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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최근 국내 학술지의 과도한 양적 성장이 학술지 관리에 대한 정량 및 형식 위주의 

평가체계 등 심각한 부작용을 수반하게 되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등재학술지 관리

체계에 대한 보완이 시급하다. 아울러 학술지 평가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

한 선행연구가 적을뿐더러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경험적인 연구에 기초한 평가모

델의 제시나 깊이 있는 통찰이 크게 부재한 상황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학술지의 평가 

기준과 방법의 문제점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실증적인 분석 결과를 통해 

평가제도의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학술지 평가의 본질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

를 대전제로 한다. 첫째, 학술지 평가는 연구 환경의 자율적 통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 둘째, 학술지 평가의 원칙은 연구 활동의 책무성에 기초한 질적 제고이며 평

가 기준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연구의 수월성 및 부가가치를 효과적으로 생산해야 

한다. 다중회귀분석 결과는 연간 발행 횟수, 등재 유지 기간, 유료회원 수, KCI 등이 

등재학술지 평가에서 중요한 결정요인임을 보여주며 평가체계가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기를 제공한다. 학술지 평가의 목적이 연구의 질적 수준

을 평가하여 대외경쟁력과 신뢰를 향상하는 데 있다면, 이러한 목적이 실질적으로 

성취되었는지를 타당하게 판단할 수 있는 기준들을 특성별로 상세하게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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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문제제기

오늘날 학문의 거대한 흐름은 정보통신기술이 엄청난 속도로 발전함

에 따라 글로벌 지형의 통합과 함께 이전 시기와는 비교가 될 수 없을 정

도의 지식폭증과 융합 현상을 반영한다. 바야흐로 통섭이 강조되는 21세

기 지식기반사회가 되면서 새로운 환경의 도래와 교육 수요 및 문화적 가

치체계의 변화를 이해할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1) 시대적 전환에 따른 

창의적인 지식과 인적 자원을 양성하고 연구의 질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

서는 고등교육의 혁신과정에 사회적 역량을 집중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학술지는 지식 및 정보의 생산, 교류, 소비의 원천으로 학

문발전의 기본적인 매개체가 되어 과학적 지식 축적에 매우 중요한 기능

을 수행한다. 학술지의 수준은 국가의 근원적인 문화적 경쟁력을 의미하

며, 학술지의 발전은 세계화 및 정보화 과정에서 학문 자체가 지속적인 

영향력을 가지는가에 대한 척도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학술지 평가의 본질은 대체로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명제를 

대전제로 귀결된다고 할 수 있다. 첫째, 학술지 평가는 연구 환경의 자율

적 통제를 위한 것이어야 한다.2) 학술지의 자율성은 연구 활동의 오랜 

전통이며 학문 분야의 특성을 보장하는 출발점이 된다. 이는 부실한 학

술지로 인해 학술지 전체가 매도되는 것을 막고 학문 분야가 발전하기 위

해서는 자체적인 조정 기능을 통해 선제적 대응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둘째, 학술지의 수준은 주어진 사회의 대외경쟁력과 직결되기 때

문에 각국은 연구 환경의 질적 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는 

실정이다.3) 학술지 평가의 원칙은 연구 활동의 질적 제고에 있으며, 단

1) 서문기, ｢문화적 가치체계가 삶의 질에 미치는 영향-정책적 함의｣,�문화정책논총� 제

29집(제2호), 한국문화관광연구원, 2015, 78-103쪽.

2) Archambault, E. and Larivière, V., “History of the Journal Impact Factor: 

Contingencies and Consequences”, Scientometrics 79(3), 2009, p.635–649.

3) 김성열 ‧ 고창규 ‧ 정규영 ‧ 정유성, ｢일본 ‧ 미국 ‧ 독일 학술연구 지원기관의 학회지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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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한 결과보다는 평가 기준의 문제점을 이해 및 분석하고 연구의 수월성 

및 부가가치성을 효과적으로 생산해야 할 책임과 의무가 있다. 따라서 

학술지 평가제도는 이러한 원칙을 준수하는 틀에서 설계 및 운영되는 것

이 바람직하다.

한국의 경우 1991년부터 국내 학술지의 발행경비 및 학술대회 개최경

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학술지 발간의 활성화에 크게 공

헌해 왔으며, 1998년 학술지에 대한 평가체계를 확립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준에 의해 학술지를 단계별로 인정하는 제도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

다. 학술지 평가제도는 교수의 업적평가나 정부지원 연구개발(R&D)사

업의 신청 등에 적용될 뿐만 아니라 서지정보에 대한 자료체계와 한국학

술지인용지수(Korea Citation Index; KCI)를 구축하여 활용하는 데 필

수적인 공급원으로 이해된다.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학술지 평가는 외국

과 비교하여 그 역사가 짧음에도 불구하고 평가제도는 기본적인 틀을 잡

아가고 있다.4) 현행 학술지 평가제도는 한국연구재단의 학술지발전위원

회를 통해 평가제도에 대한 체계적인 의견수렴과정에 기초하여 개선작업

을 진행하고 있다. 학술지 평가의 주체와 객체 관계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수렴된 의견을 객관적으로 검증하고 학분 분야별 공통분모를 도출하

여 합의안을 반영하는 과정은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방안에 따

른 사회적 비용과 노력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평가집단과 연구재단과의 

불필요한 마찰을 효과적으로 줄일 수가 있다.

반면에 학술지의 양적 성장에 따른 관리 부실과 질적 수준의 제고에 

대한 한계성으로 제도관리를 둘러싼 광범위한 논란이 초래되고 있다. 예

를 들어 학술지의 수가 급증하고 학술단체 중 50명 이하의 소규모 학술

단체가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에서 학술지의 질 관리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5) 검증되지 않은 신규 학술단체의 난립

교연구｣, �교육이론과 실천� 제12권(제2호), 경남대학교 교육문제연구소, 2002, 17-44쪽.

4) 박재신 ‧ 김근세, �학술연구비 지원제도 개선방안 연구�, 한국개발연구원,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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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함께 학술지의 질적 수준과 상관없는 단순한 연구업적 총량의 기계적 

적용은 논문 게재가 어려운 우수한 대표 학술지에 대한 유인을 떨어뜨리

고 학술지의 하향평준화를 초래하기 때문이다. 나아가 토착 학술지가 세

계적인 학자들이 참여하는 지식 교류의 장(場)으로 역할을 담당하기에는 

크게 미흡하며, 외양적으로는 급속한 성장을 이루어 왔으나 질적 수준을 

담보하지 못해 학술지 관리 문제에 대한 근원적인 성찰과 검토가 시급하

다. 학술지 관리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이에 관한 선행연구가 적을뿐더

러 체계적인 연구 설계와 실증적인 분석 결과에 기초한 평가모델의 제시

나 깊이 있는 통찰이 크게 부재한 상황이다. 미래 사회를 선도하는 학문

적 위상을 제고시키는 중요한 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기반을 다지기 위

해서는 효율적인 대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국내 

학술지의 평가 기준 및 운영에 대해 진단하고 학술지 평가의 결정요인에 

관한 실증분석을 통해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학술지 평가

모델의 새로운 분석 틀은 양적 중심으로부터 질적 중심으로 전환하는 계

기를 마련하는 데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하며, 학술지의 발전을 추구하

고 대외경쟁력을 높일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II. 평가체계의 절차 및 방법 

국내에는 총 9,984개의 학회 및 대학 부설 연구소와 일반기관이 있으

며, 이 중 2,408개(24%) 기관에서 재단의 등재(후보)학술지를 발간하는 

가운데 1,722개(71.5%)가 인문 ‧사회 분야에 해당이 된다. <표 1>에서 

나타나듯이 국내 학술지 분포는 사회, 인문, 공학, 의약학 순서로 

10~36%의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예술, 체육, 복합학, 자연, 농

수산해양 분야가 3~6% 수준에 머물고 있다. 학문 분야 전체의 학술지당 

5) 오세희, ｢학술지 평가제도 개선 방안｣,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제12권(제4호), 한국콘

텐츠학회, 2012, 495-509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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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수는 평균 1,843명으로 나타나며, 이 가운데 인문 566명, 사회 813

명, 자연 4,315명, 공학 4,463명, 의약학 3,873명에 이르고 있다. 이는 

학술연구에서 공저자가 많은 것을 의미하며, 이공계 학문교류의 특성을 

고려하더라도 상대적으로 과도한 협업방식은 조정할 필요가 있다.

<표 1> 학문 분야별 연구자 현황

구분 인문 사회
예술

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계

학술지*
607 952 152 136 128 265 324 83 2,647

22.9% 35.9% 5.7% 5.1% 4.8% 10.0% 12.2% 3.1% 100.%

논문 311265 455395 111736 79776 157419 372891 260932 92676 1842090

저자 343731 774295 202385 152895 552435 1182842 1255169 415342 4879094

학술지당 

저자수
566.2 813.3 1331.4 1124.2 4315.8 4463.5 3873.9 5004.1 1843.2

* 일반학술지 포함.

출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2021. 10.

2021년 10월 현재 학술지 현황은 총 5,901종의 국내 학술지 중 40.8%

인 2,600종의 학술지가 등재 ‧등재후보학술지로 인증을 받았으며, 이 가

운데 우수등재지는 72종(2.7%), 등재지는 2,214종(85.1%), 등재후보지

는 314종(12.0%)에 이르고 있다. <표 2>의 학술지 현황 자료에 의하면, 

학문 분야별로는 사회 및 인문 분야가 각기 36%와 23%의 비중을 차지함

으로써 4.6%와 9.7%의 분포에 그치고 있는 이공계 분야와 비교하여 상

대적으로 높은 편차를 보여주고 있다. 학술지 등재제도의 도입은 학술지 

관리체계가 본격적으로 마련되고 학술단체의 학술 활동이 활성화되는 계

기가 되었다. 대학 및 정부 등에서 등재(후보)지를 학술 및 연구 활동에 

대한 객관적 성과기준으로 활용 가능하며, 실제로 국가연구개발사업과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선정과정에서 신청 자격 및 연구실적 등에 중요한 

잣대로 사용하고 있다.

반면에 국내 학술지의 급속한 양적 성장은 학술지 관리의 정량 및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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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 위주의 평가체계 등 심각한 부작용도 수반하게 된다. 첫째, 등재(후

보)지 관리제도의 평가 항목이 논문 게재의 절차 등 형식적 체계요건에 

치중되어 게재 논문의 질적 수월성 제고에 한계를 가진다. 둘째, 학문 분

야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어 분야별 특수성을 고

려하지 못한다. 셋째, 일정 기준만 충족되면 절대평가에 의해 등재지로 

선정되는 등 진입장벽이 낮아 등재(후보)지가 과도하게 양산되고 일반학

술지와의 차별성이 줄어들고 있다. 넷째, 학술지 평가 기준의 확정이나 

심사를 포함하는 과정에서 정부가 주도적 역할을 함에 따라 의존성이 심

화가 되어 학계의 자율적 평가 역량이 크게 떨어져 있는 상황이다. 다섯

째, 등재지의 영향력이 확대됨에 따라 논문 심사가 부실해지고 의도적인 

게재율 낮추기 및 논문 실적 부풀리기 등 비윤리적인 일탈 행위의 발생이 

많이 증가하고 있다.

<표 2> 등재(후보)학술지 현황

구분 인문 사회
예술

체육
복합학 자연 공학 의약학 농수해 계

우수등재 13 23 3 2 6 14 6 5 72

등재 537 811 123 99 103 216 256 69 2,214

등재후보 50 112 23 31 13 24 54 7 314

계
600 946 149 132 122 254 316 81 2,600

23.0% 36.3% 5.7% 5.0% 4.6% 9.7% 12.1% 3.1% 100.0%

출처: 한국연구업적통합정보시스템(KRI), 2021. 10.

무엇보다 중요한 쟁점은 평가 자체가 학술지의 재정지원과 연계되어 

있다는 것이다. 평가대상 기관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 재정적 지원에 대

한 만족도는 80.7% 정도로 비교적 높게 나타나고 있지만, 학술지 우수성

에 대한 변별력은 축소되고 있다는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6) 학술지 재정

6) 이덕우, ｢국내학회 지원 사업 현실화 방안과 학술지 평가방식개선에 관한 연구｣, 경기

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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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을 통해 필요 이상의 학회와 학술지가 난립하게 되어 연구자에게 혼

란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학술교류의 의미가 퇴색된다는 것이다. 평가지

표도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차등적으로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학술

지에 획일적으로 적용되기 때문에 지원금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학술지

의 특성을 반영한 발전계획을 세우기보다는 주어진 틀에 맞추어 평가 준

비를 할 수밖에 없다.7) 올바른 평가 기준 없이 재정지원과 연계된 학술

지 평가는 학술지의 표준화 및 하향평준화를 가져올 수가 있다.

학술지 평가의 대부분은 평가대상 기관들이 제출한 자체 보고서를 이

용한 서면 평가와 이를 확인하기 위한 현지 방문 평가로 이루어진다. 문

제는 부족한 예산과 시간으로 방문 평가는 간략하게 이루어지며, 상당 

부분의 학술지 평가가 서면 평가에 의존할 수밖에 없기에 많은 문제점을 

배태한다. 첫째, 체계평가점수를 쉽게 확보하기 위해서 자기 인용, 학술

지 발행기관 간 상호인용 협조, 논문 게재율 조작, 표절 및 이중 게재 등

의 왜곡된 행위가 급증한다.8) 둘째, 자체 평가보고서 및 자료작성과 현

장 방문 평가에 대비하여 과도한 준비와 노력으로 행정 차원에서 비용이 

많이 소요된다. 셋째, 학술지의 실제 운영이 아니라 외형적이고 가시적

인 측면만을 보여주기 위해 외연을 치장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 

넷째, 평가대상 항목에만 집중적으로 관리가 이루어지는 부작용을 초래

하여 평가 기준별로 제출한 자료가 임의로 조작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

막으로 평가 결과의 공개 및 활용과 관련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학술지 

평가는 평가를 받는 대상이 주체가 되어 평가 결과를 내면화할 때 효과가 

극대화된다. 학술지 자체가 수동적 입장에서 평가를 받게 되면 학술지의 

단점을 숨기는 데 노력을 하게 되고 평가가 끝나면 평가 결과를 활용하지 

않기 때문이다. 

7) 권길화 ‧ 정윤수 ‧ 조연숙, ｢학술연구지원 정책 효율성 제고에 관한 연구-대리인 이론을 

중심으로｣, �교육행정학연구� 제18권(제4호), 한국교육행정학회, 2000, 69-101쪽.

8) Moustafa, K., “The Disaster of the Impact Factor”,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21(1), 2015, p.139–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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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평가단계별 절차 및 방법은 <표 3>의 내용을 참조할 수 있으

며, 평가제도의 구성은 크게 체계평가 30점, 내용평가 60점, 특수평가 

10점으로 배분되어 있다. 평가제도의 내용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학

문별 특성을 반영하지 못할뿐더러 평가단계 및 평가 항목의 높은 상관관

계에 의한 중복 측정의 오류가 심각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내용평가

에서도 심사자의 주관적 견해가 공정한 심사를 방해하고 있다는 의견이 

증가하고 심사자 선정기준이나 자질과 관련하여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

도 문제가 계속 제기되고 있다.9) 따라서 현 단계에서는 심사자의 모집단

을 전문분야별로 재구성하여 심사자의 연구업적과 평판을 반영하고, 각 

평가 항목별 가중치의 적절성을 조정하는 작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

하는 것이 시급하다. 

<표 3> 평가절차 및 방법 

평가부문 단계별 심사구분 평가방법

신규, 

계속

1단계 자격검토 및 체계 평가 자체평가 및 재단 확인

2단계
내용 평가 온라인 개별 평가 및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평가단) 합의평가학문 분야 특수 평가

3단계 종합 평가 학술지발전위원회

재인증

1단계 기본 요건 검토 자체평가 및 재단 확인

2단계 심층 요건 평가
온라인 개별 평가 및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평가단) 합의평가

3단계 종합 평가 학술지발전위원회

1단계의 체계평가는 학술지 발행기관의 자체평가와 재단의 확인을 통

해 이루어지며, 평가 자료에는 평가신청서 및 자체평가서가 포함된다. 

평가 항목 및 배점은 7개 항목과 30점으로 구성되며, <표 4>에서와 같이 

9) 장덕현, ｢학술지 평가정책에 대한 고찰｣,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5권(제1호), 한국

도서관정보학회, 2004, 359-376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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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항목별 상세 평가 기준에 의해 점수가 부여된다. 기술적인 차원에서 

학술지 평가의 최종점수와 체계평가 점수의 상관관계가 전체 학문 분야

(0.81) 및 사회과학 분야(0.77)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을 보여주며, 체계

평가의 평가 항목 간의 상관관계도 높은 것으로 추정된다.10) 반면에 평

가 항목 가운데에는 변별력이 크게 떨어지는 내용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 정시 발행 등 일부 항목의 경우 80% 이상이 만점을 받고 있으

며 학문 분야별 평가 총점과 항목별 점수 간의 상관관계는 상당한 차이를 

보여준다.

학술지는 해당 분야의 학문적 성격을 가장 잘 나타낼 수 있어야 하며, 

이에 관한 평가가 적절히 이루어져야 한다. 하지만 전년도 실적을 중심

으로 작성된 신청서와 증빙자료를 준비하여 신청하고 평가를 거쳐 진행

되는 일련의 평가 과정은 신청부터 선정까지 해당 연도에 이루어짐으로

써 신청 학술지에 대한 평가시간과 인력이 부족하여 졸속으로 진행된다. 

학술지의 가치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지 못한 채 매년 신규로 진입하는 등

재(후보)학술지가 늘어나는 악순환이 누적되는 것이다.11) 그 결과 학술

지로서 갖추어야 할 체계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기준을 

놓친 채 체계평가의 항목만 약간의 변화가 있을 뿐으로 개선의 여지가 많

다. 해당 연도의 평가 자체만을 위한 평가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일

정 기간 체계성이 일관되게 유지되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것이

다. 이를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평가 항목 및 점수에 대한 조정이 어

떻게 이루어지고, 각 연도 별로 상반된 결과에 대해 어떻게 처리할 것인

지에 대한 효과적인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10) 최태진 ‧ 김소형 ‧ 윤애란, �국내학술지 현황분석을 통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 한국연

구재단, 2012.

11) 정혜경 ‧ 정은주, ｢전문도서관에서의 학술지 평가를 위한 경제성 분석에 관한 연구｣, �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제1호), 한국정보관리학회, 2006, 121-13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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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체계평가 항목별 배점

구 분 항 목 배 점 비 고

체계평가

(정량)

1. 연간 학술지 발간 횟수 3

2. 학술지 및 수록 논문의 온라인 접근성 

(KCI 등록 포함)
7 항목과락

3. 주제어 및 논문 초록의 외국어화 5 항목과락

4. 게재 논문의 투고, 심사, 게재확정일자 기재 4 항목과락

5. 논문게재율 5

6. 편집위원의 균형성 4

7. 편집위원장의 안정성 2 <신규>

7개 항목 30 배점과락

학술지에 대한 내용평가는 학술지 자체의 질적인 측면보다는 학술지

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여건이 마련되어 있는지를 점검한다. 구체적인 

내용평가의 항목과 배점은 <표 5>에서 나타나듯이 6개 항목으로 구성되

어 있다. 2단계 내용평가의 주체는 전문평가단과 학술지발전위원회 분과

위원회 등으로 이루어지며, 온라인 개별 평가 결과에서 평가위원 간의 

<표 5> 체계평가 항목별 배점

구 분 항 목 배 점 비 고

내용평가

(정성)

1. 게재 논문의 학술적 가치와 성과(계속 평가의 경우, 

KCI 활용)
10

2. 편집위원(장)의 전문성(편집위원회 관련 규정의 

구체성 등)
15

3. 논문집의 구성과 체계의 완전성 및 가독성

(참고문헌(각주) 정보의 정확성 및 완전성)
10

4. 투고논문 심사제도의 구체성 및 엄정성

(학술지 실태 점검 포함)
15

5. 논문초록의 질적 수준 5

6. 연구윤리 강화활동의 구체성 및 엄정성 5 항목과락

6개 항목 60 배점과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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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수 편차가 큰 경우는 분과위원회 또는 전문평가단의 합의평가를 거치

게 된다. 각 항목을 평가하는 작업은 평가대상 기관에서 제출한 해당 학

술지 및 기관 규정과 논문 심사 및 연구윤리 항목 등 관련 증빙자료에 대

한 심사과정을 포함한다. 총 60점 만점을 기준으로 배점이 구성되며, 평

가점수는 각 항목을 등급화하여 부여하는 방식이다. 

학술지 평가 결과는 학계 기관뿐만 아니라 구성원의 승진 및 인사에 

대한 핵심 요소로 연계되면서 평가를 둘러싼 부작용에 대한 문제도 심각

하게 제기된다.12) 첫째, 한정된 항목의 획일화된 평가지표로 모든 학술

지를 평가하고 있다. 각 학술지가 추구하는 목표와 상황이 다른데 같은 

잣대로 학술지를 평가한다면 학술지를 표준화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 내

용평가를 포함한다고 하더라도 대부분 평가지표는 양적인 배점에 의존하

고 있다. 이는 학술지의 평가를 위해서는 불가피한 측면이라고 볼 수 있

지만, 양적인 측면에 기울어진 평가지표들이 학술지의 질을 제대로 평가

할 수 있을지는 재고의 여지가 많다.

둘째, 평가지표가 결과물 중심으로 되어 있다. 결과물을 평가지표로 

사용하는 이유는 학술지 특성과 여건 등의 투입 요소와 상관없이 결과 중

심의 평가가 객관적으로 효율적일뿐더러 이의제기에 대한 대응이 편리하

다는 장점 때문이다. 학술지뿐만 아니라 모든 평가대상에서 투입과 산출

이 반드시 정의 상관관계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는 없다. 그럼에도 산출 

위주의 평가가 계속된다면 연구의 질에 관한 한,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파동 효과는 별로 향상되지 않고 즉각적이고 외형적인 투자만 추구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셋째, 심사과정에서 평가위원들이 대립하거나 반목하는 학회의 평가

점수를 의도적으로 절하하는 행태가 종종 나타난다. 비정상적인 평가의 

역기능은 평가위원의 선정 및 평가방식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연계되어 

12) O'Meara, K., “Uncovering the Values in Faculty Evaluation of Service as 

Scholarship”, The Review of Higher Education 26, 2002, p.5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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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제도 자체에 많은 의구심과 불만을 가져온다. 현 단계에서는 학회나 

기관에서 제출한 심사 규정의 구체성에 대해서만 외형적 평가가 이루어

지는 데 비해 논문 심사 방법의 공정성 및 적실성에 관한 평가는 놓치고 

있다는 데 한계가 있다.

넷째, 평가 기준에 할당되는 가중치의 타당성과 관련된 것이다. 평가

순위는 먼저 각 영역별 점수가 계산되고 이 점수에 영역별 가중치를 부여

한 뒤 합계한 점수로 결정할 수 있다. 영역별로 어떤 가중치가 적용되는

지에 따라 순위는 달라질 수 있기에 평가지표에 대한 가중치는 평가제도

의 철학과 시각을 반영해서 결정해야 한다. 그러나 현 단계의 평가제도

에서는 평가자의 전문성 결여 등으로 대부분 획일적으로 가중치가 부여

됨으로써 평가가 개별 학술지의 목적이나 특성을 적절히 반영하지 못한다.

다섯째, 평가 항목들의 중복성 문제이다. 계속 평가와 재인증의 경우 

평가지표는 유사한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명칭만 다른 경우가 많으며, 

학술지를 평가할 때 많이 사용되는 지표들은 대체로 정의 관계로 모두 포

함하는 경우 중복적으로 계상되어 왜곡된 평가 결과가 증폭될 가능성이 

있다. 마지막으로는 평가 기준을 국내용으로만 제시하거나 외국의 평가 

항목을 그대로 한국에 적용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국제지형의 경쟁

이 강조되는 환경에서 외국 학술지와의 비교 가능성을 확보하고 한국 토

양에 알맞은 평가모델의 구축이 필수적이지만 이에 대한 준비나 반영이 

매우 부족한 상태이다.

III. 학술지 평가모델

학술지 평가에는 다양한 요소들을 고려할 수 있지만, 그 가운데서도 

학술지의 연간 발행 횟수 및 논문 편수, 등재 자격 유지 기간, 회원 수의 

기본 요건이 중요하며, 표준 척도로는 영향력 지수, 중심성 지수, 즉시성 

지수가 핵심 요소라고 할 수 있다.13) 한국연구재단의 평가 항목에서 연

간 발행 횟수는 4회 이상을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논문 게재 편수도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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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20편 이상으로 제시하고 있다. 평가 시점을 기준으로 등재학술지 유

지 기간은 5년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유료 학회회원 수도 학술지의 독자성

을 확인할 수 있도록 일정 규모 이상을 요구하고 있다. 국내 학계에서 표

준적인 평가척도로 자리를 잡아가는 한국학술지인용지수에는 크게 영향

력 지수, 중심성 지수, 즉시성 지수 등이 포함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향력 지수(impact factor index)는 일정 기간 특정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여타 논문에 인용되어 사용된 횟수로 정의되며, 동일 분야에서 

학술지의 상대적 영향력을 비교하고 평가하는 데 매우 유용하다.

IF = (과거 2년간 논문의 당해 연도 총 피인용 횟수) / 

(당해 연도 총 논문 수)

특정 학술지에 한해 피인용 횟수에 초점을 두는 영향력 지수와는 달리 

중심성 지수는 주어진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들의 종수와 평판도를 

반영한다. 이 지수는 인용 자료(DB) 안의 모든 학술지에 대하여 중심적 

역할과 비중을 나타내는 평판도를 부여한 후, 특정 학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 평판도의 가중 합을 구해 산출한다. 참고문헌 간의 네트워크를 

분석하여 특정 학술지가 여타 학술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느 정도의 영

향력을 가지는가를 평가함으로써 인용한 논문의 중요도까지 반영한다. 

평판도가 높은 학술지로부터 많은 인용을 받아야 한다는 점에서 영향력 

지수의 척도를 좀 더 확장한 평가 기준이라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즉

시성 지수는 당해 연도 논문의 총 피인용 횟수를 당해 연도 총 논문 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게재된 논문이 얼마나 빨리 인용되는지를 측정함으로

써 연구 분야별 문헌 정보의 순환 속도와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

13) Sugimoto, C. and Larivière, V., Measuring Research: What Everyone Needs to 

Know, Oxford, United Kingdom: Oxford University Press, 2017; 조현양, �국내 ‧ 외 

인용색인 분석 및 학술지와 논문의 질적 평가지표개발�, 한국연구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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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학술지 평가모델의 회귀분석 결과(전체 학문 분야)

독립변수
학술지 평가점수(종속변수)

b SE VIF

상수 42.654(47.523) - -

연간 발행 횟수  .134**  .081 1.392

연간 논문 편수  .127  .094 1.609

등재 유지 기간  .190**  .075 1.541

유료회원 수  .064*  .049 1.024

영향력 지수 1.536***  .432 1.437

중심성 지수 1.478***  .417 1.538

즉시성 지수 1.621**  .965 1.856

R2
adj     .176***

F 5.902

N  2,043

주: *P＜0.1, **P＜0.05, ***P＜0.01

이에 본 연구에서는 2021년 10월 현재 한국연구재단 등재(후보)학술

지에 대한 평가 자료를 이용하여 학술지 평가의 결정요인을 다중회귀분

석에 의해 진단하였다. 분석모델은 기본 요건과 표준 척도로 구성되며, 

학문 전 분야에 관한 분석모델에 따른 회귀계수는 <표 6>에서 제시되고 

있다. 분석 결과는 회귀결정계수(R2
adj)값에서 알 수 있듯이 모델은 종속

변수인 학술지 평가점수의 변량에 대해 통계적으로 매우 유의미한 정도

(17.6%)를 설명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다공선성

(multicollinearity)의 가능성에 대해 다결정계수방법(multiple R2 meth-

od)을 사용하여 분산의 변동 요소(variance inflation factor: VIF)를 

통제하였다. 그 결과 각 독립변수의 분산에 따른 변동 요소의 크기는 최

대치가 1.856에 머무는 등 낮은 수준이기에 다변량 회귀분석에서 흔히 

나타나는 독립변수 간 상관관계의 문제는 포함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4가지 기본 요건 가운데 연간 발행 횟수와 등재학술지 유지 기간 및 유

료회원 수의 회귀계수는 t 검증 값을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하며, 여타 



학술지 평가제도와 관리체계에 관한 연구 | 서문기  43

변수들이 통제되었을 때 모두 정의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연간 발

행 횟수 및 등재 유지 기간은 유의수준 0.05에서 타당한 것으로 나타나

고 있으며 계수효과가 비교적 비슷한 수준이라고 추정할 수 있다. 일정 

기간 축적된 논문 수와 학술지 평판도의 누적효과에 의해 더 좋은 논문들

이 많이 투고될 개연성이 높아진다고 볼 수 있으며, 향후 평가지표에서

도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학회의 유료회원 수가 많을수록 학술지 

평가점수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학회의 실질적인 규모에 의한 영향력을 

의미하며, 해당 학문 분야에서의 비중을 반영하여 대표성을 가질 확률이 

높기 때문이다. 다만 여타 변수와 비교하여 계수효과는 상대적으로 작다

는 점은 고려할 필요가 있다. 반면에 모든 조건이 같다면, 연간 논문 편

수가 증가할수록 학술지 평가점수도 높아지는 것으로 보이지만 변수 자

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다. 이는 학술지 평가에서 단순히 양적 

기준에만 의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국학술지인용지수의 핵심 변수인 영향력, 중심성, 즉시성 지수는 모

<표 7> 학술지 평가모델의 회귀분석 결과(사회과학 분야)

독립변수
학술지 평가점수(종속변수)

b SE VIF

상수 75.120(56.851) - -

연간 발행 횟수  .121**  .067 1.822

연간 논문 편수 -.170  .155 2.623

등재 유지 기간  .156  .138 1.412

유료회원 수  .072  .094 1.478

영향력 지수 1.173*  .783 2.135

중심성 지수  .635**  .351 1.792

즉시성 지수 1.516*  1.082 2.651

R2adj      .156***

F 3.765

N   812

주: *P＜0.1,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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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학술지 평가점수에 정의 방향으로 유의미하게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평가체계에서 중요한 요소임을 확인할 수가 있다. 학술지 

평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세 가지 인용 지수 가운데 즉시성 지수가 

가장 큰 계수효과를 가지며 다음으로 영향력 및 중심성 지수의 순서로 영

향을 미치고 있다. 단순히 피인용 횟수에만 의존하거나 학술지 평판도 

자체보다는 논문의 인용 또는 순환 속도가 학술지 평가점수에 좀 더 중요

한 변수가 되는 것이다.

<표 7>에서는 사회과학 분야의 학술지 평가점수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중회귀분석 결과를 보여주고 있는데, 학문 전 분야에 대한 추정과는 

다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기존 분석에서 정의 계수효과를 보여준 

등재학술지 유지 기간은 같은 방향을 제시하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유료회원 수의 계수효과도 학술지 평가

점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계적 유의성에 다

소 차이가 있다. 전체 학문 분야의 분석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난 변수는 

학술지의 연간 발행 횟수이며, 학술지 평가점수에 대해 유의미한 정의 

효과를 가진다. 세 가지 핵심 인용 지수는 사회과학 분야에서도 모두 학

술지 평가점수에 정의 계수효과를 보여주며, 계수의 상대적 비중도 즉시

성, 영향력, 중심성 지수의 순서로 동일하게 구성된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흥미로운 분석 결과는 연간 논문 편수가 학술지 평가점수

에 부의 계수효과를 나타내고 있다는 점이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지만, 논문의 양과 질이 반드시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을 함의한다.

IV. 학술지 관리의 개선방안 

본 연구에서 제시한 분석 결과에 기초하여 등재학술지 평가제도의 개

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문 분야별 적정 등재(후보)학술

지 비중을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수량 규제가 필요한 분야에 대한 조정방

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등재 제도의 질 관리 기능을 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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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여 국내 학술지의 경쟁력을 높이고 학계의 자율성과 학문 영역별 특

수성을 존중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설계하여 자율적인 평가 역량을 높일 

수 있다. 아울러 등재(후보)학술지 간 변별력 확보를 통한 국내 우수학술

지를 육성하는 데도 기여가 크다고 할 수 있다. 

1) 학술지 구조

일반

학술지 ‣
등재후보

학술지 ‣
등재

학술지 ‣
우수등재

학술지

2) 평가 구조

일반

학술지

신규평가(80점 이상)

등재후보

학술지

계속평가(85점 이상)

(우수)등재

학술지

계속평가(80점 미만) 계속평가(85점 미만)*

재인증(Fail)

<그림 1> 학술지 및 평가 구조

둘째, 내용 및 질 중심의 평가 요소를 확대하여 국내 학술지의 질적 경

쟁력을 강화해야 한다. 이와 관련하여 실태 점검의 정례화 및 평가 단계

의 체계화를 통해 자발적인 질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

직하다. 일반학술지의 신규 평가와 등재학술지의 재인증은 평가대상 자

료를 충분히 확보함으로써 지속적인 질 관리를 유도하는 것이 효과적이

며, 다만 최소한의 기본적 체계요건은 신청 자격으로 규정함으로써 질 

관리를 유지해야 한다. 셋째, 학문 분야별 특수평가 항목에 관해서는 평

가 기준에서 개별 학문 분야의 특성이 최대한 고려될 수 있도록 개선되어

야 한다. 특히 학문 분야뿐만 아니라 발행기관과 학술지의 특성 등도 함

께 반영하도록 하는 것이 종합적인 판단기준이 될 수 있다. 넷째, 등재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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술지에 대해서는 등급화 및 재인증의 제도적 활용을 통해 학술지의 질적 

수준을 제고하고 질 관리가 자체적으로 정착되어 평가 부담을 완화할 수

가 있다. 특히 학술지의 질적 수준 및 관리 실태를 기준으로 평가 주기를 

차등화하여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마지막으로 차별성이 부족한 기

존의 신규 및 계속 평가의 항목을 통합함으로써 단일 지표를 개발하여 적

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가 있다. 이를 통해 학술지 편집 또는 관리 담당

자의 평가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좀 더 예측 가능성과 일관성이 있는 평

가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으며, 평가 시기별 추진목표를 고려하여 배점 

기준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연구 환경 및 역량의 질과 관련하여 학술지 평가의 중요성이 점차 강

조됨에 따라 국내에서도 그동안 수행해 오던 평가 내용과 체계의 개선이 

요구되며, 이에 관한 명확한 원칙과 기준의 설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많

은 전문가는 국내 학술지 평가를 개혁하기 위한 가장 핵심적인 원칙으로 

시장경제 원리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14) 이는 시장

경제가 가지는 효율성 때문이지만, 학술지 평가에 시장경제원리를 도입

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조건들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첫째는 정부의 간섭배제 요건으로 정부로부터 독립적인 기관에 평가 

업무를 부여하는 것이다. 작은 정부를 미덕으로 간주하는 선진국들의 경

우 정부 부처의 관심은 학술지의 자율적인 발전을 지원하는 일에 두고 있

다.15) 실제로 일본 및 대만에서만 정부가 학술지 지원 사업에 직접 개입

하고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장단기 관점을 반영하여 평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는 발전모델이 요구된다. 둘째, 객관적인 평가 기

준과 합리적인 평가 방법의 확립이다. 정량적 평가지표에서는 진단할 수 

없었던 연구의 질과 관련된 평가를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정성적 평가지

14) 이창수 ‧ 김신영, ｢학술지 선정을 위한 평가요소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제15권, 경북

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3, 67-93쪽.

15) 백종섭 ‧ 박병식 ‧ 김태수, �국내외 학술지 발행지원 사업의 개선방안 관련 연구�, 한국

연구재단,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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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를 체계적으로 개발함으로써 학술지의 질적 측면에 대하여 올바르게 

평가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형식적인 평가에서 벗어나 평가의 본래 

의미를 잘 반영할 수 있는 평가 방법으로의 전환이 시급한 것이다. 셋째

는 학술지 간 선의의 경쟁 제고이다. 이는 학술지 평가를 통해 나온 결과

를 완전히 공개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때 유념해야 할 점은 경쟁 원리의 

도입이 곧 학술지의 서열화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영역별 

점수를 기초로 학술지들 사이의 순위를 매기지 않고 전문가 평가와 같이 

실제적인 결과를 통해 나타난 학술지의 평판도와 신뢰도만을 공개하더라

도 학술지 간의 경쟁을 충분히 유발하여 전문분야 연구의 개혁 및 질 개

선을 도모할 수 있다.

그러나 개선방안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많은 어려움이 상존한다. 우선 

전담 평가기구가 정부로부터 얼마나 독립적일 수 있는가가 가장 큰 애로

사항이 될 수 있다. 학술지 평가가 교육부의 학술지 재정지원과 완전히 

별개일 수 없는 이상 평가기구가 정부로부터 완전히 독립한다는 것은 현

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16) 평가를 수행하는 기구의 입장과 평가를 받

는 기관의 입장이 서로 다르므로 각각의 입장을 모두 반영하여 합리적인 

평가 기준 및 평가 방법을 수립하는 데 적지 않은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평가 결과를 공개하고 활용하는 과정에서도 평가대상 기관들이 평가 자

체를 거부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평가를 받는 기관 중 일부

는 평가 결과가 학술지 관계자나 수요자들에게 완전히 공개되는 것을 원

하지 않기 때문이다.

V. 결론 및 함의

지금까지 국내 학술지 평가제도의 현황과 문제점 및 쟁점에 대하여 체

계적으로 살펴보고 경험적 분석과 심층적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을 검토

16) 유현숙, �고등교육 개혁을 위한 정부의 재정지원 사업 평가연구�, 한국교육개발원,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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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학술지 평가 자체는 기본적으로 분야별 학문의 발전을 추구하고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어야 한다. 이에 비추어 현행 평가제도에서는 

학술지의 특성화와 차별화를 반영할 수 있는 평가 항목의 보완이 시급하

다. 다양한 유형의 학술지들을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평가를 한다면 창

의적 활동과 실질적인 콘텐츠보다는 점수 위주의 함정에 빠져 형식적인 

평가에 머무를 가능성이 많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학술지의 특성에 

따라 평가지표를 달리하는 방법을 조속히 마련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

어 연구 능력에서는 발표논문의 편수보다는 논문 내용의 질적 수준을 반

영할 수 있는 잣대가 개발되고 연구자의 몰입도와 지속성을 평가하는 항

목들도 개발되어야 한다. 이는 학술지의 성과를 측정할 때 평가의 기준

을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 평가의 내용과 방법 및 결과가 달라지기 때

문에 매우 중요한 쟁점이라고 할 수 있다. 

전통적으로 학술지 평가체계와 관련하여 투입, 과정, 산출의 변인 가

운데 산출의 비중이 가장 높은 편이다.17) 각 프로세스 사이의 상관관계

가 높을 것이라는 신념과 산출 결과가 투입이나 과정과 비교하여 평가하

기가 쉽고 정량화에 따른 객관성을 확보하기가 쉽기 때문이다. 그러나 

정량적 평가는 학술지를 획일화시키는 역기능으로 다양화를 저해시키며, 

국제지형에서는 이미 산출보다 투입 및 과정에 많은 평가 비중을 두는 방

향으로 전환되는 추세이다.18) 요컨대 해당 학술지가 얼마나 좋은 연구 

성과를 제공하느냐의 여부가 중요한데, 결과물 중심의 정량적 지표로는 

이를 정확히 측정할 수가 없다. 다만 정성적 지표는 평가자의 주관적 판

단이 개입될 여지가 많기에 평가 근거에 대한 적실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

으며, 학계 전문가를 중심으로 구성되는 학술지위원회에 일정한 권한과 

역할을 부여하여 평가의 공정성을 유지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분

17) Rousseau, R., “Journal Evaluation: Technical and Practical Issues”, Library 

Trends 50(3), 2002, p.418-439.

18) 심광보 ‧ 하창식 ‧ 이성철,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육성지원 사업추진방안 연구�, 한국연

구재단,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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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별 전문평가단을 운영하되, 학술지 관리 및 연구 경험이 많고 도덕성

을 겸비한 연구자로 자격을 강화하거나 평판도가 높은 명예교수의 식견

을 활용하여 학술지의 평가 과정에 반영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학술지 평가의 소요 기간 및 비용의 측면에서 볼 때, 평가를 통해 미흡

한 점을 수시로 보완하면서 관례적인 활동으로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

하다. 특별히 준비 작업을 하지 않고 평상시의 학술지 운영을 있는 그대

로 평가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여기에 객관

성과 정확성이 높은 평가 방법이 개발되어 적용된다면 평가의 타당성을 

확보하게 된다. 학술지 평가의 결정요인에 대한 다중 회귀분석 결과는 

연간 발행 횟수, 학술지 등재 유지 기간, 회원 수, KCI 등이 의미 있는 변

수임을 보여주고 있다. 현황 평가만이 아니라 학술지의 미래 트렌드 분

석과 전문가 대상의 설문 및 면접조사 등 다양한 평가 방법을 병행하는 

것도 학술지 평가에서 중요한 자산이 된다. 

이와 같은 노력은 등재학술지 제도가 양적 중심에서 질적 중심으로 전

환하는 계기를 마련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지 평가 

자체에 대한 신뢰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 아무리 독립적이고 자율적

인 기구의 평가 결과라 할지라도 평가 주체와 대상자가 믿을 만한 경우에 

재정지원이나 완전 공개가 무방할 것이다. 반대로 그동안 학술지 평가가 

대상자들에게 신뢰를 주지 못했기 때문에 평가대상의 기관들도 결과에 

대해 만족하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자율적인 전담 기구가 전문가집단

과 함께 객관적인 공정성을 갖는 평가 기준 및 방법을 확립하고 신뢰할 

수 있는 평가 결과를 공개한다면 학술지 평가제도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

을 것이다.

학술지 개선안이 어떻게 실천에 옮겨지고 또 학술지의 평판도 및 신뢰

도가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에 관한 성과분석은 학술지 평가체계의 지속

가능성과 연계된다. 학술지가 연구의 보편성과 수월성을 증진하기 위하여 

자구노력을 얼마나 하였느냐를 평가함으로써 학술지의 잠재적 발전 능력

을 개발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학술지 평가는 종합점수나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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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제시보다 영역별 평가 결과에 주안점을 둘 필요가 있다. 항목별로 이

루어진 평가 결과를 토대로 학술지의 전반적 수준을 판단하기 위해서는 

총점으로 측정할 수밖에 없지만, 항목별 평가 결과를 단순 합산한다면 평

가 항목별로 갖는 실제적인 가치의 차이가 간과된다. 경우에 따라서는 핵

심 지표에서 부실한 학술지가 우수등재지로 선정될 가능성도 있기에 종합 

평가에만 치중하기보다 영역별 중요성도 함께 고려해야 하는 것이다.

학술지의 평가 결과는 자율적인 학술지 운영을 개선하기 위한 자료 및 

정보로 최대한 활용될 수 있다. 평가의 의미가 학술지 수준을 확인하기

보다 개선하기 위한 것이라면, 평가대상이 되는 기관들은 평가 결과를 

학술지의 전반적인 운영 및 발간에 대한 기준으로 삼을 수 있다. 평가 결

과를 담당 기관장 책임 아래 온라인에 공개하여 학술지 운영개선과 평판

을 위한 자료로 다양하게 활용성을 높일 수가 있다. 곧 학술지에 대한 선

택권 보장을 통해 선의의 경쟁의식을 고취하고 평가 결과에 대한 신뢰성

을 확보함으로써 구태의연한 학술지 운영에서 탈피하기 위한 정책 입안

의 토대가 될 수 있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는 학술지 평가 결과 및 개선 노

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자료창고의 효율적인 구축 및 운영 방안

이 필수적이다. 선행 평가 결과는 추후 평가의 기초 자료가 되며 광범위

한 적용 범주를 바탕으로 평가지표별 학술지 실태조사를 수행할 수 있다

는 점에서 누적효과가 배가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학술지 평가의 궁극적인 목적이 학문적 발전에 대한 책무성을 향상하

는 데 있다면, 평가대상이 평가의 목표에 충실하게 도달했는지를 타당하

게 판단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기준들을 상세하게 설계하여 체계적으로 

마련할 필요가 있다. 각 학술지가 제시하는 연구의 이념과 목적의 타당

성을 평가하고, 그 목적의 달성에 적합한 여건을 마련하여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를 질적으로 평가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러한 전환

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평가자들이 사적인 이해충돌

(conflict of interest)을 떠나서 학술지의 본질과 기능을 충분히 이해하

고 학술지 운영의 이론과 실제에 대해 상당한 전문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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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ournal Evaluation: Issues and Alternatives

Suh, Moon-Gi

The recent excessive quantitative expansion of academic journals entails 

serious side effects such as simplicity and formality for resource management, 

which allows the evaluation system to be revised. Although the relevant 

issues are critical, there are few previous studies which can produce 

evaluation models and in-depth insight by systematic research design or 

empirical analysis. Against this backdrop, the present study systematically 

diagnoses the problems of evaluation criteria and evaluation methods for 

journals, and suggests appropriate ways to reform the evaluation system. 

The essence of journal evaluation is premised on the following two 

propositions: First, it requires autonomous control of the research milieu. 

Second, academia is in pursuit of qualitative improvement and accountability 

of research activities, which effectively guarantee research excellence and 

added valu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identify the number of annual 

publications, the period of registration, the number of paid members, and 

the KCI as the critical determinants of journal evaluation, which provide an 

opportunity to convert quantitative to qualitative one. If the goal of journal 

management is to increase competitiveness and trust by evaluating the 

quality of research, the standards based on the rationale that can reasonab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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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termine whether these objectives are being substantially achieved are 

designed in detail for its own color. 

Key Words : Academic Journal, Evaluation, Critical Issues, Determinants, 

Alternative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