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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SULTS

목적: 원고가 접수되었을 때 CrossCheck 통하여 표절이나 중복출판을 점검하는

2012년도 게재율은 35.7 % (10/28)이었다. 게재된 원고의 평균값은 9.30(범

것은 편집인이나 원고편집인 또는 학회 사무원에게 일상이 되었다. 우선 유사도

위 0 -38%), 표준편차 11.05, 표준오차 3.49 이었으며, 게재 불가/부적합원

가 높으면 원고를 주의 깊게 살핀다. 그러므로, 이 유사도가 원고의 최종 운명과

고의 평균값은 24.17(범위 3-65%), 표준편차 19.07, 표준오차 4.49 이었다.

어떤 관계가 있는지 사전에 알 수 있다면 심사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에는

p 값은 0.0329 로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95% 신뢰구간이 -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JEEHP)에 2012년

1.3024 - 28.4310 로 하한값이 0 이하이므로 통계적 의미가 떨어진다 (Fig. 1)

도에 투고된 원고 중 게재된 것과 게재 불가/부적합원고 판정한 것 사이에
CrossCheck 유사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이런 노력이 원고를 심사
전에 거를 수 있는 방안이 되는 지 검토하려고 한다.
방법: 2012년도 JEEHP에 투고되어 심사를 거친 모든 원고를 게재된 것과 게재
불가/부적합원고 판정한 것으로 나누어서 CrossCheck 유사도 값을 확인하였다.
한 편을 제외하고 모두 외국저자의 투고이었다. 이 가운데 게재불가로 처리하였
다가 재투고로 게재 허락이 난 두 편은 제외시켰다. 비교 분석은DBSTAT 5.0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로 하였다.
결과: 총 28 편 중 10편을 게재하여 게재율은 35.7 % 이었다. 게재된 원고의 평
균값은 9.30(범위 0 -38%), 표준편차 11.05, 표준오차 3.49 이었으며, 게재 불
가/부적합원고의 평균값은 24.17(범위 3-65%), 표준편차 19.07, 표준오차 4.49
이었다. p 값은 0.0329 로 평균값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나 95% 신뢰구간이 1.3024 - 28.4310 로 하한값이 0 이하이므로 통계적 의미가 떨어진다.
결론: 비록 두 유형간 차이가 있었지만 범위는 매우 커서 단순히 CrossCheck 유
사도가 원고 게재와 관련이 있다고 언급하기 힘들고 원고 하나 하나가 표절이나
중복출판 정도를 살피는 수준이어야 한다. 원고의 과학성과 독창성은 유사도로
사전에 판정하기는 쉽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단지 게재 허락한 원고는 한 편을
제외하고 모두 유사도가 15 % 이하이었으므로 앞으로 더 많은 자료를 가지고 관
찰하여 보아야 한다.

Fig. 1. Comparison of the similarity of CrossCheck between
accepted paper and rejected/non-suitalble manuscripts to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NO: rejected/non-suitalble manuscripts

DISCUSSION
대부분이 외국에서 들어오는 원고이지만 모든 저자가 영어 native speaker 는
아니므로 중복 출판이나 표절의 가능성이 있다. 중복된 부분의 상당 부분은 인
용을 하면서 기존 논문을 인용한 것이지만 문제는 자신의 글이 아닌 다른 저자
의 글을 그대로 가지고 문장을 꾸미는 창조적인 글씨기의 부재이다. 다른 저자

INTRODUCTION

의 글을 가지고 올 때 그 글을 자신이 해석하거나 요약하여 기술하는 것을 권
장하는데 많은 경우 그대로 가지고 온다. 28편 가운데 인용 표기 없이 그대로

표절이나 중복출판을 점검할 때 CrossCheck을 사용하는 것이 모든 편집인에게서

가져오는 예는 한편도 없었다. 또한 게재 수락한 논문은 1 편을 제외하고는 모

일상이 되었지만 유사도가 어떤 역할을 하는 지는 논란이 있어 결국 모든 중복이라

두 유사도 15% 이하이므로 이 학술지는 15% 넘는 원고는 앞으로 심사 여부를

고 표기된 것을 일일이 확인하여야 하지 유사도 값만 가지고 표절이나 중복 출판을

미리 판단하여 빠른 답을 편집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락한 것과 아

언급하는 것은 어렵다는 것이 지금까지 알려진 사실이다. 그러나 편집인 입장에서

닌 것의 유사도 차이가 9.30 대 24. 17 로 상당한 차이가 나는 것은 아무래도

는 일정 수준 이상의 유사도가 있을 때만 점검할 수 있다면 매우 편하고 안심이 될

글쓰기가 부족한 저자가 다른 저자의 논문을 많이 인용하면서 기술하야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는 게재 수락한 논문과, 거절과 부적합 논문 사이에 유사

것을 여긴다. 62%, 65 % 유사도를 보인 논문은 모두 게재 거절이나 부적합 판

도 차이가 있어서 그 정도를 가지고 게재 수락이나 거절을 결정할 수 있는 지 또한

정을 받았다. 30% 이상 유사도를 보인다면 게재 수락을 받을 확률은 매우 낮

어느 정도 유사도가 있으면 면밀히 살펴보는 것이 좋은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다. 앞으로 연구자가 투고할 때 CrossCheck을 이용하여 사전에 중복 여부를

METHODS
Journal of Educational Evaluation for Health Professions 는 한국보건의료인국가시험원에서
발행하는 영문 학술지로 PubMed에 등재되어 있는 덕분에 외국에서 투고원고의 90%는 외국에
서 오고 국내에서 투고하는 논문은 매우 적은 학술지이다. 보건의료 분야 교육평가라는 특수한

점검할 필요도 있고 편집인도 이 도구를 심사할 때 잘 활용한다면 중복출판이
나 표절 예방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이 학술지는 투고 논문수가 워낙 적어서 앞
으로 투고 논문이 더 많은 여러 학술지별로 투고자 국적별, 언어별로 자료를
분석하면 더욱 흥미로울 것이다.

분야라는 점 때문이기도 하지만 SCIE, SCOPUS지가 아니라서 국내에서 투고 받기 어렵다고
여긴다. 이 학술지에 2012년도 투고받은 논문을 게재 수락 10편과 거절/부적합 18편으로 나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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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서 CrossCheck 유사도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려고 하였다. 기본 세팅에서 인용부호를 붙인
것을 제외하고, 참고문헌 제외하고, phrase 도 제외하였다[1]. 1 % 이상 유사도가 있는 것으로
제한하고, CrossCheck, Internet, Publications 모두를 대상으로 하였다, dBSTAT 5.0을 이용
하여 비교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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