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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및 발제]
국내 과학 논문에서의 표절
[토론 1]
표절의 처리 사례와 문제점

3:00-3:50

[종합토론]

3:50-4:00

휴식

4:00-4:30

4:30-5:00

[토론 2]
크로스체크(CrossCheck)를 사용한 논문 유사도 검사
[토론 3]
한글논문을 위한 표절 검색방법의 구축

5:00-5:30

[종합토론 2]

5:30-5:40

[결론도출 및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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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태웅 (고려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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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편협 출판윤리포럼2 [발제]

조은희
(조선대학교 생물교육과)

Survey of Retracted Articles (I)
 Misconduct accounts for the majority of retracted
scientific publications.
 Fang et al., 2012, PNAS, 109(42) 17028-17033.
 Reviewed all 2,047 biomedical and life-science
research articles indexed by Pubmed as retracted on
May 3, 2012.
 21.3 % because of error
 67.4 % attributable to misconduct
 Fraud or suspected fraud (43.4%)
 Duplication (14.2%)
 Plagiarism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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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etracted Articles

Fang et al. 2012 PNAS 109(42) 17028-1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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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tracted for fraud, plagiarism, or duplication

Fang et al., PNAS 2012: 109(42); 17028-1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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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IF of Retracted Articles by Cause

Fang et al. 2012. PNAS 109(42) 17028-17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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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rvey of Retracted Articles (II)
 A Comprehensive Survey of Retracted Articles from
the Scholarly Literature
 Grieneisen & Zhang, 2012
 PLoS ONE 7(10), e44118
 Surveyed 42 of the largest bibliographic databases
 Included most major scholarly fields
 4,449 retracted articles from 1928-2011
 Retractions due to
 Alleged publishing misconduct (27 %)
 Alleged research misconduct (20%)
 Questionable data/interpretations (42%)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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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Retracted Articles

Greineisen & Zhang 2012. PLoS ONE 7(10) e44118.

10

Percentage of Retraction vs 2010 WOS Records

Greineisen & Zhang 2012. PLoS ONE 7(10) e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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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ustifications for retractions of 4,232 articles

Greineisen & Zhang 2012. PLoS ONE 7(10) e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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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mber of articles retracted per year

Greineisen & Zhang 2012. PLoS ONE 7(10) e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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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Retracted / WOS Articles

Greineisen & Zhang 2012. PLoS ONE 7(10) e44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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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표절’ -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
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중복게재’ - 연구자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학술적 저작물을 처음 게재한 학술
적 편집자나 저작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또는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다른 학술지나 저작물에 사용하는 학문
적 행위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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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의 경우는 표절로 볼 수 있다 (학총 연구윤리지침)
1. 이미 발표되었거나 출판된 타인의 저작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그대로 사용하거나 다른
형태로 바꾸어 사용한 경우
2. 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
찰), 결론 등에서 상당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
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동일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
하여 게재한 경우
3. 하나의 논문으로 발표해야 할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고
의로 나누어 게재한 경우, 단, 연속 논문은 제외

16

1)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학총 연구윤리지침)

1.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는 경우
2. 여러 개의 타인 저작물의 내용을 편집하였더라도 소재
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출처 표시를
한 편집저작물의 경우
3.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표절이 아닌 것으로 분명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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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학총 연구윤리지침)
1.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군을 위해 일차
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
재한 경우

2.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
전시켜나가는 연구과정(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
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3.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
서로 출판하는 경우

4.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
물에 쉽게 풀어 쓴 경우

5.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
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되고 있는 경우
18

표절이나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이라 할지라도
(학총 연구윤리지침)

3) 각 기관은
(1)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 및
(2)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에 해당되는
사항이더라도 구성원들의 합의에 의하여
표절 및 중복게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할 수 있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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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지 편집인의 역할 - 표절 예방 및 적절한 처리
 표절 판정에 학술단체의 역할이 중요
 학술단체 총연합회의 표절 및 중복게재 규정  해당 분야의 연구 관행과 전문가
의 의견이 중요

 표절의 예방과 표절 논문의 처리 체계 확립
 투고 논문의 표절 여부 확인 및 감시
 투고 논문이 표절로 의심될 때 취해야 할 조치와 관리체계
 게재 논문에 대한 표절 의혹이 제기 되었을 때

 윤리위원회와의 역할 분담 체계 (우리나라 고유의 현상)
 게재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 의혹
 윤리위에서 심의 >> 편집위의 조치?
 투고 논문의 표절 또는 중복게재 의혹
 편집위>>윤리위>>편집위?
 또는 편집위에서 전담?
20

편집인을 위한 자료 – 표절 의혹에 대한 처리 포함
 Committee Publication Ethics (COPE). Flowchart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flowcharts
 Council of Science Editors. Sample correspondence.
http://www.councilscienceeditors.org/i4a/pages/index.cf
m?pageid=3335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Office of the Director. A
Guide to the Handling of Research Misconduct
Allegations.
http://sourcebook.od.nih.gov/resethicscases/NIH%20Mi
sconduct2.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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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ear Plagiarism  Contact Corresponding Auth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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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Correspondence
Manuscript Overlap (after publication)
Dear [CORRESPONDING AUTHOR]:
The above published manuscript appears to contain substantial overlap with the
previously published manuscript [title and full citation]. Specifically, [specify overlap
here –figures, text, or tables].
Republishing material from a previous publication without proper attribution in
another original research article is not an acceptable practice. In more serious
departures from scientific standards we may contact institutional officers and granting
agencies and/or consider publishing a notice of concern or even retracting the paper.
At this point, it is unclear whether this duplication of data reaches that level of
concern. Our journal does, however, require an explanation from you and your coauthors and at least a correction of the published paper.
All authors are responsible for the originality of the data presented for publication, so
I ask you to share this communication with your co-authors. We would appreciate a
reply by [DATE].
Sincerely,
24

사례 1: 투고 논문의 표절 혐의 처리 과정
 대한가정의학회
 2000년 투고 논문 가운데 4편을 표절로 판정
 해당 병원의 지도 전문의에게 공문을 보내 사과를 요청
 엄중 경고
 해당 병원에서 제출한 논문들을 당분간 심사 및 게재를 허락
하지 않을 것임을 고지

논점
 투고 논문의 표절 혐의에 대한 처리
 각 편집인의 소속 학술지의 표절 처리 지침에
따른 처리 방법과 비교
가정의학회지 2000; 21(7):934 ~ 936.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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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논문의 내용
 [사례 1] 대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 조사.
 다른 연구자들의 신입생 대상 연구 논문(1996) 표절 혐의
 투고 논문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태도를 비교
 1996년의 논문을 참조했다고 밝히고는 있으나 전체적으로 참조
한 논문의 구조와 표현에 의존

 [사례 2] 여대생들의 체형에 대한 인식과 체중조절 행태
 다른 연구자들의 청소년 여학생 대상 연구 논문(1997) 표절 혐의
 1997년 논문과 거의 동일
 연구 대상만 청소년 여학생에서 여대생으로 바뀌었을 뿐
가정의학회지 2000; 21(7):934 ~ 936.
26

소속 병원 지도 전문의의 사과와 해명
 방법론적인 면에서 유사함이 많다는 것을 인정
 조사의 시기의 경과
 게재된 논문과 약 5년 정도 경과

 조사 대상의 현격한 차이
 여중생 또는 여고생 vs 여대생
 대학 신입생 vs 재학생까지 포함

 “Designing Clinical Research"에서의 훌륭한 연구 주제의 기
준 중 새로움(novel)이라는 측면에서의 기준을 보면
1)
2)
3)


이전 결과를 확인하거나 반박한다,
이전 결과를 확장한다,
새로운 결과를 제시한다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저희 전공의가 제출한 논문이 전혀 무의미한
연구조사를 했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가정의학회지 2000; 21(7):934 ~ 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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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에 대한 간행위원회의 반박
 [사례 1] 대학생들의 건강에 대한 태도 조사.
 다른 연구자들의 신입생 대상 연구 논문(1996) 표절 혐의
 이 논문에서는 신입생과 재학생의 태도를 비교
 1996년의 논문을 참조했다고 밝힘

 간행위원회의 의견
 신입생을 왜 굳이 재학생과 비교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하지 못했다.
 그러면서 인용 논문의 내용과 형식, 문장을 사용한 것은 명
백한 표절이다.
가정의학회지 2000; 21(7):934 ~ 936.
28

사례 2 : 텍스트 표절 - Borrowing English?
 방문 연구원인 X 박사는 PrP-Sc 단백질에 대한 연구를 정리하
여 자신의 첫 번째 영어 논문을 작성하는 중이다.
 X 박사는 영어에 자신이 없었다.
 소속 실험실에서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여러 편 읽던 중 한 논
문의 서론에서 좋은 표현을 발견했다.
 이 표현을 조금씩 바꾸어 다음과 같이 서론의 초고를 작성하
였다.
 이를 지도교수인 Z 교수에게 주었더니 이는 표절에 해당되니
서론 부분을 다시 작성하라 하였다.
NIH Committee on Scientific Conduct and Ethics, 2008.
Research Ethics Cases for Use by the NIH Community;
Theme 8. Borrowing -- Is It Plagiarism?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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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1)
이전 논문
X 박사의 초고
 One set of neurodegenerative  Some neurodegenerative
diseases recently linked to
diseases recently linked to
ER stress is caused by
ER stress have aberrant
aberrant metabolism of the
metabolism of the widely
widely expressed cell surface
expressed cell surface
glycoprotein PrP.
glycoprotein PrP.
 These diseases can be
 These diseases can be
inherited through PrP
inherited through PrP
mutations or acquired via a
mutations or be acquired via
transmissible agent
a transmissible agent
composed largely of a
composed largely of a
misfolded isoform of PrP
misfolded isoform of PrP
termed PrP-Sc.
termed PrP-Sc.
NIH Committee on Scientific Conduct and Ethics, 2008.
Research Ethics Cases for Use by the NIH Community;
Theme 8. Borrowing -- Is It Plagi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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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 (2)
이전 논문
 Exogenous PrP-Sc is
capable of converting the
normal cellular isoform (PrPC) into additional PrP-Sc
molecules, leading to its
accumulation and generating
additional transmissible
agent.
 In the familial diseases, PrP
mutations appear to cause
accumulation of misfolded
PrP through poorly
understood mechanisms that
in some cases also generate
PrP-Sc.

X 박사의 초고
 Exogenous PrP-Sc is
capable of converting the
normal cellular form (PrP-C)
into additional PrP-Sc
molecules, leading to its
accumulation and
generating additional
transmissible agent.
 In the familial diseases, PrP
mutations appear to cause
accumulation of misfolded
PrP through poorly
understood mechanisms.

NIH Committee on Scientific Conduct and Ethics, 2008.
Research Ethics Cases for Use by the NIH Community;
Theme 8. Borrowing -- Is It Plagiar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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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1) 이와 같은 논문이 당신의 학술지에 투고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
는가?
(2) 게재된 논문에서 이와 같은 부분이 발견되었다면 어떻게 처리하겠
는가?
(3) X 박사가 활용한 단락이 다른 실험실에서 발표한 논문의 일부였다
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편집인은 기존의 논문이 게재된 학술지 또
는 기존 논문의 저자에게 이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을까?
(4) X 박사가 활용한 단락이 X 박사가 제1저자로 발표한 논문의 일부였
다면 어떻게 처리하겠는가?

33

사례 3: 제1차 과편협 출판윤리포럼에서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문제, 얼마나 중하게 다루어야 하나?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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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제안
1. 투고 논문에 대한 표절 혐의 처리 과정
(사례 1, 가정의학회의 표절 처리 사례 참조)
2. 텍스트 표절에 대한 처리
(사례 2, Borrowing English 참조)
3. 자기 표절 또는 중복 게재에 대한 처리
(사례 3, 자기표절과 중복게재의 문제 참조)
4. 편집위원회와 윤리위원회 사이의 적절한 역할 분담에
대하여
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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