was the study ethical ?
• Results — answer the research question? Credible? Well presented?
• Interpretation and conclusions — warranted by and sufficiently derived from/focused on the data?
Discussed in the light of previous evidence? Message clear?
• References — up to date and relevant? Any glaring omissions?
• Abstract/summary/key messages/what this paper adds — reflect accurately what the paper says?
• Documents in the supplemental files eg checklists for reporting statements eg CONSORT, PRISMA, and
STROBE (see http://www.equator-network.org for other examples and for extensions to existing statements);
and the protocol for an RCT. Do these properly match what is in the manuscript? Do they contain
information that should be better reported in the manuscript, or raise questions about the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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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lind Peers : A Path To Equality In Scientific Peer Review?"(참고 사리:익명의 동료-논문 읽에서의 평등에 대한 길?)이란 SciLog 5월 30
일 부기사를 소개한다.
http://www.scilogs.com/next_regeneration/blind-peers-a-path-to-equality-in-scientific-peer-review/

•

(요약)
논문 피어리뷰의 비대칭성(asymmetry)(즉, 논문 저자의 정체는 밝히고, 동료에 의한 논문 평가는 익명으로 실시하는 것)의 장점은 피어
리뷰어가 솔직하게 평가할 수 있으며, 피평가자들의 보복을 피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저자의 소속 기관, 동료, 경쟁자, 성별 등이
분명하므로, 동료에 의한 논문 심사에 편견,편파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다.

•

이 폐해를 피하기 위해 이중 맹검적(double-blind) 동료 평가(즉, 동료 평가 단계에서는 저자의 정체성을 엎드려 두는 것)를 실시하고 있
는 저널도 있고 지지자도 많다.

•

그러나 피어리뷰어는 저자를 추측할 수 있다. 논문 중의 references에 저자나 연구 그룹의 prior work을 들고 있으니까 말이다. 다만, 공
저 논문의 경우, 제1저자를 짐작하기는 어렵다.

•

논문 발표에는 익명이란 비대칭성 외, 한가지 비대칭성이 있다. 논문을 게재하더라도 피어리뷰어의 코멘트는 일반적으로 게재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동료 평가가 거칠어질 수도 있다.

•

동료 평가에서는 Blindness보다 투명성(transparency)을 강화하는 것이 유효하지 않나. 논문 발표 후 동료 평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F1000Research지는 논문을 먼저 게재하고, 논문을 심사/평가하는 피어리뷰어를 공개한다. PeerJ지는 선택 존중(pro-choice)(즉, 피어리
뷰어의 공개·비공개를 선택하고 저자는 피어리뷰어의 주석 공개·비공개를 선택할 수 있음)을 도입했다.

•

많은 연구자는 동료 평가 제도의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

출처:논문 피어리뷰에서 평등성 확보를 위해-익명의 장단점과 개선 방안(기사 소개)

•

Nature는 3 월 28 일자 특집 "The Future Of
Publishing"( http://johokanri.jp/stiupdates/property/2013/03/008364.html)에서 다음 4 개를 일역하고 " 과학 출
판의 미래 "에 온라인 게재했다.
http://www.natureasia.com/ja-jp/nature/specials/contents/scipublishing/

•

"가짜 논문지에 속지 마라!"
"과학 출판의 실제 비용"
"다시 시작하는 대학 도서관"
"오픈 액세스의 조기 실현을 위해"

•

2013/06/21
arXiv 설립자 Paul Ginsparg 씨 백악관 "Champion of Change"를 수상

•

백악관은 6 월 20 일, 프리 프린트 서버 " arXiv "의 창시자 Paul Ginsparg 씨를 오픈 사이언스 촉진 공로자"
Champions of Change : Open Science "(13 명)중 한명으로 표창했다.
http://www.whitehouse.gov/champions/open-science

•

[뉴스 소스] White House honors Ginsparg for arXiv - Cornell University 2013/6/19
http://news.cornell.edu/stories/2013/06/white-house-honors-ginsparg-arxiv출처:Nature 특집 "과학 출판의 미래
"의 기사 4 개를 온라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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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rtable peer-review to prevent a pillar-to-post process "이라는 BioMed Central (BMC)의 6 월 11 일자 블로그를 소개한다.
http://blogs.biomedcentral.com/bmcseriesblog/2013/06/11/portable-peer-review-to-prevent-a-pillar-to-post-process/
(요지)
연구원의 피와 땀과
눈물의BMC
결정,저널에
연구 성과가
주요한
잡지에 게재되는
데는 화나는 정도의 과정을 거쳐야한다. BMC는 약 10년 동안 심사의 헛수고되지 않도록
출처:eLife지가
안에서도
재도전
- 심사제도
(기사 소개)
논문을 BMC 저널에 양도해 왔다.
BMC는 이번에 생물학 분야에서 주목을 끄는 정선 " eLife " 사이의 "eLife에 접수되지 않은 논문을 심사보고 첨부로 BMC 저널에 송부해, 한층 강화된 심사를 계속
"기회를 연구자에게 주는 출판사 간의 링크를 구축했다.
http://johokanri.jp/stiupdates/northamerica/2011/11/006572.html

•

"Sham journals scam authors"라는 제목 Nature 지 3월 28일자 기사를 소개한
다. 실제 논문지를 말했던 사기 사건이 일어나고 과학자가 논문 게재료를 철회
한 것을 보도 한 것.
http://www.nature.com/news/sham-journals-scam-authors-1.12681

•

본 기사를 학술지 공개 기사 "가짜 논문지에 속지 마라!"(무료) 제 2 단락 아래에
전재한다.
http://www.natureasia.com/ja-jp/ndigest/specials/43764

•

논문 작성을 위협하는 사이버 범죄가 발생했다. 정평있는 유럽 과학 논문 학술
지 2종이 가짜 홈페이지를 이용한 스푸핑 범죄 피해를 당한 것이다. 이 가짜 웹
사이트에 수백 명의 연구원이 속아 저자 부담금을 지불했다.

•

출처:가짜 논문지, 과학자 게재료를 감아 (Nature 학술지 기사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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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사코 뉴스 2013년 제239호에 게재 된 기사 "학술지 가격
과 학술지의 영향 관계"를 소개한다.
http://www.usaco.co.jp/u_news/index.html#topics
• Library Journal 학술지의 4월 25일자 기사 "The Winds of
Change | Periodicals Price Survey 2013"의 내용을 소개 한
것.
http://lj.libraryjournal.com/2013/04/publishing/the-windsof-change-periodicals-price-survey-2013/출처:학술지 가격
과 학술지의 영향 관계 (유사코 뉴스 소개)

•

유사코 뉴스 2013년 제238호에 게재된 기사 「학술 출판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을 소개한다.
http://www.usaco.co.jp/u_news/index.html#topics
Nature 저널의 특집 "The Future of Publishing"중에서 "Open access: The true cost of science publishing"의 내용의 일부이다.

•

(관련기사) http://johokanri.jp/stiupdates/property/2013/03/008364.html

•

학술지 구독 가격의 타당성에 대한 의심이 뿌리 깊어서, 이용자들이 보이콧 운동 등을 일으키기도 했다. 구독료가 발생하지 않는 오픈 액세스(OA) 출판 모델이 굳건하게
확대되고 있으며 이미 학술 커뮤니케이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OA의 형태는 다양하다. 전면적인 OA 이외에, 엠바고 기간이 지나면 OA화 되는 것이나, 유료 구독 저널의 일부 논문 단위를 OA화하는 하이브리드 OA 등이 혼재하고 있
다. 이러한 학술 출판에는 과연 어느 정도의 비용이 소요되는지 소박한 의문이 남는다. 2013년 3월 Nature 학술지에 게재된 「Open access: The true cost of science
publishing」기사의 일부를 소개한다.

•

OA 논문이 증가추세이다. 2011년에 출판된 전체 논문의 11%가 OA로 출판되었다. 컨설팅 회사 Outsell의 조사에 의하면, 학술출판업계는 2011년 180만편 영어 논문을
출판해, 94억 달러의 수입을 얻었다. 논문 1건당 평균 수입은 대략 5,000달러이다. 출판사의 이익률이 20-30%이라 가정하면, 1건당 평균 비용은 3,500-4,000 달러라고 추
정할 수 있다.

•

OA저널은 출판비용을 조달하기 위해 저자에게 비용을 부과한다. Bo-Christer Bjork와 David Solomon의 조사에 의하면, 그 액수는 2010년 83,900 달러였다. 대표적인 OA
출판사인 BioMed Central과 PLoS에서는 1,350-2,250 달러이다. Outsell의 조사에 의하면, 2011년의 평균 과금액수는 660 달러라고 추측해지고 있다. BioMed Central과
PLoS에서는 비용에 관련된 정보를 얻을 수 없었다. OA출판 관계자인 Paul Peters나 Brian Hole에 의하면, OA출판사의 내부 비용은 평균 300달러 전후이다. 다만, OA저널
출판사 중에는 서버 등의 기자재를 제공하거나 사무소를 운영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용 비교시 이것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OA출판사는 신규로 참가하기 위한 우위성을 가지고 있다. 온라인 저널의 출판 모델이 수렴 되었을 무렵에 오직 온라인 출판 워크플로우와 최신 툴로 시작한 것이 그 이
유로 들어지고 있다. 전통적인 출판사는 책자에 의한 출판으로부터의 변환이나 기술의 진보에 맞춰 투자했다.

•

출판 비용을 비교하는데 접근율(access rate)도 큰 요소라고 생각할 수 있다. 동료평가 후 PLoS One에서는 70%의 논문이 간행되지만, Nature는 8%이다. 학술 출판이 가
지는 필터 기능에 대해, Michael Eisen는 출판 후에 다운로드나 인용횟수 등의 지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논문 단위의 평가를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

기사 본문에서는 출판 비용과 관련된 주요 토픽들을 망라적으로 다루고 있다. 한번 읽어보길 추천한다.
?Nature： Open access: The true cost of science publishing
http://www.nature.com/news/open-access-the-true-cost-of-science-publishing-1.12676

•

일본인의 해외 학술논문 소개
유사코에서는 일본인의 논문이 게재된 해외 학술지에 주목하고, 수시로 소개하고 있다.
논문 타이틀(영문)을 클릭하면, 논문의 초록을 참조할 수 있다.
http://www.usaco.co.jp/article/index.html출처:학술 출판에 소요되는 실제 비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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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는 2013년 3월 25일, 피어리뷰어를 위한 윤리 지침 "COPE Ethical Guidelines for
Peer Reviewers"(PDF5 페이지)를 발표했다.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Ethical_guidelines_for_peer_reviewers_0.pdf

•

프레스 릴리스는 이쪽：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launches ethical guidelines for peer reviewers(PDF2 페이지)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661/COPE%20Peer%20Review%20PR%20March%202013.pdf

•

또, 3월 22일에 런던에서 개최한 2013 유럽 세미나(COPE 2013 European Seminar)로의 프레젠테이션 자료와 포스터를 온라인 공개했다. 이번 테마는 "Publication ethics
from student to professional".

•

프리젠테이션 자료
★연구부정에의 기관의 대응
Institutional responses to violations of research integrity(PDF13 페이지)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661/Pieter_Dremth_presentation_final.pdf

•

★피어리뷰어를 위한 COPE 윤리 지침：배경, 문제점, 진전
Ethical guidelines for peer reviewers: background, issues and evolution(PDF22 페이지)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661/Irene%20Hames%20presentation_final.pdf

•

★학생의 도용 문제에의 대처

-

10년간의 실적

Addressing student plagiarism(PDF23 페이지)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661/Gill_Rowell_presentation_final%20for%20website.pdf
•

포스터
★파키스탄의 유력 생물 의학저널에서 비윤리적 행위의 체험
Experiences of unethical practices in a leading Pakistani biomedical journal(PDF2 페이지)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661/Experiences%20of%20unethical%20practices%20in%20a%20leading%20Pakistani%20biomedical% 20journal_Fatema_Jawad_0.pdf

•

★의학 연구에서 부정과 사기
Fraud and deceit in medical research(PDF2 페이지)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661/Fraud%20and%20deceit%20in%20medical%20research_Mohamed_Elshiekh_0.pdf

•

★저자의 출판 윤리에 관한 인식：국제 조사
Authors' awareness of publication ethics: An international survey(PDF2 페이지)
http://publicationethics.org/files/u661/Authors%E2%80%99%20awareness%20of%20publication%20ethics_An%20international%20survey_Sara_Schroter_0.pdf

•

[뉴스 소스]
Presentations from COPE 2013 European Seminar now online COPE 2013/3/26
http://publicationethics.org/news/presentations-cope-2013-european-seminar-now-online

•

[COPE 관련기사]
·2013년 3월 18일(월요일)

•

COPE 2013 아시아 태평양 세미나, 프리젠테이션 공개

영국 Taylor & Francis는 이번에 저자의 심사에 대한 생각을 조사한 결과 "Taylor & Francis
survey : authors value rigorous peer review, even if it takes"(PDF2 페이지)를 발표했다.
http://www.tandf.co.uk/journals/press/OpenAccess-2May2013.pdf

•

응답자의 45%는 시간이 걸리더라도 엄격한 심사를, 또 78%는 전통적인 심사를 희망하고 있다.

•

[뉴스 소스]
Taylor & Francis> Press Releases > Taylor & Francis survey : authors value rigorous peer
review, even if it takes time
http://www.tandfonline.com/page/press-releases

•

출처:저자는 엄격한 전통 심사를 바란다 (Taylor & Francis 조사보고)

•

36

•

Science Careers에 최근 게재된 상호작용형 피어리뷰(Interactive Peer Review)에 관한 기사 3개를
소개한다.

•

첫 번째 기사는 "How Interactive Peer Review Works"(구조적 측면)로, 젊은이의 과학자가 저자와
피어리뷰어의 양쪽 모두의 입장에서 상호작용형 피어리뷰 참여가 제공하는 메리트·디메리트를
고찰함.
http://sciencecareers.sciencemag.org/career_magazine/previous_issues/articles/2013_04_09/car
edit.a1300068

•

두 번째 기사는 "Interactive Peer Review: Advantages for Authors"(저자에게 유리한 측면)로, 상
호작용형 피어리뷰는 저자의 인지도로 임팩트를 높여 논문의 선행성이 확보된다고 하는 것.
http://sciencecareers.sciencemag.org/career_magazine/previous_issues/articles/2013_04_10/car
edit.a1300069

•

세 번째 기사는 "Interactive Peer Review: For Authors, Potential Downsides"(저자에게 불리한 측
면)로, 상호작용형 피어리뷰의 위험과 어려움을 고찰한 것.
http://sciencecareers.sciencemag.org/career_magazine/previous_issues/articles/2013_04_12/car
edit.a1300072출처:상호작용형 피어리뷰를 생각한다(Science Careers 기사 소개)

•

출판 연구 컨소시엄(Publishing Research Consortium, PRC, http://www.publishingresearch.net/)은 이번에, "Text
Mining and Scholarly Publishing"(PDF22 페이지)라고 제목을 붙이는 안내를 발표했다.
http://www.publishingresearch.net/documents/PRCTextMiningandScholarlyPublishinFeb2013.pdf

•

텍스트 마이닝/데이터 마이닝(data mining)의 의미, 차이점, 마이닝 방법, 주의점등을 평이하게 해설해, 학술 출판
사는 물론, 정책 입안자, 도서관 직원, 연구자 등 여러가지 분야의 관계자에게도 도움이 되려고 하는 것.

•

[뉴스 소스]
New From The Publishing Research Consortium: A Guide to Text Mining and Scholarly
Publishing infoDOCKET 2013/2/18
http://www.infodocket.com/2013/02/18/new-from-the-publishing-research-consortium-a-guide-to-textmining-and-scholarly-publishing/
[관련 기사]
2011년 6월 22일(수요일) 영국： PRC, 학술 논문 마이닝에 관한 조사보고서를 발표
http://johokanri.jp/stiupdates/europe/2011/06/006104.html출처:영국：PRC, 「텍스트마이닝과 학술 출판」가이드
를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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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엘스비어사의 웹 사이트 “Elsevier Connect”에 “Designing the Article of the Future ”라고 하는 기
사가 게재되었다. 이것은 온라인상에서 논문이 보이는 방법이 종이 시대에 보이던 방법과 다르지
않았는데, 보다 풍부한 상호작용적 대상으로 변혁해 나가는 「미래의 논문」프로젝트에 대해, 엘스
비어사의 이용자 중심 디자인의 전문가들이 어떻게 디자인을 진행했는지를 대해 소개했다.

•

Designing the Article of the Future(Elsevier Connect 2013/1/15)
http://elsevierconnect.com/designing-the-article-of-the-future/

•

Article of the Future
http://www.articleofthefuture.com/

•

참고：
Elsevier사, 「미래의 논문」의 프로토 타입을 공개
http://current.ndl.go.jp/node/18404출처:엘스비어사의 디자이너가 말하는 “미래의 논문”의 만드
는 방법(기사 소개)

•

엘스비어사의 피어리뷰관리시스템 Elsevier Editorial System(EES)가 2012년 11월에 해킹되어 가짜 피어리뷰를 받
은 논문 11건이 3개 학술지로부터 철회된 것이 알려졌다.

•

해당 논문은 중국, 인도, 이란, 터키로부터 투고된 것으로, 모두 설득력있는 긍정적인 피어리뷰가 있었다. 저자에
게는 논문을 재투고해 정규의 피어리뷰를 받는 옵션이 제공되었다.

•

엘스비어사는 만전의 조치를 강구하고 재발을 막겠다고 한다.

•

[뉴스 소스]
Elsevier editorial system hacked, reviews faked, 11 retractions follow - Retraction Watch 2012/12/11
https://retractionwatch.wordpress.com/2012/12/11/elsevier-editorial-system-hacked-reviews-faked-11retractions-follow/

•

[관련 기사]
·Elsevier Hacked, Papers Retracted ? The Scientist 2012/12/12
http://www.the-scientist.com/?articles.view/articleNo/33646/title/Elsevier-Hacked--Papers-Retracted/
·Elsevier Editorial System Hacked, Reviews Faked, 11 Retractions Follow? infoDOCKET 2012/12/12
http://www.infodocket.com/2012/12/12/elsevier-editorial-system-hacked-reviews-faked-11-retractions-follow/
출처:Elsevier 피어리뷰관리 시스템이 해킹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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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11월20일

•

학술지 "Frontiers in Computational Neuroscience"에 연구논문의 피어리뷰 ·평가·출판 등의 본연의 자세에 임해서 고찰한 논문이 게재되었다.

•

학술지 "Frontiers in Computational Neuroscience"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about

•

★과학 출판의 신모델의 형성：검토와 제안 - 2011년 12월호(Article 55)
Toward a new model of scientific publishing: discussion and a proposal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10.3389/fncom.2011.00055/full

•

★논문 출판 후의 피어리뷰 ·평가의 집약 - 2012년 5월호(Article 31)
Aggregating post-publication peer reviews and ratings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10.3389/fncom.2012.00031/full

•

★FOSE: 개방적인 논문 평가 체제 - 2012년 6월호(Article 32)
FOSE: a framework for open science evaluation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10.3389/fncom.2012.00032/full

•

★다단 오픈피어리뷰 ：종래의 피어리뷰 의 장점에 투명성과 자주규제를 일체화시킨 논문 평가 - 2012년 7월호(Article 33)
Multi-stage open peer review: scientific evaluation integrating the strengths of traditional peer review with the virtues of transparency and self-regulation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10.3389/fncom.2012.00033/full

•

★차세대의 연구 성과 평가 플랫폼의 고안：과학자가 소셜·웹으로부터 배우는 것 - 2012년 10월호(Article 72)
Designing next-generation platforms for evaluating scientific output: what scientists can learn from the social web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10.3389/fncom.2012.00072/full

•

★오픈 평가：논문 출판 후의 완전 투명한 피어리뷰 ·평가의 구상 -

2012년 10월호(Article 79)

Open evaluation: a vision for entirely transparent post-publication peer review and rating for science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10.3389/fncom.2012.00079/full
•

★개방적인 논문 평가에 관한 공통 견해：향후의 과학 출판을 위한 18의 비전 - 2012년 11월호(Article 94)
An emerging consensus for open evaluation: 18 visions for the future of scientific publishing
http://www.frontiersin.org/Computational_Neuroscience/10.3389/fncom.2012.00094/full출처:연구논문의 피어리뷰 ·평가·출판 시스템의 변혁을 향해서(논문 소개)

• 2012년09월28일
연구논문을 효과적으로 집필해 발표하는데 도움이 된 Science
Careersn의 기사 60건이 "Content Collection: Getting your
Research Published"에 열거되고 있으므로 소개한다.

1998년 11월부터 2012년 7월까지 게재된 어드바이스를 소개했
다.
http://sciencecareers.sciencemag.org/career_magazine/previous
_issues/articles/2012_09_28/caredit.a1200110출처:논문작성법,
논문발표방법(Science Careers정보원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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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09월26일
"Considering the future scientific journal"라는 제목의 기사가 9월 10일자 Research Information
에 게재되었다.
http://www.researchinformation.info/news/news_story.php?news_id=1004
이것은 미국 전문도서관협의회(SLA)의 2012년 Annual Meeting(7월 시카고 개최)에서 편집자
Tom Wilkie씨가 영국 공학기술학회(The Institution of Engineering and Technology, IET), 영국 물
리학회 출판부(IOP Publishing), 미국 물리학협회(American Institute of Physics, AIP), 및 Springer
의 출판 담당 부장으로부터 각 기관의 학술지의 방향성을 청취한 내용을 집계한 것.
(개략)
★IET: 공학 분야에서는 희소성있는 OA학술지로서 온라인판만 megajournal을 창간해, 광범위하
게 투고를 받고 있다.
★IOP: 모든 학술지를 HTML베이스의 플랫폼으로 이행해, 인쇄형 저널은 폐지한다.
★AIP: 인쇄형 저널은 물리학계에 융화되어 요구가 있으므로 계속 발간한다.
★Springer: 응용 연구 성과를 아카데믹하지 않은 시장(기업, 의료 기관등)에 제공하기 위해, 고객
고유의 비즈니스 모델을 전개한다.출처:향후 과학 학술지는 어떻게 되는가(기사 소개)

•

어느 저널에 논문을 발표하면 좋은가 - Edanz Journal Selector by inforan

•

2012/12/01 10:39

•

학술출판

•

inforan.egloos.com/10962552

•

0 comments

•

2012년 06월 13일
Edanz회사가 어느 저널에 논문 발표하는 것이 최적인가를 선택 지원하는 무상 툴 "Journal Selector "β판을 발표
했다.
논문의 초록, description, 또는 텍스트를 입력하면, 18,000종의 학술지 중에서 그 논문을 발표하기에 적당한 저널
을 선택해 주는 저자 전용 해결 지원 툴.
"Journal Selector "
http://www.edanzediting.com/journal_advisor

•

[뉴스 소스]
Edanz Journal Selector Helps Authors Overcome Publication Barriers? resourceshelf 2012/6/12
http://web.resourceshelf.com/go/resourceblog/689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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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서 작성 전 고려할 것
• Down to Earth법
• 연구 배경의 중요함
• 원저
• 결과에서 방법, 실험방법, 통계방법, 해석의 장단점
• 서술 스타일과 적절한 그림, 테이블제시
• 윤리문제 (동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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