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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어 리뷰 주간(Peer Review Week) : 

피어 리뷰의 다양성과 포용성에 대한 

세계적 논의의 장 

  
 
 
 
 
 

각 출판사, 학술단체 및 대학을 포함한 여러 단체들이 다시금 뭉쳐서 그 동안 성황리에 진행되어 이제 네 

번째 해를 맞은 2018년도 피어 리뷰 주간(Peer Review Week) 행사를 함께 기획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는 

피어 리뷰를 증진하고 기념하기 위한 일주일 간의 활동과 행사로서 올해의 주제는 “다양성과 포용성 

(Diversity and Inclusion)”입니다. 올해 행사는 피어 리뷰의 맥락에서 이 주제와 관련된 다양한 문제점과 

도전 과제에 대한 논의의 장을 조성하는 데 그 취지가 있습니다. 2018년 9월 10일에서 15일까지 진행되고 

전 세계적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자 합니다. 

  

올해의 주제와 관련하여 저희는 피어 리뷰 분야에 종사하는 모든 이들의 다양성을 기념하기를 희망하며 전 

세계의 광범위한 참석자들이 여러 다양한 활동을 시도해 볼 것을 권장합니다. 

 

저희는 행사를 주관하고자 하는 어느 단체든지 행사를 개최할 것을 독려하고 또한 행사 준비를 돕고자 

‘이벤트 기획 패키지 박스(Event in a Box)’를 준비했습니다. 이 패키지 박스를 이용하시는 분께서는 다음과 

같은 행사를 주관하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제공받게 됩니다. 

● 워크숍 

● 웨비나 

● 강연이나 세미나 개최 

● 블로그 작성 및 포스팅 

 

 ‘Event in a Box’ 에 대한 더 자세한 사항은 저희 웹사이트에 곧 게시될 예정입니다. 

 

행사 기간에 걸쳐 피어 리뷰의 맥락에서 다양성과 포용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이를 

어떻게 지원할 수 있는지에 관한 공개 토론을 권장합니다. 저희는 특별히 젠더, 제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소수자 그룹 및 국가 편향성을 둘러싼 이슈에 대한 인식 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분명하게 

드러나는 문제와 그렇지 않은 문제 모두가 포함되며, 또한 피어 리뷰에 초보 연구자들을 포함시켜야 하는지 

하는 문제, 그리고 저자 결정 시 성 차별과 같은 문제들을 비롯한 전문 분야별 이슈도 논의의 대상이 됩니다.  



가능한 한 다양한 국가에서 다양한 배경의 참석자들을 한데 아우르는 활동이 이루어져 이러한 문제 및 기타 

이슈에 관한 여러 다양한 관점을 저희 논의의 범주에 포괄할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이집트 브리티시 대학의 연구 코디네이터로서 지난해 피어 리뷰 주간 세미나를 조직한 바 있는 라냐 라픽 

칼릴 박사는 작년 행사에 대해 “저는 인문대학 연구 코디네이터로서 피어 리뷰 주간의 정신을 주도적으로 

공유했고, 저희 대학의 도서관과 파트너쉽을 맺고 세미나를 조직합니다. 국제적인 수준에서 피어 리뷰의 

가치에 관해, 그리고 교수진과 대학 모두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이점에 관해 학계의 인식을 제고한 

성공적인 행사였습니다.” 

 

 

 

 

 

지난해 피어 리뷰 주간에도 다수 행사가 개최되었으며 그 예시는 아래와 같습니다. 

 

● 워크숍: 피어 리뷰의 기초(Peer Review: Nuts & Bolts)(이란 테헤란 대학교) 

● 웨비나: ReviewerCredits는 무엇이고 어떻게 피어 리뷰의 투명성에 기여할 수 있는가?(What is 

ReviewerCredits and how can it contribute to transparency in peer review)(이탈리아 밀라노-비코카 

대학교) 

● 워크숍: 효과적인 리뷰어가 되는 방법: 테일러 앤 프랜시스 사와 함께하는 학술저널 피어 리뷰법(How 

to be an effective reviewer: peer reviewing for academic journals with Taylor and Francis)(호주 

퀸스랜드 대학교) 

● 강연: 피어 리뷰에 대해 관심을 갖게 되고 관심을 가져야 하는 이유(Why would and should I care 

about peer review?)(스웨덴 카롤린스카 대학) 

 

참여하기 

참여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Peer Review Week라고 제목을 적은 후 peerreviewweek@outlook.com 으로 

귀하께서 참여할 수 있는 방안과 귀하의 아이디어에 대한 이메일을 보내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이벤트 기획 

패키지 박스’를 받기를 원하시면 알려주시길 바랍니다. 

 

더 많은 정보를 원하시거나 올해의 피어 리뷰 주간 행사에 참여하기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www.peerreviewweek.org를 방문하시고 #PeerReviewWeek18 및 #PeerRevDiversityInclusion을 

팔로우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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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피어 리뷰 주간 운영위원회 

Abigail Jones, Sense About Science 

Alice Ellingham, Editorial Office Ltd 

Alice Meadows, ORCID 

Alison O'Connell, Coko Foundation 

Annette Flanagin, JAMA 

Bahar Mehmani, Elsevier 

Carianne Buurmeijer, FEMS 

Caroline Campbell, IGI Global 

Eileen Breen, Emerald Publishing 

Domiziana Francescon, Elsevier 

Elisa De Raneri, Springer Nature 

Helen Evans, Emerald Publishing 

Jason De Boer, Aries Systems 

Jenny Gimpel, BMC 

Jessica Rucker, ACS Publications 

Kathy Pierce, Elsevier 

Katie Baker, SAGE Publishing 

Kristen Marchetti, SAGE Publishing 

Lindsay Wertman, IGI Global 

Mark Robinson, T&F 

Meghan McDevitt, ISMTE 

Lou Peck, Wiley 

Nikesh Gosalia, Editage 

Phil Hurst, Royal Society 

Raina Khalil, The British University in Egypt 

Shane Canning, F1000 

Stephanie Monasky, ACS Publications 

Susie Winter, Springer Nature 

Tom Culley, Publons 

Verity Warne, INASP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Alice Ellingham, Director, Editorial Office Ltd  

직통전화 : +44 (0)845 834 0370 

이메일 : alice.ellingham@editorialoffice.co.uk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