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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과학” 학술지에 대한 오해와 진실

박동호

인하대학교�스포츠과학과

지난 2018년까지 약 5년 동안 한국운동생리학회에서 발간되는 “운

동과학(Exercise Science)” 학술지의 편집위원장을 맡으면서 회원들로

부터 듣는 가장 많은 질문 중 하나는 “왜 우리 학술지는 동물 연구만 

학술지에 실리느냐?”이다. 즉, 우리 학술지는 대부분의 연구가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라는 것이다. 두 번째는 운동생리학이라는 학문

분야의 학술지는 동물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가치를 인정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운동생리학회에서 발간하는 “운동과학(Exercise Science)” 학술

지의 매호 게재되는 종설, 세포/동물 연구와 인간 대상 연구의 편수는 

Table 1과 같다. 

Table 1에서처럼 2016년 25권 1호부터 2018년 27권 4호까지 지난 3년

간 12권의 총 논문 편수는 108편으로, 한 호마다 평균 9편의 논문이 게

재되어 출판되었고, 이 중 종설은 평균 1.6편, 세포/동물연구는 2.5편 

그리고 인간대상연구는 세포/동물연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4.9편이 

게재되어 출판되었다. 따라서 많은 회원들의 가장 큰 불만인 “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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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mber of published reviews, cell/animal studies and human subjects research in Exercise Science [1]    

Year of publication Review Cell/Animal Studies Human subject research Total

2018 27 (1)
   27 (2)
   27 (3)
   27 (4)

1
4
2
4

2
2
3
2

6
4
4
3

9
10

9
9

2017 26 (1)
   26 (2)
   26 (3)
   26 (4)

2
1
1
0

2
2
2
2

8
5
5
6

12
8
8
8

2016 25 (1)
   25 (2)
   25 (3)
   25 (4)

0
1
1
2

5
4
3
1

3
3
6
6

8
8

10
9

Total 19 30 59 108
Average 1.6 2.5 4.9 9

학술지는 동물 연구만 학술지에 실리느냐?”라는 질문에 대한 대답은 

오해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아마도 다른 학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Accept 비율 때문이 아닐

까 생각된다. 하지만 운동과학 학술지는 다른 학술지와 달리 논문 심

사료를 받지 않으며, 또한 저자 모두가 회원이 아니더라도 책임저자만

(제1저자와 교신저자) 회원이면 투고가 가능[2]하다는 장점이 있기에 

다른 학술지에 투고하기 전에 한번쯤 투고하여 논문을 무료로 가다듬

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고무적이라 생각한다.  

두 번째 불만인 우리 학술지의 경우, 동물이 아닌 인간을 대상으로 

할 때 그 가치를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즉, 임상연구의 가치는 동물연구에 비해 그 가치가 높다는 것을 

대부분의 연구자들 역시도 인정할 것이다. 용어적으로도 인간을 대상

으로 하는 연구를 임상시험(Clinical Test) 그리고 동물을 대상으로 하

는 연구를 전임상시험(Pre-Clinical test)으로 구분하며, 동물로부터 생

성된 결과물이 아무리 안전성과 유효성이 높아도 이 결과물은 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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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인간에게 적용되어야 하고, 임상시험을 거쳐 다시 결과물의 안전

성과 유효성이 재검증되어야만 한다.  

하지만 최근의 운동생리학의 연구분야는 과거에 비해 다양해지고 

(저산소 처치, 미세먼지, 스포츠 음료 및 식품 등), 보다 깊은 지식(세포 

및 분자 수준에서의 기작 연구 등)에 대한 학문후속세대들의 요구 또

한 높아졌다. 더욱이 운동생리학의 연구 분야가 다양해짐에 따라 연

구의 안전성과 실효성은 더욱 강화되었고, 이러한 연구의 안전성과 실

효성을 담보하기 위해 가장 좋은 연구대상이 바로 세포/동물 연구이

다. 그 예로, 처치조건의 유해성 검토를 위해 인간을 대상으로 할 수 없

는 조건들이 많아지고, 처치의 실효성 검증을 위해서는 기전 연구가 

선행되어야만 한다. 특히, 특정 처치에 대한 인체 전반의 반응과 적응

현상을 검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체의 부위(site)별 또는 장기(organ)

별 반응과 적응은 다르기에, 이러한 현상을 검토하는 데 있어서 인간

대상연구를 대신할 수 있는 세포 또는 동물 연구가 필요하다. 

최근에는 페미니즘과 퀴어 이론 등 다양한 이론적 관점이 “동물성” 

또는 “야만성”의 개념과도 연결되어[3] 있기에 동물연구가 우리 연구

영역뿐만 아니라 심리학, 철학, 사회학, 인류학, 역사학 등의 인문사회

과학분야에서도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이제는 우리의 인식도 전

환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세포/동물 및 인간 대상 연구의 

균형적 및 상호보완적 연구가 활성화되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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