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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간 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

2

출판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편집인의 노력
 출판윤리를 준수한 논문을 발간
 출간 이전에 윤리 문제가 제기되었을 때 문제의 심각성
에 따라 수정 요청, 게재 보류, 또는 게재 거부

 출간된 논문의 출판윤리 확보
 문제가 제기된 논문을 수정 또는 철회

 출판윤리 위반을 예방하기 위한 사전 교육
 투고(윤리)규정에 출판윤리에 관한 사항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제시
 위반 행위에 대한 강력한 후속 조치를 제정
 위반자에게 취해진 후속 조치를 독자에게 널리 공지
3

논문의 위, 변조에 대한 혐의
 논문에서 자료의 오류, 불일치 등이 나타나는 이유
 정직한 실수
 고의적인 위조 혹은 변조
 …

 연구기관 혹은 연구지원기관의 조사위원회에서 판정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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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논문에서 자료의 오류, 불일치 등이 확인되었을 때

 저자에게 알려 소명의 기회 제공
 필요한 경우 원자료 혹은 연구 노트 요청
 실수에 의한 사소한 오류인 경우 수정 논문을 재심의

 단순 수정으로 해결되지 않을 경우 해당 연구기관에
조사 요청





논문 심사를 보류하거나 게재 거부
연구기관의 조사위원회 조사 결과를 요청
실수로 판정되면 수정된 논문이 재투고되었을 때 심사
부정행위로 판정되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부정행위 처
리지침을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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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논문에서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혐의가 제기되었을 때
 편집인이 표절 혹은 중복게재의 여부 및 그 정도를 확인
 정도가 경미하다면 :
 저자와 협의하여 출처를 밝히고 적절하게 인용하는 수준으
로 논문을 수정한 다음 심사를 진행한다.

 심각한 수준이라면 :
 가능한 한 모든 저자에게 이 사실을 전하고 이에 대한 해당
학술지의 방침을 전달한다.
 부정행위를 저지른 저자들에 대한 사후 조치(게재 거부 후
일정 기간 동안 해당 저자의 논문에 대한 심사 거부 등)
 표절 당한 논문의 저작권자에게 통지
 저자의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통지하여 조사를 의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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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간 이전
 Accept (w/ or w/o revision)
 Reject
 Article Withdrawal
 Only used for Articles in Press (articles that have been
accepted for publication but which have not been formally
published and will not yet have the complete
volume/issue/page information)
 that include errors, or are discovered to be accidental
duplicates of other published article(s), or are determined
to violate publication ethics
 Withdrawn means that the article content (HTML and PDF)
is removed and replaced with a HTML page and PDF
simply stating that the article has been withdrawn
according to the Journal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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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간논문에 대한 후속 조치
 Erratum / Corrigendum (논문 정정)
 Expression of Concern (편집인 고지)
 Article Retraction (논문 철회)
 Article Removal (논문 삭제)
 Article Replacement (논문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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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rata / Corrigenda
 학술지 편집인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경우
정정문을 발행하여 오류를 바로 잡는다.
 편집상의 실수가 발견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부분적인 계
산 또는 실험 과정의 오류가 발견되었을 때,
 저자 자격이 있는 사람이 저자 목록에 빠지는 등 저자
를 바로잡을 필요가 있을 때,
 논문 전체에서 극히 일부의 문장이 표절로 확인되는 경
우 원저자 또는 저작권자의 의견에 따라 출처를 밝히고
정확하게 인용하는 형태로 정정문을 발행할 수 있다. –
극히 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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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Concern (Editor’s Note)
 발간된 논문의 타당성을 의심할 만한 심각한 문제가 제기
되었으나 아직 확정적인 결론을 얻지 못했을 때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나 조사위원회가 열리지 않았을 때,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결과가 확정되지 않았을 때,
 소속 연구기관에서 저자의 연구윤리 혐의에 대해 조사를 거
부하거나 연구부정행위 조사 결과를 공개하지 않을 때,
 조사가 공정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판단될 때,
 저자들이 연구에 대해 서로 상충되는 견해를 표명하거나 해
당 분야의 전문가들이 서로 엇갈리는 견해를 표명하여 논문
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연구결과가 공공에게 혹은 논문을 읽은 독자에게 해악을 미
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될 때,

VIGOR (바이옥스 임상연구)





The Vioxx Gastrointestinal Outcomes Research Study
Bombardier, et al., 2000. NEJM 343(21),1520-8.
8076 명의 환자 대상 VIGOR 연구로 1999년 FDA 승인
바이옥스 투약 환자집단과 기존의 진통제 나프록신 투약
환자 집단과 비교
 나프록신의 단점: 위장장애
 나프록신의 장점: 심장병 예방

 결론1: 바이옥스는 나프록신에 비해 위장장애가 적다
 결론2: 바이옥스는 나프록신에 비해 심근경색의 위험이 4
배 증가한다.
 이는 바이옥스의 독성 때문이 아니라 나프록신의 예방
효과 때문이라고 해석

Expression of Concern by the NEJM editors
 In 2005, the editors of NEJM issued an EoC regarding an
article on Merck-sponsored Vioxx gastrointestinal
outcomes research (VIGOR ) (EoC: NEJM , 353:2813-4,
2005; article: NEJM , 343:1520-8, 2000).
 3 cases of Vioxx-triggered myocardial infarction that
were not included in the study, but that had been
known to the authors prior to its publication.
 The 3 excluded studies would have rendered some of
the interpretations of the data incorrect.

Jeffrey Drazen, editor of NEJM
“Articles are retracted when data are
discovered to be false. In this case, the data
were accurate, but not complete. We believe
that the Expression of Concern Reaffirmed
sufficiently communicated what we learned
and corrected the scientific record with the
publication of the additional data. As editors,
our major concern is the veracity of what we
publish. VIGOR was true, but it was not
complete. What was needed was to complete
the record. The Expression of Concern
Reaffirmed completes the reco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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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action
 잘못된 논문이 출판되었을 때 잘못되었음을 알리고 출판
된 논문 전체를 무시하라고 알리는 절차
 위조나 변조와 같은 연구부정행위 또는 계산이나 실험상의
실수로 인해 논문에서 제시된 결과의 타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명백한 증거가 확보되었을 때,
 표절 사실이 확인되거나 또는 연구가 비윤리적으로 수행되
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
 사전에 명백하게 밝히거나 승인을 얻지 않은 채 다른 매체
에 발표되었던 결과를 중복 게재한 것으로 인정될 때

논문 철회 방법
 철회 사유가 확인되면 편집인은 조속히 논문 철회 사유를
고지 (온라인 & 오프라인)
 철회된 논문을 인쇄본이나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에서 삭
제하지 않고 누구나 열람할 수 있도록 공개하되 철회된 사
실을 명백하게 알 수 있도록 한다.
 철회된 논문을 검색 목록에서도 해당 논문이 철회되었음
을 명백히 알아 볼 수 있어야 한다.
 논문이 실린 화면에서 논문 철회문 또한 쉽게 확인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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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고지문
 글머리에 철회하는 논문의 저자와 제목을 명시하여
철회되는 논문을 쉽게 연결할 수 있도록 한다.
 논문 철회의 이유를 가능한 한 구체적으로 명시한다.
 특히 철회의 사유가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것인지 정직
한 실수에 의한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한다.
 계산이나 실험 과정의 실수인 경우에는 어떤 과정에서
실수가 발생했고 그 결과 어떤 부분이 문제가 되었으며
논문의 어떤 부분은 이 실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는지
등을 적시한다.
 부정행위나 중복게재에 의한 경우 또한 그 내용을 사실
대로 정확하게 요약하여 독자에게 알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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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etracted Articles

Greineisen & Zhang 2012. PLoS ONE 7(10) e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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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etracted Articles

Fang et al. 2012 PNAS 109(42) 17028-17033.

45

An advice from a veteran editor
 Retraction should thus be reserved for studies that
involve scientific misconduct and severe errors
that are not discernible from the text.
 But when retraction is indicated editors should not
hesitate. There is no need for shame.
 Retractions are like corrections.
 Excellent publications—like the New York Times—
are full of corrections, whereas inferior
publications—like British tabloid newspapers—have
few.
 Everybody makes mistakes but not everybody
admits them.
R. Smith, BMJ. 2003; 327(7420): 883–8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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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ganizations & Resources for Editors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publicationethics.org/
A forum for editors and publishers of peer reviewed journals to
discuss all aspects of publication ethics. It also advises editors on
how to handle cases of research and publication misconduct.
 Code of Conduct , Best Practice Guidelines for Journal Editors.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COPE Flowcharts.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CSE's White paper on promoting integrity in scientific journal
publications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URM)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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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PE Flowcharts


What to do if you suspect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What to do if you suspect plagiarism





Suspected fabricated data in a submitted manuscript (Download PDF [84kb], revised May 2011)
Suspected fabricated data in a published article (Download PDF [84kb], revised May 2011)

Changes in authorship









Suspected plagiarism in a submitted manuscript (Download PDF, 80 kb)
Suspected plagiarism in a published article (Download PDF, 76 kb)

What to do if you suspect fabricated data





Suspected redundant publication in a submitted manuscript (Download PDF, 60 kb)
Suspected redundant publication in a published article (Download PDF, 84 kb)

Corresponding author requests addition of extra author before publication (Download PDF, 52 kb)
Corresponding author requests removal of author before publication (Download PDF, 52 kb)
Request for addition of extra author after publication (Download PDF, 60 kb)
Request for removal of author after publication (Download PDF, 68 kb)
Suspected guest, ghost or gift authorship (Download PDF, 76 kb)
Advice on how to spot authorship problems (Download PDF, 64 kb)



What to do if a reviewer suspects undisclosed conflict of interest (CoI) in a submitted
manuscript (Download PDF, 56 kb)
What to do if a reader suspects undisclosed conflict of interest (CoI) in a published article




What to do if you suspect an ethical problem with a submitted manuscript (Download )
What to do if you suspect a reviewer has appropriated an author’s idea or data (Download)



(Download PDF, 56 k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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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at to do if you suspect plagi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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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Plagiarism  Contact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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