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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저자의 지위와 권리
저작자와 저작권

저작권법의 개념
What is Copyright Law?

 저작권법
인간의 아이디어 또는 감정의 표현(expression)을
보호하는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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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물, 저작자, 저작권
Basic Concepts

 저작물 (Work)
인간의 아이디어 또는 감정의 표현
소설(해리포터), 논문, 음악, 그림, 영화(부산행), …

 저작자 (Author)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권 (Copyright)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을 일정기간 동안
독점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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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과 저작권
 저작권법 제2조(정의)
• 1. “저작물”은 인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을 말한다.
• 2. “저작자”는 저작물을 창작한 자를 말한다.
 저작권법 제4조(저작물의 예시 등) ①이 법에서 말하는 저작물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다.

• 1. 소설ㆍ시ㆍ논문ㆍ강연ㆍ연설ㆍ각본 그 밖의 어문저작물
•
•
•
•
•
•
•
•

2.
3.
4.
5.
6.
7.
8.
9.

음악저작물
연극 및 무용ㆍ무언극 그 밖의 연극저작물
회화ㆍ서예ㆍ조각ㆍ판화ㆍ공예ㆍ응용미술저작물 그 밖의 미술저작물
건축물ㆍ건축을 위한 모형 및 설계도서 그 밖의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제작된 것을 포함한다)
영상저작물
지도ㆍ도표ㆍ설계도ㆍ약도ㆍ모형 그 밖의 도형저작물
컴퓨터프로그램저작물

• 논문
어문저작물
• 논문 작성(창작)자(즉, 저자)

저작자 = 최초 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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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자가 수인인 경우
Multiple Authors

 저작권법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수인의 논문

공동의 어문저작물
공동저작자 = 최초 공동저작권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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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인격권
•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
• 저작자의 일신전속적인 권리(저작권법 제14조 제1항)로서 다른 사람에게 양
도되거나 상속될 수 없음.
공표권
(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

(저작권법 제12조)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

동일성유지권

자신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 (즉, 자신의 저작물이 창작한 본래의 모습대로
활용되도록 할 권리)

(저작권법 제1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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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03.do>

논문저자가 수인인 경우
Multiple Authors

 저작권법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수인의 논문

공동의 어문저작물
공동저작자 = 최초 공동저작권자

 저작권법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
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
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자는 그들 중에서 저작인격권을 대표하여 행사
할 수 있는 자를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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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
• 저작물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
호하기 위한 권리.
• 복제권(저작권법 제16조), 공연권(제17조), 공중송신권(제18조; 방송권, 전송권,
디지털음성송신권), 전시권(제19조), 배포권(제20조), 대여권(제21조), 2차적저작
물작성권(제22조)과 같은 다수 권리의 집합으로 이루어진 ‘권리의 다발(bundle
of rights)’
복제권
(법 제16조)

• 저작물을 인쇄, 복사하거나 사진을 찍거나 또는 음악 CD의 곡을
MP3 파일로 변환하는 것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있는 권리

공중송신권
(법 제18조)

• 여러 사람들이 각자 원하는 시간과 장소에서 저작물을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전송권(예 : 미니홈피, 블로그 등에 저작물을
업로드하고 다운로드 받는 행위)을 포함

배포권
(법 제20조)

•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물을 여러 사람들에게 나눠 주거나 빌려
주는 것을 할 수 있는 권리

2차적저작물작성권
(법 제22조)

• 원래 있던 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하거나 영상으로
제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수 있는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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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한국저작권위원회, https://www.copyright.or.kr/education/educlass/learning/what-the-copyright/definition/index03.do>

저작재산권의 존속기간
Duration of Copyright

 저작권법 제39조 (보호기간의 원칙)
① 저작재산권은 이 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②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
속한다.

 저작권법 제44조(보호기간의 기산) 이 관에 규정된 저작재산권의 보호기간을
계산하는 경우에는 저작자가 사망하거나 저작물을 창작 또는 공표한 다음 해부터
기산한다.

레오나르도 다빈치
1519년 사망

피카소
1973년 사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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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자가 수인인 경우
Multiple Authors

 저작권법 제2조(정의)

21. “공동저작물”은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창작한 저작물로서
각자의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는 것을 말한다.

• 수인의 논문

공동의 어문저작물
공동저작자 = 최초 공동저작권자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
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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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논문 저작권의 보호와 제한
(창작/저작권표시/저작권등록
& 저작권의 제한)

저작권의 보호요건
Protection of Copyright

Q. 저작자는 어떻게 저작권을 받을 수 있을까?
A. 저작자가 저작물을 창작하였다는 사실만으로 저작권이
주어진다.
B. 저작자는 저작물에 자신의 저작권 표시를 하여야 한다.
C. 저작자는 저작권위원회에 자신의 저작물을 등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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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

• 기능: 제3자에게 저작물의 저작권자를 고지
• ⓒ 표시는 과거 저작권 발생에 관해 방식주의를 취하고 있던 미국
이 주축이 된 세계저작권협약(Universal Copyright Convention)에
의해서임.
• 그러나 1989년 미국도 무방식주의를 원칙으로 하는 베른협약에 가
입하면서 방식주의를 포기.
• 그러나 현재에도 저작권 표시는 제3자에게 저작권자를 알리기 위
해 많이 사용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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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

• 예시 1

1. Copyright
Symbol ⓒ

ⓒ 이주연 2021

2. 저작권자의 이름

3. 저작물의 최초 발행 연도

(The name of the copyright owner)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저작권 표시의 3요소
U.S. Copyright Office, <https://www.copyright.gov/circs/circ03.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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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Copyright Notice

• 예시 2

1. Copyright
Symbol ⓒ

ⓒ 2021 이주연

2. 저작물의 최초 발행 연도

3. 저작권자의 이름

(the year of first publication of the work)

(The name of the copyright owner)

저작권 표시의 3요소
McGill,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Guild,
17
<https://libraryguides.mcgill.ca/journalpublishing/copyright?preview=6ef8aefcc0ad5a6faff67fb2d0468c24#s-lg-box-10086622>

해외 저널 웹사이트 저작권 표시 예
Copyright Notice

<Source: https://www.nature.com/>

< Source: https://jolt.law.harvard.edu/volumes/volume34>

< Source: https://academic.oup.com/oj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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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초과학연구원, <https://www.ibs.re.kr/eng/sitemap_12.do>

한 국내 웹사이트의 저작권 표시와 저작권 정책 (예시)
Copyright Notice & Copyrigh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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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기초과학연구원, <https://www.ibs.re.kr/kor/sitemap_15.do>

한 국내 웹사이트의 저작권 표시와 저작권 정책 (예시)
Copyright Notice & Copyright Poli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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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등록
Copyright Registration

 저작권법 제53조(저작권의 등록)
①저작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등록할 수 있다.
1. 저작자의 실명ㆍ이명(공표 당시에 이명을 사용한 경
우로 한정한다)ㆍ국적ㆍ주소 또는 거소
2. 저작물의 제호ㆍ종류ㆍ창작연월일
3. 공표의 여부 및 맨 처음 공표된 국가ㆍ공표연월일
③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저작자로 실명이 등록된 자는
그 등록저작물의 저작자로, 창작연월일 또는 맨 처음의
공표연월일이 등록된 저작물은 등록된 연월일에 창작
또는 맨 처음 공표된 것으로 추정한다.
21

저작권 등록
Copyright Registration

 제54조(권리변동 등의 등록ㆍ효력)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를 등록할
수 있으며, 등록하지 아니하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1. 저작재산권의 양도(상속 그 밖의 일반승계의 경우를 제외한다)
또는 처분제한
2.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또는 제63조에 따른 출판권의 설정
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한
3. 저작재산권, 제57조에 따른 배타적발행권 및 제63조에 따른 출판
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의 설정ㆍ이전ㆍ변경ㆍ소멸 또는 처분제
한

사례: 논문 저자 A가 자신의 논문 저작권을 B학술지에 양도한 후, 다시
C학술지에 양도한 사안에서(이중양도 사안), C가 저작권 등록을 먼저
마쳤다면 A의 논문 저작권을 취득한 자(즉 저작권자)는 C학술지가 됨.
(이유: B학술지가 A로부터 양수한 저작권은 등록하지 않았으므로 제3자
인 C학술지에게 대항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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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표시 VS 저작권 등록
Summary
• 논문에 대한 저작권은 논문 저자가 논문을 창작한 사실로부터 발생(무
방식주의). 즉, 저작권 표시나 저작권 등록은 논문을 보호받기 위한 요
건은 아님.
• 저작권 표시는 제3자에게 저작권자를 알리는 역할. 논문을 이용하려
는 자는 누구에게 사용허락을 구할지 쉽게 확인할 수 있음.
• 저작(재산)권의 양도와 배타적 발행권의 설정은 당사자간에는 효력이
있지만 제3자에 대하여는 등록을 해야만 효력을 주장할 수 있음. 미국
은 저작권침해 소송의 제소요건으로 저작권 등록을 요구함.
• 그러나 저작권 등록은 비용이 들고, 저널 논문은 학문적 가치에도 불
구하고 재산적 가치는 적음(영화, 음악 저작물과 비교).
• 따라서 논문의 저작권자는 자신의 저작물임을 제3자에게 알리는 저작
권 표시를 이용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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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
Remedies of Copyright Infringement

 저작권침해란?
(법률상 저작권 행사가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을 이용하거나 저작자의 인격을 침해하는 방
법으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것.
 민사구제
저작권을 침해받은 자는 그 침해행위의 정지 등을 청구할 수
있고(저작권법 제123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음(저작권법
제125조 이하)
 형사구제
(일반적으로 권리자의 고소가 있는 경우) 저작권을 침해한자는
저작권침해죄로 처벌될 수 있음(제136조 제1항 제1호, 제140
24
조)

저작권의 제한
Limitation of Copyright
저작권법
제2관 저작재산권의 제한

 제28조(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공표된 저작물은 보도ㆍ비평ㆍ교육ㆍ
연구 등을 위하여는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
를 인용할 수 있다.

 제37조(출처의 명시)
①이 관에 따라 저작물을 이용하는 자는 그 출처를 명시하여야 한
다. 다만, 제26조, 제29조부터 제32조까지, 제34조 및 제35조의2부
터 제35조의4까지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출처의 명시는 저작물의 이용 상황에 따라 합리적이라고 인정되
는 방법으로 하여야 하며,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된 저작
물인 경우에는 그 실명 또는 이명을 명시하여야 한다.
25

3. 논문 저작권의 양도와 행사
저작권 양도 · 이용허락 · 배타적 발행권 설정
& 공동저작권의 행사

저작(재산)권의 양도
Related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작권법 제45조(저작재산권의 양도)

①저작재산권은 전부 또는 일부를 양도할 수 있다.
②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제22조에 따른 2차적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권리는 포함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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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 저작권법
Overseas Legislature

• 저작권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하나의 저작권이 아닌 '복수의
국내법에 따른 저작권들의 집합’
• 독일:
• 독일 저작권법상 저작권 양도는 허용되지 아니함.
• 학설·판례는 양도를 독점적 이용권을 설정한 것으로 해석.

• 프랑스:
• 장래의 저작물에 대한 포괄적 양도계약은 무효.
• 저작재산권 양도계약은 양도 대상인 권리를 개별적으로 열거해야
하고, 양도되는 권리도 계약에 정한 이용목적과 범위 및 이용장소와
기간으로 제한되는데 위 요건이 결여되면 양도는 무효.
28

석광현, 구름빵 사건과 저작권의 국제적 보호,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69516>

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라이선스)
Related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
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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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타적발행권 설정
Related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작권법 제57조(배타적발행권의 설정)
①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제ㆍ전송(이하 “발행등”이라 한다)
할 권리를 가진 자는 그 저작물을 발행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배타적 권리(이하 “배타적발행권”이라 하며, 제
63조에 따른 출판권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를 설정할 수 있
다.
③제1항에 따라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은 자(이하 “배타적발
행권자”라 한다)는 그 설정행위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배
타적발행권의 목적인 저작물을 발행등의 방법으로 이용할 권
리를 가진다.
온라인상의 출판을 의미

복제ㆍ배포, 즉 오프라인상의 출판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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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타적발행권의 설정자 =

논문의 저자

• 배타적발행권자

저널

=

배타적 발행권의 존속기간
Related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작권법 제59조(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 등)

①배타적발행권은 그 설정행위에 특약이 없는 때에는
맨 처음 발행등을 한 날로부터 3년간 존속한다. 다만, 저
작물의 영상화를 위하여 배타적발행권을 설정하는 경우
에는 5년으로 한다.

 배타적발행권의 존속기간을 영구적으로 약정한다면?
이에 대한 판례는 없지만, 학설상으로는 존속기간을 약정한 것으
로 볼 수 없고 특약이 없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3년간 존속하는
것으로 보자는 견해가 있음. 박성호, 저작권법(2017), 473면.
따라서 배타적발행권 설정시 존속기간을 명시하고, ‘영구적으로’
배타적발행권을 설정받기를 원한다면 ‘발행 등을 할 권리’를 양
도받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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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 행사
Related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작권법 제48조(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의 행사)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그 저작재산권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으며, 다른
저작재산권자의 동의가 없으면 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질권의 목적으로 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재산권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거나 동의를 거부
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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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과 저작(재산)권
Journal and Copyright

• 저널은 아래 두가지 방식 중 선택
1. 논문의 저자(들)로부터 저작권을 양도받음
(저널이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
2. 논문의 저자(들)로부터 논문 출판과 관련한
라이선스를 받음 (논문의 저작자가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함)
Source: McGill,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Guide,
<https://libraryguides.mcgill.ca/c.php?g=452153&p=3265884&prev
iew=6ef8aefcc0ad5a6faff67fb2d0468c24#s-lg-box-108100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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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학술 저널과 저작권 (II)
저널이 논문의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Source: McGill,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Guide,
<https://libraryguides.mcgill.ca/c.php?g=452153&p=3265884&prev
iew=6ef8aefcc0ad5a6faff67fb2d0468c24#s-lg-box-10810061>

장 · 단점
Journal Retains Copyright

• 일반적으로 전통적인 구독 기반 저널이 채택하는 방식
• 저자는 저널에 저작권을 양도함.
• 다시 저널이 저자에게 특정 권리를 라이선스할 수 있음
(license back).
장점

단점

• 저널은 논문으로 다양한
• 저널은 이제 논문의 ‘소유자(owner)'
활동(예: 편집된 책으로 재
이므로 논문을 이용하려는 자는 저널
출판)을 하기 위해 논문 저
로부터 이용허락을 받아야 함. 이는 저
자의 허락을 받을 필요가
널에게 추가적인 행정적 업무 부담을
없음
줌.
• 저작자의 권리가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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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양도 문구 (샘플)
Copyright Transfer

We, [the author(s)] by signing this form hereby
assign worldwide copyright of the Work in all forms
and media (whether now known, or hereafter
developed), in all languages for the full term of
copyright and all extensions and renewals thereof.
• 저작권 양도 문구는 저널의 투고 과정에서 동의하여야 할 사항
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 저널에 게재될 논문의 저자가 서명할 문서에 기재할 수 있음.
36

저널의 논문 저자에 대한 라이선스
License back

• 저널의 논문 저자에 대한 라이선스 (License back)
• 저널은 논문 저자로부터 논문에 대한 저작권을 양수하면
서 이와 동시에 논문 저자에게 특정 권리(예: 개인 웹사이
트에 논문을 게시할 권리, 향후 출판물에서 논문을 재사용
할 수 있는 권리)를 다시 부여할 수 있음.
• 관련 샘플 라이선스 문구들: University of Michigan
wik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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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Copyright Transfer
A. 저작권 양도
교신저자는 저널에게 저널의 프린트판과 온라인판에
서, 그리고 전세계 모든 언어로 작성된, 또한 현재와
향후 개발될 모든 매체에 수록된 2차적저작물로, 해
당 논문을 복제, 재발행, 전송, 판매, 배포 및 기타 이
용할 수 있고 타인에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모든 저작(재산)권을 양도하여 이전한다.
B. 저자들의 권리
• 위의 내용에도 불구하고 저자들은 논문에 설명된
모든 절차, 방법, 제조품에 대한 특허권과 같은 저
작권 이외의 모든 권리를 보유한다.
• 저널은 다시 저자에게 다음의 권리를 부여한다.
[License back]
1. 저작자들의 학문적 직업적 활동(교육, 회의에서의
발표, 강의 등)과 관련하여, 모든 매체에거 논문을
이용, 복제, 배포, 공연, 전시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
리
2. 논문의 2차적자작물을 작성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
리
3. 논문의 발행 이후 1인 또는 수인의 저작자가 작성
또는 편집하는 책의 전부 또는 일부에서 논문을 재
발행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해서 논문을 향후 연구
또는 발행에 전부 이용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4. 다른 사람들에게 논문을 비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허락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리
5. 디지털 형식으로 된 논문의 발행전 버전과 출판된
최종 버전을 인터넷상에(저자들 또는 그들의 고용
자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등과 기관, 학술 단체 또는
펀딩 에이전시가 운영하는 오픈 액세스 보관서를
통해) 이용 제공(즉, 업로드)할 수 있는 비독점적 권
리

38

Model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Copyright Transfer
C. 저자들의 의무
논문을 배포, 재출판시 교신저자는 저널을
최초 발행인으로 표시한다.
D. 저자들의 보증
• 교신저자는 논문은 저자들의 원저작물이
고, 법을 위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
한 사실이 없음(특히 논문에 명예를 훼손
하거나 지식재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
해하는 내용이 없음)을 진술·보증한다.
• 또한 교신저자는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
을 가지고 있고, 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의 교신저자는 나머지 저자들에게 본
계약의 조건을 알린 후 저자들로부터 그
들을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서면으로 허락 받음을 보증한다.
• 교신 저자는 위의 진술에 대한 위반으로
부터 저널을 면책시키는 것에 동의한다.
E. 저널의 의무
저널은 논문에 저작자들을 표시하여 논문을
발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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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Copyright Transfer

http://wiki.publishing.umich.edu/
sites/mpublishing/uploads/c/ca/
Authorjournal_article_transf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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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내 저작권 표시와 저작권 문구
In layout of the Journal’s Articles

• 저널 논문의 layout에 아래와 같은 문구 포함
© [Journal name]. For permissions contact [contact information]
해당 논문의 저작권이 저널에 있다는 것을 밝힘

오픈 액세스 저널인 경우 그러한 취지를 밝힘

© [Journal nam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XX (include
link), which permits [include here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5. 학술 저널과 저작권 (I)
논문 저자가 논문의 저작권을 보유하는 경우
Source: McGill,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Guide,
<https://libraryguides.mcgill.ca/c.php?g=452153&p=3265884&prev
iew=6ef8aefcc0ad5a6faff67fb2d0468c24#s-lg-box-10810061>

장 · 단점
Author Retains Copyright

• 많은 오픈 액세스 저널은 이 방식을 채택.
• 저자는 저작물에 대한 완전한 권리를 보유.
• 저자는 통상적으로 저널에게 최초 발행권(right of first
publication)을 부여.
장점

단점

• 저자가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보유하도록 허용

• 논문 저자의 명시적 허락 없다면
저널이 논문을 이용하여 수행할
수 있는 활동들이 제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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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발행권 부여 문구(샘플)
Grant of the Right of First Publication

• 대부분의 경우 논문 저자는 저널에 최초 발행권을 부여.
일반적인 라이선스 문구는 아래와 같음:

Authors retain copyright and grant the journal
right of first publication with the work
simultaneously licensed under a Creative
Commons XX License...
오픈 액세스 저널인 경우

• 위 라이선스 문구는 저널의 투고 과정에서 동의하여야 할 사항
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 저널에 게재될 논문의 저자가 서명할 문서에 기재할 수 있음. 44

기타 권리의 라이선스
Grant of Other Rights

• 논문의 저자는 저널에게 최초 발행권뿐 아니라 다른 특정의
권리들도 부여할 수 있음.
• 만약 저널이 다른 권리들을 허락 받고 싶다면, 마찬가지로,
• 관련 라이선스 문구를 저널의 투고 과정에서 동의하여야
할 사항으로 나타내거나, 또는
• 저널에 게재될 논문의 저자가 서명할 문서에 기재할 수
있음.
• 관련 샘플 라이선스 문구들: University of Michigan wiki.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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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내 저작권 표시와 저작권 문구
Copyright Statement in the Layout of the Journal’s Articles

• 저널 논문의 layout에 다음과 같은 저작권 문구 포함
© [authors name].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License XX (include
link), which permits [include here permissions under this
license].
저작권이 해당 논문의 저자에게 있다는 것을 밝힘

오픈 액세스 저널인 경우 그러한 취지를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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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Author Copyright
A. 교신저자의 권리 부여(라이선스)
1. 저널의 프린트판과 온라인판으로, 그리고
(전세계 모든 언어로 작성된, 또한 현재와
향후 개발될 모든 매체에 수록된) 2차적저
작물로, 해당 논문을 복제, 재발행, 전송, 판
매, 배포 및 기타 이용할 수 있는 취소불가
능한 비독점적 권리.
2. 오픈 액세스 디지털 보관소에 저작물을
보관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하여 저작물의
전자 보관용 사본을 만들고 저장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없는 비독점적 권리.
3. 저작자 표시를 조건으로 제3자가 논문을
이용할 수 있도록 재허락(right of sublicense) 할 수 있는 취소할 수 없는 비독점
적 권리
B. 교신저자의 의무
1. 논문 배포, 재출판시 최초 발행인으로 저
널을 표시해야 할 의무, 2. 연락처 변경시 저
널에 통보할 의무
C. 교신저자의 진술과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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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Author Copyright
C. 교신저자의 진술과 보증
• 논문은 저자들의 원저작물이고, 법을 위
반하거나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한 사실이
없음(특히 논문에 명예를 훼손하거나 지
식재산권이나 프라이버시를 침해하는 내
용이 없음)을 진술·보증.
• 교신저자가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가
지고 있고, 수인이 공동으로 작성한 논문
의 교신저자는 나머지 저자들에게 본 계
약의 조건을 알린 후 저자들로부터 그들
을 대신하여 본 계약을 체결할 권한을 서
면으로 허락 받음을 보증.
• 위의 진술에 대한 위반으로부터 저널을
면책시키는 것에 동의.
D. 저널의 의무
논문의 저작자를 표시하면서 논문을 발행
할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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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Journal Publishing Agreement
Author Copyright

<http://wiki.publishing.umich.edu/si
tes/mpublishing/uploads/c/ca/Auth
or-journal_article_transfer.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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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오픈 액세스 저널의 자유이용허락표시
& 저널이 고려할 기타 사항

Source: McGill, Scholarly Journal Publishing Guide,
<https://libraryguides.mcgill.ca/c.php?g=452153&p=3265884&prev
iew=6ef8aefcc0ad5a6faff67fb2d0468c24#s-lg-box-10810061>

저널의 제3자에 대한 논문의 이용허락
Journal and Copyright

• 저널은 논문을 독자에게 어떠한 권리를 줄 것인지(즉,
독자가 논문을 가지고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결정해
야함(라이선스/재라이선스). 예컨대,
• 논문을 타인과 공유할 수 있는지?
• 논문을 번역할 수 있는지?
• 논문을 자신의 웹사이트에 게시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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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재산)권의 이용허락(라이선스)
Related Provision of Korean Copyright Act

 저작권법 제46조(저작물의 이용허락)

①저작재산권자는 다른 사람에게 그 저작물의 이용을 허락할 수 있
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허락을 받은 자는 허락받은 이용 방법 및 조
건의 범위 안에서 그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허락에 의하여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권
리는 저작재산권자의 동의 없이 제3자에게 이를 양도할 수 없다.
양도(Transfer/Assign)
이용허락(License back)

©

이용허락(License)

©

이용허락(License)

재이용허락(Sub-li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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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이용허락과 그 조건
Creative Commons' licenses (or CCL)
조건

저작자 표시
(Attribution)
BY

비영리
(Non-Commercial)
NC

이미지

정의

적절한 출처(저작자 이름, 콘텐츠 링크 등을 알고 있다면 그 링크
등)와 해당 라이선스 링크를 표시하고, 변경이 있는 경우 공지해야
한다. 합리적인 방식으로 하면 되지만, 라이선서가 귀하 또는 귀하
의 이용을 보증한다는 것을 암시하는 방식으로 해서는 안된다.
You must give appropriate credit, provide a link to the license, and indicate if
changes were made. You may do so in any reasonable manner, but not in any
way that suggests the licensor endorses you or your use.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You may not use the material for commercial purposes.

변경금지
(No Derivatives) ND

저작물을 변경할 수 없다.

동일조건 변경허락
(Share Alike)
SA

2차 저작물을 만들 때 그 저작물에도 원저작물과 같은 라이선스를
사용해야 한다.

You may not modify the work (e.g. translations, edited edition etc.)

You must distribute your contributions under the same license as the origi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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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lsevier.com/about/policies/open-access-licenses>

Open Access License 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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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elsevier.com/about/policies/open-access-licenses>

Open Access License 예시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4.0/>

<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nd/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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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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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eative Commons — Attribution-NonCommercial 4.0 International — CC BY-NC 4.0>

중복 게재 및 중복 투고 금지

• Previous Publication

The author verifies that the submission has not
been previously published, nor is it before
another journal for consideration.

57

타인 저작물 이용에 대한 이용허락 취득

• 3rd party copyright

It is the responsibility of author to secure all
necessary copyright permissions for the use of
3rd-party materials in their manuscript.
•
•

•

위 문구는 저자의 논문에서 제3자가 저작권을 보유한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를 상정한 것임.
참고로, 선행 논문의 일부를 이용할 때 항상 저작권자의 이용허락을 받아야 하는 것은 아님. 연구목적으로 타인
의 논문(저작물)을 적정한 범위에서 그 출처를 표시하여 이용할 수 있음(저작권 제한 참조). 또한 저작물로 인정
되려면 일정 정도의 창작성을 갖추어야 함. 예컨대 어떤 논문에서 사용된 이미지, 표, 그래프가 항상 저작물로 보
호되는 것은 아니고, 저작물로 보호되려면 독창성 요건을 갖추어야 함. 상용되는 형식의 이미지, 표, 그래프라면
독창성이 인정되기 어려워 저작물로 보호되지 아니함. 즉,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을 필요가 없음. 표를 인용
하려는 이유는 표 안의 데이터를 인용하려는 것일텐데, 연구 목적으로 해당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적정 범위에서
출처를 표시하고 이용할 수 있을 것임.
또한 저작권 침해와 표절 문제는 구별해야 함. 타인의 저작물을 허락을 받고 이용하더라도(즉, 저작권 침해는 성
립하지 않더라도) 연구윤리위반에 해당되는 방식의 사용이라면 표절은 성립될 수 있음(7. 학술지 관련 소송사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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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금지

• Statement on plagiarism

The author declares that this is their original
work and has been written by the stated auth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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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지 관련 소송사례

(1) 저작권 침해 사례

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제자의 글을 고쳐 학회에 제출하고 책으로 출간한 사건

• 사례:
A교수는 학생 B에게 미래음식에 대한 글을 써보라고 지시하였습니다. B
가 ‘미래OO의 맛과 멋’이라는 주제로 약 21쪽 분량의 글을 작성하여 A교
수에게 주자, A교수는 이를 약 13쪽 분량으로 줄이는 등의 방법으로 수정
하여 ‘OO과 OOO’이라는 제목으로 학회에 제출하였고, 해당 학회는 A교
수가 제출한 글을 포함하여 39편의 글을 모아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학
생 B는 ‘미래OO의 맛과 멋’에 대한 B의 저작권을 A교수가 침해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 질문:
A교수는 B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중 어떠한 권리를 침해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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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제자의 글을 고쳐 학회에 제출하고 책으로 출간한 사건

• 답변:
• A교수는 B의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 둘 다 침해하였습니다.
해설: 저작권은 크게 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권으로 나뉘는데, 저작재산권은 저작물
을 일정한 방식으로 이용하는 것으로부터 발생하는 경제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권리이고,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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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재산권과 저작인격권 침해
제자의 글을 고쳐 학회에 제출하고 책으로 출간한 사건

• 법원의 판단:
실제 사례에서 학생 B는 A교수를 상대로 저작권(저작재산권과 저작인격
권) 침해를 이유로 3천만원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원은 A
교수가 학생 B의 허락 없이 B의 글이 상당부분 그대로 포함된 글을 A교수
단독저자로 표시해 책의 일부로 출판되게 하여 B의 저작인격권(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및 저작재산권(복제권, 배포권, 2차적저작물
작성권)을 침해하였다고 인정하고, 저작재산권침해에 대하여는 20만원,
저작인격권침해에 대하여는 280만원을 인정하여 총 300만원의 손해배상
을 인정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 6. 22. 선고 2017가단5114163 판결(1심);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 11. 선고 2018나45581 판결(항소심,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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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바꾸기와 성명표시권
의학박사학위논문 사건

• 사례:
A는 자신의 의학박사학위논문을 학술지에 싣기로 하고 A를
제1저자와 주관 책임저자(교신저자)로, B 등을 공동저자로
기재하여 국내학술지에 게재를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논문이
게재되기 전에 B가 마음대로 논문의 주관 책임저자를 A에서 B로
바꾸었고 이와 같이 수정된 논문이 위 국내학술지에
게재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A는 B가 자신의 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다고
주장합니다.
• 질문:
B는 A의 저작인격권 중 어떤 권리를 침해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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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신저자 바꾸기와 성명표시권
의학박사학위논문 사건

• 법원의 판단:
이 사례에서 우리 법원은 A가 국내학술지에 게재를 의뢰한
논문의 주관 책임저자를 B가 A에서 B로 변경한 것은 A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해설: 저작인격권은 정신적인 노력의 산물로 만들어 낸 저작물에 대해 저작자가 인격적으로 갖는 권
리로서 우리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공표권(저작권법 제11조), 성명표시권(저작권법 제12조), 동일
성유지권(저작권법 제13조)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공표권은 자신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가, 만약
공표한다면 언제 어떤 방법으로 공표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는 권리이고,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저작물에 대하여 자신이 저작자임을 주장하고 이를 표시할 수 있는 권리이며, 동일성유지권은 자신
의 저작물의 내용, 형식 및 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입니다.
•
•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3445 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7. 24. 선고 2007가합114203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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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논문의 번역논문 게재
의학박사학위논문 사건

• 사례:
앞의 사례에서 B가 A에게 A의 박사학위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외국학
술지에 게재하자고 하였는데 A는 이를 거부하였습니다. 그러자 B는 A의
동의 없이 A의 박사학위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A를 논문 저자 명단에
서 제외하고 외국학술지에 기고하였고, 이로 인해 A의 박사학위논문이 위
외국학술지에 타인(B)의 저작물로 등재되었습니다.
• 질문:
B는 A의 어떠한 저작권을 침해하였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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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논문의 번역논문 게재
의학박사학위논문 사건

• 답변:
• B는 A의 2차적저작물 작성권(저작재산권)과 성명표시권(저작인격권)을
침해하였습니다.
• 2차적저작물이란 원저작물을 번역ㆍ편곡ㆍ변형ㆍ각색ㆍ영상제작 그
밖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서, 저작권법은 2차적저작물을 독자적인
저작물로 보호하고(저작권법 제5조 제1항), 저작자의 저작재산권 중의
하나로 2차적저작물작성권을 인정하고 있습니다(저작권법 제22조). 위
의 사례에서 B는 A의 허락을 받지 않고 A의 박사학위논문의 번역논문(2
차적저작물)을 작성하였으므로 A의 2차적저작물작성권도 침해한 것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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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논문의 번역논문 게재
의학박사학위논문 사건

• 또한 B에 의한 A의 성명표시권도 침해되었습니다. 이 사건에서 법원은
“성명표시권을 규정한 저작권법 제12조는 제2항 본문에서 ‘저작물을 이
용하는 자는 그 저작자의 특별한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저작자가 그의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한 바에 따라 이를 표시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저작물을 이용’한다는 것은 원저작물을 이용하여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는 경우를 당연히 포함하므로 원저작자의 성명표시권은
2차적 저작물에도 미친다”고 설명하였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 1. 10. 선고 2007노3445 판결
69

(2) 표절

표절이란?
Plagiarism

• 표절의 정의: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나 창의적인 표현을 그러한 사실을 알면서 의도
적으로 자신의 것인 양 발표하는 것(The deliberate and knowing

presentation of another person's original ideas or creative expressions as
one’s own). <Black's Law Dictionary (11th ed. 2019), plagiarism>

• 법원 판결 속에서 표절의 정의:
“해당 분야의 일반지식이 아닌 타인의 저작물 또는 독창적 아이디어를 적
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행위는 연구부정행위
로서 전형적인 표절에 해당한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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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표절
Plagiarism

• 이른바 ‘타인표절’이 성립하는 경우
“저자의 저술에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타인의 저술이 인용된 부분이 있는
경우이더라도 언제나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
내지 의사가 있었다고는 볼 수 없지만, 저자가 저술의 본문에 출처표시 없이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여 저자의 저술과 타인의 저술을 구별하기 어려운 부분
이 상당한 정도에 이르는 경우에는 설령 서문이나 참고문헌 등 본문 이외의
부분에 포괄적·개괄적으로 피인용물을 표시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
는 한 타인의 저술을 베껴 저자 자신의 것처럼 하려는 인식과 의사가 추단
되고, 종전의 관행에 따랐다는 사정만으로 책임을 면할 수 없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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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표절
Self-Plagiarism

•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
가할 수 있는 경우
“학문이나 사상의 심화·발전 과정에서 저자 자신의 선행 연구물의 일부를 이용하는 것은
학문의 속성상 당연하고, 저자가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재를 출처로 표시할 때는 타인의 저술을 인용하는 경우에 비하여 요구되는 출처
표시의 수준이 완화되나, 자신의 선행 저술의 존재를 아예 밝히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학계,
독자 등이 선행 저술 부분까지도 후행 저술의 연구 성과인 것처럼 기만당하게 되어 후행 저
술의 연구업적에 대한 과장된 평가가 이루어지고, 후행 저술에 대한 적정한 검증이 이루어
질 수 없게 된다. 저자 자신의 선행 저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저술을 하면서 선행 저술의 존
재를 일정한 출처표시를 통하여 밝혔더라도 후행 저술에 새롭게 가미된 부분이 독창성이 없
거나 새로운 것으로 인정받기 어려워 해당 학문 분야에의 기여도가 없는 경우에는 후행 저
술을 새로운 저작물로 인식한 독자들의 기대를 저버리는 것이 된다. 이와 같은 경우는 모
두 이른바 ‘자기표절’로서 비전형적 표절 내지 표절에 준하는 연구부정행위로 평가할 수
있다.”<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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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표절자의 동의가 표절 성립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표절로 인한 해고사건

• 사례:
A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B는 박사 자격으로 C연구기관에 연구원
으로 채용되었습니다. 그런데 B의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표절의혹이 제
기되어 조사한 결과 B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자신의 지도교수 D의 저서
를 적절한 인용표기 없이 사용한 사실이 인정되었습니다.
• 질문:
만약 지도교수 D가 B가 D의 저서를 출처표시 없이 인용하는 것에 동
의했다면 B의 박사학위논문에서 지도교수 논문 표절에 대한 판단이 달
라졌을까요? 즉, 피표절자의 동의가 표절판정에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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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표절자의 동의가 표절 성립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표절로 인한 해고사건

• 답변:
• 피표절자의 동의는 표절 여부에 영향을 주지 않습니다. 즉, B의 지도
교수의 동의가 있었더라도 B가 박사학위논문에서 지도교수의 논문
을 표절한 사실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 표절의 피해자는 피표절자 외에도 독자, 논문 심사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전체가 포함되고, 따라서 피표절자가 동의하거나 용서하
더라도 표절로 인한 책임이 면책되지 않습니다. <남형두, 표절론(2015),
17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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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표절자의 동의가 표절 성립에 미치는 영향
학위논문표절로 인한 해고사건

• 법원의 판단: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문적 저술에 대한 표절은 학계의 정상적인 검
증을 방해하고 독창적 연구와 학문 발전의 선순환을 가로막아 그 폐해
가 표절을 당하는 피인용물의 저자뿐만 아니라 독자, 논문 심사 기관,
저자의 소속 기관, 학계 등에 광범위하게 나타나게 되므로, 저자가 타
인의 선행 저술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는 경우 그
타인이 이에 동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표절의 성립이 부정되지 아니
한다.”라고 판시하였습니다.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5170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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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논문의 저자 판단

부당한 저자 표시?
제자에게 자신의 논문 초고를 준 교수 사건

• 사례:
A교수는 자신이 곧 게재할 논문의 초고를 제자 B에게 주었고, B는 초고에
각주 3개만 추가하는 정도로 수정하여 A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C학회의 학
술대회보에 B를 저자로 제출하여 게재하였습니다. C학회의 학술대회에서
제자 C는 이 논문을 발표하고 교수는 이 논문에 대해 논평하였습니다. 이후
A교수는 B에게 주었던 논문의 초고를 일부 수정하여 D학회지에 게재하였
습니다.
• 질문:
D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자는 누구인가요?
78

부당한 저자 표시?
제자에게 자신의 논문 초고를 준 교수 사건

• 답변과 법원의 판단:
• A교수는 D학회지에 게재된 논문의 단독 저자입니다.
• 이 사건에서 A교수 단독 이름으로 D학회지에 논문을 게재한 것이 부당하게 저
자를 표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었는데, 이와 관련하여 법원은 제자 B
는 이 논문의 내용 또는 결과에 기여한 적이 없으므로 이 논문은 A와 B의 공동
저작물이 아니므로 A교수가 B를 공동저자 등으로 기재하지 않고 자신을 단독저
자로 기재한 것을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보충설명: 다만 법원은 이 사건에서 A교수의 일련의 행위는 제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조장함과 동
시에 교수의 논문과 제자 논문의 저자 식별에 중대한 혼동을 초래하는 ‘연구부정행위’에 해당한다
고 보았습니다.
대전고등법원(청주) 2015. 8. 26 선고 2014누5522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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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여자가 저자로 등재되기 위한 요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공동저자 등재요구 사건

• 사례:
B연구원(이공계 대학의 석·박사 통합과정생)은 A교수의 지도하에 OOO OO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습니다. A교수는 미세 OO이 성장하는 현상을 제어하는 기술을 발견하고
OO 성장에 필요한 조건에 관한 기본적인 구상을 마친 후 기존 연구결과를 기초로 OOO
OO제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면서 연구의 전 과정을 총괄하였습니다. 이때 B연구원은 A
교수로부터 구체적인 지시와 실험 조건을 전달받은 후 관련 장비를 이용한 실험 및 데이터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물을 A교수에게 전달하는 형태로 연구에 참여하였습니다. 이후
A교수는 위 연구결과에 대한 논문을 과학분야의 국제저명저널에 게재하였는데, B연구원
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지 않고 ‘사사(acknowledgement)’ 대상으로만 지정하였습니다.
• 질문:
B연구원은 자신도 위 논문의 공동저자여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B연구원의 주장은 타당할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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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여자가 저자로 등재되기 위한 요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공동저자 등재요구 사건

• 답변:
• 이 사례에서 B연구원은 공동저자가 아닙니다.
• 교수와 함께 논문의 기초가 된 실험에 참여한 학생이 항상 저자로 등
재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공계 대학에서 지도교수와 함께 실
험에 참여한 학생이 저자로 등재되려면 단순히 논문의 기초가 된 실
험에 참여하였다는 사실만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학생의 지적인 기여
가 있어야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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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참여자가 저자로 등재되기 위한 요건
국제저명학술지 논문 공동저자 등재요구 사건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B연구원은 논문에 대해 지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고,
A교수가 B연구원을 공동저자로 등재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보았습
니다.
• 법원은 “논문에 사용된 데이터 수집을 위한 실험만을 수행한 학생을 저
자로 등재하는 것은 연구윤리에 반하고, 실험논문이든, 연구논문이든 과
학논문에 저자로 등재될 자격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연구 참여자 고
유의 ‘전문성’ 내지 ‘창의성’을 가미한 ‘지적인 기여’가 있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3. 11. 19. 선고 2013고정4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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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부정행위의 증명책임:
저널 VS 저자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연구윤리위배로 인한 논문게재철회 사건
• 사례:
A는 B학회가 발간하는 미생물 및 생명과학 분야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고, 이후 A의 논문에 대
한 연구윤리위배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B학회의 연구윤리심의 시행세칙 제10조 제2항은 ‘연구
부정행위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인 ‘본조사’에 대하여 “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본조사 결과를 확정하기 이전에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B학회 윤리위원회는 A에 대한 제보를 검토한 결과 A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을 조사할 필
요가 있다고 결정하고, 논문에서 발표한 모든 실험들의 방법과 데이터 등을 입증할 수 있는 실험노
트 혹은 전자자료를 제출할 것을 A에게 요청하였습니다. A는 일부 소명자료만 제출하면서 연구노
트는 분실하였다고 하였습니다.
• 질문:
이 경우 A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증명책임은 A와 B학회 중 누구에게 있을까요? 즉 A가 자
신의 연구부정행위가 없었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할까요, 아니면 B학회가 A의 연구부정행위가 있
었다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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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연구윤리위배로 인한 논문게재철회 사건

• 답변: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할 책임은 원칙적으로 조사기관에게 있지만, 사례
와 같이 조사기관에서 요구하는 자료의 제출을 피조사자인 연구자가
거부하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가 없다는 점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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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증명책임
연구윤리위배로 인한 논문게재철회 사건

• 법원의 판단:
• 이 사건에서 법원은 “학술단체인 B학회가 스스로 발행하는 학술지를 통
해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한 논문을 철회하는 것은 학문의 자유의 보호
대상이므로,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에 비해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한
다. B학회가 이 사건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거나 게재된 논문을 철회하
는 것과 관련하여 어떠한 기준을 두고 있다면, 그 기준이 강행법규를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함이 명백
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존중하여야 한다. 나아가, A가 이의
를 유보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B학회에게 이사건 논문의
게재를 신청한 A의 의사에는 B학회의 위와 같은 기준에 동의한다는 의사
가 명시 또는 묵시적으로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한다.”라고 한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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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학회의 연구윤리심의 시행세칙의 근거가 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 시행) 등에 비추어 볼 때 “연구부정행
위의 증명책임에 대한 B학회의 기준은 ‘피조사자가 윤리위원회에서 요구
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등으로 이 사건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에 연구부정행위의 의심이 있는 경우 연구부정행위가 없다
는 증명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기준은
연구라는 행위의 특성상 연구자 측의 협조 없이 윤리위원회가 해당 연구의
진실성을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 등에서 합리성이 있으며, 강행법규를 위반
하거나 현저히 불공정하거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서울고등법원 2019. 1. 11. 선고 2017나2065914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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