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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 목표: Similarity check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 종류를 파악하고 편집인의 대처 방안
을 한 가지 이상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구체 목표
1. Paraphrasing 이 필요 없는 text-recycling은 어느 경우 가능한지 나열할 수 있어야 한
다.
2. Similarity check을 피할 수 있는 paraphrasing 프로그램을 나열할 수 있어야 한다.
3. Paraphrasing을 하더라도 인용하지 않으면 표절로 확인 가능한 예를 파악할 수 있어야 한
다.
4. Paraphrasing 문장에 대한 대처 방안을 마련할 수 있어야 한다.
머리말
Paraphrase는 Merriam Webster Dictionary에서

“a restatement of a text, passage,

or work giving the meaning in another form”으로 또한 “the use or process of
paraphrasing in studying or teaching composition”라고 설명한다.

우리말로 기술하면

“말바꾸어쓰기“라고 할 수 있다. 아직 우리말로 번역한 표준어는 찾을 수 없다. 여기서는 우
리말로 말바꾸어쓰기로 적는다.
우리가 중등교육

국어 쓰기에서 같은 뜻의 어휘를 여러 가지로 표현하는 것을 강조

하여 어휘를 풍부하게 이해하는 지 점검하고, 어휘력이 풍부하다고 표현한다. 영어에서도 마
찬가지로 한 단락에서 유사한 의미를 표현할 때 어휘를 풍부하게 구사하고 가능하다면 같은
어휘 반복을 피하라고 하였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Thesaurus 사전을 지니고 다니면서 공부
하는 것을 강조하였다.

물론 과학논문에서 명사는 굳이 다르게 표현하기보다는 가장 정확한

단어를 선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러나 동사, 형용사, 부사에서는 다양한 표현을 구사할 수
있다.
논문에서 말바꾸어쓰기는 주로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할 때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다.
우리가 다른 이의 글을 인용할 때 그대로 가지고 와서 verbatim으로 사용할 때는 인용부호 ”
“안에 넣거나 아니면 별도의 단락에서 들여쓰기하거나,
이의 글을 그대로 인용하였음을 밝힌다.

이탤릭체 표기하는 등 명확하게 다른

그런데, 이런 verbatim 은 정의를 기술하거나 아니

면 다른 이의 결론을 강조할 때는 문장 그대로 인용이 무방하나 많은 문장을

verbatim 으로

기술하는 것은 영문에서는 피하는 것이 좋다. 원어민도 다른 이의 논문을 인용할 때, 자신이
해석한대로 말바꾸어쓰기를 한다. 그러므로 영어 원어민이 기술한 원고는 Similarity che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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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에서 유사도가 대개 5% 미만이며 특정 문장 verbatim은 찾기 어렵다. 그런데, 원어민이
아닌 경우는 이런 말바꾸어쓰기가 상당히 어렵다. 비원어민의 원고에서는 특히 서론에서 배
경, 고찰에서 과거 문헌와 비교할 때 verbatim이 상대적으로 많아 25% 이상인 경우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므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말바꾸어쓰기를 한다. 이 시간에는 이런 프로
그램에는 어떤 것이 있는 지 파악하고, 말바꾸어쓰기할 때 주의할 점, 인용을 하지 않고 말바
꾸어 쓰기할 때 벌어지는 문제점, 말바꾸어쓰기가 필요 없는 text-recycling 경우 등을 같이
검토하도록 한다. 말바꾸어쓰기는 과학 문장에서 늘상 이루어지는 것이다. 편집인 입장에서
검토할 내용이 무엇인지만 알면 충분하다.

말바꾸어쓰기가 필요 없는 구성 요소
또한 말바꾸어쓰기를 할 필요가 없는 원고 구성 요소는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므
로 모든 문장을 말바꾸어쓰기할 필요는 없다.

즉, 자신의 과거 논문을 text-recycling 하는

경우 방법은 굳이 말바꾸어쓰기가 필요 없다. Similarity check 에서도 방법과 참고문헌은 제
외하고 검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자신의 논문이 아닌 경우 방법 부분에서 원출처 인용하면서 어느 수준으로 중복이
허용되는지가 관건인데, 많은 편집인은 방법은 유사도 검색에서 제외하므로 중복이 되더라도
문제 삼지 않는다. 방법론은 어느 실험실, 어느 연구자에서나 이미 잘 알려진 내용이기 때문
이다.
텍스트 재활용 연구 프로젝트 (https://textrecycling.org/)
텍스트 재활용 연구 프로젝트는 연구자가 과거 발표한 논문의 ”방법(Methods)“ 부분을 다른
논문에서 재사용한 것을 조사한 최초의 연구이다. 이런

프로젝트의 목표는 텍스트 재활용의

의미를 이해하고, 이해관계자 간의 합의를 도출하여, 적절한 논문 작성에서 관행을 확립하는
것이다.
2022년 5월,

4년간 조사 후 model text recycling policy를 제안하였다.

우선 정의를 아래처럼 내렸다.
Text Recycling is the reuse of textual material (prose, visuals, or equations) in a
new document where (1) the material in the new document is identical to that of
the source (or substantively equivalent in both form and content), (2) the material
is not presented in the new document as a quotation (via quotation marks or
block indentation), and (3) at least one author of the new document is also an
author of the prior document.

번역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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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트 재활용은 새 문서에서 과거 발행한 문장, 그림, 또는 방정식 등 자료를 아래와 같은
경우 재사용하는 것이다.
(1) 새 문서 (desination) 자료가 원출처 (source) 자료와 동일하거나 형식과 내용이 실질적으
로 동일하다.
(2) 원자료를 새 문서에서 따옴표 또는 블록 들여쓰기로 표기하지 않는다.
(3) 새 문서에서 최소 한 명은 원출처 공저자이다.
연구자가 자신의 과거 논문 내용을 텍스트재활용하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고 단지 자신의
원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물론 재활용의 범위가 어느 수준이냐에 따라서 논란의 여

지가 있으므로 지나치지 않게 재활용하고 새 정보가 들어가면 편집인이 판단할 것이다.

말바꾸어쓰기 프로그램
말바꾸어쓰기는 원어민이 아닌 경우 필요하기에 누리집에서 paraphrasing program을 검색
하면 매우 많은 종류가 나옴을 알 수 있다. 즉, 이런 프로그램 시장도 크다는 것을 알 수 있
다.
1. QuillBot's paraphrasing tool –Premium은 유료,

인공지능 기반 프로그램

https://quillbot.com/
예를 들면 아래처럼 말바꾸기를 제공한다.

Fig. 1.

Example of paraphrasing by QuillBot's paraphrasing tool.

2. Paraphrasing-online –무료
https://www.paraphrase-onlin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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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pinner Chief 6

https://www.spinnerchief.com/
4. Duplichecker
https://www.duplichecker.com/
5. SEO Wagon
https://seowagon.com/article-rewriter
6. CoderDuck
https://rigorousthemes.com/blog/best-paraphrasing-tools-free-paid/
7. PARAPHRASER
https://www.paraphraser.io/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으나 그 말바꾸어쓰기 기능은 언어 선택과 범위까지 다양하다. 대부분
프로그램이 문장 기본 구조를 그대로 두고,
수동태를 능동태로 기술하거나 그

유사어로 변경하거나 위치를 변경하는 수준이다.

반대로 기술하는 수준의 변경은 찾기 어렵다. 그러므로 원

문의 저자가 읽을 때 자신의 글을 말바꾸어쓰기 하였음을 파악할 수 있다.

말바꾸어쓰면서 인용하지 않는 경우 확인할 수 있는가?
Similarity check이나 Copykiller 와 같이 국내 편집인이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거의 불가
능하다. 물론 Similarity check에서 문장 구조는 같고 단어만 변경하는 경우 유사도 검사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으나 그런 경우도 단어만 변경한 경우 가능하다. 어휘 위치를 변경하
는 경우 파악하기 어렵다. 또한 말바꾸어쓰기는 인용을 적절하게 하면 굳이 파악할 필요가 없
고 문제 삼을 필요 없이 장려하는 글쓰기이다.
적절한 인용없이 말바꾸어쓰기가 문제가 되는 경우
대부분 경우 원전을 인용하지 않더라도 말바꾸어쓰기를 표절로 간주하기는 매우 어렵고 그럴
필요도 없다. 결과 해석은 누구나 같은 논리로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이가 해석한 내용
을 피해갈 수는 없고 굳이 피할 필요가 없다. 또한 해석은 자신이 하는 것이므로 굳이 인용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서론 부분에서 과거 논문 인용을 하지 않은 경우 원문의 저자가 해당 논문을 읽고 말
바꾸어쓰기한 것조차도 표절이라고 항의하여 결국 취소 (retraction) 된 예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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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ditors and the Publisher have retracted this article because of serious
similarity with the previously published article. Following an information raised by
one of our readers, the Editors and Publisher confirmed that some of the
sentences are similar in writing, style, and ordering of the references.“
이 예는

원저자 역시 말바꾸어쓰기한 것이라서 해당 논문의 원래 원문을 인용한 것인데, 자

신도 말바꾸기로 표현한 저자가 항의하면서 벌어진 일이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를 피하려면
원문에서 표기한 원래 원문을 인용함과 동시에 원문도 인용하여야 한다. 저자는 원 논문의 저
자도 말바꾸기하면서 참고문헌을 달았으므로 자신도 그 참고문헌을 그대로 달고 말바꾸기 한
것이므로 표절이라고 하는 것은 억울하다고 여길 수 있다.
편집인은 이 경우 표절이라고 할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또한 항의에 따라 원문을 인용하는
Corrigendum 처리도 무방하였으나 아마도 추후 벌어질 수 있는 논란을 피하기 위하여 취소
처리한 것으로 여긴다. 취소되었지만 내용의 과학성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며 PMC 에 그대
로 원문이 남아 있어서 다른 연구자가 추후 지속하여 인용하고 있다. 즉, 취소 사유가 단지
인용을 빠트린 것이지 과학성이 아니기 때문이다. 이런 취소가 적절한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
으나 편집인의 권한이므로 저자로서는 대응하기 어렵다.
인용하지 않은 말바꾸어쓰기에 대한 대처 방안
매우 드문 예이기는 하지만 이런 말바꾸기쓰기 하면서 인용하지 않았은 지 여부를 편집인이
사전에 파악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Similarity check 에 잡히지 않는 문장이 표절인지

여부는 어느 독자도 파악이 쉽지 않고 단지 해당 문장을 기술한 원저자만 위의 경우처럼 알
수 있을 것이다. 즉, 우리가 어느 문장을 기술하던 이 문장을 전 세계 누군가는 열심히 보고
있고 나름대로 해석하고 있음을 알고 늘 긴장하면서 편집하는 도리 밖에 없다. 또한 저자도
역시 이렇게 누군가는 열심히 본다는 것을 알고 최선을 다하여

말바꾸어쓰기에는 원전 인용

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편집인이 최선을 다하여도 결국 저자가 모두 같이 따라와 주어야 한
다. 우리나라 학회지는 대개 회원이 중심이 되어

발표하므로 이런 내용에 대한 학회 차원의

저자 훈련도 필요하다.
맺는말
말바꾸어쓰기는 권장 사항이고 모든 저자가 원고 작성에서 말바꾸어쓰기를 한다. 영어 원어민
인 경우는 특별한 어려움이 없으나 원어민이 아닌 경우 어려움을 겪으므로 다양한 말바꾸어쓰
기 프로그램을 활용하기도 한다.

편집인은 이런 경우

Similarity check 이나

Copykiller

같은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점검할 수 있으나 중복 여부를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단지, 저자
가 해당 문장을 말바꾸어쓰기 후 인용을 빠트리지 않기를 기대하고 강조하는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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