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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구 진 실 성
Research Integrity, RI

과학계의 보편적 가치

정직성 (Honesty)
정확성 (Accuracy)
효율성 (Efficiency)
객관성 (Objectivity)



연구출판윤리 가이드라인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Guidelines

Policies and ResourcesICMJE 권고안 (한국어판)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

가이드라인, 상담센터



연구출판 부정행위 (Misconduct)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연구 (Research)

날조,위조 (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비윤리적 연구
(Unethical research)

출판 (Publication)

표절 (Plagiarism)
비뚤림 보고
(Biased/selective reporting)
저자되기 남용
(Authorship abuse)
중복출판
(Redundant publication)
이해관계 미보고
(Undeclared conflict of 
interest)
심사자 부정
(Reviewer misconudct)
지위의 남용 (Abuse of position)



연구활동의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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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조 &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 날조
• 인터뷰 없이 가상의 주제에 대한 질문표 완성

• 시행하지 않은 실험 연구 자료 작성

• 실제로 얻은 연구 자료에 허구의 연구 자료를 첨가

• 임상연구에서 가상의 자료 추가

• 변조
• 연구 자료 변경하여 자료의 상이함 수정

• 연구기록에서 날짜 실험과정을 변조

• 통계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

• 세포주 등 실험 방법을 틀리게 언급

• 계속 연구과제 신청 시 자료를 긍정적으로 바꿈

• 논문에서 연구 대상이나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

• 선택적 보고



날조 &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날조 &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날조 &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날조 & 변조
Fabrication & Falsification

Different set of experiments

Same blot was used



연구노트
연구의 수행시작에서부터 연구성과
물의 보고, 발표, 지식재산화에 이르
기까지의 연구과정 및 결과를 기록

연구부정행위 및 의혹발생시
연구진실성 판단자료

의과학연구처
http://www.yuhs.or.kr/research/

과제공고 및 자료실>서식/참고자료
>연구> 36번 게시물

의과학연구처 안내책자 참고



연구노트



연구노트 관리 흐름도



전자연구노트
eln.yonsei.ac.kr

• 국가연구과제 참여 연구원
필수 사용

• 과제번호가 있는 연구
참여자는 누구나 사용 가능



연구대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
Institutional Review Board

• IRB (Institutional Review Board)
• 피험자의 권리와 복지 보호의 보증

• 임상시험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IRB의 승인이 필수

• http://ocr.yuhs.ac/HPC/IRB/Common/IrbIntro.aspx



표절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 적절한 인용 없이 그대로, 또는 다른 형태, 다른 언어로 사용

§ 타인이 발표한 핵심 개념을 인용표시 없이 본인의 개념처럼 발표

§ 출처를 밝히더라도 인용 저작물이 새로운 저작의 주(主)가 됨

§ 연속적으로 두 문장 이상을 인용표시 없이 동일하게 발췌

§ 연구계획서 작성 시 타인의 연구를 인용 표시 없이 사용

§ 공개되지 않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사용

§ 전문 교과서에 출간되어 전문지식으로 통용되어도 인용함이 원칙



표절
Plagiarism



표절
Plagiarism



표절
Plagiarism



표절방지시스템

• Crossref Similarity Check  = iThenticate
– 특허, 학회 및 출판사에서 사용

– Web, 학술지/단행본 논문 대상 비교

• Turnitin (의학도서관을 통해 이용가능)
– 교육기관에서 사용

– iThenticate의 비교 대상 + Turnitin 자체 DB를 대상으로 비교



텍스트 인용하기
Paraphrasing

자신만의 언어와
문장구조를
사용하되, 
원작의 의미
(meaning)와
사실(fact)은
그대로 전달하여야
한다.



표, 이미지 인용하기
Copyright Clearing

§ 일반적인 학술지, 단행본
- 출판사가 저작권 소유
- 사전허락 필수
-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 

http://www.copyright.com/
- 학술지 발행인 연락

§ Open Access 학술지
- 저자가 저작권 소유
-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등 조건에 따름



표, 이미지 인용하기
Copyright Clearing



표, 이미지 인용하기
Copyright Clearing



표, 이미지 인용하기
Copyright Clearing



중복출판
Redundant Publication

• 중복투고 (Duplicate Submission)
• 학술지에 출판을 위해 투고된 원고는 다른 학술지에 투고되어 출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1) 둘 이상의 학술지가 동시에 투고된 한 논문을 출판할 권리를
주장하여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

2) 둘 이상의 학술지가 불필요한 심사, 편집,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

• 중복출판 (Redundant Publication)
• 인쇄 또는 전자매체를 통해 출판된 논문을 이중으로 출판

• 복사, 분절출판, 덧붙이기 출판, 거꾸로 덧붙이기 출판 등



중복출판
Redundant Publication

항목 설명

유사한 가설 가설 중 인구집단 관련,독립,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

유사한 표본 수 연구 재료, 실험동물, 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일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 자료수집, 분석,제시 방법이 같거나 거의 같음

유사한 결과 결과가 양이나 질 측면에서 거의 동일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새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지식이 거의 추가되지 않은 경우

• 중복출판 판단기준



중복출판
Redundant Publication

홍길동 등 6명은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 유병률과의 관계: 200 mg/dL 이하 군과 이상

군의 비교’ 라는 제목으로 국내학술지에 국문으로 발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로 총 3년이었다. 대상 환자의 수 1,400명이었다. 결과는 기대 이하로 유병률의

근소한 차이가 있었다. 홍길동 등 5명은 1년 뒤 ‘콜레스테롤 수치와 심장병 유병률과의 관계: 
180mg/dL 이하 군과 240 mg/dL 이상 군의 비교’ 라는 제목으로 국내 영문학술지에 게재하
였다.

연구기간과 대상 환자의 수는 동일하였다. 대상 환자 중 180-240 mg/dL 군은 제외하고

180mg/dL 이하 군과 240 mg/dL 이상 군을 나누어 심장병 유병률을 분석하였다. 240 
mg/dL군에서 현저하게 발병률이 높았다. 



이차출판이 허용되는 경우
Secondary Publication



이차출판이 허용되는 경우
Secondary Publication

1. 학술대회 초록, 구두발표, 포스터 = 가능

2. 학술대회 프로시딩

- Peer review를 거치지 않고 한정된 부수 출간된 프로시딩 = 가능

- 광범위한 공개, Peer review 시행, 학술지 특별호 수록 = 불가

3. Letters, brief communication = 상황, 학술지에 따라 다름

4. 용역 보고서를 묶어서 저서로 발간 = 가능

- 이 저서를 보강하여 학술지 논문 발표 = 불가

5. 학위논문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 = 가능

- 가능 여부에 대해 논란이 있음. 인문학은 불가

6. 학술지논문을 학위논문에 포함 = 가능

- 단 공동 저자가 있는 경우, 본인의 저술부분만 가능

- 타인의 저술 부분은 사전 동의, 인용 필수



선택적 보고, 출판 비뚤림
Biased/selective reporting

• 임상연구
•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서 그 결과는 의료행위 및 관련 정책의

결정 과정에 필요한 근거자료

• 연구결과 보고 시, 선택적 보고 · 출판 비뚤림 현상 발생

• 임상연구등록 : 연구 초기단계에서 선택적 보고 · 출판 비뚤림
방지하여 결과의 객관성 확보 방안

• ICMJE 가입학술지
• 임상시험을 임상시험 등록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청

• 시험 방법을 등록

• 학술지의 논문출판 시 초록 끝부분에 기술



임상시험 등록 사이트
Clinical Trials Registry

• www.clinicaltrials.gov
• WHO 승인 등록사이트 (Primary Registries)

•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CRiS), Republic of 
Korea http://cris.nih.go.kr

• www.ISRCTN.org
• Australian New Zealand Clinical Trials Registry (ANZCTR)

www.anzctr.org.au
• EU Clinical Trials Register (EU-CTR)

eudract.ema.europa.eu
• Japan Primary Registries Network (JPRN)

UMIN CTR www.umin.ac.jp/ctr/index/htm
• The Netherlands National Trial Register (NTR)

www.trialregister.nl





저자되기
Authorship

• 저자 Author (아래 조건을 모두 만족)

•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하는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

•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

•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

• 논문의 정확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 이를 적절하게 조사하고
해결하는데 책임을 지기로 동의

• 기여자 Non-Author Contributor
• 저자의 조건 4 가지를 모두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수행에 기술적인 도움

• 총괄 지원한 부서의 일원



대표적인 저자되기 남용
Authorship abuse

• 초빙(선물)저자 Gift author
•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개인적인 친분으로 저자 요건이 부족한 연구자

를 저자에 포함

• 유령저자 Ghost author
•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

• 교환저자 Swap author
•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간, 서로 자기논

문에 상대편을 포함시켜주는 경우

• 도용저자
• 논문의 채택 가능성을 높이기 위해,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허락없이 저자에 포함



저자되기
Authorship



이해관계
Conflicts of Interest

신뢰성

이해관계

저자 이해관계

연구지원 이해관계

편집인, 전문심사자
이해관계



이해관계
Conflicts of Interest



이해관계
Conflicts of Interest





이해관계
Conflicts of Interest



저자 및 이해관계 기술

문헌검색 · 메타분석은 저자가 아님

각 저자의 역할 서술

이해관계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Workflow

Turnitin DB
표절 여부에 대한

비교 검토 결과

% 표시 및 상세 위치 확인

논문 작성



• 비교대상 Source
• 500억 건 이상의 웹페이지

• 1억 4천만 건 이상의 학술지/단행본 논문

• 이용자가 Turnitin에 제출한 5억 여건의
논문과제물

• 비교대상 Source (한국)
• 한국학회논문 156개 기관, 660여종

• KISTI 학술논문 약 100만건

• 국내 63개 대학의 석박사 학위논문 및
교수연구논문 50만 건

• 국내 연구원 및 연구기관 컨텐츠

• Open Access Web Page

비교대상



회원가입

1

2
3

4

① 도서관 홈페이지 로그인

② Turnitin 페이지 접속

③ Class ID / Password 확인

④ Turnitin 회원가입(학생/강사 중 학생 선택)



파일제출

• 제출 : 신규 파일 업로드 (10개 까지 가능)
§ 다시 제출하기 : 이미 제출한 파일을 삭제하고 새로 업

로드

• 보기 : 유사성 보고서 보기

• 다운로드 : 업로드한 원본, 유사성보고서, 디지털수령증



40MB 미만, MS 
office, PDF, HWP, 

일반 텍스트 등

파일 업로드,
텍스트 직접입력 선택



유사성 보고서





개요 각 항목 선택

§ 유사한 모든 문서들 확인
§ 각, 각의 원문 까지 접근



강사권한

채 점채 점

첨삭지도첨삭지도

Peer 
Review
Peer 

Review

표절

보고서

표절

보고서

학
생
권
한

강
사
권
한

• 학생제출 논문 편집/첨삭/채점 가능

• 신청방법 : 도서관 담당자에게 강사권한 신청서 제출





유의사항

• Internet Explorer 11.0 이상

•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제출 불가

• 논문 내 이미지는 검색대상에서 제외

이미지 기반 PDF 파일 비교 불가

• PDF 파일보다 워드파일 사용 권장(속도)

• 제출 논문이 Turnitin DB에 저장되지 않음. 

• 제출논문 삭제는 도서관으로 연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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