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태설, 최동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 {tsseo, choid}@kisti.re.kr

Tae-Sul Seo, Don-Hoon Choi
Korea Institute of Science and Technology Information

목적: 연구자 중심의 투명하고 건전한 학술 커뮤니케이션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해서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과 지식공학을 적용한 시스템 개발을 개발하였다.
방법 : 본 연구에서는 통제형 블록체인인 Hyperledger Fabric 기반으로 개방형 동료심사 시스템을 개
발하여 기존의 논문투고심사관리시스템(ACOMS)의 심사자 선정 모듈에 연계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개발하였다. 심사자 선정 모듈에서는 TextRank를 사용한 전문성 검사 후 공저 및 동료 관계를 배제하
여 심사자를 추천한다.
결과 : 블록체인 시스템에서는 스마트계약에 기반한 개방형 동료심사 과정을 진행하고, 논문투고심사
관리시스템은 동료심사 전후에 이루어지는 심사자 선정 및 게재 판정을 진행하도록 역할 분담을 하게
하였으며, 이 두 시스템 간에는 서비스 브로커를 두어 연동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개발되었다.
결론 : 개발된 시스템은 출판사 및 편집진의 개입을 최소화하고, 연구자들이 저자와 심사자로 자율적으
로 참여하는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학술 커뮤니케이션 모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개발된 시스템은 KISTI에서 개발하여 보급하고 있는 ACOMS와 연계하여 개발하였다. 심사자 추천 시
스템은 KISTI가 발간하는 국제 학술지인 JISTaP ACOMS에 임베드시켜 개발하였다. 심사 계약 및 심
사 수행을 담당하는 블록체인 시스템은 별도 개발한 후 Kafka 기반의 서비스 브로커를 통해서 양 시
스템 간 데이터를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다. 결과적으로, 투고부터 심사자 선정까지는 저널 시스템에
서 담당하고, 심사 계약, 심사 수행, 심사자 평가, 심사자 보상 등은 블록체인 시스템에서 수행하도록
하였다.

저자의 입장에서 동료심사 과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한 불공정/편향적 심사 방지 및 투고 원고 유출 등
부정행위 방지가 필요하고, 편집인의 입장에서는 동료심사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심사 지연/부실 심사
방지 및 최적의 심사자 선정을 보장하는 것이 필요하다[1, 2, 4].

<Fig 3> Peer review work flow using the system

본 연구를 통해 Private 블록체인 (Hyperledge Fabric)을 기반으로 한 논문 심사 계약 관리 시스템이
처음으로 개발되었다. Bitcoin, Ethereum 등의 Public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동료심사 시스템의
개발은 있었으나, Private 블록체인으로 개발한 시스템은 처음이다. 우리나라와 같이 학회 중심의 학
술지 발간을 하는 환경에는 Public 보다는 본 연구에서 개발한 Private 방식이 더 적합할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1> Comparison between public and private blockchains
특성

<Fig 1> How to solve the problems in the peer review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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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관리가 편리하고, 대량 데이터 처리 속도가 빠른 DBMS(Off Chain)와 스마트 컨트랙트, 타
임 스탬핑/디지털 서명, 접근제어, 프로비넌스, 보상 등이 가능한 블록체인(On Chain)을 병행하여
시스템을 설계하였다. 심사결과 공개 관리 시스템, 스마트계약 기반 개방형 동료심사 관리 시스템,
보상체계 기반 토큰 관리 시스템 등은 Hyperledger Fabric 기반으로, 저널 시스템과 심사자 추천
시스템은 MySQL을 이용하여 구현한 후 연계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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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자 전문성 및 이해관계 관리를 통한 심사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TextRank를 사용하여 논
문으로부터 속성 집합을 추출하여 전문성을 검사한 후, 공저 및 동료 관계를 2-mode network
matrix로 표현하여 이해충돌 검사를 하였다. 이것은 Reviewer Assignment Problem (RAP)을 복합
(hybrid) 방식으로 해결한 연구로 평가할 수 있다.

<Fig 4> Reviewer recommendation work flow
<Fig 2> Conceptual design of the system

본 연구에서 개발한 시스템은 Linux 운영체제 상에서 개발되었다. On Chain 부분은 Ubuntu 16.04
를, Off Chain 부분은 CentOS 7.7을 운영체제로 하였다. 주요 프로그램의 개발은 On Chain 부분은
Go 언어로, Off Chain 부분은 Java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Private 블록체인 (Hyperledge Fabric)을 기반으로 한 논문 심사 계약 관리 시스템을
개발하여, 학회 중심의 학술지 발간 환경에 맞는 차세대 학술 출판 시스템을 제시하였다. 또한, 전문
성과 이해관계를 동시에 해결하여 심사자를 추천하는 복합형 심사자 추천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이
시스템은 기존 투고심사 시스템과 블록체인 시스템을 별개로 개발하여 서비스 브로커로 연계하도록
개발하였기 때문에, 학술지 이외의 컨퍼런스 논문 심사, Overlay Journal, 과제 심사 및 평가 등에 확
장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개발된 시스템은 출판사 및 편집진의 개입을 최
소화하고, 연구자들이 저자와 심사자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오픈사이언스 시대의 학술 커뮤니케이
션 모델의 출발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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