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문 취소 (Retraction)

연세대학교 화학과 김용록

문제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와 제재의 예
잘못하여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부분에 대하여 교육적 서한 발송
향후의 부정행위에 대한 견책과 경고의 서한 발송
해당 기관장 혹은 연구비 지원 기관에게 공식적 서한 발송
중복출간 혹은 표절에 대한 고지의 글 게재
위반사항의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editorial) 게재
위반에 책임있는 저자개인, 연구진, 혹은 연구기관에 일정 기간 원고 투고금지조치
타 학술지 편집인과 색인기관에 알리면서 공식적으로 해당 학술지에서 삭제

→ Retraction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 6장 연구와 출판윤리 위반에 대한 처리’발췌

Retraction 이란 ?

논문 취소 (Retraction) 란 ?
논문취소 (Retraction)의 정의
Retraction 이란?
▪ 논문을 취소하는 행위
(논문취소, retraction)
▪ 논문취소의 대상이 되는 논문

을 모두 일컫는 명사형 용어

(취소대상논문, retracted article)
▪ 논문 취소를 알리는 논문

(취소논문, retracting article)
▷ 간혹 retraction의 우리말 대응어로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논문 투고 후 학술지의 발행 전에 저자가 투고논문을
자진철회 (withdraw)하는 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해, 논문의 ‘취소’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

논문취소의 목적
중복 출판, 표절, 등의 이유로 논문취소의 사례로 독자에게 알리는데 사용.
논문취소의 주요 목적은 논문을 거짓이 있는 저자를 처벌하기
보다는 논문을 바로잡고 논문의 진실성을 확보하기 위함.

논문 취소 (Retraction)
논문취소의 이유
부정행위 (Misconduct)
▷ 날조 (Fabrication)

실수 (Mistake)
▷ 방법론 오류
(Methodology error)

▷ 변조 (Falsification)
▷ 표절 (Plagiarism)

▷ 비재현성
(Not reproducible)

▷ 이중게재
(Duplicate publication)

▷ 표시 오류
(Presentation error)

▷ 윤리에 어긋나는 연구보고
(No ethics approval)

▷ 저널 오류
(Journal error)

논문 취소 (Retraction) 동향 : 국외
논문취소 동향
[Number of retracted articles for specific causes by year of retraction]

▷ 1990년까지 사기나 오류에 의한 취소논
문 숫자는 비슷하나, 지난 10년간 사기
에 의한 취소논문수가 급격히 증가
▷ 표절이나 이중개제에 의한 취소논문수
는 2005년부터 증가하는 경향

[Percentage of published articles retracted for fraud or suspected fraud by year of publication]
10-fold

▷ 사기나 사기로 의심되어 취소된 논문의
전체 논문에 대한 비율은 1975년보다
최근10배 가까이 증가

Fang FC, Casadevall A. PNAS. 2012;109:17028-17033

논문 취소 (Retraction) 동향 : 국외
논문취소 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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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ng FC, Casadevall A. PNAS. 2012;109:17028-17033

논문 취소 (Retraction) 동향 : 국외
논문취소 동향
Correlation between impact factor and retraction index.

▷ Impact Factor가 높은 저널일수록
retraction 비율이 높음

The 2010 journal impact factor is plotted against the retraction index as a measure
of the frequency of retracted articles from 2001 to 2010.
Retraction Index = (no. of retracted papers)*1000/total number of published papers.
Fang FC, Casadevall A. Infect. Immun. 2011;79:3855-3859

논문 취소 (Retraction) 동향 : 국내
우리나라 과학 학술지에서 게재 취소
KoreaMed에서 논문취소 건수 검색 (의학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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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논문취소 과정은?
Editors can be guided by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영국 출판윤리위원회

www.publicationethics.org
COPE는 1997년도에 창립한 전문가심사를 하는 학술지 편집인의 협의체로 학술기록의 진실
성유지를 위한 업무를 다룬다. COPE는 편집인들이 출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위반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기록하며 조사하는 일을 지원한다.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나 출판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위반 사안에 대하여 편집인들이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공명판
(sounding board)을 제공하는 것이다.

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논문취소 과정은?
▣ 학술지 편집자가 논문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1. 적합한 전후 참조, 허락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전에 연구결과가
게재되었을 경우

2. 결과가 믿을 수 없거나 위법범위의 결과가 있거나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3.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4. 비윤리적인 연구를 보고한 경우

COPE Retraction Guidelines, 2009

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 Flowchart
1. 다중 or 이중게재가 의심되는 경우
구독자가 이중발표에 대해 편집자에게 알림
증거자료를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해 계획을 구독자에게 알림

중복 혹은 다중성 정도를 확인

중요한 중복 혹은 다중성

중요치 않은 중복

교신저자에게 제출한 연구가 다른 곳에
발표된 적이 없고
또한 이중개제의 증거문서를 요구

저자 답신 있을 때

저자 답신 없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자에게 실망을 표현하고
저널의 입장을 표명/ 최초논문을 두번째 논문
에 언급하여 설명하고 최초논문과의 관련을
제시요구

결과, 행동에 대해 구독자에게 알림

COPE Flowchart

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 Flowchart
1. 다중 or 이중게재가 의심되는 경우
저자 답신 있을 때

저자 답신 없을 때
다른 저자와의 연락을 시도함

설명이 불만족스러울 때

설명이 만족스러울 때
or 저널의 불분명한 안내
or 초보연구자인 경우

저자 답신 없을 때
저자의 책임자 and/or
연구관리의 책임자에게 사건을
넘겨받는 것을 요구
답신 없을 때

답신 있을 때

다중 발표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거나 논문취소함
저자의 책임자 and/or
연구관리의 책임자에
게 통지

입장과 추후 조치에 대해 모든
저자에게 연락
조치에 대해
저자에게
알림

매 3-6개월에 소속기관
연락함

결과에 대해 구독자에게 알림

COPE Flowchart

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 Flowchart
2. 연구결과가 날조로 의심될 때
구독자가 날조된 데이터에 대해 편집자에게 알림

조사에 대한 계획을 구독자에게 알림
다른 평론가로부터 다른 건의를 들음

날조의 증거를 모음
원 데이터, 실험노트를 요구

저자 답신 있을 때

저자 답신 없을 때

다른 저자 연락을 시도
저자 답신 있을 때

설명이 불만족스러울 때

설명이 만족스러울 때

저자 답신 없을 때

저자의 책임자 and/or 연구관리의 책임자에게
사건을 넘겨받는 것을 요구

답신 없을 때

COPE Flowchart

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 Flowchart
2. 연구결과가 날조로 의심될 때

설명이 만족스러울 때

설명이 불만족스러울 때

답신 없을 때
소속기관 혹은 규제기관에 연락
할 예정이라는 것을 모든 저자에
게 알림

저자에게 사과/필요하다면
논문 수정하고 결과를 구독자에게
알림

규제기관에 연락하여 조사를 요구

저자의 소속기관에
연락하여 조사를 요구

답신 없을 때
답신 없거나 설명이 불만족스러울 때

저자가 날조함을 밝힘

저자가 날조하지 않음을 밝힘

논문 취소

저자에게 사과함

우려표명을 논문형태로 출판

결과에 대해 구독자에게 알림

COPE Flowchart

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 Flowchart
3.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구독자가 표절에 대해 의심된다고 편집자에게 알림

증거자료를 어떻게 조사할지에 대해 계획을 구독자에게 알림

표절 정도를 확인

짧은 구절부분만 표절함

표절이 명확
교신저자에게 제출한 연구가
최초/자신의 것이라는
그리고 표절에 대한 증거자료 제시 요구

저자 답신 있을때

저자 답신 없을 때

중립적인 입장에서 저자에게 실망과
저널의 입장 설명 및 수정계획의논

결과, 행동에 대해 구독자와
표절자에게 알림

COPE Flowchart

논문 취소 (Retraction) 과정 : Flowchart
3. 표절이 의심되는 경우
저자 답신 있을 때

설명이 불만족스러
울 때/표절판명일 때

저자 답신 없을 때

설명이 만족스러울 때
or
저널의 불분명한 안내
or
초보연구자인 경우

모든 저자에게 연락
하여 어떻게 할 것

다른 저자와의 연락을 시도
저자 답신 없을 때
저자의 책임자 and/or
연구관리의 책임자에게 사건을
넘겨받는 것을 요구

인지에 대해 알림

답신 없을 때, 매 3-6개월
소속기관에 연락
논문 취소 고려

저자의 책임자
and/or
연구관리의 책임자에
게 통지

입장과 추후 조치에 대해 모든저자에게 연락

조치에 대해
저자에게 통보함

결과에 대해 구독자에게 알림
COPE Flowchart

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논문취소 공지
▣ 논문취소 공지의 조건
▷ 취소대상논문을 가능한 곳 어디에나 연결
(ie, in all electronic versions)

▷ 취소대상논문을 명확히 표기
(‘논문취소(Retraction)’표제에 취소대상논문의 제목, 저자표시)

▷ 논문취소로 명확히 식별
(correction or comment와의 구별)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출판으로부터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빨리 게재되어야 한다.
COPE Retraction Guidelines, 2009

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논문취소 공지
▣ 논문취소 공지의 조건
▷ 모든 독자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한다.
(구독자에게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접근이 쉬어야 함)

▷ 취소논문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힌다.

▷ 논문취소의 이유를 밝힌다.
(부정행위와 실수를 구별)

▷ 불명예스럽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은 피한다.

COPE Retraction Guidelines, 2009

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 논문취소 공지의 형식
1.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형태
:취소대상논문의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나열하고, 그 논문의 출판
사항(게재년도, 권, 호, 페이지 정보)과 함께 논문취소이유를 간략히
서술하여 발표한다.

Retraction 공지 (Editorial retraction)

COPE Retraction Guidelines, 2009

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부분적 논문 취소 (Retraction) 예시
Science 14 October 2011:
Vol. 334 no. 6053 p. 176

예1. Science 최근호의 내용 : 일부만 게재 철회. 대개 이렇게 부분 게재철회는 매우 드물다.
저자가 일부 내용을 게재 철회 요청하여 편집인이 받아 준 것.
Science에서는 Letter라는 출판유형 아래 기술한다

DOI: 10.1126/science.1212182
Letters
Partial Retraction
IN OUR 23 OCTOBER 2009 REPORT, “DETECTION OF AN INFECTIOUS RETROVIRUS, XMRV, IN blood cells of patients with
chronic fatigue syndrome” (1), two of the coauthors, Silverman and Das Gupta, analyzed DNA samples from chronic fatigue syndrome
(CFS) patients and healthy controls. A reexamination by Silverman and Das Gupta of the samples they used shows that some of the CFS
peripheral blood mononuclear cell (PBMC) DNA preparations are contaminated with XMRV plasmid DNA (2). The following fi gures and
table were based on the contaminated data: Figure 1, single-round PCR detection of XMRV sequences in CFS PBMC DNA samples; table
S1, XMRV sequences previously attributed to CFS patients; and fi gure S2, the phylogenetic analysis of those sequences. Therefore, we are
retracting those fi gures and table.
ROBERT H. SILVERMAN,1* JAYDIP DAS GUPTA,1 VINCENT C. LOMBARDI,2 FRANCIS W. RUSCETTI,3 MAX A. PFOST,2
KATHRYN S. HAGEN,2 DANIEL L. PETERSON,2† SANDRA K. RUSCETTI,4 RACHEL K. BAGNI,5 CARI PETROW-SADOWSKI,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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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부분적 논문 취소 (Retraction)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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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 논문취소 공지의 형식
2. 학술지의 목차에 논문취소 기사를 일반 논문처럼 나열
Retraction: Coulomb Forces on DNA Polymers in Charged Fluidic Nanoslits

[Phys. Rev. Lett. 106, 068302 (2011)]
Derek Stein
(Received 16 June 2011; published 20 July 2011)
DOI: 10.1103/PhysRevLett.107.049901 PACS numbers: 82.35.Rs, 82.35.Lr, 82.39.Pj, 85.85.+j, 99.10.Cd

I recently determined that the analysis leading to the results in Fig. 2 of our Letter was performed incorrectly. A
correct analysis produces results that seriously undermine one of the main claims of the Letter, specifically the claim
that from the scaling of the size of a DNA coil with the physical height of a nanofluidic slit, we were able to
experimentally infer the size of the electrostatic depletion regions that reduced the effective slit height. Since this
claim is critical to our Letter, I wish to retract this Letter to avoid misleading the readership. I regret this error, and
sincerely thank S. Levy for bringing it to my attention.
예시. 게재철회 할 기사를 제목에 달았다.
보통은 게재 철회할 기사를 제목에 Retraction 다음에 단다

Phys. Rev. Lett. 106, 068302 (2011)

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 논문취소 공지의 형식
3. 취소논문 위쪽에 ‘논문취소(Retraction)’또는 ‘논문취소공지
(Notice of Retraction, Retraction Notice)’라고 표시
논문상에 Retraction 표시

논문상에 Retraction 표시

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 논문취소 공지의 형식
4. 전자 학술지 데이터베이스(e-journal database)에 취소논문에 대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고 전에 입력한 취소대상 논문과 hypertext link
하여 서로연결
:취소된 논문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는 것이 아님

논문 취소 (Retraction) 공지

논문 취소 (Retraction)
부적절한 논문 취소 (Retraction) 후 문제점
Not all retractions clearly labeled !

A third of publications retracted
from MEDLINE (2000-2010) are
not labeled as retracted on the
journal website !
(Steen, J Med Ethics, 37:249-53, 2011)

van Noorden, Nature 478:26-28, 2011

44%

논문 취소 (Retraction)
부적절한 논문 취소 (Retraction) 후 문제점
▣ 취소대상논문– still cited!

취소대상 논문들은 총 5503번의 인용, 취소대상논문당 30번 인용됨

Steen, J Med Ethics 37:688-692, 2011

Summary

논문 취소 (Retraction)
▣ 논문 취소 (Retraction)란?
▪ 논문을 취소하는 행위 (논문취소, retraction)
▪ 논문취소의 대상이 되는 논문 (취소대상논문, retracted article)
▪ 논문 취소를 알리는 논문 (취소논문, retracting article)
을 모두 일컫는 명사형 용어

▣ 학술지 편집자가 논문취소를 고려해야 하는 경우
▪ 적합한 전후 참조, 허락 또는 타당한 이유 없이 이전에 연구결과가 게재되었을 경우
▪ 결과가 믿을 수 없거나 위법범위의 결과가 있거나 명백한 오류를 가지고 있다는 확
실한 증거가 있을 경우
▪ 표절로 의심되는 경우
▪ 비윤리적인 연구를 보고한 경우

▣ 논문 취소의 공지
▪ 취소대상논문을 가능한 곳 어디에나 연결
▪ 취소대상논문을 명확히 표기 (‘논문취소(Retraction)’표제에 취소대상논문의 제목, 저자표시)
▪ 논문취소로 명확히 식별 (correction or comment와의 구별)
▪ 오해의 소지가 있는 출판으로부터의 악영향을 최소화 하기 위해 재빨리 게재되어야 한다.
▪ 모든 독자에게 자유롭게 공개되어야 한다. (구독자에게만 공개되는 것이 아니고 접근이 쉬어야 함)
▪ 취소논문의 저자가 누구인지 밝힌다.
▪ 논문취소의 이유를 밝힌다. (부정행위와 실수를 구별)
▪ 불명예스럽거나 명예를 훼손하는 진술은 피한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