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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천사
21세기는 연구원에게 활력을 주는 시대입니다. 과거 25년간의 발전은
한 세대 전에는 상상할 수 없었던 과학적 발견의 특별하고 새로운 지평을
열어 주었습니다. 인터넷 덕분에 연구원들은 Elsevier의 ScienceDirect와
Scopus 같은 온라인 연구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전례 없이 방대한 세계
각국의 정보를 보다 쉽고 빠르게 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글로벌
통신 기술의 발달은 가상 및 실제적 장애 모두를 제거하여 한 공간에 같이
있거나 또는 지구의 반 바퀴 이상 떨어진 곳에 있거나 장소에 관계 없이
동료간의 실시간 협업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러나 개발도상국가의 대두를 포함하여 개방된 환경의 확대는
이제까지 알려진 것 중 가장 경쟁이 심한 환경을 조성하고 있습니다. 많은
연구비 신청 건수가 답보 상태에 놓여 있고 연구 자금 확보의 기회를 잡고자
심한 경쟁을 하고 있으며, 자금을 지원하는 단체들은 까다로운 요구 조건과
엄격한 연구 성과의 평가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연구원들이
전보다 훨씬 더 많은 정보와 기술을 더 쉽게, 더 넓게, 그리고 더 빠르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지만, 동시에 연구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자금 확보의
기회는 점점 더 줄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양면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참신한 아이디어로 무장한 신입 연구원들은 연구 프로세스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늘어난 업무량을 제한된 직원과
자원으로 소화하면서 다양한 직무를 수행해야 하는 선임 연구원들은 신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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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료들을 지도하고 연구 팀들을 조합하는 데 필요한 시간들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로 인해 미래의 인재 개발에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선배
연구원의 핵심적인 조언이 없다면, 젊은 연구원들은 성공을 향한 여정의
핵심 단계인, 자신의 소속 기관의 생산성에 기여하고 출판하는 데 필요한
핵심 연구비 지원을 확보하지 못할 위험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과학 연구는 글로벌 경제의 핵심입니다. 새로운 인재가 연구
커뮤니티와 지식을 나누고, 그 연구를 발표하고, 결과를 확인하며, 다른
이들의 연구를 평가하고, 자금 및 잠재적 공동 연구원을 찾는 데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에 있어, Elsevier는 세계에서 가장 시급한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는 과학 연구 프로세스를 추진하는 통로를
제공합니다.
영국의 유전학자 J.B.S. 할데인(J. B. S. Haldane)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예측할 수 없지만 그것을 만들어낼 수는 있다.” 존슨 교수의
가이드는 탄탄한 기반을 쌓는데 필요한 주춧돌이 되어 줄 것입니다.

올리비에르 뒤몽
Elsevier 학술기관 및 정부 연구 시장, 전무 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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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문
축하합니다!
여러 해 동안 노력한 결과, 당신은 박사학위(Ph.D. 또는 이에 준하는
학위， 예를 들어 독일어 권의 Dr.rer.nat. 또는 D.Phil.)을 마쳤거나
혹은 마치는 과정에 이르렀습니다. 이제 당신은 경력을 쌓을 수 있는
기술과 전문성을 갖췄으며, 국제적인 인정하에 연구에 착수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지난 5~10년 동안, 인지도가 높은 연구직을 얻기 위한 경쟁은
더욱 더 치열해졌습니다. 따라서, 연구 경력이 없고 이제 막 시작하려는
당신은 연구 경력의 최적화를 위해 연구 기록을 보완하는 중요한
활동들을 계획하고 실행해야 합니다. 이 가이드는 적절한 계획이
필요한 당신에게 가장 적합한 경력 개발 계획 수립을 위해 고려해야
할 주요 사항들을 잘 정리하여 보여줄 것입니다.
이 가이드의 주 대상은 신입 연구원(Early Career Researchers,
ECRs)이지만, 선임 연구원 및 선임 연구 관리자들도 현재 신입
연구원들이 필요로 하는 조언과 지원이 무엇인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므로, 이 가이드를 권합니다.
국제 연구 멘토링에 관한 가이드는 연구 분야, 국가, 연구 유형,
그리고 기관의 차이를 감안하여 아주 광범위한 내용을 다뤄야 합니다.
예를 들어, 나라마다 박사 학위 과정이 다르고 신입 연구원의 정의도
다릅니다. 이 가이드에선 공식적인 신입 연구원의 정의를 사용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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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고, 연구 훈련의 보상으로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박사(Ph.D.)라는
용어를 사용할 것 입니다. 이 가이드의 대상은 박사 학위 취득 시기와
관계없이, 현재 자신의 연구 경력을 계획하고 설계하는 연구원들
입니다.
연구 분야마다 수많은 차이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문학 및
창조예술 분야의 연구원들은 개별적으로 혹은 매우 집중된 소수의
그룹으로 연구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른 학술 분야와는 달리 연구
활동 자금과 같은 물적 자원의 필요성이 상대적으로 낮습니다. 반면,
대형 생명 과학 그룹이나 물리학 연구 센터들은 초대형 연구 인프라를
구입하고 유지하기 위해 막대한 연구 자금을 필요로 합니다.
마찬가지로, 동일한 연구 분야라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연구
유형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유럽 연합은 연구원을 프라스카티
정의(Frascati definition of researchers)에 따라 “새로운 지식, 제품,

프로세스 및 방법과 시스템의 개념화 및 관련 프로젝트의 관리에
종사하는 전문가”라고 정의합니다. [1] 그리고 “연구와 실험 개발(R&D)
은 사람,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한 지식의 축적을 위해 체계적 기반의
창조적 작업을 구성하고 이렇게 축적된 지식을 사용하여 새로운
어플리케이션을 고안하는 일”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1]

간단히 말하자면, 넓은 범위에서 연구는 다음과 같이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순수 기초 연구 - 실험적이고 이론적인 연구로 흔히 “호기심
기반(blue sky)” 연구, “지식을 위한 지식”이라고 합니다.
2. 전략적 기초 연구 - 실험적이고 이론적이나, 새로운 지식의
습득이나 유용한 발견 혹은 실질적 문제의 해결로 이어지는
연구입니다.
3. 응용 연구 - 특정 목표의 달성, 또는 새로운 기술의 개발에
대한 새로운 방법을 정의하고 연구합니다.
이 가이드와 같이 상대적으로 소규모로 국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춘 가이드들이 직면하는 가장 큰 과제는 다양한 학술분야에서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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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의 연구활동이 다양한 기관에 의해 이뤄진다는 점입니다. 공립 및
사립 대학 외에도 연구원들은 정부 연구 기관, 민간 연구 기관, 비영리
단체, 의료 연구 기관과 민간 상업 및 산업 연구 기업과 같은 다양한
비-대학 기관에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모든 차이점을 수용하여, 서로 다른 국가의 연구분야가
다른 다양한 연구기관에서 각양 각색의 연구를 수행하는 수많은
연구원 모두가 활용가능한 가이드가 되고자 노력하였습니다. 따라서
이 가이드를 읽는 당신이 독일의 물리 연구원이든, 브라질의 법률
연구원이든, 또는 일본 정부 기관의 예술 연구원이든 이 가이드가 큰
도움이 되리라 확신합니다. 물론, 연구는 국제적인 직업이므로 당신이
현재 한 나라의 국립 연구기관 소속 연구원일지라도 내년에는 지구
반대편 국가의 대학에서 일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박사 및 이에
준하는 하는 학위는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자격입니다. 모든 신입
연구원들이 가져야 할 이상적인 목표중의 하나는 글로벌 연구 환경을
계획하는 능력을 갖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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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학에서 근무하는 연구원은 교육, 사회 봉사 및 내부 행정 업무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연구 기관이나 민간기업의 연구원은 본인이
수행하고자 하는 연구 이외의 다른 업무도 해야만 합니다. 특히 막
사회에 나온 연구원이라면 아주 소수만이 오로지 자신의 연구에만
전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 외에 시간을 빼앗는 다른 업무들이
많지만, 본 가이드의 의도는 학계 혹은 산업 분야의 연구 경력을
전체적으로 계획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연구 경력의 관련 요소에
중점을 두긴 했지만,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다른 요소들도 고려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 외적인 업무에 얼마나 시간을 할애하느냐는 당신에게
달려있습니다. 사실, 연구 경력을 계획할 때 이런 외적인 업무를
전략적으로 포함시키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당신에겐 계획이 필요합니다. 계획의 모든 단계들이 실현되지
않을 수도 있고, 빨리 변할 수도, 문제를 겪을 수도 있고 원래 계획보다
더 빠르게 진행될 수도 있지만 이런 것들은 해결될 수도, 또 연구 목표
달성을 위해 수정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우고 때에 따라 변경하는
것이 아예 계획 자체가 없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당신이 어떤 연구를 하든지 간에, 당신의 결정은 정보를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박사 학위만으로는 충분한 경쟁력을 갖추었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냥 닥치는 대로 경력이 “흘러가게” 내버려둘
수는 없습니다. 성공적인 연구 경력에 어떻게 접근할 것인가에 대해
수동적이 아니라 능동적으로 대처해야만 합니다. 교육이나 사회 봉사
혹은 연구의 상업적 결과에 더 집중을 하겠다고 결정한 분들도
마찬가지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구 경력 계획 수립의 첫 단계는 5년, 10년, 15년 후에 어디에서
무얼하고 싶은지를 자문하는 것입니다. 현재 소속되어 있는 조직이나
연구 영역에 남아 계속 연구를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학계나 상업
기관으로 진출하고 싶은지? 아니면 연구 분야를 자체를 바꾸고
싶은지? 이것은 매우 중요한 결정입니다. 이는 당신만이 컨트롤할 수
있으며, 결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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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계획과 목표는 낙관적이고 도전적이어야 하지만, 동시에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연구 환경은 국제적으로 매우 경쟁이 심해지고
있습니다. 모두가 성공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성취가능한 목표를 세우는 것이 더욱 중요하며 연구
경력에 대한 명확한 계획이 있다면 목표 달성과 성공에 좀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습니다. 다음 장은 이러한 점들의 균형을 잡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모든 일반적인 인사 및 관리의 기술을 살펴보는 것이 이 가이드의
목적은 아니지만, 여기서 반드시 강조 되어야만 하는 것은 “아니요”
라고 적절하고 필요한 때에 말 할 수 있는 능력입니다. 미래의 나에게
끼칠 잠재적인 악영향을 피하기 위해 “예”라고 말해야만 하는 상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가 당신의 기본적인 대답이 될 필요는
없습니다. 다시 말해, 상황을 바탕으로 적절한 대답을 결정해야
합니다. 학계의 연구원은 내부 위원회 혹은 협의회에 참여해 달라는
요청을 많이 받게 되며 이는 학계에서의 경력에는 도움이 될 수도
있지만, 당신의 연구 경력에는 별 필요가 없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위원회나 협의회가 대학이나, 연구소 영리 기업 활동에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 협의회에 참가하여 가진 역량을 다하는 것이 자신의 연구
생산성에 방해가 되더라도 하고 싶은지에 대해선 본인이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만약 당신이 연구 경력에만 온전히 집중하고 싶다고
마음 먹었다면 이러한 위원회나 협의회의 제안은 거절해야만 합니다.
반면 연구 경력에 중요한 협의회나 위원회도 많습니다. 동료
평가자(peer reviewer)가 되는 것, 즉 저널 편집 위원회의 회원이
되거나 연구비 검토 위원이 되는 것은 자신을 알리고 명성을 얻는 데에
유리하게 작용합니다(이력서에 추가하기에도 좋습니다). 또한 다른
이의 연구를 평가하는 것은 자신의 연구를 좀 더 잘 구성할 수 있는
법이나 연구비 신청서나 자기 소개서를 더 잘 작성하는 법을 배우는
데 아주 좋은 학습 경험이 되기도 합니다.
연구 경력도 중요하지만, 뛰어난 연구원이라 하더라도 사회적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며 연구와 생활의 적절한 균형점을 찾는 것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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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우 중요합니다. 대부분의 뛰어난 연구원들은 훌륭한 교육자인
경우가 많으며, 개인적인 삶과 직업과 관련된 활동으로 바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삶은 연구 결과의 생산성을 높여주는
보완적 형태로 종종 형성되며 연구 경력을 쌓아오면서 갈고 닦은 대인
및 관리 기술이 이를 가능하게 만들어 줍니다.
물론 이는 연구원 본인의 노력에 의해 좌우됩니다. 연구 활동과
개인 생활의 균형이 중요하지만, 얼마나 많은 시간을 연구 경력의 각
부분에 어떻게 할애할지는 스스로 결정해야만 합니다. 연구의 유형이나
근무 기관에 상관없이, 잘 계획하여 보다 효율적이고 집중적으로
열심히 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다음 장에서 설명할
내용이지만, 지금 말하는 ‘열심히’는 훌륭한 연구의 계획 단계에
포함되어 연구실 실험, 문헌 분석 혹은 창의적인 일에 착수할 때 드는
노력이 최소가 되게 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쩌면 “더 열심히”보다는
“더 현명하게” 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 실린 정보가 더
현명하게 일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10 • 경력 개발 계획

연구 분야 선택

2.
Career Planning • 11

당신은 학위를 따기 위해 3년 혹은 그 이상의 시간을 일주일에
6~7일씩 밤낮을 가리지 않고 연구하며 보냈을 것입니다. 이제 당신은
당신이 선택한 초기 바빌론 언어학이나 일본 전통 목판화인 유키노에의
경제사 같은 분야의 세계 전문가가 되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천문학에서 은하 창조에 관한 새로운 이론을 발견했을 수도 있고,
중증 호흡기 증후군 SARS 바이러스의 유전자 수열을 알고 있는
유일한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학위 논문의 연구 결과는 중요한
것이지만, 이것이 박사 학위의 전부는 아닙니다. 박사 학위란 연구
훈련 과정으로 당신이 연구하고 있고 더 나아가 연구 기술을 개발했던
그 분야의 이해 혹은 조사를 위해 훈련하고 다른 학술 분야 연구를
위한 전문성을 갖추는 것을 말합니다.
박사 학위 연구의 대부분은 지엽적인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지만,
이상적으로는 이러한 학술 연구는 국제적인 맥락에서 이루어져야만
합니다. 심지어 아주 구체적이고 지엽적인 박사 프로젝트라도 그
연구가 특정한 커뮤니티에서 당신, 당신의 가족과 당신의 학위
담당교수와 심사관 이외의 더 폭넓은 그룹으로 관련성을 확대될
가치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는 향후 당신의 연구 경력에도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됩니다.
당신이 선택한 연구분야에서 당신의 연구는 더 큰 연구 커뮤니티의
관심을 얻게 되고 이는 지엽적인 그룹의 이익을 넘어 더 큰 그룹에도
영향을 미친 훌륭한 연구로 기록될 것입니다. 훌륭한 연구가 갖춰야
할 요소는 아래와 같습니다.
• 계획과 정의가 잘 이루어진 가설/목표
• 포괄적이고 정확한 기술 실험/데이터 수집
• 객관적인 데이터 분석과 해석
• 최소한 특정 연구분야 커뮤니티 내에서 널리 수용될 만한
혁신적이고 새로운 발견
대부분의 박사 졸업생들이 학위 주제 혹은 연구 분야를 지속해서
연구하고자 하지만, 바로 지금이 당신이 진정 하고자 하는 연구 분야가

12 • 연구 분야 선택

무엇인지 생각하기 좋은 시점입니다.
박사 과정에서와 동일한 전공 분야의 연구를 지속할 경우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당신은 이미 학위 논문을 발표했고, 그 분야에선 꽤
알려져 있으며, 기존 연구 환경에 들어갈 수 있도록 네트워크를
제공해줄 지도교수님이나 동료 대학원생들과 심지어 학위 심사관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박사 과정의 연구 분야 선택을 위해 작용했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바뀌었거나, 가까운 미래에 바뀔 확률이 높습니다.
모든 학술 분야에서 높아진 경쟁률, 자금 수준, 사회 중요도, 국내외
인기를 바탕으로 연구는 빠르게 발전하며 변하고 있습니다. 많은
국가들은 영국의 연구성과평가(RAE) [연구 우수성 프레임워크 (REF)
[2]

로 명칭 변경 예정], 호주의 호주 대학 연구 성과 평가(ERA) 프로그램

[3]

, 독일의 연방 우수 연구 선도 프로젝트[4]와 같은 활동에 그들의 연구

분야를 집중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한 활동의 주요 목적은 아니지만
이런 국내외적인 프로그램들은 오늘날의 연구 진행 방식에 영향을
주며 앞으로의 연구 방식에도 영향을 줄 것이 분명합니다.
당신의 연구 훈련을 위해 마련된 이러한 기회와 자원들이 5년
이나 10년 뒤에도 변함없이 제공될까요? 현재 만족하고 있는 연구
환경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변하게 된다면 당신의 연구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까요?
최근의 금융 위기는 특히 영국, 미국, 일본의 대학 자금에도
영향을 미쳐 당분간 연구 자금의 수준과 그 자금이 투입될 영역을
선정하는데 매우 중요한 이유가 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영국 대학 협의회[5]의 최신 리포트는 “대학의

연구활동은 모든 학술 분야에서 목표 주도형 연구활동에서 경제적
사회적 영향이 도출되는 방식으로 자연스럽게 변화하고 있으며
유용성과 연관성이 증가하는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확실히 보여주게
될 것이다. 학술/발견을 위한 연구와 경제/개발을 위한 연구 중에 옮고
그름은 없지만, 둘 사이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 발상의 전환 또는 수정이
필요하다. 파트너쉽은 변화할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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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단적인 상황의 예를 들었지만, 지금 당장 당신의 연구 영역과
분야를 바꾸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아는 졸업생 중 하나는 수학
박사 학위를 마친 뒤 다시 물리학 박사를 취득했습니다. 저 또한 제
연구의 사회 과학적인 측면의 확대를 위해, 기생충 면역학 박사를
마친 뒤 우수한 성적으로 기술과 사회 변화에 관한 석사 학위와 교육
관리 및 리더십에 대한 교육 행정학 석사 학위를 취득했습니다.
전하고자 하는 요점은 적어도 본인의 연구 분야의 현재 상황과
또 몇 년 뒤 어떠한 일이 생길지에 대해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신입 연구원들이 그러하듯이, 박사 과정에서 진행했던
연구를 계속 더 확장하겠다고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또 반대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분야의 극적인 변화가 분명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과거엔 분명하게 나뉘어 있던 연구 분야들이 근래에는
학제간에 결합되는 현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박사 학위 연구 훈련
과정을 통해 다양한 연구 기술을 갈고 닦아 최근에 박사 학위를 취득한
졸업생들은 본인의 연구 영역에만 머무를 것이 아니라 관련이 있는
다른 여러 영역으로 자신의 연구 경력을 넓혀 나가야만 합니다.
어떤 학문에 종사하든지 최종적인 결정을 내리는 것은 본인의
몫입니다. 10년 뒤 “이 분야 말고 다른 분야로 갔으면 좋았을걸”이라고
후회해 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수정 구슬을 들여다보듯이” 미래를
확실하게 알아보기는 쉽지 않지만 일하고 싶은 나라나 자신의 국가의
상업 및 정책 개발을 근거로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는
있습니다. 주요 국가 연구 지원 부서는 어떤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가? 과학/문화/교육 담당 장관의 보도자료는 무엇이었는가?
자국의 주요 기업들이 자금을 투자하는 분야는 어디인가?
자원과 시간과 같이 연구 영역간의 다양한 차이점이 있고, 이는
생산적이고 연구자가 즐길 수 있으며 보람을 느낄만한 연구 경력을
선택하는 데에 영향을 미칩니다. 어떤 연구 분야는 사회에서 인기가
아주 많고 언론의 주목을 받아 좀 더 수월하게 정부와 민간 부분의
투자를 이끌어 내기도 합니다. 다른 분야들은 더욱 세분화되어 있고
“인기 학문 분야”로 인정 받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기반이 탄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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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잘 짜여 있고 좋은 평가를 받고 있으며 수백 년 간 괄목할 만한
연구 결과를 내놓은 학술 분야라 하더라도, 이미 “한 물 간” 분야일
수도 있습니다.
Scopus를 이용하여 저널과 저자의 인용을 분석할 수 있으며,
연구 영역에 대한 영향과 저자와 저널이 오늘날 연구 동향에
미치는 영향력을 측정할 수 있습니다. Scopus는 검색, 분석 및
시각화 도구를 갖춘, Peer-Review을 거친 문헌 및 웹 소스의 초록
및 인용 데이터 베이스입니다. www.Scopus.com
연구 트렌드는 등락을 거듭하며 때론 몇몇 특정 국가에 집중될 수도
있습니다. 이러한 현실은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구 분야 간에 존재하는 자원의 다양성과, 연구 경력을
계획할 때 이러한 점을 미리 염두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합니다.
천문학과 같은 분야의 실험은 엄청난 인프라를 필요로 하고
실험이 완료될 때까지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생물학에서도 연구
기간이 매우 다양하게 나타납니다. 수의학의 경우 대규모의 동물 실지
실험이 요구되고 규모가 큰 생태 연구의 경우엔 더 많은 시간이 필요해
심지어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지만 실험실 기반의 분자 생물학의 경우
몇 달 혹은 몇 주면 성과를 낼 수도 있습니다.
대부분의 박사 학위생들은 자신이 관심과 열정을 느끼는 분야에서
연구 경력을 시작합니다. 이 연구 영역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겠지만, 때로는 시간이 흐름에 따라 관심과 열정이 박사 학위
연구 분야에서 점점 벗어나기도 합니다.
기업이나 정부 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자신의 개인적인 관심과
열정과는 다른 추진 요인을 가진 연구 주제가 주어질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엔, 상대적으로 쉽게 얻을 수 있는 내부 자원과 영구적인
고용 안정으로 균형이 맞춰집니다. 대학의 학자들은 자신이 선택한
연구 영역에서 학문적 자유를 누리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학계의
연구는 강의와 행정업무를 병행해야 합니다. 이러한 점은 전략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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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경력 계획을 수립할 때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5년에서 10년 후에 경력을 바꾸는 것 보다 지금 바꾸는 것이 훨씬
용이하므로 지금 최소 10년에서 20년동안 같은 영역에서 연구를 할
때의 장점과 단점을 비교해 보아야 합니다.
아마도 당신의 연구 경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대규모 팀에
속할 것이냐, 혹은 독립적으로 일할 것이냐 일 것입니다. 이 두
가지에도 역시 장단점이 있습니다. 어디서 연구를 할 것인지, 그리고
무엇보다도 누가 당신의 연구에 자금을 대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러나 만약 기회가 주어진다면, 함께 일할 팀의 규모와 유형을
진지하게 고려해야 합니다.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과학, 공학 및 기술분야에서는 팀이나
대규모 그룹으로 진행하는 연구 방식이 거의 표준이 되어가고 있으며,
인문학이나 사회과학에서도 그런 팀이나 대규모 연구 방식이 널리
퍼지고 있다고 합니다.
과학 분야에서 연구 과제가 점점 더 복잡해지고 특정 연구
과제에 대한 해답을 찾기 위해 종합적인 전문 지식이나 또는 자원을
더 많이 투자해야 하는 추세에 따라 천문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에서의
1인 저자 논문의 비율은 지난 40년간 기하급수적으로 감소했습니다[6].
예를 들어 전세계의 많은 대학들이 환경 변화 연구 센터, 사회
정책 연구소, 암 연구 센터, 농업 혁신 센터를 갖추고 있는 까닭은
이러한 연구 과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다양한 분야의 연구 인력의
투입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연구 그룹을 만들고 그 규모가 점점 커지는 것은 과학
분야에선 보편화되었고 당연하게 받아들여지고 있습니다. 과학뿐만
아니라 수학, 경제학, 사회학에서도 이와 같은 경향이 발견되고
있습니다. 더욱 놀랍게도 사회 과학과 예술, 인문학 분야의 연구 팀
규모 증가율이 과학 및 공학 연구팀 규모 증가율과 거의 비슷하다는
점입니다[7]. 사회심리학, 경제학, 생태학, 천문학 등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도 보다 큰 규모로 연구 팀들이 구성되어 가고, 시간이 흐름에
따라 가장 적절한 규모로 정립되어 갈 것입니다[8]． 어떤 연구가,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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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연구 팀을 형성하며 발전하는지가 국제적인 연구의 주된 관심
분야가 되어 가고 있으며[9,10], 학계 네트워크를 분석하기 위한 도구들
또한 개발되고 있습니다[11].
예를 들어 연구와 규모에 관해 다음과 같은 일반적인 논의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 “ 첫째, 지적 환경의 조성; 둘째, 1인당 연구 관리

및 지원 인력의 한계 비용; 셋째, 주요 장비와 시설 비용; 넷째, 시너지
효과 및 전반적으로 가속되는 연구 속도; 다섯째, 연구 훈련 환경에의
지원”[12]. 그러나, 영국 대학 협의회의 분석에 의하면[13], “ 규모 자체로는
실적의 장애물이 아니며 데이터 상으로는 규모와 연구 성과 간의 상관
관계는 발견되지 않았다. 전반적으로 규모가 큰 조직은 규모가 작은
조직보다 연구를 더 잘 수행하지만, 작은 그룹 중에서도 최대 규모의
연구 조직에 견줄만한 연구 수행 능력을 보이는 그룹도 있다. - 규모가
클수록 연구를 더 잘 수행한다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일반적인 증거는
없다.” “팀 수준의 연구 단위에 최적의 규모는 있을 수 있으며, 최적의
그룹 규모는 일반적으로 5~8명이다. 이러한 최적의 그룹 규모는 매우
광범위한 정보 처리 시스템에 의해 도출 되었다”[14,15].
그러나 연구 팀의 구조와 조직을 세우는 일은 쉽지 않고 또
상당한 가치가 있지만, 연구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구조 속에서 인력과
프로세스에 상당히 좌우되고 있습니다[16].
이 가이드에서 연구 팀의 형성과 기능을 사회학적으로 다룰 수는
없습니다. 여기서 이를 언급하는 이유는 단지 당신이 연구하는 영역이
국제적으로 경쟁이 치열하거나 혹은 그 곳이 어디든 간에, 당신이 어느
팀에 소속되어 있다면, 팀 내에서의 역할과 지위에 대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하기 위해서 입니다. 이것이 연구 경력을 계획
할 때 필요한 또 다른 중요한 결정 사항입니다.
훌륭한 연구가 모두 대규모 팀에서 이뤄진 것이 아니라는 점
또한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사회적, 경제적으로 생산성이 높은 웹을
기반으로 “파생된” 회사들은 소수의 연구원들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 중 일부는 이것을 발명했을 당시에 아직 졸업 전이였습니다. 또한 “

흔히 알려진 것처럼 규모는 여러 혁신적인 활동의 그다지 필수 요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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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노벨상 수상자들의 대부분은 약간 큰 가족 규모의-6명에서 12
명정도- 실험실에서 연구한 연구원들입니다. 그리고 가장 흥미진진하며
세계적 성공을 거둔 기술 기업의 대다수는 굉장히 소수의 인원에서
출발했습니다. 아이디어의 창출이라는 점에서는 아직은 규모보다는
지능이 더 중요합니다.”[17]
정부 혹은 기업 연구 팀과 대학 연구 센터나 연구소에서는 각각
관리자(Director)나 책임자(Head)라는 직책이 있습니다. 관리자나
책임자 직책에 있는 사람이나 그 직책에게 보고하는 팀 리더가 되던
간에 당신에게는 지도교수가 생기게 됩니다. 어떤 팀에 들어갈지, 그
책임자는 어떤지, 내 지도교수가 누가 될 것인지가 내 연구 경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심사 숙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지도교수가 “뛰어난”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지만 최소한 자신의
경험과 전문성에 기초한 현명한 “조언”은 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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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학위는 연구 훈련의 과정으로, 어느 정도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학습 및 연구 수행 기술의 견습 과정이라고도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박사 후 연구원으로 임명이 되던, 연구 기관의 연구원이 되던
혹은 신입강사/조교수가 된다고 해도 여전히 견습으로 여겨집니다.
이는 분야마다 미묘한 차이가 있지만, 어떤 분야에서 일하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는 연구 분야와 연구 영역의 선택, 대규모 팀에 소속
되느냐 아니면 독립적으로 연구를 실행하느냐에 대해 논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연구 경력 계획을 세울 때 가장 중요한 요소는 아마도
지도교수를 선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도교수는 당신의 박사 지도교수일 수도 있습니다. 박사
지도교수와는 여러 해 동안 함께 연구를 해왔습니다. 당신이 이미
학위를 받았거나 곧 받을 거라는 사실이 보여주듯이 당신은 그 분과
성공적으로 연구 관계를 맺었습니다. 당신은 논문을 쓰고, 그것을
함께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면서 상호 존중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당신의 지도교수가 새로운 연구 인력 확보를 위한 민간 자금을
확보하거나,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연구비를 유치하면 당신은 개인적
으로나 연구의 측면에서나 잘 준비된 상태로 그 연구 프로젝트에
쉽고 빠르게 합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는 당연히 당신이 박사
학위를 딴 그 연구 분야나 그 유사 분야에서 지도교수와 함께 계속
연구를 하기로 결정했을 경우입니다.
그러나, 어떤 지도교수, 특히 더 널리 알려진 지도교수일 경우,
제공 가능한 유급 일자리에 비해 훨씬 더 많은 수의 학생들을 지도
하게 마련입니다. 대다수의 지도교수들은 자신의 학생들이 유명한
기관이나 해외 대학에서 박사 후 과정을 시작하기를 바랍니다.
지도교수를 선택할 때 1968년에 로버트 머튼이 밝힌 “매튜
효과”를 고려해야만 합니다[18]. 이것은 명예가 명예를 낳는 현상으로,
자주 인용된 논문이 더 자주 인용되고, 영향력이 있는 필자가 더 많은
영향력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현상은 간행물에 인용된
횟수[19,20], 간행물의 수준과 수 그리고 연구 자금 확보 성공[21,22]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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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요인을 바탕으로 다양한 연구 분야 전반에서 실험이 이루어져
왔습니다. 응용 수학자나 공학자 사이에서는 매튜 효과를 긍정적인
피드백 효과로 여기고 있으며 세계적으로 알려진 지도교수 밑으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매튜 효과가 주는 장점을 바탕으로 자신과 자신의
연구 경력 또한 긍정적인 방향으로 흘러 갈 수 있을 것입니다. 연구의
우수성을 대체하는 것은 없지만, 이러한 연구의 사회학적인 측면을
이해하는 것은 경력 개발에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톨[23] 은 “이는 무명에서 시작해서 저명한 경제학자가

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이라는 것을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저명한
원로 학자는 세계의 주목을 받지만 그들의 학문적 우수성이 그 주목에
기여하는 몫은 극히 일부일 뿐입니다. 몇몇은 유명하기 때문에 유명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여정의 대부분이 오르막 길일 뿐 전체가 다
오르막 길은 아닙니다. 어느 시점이 되어 한계점을 넘게 되면 날개를
달고 유명세로 나아가게 됩니다.” 라고 주장합니다.
호주연구협의회(ARC)의 사무 총장으로 또한 국제 연구 관리
서비스의 관리 지도교수로서, 저는 여러 국제 연구비 지원 기관들과
함께 일하며 전세계의 저명한 연구원들과 연락을 취하곤 하였습니다.
톨이 언급한 저명한 원로학자가 세상의 주목을 받는 사례는 안타깝게도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흔하기 때문에 지도교수로 제안을 받은
사람의 성품이나 훈련 방식에 대해 깊게 심사숙고 할 필요가 있습
니다.
어떤 원로 연구원은 신입 연구원들을 매우 강하게 압박하여 신입
연구원의 경력에 실질적 도움을 주기도 합니다. 다른 지도교수는 종종
공생적 방식으로 자신의 명성을 높이는데 신입 연구원을 활용하지만,
불행하게도 가끔은 신입 연구원의 경력에 손해가 되기도 합니다.
가능하다면 사전에 지도교수 후보의 훈련 방식을 알아보아야
합니다. 이를 알아보는 가장 명확하고 확실한 방법은 면접 시나
대화를 할 때에 세심하고 적절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거론하는
것입니다. “선생님과 함께 일하면서 수준이 높은 연구 경력을 쌓고
싶습니다. 제가 적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준비할 수 있도록, 선생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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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방식과 인적 관리 방식을 알려 주시겠습니까?” 합리적인 지도
교수이라면 적절한 어휘로 괜찮은 시간에 질문을 했다면 질문을
기꺼이 경청하고 알맞은 대답을 해줄 것입니다. 지도교수 후보의
성품이 좋다면 당신이 연구 경력의 여러 측면을 폭 넓게 생각한다는
사실을 좋게 평가하고, 이러한 질문을 당신이 잘하려고 노력한다는
증거로 생각할 것입니다.
또한 당신은 직접 컨퍼런스나 다른 기타 국제 포럼에 참석하여
지도교수 후보를 만나거나, 그 컨퍼런스에 참석한 다른 사람들의
피드백을 들어보는 간접적인 방법도 있습니다.
당신의 박사 학위 지도교수가 당신의 지도교수 후보를 개인적
으로나 간접적으로 알고 있어 미래 진로 계획에 관한 조언을 해줄 수도
있습니다. 또한 이미 그 지도교수 후보와 일하고 있는 다른 신입
연구원의 의견을 구하는 것도 이론상 가능합니다. 의견을 구할 때는
조심스럽고 세심하며 적절한 방식을 취해야 합니다. 저는 수준이 높고
잘 알려진 곳에서 연구직을 제안할 경우, 지도교수 후보의 인사 방식을
알아보기 위해 경솔하고 부적절한 방법을 쓰라고 권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몇 가지 일반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 노력하거나,
최소 생각이라도 해보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잘 알려진 자리라고
해도 지도교수와 불편한 관계에 있다면 당신이 아무리 수준 높은
연구를 하더라도 그 자리에서 성공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경우보다, 인간 관계나 넘어야 할 장애물이 없이 자신의
노력과 수준 높은 연구 결과로 성공할 수 있는 팀, 기관 혹은 대학부서가
더 나을 수도 있습니다.
대다수의 지도교수들이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가 없지만, 불행
하게도 세간에 널리 알려진 연구 사기 사건들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경력을 시작하고자 하는 연구 팀, 기관이나 대학
부서에 적절하게 문의해 보는 것도 해 볼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저는 당신이 가고자 원하는 곳에 대해 미리 충분히 알아보아야
하며, 가장 먼저 제안 받은 일자리를 꼭 받아들일 필요는 없다고
말하고 싶습니다. 수동적으로 주어지는 일자리를 찾을 것이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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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동적으로 일자리를 찾아야만 합니다. 이는 다시, 더 많은 자유를
누리며 홀로 하는 학술 활동이냐 규모가 있는 팀에 합류해 팀 절차와
정책하에서 협업을 하고 싶으냐를 결정하는 문제로 돌아갑니다.
멘토가 바로 이 문제에 대해 조언해줄 수 있는 가장 이상적인
사람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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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신의 연구 경력에 대해 자유롭고 오픈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멘토는
많지만, 본질을 꿰뚫는 조언을 해 줄 수 있는 준비가 된 좋은 멘토는
흔치 않습니다. 이런 멘토는 매우 드물기 때문에 모든 뛰어난 연구원이
멘토의 도움을 받아 높은 수준의 연구 성과를 거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멘토의 지원과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연구 경력이 훨씬 효과적으로 더 높은 수준까지 도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부 국가에는 유료 서비스를 제공하는 멘토 단체가 있지만,
단기 조언에는 효과적일 수 있으나, 장기적 관계로는 적합하지
않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지도교수가 멘토가 되는 것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가능성은 매우 낮으며 좋은 생각이 아니라는 것을 뒷받침 해주는
여러 이유가 있습니다. 당신의 연구 생산성 및 결과에 복잡하게
연관되어 있는 지도교수가 연구원 개인에게는 최선이나 반면 공동
연구 결과에는 적합하지 않은, 전혀 선입견이 없는 조언을 해주기란
쉬운 일이 아닙니다. 가장 좋은 멘토는 같은 연구를 하지도, 같은
부서나 기관에 근무하지도 않는 사람입니다. 당신의 특정 연구 분야에
대한 경험이 없어도 되며 개인적이고 일반적인 경력 관련 조언이
가능하도록 광범위한 연구 환경을 이해하는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물론 멘토가 당신에게 조언과 제안을 해줄 순 있지만, 결국
당신이 걸어가야 할 길은 당신만이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당신을 알고
있으며 당신의 연구에 직접적으로 연관되지 않은 사람은 당신이 일에
빠져 미쳐 생각하지 못한 부분까지도 의견이나 제안을 해줄 수
있습니다.
멘토를 찾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는 멘토가 기본적이고 반드시
필요한 조언을 해줄 수 있는,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 할 수 있는가
입니다. 당신이 뭔가 잘못 하고 있거나 당신의 생각이나 초점이 어긋나
있을 때에도 조언이나 제안을 해줄 수 있도록 둘의 사이는 서로 상호
존중의 관계에 있어야 합니다. 당신의 멘토는 다른 일을 찾아보라거나,
일과 생활 사이의 균형을 잡으라거나, 지도교수에게 더 많은 자유나
지원을 달라고 요구해보라는 등의 조언을 해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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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이유로 좋은 멘토를 찾는 것은 너무 어렵습니다. 멘토에게는
딱히 당신을 위해 시간과 노력을 쏟을 이유가 없으며 본인에게는
생산적이지도 별다른 소득도 없는 충고를 해줄 이유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멘토가 얻는 건 무엇일까요? 단기적으로 대부분의 멘토는
들이는 시간과 노력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보상을 받습니다.
그렇지만 자신이 멘토의 도움을 받아 상당한 업적을 이룬 원로 학자들
중에는 기꺼이 소수의 신입 연구원들의 멘토가 되어 줄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꼭 멘토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기회가 된다면 적합한
멘토를 찾아볼 것을 강력히 권장합니다. 멘토의 조언과 그 조언의
활용이 연구 경력에 실질적 도움이 될거라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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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연구는 네트워크 구축의 필수 요소입니다.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 장은 공동 연구에 모두 할애하고 나머지 네트워크 구축에
대한 것은 다음 장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공동 연구는 연구 생산성의 주요 요소입니다. 협업을 하는 가장
큰 이유는 협업을 하면서 생기는 잠재적인 단점보다 장점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만약 공동 연구를 하고자 한다면, 공동 연구를
하고자 하는 이유와, 목표, 프로세스, 일정 및 공통 목표 등에 대한
구체적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져야 합니다. 앞으로의 연구 경력 중에
더 나은 협업을 할 수 있는 수많은 기회들이 있기 때문에 만약 이번
공동 연구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이 충분치 못하다고 판단된다면 당장
그만두십시오. 별 이점도 없이 경력에 해가 될 수도 있는 공동 연구를
많이 하는 것보다 소수의 도움되는 공동 연구를 하는 것이 더
낫습니다.
공동 연구를 고려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새로운
도구나 정보 그리고 기술을 활용해 볼 수도 있으며, 혼자 일하면 몇
년이 걸릴 만한 국제적 시각을 협업을 통해 좀 더 쉽게 가질 수도
있습니다.
SciVal Experts에서 잠재적 공동 작업자 및 새로운 인맥을
찾아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저자가 어디에 논문을 발표했는지,
연구비를 얼마나 받았는지에 대한 정보를 찾아볼 수도 있습니다.
www.SciVal.com/Experts

아마도 자신의 능력을 보완하기 위해서 다른 분야의 전문가가
필요할 것입니다. 쿠바 시가 경제 역사에 관한 연구를 함께 작업할
스페인어 능통자가 필요합니까? 치료 방법을 찾고자 하는 특정 암에
대한 단일 클론 항체를 구해야 합니까? 마야인들의 사원 사용 사회
문화 연구에 대한 건축가의 조언이 필요합니까?
이전 장에서 설명한 대로 공동 연구는 당신의 연구를 다른 연구
분야로 확장하는데 도움이 됩니다. 잘 알려진 개인 또는 국제적
그룹과의 협업으로 국내외적으로 당신의 명성이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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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공동 연구는 당신과 공동 작업자 모두에게 시너지 효과를 주어
두 그룹의 연구 성과를 급격히 증가시킬 수 있습니다.
연구에서 협업이 이렇게 중요하다면서 왜 저는 협업을 약속
하거나 착수하기 전에 충분히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할까요?
물론 이는 당신이 먼저 협업을 제안했는지, 당신의 기술과 전문성에
끌린 미래의 공동 작업자가 당신에게 접근했는지에 따라 달라집니다.
이 협업이 상호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협업이 될까요 아니면 당신과
당신의 연구가 완전히 넘어가서 묻혀버리고 말까요?
신입 연구원인 당신은 아마도 여전히 비교적 작은 그룹이나
팀에서, 혹은 혼자서 자신의 지도교수와 연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어느 쪽이든 당신은 두 명이 저자인 논문의 첫 번째 저자 혹은 당신의
학생이 첫 번째 저자라면 두 번째 저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경우에는 저자의 순서가 상대적으로 단순합니다[28].
논문에 저자를 나열하는 순서는 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 에서는 특히
중요하지만[29,30] 저자의 순서 문제는 과학 에만 국한되지 않습니다[31].
논문에 누가 저자로 올라갈 것인지, 또 어떤 순서로 올라갈 것인지를
정하는 데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누구를 저자로 올릴 것인가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프로토콜[32]이 존재한다는 것을 모르는
저자들이 많습니다. 밴쿠버 프로토콜이라고 불리는 이 프로토콜에서는
저자를 (1) 개념과 설계, 데이터의 수집 혹은 데이터의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한 자 (2) 논문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지적
컨텐츠를 비판적으로 개정한 자 (3) 출판될 버전의 최종 승인이라는
기준에 의거하여 선정하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반드시 1, 2, 3
번의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저자선정(Authorder) 프로세스는
밴쿠버 프로토콜을 이용하여 누구나 쉽게 저자 순서를 정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저자선정(Authorder)은 공동 저자의 순서를 결정하는
합리적이고 믿을 수 있는 선정 체계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습니다[33].
당신의 연구 경력이 성공적으로 흘러 갈 것인지는 경력 초기에
출판한 대여섯 개의 논문에서의 저자 순서에 달려있습니다. 사람이
많은 공동 연구작업에 참여하게 되면 논문의 네 번째 혹은 여섯 번째
저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REF, ERA, 뉴질랜드 연구 성과 평가자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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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국내 및 국제적 평가 기관에서는 연구 결과 출판에 기여한
저자들의 순서를 정하는 데에 많은 시간을 들이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연구를 위해 연구 자금 지원을 신청할 때에도 저자 순서는 매우
중요한 평가요소가 됩니다. 여섯 명의 저자 중 네 번째 저자로 올라갔을
경우 실제로 대부분의 작업을 책임지고 수행했더라도, 연구 성과의
상당 부분이 자신의 공이라고 합법적으로 정확하게 주장하기는
어렵습니다.
작은 그룹에서 명성을 떨칠 것인지, 큰 공동 연구 그룹에서 작은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 결정하고 또 받아들여야 합니다. 만약
본인의 기술 및 전문성 때문에 공동 연구 제안을 받았고 큰 공동 연구
그룹 논문의 첫 번째 저자로 오를 가능성이 있다면 분명 그것을
고려해보아야 하며, 당신에게 훨씬 더 가치 있는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공동 연구와 관련해 무엇을 하던지 그 일을 시작하기
이전에 저작권, 지적재산권, 컨퍼런스에서의 발표 등과 같은 것들을
정하고 합의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이런 말이 너무 딱딱하게 들릴
수도 있고, 이런 세부적인 합의사항들이 명망있는 공동 연구원의
기분을 상하게 만들지 않을까 우려할 수도 있겠지만, 합리적인 공동
연구원이라면 모두를 위해 공동 연구의 생산성을 최적화하기 위한
당신의 노력을 알아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박사 후 연구 혹은 상업 산업 조직에서 근무하는 신입 연구원
이라면 공동 연구를 제안하거나, 잠재적인 공동 연구원의 제안을
동의하기 전에 지도교수 또는 팀 리더의 승인과 조언을 구해야 합니다.
지도교수가 이 공동 연구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당신이 학술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잠재적 가치를 지닌 정보를 외부
사람에게 제공하는 것을 지도교수나 기관이 허락하는지? 공동 연구를
추진하기 전, 자료 전송 계약 혹은 기밀 유지 계약과 같은 공식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는지?
더불어, 당신이 공동 연구 제안을 받는다면 앞에서 지도교수의
선택과 관련해 제기된 문제들을 잠재적 공동 연구자들에게도 적용
해야 합니다. 그 사람들의 배경은 어떤지? 그들은 연구 프로세스를
어떻게 따르고 있는지 또 그것이 장점이 될 수 있는지, 혹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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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하는 것이 가능한지?
대부분의 공동 연구는 굉장히 생산적이며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됩니다. 또 어떤 공동 연구는 보다 구체적으로 정해져서, 짧은
기간 동안 이루어지며 실험실 시약의 기부 혹은 사회적 텍스트의
번역이 수반되기도 합니다. 건실하고 생산적인 공동 연구에도 흥망
성쇠는 있기에 어떤 연구에 참여하던지 경력에 미칠 전체적인 이익을
전략적으로 심사 숙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편으로, 네트워크의 구축은 일반적으로 훨씬 오래 지속되고
훨씬 덜 구체적이지만 경력을 위해서는 필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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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 연구원에게 생산적이며 가치 있는 네트워크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앞에서 이미 박사학위 지도교수, 현재의
지도교수, 공동 연구자와 멘토 등 4명의 네트워크 주요 구성인에 대해
언급한 바 있습니다. 이들 외에도 네트워크를 통해, 당신에게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든든하고 가치 있는 네트워크를 일찍 구축하는 것은 연구 경력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작지만 강력한 네트워크 몇 개가 여러 개의
느슨한 네트워크나, 커다란 한 개의 네트워크보다 훨씬 더 가치가
있기 때문에 큰 규모의 네트워크를 확보하는 것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위에서 언급한 네 가지 카테고리의 사람들 외에도 학위 논문 마무리를
위해 함께 연구했던 학위 동료와 박사 학위 심사관, 전문 학회 소속
연구팀, 우호적인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컨퍼런스 참석자, 연구팀, 더
넓게는 같은 기관의 동료, 소속 기관의 도서관 혹은 사무실 직원이나
논문을 기고하는 저널의 편집자 등이 네트워크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한 마디로, 당신의 연구 경력에 굉장한 관심을 가지고 있거나,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이 가이드가 전력적 연구 경력 계획 수립을 주제로 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네트워크가 계획을 세워 구축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회가 된다면, 누구와 네트워크를 만들고 싶은지에 대해
생각해 볼 것을 권합니다.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LinkedIn, Facebook,
Twitter, Myspace, Plaxo, YouTube 같은 유용한 도구들이 많이 있습
니다. 일반적으로, 멘토나 지도교수, 공동 연구원들이 다른 잠재적
네트워크 구성원들을 소개시켜 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스럽게 네트워크가 발전하게 됩니다.
현재 어떤 위치에 있느냐에 따라, 네트워크의 구성원들은 당신의
경력에 지금 혹은 미래에 상당한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당신의 네트워크 구성원들은 다른 자리나 펠로우쉽에 지원하는
당신을 위해 추천서와 같은 구체적이며 직접적인 지원을 해줄 수도
있고, “당신의 연구와 자질에 대한 입소문”을 내주는 것 같은 간접적인
도움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당신의 국제적 연구 수준 확립을 위해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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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명한 저널에 당신의 논문을 싣고 권위 있는 학회에서 발표하는
것만큼 확실한 것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게 되기 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며, 당신의 연구가 이러한 수준에 이르렀다 하더라도 당신의
연구와 자질이 얼마나 훌륭한지에 대한 소문이 주는 효과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이러한 입소문의 활용은 나쁜 것이
아니며, 당신의 연구 경력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강력한 네트워크에 속하면 자연스럽게 얻게 되는 결과이긴 하나,
단지 내 경력에 도움이 된다는 이유만으로 든든한 네트워크를 만들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당신에겐 네트워크 안의 다른
구성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기술, 조언 및 전문성이 있으며, 연구
경력이 발전하고 성숙해짐에 따라 다른 이들에게 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공평하게 주고 받는 이러한 과정을 통해 네트워크를
구축해야 합니다. 경력 초기에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더 많겠지만,
경력이 발전함에 따라 점점 입장이 바뀌게 될 것입니다. 결국 서로
균형이 맞아 가면서 나중에는 꽤 공정하고 합리적인 방향으로 흐르게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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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트워크의 일환으로 장기간에 걸쳐 연구 전문성과 기술을 주고 받는
것은 연구 윤리 측면에서 합리적인 접근 방식으로 볼 수 있습니다.
연구 윤리는 연구 경력의 필수적인 부분이며, 최고 수준의 연구 윤리는
당연한 것이므로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당신이
수행하는 연구는 정직하고 정확하며 윤리적이어야만 합니다.
특히 높은 윤리 기준 하에 연구가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한 다수의
계획이 국내외적으로 세워지고 있습니다. 현재 많은 국가들이 연구
윤리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적 정책과 절차들을 만들고 있으며, “연구
진실성에 관한 싱가포르 선언(Singapore Statement on Research
Integrity)”이라는 명칭의 국제적인 활동이 2010년 7월 21일~24일
개최된 제2회 연구 성실성에 관한 세계 컨퍼런스(2nd World
Conference on Research Integrity)의 일환으로 마련되었습니다[34].
이 선언에는 다음 네 가지 원칙이 담겨 있습니다.
1.
2.
3.
4.

연구의 모든 면에서 정직할 것
연구 수행에 관한 책임
타인과 협업 시, 전문가로서의 올바른 태도와 공정성
모두를 대표한 연구에의 청렴하고 깨끗한 관리

의무 조항도 아니고 자금을 지원하거나 참가한 국가들과 기관들의
정책을 공식적으로 대표하지는 않지만 이 선언문에는 14가지의
책임이 포함되어 있어 이러한 지도 원칙을 통해 연구 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개요를 파악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습니다.
이미 설명한 연구 윤리 및 진실성 외에도 연구 경력을 쌓아가는
동안 고려해야 할 다른 몇 가지 윤리적 측면들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동물, 인간, 바이오/방사능 윤리라고 부르겠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동물 윤리는 장족의 발전을 거듭했고, 이 중
“감소, 대체 및 정제”의 정책은 널리 사용되고 장려되는 정책 중의
하나입니다. 연구와 관련된 동물 사용의 필요성에 대한 의견을 밝히는
것이 이 가이드의 역할은 아닙니다. 하지만 당신과 동료 연구원들이
동물을 적절하게 사용하는 것이 연구에 꼭 필요하다고 결정했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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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관한 소속 기관의 규칙과 정책에 따르는 것이 절대적으로
중요합니다. 소속 기관의 동물 윤리 위원회의 수락 및 승인을 받을
때까지 연구를 시작해서는 안됩니다. 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기 위해
작성해야 하는 서류의 양이 엄청난 것도 사실입니다. 이는 동물에
대한 악영향을 최소화하거나 또는 없애기 위한 것뿐만 아니라 동물을
사용한 연구에 대한 법적 요건을 준수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동물 윤리 위원회에선 막대한 양의 문서 작성을 요구하는 경우가
종종 있으며 우리는 이것을 프로젝트의 적합성 보장을 위해 필요한
준비라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동물 윤리 위원회는 연구를 방해하기
위해 있는 것이 아니라, 동물과 연구원 모두를 위해 가장 좋은 길을
보장하기 위해 당신과 당신 연구를 위한 중개인의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인간 윤리 위원회도 생물학과 의료 연구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회과학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당신이 수행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권리와 개인 정보를
보호하며 이러한 기준을 지킬 수 있도록 소속기관의 인간 윤리 위원회의
지원을 받게 됩니다. 심지어 잠재적으로 무해한 전화 인터뷰 같은
절차도 인간 윤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승인이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고려해야 할 윤리는 바이오/방사능 윤리입니다.
이는 소수의 연구원들에게만 해당되겠지만, 매우 중요하며 요즘에는
보안 및 감시의 대상이기도 합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 분야에서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기관의 해당 위원회에서 승인을 반드시 받아야
하며, 간혹 국가의 승인이 필요한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세가지 측면의 윤리를 다루는 방식이 나라마다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어떤 나라는 다른 나라보다 특정한 한두가지 윤리에
더 중점을 둘 수도 있어 소속 기관에 적용되는 규칙 및 법규를 반드시
준수해야 합니다.
연구 중 어떤 측면에 대한 의문이 생기면 그 연구를 승인해준
동물, 인간, 혹은 바이오/방사능 윤리 위원회가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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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승인을 받고, 그 내용대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위의 내용을 지키는 것은 윤리적, 사회적으로 “올바른” 일이며
이런 방식으로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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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한 형식의 출판을 목적으로 연구에 착수하는 일은 없지만, 어떤
출판 형식을 택할 것인지에 대해 연구 초기부터, 심지어 연구 시작
전부터 고려해야 합니다.
어느 형식을 통해서든지 연구 결과는 발표되어야만 합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그 존재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논문의 출판은 쉽지 않은 일이고, 또 연구 그 자체에 해당하는 일은
아니지만 연구 활동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얼마나 높은
수준의 연구 논문이 이력서에 얼마나 많이 들어가 있는가로 향후에
받을 연구비, 승진 및 다른 취업기회가 달려있습니다. 당신의 연구
결과가 동료들에게 인정을 받았다는 기록이 없다면, 당신이 아무리
생산적인 방법으로 연구를 하고 또 그 결과가 좋았다는 것을 잠재적
연구비 지원자, 승진 심사 위원 또는 새로운 고용주에게 증명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각각의 주요 학술 연구 그룹은 간행물의 특정
형식으로 구별될 수 있습니다. 인문학 및 사회과학 연구원들은 도서
(book)나 다른 학술 전문서(Monograph)에 중점을 두는 경향이
있습니다. 과학, 공학 및 기술 연구원들은 저널 게재에 중점을 둡니다.
컴퓨터 과학 및 정보 기술 연구원에게 결과의 발표란 전자 출판물이나
컨퍼런스 발표를 말합니다. 음악가, 화가, 조각가와 같은 예술가들은
예술작품 자체가 출판물이지만 이때에도 작품 뒤에 존재하는 본인의
연구를 자신의 동료들에게 알리기 위해 작품을 선보이는 전시회에서나
다른 영구적인 문서의 형식을 빌려 문서화하고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저널에 게재할 때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은
다음 장에서 설명될 것이고, 이번 장에서는 어떤 스타일 및 형식으로
발간할 지 결정하는 과정을 말하고자 합니다. 예를 들어, 도서, 논문,
저널, 전자 간행물을 출판할 것인지, 컨퍼런스 발표를 할 것인지?
영어로 할 것인지, 모국어로 할 것인지? 연구 출판물에서 영어는 점점
더 국제언어가 되어가고 있으며, 영어가 아닌 언어로 저널을 발표할
경우에 받게 되는 불이익도 잘 알려져 있습니다[35,36,37,38]. 그러나
국내의 동료들에게 인정받아야 할 경우에는 현지 형식에 맞춰
모국어로 발표해야 할 경우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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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국어로 현지 형식에 맞춰 출판하는 것에 비교해, 국제적 형식에
맞춰 영어로 발표하는 것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출판 형식이나
언어는 스스로 선택해야 합니다. 어떤 때는 국제언어인 영어로, 또
다른 때에는 특정 국가의 현지 언어로 발표해야 할 수도 있습니다.
경력 초반에는 모국어 형식으로 발표하다가 경력이 늘어남에 따라
영어로 국제 출판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모든 것은 지도교수,
함께 연구를 한 동료 그리고 멘토로부터 조언을 얻어 당신이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합니다.
출판 형식을 어디에 맞출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저널 및 도서를 국제적인 출판사에서 출판할 것인지, 혹은 현지의 조금
덜 유명한 출판사에서 출판할 것인지도 결정해야 합니다. 이러한
결정은 대부분 연구 영역 및 수행한 작업의 수준을 고려하여 정하게
됩니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발표에서 중요한 문제는 영향력이 클
가능성은 적지만 소량이라도 빨리 출판 할 것인지(아래의 최소 발행
가능 단위[LPU] 참조), 아니면 좀 더 시간을 투자하여 추가적인 연구를
수행한 뒤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연구 결과를 발표할 것인지에
관한 것입니다.
두 선택 모두 장단점이 있으며, 해당 시점의 상황에 따라 두 가지
방법을 번갈아 선택할 수도 있습니다. 박사 학위 마치기 전이나 박사
후 과정을 끝내기 전에 연구를 종료하고 발표할 것인지? 아니면, 연구
동료나 지도교수가 추가적인 연구를 마친 뒤에 발표하라고 권하고
있는지? 몇몇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보다 책을 쓰는데 시간을
할애하라는 멘토의 조언이 있지는 않았는지? 당신의 가장 귀중한
자원인 시간과 노력을 어떻게 쓸 것인지에 대해 결정하는 것은 당신
자신의 몫입니다.
신입 연구원을 대상으로 진행하는 워크숍에선 다음과 같은
질문을 자주 받곤 합니다. “간행물의 양과 질 중 어디에 목표를 두어야
할까요?” 저의 대답은 항상 동일합니다. “네, 당신은 높은 수준의
간행물을 많이 출판하는데 목표를 두어야 합니다.” 이상적으로는 연구
경력을 쌓아가면서 수준 높은 간행물을 많이 발간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러나 이 것은 쉬운 일이 아니며 상당한 노력을 요구합니다. 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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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한 대로 LPU(국제적으로 검증된 저널이 수용할 수 있는 최소한의
연구를 포함한 간행물)나 더 나쁘게는 “살라미”같은 논문(“살라미”
논문이란 수준 높은 논문을 소수로 발표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개의 논문으로 “나누어서” 게재하는 것을 의미함[39])을 선택하도록
강요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정말 정당한 이유가 있을 때만 고려해야
합니다. 다른 경우엔 장기간에 걸친 아주 크고 널리 알려진 연구
프로젝트에서 당신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멀리 떨어져있는 당신의 원격 가상 멘토로써 저는 현재의 REF 및 ERA
형식 평가에서는 엄선된 소수의 논문으로 생산성을 평가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만성적으로
“살라미” 논문을 쓰는 연구원을 쉽게 가려낼 수 있어 임명이나 승진
심사 위원회에서도 자주 활용되고 있습니다 [40].
결론적으로 제가 하려는 말은 간행물의 질과 양 사이에서
한가지를 선택해야 한다면 항상 질을 택하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떤 연구 집단의 수준을 그 집단이 발표한 것보다 발표하지 않기로
한 것(예를 들어 LPU와 “살라미” 논문)으로 가늠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질이고, 또한 질은 점점 더 중요시 되고 있습니다. 질의
정의에 대해선 논쟁의 여지가 있긴 하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간행물을
평가하려는 시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정보 및 컴퓨터 기술 분야를
예를 들면 호주 및 뉴질랜드 대학의 컴퓨터 과학 학과 협회인,
오스트레일리아 전산학 연구 및 교육 협회(COmputing REsearch
and Education Association of Australasia, CORE)[41] 에서는 2008
년에 약 1400개의 정보 및 통신 기술 관련 컨퍼런스를 4단계로 랭킹을
매겼습니다. 이러한 랭킹은 2010년에 마무리된 호주대학 연구 성과
평가(ERA) 활동에 반영되었습니다. CORE는 해당 매트릭스를 수정
하고 컨퍼런스 랭킹을 업데이트 중이며, 완료 시 CORE 홈페이지에
게재할 예정입니다. 인문학 연구원들은 유럽 과학 재단 및 유럽 연합
집행 기관이 공동 후원한 유럽 인문학 분야 참조 색인(ERIH)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인문학의 15개 영역에 대한 책자 형식의 간행물
및 비 전통적인 발행 형식의 간행물의 랭킹을 매길 계획에 있습니다[42].
ERIH의 목표는 유럽 전역의 인문학 분야에서 수행되는 수준 높은

46 • 출판물의 스타일과 형식 선택

연구를 전세계적으로 알리는 것입니다. 이러한 ERIH 프로젝트의 다음
단계에는 학술 전문서(Monograph) 및 편집 논문집(Edited Volume)
도 포함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ERIH 목록이 2011년 1 분기에 발표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양한 간행물 형식의 여러 측면들을 모두 고려해 보면, 저널
발표는 가장 널리 알려진 형식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어느 저널에 기고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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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를 국제적으로 동료 심사(Peer-review)를 거치는 영문
저널에 게재하기로 결정했다면, 논문을 제출하기 전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사항들이 있습니다.
주요 고려 사항 중 하나는 오픈 액세스 저널에 게재할 것인지,
전통적인 구독 기반의 출판사에서 출간되는 저널에 게재할 것인지
입니다. 오픈 액세스 저널은 월드 와이드 웹(www)의 출현 및 세계적
확산으로, 지난 몇 년 동안 꽤 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널은
잠재적 독자들이 비교적 쉽게 무료로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방형 저널은 다수의 국제적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의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관들은 자신들의 연구비를 받아 연구한 결과를 모두
개방된 형태로 게재할 것을 최소한 장려하거나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논문은 전통적인 저널에 게재된 논문보다 더 많이 활용될 수
있지만, 몇몇 저자들은 자신의 논문 중 가장 인기 있는 몇 편의 논문만을
온라인에 게재하기도 합니다 [43]. 또한 개방형 저널에 발표하는 것이
더 많은 독자를 가질 수도 있지만, 개방형 저널이 구독 기반의 저널보다
더 많이 인용된다는 주장에 대한 증거는 없습니다 [44,45]. 또 다른
단점은 개방형 간행물 출간을 위한 비용이 지출되며, 이 비용은 개인
연구 자금으로 청구된다는 점입니다. 게다가 일부 구독 기반의
출판사에서도 현재 일정 기간이 경과 후에 간행물을 개방하거나 무료
로 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6].
전통적인 구독 기반의 출판물에 비해 개방형 간행물이 더 많이
인용된다는 주장에 대해 매우 뜨거운 논쟁이 지속 되고 있습니다.
우수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중요한 이유는 동료들이 그 결과를
인정하고 활용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며, 인용횟수는 이를 측정하는
주요 방법입니다. 결과적으로 여기엔 논쟁이 따를 수 밖에 없으며,
OpCit(Open Citation Project)는 이 논쟁에 대한 주요 참고 자료가
되고 있습니다. OpCit 프로젝트는 연합 NSF- 연합 정보 시스템 위원회
국제 디지털 도서 검색 프로그램의 자금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
프로젝트는 개방형 출판물 인용과 각 논문에 대한 개인적 의견이라는
주제의 수십 개의 논문 초록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2011년 3월 18
일에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OpCit 문헌에 최근 추가된 다음 세 논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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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에 지금까지의 논쟁들이 잘 요약되어 있습니다.
“- 본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사실이 발견되었다: 개방형
논문이 인용 상의 장점이 있으며 이 경우 비 개방형 논문보다 138.87%
이상 높았다. 주제마다 개방형 논문의 인용 상의 장점이 다르고,
Oxford Open의 인문학 저널의 경우 개방형이 인용의 면에서는 오히려
불리했으며, Oxford Open에서는 IF(Impact Factor)가 낮은 저널이
상대적으로 IF가 더 높은 저널보다 더 자주 인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48]
“이 실험의 결과는, 과학 문헌을 무료로 개방할 경우 독자층을
증가시키고 (논문 다운로드 수로 측정) 잠재 고객이 증가할 수 있지만
(개별 방문자수로 측정) 논문의 인용횟수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49]
“개방형 간행물의 장점은 실재하며 독립적이고 인과적이지만
왜곡되어 있다. 인용과 마찬가지로 간행물의 질과 가장 큰 상관관계가
있다(상위 20%의 논문이 모든 인용의 대략 80%를 차지). - 더 많이
인용될 가능성이 있는 논문이 개방형의 장점을 더 많이 누리고 있다.
그 이유는 저자들이 어떤 논문을 개방형에 공개할지를 결정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간행물 품질의 편차가 아니라, 구독자만이 접근할 수
있었던 제약을 벗어나, 개방형 간행물의 독자들이 스스로 어떤 것을
활용하고 인용할 것인지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50]
물론 위 세 가지 연구 결과에도 명백한 모순이 존재합니다.
개방형이나 구독형 저널 중 어느 것을 선택하든지, 논문을 작성하기 전
공통적으로 고려해야 할 몇 가지 요소들이 있습니다.
한국, 중국, 파키스탄과 같은 몇몇 나라에서는 연구원들이
유명한 국제 저널에 논문을 게재하면 그에 따른 보상을 받지만[51,52],
이러한 보상이 논문을 게재할 저널을 선택하는 이유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물론 당신의 수준 높은 연구를 가능한 최고의 저널에 게재해야
하는 합당한 이유는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에서는 저널의 명성과
독자층의 구성이 가장 중요한 고려 대상입니다[53]. 하지만 이러한
특성이 사회과학으로 옮겨지면 “명료함 / 일관성 / 완성도” , “철저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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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방법”, “저널에의 적합성” 등의 특성보다는 덜 중요하게
여겨집니다. 이 가이드에서는 수준 높은 결과물 도출에 목표를 둘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면 내 연구를 게재할 권위 있는 저널을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1955년에 가필드(Garfield)의 저널의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가 발표된 이후, 이 지수는 국제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과학, 공학, 기술분야에서뿐만 아니라 사회 과학과 인문학에
이르기까지, 저널들은 저널의 영향력 지수로 자신들의 권위와 수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영향력 지수는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비판의
대상이 되기도 하며 가필드 역시 오용의 가능성에 대해 강조한 바
있습니다([55] 참조). 또한 정확한 비교를 위해 영향력 지수를 사용할
때엔 반드시 기술적 요인을 고려해야 합니다[56].
2008 영국 RAE의 ‘고등 교육 연구 간행물에 대한 평가와 자금
지원에 관한 협의’ 발표 이후 [57,58] , 기존의 방식보다 정량적인 정보
“매트릭스”를 더 많이 사용하게 되어 이로 인해 연구의 질적 평가에
매트릭스만을 사용하고 있다는 일련의 비판이 있었습니다[59,60,61,62].
현재는 2014 REF 를 위해 영국 기관들은 (1)연구 결과의 수준, (2)
연구의 보다 광범위한 영향력, (3)연구 환경의 활력[63]의 측면으로
제출물을 평가하라는 요청을 받고 있습니다. 연구 결과물의 수준은
가장 중요한 평가 요소로, 총점의 65%를 차지하며 일부 전문가 패널은
평가물에 대한 그들의 리뷰를 알리기 위해 인용정보를 활용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논문을 출판할 저널을 선택할 때 저널의 영향력 지수를 적절하게
고려할 것을 권하고 있기는 하지만, 영향력 지수에 몇 가지 잠재적
단점이 있으며, 이 때문에 저널의 수준과 권위를 측정할 수 있는 다른
방법들이 고안되었습니다. 지면도 부족할 뿐더러, 저널의 수준을
측정하는 다른 방법들을 자세히 설명하는 것이 이 가이드의 목적은
아니므로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지만 게재할 저널의 수준을 확인하는
방법으로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아둘 필요는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이전 장에서 언급한 EGIH는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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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학, 성별 연구, 철학 및 심리학 등 인문학의 14가지 하위 학술
분야에서 3가지 등급으로 저널을 나누고 있습니다. 이 목록이 참고문헌
통계의 도구는 아닙니다. ERIH 운영 위원회 및 전문가 패널은 이
목록을 승진, 임명 또는 연구비 신청을 위한 유일한 평가 기준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ERIH의 기준은 비난을 받았지만,
그 랭킹은 공개되었고 지속적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인문학분야 저널을 영향력 지수 외의 다른 방법으로 랭킹을 매기는
것에 대한 논의를 불러왔다는 점에서 ESF의 활동은 칭찬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널 랭킹의 준비 및 사용에 관한 정책은 인문학 및 사회과학
커뮤니티에서 특히 중요한 논쟁거리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유럽,
프랑스, 호주에서는 정치적 수단 및 과학적 기구와 같은 도구로 사용될
수도 있지만 연구 경력을 뒷받침하기 위한 수단으로 적절하고 현명하게
활용한다면 분명히 충분한 가치가 있을 것입니다.
비즈니스와 경제학 커뮤니티에서도 저널의 수준과 권위의 확립을
위해 일련의 지표를 활용해 랭킹을 매기려는 비슷한 시도가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버밍엄의 애스톤 대학 경영대학원은 자신과 다른 국제
비즈니스 스쿨의 선임 교수진의 평가를 거친 후 약 800개의 저널의
랭킹을 세 가지 핵심 그룹으로 나누었습니다[67]. 경영 학술 연구용
네트워크(BARDsNET)는 호주 경영대 학장 협의회 및 호주·뉴질랜드
경영 아카데미와 공동 주관으로 회계 및 재무, 마케팅 및 시장 조사,
경제학의 11개 하위 학술분야에서 약 2,000여개의 저널의 등급을 4
가지로 나누었습니다[68]. 또한 경제학의 여러 연구 그룹들이 다양한
기준을 사용하는 저널 랭킹 시스템을 개발했습니다[69,70]. Harzing.com[71]
은 최근 영향력 지수를 제외한 경제학, 금융, 회계, 경영 및 마케팅의
19 가지 정보를 사용하여 작성한 약 900개 저널의 랭킹인 Journal
Quality List 제37 판을 출간하였습니다.
이전 장에서 설명한 것처럼 CORE는 ICT 컨퍼런스들만 랭킹을
매겼을 뿐만 아니라 그 회원인 약 800가지의 저널도 4 개의 등급으로
나누었습니다[72]. 비록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이 4 등급의 랭킹은
ERA 활동을 위한 연구 분야 전반의 저널 랭킹을 정하는 방법으로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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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사용하기도 하였습니다.
2008 년 7 월 프랑스의 연구 및 고등교육 평가 기관인 고등교육
및 연구 평가국[73]에서 저널 랭킹 목록을 발표했으며 ESF ERIH는
앞에서 언급한 바 있습니다. 2008년 6월 ARC는 2010 ERA 평가
프로세스를 위한 독자적인 Peer-reviewed 저널 랭킹 작성을 위한
광범위한 공개 회담을 시작했습니다. ARC는 다른 여러 저널과 비교한
후 확인된 해당 저널의 전반적인 수준을 나타내며, 이것이 특정분야
에서의 관련성 또는 중요성과 혼동되어서는 안됩니다. 2010 ERA
에서는 20,000개 저널을 1에서 4까지 등급으로 나눈(A*: 상위 5%, A:
이후 15%, B: 이후 30%, C: 이후 50%) 목록을 사용하였고, Scopus
가 2010 ERA에 인용 데이터를 공급하였습니다.

Scopus Journal Analyzer를 통해 특정 분야의 저널을 검색하여,
가장 영향력 있는 저널을 확인하고, 해당 저널의 출판사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연구 성과를 알리기에 가장 효과 높은 저널을
선택하고, 논문을 제출할 저널의 우선 순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을
줄 것입니다. www.Scopus.com

ARC는 현재 2012 ERA 을 위한 2010년 랭크된 저널
리뷰를 목적으로, 계약한 주요 단체/학술 그룹과 공개
광범위하게 검토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2012 ERA 순의 저널
2011년 9월에 발표될 예정입니다[74]. 이와 같이, 모든 학술

목록의
회담을
목록은

분야의
연구 결과를 발표할 저널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영향력 지수와 함께
사용하거나, 혹은 그것을 대신할 만한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저널
랭킹 시스템은 아주 많습니다.
물론, 이러한 시스템은 논문을 발표한 모든 저널의 대해 랭킹을
매기며, 최고 수준의 저널이 최고 수준의 논물을 게재하고 있다는
가정하에 개발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고 수준의 저널이라 하더라도
인용이 거의 되지 않은 논문을 게재하기도 하고 반대로 최고 수준의
저널이 아니더라고 매우 많이 인용된 논문을 게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상황이 상대적으로 드물기는 하나, 당신의 논문이 다른 논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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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자주 인용된다면, 논문의 인용횟수를 정확하게 보여주는 적절한
통계를 사용하는 것이 연구 결과의 우수성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웹기반의 Scopus와 같이, 논문이 한번 인용될
때마다 전자 메일로 알려주는 다양한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러한
서비스를 활용하여 자신의 논문의 피인용 현황을 이력서에 정확하게
기록해두어야 합니다.
인터넷 사용 증가는 웹과 관련된 현상에 대한 정량적 연구를
위한 인터넷의 광범위한 활용으로 이어졌습니다. 원래 논문 인용
패턴의 인용통계 분석을 위해 사용하는 방법이었는데, 원자료를
제공하는 상용 검색 엔진을 사용하여 웹에 적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대적으로 더 최신이며 보다 전자적 기반을 가진 이 저널 랭킹
시스템을 “webometrics [75,76]”라고 부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구글이 웹 페이지 랭킹에 사용하는 알고리즘
같은 새로운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논문 영향력 지수를 계산하기도
합니다. SCImago Journal Rank는 과거 3년간의 인용정보를 사용하여
저널들 사이에 일련의 반복적 인용 링크를 분석합니다 [77].

SCImago Journal Rank(SJR)는 피인용 논문 출처(저널)의 과학적
권위에 가중치를 부여한 인용지수를 측정합니다. 출처는 자체의
‘권위’를, 또는 그 수준을 인용이라는 행위를 통해 다른 출처로
넘겨주게 됩니다. 낮은 SJR을 가진 출처에서 인용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SJR를 가진 출처에서 인용하는 것이 더 가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www.info.Scopus.com/journalmetrics
에서 확인하십시오.

Scopus 데이터를 사용하는, 논문 한편당 영향력 지수(Source
Normalized Impact per Paper, SNIP)는 주제분야별로 인용된 숫자의
총 합을 기준으로, 한번의 인용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주제분야별
인용의 영향을 측정합니다. 인용될 가능성이 낮은 주제분야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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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인용이 더 높이 평가되며 인용 가능성이 높은 주제분야에서는
낮은 값이 주어집니다. 이러한 시스템의 유용성에 대한 논쟁에도
불구하고[79], 이러한 유형의 분석은 계속 이어질 것이며 미래에는 좀
더 일반적으로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뒷장에서 설명할
개인 생산성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던 h index도 저널 수준을 평가하기
위한 다른 방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80].
다양한 분석 도구를 활용하여 저널의 랭킹을 정하려는 시도는
지속되고 있으며 그 사용 또한 시간에 따라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수준높은 연구 성과를 내었다면 동료들에게 그것을 증명하고 영향력을
입증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는 모든 자원을 적절히 활용할 것을
권합니다.
논문을 기고할 때 중요한 고려사항이 저널의 수준이기는 하지만,
논문 초안을 작성하기 전에 고려해야 할 다른 요인들도 있습니다.
저널의 논문 수락 속도는 어떠한가? 내 연구 영역과 저널이 일반적으로
게재하는 논문의 연구 영역이 비슷한가? 가장 중요한 질문이겠지만,
내 연구 수준은 저널에 일반적으로 게재되는 다른 논문의 수준과
맞는가? 대부분의 연구원들이 자신의 연구 주제 분야에서 최고 수준의
두세 개 저널에 게재하고 싶겠지만, 이 특정 연구를 발표하는 이유가
무엇이든지 여러분의 연구 결과가 그 연구분야 3대 저널의 수준에
합당한지? 그에 대해 지도교수나 멘토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지금
여러분이 발표하고자 하는 연구 결과의 수준에 대해 솔직하고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 나중에 연구가 적합하지 않거나 저널이 일반적으로
게재하는 수준에 미치지 못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와 시간 낭비를
없애거나 줄여줄 것입니다. 가장 높은 수준의 연구 결과를 창출해야
하되, 그 연구 결과물을 제출할 저널의 선택은 반드시 현실적이어야
합니다.
발행할 가치가 있는 논문의 식별 요소는 학술분야마다 다릅니다.
과학, 공학 및 기술 분야는 저널의 권위와 그 독자 구성에 중점을
두지만, 모든 분야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연구의 혁신성과 참신성
입니다.
연구 결과는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세운 탁월한 계획 및 설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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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물이어야 합니다. 연구 결과를 제출하고 싶은 저널을 파악한 지금,
논문 작성과 관련해서 무엇에 중점을 두어야 할까요?
출판을 위해 저널에 논문을 제출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선
저자를 위한 지침서를 읽고 이해하며 준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제출된 논문이 효율적으로 처리, 검토되기 위해 거쳐야 할 필수
과정이며 논문 작성을 시작하기 전에 해야 합니다. 그 뒤에 제목 및
초록을 먼저 작성하고 대략적으로나마 전체적인 논문 초안을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점으로라도 논문의 전반적인 핵심의 개요를 잡아
표시하면 작성 과정이 쉬워집니다. 전체적인 초안을 만들어 두면 한 두
가지 논점 때문에 전체 논문의 흐름에 방해를 받는 것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각 섹션을 완벽하게 작성한 다음 그 다음 섹션을 작성하는
방식은 서론에서 논의로 넘어가거나 그 반대일 경우가 생기므로,
일반적으로 비효율적입니다.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경우, 문법 오류나 부적절한 표현은(심지어
영어 원어민에게도 쉽지 않은) 논문 심사에 불리하게 작용되기 때문에
이 단계에서 영어 원어민의 도움을 받는 것이 바람직합니다[81,82]. 인용
시 영어 논문을 선호하는 경향도 존재합니다[83]. AuthorAID는 무료
국제 연구 커뮤니티[84]로, 개발도상국의 연구원들이 출판 혹은 다른
방식으로 그들의 연구를 알릴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또한 그들의
연구물을 토론하고 유포할 수 있는 폭넓은 글로벌 포럼을 개최합니다.
스웨덴 국제개발청, 노르웨이 개발공사국, 영국 국제개발부의 지원을
받아 만든 과학 출판물의 유용성을 위한 국제 네트워크를 기반으로 한
선구적인 프로그램입니다. 과학 논문작성에 관한 교육 워크숍을
개최하고 작성 및 게재에 관한 여러 문서 활용과 훈련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존 문헌 가운데 연구원들의 출판 능력 향상을 위해 가장
잘 알려진 것은 “How to Write and Publish a Scientific Paper(과학
논문의 작성과 발표)”[85]이며, 최근에 출판된 “Writing Scientific
Research Articles: Strategy and Steps(과학 연구 논문 작성: 전략과
단계)”[86]는 논문 저자로서의 기술을 연마하고자 하는 신입 연구원과
멘토, 모국어 혹은 외국어로서 영어를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데
관심이 있는 과학자들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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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 현수막” 역할을 하는 논문의 제목은 논문의 내용을
정확하게 설명하는 가장 적은 단어(이상적으로는 12 단어 미만)로
구성되어야 합니다. 제목은 하나의 아이디어 또는 주제만을 표현해야
하며 몇 개의 중요한 단어로 시작해야 합니다. 위에서 언급한
webometrics 유형 분석의 증가로 인해, 필수 핵심 단어들로 논문의
주요 내용를 강조하고 핵심 단어를 쉽게 이해, 색인, 데이터베이스
검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서문(Introduction)은 연구 주제에 대한 배경, 가설 또는 연구
학술 활동의 영역에 대한 간결한 설명으로 시작해야 합니다. 그 다음
연구의 목표를 서술하고 연구의 중요성을 특히 해당 분야에서 이미
알려진 사항과의 관계를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합니다.
연구 방법(Methods) 편에서는 정확하고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충분히 설명하고, 정량적 연구를 위해 충분히
입증되고 적절한 통계 실험을 포함해야 합니다.
연구 결과(Results)는 반드시 분명해야 하고, 만약 적절하다면
통계적으로 타당해야 하며, 해당 저널의 저자 지침에 따라 작성되어야
합니다.
고찰(Discussion)을 작성할 때는 특정한 논점에서 일반적인
논점으로 이동하고, 연구 결과가 연구 문헌, 이론 및 연구 분야의
관행과 연계될 수 있도록 구성해야 합니다. 시험한 가설이나 해결
하고자 하는 학술적 의문들을 다시 기술하고 서문에 제시한 질문에
대한 답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여러분의 결론은 정확하고 확실하며 검증된 결과로 뒷받침
되어야 합니다. 또한 연구 결과가 예측값과 그리고 해당 주제의 연구
문헌들과 어떻게 관련되는지도 간결하고 명확하게 설명해야 합니다.
상충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논의하고, 평가하고, 가능한 이유를
제시해야 합니다. 예기치 않은 결과에 대해 논의하고 추가 연구를
위한 몇 가지 권장 사항을 제시해야 하지만, 지나치거나 또는 연구
결과에 의해 완전하게 확인되지 않은 것들을 주장하면 안됩니다.
요약해서 말하면, 당신의 논문은 우수한(신선하고 혁신적인)
연구 내용를 지나친 추정 없이(해당될 경우 정확한 통계 자료가

58 • 어디에 발표할 것인가? - 발표 공간 선정

포함된) 잘 설명해야 하며, 간결하고 논리적인 진행으로 독자에게
논문 수준에 대한 확신을 주어야 합니다. 초록과 키워드는 필수
입니다. 전체적인 첫 번째 초안을 작성하는 것으로 논문을 시작하는
것이 이상적 입니다.
이러한 지침에 따라 많은 저널에 발표를 한다면 연구비 신청시
자금 지원 기관을 설득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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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다른 사람이 확보한 연구자금을 가지고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박사과정 지도교수, 연구팀 리더 또는 회사의 부서장이
연구를 위한 자금을 제공합니다. 그러나 연구 경력이 제 궤도에 오르면
당신이 수석 연구원으로서 스스로의 연구 자금을 마련해야 할 때가 올
것입니다.
연구 자금 확보는 경쟁이 치열하고, 신청을 하는 데에 아주 오랜
시간이 소요되므로, 논문 작성을 시작하기 이전, 심지어 연구 자금
신청을 고려하기 이전부터 자신에게 질문을 던져 만족할 만한 답변을
찾아내야 합니다.
연구를 하는 데 항상 자금 확보가 필요한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전체적인 맥락에서 전문가로서의 경력을 고려하면서 연구 자금 신청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연구에 대한 당신의 포부와 자금의 유용성간에
어떤 상관관계가 있는지? 연구 자금을 신청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왜
연구 자금이 필요한 것인지? 연구 자금을 신청하는 프로젝트가
성공하기 위해 필요한 최소 자금은 얼마인지? 이 질문들에 대해
스스로 만족할 만한 대답을 할 수 있어야 하며, 연구비를 신청한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약속이라는 것을 이해한 다음에 연구비 신청을
준비해야만 합니다.
내 연구의 중요성을 동료들에게 설득하려면 제안하는 연구의
중요성을 스스로 확신해야만 합니다. 지금까지는 이미 완수한 연구
작업을 출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해왔지만, 이제는 상당한 연구
자금을 놓고 여러 연구 그룹이 매우 설득력 있는 주장을 펼치고 있는
가운데 다른 그룹에게 지원하는 것보다 내 연구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이 더 가치 있다고 동료들을 설득하고 확신시켜야만 합니다.
연구 자금이 필요한 경우 어디서 그 자금을 얻을 수 있을까요?
대부분의 국가는 국가 차원에서, 일부 국가는 지방 정부 차원에서
연구 자금 지원 기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 연구청(DFG), 프랑스
고등 교육 및 연구평가부, 타이완 국립 과학위원회 등과 같은 기관들은
전 연구 분야로부터 연구비 신청 접수를 받고 있습니다. 인도 사회과학
연구위원회, 캐나다 국립 과학 및 공학 연구 협의회, 영국 연구위원회
및 미국 NSF와 국립 보건연구소와 같은 기관들은 특정 연구 분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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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점을 둡니다.
이 기관들의 관련 웹사이트 및 공공 포털은 매우 광범위하며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연구 자금 지원 기관에서 시행하고
있는 연구비 지원 신청에 대한 포괄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웹사이트들도
많이 있습니다. GrantsNet [87] 에서는 과학분야의 연구 및 교육에
관한 연구 자금 정보를 무료로 제공하고 있으며, 원스톱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미국 연방 정부 연구비를 검색하고 신청하기 위한 정보는
Grants.gov [88] 에 있습니다. Research.gov[89] 및 science.gov[90]는
특정 연구비에 관련된 연구 및 개발 결과에 대한 정보를 제공합니다.
Grants.gov는 NSF 연구비에 대한 정보도 제공하지만 NSF 또한 자체
서비스가 있어서[91] NSF가 지원하는 프로젝트 및 연구비가 발표되는
대로 이메일을 통해 그 최신사항을 알려줍니다. DFG는 베이징(중독
연구 추진 센터), 모스크바, 델리, 워싱턴, 도쿄 등에 지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국적 연구 프로그램을 육성하는 자금 지원 기관들도 있으며 그
중 유럽 연합의 프로그램은 가장 큰 규모를 가진 프로그램 중 하나
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은 7th Framework이며,
“인재”, “역량”, “협업”, “아이디어”와 같은 분야에서 연구 자금 지원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또한 등록한 분야에서 새로운 연구비 보조
프로그램이 접수될 경우 이메일로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합니다[92].
다국적 자금 신청의 또 다른 예는 인간 프론티어 과학 프로그램(HFSP)
으로 연구비, 펠로우쉽 및 워크샵을 통해 생명과학 분야에서 세계적
규모의 연구를 촉진하고 있습니다. HFSP의 연구비는 다른 국가 및
다른 분야에서 활동하는 과학자 팀들 간에 광범위한 공동 연구와
관련한 새로운 공동 연구 프로젝트에 수여됩니다. 최근에 G8국가의
연구 위원회 중 이탈리아를 제외한 7개국(캐나다, 프랑스, 독일, 일본,
러시아, 영국, 미국)은 참여국 간의 다자 연구 프로젝트 제안을
촉구하는 첫 번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중기
목표는 언제든지 참여 단체의 국가 프로그램을 지원할 수 있는 대규모
다자간 프로젝트 풀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 성명은 과학자들에게
양자 또는 삼자간 기준으로 기존 과학 연구 그룹들과 협업을 하는

[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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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뿐만 아니라 완전히 새롭고 생산적인 다자간 연구 그룹의 조직을
장려하고 있습니다. 이 성명에서는 슈퍼 컴퓨팅[94]에 중점을 두고
있지만, 건강, 식량 및 농업[95] 분야의 활동도 계획되어 있습니다.
지금 당신은 이제 막 연구 경력을 시작하여 이러한 다국적 대규모
활동은 현재 능력 밖의 일이지만, 앞으로 몇 십 년간 연구 경력을 쌓아
나갈 경우, 이러한 다국적 대규모 연구 활동이 일반화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또한 연구중심의 글로벌 패턴이
당신의 연구 생활을 바꿀 가능성이 높습니다[96].
정말 그렇게 많은 돈이 필요합니까? 연구 경력의 초기 단계
에서는 연구에 필요한 예산이 적어 소속기관에서 내부적으로 자금을
마련하는 것이 적절하며, 이는 후에 더 권위 있고 훨씬 더 큰 국가 또는
국제적인 연구 자금 확보 체계의 구축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이 질문은
위에서 언급한, 연구비 신청을 하기 전에 대답해야 할 중요한 질문 중
하나입니다.
하지만 소액의 내부 연구비 신청을 하든지 국제 자금 지원 기관에
막대한 연구비 신청을 하든지 그 신청이 경쟁력을 갖기 위해 따라야
할 몇 가지 원리와 절차가 있습니다.
자금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제일 처음에 해야 할 일은
제안을 100단어로 요약하여 작성하는 연습을 하고 지도교수 및
멘토에게 보여주고 조언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 3 년짜리 프로젝트의
연구 목표는 무엇인지? 이 프로젝트가 끝나면 어떤 결과가 도출될
것인지? 이 부분에서 현실적으로 적어야 하며 연구 자금을 받는
동안에 자신과 동료 연구원들이 실제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과장 없이 기술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금 확보를 위해 생산적인
것은 중요하지만 연구 결과를 과대 포장하는 것으로 경쟁력을 높일
수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수석 연구원으로서 혼자 신청할 것인지,
또는 다른 지원자들 보다 자신과 동료들이 프로젝트의 성공을 보장하기
위한 관련 기술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있다는 것을 지원 기관에
확신시키기 위해 합동 수석 연구원으로 할 것인지 정해야 합니다.
수석 연구원의 과거 연구 실적은 자금을 확보하는 데 매우
중요하므로, 자신의 과거 실적이 신청서에 약속한 연구 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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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화할 만큼 질과 양에서 충분한지, 그렇지 않다면 충분한 실적을
쌓을 때까지 기다릴지를 진지하게 고려해보아야 합니다. 지도교수 및
멘토가 이 문제에 대한 조언을 해줄 수 있을 것입니다. 만약 신청을
진행하기로 결정했다면, 과거 실적을 “올려줄” 수 있는 공동 수석
연구원이 필요합니까? 그렇다면, 공동 신청인으로는 과거에 함께
연구를 한 사람이 좋으며 이상적으로는 함께 논문을 쓴 적 있는
사람이면 더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공동 연구원과 오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단지 “돈을 받기” 위해 모인 것이 아니며 일단 연구 자금을
확보하면 신청자보다 더 고참인 연구원은 연구에 별로 기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의구심을 해소해 줄 것입니다.
이 모든 과정을 끝냈다면 어떤 자금 지원 기관에 지원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합니다. 신청서에 명시된 연구 목표가 기관의 목적과 목표에
부합하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제안하는 연구 분야가 자금을 지원할
만큼 중요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기관에 신청을 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이런 종류의 정보는 일반적으로 자금 지원 기관의 설명
자료에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고, 지난 몇 년 동안 그 기관에서 자금
지원을 받는 데 성공한 신청자의 연구 주제와 요약본을 확인해 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그 자금 지원 기관은 어떤 종류의 연구를
장려하고 있습니까?
SciVal Funding은 자금 확보 이전 단계의 연구원들을 지원하기
위해 개발되었으며 연구 자금 지원 환경을 분석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연구 자금 성과 측정, 평가 및 전략 기획 등의 데이터
베이스를 이용할 수 있고, 어떤 간행물이 특정 자금 지원
프로그램과 연계되어 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에 어떤
연구자에게 연구비를 지원했는지 자금 지원의 히스토리를 통해,
공동 연구자를 찾거나 잠재적인 경쟁자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www.Scival.com/Funding

이제 신청하려고 하는 자금 지원 제도에 대해 자금 지원 기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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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는 모든 정보를 읽고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해당 자금
지원 계획의 신청 기한을 확인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경쟁이
치열하므로 대부분의 국내외 기관들은 신청하기만을 마냥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이들 기관에는 제공 가능한 자금보다 훨씬 많은 신청이
쇄도하며 그 신청들은 기관의 규정과 규칙을 준수하여 마감일 전에
제출될 것입니다. 경쟁력을 갖추려면 당신도 이 기한을 지켜야만
합니다.
신청서를 작성하기 시작하면 특정 자금 지원 제도의 평가 기준을
염두에 두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자의 과거 실적은 선정 기준에서 몇
퍼센트의 비중을 차지하는지? 아이디어의 참신함은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많은 페이지를 연구 접근 방식 및 연구 방법을 설명하는 데
할애할 수 있는지? 이 자금 지원 제도는 ‘호기심 기반(Blue Sky)’
연구에 중점을 두는지 아니면 관련된 업계 파트너들의 참여에 더
중점을 두는지? 이런 점들이 모두 당신의 자금 신청이 최대한 경쟁력을
갖추게 하는 중요한 정책적 고려사항들입니다.
또한 훌륭한 신청서로 만들어주는 몇 가지 행정적이며 독특한
사항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다음 사항에 따라야 합니다.
• 강력하고 전도유망한 실적을 강조할 것
• 문제 및/또는 반론을 제시하고 자료의 정리보다 문제 해결
방식을 설명할 것
• 연구 주제 추진을 위해 지금 자금이 필요한 이유를 설명할 것
• 자신의 연구 분야가 현재 국제 상황과 얼마나 잘 부합하는지
제시할 것(추진력이 없는 “시대에 뒤진” 연구 주제를 제시하지
말 것)
• 매력적인 주장을 증거 및 다른 사람의 평가로 뒷받침할 것
• 타당성 있는 접근방식으로 신중하게 도전적인 목표를
설정할 것
• 책임감 있으며 문제에 과감히 도전하는 접근방식의 증거를
제시할 것
• 과장되고 가능성이 없는 연구 결과를 주장하지 말 것
• 제안한 연구가 자금 지원 기간 중 실제로 달성 가능하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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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확인시킬 것
• 국내외 연구 네트워크에 참여하고 있음을 보여줄 것
• 과도한 기술적 전문 용어 사용을 자제할 것
• 철자나 문법 오류 또는 다듬어지지 않은 문장이 없을 것
• 이전에 연구 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의 진행 보고서 제출할 것
(적용될 경우)
위에서 설명한 전략과 지침을 따르면, 연구 자금 신청 경쟁력을
확실하게 높여주며 성공적인 신청서는 당신의 연구 경력을 풍부하게
해 주고 지속적으로 발전하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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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가이드는 모든 신입 연구원에게 조언을 주기 위해 작성되었지만,
다른 섹션과 달리 이번 섹션에서는 두 부류의 연구원을 위한 조언으로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대학, 의료 연구 기관 또는 정부 연구 기관
(논의의 편의상 학계로 부르기로 함)에서 일하는 신입 연구원을
위한 것이며 다른 하나는 상업 또는 산업 분야의 기업에서 근무하는
연구원들을 위한 것입니다.
학계에서 일하는 경우 산업체 및 산업체 파트너와 협업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호기심 기반”의 기초 또는
근본적인 연구를 수행하는 이유도 많지만,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더욱, 정부의 순수 연구에 대한 자금지원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이며
이에 대해 연구 결과를 상업적인 성과를 위해 활용하는 데 중점을
두는 국제적인 영향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1990년대 중반 일본
정부가 추진한 일련의 산학 연계(대학-산업 협업)와 핀란드 정부가
진행한 산학 협업 장려는 확실한 결실을 거둔 것으로 보입니다[97,98].
브라질 정부도 또한 최근에 비슷한 운동인, 국립 혁신 운동을 발표
했습니다[99]. 캐나다에는 새로운 국가 운동인 “혁신의 백만 가지 방법”
이 국가의 혁신 정신에 활력을 불어넣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100].
이런 종류의 활동들은 잠재적으로는 해당 국가의 부를 증가시킬
수 있으며 이를 추구할 경우 많은 이익을 개인에게 돌려줍니다.
학계에서 일하는 신입 연구원이 특허 및 라이센스를 만들어 내고
상업적으로 분리 독립하는 회사 설립에 참여할 경우 직원을 고용하고
추가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자금을 확보할 수 있으며 또한 소속 기관의
정책이 허용하는 경우, 개인적으로 상당한 금전적 소득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긍정적 결과 외에 불이익도 따릅니다. 이러한
활동과 관련된 상업적 기밀 때문에 연구 작업 진행 지연, 상업적 권리
양도 계약을 위한 서류 작업이 증가하고, 아마 이중 가장 중요한 점은,
특허 출원 과정에서 기밀 유지를 위해 연구 결과 발표 지연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연구 경력의 다른 모든 측면들과
마찬가지로 기업과의 협업 혹은 함께 보다 밀접하게 일을 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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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결정을 내릴 경우 그것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기업 파트너와 돈독하고 장기적인 관계를 구축하는 데에는
상당한 노력과 시간이 걸릴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프로젝트
및 파트너를 알아볼 수 있을까요?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주요 접근방식이
있습니다.
1. 당신에게는 연구 아이디어가 있고 그 연구에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 줄 파트너를 찾는 것입니다. 이 접근방식은 시간과
노력이 매우 많이 필요하며 소속 기관의 사업 개발 부서 또는
상용화 및 기술 이전 부서의 인력도 필요합니다. 당신의 연구가
그들이 바라는 상업적인 성과에 부가가치를 줄 수 있기 때문에
당신과 함께 일할 준비가 되어 있는 잠재적인 파트너를
찾아야 합니다.
2. (네트워크를 통해) 잠재적인 파트너를 파악하고, 만약
그들에게 하고 싶지만 (어떤 이유로) 하지 못하고 있는 연구
분야가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이 접근방식은 여러분이 이미
구축된 네트워크가 있을 경우 가능하고 위에 언급한 “찾기
어려운” 접근방식보다 좀 더 “알려진” 접근 방식입니다.
후자의 방식은 업계 파트너가 네트워크를 통해 당신을 미리
알았거나 최소한 당신의 존재를 알고 있기 때문에 보다 짧은
기간 안에 협업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좀 더 높으며 바로 이런
점에서 좋은 연구 네트워크를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3. 이미 연구를 하고 있는 잠재적 파트너가 있고 당신이 그
연구에 가치를 부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고 근본적인 기초 연구의 수준이 높은 논문 덕분에 학계
평판이 좋을 경우 잠재적 파트너가 당신에게 이미 하고 있는
연구를 도와줄 것을 제안할 것입니다. 대부분의 대학, 의료
연구 기관 및 정부 투자 연구 기관들도 다양한 하위 학술연구
분야별로 상업 및 산업 파트너와 함께 일할 수 있는 상업적
전문성 및 잠재적 가능성을 가진 직원들의 목록을 웹사이트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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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다양한 프로젝트로 기업과 함께 일하기 위해, 각각의 접근
방식을 사용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할 수 있고,
각 접근방식을 적절히 수정하고 조율하면서 자연스럽게 협업 관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떤 방식으로 기업과의 관계를 형성하든,
학문적 동료, 특히 산업 및 상업 파트너 등 모든 협업자들이 이 상호
공생적이고 이상적인 관계에서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러한 파트너 관계는 여러분의 연구 경력에 커다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위에 언급한 것처럼, 발생 할 수 있는 잠재적인 단점을
기업과의 협력 관계를 추진하기 이전에 미리 인식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상공업 기업체에서 피고용인의 형태로 연구를 하고 있다면, 산학
협동으로 인하여 매우 다양한 긍정적 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동시에
잠재적인 여러 가지 단점도 감수해야 합니다. 개인 차원에서는 학문
활동이 확대되어 학문적 결과물을 더욱 폭 넓게 발표할 수 있으며,
많은 대학들과 장기간 관계를 지속해 오고 있고 그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면 학계의 명예 직위를 제공받을 수도 있습니다.
기업체에서 일하는 경우 주요 연구 대학의 조교수, 또는 전임 교수로
임용되는 것은 개인적 명예이며 학문적 인정으로 여겨지는 것으로,
만일 업계 내에서만 일했다면 불가능한 일일 것입니다. 이로 인해
사내 승진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이후에 학계에서 영구적인 자리를
확보할 가능성 또한 높아집니다. 기업들은 학술 커뮤니티에서 그
기업을 높이 평가하고 함께 일할 가치가 있는 기업으로 인정한다는
것을 보여주기 때문에 직원들이 명예 학위를 받고 대학 연구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일을 대부분 높이 평가합니다.
불행히도, 학계의 경우 교육 및 행정적 의무와 같은 제약 조건들
때문에 기업이 기대하는 것보다 연구 수행 속도가 느린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한 학계의 연구 목적과 목표는
산업적이거나 상업 중심이 되기 보다는 학문이 중심이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나 상호 존중관계를 형성하고 공동 프로젝트의
시너지 성공에 대한 결의를 공유하면서 돈독한 장기적인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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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축한다면, 모든 관련자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결과를 제공해 줄 수
있으므로 이러한 관계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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컨퍼런스 참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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축하합니다. 당신은 지금 모든 비용이 지급되는 하와이, 뉴욕, 이탈리아
리비에라, 혹은 호주 대보초로의 휴가를 얻었습니다. 지금 한 나라를
대표하거나 국제적으로 알려진 핵심 연구원들이 함께 모이는 컨퍼런스를
위한 장소로 이런 이국적인 곳이 선정된 것입니다. 소속 기관에서
당신을 지명했거나, 당신이 컨퍼런스 참석을 위한 예산을 가지고 있어
이 컨퍼런스에 참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러한 컨퍼런스의 참석은
권리라기 보다는 특전이라고 생각해야 하며 컨퍼런스의 참석을 통해
최대한의 효과를 얻어내야 합니다.
짐을 꾸리기 전에 자신에게 몇 가지 질문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참석하는 이유는? 정말 무언가를 얻어낼 수 있는가? 회사에서 일을
하는 편이 시간을 보다 효율적으로 쓰는 것은 아닐까? 1주일이나 2
주일 동안 일을 쉬면서 지구의 절반을 날아가 연구 일정의 차질을
감수해가며 무엇을 얻을 것인가?”
경력의 초기 단계에서는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이 일반적이거나
모든 사람에게 자주 일어나는 일이 아니기 때문에 이러한 질문을
던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할 경우 이를 통해 최대한의
가치를 얻어내겠다고 결심해야 합니다. 컨퍼런스에 참석한다고 해서
경력에 좋은 것만은 아니기 때문에 좋은 결과를 얻어내기 위해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참석하기로 결정했다면 계획을 잘 세워야
합니다.
컨퍼런스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으며 각 컨퍼런스의 성격과
그것이 제공하는 내용에 따라 얻을 수 있는 것도 달라집니다. 이것은
분명히 당신이 관찰하고 고려해야 합니다. 저는 연구 경력 초기에
운이 좋게도 뉴 햄프셔 스키 산장에서 20명 이하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에 초대를 받았습니다. 몇 년 후 수석 대학 연구장로서 10,000명
이상의 사람들이 참석하는 좀 더 일반적인 컨퍼런스에 참석했습니다.
개인적인 연구 경력의 측면에서는 강의실을 가득 채운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둘러싸였던 두 번째 컨퍼런스보다 작은 규모의 첫 번째
컨퍼런스에서 의심할 나위 없이 더 훌륭한 성과를 얻었습니다. 그렇
지만 저는 두 번째 컨퍼런스에 참석할 때 몇 년 전의 첫 번째 컨퍼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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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석 때와는 분명히 다른 목표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적절한 계획을 가지고 컨퍼런스에 참석하면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겠지만, 그전에 컨퍼런스 참석의 득실을 가늠해 보아야 합니다.
컨퍼런스에 어떻게 기여하고 또 무엇을 얻을 것인가?
발표를 하지 않고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것에도 이점이 있을 수
있겠지만, 자신의 연구에 대해 새롭고 가치 있으며 흥미로운 내용을
발표하는 것은 항상 더 큰 의미가 있습니다. 정말 참석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단순히 청중에게 깊은 인상을 주기 위해 자신의 연구의
“최신” 정보를 공개해서 특허신청에 지장을 받고 잠재적인 경쟁자가
출판에서 매우 중요한 우위를 차지할 기회를 주시겠습니까? 또는
특허와 간행물 문제를 피하기 위해 이미 발표된 연구 결과를 다시
발표해 청중의 흥미를 떨어뜨리겠습니까? 혹은 당신은 자신의 소속
연구팀의 작업, 또는 다른 사람의 작업까지 포함해 리뷰해 줄 위치에
서겠습니까?
여러분이 발표할 수 있는 범위는 검토/개요 발표가 적절한
심포지엄인지, 아니면 좀 더 최근이고 구체적인 사항에 중점을 둔
발표를 해야 하는 심포지엄인지 따라 조금 달라집니다. 당신의 발표가
그런 형식에 더 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포스터를 제시하는 것만으로
만족하겠습니까? 컨퍼런스에 참석할 경우 다른 이들이 당신과 당신의
연구에 대해 이야기할 정도로 청중에게 확실히 긍정적인 인상을
주어야 하며, 다시 초대를 받을 수 있도록 참석자들에게 좋은 인상을
남겨야만 합니다. 지금 그렇게 할 수 없는 경우, 이번 컨퍼런스는
불참하고 준비되었을 때 참석하는 것을 생각해봐야 합니다.
참석할 컨퍼런스와 발표 내용을 잘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많은 승진 심사 패널로 참가한 경험에 따르면, 어떤 연구 학술분야에서는
컨퍼런스 참석이 중요한 발표 형식이 되기도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어떤 신청자가 컨퍼런스 참석이 논문, 도서 또는 문헌의 발행보다 세
배 이상 많다면 실제로 연구에 매진한 시간보다 휴가를 보내는 데 더
많은 시간을 할애한 것으로 비춰집니다. 따라서 여러분이 컨퍼런스에
참석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발표한다면, 저널이나 다른 출판 형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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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이어서 발표해야만 합니다.
아마도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네트워크
구축의 기회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네트워크 구축은
컨퍼런스 도중 참석한 다른 연구원과 토론을 하거나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길에 다른 연구원을 방문하면서 이루어 질 수 있습니다.
연구 경력과 마찬가지로 네트워크 구축도 전략적 계획 수립과 초기의
세심한 고려로 큰 이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는 최소한 일년
전에 공고되므로 참석을 하러 가는 중간에 어디를 방문할지 미리
정해야 합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잠재적 공동 연구원을 만나거나
기존의 동료와 재회하여 네트워크를 확대하거나 강화할 수 있습니다.
컨퍼런스 프로그램이 인터넷에 게시되는 즉시 혹은 인쇄본으로
나오는 즉시 읽어보도록 합니다. 어떤 사람이 발표할 것인지를
파악하고, 그 사람을 컨퍼런스에서 만날 수도 있을 것입니다. 10,000
명이 참석하는 컨퍼런스에서는 사전에 조율을 하더라도 만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또한 컨퍼런스 프로그램을 일찍 검토하면 어떤
발표를 들을 것인지 미리 결정할 수 있어 미팅 일정을 맞추는 데
도움이 됩니다.
컨퍼런스 참석이 그 종류에 따라 국내외 연구원들과 네트워크를
확장할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컨퍼런스 참석은 적절한 형태로 그리고 가능한 계획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러분을 기조 연설자에게 소개시켜줄 사람이
필요합니까? 아니면 무례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주지 않으면서 자신을
직접 기조 연설자에게 소개할 수 있습니까? 공동 연구의 약 90%는
직접적인 대면에서부터 시작되므로[101], 컨퍼런스에서의 탁월한 활동을
통해 매우 긍정적인 다수의 공동 연구 기회를 확보할 수도 있습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하기로 결정했을 경우, 스타일 및 길이, 주어진
일정 안에 초록을 제출하는 것과 같은 규칙을 따릅니다. 참석하기로
결정했으면, 반드시 사전 등록하고 기한 전까지 참가 비용을 납부해야
하며, 비용이 더 들지만 그것이 가능하다면 컨퍼런스 현장에서 등록하기로
결정할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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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소속 기관이 컨퍼런스 참석을 지원하는 경우를 전제로
이야기 했습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력이 주최측으로부터 초대를 받을
정도가 되어 주최측에서 참석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담하게 되면
당신이 컨퍼런스에서 발표하는 내용이 질적인 면과 양적인 면에서
최고가 되어야 당신을 초대한 주최측의 투자를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당신의 발표와 참석을 다른 참석자들이 높이 평가하고 또
자신에게도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 컨퍼런스 참석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중요한 만큼이나, 여가 시간을 활용하여 컨퍼런스가
열리고 있는 나라의 문화를 체험하는 기회를 갖는 것도 중요합니다.
나중에 그 나라에서 당신과 일하기 위해 오는 학생이 있을 수도 있고,
그 나라에서 연구직을 제안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하여
조금이라도 알고 있으면 그 정보를 바탕으로 합리적인 결정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해외 여행은 특히 도중에 다른 곳을 방문할 경우 매우
피곤하므로, 컨퍼런스 하루 이틀 전에 도착해서 시차를 극복하고 다른
문화를 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는 것이 좋습니다. 적어도 시차를 거의
느끼지 않는다면 컨퍼런스의 참석이 훨씬 수월해질 것입니다.
귀국 항공편이나 다른 교통편에 올라 타는 것으로 컨퍼런스를
끝내서는 안 됩니다. 참석했던 수석 연구원들과 토론했던 기록들을
유지 보관하고 초기 논의사항들을 이메일이나 다른 통신 방법을
활용하여 팔로업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소속 기관에서 유일하게
참석했다면 컨퍼런스 참석의 성과를 설명하는 간단한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동료들에게 컨퍼런스 참석이 타당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고 그것이 가치 있는 일이었다는 것을 알려줄 뿐만
아니라 다음에 열릴 컨퍼런스에 참석하고자 하는 사람들을 위한
지침이 되기도 합니다.
이러한 후속 처리는 모두 국내외 네트워크를 확장 시켜주며 연구
경력 발전에 확실한 도움이 됩니다. 대부분의 컨퍼런스는 학회에서
조직하거나 최소한 활성화합니다. 여러분은 학회의 회원입니까?
아니라면, 왜 가입하지 않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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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re employed by and therefore carrying out research
for a commercial industrial company, there is also a range of very
positive potential outcomes but some significant potential
disadvantages, in participating in university-industry relationships.
At the personal level, the expanded academic input may lead to
you becoming much more widely published in academic outputs,
and many universities have the ability and in fact want to, confer
honorary academic positions on their long-standing highly
regarded industrial partners. If you are working in a commercial
company, your appointment as an affiliate Associate or full
Professor by a major research university provides you a personal
cachet and academic recognition that would not be possible
working exclusively within your commercial environment. This is
likely to lead to a promotion within your organisation and also
offers the possibility of periods or a permanent place in academia
at a later stage.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often value
staff such as yourself being given honorary academic appointments
and being involved in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because it
shows that your company is highly regard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nd is seen as one worth working with.
Unfortunately, working with academics is not without
disadvantage as they often, because of constraints such as
teaching and administration obligations, carry out research at a
pace slower than commercial companies or industry would like.
Their goals and aims in the research are often more academically
focused than industrially or commercially focused. However,
through establishing a mutual respect and a shared commitment
to the mutually synergistic success of the joint project, then the
development of a strong long-term relationship has very positive
aspects for all involved and should be highly sought after and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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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의 회원이 되면 아주 많은 이점이 있으므로 학회에 가입할 것을
강력히 권합니다. 아마도 유일한 단점이라면 너무 많은 학회에
가입하면 경제적 부담이 커질 수 있고, 가입한 학회의 목록이 길다고
좋은 이력서가 되는 것도 아니라는 것일 것입니다.
아마도 첫 번째 가입하는 학회는 공식적인 것은 아니지만 가장
중요한 학회일 것입니다. 소속 기관의 부서 또는 여러분의 학술
분야에서 매주 또는 격주로 개최되는 연구 그룹 발표에 참석하는 것은
몇 가지 이유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학회”에 참여함으로써
동료의 최신 연구 결과뿐만 아니라 동료들이 활동하고 있는 분야에
대해 듣고 배울 수 있습니다. “학회”에서 발표를 하면서 네트워크를
확장하고 동료와 지역의 연구원들 사이에서 명성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승진 또는 내부 자금 신청도 이러한 “학회”에 참여하고
장기적으로 기여함으로써 더 쉽게 얻어낼 수 있는 경우도 종종
있습니다. 가끔 조금 경력이 있는 신입 연구원은 회의 주관을 요청
받기도 하고, 부서에 예산이 있다면, 다른 도시 또는 국가에서 연사를
초빙할 수도 있으며, 이것은 연구 네트워크를 확대시키는 데 아주 큰
도움이 됩니다.
또한 다수의 국내외 공식 학회들도 있습니다. 이 학회들은 모두
중요하고 대부분 매우 큰 이점을 제공하지만 신중하게 가입할 학회를
선택해야 합니다.
국내 학회들은 일반적으로 국내 연구진들이 참석하는 연례
컨퍼런스를 개최합니다. 종종 국가차원의 상을 수여하기도 하고
국내외 저널의 후원을 받기도 합니다. 일부 학회는 전문 시험 또는
평가를 통해 당신이 그 분야의 전문가인지 아닌지를 확인하기도
합니다. 국내의 어떤 연구자가 어떤 분야에서 연구 활동을 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학회 회원 목록을 공개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학회활동에 참여하면 장기적으로 도움이 되며 학회에서 수여하는
연구 관련 상을 수상하는 것은 연구 경력을 확실하게 높일 수
있습니다.
국제 학회 역시 매우 중요하며 국내 학회들보다 훨씬 더 세계적인
수준에서 활동합니다. 국제 학회는 국제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다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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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 저널을 발행하여 위에서 국내 학회에 대해 언급한 것과 비슷한
많은 장점들을 국제적인 차원으로 제공해 줍니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수상을 하거나 국제 컨퍼런스에서 기조 논문을 발표하도록 초청받는
것은 당신의 연구 수준을 증명해주어 경력에 확실한 도움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일반 회원으로 학회에 참여하여 활동적인 연구원이
되는 것을 주로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러나 네트워크 형성을 보다
촉진하고, 좀 더 전국적으로 또는 국제적으로 명성을 떨치고, 이타적인
관점에서 연구 분야 및 학회에 기여하고자 할 경우, 학회의 임원이
되는 것을 고려해 볼 수도 있습니다. 임원이 된다면, 연구 능력뿐만
아니라 조직적 능력에도 뛰어난 수행 능력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임원
선거에 출마하는 것은 충분히 심사숙고한 후에 결정해야 합니다.
직책을 수락한 뒤에 맡은 일을 능숙하게 처리하지 못한다면 오히려
경력에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임원을 한다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니지만, 이것을 잘 수행하여 칭송과 인정을 받게 되면 보람
있는 결과로 돌아올 것입니다.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는 다른 모든
내용과 마찬가지로 학회에서 어떤 역할을 할지 전략적으로 계획을
세우고 적절한 시간과 노력을 투자해야 합니다.
학회에서 어떤 역할을 맡든 관계 없이, 항상 하는 일에 있어서
최고를 지향해야 합니다. 임원이 되어 공식적인 입장에서 학회 회원
들을 대표하기를 원할 경우, 자신의 연구 실적을 회원들에게 적절하게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학회 회원 • 83

84

If you are employed by and therefore carrying out research
for a commercial industrial company, there is also a range of very
positive potential outcomes but some significant potential
disadvantages, in participating in university-industry relationships.
At the personal level, the expanded academic input may lead to
you becoming much more widely published in academic outputs,
and many universities have the ability and in fact want to, confer
honorary academic positions on their long-standing highly
regarded industrial partners. If you are working in a commercial
company, your appointment as an affiliate Associate or full
Professor by a major research university provides you a personal
cachet and academic recognition that would not be possible
working exclusively within your commercial environment. This is
likely to lead to a promotion within your organisation and also
offers the possibility of periods or a permanent place in academia
at a later stage.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often value
staff such as yourself being given honorary academic appointments
and being involved in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because it
shows that your company is highly regard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nd is seen as one worth working with.
Unfortunately, working with academics is not without
disadvantage as they often, because of constraints such as
teaching and administration obligations, carry out research at a
pace slower than commercial companies or industry would like.
Their goals and aims in the research are often more academically
focused than industrially or commercially focused. However,
through establishing a mutual respect and a shared commitment
to the mutually synergistic success of the joint project, then the
development of a strong long-term relationship has very positive
aspects for all involved and should be highly sought after and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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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 높은 연구 결과가 가득 찬 연구 실적 목록만큼 확실한 것은
없지만, 지금과 같이 경쟁이 치열한 국제적인 환경에서는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의 연구 성과를 적절한 방법으로
널리 알려야 합니다. 그러나 자신의 성과를 과장하는 것보다 나쁜 것은
없습니다. 당신은 자신의 연구 성과 수준을 어떻게 평가합니까?
지도교수, 멘토 또는 네트워크의 다른 선임 구성원들이 지도 및
조언을 해 줄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정량적 측정 방법을 사용하여
자신의 생산성의 국제적 경쟁력을 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앞에서 이미 영향력 지수(IF)의 잠재적 문제는 언급하였고
eigenfactor[102]가 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 방법은 인용하는
저널의 영향력을 근거로 인용의 중요성을 측정하여 랭킹을 매기기
때문에 영향력 지수를 사용하는 것보다 인용을 하는 저널의 중요성에
더 무게를 둡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eigenfactor는 연구 결과가
게재되는 ‘저널’의 수준을 측정하는 것이지 발표한 연구 결과의 수준을
구체적으로 측정하는 것은 아니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참조된 국제 저널 간행물을 h index[103]로 평가하는
경향이 점점 더 확대되고 있으며 h index의 변형인 m index는 출간
이후 몇 년이 경과했는지를 고려하기 때문에 신입 연구원들에게는
더욱 매력적입니다. 그 자체적으로 비판을 받고 있다는 전제하에,

h index와 같은 매개 변수를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고 h index 자체가
비판의 대상이라는 사실 때문에 여러 그룹들이 간행물 평가에 대한 보다
유용한 index를 정의하기 위한 분석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그 중 하나가
바로 g index입니다[104]. 일반적인 h index와 자기 인용(self-citaton)에
대해 수정된 h index(hs, sharpened h index)도 있습니다[106].
연구원의 실적에서 생산적인 부분의 핵심을 설명하고 연구원들의
주요 논문의 성과를 보여주는 이러한 숫자들 외에도 핵심 논문의
영향력을 알려주는 다른 index들도 있습니다. 발표된 연구 결과의
중요도를 정말 제대로 평가하려면 이 두 부류에서 각각 하나의 index
를 택하는 것을 고려해야 합니다[107]. 그러나 이에 대해 너무 자세히
들어가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신입 연구원으로서 현재 사용할 수 있는
것 그리고 미래에 사용될 가능성이 높은 것을 알고 익숙해지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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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인용 관련 index의 수정에서 가장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index들을 농업에서 수학, 물리학 및 열대 의학에까지 광범위한
과학분야에서의 생산성을 합리적으로 비교하는 데에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108,109,110,111,112]. 이 가이드에는 수정된 h index의 사용
및 가치에 대해 자세히 다룰 수는 없지만 이러한 index의 수정은 여러
연구 평가 방법들이 가지고 있는 잠재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향후
몇 년 동안 h index 또는 좀 더 세밀해진 후속 index가 지금 사용되고
있는 것보다 논문의 평가를 위해 더 널리 사용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므로 연구 경력을 쌓아가면서 연구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이러한
평가 방법을 가능한 모두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 내용은 다음
섹션에서 언급될 예정이지만, 연구 수준을 높인 후 평가된 연구 결과를
어떤 방식으로 최대한 그리고 적절하게 홍보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당신이 소속되어 있는 기관의 웹사이트에 가서
당신의 이름을 검색한다면 당신의 생산성에 대한 정확한 최신 정보를
찾을 수 있습니까? 특정 전문 지식을 가진 산학 협력 파트너를 구하는
산업체는 적절한 인재를 찾기 위해 해당 기관의 웹사이트를 자주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목록에 올라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정확한
최신의 정보를 목록에 올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현재 인터넷은 소중한 국제적 자원이며 당신의 자료는 정확하고
적절하게 또 최대한 광범위하게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법률 학자와
정보 과학 연구원에 중점을 둔 몇 가지 연구[113,114,115]에 의하면,
인터넷에서 언론 매체에서의 언급을 집계하여 평가했을 때, 저명한
학계인사들과 유명한 비학계 인사들의 지명도가 비슷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매우 유명한 학자들도 학문에 종사하지 않는
일반인들과 비교했을 때 스스로를 충분히 홍보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연구 프로젝트에서 제가 흥미를
느낀 점은 저자들이 웹에서 언급된 회수를 비교해보는 방식이었습니다.
웹에서 언급되는 것은 컨퍼런스 초록이나 회의록에서부터 외부
홈페이지, 리스트서브 이메일, 강의 계획표 및 심지어 지난 5 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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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xisNexis 학술 대학 뉴스 파일을 사용한 신문 및 잡지 기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합니다. 이 연구는 Facebook, YouTube, Plaxo,
Myspace, LinkedIn등으로 최근 기하급수적으로 웹 활용이 늘어나기
이전에 수행되었으므로 연구원, 특히 젊은 신입 연구원들의 웹
상에서의 노출은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연구가 시사하는 바는 모든 연구원들이 자신의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더 많이 홍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열심히 일해서 수준
높은 결과물이 나왔을 때, 그것에 맞춰 경력을 쌓고 올라가기 위해
홍보가 필요하다는 것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소속 기관의
웹사이트에 제대로 소개가 올라가는 것은 물론이고 동시에 신문, 잡지,
라디오, TV, 학회 뉴스 레터, 전문 잡지 등 자신의 연구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모든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개인의 연구 프로필
향상이 이러한 홍보 수단의 활용을 통해 얻고자 하는 주 목적이지만,
이타적인 면에서 볼 때 자신의 연구에 공공자금의 지원이 있었다면,
연구원 자신에게는 이러한 여러 수단을 통해 연구 결과물을 사회에
보고할 의무도 있습니다. 흔히 동료 연구원들에게 정보와 영향을 줄
수 있는 간행물에 집중하지만, 어쩌면 자금을 지원한 사회에 보고하는
데 더 집중해야 하지 않을까요? 이와 같이 일반 대중을 대상으로 한
보고는 전문 용어에 익숙하지 못한 사람들에게 자신의 연구 내용을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도록 일상 용어로 이루어져야 하며, 항상
정확하고 정직해야 합니다. 이러한 작업은 그런 노력을 기울일 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습니다.
이 장에서는 연구 성과의 홍보만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현재
그리고 미래에는 분명히 대다수의 정부가 공공자금으로 지원한 연구의
사회적(social), 경제적(economic), 환경적(environmental) 영향
(SEE로 통칭)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일 것으로 보이므로, 이러한
SEE 영향 성과에 대해서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수백 번 인용이
되는 최고의 저널에 여러분의 연구 성과를 게재하는 것도 뛰어난
성과이겠지만, 오늘날 정부는 연구원들에게 그 연구로 인해 사회가
어떤 혜택을 얻었는지를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2014 REF 평가의 65%가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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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로 삼을 것입니다. 또한 탁월한 연구가 경제 및 사회적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주지하고 앞으로 그 영향에 25%의 가중치를
주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2014 REF의 영향 평가는
여전히 개발 단계라는 점을 감안하여, 첫 번째 시행할 때는 영향의
가중치를 20%로 줄여서 시행할 예정이며 이후 점점 증가시킬 계획에
있습니다[116].
문제는 이러한 SEE 영향 성과가 아직 명확하게 정의되지
않았거나 다양한 잠재적 성과들을 모두 다룰 수 있다고 평가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확히 측정하는 것 또한 쉽지도 않다는 점입니다. 연구
결과의 가치를 측정하는 SEE 영향을 폭넓게 도입하는데 있어 주요
도전 과제는 무엇을 포함해야 하고 어떻게 각 연구분야에서 충분한
수의 연구원들이 그러한 영향을 정확하게 측정하고 검증할 수 있는지에
대해 학계 및 업계에서 충분한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는 점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저는 시간이 지나면 공공의 압력 및 연구에 대한 추가
공공 지출을 정당화하기 위해서 SEE 영향과 같은 지수들이 훨씬 더
널리 확산될 것이며, 연구원들은 이와 같이 다양한 SEE 영향들이
자신의 연구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최소한 알고 있어야 한다고
확신합니다.
예를 들어, 호주 정부가 수행 계획을 세웠던 연구 품질 체계
(Research Quality Framework, RQF)는 여러 개의 가능한 SEE 영향의
예를 포함하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목적·상황·조직에서 자신의 연구가
사용되었는지의 여부를 연구원들이 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새로운 정책, 제품, 프로세스, 사고방식, 행동이나 전망
수립
• 현저한 또는 중요한 혜택을 창출하는 정책 창출에 기여
• 여론에 영향을 주는 공개 토론
• 분리 기업의 설립, 마케팅, 신제품 상용화, 기술이나 또는
상용화 하는 데 중요한 투자자 혹은 최종 사용자의
공통 투자 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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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업계 또는 정책 안에서 결과 개선 및 생산성 향상을 유도하는
프로세스 생성
• 새로운 프로세스, 방법, 제품, 분석이나 측정 가능한 혜택을
가져올 표준 전문 실행 방식의 이론적 툴 창출
• 국제 관객, 예술가 및 공연 예술 산업의 관심 증가로 측정
가능한 혜택을 창출하는 특정 문화에 대한 국제적 인식의
전환
• 매체 또는 다른 문화 유물 보존을 유도하는 역사적 연구
• 상당한 비용 절감 효과 및 실질적인 산업 또는 정부의
생산성 증가
• 장치, 절차, 약물 등의 효과 및 효능의 향상을 통해 환자의
복지, 수명 또는 생존율 증가
• 더 나은 임상 실습 또는 절차를 채택하여 사망률 및 질병
발생률 감소
• 진료 절차와 행위를 개선하여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거나
사회에 상당한 혜택을 가져옴
• 관련 국내외 법규, 법적 판단, 문의 또는 정책 질의 위원회
• 교수 및 교육 자료
• 공동 커뮤니티 이벤트, 축제, 예술품 및 사회적 중재
• 교육, 사회, 문화 또는 사회적 맥락에 관한 드라마 및
응용 연극
2007년말에 새로 선출된 호주 정부는 RQF 활동을 집권 후
중지했습니다. 이는 SEE 영향에 대한 호주 대학들의 합의가 이루어
지지 않은 것이 새 정부의 RQF 중지를 앞당겼다고 생각합니다. 흥미
로운 사실은, RQF를 대체한 2010 ERA는 SEE 영향을 직접 평가하지
않았지만, 최근 ERA담당 장관이 2012 ERA에 연구 우수성 지표에
연구의 이해 또는 사회 참여를 포함할 것을 제안했다는 것입니다 [117].
이번 장은 수준 높은 연구 결과가 가득한 연구 실적 목록만큼
확실한 것은 없다는 말로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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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여러분의 연구 목록을 앞서 설명한 SEE 영향을 개선하기 위해
사용했다면, 여러분의 연구는 더욱 가치 있는 것으로 받아 들여질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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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itive
potential outcomes but some significant potential
disadvantages, in participating in university-industry relationships.
At the personal level, the expanded academic input may lead to
you becoming much more widely published in academic outputs,
and many universities have the ability and in fact want to, confer
honorary academic positions on their long-standing highly
regarded industrial partners. If you are working in a commercial
company, your appointment as an affiliate Associate or full
Professor by a major research university provides you a personal
cachet and academic recognition that would not be possible
working exclusively within your commercial environment. This is
likely to lead to a promotion within your organisation and also
offers the possibility of periods or a permanent place in academia
at a later stage.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often value
staff such as yourself being given honorary academic appointments
and being involved in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because it
shows that your company is highly regard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nd is seen as one worth working with.
Unfortunately, working with academics is not without
disadvantage as they often, because of constraints such as
teaching and administration obligations, carry out research at a
pace slower than commercial companies or industry would like.
Their goals and aims in the research are often more academically
focused than industrially or commercially focused. However,
through establishing a mutual respect and a shared commitment
to the mutually synergistic success of the joint project, then the
development of a strong long-term relationship has very positive
aspects for all involved and should be highly sought after and
pursued.

이력서 작성법

15.

컨퍼런스에 참석해 네트워크를 확장하고자 할 때, 새로 만난 동료에게
명함을 주면서 쉽게 자신을 소개할 수 있습니다. 일부 국가에서는
명함을 건네는 방식에도 격식이 있어 거의 종교의식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명함에 연락 정보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경력에서 강조할
부분과 성공 사례를 보여줄 수 있는 훨씬 더 자세한 형식의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수준 높은 연구 결과를 포함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명확하고
뚜렷하게 보여주는 이력서를 반드시 준비해두어야 합니다. 이력서는
정확하며 최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야 합니다. 공식적인 이력서에
기재할 내용은 엄격하게 선별되어야 하지만, 저는 당신이 하고 있는
거의 모든 일을 기술한 비공식인 이력서를 작성할 것을 권합니다.
당신이 지난 달 다른 대학에서 한 담화의 내용, 지난 해 당신의 연구
그룹의 연구 결과가 실린 신문 기사, 마지막으로 올해의 예비 특허
신청의 전체적인 내용 등은 궁극적으로 정확하게 문서화되어야 할
것들입니다. 이런 것을 효과적으로 작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그때마다
기록해두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상세 정보가 너무 많아 공식
이력서에는 모두 담을 수 없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정보를 비공식
적인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준비해 놓으면 필요할 때 공식 이력서의
한 부분으로 기재할 만한 연구 성과를 선별하는 데 최선의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공식 이력서는 정확한 최신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할 뿐만 아니라
간결하고 유익하며, 읽는 사람이 다른 문화와 배경을 가졌다 하더라도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가급적 약어의 사용을
피하고, 약어 사용시 적어도 그 내용을 충분히 설명하고, 모국어가
다른 동료들도 이해할 수 있는 어휘를 사용해야 하며, 무엇보다도
정직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는 출판물과 같다고 생각합니다.
국제적으로 검증된 저널에 발표된 ISSN 번호를 가진 간행물과
컨퍼런스에서 검증되지 않은 찬조 발표문에는 실제로 명백한 차이가
있습니다. 둘 다 그 자체로 가치가 있고 추구할 만 하지만 확실히
구분할 수 있도록 표제를 포함시켜, 실제와 다른 수준의 간행물처럼
보이게 하려고 한다는 느낌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력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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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는 사람들은 20~30 페이지의 두루뭉실하게 작성된 이력서를 읽는
것 보다는 정확하고 명백하게 정의된 이력서를 훨씬 더 높이
평가합니다. 읽는 이를 위해, 가능하면 주장의 근거와 구체적인
세부사항을 제공하십시오.
내부 승진 또는 연구비 신청 시 사용하는 소속 기관 표준 이력서
형식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반드시 표준 또는 권장 이력서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러나 대다수 기관들이 이력서 형식을 규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아래에 이력서에 포함시킬 수 있을 만한 표제
목록을 적어보았습니다. 지금 당장은 각 범주에 포함할 만한 내용이
없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여기에 적힌 모든 범주에 적어
넣을 수 있는 경력들이 쌓여 갈 것입니다. 이력서는 교육, 커뮤니티
서비스, 행정 및 리더십, 산업 생산성 및 비즈니스 활동과 같은 경력의
모든 측면을 포함하고 있지만, 표제들은 고용 기관의 유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 이력서 보기는 이 가이드가 연구 경력에서의
멘토 역할을 함에 따라 자연스럽게 연구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이력서 표제의 예
i. 고등 교육 내역
ii. 수상 경력
iii. 취업 경력
iv. 현재 맡고 있는 역할 및 책임
v. 학술 위원회
vi. 전문 위원회
vii. 강의 경력
viii. 심사 받은 논문
ix. 산학협동
x. 참가한 학업 관리 또는 리더십 과정
xi. 편집의 책임
xii.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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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원고:
2. 연구비 신청:
3. 승진/임용:
xiii. 연구비 수령 내역
xiv. 국제 과학 회의 프레젠테이션 내역
xv. 국내 회의 프레젠테이션 내역
xvi. 출판물
1. 도서
2. 도서의 쳅터
3. 검증된 저널
4. 검증된 컨퍼런스 간행물
5. 일반 언론 (신문, 잡지) 또는 과학 잡지
6. 초록, 편집자에게 보내는 서신 또는 컨퍼런스 회의록
이전 장에서 설명했듯이 저자의 순서는 매우 중요합니다. 논문의
기여도를 퍼센트로 표시한 논문 저자 순서, 연구비 자금 신청 및
연구에서 맡은 역할 등을 목록화하는 것이 좋습니다.
위의 이력서 표제 예시에 모든 표제가 포함된 것은 아니므로
자신이나 혹은 소속 기관에서 추가할 다른 내용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어떤 스타일 또는 형식의 이력서를 사용하더라도, 연구 경력
결과물의 수준을 파악하고자 하는 사람이 비교적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확하게 최신 정보를 담아 작성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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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re employed by and therefore carrying out research
for a commercial industrial company, there is also a range of very
positive potential outcomes but some significant potential
disadvantages, in participating in university-industry relationships.
At the personal level, the expanded academic input may lead to
you becoming much more widely published in academic outputs,
and many universities have the ability and in fact want to, confer
honorary academic positions on their long-standing highly
regarded industrial partners. If you are working in a commercial
company, your appointment as an affiliate Associate or full
Professor by a major research university provides you a personal
cachet and academic recognition that would not be possible
working exclusively within your commercial environment. This is
likely to lead to a promotion within your organisation and also
offers the possibility of periods or a permanent place in academia
at a later stage.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often value
staff such as yourself being given honorary academic appointments
and being involved in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because it
shows that your company is highly regard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nd is seen as one worth working with.
Unfortunately, working with academics is not without
disadvantage as they often, because of constraints such as
teaching and administration obligations, carry out research at a
pace slower than commercial companies or industry would like.
Their goals and aims in the research are often more academically
focused than industrially or commercially focused. However,
through establishing a mutual respect and a shared commitment
to the mutually synergistic success of the joint project, then the
development of a strong long-term relationship has very positive
aspects for all involved and should be highly sought after and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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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으로 신생 대학에 임용되었거나 상업 연구 기관에 고용되었
다면, 연구 활동 외에도 다른 많은 책임을 맡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활동들 또한 연구만큼이나 중요하고 실제로 이런 일 때문에
월급을 받는 것일 수도 있기 때문에 연구에 쏟아야 할 노력과 전문
지식을 이런 일들에 할애할 수밖에 없습니다. 박사 후 연구원과 의료
연구 기관의 연구원이 자신의 연구에 좀 더 집중할 수 있겠지만, 어떤
경우라 하더라도 정규 연구 펠로우쉽을 지원하는 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기존의 소속 기관과 다른 환경에서 정규 연구 활동을 할 경우,
홀로 연구를 계속 할 때보다 기술과 전문성을 크게 키울 수 있으며
최대한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해외 연구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정규 연구 펠로우에 선정되면 많은 장점들이 따릅니다. 모국에는
존재하지 않는 기술과 전문성을 배울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및 국제 협업 파트너를 확장할 수도 있습니다. 해외 기관에서 경험을
쌓으면 귀국하거나, 펠로우쉽을 받은 국가에 남기로 하더라도 연구
경력에 남을만한 상당한 명예를 더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미국은
세계 기술 선진국으로 세계적인 인재들을 끌어 모으는 굉장한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국의 모든 과학 및 기술 분야 인력의 절반 이상이
외국 태생이며 미국의 과학 및 공학 PhD의 4분의 1이 해외 출신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118].
펠로우쉽을 받음으로써 얻을 수 있는 장점이 상당히 크기 때문에
경쟁이 매우 치열하며, 신청을 하고 합격하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가 제시한 조언들을 잘 따라왔다면,
펠로우쉽을 지원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이전
지도교수, 공동 연구 파트너, 멘토는 추천서를 작성해줄 수 있는
이상적인 사람들이며,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어 바로 사용이 가능한
잘 정리된, 최신의 이력서가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일부 펠로우쉽은 제안한 기관 내의 특정 연구 프로젝트와
연계되어 있으며 이에 지원하려면 잠재적인 지도교수와 함께 일해야
합니다. 당신은 제안된 연구 프로젝트에 대해 새 지도교수가 만족할
만한 구체적인 정보가 필요할 것입니다. 일부 펠로우쉽에서는 급여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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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하지만, 급여와 출장비외에 새로운 곳에서의 연구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포괄적으로 지급하는 펠로우쉽도 있습니다.
처칠, 풀브라이트, 마리 퀴리, 로도스, 폰 훔볼트와 같은 펠로우쉽은
국제적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광고를 통해 모집하고 있습니다. 이런
펠로우쉽들은 권위있고 그 가치가 매우 높으므로 이런 곳에서의 기회는
반드시 모색해야만 합니다. 다른 펠로우쉽들은 보다 국내에 중점을
두고 본국의 연구 기관에서 전임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해줍니다.
위에 나열된 펠로우쉽들은 부분적으로 혹은 전적으로 “개방되어”
있어서 어느 기관으로 가든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반면 다른
펠로우쉽은 특정 기관들이 제공하며 그 기관 안에서만 사용 할 수
있습니다. ResearchProfessional[119], COS (Community of Science,
과학 커뮤니티)[120], IRIS(Illinois Researcher Information Service,
일리노이즈 연구 정보 서비스)[121], SPIN(Sponsored Programs
Information Network, 스폰서 프로그램 정보 네트워크)[122]과 같은
데이터베이스는 수천 가지의 정부 및 민간 국제 펠로우쉽 기회에 대한
최신 정보를 유료 회원을 대상으로 상세히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가이드의 다른 장에 제시된 여러 다른 데이터베이스에도 펠로우쉽의
기회들이 정리되어 있습니다. 연구를 촉진 하기 위해 고용된 소속
기관의 연구 부서나 그 소속 직원들이 펠로우쉽 신청기한이나 요구
조건을 파악하는 데에 도움을 줄 것입니다. 기관의 입장에서는 소속
연구원들이 이러한 펠로우쉽을 확보하는 것이 큰 명예가 되고 또 그
연구원이 돌아와 기관에 큰 보탬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 또는 다른 나라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본국에서는
배우기 힘든 기술이나 전문성을 습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의
소속 기관이 펠로우쉽 지원에 상당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나 이 가이드에서 설명하고 있는 연구 경력을 발전시키기
위한 다른 일들처럼 펠로우쉽 지원에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당신의 경력이 다른 펠로우쉽 지원자들과
경쟁할 만한 수준인지 반드시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또한 본국
내에서, 혹은 해외로 이주해야 하기 때문에 잠재적으로 가족들이 겪을
커다란 변화까지 감내할 준비가 되었는지도 생각해보아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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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풀브라이트 펠로우쉽을 받아 미국 농무부 연구소에서 정규 연구
활동을 시작하게 되었을 때 무척이나 기쁘고 영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저는 연구 경력에 매우 중요한 부분이 될 펠로우쉽의 지원을 강력
추천합니다. 펠로우쉽은 여러분의 연구 경력을 상승시킬 매우 강력하고
분명한 발판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의 지원에 행운이 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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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 you are employed by and therefore carrying out research
for a commercial industrial company, there is also a range of very
positive potential outcomes but some significant potential
disadvantages, in participating in university-industry relationships.
At the personal level, the expanded academic input may lead to
you becoming much more widely published in academic outputs,
and many universities have the ability and in fact want to, confer
honorary academic positions on their long-standing highly
regarded industrial partners. If you are working in a commercial
company, your appointment as an affiliate Associate or full
Professor by a major research university provides you a personal
cachet and academic recognition that would not be possible
working exclusively within your commercial environment. This is
likely to lead to a promotion within your organisation and also
offers the possibility of periods or a permanent place in academia
at a later stage. Commercial and industrial companies often value
staff such as yourself being given honorary academic appointments
and being involved in university research projects, because it
shows that your company is highly regarded by the academic
community and is seen as one worth working with.
Unfortunately, working with academics is not without
disadvantage as they often, because of constraints such as
teaching and administration obligations, carry out research at a
pace slower than commercial companies or industry would like.
Their goals and aims in the research are often more academically
focused than industrially or commercially focused. However,
through establishing a mutual respect and a shared commitment
to the mutually synergistic success of the joint project, then the
development of a strong long-term relationship has very positive
aspects for all involved and should be highly sought after and
purs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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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과 승진 지원 사이에는 분명한 차이가 있기는 하나, 비슷한 점도
많기 때문에 이를 같이 논하고자 합니다. 사실 승진을 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다른 기관의 더 높은 직위에 지원하는 것일 때가 많습니다.
대학에서 일하는 경우 연구 활동뿐만 아니라 교육 및 행정
서비스와 같이, 염두에 두어야 할 중요한 활동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업계나 의료 연구소에서 일하는 경우에도 승진이나 다른
직장에 지원할 때 고려해야 할 연구 외적인 다른 책임들이 존재합니다.
이런 것들은 모두 매우 중요한 활동이지만 이 가이드는 연구 경력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으며 대학, 상업 연구 기관 또는 정부 의료 연구소 등
어디에서 일하든지, 연구 경력 개발은 여전히 여러분의 최우선 순위
입니다.
이 가이드의 조언을 따라 수준 높은 저널에 기고하였고, 연구비를
지원 받았으며, 해외에서 펠로우쉽을 받아 정규 연구원 생활도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승진 요청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승진 요청을 하거나 새 직장에 지원하는 것은 두 가지 모두
상당한 작업이 요구되며 실패했을 경우 큰 손실을 입을 수도 있으므로
성급하게 행동해서는 안됩니다. 모두가 한꺼번에 승진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한 사람만이 그 자리를 얻는 것이므로, 최소한 무의미한
지원을 하지 않으려면 승진이든 새 직장을 얻는 것이든 그것이 가능한
수준으로 최대한 접근해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지도교수, 멘토, 네트워크의 선임 연구원으로부터 받은
뛰어난 추천서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들이 당신의 연구 경력이 최소한
승진이나 해당 직장에 적합한 수준이라고 판단하는지에 대한 조언과
의견을 얻는 것이 중요합니다. 일이 더 늘어나는 것을 권하지 않는
지도교수, 멘토, 네트워크 구성원에게 지속적으로 추천을 요청할 경우
부정적인 반응을 보일 수 있고, 이는 시간이 지나 여러분과 그들 사이의
관계의 가치가 감소하게 할 수 있으므로 그들의 비판적인 의견이 매우
중요합니다.
동료로부터 일반적인 조언을 구하는 것 외에, 자신의 연구 경력이
논리적으로 실현 가능한 다음 단계인 승진이나 새 직장 지원에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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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준이 되었다고 판단할 수 있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특정 수준의 승진 혹은 지위의 단계는 일반적으로 그것에 부합하는
일반적인 연구 생산성의 기준이 존재합니다. 연구 경력이 쌓이면서,
당신은 동료들의 승진이나 취업 사례를 보며 자연스럽게 자신이
경력의 다음 단계로 나아가는데 필요한 생산성의 수준에 도달했다고
느끼게 될 것입니다. 지원자의 이력이 모두 다르므로 모두가 자신의
개별적인 업적에 따라 판단되어야 하겠지만, 채용 또는 승진 심사
위원회는 해당 분야에 대한 일반적 경험으로 결정하곤 합니다.
많은 간행물들이, 이미 일부가 이 가이드의 앞부분에서 언급
되었지만, 승진과 채용 또는 시상의 근거를 단순히 출판물의 양에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도 그 논리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러나 당신의 경력이 승진 또는 구직 신청에 맞는 수준인지
대략적으로 나마 연구 간행물의 양을 통해 파악할 수 있으며 더욱 더
많은 위원회들이 의사 결정 과정에 추가적인 정보로 간행물의 양을
사용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동료가 15개의 간행물로 부교수로 승진했다고 해서, 22개의
간행물을 가진 당신도 곧바로 지원해야 하고 또 그 정도면 승진이
확실하게 보장된다는 뜻은 아닙니다. 저자 순서 및 저널의 수준 등
승진 및 채용 평가와 관련된 수많은 다른 평가 요인들이 있습니다.
당신의 경력이 승진 또는 취업에 적합한 수준인지 확인하기 위해,
동료로부터 확인한 정보와 함께 이 가이드에서 설명한 다양한 형식의
분석이 필요합니다. h index는 물리학, 화학 및 컴퓨터 과학 분야의
최고 과학자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되며[123], 이 index는 과학 연구의
질적인 성장에 기여한 Price 메달 수여자 선정의 기준선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124].
극소수의 신입 연구원만이 이러한 수준에 도달해 있지만, 무명의
물리학자와 승진 수준에 오른 심리학 부교수 및 조교수의 h index에
대해 조사한 연구가 있었습니다[125,126]. 두 연구 모두 유한하고 특정한
개인 비교에 h index를 사용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잠재적 결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 연구들이 사실 연구 생산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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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략적으로 판단하기 위해 최소한 h index와 같은 분석 도구를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당신도 개인적으로
이 지수를 자신이 가려고 하는 자리에 오를 만한 수준에 있는 다른
동료와 비교해볼 수 있을 것입니다.
승진이나 구직 신청을 하기로 결정했다면, 상당한 시간과 노력을
쏟아 부어야 합니다.
연구비 신청 및 성과 홍보에 대해 이전 섹션에서 언급한 내용들은
여기서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정확한 최신 정보를 담은 이력서를
작성하되, 본인의 성과에 대해 과대 포장하지 마십시오. 자신의
생산성을 확실하게 강조하고 긍정적인 관점으로 기술하되, 정확하고
정직하게 해야 합니다. 또한 정해진 기한 안에 반드시 지원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지원하고자 하는 업무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히고, 스팸으로
여겨질 만한 그 어떤 메일도 보내지 마십시오. 학계에 있을 때, 분명
누군가가 수많은 다른 잠재 고용주에게도 보냈지만 아무도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것 같은 “친애하고 존경하는 선생님(Dear Respected
Sir)”에게 발송된 수많은 메일을 받았습니다. 실제로 그 메일은 여성
수신인에게 불쾌감을 줄 가능성도 있습니다. 직장에 지원하는 경우 그
기관, 직위 및 함께 일할 사람들에 대해 최대한 자세히 알아 보아
지원서 제출 및 면접에서 최선을 다 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까운
동료에게 부탁해 승진 또는 구직을 위한 모의 면접을 하면, 모든 준비를
마친 상태에서 실제 면접에 임할 수 있게 됩니다.
연구 경력의 개발은 흥미로운 여정입니다. 다행히도 당신은
주어진 기회를 잘 활용하여 박사 학위를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수준 높은 결과물을 지향한다면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성공과 확실한
결실을 맛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인류의 진보를 위해 당신이 발견한
새로운 지식을 추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직은 가장 가치 있는
직업일 것입니다.
당신이 어느 컨퍼런스에서 탁월한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모습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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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보기길 바라며, 행운을 빕니다.
앨런 존슨(Alan Johns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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