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하계 정기세미나
●
●
●
●

일 시: 2018년 6월 28일(목) - 29일(금)
대주제: 책임있는 연구수행과 대학의 연구윤리 교육 방안
장 소: 제주도 탐라스테이 호텔
주관·주최: 대학연구윤리협의회·고려대학교 연구윤리센터·연구윤리정보센터

일자

시간
12:00-13:30

내

13:30-14:10

●

14:10-15:00

●

15:00-15:50

16:10-17:10

(본 협의회 사무총장)

발표2
-주제: 충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사례
-발표자: 김영국(충남대, 본 회 부회장)

발표3
-주제: 연구부정행위 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발표자: 이인재(서울교대, 연구윤리정보센터장)

진행: 이원용
(본 협의회 상임 이상)

●

정기총회 및 만찬

진행: 이인재

●

만남과 어울림 (제주 야행)

별도비용 없음

코스: 곽지해수욕장 → 제주올레길 → 야찬 (만찬 후, 호텔 정문에서 차량탑승)

09:00-09:50

●

09:50-10:40
10:40-11:00

진행: 이인재

발표4
-주제: 출판윤리의 최근 동향
-발표자: 한동수(한양대 의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 위원장)

●

발표5
-주제: 중앙대학교 연구진실성 위원회 운영 사례
-발표자: 현명호(중앙대학교, 본 회 상임이사)
발표6
-주제: 국내 연구윤리의 쟁점 - 저자자격(authorship)과 책임을 중심으로
-발표자: 이인재(서울교대, 본 회 사무총장)

(본 협의회 사무총장)

진행: 김용환
(본 협의회 감사)

휴식
●

11:00-12:00

●

발표1
-주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역할
-발표자: 엄창섭(고려대, 본 회 회장)

●

17:10-18:00

20:00-22:00

-축사: 윤소영(교육부 학술진흥과장)
-세미나 기획 취지 및 일정 안내

휴식 및 친교의 시간
●

6/29
(금)

개회식
-환영사: 엄창섭(고려대 교수, 본 회 회장)
-제3기 임원진 소개 및 참석자 상호 인사

15:50-16:10

18:00-19:30

비고

등록
●

6/28
(목)

용

종합 토론
-주제: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활성화 방안
-지정 토론자: 김영국(충남대, 본 회 부회장), 현명호(중앙대, 본 회 부회장),
김용환(차의과학대학교, 본 회 감사)
폐회사: 회장

12:00-12:10

●

12:10-12:10

점심 식사

본 일정은 강연자 섭외 등 사정에 의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진행: 이인재
(본 협의회 사무총장)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하계 정기 세미나

발표 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역할

엄창섭
(고려대, 본 협의회 회장)

2018-06-19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역할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장
고려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엄창섭

대학연구윤리협의회
• 근거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칙] 2015.05.06

• 연혁
– 1대 (2015.05.01~2016.04.30)
• 회장: 신현윤 부총장 (연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 2대 (2016.05.01~2017.04.30)
• 회장: 이용복 부총장 (전남대학교 약학대학)

– 3대 (2017.05.01~현재)
• 회장: 엄창섭 교수 (고려대학교 의과대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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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위상
• 제3조(목적) 본 협의회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상호간의 유
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 연구윤리관련 지식과 정보를 교환하고 체계화
– 회원 대학교

함으로써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고
연구력 증진에 이바지할 것을 목적으로 한다.

– 우리나라 대학교에서의
– 건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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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 현황
• 2015년 5월 창립: 77개 대학
• 2018년 4월 현재: 150개 대학
– 정회원교 (가입비 + 연회비 납부) : 57개교
– 준회원교 : 사정에 따라 세미나 및 실무자워크
숍에 참석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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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및 구성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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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위원회 역할
• 제4조(사업) 본 협의회는 전조의 목적을 달
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사업을 한다.
1.
2.
3.
4.
5.
2018-06-28

연구윤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
회원교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지원
연구윤리에 관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연구윤리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보급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018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하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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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회기별 사업내용
사업 / 회기

1. 연구윤리에 관한 지식과
정보의 교류
2. 회원교 상호간의
업무협조 및 지원
3. 연구윤리에 대한
정책개발 및 대정부 건의

1기

2기

3기

연구윤리 담당 위원회 위원장, 위원, 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기세미나 및 실무자
워크숍 개최
세미나 내용의 다양화 추구  저자권
연구윤리협의회 활동근거 마련 (회칙, 운영원칙 등)
회원교의 실무 처리 경험 공유 및 문제점에 대한 Q&A
회원교 본조사 자문, 본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등
교육부 연구윤리자문위원회 등에 협의회 임원 및 이사진 참여 추천
연구윤리(진실성) 관련 사회적 에 대한 의견 개진
- 자녀공저자건 검증위원회 위원 추천

연구진실성검증 관련 매뉴얼 발간 (3기 말까지 완료 예정)
4. 연구윤리 활성화 방안의
연구 및 보급

연구윤리백서 발간 (최종보고서 제출 준비중)
연구윤리(진실성) 교육의 표준 콘텐츠 개발 및 보급 사
업 시작
연구윤리 동향을 담은 뉴스레터 발간 추진

5. 기타 본 협의회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

2018-06-28

연구윤리(진실성)교육, 검증 및 사후 조치와 관련한 회

원교의 요구에 적극적으로 대응
연구윤리 관련 단체 및 기관과의 협력 확대
2018 대학연구윤리협의회 하계세미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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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윤리 거버넌스에서
대학연구윤리협의회의 위치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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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협의회의 바람직한 역할
• 교육 및 토론
– 연구윤리
– 전문가 양성

• 정책 조언 및 자문활동
• 연구진실성검증
– 조사위원 추천 및 검증활동

•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
– 새로운 연구윤리 이슈의 개발과 대안 제시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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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및 토론

협의회 세미나 및 워크숍 참석 현황
2015
기관
창립회의

2016

참가자

기관

2017

참가자

기관

참가자

77

150

51

61

41

56

하계정기세미나

38

53

31

44

28

44

추계워크숍

36

43

46

70

45

59

동계정기세미나

55

78

50

71

43

52

소계

206

324

178

246

157

211

참여기관 누계

541

참가자 누계

/춘계워크숍

총계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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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세미나 및 워크숍 주제변화
년도

세미나(진실성위원회)

워크숍(실무자)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내용

-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연구윤리 - 서울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사례
2015

관련 사업소개

- 연구부정행위검증 노하우

- 연구진실성검증 법적 이슈

- 해외대학 시스템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 KAIST 연구윤리 행정시스템
- 문장유사도 프로그램

- 옥시 사례
- 저작권 사례
2016

- 고려대 연구윤리위원회 운영사례
- 연구진실성위원회

-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 및 사례
- 연구부정행위

- 연구부정행위 유형 - 표절
- 세계 동향
2017

- 문장유사도 프로그램

- 회원 교 연구윤리정책 및 운영사례 - 연구진실성 검증사례
- 문장유사도 프로그램

2018-06-28

- 모둠 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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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 검증 활동

전문인력 양성과 상위 검증기관으로서의 역할
•

연구윤리 관련 전문인력 자원 풀 구성
– 교원:
• 전문가 확보: 학문분야별, 연구윤리 주제별, 권역별
• 전문성 강화: 지속적인 자율연수 (세미나 등)
– 행정직원:
• 연구윤리 전문행정가 확보: 실무자워크숍을 통한 실무 능력 배양
• 실무자 네트워크 구성을 통한 업무 협조
• 앞으로는 심화교육을 통해 연구윤리업무전문가(Research Integrity
Officer) 인증 혹은 자격증

•

연구윤리 검증을 위한 전문가 추천 및 검증
– 협의회 차원의 연구윤리검증에 대한 비용 및 협약서 등 기준 마련
–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28조의 재조사를 담당할 수 있는
등 연구진실성 검증의 상위 전문기관의 역할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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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6-19

연구 및 자문 교육활동

• 각 대학의 연구윤리 성숙도 및 추진활동 점검
– 전문가 단체에 의한 연속성을 가진 조사, 점검
– 조사 (혹은 보고) 결과를 근거로 한 연구윤리활동 방향의
설정 및 자문

•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통일을 위한 제언
• 연구윤리 콘텐츠 개발 및 교육
– 다양한 수준, 대상을 위한 교육
– 연구진실성검증을 위한 연구윤리전문가 심화 교육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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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및 자문 교육활동

• 연구윤리 개념의 정립 및 자료의 확보
– 정부주도에서 현장중심의 의견 반영
– 학술적 타당성 확보
– 학문분야별 개념의 통일 혹은 조절
– 연구부정행위 vs 연구부적절행위
– 사회적으로 시급한 개념 정리가 요구되는 내용 (예, 자녀공
저자)
• 연구진실성 검증 문제
– 악성제보자 문제
– 해결이 되지 않는 다툼 (재조사)
– 학술지 투고, 연구비 신청 등과 관련한 연구윤리문제 대책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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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조언 및 자문활동

•

극복해야 할 한계

협의회의 안정화 단계를 지난 이후의 성격
 “지속 가능한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협의체”
(이원용 2016, 2017)

협의회의 안정화 및 활성화: 회비의 안정적 확보
• 회원교의 확보 및 지속적인 활동 유도

• 입회비, 연회비, 영수증 등의 현실적 문제 해결 필요

대학 연구윤리의식 정착 및 저변 확산을 위한 사업 추진
• 국내 연구계의 연구윤리 확립의 구심체 역할
• 해외 연구윤리 선도단체들과의 협력 추진 및 강화

사단법인
추진

• 연구윤리교육 및 연수 제공기관으로 공식적인 지정

교육부의 협력기관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발전
• 연구윤리관련 사안이나 정책 결정에 자문 및 상시적 지원
• 대학 및 대학원의 평가 항목에 연구윤리 관련 항목 추가
• 대학 및 연구자 대상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실시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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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
대학연구윤리협의회는
• 각 대학에서 발생하는 연구부정/연구진실성 확보검증
에 필요한 실무 지식과 정보를 확보, 통일화, 회원교에
서 동일하게 활용하게 하고
• 정부의 연구정책, 연구윤리관련 법, 연구윤리 교육 요
구, 사회적 요구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 회원교에 알려
대처하게 하여
• 각 대학의 연구윤리위원회가 연구부정이나 연구진실
성 검증을 넘어 각 대학의 바람직한 연구환경 조성과
연구력 증진에 기여하도록 해야 한다.
2018-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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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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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2

충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사례

김영국
(충남대, 본 협의회 부회장)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하계 정기
세미나(2018.6.28.)

2018-06-19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사례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년 하계 정기세미나
2018. 06. 28.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원장
김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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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설치
• 구성 인원: 9명
• 조직도

산학연구본부

연구지원과

총
무
∙
재
정

연구관리팀

기
획
∙
감
사

산학협력팀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1)
∙ 생명윤리위원회(1)
∙ 동물실험윤리위원회(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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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구성
∙ 산학연구본부장을 당연직 위원으로 하여 9인의 위원으로 구성
∙ 임명직 위원은 부교수 이상의 전임교원 중에서 총장이 임명
∙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음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선출
∙ 위원회의 행정지원을 위한 간사는 산학연구본부장의 추천에 따라
위원장이 임명
∙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음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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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역할
∙ 연구윤리와 관련된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 접수 및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 연구부정행위의 조사 대상 결정에 관한 사항

∙ 예비조사와 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보호와 명예회복 등을 위한 조치에 관한 사항
∙ 연구진실성 검증 결과의 처리 및 후속조치에 관한 사항
∙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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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2007. 2. 19. 충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제정

2013. 5. 24. 충남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규정 폐지

2013. 5. 24.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6. 11. 30.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 개정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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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계속)
2016. 11. 30.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 개정
□ 개정 이유
→ 교육부 훈령인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개정(2015. 11. 3.)됨에 따라
개정된 내용을 반영하고 기존 규정에 누락된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원칙과
절차 등을 보완하여 연구윤리 확보의 신뢰성 제고

→ 우리 대학의 연구 활동에 있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 및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자 전부 개정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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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계속)
2016. 11. 30.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 개정
□ 주요내용
제1장 총칙
→ 교육부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하 “상위지침”) 개정에 따라 전면
개정하는 규정의 목적을 새로 정함(제1조)
→ 상위 지침 개정에 따라 신설된 용어의 정의 및 연구부정행위 범위에 대한
명확한 개념 정의와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제시(제4조, 제5조)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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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계속)
2016. 11. 30.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 개정
□ 주요내용
제2장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를 예방·검증하는 위원회를 두며, ‘연구진실성위원회’를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로 명칭을 변경(제9조)*

* ‘윤리’라는 단어를 추가함으로써 단순히 연구부정행위 검증만이 아닌, 연구윤리를 확보하고 강화하여 연구부정
행위의 사전 예방 등 윤리적인 측면을 더욱 강조하는 목적으로 명칭을 변경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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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계속)
2016. 11. 30.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 개정
□ 주요내용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상위지침 제3조 제1항*에 명시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해서는 검증 시효를
두지 않는 등 연구부정행위 검증 시효 개정 및 학위논문** 검증 시효 신설 (제15조)

* 『학술진흥법』 제5조에 따른 학술지원사업
** 학위논문의 경우 본교의 박사학위논문은 검증 시효에 대한 제한이 없고, 석사학위논문은 위원회가 설치된

2007년 이후 학위논문을 대상으로 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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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계속)
2016. 11. 30. 충남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전부 개정
□ 주요내용
제3장 연구진실성 검증
→ 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및 검증 원칙** 신설 (제19조, 제20조)
→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예비조사 및 본조사 실시를 위한 조사위원회 구성 등
검증 기구의 구성 및 운영 원칙 (제21조, 제22조, 제23조, 제24조, 제25조, 제26조)
*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
** 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 및
일정을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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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연구부정행위 제보 건 검증 절차
※ 2016.11.30 개정된 규정에 따른 절차

제보 접수

위원회
회의 개최

예비조사

위원회 회의

(승인여부 결정)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제보를 접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 착수
※ 판정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제보자 및 피조
사자에게 통보

최종판정

위원회 회의

(승인여부 결정)

본조사

종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를 위원회에 제출

※ 예비조사 착수 이후 판정까지의 모든 조사를 6개월 이내에 종료하여야 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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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조사
∙ 본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 전문가를 포함한 3명 이상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 구성
∙ 피조사자가 연구부정행위 사실을 모두 인정할 경우에는 본조사를 거치지 않고 바
로 판정을 내릴 수 있음
∙ 예비조사 결과를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와 피제보자
에게 문서로 통보하여야 함
∙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이에 대한 구체적인 사유를 포함하여야 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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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
∙ 조사위원회는 5명 이상으로 구성하며,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함
- 외부인의 비율 30% 이상

- 해당 분야 전문가의 비율을 50% 이상(외부 전문가 1인 이상)
∙ 제보자에게 조사위원 명단 통보, 제보자가 정당한 사유로 조사위원에 대해 기피
신청을 할 경우 이를 수용해야 함
∙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등의 기회를 주어야 함
∙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는 60일 이내에 처리(기각 또는 재조사)되어야 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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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이후의 조치
∙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최종보고서를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제출
∙ 조사결과보고서 및 판정결과를 총장에게 보고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판정과 이의신청에 관한 모든 절차를 종료한 후, 연구부정
행위에 대해 적절한 조치를 총장에게 건의
∙ 조사과정의 모든 기록은 음성, 영상 또는 문서의 형태로 5년 이상 보관해야 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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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현황 및 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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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운영 현황
2009년 1건 – 학위논문 표절 및 위조 (22회*)
2010년 1건 – 논문 표절 및 중복 게재 (4회)
2012년 2건 – 학위논문 위조 및 변조 (4회) / 학위논문 표절 (5회)
2013년 1건 – 부당한 저자 표시 및 기타 윤리 위반 행위 (7회)
2015년 1건 – 학위논문 아이디어 도용 및 표절 (4회)
2016년 1건 –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10회)
2017년 1건 – 부당한 저자 표시 (진행중)
2018년 2건 – 부당한 저자 표시 (진행중) / 연구성과 중복 (진행중)
→ 최근 9년 간 총 11건
* 해당 사안과 관련된 위원회 개최 횟수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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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
□ 제보 건
∙ 연구실적(박사학위논문)에 대한 표절 또는 중복게재 등 연구 윤리 검증 요청
※ 2016년 연구윤리규정이 개정되기 전 2013년 규정 적용

1. 제보 접수
∙ 제보 건 접수(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거 정확히 확인)
∙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1차 회의 개최
→ 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심의
∙ 관련 학회에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추천 협조 요청
∙ 피조사자 의견서 제출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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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2. 예비조사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예비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예비조사 착수 서면 심의
(2차 회의)
∙ 예비조사위원회 1, 2차 예비조사 실시
∙ 예비조사위원회 예비조사 결과보고서 제출(조사 결과: 본조사 미실시)
※ 제15조(예비조사) ③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예비조사의 결과를 위원회에 서면으로 보고

∙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3차 회의 개최
→ 예비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심의, 예비조사 결과 승인 (만장일치)
∙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 연구부정행위 검증 결과(예비조사 결과) 송부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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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3. 이의신청
∙ 예비조사 결과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신청서 제출
※ 제25조(이의신청) ①제보자 또는 피조사자는 판정 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 결과를 통보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신청 가능, ②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결과 통보

∙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4차 회의 개최
→ 이의신청서 검토 및 처리 절차 심의
∙ 이의신청서에 대한 피조사자(피제보자) 의견서 제출
∙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5차 회의 개최
→ 이의신청에 대하여 60일 이내로 처리하여야 하나 기한을 연장하기로 의결

→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구윤리전문가에게 자문을 받기로 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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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4. 본조사(1)
∙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6차 회의 개최
→ 연구윤리 전문가 자문 등 검토
→ 제보자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본조사를 실시하기로 결정
→ 본조사위원회 조사위원 구성 심의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위원 구성 및 본조사 착수 서면 심의
(7차 회의)
※ 제17조(조사위원회의 구성) ①조사우원회는 7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 ②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2분의 1이상, 본교 소속이 아닌 외부인사를 10분의 3이상 위원으로 위촉

∙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본조사위원 명단 통보(제척 ∙ 기피 ∙ 회피 확인)(제18조)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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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5. 본조사(2)
∙ 제보자의 본조사위원회 명단에 대한 제척 ∙ 기피 ∙ 회피 의견서 제출
∙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8차 회의 개최
→ 제보자의 조사위원 제척 ∙ 기피 ∙ 회피 의견서 검토 후 조사위원 변경 의결
→ 조사위원 일부 재구성(조사위원 1차 변경)
∙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본조사위원 재구성 명단 통보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구성 완료
∙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본조사위원회 일부 변경에 대한 서면 심의(9차 회의)
(조사위원 2차 변경)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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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6. 본조사(3)
∙ 본조사위원회 1차 본조사 실시

∙ 본조사위원회 2차 본조사 실시
∙ 본조사위원회 본조사 결과보고서 제출
※ 제16조(본조사) 조사위원회는 구성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조사를 완료하고, 사안을 판정하여 그 결과를
서면으로 위원회에 보고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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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5. 판정
∙ 충남대학교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10차 회의 개최
→ 본조사 결과의 승인에 관한 심의, 결과를 승인하는 것으로 의결
∙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연구부정행위 판정 결과 송부
※ 제24조(확정결과의통보) 위원회가 조사위원회의 검증 결과를 승인하여 확정한 때에는 위원장은 확정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제보자, 피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확정 결과를 통보

∙ 판정 결과 총장 보고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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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 특이사항 및 시사점(1)
본조사위원회 조사위원
구성에 대한 제보자의
이의신청

조사위원 구성 시 규정에 근거하여 구성하되, 조사위원이 해당
제보 건의 예비조사위원 또는 연구윤리진실성위원 겸임 여부

본조사위원회 조사위원
변경 상황 발생
(1차, 2차, 3차 변경)

조사위원 확정 이후 다양한 사유로 인한 조사위원 변경 상황 발
생, 조사위원의 재구성 후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의 승인,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명단 통보 절차를 거쳐야함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기한 연장

이의신청이 접수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처리 후 결과를 통보
하여야 하나, 기한 내 처리하지 못할 경우에 연구윤리진실성위원
회의 회의를 거쳐서 반드시 기한을 미리 연장하여야 함

충남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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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 사례: 학위논문 표절 및 중복게재(계속)
□ 특이사항 및 시사점(2)
피조사자의 논문 수정
절차(Erratum)

해당 논문의 오류를 게재 저널에서 공식적으로 수정 후 승인됨
→ Erratum이 제보 전에 이루어졌는지, 조사 중에 이루어졌는지
가 판정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음(확인 필요)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의 위원이 다수 변경됨

임기만료 및 사직으로 인하여 검증 과정 중에 연구윤리진실성위
원회 위원이 다수 변경됨 → 위원 구성으로 인하여 진행 지연됨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자문 요청

위원회 내부에서 검증 진행 방향을 결정하기 어려울 경우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연구윤리전문가에 자문 요청
(조사위원 구성 시에도 대학연구윤리협의회에 협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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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1
전문적, 체계적 연구윤리
행정 조직 구성
(석사급 이상 전문인력 채용)

연구윤리
전담조직
체제개편

연구윤리, 생명윤리(IRB),
동물실험윤리(IACUC)
통합 관리

연구윤리 전담
민원 창구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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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과제 - 2
대학 내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개발

(사례 공유를 통한 유사 사례
재발 방지)

정규/비정규 교육과정을 통한
연구윤리교육 제공
연구윤리
의식제고 및
연구윤리준수
강화

연구윤리에 대한 접근성 강화
(연구윤리 문화 장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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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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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표 3

연구부정행위 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이인재
(서울교대, 연구윤리정보센터장)

2018-06-19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 하계 정기세미나

연구부정행위 검증, 어떻게 할 것인가?

2018. 6. 28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센터장

강의 내용
l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l 연구부정행위 범위
l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l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l 연구부정행위 검증 후속 조치
l 결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체크 사항

1

2018-06-19

생각해 보기(1)

생각해 보기(2)
연구부정행위를 검증하는 데
비용은 얼마나 들까?
미국
-1회 조사에 52만 5천 달러(6억 3천만원)
-목격자와 조사자들의 봉금 512,000달러
-사무비용: 2,500달러
-보안 및 정보기술자, 법률적 컴퓨터 조사 전문가 등 지
원인력 운영: 10,000달러

출처: http://www.sciencetimes.co.kr/?p=87154&post_type=news(2018년 6월 6일 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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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이해
(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
가. 개정 목적

나. 적용 대상
교육부의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된 사업
의 연구 결과

본 지침 개정(안)의 제2, 3, 4, 5장을 직접 적용한다.

대학등, 전문기관 자체의 연구활동(학위 본 지침 개정(안)의 제2, 3, 4장을 토대로 자체적인 연
논문, 대학 등 자체 예산에 의한 연구수 구윤리 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행), 교육부 이외의 국가기관 및 국가 이
외의 외부기관(기업 및 민간단체 등)으로 자체적인 연구윤리 지침이 없을 경우, 본 지침 개정(안)
부터 지원받은 과제의 연구윤리 문제

의 제2, 3, 4장을 적용할 수 있다.

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1)
제12조(연구부정행위 범위)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
해 연구자가 실험, 관찰,
조사 등을 거쳐 수집한 가
공 이전의 자료와 문헌

연구자료를 활용
하여 도출한 체
계화된 결론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록 또
는 보고하는 행위

연구 원자료를 가공한 자료와
이를 활용한 2차 자료 및 문헌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
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3. “표절”은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
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일부에만 하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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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부정행위의 개념과 범위(2)
4. “부당한 저자 표시”는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
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5. “부당한 중복게재”는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
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
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6.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는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7. 그 밖에 각 학문 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중복게재와 부당한 중복게재
부당이득
용어

출처표시

(double count

비고

등)
이차출판
(secondary publication)

중복게재
(redundant publication)
중복게재
(duplicate publication)
(부당한 중복게재)

O

X

O

O

X

X

X

O

허용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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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Ø 연구기관:주관연구기관, 협동연
구기관, 공동연구기관, 위탁연구
기관 등
Ø 소속기관:해당 연구자가 근로계
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기관

v 연구수행기간 중에 소속 기관을
옮겼을 경우는? 최종 연구결과
발표 시점의 소속 연구기관이
검증 주체가 됨
v 둘 이상의 연구 기관이 참여한
연구는? 각각의 기관이 소속 연
구자에 대해 별도의 조사를 수
행하는 것이 원칙. 관련 기관의
협의에 따라 공동 조사위원회
구성 가능

3.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자나 목격
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
련 증거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할 수
있음.
-조사위원회로부터 출석이나 관련자
료를 요청 받을 때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음.
-부정행위 제보는 개인이 아닌 단체
(위원회, 학회 등)나, 학술지, 인터넷,
언론 등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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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피조사자의 범위는?: 1) 부정행위를
직접 저지르거나 이에 적극적, 소극적
으로 가담한자, 2) 해당 연구에 참여자,
3) 논문저자로 등록된 자, 4) 해당 연구
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부정행위 조사
를 방해한 자, 5) 부정행위 조사 과정
에서 추가로 혐의가 의심되는 사람
-피조사자는 조사가 결과가 확정
될 때까지 무죄 추정됨.

3.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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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부정행위 검증의 주요 개념
Ø 피조사자가 본인의 무혐의
를 입증하는 것이 아니라 조
사위원회가 부정행위가 있
었음을 입증해야 함.
Ø 증거우위의 원칙
(preponderance of evidence): 영
미 민사사건에서 활용되는
용어, 양쪽의 상반되는 주장
중 조금이라도 더 신빙성을
가지는 증거를 채택하도록
하는 원칙(피조사자가 조사
위원회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반대 증거를 제시하지
않을 경우, 이는 의혹을 입증
하는 증거로 채택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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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부정행위 검증 절차

• 제보자의 제보 내용의 신빙성을 검토하여 본 조사 실시 여부 결정
예비조사 • 제보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 예비조사 종료일부터 10일 이내에 제보자에게 문서로 통보
• 조사위원회에 의한 연구부정행위의 사실 여부 입증
본 조사 • 조사단계 –변론단계—결정단계
• 조사 결과를 확정하여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문서로 통보
판정

• 예비조사 착수로부터 판정까지는 6개월 이내에 종료

연구부정행위 검증 기간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board/?board=infographic&no=138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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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board/?board=infographic&no=1384582

가. 제보 접수
v 대학은 연구부정행위 제보 접수를 위한 공식적인 창구를 마련
v 제보는 구술, 서면, 전화, 전자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실명으로 할 수 있음.
ü 익명 제보라고 해도 연구 과제명, 논문명, 구체적인 연구부정행위 등이 포함된 증
거를 서면이나 전자우편으로 받은 경우 연구기관 등 및 전문기관은 실명 제보에 준
하여 처리할 수 있음.
v 접수를 받을 때 유의해야 할 사항
ü 제보 요건에 부합되는지를 확인
ü 제보 서식에 의거, 제보자, 제보 일시, 내용, 방법,
관련 자료 등을 명확하게 기록하고 제보 자료 정리
ü 제보자의 연락처 또는 연락 방법도 확인
ü 개인 제보가 아닌 정부나 언론일 경우, 어떻게
처리할 지에 대한 방안도 마련함
v 제보 접수 후 관련 내용을 관계자에게 보고
ü 구체적인 내용과 증거 유무 판단/ 제보 내용이 악의적, 고의적, 반복적인가?
ü 제보 내용이 연구윤리 위반 내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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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예비 조사

나. 예비 조사

v 항상 예비조사 단계를 거쳐야 하는 것
은 아님
v 예비조사 기구의 구성이나 인원은 제한
을 두지 않음
v 예비조사 검토 사항
ü 조사의 적합성
ü 시효의 적절성
ü 제보 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v 예비조사 결과 이의신청: 결과 통보 받
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조사를 수행
한 기관의 장”에게 신청

10

2018-06-19

예비 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

다. 본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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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조사
v 판정 이전에 반드시 제보자
및 피조사자에게 조사 결과
에 대한 의견 진술(이의제기
및 소명 등 변론활동)의 기회
를 제공해야 함.
v 교육부에 최종 조사 결과를
보고할 때, 제보자와 피조사
자의 이의 제기 및 소명과 이
의 반영 여부를 반드시 포함
시켜야 함(제29조 “조사결과
의 제출”)

12

2018-06-19

본조사에서의 주체별 역할

라. 판정, 이의신청, 재조사
v 판정 이후에 연구기관은 조사결과를 임
의로 번복할 수 없음
v 차후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
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새
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외부
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야 함
v 판정결과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모두에게
반드시 문서로 통보해야 함
v 해당 연구기관은 이의신청 접수 후 60일
이내에 이의 신청의 수리 및 기각을 결정
하여 처리함
ü 수리: 연구기관 자체의 재조사 와 판
정
ü 기각: 제보자 또는 피조사자에 의한
재조사 신청함
v 재조사 신청은 이의신청 이후에만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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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따른 조치
Ø 대학등의 자체적인 적절한 조치는 의무 사항
(대학의 책무성 강화)
Ø 연구결과물의 교정 및 철회
Ø 공개 사과
Ø 현재 및 향후 연구활동에 대한 제재
Ø 관련 규정에 따른 징계 등

5.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따른 조치

출처: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board/?board=infographic&no=1384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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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따른 조치

5.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따른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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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결론: 연구부정행위에서 체크사항

6. 결론: 연구부정행위 검증에서 체크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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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진실성) 검증 Q/A
본 교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분이 타 대학 교수로 재직 중인 경우,
(박사학위논문에 대한??) 연구진실성 검증을 하는 주체는 본
교가 되는지 아니면 재직 중인 대학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교육부의 지침 제16조(연구부정행위 검증 책임 주체) 1항에 “연구부정행위
에 대한 검증 책임은 해당 연구가 수행될 당시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있다”고
규정됨.
-일반적으로 학위논문에 대한 검증은 학위를 수여한 대학에서 하는 것이 원칙
임. 그러나 만일 학위 수여 대학이 검증을 거부하거나 검증 결과를 수용할 수
없을만큼 부실하게 진행되었다고 판단될 경우, 피조사자가 재직 중인 학교에
서 할 수도 있음. -혹 양 대학 간 검증의 결과가 다를 수도 있어 혼란이 초래되
는 것을 막기 위해 양 대학이 최대한 협조를 하여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증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연구부정행위에대한 검증시효가 있는가?
연구부정행위에 따른 징계시효는 얼마인가?
v 검증시효: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연구진실성 검증을 할 수
있다는 것으로 현행 지침(2015. 11. 3 개정)에 의하면, 검증시효는 없음
v 징계시효는 교원에 대해 징계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일정 기간 이내에만 징계 의결 요구
를 할 수 있다는 것으로, 법인 정관이나 학칙에 규정됨
v 일반적으로 시효는 해당 불법행위 발생일이 기산점인데, 보통 소송 등의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시효가 정지됨, 대법원의 판례(대법원 1986. 1. 21 선고85 누841판결)에 의하면,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비위 사실이 계속적으로 행하여진 일련의 행위인 경우에 징계시효의
기산점은 일련의 행위 중 최종의 것을 기준으로 해야함. 즉, 부정한 청탁과 뇌물 공여로 공
무원으로 임용된 경우, 공무원의 신분을 취득하기까지의 일련의 행위가 국가공무원법상의
징계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싱계시효의 기산점은 뇌물 공여한 때가 아니
라 공무원으로 임용된 때부터라 할 수 있음.
v 표절 저작물이 시중, 또는 도서관에서 완전히 절판되었거나 회수되어 일반인이 읽을 수 없
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표절의 검증(또는 징계) 시효는 있을 수 없다고 볼 수 있음(중앙지법
2011. 2.10 선고2010가합57966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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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위원회 개최로 최종 결론을 도출하여 피조사자에게 통보하였는데요. 이의신청
을 해왔습니다. 이의신청에 대하여 반드시 재조사를 실시해서 다시 한번 결론을 도출
해야 하는지요? 재조사를 실시한다면, 본조사위원회 위원과 동일하게 구성되어야하
나요? 새롭게 구성되어야 하나요?
-접수받은 이의신청 내용이 본조사 과정에서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새로운 내용과 근거를 가
질 때, 이의신청을 접수하여 처리. 그렇지만 이의신청 내용이 본조사 과정에서 논의되었다면
이의신청을 기각할 수 있음.
-이의신청이 정당한 것이라면, 대학의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 이를 책임있게 처리하여
야 함. 즉,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에서는 이의신청 사유를 검토하여 이의신청을 수리할 것
인지 또는 기각을 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 본조사위원회의 의견을 재차 청취할 수 있거나
(이때 필요하면 이의제기 사안을 다룰 전문가를 보강할 수 있음), 별도의 조사위원회를 두어
의견 수렴의 과정을 거칠 수 있음(이때, 대학의 규정 유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
-문제는 본조사 과정을 거쳐 판정을 내린 사안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제기된 것이니 만큼, 이
의제기 사유의 타당성과 합리성을 제대로 검토하기 위해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다룰 수 있는
인적 구성과 절차가 요청됨.

현재 본조사 위원을 구성하고 제보자에게 제척·기피 사유를 받았는데 제보자가 본
조사 위원 중 연구부정행위에 연루된 사실을 알고 있다며 기피 신청을 하였습니다.
즉, 제보자가 전 동료 A(익명)교수와 나눈 이야기로, “정확한 날짜는 모르며 A교수
에게 학생이 상담을 하였는데 학생이 쓴 논문을 언급된 교수가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
하였다. 학생의 이름은 가르쳐줄 수 없다, 그 사안은 공론화 되지 않았다.”위와 같이
구체적인 성명이나 논문명은 하나도 밝히지 않은 상황에서 본조사위원회가 제보자의
기피사유를 정당한 사유라고 보고 해당 본조사 위원을 제외하여야 하는가?
-본조사위원의 연구부정행위가 사실로 드러난 바도 없고, 그 사람에 대한 연구부정

행위 의혹이 공식적으로 제기된 바도 없다면, 단순히 소문만으로 조사위원의 자격
을 의심할 수는 없음
-그러나 불필요한 오해를 없애고 좀 더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검증을 진행하고 마무
리하기 위해서 본조사위원의 기피, 제척 사유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세밀하게 검
토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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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함께 생각해 보아요…

ü A는 특정 B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B기관에 제보
를 하여 예비조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때 제보자 A는 B기관에 예비조사위
원의 명단을 제공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가?
ü 연구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제보를 접수하여 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의혹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정될 경우 제보자가 불이익을 받게 되는가?
ü 연구부정행위 제보 이후 해당 기관의 예비조사위원로부터 출석 및 인터뷰
를 요청 받았다. 이때 출석에 반드시 응할 의무가 있는가?
ü 대학의 전임교원 신규 채용심사를 진행하는데 지원자가 제출한 논문에서
표절과 중복게재 등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다. 이때 연구부정행
위의 검증 주체는 어디가 되어야 하는가?
ü 본 조사 결과를 토대로 판정 결과를 피조사자에게 통보 후, 이의신청을 받
았다면 이의신청은 어디에서 처리해야 하는가?

v 함께 생각해 보아요…
ü 본 조사 실시 중 제보자의 제보 취소 시 조사를 중단해야 하는가?
ü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 의하면, 조사위원 명단을 제보자에게 알리는 것만 의
무화하였는데, 피조사자에게 알릴 의무가 없는가?
ü “판정”이후 피조사의 이의신청이 있어서 기관에서 이를 재조사할 때 구체적인 절
차가 무엇인가?
ü 연구진실성 검증 시 유의해야 할 법적 절차가 있는가?
ü 연구부정행위 접수 중 예비조사, 피조사자 진술, 통보 등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
침에 의해 꼭 지켜져야 하는 기간이 있는데 그 정확한 내용은 무엇인가?
ü 연구윤리 부정행위를 제보받은 대학이 연구감사팀 직원에게 예비조사위원회 구
성의 타당성과 필요성을 조사하도록 하고 연구감사팀 직원은 예비조사위원회 구
성이 불필요하다고 결론내렸다면 해당 기관이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8
조와 제19조"를 위반한 것이 아닌지요?
ü 제보자의 제보에 의해 연구부정행위 검증을 하고 있는 중에 제보자가 제보 건을
없던 일로 하고자 원할 때, 어떻게 해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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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는 연구자
에게 무엇일까?
-연구활동의 GPS
-연구자를 구속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연구활동을 보장

[그림출처: ORI,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Many people say that is the intellect

which makes a great

scientist.

They are wrong:
It is

character”
— Albert Einstein

http://www.huffingtonpost.co.uk/2014/04/17/15-pictures-of-albert-einstein-looking-like-the-brainiest-b
adass-ever_n_516638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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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의 연구윤리확립은 연구윤리(진실성)위원회 위
원장, 위원님들의 연구진실성에 대한 열정과
전문성으로부터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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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s?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Picture of Meerkat clan from bingwallpaper.com
이인재(ijlee@snue.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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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편협출판윤리위원회
•

2006년 신설, 관련 질의 논의

•

중복출판, 표절, 저자됨

•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 (2008)

•

국내이중게재현황조사 (2007-2012)

•

의학논문 이중게재 사례집 (2011)

•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 제2판(2013)

•

츨판윤리 가이드라인 : Q&A 사례분석 (2014)

의편협출판윤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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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 of Research Misconduct

Research misconduct means fabrication, falsification, or plagiarism in proposing,
performing, or reviewing research, or in reporting research results.
(a) Fabrication is making up data or results and recording or reporting them.
(b) Falsification is manipulating research materials, equipment, or processes, or
changing or omitting data or results such that the research is not accurately
represented in the research record.
(c) Plagiarism is the appropriation of another person's ideas, processes, results, or
words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d) Research misconduct does not include honest error or differences of opinion.

the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https://ori.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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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연구재단 연구부정의 내용
• 위조(fabrication)
• 변조(falsification)
• 표절(Plagiarism)
• 부당한 저자표기
• 제보자에 대한 부당한 대우

Goodman concluded in Science Translational Medicine in June, 2016, that
“we need to move toward a bette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ship between
reproducibility, cumulative evidence, and the truth of scientific clai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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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의 판단 기준
1) 유사한 가설
2) 유사한 대상 군
3) 유사하거나 동일한 방법
4) 유사한 결과
5)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6)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Mojon-Azzi et al

8

2018-06-19

Overlapping publication
•

동일한 이미 출간된 논문과 상당 부분 유사한 논문을 출간하면서,
원출처를 표시하지 않거나 원저작권 소유자의 허락없이 사용하는 것

•

유형
– 이중게재 (copy); multiple or duplicate publication
– 분할출간, 논문쪼개기 ; divided or salami publication
– 덧부치기 출간 ; redundant or imalas publication
– 자기표절 ; Self-plagiarism, Text recycling

•

Duplicate publication by AMA; redundant, prior, repetitive, overlapping,
related, multiple, dual, parallel, fragmented, fractionally divided
Nature Publishing Group. Guide to Publication Policies of the Nature Journals. [Accessed: Dec 6, 2016] Available from:
http://www.nature.com/authors/policies/publication.html.
Morse JM, 2007. Duplicate Publication. Qualitative Health Research, 17(10): 1307–1308
이중게재사례집
AMA manual

중복출판의 문제점
• 저작권(copyright) 위반
• 동일 결과의 이중 집계
• 편집, 전문가심사 자원 낭비
• 타 저자의 출판기회 제한
• 자기 표절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overlapping-publications.html
Roig M. Avoiding Plagiarism, Self-plagiarism, and Other Questionable Writing Practices: A Guide to Ethical
Writing. [Accessed: Aug 10, 2011] Available from: http://www.cse.msu.edu/~alexliu/plagiarism.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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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xt Recycling (Self-plagiarism)
•
•
•

허용한도 여부가 가장 중요
Method 표현 중복; 저자의 투명성, 철저한 인용을 통한 중복인 경우
Introduction의 중복; 연구 배경(), 가설(), 고찰, 결론

•

편집인이 고려할 점
– Sections of the text, generally excluding methods, are identical or
near identical to a previous publication by the same author(s);
– The original publication is not referenced in the subsequent
publication; but
– There is still sufficient new material in the article to justify its
publication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publishing-and-editorial-issues/overlapping-publication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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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Senior schol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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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됨의 문제점
• 승진, 보직 및 보상
• 연구비 수혜
• 연구의 일관성에 대한 신뢰
• 자료관리 중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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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JE 2013 개정 저자됨
1) 연구의 구상이나 설계에 실질적인 기여, 또는 자료의 획
득, 분석, 해석
2) 연구 결과에 대한 논문 작성 또는 중요한 학술적 부분
에 대한 비평적 수정
3) 출판되기 전 최종본에 대한 승인
4) 연구의 정확성 또는 진실성에 관련된 문제를 적절히 조
사하고 해결하는 것을 보증하고 연구의 모든 부분에 책
임을 진다는 점에 동의”

2008년 ICMJE 의 저자됨
저자는 아래 3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시킨다.
•

학술적 개념과 계획(design) 혹은 자료의 수집(acquisition)이나 분석
(analysis) 혹은 해석(interpretation)을 하는데 있어 상당한 공헌함

•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함

•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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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변경; 출판후 저자명 삭제요청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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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Clin Endo

2015 GIE

Search for this keyword

Inappropriate Image Duplication
•

a total of 20,621 papers in 40 scientific journals from 1995-2014

•

Overall, 3.8% of published papers contained problematic figures, with at least
half exhibiting features suggestive of deliberate manipulation

•

Additional papers written by authors of papers with problematic images had
an increased likelihood of containing problematic images as well

•

Category
– Simple duplication

– Duplication with repositioning
– Duplication with alteration

http://biorxiv.org/content/early/2016/05/17/049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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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EN Researcher and Contributor ID (ORCID)

• 연구자 고유의 식별코드
• 개병 연구자의 연구활동, 성과물을 메타 데이터로 연결
• www.orcid.org
• http URI + 16
• 한동수 orcid.org/0000-0001-7103-3318
• 연구자-출판사-연구기관 동적연결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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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Check
• 표절방지과 예방을 위해 CrossRef가 회원에게 제공
• CrossRef DB 내의 논문을 비교해 표절여부 확인
• iThenticate
• 영문/국문 가능, 국문 데이터 빈약
• 검색사이트
http://crosscheck.ithenticate.com/en_us/login

CrossRef
• Publishers International Linking Association (PILA), 2000
• 국제 DOI재단의 학술정보 분야 공식 등록대행재단
• 디지털 학술정보의 용이한 활용을 목적
• 디지털 정보에 DOI를 부여하여 자료를 유기적 연결
• http://dx.doi.org/10.5217/ir.2015.13.3.191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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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Mark
• Content changes, when it dose, readers need to know
• Applied
– Error after publication: erratum, corrigendum
– Withdrawal: withdrawal, retraction
– Revision: update, protocol update, new edition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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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대학교 연구진실성위원회
운영 사례

현명호
(중앙대학교, 본 협의회 상임이사)

6/19/2018

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 하계 정기 세미나

연구진실성 검증사례
2018. 06. 29.

중앙대 연구윤리위원장
현
명
호

CONTENTS

1. 조직도
2. 역사
3. 업무 흐름도
4. 각종 사례

KIRD 실무자를 위한 연구윤리(17.11.23 수원)에서 발표한 내용의 수정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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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직도
총장

행정
부총장

연구
부총장

교학
부총장

의무
부총장

안성
부총장

간호
부총장

연구처장

연구지원팀

기기분석팀

부설연구기관

 연구지원
팀장 1인
팀원 2인

 연구비 관리
 생명윤리
 연구소 지원

3

2. 역사
• 2010년 무렵: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
– 다양한 기구에서 연구윤리 관여
– 주로 관련된 기관에서 다룸
• 대학원생: 대학원
• 교수 : 연구지원처 또는 교무처

• 2012년 경 :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교무처 내에서 구성
– 비상임조직

• 2013년 연구처에 공식적으로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위원의 위촉
– 주관부처의 성립으로 인하여 인적 자원 확보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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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학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위원

소속

직위

위원장

심리학과

교수

당연직

의학부(기초의학)

연구처장

당연직

건축학

교무처장

위원 1

법학

교수, 법전원장

위원 2

경제학

교수

위원 3

물리학

교수

위원 4

전자전기

교수

학문분야를 대표
당연직을 제외한 모든 위원을 비교무위원으로 구성
5

4. 업무 흐름도
대학연구윤리위원회의 구성
제보접수

연구처에서 기초조사
(연구윤리위원장에게 보고)

예비조사위원회
본 조사 여부 결정

연구처의 조사
(제보자, 피제보자에 통보)

본조사위원회 구성

보고서 심의 후 제보,
피제보자 및 관련 기관
에 통보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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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업무 흐름도
• 제보
– 실명제보 원칙
– 익명의 경우도 조사 가능: 연구윤리규정 제11조1항
.

……… 다만, 익명 제보라 하더라도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등 구체적이고 정확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제보내용과 증거를
제출한 경우 본 위원회는 이를 실명제보에 준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제보자의 제보철회: 사건 인지한 경우 조사
2. 익명의 경우 조사: 인문계 공동논문에 대한 저자표기 제보 사건 조사
3. 국가기관이나 학회에서 제보된 경우:

1. 이미 학회 등에서 조사 후 사후조치까지 된 경우
2. 자녀 공저자 건
3. 제보자의 정보 요청제보자의 신분을 요청하기도 함
7

4. 업무 흐름도
• 예비조사에서 피제보자에게 통보하는 문제
– 통보를 함(원칙은 아니어도…)
– 인지 후 스트레스의 원인이 될 수 있음
– 적극적인 소명을 통해 본조사위원회로 가지 않을 수도 있음

• 조사위원의 구성
– 외부위원의 위촉: 연구윤리 전문가의 pool 한정
– 관련분야 전문가: 주요대학의 유사연구분야 연구자
• 연구실적 고려
• 학교와 학회활동 고려

• 재심의 요청
– 새로운 자료의 제출과 함께 재심의 요청의 경우만 수용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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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1: 자기표절

 국책연구소 근무 중인 H 박사의 학위논문
 제보: 국책연구소원(2012)
 내용:
 석사학위논문의 상당부분을 박사학위논문에 인용표기 없이 삽입
 박사학위 논문의 교체

 대학원에서 연구진실성 위원회 구성
 서면과 대면심의, 그리고 제보자의 법무법인 의견서 검토
 현재 ??????

9

4. 사례2: 표절, 중복게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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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2: 표절, 중복게재
 입사동기: 산업체 근무경력자(A)와 타 교수출신(B)
 제보: 외부 공대교수(2013)의 표절 의혹 제기
 내용:
 동일 논문을 국내와 해외에 게재(B의 개명)
 A의 연구실적 부족: B의 논문을 번역 후 국내학술지 게재
 ‘게재된 논문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주장의 신빙성
 교무처에서 연구진실성 위원회 구성
 징계 후 1인은 퇴직, 1인은 교수직 유지
11

4. 사례3: 부적절한 저자표기(1)
 박사과정 제자의 제보
 내용:
 통계와 작성을 박사과정생
이 했음을 확인
 인사위원회에서 중징계 결정

 교원 소청위원회에 제소
후 복직
 행정법원에서 재판 진행 중

12

6

6/19/2018

4. 사례4: 부적절한 저자표기(2)
 동일학과 두 교수의 유사사례: 정회원만 주저자 가능
 제보자: 제자

 조사 도중 한 저자의 제보자는 제보 철회 및 제자 부정
 다른 저자는 제보자와 피해학생 및 학과 학생의 인정
 학회지의 특수성을 인정할 것인가?

13

4. 사례5: 자료 조작(1)
 UC Davis에서 수행한 벼의 면역반응에 대한 연구
 Science 와 PlosOne에 게재된 논문
 미국의 지도교수의 자진철회
 피제보인의 주장
 태국인 연구원이 잘못 준 균주를 사용한 단순실수라는 주장
 스스로 연구진이 철회한 것
 지도교수가 본교 교수와 계속 연구할 것이고 동일 주제를
연구할 것이라는 편지
 국내 타 대학에서도 문제 삼지 않기로 함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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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례6: 자료 조작(2)
 타대학 재직 중 스카웃된 우수 교수
 제보자: 제자
 제보내용: 동일한 자료를 사용하거나 자료가 없다
 국가권익위원회 신문고를 통해 제보
 조사 중 갑자기 제보자의 제보 철회
 조사완료
 조사 후 학교의 대응 부적절
15

4. 사례7: 저자누락
 내용:
 1차 연구계획에 참여했으나 다른 교수 합류 이후 연구회의
참가 저조
 수정과정에서 저자 누락(이견 존재)
 제보: 참여자
 조사 중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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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Q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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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연구윤리의 쟁점:
저자자격(Authorship)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인재
(서울교대, 연구윤리정보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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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연구윤리협의회 2018 하계 정기세미나(2018. 06. 29)

국내 연구윤리의 쟁점: 저자자격
(authorship)과 책임을 중심으로

이인재
서울교대 윤리교육과 교수
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도덕이 인간 삶의 경쟁력임을 믿는 사람

v

서울교육대학교 교수

v

서울교육대학교 교무처장 및 총장직무대리 역임

v

(재)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기관생명윤리위원회 및 보건복지부 지정 공용기관생
명윤리위원회 위원

v

교육부 지정 연구윤리정보센터(www.cre.or.kr) 센터장

v

한국윤리학회 연구윤리위원회 위원장

v

한국대학연구윤리협의회 사무총장

v 교육부 제4기 연구윤리자문위원회 자문위원
v A Founding Member of the Asia and Pacific Rim Integrity(APRI Network)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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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생각해 보기
2. 저자가 된다는 것의 의미
3. 저자 자격
4. 부당한 저자의 유형
5. 저자 순서
6. 저자의 윤리

생각해 보기(1)
v Published papers are the currency of science.
v Through such papers, science is communicated,
critiqued, and assessed.
v The number and quality of published articles
credited to a scientist, especially peer-reviewed
articles, are major criteria for promotion and
tenure, and so have a powerful impact on
scientific careers.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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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해 보기(1)

“Publish
or Perish”
(논문을 많이 발표하라, 그렇지 않으면 인정받지
못하고 사라질 것이다.)

생각해 보기(1)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8163

“논문에서…..내 이름이 사라졌다＂
“논문에서의 무임승차”
(이름 넣어주기, 끼워넣기, 공짜저자?)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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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연구자의 연구윤리 인식 실태

부당한
저자표시:
66%
연구부정
목격: 83%

출처: 국내 연구윤리 활동 및 실태 조사 연구(2014, 연구책임자: 이인재)

“연구부정
에 대해
지나치게
관대하다”

http://dongascience.donga.com/news/view/8163

생각해 보기(2)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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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에서 저자(author)가
된다는 것의 의미
해당 연구에 대하여
개인적으로 업적을 인정받고
연구자로서의 신뢰와 명예를
누릴 수 있음
(승진, 연구비 수주, 지적 재산권 확보 등)

해당 연구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짐
(연구의 진실성, 연구부정행위 판단
과정)

2. 저자표시(authorship)
• 모든 연구물에는 저자가 표시됨
– 1인 저자, 다수 저자

• 저자란?
–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질적으로 지적 공헌(substantive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
– 연구에 충분히 참여를 하고,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
해서만 저자로서의 자격을 부여 받음
– 그 연구의 내용이나 방법의 타당성과 진실성에 대하여 책임을 짐

• Authorship, Contributorship의 차이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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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15. 11. 3 교육부 훈령 제153호)

v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중복게재
v “부당한 저자 표시”: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행위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
는 경우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10. 7. 16)
•

연구자는 공동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자들의 역할과 상호관계를 분명히 하
고 그에 따른 책임을 다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의 계획, 개념 정립, 수행,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현저하게 기여한 연구자들을 반드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표시해야 한다.

•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 저자 또는 발표자의 순서는 참여한 연구자들의 합의
에 따라 결정하되, 연구의 기여도 및 해당 전공 분야의 특성과 합리적 관행
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한다.

•

연구의 계획, 수행, 개념 정립, 결과 분석 및 연구 결과의 작성에 기여한 바
가 없는 사람을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또는 발표자로 포
함시켜서는 안 된다.

•

연구책임자 또는 교수는 소속 연구원 또는 지도학생에 대하여 기여도에 부
합하지 아니하는 저자자격 또는 순서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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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려대의 지침(제12조, 저자 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도의 예는 다음과 같다.
1. 연구의 착상 및 설계
2. 데이터 수집 및 해석
3. 초고 작성
4. 최종 원고의 승인 등

②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학술적ㆍ기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을 감
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저자에 포함시켜서는 안 된다.
ü 다만 데이터 수집 또는 입력이나 다른 언어로의 번역 등 기타 기여의 내용에
관하여는 사사를 표하는 주에 그 내용을 적시할 수 있다.

Authorship Guidelines:
•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위의 4가지 기준을 모두 충족시키지 못하면 저자로 등재할 수 없으며, 감사의
말(acknowledgements)로 업적을 인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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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학 분야의 개념적 연구(conceptual research)
경험연구와의 차이를 인정
1. 연구의 주제, 문제, 쟁점을 제시
2. 관련 문헌을 검토하고 해석함.
3. 하나 혹은 그 이상의 주제를 지지하는 논증을 구성하고, 분석하고,
평가함.
4. 반론과 재반론에 답변을 함.
5. 초고를 작성하고 최종본을 승인함.
저자들은 위에서 제시한 내용 중 최소한 2가지 이상에 실질적으로
참여해야 함.

후기나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국 제 의 학 학 술 편 집 위 원 회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ww.icmje.org)

–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자
–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자
– 연구 그룹에서 기술을 지도한 자(technician,
operator)
– 실험실 공간 또는 연구 장비를 제공한 자
– 연구비를 받는데 기여한 사람
– 연구팀이나 그룹을 총 지휘한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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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 COPE
There is no universally agreed definition of authorship, although attempts have been made
(see Appendix). As a minimum, authors should take responsibility for a particular section of
the study.
(1) The award of authorship should balance intellectu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design, analysis and writing of the study against the collection of data and other routine work.
If there is no task that can reasonably be attributed to a particular individual, then that
individual should not be credited with authorship.
(2) To avoid disputes over attribution of academic credit, it is helpful to decide early on in the
planning of a research project who will be credited as authors, as contributors, and who will
be acknowledged.
(3) All authors must take public responsibility for the content of their paper. The
multidisciplinary nature of much research can make this difficult, but this can be resolved by
the disclosure of individual contributions.
(4) Careful reading of the target journal’s “Advice to Authors” is advised, in the light of current
uncertainties.

Definitions: Nature journals
The Nature journals do not require all authors of a research paper to
sign the letter of submission, nor do they impose an order on the list
of authors. Submission to a Nature journal is taken by the journal to
mean that all the listed authors have agreed all of the contents. The
corresponding (submitting) author is responsible for having ensured
that this agreement has been reached, and for managing all
communication between the journal and all co-authors, before and
after publication.
Autho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include a statement in the end
notes to specify the actual contribution of each coauthor to the
completed work. Nature journals allow two coauthors to be specified
as having contributed equally to the work being described, but
prefer authors to use the "author contributions" style for reader
clar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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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finitions: Science
All authors must agree to be so listed and must have
seen and approved the manuscript, its content, and its
submission to Science.
Any changes in authorship must be approved in writing
by all the original authors. Science will send an email to
all authors to confirm receipt of each paper.
Submission of a paper that has not been approved by
all authors may result in immediate rejection without
appeal.
논문 투고 전에 모든
저자로부터 투고 사실, 저자
순서 및 내용 등에 대하여
동의를 받아야 함.

Elsevier
Authorship should be limited to those who have made
a significant contribution to the conception, design,
execution, or interpretation of the reported study.
All those who have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s
should be listed as co-authors. Where there are others
who have participated in certain substantive aspects of
the research project, they should be acknowledged or
listed as contributors.
해당 연구에서 중요한 역할을
실질적으로 한 사람에게는 저자로
등재하고, 연구에 도움을 준
사람에게는 기여자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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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ley – Blackwell
Wiley-Blackwell recommends that journal editors consider adopting
the ICMJE authorship criteria as part of their editorial policy. The
ICMJE authorship criteria state 'authorship credit should be based
on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conception and design, or
acquisition of data, or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2) drafting
the article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uthors should
meet conditions 1, 2, and 3.'
Wiley-Blackwell recommends that editors ask authors to submit a
short description of all contributions to their manuscript. Each
author's contribution should be described in brief. Authors of
research papers should state whether they had complete access to
the study data that support the publication. Contributors who do not
qualify as authors should also be listed and their particular
contribution described. This information should appear as an
acknowledgement.

American Educational Research Association
1. 지위에 상관없이, 지적인 산물(an intellectual product)에 실질적이고 창의적인
기여(substantive creative contribution)를 한 모든 사람에게 저자 부여.
2. 제1저자와 저자의 순서는 창의적인 역할과 기여의 상대적인 결과에 따라야 함.
Ø 초고 또는 실질적인 부분을 작성
Ø 의미있는 재작성 또는 실질적인 교정
Ø 아이디어 도출 또는 기본적인 개념적 도식이나 분석적 범주에 기여
Ø 의미있는 해석과 판단을 요구하는 데이터의 수집과 데이터의 해석
3.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기준
ü 타이핑(typing)// 일상적인 교정(routine editing)
ü 일상적인 데이터 수집과 분석(routine data collection or analysis)
ü 연구진 회의에의 참석(participation in staff meet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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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stralian Psychological Society
-저자 자격은 연구를 실제로 수행하였거나 기여한 사람에게만 주어짐.
-중요하지 않은 기여(minor contributions)에 대해서는 각주나 서론에서 감사
표시함

-저자로 포함되기 위해서는 기여자들의 동의를 얻어야 함.
-다수의 저자들(multiple authors)은 순서를 정해 자신의 이름을 저자
리스트(author list)에 올리는데 있어 책임을 져야 함.

-학생의 석/박사 학위 논문에 실질적으로 토대를 두고 산출된 다수의
저자가 있는 논문에 대하여는 학생이 보통 주저자(principal
author)가 되고, 학생의 지도교수는 제2저자(second author)가 됨.
-만일 학생이 연구를 종료한 후 합리적인 기간 내에 논문 초고를 투고하지
않았다면, 지도교수는 그 연구를 주저자로서 출판할 수 있고, 학생은
저자로서 등재되어야 함.

저자별 역할과 책임
제1저자(First
Author)

교신저자
(Corresponding
Author)

ü 저자 순서에서 제일 처음에 위치함
ü 데이터를 수집하고 실험한 자(데이터를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 연구자)
ü 그 결과를 해석하고 원고 초안을 작성한 자
ü 제1저자의 역할을 여러 사람이 수행한 경우 제1저는 여러 명이 될 수 있음

ü 학술지에 원고를 제출하고, 심사자와 교신하는 역할 수행
ü 논문 출판의 이전, 과정, 그 후 용이하게 출판사나 독자와 교신할 수 있어야 함
ü 최근 어떤 학술지는 공동교신저자(Co-Corresponding Author) 사용을 허락함
ü 저자표시에 관한 변경 사항이나 투고되는 연구 내용에 대하여 모든 저자의
허락을 받음
ü 출판 전에 저자를 추가하거나 제외할 수 있음

모든 저자는 투고된 내용에 공적 책임을
지녀야 함. 투고 시 모든 저자는 연구
내용과 저자표시에 대하여 승인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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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논문 저자 유형
ü 저자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선물저자(Gift Author)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
ü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을
명예저자라고도 함

유령저자(Ghost Author)

ü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

ü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교환저자(Swap Author)

다른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
ü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함

ü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
도용저자

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
ü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음

저자의 자격이 있는 사람을 모두 고르면?
_____(1) 통계학자: 연구 자료를 바탕으로 표준적인 통계분석 시행; 실험의 계
획이나 논문 작성에는 기여한 바 없음.
_____(2) 연구실장: 연구에 필요한 재정 지원; 공간 제공
_____(3) 연구책임자: 연구 계획; 논문 편집, 수정
_____(4) 연구원 1: 핵심적인 실험을 수행; 논문의 결론이 실제 발견 사항을 지
나치게 과장하고 있다고 생각.
_____(5) 연구원 2: 실험 키트를 이용하여 ELISA 분석 시행; 이 결과는 논문에
서 제시하고 있는 그림의 일부로 제시됨.
_____(6) 테크니션: 연구기간 내내 대부분의 실험을 수행. 연구에 핵심 내용이
된 실험을 제안. 논문에서 연구 방법 부분의 초안 작성.
_____(7) 동료 연구자: 연구에 필요한 임상 자료 제공
<http://researchethics.od.nih.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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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의 순서
•

저자 순서에 관한 합의된 원칙/ 문헌이 없다.
–

연구 개시 전에 연구진이 충분히 협의하여 저자 순서를 합리적으로 정하여 이에 따름

–

제1저자: 논문 초안 작성, 연구의 자료 수집, 분석, 해석에 핵심적인 역할 담당

–

주저자, 책임저자: 연구에 대해 보증을 하며, 연구 전체 과정에서 책임있는 사람

–

교신저자(투고저자): 전체 출판 과정에서 저자들을 대표하여 논문 투고, 학회와의 연락 등 담당

•

저자들의 기여도나 기여 부분을 명확하게 표기하고 확인을 받는다.

•

저자 순서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 경우 각주에 표시한다.

논문 저자 순서 정하기
Nature 지의 QUAD(Quantitative Uniform Authorship Declaration)

•
•
•
•

개념 정립 및 연구 설계(conception and design)
데이터 수집(data collection)
분석 및 결론(analysis and conclusion)
원고 준비(manuscripts preparation)
•

A와 B의 QUAD 항목에 따른 기여도 분석의 예: 누가 제1저자인가?
QUAD 항목

A 교수

B 교수

개념 정립 및 연구 설계

60

40

데이터 수집

70

30

분석 및 결론

30

70

원고 준비(초고 작성)

70

30

총점(점)

230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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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 기여자권 배지
(BioMed Central)
논문 완성에 필요한 10가지 역할에 해당되는 badges 제시,
배지 하단에 이 역할을 맡은 저자 명단 기재
Reproduced with permission from https://www.mozillascience.org/contributorshipbadges-for-science-view-them-now.

•

Dr. Wei Jia Kong’s name was used as the correspo
nding author without his knowledge or consent. F
urthermore, Dr. Cai Pengcheng was unaware of his
status as an author of the manuscript.

•

A fake email address for Dr. Kong was constructe
d and used by the authors to intercept any informat
ion that would be sent to the corresponding author.

•

Dr. Zhang Song and Ms. Yang Juhong have modifi
ed their accounts of the events several times during
the investigation, making it difficult to determine ex
actly what occurred with respect to the data in ques
tion. However, The Editors have determined that Fig
ure 4 of this manuscript is a re-publication of dat
a in Cancer Letters (2007) 253:108-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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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로서의 윤리
• 표절, 위조, 변조를 하지 않아야 한다.
• 저자는 자신이 실제로 행하거나 기여한 연구에 대해서
만 저자로서 업적을 인정받으며, 그 내용에 대해 책임
을 진다.
• 저자 표시 순서는 저자의 상대적 지위에 관계없이 연구
에 기여한 정도에 따라 공정하게 정해져야 하며, 단순
히 특정 직책 또는 지위에 있다고 해서 공동저자, 제1
저자, 또는 교신저자로서의 업적을 인정받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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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로서의 윤리
• 연구에 충분히 기여했음에도 저자로 인정되지 않는 행위
또한 정당화될 수 없다.
• 저자는 국내외를 막론하고 이전에 출판된 자신의 연구물(
게재 예정이거나 심사 중인 연구물 포함)을 새로운 연구물
인 것처럼 출판/투고해서는 아니되며, 동일한 연구물을 유
사 학회 등에 중복해서 투고해서는 안 된다.
• 저자는 다른 사람의 글이나 생각을 인용할 경우 각주 등을
통해 정확히 밝히고, 어디까지가 선행연구의 결과이고 어
디서부터 본인의 독창적인 생각이나 주장, 해석인지를 알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구윤리는 연구자
에게 무엇일까?
-연구활동의 GPS
-연구자를 구속하
는 것이 아니라 오
히려 자유롭고 책임
있는 연구활동을 보
장
[그림출처: ORI, Introduction to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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