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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실학술활동 태동의 배경  
2) 교육의 목적
3) 연구 부정행위 범위의 확대 



참 고

 2018년 7월 언론보도를 통해 부실한 학술대회 참가가 본격적으로 

알려졌으며, 사회적 불신과 정치권의 관심으로 학계의 부실학술

활동이 주목 받음

- 실태조사 결과 출연(연), 4대 과기원, 대학을 포함 부실학회에 

참가한 연구자는 5년간 총 1,317명으로 집계됨  

- 언론, 국회, 국민들은 우리나라 학계의 학술활동에 대한 의구

심을 갖고 전반적인 도덕적 해이를 지적     

 부실학술활동의 등장에는 Open Access(OA)기반의 Article 

Processing Charge(APCs) 출판 모델의 태동이 근본적 배경 

- OA 운동은 유럽과 북미를 중심으로 기존 학술출판사들의 지나친 

상업화에 반대하며 시작된 운동으로, 학술논문을 구독료의 장벽 

없이 독자에게 무료로 제공하자는 움직임

- OA 운동을 기반으로 탄생한 APCs는 논문의 저자에게 출판비를 

받고 논문을 온라인에 개방하는 새로운 출판 모델  

- APC 모델 이전에는 독자가 학술논문 접근을 위해 지불하는 구독

료로 출판비용을 충당하였으나, 이후에는 논문 게재료로 충당 

- 이런 OA기반 APCs 방식 출판 모델이 변질되면서 부실로     

이어졌으며, 동료심사 없이 고액의 논문 게재료만 챙기는 부실 

학술 출판업자 등장

 부실학술지와 학회에 대한 특징을 파악하고 연구자들의 연구가 

상업적 목적에 희생되는 일을 방지 

 연구자 스스로 부실학술지와 학회를 구분하여, 연구 자율성을   

높이고 안전한 학술활동을 할 수 있도록 견인 

 연구계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출연연 연구자들의 연구

진실성 강화 

 연구 부정의 정의

- 위조·변조·표절 및 부당한 저자 표시,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방해 행위

- 그 밖에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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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경 및 목적

출연(연)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술활동
특징과 예방대책

부실학술활동
태동의 배경

교육의 목적

연구 부정행위 
범위의 확대

출연(연) 연구자를 위한 부실학술활동 특징과 예방대책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3조 (연구부정행위의 판단) ①연구자가 속한 학문분야에서 

윤리적 또는 법적으로 비난을 받을 만한 행위인지 ②해당 행위 

당시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및 해당행위가 있었던 시점의 

보편적인 기준을 고려 ③행위자의 고의, 연구부정행위 결과물의 

양과 질, 학계의 관행과 특수성, 연구부정행위를 통해 얻은 이익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1. 배경 및 목적

Q 부실학술활동이 연구부정일까?

A 부실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는 것과 부실학회에 참석하는 것이 

엄격한 범위의 연구부정이라고 볼 수는 없으나,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행위로, 넓은 의미에서 연구부정이라고 볼 수 있는 여지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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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술활동의 특징 및 현황

1) 부실학술지 현황
2) 부실학술활동의 정의
3) 부실학술지의 특징
4) 부실학회의 특징 
5) 부실학술활동 피해사례



 Scopus 등재된 논문 중 약탈적 학술지로 의심되는 학술지 등재 

논문 비율은 OECD 국가 중 한국이 1위 차지

 논문철회 DB(리트랙션 워치)에 따르면 1만 편 당 논문철회 건수도 

6위를 차지

 최근 6년간(2013-2018) Scopus 등재되어 있는 부실추정 학술지 

160개 저널에 한국인 연구자가 투고한 논문을 주제별로 분석한 결과,

- 공학 분야가 7,490건의 논문을 게재하여 가장 높게 나타났고, 

컴퓨터공학은 5,904건, 재료공학은 4,679건, 화학은 4,059

건으로 나타남  

 비올리스트(Beall’s List)의 등장으로 본격적인 부실학술단체에 

대한 논의가 시작됨 

- 미국대학 사서인 Jeffrey Beall이 개인블로그에 부실학회 단체 

리스트를 게시하기 시작함 

※ Beall’s List of Predatory and Publishers(http://beallslist.
weebly.com) 

- 2013년 Beall은 OA저널의 25%이상이 부실하다고 추정하고 

있음

- 단, Beall의 List 중 특정출판사가 다수의 학술지를 보유한    

경우, 한 두 개가 약탈적 저널임에도 그 출판사가 펴내는 모든 

저널이나 학회가 부실하다고 인지할 수 있는 오류가 있음 

▶ 부실학술지/ 학회란?    

 부실학술지나 학술대회에 대한 합의된 정의는 없으나, 부실학술지 

경우 그 특징에 따라 세 가지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구분 특징

위조학술지
(Hijacked 
Journals)

유명학술지와 유사한 학술지 이름을 사용하여 
저자에게 혼동을 주는 학술지

약탈적학술지
(Predatory 
Journals)

돈만 지불하면 무조건 게재해주고 출판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대량발행학술지
SCI나 Scopus 등에 등재되어 있으면서 학술지 
한호를 발행할 때마다 대량으로 발행하여 출판 
윤리를 어기는 학술지

자료: 이효빈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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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학술활동의 특징 및 현황 

약탈적 학술지 논문 비율 OECD 비교(상위 10개국)

※학술정보 데이터베이스 ‘스코퍼스’ 등재 논문 분석(2013~2015)

자료: 체코 과학한림원 민주주의경제분석연구원(IDEA) 보고서(2017), 
한겨례(2016. 11. 17)

자료: 사이언스, 논문철회데이터베이스, 한겨례(2016. 11.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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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학술지의 특징 

 (동료심사) 동료심사가 간소하거나 형식적이며, 원고에 대한 수정

이나 편집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

 (공격적 마케팅) 홈페이지나 이메일을 통해 높은 영향력지수나 일반학

회지의 ISSN을 허위로 게재하여 학술지가 실제로 존재하는 것처럼 선

전함 

 (불투명한 운영진 정보) 운영진의 이름, 소속, 지위 등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거나 거짓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가 많음

 (학술지 학문범위) 서로 관계없는 다른 전공을 함께 심사하거나 함께 

학술지에 게재함

 (비용청구방식) 정확한 논문심사료나 출판비용을 홈페이지에 게재되

어있지 않고 이메일을 통해 주로 이루어짐 

▶ 부실학술지와 일반학술지의 특징비교   

 부실학술지와 일반학술지의 가장 큰 차이는 ‘엄격한 동료심사’ 여부 

특징 부실학술지  일반학술지 

동료심사 동료심사가 없거나 형식적
동료심사 필수, 최소 4주 
이상 소요 

마케팅
이메일/홈페이지/영향력 
지수 등 공격적 마케팅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 
선전하지 않음 

운영정보
편집부·심사자의 
불투명한 정보

편집부·심사자의 뚜렷한 
정보

학술지 
학문범위

다양한 학문 분야 특정 학문 분야

비용처리
이메일을 통해 알게 되는 
경우가 많음

홈페이지에 공지함 

자료: 이효빈 외 (2019)

 ▶ 부실학술지의 공격적 마케팅: 논문 공모와 영향력 지수 

 이메일을 보면, ‘your precious paper ~’와 같이 아첨하는 표현을 

볼 수 있으며  이는 전형적인 부실학술지의 마케팅 전략임 

부실추정학술지 초청이메일 부실추정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선전

 일반학술지의 논문 공모는 개인보다는 전체적인 논문 주제에    

초점이 맞춰져 있음

- 일반학술지의 영향력 정보는 Journal Citation Reports(JCR)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색 가능함 

일반학술지의 논문 공모 일반학술지의 영향력 지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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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실학술지의 불투명한 운영진 정보  

 운영진의 소속과 연락처가 부정확하거나 부실학술단체가 성행하는 

국가(인도, 동유럽, 파키스탄, 중동지역 등)이며, 존재하지 않는   

주소지인 경우가 존재 

부실학술지의 편집자 정보 부실학술지의 연락처정보

 일반학술지는 운영진의 소속과 연락처가 명확하며, 실제로 존재

하는 주소임 

일반학술지의 편집자 정보 일반학술지의 연락처정보

▶ 부실학술지의 출판 증서 및 저작권 이양서 

 부실학술지의 경우 저작권이 저자가 아닌 학술지에 있는 경우가 

많음 

부실추정학술지 초청이메일 부실추정학술지의 영향력지수 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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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학술활동의 특징 및 현황 

A학술단체로 살펴본 부실학술지의 특징 

▶ 배경

ㅇ 부실학술단체인 A단체의 경우, 2019년 4월 미 대법원이   

5백만 달러의 벌금을 부여하는 것으로 최종 판결 

→ 2019년 4월 A학술단체에 5백만 달러 벌금(한화  약 568억원)

참 고

A학술단체의 
주장

1. 수 백 개의 온라인 저널과 컨퍼런스 시리즈 운영

2. A학술단체 출판학술지는 동료 심사를 거쳤으며,  

저명한 학자들에 의해서 심사 및 편집이 이루어짐

3. A학술단체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은 다른학자에 의해 

널리 인용되고 있음

미국정부의
대응

미국연방거래위원회(FTC: Federal Trade Commission)는 

2016년 8월 A학술단체가 부당한 방법으로 저널에 수록할 

논문과 학회 참여자를 모집 하였다고 미국 법원에 고소



▶ 부실학회의 특징  

 (동료심사) 부실학회의 경우 그 목적이 이윤추구에 있기 때문에 

동료심사 없이 모든 논문의 초록(또는 논문)을 수락함

 (공격적 마케팅) 저명한 학자들이 참석한다는 점을 거짓으로 선전하고 

학회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해준다고 선전함 

 (낮은 신뢰성) 학회를 가지 않고도 등록비를 내면 증명서를 보내주거

나, 학회 주요 일정이 자주 바뀜

 (불투명한 운영진) 무료 이메일 계정을 사용하거나, 연락정보, 소속, 

주소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많음

▶ 부실학회와 일반학회의 특징비교 

특징 부실 추정 학회  일반 학회 

동료심사 논문초록 심사가 없음 논문초록 심사를 거침

마케팅

관광지에서 열리거나 
관광이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 청구
권위 있는 학자들을 
내세워 학회 권위 선전

학회참석을 독려하기 위해 
관광지에서 개최되기도 
하지만 관광이나 다른 
명목으로 비용을 청구하지 
않음

낮은 
신뢰성

등록비를 내면 학회참여 
증서를 보냄
다양한 학문분야를 다룸
주요 일정이 자주 바뀜 
학회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함

특정학문분야를 다룸
일정이 고정되어 있음
학회논문을 무조건 
학술지에 게재하지 않음

운영진의 
불투명한 

정보

무료 이메일 계정
학계와 연관성이 없음
연락정보가 명확하지 않음

학회 이메일 계정사용
명확한 운영자 정보와 
연락정보 기재

자료: 이효빈 외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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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실학술활동의 특징 및 현황 

▶ 특징

ㅇ (동료심사나 심사평 전무) A학술단체는 제출된 논문들에   

대해 동료심사를 하지 않았으며 저자에게 심사평을 거의   

주지 않았고, 필요 없는 편집만 하는 경우가 있음 

ㅇ (거짓 편집자 정보) A학술단체는 허락 없이 특정 학자를 저널의 

편집자로 임명하거나 거짓 편집자 정보를 제공하였음   

ㅇ (유명 DB색인누락) NIH는 A학술단체의 출판 관행의 윤리적 

측면에 대한 우려가 있어 A학술단체가 출판하는 저널을 

PubMed에 색인하는 것을 거절하였음

ㅇ (출판비용 비공개) 저자들은 A학술단체의 게재비용을 출판이 

된 후에야 알게되었고, 저자들이 그들의 논문을 철회하도록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논문을 출판하였음

▶ 체크리스트 적용

ㅇ 부실학술지 점검 체크 리스트로 A학술지를 점검해 본 결과 

모든 질문에 해당하여 부실 여부가 인정됨 

질문
예/아니오/

불확실

이 학술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예 

스팸이메일을 보내 논문 제출을 독려받았다. 예

홈페이지에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 예 

홈페이지의 운영자 또는 편집자가 명확하지 않다. 예

동료심사 기간이 짧고 논문 게재를 보장하고 있다. 예 

홈페이지에 논문 제출 후 수정하는 양식이 없다. 예

논문의 저작권이 학술지에 있다. 예 

출판 후 수여증을 주거나 홈페이지에 논문출판 
수여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예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예 
논문게재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예

참 고 4
부실학회의 
특징 



▶ 부실학회의 홈페이지와 마케팅  

 부실학회의 홈페이지를 클릭하면, 여행 사이트로 연결되는 등   

이윤추구가 목적인 경우가 많음 

- 초청 이메일을 보내고, 이메일에 아첨하는 듯한 표현이 많음 

- 잘 알지 못하는 학회에서 토론자나 기조 연설자로 초청하였다면, 

다시 한 번 부실여부를 체크하는 것이 좋음

- 학계의 유명한 학자를 초청했다는 선전을 보고 참석하고자  

한다면 반드시 그 학자의 참석 여부를 확인함 

부실학회 홈페이지  부실학술지의 초청 이메일

▶ 부실학술지 피해 사례 – 대량발행 학술지   

 대량 발행 학술지는 SCI, Scopus에 등재되어 있다는 이유로    

학술지 한 호를 발행할 때마다 무작위로 논문을 받아 대량게재하고, 

SCI, Scopus 발행에는 일부 논문만 탑재 

- I학회는 1년 간 16,099페이지(약 3,220편)를 발행하지만, 

Scopus에는 발행논문의 40%인 1,290편만 게재

1년간 총 16,099페이지 발행 실제 Scopus사이트에 1,290편만 게재

자료: 이효빈 외 (2019)

▶ 부실학술지 피해 사례 – 위조학술지  

 위조학술지는 SCI 저널과 같이 저명한 저널과 유사한 저널명으로 

연구자의 논문 투고를 유인 

Disease Markers-SCI, Scopus등재 
(연구자가 투고하려던 원래 학술지)

Journal of Disease Markers
(위조학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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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과 예방대책 3
부실학술단체 피해 예방 대책

1) 역할 별 예방활동 
2) 사전 예방
3) 현장 대응
4) 사후 대책



 연구기관은 건전한 학술활동을 위한 지침 및 절차를 마련해야 함 

 연구기관 부서차원에서는 학술 활동 전후 사항을 보고하고 이에 대해 

공유하는 체계를 마련하여 연구자의 피해를 예방할 필요가 있음 

 연구자는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하거나, 학회 참석 전 반드시 체크

리스트 등을 활용하여 부실 여부를 확인해야 함

- 학회에 참여하여 성실히 학술활동을 수행하고, 학술활동을   

수행한 증빙를 수집하여야 함

- 학회 활동 후 학회에 대한 정보를 적극 공유하여 다음 학술활

동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함 

▶ 부실학술지 점검 체크 리스트  

 학술지에 투고 전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고, ‘예 또는 불확실’일 경

우 의심을 가지고 재확인

질문 예 아니오 불확실

이 학술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스팸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출을 독려 받았다.

홈페이지에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운영자 또는 편집자가 명확하지 않다. 

동료심사 기간이 짧고 논문 게재를 보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논문 제출 후 수정하는 양식이 없다. 

논문의 저작권이 학술지에 있다. 

출판 후 수여증을 주거나 홈페이지에 논문출판 수여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논문게재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자료: 이효빈 외 (2019)

▶ 부실학회 점검 체크 리스트   

 학회 참석 전 다음의 항목을 점검하고, ‘예 또는 불확실’일 경우 

의심을 가지고 재확인

질문 예 아니오 불확실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 분야의 저명한 교수나 내 동료가 이 학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

주최 측에서 스팸이메일을 보내거나 아첨하는 듯한 표현을 쓴다.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주최자가 신속하게 논문 초록을 수락하였다.

주최자가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린다 

여러 학문분야가 한꺼번에 열린다. 

기조연설자나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다. 

자료: 이효빈 외 (2019)

▶ 학회가기 전 또는 논문 투고 전 체크해볼 수 있는 웹사이트   

주요 제공 내용 사이트 주소

Beall이 작성한 부실 학술지 리스트 
(매주 갱신됨)

https://beallslist.weebly.com

논문심사 없이 연구자들로부터 논문 게재료 
이윤만 챙기는 부실출판사의 영리행위 피해를 
줄이기 위해 자격미달 학술지목록을 제공하는 

비영리 사이트 

https://predatoryjournals.com

연구자가 저널이나 출판사의 지명도를 
평가하는데 사용되는 체크리스트

http://thinkchecksubit.org

Caltech 도서관에서 제공하는 부실 
학술단체와 학회 관련 정보 제공

https://libguides.caltech.edu/
c.php?g=512665&p=3503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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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부실학술단체 피해 예방 대책



▶ 내가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면? - 학회장에서의 조치 

 연구자는 학회에 참석하여 성실히 학회 활동을 수행해야함

- 학회참석의 근본적 목적인 성과물 발표 및 학계 동향 파악을 

성실히 수행

- 참석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학술활동에 대한 자료를 모음 

(사진, 학회 프로그램, 학회참여 명찰 등) 

 학회운영자와 학회가 일반학회처럼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참석자들은 학계 관계자들인지 확인

 부실학회로 의심되는 구체적인 이유 및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증거를 수집하여 향후 피해가 없도록 함 

예) 한 세션에 여러 학문분야가 발표, 관광상품 판매 등

▶ 내가 참석한 학회가 부실학회라면? - 학회참석 후 조치

 결과보고서 내 학회 참석 경위 및 부실 운영에 대하여 충분히 기록

- 학회 참석 경위 기술  예) 지인 추천, 인터넷 검색

- 참석 수락 과정 기술  예)  동료심사여부, 초청 이메일

- 학회 참석 목적 기술  예)  논문 발표, 정보 수집

- 학회 부실 여부 기술  예) 다양한 학문분야가 한 세션에서 발표

- 학회 운영 방식 기술  예) 학문적 목적 보다는 이윤 추구

 재발 방지를 위해 철저한 정보 공유가 필요함 

- 소속 부서 동료 등 해당 학회에 대한 정보 공유

▶ 내가 투고한 학술지가 부실학술지라면 ? 

 투고한 학술지에 논문 철회 요청 및 법적 대응 준비  

- 투고한 학술지에 정중히 논문 철회를 요청함 

- 철회 요청이 무시될 경우, 법적 대응을 할 것임을 시사하는 공식 

이메일을 보냄

- 논문 게재료를 내기 전이라면, 논문 게재료를 내지 않음 

- 한번 출판된 논문은 다시 다른 저널에 투고할 수 없으므로,    

투고 전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 

 재발 방지를 위해 관련 부서 및 기관 내 철저한 정보 공유 

- 학술지를 알게 된 방식 등 경위 공유     

예) 이메일 투고 권유, 인터넷 검색 등 

- 출판 과정 등 특징에 대한 자세한 정보 공유     

예) 동료심사여부, 편집 과정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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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학술지 점검 체크 리스트

아래 질문에 대한 대답이 예 또는 불확실이면 의심해 볼 여지가 있음

학술지명 출판업체

질문 예 아니오 불확실

이 학술지를 들어본 적이 없다. 

스팸이메일을 통해 논문 제출을 독려 받았다.

홈페이지에 학술지의 권위에 대해 선전하고 있다. 

홈페이지의 운영자 또는 편집자가 명확하지 않다. 

동료심사 기간이 짧고 논문 게재를 보장하고 있다. 

홈페이지에 논문 제출 후 수정하는 양식이 없다. 

논문의 저작권이 학술지에 있다. 

출판 후 수여증을 주거나 홈페이지에 논문출판 수여증을 
다운받을 수 있다. 

저명한 학술지와 매우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 

논문게재비용을 명확하게 알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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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회명 주관단체

질문 예 아니오 불확실

이 학회에 대해 들어본 적이 없다. 

웹사이트와 이메일 주소가 정상적이거나                      
합법적으로 보이지 않는다. 

내 분야의 저명한 교수나 내 동료가 이 학회에                  
참가한 적이 없다.

주최 측에서 스팸 이메일을 보내거나 아첨하는 듯한         
표현을 쓴다. 

누가 이 학회를 주관하고 있는지 알 수 없다. 

주최자가 신속하게 논문 초록을 수락하였다.  

주최자가 학회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할 것을 보장하고 있다. 

학회가 리조트나 관광명소에서 열린다 

여러 학문분야가 한꺼번에 열린다. 

기조연설자나 토론자로 초청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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