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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 정의
일반적지식이아닌타인의독창적인아이디어또

는창작물을적절한출처표시없이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자신의창작물인것처럼인식하게하는행위

타인의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

을 적절한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표절(Plagiarism)이란?

Plagiarism의어원은 납치자를 뜻하는 라틴어 ‘plagiarius’와

기만적인을 뜻하는 그리스어 ‘plagios’

교육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15)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2013)



표절의 10가지 유형
표절(Plagiaris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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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흔한 유형

4 말 바꿔 쓰기 표절

5 중복된 연구

1 2차 문헌 표절

3 중복게재

• 심각한 유형

10 전체 표절

9 복사 붙여 넣기 표절

8 윤리에 어긋나는 협동연구

7 저자자격문제

6 중복 투고

2 잘못된 출처 표시

wiley, 연구에 있어서 10가지의 표절 유형 / 연구연리정보센터 infographic 재인용



표절의 기준
표절(Plagiarism)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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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2009)



표절의 8가지 유형
표절(Plagiarism)이란?

1. 아이디어 혹은 구성 표절

2. 텍스트 표절

3. 모자이크 표절

4. 말 바꾸기 표절

5. 큰 따옴표 누락

6. 출처의 내용이 주가 되었을 때

7. 포괄적 혹은 부분적 출처표기

8. 2차적 저작물의 표절

아이디어, 수사적 문장, 표현, 논리 전개 방식, 말 등

그사람의 노력이 들어간 모든 것이 보호받아야 할 대상

표현이 다르더라도, 주요 내용이 타인의 것이라면 마찬가지
로 표절이다.

연구윤리정보센터 infographic, 인용과 표절(2014)



표절 사례 1. 복사 붙여넣기
표절(Plagiarism)이란?

* 황은성,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201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워크숍)



표절 사례 2. 이미지 표절
표절(Plagiarism)이란?

* 황은성, 연구부정행위의 판정 (201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워크숍)



중복출판
표절(Plagiarism)이란?

1. 복사(copy)

언어가다른완벽한복사

언어가같은완벽한복사

다른언어로일부수정한복사

같은언어로일부수정한복사

2. 분절출판(salami)

대상을분할한분절출판

가설이다른분절출판

3. 덧붙이기출판(imalas)

대상또는관찰기간을늘인덧붙이기출판

가설추가한덧붙이기

대상, 관찰기간및가설추가한덧붙이기

4. 기타(Others)

거꾸로덧붙이기(reverse imalas)

기타분류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의학논문출판윤리가이드라인(2013)



중복출판 판단 기준
표절(Plagiarism)이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2013)

항목 설명

유사한 가설 가설 중 인구집단 관련,독립,종속 변수가 거의 동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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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과학 계열의 학술지는 대체로 엄격한 편이어서 “1개의 문
단이나 5개 이상의 문장을 … 재사용하는 것은 …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2014)



COPE Text recycling guidelines
표절(Plagiarism)이란?

• Introduction/Background

Some degree of text recycling in the background/introduction 

section of an article may be unavoidable, particularly if an 

article is one of several on a related topic….

• Methods

….text recycling may be unavoidable when using a technique 

that the author has described before and it may actually be of 

value when a technique that is common….



COPE Text recycling guidelines
표절(Plagiarism)이란?

• Results

Text recycling is almost always unacceptable in the results section….

• Discussion

…. majority of the discussion should focus on putting the results of 

the current study in context….

• Conclusion

Text recycling is unlikely to be acceptable….



중복출판 사례
표절(Plagiarism)이란?

홍길동등 6명은 ‘콜레스테롤수치와심장병유병률과의관계: 200 mg/dL 이하군과이상군의비교’라는제목으

로국내학술지에국문으로발표하였다. 연구기간은 2003년 1월부터 2005년 12월로총 3년이었다. 대상환자의

수 1,400명이었다. 결과는기대이하로유병률의근소한차이가있었다. 홍길동등 5명은 1년뒤 ‘콜레스테롤수치

와심장병유병률과의관계: 180mg/dL 이하군과 240 mg/dL 이상군의비교’라는제목으로국내영문학술지에

게재하였다.

연구기간과대상환자의수는동일하였다. 대상환자중 180-240 mg/dL 군은제외하고 180mg/dL 이하군과

240 mg/dL 이상군을나누어심장병유병률을분석하였다. 240 mg/dL군에서현저하게발병률이높았다.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2011)



이차출판
표절(Plagiarism)이란?

1. 두잡지의편집인모두에게승인획득.

이차출판편집인은일차출판물의복사본을가지고있어야함

2. 1주일이상의출판간격

3. 독자층이달라야함. 축약본가능

4. 이차출판논문은일차논문을충실히따라야함

5. 표지에각주를통해이차출판물임을알려야함

“ 이논문은 [잡지이름, 전체참고문헌]에처음보고된 … “

6. 제목에이차출판임을표현하는문구가있어야함

중복출판에 해당되지만, 출판이 허용되는 경우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KAMJE), 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2008)



이차출판
표절(Plagiarism)이란?

1. 학술대회초록, 구두발표, 포스터 = 가능

2. 학술대회프로시딩

- Peer review를거치지않고한정된부수출간된프로시딩 = 가능

- 광범위한공개, Peer review 시행, 학술지특별호수록 = 불가

3. Letters, brief communication = 상황, 학술지에따라다름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 연구윤리 및 출판윤리 매뉴얼(2014)

4. 용역보고서를묶어서저서로발간 = 가능

- 이저서를보강하여학술지논문발표 = 불가

5. 학위논문을학술지논문으로발표 = 가능

- 가능여부에대해논란이있음. 인문학은불가

6. 학술지논문을학위논문에포함 = 가능

- 단공동저자가있는경우, 본인의저술부분만가능

- 타인의저술부분은사전동의, 인용필수

이차출판이 허용되는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직접인용과 간접인용
• 직접인용 (Verbatim) 

 반드시 따옴표 혹은 들여쓰기로 본문과 구분하여야 한다.

 문장이나 단어를 첨삭해서는 안 된다.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음. (가능한 피해야 함)

• 간접인용 (Paraphrasing, Summar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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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전히 다르게 재구성 하였더라도, 정확한 인용을 붙여야 한다.

표절(Plagiarism)이란?

Roig M, Avoiding plagiarism, self-plagiarism, and other questionable writing practices: A guide to ethical writing(2003)



올바른 직접인용
표절(Plagiarism)이란?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이공계연구윤리및 출판윤리매뉴얼(2014)



올바른 간접인용

1. “–에 따르면”, “-에 의하면” 등 원저자의 아이디어나 논지가 들어간 부

분이 명확히 드러나도록 표현

2. 원문의 독특하거나 중요한 표현을 그대로 가져온 경우 어구에 인용부

호(“ “)를 표기

3. 완전히 나의 언어와 논리로 바꿔 쓰기(paraphrasing) 하되, 원문의 내

용을 왜곡해서는 안됨

표절(Plagiarism)이란?



잘못된 간접인용
표절(Plagiarism)이란?

“Because the intracellular concentration of 
potassium ions is relatively high, potassium 
ions tend to diffuse out of the cell. This 
movement is driven by the concentration 
gradient for potassium ions. Similarly, the 
concentration gradient for sodium ions tends 
to promote their movement into the cell. 
However, the cell membrane is significantly 
more permeable to potassium ions than to 
sodium ions. As a result, potassium ions 
diffuse out of the cell faster than sodium ions 
enter the cytoplasm. The cell therefore 
experiences a net loss of positive charges, 
and as a result the interior of the cell 
membrane contains an excess of negative 
charges, primarily from negatively charged 
proteins.”

Because the intracellular concentration of 
potassium ions is _ high, potassium ions 
tend to diffuse out of the cell. This movement 
is triggered by the concentration gradient for 
potassium ions. Similarly, the concentration 
gradient for sodium ions tends to promote 
their movement into the cell. However, the 
cell membrane is much more permeable to 
potassium ions than to it is to sodium ions. 
As a result, potassium ions diffuse out of the 
cell more rapidly than sodium ions enter the 
cytoplasm. The cell therefore experiences a _ 
loss of positive charges, and as a result the 
interior of the cell membrane 11 
contains a surplus of negative charges, 
primarily from negatively charged proteins.¹ 

Roig M, Avoiding plagiarism, self-plagiarism, and other questionable writing 
practices: A guide to ethical writing(2003)



올바른 간접인용
표절(Plagiarism)이란?

“Because the intracellular concentration of 
potassium ions is relatively high, potassium 
ions tend to diffuse out of the cell. This 
movement is driven by the concentration 
gradient for potassium ions. Similarly, the 
concentration gradient for sodium ions tends 
to promote their movement into the cell. 
However, the cell membrane is significantly 
more permeable to potassium ions than to 
sodium ions. As a result, potassium ions 
diffuse out of the cell faster than sodium ions 
enter the cytoplasm. The cell therefore 
experiences a net loss of positive charges, 
and as a result the interior of the cell 
membrane contains an excess of negative 
charges, primarily from negatively charged 
proteins.”

A textbook of anatomy and physiology¹ 
reports that the concentration of potassium 
ions inside of the cell is relatively high and, 
consequently, some potassium tends to 
escape out of the cell. Just the opposite 
occurs with sodium ions. Their concentration 
outside of the cell causes sodium ions to 
cross the membrane into the cell, but they 
do so at a slower rate. According to these 
authors, this is because the permeability of 
the cell membrane is such that it favors the 
movement of potassium relative to sodium 
ions. Because the rate of crossing for 
potassium ions that exit the cell is higher 
than that for sodium ions that enter the cell, 
the inside portion of the cell is left with an 
overload of negatively charged particles, 
namely, proteins that contain a negative 
charge. 

Roig M, Avoiding plagiarism, self-plagiarism, and other questionable writing 
practices: A guide to ethical writing(2003)



표와 이미지의 인용
• 일반적인학술지, 단행본

출판사가저작권소유

사전허락필수

Copyright Clearance Center(CCC) 

http://www.copyright.com/

학술지발행인개별연락

• Open Access 학술지

저자가저작권소유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등조건에따름

표절(Plagiarism)이란?

http://www.copyright.com/


Author guidelines
Use of Previously Published Figures and Tables in Mini-reviews

Only in mini-reviews are authors permitted to use figures and tables that 

are not original to the submitted paper. … 

The Endocrine Society will review the reproduced material and provide 

the authors with specific direction as to the permissions required. …

The author agrees to obtain the permissions as specified and is 

responsible for all expenses related to securing authorization to use the 

previously published figure or table.



Copyright Clearing



Copyright 허락
표절(Plagiarism)이란?

황은성, 연구부정행위의판정 (2014, 한국과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워크숍)



CC라이센스 이용 조건
표절(Plagiarism)이란?



CC라이센스 사례
표절(Plagiarism)이란?



CC라이센스 사례
표절(Plagiarism)이란?



표절 예방을 위한 모두의 노력

=

표절(Plagiarism)이란?

<

저널 투고 및 심사 시, 당연히 표절검사를 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

ithenticate와 turnitin을 통해 전세계 수십억 이상 컨텐츠와 즉시 대조 가능

국산 솔루션으로, 해외유료논문과 대조할 수 없다는 약점 있음

좀 더 세밀한 인터페이스, 국내에 맞춰진 부가기능 제공



Turnitin, iThenticate, Copykiller 비교
Turnitin 사용법

Turnitin iThenticate
( Crossref )

CopyKiller

비교대상
Source

국내외 Web, 학술지/단행본
논문, 이용자 제출 문서

국내외 Web, 학술지/단행본
논문

국내외 무료 개방된 Web, 
학술지/단행본 논문, 이용
자 제출 문서

기능
표절보고서, Peer review, 첨삭, 
채점

표절보고서
표절보고서, 1:1, 1:N 검
사 , 이미지 PDF 검사

용도
교육기관에서 논문이나 학생과
제 유사성 검사

특허, 학회, 출판사 등에서 중
복 및 표절 확인

대학/중고등학교 과제, 학
술단체, 기업 입사지원서
검사 등 다목적

* 최근 Grammaly 가 표절검사 서비스 시작. Web과 proquest 자료만 포함함.



Turnitin Workflow
Turnitin 사용법

1. 원고준비 2. 표절검사

5. 재검사

3. 결과보고서 확인 4. 원고 수정



1

2

3

4

①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② 표절방지시스템

③ Class ID / Password 확인

④ Turnitin회원가입(학생/강사중학생선택)

가입하기
Turnitin 사용법



가입하기
Turnitin 사용법



가입하기
Turnitin 사용법

• 일반적으로 표절검사를위해서는 student를 선택합니다.

• Instructor와 teaching assistant는 수업을 개설하고, 과제를

받으면서동시에 표절검사를할 수 있는 별도 기능



가입하기
Turnitin 사용법

클래스ID 클래스 키

• 클래스 ID와 비밀번호로 turnitin에 가입 합니다.



로그인 후 첫 화면
Turnitin 사용법

• 사용할 수 있는 클래스를선택합니다.



클래스 홈페이지
Turnitin 사용법

• 업로드 할 수

있는 공간

• 제출하기, 결과 보기, 

다운로드

• 검사결과보기



제출하기
Turnitin 사용법

• 직접 업로드, 구글 드라이브, 

dropbox 파일 업로드

• 40Mb 미만 MS office, pdf, 

hwp 등

• 클립보드붙여넣기가능

• 이미지 PDF 업로드 불가

• 원문 내 이미지는검사대상아님



제출하기
Turnitin 사용법

• 파일의 길이와 종류에 따라 수 분 이상 걸릴 수 있음

• “다시 제출하기“ 사용 시, 최대 24시간 동안 “처리 중＂상태일 수 있음 (하나의 과제에서 1일 1회 검사가능)



유사성 보고서
Turnitin 사용법

유사성검사결과
보이기/감추기

보기확대/축소



유사성 보고서
Turnitin 사용법

번호클릭

원문비교

개별일치표시



유사성 보고서
Turnitin 사용법

원문사이트바로가기

• 각 항목을 선택하여, 

source 원문 확인

• OO대학 보고서라며, 내용을

보여주지 않는 source는

확인 불가

(공표된 출판물 아님)



유사성 보고서
Turnitin 사용법

• %를 낮추기 위해, 필터 설정을 바꾸어

서는 안됨. 

• 논문 심사자의 입장에서 생각해 볼 것

인용문제외
- Quotation(“ “) 처리한어구제외

참고문헌제외
- 본문끝참고문헌목록제외

다음미만의일치제외
- 각 source 별일치단어수나
일치도가기준치미만이면제외

필터조건설정



Report 다운로드
Turnitin 사용법

보고서 PDF 다운로드



Report 다운로드
Turnitin 사용법

• 학술지 투고 시 제출을 요구 받으면,

이 리포트를 제출

• 보고서 마지막페이지에 요약 제공



강사권한
Turnitin 사용법

채 점

첨삭지도

Peer 
Review

표절

보고서

학
생
권
한

강
사
권
한

• 학생제출논문편집/첨삭/채점가능

• 신청방법 : 도서관담당자에게강사권한신청서제출



강사권한
Turnitin 사용법



Report 다운로드
Turnitin 사용법

• 학술지 투고 시 제출을 요구 받으면,

이 리포트를 제출

• 보고서 마지막페이지에 요약 제공



주의사항
Turnitin 사용법

• Internet Explorer 11.0 이상

• 비밀번호가 설정된 파일 제출 불가

• 논문 내 이미지는 검색대상에서 제외

이미지 기반 PDF 파일 비교 불가

• 가급적 PDF 파일보다 워드파일 사용 권장(속도)

• 제출 논문이 Turnitin DB에 저장되지 않음. 

• 제출논문 삭제는 도서관으로 연락



Q. 유사성 %를 얼마나 낮춰야 할까요? 
유사성 %만으로 표절 판정을 받을 수 있나요? 
유사성 %만 낮으면 표절이 아닐까요?

A. 유사성 % 숫자는 참고 자료일 뿐 큰 의미 없습니다. 유사성 %가 높아도

표절이 아닐 수 있으며 반대로 낮아도 표절일 수 있습니다. 

한 문장이라도 정말로 표절이라면 그 논문은 표절로 판정됩니다.

반면 일반적인 진술의 경우 %를 올리지만 표절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FAQ



Q. 편집인으로 부터 표절의 가능성이 있다. 원고를
수정하여 재투고 하라고 요청 받았습니다. 어떻
게 해야 할까요?

FAQ

A. 위와 같은 연락을 받은 경우, 보통은 유사성 %도 높을 뿐 아니라, 의심

스러운 논문 또는 표현을 추릴 수 있는 경우입니다. 표절검사 결과에서

직접 원문으로 찾아가서 문제가 되는 부분이 없는지 하나, 하나 점검하

고 결과를 회신 하셔야 합니다. 특히, 공동저자가 본인이 쓴 이 전의 논

문으로부터 표현을 빌려온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도 정확한 citing

과 paraphrasing이 필요합니다.



Q. 편집인이 특정 논문의 링크를 보내며 이 논문과
유사하다고, 수정하여 재투고 하라고 합니다. 
1:1 검사를 해볼 수 있을까요?

FAQ

A. 국산 표절검사 솔루션인 가 내가 올리는 논문 간의

1:1 혹은 1:N 비교 기능을 지원합니다. 



CopyKiller 특징
CopyKiller 사용법

• 국내개발 솔루션

• 약 50억 건의 국내외 비교 대상 보유
• 업로드 파일 수 무제한

• 업로드 페이지 수 무제한 (최대 100MB)
• 비교대상 설정 기능
• 특정 출처 제외. 법령/성경/불경 문장 제외 기능

• 이미지 PDF로부터 텍스트 추출 검사 기능

• 해외 유료 학술지 논문 중 Fulltext 비교대상이 되지 않는 경우가 있음



접속하기
CopyKiller 사용법

1

2

① 도서관홈페이지로그인

② 연구지원>논문작성가이드>CopyKiller

③ CopyKiller Campus 접속 (로그인연동)

3



CopyKiller.com
CopyKiller 사용법



CopyKiller 사용법
1

2

3

① 문서업로드선택
검사명, 문서유형등
선택

② 파일첨부

③ 표절검사



문서업로드
CopyKiller 사용법

• 검사명 : 검사결과 보고서에 표시될 제목

• 문서구분: 검사문서 - 이번에 업로드하는 파일의 표절율을 확인

비교문서 - 이번에 업로드하는 파일을 다른 표절검사의 대상으로 DB화

• 비교범위: 현재 첨부한 문서끼리의 비교, 전체 DB와의 비교, 내가 이전에 올린

비교문서와의 비교 선택 가능

• 검사설정: 특정 문장을 표절검사에서 제외하는 설정

• 표절기준: 몇 어절 이상이 일치하면 결과에 포함할지 설정



검사결과 확인
CopyKiller 사용법

1

2



검사결과 확인
CopyKiller 사용법

1 2



화면에 표시될 문장 설정

업로드 문서 문장

표절 의심 문장

문장/문서 보기 설정

검사설정 변경 (우측에 “적용”)

검사결과 확인
CopyKiller 사용법



1:1, 1:N 비교기능
CopyKiller 사용법

비교범위 : 현재 첨부 문서

상호 비교할 파일들 업로드



비교범위 : 현재 첨부 문서

상호 비교할 파일들 업로드

검사범위 다시 설정

결과 행 기준으로, 
다른문서와 의 표절률을 표시

1:1, 1:N 비교기능
CopyKiller 사용법



비교문서 선택

X를 선택하여
문서그룹 또는 개별문서 제거

적용

특정문서 제외 기능
CopyKiller 사용법



Q. 표절, 연구출판윤리 문의사항이 있을 때
어디에 물어보면 좋을까요?

FAQ

A. 우선 동료 연구자와 지도교수님이 가장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더 자세

한 지원이 필요할 때는 소속기관의 연구윤리담당자 혹은 연구윤리정보

센터(cre.or.kr)를 통해 전문가에게 문의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Cre.or.kr
FAQ



감사합니다.

의학도서관 곽재현
Tel)82913, jhnkwak@yuhs.ac

이자료에사용된모든일러스트레이션은 freepik.com의 free license에의해제공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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