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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
• 중복게재(이중게재, 중복출판)
–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과 유사하거나 실질적으로 동일한 것을 다시 출판
하는 행위, 즉 거의 같은 논문을 반복해서 출판하는 행위
– 적은 범위의 내용을 재사용한 자기표절에 비해 훨씬 큰 범위에서 동일한
내용을 재사용한 경우. 특히, 연구의 목적, 방법, 결론, 그리고 이를 다룬
논리의 전개가 동일한 사례를 많이 볼 수 있음
• 문장재사용(text recycling, 자기표절)
– 자신이 발표했던 저작물에 이미 기술된 바 있는 적은 범위의 내용을 새로
운 논문 또는 서적에 재사용하는 것
– 자기표절이란 용어는 중복게재를 지칭할 수도 있는 표현이기 때문에, ‘문
장재사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타당함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CSE).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2014.

중복게재(교육부)
• 이미 발표된 자신의 중요한 연구 내용의 일부 또는 상당 부분을 ‘마치 처음 발표
하는 새로운 것처럼’ 다시 활용함으로써 독자를 속이는 비윤리적인 학술 행위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
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https://www.law.go.kr/행정규칙/연구윤리확보를위한지침

중복출판의 판단기준
•
•
•
•

가설이 유사함
표본 수가 유사함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함
결과가 유사함

• 최소한 1명의 저자는 동일함
•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음

Cho et al. Joint statement on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by the editors of the undersigned cardiothoracic journals.
Ann Thorac Surg 2000;69:663.

중복출판의 유형
• 전형적인 중복출판
– 동일한 대상에 대해 그 효과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면서 단지 조금 다른 처리
만을 하여 이를 연속적으로 발표하는 경우

• 쪼개기(Salami)
– 원래 하나의 연구를 계획하고 데이터를 도출하였으나 이를 몇 개의 논문에 나누
어 발표하는 행위
• 덧붙이기(Imalas )
– 먼저 발표된 논문의 조사 기간이나 조사 대상의 숫자를 늘려서 다시 조사하여 비
슷한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

• 번역
– 다른 언어로 번역해서 출판한 경우

이차출판: ICMJE
• 저자는 두 학술지 편집인 모두에게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
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출판 간격을 둔다(단, 두 편집인이 협상한 경우
라면 꼭 그럴 필요는 없다.
•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 각주 등을 통해서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학술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학술지 이름을 포함한 일차 출판 논문의 서지
정보]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출판 논문을 인용
하여야 한다.
•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그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 등)가 있어야 한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제3판. 2019.

중복출판 관련 이슈
•
•
•
•

회의발표 자료관련
학위논문 관련
언어 관련
프리프린트(Preprint) 관련

•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 관련
• 인터넷 배포관련

1. 회의발표 자료
Q: 연구자가 A 학회에서 프로시딩을 발표를 한 후, 같은 주제로 B 학회에서 정식 논문으로 발표
하였다면 이는 중복게재인가?
A: A학회에서 발표한 프로시딩의 형태와 A 학회의 출판 가이드라인에 따라 허용가능한 출판이
될 수 있음
A 학회에서 1차 발표한 프로시딩이 매우 축약된 형태(초록, 포스터, 구두 발표 등)에 그치며, A
학회의 규정이 프로시딩을 발전시켜 정식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프
로시딩을 발전시켜 정식 논문으로 완성하고 B 학회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것이 가능함
단, B 학회에 논문을 투고할 때, 이와 같은 주제의 프로시딩이 이미 A 학회에서 발표된 바가 있
음을 사전에 알리고, 이러한 사실을 인지한 상태에서 B 학술지 편집위원회에서 최종 게재를 결
정하여 출처를 밝히고 게재하였다면 이를 중복게재라고 할 수 없음

즉, ‘이미 발표한 데이터나 연구’임을 적절하게 출처를 밝히고 재활용하는 것은 중복게재의 의
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음
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1/sub2_3.php

우리 학술지의 투고규정에는 이에 관한 규정이 있나?
• Nature: Publishing work in conference proceedings is common in some research
communities. The Nature journals are happy to consider submissions containing material that
has been published in a conference proceedings paper. However, the submission should
provide a substantial extension of results, methodology, analysis, conclusions and/or
implications over the conference proceedings paper; the final decision on what constitutes a
substantial extension is made by the editors at each individual journal. Authors must provide
details of the conference proceedings paper with their submission including relevant citation
in the submitted manuscript. Authors must obtain all necessary permissions to re-use
previously published material and attribute appropriately.

• Nature Portfolio journals allow publication of meeting abstracts before the full contribution is
submitted. Such abstracts should be included with the Nature Portfolio journal submission
and referred to in the cover letter accompanying the manuscript.
https://www.nature.com/nature-portfolio/editorial-policies/preprints-and-conference-proceedings#conference-proceedings

회의발표 자료 관련 규정
학술지

기본원칙

조건

Nature

are happy to consider

Results, Methodology, Analysis, Conclusions 등의 내용에서 확장이
필요

Science generally encourage

언론보도 제한: 회의에 참석한 기자가 발표한 내용에 대해 기사를 내는
것은 가능하나 출판 전에 관련 연구에 대해 심도있는 언론 발표 금지

JAMA

is eligible fo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심사중인 원고를 발표하는 경우 편집인에게 알림

IEEE

recognizes that technical
research is often published
first as a conference

• 회의자료와 학술지 논문은 모두 동료평가를 거쳐야함
• 학술지 논문은 회의발표 자료보다 더 깊이있는 정보를 포함해야 함
• 학술지 논문은 회의발표 자료를 인용하고, 그 차이점을 분명히 밝힘

회의발표 자료 관련 세부 규정: JAMA
• 논문 투고 후 회의에 발표하는 경우
– 반드시 편집장에게 회의 정보 알림. 출판시기를 조정할 수 있음
• Accept되었으나 출판이 안된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
– 회의발표시 해당 논문의 상태에 대해 언급하면 안됨
– 상세한 데이터를 표나 그림으로 발표하면 안됨
• 언론보도
– 상세한 언론보도나 공식 브리핑 등을 통한 자료 공개는 안됨
– 단, 공중보건을 위해 긴급한 경우 편집인과 협의

2. 학위논문
•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해도 되나?
• 학술지에 투고한 내용을 가지고 학위논문에 써도 되나?
• 같은 연구실에서 수행한 연구를 바탕으로 2명이상 학생이 학위논문을 쓸 때 발
생하는 중복문제는?
• 학위논문을 과제 연구결과물로 제출해도 되나? 이때 학위논문의 저자가 포함
되어야하나?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에 투고해도 되나?
• 학위논문은 정식 출판물이 아님. 학위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해도 되나 투고할 때
학위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것임을 밝혀야 함

학술지에 투고한 내용으로 학위논문에 써도 되나?
Q: 학술지에 이미 게재되었던 자신의 논문의 데이터 일부를 학위논문에 다시 사용한다면
이는 중복게재일까?
A: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단행본이나 학술지에서 사용된 자신의 데이터의 일부분을 재
사용하여 학위논문이나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 해당 데이터의 출처를 명확하게
밝혀주어야 중복게재의 의혹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출판사에 따라서는 단행본이나 학
술지에 실려있는 그림이나 사진 또는 그래프 등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허락을 받도록 하
는 경우도 있으므로 비록 자신의 단행본이나 논문에 있는 것이라도 재활용할 때는 저작
권침해나 중복게재의 의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한다. 즉, 승인을 받아야 할 것
은 없는지, 반드시 출처를 표기해야 할 부분은 없는지에 대해 관련 규정을 파악하고 그에
따라야 한다. 학술 활동에서 나온 모든 저작물(단행본, 논문 등)에 대한 권리는 원저자뿐
만 아니라 출판된 저널에도 있기 때문이다.

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1/sub2_3.php

학위논문관련 ACS의 정책

학위논문관련 규정
• Nature Portfolio will consider submissions containing material that has previously formed
part of a PhD or other academic thesis which has been published according to the
requirements of the institution awarding the qualification.
• Science: We do not regard dissertations/theses as prior publications.
• IEEE: It is common in technical publishing for an author to base an article on work
appearing in a thesis or dissertation written by that author. IEEE recognizes the
importance of this publication paradigm and fully supports it, but IEEE requires that the
thesis or dissertation be fully referenced through direct citation of the thesis or
dissertation or through other articles generated from and referencing the thesis or
dissertation. Accordingly, the publication in an IEEE periodical based on original technical
material contained in a thesis or dissertation is considered appropriate provided that the
articles have undergone the standard peer review for the specific periodical in question.

학위논문 관련 사례들
• 같은 실험실의 박사과정 학생인 A와 B는 공동으로 수행한 연구의 결과를 공동 주저자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였
다. 이후 A가 먼저 박사학위 논문을 쓰고 졸업을 하였고, 이후 B가 박사학위 논문을 쓰려고 하니 A의 박사학위 논문
과 구성은 다르지만 내용과 그림이 상당 부분 겹치게 된다는 점을 알게 되었다. 만약 지도교수, A, B가 동일한 데이터
와 내용에 대해 합의를 한다면 문제가 없을까?
• 학위 논문(석사, 혹은 박사)을 2페이지로 요약해 프로시딩 책자로 발간했다. 학위 논문을 보완하여 학회지에 게재 하
였을 때, 이 프로시딩이 실린 책자를 참고문헌으로 기재했다면 이는 학위논문이 아닌 별개의 문헌으로 간주해서 제
시할 수 있는가?
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1/sub2_3.php
• 지도교수가 자신이 지도한 학생의 학위논문을 다른 연구과제의 결과물로 보고서를 제출하였는데 해당기관의 연구업
적 관 리부서에서는 연구윤리 위반이라 제소하였다.
• A 씨는 B 씨 지도아래 석사학위 논문을 발표하고 다른 기관으로 이직하였다. B 씨는 A 씨 학위 지도 후 수 년 뒤 사
직하였으며, A 씨는 자신의 학위 논문이 자신의 허락없이 학위를 받은 기관의 C 씨가 제1저자, 원로교수인 D 씨가 책
임저자로 출간된 사실을 알았다. A, B 씨는 공동저자로 포함되어 있었다. 한편 책임저자 D 씨는 해당 논문을 교내연
구비 업적 보고를 위한 결과물로 원고 에 감사의 글(acknowledgments) 표기를 하였다.
• 후원을 받아 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학위 논문에 위배가 되는 사항인가? 물론 후원으로 진행된 연구과제가 결과가 나
왔으나 진행하면서 추가적으로 이런 것도 연구하면 좋겠다고 생각되어 기존의 계획서 이외의 자료들을 모았고 이런
자료들이 하나로 모아서 학위 논문으로 제출하려고 하는 중이다. 후원을 받아 수행한 연구를 학위 논문의 자료로 사
용할 수 있을까?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3. 다른 언어
• 다른 언어로 발행하는 경우 2차 출판에 해당되며, 그 기준을 맞춘 경우 중복
게재가 되지 않음

다른 언어 관련 규정
• Nature: If part of a contribution that an author wishes to submit to a Nature
Portfolio journal has appeared or will appear elsewhere, the author must specify
the details in the covering letter accompanying the Nature Portfolio submission.
Consideration by the Nature Portfolio journal is possible if the main result,
conclusion, or implications are not apparent from the other work, or if there are
other factors, for example if the other work is published in a language other than
English.

4. 프리프린트
• APS Physics: Clearly state the relation of the submitted manuscript to previously published work,
including papers, meeting abstracts, and conference proceedings. (Preprints and internal laboratory
reports are not considered publications.) If the results reported in the manuscript correct, supplement, or
supersede previous results, state this advance. Distinguish your results from those previously obtained.
• ACS Chemisty: Journal of the American Chemical Society authors may deposit an initial draft of their
manuscript in a preprint service such as ChemRxiv, bioRxiv, arXiv, or the applicable repository for their
discipline before the manuscript is accepted for publication in JACS. Authors may revise the preprint
version of their manuscript up until a final acceptance decision has been issued. Please note any use of a
preprint server in the cover letter and include a link to the preprint, and as appropriate, state how the
manuscript has been adjusted/updated between deposition and submission. All other prior/redundant
publication is forbidden. Upon publication in JACS, authors should add a link from the preprint to the
published article via the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Some preprint servers, including ChemRxiv and
bioRxiv, add this link for authors automatically after publication.
• Nature Portfolio journals encourage posting of preprints of primary research manuscripts on preprint
servers of the authors’ choice, authors’ or institutional websites, and open communications between
researchers whether on community preprint servers or preprint commenting platforms.
• JAMA: Manuscripts that have been previously posted on a preprint server may be submitted for
consideration for publication. When the manuscript is submitted, authors must provide information
about the preprint, including a link to it and a description of whether the submitted manuscript has been
revised or differs from the preprint.

5.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
• 자신의 연구 성과물을 재활용하는 것이 왜 문제가 되나?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업적 부풀리기
– 저작권 침해: 논문 출판시 저작권을 학회나 출판사에 이양하는 경우가 대부분이
므로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음
• 저자가 저작권을 가지는 해외 OA 논문의 경우는 문장 재사용에서 자유로운가?

COPE: Text recycling

COPE: Text Recycling
•
•
•
•
•
•

How much text is recycled
Where in the article the text recycling occurs
Whether the source of the recycled text has been acknowledged
Whether the article is a research or non-research article
Whether there is a breach of copyright
In some circumstances, cultural norms at the time and place of publication

https://publicationethics.org/files/Web_A29298_COPE_Text_Recycling.pdf

DUKE: Text Recycling Research Project

https://textrecycling.org/

문장 재사용 사례
Q: 자신의 선행 논문의 기존 실험방법으로 화학물질을 달리하여 새로운 데이터를
얻어 논문을 작성하였다. 이공계 연구분야의 관행상 experimental section부분은
동일하여도 중복게재로 보지 않는다고 알고 있는데 기존 논문의 experimental
section 부분 뿐만 아니라, 초록, 서론, 결과 및 고찰, 결론 부분도 상당히 유사(KCI
논문 문헌 유사도 50% 초과)할 경우에도 중복게재(자기표절)에 해당하지 않는가?
A: 이공분야의 논문에서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는 초록, 결과 및 고찰, 결론 부분
에서 유사도가 50%이상이 나온다면 비록 출처를 밝혔다고 해도 이전 연구와의 차
별화가 없다면, 즉 독창적이거나 새로운 연구 성과로서의 인정을 받기가 어렵다면
중복게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사한 내용(실험 방법)이 일부 포함된다 하더라
도 그 출처와 사유를 기술하고 중복성을 최소화 하려는 역할을 기울인다면 중복게
재가 아닌 실험방법을 차용한 신규 연구결과로서 인정받을 수 있음

https://webzine.nrf.re.kr/nwebzine/nrf_1901/sub2_3.php

6. 인터넷 배포
• 학술 논문의 인터넷, SNS, 언론 등에 사전 발표 했을 때 중복게재에 문제가 되는
지?
– Science: Distribution on the Internet in other ways may be considered prior
publication and may compromise the originality of the paper as a submission to
a Science Journal.
– JAMA Authors should not release information about accepted manuscripts via
social media until publication.
• 출판 후에는 어떤가?

IEEE: 자료 공유 및 포스팅에 대한 정책

http://journals.ieeeauth
orcenter.ieee.org/wpcontent/uploads/sites/7/
IEEE-Article-Sharing-andPosting-Policies.pdf

Wiley: 논문 공유

https://authorservices.wiley.com/author-resources/Journal-Authors/Promotion/index.html

기타: 종설 논문
• 종설논문을 여러 학술지에 게재 가능한가?
– 중복게재의 위험이 있음
– 학술지간 상호협의를 한 경우라고 논문 첫 페이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저
자순서 및 교신저자도 동일하게 해야함
• 길이가 긴 종설은 나누어 게재가 가능한가?
– 분할 출판의 위험이 있음
– 편집위원회에서 허락할 경우 1) 분할되는 내용에 대해 각각의 초록을 작성, 2)
참고문헌도 해당 부분만 나누어 수록 함
– 장려하지 않음

한국연구재단. 실무자를 의한 연구윤리 통합 안내서. 2021.

중복게재 의심시 처리방법

https://publicationethics.org/guidance/Flowcharts

중복게재 Key-point
• 투고 후
– The instructions to authors should state the journal’s policy on redundant publication.
– It may be helpful to request the institution’s policy.
– Ask authors to verify that their manuscript is original and has not been published
elsewher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advises that translations
are acceptable but MUST reference the original.
• 출판 후
– The instructions to authors should state the journal’s policy on redundant publication.
– Asking authors to sign a statement or tick a box may be helpful in subsequent
investigations.
– ICMJE advises that translations are acceptable but MUST reference the original. Editors
may consider publishing a correction (ie, the link to the original article) rather than a
retraction/notice of duplicate publication in such cases.

https://doi.org/10.24318/cope.2019.2.12

https://doi.org/10.24318/cope.2019.2.13

처리방법
• 심사중
– 경미한 중복: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문에 대한 인용 추가나 중
복된 자료의 제거를 요청한 후 심사를 진행.
– 중대한 중복: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 만일 저자의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예: 고의가 아닌 실수, 투고규정이 모호함, 초보 연구자)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리.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
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
• 출판 후
– 경미한 중복: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문에 대한 인용 추가 등
논문의 수정을 저자와 상의.
– 중대한 중복: 교신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
문의 게재를 취소(retraction)함.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
면 게재 취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제3판. 2019.

제언
• 투고규정 보완
– 각 학술지에서 허용하는 중복게재에 대해 투고규정에 밝힘
– 저작권을 학회에 양도할 때, 저자가 가지는 권한에 대해서도 밝힘

• 과편협, 의편협, 연구재단 등의 사례집을 회원들과 공유
• 논문을 널리 공유할 수 있는 방안 연구

Ques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