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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철학 관련 국내 학술지: 『과학철학』, 『논리연구』, 『철학적분석』.

¡ 철학 일반 국내 학술지: 『철학』, 『철학사상』, 『철학연구』, 『범한철학』 등. (국내 철학 학술지 50종. KCI 기준)

¡ 과학철학 관련 해외 학술지: The British Journal for the Philosophy of Science, Philosophy of Science, Synthese, Erkenntnis, 
Foundation of Science, etc.

¡ 철학 일반 해외 학술지: Journal of Philosophy, Mind, Noûs, Philosophical Review, Philosophy and Phenomenological 
Research, Analysis, Australasian Journal of Philosophy, Monist, Pacific Philosophical Quarterly, Philosophical Quarterly, 
Philosophical Studies, etc. 

※ 어디에 투고하는 것이 좋을까요?

Ø 주제/다루고 있는 논문/게재율/소요시간/평가의 신뢰성

과학철학 관련 학술지



일반적인 투고 절차

※ 게재 확률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곳에 한번에 투고해도 될까요? 심사적합성이 무엇인가요?

※ Double/Triple Blind Peer Review, 개인 홈페이지에 논문 draft를 올리는 것에 대해서.

※ 심사 결과:

ü 게재가능/수정후게재/조건부게재/수정후재심/게재불가;

ü Accepted/Revised and Resubmit(Major Revision; Minor Revision)/Rejected

ü Desk Reject and Rejects without any comments.

¡ 단계1: 투고➔심사적합여부결정(편집인)➔심사위원선정(편집인).

¡ 단계2: 1차심사 ➔ 1차결정 ➔ 1차재투고 ➔ 2차심사 ➔ 2차결정 ➔ 2차재투고 ➔ …➔ 최종결정.

¡ 단계3: 교정본완성 ➔ 저자교정 ➔ 출판(Online�First)�➔ 출판(Inclusion�in�an�issue).



『과학철학』의 경우

¡ 투고에서 1차 결정까지: 1개월

¡ 투고에서 출판까지: 2개월

¡ 『과학철학』 게재율:�68.9%

해외학술지의경우

¡ 투고에서 1차 결정까지: 2-3개월

¡ 투고에서 출판(Online�first)까지: 9-12개월

¡ 투고에서 출판(Inclusion�in�an�issue)까지: ~3년

※ APA Journal Survey: https://blog.apaonline.org/journal-surveys/

※ 나의 경험-Synthese의 경우:

투고(18.03) ➔ 1차결정(18.06, major revision) ➔ 1차재투고(18.08)

➔ 2차결정(18.10, minor revision) ➔ 2차재투고(18.11) ➔ 최종결정(18.11, accepted)

➔ Online first(18.12) ➔ Inclusion in an issue(21.01)

소요시간

https://blog.apaonline.org/journal-surveys/


평가기준

『과학철학』의 경우

1. 논문의 문제의식이 명료한가?

2. 논자 고유의 해명이나 분석을 시도하였는가?

3. 논지 전개가 논리적인가?

4. 논문의 내용과 형식의 완성도는 어떠한가?

5. 관련 문헌들에 대한 이해와 활용이 적절한가?

6. 국내 연구자의 선행연구를 인지하고 적절히
활용하였는가? (이 평가항목이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하는 경우 X로 표기)

Review Sheet SYNT: General Judgement

1. Is the subject of the article within scope of the journal? 

2. Are the interpretations/conclusions sound and justified by the data? 

3. Is this a new and original contribution? 

4. Does the title clearly and sufficiently reflect its content?

5. Are the presentation, organization and length satisfactory?

6. Can you suggest brief additions or amendments (words, phrases) or an 
introductory statement that will increase the value of this paper for an 
international audience? 

7. Can you suggest any reductions in the paper, or deletions of parts? 

8. Is the quality of the English satisfactory? 

9. Are the illustrations and tables necessary and acceptable? 

10. Are the references adequate and are they all necessary? 

11. Are the keywords and abstract or summary informative? 

12. Is the paper acceptable for publication? (a) in its present form? (b) with 
minor revisions? Should the paper be reconsidered after major revision? 
Is it unacceptable for publication?

※ 영어 문제

Ø English Editing Service: e.g. Wiley Editing Service.

https://wileyeditingservices.com/en/article-preparation/?utm_source=wol&utm_medium=backlink&utm_term=ag&utm_content=prep&utm_campaign=prodops


약탈적 학술지(PREDATORY JOURNALS)

¡ Predatory/Hijacked Journals

¡ [Submit Your Paper….]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Social Science and Humanities Open [?]

¡ Beall’s List 

Ø https://beallslist.net/

Ø British Open Journal of Philosophy, International Journal of Philosophy; Advances in Philosophy, etc.

¡ 건전학술활동지원시스템: https://safe.koar.kr/

¡ Index가 분명하고,되도록 주변 선생님들께서 출판한 적이 있는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이 안전.

https://beallslist.net/
https://safe.koar.kr/


국내대학원생의 논문 쓰기-1

¡ 우리는 왜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해야 하는가? 
Ø 우리는 어떻게/무엇으로 평가받는가? 

Ø 연구 분위기/취업 시장/연구자의 변화

¡ 우리는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투고할 수 있는가?

Ø 해외 학술지 문턱을 낮추는 방향으로 연구 인프라의 변화

Ø 훌륭한 국내 대학원 출신 연구자들; 국내 대학원 연구자들의 연구 능력 향상

¡ 우리는 왜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기 어려운가?
Ø 연구 능력과 영어 능력? 학술지와 투고 논문의 수? 철학 특유의 연구 방법?

Ø 인터넷 등으로 인해, 해외 저널 출판의 형식적 제약은 거의 사라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왜?
Ø 국내 대학원 연구자들의 연구는 매우 새로워 보일 수도, 매우 낡아 보일 수도 있다.

Ø 매우 새로워 보이면 맥락 밖에 있다고, 매우 낡아 보이면 맥락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 받기 쉽다.



국내대학원생의 논문 쓰기-2

¡ 고립과 속도
Ø 국내 대학원 연구자들의 연구는 매우 새로워 보일 수도, 매우 낡아 보일 수도 있다.

Ø 매우 새로워 보이면 맥락 밖에 있다고, 매우 낡아 보이면 맥락을 따라가지 못한다고 평가 받기 쉽다.
Ø (다른 학문과 매우 비슷하게, 혹은 최소한 저의 연구분야에서는) 관련 연구의 속도는 논문 출판 속도를 압도한다.

¡ 나의 최근 경험
Ø draft, “Confirmation and Accuracy” 완성. 투고 직전 관련된 논증이 제시되었다는 것을 알게 됨.

Ø 나는 왜 몰랐을까? 나의 draft는 왜 이리 늦어졌을까?

¡ 연구 네트워크
Ø 연구 네트워크 builder가 되거나, 연구 네트워크의 구성원이 되어야 한다.
Ø 어떻게 연구 네트워크 구성원이 될 수 있는가?



국내대학원생의 논문 쓰기-3

¡ 일단,구독.
Ø Philpapers.org/setting/my toolbox

Ø 관심 철학자 홈페이지 구독

¡ 읽기와 쓰기

Ø 언제나 할 말을 생각하며 읽고, 할 말이 생각나면 빨리 써라.
Ø 논문 작성 시간과 논문의 질은 같이 가지 않는다.

¡ 배포
Ø 썼으면 배포해라.

Ø 국내 연구자든, 해외 연구자든 관련된 연구자에게 논문을 보내 봐라.



Q&A

저역시계속시행착오를겪고있습니다.

함께이야기해봐요.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