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편협 제6회 논문작성 워크숍 (2016년 1월 30일)

사례로 본 표절과 대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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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 출판윤리위 위원장

Misconduct(부정행위)
• Research misconduct
– Fabrication (날조),
– Falsification (변조)
– Unethical research
(비윤리적 연구)

날조, 변조, 표절: 범죄행위
Editors can't turn back the clock

• Publication misconduct

– Plagiarism (표절)
– Biased/selective reporting
(비뚤림 보고)
– Authorship abuse (저자되기 남용)
– Redundant publication (중복출판)
– Undeclared conflict of interest
(이해관계 미보고)
– Reviewer misconduct (심사자 부정)
– Abuse of position (지위의 남용)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UK)

의편협 출판윤리 활동

의편협 활동

• 창립: 1996년 3월 28일
– 회원(2015년 12월 현재) 255개 학술지 발행 학회 및 대학
– 개인회원: 45명
– 특별회원: 17개 회사(출판사 등)
• KoreaMed 등재 학술지 수: 214종 (22.1만 records)
• KoreaMed link out 학술지: 197 종
• KoreaMed synapse 등재학술지: 136 종 (5.2만 records)
• 학술지 평가, 재평가 사업 (1997~)
• 각종 교육, 심포지엄, 워커샵, 편집인 아카데미
• KoreaMed, KoreaMed synapse database, Komci 사업 (2001. 9~)
• KoreaMed 1일 평균 접속횟수: 1,100-1,800회/일
• 출판윤리위원회 신설(2006. 7 ~)
• WPRIM/APAME 지원

• 2006년 이전

• 2006년

• 2006년 이후

• 중복출판문제제
기
• 중복출판 만연
• 출판윤리 강조
– 국내발표번역 • 의편협 출판윤리
위 구성
후 외국발표
• 중복출판 감소
• 의학 논문의 이
중게재/중복출판
• 저자되기 문제
에 관한 공식 입
장 발표
– 의편협,

– 대한의학회)

의편협 들어온 질문, 판정 의뢰 (2006-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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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저작권, 특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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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제정 출판
•
•

<의학논문출판윤리 가이드라인>
발간08년 01월: 초판,
2013년 3월: 2판 발행

•

<이중게재 사례집 발간> 2011년
8월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
석> (2014년 3월)

국내 중복출판 현황(2004-2009)
Dulpicate publication rate (%)

KoreaMed since 1997 -----------------------------------> to now
KoreaMed Synapse since 2007-----------------------------> to now
Indexing KoreaMed to Google Scholar since 2008----------------> to now

Start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and campaign for preventing duplicate
publication by KAMJE since 2006

8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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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5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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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1
0

2004

2005

Kim SY, Bae CW, et al JKMS, 2014, 2월호

2006

Year 2007

2008

2009

표절

제1장 연구출판윤리의 개념
제2장 생명윤리
가. 관찰연구의 윤리
나. 실험적 연구의 윤리
제3장 연구윤리
가. 날조, 변조
나. 표절
제4장 연구출판윤리
가. 저자됨
나. 이해관계
다. 중복출판
라.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제5장 연구출판윤리 관련 이슈
가. 위반자, 위반논문 처리
나. 연구출판윤리 위반 방지 대책
다. 지적재산권
라. 연구출판윤리 위반검색
마. 임상시험등록
부록

표절

• 정의:
–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ORI:2013,)
–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음
– 아주 경미한 인용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
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다양한 스텍트럼이 존재
• 대상
– 아이디어와 논문
• 문장 표절
– 다른 사람의 결과물, 문장 등을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사용
하면서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

의편협 가이드라인 (2013),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 인용과 표절
–
–
–

–
–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인용할 때
는 적절한 사용 원칙을 준수해야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
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verbatim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
용하면서 뜻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
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바꿔 쓰
기(paraphrasing)
다른 사람이 작성만 문서의 일부를 사
용하면서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요약(summarizing)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
(common knowledge)’인 경우는 인용
을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는 않
는다
표절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의편협 가이드라인:2013

• 텍스트 표절
– 복제 (verbatim plagiarism:
coping)
– 짜집기 표절 (mosaic plagiarism)
(summarizing)
– 말 바꾸어 쓰기 표절
(Inappropriate
paraphrasing/summarizing)
– 잘못된 전문인용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표절 1: 복제의 예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표절 2: 짜집기의 예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표절 3: 말바꾸어쓰기의 예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표절 4: 잘못된 전문인용의 예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데이터 표절

황은성: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2014.7.25 과편협 워크숍)

과편협: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표절에 대한 검색, 처리 과정
•

발견

•

판정

–
–
–

–

–
–
–
•

학계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표절을 발견하는데 가장 커다란 역할
일부 소프트웨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내의 동일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Crosscheck과 eTBLAST가 있다. Crosscheck는 CrossRef에서 운영하
는 대표적인 표절 적발 프로그램으로 iThenticate software가 CrossRef에 있는 논문을 검색
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며 프로그램이 전체 내용을 비교 단위인 "fingerprint"로 만들어서 시행
한다.

판정의 주체는 개별 학회의 간행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윤리위원
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 학회에서 표절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편협 연구출판윤리위
원회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판정 주체는 아래와 같이 표절의 정도에 대해 판단 할 수 있다.
경미한 표절 : 일부 표절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 짧은 구절을 복사한 정도의 표절
, 자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등)
중대한 표절 : 표절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시한 경우)

추후 조치

의편협 가이드라인:2013

is a free text similarity service search engine currently offering access to the MEDLINE database,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 CRISP database, the Institute of Physics (IOP) database, Wikipedia, arXiv, the NASA technical reports database, Virginia Tech class de
scriptions and a variety of databases of clinical interest. It is continuously expanding with additional text-based databases. eTBLAST search
es citation databases and databases containing full text, such as PUBMED. The eTBLAST server compares a user's natural text query t
o target databases using a hybrid search algorithm consisting of a low-sensitivity weighted keyword-based first pass followed by a novel s
entence-alignment based second pass. eTBLAST is a free web-based service of The Innovation Laboratory at the Virginia Bioinformatics Ins
titute.
eTBLAST, as a text similarity engine, made possible a large study of duplicate publications and potential plagiarisms in the biomedical liter
ature. Thousands of random samples of Medline abstracts were submitted to eTBLAST, and those with the highest similarity were studied
and entered into an on-line database. This study is on-going, with the database maturing as the entries are manually inspected and classif
ied. This work revealed several trends, including an increasing rate of duplication in the biomedical literature, as reported in the journals Bi
oinformatics, Anaesthesia and Intensive Care, Clinical Chemistry, Urologic Oncology, Nature, and Science.
eTBLAST

[1][2]

[4][5]

http://en.wikipedia.org/wiki/ETBLAST

[3]

[6]

[7]

[8]

[9]

[10]

권오훈: Cross-check란? 의편협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12년 2월 16일)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iThenticate 이용자 메뉴엘
• 부록 2가지 참조
– 출처:

• 신원데이터넷
• 아이패러다임스 코리아

(의편협 웹싸이트 Resources for editors에 자료 공개됨)

ithenticate summary의 예

참고문헌 포함

동일 방법론
결론: similarity index
숫자가 문제가 안됨,
편집자가 판단 필요

Cross-Check 결과 표절 검색 (출판 후)의 예
독자가 자기 논문 (B잡지)이 A잡지에
표절되었다고 제보함

Cross-Check 실시

다른 C, D 논문의 표절
부분도 발견 됨

A 논문의 Cross- Check결과

Cross-Check 사용 예

Korean Journal of Anesthesiology (KJA)

남순호: Cross-check사용 예. 의편협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12년 2월 16일)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조경자: Cross-check사용 예. 의편협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12년 2월 16일)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Korean J Lab Med
김정호: Cross-check사용 예. 의편협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12년 2월 16일)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최재석: CrossCheck를 사용한 JEET 저널의 유사성 분석. 과편협 The 12th Editors' Workshop (13년 12월 5일)

윤태웅: 크로스체크를 사용한 논문유사도검색. 제1회 출판윤리 워크숍 (생명과학분야) (13년 2월 21일)

김정호: Cross-check사용 예. 의편협 제5회 의학학술지 편집인 아카데미 (12년 2월 16일)
http://www.kamje.or.kr/workshop.php?workshop=workshop_120216

• CrossCheck는 CrossRef의 대표적인 표절 스크리닝 서비
스로서 의편협에서는KoreaMed Synapse에 참여하고 있
는 모든 학술지들에게 기본으로 제공된다.
• CrossCheck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는 자료를 찾아 주기는 하지만 CrossCheck 만으
로는 표절을 찾아내지 못한다.
•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구출판윤리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
를 판단하는 것은 편집인 혹은 편집위원회의 몫이다

표절 관련 이슈
• 표절과 지적재산권
•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용
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을 위반했다고 간
주하지 않는다. 반면 저작물의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일부 저작권법
을 위반한 것이다. 이때 저작권 해석은 출판된 것에 국한되지 않으
며, 연구제안서같이 출판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이 발효된 것으로 간
주한다
• 적절한 인용과 따옴표의 사용으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법을 위반할 수
있다.

• 문장 재사용 (자기표절)
•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이미 쓴 문장
이나 데이터를 새로운 글을 쓰면서 그것이 이미 쓰여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 하지만 이 용어는 이중게재부터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까지 넒
은 부분에 대한 지칭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 최근 Lancet에서는 자기표절대신에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이 연구출판윤리 위반인지 여부는 재사용
정도와 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

Open access, 표와 그림 인용
•
•

Open access (OA) is the practice of providing unrestricted access via the
Internet to peer-reviewed scholarly journal articles.
A Creative Commons license is one of several public copyright licenses
that allow the distribution of copyrighted works.

• Open Access:
1. Creative Commons license Non-Commercial license (NC)
1) 비영리학술지 (예; 학회지): 허락없이 사용 가능, 출처는 기재 (마크: OA-nc)
2) 영리회사에서 발행(예: Elsievier): 허락받아야 함. 사용료 지불요구하면
지불해야
2.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License
출처만 밝히면 됨, 상업용, 비상업용 구분 없이 허락 필요 없음

Creative Commons
라이선스

http:/ / creativecommons.org/
http:/ / creativecommons.org/ licenses/ ?lang=ko

저작자표시
CC BY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올바르게 밝히기만 하면 사람들이 해당 저작물을 심지어
상업적으로도 배포, 리믹스, 변경, 활용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CC 라이선스 중 가장 허용 범위가 넓은 라이선스입니다.
저작물이 최대한 유통되고 이용되기를 바라는 경우에 추천합니다.
저작자표시-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BY- SA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올바르게 밝히고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경우
해당 저작물을 리믹스하거나 변경, 재가공할 수 있도록 허락하는 라이선스입니다. 이 라이선스는 종종 '카피레프트(Copyleft)'라 불리는 자유이용라이선스나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라이선스와 비교되곤 합니다. 원저작물에 기초해 만들어지는 모든 새로운 2차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가 적용되며, 따라서 2
차 저작물에 대해서도 역시 상업적 이용이 허락됩니다. 이 라이선스는 위키피디아에서 사용되는 라이선스로, 위키피디아 및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한
프로젝트의 콘텐츠를 활용 편집해 이용하고자 하는 자료에 추천합니다.
저작자표시- 변경금지
CC BYBY- ND
이 라이선스는 저작자를 표시하고 저작물이 수정 및 편집되지 않은 상태로 제공되는
한 상업적 및 비상업적 목적의 재배포를 모두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CC BYBY- NC
이 라이선스는 비상업적 목적일 경우에 한해 저작물을 리믹스, 변경,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2차적 저작물은 반드시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표시해야하며 마찬가지로 비상업적 용도로만 사용될 수 있지만, 2차적 저작물에도 반드시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동일조건변경허락
CC BYBY- NCNC- SA
이 라이선스는 원저작물의 저작자를 밝히고 2차적 저작물에도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는 한,
저작물을 비상업적 용도로 리믹스, 변경하거나 재가공하는 것을 허락합니다.
저작자표시- 비영리- 변경금지
CC BYBY- NCNC- ND
이 라이선스는 6개 CC 라이선스 중 가장 제한이 많은 라이선스입니다. 원저작자를 밝히는 한 해당 저작물을 다운로드하고 공유하는 것만 허용되며,
어떠한 변경도 가할 수 없고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도 없습니다.

JKMS 예
Proprietary Rights Notice for
Journal of Korean Medical Science Onlin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 Commercial
License (http:/ / creativecommons.org/ licenses/ by- nc/ 3.0/ )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 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 표 나 그림의 허가
• 학술지나 단행본이 상업출판사에 나온 경우는 반드시 허락을 받아
야 하고 대개 Copyright Clearance Center (CCC)
http://www.copyright.com/에 가서 받는다
• Creative commons license non-commercial 인 경우 우리 나라 학
술지를 인용하는 학술지가 비영리 목적일 때는 허가가 필요 없다.
우리나라 학술지 논문 표라도 Elsevier 에서 출판하는 것과 같이 영
리 목적 학술지에서 사용하겠다면 허락을 우리 학술지 발행인에게
받아야 한다.
• 우리나라는 아직 CCC 같은 것이 없어서 향후 만들어야 할 과제이다.

출판윤리 위반자의 일반적인 처리
•
•

•

•
•

•

•
•

단순히 원칙에 대한 몰이해에 의한 경우 교육적 내용을 담은 설명서한
을 발송.

꾸짖음 (reprimand)의 편지와 함께 향후 부정행위에 대한 경고 서한 발송.

소속 기관장이나 연구비 지원기관에 공식 서한 발송.

중복출판 (redundent publication)이나 표절 (plagiarism)에 대한 공지의 글
발간.
부정행위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발간.

부정행위의 책임이 있는 개인, 단위, 및 기관에 대하여 일정기간 동안 원고
투고의 금지.

해당 논문을 학술지로부터 공식적 철회 (withdrawal) 혹은 취소 (retraction)
와 함께 타 학술지 편집인 및 색인기관에 통보.

적법절차에 따라 조사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General Medical Council이나
유사 기관에 보고.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취소, 자진철회
• Retraction(취소): 논문을 취소하는 행위(논문취
소, retraction), 논문취소의 대상이 된 논문(취소
대상논문, retracted article), 논문취소를 알리는

논문(취소논문, retracting article)을 모두 일컫는

명사형 용어

• 자진철회(withdraw): 논문 투고 후 학술지의 발
행 전에 저자가 투고논문을 철회하는 것

위반 논문의 처리(Retraction)

Retraction 레코드 처리 흐름도

Sample Correspondence for an Editorial Office
by Council of Science Editors
• The CSE Editorial Policy Committee, in collaboration with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as developed
sample correspondence that relates to specific situations that
journal editors may face. These drafts are suggestions that we
hope you will find useful. Feel free to copy and modify them
to fit your own needs. We will be adding to this list
throughout the year. Please send comments to
CSE@councilscienceeditors.org.

•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resourcelibrary/editorial-policies/sample-correspondencefor-an-editorial-office/

•
•
•
•
•
•
•
•
•
•
•
•
•
•
•
•
•
•
•
•
•
•
•

•Manuscript Overlap (before publication)
•Manuscript Overlap (after publication)
•Figure Duplication
•Request for Original Data
•Request for a Revised Figure
•Addition or Deletion of Author before Publication
•Addition or Deletion of Author after Publication
•Authorship Dispute
•Undisclosed Conflicts of Interest
•Clinical Trial Not Registered
•Request to Comply with RCT Reporting Guidelines
•Incomplete Information about Human/Animal Research Protections
•Reviewer Breach of Confidentiality
•Manuscript on Hold Pending Further Investigation
•Rejection of Manuscript after Journal Investigation
•Response When Editor Remains Concerned after Author Responses
•Response When Authors Have Responded Satisfactorily to Initial Concerns
•To Other Journal re: Duplicate Publication
•Response to Allegation (General)
•Request for Investigation by Author’s Institution
•Request for Funding Agency Investigation
•Response to Complaint about Reviewer
•Request for Investigation by Reviewer’s Institution

결론

대한의학회 의학논문의 출판윤리준수
선언 (2009)
대한의학회는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의학 발전’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의학연구, 전문 인력 양성 그리고 의료
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가

치관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의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는 의학 논문의 발표에 있

어,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하, 의편협)는 2008년 1월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한 바 있어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확
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

1.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규정『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한다.
•
•
•
•
•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

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3.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

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

리 위반자로 낙인 될 수 있으며 국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

5. 이중게재의 멍에를 면하기 위해,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통일양식』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6. 현 시점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연구출판윤리 위반방지대책

1) 연구자나 편집인 또는 연구기관 모두 연구 부정행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을
통하여 심각성을 교육한다.
2) 학술지나 관련기관에서는 모든 연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를 게시하고
이를 위반할 때 행해지는 제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3) 그리고 국가나 정부 부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윤리 위반을 검출하고 판정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예방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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