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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2Journal은 연구자의 성과를 평가하는 다양한 지표를 효율적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논문 등재를 위한 저널 추천 서비스 및 Fake 저널 확인 그리고 그 외 저널에 대한
다양하고 고유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S2Journal이란? http://s2journal.bwise.kr

저널 정보 통합 제공 서비스

http://s2journal.bwise.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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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서비스 제공 영역

1. 저널 통합 검색 서비스 및 저널별 상세정보 제공 (저널명, ISSN 번호, 출판사명, 등재간략정보

(DB명, 연도), OA저널 여부, 현재발간 여부, 발행국가, Fake journal 등)

2. 저널별로 기본 정보, 출판사 저작권 정책 정보(from SHERPA/RoMEO)

3. 저널 출판 소요시간(Journal Speed) 정보(from Elsevier, PubMed, DOAJ)

4. 저널 평가지표별(JCR, SJR, CiteScore, KCI)로 다양한 저널 랭킹 서비스 제공 (연도별, 주제 분

야별, 상위분포별 랭킹 정보 및 주제 분야별 요약 서비스)

5. DB별 마스터 저널 리스트 서비스 제공 SCI(E), SSCI, A&HCI, ESCI, CC(from Web of Science), Scopus,

Embase(from Elsevier), MEDLINE(from NLM), DOAJ(from IS4OA), KCI(from 한국연구재단) 등

6. 10,000여종이 넘는 OA Full Text 관리 등 정기적인 업데이트로 최신 정보 유지

7. 관심 저널 서비스, 저널 선택(추천) 서비스, 저널정보 일괄처리 서비스 등 다양한 툴 제공

8. 구독 기관의 내부 시스템과 저널 정보를 연계할 수 있는 API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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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접속 방법

POSTECH 도서관 홈페이지를 통해 접속

(교내 & 교외 이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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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1. 저널 검색

- “Physics”를 포함하는 저널 검색

- 검색 결과 리스트(좌측) 및 Fake 저널 리스트(우측) 제공

SCI급 등재 저널 사이트를 참고하여 교묘하게 유사 사
이트를 만든 후, 이를 통해 한 달 내 혹은 단기간에 등
재를 해주겠다고 광고를 하여 게재료를 챙기거나 논문
을 가지고 사라지는, 소위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를 출판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출판사와 저널
리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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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의 시작

(기존) 저자가 저작권을 출판사에 양도하고,
이용자는 구독료를 출판사에 지급하는 방식

지나친 상업화(가격인상)으로 인해 2000년대
부터 Open Access 운동 확산

OA 저널은 무료로 이용이 가능하지만, 논문의
심사 그리고 플랫폼 관리를 위해 저자에게
논문 게재료(APC)를 부담 – Golden OA

OA 저널이 증가하면서, 논문게재료에 대한 상업적 이익을 노린 OA 출판사 등장

OA 저널의 요구에 대한 악용으로 논문 심사도 없이 논문 게재료를 받아 이윤만을 챙기는
약탈적 학술지가 등장

약탈적학술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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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LWAN Editorial Board informs 

that sylwan(.)ibles(.)org is not any 

official version of our website and no 

correspondence (especialy spam 

mailings) is sent by the Board. We bare 

no responsibility for any submission or 

contact with its owners and 

administrators.

약탈적학술지소개



8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를 피하려면.

1. Pubmed와 같은 Index DB에서 정확한 이름 확인하기

2. Publisher 웹사이트에서 저널에 접속하기
(도서관 구독자원 리스트에 있는 출판사)

3. DOAJ – 오픈엑세스 Peer Reviewed 저널 및 링크 정보 제공

4. S2Journal Plus에서 저널 정보 확인하고, 관련 저널 추천 받기
(WoS, Scopus, Medline, DOAJ, Embase, Fake Journal 등 정보 제공)

약탈적학술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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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탈적 출판사 특징
1. 약탈적 출판사는 논문게재 확정, 저작권 동의서 후 모든 권한을 출판사 양도

시점까지 논문처리 비용을 밝히지 않음. 
2. 저자의 논문은 논문 처리비용 지급 이후에만 출판이 가능하여, 볼모로 잡힐

수 있음

약탈적 학술대회 특징

1. 학술대회 등록비를 받아 이익을 챙기고자 하는 출판사 / 학회 등장
2. 경력이 짧은 연구자를 겨냥
3. 학회 취소후 등록비 환불 안됨
4. 학회가 열리기는 하지만, 참석자가 적고 유명 연사 불참

약탈적 저널 투고시 대처 방안

1. 담당자에게 논문철회 및 철회 확인서 요청
2. 철회논문에 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비윤리적임을 주장
3. 무응답 또는 비용 요구시, 특정일(1주일)까지 철회 확인서가 없으면 ‘제출안함‘으로

간주한다는 이메일 발송
4. 마감일 이후에는 다른 저널에 논문 제출 가능
5. 모든 내용을 증거 문서로 보관

약탈적학술지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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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저널 상세 정보 제공

1. 저널이 포함된 지표 리스트
2. Copyright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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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저널 상세 정보 제공 - 출판소요시간

3. 저널 Speed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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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저널 상세 정보 제공 - 랭킹 4. Web of Science(JCR),
Scopus(SJR & CiteScore) 
해당분야 저널 랭킹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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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저널 상세 정보 제공
5. Impact Factor / CiteScore / SJR 

Value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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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2. 지표별 저널 랭킹

1. 년도 및 카테고리별 저널 랭킹 확인
2. 상위 1% ~ 100% 지정 및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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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3. D / O / A / S

저널별 담고 있는 내용에 대한 정보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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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D / O / A / S

1. 저널 상세 정보

2. OA(Article) 링크

3. 저널 스피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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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4. 마스터 저널 리스트 제공

1. SCIE – SSCI – A&HCI 
2. ESCI – CC
3. Medline 
4. KCI 등 마스터 리스트 제공

5. 월별 Update 정보 제공 및
다운로드 기능 제공

6. 전월 / 전년 비교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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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마스터 저널 리스트 업데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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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약탈적 학술지 리스트 제공 ★ Fake 저널&학술대회 상시 업데이트



20

주요화면

5. 관심저널 관리 및 비교 ★ 개인 계정 생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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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6. 논문 출판 동향 정보 1. 논문 출판과 관련된 유용한
정보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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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7. 저널 선택(추천) 서비스
1. 타이틀 및 Abstract 정보 입력

2. 가장 적합한 저널 추천
(지표 범위(%) 선택 가능)

*AI 기능을 통한 지속적인
학습에 의해 추천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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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8. 저널정보 일괄처리 (관리자 기능)
1. ISSN, 발행연도 입력 시 모든 지표 포함

여부를 한번에 확인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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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화면

9. 기관 이용현황 조회 (관리자 기능) 관리자 계정을 통해 기관의 이용현황을
조회 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070-4136-3610

yjchoi@jbrighten.co.kr

제품 시연: http://s2journal.bwise.kr

http://s2journal.bwise.kr/
http://s2journal.bwise.kr/
http://s2journal.bwise.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