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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의해야 할 의심 학술지(Fake Journal) #대량발행학술지 사례

논문을 투고하는 과정 중 선정한 학술지에 대해 “의심 학술지”인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의심 학술지는 출판 윤리를 따르지 않고 이윤추구를 목적으로 하여 출판하는 학술지를 의미하며
위조(Hijacked)학술지, 약탈적(Predatory)학술지, 대량발행학술지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1]. 의심 학술지로 인해 발생한 모든 위험(Risk)은 저자가 가져가게 되므로 주의가 필요하다.

의심 학술지는 연구자를 혼란하게 만든다.
학술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아래와 같은 연구자들의 문의가 도서관에 접수되고 있다.

다른 학술지에서 계속 거절당한 논문을 동료 연구자가 A 학술지에 투고하였는데 쉽게 출간
되었다고 추천을 받아 투고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Email로 투고요청을 받았는데 의심 학술지에 대한 논란이 많아서 투고 전에 학술지에 대한
확인을 요청합니다.
의심 학술지와 부실 학회의 이슈가 부각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은 의심 학술지에 대해 경계하고
있다. 2019년에 SCIE 국내 교신저자를 대상으로 조사한 자료에 따르면, 응답자의 32%가 “학술
지의 평판과 영향력”을 투고하는 학술지 선택 기준이라고 응답했다[2]. 많은 연구자들이 신뢰도가
높은 평가도구(주요 Database 등재 여부, Impact Factor)를 활용하여 학술지를 평가하고 있지만,
빠르게 변화하는 출판시장 속에서 연구자들이 의심 학술지를 구분하는데 많은 시간이 소모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의심 학술지 중 대량발행학술지 유형은 판단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대량발행학술지에서 보이는 특성
아래 그림의 학술지는 Scopus 등재저널이다. 다만, 한 호에 대량으로 논문을 발행하고 있으며, 일
부 논문만을 Scopus에 색인한 뒤 논문 투고를 유도하고 있어 대량발행학술지로 분류된다.

2017년 약 3,220편 발행
이 중 1,290편(40%)만 Scopus에 색인

대량발행학술지는 간소화된 동료심사를 통해 논문들을 출간한다. 빠른 시일 내에 많은 논문을 출
간하고 그 중에서 학술적 가치가 높은 일부만을 선택하여 해외 유명 Database에 색인한다. 이러
한 방식으로 인용지수를 높인 후에 지속적으로 논문투고를 유도하는 방식이다[1].

의심 학술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정보원을 확인해야 한다.
완벽하게 의심 학술지를 분류한 목록이 없기 때문에, 연구자들의 고민은 계속 될 수 밖에 없다.
Jeffrey Beall이 운영했던 Beall’s list[3]는 잠정적인 의심 학술지와 출판사 목록을 제공했으나 여
러 논란으로 인해 중단된 상태이다[4]. 투고 학술지를 선정하고 의심 학술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서관에서는 다양한 정보원을 제공하고 있다. 자세한 정보는 아래 링크를 참고할 수 있다.
#도서관 홈페이지 관련 페이지 바로가기 클릭
#도서관 소식지 10호. 비윤리적학술지/학회에 대처하기 바로가기 클릭
또한,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KISTI)[1]에서 제공하는 “학술지 검색”을 통해 학술지를 6단계의
안전등급으로 구분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어 학술지 판단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6단계 안전등급 (웹페이지에서 상세 정보 확인 가능)
: 부실, 논쟁 중, 주의, 검토중, 검토예정, 특이사항 없음

Are MDPI journals reputable?
Google에 MDPI Journal을 검색하면 나타나는 관련 질문이다. MDPI, Frontiers 등의 대형 상업
적 OA 출판사(commercial open-access publishers)는 많은 학술지를 보유하고 있으며, 그 중
에는 SCIE 등재지와 Impact Factor가 부여되어 있다. Peer Review가 빠르고 논문 출간까지 기간
이 짧게 소요되며, 높은 Acceptance rate를 보여주고 있어 대량의 논문을 출판하고 있다. MDPI
의 경우 급격하게 성장하였으나[5], 지나치게 관대한 Peer Review 과정과 학문적 기능을 비즈니
스에 활용한다는 비판[6]도 받고 있다. 2020년 12월 중국과학원(Chinese Academy of Science)
에서 MDPI, Hindawi의 일부 저널에 대해 낮은(低) 주의 등급을 부여하였으며[7], 특정 주제를
선진국 저자에게 먼저 부여한 사실이 논란이 되기도 하였다[8]. 현재도 여러 의견[9]이 있어 대형
상업 OA 출판사의 Journal에 투고하기 전에 연구자는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투고 이후 발생하는 모든 위험은 연구자가 감수해야 한다.
쉽고 빠르게 Accept 되는 학술지는 없으며, 의심 학술지가 아니라 하여 반드시 신뢰성이 보장되
지 않는 다는 것을 연구자들은 염두해두어야 한다. 의심 학술지의 특징이 다수 보인다면 추후
SCIE에서 탈락하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연구자의 평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도서관에서는
문의 시점을 기준으로 저널 평가 도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투고 결정에 대한 책임은
연구자에게 따르게 된다는 것을 인식해야 한다.

참고
문헌
바로
가기

02

1. KISTI. SAFE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2. KESLI. OA 법제화를 위한 조사(2019).
3. Wikipedia. Beall’s List
4. University World News. Why Beall’s blacklist of predatory journals died.
5. The Shcolarly Kitchen. Guest Post – MDPI’s Remarkable Growth
6. Kyle Siler.There is no black and white definition of predatory publishing
7. The Shcolarly Kitchen. Guest Post – An Early Look at the Impact of the
Chinese Academy of Sciences Journals Warning List.
8. Retraction Watch. Failure fails as publisher privileges the privileged.
9. Paolo Crosetto. Is MDPI a predatory publisher?

국내 언택트 무료 교육 콘텐츠

코로나 19로 인하여 언택트 교육에 익숙해지면서 다양한 콘텐츠가 생산되고 있다. 도서관 소식지
25호(2020년 5월 발행)에서 교육/학습에 활용할 수 있는 Multimedia 자원이 소개된 바 있다.
도서관 소식지 25호 바로가기 클릭
이번 호에서는 교육 콘텐츠 중 무료로 접근 가능한 국내정보원을 소개한다.

체계적 문헌고찰 온라인 무료 교육. 제공: 한국보건의료원구원(NECA)
•
•
•
•

교육 플랫폼 웹 페이지 바로가기: https://eduneca.kohi.or.kr
운영기간: 2021년 3월 2일 ~ 2021년 12월 17일
체계적 문헌고찰(Systematic Review, SR)의 전 과정을 15차시(차시당 30분)로 구성
개인계정을 생성 후 [수강신청] 메뉴에서 교육을 수강할 수 있다.

KOCW(Korea OpenCourseWare). 제공: 한국교육학술정보원(KERIS)
•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ocw.net
• 국내.외 대학 및 기관에서 자발적으로 공개한 강의 동영상, 강의자료를 무료로 제공
• 개인계정 생성 후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K-MOOC(Korean, Massive, Open, Online, Course). 제공: 국가평생교육진흥원(NILE)
• 웹페이지 바로가기: http://www.kmooc.kr
• 누구나, 어디서나 원하는 강좌를 무료로 들을 수 있는 온라인 공개강좌 서비스
• 개인계정 생성 후 필요한 강의를 수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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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outube에서 도서관 둘러보기

도서관 시설이 궁금하다면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는 Youtube 콘텐츠를 활용할 수 있다.
도서관 둘러보기 Youtube 링크 바로가기: https://youtu.be/YmFd--9DyB0

매월 정기적으로 발행되는 성의교정 도서관 소식지에 실렸으면 하는 정보와 의견 등을
cumclib@catholic.ac.kr로 보내주시면 제작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