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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박 찬 일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으로 약칭)가 출범한 지 올해로 13년째입니다. 그 동안 의편협은 학술지 평가
기준을 마련하여 적정수준 이상의 학술지를 선별한 후 의편협이 구축한 KoreaMed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해 왔습니다. 그
밖에 논문작성법, 투고관리, 논문심사, 학술지편집, 학술정보의 데이터베이스와 국제화 등의 교육과 워크숍을 통해서 우
리나라 의학학술지가 다 같이 발전할 수 있는 방안을 끊임없이 모색해 왔습니다.
그러나 연구와 관련된 윤리 문제, 특히 학술지 편집인 모임인 의편협이 마땅히 관심을 가졌어야 할 출판윤리 문제에 등
한했던 것을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마침내 학계에서 있어서는 안될 사건들이 연이어 표출되고 말았습니다. 2005-2006년
에 걸쳐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것은 여러분이 아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는 날
조 또는 위조의 전형으로서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이에게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연구 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일부 고위 공직자와 학자들이 연구비 관리 비리, 표절, authorship 왜곡, 중복
출판/이중게재를 거리낌없이 행하여 우리나라 학술논문의 신뢰를 크게 추락시켰고, 문화예술계에서도 학력/학위의 날조
또는 위조가 들춰졌습니다. 의학 학술지에서도 다수의 중복출판 사례가 발견되면서 재발 방지를 위한 계도와 제도 마련
이 시급하다는 여론을 불러 왔습니다.
Charles Babbage (1792-1871)가 그의 저서「Reflections on the Decline of Science in England」
에서 위조, 조작, 마음에 드는 것
만 선택하기 같은 사기행위가 학계에서 일어날 수 있다고 한 것을 보면 연구 부정행위는 이미 19세기에도 있었나 봅니다.
그러나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연구 부정행위는 대개 20세기에 들어와서 일어납니다. Lysenko의 ‘춘화현상’(1927)과 김
봉한의 ‘봉한학설’(1961), 흰쥐의 피부 조각에 검은색을 칠해 마치 아무런 면역거부반응 없이 검은쥐의 피부를 흰쥐에 이식
한 것처럼 속인 William Summerlin 사건(1974), 자궁외(난관)임신 5주 된 배아를 자궁에 이식하여 정상출산에 성공했다고
주장한 Malcolm Pearce 사건(1994) 등이 연구 관련 사기행위로 자주 지적되고 있습니다.
사실 제2차 세계대전 이전에는 공공 연구비 지원이 많지 않아 학자들의 연구보고서에 대한 부담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
한 유혹도 그만큼 적었습니다. 미국이나 영국처럼 일찍 선진화한 나라에서 연구 부정행위가 일찍 표출된 것도 공공 연구
비 지원이 우리보다 앞서 이루어진 것과 무관하지 않습니다.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조치도 우리보다 10년 이상 빠릅
니다. 미국은 1985년 이후 관련기구를 설치하여 법규를 제정하고 비윤리적 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연구부정행위방지법’
(연구진실성위원회, 2005)을 제정하였습니다. 영국에서는 1991년 왕립의사협회가 ‘의학연구의 기만행위와 부정행위’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고, 의학학술지 편집인들이 출판윤리위원회(COPE, 1997)를 구성하여 중복출판/이중게재 제재절차 마
련(1997),「훌륭한 논문발표 실천을 위한 지침서」
발행(1998) 등의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와 기타 공공기관이 지원하는 연구비가 괄목할 만큼 증가한 것이 1990년대 초· 중반입니다. 이제
라도 서둘러 연구진실성에 관한 제도와 지침을 마련하고 교육을 통해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
다. 늦은 감이 있지만 의편협은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그 해 7월 향후 활동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그 하나
는 중복출판/이중게재에 관한 집중적인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회원단체로 하여금 이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감시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을 발간하는 것입니다.
정부 및 연구관련 공공기관도 뒤늦게 연구진실성 계도에 나섰습니다. 교육인적자원부/학술진흥재단은 2008년부터 연
구단위별로 연구윤리 또는 연구진실성과 관련된 헌장과 지침을 갖추도록 하는 등 8개 항으로 된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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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였고(2006), 연구윤리 포럼 ‘Good Research Practice’를 개최하였습니다(2007. 10.). 과학기술부는 ‘연
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 2.)을 통해서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 관리· 수행하는 기관들에 대해서 연구 부정행위
방지 및 연구윤리 확보에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토록 하였습니다. 또 한국과학기술단체총
연합회는 과학기술인의 사회적 책임, 과학기술인의 기본 연구윤리, 연구대상 존중,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등 12개 항의 ‘과
학기술인 윤리강령’을 내놓았습니다(2007. 4.).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계획·연구수행· 결과보고 과정과 연구계획서 심사나 연구결과 심사과정에서 일어나는 비윤리적
행위,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연구진행을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그리고 과
학적 기록을 변조하거나 과학발전에 장애가 될 위험이 있는 행위를 포함합니다. 그중 의학계에서 자주 일어나는 부정행
위는 대학 또는 연구소에 소속한 staff이 연구업적을 부풀리기 위해 범하기 쉬운 중복출판/이중게재입니다. 이는 날조, 변
조, 표절과 같은 사기행위가 아니므로 용납될 수 있다는 잘못된 인식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와 같이 연구자는 다양한 형태의 연구윤리 문제에 휘말리거나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연구자는
연구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를 바르게 인식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여러분이 올바른 인식을 갖게 하는 데 있어서 이 가이
드라인이 확실한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연구윤리와 출판윤리의 개념에서부터 위반행위의 원인과 위반에 대한 처리까지
모든 내용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의학 및 관련 연구 분야에 종사하시는 많은 분들의 관심과 호응 속에서「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을 발행하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연구자와 논문심사인, 그리고 학술지편집 관계자 모두가 늘 가까이 두고 참고해야 할 소
중한 책자라고 확신합니다. 이 가이드라인이 의학계 이외의 모든 과학 분야에 미칠 효과를 생각하면 분명히 의편협이 이
룩한 또 하나의 쾌거입니다. 출판윤리위원회가 중심이 되어 철저한 준비과정을 거치고 1년 여의 짧지 않은 기간에 각고의
노력을 기울인 성과이기 때문에 더욱 그러합니다. 그 동안 애쓰신 함창곡 위원장님과 배종우 간사님, 그리고 기꺼이 집필
에 참여하신 모든 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08년 1월 3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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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회장, 연세의대 방사선종양학 서 창 옥

2005년 “맞춤형 배아줄기세포” 관련 논문이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키며 연구에 종사하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연구
진실성과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다면 2006년은 한국의 의학자들에게 중복출판/이중게재 문제가 크
게 불거진 해였습니다. 즉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으로 약칭)가 구축한 영문초록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를 통하여 국내에서 발간되는 문헌들이 인터넷으로 쉽게 검색됨으로써 한글 논문을 영어로 번역하여서 외국 학술
지에 다시 게재하던 관행이 문제가 되었고 여러 형태의 중복출판이 수면 위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내에서 출
간되는 학술지에 실린 논문들을 외국의 연구자들도 볼 수 있다는 개념조차 없던 시기에 국내외 연구자들에 의해 제기되
는 출판 윤리 위반 사안으로 인해 당혹스러웠으나 국내 학술지와 논문들이 세계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극복해야 할 상황
이고 준비해야 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편협에서는 2006년 출판윤리위원회를 설치하고 회원들을 대상
으로 출판윤리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고 2008년 1월「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을 발간하게 됩니다.
그 후 국내 의학 연구자들과 편집인들의 출판 윤리에 대한 인식이 확대되면서 많은 위반 사례가 발견되었고 의편협은
위반 사례에 대한 판정과 해결 방법에 대한 자문을 해 왔습니다. 2004년 이후 매년 중복출판율을 조사하고 있고 2011년에
는 그 동안 경험했던 사례들을 책으로 엮어서「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을 출간하였습니다.
2008년 이후 우리나라 의학학술지들의 위상은 국제적으로 크게 높아졌습니다. 국내 학술지들이 SCI에 대거 등재되기
시작하여 현재 27종이 등재되어 있으며 Scopus에 67종이, PubMed Central에 70종이 등재되어 있습니다. 128종의 국내 학술
지의 논문들에 DOI (Digital Object Identifier)를 부여하고 연결되는 전문(full-text) 데이터베이스인 Synapse를 구축함으로
써 국내 문헌들의 국제적 가시성과 피인용 기회를 향상시켰습니다. 국내 학술지들이 급속히 국제화되는 상황에서 출판 윤
리에 관한 의편협의 활동이 학술지의 격을 높이고 국제 무대에 진입하는 데 보탬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을 발간한 후 좀 더 자세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는 회원들의 요구가 있어서 개정판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출판윤리와 관련하여 그 동안 의편협이 자문하였던 사안들을 충실히 보강하고자 노력하였습니
다. 초판 발간에 이어서 개정판까지 연속으로 발간을 맡아 주신 출판윤리위원회 함창곡 위원장님과 배종우 간사님의 노
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또 원고 취합, 교정 등 진행을 맡아 주신 한동수 위원님과 바쁘신 중에도 집필에 참여해 주신 모
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년 3월 28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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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연구출판윤리의 개념

연구의 진실성(research integrity) 또는 좋은 연구(good research practice)란 연구계획 단계에서부터 출판 후까지 전 과정
에서 윤리적인 문제가 없는 것을 말한다. 연구윤리(research ethics)는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용
어로도 사용되며, 협의로 사용할 경우에는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발생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한다.
의학연구에서 가장 선행되는 윤리적인 문제는 인간 또는 동물에 대한 생명윤리이며 연구주제, 연구대상과 규모, 대조
군의 설정, 연구자료의 수집 방법 등이 연구윤리에 합당하여야 하며 연구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
의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연구윤리의 위반은 연구 결과에 문제를 초래해 논문 가치가 없어지고 나아가서 학문을 오염시키는 범죄행
위로 취급된다. 날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이 이에 해당되며 인용 누락 등 가벼운 표절은 출판윤리
에 포함되기도 한다.
출판윤리는 완성된 연구 결과를 출판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적인 문제를 말하며, 이중게재가 가장 흔하고, 잘못
된 저자됨(authorship),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심사과정에서의 윤리 등이 이에 포함된다. 이론적으로는 정상적으로
완성된 연구이므로 논문의 가치가 손상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역시 부정직해서 일어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위반 행위가
중복되어 일어나기도 한다.
연구윤리는 연구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하고 특히 연구나 출판과정에서 위반행위가 생기지 않도록 예방하
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각 연구기관은 연구를 처음 시작하는 인력을 대상으로 교육하고, 위반 사례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는 체제를 만들어야 한다.
연구윤리에 대한 지침은 연구자를 규제하는 규정이 아니라 연구자와 연구대상자를 함께 보호하는 장치이다. 이를 준
수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학문 발전에 부합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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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생명윤리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 연구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수행하여야 한다. 사회적으로 가치있고 과학적으로 잘 짜
여진 연구야말로 윤리적 연구의 선행 요건이므로 연구의 과학성과 윤리성은 서로 배치되는 것이 아니다. 연구 준비 단계
에서부터 연구의 종료와 결과 발표에 이르기까지 의학연구는 윤리적인 고려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과학적인 방법에 따라
계획하고 수행하여야 한다. 본「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에서 생명윤리는 원고를 작성할 때 해당되는 출판윤리
(publication ethics)의 영역이라기보다는 연구계획의 단계부터 고려해야 할 연구윤리(research ethics)의 영역이며, 특히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의생명과학연구의 특성상 지켜야 하는 윤리로 볼 수 있다. 연구자는 의학연구 논문을 국제적인 학술지
에 투고하기 위해서는 세계의사회에서 제정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 윤리지침인 “헬싱키 선언”을 지키며 연구
를 수행해야 한다. 편집인은 투고된 논문이 “헬싱키 선언”을 지켰는지 확인할 의무가 있으며, 만일 윤리 지침을 지키지 않
았다면 그 논문을 출간하지 않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1]. 헬싱키 선언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한 의학연구는 사전에 연
구 계획을 연구윤리심의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이하 “IRB”로 약칭)라고 불리는 독립적인 윤리위원회의 사전 심
의를 받고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편집인과 심사자는 논문에 기술된 연구가 피험자 동의 취득이나 IRB 승인에 대한
지침을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할 의무가 있다. 이와 같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의 윤리는 연구자뿐 아니라, IRB
와 편집인, 심사자 모두가 함께 지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국내에서 의학연구를 하는 연구자는 헬싱키 선언뿐 아니라 연구 종류에 따라 해당 관련 법률을 준수해서 연구를 수행
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을, 그 외의 인간대상연구와 인체유래
물 연구는 2013년 2월 2일 시행된 전부개정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하 ‘생명윤리법’으로 약칭)을 준수해야 한다
[2-4]. 사람에 대한 중재나 개입이 있는 실험적 연구는 피험자가 불필요한 위험이나 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 반면, 인체유래물이나 건강정보 등을 사용하는 연구는 피험자에 대한 위험(risk)이
정보의 누출과 관련해 오는 경우가 주된 위해(harm)이므로 개인정보 보호가 주된 윤리적 의무이다.
본 지침에서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연구자가 국제적으로 지켜야 할 국제지침인 헬싱키 선언을 근간으로
하되「생명윤리법」
의 내용을 담아 연구자, IRB위원, 심사자 및 편집인이 알아야 할 생명윤리 관련 지침을 제시하고자 한다.

가. 관찰연구의 윤리
1. 관찰연구의 정의와 범주
관찰연구는 사람에게 물리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연구이다. 즉, 연구대상자나 환경을 조작하지 않고 관찰을 통해 자료
를 모으는 것이다. 관찰연구는 대면 설문조사와 같이 연구대상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자료를 모으는 연구도 있고, 직접
연구대상자를 만나지 않더라도 개인 정보를 사용하거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도 이에 해당된다.「생명윤리법」
에
의해 규제를 받는 관찰연구는 (1) 상호작용을 통해 정보를 모으는 연구, (2) 개인정보 이용 연구, (3) 인체유래물 연구 등이
있다. 관찰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지켜야 할 윤리를 살펴본 이후 각각의 범주에서 지켜야 할 생명윤리의 내용을 살펴보겠다.

2. 관찰연구의 윤리 개요
관찰연구는 실험적 연구처럼 연구대상자에게 물리적으로 위험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연구대상자를 직접· 간접적으로 식
2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별할 수 있는 정보나 인체유래물을 이용하는 연구들로서, 개인의 정보보호와 인체유래물 관리가 중요한 연구윤리 문제
이다. 환자나 피험자의 정보 또는 시료(試料, sample)를 모을 당시에 연구목적으로 모을 의도가 분명하다면, 정보의 주체
또는 시료 제공자로부터 반드시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그 설명서에는 인간 연구 참여자가 될 수 있는 대상자에게 정보제
공 또는 시료 채취로 인하여 예측되는 절차, 위험, 이익 등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앞으로 수행할 구체적인 연구를 모두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과
특성을동의서에 가능하면 구체적으로 기술하여야 한다. 특히 모으는 자료와 시료로써 미래에 실시하게 될 특정 유형의
연구에 대하여 예측할 수 있다면, 이를 동의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관찰연구에서 동의서 취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니다. 연구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집적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 자료
를 연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자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가 최소
한의 위험만을 내포하고 있는지, 기밀보장에 대한 철저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IRB에서 면밀하게 검토한 후에 동의
서 면제 또는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실
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모두를 만족해야 IRB에서 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연구대상자인 경우에는 관찰연구라고 해도 대리인의 서면동
의를 받아야 한다.
관찰연구에서 기밀 유지를 보장하기 위해서 연구자는 실질적 보호 장비(잠글 수 있는 파일 캐비닛, 자물쇠로 채워진 방
등)와 보안 장치(암호 접근, 암호화)를 사용하여, 인증되지 않은 접근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백업 파일과 테이프,
기록 수집물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연구진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기밀유지 보호 장치의 중요성이 포함
되어야 한다.
관찰연구에서 연구자는 개인식별정보가 불필요해지면 즉시 분리시켜야 한다. 개인식별정보 없이 연구를 수행할 수 있
으면 개인식별정보를 사용해서는 안된다. 그러나 개인식별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참여자의 건강상 이익이 상실되는 결과
를 초래하는 경우는 개인식별정보를 그대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출판되거나
데이터가 유포되지 않도록 적절한 방법을 사용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사생활 유지의 의무를 위반해야 할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그 이유와 해당 조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고지받아야 한다. 사생활 침해 결정은 상부기관과 IRB 위
원장, 그 외 책임 있는 전문가와의 자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21세기에 컴퓨터 기술의 발전으로 대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개
인 건강과 관련한 정보의 기밀성 유지가 가능한가에 대한 우려가 광범위하게 제기되었다. 최근 유전학과 정보기술의 발전
으로 유전 정보의 기밀 유지 문제와 부적합한 사용에 대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유전 정보에 의한 일체의 사회적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며, 인체유래물은행의 장은 정보보호에 만전을 기할 책임을 부과받
고 있다.

3.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관찰 연구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인간대상연구에서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를 연구대상자
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로 정의한다. 이러한 연구 중에서 보건복지부령에 의해 IRB 심
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
하지 않는 연구로서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더라도 연구대상자가 특정되지 않고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민감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 연구는 IRB심의가 면제된다. 생명윤리법은 위의 IRB 심의면제조항에도 불구하고 “약사법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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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규칙”의 취약한 환경에 있는 피험자(vulnerable subjects)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IRB의 심의를 받도록 하고 있다.
IRB심의를 하는 경우에는 피험자의 취약성이나 모으는 정보의 민감도나 위험에 따라 동의에 대한 요구가 달라진다. 생
명윤리법에 의하면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에 한해서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연구타당성
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에만 IRB가 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팀이 연구대상자를 만나 민감한 정보를 연
구를 위해 전향적으로 수집하는 연구에서는 동의가 면제되지 않으며, 이러한 경우에도 개인정보에 대한 보안조치를 철저
하게 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낮추는 조치가 필수적이다.
IRB심의와 동의취득이 둘 다 면제가 되는 경우는 (1) 동의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에게서, (2) 개인정보와 민감정보를 수
집하지 않고, (3)행동관찰이나 대면설문조사를 하는 경우이다.

4. 개인정보 이용 연구
생명윤리법에 따른 개인정보 이용 연구는 연구대상자를 직접 대면하지 않으나 직접·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를 이용하는 연구이다. 사람 대상연구에서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연구에 관한 특수법으로서의 생명윤리
법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1년 3월에 개인정보에 관한 일반법으로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해야
한다[5]. 생명윤리법에 기술된 개인정보 이용 연구 중에서 (1)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
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2) 연구대상자 등에 대한 기존 자료나 문서를 이용하는 연구는 보건복지부령에 의
해 IRB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기존의 자료나 문서”는 연구 시점에 이미 존재하는 정보로서 이를 이용
하여 후향적으로 연구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는 바로 위에 기술한 “상호작용을 통해 수행하는 관찰 연구”처럼 “민감정
보수집”과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예외 규정이 없으므로 의무기록정보, 유전정보를 이용하고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더라도 위의 조건을 만족하면 IRB 심의면제가 된다. 예를 들어 후향적 의무기록 연구와 같이 질병의 진단, 치료, 예방의
목적으로 모아져 있는 자료를 이용한 연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거나 기록하지 않는다면,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IRB 심의면제가 되는 경우에는 자동적으로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이 면제된다.
만일 연구를 위해 전향적으로 직접· 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자료를 수집하면 IRB 심의면제가 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 피험자로부터 동의를 취득할 수 있거나 대리동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또한 기존의 자료
나 문서를 이용하더라도 연구를 위해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한다면 IRB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에는 개인정보
에 대한 익명화 등의 보안조치를 철저하게 하여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을 매우 낮게 하는 조치를 했다는 사실을
IRB에 밝히고, 동의를 받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연구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연구계획서에 기술하여 동의
면제 신청을 하면 IRB가 동의를 면제할 수 있다. 특별히 주의해야 할 점은, 2013년 2월 2일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법에 의
하면 동의면제에 대한 법률적인 요건 두 가지를 모두 만족해도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연구대상자인 경우
에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도록 법률로 규정하고 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소아청소년 환자나 증증 치매 환자, 응급 환
자 등에 대한 의무기록연구는 연구자가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한다면 반드시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따라
서 소아청소년 환자나 인지기능장애 환자들에 대한 의무기록연구인 경우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아야
IRB 심의면제가 되면서 동시에 연구대상자에 대한 동의 취득이 면제된다.

5. 인체유래물연구
미국의 인간대상연구 관련 법규정의 예와 같이, 일반적으로 인체유래물 연구는 인간대상연구에 포함되고 인체유래물
연구 윤리는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의 범주에 속한다. 그러나 2013년 2월 2일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와 별
도로 인체유래물 연구를 규제한다. 이는 2005년 처음 만들어진 생명윤리법이 유전자연구를 별도로 규제하였고, 2013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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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2일 전부개정하면서 유전자연구를 삭제한 대신 인체유래물연구에 대한 법조항들이 신설되었기 때문이다.「생명윤리
법」
에 의하면 “인체유래물”이란 인체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 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
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Deoxyribonucleic acid), RNA (Ribonucleic acid), 단백질 등을 말하며, “인체유래물연구”란 인
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를 말한다. 주의해야 할 점은 인체유래물을 직접 조사, 분석하는 연구 외에 인체유
래물기증자의 개인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추가로 얻어 이용하면 “인간대상연구”로 보아야 한다.
인체유래물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생명윤리법에 의해 연구 전에 IRB에 연구계획서 승인을 받아야한다. 동일 법에 의해
기증자 및 공공에 미치는 위험이 미미한 인체유래물연구는 IRB 심의면제될 수 있는데,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
지 않은 연구 중 (1) 통상적인 교육 과정의 범위에서 실무와 관련하여 수행하는 연구나 (2) 공중보건상 긴급한 조치가 필요
한 상황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수행하거나 위탁한 연구는 IRB면제가 가능하다. 역시 연구자가 개인정보를
수집·기록하지 않은 연구로서 (1) 인체유래물은행이 수집·보관하고 있는 인체유래물을 제공받아 사용하는 연구, (2) 의료
기관에서 치료 및 진단을 목적으로 사용하고 남은 인체유래물을 이용하여 정확도 검사 등 검사실 정도관리 및 검사법 평
가 등을 수행하는 연구, (3) 인체유래물을 직접 채취하지 않는 경우로서 일반 대중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인체유래물로부터
분리·가공된 연구재료(병원체, 세포주 등을 포함한다)를 사용하는 연구, (4) 연구자가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개인식별정보
를 알 수 없으며,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가 기증자 개인의 유전적 특징과 관계가 없는 연구(배아줄기세포주를 이용한 연
구는 제외)인 경우에는 IRB 심의면제가 된다.
인체유래물연구를 위해서는 연구 전에 인체유래물기증자로부터 문서로 된 법정서식의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
서에는 인체유래물 연구의 목적, 개인정보의 보호 및 처리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물의 보존 및 폐기에 관한 사항, 인체유래
물과 그로부터 얻은 유전정보의 제공에 관한 사항, 동의의 철회, 동의 철회 시 인체유래물의 처리, 인체유래물 기증자의 권
리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인체유래물연구의 동의면제는 인간대상연구와 동일하다. 즉 (1) 연구대상자의 동의를 받는 것이 연구 진행과정에서 현
실적으로 불가능하거나 연구의 타당성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판단되고는 경우와 (2) 연구대상자의 동의 거부를 추정
할 만한 사유가 없고, 동의를 면제하여도 연구대상자에게 미치는 위험이 극히 낮은 경우 모두를 만족해야 IRB에서 동의
를 면제할 수 있다. 이 경우에도 동의 능력이 없거나 불완전한 사람이 연구대상자인 경우에는 대리인의 서면동의를 받아
야 한다.
향후 인체유래물연구에서 주의할 점은 인체유래물 기증자로부터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것에 대하여 서면동의를 받
은 경우에만 기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체유래물은행이나 다른 연구자에게 제공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때 인체유래물
을 제공하려는 경우 기관위원회는 (1)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 대한 기증자의 서면동의 확보 여부, (2) 인체유래물기증자에
대한 익명화 방법 및 개인정보 보호 대책을 심의해야 한다. 인체유래물의 제공은 실비를 제외하고는 무상으로 해야 한다.
요약하면, 2013년 2월 2일 이전에는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한 규정이 없었으므로 그 이전에 이미 사용되고 있는 인체유
래물에 대하여는 서면동의 없이 계속 연구에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이를 타인에게 제공할 경우에는 서면동의가 있어야
한다. 또한 2005년부터 2013년 2월 1일까지 모인 검체에 대한 유전자연구에 대해서는 법정 유전자연구동의서가 있어야 한
다. 만일 환자의 조직, 혈액 등의 인체유래물을 진단과 치료 목적으로 사용하고 잉여검체를 수집했다가 차후 인체유래물
연구에 쓸 계획이 있다면, 처음부터 법정 서식의 인체유래물 연구동의서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
생명윤리법은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서 인체유래물 관리와 연구를 촉진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 기
증자가 법정서식으로 된 인체유래물등의 기증 동의서를 처음에 작성하고 인체유래물은행에 자신의 샘플을 기증하면, 이
를 인체유래물은행을 통해 분양받는 연구자는 IRB 심의면제와 동의면제를 받을 수 있다. 전부개정「생명윤리법」은 유전
자은행에 한정하여 규제하던 이전 법률의 적용 영역을 넓혀서 인체유래물은행으로 변경하고, 인체유래물채취, 연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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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 폐기하는 과정 전반에 관하여 새로운 법조항을 마련하였다.

나. 실험적 연구의 윤리
연구의 어떠한 요소가 인공적으로 조작(manipulated)되거나 개입(intervened)된 실험적 연구(experimental study)는 일반
적으로 관찰연구에 비해 위험성이 더 크기 때문에 연구자, 연구 의뢰자, 윤리위원회, 연구기관 등 연구관련 당사자들의 윤
리성 준수와 책임이 더욱 요구된다. 실험적 연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 관련 법규를 지켜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의약품, 의료기기 등을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및 “의료기기법”을, 그 외의 인간대상연구인 경우에
는 생명윤리법을 준수해야 한다.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하는 연구”란 연구대상자를 직
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실험적 연구는 관찰연구에 비해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피험자가 위험이나 고통에 노출되지 않도록 다각적으로 고려하고 면밀하게 검토하여야 한다[6,7] .

1. 연구의 사회적 가치와 연구 설계
실험적 연구에서 제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것은 무엇보다도 연구의 사회적 가치이다. 인간 대상 실험적 연구는 피험자
가 위험을 감수해야 하고 사회적 자원이 소요되므로 사회적으로 추구되어야 할 중요하고 가치 있는 연구에만 피험자 연
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첫째, 연구의 목적이 질병의 예방, 진단, 치료나, 건강의 증진을 위한 연구, 또는 사회에 기여를 할 수
있도록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둘째, 연구의 중복을 피한다. 이미 다른 사람이 충분히 검증한 연구를 나도 해본다는 연
구(‘me too’ study)는 지양되어야 한다. 셋째, 연구 설계가 과학적으로 타당해야 한다. 연구 설계가 유용한 데이터를 산출할
수 있어야 하고 가설을 검증할 충분한 수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여야 한다. 연구계획은 과학적 가치를 변화시키지 않고
도 피험자의 위험을 최대로 줄일 수 있는 방법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2. 연구의 위험-이익 평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는 위험-이익 평가(risk-benefit assessment)가 선행되어야 한다. 연구에 수반되는 위험을
파악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위험이 피험자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획득할 지식의 중요성과 비교했을 때 합리적일 때에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잠재적 피험자가 기대되는 이익과 위험에 대해 정확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정보를 제공받아야 한
다. 피험자가 연구 참여로 인해 받을 수 있는 위험은 포괄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흔히 실험연구에서는 개입이나 중재로
인한 신체적 위해(physical harm)만이 위험으로 고려되는 경향이 있다. 일반적으로 실험연구 과정에서 침습적인 처치나 약
물 투여로 인한 통증, 불쾌감, 상해나 위해는 실험적 연구의 주된 ‘위험’으로 고려한다. 그러나 연구 참여로 인한 심리적 위
해나 사회경제적 위해도 ‘연구로 인한 위험’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생명윤리법은 “연구대상자에 대한 안전대책” 조항을 넣어서 연구자의 책임을 명시하였다. 인간대상 연구자는 사전에
연구 및 연구환경이 연구대상자에게 미칠 신체적· 정신적 영향을 평가하고 안전대책을 마련하여야 하며, 수행 중인 연구
가 개인 및 사회에 중대한 해악(害惡)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소속 기관의 장에게 보고하고 적절한 조
치를 하도록 규정하였다.

3. 무작위 배정과 위약 사용의 윤리적 문제
무작위 배정(randomization)이 연구 설계에 있는 경우 ‘동등성(equipoise)’의 문제가 가장 중요한 윤리적 고려 사항이다.
실험 약물이나 실험적 치료가 기존 치료보다 우수함이 입증되었거나 열등하다는 것이 알려져 있으면, 무작위 배정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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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 한쪽 그룹의 피험자가 기존 치료보다 열등한 치료를 받게 되므로 비윤리적이다. 만일 제3의 치료가 두 치료 중 하
나 혹은 둘 모두보다 우수함이 알려져 있는 경우 역시 연구를 수행하는 것도 윤리적으로 문제가 된다. 하지만 연구 대상
집단에게 제3의 치료가 유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예외가 될 수 있다.
위약 사용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는 경우는 현재 알려졌거나 가능한 치료가 없는 질환의 임상시험이다. 이러한 때에
도 윤리위원회나 연구자들은 위약을 사용하는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가 효과적인 치료를 받고 있다고 믿도록 만드는
요소가 없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주의해야 한다. 임상시험에 있어 위약의 사용은 위험-이익 평가에서 긍정적일 때 정당화
되며, 피험자에게 위약군에 배정됨에 따르는 위험을 알려야 한다. 치료적인 이득에 관해 충분히 입증되거나 심각한 부작
용이 발견될 경우 임상시험은 중지되거나 수정되어야 한다.
연구 대상이 되는 질환이 치명적이거나 심각한 경우, 위약보다 우수한 치료가 이미 있다면 연구에서 위약을 사용해서
는 안 된다. 난치병이거나 심각한 질환의 경우, 실험적 치료의 효능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나타난 이후에도 피험자를 계속
위약군에 배정하는 것은 비윤리적이다. 효과가 있거나, 생명을 살릴 수 있거나, 혹은 최소한 삶을 연장시키는 것이 가능한
방법이 알려져 있을 때, 환자가 그 대신 위약을 투여받는 것은 금지되어야 한다. 위약사용이 의미를 가질 때에는 위약 임상
시험을 실시하되, 위약을 투여받는 환자가 큰 위해를 입지 않는다는 엄격한 윤리적 평가가 선행되어야 한다.
대조 임상시험을 위한 표준치료법이 존재할 때, 위약 또는 허위 처치법(sham therapy)이 대조군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의
윤리적 용인 여부는, 생명윤리원칙과 피험자 연구에 관한 국제적인 지침에 근거할 때 (1) 위험 평가, (2) 안전성 평가, (3) 과학
적 필요성, (4)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추가적 고려, (5) 위약 사용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동의를 만족시켜야 한다. 위험 평가
를 통해 위약 사용이 생명을 위협하거나 비가역적인 손상을 미칠 위험, 또는 심각한 신체적 불편이나 고통을 초래할 위험
이 있는 경우에는 위약 사용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생명윤리법은 “인간대상연구자는 질병의 진단이나 치료, 예방과 관련된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나 진단 및 예방의 기회를 박탈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점을 명시하였다.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3상 연
구의 경우, 연구자나 IRB위원은 연구대상자에게 위약을 투여하는 경우에 이들에게 의학적으로 필요한 치료를 지연하거
나 진단 및 예방의 기회를 박탈하지는 않는지를 평가해야 한다.

4.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중재나 개입이 포함되는 실험적 연구에서는 관찰연구에서보다 ‘동의’에서 요구되는 사항이 더 까다롭다. 실험적 연구에
서 동의는 대부분 면제되지 않으며 서면으로 동의를 받아야 한다. 동의서 작성은 해당 법률 및 규정, 헬싱키선언에 근거한
윤리적 원칙 및 그 기준에 따라야 하며,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책임연구자는 피험자에게 주어지는 동의서 서식, 피험자설
명서 및 기타 문서화된 정보에 대해 IRB로부터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임상시험의 경우 약사법 시행규칙인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서 제시하는 동의서를 구비해야 한다. 그 외의 실험적인
인간대상 연구에서는 생명윤리법에서 규정하는 동의를 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에 의하면, 인간대상연구를 하기 전에 (1)
연구목적, (2) 연구대상자의 참여 기간, 절차 및 방법, (3) 연구대상자에게 예상되는 위험 및 이득, (4)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사항, (5) 연구 참여에 따른 손실에 대한 보상, (6) 개인정보 제공에 관한 사항, (7) 동의의 철회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된 서면
동의를 연구대상자로부터 받아야 한다.
동의는 잠재적 피험자가 자발적으로 동의할 수 있는 상황에서, ‘충분한 이해력’과 ‘법적 능력’ 즉 ‘적합성(competency)’을
가진 상태에서, 또한 연구자가 충분한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할 수 있는 상태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동의를 얻기 전에 책임
연구자 또는 책임연구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연구의 세부 사항에 대해 질문하고 해당연구의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충분한 시간과 기회를 주어야 하며, 모든 연구 관련 질문에 대해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만족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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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도록 대답해 주어야 한다. 피험자가 연구에 참여하기 전에 피험자(또는 대리인)와 동의를 받은 책임연구자(또는 책임
연구자의 위임을 받은 자)는 동의서 서식에 서명하고, 자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글을 읽지 못하여 동의서나 설명문을 읽을 수 없는 경우에는 공정한 입회자(impartial witness)가
동의를 얻는 전 과정에 참석하여야 한다. 동의서나 피험자 설명문을 읽어 주고 설명한 후, 피험자 또는 대리인이 피험자의
연구 참여를 구두로 동의하면 동의서 서식에 자필로 서명하고 해당 날짜를 기재한 뒤, 공정한 입회자도 함께 서명하고 자
필로 해당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5. 취약한 피험자에 대한 윤리적 고려
일반적으로 연구에서 취약한 피험자라고 함은 여러 가지 이유로 자신을 적절하게 보호하기 힘든 피험자군을 지칭한
다. 연구를 설계할 때, 취약한 피험자의 특성을 중심으로 구체적인 보호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소아나 미성년자가 연구
에 참여할 때에는 법적으로나 발달 정도로 보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할 능력이 없거나 떨어지므로, 연구참여에
대한 소아의 승낙(assent)과 부모의 허가가 필요하다. 학생과 피고용인은 주변의 압력에 의해 연구에 참여할 수 있는 취약
한 피험자로, 이들은 연구 참여를 요구하는 연구자가 지도교수나 고용주 혹은 직접적으로 그들의 장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람일 경우, 연구에 참여해야 한다는 압력을 느낀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이러한 압력을 나타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자발적 동의가 가능한 취약하지 않은 피험자를 대상으로 수행 가능한 연구라면, 취약한 피험자는 모집에서 배제되
어야 한다.
우리나라는 약사법에 “사회복지시설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자를 임상시험의 피험자로 선정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규정이 있으므로 고아원, 재소자, 군인 등 집단시설에 수용 중인 피험자에 대한 임상 시험은 사실
상 금지되어 있다. 전부개정「생명윤리법」은 “취약한 환경에 있는 개인이나 집단은 특별히 보호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천
명하였다. 취약한 피험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는 취약성을 구성하는 육체적, 정신적 상태가 연구 목적에 필요한 집단일
경우에만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취약한 피험자의 보호만을 고려하여 연구 참여를 배제하게 되면 연구결과에서 오는 혜
택에서 이들을 소외시킬 수 있기 때문에, 최근의 “취약한 피험자 윤리”는 이들을 포함해야 할 과학적인 합당한 이유가 있
는 경우에 윤리적인 고려를 하여 취약한 피험자 집단을 더 많이 포함시켜서 연구를 하도록 권장하고 있다.

6. IRB의 사전 심의와 윤리적 감독
실험적 연구를 시작하기 전에 연구자는 IRB에서 연구계획을 심의받아야 한다. 생명윤리법에서는 보건복지부령에 IRB
의 심의를 면제할 수 있는 연구가 규정되어 있다.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또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기록하지 않는 연구로서 (1) 약물투여, 혈액채취 등 침습적(侵襲的) 행위를 하지 않는 연구, (2) 신체적 변화가 따르지 않는
단순 접촉 측정장비 또는 관찰장비만을 사용하는 연구, (3) 판매 등이 허용되는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을 이용하여 맛이
나 질을 평가하는 연구, (4) 안전기준에 맞는 화장품을 이용하여 사용감 또는 만족도 등을 조사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면제할 수 있다.
요약하면 실험적 연구에서 IRB 심의와 동의가 모두 면제가 되는 경우는 (1) 스스로 동의할 수 있는 연구대상자이며 (2)
개인식별정보를 모으지 않는 (3) 최소위험 연구이다. 반면, 식약청의 규제대상인 임상시험은 IRB심의와 동의를 모두 받아
야 한다.
피험자의 보호가 주된 임무인 IRB는 사전에 제출된 연구계획서를 검토하여 연구의 위험과 이익을 평가하고, 피험자에
게 제공되는 문서와 동의 과정, 광고 등 피험자 모집 과정, 피험자에 대한 지불과 손해배상, 취약한 피험자의 문제, 사생활
및 기밀보호에 대한 장치 등을 심의한다. 진행 중인 연구는 IRB가 사전 심사에서 정한 중간보고 주기에 따라 적어도 일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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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번은 연구의 총체적인 위험-이익 평가를 하여 IRB의 재승인을 받아야 한다. 연구 기간 동안 연구자는 IRB에 감독에
필요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야 하며, 특히 발생한 중대한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한다. IRB는 특히 사
전에 예기되지 않았던 중대한 부작용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평가하여 연구의 위험-이익 비율의 변동 여부를 판단한다. 연
구의 위험이 증가한 경우, IRB는 그 위험의 정도와 성격에 따라 여러 가지 결정을 내리고 이를 연구자에게 통보한다. 피험
자에게 새로운 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리고 동의를 다시 받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위험이 심각한 경우나 연구 결과가 조
기에 도출되었을 경우에는 연구 중단을 권고할 수 있다. 연구의 위험 때문에 조기 종료된 연구의 경우, 피험자에 대한 추
적 계획과 안전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 여부도 IRB가 감독하여야 할 사항이다.
전부개정「생명윤리법」
은 기관에서 수행되는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성에 대한 IRB의 포괄적인 책임을 규정하였다. 기존
에 있었던 IRB의 심의 기능으로 (1)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심의, (2)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를 받았는지 여부, (3) 연구대상자 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4) 연구대상자 등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5) 그 밖에 기
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였다. 전부개정안에 추가된 사항으로 IRB에서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감독을 하도록 IRB에 지속적인 윤리적 감독의 의무를 부과하였다. 또한 IRB가 (1)
해당 기관의 연구자 및 종사자 교육, (2)취약한 연구대상자등의 보호 대책 수립, (3)연구자를 위한 윤리지침 마련을 통해 기
관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위한 활동의 구심점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7. 사생활 보호와 기밀 유지
피험자의 사생활 보호와 기밀유지에 대해서는 연구 설계와 연구 수행, 그리고 연구 결과의 발표에 이르기까지 각 단계
마다 적절한 보호 장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연구 데이터를 개인별로 입력하는 증례 기록지(case report form)에는 개인을 식
별할 수 있는 모든 식별자를 제거하고 일련번호만을 기재하도록 하여야 한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병록번
호 등은 별도로 기록하여 필요한 경우 책임있는 연구자만이 연결을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연구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먼저 생명윤리법이 적용이 되고,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2011년 3월에 제정된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
해야 한다.

요 약
-	연구자는 의학연구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해서 세계의사회에서 제정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학연구
윤리 지침인「헬싱키 선언」
을 지키면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연구의 종류에 따라 해당되는 국내 관련 법률,「약사법」
「
, 의료기기법」
「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등을 준
수해야 한다.
-	연구자는 연구계획을 사전에 독립적인 IRB의 사전 심의를 받고, 연구대상자로부터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받고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자발적 동의가 힘든 취약한 피험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윤리적 고려가 필요하다.
-	사람 대상 연구는 사회적 가치가 있는 주제를 다루며 과학적인 연구설계에 기반하고 연구에 수반되는 위험이
피험자에게 돌아갈 이익이나 획득할 지식의 중요성과 비교하여 합리적일 때에만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연구를 시작하기 전 IRB의 사전 심의를 받고 연구가 종료될 때까지 IRB의 윤리적 감독하에 연구를 진행해야 한다.
-	학술지의 편집인은 논문을 출간하기 전 투고된 논문이 이러한 윤리를 준수했는지 확인해야 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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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연구윤리

우리나라 연구윤리확보 지침[1]에는 연구 부정행위 범위를 “날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표시”, ‘본인 또는 타인
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그리고 “그 밖에 인문사회 및 과
학기술분야 등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로 정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 부정행
위는 의학 분야에서는 무엇보다도 대상자인 환자에게 위해를 줄 수 있고 증거를 왜곡하여 미래 연구의 방향을 잘못 이끌
수 있다. 또한, 기금을 낭비하게 되고 의학커뮤니티에 대한 일반 국민의 신뢰를 떨어뜨린다[2]. 그 동안 MEDLINE database
를 대상으로 1966년 1 월 1일부터 2008년 2월 18일까지 취소된 연구를 분석한 결과를 보면[3] 총 213편 중 41.8% (89편)은 표
절, 52.1% (111편)은 날조 또는 변조였으며, 그 외 저자논쟁 2.3% (5편), 윤리문제 2.3% (5편), 기타 1.4% (3편)으로 날조, 변조 및
표절이 대표적인 연구 부정행위이다[4].

가. 날조, 변조
우리나라 연구윤리 확보 지침에서는 날조(fabrication)를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로, 변조(falsification)를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로 정의한다[1]. 이 정의는 미보건성의 연구진실성 위원회(US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에서 사용하는 정의와 동일하다[4]. 나아가 ORI에서는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의 기본 요건을 구체적으로 제시
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신뢰성(soundness and reliability), 정직성(honesty), 균형성(balance), 독창성(originality), 투명성(transparency), 저자됨과 감사(appropriate authorship and acknowledgement), 권한과 책무(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전문가
심사와 출판협정 엄수(adherence to peer review and publication conventions) 그리고 인간이나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의 책임있는 보고 등 통합성을 갖추어야 한다고 언급하고 있다[5].
날조와 변조는 ORI가 제시한 연구 통합성 중에서 정직성과 관련된 문제로 2010년 백서에서 정직성과 관련하여 연구자
들이 준수해야 할 사항의 구체적 예를 아래와 같이 제시하고 있다.
1) 연구결과는 날조, 변조 또는 부적절한 자료조작 없이 정직하게 제시할 것, 이를테면 이미지 연구사진(예: 현미경사진,
X-rays, 전기영동젤 사진 등)을 거짓 수정해서는 안된다.
2) 연구방법과 결과를 분명하고 모호하지 않게 제시하고, 보고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며, 타 연구자가 반복실험이 가능
하도록 구체적일 것
3) 연구보고는 완전해야 하며, 연구결과가 연구자나 스폰서의 가설이나 해석과 맞지 않는 경우에도 결과를 생략/삭제
하지 말 것
4) 연구기금 제공자나 기관은 자신들의 제품이나 위치에 불리한 결과를 출간하는 것을 거부하지 말아야 한다. 연구저
자는 정부에서 대외비로 분류된 경우가 아니라면 결과의 출판을 거부 또는 통제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에 동의해
서는 안된다.
이상의 날조, 변조의 유형의 예는 아래와 같다. 먼저 날조의 유형에는 1) 사회과학분야에서 회견을 전혀 하지 않고 가상
의 주제에 대한 질문표를 완성하는 것, 2) 생명과학분야에서 한 번도 시행되지 않은 과학실험의 연구자료를 부정하게 생
성, 3) 과학실험을 통해 얻은 연구자료에 추가적인 통계학적 유의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허구의 연구자료를 첨가, 4) 임상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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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연구 계획서에 대한 순응도를 보여주기 위하여 연구기록에 임상정보를 삽입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변조의 유형으로는 1)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경 수정, 2) 연구기록의 일부(예: 날짜, 실험과정 등)를 부정하게 수정, 3)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 4)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 등 실험 방법을 그릇되게 설명, 5) 논문의 연구대상, 대상자 수, 방법
등을 거짓되게 언급, 6) 계속 연구과제 연구비 신청을 위하여 연구자료를 부정하게 수정, 7) 논문발표를 위해 제출된 초록
에서, 또는 전문적인 과학자 모임에서 구두 발표 시 연구범위를 그릇되게 언급하는 것 등을 들 수 있다.

요 약
-	날조(Fabrication)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이며, 변조(falsification)
는 연구재료, 장비, 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
를 왜곡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	연구자들은 연구자료를 날조나 변조해서는 안되며, 연구결과를 명확하고 정직하게 구체적으로 제시함으로써 연
구진실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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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절
1. 정의와 종류
표절(plagiarism)은 “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
다[1]. 표절은 연구의 계획, 수행, 논문 작성,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으며, 아주 경미한 인용 실수에서부터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법적인 문제까지 매우 다양한 스펙트럼이 존재한다.
표절의 대상은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아이디어의 표절은 타인의 아이디어를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
용하는 것이다. 다른 사람의 강의를 듣거나 해당 분야의 전문가와 개인적인 교신을 통해 아이디어를 얻는 경우 이를 밝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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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윤리적이다. 밝히는 방법은 각주나 인용이 될 수 있고, 내용 중에 표시할 수도 있지만 어떤 형태이든 해당 아이디
어의 출처에 대해서는 밝히는 것이 현명하다. 이 경우는 윤리적인 문제만을 일으키고 대부분 의도하지 않은(unintentional) 경우가 많기 때문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 아이디어 표절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연구계획서를 심사할 때나 논문을 심사
할 때 얻은 다른 사람의 중요한 아이디어나 연구 방법을 사용하면서 이를 인용하지 않고, 자신이 저자인 것처럼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이다. 이 경우는 행위 자체가 의도적이고 중대하기 때문에 중요한 연구 부정으로 간주한다.
연구 출판윤리에서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결과물, 문장 등을 그대로 혹은 일부 변경하여 사용하면서 적
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사용하는 것이다. 이런 표절을 문장의 표절이라고 한다. 문장의 표절은 대체로 인용방법과 밀접
한 관련이 있다.

2. 인용과 표절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적절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그대로 인
용하여 사용하는 것을 verbatim이라고 한다. 이 경우는 인용하는 부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따옴표를 사용하도록 권
고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뜻이 변화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단어를 바꾸거나 글의 순서
를 바꾸어서 표현하는 경우를 바꿔 쓰기(paraphrasing)라고 한다. 바꿔 쓰기를 하더라도 참고한 문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문장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그대로 전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다른 사람이 작성한 문서의 일부를
사용하면서 그 내용을 줄여서 표현하는 것을 요약(summarizing)이라고 한다. 요약도 바꿔 쓰기와 거의 유사한 원칙이 적
용되어 적절한 인용표시를 하여야 하며 원래 내용의 아이디어와 용어를 완전히 이해한 후 자신만의 언어로 표현하여야
한다.
표현하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common knowledge)’인 경우는 인용을 하지 않아도 표절에 해당하지는 않는다. 하
지만 ‘주지의 사실’인지의 여부는 예상되는 독자의 범위, 저자의 전문성 등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현재 쓰고자 하는
내용이 ‘주지의 사실’인지 불확실할 경우에는 인용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표절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로 표현할 때도 그대로 적용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영어로 표현된 문서를 우리말로 번역할
경우에도 위에서 언급한 표절의 원칙은 그대로 적용된다고 할 수 있다.
매우 전문적인 내용 특히 매우 제한된 분야의 연구 방법론을 인용하면서 표절을 피하기 위해 일부 단어를 바꾸어 내용
을 그대로 살리기는 매우 힘들다. 따라서 이전에 출판된 연구의 방법론 기술에 이용된 문장을 인용할 때는 표절의 원칙을
적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2].

3. 표절에 대한 처리 과정

1) 발견
학계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표절을 발견하는 데 가장 커다란 역할을 한다. 논문을 읽는 독자나 논문의
투고를 받는 편집인,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 모두 표절이 의심되는 문헌을 찾는 데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3].
일부 소프트웨어는 전자 데이터베이스 내의 동일한 어휘를 발견할 수 있다. 대표적인 프로그램으로 CrossCheck과 eTBLAST가 있다. CrossCheck는 CrossRef에서 운영하는 대표적인 표절 적발 프로그램으로 iThenticate software가 CrossRef에
있는 논문을 검색하여 비교하는 방식이며 프로그램이 전체 내용을 비교 단위인 “fingerprint”로 만들어서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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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정
판정의 주체는 개별 학회의 간행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 학
회에서 표절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편협 연구출판윤리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
판정 주체는 아래와 같이 표절의 정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경미한 표절 : 일부 표절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 짧은 구절을 복사한 정도의 표절, 자료에 대한 인용 표시를
하지 않음 등)
• 중대한 표절 : 표절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 많은 문장이나 자료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사용하고 마치 자신이
작성한 것처럼 제시한 경우)

3) 추후 조치
현재 심사 중인 문헌에 경미한 표절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저자에게 표절한 문장을 다시 기술하
거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도록 하고 심사 진행한다. 만일 중대한 표절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예 : 고의가 아닌 실수, 투고규정 모호함, 초보 연구자)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
로 처리하면 되지만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이미 게재된 문헌에 경미한 표절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저자에게 표절한 문장을
다시 기술하거나 참고문헌에 인용하도록 하는 등의 논문 수정을 저자와 상의한다. 중대한 표절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
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문 게재를 취소(retraction)하고 이를 독자에게 알린다. 표
절로 저작권을 침해 받을 가능성이 있는 기관에 알린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취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3].

4. 표절과 관련된 이슈
1) 표절과 지적재산권
논문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인용하는 경우는 정당한 사용으로 간주되며 따라서 승인을 받지 않아도 저작권
을 위반했다고 간주하지 않는다. 반면 저작물의 표절이나 자기표절은 일부 저작권법을 위반한 것이다. 이때 저작권 해석
은 출판된 것에 국한되지 않으며, 연구제안서같이 출판되지 않은 것도 저작권이 발효된 것으로 간주한다.
적절한 인용과 따옴표의 사용으로 표절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에도 너무 많은 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는 경우는 저작권
법을 위반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300-500단어까지는 승인 없이 인용할 수 있지만 500단어가 넘으면 이에 대한 승인이 필
요하다.

2) 자기표절
자기표절(self-plagiarism)은 “연구자가 자신이 과거에 이미 쓴 문장이나 데이터를 새로운 글을 쓰면서 그것이 이미 쓰여
진 것”이라는 것을 밝히지 않고 사용한 경우를 말한다. 하지만 이 용어는 이중게재부터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까지 넒
은 부분에 대한 지칭이므로 사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최근 Lancet에서는 자기표절대신에 문장 재사용이라
는 용어를 사용하고 이것이 연구출판윤리 위반인지 여부는 재사용 정도와 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고 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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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표절(plagiarism)은“타인의 아이디어, 과정(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
를 말하며 표절의 대상은 크게 아이디어와 본문으로 나눌 수 있다.
- 다른 사람이 작성한 내용을 인용할 때는 적절한 사용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	표절은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발견된 경우 적절한 주체가 판정하여 출판여부에 따라 게재불가, 게제 취소로
처리한다.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	자기표절이라는 용어보다는 문장 재사용(text recycling)이라는 용어가 더 적절하며 연구출판윤리 위반인지 여부
는 재사용 정도와 저자의 상황에 따라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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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연구출판윤리

가. 저자됨
‘저자’란 출판하는 논문의 연구에 실제적인 지적 공헌(substantial intellectual contributions)을 한 사람을 칭한다. 즉 중요
한 학문적, 사회적, 재정적 연관성을 가지며 연구에 충분히 참여하고 내용의 일정 부분에 대해서 적합한 부분의 공적 신
뢰성을 가지는 자이다. 저자와 다른 공헌자와는 차별화(authors vs contributors)가 되어야 한다. 논문의 투고 후, 출판 후에
저자의 삭제, 추가 등의 변동이 일어나는 경우가 있고, 저자됨(authorship)이나 책임저자나 제1저자의 역할에 관련된 여러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저자는 저자됨의 자격을 가지고 그 역할을 준수하며 논문투고 전부터 출판 후까지 진실성과 일관
성을 가져야 한다.
그 동안 의편협에 접수된 저자됨에 관련된 질문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한 원고에서 여러 과가 참여해야 하는데 단
독 과의 참여로만 작성되었다는 이의 제기, 저자의 변동, 삭제, 추가의 문제, 다기관 연구에서의 저자됨 문제, 기여자 감사
의 글의 개념 정립, 저자의 순서, 제외된 저자(유령저자), 저자 수와 제한, 다기관 연구나 다년간 지속 연구에서의 저자됨, 제
1저자나 책임저자 문제와 수, 동일 자료를 다른 학술지에 게재할 때 발생하는 저자됨 분쟁, 저자의 소속 변경 등등 저자됨
에 대한 여러 다양한 질문들이 있었다. 이러한 문제의 발생 예방과 조치를 위하여 다음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저자됨
저자의 자격은 연구에 중요한 공헌을 한 사람이다. 여기서 언급하는 중요한 기여란 1) 연구의 개념과 설계에 참여, 2) 데
이터 수집과 해석을 담당, 3) 발표 초안 작성에 참여, 4) 발표 최종본을 승인하는 것이다. 즉 저자의 자격에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이러한 기여 요소들 중 모든 경우를 다 만족해야만 저자의 자격을 줄 것인가, 아니면 일부 요소를 만족시키
지 못하더라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가 하는 점이다.
논문에 기술되는 저자를 선정할 때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다. 다기관 연구에서도 저자됨의 기준
은 만족되어야 한다. 또한 단체 저자로서의 논문(group author manuscript)을 제출 할 경우에는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를 표시해야 한다. 연구를 수행하면서 단순 재정 취득, 자료수집, 일반적인 감독의 역할을 한 경우에는 저자에 포함시
키지 말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 부분을 이용하도록 권유하고 있다.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는 저자를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저자란 출판된 논문
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말하며 생의학 논문의 저자는 학술적, 사회적, 재정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
진다. 기여자와 재정지원자를 별도로 구분해야 이 기여나 다른 연구 지원과 관련한 애매한 부분을 분명하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저자됨에 필요한 기여의 여러 문제를 모두 해결하지는 못한다. ICMJE는 다음과 같이 저자됨에 필요한 기준을 권
장한다. 이 기준은 저자와 기여자를 구별하는 학술지에게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저자가 되기 위해서는 1) 학술적 개념
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
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1].”

*부록에 수록된 ICMJE의‘생의학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 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을 참고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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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부당한 저자표시와 유형
연구윤리 전문가들은 부당한 저자표시를 연구부정행위에는 포함하지 않으나 연구자의 부정직한 행위로 생각한다. 그
이유는 부당한 저자가 포함되었다고 논문의 내용이 바뀌거나 가치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부당한 저자
표시로 연구 논문이 취소되거나 저자가 처벌을 받게 되는 사례가 거의 없다. 그러나 부당한 저자표시 역시 연구자의 부정
직성에 기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출판윤리에서 가장 먼저 취급되는 사항이다[2].
1) 초빙(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라는 용어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
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시키는 것
으로 명예저자라고도 한다.
2)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
한다.
3) 교환저자(swap author).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
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4)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명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3. 저자 수, 순서, 서명
저자 수에 대한 원칙은 없다. 그러나 저자들이 자신의 이름이 앞으로 참고문헌 검색이나 인용에서 보기를 원한다면, 저
자 수를 최대한 줄이는 것이 좋다. 그러므로 누가 저자로서의 자격이 있는가를 팀에서 스스로 자문해서 저자의 수를 가능
한 줄이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 순서는 연구팀이 사전에 상의하여 순서를 정하고, 때에 따라 순서 결정 근거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 잡지는 모든 저자들에게 저자로 등재하는 것에 대한 동의를 서명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최근 다
기관 공동연구나, 대형연구 등으로 저자 수가 아주 많아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서도 저자들은 저자됨의 기준에 부
합하여야 하고,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저자의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여자로 분류하여 감사의 글에 게재해야한다. 이
경우에서도 저자됨은 그 연구 팀에서 의논해서 정해야 할 것이다.

4. 기여자, 감사의 글
일반적으로 연구에 기여하였지만 부분적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자를 기여자(contributors)라고 하며 이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에 언급한다. 이에 대한 ICJME의 설명은 다음과 같다.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감사의 글에 기여자로 기재한다. 이 난에 기재되는 사람은 연구수행에 기술
적인 도움을 주었거나 논문 작성에 기여하였거나 총괄적인 지원을 한 부서의 일원 등이다. 편집인은 언제든지 저자에게
논문을 작성하는 데 도움을 받았거나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불한 사람의 신원을 밝히도록 요청하고 있다. 논문을 작성
하는 데 도움을 주었거나 연구재료를 제공하였지만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여자는 임상조사자(clinical investigators) 혹은 참여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의 명칭으로 그 이름을 기재하며, 그들의 기여 내용은 예를 들어 과학자문
(scientific advisors), 정밀하게 검토(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를 수집(collected data), 대상 환자의 치료 및 자
료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 등으로 적는 것이 합당하다.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과 결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해서 모든 기여자는 논문의 감사의 글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동의하는 확인서를 작성한다.”
연구기금의 출처는 항상 밝혀야 한다. 또한 재정을 지지해 주는 사람이나 단체가 있으면 기술해야 한다. 연구를 진행할
수 있도록 작업을 도와준 동료, 간호사, 테크니션 등이 있으면 이곳에 기술하고, 작업에 있어서 독창성에 기여한 사람은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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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저자(부저자)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5. 책임저자, 제1저자 및 마지막 저자의 정의 및 수
1) 책임저자
과거에는 ‘교신저자’ 라는 단어와 같이 사용하였는데, 의편협에서는 ‘교신저자’ 보다는 ‘책임저자’라는 단어로 통일하여
사용하고 있다. 영국의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가이드라인에 의한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의 정
의는 다음과 같다. “책임저자는 학술지의 편집인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한다. 또한 독자들
이 별책(reprints)을 요구하거나 연구팀과의 연락이 필요한 때에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어야 한다. 학술지 편
집자는 책임저자를 단순히 행정상의 절차를 하는 사람으로 여길 수 있으나, 저자들은 책임저자를 그 논문을 대표하는 사
람으로 생각한다. 연구 초기부터 공동저자들은 누가 책임저자가 될 것인지를 의논하여 미리 결정해야 한다. 연락처가 당
분간 바뀌지 않을 사람을 선택하는 것이 좋다.”
책임저자는 저자 가운데 1명이며, 책임저자의 수는 원칙적으로 한 논문에서 1명이 바람직하다. 한 논문에 대해서 교신
및 책임을 지는 사람은 1명이 통상적이다. 많은 학술지에서는 투고규정의 저자됨 정책에서 책임저자의 수를 정해 놓은 경
우가 많고(예를 들어 Korean J Med Sci에서는 “JKMS does not allow multiple corresponding authors for one article even when it
is reporting on a multicenter study. Only one author should correspond with the editorial office and readers for one article.”라고 명
기하고 있다). 이렇게 투고규정에 명기하는 것이 업무의 진행에서 혼동과 불편을 없앨 수 있는 방법이다. 따라서 아직 투고
규정에 명기하지 않은 학술지는 이를 명기하는 것이 좋다. 제1저자가 책임저자를 겸할 수 있다. 물론 논문의 투고 시 제출
하는 저자됨의 리스트와 저작권인계 동의서에 책임저자로 서명하여 제출하여야한다.

2) 제1저자 및 마지막 저자
COPE 가이드라인에 의한 제1저자 및 마지막 저자(first and last author)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일반적으로 논문에서 기
여도가 가장 높은 사람이 제1저자가 된다. 논문의 기술에서 예를 들어 “Smith et al. have shown that………………” 등과 같이
논문 참조 시 제1저자를 언급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므로 제1저자는 연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평가된다.
때때로 마지막 저자에게 의미를 부여할 때도 있다. 하지만 이러한 견해는 다양해서 같은 의미라고 생각하면 안된다. 저자
들은 가끔 전문적 지식으로 지도를 해 준 팀의 대표자를 마지막 저자로 하는데 이 때는 초빙(선물)저자일 가능성도 있다.
하지만 이 경우에 연구설계와 자료분석에 참여하고 논문을 원칙적으로 검토한 사람이라면 이는 ICMJE의 저자됨의 기준
과 일치하므로 저자가 될 수 있다.”
제1저자의 수는 학술지마다 다를 수 있다. 제1저자 수를 한 명 이상 허용하는 학술지도 많다. 논문 성격, 연구 범위에 따
라서 또한 최근 다기관 연구나 장기간 연구 및 종합 연구의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제1저자를 1명 이상으로 하는 연구가 증
가하고 있다. 한 명 이상의 제1저자를 허용하는 것은 해당 학술지의 편집장이 결정한다. 분쟁 예방과 절차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서 학술지는 투고규정의 저자됨 정책에서 미리 제1저자의 수에 관한 지침을 확립해 놓는 것이 좋다(예를 들어 “JKMS
accepts notice of equal contribution for the first author when the study was clearly performed by co-first authors.”라고 명기하고
있다). 제1저자는 연구의 출발에서 논문의 작성 및 투고의 전 과정에서 저자들의 협의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정하여 진행
한다. 물론 논문의 투고 시 제출하는 저자됨의 리스트와 저작권인계 동의서에 제1저자로 사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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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저자의 성명, 소속의 표시
1) 다기관 소속이나 소속의 변경
저자가 여러 기관의 소속일 경우, 가능한 논문의 내용과 관련된 소속을 표기한다. 그러나 논문의 성격상 저자의 하나
이상의 소속을 기입할 필요가 있을 시에는 표기할 수 있다. 연구팀의 명칭으로나 학회의 위원회 등 단체로 소속을 표기하
는 경우 group으로 표기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이 경우에서 각 저자의 개별적 소속이 필요한 경우에는 하단에 각주로 저
저자 개개인의 소속을 병기할 수 있다. 저자의 소속 표기에서 논문 제출 당시의 소속이 연구의 진행 당시와 달라진 경우에
는 논문의 성격과 내용을 독자가 이해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하여, 논문의 소속에는 연구가 진행되고 투고된 원 소속을
기재하고 하단의 각주에 변경된 현 소속을 부가해서 기록하는 것을 추천한다.

2) 저자의 성명, 소속, 학위명의 표기의 오류 방지
저자의 영문 이름(예를 들어 대소문자나 이름 사이 –표시)이나 소속을 일관되게 기재하지 않아 혼동을 초래하는 경우
가 많다. 정확한 기입이 필요하다. 최근 의학논문 검색이 가능한 각종 데이터베이스의 증가에 따라 이러한 시스템을 이용
하여 검색하고자할 때, 성명과 소속을 통일되고 일관성 있게 기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학위명이 필요한 경우에도 이
를 정확히 기재해야 한다.

7. 저자 기여도 제출 및 동의서
일부 학술지는 저자들의 논문 작성시 기여도를 제출하도록 요구하는데 이 경우 해당 양식에 맞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모 잡지는 저자의 기여도 기재항목에 “conception and design, analysis and interpretation of data, drafting of the article, critical revision of article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final approval of the article, statistical expertise, administrative,
technical, or logistic support, collection and assembly of data” 등으로 나누어 역할을 표기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저자됨 부분에서 제출하는 서류로 1) 저자동의서, 2) 저작권 인계 동의서, 3) 감사의 글(기여자) 기재 동의서 모두를
요구하는 학술지도 있다. 즉 과거 1, 2) 만이 아니라 최근에는 감사의 글에 기재되는 기여자의 이름이 기입되면 동의서를
제출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8. 저자의 변경이나 유령 또는 초빙(선물)저자의 처리에 관한 절차
논문을 투고하였지만 출판 전에 저자를 변경(삭제, 추가)하거나, 논문 출판 후에 저자를 변경해야 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고, 또한 유령저자 혹은 초빙(선물)저자가 의심되거나 발견되는 경우가 있다. 이 때 이것들의 처리 절차와 저자됨의 문제
를 어떻게 찾고 처리해야 하는 지침에 관해서는 COPE의 flow chart에서 자세히 설명되어 있는데, 이것의 한글 번역본이 ‘부
록’ 란에 자세히 게재되어 있다[3].

제4장 연구출판윤리 19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요 약
-	저자됨은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혹은 자료의 수집이나 분석 혹은 해석을 하는 데 있어서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간될 원고를 최종적으로 승인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
두 만족시켜야 한다. 저자됨은 연구 팀에서 사전에 의논하여 정한다. 연구에 참여하였지만 저자의 조건을 갖지
않는 사람은 기여자로 분류하여 감사의 글에 게재해야 한다.
- 부당한 저자의 유형으로 초빙(선물), 유령, 교환, 도용저자 등이 있다.
- 저자의 수, 순서에서 저자의 수는 가능한 줄이는 것이 좋고, 순서는 사전에 연구팀에서 정한다.
-	연구에 기여하였지만 부분적이어서 저자로 인정받지 못한 연구자를 기여자라고 하며 이들은 감사의 글에 언급
한다.
-	책임저자는 학술지의 편집인이 보내는 논문 심사의 논평, 수정사항 등을 받아 연락하는 자이며, 제1저자는 연
구에 가장 큰 기여를 한 사람으로 한다.
- 저자의 변경, 부당한 경우 저자됨이 발견되면 향후 절차는 권고지침에 따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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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관계
연구출판윤리에서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COI)는 논문의 결과만큼 중요하다. 논문 출간이나 연구내용을 발표할
때 연구자, 심사자, 편집인 등이 특정 회사나 단체에 재정적 또는 비재정적인 이해관계가 있으면 연구결과가 왜곡될 수 있
기 때문이다. 이미 1990년경부터 이해관계에 관한 다양한 사례가 보고된 바 있고, 주요 외국 학술지를 중심으로 이해관계
에 관한 언급이나 원칙이 정착되기 시작하였다. 서울에서 열린 2008년 세계의사대회를 기점으로 학술지에서 저자의 이해
관계를 확실하게 밝혀 독자의 판단에 도움이 되자는 결의가 있었다. 편집과 관계된 여러 단체 가운데 하나인 ICMJE는
2009년 이해관계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공통형식을 권장하는 시안을 만들었다[1]. ICMJE는 초안을 공표한 이후 여러 차
례 의견을 모아 수정하면서 개정판을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개정판에는 주요한 이해관계를 표시하는 기존 내용은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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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하면서 비현실적인 부분을 개선하고 단순화하여 언어가 다른 여러 나라에서도 사용이 쉽도록 하였다. 심지어 미국
에서는 “Sunshine Act”법*의 영향으로 의사와 기기 및 제약회사와 이루어진 모든 관계를 표명하도록 제도가 변경되었고
시행될 예정이다. 따라서 연구와 출판에서 이해관계의 정립은 외국의 막연한 이야기가 아니라 논문이나 학문분야에선
필수불가결한 관계이다. 여기서는 ICMJE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해관계의 유형을 중심으로 서술한다.

1. 이해관계의 정의
이해관계는 저자나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원고 작성, 심사 및 출판 과정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가 있는 경우이다. 이러한 관계는 겸직(dual commitment), 이익경쟁(competing interest), 지적재
산권 경쟁(competing loyalties) 등을 포함한다. 이해관계는 과학적 진실을 생명으로 하는 학술논문의 출판과 관련된 저자
의 결정, 판단, 원고 작성에 관한 판단을 왜곡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경계해야만 한다. 이해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
든 것은 학술과 관련한 판단에서 배제되어야 한다. 재정적 관계(예를 들어 고용, 자문, 주식소유, 사례금, 보수가 지급된 전
문가 증언 등)는 흔히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이며 학술지나 저자, 과학 자체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 이해관계가 재정적
인 것 이외에 인간 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등의 이유로 발생할 수도 있다[2].

2. 이해관계의 형태
1) 이해관계 형성여건
이해관계는 사소한 것부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모든 관계가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
니며 자신의 과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이해관계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학술지나 해당 기관마다 이해관계를 규정하는 정의와 기간이 천차만별이지만 ICMJE의 포괄적 규정을 따르는 것이 가
장 무방하다. 각 학술지는 이해관계가 발생할 경우 이를 해결할 수 있는 기구를 만드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재정적 관계
가장 흔하고 발견하기 쉬운 유형이다. 저자 또는 저자 소속 기관이 특정기관, 회사, 단체 등으로부터 지속적으로 재정적
인 지원을 받거나 직접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한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는 경우가 해당된다. 그 외에도 고용, 자문, 주식
보유, 강연료나 자문료, 유료 증언 등의 경우도 재정적 관계(financial relationship)에 의한 영향을 줄 수 있다. 물론 편집인,
전문가 심사자, 출판인 등도 재정적인 관계가 있어 출판 여부의 판단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관계가 있다면
반드시 공개할 의무가 있다.

3) 사적 관계
재정적인 관계 외에 저자나 전문가심사자가 사적 관계(personal relationship)를 갖는 경우이다. ICMJE는 그 예로 겸직, 이
익 경쟁 또는 지적재산권 경쟁을 열거하고 있다.

*Sunshine Act: 국민들의 알권리를 위한 정보공개제도의 일환으로서 행정기관의 정책결정과정이나 심의과정을 국민들에게 공개하도록 규
정한 법이다. 정부기관의 회의는 이 법에 의한 예외규정이 없는 한 모두 공개하도록 한 법이다. 2010년 3월 환자보호 및 적정비용의료법의
일부로 법제화하여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이에 따라 미국의 모든 제약 및 의료기기 회사는 의료인에게 제공되는 모든 이익을 CMS에 보
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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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경쟁
연구경쟁(academic competition)은 특히 경쟁관계에 있는 연구자들이 저자와 전문가심사자의 관계로 마주하게 되는 경
우에 나타난다. 이는 특히 전문가심사(peer review)에서 필요한 윤리와도 직결된다.

5) 지적인 관심사
특히 편집인이나 심사자가 개인적인 관심사나 취향에 의하여 판단함으로써 공정성을 잃을 수도 있다.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면 과학적인 판단에 관여하지 않는 것이 가장 좋은 방법이다.

3. 역할에 따른 이해관계
1) 저자
원고를 투고하는 저자는 투고와 관련된 이해관계를 편집인에게 알릴 의무가 있다. 투고와 관련한 이해관계를 알릴 때
는 투고학술지가 가지고 있는 형식을 사용하거나 원고 표지에 따로 기입하는 것이 좋고 ICMJE에서 권고하는 보고형식을
사용해도 무방하다. 따라서 학술지는 투고자의 재정적, 비재정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는 방법에 대한 안내를 사전에 해야
하며 전문가심사가 이루어지는 기간 동안 이를 심사위원에게 노출시킬지의 여부도 사전에 규정하는 것이 좋다. 이해관계
와 관련한 기간은 학술지마다 달라 ICMJE는 3년, JAMA는 5년의 기간을 요구한다. 만일 저자가 이해관계를 보고하는 데
궁금한 것이 있으면 편집인에게 문의하는 것이 좋다. 특히 editorial, comment, review 등의 저자는 이해관계 표명을 소홀하
게 하는 경향이 많은데 실제 이해관계의 문제가 이런 부분에서 자주 발생하므로 주의해야 한다.
저자는 직접 관여하거나 잠재적인 이해관계 이외에도 연구비 지원이나 다른 금전적 지원, 후원자의 역할, 자료의 접근
권, 기업후원자 연구에서 자신의 역할을 보고해야 한다. 장비나 다른 지원을 받은 것 역시 기록해야 하며 해당 지원을 한
사람의 역할을 명기해 한다. 또한 후원자가 연구 과정에 참여하였는지 여부를 밝히며, 이를 저자의 구성요건에 맞추어 항
목별로 기술한다. 만일 후원자가 해당단계에 관여하지 않았으면 관여한 것이 없다고 보고해야 한다. 특히 저자는 잠재적
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후원자가 원고작성에서 저자의 권리를 방해할 수 있는 합의에 동의하지 말아야 한다. 후원 여부
와 관계없이 적어도 저자 가운데 한 명은 연구자료에 전적으로 접근이 가능하여야 한다[2,3].

2) 전문가심사자
전문가심사자 역시 원고를 심사할 때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에는 본인이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을 밝히고 심사를 거부해야 한다. 전문가심사자는 심사하면서 아직 출판되지 않은 원고의 내용을 이용할 수 없다. 저자
가 이해관계를 이유로 특정 전문가심사자를 배제하려 할 경우에도 이를 수락해야 한다.

3) 편집인
편집인은 학술지에 출간된 정보가 객관적이고 균형이 있으며 가능한 근거중심적이어야 한다. 물론 저자, 전문가심사자
와 같이 해당 연구에 대한 이해관계가 없어야 한다. ICMJE는 편집인이 이해관계와 관련한 규정을 잘 준수하며 이해관계
가 발생할 경우 관련 사항을 공표할 것을 권장하고 있다. 편집인이 심사나 출간과 관련하여 알게 된 내용 또는 일부를 본
인의 이득이나 사적으로 이용하지 말 것을 강조하고 있다.
편집인은 실제 이해관계가 발생하는지 여부를 잘 알기 어렵기 때문에 사전에 관련있거나 잠재적인 모든 이해관계를 저
자가 고지하도록 만드는 것이 좋다. 저자가 제출한 이해관계는 독자의 판단을 중시하는 점에서 가능하면 모두 밝히는 것
이 좋다. 종설이나 editorial 등과 같이 이해관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경우 중립적인 판단을 내려야 한다. 만일 과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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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치우친 경우 게재를 하지 말아야 한다. 이해관계와 관계된 대부분의 내용은 acknowledgement에 수록한다. 편집인이
editorial이나 종설을 쓸 경우 이해관계가 있으면 이를 중단하거나 부득이하게 쓰게 될 경우 이해관계를 밝히고 관련 기구
에서 심의를 받는 과정을 밟는 것이 좋다. 산업체 후원 연구는 결과나 해석을 하는데 있어 소유권을 가진 후원자에 의해
치우침이 일어나기 쉽다. 따라서 편집인은 원본자료를 제출받아 이해관계가 없는 별도의 통계학자에게 자료를 다시 분석
하게 하는 등의 검정을 요구할 수도 있다.

4. 이해관계가 발생할 때 대처법
이 경우 Committee on Public Ethics (COPE)의 원칙을 따르도록 한다.
원고가 아직 출간되지 않았지만 편집인이 전문가심사과정 도중에 저자가 밝히지 않은 이해관계를 인지한 경우 먼저 전
문가심사자에게 감사를 표하고 저자에게 학술지의 이해관계 규정을 알리고 다시 표명할 것을 요청해야 한다. 저자가 이해
관계를 추가하면 이를 표기하고 추후 과정을 진행한다. 논문이 출간된 후 독자에 의해 이해관계와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경우 먼저 독자에게 감사의 뜻을 전하고 저자와 접촉하여 우려를 표명하고 이해관계가 빠졌으면 이를 보고하도록 하고
학술지의 correction에 추가된 이해관계를 공지한다. 저자가 이해관계가 없다고 할 경우 학술지의 이해관계 규정을 설명하
고 재차 이해관계 관련 서류에 서명을 받는다.

5. ICMJE updated COI report form
이 서식은 ICMJE가 독자가 발표된 연구결과를 해석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는 저자의 이해관계를 알 수 있도록 하기 위
해, 저자가 스스로 필수적인 정보를 입력, 제공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다. 사용하기 쉽게 컴퓨터 프로그램화되어 항목별로
입력이 가능하며 파일로도 저장할 수 있다. 저자는 기입한 내용에 대한 책임이 있으며 개인식별정보, 투고 내용과 관련한
고려사항, 투고 연구 이외의 관련 재정활동, 기타 등 4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1].
출판 전 고려 사항은 투고한 연구와 관련한 부분을 밝힌다. 연구기간은 초기 개념화부터 계획, 현재까지를 의미하며, 연
구와 관련하여 직, 간접으로 지원받은 모든 자원에 대한 것을 기술한다. 투고 연구 이외의 관련 재정활동은 원고를 작성
하는데 관련이 있거나, 영향을 미치는 잠재적인 생의학 분야의 재정 관계를 밝히는 부분이다. 연구 투고 전 36개월 동안의
자신의 수익, 즉 당사자에게 직접 제공되거나 소속 기관에 제공된 모든 수익과 지불 예정인 수익원을 모두 보고한다. 이는
연구지원 단체에서 받는 지원금뿐만 아니라 투고된 연구와 관련한 모든 지원을 의미하며 제출된 연구 외의 업무 후원자
와 본인과의 상호관계도 포함시킨다. 투고한 연구 이외의 일로 받은 보조금의 경우 게재된 연구가 재정적으로 영향을 준
다고 인식될 수 있는 단체(예로 제약회사나 재단, 연구결과에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다고 인식될 수 있는 단체가 지원하는
재단)의 지원만 공개한다. 정부 기관, 자선 단체나 학술단체로 받은 보조금같은 공공 자금 지원은 공개하지 않아도 된다.

6. ICMJE 용어설명
1)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저자,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 관계를 말하
며, 겸직(dual commitments), 이익경쟁(competing interests), 지적재산권 경쟁(competing loyalties) 등이 있다. 이러한 관계는
사소한 것부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까지 다양하다. 모든 관계가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며, 사람
들이 자신의 과학적 판단에 미치는 영향 유무와 관계없이 이해관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재정적 관계(예를 들어 고
용, 자문, 주식소유, 사례금, 보수가 지급된 전문가 증언 등)가 가장 흔한 이해관계이며 이는 학술지, 저자, 과학 자체의 신뢰
를 손상시킬 수 있다. 이해관계는 인간 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공개를 목적으로 “경쟁적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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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관계”라는 용어는 이해관계의 동의어로 간주해도 된다.

2) 저자(Author)
투고한 원고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하며 내용에 관한 공적 책임감을 진다. 상당한 공헌이란 다음 1-3) 모두
를 포함해야 한다. 1) 연구를 개념화하고 설계, 데이터 수집, 자료 분석(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거나 한 가지만 해당할 수 있
음), 2) 초고작성, 원고에 결정적인 수정을 가함(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거나 하거나 하나만 해당할 수 있음, 3) 출판될 최종
원고의 최종 승인한 것을 말한다. 반면 공헌자(contributor)는 위에서 열거한 행위 가운데 한 가지 이상 참여하였지만 세 가
지 모두 만족시키지 못한 경우를 말한다. 모든 저자가 참여자이지만 공헌자가 모두 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
투고된 원고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편집사무국과 주로 접촉하는 역할을 하는 저자로 지정된 공동저자(co-author designee)라고도 한다. 사안이 발생할 때 편집사무국과 오간 모든 내용을 원고의 다른 공저자와 공유할 책임이 있으며 출판 후
에는 독자와 주된 접촉창구 역할도 한다.

4) 출판을 위한 투고(Submitted for publication)
원고가 학술지에 접수된 시점을 말한다. 시점은 투고 학술지마다 기준이 다르다. 어떤 곳은 저자가 접수통지를 받는 시
점으로 하는 곳도 있고, 어떤 곳은 편집사무실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하기도 한다.

5) 연구의 개념화(Conception of research or study)
향후 체계적으로 연구될 사고(idea), 논제(thesis), 의문점(question)을 명확하게 공식화(formulation)하는 것이다.

6) 직접자원(Direct resource)
본인 명의로 얻는 자원, 현금, 인프라구조, 인원, 공헌 등 다양하다.

7) 간접자원(Indirect resource)
본인 명의가 아닌 당사자의 소속기관 명의로 얻는 자원을 의미한다. 현금, 인프라구조, 인원, 공헌 등 다양하다.

8) 기관(Institution)
대학, 병원, 클리닉 등의 제한된 조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의학 연구센터 등의 조직을 의미
한다.

9) 재정할동(Financial activity)
본인의 재정과 관련한 활동을 총칭한다.

10) 제삼자(Third party)
두 주요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합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거래/합의에 의해 지분상 이득(재정적, 법적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개체(조직, 정부부서, 공공단체, 회사 등)를 총칭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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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수익원(Source of revenue)
수입원(revenue stream)과 자금원(source of funding) 둘 다 해당되거나 하나만 해당됨. 연구과제나 연구자금을 위해 필요
한 것으로 보조금, 후원, 기부금 등이다.

12) 연구후원(Sponsoring research)
사전에 금전제공을 약속하거나 산물, 서비스, 또는 다른 자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 또는 전파하는 데(둘 다
에 해당되거나 하나만 해당) 공헌하는 사람이나 단체(조직, 정부부처, 공공 기관, 회사 등). 연구과제나 연구 재정, 개시, 운
영/관리, 감시 및 연구프로젝트의 보고까지 적절히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함. 스폰서는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않으며 항상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된다.

13) 관련 관계(Relevant relationship)
잠재적인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관계나 연결을 의미한다.

14) 심사자(Reviewer)
투고된 원고를 읽고 학술지 출판에 적합한 지 판단하는 사람을 칭하며 보조금이나 상을 수여할 때도 전문가심사 과정
의 한 부분이다.

15) 보조금(Grants/grant)
승인된 연구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도록 금전, 재산 또는 두 가지를 적합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에 제공하는 제정보조 제도

16) 자문(Consultancy)
특정 전문 분야 안에서 자문가로서 충고하거나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업무. 자문 위원은 상담에 국한되고 자문 결과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

17) 이사진(Board membership)
어떤 조직 내에서 감독권한을 가진 특별 구성 행정팀(이사회: the board)의 선출 위원 또는 임명위원인 상태. 대개 “board”
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종 감독위원회, 이사회, 운영총회, 관리위원회, 실행위원회라는 이름으로 표기된다.

18) 전문가증언(Expert testimony)
과학, 기술, 전문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증언하는 것. 전문가는 자신의 교육, 수련, 지식, 기술, 사안에 대한 경험/정통함
등으로 인한 전문적으로 발언할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 “전문가 증언으로서 서비스” 또는 “전문 증언”이라고 한
다. 전문가 증언에는 공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서 후 증언하기도 하며, 서면보고서(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반대측
자문가도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 특허권(Patent)
발명가(또는 지정 대리인)가 발명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신 명시된 기간(통상 20년) 동안 자신의 발명품(제품, 과정,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하는 독점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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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주식(Stocks)
회사주식, 지분증권, 지분, 주주에게 회사의 지분을 주고 회사의 자산과 수익에 대해 비례적 권리를 나타내는 증권 또
는 주권. 회사에서 소유권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만큼 가진다.

21) 로열티(Royalties)
재산사용권에 대해 사용개념으로 지불되는 사용료. 특허권, 저작권, 등록상표, 상품명, 등록 디자인 등에 국한하지 않
고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불액은 항상 자산의 사용으로 얻는 수입의 백분
율로 계산한다.

22) 전문연사(Speaker’
s bureau)
연수교육이나 다른 교육적인 일이나 활동을 하도록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연자로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비용
을 지불하는 회사는 연사가 발표하는 내용이나 대화를 좌우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를 가진다. 회사가 슬라이
드나 제시물을 만들 수 있으며 연사는 회사나 상품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회사의 대행자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

요 약
- 연구출판윤리에서 이해관계(COI)는 연구결과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에 확실하게 밝히는 것이 중요하다.
- 이해관계는 재정적인 것 이외에도 다양한 유형이 존재한다.
- ICMJE는 이해관계를 보고할 때 사용하는 공통형식을 사용할 것을 제안하고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 각 학술지에선 이해관계에 관한 항목을 투고자에게 사전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고 이해관계 고시문에 대한 형식
을 준비하거나 ICMJE형식에 따라 운용한다.

References
1. Drazen JM, de Leeuw PW, Laine C, Mulrow C, DeAngelis CD, Frizelle FA, et al. Toward more uniform conflict disclosures--the
updated ICMJE conflict of interest reporting form. N Engl J Med 2010;363:1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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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복출판
1. 개념과 유형
중복 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1]. 여기서 말하는 ‘상당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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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라는 단어가 애매하기 때문에 몇몇 잡지에서는 이에 대해 나름대로의 정의를 내리기도 한다. 예들 들어 심장수술에
대한 6개 편집장이 모여서 결정한 중복(이중)출판의 정의는 1) 가설이 유사, 2) 표본 수가 유사, 3)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
4) 결과가 유사, 5) 최소한 1명의 저자는 동일, 6)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음의 6가지이다[2].
중복 출판에 대한 대표적인 유형분류로 Elm 등은 다음 네 가지를 제시하였다[3].
첫째는 두 논문의 표본도 같고 결과(outcome)도 같은 것이다. 이것은 복제(copy)라고 알려져 있는 것으로 완전히 동일한
논문을 다른 논문으로 투고하는 것이다. 둘째, 동일한 연구 성과물에서 학문적으로 같은 범주의 내용을 여러 논문으로
나누어 쓰는 것을 분할출간(salami publication)이라고 한다. 이런 경우 특히 자료의 분절(fragmantation)이 문제가 된다. 특
정 질환의 방사선학적인 측면을 방사선 학회에 투고하고 신경외과적 측면을 신경외과 잡지에 투고하는 것이 대표적 사례
이다. 물론 대규모 임상 혹은 역학 연구로 명백히 여러 질문을 가지고 있어서 한 논문으로 출판하는 것이 힘든 경우는 분
절 출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비교적 작은 규모의 연구에서 연구 결과가 겹친다면 이 논문을 하나로 합쳐서 좀 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적절할 것이다[4]. 셋째는 연구 대상자를 늘리거나 줄여서 논문을 쓰는 형태이다. 우선 표본수를 늘려서 발
표하는 경우는 대부분 예비 논문에 자료를 더 추가하여 완전한 논문을 만드는 것이다. 이런 논문을 덧붙이기 출판(imalas
publication)이라고 한다. 비슷한 형태지만 이미 발표된 논문 중 일부 대상자에 대해서 같은 분석을 하여 논문을 쓰는 경우
가 있다. 이를 분해(desegregation) 혹은 역이말라스(reverse-imalas)라고 한다[5]. 넷째는 표본이 다르고 결과가 다른 것이다.
이것은 가장 복잡한 형태로 저자와의 접촉을 통해서만 확인이 가능하다. 의편협에서 출간한 sample case of duplicate publication에서는 중복출판을 아래와 같이 구분하였다(표 1). 중복출판에 대한 또 다른 기준으로 Cho 등(2000)이 처음 제시한
기준에 Mojon-Azzi 등(2004)이 내용을 보완한 기준이 있다. 이를 종합한 것은 표 2와 같다.
표 1. 중복출판의 유형
1. 복사(copy)
1-1. 언어가 다른 완벽한 복사(complete copy with different language)
1-2. 언어가 같은 완벽한 복사(complete copy with same language)
1-3. 다른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copy with some modification with different language)
1-4. 같은 언어로 일부 수정한 복사(copy with some modification with same language)
2. 분절 출판(salami)
2-1. 대상을 분할한 분절 출판(salmi with divided sample number)
2-2. 가설이 다른 분절출판 (salami with different hypothesis)
3. 덧붙이기 출판(imalas)
3-1. 대상 또는 관찰 기간을 늘인 덧붙이기출판(imalas publication with extended sample number or extended
study periods)
3-2.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with added hypothesis)
3-3. 대상, 관찰기간 및 가설 추가한 덧붙이기(imalas publication with extended sample number or extended study
periods, and added hypothesis)
4. 기타(Others)
4-1. 거꾸로 덧붙이기(reverse imalas)
4-2. 기타 분류(not classified as above)

제4장 연구출판윤리 27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표 2. 중복출판 정의의 기준
설명

항목
1) 유사한 가설

가설 중 인구집단 관련, 독립, 종속 변수가 거의 동일

2) 유사한 표본 수

연구 재료, 실험동물, 대상자의 90% 이상이 동일

3) 동일하거나 거의 동일한 방법

자료 수집, 분석, 제시 방법이 같거나 거의 같음

4) 유사한 결과

결과가 양이나 질 측면에서 거의 동일

5)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최소한 1명의 동일한 저자

6) 새 정보가 거의 없는 경우

추가적인 지식이 거의 추가되지 않은 경우

2013년 9월 13일에 변경함.

2. 이차출판
중복출판에 해당되는 경우라고 해도 출판이 허용되는 경우가 있다. 이를 이차출판이라고 한다. ICMJE에서는 아래와
같은 경우 이차출판에 해당한다고 정의한다[1].
1) 저자는 두 잡지 편집인 모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차 출판 원고를 받은 편집인은 일차 출판물의 복사본이나 재
인쇄본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2) 일차 출판에 대한 우선권을 주기 위해 1주일 이상의 출판 간격을 둔다(두 편집인들이 협상한 경우 꼭 그럴 필요는 없다).
3) 이차 출판 논문은 독자층이 달라야 하고 축약본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다.
4) 이차 출판 논문은 일차 논문의 자료와 해석을 충실히 따라야 한다.
5) 표지에 각주를 통해서 독자, 심사자, 사무국에 현 원고 전체 혹은 부분이 다른 잡지에 출판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적
절한 각주는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잡지이름, 전체 참고문헌]에 처음 보고된 연구에 기초한 것이다.” 이차 출판을
허용 할 때는 무료로 하여야 한다.
6) 이차 출판물의 제목에는 이것이 이차 출판임을 표현하는 문구(재출판, 요약 재출판, 완역, 요약 번역)가 있어야 한다.
학위 논문의 경우 독립된 출판물로 간주하지 않기 때문에 학위논문을 제출한 후 이를 다시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
용된다. 마찬가지로 학술대회 초록도 전체결과나 전체 내용이 발표되지 않는 한 독립적인 출판물로 보지 않기 때문에 중
복출판으로 보지 않는다.

3. 중복출판에 대한 처리 과정
1) 발견
학계에서 다양하게 작동하는 감시 시스템이 중복출판을 발견하는 데 가장 큰 역할을 한다. 논문을 읽는 독자나 논문
의 투고를 받는 편집인,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자 모두 표절이 의심되는 문헌 발견에 일정한 역할을 할 수 있다[6].

2) 판정
판정의 주체는 개별 학회의 간행위원회가 될 수도 있고 윤리적인 문제만을 다루는 윤리위원회가 될 수도 있다. 개별 학
회에서 중복출판 여부를 판정하기 어려운 경우 의편협 연구출판윤리위원회에 판정을 요청할 수도 있다[6].
판정 주체는 아래와 같이 중복출판의 정도에 대해 판단할 수 있다.
• 경미한 중복: 일부 중복이 있지만 그 정도가 경미한 것(예: 하위 집단[subgroup], 추적관찰 기간 연장 등)
• 중대한 중복: 중복이 있고 그 정도가 중대한 것(예: 전부, 일부 자료가 동일, 제목, 저자 순서 변경, 과거 논문 인용하지
않는 등 저자가 중복게재를 숨기려 한 증거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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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추후 조치
문헌이 현재 심사 중이고,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 추가, 인용
요청 혹은 중복된 자료 제거 후 심사 진행한다.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예: 고의가 아닌 실수, 투고규정 모호함, 초보 연구자) 모든 저자에게 알리고 게재 불가로 처
리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불가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
만일 문헌이 이미 게재되었고, 경미한 중복이 있으면 저자에게 학술지의 입장을 알리고 인용하지 않은 원 논문 추가, 인
용 등에 대한 논문 수정을 저자와 상의한다. 중대한 중복이 있으면 책임저자에게 알리고 해명을 요청한다. 만일 저자 답변
이 충분하고 합리적이면 논문 게재 취소(retraction)한다. 응답이 없거나 저자 답변이 불충분하고 합리적이지 않으면 게재
취소 처리하고 추가적인 징계에 대해 논의한다[6].

4) 예방
사후 조치보다는 예방이 더 중요하다. 상당수 기관에서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기 시작했지만 여전히 미흡한
것이 사실이며, 현재 연구를 진행하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경우가 매우 적은 것이 문제이다.

요 약
-	중복출판이란 이미 출판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다시 출판하는 경우로 복사, 분할출판, 덧붙이기 출
판 등이 있다.
-	중복출판 중 허용되는 경우를 이차출판이라고 하며 해당 요건을 만족한 경우, 학위 논문, 초록 등이 여기에 해
당한다.
-	중복출판은 엄격히 금지되는 행위이며 발견된 경우 적절한 주체가 판정하여 출판여부에 따라 게재불가, 게재 취
소로 처리한다. 심각한 위반이 있는 경우 추가적인 제재를 가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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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심사와 편집과정에서의 윤리
연구수행과 논문의 작성, 출판의 각 과정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윤리가 있다. 즉 모든 과정에서 필요한 윤리성이 존중
되어야 한다. 이는 연구자와 그 성과물인 논문을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이기도 하지만 학문의 진실성을 보장하고 전문가
의 사회적인 책무와 학문적 신뢰의 바탕이 된다는 점에서 중요하다. 일단 학술지에 접수된 논문 원고는 편집진(editorial
team)의 사전검토(preview), 전문가심사(peer review), 편집인의 출판결정(accept), 편집(editing)을 거쳐서 출판된다. 이 과정
에 참여하는 모든 사람은 요구되는 윤리적인 사항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1. 편집인과 편집진 윤리
편집인은 투고된 원고 중에서 학술지에 출판할 논문을 선정하고 선정한 논문을 편집하여 모양을 만들어서 학술지를
출판한다. 학술지는 출판하는 논문 선정을 통해서 학술지의 내용과 수준을 결정하고, 학술활동을 하며 사회에 기여한다.
이러한 과정을 담당하는 편집인이나 편집진이 지켜야 할 윤리는 여러 가지 측면이 있다.

1) 편집권 확립
우선 편집인은 편집권(editorship)을 확립하는 것이 윤리의 기본이다[1]. 편집권이란 편집인의 결정과 업무수행에서 편집
진 외 다른 사람들의 영향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의미한다. 즉 학문적인 근거에서 논문을 선정하고 편집하여야 하며, 특
히 학술지 발행인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발행인은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고 편집인을 임명하는 사람
이므로 자칫 편집인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특히 주의를 요한다. 물론 발행인 외에도 외
부로부터 오는 부당한 영향력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2) 비밀보호
학술지의 편집과정에서 얻은 정보 일체를 외부에 누설하지 않으며 필수적인 관계자 외에는 원고 내용과 전문가심사자,
심사의견에 대하여 대외적인 비밀을 유지하여야 한다[1]. 이러한 원고에 대한 기밀유지는 접수된 원고의 내용을 보호하고
투고자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에서 필수적이다. 아울러 원고의 심사와 채택의 공정성을 위해서도 필요한 원칙이다.

3) 공정한 원고 선정
출판할 논문을 철저하게 객관성, 학술성, 그리고 독자의 학문적 흥미에 근거하여 채택하여야 한다[2]. 개인적인 친분, 사
적인 인연, 저자의 간청, 학문적인 친소관계 등에 의해 논문 선정이 영향을 받으면 학술지의 학술성이 훼손되고 격을 낮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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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이러한 부당한 영향이 커지면 독자의 신뢰가 떨어지고 자칫 학술지로서의 기능을 훼손할 수 있다. 편집인이나 편
집진이 지켜야 하는 윤리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이다.

4) 이해관계 준수
편집인이 지켜야 하는 이해관계도 중요하다[1,2]. 투고된 원고가 편집인 개인 또는 직계 가족과 재정, 고용관계, 학문적
경쟁 또는 협조관계 등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편집인의 이해관계에 해당한다. 이러한 경우는 해당 원고의 심사와 채택결
정에 관여하지 않고 다른 편집 관련인에게 필요한 업무를 위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5) 학술지의 대외 평판 윤리
편집인은 학술지가 대외적으로 좋은 평판을 받도록 유지할 책임이 있다[2]. 이는 사실 의무사항에 해당한다. 그러므로
모든 편집인은 학술적인 평판을 중시하고 여러 평판 중에서 특히 인용지수(impact factor)에 민감할 수밖에 없다[3,4]. Thomson Reuter의 Web of Science에 등재되지 않은 학술지 편집인은 등재가 우선 중요한 목표가 되겠지만 등재된 학술지 편집인
은 인용지수를 올리려는 노력을 하여야 한다. 그 과정에서 가장 쉬운 방법인 자가인용을 올려서라도 지수를 높이려는 유
혹이 클 수 밖에 없다. 대부분의 편집인 윤리와 관련된 문헌에서 편집인이 자가인용을 의도적으로 높이는 것을 비윤리적
인 행위로 기록하고 있다[4]. 논문에 인용하는 문헌을 선택하는 것은 전적으로 저자의 학술적인 견해와 능력에 의한 행위
로 존중되고 외부의 간섭으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 한편 저자는 연구주제와 직접 관련된 문헌 중에서 중요한 것을 빠짐
없이 찾아서 인용하고 고찰할 의무가 있다[5]. 만약 이를 소홀하게 한다면 전문가심사자나 편집인이 지적하여야 마땅하
다. 그렇지만 전문가심사자나 편집인이 인용문헌을 추천하려면 이는 충분히 타당하면서 중요한(critical) 학술적인 근거가
있어야 한다. 만약 편집인이 특정 논문이나 학술지의 문헌을 인용하라고 요구한다면 저자는 이를 거부하기 어려우므로
분명 비윤리적인 압력으로 작용하기 쉽다. 따라서 편집인은 자가인용의 유혹을 떨치고 문헌인용에 관해서는 저자의 학술
적인 자율권을 존중해야 한다. 즉 편집인이 저자자율권 존중의 윤리성을 지키면서 인용지수를 올리려고 노력한다면 편집
인 윤리 위반의 비난을 받지 않으면서 윤리적인 인용지수 상승으로 인정받을 수 있다[4]. 즉 논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는 중
요한 문헌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는 인용하도록 지적하는 것이 학술적으로 타당하다. 이런 경우에 한하여 인용을 권장하
되 그렇더라도 저자가 판단하여 자율적으로 최종 결정하도록 하여야 한다. 물론 학술지 평판에 톰슨사의 인용지수 외에
도 여러 지수가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 점차 여러 지수가 더 개발되어 함께 반영된다면 학술지의 평가도 더욱 개선되고 편
집인에 의한 부당한 혹은 인위적인 인용지수 상승에 의한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6].

2. 전문가심사자 윤리
전문가심사자는 편집인이 원고의 학술적 전문성을 바탕으로 위촉한다. 따라서 전문가심사자는 해당 논문의 내용을
학술적으로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 즉 같은 분야의 학자 중에서 선정한다는 의미이다. 그러므로 동일 분야에서 아직 공
개되지 않은 연구성과물을 남들보다 먼저 보는 특권을 가지게 된다. 그런 점에서 지켜야 할 윤리가 있다.

1) 비밀유지
일반적으로 학술지에서 위촉한 전문가심사자는 익명으로 처리한다[1]. 즉 저자에게 심사자 이름을 비밀로 하여야 한
다. 그러므로 심사자의 신원을 어떤 방법으로든 노출하여서는 안된다. 이는 심사의 공정성 유지와 학술지 신뢰도 유지에
반드시 필요하다.

제4장 연구출판윤리 31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2) 전문성 확보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의 내용이 본인의 전문성에 적합하지 않으면 신속하게 이를 편집인에게 반려해서 다른 전문가를
찾도록 해야 한다. 전문성이 맞지 않은 원고를 심사하는 것은 본래의 취지에도 어긋나고 저자와 독자에 대한 예의에도 벗
어난다[7,8].

3) 개인적 이용금지
심사를 의뢰받은 원고의 내용을 개인적으로 이용해서는 안 된다[1]. 즉 전문가심사자는 같은 분야 전공자일 가능성이
크고 자칫하면 경쟁관계에 있을 수 있다. 심사 기회를 이용하여 먼저 투고된 원고 출판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방해하려
는 시도는 윤리성의 심각한 위반이 된다. 설령 그런 유혹이 생기더라도 냉정하게 건설적인 학술성 토대의 심사의견을 주
어진 기한 안에 보내야 한다[8,9]. 사실 만약 첨단 연구를 두고 경쟁관계에 있다면 이는 이해관계에 해당할 수도 있다[7]. 이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보통 원고를 심사용 외 추가로 복사하거나 다른 공동연구원들에게 보여주는 행위는 윤리성을
위반하는 행위로 금지하고 있다.

4) 이해관계 고지
전문가심사자도 해당 원고에 이해관계가 있을 수 있다[9,10]. 즉 심사 대상 원고의 저자와 동일 연구집단에 속하거나 동
일 기관 소속 또는 매우 절친한 관계, 또는 학문적인 경쟁관계에 있으면 심사가 공정하게 일어나기 어려운 관계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경우는 이러한 사실을 편집인에게 알리고 다른 보다 객관적일 수 있는 전문가를 찾아서 심사를 위촉하도
록 신속하게 조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3. 기타 편집관계자 윤리
편집인이나 전문가심사자 외에도 편집관련 실무자, 발행인 등 학술지의 편집과 발행에 관계하는 모든 사람이 이해관계
를 가질 수 있으며 부당하게 논문의 출판에 영향을 줄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관계에 해당하는 당사자는 이를 편집인에
게 고지하고 해당 원고의 업무진행이나 결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이해관계 외에도 투고와 편집에 관련된 기밀 유지,
공정성 유지 등에 영향을 주는 모든 행위에 관여하지 말아야 한다. 특히 출판 원고의 채택에 직접 관계하는 업무 참여자
는 이를 준수하여야 한다.
학문활동에서 윤리성을 준수하는 것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즉 연구와 출판 전체 과정에 관련된 모든 사
람들이 매우 엄격하게 윤리성을 준수하여야 한다. 이러한 윤리성 준수는 해당 논문과 그 저자, 편집인, 편집진 등 관계되
는 사람 뿐 아니라 학술지와 학문을 보호하는 데에 필수적인 사항이다. 학술지 출판은 연구성과물을 논문의 형태로 모아
서 학술지라는 매체를 통해 출판함으로써 창조적인 지식을 관련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인류의 문화재산으로 쌓아가는
일련의 학술활동이다. 이러한 본래 목적과 기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학문적 신뢰를 확보하기 위하여 학술지 출판에 관
계하는 모든 사람들의 윤리 준수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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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편집인은 학술지의 편집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에서 출판윤리를 지키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
서 편집권을 확립하고 자료 일체에 대한 비밀보호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
- 출판할 원고 선정에서 철저하게 학문적인 근거를 기반하여야 한다.
- 편집인이 이해관계에 있는 원고는 출판을 위한 과정에 관여하지 않아야 한다.
-	편집인은 학술지의 대외평판을 올리는 데에 노력해야 하지만 비윤리적인 방법으로 인용지수를 올리는 행위는
하지 않아야 한다.
-	전문가심사자도 원고를 받으면 자신의 전문성에 맞는지 확인하고 대외 비밀을 유지하면서 심사기회를 사적으로
활용하지 않아야 한다.
- 의뢰받은 원고와 사적인 이해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고지하고 반려해야 한다.
-	학술지 출판과 관련된 모든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요구되는 윤리성을 준수하여야 학술지의 고유 학술기능을 유
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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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연구출판윤리 관련이슈

가. 위반자, 위반논문 처리
1. 위반자에 대한 처리
출판된 학술 논문에 윤리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때 편집인은 독자와 학술지의 명예를 위하여 이를 공시하고, 부
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경고 혹은 징벌을 할 의무가 있다.

1) 저자의 부정행위
저자의 부정행위(misconduct)의 정도는 단순한 실수에서부터 의도적인 날조(fabrication) 및 변조(falsification)까지 다양
하다. 저자의 행위가 고의성 없이 단순히 출판윤리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경우라면, 편집인 혹은 학술지 발행기관으로
부터 저자에게 윤리적 위반사항에 대하여 지적하고, 현재 통용되는 윤리기준을 알려 주는 공식서한을 발송하는 것이 적
절하다. 이는 교육적 목적으로 선임 저자에게 소속 연구원들에 대하여 연구와 출판에 관한 교육과 감시역할을 환기하고
자 하는 것이다.
저자의 행위가 저자의 다른 논문의 일부를 복사하였거나, 해당 학술지가 요구하고 있는 규칙을 준수하지 않는 등 비교
적 경미한 위반인 경우, 학술지로부터 경고 서한(letter of reprimand)과 함께 향후 윤리에 어긋나는 행위가 재발되면 징벌
이 뒤따르게 됨을 알려 주는 정도로 대응하는 것이 적절하다. 그러나 의도적인 날조, 변조, 혹은 개인의 이익을 위하여 타
인의 결과나 아이디어를 부당하게 사용(私用)한 경우에는, 편집인은 저자의 소속기관, 혹은 연구비 지원기관에 이러한 사
실을 통보함과 동시에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와 그 결과에 대한 통보를 요구한다. 이러한 결정과 실행은 매우 중대한 문제
로서 편집인은 반드시 사실적 내용만을 기관장에게 서신으로 전하여야 하며, 비밀을 철저히 유지하고, 이러한 결정으로
유발될 수 있는 저자로부터의 고소에 대한 법률적 검토도 염두에 두어야 한다.
편집인이 저자의 부정혐의에 대하여 소속기관 혹은 지원기관에 통보한 시점부터 혐의에 대한 조사와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조치는 해당기관의 역할이다. 소속기관의 제재조치는 기관장의 서면경고에서부터 퇴직조치까지 이를 수 있으며, 지
원기관의 조치는 서면경고, 연구비 지원 중단, 연구비 반납 요구, 향후 연구비 지원시 특별관리, 혹은 지원신청을 원천봉쇄
할 수도 있다.
적절한 조사를 통하여 부정행위가 판명된 경우, 학술지는 원고의 투고금지조치 및 원고심의 혹은 편집에 관한 역할 배
제와 같은 자체적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다. 심각한 부정행위의 경우 형사소송에 회부될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제재의 결
정은 법원 판결에 따른다.

2) 원고 심의자의 부정행위
원고 심의자의 부정행위가 확인되었을 때 편집인은 해당 학술지에 대한 원고투고의 금지나, 심의 및 기타 편집에 관한
업무에서의 축출조치를 행할 수 있다. 원고투고의 금지조치를 내릴 경우 제재 당사자가 소속한 연구팀에서 일하는 부정
행위와 무관한 연구원의 투고까지 제한을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 한다. 심의 중에 입수한 기밀정보를 개인의 이익
을 위하여 사용하는 등의 심각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소속기관장에게 회부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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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의 지침
저자의 논문이 허위라고 밝혀진 경우 그 저자의 이전 논문도 신뢰하기 어렵다. 편집 또는 연구부정과 관련한 의혹이 있
을 경우에는 출판윤리위원회(COPE)에서 작성한 흐름도(flowcharts)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1].

2. 위반 논문의 처리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된 후, 그 논문에 대하여 어떠한 이유이든 의혹이 제기되면, 학술지는 까다롭고 복잡한 조사와
심의과정을 통해 연구의 진실성이나 과학적 오류, 연구출판윤리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판단을 해야 한다. 연구 자료나 결과
의 날조, 변조, 표절, 그리고 이중게재(duplicate publication) 등 부정행위가 있다고 판명된 논문에 대하여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데, 그 중 한 가지는 논문을 취소하는(retraction) 결정을 하는 것이다.
논문취소 결정을 내리면 학술지는 이 사실을 공지해야 하는데 그 절차와 형식을 아래에 설명하였다. 또한 KoreaMed,
PubMed[2] 및 SCI와 같은 초록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Synapse, PubMed Central과 같은 전문(full text) 데이터베이스에서는
이러한 취소논문에 대한 레코드를 어떻게 처리하는지 설명하였다.

1) 용어
Retraction이라는 용어는 논문을 취소하는 행위(논문취소, retraction), 논문취소의 대상이 된 논문(취소대상논문, retracted article), 논문취소를 알리는 논문(취소논문, retracting article)을 모두 일컫는 명사형 용어이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논문취소’, ‘취소대상논문’, 그리고 ‘취소논문’을 구별하여 사용하였다.
간혹 retraction의 우리말 대응어로 ‘철회’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으나, 논문 투고 후 학술지의 발행 전에 저자가
투고논문을 자진철회(withdraw)하는 것과 혼동을 피하기 위하여, 논문의 ‘취소’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적절하다.
취소논문에 서술된 논문취소 사유 중에는 저자가 논문의 문제점을 인정하고 자진하여 취소하는 형식을 취하는 경우
도 있고(retracted by authors), 편집인이 취소하는 경우도 있다(retracted by editor). 저자가 스스로 논문취소를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측면이 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권장하는 방식이지만, 논문이 일단 학술지에 게재되어 발간된 후부터는 논문
철회(withdrawal)가 아니라 논문취소(retraction)가 행해지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2) 취소논문 공지 절차와 형식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은 계속하여 이용되는 영구적인 기록물이기 때문에, 오류가 발견되면 학술지(편집인)는 반드시
정정해야 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연구 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취소가 결정되면, 편집인은 그 사실을 반드시 학술지에 공지
하여야 한다.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되나 확실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경우 논문취소 대신 연구진실성에 대한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을 게재할 수도 있다.
논문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형태로 한다. 그리고 학술지의 목차(table of contents)에 논문취소 기사
를 일반 논문처럼 나열한다. 공지사항이나 단순히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letter to the editor)의 형식으로 처리해서는 안 된다.
취소논문에는 일반논문처럼 취소대상논문의 제목, 저자, 소속기관을 나열하고, 그 논문의 출판사항(게재년도, 권, 호,
페이지 정보)과 함께 논문취소 이유를 간략하게 서술하여 발표한다. 그리고 취소대상논문을 인용하고, 취소논문 위쪽에
는 ‘논문취소(retraction)’ 또는 ‘논문취소 공지(notice of retraction, retraction notice)’라고 표시한다. 취소논문의 제1저자는 취
소대상 논문의 제1저자와 같은 것이 이상적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책임있는 다른 사람이 논문을 취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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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ectraction의 예

3) 데이터베이스의 취소논문 레코드 처리
학술지의 전자 원문은 매우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서비스되고 있다. Nature나 Science처럼 학술지가 독자적인 웹사이트
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ScienceDirect, SpringerLink나 Wiley Online Library처럼 전자학술지 데이터베이스(e-journal
database)로 묶여서 서비스되는 경우도 있다. 논문취소가 발생하면 이러한 전문(full text) 데이터베이스는 취소논문에 대
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고 전에 입력한 취소대상 논문과 서로 연결한다. 즉 취소된 논문을 데이터베이스에서 삭제하
는 것이 아니라, 그 논문이 ‘취소대상논문’이라는 문구를 화면에 삽입하고, 이 논문을 취소했다는 것을 공지한 취소논문
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도록 hypertext link를 삽입한다. 마찬가지로 PubMed와 같은 초록 데이터베이스에서도 학술지에
발표된 취소논문을 근거로 새로운 레코드를 입력하고, 데이터베이스에 이미 입력되어 있는 취소대상논문의 레코드에 새
로 추가된 취소논문 정보를 hypertext link로 연결하여 상호 참조할 수 있도록 한다.
이와 같이 Web을 기반으로 하는 학술지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초록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두 논문의 레코드가 hypertext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이용자가 논문취소가 일어났는지 여부와 그 근거 사유를 쉽게 판별할 수 있다.
반면 Web of Science (SCI)에서는 취소논문을 ‘Correction’이라는 문헌유형으로 표기하고, 취소논문이 취소대상논문을
인용하고 있는 것으로(Cited Reference) 처리하여 그 상호 관계를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 있으나, 취소논문인지 취소대상논
문인지 명확하게 나타나 보이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학학술지 논문에 대한 영문 초록 데이터베이스인 KoreaMed와 전문 데이터베이스인 Synapse에서는, PubMed 및
PubMed Central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논문에 대한 레코드를 처리하고 있다. 즉 논문취소가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신규 레코드를 발생시키고, hypertext link를 통하여 과거의 논문(취소대상논문)과의 관계를 서로 참조할 수 있
도록 하고 있다. 그림 2는 이 글에서 설명한 인쇄본 학술지, e-journal website, 초록 및 전문 데이터베이스의 retraction 레코
드 처리 흐름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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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학술지, website, database의 Retraction 레코드 처리 흐름도

4) CrossRef의 CrossMark 서비스
논문이 발표된 뒤에 수정이나 업데이트, 정정기사 혹은 논문취소에 이르기까지의 다양한 과정을 겪기도 하지만 연구
자들이 이런 중요한 변화를 알아 내기는 쉽지 않다. CrossRef의 CrossMark 서비스는 가장 최근의 믿을 만한 버전의 문서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준다. 독자들은 단순히 PDF나 HTML 문서상의 CrossMark 로고를 클릭함으로써 문서가 최신 버전
인지 업데이트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CrossMark는 전문가 심사 과정, CrossCheck 표절 스크리닝 상태, 이
해관계, 관련 자료의 위치, 저작권 등 출판 기록에 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5].
비영리 국제기관인 CrossRef는 광범위하게 지역사회를 연결하며 신뢰할 수 있는 협력기관이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
으며, 학문적 소통을 위한 권위있고 혁신적이며 끊임없이 지속 가능한 인프라를 제공하고 있다. CrossRef의 대표적인 사업
으로는 CrossRef 디지털 객체 식별자(DOI), Cited-by Linking, CrossCheck 표절검색 서비스, CrossMark 서비스 등이 있다.
그림 3은 CrossMark 서비스가 KoreaMed Synapse에 적용될 경우의 예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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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rossMark서비스가 KoreaMed Synapse에 적용될 경우의 예

요 약
-	출판된 학술 논문에 윤리지침에 어긋나는 사항이 있을 때 편집인은 독자와 학술지의 명예를 위하여 이를 공시
하고, 부정행위를 한 당사자에게 해당 행위의 경중에 따라 적절한 경고 혹은 징벌을 할 의무가 있다.
-	편집 또는 연구부정과 관련한 의혹이 있을 경우에는 출판윤리위원회(COPE)에서 작성한 흐름도를 참고하면 도
움이 된다.
-	논문취소 공지는 일반논문과 동일한 형식의 논문형태로 한다. 그리고 학술지의 목차에 논문취소 기사를 일반
논문처럼 나열한다. 공지사항이나 단순히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의 형식으로 처리해서는 안된다.
-	KoreaMed와 Synapse에서는 PubMed 및 PubMed Central과 동일한 방법으로 취소논문에 대한 레코드를 처
리하고 있다. 즉 논문취소가 학술지에 정식으로 게재된 경우에만 신규 레코드를 발생시키고, hypertext link를
통하여 과거의 논문(취소대상논문)과의 관계를 서로 참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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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출판윤리 위반방지대책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가 일어난 후에 적발하여 조치하는 것보다 더 바람직한 것은 부정행위와 관련된 논문이 출판되
지 않도록 방지하는 것이다. 이러한 방안을 다음 몇 가지로 제시해 본다.
첫째, 투고된 논문을 출판하기 전 편집진이 확인하는 것이다. 이 때 본문 내용의 표절을 검색하기 위해 상업적 검색엔진
(예: CrossCheck, Turnitin)을 사용할 수 있다. 또 연구결과에 포함된 그림의 변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그림의 짜맞추기 여부
를 이미지 프로그램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더 나아가 연구자에게 논문과 관련된 연구기록지를 모두 제출하도록 하여
필요에 따라 연구 과정을 확인하여 날조나 변조를 방지하는 방법도 있다.
둘째, 모든 연구자에게 연구 또는 출판 부정행위의 심각성과 피해를 교육하여 근본적으로 연구부정이 발생하지 않도
록 하는 방법이다. 연구를 시작하는 신임 연구원이나 신임교수를 대상으로 한 오리엔테이션뿐만 아니라 대학원생 교육
과정 중에 연구 및 출판 윤리에 대한 과정을 듣게 하는 것이다. 실제로 국내 여러 대학과 연구기관에서 관련 단기과정이나
세미나를 시행하고 있다. 이러한 과정이 효과가 없다는 보고[1]도 있으나 교육이 필요하다는 것을 대부분 공감하고 있다
[2,3]. 아울러 개별 연구실에서는 연구책임자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연구를 계획, 수행하고 결과를 정리하는 모든 과정
동안 연구 윤리를 준수하고 원칙을 지킴으로써 연구원과 학생들에게 바람직한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셋째, 학술지 편집인은 출판되는 논문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학술지가 지
향하는 연구윤리 지침을 홈페이지에 공지하고 투고 규정에 삽입하여 논문 투고 전에 상세히 읽도록 하여야 한다. 이중투
고 등 출판윤리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투고 점검목록에 “동시에 다른 잡지에 투고하지 않았음”이라는 항목을 삽입하
든지 편집장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이를 명확히 밝힐 것을 요구하여야 한다. 아울러 “편집인의 글”을 통하여 연구부정행위
의 심각성을 연구자들에게 수시로 알려주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가심사자에게 연구 및 출판 부정 행위의 문제점을 알려
주고 위반사항을 발견할 수 있는 방법을 자세히 가르쳐주어야 한다.
출판된 논문의 연구부정행위를 편집인이 발견하면 해당 논문을 취소하고 잡지에 이 내용을 공지한다. 취소된 논문을
면밀히 분석한 결과 2/3가 단순한 실수가 이니라 실제로는 부정행위에서 비롯된다는 보고가 있다[4-6]. 그런데 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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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명확한데도 실수때문에 취소한 것으로 공지하거나, 또는 취소 사유를 밝히지 않는 비율이 높아 부정행위를 축소하려
는 경향이 있었다. 취소공지 시기가 늦어지면 취소된 논문이 인용되면서 오류가 있는 연구결과가 확산되는 부정적인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므로 출판된 논문을 취소할 때는 되도록 빨리, 그리고 취소 사유를 명확하게 밝히는 것이 다른
연구자들에게 도움이 된다
접수된 논문을 심사하는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밝혀지면 많은 편집인이 논문게재를 거부하는 것으로 마무리한다. 그
러나 단순한 논문게재 거부로는 편집자의 역할을 다하였다고 할 수 없다. 투고자가 동일 논문을 다른 잡지에 투고할 수 있
기 때문에 단순한 게재 거부는 충분한 조치가 될 수 없다. 부정행위의 처리는 COPE의 권고를 따른다. 부정행위의 정도가
미미하다면 위반자와 공저자 모두에게 경고 서한을 보내고 일정기간 잡지에 투고하지 못하는 제재를 가하는 것으로 마무
리하고 나아가서 위반 사안이 심각하다면 소속 기관장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 이처럼 학술지가 윤리 위반 연구자에 대한
조치를 분명하고 일관성 있게 진행하는 것도 부정 행위를 예방하는 데 기여한다.
넷째, 연구기관 또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연구 및 출판 부정행위에 대한 조치가 필요하다[7]. 강제할 수 없으나 단독 연구
보다는 여러 연구자가 참여하면 연구부정행위가 감소되는 경향이 있다[8]. 그러나 연구자가 의도적으로 부정행위를 저지
를 때는 현실적으로 알아내기가 매우 어렵다. 특정 연구자가 예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지나치게 많은 연구업적이나 뛰어난
논문을 발표하면 기관 자체적으로 조사를 진행할 수도 있다. 그러나 의도적인 부정행위는 전문가심사자나 편집자가 찾아
내기는 한계가 있고 이러한 경우 대부분 내부고발자에 의하여 알려진다. 내부고발자는 같은 연구실의 동료 연구자, 대학
원생, 연구원 또는 관련 연구팀의 연구자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내부고발을 선의의 행위로 간주하지 않는 사회적 분위기
이다. 그러므로 고발자에 대한 비밀이 지켜지지 않아 오히려 고발자가 학회나 기관의 조직 관계에서 소외되는 불이익을
당하기도 한다. 따라서 정당한 내부고발은 보호를 받는 법적 장치와 더불어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사회
적으로 확산되어야 연구부정 행위의 예방에 기여할 것이다.
미국 NIH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연구부정 행위로 의심되는 건수의 1/3만이 연구윤리국(ORI)에 알려질 정도
로 연구자나 기관이 보고를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다[9]. 더구나 연구윤리가 미처 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과학 기술이 급
격히 팽창하는 몇몇 나라에서 연구 부정행위는 포상 때문에 더욱 심각하다. 중국에서는 연구 업적에 따라 취직이나 진급
뿐만 아니라 상금과 심지어 주택을 제공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막대한 포상이 일부 연구자의 윤리 의식을 마비시킨 예가
있다. 즉 한 대학에 속하는 연구자들이 화학 구조에 관한 70편의 날조 논문을 한 국제잡지에 출판하였다가 적발되어 모두
취소되었다[10]. 연구 윤리 위반이 의심되는 많은 논문에서 부정행위가 의도적인 것인지 아니면 단순 실수인지를 감별하
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고 연구자의 양심에 맡겨져 있으므로 사회 전반의 윤리분위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의편협에서도 연구자 또는 학술지 편집진의 궁금증을 접수하여 사안별로 해당하는 분과위원회가 전문적으로 설명하
는 회신을 보내면서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예를 들어 논문의 중복 출판, 덧붙이기 출판 또는 살라미 출판 등, 부정행위인
지 아닌지 애매한 경우 논문 투고자나 학술지 편집인의 궁금증을 풀어 주고 지도하는 역할을 꾸준히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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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연구자나 편집인 또는 연구기관 모두 연구 부정행위를 가벼이 여기지 말고 정기적인 세미나와 토론을 통하여 심
각성을 교육한다.
-	학술지나 관련기관에서는 모든 연구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명확하게 연구 부정 행위의 정의를 게시하고 이를 위
반할 때 행해지는 제재를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	국가나 정부 부서 차원에서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윤리 위반을 검출하고 판정하는 제도를 확립하고 부정행위가
일어날 수 없는 사회 분위기를 만들면 예방적인 면에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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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적재산권
1.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학술 연구를 진행하고 그 결과를 출판의 형태로 발표하는 것은 연구자가 연구목적을 달성했음을 알리고 사회에서 인
정을 받는 행위이며, 연구 내용을 사회와 공유하는 한 과정이다. 여기에서 그 연구가 사회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연구자는
필요한 요건을 충족할 책임이 있다. 연구 결과를 발표할 때에 정직하고 효율적이며, 편견이 없도록 하는 것이 그것이다.
편견은 연구 결과를 왜곡시켜서 거짓 내용을 사실로 오도하며, 정직하지 못한 것도 같은 결과를 낳는다. 효율성은 연구
자의 관점이 아니고 연구 결과를 공유하는 사회 전체의 효율성을 의미한다. 연구 전체나 혹은 일부라도 같은 내용을 중복
해서 발표하는 것은 그 연구에 투자된 사회적 자원을 낭비하는 것이며, 연구 발표에 관여한 모든 자원들이 가치 없이 사
용되도록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책임을 다하는 것은 연구자의 기본 의무이며, 그것이 충족되었을 때 연구 내용을 공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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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데 따른 권리를 보호받게 된다.
연구자가 소속된 사회에서는 그 사회의 규범을 통해 이를 위반하는지 감시를 한다. 이것은 보통 연구 윤리와 같은 형태
로 자리 하게 되는데 그 중 특별한 경우로 법률을 통한 규제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률 형태의 규제는 연구 윤리보
다 좁은 범위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 보통이며, 어떠한 행위의 결과를 더 중시하여 그 결과에 대해 유형의 책임을 묻는 형
태를 취한다. 이러한 것 중에 지적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 right)이라 불리는 개념이 있다.

2.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은 발명· 상표·디자인 등의 산업재산권과 문학· 음악·미술 작품 등에 관한 저작권의 총칭이다. 세계지적재
산권기구(WIPO)*에서는 지적재산(intellectual property)이란 ‘문학, 예술 및 과학작품, 연출, 예술가의 공연, 음반 및 방송,
발명, 과학적 발견, 공업의장 등록상표, 상호 등에 대한 모든 보호 권리와 공업 과학 문학 또는 예술 분야의 지적 활동에서
발생하는 기타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고 정의하고 있다[1]. 이에 따르자면 지적재산권은 무체물인 인간의 지적 창작물을
보호하는 재산권으로, 여기에는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이 있다.
산업재산권(industrial property right)은 인간의 지적 창작에 의한 산업상 이용가치를 갖는 발명 등에 관한 권리로서, 산
업영역의 기여에 대한 보호가 본질이다. 여기에 속하는 것으로는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상표권 및 서비스표권 등
이 있다.† 산업재산권은 특허청에 등록을 함으로써 발생되며 보호기간은 그 권리에 따라 10-20년 정도이다.
저작권(copyright)은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 독점적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으로 대표된다. 저작권은 저작자
의 창의성이나 기술 및 노력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이러한 것들이 일정한 형태로 표현되는 때로부터 발생한다. 저작인
격권은 저작자가 생존해 있을 때까지 보호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사후 50년 혹은 70년까지 보호된다.‡
이 중에서 학술 연구와 관련되는 것은 주로 저작권이다. 학술 연구에서 산업재산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도 없지 않으나,
그 경우에도 출판과 관련된 사항은 모두 저작권의 문제이다.

1) 저작권
저작권이란 인간의 사상이나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저작물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 저작자에게 부여한 권리를 말
한다. 이것은 저작자에게 자기 저작물의 이용에 대하여 배타적,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것으로, 저작물을 다른 사람이
이용할 때에는 저작권자의 허락을 맡아야 하며 허락 없이 이용하는 행위를 규제함으로써 이것을 보호하는 것을 원칙으
로 한다.
보호 대상인 저작물에 대해서는 과거에 사용하던 ‘문학 학술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창작물’이라는 정의 대신 ‘인
간의 사상 또는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이라는 정의가 사용된다.§ 이것은 문학이나 학술, 예술의 범주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
도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만한 가치가 있는 정도의 최소한의 창작성이 있는 것이면 모두 대상이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저작물에 속하는 것으로는 소설, 시, 논문, 강연, 연술, 각본, 음악, 연극, 무용, 회화, 서예, 도안, 조각, 공예, 건축물, 사
진, 영상, 도형, 컴퓨터프로그램 등이 있다. 연구 결과를 기술하는 연구 논문도 대상이며, 공공장소에서 발표한 강연도 마
찬가지이다. 저작권은 저작한 때부터 발생하며 어떠한 절차나 형식의 이행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연합의 전문기구로 스위스의 제네바에 본부가 있다. 1967년에 설립되었으
며, 1974년 UN의 산하기구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1979년에 가입하였으며, 2012년 현재 185개 회원국이 있다.
†
넓은 의미로는 노하우권, 미등록주지상표권 등이 모두 여기에 포함될 수 있다.
‡
저작권법에 의해 저작자의 사후 50년 까지 보호되었으나, 2013년 7월 1일부터 사후 70년간으로 연장된다. 다만 그 이전에 보호기간이 만
료된 저작물에 대해서는 소급적용하지 않는다.
§
2006년 12월 28일 개정공포되고 2007년 6월 28일 발효된 법률 8101호 저작권법에서 이와 같이 수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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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저작물은 원저작물을 번역, 편곡, 변형, 각색, 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것으로 창작물로 인정되며 마찬가지
로 저작권의 대상물이다. 편집저작물이라고 하는 것도 있는데, 이것은 원저작물을 편집한 것으로 그 소재의 선택 또는 배
열이 창작성이 있는 것을 말한다. 이것도 역시 독자적인 저작물로 인정된다. 이러한 모든 저작물들에 대해서 저작권법은
그 저작권을 보호하고 관리한다.

2) 저작권법
저작권법*은 제정 당시부터 적지 않은 논란이 있었으며 그 후 개정이 될 때마다 그 내용이 사회적인 이슈가 되어왔다. 이
러한 논란은 우리 사회 구성원 각자가 자신이 처한 입장에 따라 이해득실이 달라 자신의 권익을 높이려고 움직인 결과이기
도 하며, 우리 사회에서는 그 동안 오랜 세월을 이에 관해서 법 보다는 윤리적인 측면에서 관리해온 관습 때문이기도 하다.
법리적으로 보자면 저작권법은 헌법을 배경으로 한다. 우리 헌법은 국민주권의 이념, 정의사회의 이념, 평화추구의 이
념과 함께 문화민족의 이념을 기본 이념의 하나로 채택하고 있으며, 헌법 제22조에서 저작자, 발명가, 과학기술자와 예술
가의 권리는 법률로써 보호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은 헌법 정신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것이다.
이와 같은 배경에서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법률로서,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인접하는 권리를 보
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 및 관련 산업의 향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2].
저작권법에서는 대상을 어문저작물, 음악저작물, 연극저작물, 미술저작물, 건축저작물, 사진저작물, 영상저작물, 도형
저작물, 컴퓨터저작물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부수적으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도 포함한다. 학술 연구의 결과인
연구 논문은 어문저작물에 속하므로 당연히 보호 대상이며, 이를 이용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도 해당이 될 수
있다.
이 법에서는 저작권의 개념에서 소개한 2차적 저작물과 편집저작물에 대해서도 그 권리를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그 보
호는 원저작물의 저작자의 권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한정하고 있기도 하다. 이를 학술연구에 적용한다면 연구 결과
를 번역하거나 일부를 변형하여 새롭게 편집한 것도 독창적인 저작물로서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한편 이러한 번역이나 편집이 원저작물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도록 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 그에 대한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3)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저작권의 구체적 개념으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이 있다.
(1) 저작인격권

저작인격권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정신적 인격적 이익을 법률로써 보호받는 권리로서, 저작권법에서
는 공표권과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의 세 가지를 규정하고 있다.
공표권은 저작물을 대외적으로 공개하는 권리이다. 이에 따라 학술 논문을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 혹은 공개할 것인지
등은 저작자만이 결정할 수 있다. 다만, 저작자가 저작재산권을 양도하거나 이용 허락을 하거나, 출판권 등을 설정한 경우
에는 그 상대방에게 공표를 동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성명표시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을 이용함에 있어서 자신이 저작자임을 표시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자는 저작

*우리나라에서는 1957년 1월 28일에 처음 만들어졌으며, 그 후 여러 차례 개정이 되다가 2006년 12월 28일에 전면개정이 되었으며, 최종
적으로 2011년 12월 2일 개정되어 현재의 11장 142개 조항에 이르고 있다.

제5장 연구출판윤리 관련이슈 43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물이나 그 복제물에, 그리고 공표에 있어서 자신의 실명이나 이명 등을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이다. 학술 논문을
게재하면서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거나 다르게 표시하면 성명표시권을 침해한 것이다.
동일성유지권은 저작물이 처음에 작성한대로 유지되도록 할 수 있는 권리로서, 저작물이 이용과정에서 저작자의 의사
에 관계없이 변경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다만 정당한 절차를 거쳐서 번역 등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동일성유지권을
침해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한다.
이러한 저작인격권은 저작권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누리는 권리로서 양도나 상속의 대상이 될 수 없
는 권리이다. 따라서 저작자가 사망하면 소멸되는 것이나, 법에서는 저작자의 사망한 후라고 하여도, 저작자가 생존하였더
라면 그 저작인격권의 침해가 될 수 있는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지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학
술 논문 등과 같은 공동저작물의 경우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해서만 행사할 수 있다.
인격권은 정신적인 권리로서 그것을 경제적· 물질적으로 파악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침해를 받았을 때 그 침해 정
도를 입증할 수 있다면 그 범위 안에서 위자료라고 하는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2) 저작재산권

저작재산권이란 저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 갖는 재산적인 권리를 뜻한다. 이것은 일반 물권과 마찬가지로 양도나
상속이 가능하며, 채권적인 효력도 가지고 있다.
우리 법에서는 저작재산권을 복제권과 공연권, 공중송신권, 전시권, 배포권, 대여권, 2차 저작물작성권 등으로 나누어
인정한다.
복제권은 저작물을 복제할 권리를 말하는데, 복제란 인쇄, 사진, 복사, 녹음, 녹화 그 밖의 방법으로 유형물에 고정하거
나 유형물로 다시 제작하는 것을 말한다. 이 복제는 저작물 이용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인 형태이므로 복제권은 저작재산
권 중에서도 가장 기본적인 권리이다. 학술연구의 결과물에 대해서도 복제권이 문제가 되는 경우가 많다.
공연권은 저작물을 상연, 연주 가창, 구연, 낭독, 상영, 재생하거나 그 밖의 방법으로 공중에게 공개하는 권리를 말한다.
공중송신권은 저작물을 방송이나 전송, 디지털 음성송신을 하는 권리이며 공연권과 더불어 저작물을 무형적으로 이
용하는 권리이다.
전시권은 예술작품 따위를 여러 사람에게 보일 목적으로 공개된 장소에 진열하는 권리이며, 배포권은 저작물 등의 원
본 또는 그 복제물을 공중에게 대가를 받거나 받지 아니하고 양도 또는 대여하는 권리이다. 저작자는 복제권과 배포권을
적절히 행사함으로써 상당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대여권은 판매용 음반이나 판매용 프로그램을 영리를 목적으로 대여
하는 권리이다.
저작자에게는 저작물을 원저작물로 하여 2차저작물을 작성하여 이용할 수 있는 권리도 주어지는데 이것을 2차저작물
작성권이라고 한다. 원저작물을 번역한 것은 2차저작물에 해당하며, 번역자의 창작물로 인정되어 번역자에게 별도의 권
리가 주어진다. 그러나 이러한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원저작자가 가지고 있으므로 번역자는 번역하기에 앞서 정
당한 방법으로 허락을 얻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진다. 2차저작물작성권은 저작재산권 중에서도 부
가가치가 높은 것으로, 저작재산권의 전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별히 명시되지 않는 한 2차저작물작성권은 양도사항
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상의 권리들은 저작권자에게 귀속되는 것이므로 이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저작자
는 저작재산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할 수 있으며,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를 양도할 수도 있다.
그러나 모든 저작물이 다 저작재산권을 보호받는 것은 아니다. 저작권법은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지만,
궁극적으로는 사회적 차원에서 문화의 발달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그러므로 이용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이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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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저작물에 대해서는 저작재산권을 인정하지 않는다.
여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① 재판절차 등에서 복제행위, ② 정치적 연설이나 국회 등에서 행한 진술, ③ 고등학교 이하
의 교육기관에서 교육목적으로 이용, ④ 시사보도를 위해 이용, ⑤ 공표된 저작물을 비평 교육 연구를 위해 인용, ⑥ 영리
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 공연·방송, ⑦ 사적 이용을 위한 복제, ⑧ 도서관 등에서 복제, ⑨ 시험문제로서 복제, ⑩ 시각장애
인들을 위해 점자로 복제 , ⑪ 방송사업자의 일시적 녹음 · 녹화, ⑫ 미술저작물 등의 전시 또는 복제, ⑬ 컴퓨터에서 저작
물을 이용하는 경우의 일시적인 복제, ⑭ 이용에 있어서 번역하여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이 경우에는 각각 정해진 합
당한 요건에 따라 저작자의 허락 없이 저작물 이용이 가능하다.
학술 연구에서 필요한 내용을 인용하거나(⑤), 외국 문헌을 번역하여 인용하는 것(⑭), 그리고 도서관에서 필요한 문헌
의 일부를 개인적으로 복제(⑧)할 때 저작자의 허락이 없어도 가능한 것이 이러한 법 조항에 의한 것이다.
또 저작물 중에는 처음부터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도 있는데, 헌법·법률 ·조약 ·명령·조례 및 규칙, 국가 또
는 지방자치단체의 고시· 공고·훈령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것, 법원의 판결·결정·명령 및 심판이나 행정심판절차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절차에 의한 의결·결정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작성한 것으로서 이러한 것들의 편집물 또는 번역물,
사실의 전달에 불과한 시사보도 등이 이에 해당한다.
저작재산권은 원칙적으로 저작자가 생존하는 동안과 사망 후 70년간 존속한다. 공동저작물의 저작재산권은 최후에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한다. 무명 또는 널리 알려지지 아니한 이명이 표시된 저작물의 경우에는 공표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단체명의저작물의 경우에도 공표한 때부터 70년간 존속한다.

3. 학술연구와 출판에서 발생하는 저작권 문제
연구 결과를 학술지를 통해 발표하는 과정에서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문제가 될 수 있는 사항들을 단계별로 살펴본다.

1) 연구의 아이디어
어떤 학술연구를 시작하는 단계에서는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를 세우고 구체적으로 가다듬게 된다. 이 과정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것은 어떨까? 이런 경우에 연구 윤리라는 측면에서 어떤 문제가 될 것인가 하는 것은 논의가
필요할 것이지만, 저작권법으로는 그 적용 대상이 되지 못할 가능성이 많다.
저작권법의 대상은 저작물이며 저작물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느껴서 알 수 있을 정도로 외부에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 여기에서 외부로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 꼭 유형적인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어떤 강연이나 발표회 등을 통해
서 알려진 것이라면 저작물에 해당할 수 있다. 이러한 것들을 종합하자면 연구에 대한 아이디어는 어떤 장소 등에서 공개
되는 절차를 거친 경우에만 저작권이 인정된다고 할 수 있다.

2) 연구 설계
연구 방법과 관련된 연구 설계(study design)는 어떨까? 가령 예전부터 알려져 있는 이름난 연구 설계를 채용하는 경우
저작권과 관련한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고, 또 새로운 연구 설계를 고안하여 이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는 없을까 하는 문제를 생각해볼 수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연구 설계에 대해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주장을 하기는
어렵다. 저작권법에서 보호하는 저작물의 기본 요건은 독창성이다. 연구 설계라고 하는 것은 과거로부터 이어져 온 학술
적인 성과의 연속이라는 측면이 강하므로 어떤 특정 개인이나 단체의 저작물로 보기 어렵고, 또 누군가가 내용을 일부 바
꾸고 명명을 한다고 하여도 독창성을 인정받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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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헌 인용
자신의 논문에 다른 연구를 인용할 경우에는 원저자의 저작권을 고려하여야 한다. 물론 저작권법에서는 공표된 저작
물은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하여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게 이를 인용할 수 있다고 명시하면서, 이
경우 저작자의 저작재산권을 제한하였다. 이것은 정당한 인용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fair use)으로 간주하는 것인데, 이
를 설명하는 것으로 대가이론이 있다[3]. 이에 따르면 첫째 자신의 창작물을 외부에 공표하는 것은 당연히 타인의 이용을
전제로 하므로 출처를 표시할 것을 조건으로 정당한 사용을 하면 된다는 것이며, 둘째 저작물을 이용할 때 그 대가를 지
불하는 것이 타당한 것인데, 피인용물을 자신의 저작물에서 밝히는 것 자체가 대가를 지불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인용은 이러한 논리가 바탕이 된 것이므로 필요한 조건이 갖추어진 경우에만 정당성이 성립된다. 법에서 말하는 ‘정당
한 범위 안에서의 인용’이란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자신의 저작물에 인용해야 할 필연성이 인정되는 것을 말하며, 자신의
논문이 주가 되고 인용되는 내용이 종이 되는 관계가 분명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는 인용’이란 자신
의 논문 내용과 인용되는 내용이 명확히 구별될 수 있도록 성실신의의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방식으로 인용하는 것을 말
한다.
저작자의 허락 없이 인용하려면 이러한 조건을 충족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도 출처를 반드시 표시해야 한다. 인용물의
저작자를 표시하지 않는 것은 저작재산권과 별개인 저작인격권 중 성명표시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위자료 등의 물질적인
배상을 청구받을 수 있다.
인용 대상이 ‘공표된 저작물’이어야 한다는 사실도 유념하여야 하는데, 비공개 저작물은 원저자의 허락 없이 인용할 수
없다. 이를 위배할 경우 저작재산권의 문제가 되는 것은 물론, 저작인격권 중 공표권도 침해한 것이 된다.
일반적으로 저작재산권 침해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조건이 충족되었을 때 성립한다. 첫째, 불법적인 복제여야 한다. 법
에서 허용하는 복제인 경우에는 문제가 없다. 둘째, 복제된 내용이 창작적인 표현이어야 한다.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것
은 저작권법에서 보호하지 않는다. 셋째, 기존 저작물에 의거하여 작성되고, 실질적으로 기존 저작물과 유사해야 한다. 의
거하여 작성하였으나 유사하지 않으면 2차적 저작물이 되며, 실질적으로 유사하나 의거하지 않았다면 우연의 일치로서
별개의 저작물로 인정될 수 있다.

4) 표절
표절이란 다른 사람이 창작한 저작물의 일부 또는 전부를 도용하여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발표하는 것을 말한다. 학
술 연구에서는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용하거나 베껴 쓰는 형태로 나타나며 대개는 윤리적인 문제
로 간주된다. 표절의 정의와 경계 등 자세한 사항은 다른 장에서 다루고 있으므로 여기에서는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만을
검토한다.
표절은 대개 원저작자를 밝히지 않는 형태로 나타나기 때문에 저작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표절과 저
작권 침해가 일치하는 것은 아니다. 표절은 근본적으로 가져다가 사용한 저작물의 원저작자를 적절하게 밝히고 있느냐
에 대한 문제인데, 저작권 침해는 그 저작물이 보호대상이냐에 따라 그리고적절한 과정을 거쳤는지에 따라 결정된다. 가
령 100년 전에 사망한 사람의 저작물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하면 표절이지만 저작권법 위반은 아니다. 이에 반해 어
떤 저작물의 출처를 밝히더라도 저작자의 허락을 얻지 않았다면, 표절은 아니지만 (적법한 인용이 아니라면) 저작권을 침
해한 것이 된다.
표절은 윤리적인 문제로 그칠 수 있지만, 저작권을 침해한 경우에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모두 지게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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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저자의 표시
학술 연구는 여러 사람의 공동 작업으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 연구 논문도 저자가 여러 명이다. 이럴 경우 공동저작
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창작적 기여 유무가 중요한 잣대가 된다. 단순히 일상적인 기여를 한 경우 공동 저작자로 인정받
지 못하며 이에 관해서는 다른 장에서 자세히 다룰 것이다.
저작권법의 정신으로는 일단 공동저작자가 되면 별도 계약이 없으면 모든 저작자가 동등한 권리를 갖는다. 따라서 어
느 한 사람이 임의로 저작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으며, 자신의 지분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경우에도 다른 공동저작권자
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공동저작물에서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여 행사되며, 공동저작자 중에서 대표를 정하여 저작인격권
을 행사할 수도 있다. 저작재산권은 맨 마지막으로 사망한 저작자가 사망한 후 70년간 존속된다.

6) 학술지 게재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지는 순간에 발생하는 권리이므로, 연구 논문도 기술을 마치면 저작권이 인정된다. 기술된
논문을 학술지에 투고하여 게재하는 과정은 저작권의 전부 혹은 일부를 양도하는 행위이며, 범위는 계약으로 정한다. 학
술지는 대개 연구 논문을 투고 받을 때 저자와 저작권 양도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는데, 양도 범위에 관한 세세한 내용은
없이 포괄적으로 위임을 받는 형식이 일반적이다. 이러한 경우 자구로만 보자면 저자는 저작권법에 있는 모든 권리를 학
술지에 이양하는 것으로, 이후에 자신의 논문과 관련된 어떠한 행위도 독자적으로 할 수 없어야 한다. 그러나 저작권 전
부를 양도하는 경우에도 특약이 없으면 저작물의 복제· 공연·방송 ·전시·배포권만 양도되고 2차적 저작물 또는 편집저
작물을 작성할 권리는 양도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한다.
학술 논문과 관련하여 아직 여기에 대한 유권해석이나 판례가 없지만, 현실적으로 학술지는 출판과 관련된 부분에 대
해서만 배타적인 권리는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된 계약이 없으면, 해당 연구 논문을 이용
한 2차 저작이나 기타 저작재산권의 행사는 여전히 저자의 권리로 인정된다.
일부에서는 이러한 저작권 양도가 아닌 출판권을 설정하기도 한다. 출판권은 저작권의 부분적인 개념으로 저작물을
인쇄 그 밖의 유사한 방법으로 문서 또는 도화로 발행하는 자가 이를 출판할 권리를 말하는데, 출판이 저작물을 이용하
는 가장 보편적인 형태이던 시기에 성립된 제도이다. 출판권과 유사한 권리인 배타적 발행권은 저작물을 발행하거나 복
제 전송할 권리를 가진 사람이 갖는 배타적 권리로서 출판권을 제외한 부분을 말한다. 쉽게 말해 같은 저작물을 종이로
인쇄하는 경우에는 설정하는 것이 출판권이며, 전자책으로 발행하면 배타적 발행권이 출판권과 같은 역할을 한다.
연구자가 학술 단체에 대해 출판권을 설정하게 되면 그 단체는 출판권자가 되며 학술 논문을 그대로 출판할 권리를 갖
게 된다. 이 출판권은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서 만일 다른 사람이 그 논문을 출판하는 경우, 출판권자는 저작자의
동의 없이 직접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 계약에 따로 명시되지 않는 한 출판권자는 9개월 이내에 출판을 하여야 하
며, 모든 권리는 맨 처음 출판한 날로부터 3년간 유효하다.

7) 전자출판 학술지
최근에는 전자출판을 하는 학술지가 증가하고 있다. 기존 종이 학술지와 병행하여 전자출판을 하기도 하고 전자출판
으로만 학술지를 내는 경우도 있다. 어떠한 경우라도 저작권과 관련된 사항에서 달라질 것은 없다. 전자출판도 같은 출판
이며 저작자의 권리는 동일하다. 다만 출판권을 설정한 경우라면 배타적 발행권을 설정하는 것으로 바뀔 뿐이다. 배타적
발행권도 출판권과 마찬가지로 3년간 유효하며, 배타적 발행권자는 9개월 이내에 발행할 의무가 있다.
전자출판에 의해 만들어진 컴퓨터 파일을 다른 곳에 옮기는 것은 복제에 해당하므로 원저작자의 지적재산권인 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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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을 침해한 것이 된다. 다른 사람들에게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서 링크(link)를 할 때는 방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주소
를 표시하여 이용자가 그에 따라 열람하는 단순 링크라면 저작권 침해가 아니지만, 프레이밍 링크(framing link)나 임베디
드 링크(embedded link)라면 문제가 될 수 있다. 문헌의 인용도 종이 학술지의 경우와 동일하게 해석할 수 있다.

요 약
지적재산권은 산업재산권과 저작권을 포함하는 것으로 학술 연구와 관련된 것은 주로 저작권이다. 인간의 사상이
나 감정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은 저작권법에 의해서 보호가 되며 저작재산권은 저작자의 사후 70년까지 보호
를 받는다. 저작권은 저작물이 만들어진 때부터 발생하는 권리이나, 학술연구에서 필요한 내용을 인용하는 것 등에
는 적용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합치되어야 한다. 연구 결과를 학술지
에 게재하는 과정에는 저작권의 일부 양도 혹은 출판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지며 전자출판의 경우에도 유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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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구출판윤리 위반검색
제출된 논문의 연구출판윤리 위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모든 편집인들의 주요 과제 중 하나일 것이다. 날조나 변조는
연구집단 내부의 고발이 없이는 발견하기 어렵다. 일부 전문가심사 과정에서 그림 조작이 발견되는 경우가 있으나 저자의
단순한 실수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 이곳에서 논의되는 내용은 대부분 표절의 검색에 관한 것이며 이 과정에서
중복출판이 발견되기도 한다.

1. 논문의 특성 분석
참고문헌 인용 방식이 일정치 않아서 학술지에서 정한 인용 방식과 다른 것이 섞여 있는 경우, 태(voice)나 시제의 사용
등 문장 스타일에 일관성이 없는 경우, 영국식 및 미국식 영어 단어가 섞여서 사용되는 경우, 과거에 제출한 논문과 문장
스타일이 현저하게 다른 경우, 인용된 참고문헌이 너무 오래되어 구할 수 없거나 연결이 끊어진 인터넷 사이트를 여럿 인
용한 경우, 논문 본문에 존재하지 않는 내용에 대해 인용한 참고문헌이 있을 경우 표절을 의심할 수 있다[1].
제출된 논문 파일의 작성일, 작성자, 최종 수정일을 확인하고 필요하다면 같은 저자가 과거에 제출한 파일들과 비교하
는 것이 연구출판윤리 위반 검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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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색 엔진의 활용
Google이나 Google Scholar [2] 등의 인터넷 검색 엔진에 논문 제목 혹은 인용 정보 등의 검색어를 넣어 검색함으로써 비
슷하거나 같은 제목 혹은 관련된 내용의 논문을 찾아 확인해 볼 수 있으며, 논문 제목을 따옴표에 넣어 검색하면 정확하
게 같은 제목의 논문을 찾아 볼 수도 있다. 대부분 검색 결과가 많이 표시되어 혼란스러울 수도 있으나 표절이나 중복출
판의 단서를 찾을 경우도 있다.
도서관의 검색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는 “The Summon® Service”[3]와 같은 Discovery Tool을 이용하여 인터넷
검색과 흡사한 익숙한 환경에서 도서관의 모든 내용을 검색할 수 있다. 본 협의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초록 및 전문 데이터
베이스인 KoreaMed 및 Synapse, 미국립의학도서관에서 운영하고 있는 PubMed 및 PubMed Central 검색을 비슷한 방식으
로 시도해 볼 수 있다.

3. 표절 검색 소프트웨어
컴퓨터와 인터넷의 확산으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을 쉽게 가져다 쓸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졌지만 이는 또한 표
절 검색도 더욱 쉽게 만들어 주고 있다. 대부분 소프트웨어는 텍스트 문서에서의 표절 검색을 위한 것이며, 검색 방식에는
디지털 지문 분석 방식, 용어 출현 분석 방식, 인용 패턴 분석 방식 및 스타일 분석 방식 등이 있다[4]. 대표적인 표절 검색
소프트웨어 중 하나인 iThenticate는 디지털 지문 분석 방식을 주로 사용하고 있으며 비영리 국제기관인 CrossRef와의 사
이에서 CrossCheck가 탄생하였다.
다른 한편으로 eTBLAST는 버지니아 생물정보학 연구소의 대표적인 무료 표절 검색 서비스로 텍스트 유사성 검색 엔진
의 형태를 가지고 있고, 현재 MEDLINE, 미국립보건원(NIH) CRISP, NASA 기술보고서뿐 아니라 PubMed Central의 전문
데이터베이스, Wikipedia 등에서의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5]. eTBLAST를 이용하여 표절이나 중복출판에 관련된 여러 연구
가 이루어졌으며 현재도 진행되고 있다. Déjà vu는 eTBLAST가 탄생시킨 매우 유사한 인용 데이터베이스로서 MEDLINE
검색에서 발견된 유사한 텍스트가 포함된 논문을 저장해 두었다가 추후 표절, 중복출판 혹은 번역된 논문들을 눈으로 직
접 확인한다. 검색 결과에서 많이 연관된 저자나 학술지, 출판 역사 등에 관해 검색 후 분석을 시행할 수도 있다.
이러한 유용한 기능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eTBLAST는 태생적인 한계가 있다. 대다수 다른 소프트웨어와 같이
텍스트 문서만 검색이 가능하지만 CrossCheck에서와 달리 텍스트로 구성된 문서 파일만 업로드가 가능하다. 예를 들어
일반 출판용 PDF 파일을 업로드 하면 검색이 불가능하다는 경고 메시지를 보여 주지 않으면서 글자가 모두 깨어지고 엉
뚱한 내용을 검색해서 제시한다.
PubMed Central 데이터베이스가 포함되어 있기는 하지만 초록 데이터베이스인 MEDLINE을 기본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전문을 비교하기가 매우 어렵다. 데이터베이스를 선택할 경우도 하나씩 별도로 선택하게 되어 있어 지원하는 모든 데이터
베이스에서 일괄적으로 검색할 방법이 없다. eTBLAST를 잘 활용하기 위해서는 많은 훈련과 경험이 필수적이다(그림 1)[5].

4. CrossCheck의 활용
CrossCheck는 CrossRef에서 모든 출판인 멤버들에게 제공하고 있는 표절 스크리닝 서비스로서 의편협에서는 KoreaMed
Synapse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학술지들에게 기본으로 제공한다[6]. CrossCheck는 종종 표절 검색 서비스로 일컬어지기
는 하지만 CrossCheck 만으로는 표절을 찾아내지 못한다. 두 개의 문서에서 동일한 텍스트가 발견되는 경우는 참고문헌이
라든지 수학 공식 이외에도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사람은 이것을 쉽게 구별할 수 있지만 소프트웨어는 그렇지 못하므
로 편집인의 폭넓은 경험과 이해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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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eTBLAST의 검색 화면. eTBLAST는 버지니아 생물정보학 연구소의 대표적인 무료 표절 검색 서비스로 MEDLINE,
PubMed Central의 전문 데이터베이스, Wikipedia 등에서의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1) CrossCheck의 구성
독창성을 확인하고 싶은 논문이나 문서를 CrossCheck 시스템에 업로드 하면 시스템은 잘게 나누어 분석한다. 그리고
다른 학술 데이터베이스의 자료와 비교해서 중복이 되거나 비슷한 문구가 발견되면 편집인이 확인할 수 있도록 보고서를
만들어 준다. 따라서 CrossCheck 시스템은 텍스트를 분석해서 비교해 주는 소프트웨어와 비교 대상이 되는 데이터베이
스로 이루어진다.
비교 대상 데이터베이스는 대단히 중요하다. 인터넷 상에는 많은 정보가 있지만 정작 필요로 하는 정보는 대부분 여러
다른 출판 플랫폼에 나뉘어 있고 상당수는 비용을 지불하여야 한다. CrossRef에서는 4,200개가 넘는 출판사 또는 학회와
협약을 맺고 포괄적인 전문(full text)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색인하고 있다. iParadigms사는 CrossCheck 서비스를 위한
기술을 제공한다. iParadigms사는 영국 및 미국 고등 교육기관에서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Turnitin 표절 스크리닝 도구의
제작사로 잘 알려져 있으며, 2003년부터는 iThenticate라는 상용 제품을 제공하고 있다. CrossCheck 참여자들에게 제공되
는 것은 바로 iThenticate 시스템이다.

2) CrossCheck의 작동 원리
먼저 원고를 iThenticate 시스템에 제출한다. 그러면 iThenticate 시스템은 원고를 작은 단위로 나누어 디지털 지문(fingerprint)을 만들고, 기본으로 다음의 세 가지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여 일치하는 지문을 찾게 된다.
(1) 인터넷 자료: iThenticate는 웹 페이지를 일반적인 검색 엔진과 흡사한 방식으로 색인을 하지만 과거 8년간의 자료를
축적하여 보관한다는 점에서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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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rossCheck 데이터베이스
(3) iThenticate에서 독자적으로 협력관계를 맺고 있는 Gale이나 EBSCO 등의 데이터베이스, 그리고 PubMed나 Arxiv.org
와 같은 사이트
이들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찾아 낸 일치하는 지문들은 유사성 보고서의 형태로 정리되어 일치율과 함께 편집인이
자세히 검토할 수 있도록 제공된다.

3) CrossCheck 보고서 분석
CrossCheck 보고서는 “Similarity report”, “Content tracking”, “Summary report” 및 “Largest matches”의 4가지로 이루어져
있으며 최근에 개발된 “Document viewer”는 “Match overview”와 함께 좀 더 직관적인 인터페이스를 제공한다. 즉 과거 문자
만으로 이루어진 보고서 형식에서 탈피하여 출판된 모습 그대로 이미지를 함께 보여주는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다. 처
음 원고 파일을 업로드하면 대부분 짧은 시간 내에 일치율이 표시된다. 이 때 표시되는 숫자는 단지 표제 숫자일 뿐 표절
의 척도는 아니다. 편집인은 판단을 내리기 전에 보고서를 자세히 살펴 보고 검토하여야 한다. 이는 높은 숫자의 일치율을
보이는 경우라도 합법적인 경우가 있고 적은 분량의 복사된 문장이라도 표절인 경우가 있기 때문이다.
일치율 숫자를 클릭하면 보고서의 첫 페이지로 들어가게 된다. CrossCheck의 자세한 사용법은 의편협 웹사이트나
CrossRef의 CrossCheck 페이지에서 찾아볼 수 있다[7]. CrossCheck 시스템의 가장 큰 장점 중 하나는 텍스트에 국한되기는
하지만 대부분 자료에 대한 전문(full text) 접근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여러 가지 파일 포맷을 지원한다는 것도 장점 중 하
나이다. 지원하지 않는 형태의 파일에 담긴 원고는 직접 복사해서 넣어도 검색이 가능하다. CrossCheck 시스템의 제한점은
일치하는 텍스트만 검색할 수 있다는 점이다. 사진이나 이미지, 그래프나 표 혹은 방정식은 분석할 수 없다. 방대한 양의 데
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제공하고 있기는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자료를 포함하고 있지는 않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구출판윤리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편집인 혹은 편집위원회의 몫이다. 자체 판
단이 어려운 경우는 별도의 윤리위원회를 구성하여 논의하거나 의편협 출판윤리위원회에 질의하여 답변을 얻을 수도 있
다. 연구출판윤리 위반자나 위반 논문에 대한 처리는 이 책의 다른 부분에서 다루고 있다(그림 2).

4) CrossCheck를 사용하려면
CrossCheck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CrossRef의 회원으로 가입을 하여야 하고, DOI 랜딩 페이지가 있어서 CrossCheck 데
이터베이스에 색인이 되어야 한다. 그리고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받으면 사용이 가능하다. 의편협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
구원(KISTI)이 CrossRef의 스폰서 회원으로 참여하고 있으므로 국내 학술지인 경우는 두 기관 중 하나를 통하여 신청하
면 된다. 의학 학술지인 경우는 대부분 의편협에서 담당하고 있고 의학을 제외한 과학기술 학술지는 KISTI에서 맡아서 하
고 있다. 의편협 회원인 경우는 학술지 평가를 통과하여 KoreaMed에 먼저 등재가 되어야 하고 이후에 Synapse에 참여하여
DOI를 부여받게 되면 바로 CrossCheck의 사용이 가능하다.

5. 중복출판의 검색
중복출판 여부에 대한 검색은 심사를 의뢰받은 심사자, 투고를 받은 편집인, 원고편집인 등이 시행할 수 있다. 중복출판
에 대한 검색은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할 수 있지만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중복출판 모니터링 사업의 검색 방법론은
아래와 같다[8].
① 해당년도 출판물의 5%를 Excel을 사용하여 무작위 추출한다.
② 국내:국외간 이중게재는 대상 국내 논문을 PubMed와 Google Scholar에서 “(제1저자 OR 제2저자 OR 마지막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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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ossCheck 보고서의 예. 과거 텍스트 형식의 보고서에서 직관적인 “Document viewer” 인터페이스로 바뀌면서 보
고서 분석의 혁신을 가져왔다.

AND 대표 키워드”의 검색식으로 검색한다.
③ 국내: 국내 이중게재는 대상 국내 논문을 KMBase, KoreaMed, Google Scholar에서 검색한다. PubMed와 Google Scholar
의 경우는 영문과 동일한 검색식을 사용하며 KMBase의 경우는 아래와 같은 검색식을 사용한다.
(제1저자 AND 대표 키워드)
(제2저자 AND 대표 키워드)
(마지막저자 AND 대표 키워드) 한 논문 당 총 3회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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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참고문헌 인용 방식이나 문장 스타일 등 논문의 특성 분석이나 논문 파일의 정보 확인이 연구출판윤리 위반 검
색에 도움이 될 수 있다.
-	Google이나 Google Scholar 등의 인터넷 검색 엔진, 도서관에서 사용하고 있는 각종 Discovery Tool이나
KoreaMed 및 Synapse, PubMed 및 PubMed Central 검색을 활용한다.
-	eTBLAST는 버지니아 생물정보학 연구소의 무료 표절 검색 서비스로 MEDLINE, PubMed Central의 전문 데이
터베이스, Wikipedia 등에서의 검색을 제공하고 있다.
-	CrossCheck는 CrossRef의 대표적인 표절 스크리닝 서비스로서 의편협에서는 KoreaMed Synapse에 참여하
고 있는 모든 학술지들에게 기본으로 제공된다. CrossCheck는 방대한 분량의 데이터베이스와 비교하여 일치하
는 자료를 찾아 주기는 하지만 CrossCheck만으로는 표절을 찾아내지 못한다. 보고서를 분석하여 연구출판윤
리의 위반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편집인 혹은 편집위원회의 몫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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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임상시험등록
1. 임상시험등록의 배경
근거중심의료의 개념이 확산되면서 신약, 의료기기 등 새로운 의료기술의 개발뿐 아니라 이미 의료서비스 현장에 적용
된 약물 또는 기술에 대한 임상 효과의 비교분석, 운동요법 등 행동치료, 시술 등 의료서비스 영역의 의사결정에서 임상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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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다. 의료서비스 제공자가 합리적으로 의사를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기존 임상시험 결과
를 토대로 객관적이고 체계적인 분석이 필수적이다. 즉, 체계적 문헌고찰과정은 분석에 포함되는 임상시험을 객관적으로
선정하는 것이 중요한데, 임상시험 결과를 수집하는 단계에서 출판비뚤림(publication bias)이 존재하면 합리적 의사결정
에 장애요인으로 작용한다[1].
출판비뚤림의 주요 원인은 첫째 연구자 또는 치료제 개발자가 임상시험 결과가 유의하지 않으면 결과를 출판하지 않는
경향이 많고, 둘째, 의학학술지 편집자들도 새로운 약물이나 치료기술이 효과가 있다고 의미 있는 결과가 나온 경우에 논
문 게재를 허락하는 경향을 보여, 효과가 없거나 연구대상자의 수가 적어 유의한 결과가 나오지 않으면 출판하지 않아 발생
된다. 이러한 출판비뚤림은 체계적 문헌고찰의 시작단계에서 유의한 결과로 치우치게 하여 객관적인 의사결정에 장애요인
으로 작용하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으로 국외에서는 이미 1980년대 이후 임상시험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2,3].
이러한 출판비뚤림이외에 연구윤리적인 측면에서도 임상시험등록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임상연구에 대한 정보
를 공개해 의도적으로 연구자가 유리한 결과만 발표할 수 없도록 사전에 방지하고, 불필요한 임상시험을 중복하지 않아
임상시험에 노출되는 피험자 수를 줄이고 비윤리적 임상시험이 수행되지 않도록 피험자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이 외에도 임상시험등록을 통해 유사 연구의 중복을 줄이면 제한된 연구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할 수 있고, 관련연구
자, 개발자, 연구관리기관 등에 세계적 연구동향 및 지식을 제공할 수 있다. 또한, 환자를 비롯한 일반인들에 대한 정보공
개를 통해 임상시험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편견이 없는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의학적 연구의 공익적 책임을
도모할 수 있다. 임상시험등록의 의무화는 관련 국제기구에서의 권고와 각 나라에서 여러 제도적 장치를 통해 점차 강화
되고 있다.

2. 임상시험등록의 역사
임상시험등록의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초기에는 소규모 등록사이트가 개발되기 시작하였는데 1997년 미국에서 심
각한 질환에 대한 신약개발에서 임상시험에 대한 정보등록을 법으로 규정하고(FDA Modernization Act 113), 2000년 미 국
립보건원(NIH)에서 ClinicalTrials.gov를 운영하면서 임상시험등록이 본격화되었다[4].
2004년에는 ICMJE에서 2005년 7월 이후 시작되는 임상시험의 결과를 회원학술지에 발표할 때 첫 피험자가 임상시험에
참여하기 전에 ICMJE에서 승인한 등록사이트에 임상시험에 대한 필수정보를 사전 등록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사전 등
록되지 않은 임상시험에 대해서는 논문 게재를 거부함으로써 임상시험의 등록이 활성화되었다. 이후 ICMJE 회원학술지
이외의 다른 의학학술지에서도 임상시험 사전등록을 의무화하는 출판규정이 도입되면서 사전에 등록되지 않은 임상시
험의 국제적 학술지 출판이 어렵게 되었다[5]. ICMJE는 임상시험을 등록하는 사이트에 대해 여러 요건을 제시하고 있다.
그 요건은 첫째, 별도의 비용 지불 없이 누구나 등록과 검색이 가능하며 둘째, 비영리단체 또는 정부기관에 의해 운영되고
셋째, 등록 자료에 대해 검증과정이 체계화되어 있고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한다. ICMJE는 www.ClinicalTrials.gov, www.ISRCTN.org, www.anzctr.org.au, www.trialregister.nl, www.umin.ac.jp/ctr 등 5개 등록사이트만 인정하여 왔으나 2007년 이후
에는 국제보건기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International Clinical Trial Registry Platform (ICTRP)의 primary registry도 함께 인정
하기 시작하였다. 현재 ICMJE가 인정하는 임상시험 등록사이트는 미국의 ClinicalTrials.gov와 더불어 Australia 및 New
Zealand의 ANZCTR (http://www.anzctr.org.au), 브라질의 ReBec (http://www.ensaiosclinicos.gov.br), 중국의 ChiCTR (http://
www.chictr.org), 한국의 Clinical Research Information Service (http://cris.nih.go.kr), 인도의 CTRI (http://ctri.nic.in), 쿠바의
RPCEC (http://registroclinico.sld.cu), 유럽연합의 EU-CTR (https://www.clinicaltrialsregister.eu), 독일의 DRKS (http://www.
drks.de), 이란의 IRCT (http://www.irct.ir), 일본의 UMIN-CTR (http://umin.ac.jp), 네덜란드의 NTR (http://www.trialregi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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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l), International Standar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Number Register (http://isrctn.org), 아프리카의 Pan African Clinical
Trial Registry (PACTR) (http://www.pactr.org), 스리랑카의 SLCTR (http://www.slctr.lk) 등이다[6].
미국은 2007년 9월 이후 자국에서 진행되는 임상시험(phase 2-4)의 연구정보에 대한 사전등록을 법으로 의무화하였고,
2009년부터는주요 부작용에대한 보고를 의무화하였고 2010년 9월부터는 임상시험완료 1년 이내 기초결과를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였다[7]. 미국을 제외한 다른 국가나 등록시스템은 현재까지연구결과에 대한 등록 의무화가 추진되고 있지는 않
으나 임상시험결과 공개에 대한 요구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임상시험의 사전등록은 최근 연구윤리영역에서도 강화되고 있다. 2008년 세계의사협회총회에서 개정한 헬싱키
선언에는 첫피험자의 임상시험등록 이전에 임상시험등록을 의무화하는 규정이 추가되었다[8].

3. 임상시험등록 항목
ICMJE에서 요구한 임상시험의 등록항목에는 1) 연구고유번호, 2) 중재나 비교대상에 대한 기술, 3) 연구가설, 4) 성과 측
정방법(primary and secondary outcome), 5) 연구대상자 선정기준, 6) 연구시작, 연구종료, 자료입력완료, 자료 분석 완료 예
정일 등 주요 일정, 7) 연구대상자 수, 8) 연구비지원 기관, 기업 또는 단체, 9) 연구책임자에 대한 연락처 등의 정보가 포함되
어 있어야 한다.
국제보건기구에서도 임상시험 등록 시 입력되어야 할 최소한의 항목을 제시하고 있는데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임상
시험에 대한 정보와 더불어 등록일자 등을 포함하고 있다[9].
최근 임상시험등록 항목을 확대하자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며 2005년 Ottawa Group 등에서 WHO에서 요구하는 항
목 외에도 연구계획서, 위원회명, 동의서 등 보다 확대된 자료가 필요함을 제기하였으나, 상당수의 연구자는 상세한 연구
정보의 노출을 꺼리고 있어 이에 대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10].

4. 국내 임상시험등록 현황
국내에서도 임상시험 건수가 급증하고 있었으나 이러한 정보를 공유하고, 국제적 기준에 부합하는 등록시스템이 없었
다. 그래서 많은 연구자들이 국외 학술지에 게재할 목적으로 ClinicalTrials.gov 등을 비롯한 국외사이트에 등록하여 왔다.
국립보건연구원에서는 임상연구정보서비스(http://cris.nih.go.kr) 시스템을 개발하여 2010년 5월 WHO ICTRP 연계함으로
써 CRIS에 사전등록된 임상시험의 경우 국제학술지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 CRIS는 WHO ICTRP에서 요구하
는 최소 필수항목 20개를 포함한 약 40여 개 항목을 등록하며, 임상시험과 관련된 총 11개영역(연구개요, 임상연구윤리심
의여부, 연구자, 연구비 지원기관 및 책임기관, 연구현황, 연구요약, 연구설계 및 중재, 대상자선정기준, 결과변수 등)으로
구성된다. 별도의 국어를 가지고 있는 국내 현실을 감안하여 임상연구정보의 등록은 국문과 영문으로 등록하며, webbased 등록시스템으로 온라인상으로 시간과 공간에 제약 없이 등록과 검색이 가능하다. 그 동안 국내에서는 의편협에서
임상시험의 등록을 권고하였으나 의무사항이 아니라서 등록이 부진하였으나, 2012년 상반기부터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
사업의 지원을 받는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사전 등록이 의무화되고 식품의약품안정청에서도 임상시험허가 승인 시 임상
시험 등록을 권고하기 시작하면서 등록건수가 증가하고 있다. 2013년 2월 현재까지 약 670여 건의 임상연구가 등록되어
있으며 이 중 약 70%는 임상시험이다.
국내 임상연구등록관리시스템의 구축은 국내 임상시험뿐 아니라 관찰연구 등 임상연구 수행에 대한 정보를 국제적으
로 공유하여 근거 평가의 객관성을 향상시키고, 또한 국내 임상연구 수준의 우수함을 홍보함과 동시에 임상시험의 윤리
적 수행에도 도움을 줄 수 있다. 또한 국어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일반인이나 의학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연구자도 이해
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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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tudy details required by WHO

WHO Trial Registration Data Set
1. Primary Registry and Trial Identifying Number
2. Date of Registration in Primary Registry
3. Secondary Identifying Numbers
4. Source(s) of Monetary or Material Support
5. Primary Sponsor
6. Secondary Sponsor(s)
7. Contact for Public Queries
8. Contact for Scientific Queries
9. Public Title
10. Scientific Title
11. Countries of Recruitment
12. Health Condition(s) or Problem(s) Studied
13. Intervention(s)
14. Key Inclusion and Exclusion Criteria
15. Study Type: Study type consists of 1) type of study (interventional or observational), 2) study design including:method
of allocation, masking, assignment and purpose, 3) Phase
16. Date of First Enrollment
17. Target Sample Size
18. Recruitment Status
19. Primary Outcome(s)
20. Key Secondary Outcomes
보건복지부에서 정부연구비 지원요건으로 연구자에게 등록의무를 부여하기는 하였으나, 출판비뚤림이나 윤리적 임상
시험 수행을 위해서는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임상시험에 대해 등록이 미국과 같이 법적으로 등록을 의무화하여야
하며, 이러한 방안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연구자뿐 아니라 임상연구 관련 기관의 인식이 우선 개선되어야 한다.
아직도 국내 연구자들의 상당수는 연구정보 보호차원에서 임상시험등록을 꺼리고 있으며 이러한 경향은 신약이나 의
료기기 등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허가를 목표로 하는 임상시험의 경우 더욱 심한 경향을 보이고 있다. 국외에서도 임상시
험등록의 제도화 초기에는 이러한 저항이 있었으나 임상연구에 있어서는 연구정보의 보호에 우선하여 임상연구의 윤리
적 수행 및 투명한 결과보고가 중요하다는 인식을 토대로 제도화가 추진되었다.
결론적으로 객관적 의사결정을 위한 근거자료의 공유 및 임상연구의 윤리적 수행을 위해 임상시험의 사전등록을 의무
화하고자 하는 다양한 정책적 및 민간차원에서의 제도가 국제적으로 추진되어 왔다.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연구등록관
리시스템인 CRIS가 2010년 구축되어 임상시험을 비롯한 국내 임상연구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고 그 정보를 국내뿐 아
니라 국제보건기구에서 운영하는 ICTRP를 통해 국제적으로 공유하고 있다. 하지만, 임상시험등록의 가장 기본적인 목적
인 출판비뚤림 등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연구지원기관에서의 의무화뿐 아니라 국내학술지에서의 사전등록 의무화, 식품
의약품안전청의 법제도 보완 등 다양한 제도를 통해 보다 강화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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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의료기술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임상시험을 보고할 때 출판비뚤림이 없어야 하는데, ICMJE에서는 임상
시험에서 피험자 등록이전에 임상시험개요에 대한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다.
-	임상시험 등록은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사이트에 등록해야 하며 현재 ClinicalTrials.gov외 WHO에서 운영하고 있
는 ICTRP에 등록된 사이트에 등록하면 된다. 한국에서는 CRIS (http://cris.nih.go.kr)가 WHO ICTRP의 primary registry로 등록되어 있다.
-	국내에서도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을 받은 임상연구에 대해서는 사전등록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의
편협의 소속 저널에서도 임상시험의 등록의무화가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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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의 차이와 학문윤리(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5년 9월, 의편협회
보)
2)	중복출판(이중게재)에 관한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의 입장(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06년 4월)
3) 의학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대한의학회, 2006년 7월)
4) 대한의학회 <의학논문 출판윤리준수 선언> (대한의학회, 2009년 3월)
5. 관련 Web-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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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생의학 논문 원고의 쓰기와 편집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Writing and Editing for
Biomedical Publication)

후원, 저자, 책임과 관련한 출판윤리
(Publication Ethics: Sponsorship, Authorship, and Accountability)

- 2010년 4월 개정 -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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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본 통일양식에서 인용된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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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통일양식의 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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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문서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에서 발간한 ‘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2010년도 4월 개정판
의 한글 번역본이다. 이 번역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에서 주관하였다. 본 번역본
은 ICMJE가 공식적으로 추인한 것은 아니며, ICMJE는 ‘통일양식’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ICMJE의 공식적인 최신판을 열람하려면 www.ICMJE.org를 참조하여야 한다.
이 번역본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 회원 학술지에 무료로 게재할 수 있습니다.
이를 게재하고자 하는 학술지 편집인은 대한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전화 02-7983807, 내선 108, 전자우편 kamje@kams.or.kr)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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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목적

A. ‘통일양식’에 관하여
1978년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 밴쿠버에서 종합의학학술지 편집인 몇 사람이 비공식 모임을 갖고 생의
학 학술지에 투고하려는 원고가 갖추기를 권장하는 이상적인 형식과 지침을 만들었다. 이 모임을 ‘밴쿠버 그룹’이
라고 부른다. 밴쿠버 그룹은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이 개발한 참고문헌 형식을 포함한
소위 ‘통일양식’을 작성하였고 이를 1979년에 출판 공표하였다. 그 이후 밴쿠버 그룹은 참여 인원을 확대하여 정식
기구인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로 발전하였으며,
매년 모임을 가지면서 생의학 학술지 출간과 관련한 윤리문제를 포함하여 그 관심 영역을 넓혀 가고 있다.
ICJME는 그 후 ‘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이하 ‘통일양식’으로 약함)을 여러 번 개정하였다. 원고 작성만을 다루는 ‘통일양식’에서 더 나아가
몇 가지 편집 관련 사항을 별도 항목(separate statement)으로 새로 추가하여 기술하였다. 1997년에 ‘통일양식’ 전문
이 개정되었고, 상세 사항은 1999년과 2000년 5월에 추가로 갱신되었다. ICJME는 2001년 5월에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였고, 2003년에 ‘통일양식’ 전문을 재개정, 재편성하여 별도 항목을 본문에 통합하
였으며, 2010년에 개정본을 출간하게 되었다.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기 위한 원고를 작성하는 데 필요한 ‘통일양식’에 포함된 전체 내용은 저작권과 상관없이
교육적인 용도나 비영리적인 목적으로 재출판할 수 있으며, ICJME는 본 양식을 널리 배포할 것을 권유하는 바이다.
본 ‘통일양식’의 사용에 동의하여 이 양식을 채택하고자 하는 모든 의학학술지는 각 학술지가 요구하는 원고
의 제반 준비사항이 ‘통일양식’의 권장사항과 일치한다는 사실을 학술지의 투고규정에 기술할 것을 권유한다. ‘통
일양식’에 따라 의학논문을 출간하는 의학학술지가 www.ICMJE.org에 등록되기를 원하면 ICJME 사무국으로 연
락하면 된다.
ICJME는 의학학술지 일반의 소규모 실무집단으로 회원등록을 받는 일반 기구(open-membership organization)
가 아니다. 다만 중요한 새로운 전망을 제공할 수 있는 의학학술지나 단체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느끼면 그들을 새
로운 회원으로 받아들이거나 객원으로 초청할 것이다. 생의학 논문을 출간하는 학술지 편집인이 가입할 수 있는
단체는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ww.WAME.org), 과학편집인위원회(the
Council of Science Editors, www.councilofscienceeditors.org), 유럽과학편집인협의회(th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www.ease.org.uk)가 있다.

B. ‘통일양식’의 잠재적 사용자
ICJME는 저자와 편집인이 정확하고 간결하며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는 의학학술지를 발간하고 배포하는 상
호 간의 임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도움을 주고자 본 ‘통일양식’을 만들었다. 전반부는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된
원고를 평가, 수정하고 출판하는 과정과 편집인, 저자, 전문가심사자(peer-reviewer)와 매체 간의 관계와 관련된 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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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인 원칙을 다룬다. 후반부는 원고를 준비하고 제출하는 데 필요한 기술적인 부분을 다룬다. ICJME는 이 모든
내용이 저자와 편집인 모두의 관심에 부합하리라 믿는다.
본 ‘통일양식’은 편집인뿐만 아니라 여러 이해관계자들, 즉 전문가심사자, 출판인, 언론매체, 환자와 가족 그리
고 독자들이 생의학 논문의 저자됨(authorship)과 논문편집 과정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줄 것이다.

C. ‘통일양식’의 사용법
‘통일양식’은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으로 발표하는데 필요한 윤리적인 원칙을 제시하며 편집과 저술과 관련된
상세한 기준 사항을 마련하여 권장하고자 한다. ‘통일양식’에서 권장하는 사항은 근거에 기반을 두는(evidencebased) 방법론적이고 계획된 연구 결과에 의한 것이라기 보다는 일부 특정 편집인과 저자들이 몇 년간 공통적으
로 쌓은 경험을 기반으로 작성된 것이다. 이해를 돕기 위한 설명이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이를 뒷받침할 만한 근
거(rationale)를 첨부하였다. 이와 같이 본 ‘통일양식’은 교육적인 목표에도 부합한다.
저자는 항상 이 권장사항을 따르는 것이 자신에게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 것이다. 설명에 나와있듯이 권장사
항을 따르면 학술지를 쉽게 편집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술지에 보내는 원고의 질과 명확성이 향상될 것이다. 동
시에 모든 의학학술지는 그 학술지만의 목적에 맞는 고유한 편집상의 요구조건을 제시한다. 따라서 저자는 투고
하려는 학술지가 마련한 상세한 투고규정 -예를 들어 학술지가 다루는 주제, 원고의 종류(원저, 종설, 증례보고)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 이를 따라야 한다.

2. 연구 수행과 출판에서 윤리적 고려 사항

A. 저자됨(Authorship)과 기여자됨(Contributorship)
1) 표지 저자란에 기재된 저자(Byline Authors)
일반적으로 ‘저자’란 출판된 논문에 지적으로 상당한 기여를 한 사람을 일컬으며 생의학 논문의 저자는 학술
적, 사회적, 재정적 부분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1]. 저자는 연구 수행과 논문 작성에서 최소한 하나 이상의 요소
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각 요소에 책임자가 누구인지 구분할 수 있어야 하고, 모든 공저자의 능력과 진실성을 담보
할 수 있어야 한다. 과거에는 독자가 논문에 기재된 저자와 기여자가 연구에 어떠한 기여를 했는지에 대한 정보를
거의 얻지 못하였다[2]. 그래서 현재 몇몇 학술지가 적어도 원저에 대하여 논문에 기재된 저자나 기여자의 역할에
관한 정보 제공을 요청하고 실제로 그 내용을 학술지에 게재하기도 한다. ICJME는 각 학술지의 편집인이 전체 논
문을 작성하는 데 참여하고 책임지는 저자와 도움을 준 기여자를 구분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시행
하도록 강력하게 권장한다.
기여자와 연구책임자(guarantor)를 별도로 구분하는 것이 연구 기여도와 관련된 모호한 부분을 대부분 분명하
게 해줄 수 있지만, 저자됨을 특정하기 위한 기여의 양과 질에 대한 의문은 여전히 남아 있다. ICJME는 다음과 같이

8

66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저자됨에 필요한 기준을 권장한다. 이 기준은 저자와 기여자를 구별하는 학술지에 유용한 기준이 될 것이다.
●

저자가 되기 위하여는 1) 학술적 개념과 계획, 자료의 수집,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상당한 공헌을 하고, 2)
논문을 작성하거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며, 3) 출판할 논문의 최종 원고를 읽고 동의하는, 이
세 가지의 조건을 모두 만족시켜야 한다.

●

여러 기관의 연구진이 참여하는 대규모 연구의 경우, 그 단체는 논문 내용에 직접 책임을 지는 저자의 정보
를 확인해야 한다[3]. 논문에 저자로 참가하는 사람은 위에 정의한 저자의 모든 기준에 부합하여야 하며, 편
집인은 저자 개개인에게 저자로서 역할과 이해관계 고지문(conflict-of-interest disclosure form)을 작성하도록
요청해야 할 것이다. 공저자들이 속한 단체의 이름으로 원고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가 논문으로 출간되었을 때 어떤 방식으로 저자명이 인용되기를 원하는지(preferred citation)를 명확
히 기술하고 인용을 원하는 단체의 이름 또는 저자명을 모두 밝혀야 한다. 학술지는 일반적으로 공동연구에
참여한 여타 참여자는 감사문(acknowledgements)에 명단을 올린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단체명과 단체
가 논문 작성에 기여했다고 확인한 개개인의 저자명을 색인 데이터베이스에 등재하며, 감사문에 기재된 사
람들은 공동연구자(collaborator)로 기록한다.

●

연구비 확보, 자료 수집, 전반적인 연구감독 만으로는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한다.

●

저자로 지명된 모든 사람은 저자됨을 충족하는 자격이 있어야 하며 그들의 이름은 모두 명기되어야 한다.

●

모든 저자는 논문의 내용에 공적으로 책임을 지고 해당하는 연구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현재 몇몇 학술지는 연구책임자(guarantor), 즉 연구 시작부터 논문이 출판되기까지 모든 과정에 책임을 지는
한 명 혹은 복수의 저자를 지정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최근 다기관 임상시험의 저자명이 점차 참여한 연구진들의 단체명으로 되어 가는 경향이 있는데, 저자로 기재
된 모든 구성원들은 저자됨에 필요한 위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
연구진은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저자 또는 기여자를 구분하여 결정해야 하며, 책임저자 또는 연구책임자는 저
자 또는 기여자의 역할과 순서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저자됨과 기여자됨을 구분하여 결정하거나, 저자됨과 관
련한 갈등을 중재하는 것은 편집인이 관여할 업무가 아니다.

2) 감사문(Acknowledgement)에 기록되는 기여자(Contributors)
저자됨의 기준에 부합하지 못하지만 연구와 논문발표에 기여한 사람들의 이름은 감사문에 기여자로 기재한
다. 이 난에 기재되는 사람은 연구 수행에서 단순 기술지원을 하였거나, 논문 작성에서 보조역할을 하였거나, 단순
히 일반 지원 업무를 제공한 부서의 장 등이다. 편집인은 책임저자에게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자료분석, 논문작성
등에 도움을 준 사람과 내용을 밝히도록 요구하여야 한다. 이러한 도움을 받았을 경우, 저자는 도움 받은 내용과
도움을 준 사람의 정보 등을 모두 밝혀야 하며, 재정 지원이나 재료의 제공 등도 모두 포함시켜야 한다.
논문을 작성하는데 도움을 주었거나 연구 재료를 제공하였지만 저자의 자격을 갖추지 못한 기여자는 임상 조
사자(clinical investigators) 혹은 참여 조사자(participating investigators)의 명칭으로 그 이름을 기재하며, 그들의 기
여 내용은 예를 들어 “과학자문(scientific advisors), 정밀하게 검토(critically reviewed the study proposal), 자료를 수집
(collected data), 대상 환자의 치료 및 자료제공(provided and cared for study patients)” 등으로 적는 것이 적절하다.
독자들이 논문의 내용과 결론을 신뢰하게 하기 위하여 모든 기여자는 감사문에 자신의 이름이 기재되는 것에
대해 서면동의를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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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편집과 편집권(Editorship)
1) 편집인의 역할
학술지의 편집인은 해당 학술지의 전체 내용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의학학술지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학술지
가 표방하는 목표에 부합하며, 신뢰할 수 있고, 읽을 만한 학술지를 합당한 가격에 출판하려고 함께 노력한다. 그
러나 발행인과 편집인은 그 역할이 서로 다르다. 발행인은 편집인을 임명 또는 해고하는 권한을 갖고 사업상 중요
한 결정권을 행사하며, 편집인은 발행인이 사업상 결정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협조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학술
지 내용을 결정하는 모든 권한을 확보해야 한다. 편집권 독립이라는 개념은 편집인 직위가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의연하게 지켜야 한다. 이러한 편집권의 독립을 실질적으로 행사하기 위해서 편집인은 중간관리자가 아닌 최고 경
영진과 대화할 수 있는 통로를 확보하고 있어야 한다.
편집인은 의학학술지 발행인과 임용 계약을 하면서 편집인의 권한과 임무, 임용에 관련된 일반적 사항, 마찰이
있을 경우의 해결 방법 등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편집자문위원회를 독립적으로 운영하면 편집인이 편집 방침을 정하고 편집 방침대로 일하는데 도움이 된다.

2) 편집권의 독립(Editorial Freedom)
ICJME는 세계의학편집인협의회(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의 편집권 독립에 대한 정의를 그대로 수
용한다. 이 정의에서 말하는 편집권 독립이란 편집인이 학술지의 내용과 발행간기 등 편집과 관련한 모든 권한을
가지는 개념을 뜻한다. 학술지 발행인이 학술지에 포함되는 개별 논문의 평가, 선정, 편집 등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
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서는 안 된다. 발행인은 편집인에게 계약 관계를 행사하여 별호(supplements)
의 발간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별호에 대해서는 3.F.항을 참조 . 편집자 註). 편집인은 연구의 가치와 중요성의 판단
기준을 학술지의 상업적 성공이 아니라 학술지 독자들의 안목에 맞추어야 한다. 편집인은 의학과 관련한 어떠한
의견이라도, 그것이 발행인의 상업적 목적과 상충하더라도, 자유롭게 책임 있는 비판을 할 수 있어야 한다. 편집인
이나 편집인의 모임(협회 등 단체기구)은 편집권의 자유와 독립을 지킬 의무가 있고 편집권을 침해 받으면 국제의
학학술지 관련 단체에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C. 동료에 의한 전문가심사(Peer Review)
치우치지 않고 독립적이며 신중한 학술적 평가는 과학적인 연구 과정을 포함한 모든 학문 연구에 있어서 본질
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동료에 의한 전문가심사(이하 전문가심사로 약함)는 학술지에 제출된 원고를 편집위원회
에 속하지 않은 전문가가 학술적으로 평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전문가심사는 과학 연구의 중요한 연장선상에 있
다. 이 평가과정의 실제 가치가 연구된 적이 별로 없고 흔히 논쟁거리가 되기도 하지만[4], 전문가심사는 편집인들
이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도움을 주며 저자와 편집인이 논문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
록 도와주는 것이 사실이다. 전문가심사를 받은 학술지는 여기에 담긴 논문을 외부의 더 큰 심사를 위하여 이를
널리 공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검토를 위해 제출되는 원고의 수나 종류, 전문가심사자의 수, 심사과정 그리고
심사자의 의견을 반영하는 방법은 학술지 별로 천차만별일 수 있다.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서, 각 학술지는 편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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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 투고 후 게재까지 평균 시간 등을 투고규정을 통해 공개하여야 한다.

D. 이해관계(Conflicts of Interest)
전문가심사 과정과 출판된 논문의 대외 신뢰성이나 권위는 논문의 작성, 전문가심사, 편집의 전 과정에서 얼
마나 이해관계를 잘 해결하였는가에 달려 있다. 저자(또는 소속 기관), 전문가심사자, 편집인 등이 그들의 업무에
부적절하게 편향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개인적인 관계(중복된 직무, 경쟁적 이해관계, 특허 또는 저
작권료와 관련한 부분)를 맺고 있을 때 이해관계가 있다고 말한다. 이러한 관계는 무시할 만큼 미미한 정도부터 결
정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크고 심각할 수 있지만, 이들이 모두 ‘이해관계’를 갖고 있다고 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이
러한 관계가 실제로 과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쳤는지 여부에 관계 없이 이해관계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본인 또
는 직계 가족의 재정적 관련성, 예를 들면 고용관계, 고문(顧問), 주식 보유, 사례금, 전문가 자문 등이 가장 전형적
인 관계이며, 또 실제로 학술지, 저자, 논문의 학술적인 신뢰를 훼손하는 가장 흔한 원인이 된다. 이외에도 개인적인
친분 관계, 학문적인 경쟁, 그리고 지적 열정 같은 것도 이해관계에 따른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논문의 심사와 출판의 전 과정에 참여하는 모든 관계자들은 이해관계의 가능성이 있는 모든 관련성을 빠짐
없이 밝혀야 한다. 이러한 관련성은 물론 사설(editorial)이나 종설(review)에서도 중요하다. 왜냐 하면 이러한 종류
의 글에서는 원저 논문에 비하여 독자가 비뚤림(bias)을 발견하기 더욱 어렵기 때문이다. 편집인은 관련자의 이해
관계나 재정적 관련성을 고지하는 문서를 편집 과정에서 결정 근거로 사용하고, 이들이 게재된 논문을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편집인은 이 정보를 출판하여 공개할 수도 있다.

1) 저자의 의무와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저자가 원고를 제출할 때, 그것이 논문이든 서한이든 간에 해당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재정 사항이나 인
간관계를 고지할 책임이 있다. 특히 모호한 부분을 없애기 위해서 저자는 이해관계 가능성의 여부를 명확하게 밝
혀야 한다. 이 내용은 표지 다음에 이해관계 고지문 페이지를 만들어 자세한 내용을 실어야 하며, 필요한 경우 편
집인에게 보내는 투고 편지(cover letter)에 이 같은 내용을 기술하기도 한다(4.A.3. 이해관계 고지문 참조).
ICMJE는 이해관계에 관한 통일된 고지문 양식을 개발하여 2009년에 ICMJE 가입 학술지에 시험 운용하고 있
다. 이 양식의 2판이 곧 발표될 예정이며, ICMJE는 여타 학술지들도 이 양식을 채택하기를 기대한다.
저자는 논문을 작성하거나 여러 가지 도움을 준 사람들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어야 하고, 재정 지원이 있는 경
우에는 이를 밝혀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참여자의 ‘이해관계’ 가능성도 밝혀야 하고, 원고에 그 내용을 기술해야
한다.
또한 편집인은 저자가 밝힌 ‘이해관계’ 가능성에 관한 내용을 출판할지를 결정해야 하고, 조금이라도 의심이
가는 경우에는 주의하는 측면에서 출판하는 것이 좋다.

2) 연구 지원과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영리 회사, 사립 재단,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는 연구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재정 지원은 연구 수행을
타당하지 못한 방향으로 오도할 가능성이 있으며, 그 결과를 불신하게 만들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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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는 믿을만한 연구 결과를 제출할 윤리적인 책무를 갖는다. 연구자들은 가용한 모든 자료에 접근하여
독립적으로 분석하고 논문으로 출간하는데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사적인 동의서에 서명해서는 안 된다. 저자는
연구의 재정지원자의 역할을 밝혀야 하며, 필요하다면 연구 계획, 자료의 수집, 분석 및 해석, 보고서 작성, 그리고
얻은 결과를 논문으로 투고할 것인지 결정하는 과정도 밝혀야 한다. 외부의 지원을 받지 않았다면, 받지 않은 사
실도 밝혀야 한다. 재정지원자가 연구에 직접 참여하였다면 그것은 그 자체로 방법론적으로 편향된 것과 다름이
없다. 따라서 몇몇 학술지는 연구 방법란에 재정지원자가 연구에 관여했는지에 관련된 정보를 요청하기도 한다.
편집인은 연구 결과에 대한 독점적 지배권이나 재정적 기득권을 가진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재정지원을 받는
연구를 수행한 저자에게 “연구에 사용된 모든 자료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으며, 자료의 진실성과 자료 분석
의 정확성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진다”라는 내용이 담긴 확인서에 서명을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편집인은 연구 논
문의 출간을 결정하기 전에 상세한 연구계획서와 연구와 관련된 계약서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편집인은 독
립적인 생의학 통계전문가에게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을 의뢰할 수 있다. 만약 재정지원자가 연구보고서를 출간할
저자의 권리를 통제하려고 든다면 편집인은 그 연구논문의 출간을 고려하지 않을 수도 있다.

3) 편집인, 학술지 관련자 혹은 전문가심사자와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
편집인은 이해관계가 명백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외부 전문가심사자(예를 들어 저자와 같은 연구실이나 기관
에서 근무하는 사람)는 선택하지 말아야 한다. 저자는 흔히 이해관계 가능성을 이유로(대개 전문적인 이유로) 전
문가심사를 의뢰하지 말기 바라는 사람들의 이름을 거론하는 수가 있다. 이럴 경우 필요하면 저자에게 그에 대한
정당한 사유를 밝힐 것을 요청해야 한다. 이것은 편집인이 저자의 그러한 요청을 받아들일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
는데 중요한 요소가 된다.
전문가심사자가 원고를 평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으면 이를 편집인에게 알려야 하고,
이러한 원고의 심사는 맡지 말아야 한다. 전문가심사자가 ‘이해관계’와 관련하여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을 경우,
편집인은 그들이 미처 밝히지 못한 저자의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거나, 아니면 이해관계 가능성이 없거나 둘 중 하
나를 의미한다고 판단한다. 그러므로 전문가심사자에게도 이러한 ‘이해관계’ 여부에 대하여 밝힐 것을 요청해야
한다. 또한 전문가심사자는 심사하는 논문의 출판 전에 그 연구 내용을 자신의 이익을 위해 사용해서는 안 된다.
투고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편집인도 그들이 다루는 연구 결과나 논문에 개인적, 직업
적, 또는 재정적으로 연관이 전혀 없어야 한다. 만약 편집 과정에 참여하는 다른 직원이 있다면 그들도 현재 진행되
는 연구와 재정적으로 이해관계가 있는지 편집인에게 밝혀야 하며, 이해관계 가능성이 있는 경우 편집 과정에 관
여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과 편집에 참여하는 직원들은 개인의 이익을 위해서 편집에 관련하여 얻은 어떠한 정보
도 사용해서는 안 되며 학술지를 출간하는 과정에 관련된 ‘이해관계’ 가능성에 대한 고지문을 정규적으로 출판
해야 한다.

E. 사생활과 비밀보호
1) 환자와 연구 참여자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 받을 권리가 있으며, 이는 피험자동의서(informed consent)에 의하지 않고서는 침해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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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다. 이름, 이름의 머리 글자, 병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 정보는 논문의 서술 부분, 사진, 가계(家系) 등 어떤 형태
로도 출판할 수 없다. 단, 환자의 개인 정보가 과학 정보로서 필수 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하기 전에 환자, 부모 또
는 보호자에게 설명하고 서면으로 ‘피험자동의서’를 받아야 하며, 출판 예정 원고를 환자에게 보여 주면서 설명하
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저자는 환자에게 개인정보가 출판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다
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환자의 동의는 문서로 남겨야 하며 관련 법령에 따라 학술지나 저자 별로, 또는 양자 별로
각각 보관하여야 한다. 여기에 적용되는 법령은 지역에 따라 다르고, 학술지는 법령의 취지를 따라서 개별적인 관
련 규정을 정해야 한다.
환자의 세부적인 신상에 관한 사항은 꼭 필요한 경우가 아니라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환자의 익명성을 담보하
기 어려운 가능성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피험자동의서를 받아야 한다. 예를 들어 사진에서 눈 주위를 가리는 정도
로는 익명성을 보장할 수 없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환자의 일부 자료, 예를 들어 가계도 등의 자료를 수정하는
경우에는 저자는 이 같은 수정으로 인해 객관적 사실이 왜곡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증해야 하고, 편집인은 원자료
가 수정되었음을 밝혀야 한다.
각 학술지는 ‘피험자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피험자동의서를 받은 경우
에는 그 사실을 출판하는 논문에 명시하여야 한다.

2) 저자와 전문가심사자
원고를 심사할 때에는 저자의 개인정보를 철저하게 존중하여야 한다. 저자가 원고를 투고하는 행위는 자신이
연구하고 창의적으로 노력한 결과물을 편집인에게 믿고 맡기는 의미가 있다. 저자의 개인정보가 원고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노출되면 저자의 권리가 침해될 수 있다. 전문가심사자 또한 개인정보를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편집인
은 이를 존중해야 한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이 같은 개인정보가 공개될 수도 있지만, 이 같은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호받고 존중되어야 한다.
편집인은 원고에 대한 정보(원고 접수, 원고 내용, 심사 과정과 그 상황, 전문가심사자의 평가 내용 및 채택 여
부)를 저자와 전문가심사자 이외에 누구에게도 공개하면 안 된다. 여기에는 이 자료를 법적인 절차에 활용하는 요
청도 포함한다.
편집인이 전문가심사자에게 심사를 의뢰하면서 보내는 원고는 아직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볼 수 있는 특권에
해당하는 것이며, 그 내용은 저자의 사유 재산임을 명백히 알려야 한다. 그러므로 전문가심사자와 편집인은 저자
의 연구 내용을 출판 전에 공개적으로 토의하거나, 그 연구 아이디어를 도용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저
자의 권리를 존중해야 한다. 전문가심사자가 편집인의 동의 없이 원고를 복사하여 보관하거나, 다른 사람과 공유
하는 행위가 있어서는 안 된다. 전문가심사자는 심사가 끝난 후에 자료를 모두 파기하거나 편집인에게 반송하여야
한다. 편집인은 게재 거부된 원고를 복사하여 보관해서도 안된다.
전문가심사 의견은 출판되어서는 안 되며, 전문가심사자, 저자, 편집인 모두의 동의 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전문가심사자를 익명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견의 차이가 있을 수 있다. 저자는 자신이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가 심사를 익명으로 진행하는지 여부를 그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통해 참조할 필요가 있다. 심사평에 전문
가심사자 서명이 없는 한 저자나 다른 사람에게 전문가심사자의 동의 없이 신원이 공개되어서는 안 된다.
심사평을 원고와 함께 출판하는 학술지도 있으나, 저자와 전문가심사자의 동의 없이 출판할 수는 없다. 그러
나 원고에 대한 전문가심사자의 심사평을 같은 논문의 다른 전문가심사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허용되며, 이는 심

13

부록 71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생의학 학술지 투고 원고의 통일양식

사 과정을 통해 전문가심사자가 서로의 정보를 공유함으로써 심사의 적확성을 높이는 효과가 있다. 편집인은 원
고의 게재여부에 대한 결정 사항을 전문가심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F. 연구 대상 사람과 동물의 보호
인간 대상 연구의 경우, 저자는 연구 진행과정이 인간 대상 연구에 책임 있는 국제 또는 국내 기관의 윤리 지침
과 1975년에 제정된 헬싱키 선언문(2008년에 개정)을 준수했는지 여부를 밝혀야 한다[5]. 연구가 헬싱키선언문대
로 진행되었는지 의구심이 제기되면 저자는 그들의 연구 방법에 대한 근거를 제시해야 하며, 기관의 심사위원이
연구 내용 속에서 의심되는 부분을 공개적으로 인정했다는 사실을 공지하여야 한다. 동물실험을 할 경우, 저자는
실험동물의 취급과 사용에 관한 국내외 실험지침을 따랐는지 명시해야 한다.

3. 생의학 학술지 출간과 관련한 출판 및 편집상의 문제

A. 부정적인 연구 결과(Negative Study)를 출판할 의무
편집인은 출판 여부를 결정할 때 중요한 주제에 대하여 세심하게 진행된 연구인지, 학술지 독자에게 적합한 연
구인지,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결과인지를 신중하게 고려해야 한다. 통계학적 유의성의 결여 때문에 게재를 거부하
는 것은 ‘출판 비뚤림(publication bias)’의 주요한 원인이다. (부정적인 연구 결과는 가설에 대한 결론을 내리지 못한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를 출판하는 것은 학술 발전에 도움이 되지 않고 학술지 발간에 필요한 자원을 낭비한다
는 측면이 있지만, 출판 여부의 결정은 여러 가지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결론이 나지 않은 연
구에도 관심을 가져야 한다. 편집자 註)

B. 정정, 철회 및 우려 표명
학술지 편집인이 원고를 접수할 때 편집인은 저자가 관찰한 연구를 정직하게 보고하는 것이라고 가정해야 한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 가지 유형의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출판한 논문에서 오류(error)가 발견되어 이를 정정 기사(correction) 또는 오류 보고(erratum)의 형태로 출
판하여야 하는 경우이다. 정정 기사는 쪽수가 부여되는 출판물의 한 부분으로 목차에도 수록해야 하며, 하나의
온전한 원작 문헌이다. 인터넷상에서는 원본 논문과 서로 링크를 걸어 쉽게 이동할 수 있게 만들어 놓는다. 오류의
정도가 연구 전체 골격을 손상시킬 정도로 심각한 경우도 있을 수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없고, 만약 발생한다면 편
집인과 저자 사이의 개인적인 차원에서 다루어야 한다. 논문의 오류란 정상적인 연구 전개 과정에서 새로운 과학
정보가 출현하여 이전에 출판된 연구 보고의 결함이 드러나는 것과는 다른 것이므로 이 두 가지를 혼동하면 안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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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후자의 경우는 정정 기사나 논문 철회(withdrawal)의 대상이 아니다.
두 번째 어려운 상황은 과학적 연구 부정행위(scientific fraud)이다. 투고한 원고나 출판된 논문의 연구 진실성
에 대해 상당한 의문이 제기되면 편집인은 적절한 방법으로 이 문제를 추적해야 하는데 통상적으로 저자의 소속
기관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일반적으로는 모든 조사를 수행하고 최종 결정을 내리는 것은 편집인의 책임이 아니
며, 연구를 수행한 기관이나 연구비를 지원한 기관의 책임이다. 해당 기관은 결정한 조치의 내용을 즉시 편집인에
게 알려야 하며, 허위 논문 (fraudulent paper)이 이미 출판되었다면 편집인은 해당 논문의 취소 기사(retraction)를 게
재해야 한다. 이상의 조사 방법으로 만족할 만한 결론에 이르지 못하면 편집인은 자신이 직접 조사를 수행하거나,
취소 기사 대신에 연구 진실성에 대한 우려 표명(expression of concern)을 게재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도 있다.
취소 기사나 우려 표명은 인터넷 온라인판뿐만 아니라 인쇄된 학술지에서도 쪽수가 부여되는 중요한 부분으
로 목차에 수록해야 하며, 기사 제목에 원 논문의 제목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들을 단순히 편집인에게 보내는 글
(letter to editor)로 취급해서는 안 된다. 취소 기사의 제1저자는 원 논문의 제1저자와 같은 것이 이상적이지만, 경우
에 따라서 책임 있는 다른 사람이 논문을 취소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도 있다. 취소 논문에서는 원 논문을 취소하
는 이유를 설명해야 하며, 원 논문에 대한 온전한 참고문헌으로 남는다.
허위 논문이라는 것이 밝혀지면 그 저자가 이전에 수행한 연구도 그 신뢰성을 상정하기 어렵다. 편집인은 허위
논문을 쓴 저자의 소속기관에 자신이 관리하는 학술지에 게재된 이전 논문의 학술적 가치를 확인하거나 취소하
도록 요구할 수 있다. 아니면 편집인은 그 저자가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진실성이 불투명하다는 우려 표명을 공지
할 수도 있다.
편집 관련 또는 연구 진실성과 관련하여 문의사항이 있는 편집인은 출판윤리위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에서 작성한 지침서(flow charts)를 참고하면 도움이 된다(http://www.publicationethics.org.uk). COPE는
1997년도에 창립된 전문가심사를 하는 학술지 편집인의 협의체로 학술기록의 진실성 유지를 위한 업무를 다룬다.
COPE는 편집인들이 출판과정에서 발생하는 윤리위반 문제에 대하여 보고하고 기록하며 조사하는 일을 지원한
다. 이 단체의 궁극적인 목적은 연구나 출판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윤리위반 사안에 대하여 편집인들이 가장 잘
대처할 수 있는 공명판(sounding board)를 제공하는 것이다.

C. 저작권(Copyright)
많은 생의학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저작권을 학술지에 양도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나 “무료공개(open-access)”
학술지가 늘어나면서 저자에게 저작권양도를 요구하지 않는 학술지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편집인은 저자와
학술지에 실린 내용을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저작권양도에 관한 사항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학술지에 게
재된 논문의 저작권 상태는 다양할 수 있는데, 저작물의 성격 자체가 저작권 등록을 할 수 없는 경우(예를 들어 미
국 정부 또는 여타 정부기관의 연구 과정에 고용 또는 용역관계를 맺고 작성된 문건), 편집인이 다른 사람에 대한
저작권을 포기한 경우, 저작물의 사용권이 일부 보장되는 경우(학술지가 아닌 다른 출판물이나 전자출판물에 허
락을 받고 인용하는 경우)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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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중복출간(Overlapping Publication)
1) 중복투고(Duplicate Submission)
모든 생의학 학술지는 투고된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도 동시에 투고되어 출판의 대상이 될 것으로 생각하지 않
는다. 이와 관련해서 두 가지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즉, 1) 둘 또는 그 이상의 학술지가 동시에 투고된 한 논문
을 출판할 권리를 주장하여 합의되지 않을 가능성과, 2) 둘 또는 그 이상의 학술지가 본의 아니게 불필요한 심사,
편집, 출판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가능성이다.
그러나 각 학술지의 편집인들이 공중보건에 중대한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여러 학술지가 동시에, 또는
공동으로 한 논문을 출판할 수도 있다.

2) 중복출판(Redundant Publication)
중복출판이란 인쇄된 출판물이나 전자매체를 통해 이미 출판된 논문을 중복하여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이 명백한 의도를 갖고 그 논문을 다시 출판하는 것이라는 설명이 없는 한, 학술적인 내
용을 다루는 주요 정기간행물 (primary source periodicals)을 구독하는 독자는 그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이 모두 처
음으로 출판되는 원저라고 간주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입장은 국제 저작권법(international copyright law), 윤리
적 규범(ethical conduct), 정보 자원의 효과적인 이용(cost-effective use of resources) 등에 입각한 것이다. 특히 원저 논
문의 중복출판이 문제가 되는데, 하나의 연구업적이 부당하게 중복 인정되거나 결과의 중요성이 부적절하게 부각
되어 학술적 근거를 왜곡시키기 때문이다.
연구 내용의 대부분이 이미 출판된 논문에 나와 있거나, 전자출판을 포함하여 다른 학술지에 투고 또는 게재
예정인 원고에 포함된 연구 내용을 다시 출판해주려는 학술지는 없다. 그러나 이러한 정책이 다른 학술지에서 게
재를 거부한 논문이나, 학술대회에서 초록 또는 포스터 등으로 출판된 예비보고(preliminary report)를 완성시켜
보고하는 논문까지도 배제하는 것은 아니며, 학술대회에서 발표했으나 아직 출판하지 않았거나, 학술대회 초록
집 또는 연구발표회 회보 등에 게재예정인 논문들도 고려대상에서 제외하지 않는다. 예정이 잡힌 학술대회 이전
에 간략한 언론보도(press report)를 통해 발표한 경우도 보통 제외시키지 않지만, 상세한 추가 자료(additional data),
또는 도표와 그림과 같은 구체적인 자료가 포함되어서는 안 된다. ICMJE는 ICMJE가 인정하는 임상시험 등록기관
(clinical trial registry)의 시험계획대로 이루어지고, 간략한 형태의 초록이나 도표로 출판된 경우에는 임상시험 등
록기관에 의해 발표된 결과를 중복출판의 대상이 되는 출판으로 보지 않는다. ICMJE는 임상시험의 결과보고를
참고문헌으로 인용이 가능한 하나의 완전한 출판물로 간주하며, 전문가심사를 거치는 학술지에 게재되지 않았
음을 명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저자가 원고를 투고할 때 중복출판으로 간주될 가능성이 있는 논문을 출판한 일이 있거나, 투고하는 원고와
같거나 비슷한 내용(학술대회 발표 또는 임상시험 결과의 게시 등)을 다른 학술지에 이미 투고한 경우 이 사실을
편집인에게 반드시 밝혀야 한다. 이미 출판된 논문이나 다른 학술지에 투고 중인 논문과 관련한 주제가 원고에 포
함되어 있는 경우, 저자는 그 사실을 편집인에게 밝혀야 한다. 새로 쓰는 이런 종류의 원고에는 이미 출판된 관련
논문을 언급하고 인용하여야 한다. 또한 이미 출판한 논문의 사본을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 편집인이 이 문제를 처
리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만약 사전에 알리지 않고 중복출판을 시도하거나, 이미 중복출판이 되었다면 저자는 편집인이 해당 저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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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투고와 관련된 제반 사항에 대해 제재조치를 취할 것이며, 최소한 투고된 원고는 즉시 거부될 것이라는 사실
을 예상해야 한다. 편집인이 중복 투고된 사실을 모르는 상태에서 원고가 이미 출판되었다면 편집인은 저자 해명
이나 동의 절차를 밟지 않고 그 논문이 중복 또는 이중으로 발표되었다는 사실을 학술지에 공표할 것이다.
대부분의 학술지들은 게재가 결정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편집인에게 보내는 편지까지 포함하여)
의 정보를 대중매체, 정부기관, 또는 정보유통업체에 미리 발표하는 것을 규정 위반으로 간주한다. 자료의 사전 공
개를 허용하는 경우가 드물게 있는데, 새로운 중요한 치료법이 개발되었거나 공중보건에 중대한 위해를 끼칠 수
있는 상황(약물, 백신, 생물학적 제품, 의료기구의 심각한 부작용의 발생, 또는 대중에게 시급하게 알려야 할 중대
질환의 출현 등)이 발생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3) 허용되는 이차출판(Acceptable Secondary Publication)
정부기관이나 전문기구에 의해 작성된 지침서(guideline)와 같이 일부 특정한 형태의 문건은 가능한 한 많은
독자가 볼 수 있도록 널리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필요가 있는 경우 편집인은 이미 다른 학술지에 발표된 논
문이나 자료를 해당 학술지의 편집인과 저자의 동의를 얻어 다시 출판하기도 한다. 특정한 이유로 이차출판이 필
요한 경우에는 다음 조건을 모두 충족하면, 원전과 같은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특히 다른 나라에서) 이차출판 하
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으며 어떤 면에서는 유익할 수도 있다.
1) 저자는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 편집인과 이차출판을 하려는 학술지 편집인 양쪽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차출판과 관련이 있는 학술지 편집인은 원전의 사본, 재인쇄본(reprint) 또는 원고 원본을 갖고 있어야 한다.
2) 원전을 출판한 학술지의 우선권을 존중하여(양쪽 편집인이 따로 합의하지 않는 한) 일차출판과 이차출판
사이에 최소한 일주일 이상 간격을 두어야 한다.
3) 이차출판을 하는 학술지는 원전 학술지와 다른 독자층을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축약판(abbreviated version)으로 충분할 수도 있다.
4) 이차출판한 논문은 원전의 자료와 해석을 성실하게 그대로 반영하여야 한다.
5) 이차출판한 논문의 표지(title page)의 각주(footnote)에 이 논문의 전부 혹은 일부가 이미 출판되었음을 독자,
동료, 색인초록기관이 알 수 있도록 명시하고 원전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여야 한다. 적절한 각주의 예문은
다음과 같다: “이 논문은 ○○○ (학술지명)에 처음 발표된 □□□(논문의 서지사항)에 기초하고 있다.” 이
차출판의 승인비용은 무료로 해야 한다.
6) 이차출판 논문의 제목에 이차출판 (원본의 재출판, 요약본의 재출간, 번역본의 재출간, 또는 요약번역본의
재출간)이라는 것을 명시해야 한다.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은 번역본을 이차출판으로 간주하지 않으며, 원 논
문이 게재된 학술지가 MEDLINE에 색인되어 있으면 번역본을 다시 인용하거나 색인하지 않는다.
7) 복수 언어로 출판하는 학술지의 편집인은 국립의학도서관이 주 언어 논문을 색인하는 원칙을 알고 있어야
한다. 만약 캐나다 학술지처럼 한 논문의 원문이 한 학술지에 복수의 언어로 동시에 출판되는 경우 MEDLINE에 복수 언어를 병기한다(예: Mercer K. The relentless challenge in health care. Healthc Manage Forum. 2008
Summer;21(2):4-5. English, French. No abstract available. PMID:18795553.)
4) 동일 연구에서 나온 경쟁 원고(Competing Manuscripts)
공동연구자 간의 논쟁을 포함하는 논문의 출판은 학술지 공간을 낭비하고 독자들에게 혼동을 준다. 한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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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진의 일부만 참여하여 작성한 논문을 편집인이 알고 출판하였다면 이는 나머지 연구진들의 저작권을 부정하
는 것으로 독자가 연구 결과의 해석과 관련하여 다른 학문적 견해를 접할 기회를 박탈하는 것이 된다.
경쟁 원고를 여러 저자로부터 투고 받는 상황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공동연구자들 간에 자료 분석이나
해석 방식에 대한 의견이 달라 서로 다른 원고를 만들어 투고한 경우이고, 또 다른 경우는 연구의 결론이나 제시
할 자료에 대한 의견이 달라 다른 원고를 만들어 따로 투고하는 경우이다.
자료 소유권과 관련해서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는 젖혀 두고, 이 항목에서는 동일 연구에 기초한 경쟁 원고를
받은 편집인이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를 알아 보도록 한다.

a. 분석방법이나 해석의 차이
논쟁의 중심이 자료의 분석이나 해석에 있다면 저자들은 두 가지의 내용을 모두 포함하는 하나의 논문을 투
고해야 하며, 그러한 견해 차이를 투고 편지(cover letter)에 기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정상적인 원고의 전문가심사
와 편집과정을 통하여 이러한 저자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도 있다.
만약 저자 간의 견해 차이를 조정할 수는 없지만 해당 논문이 출판할 가치가 있다면 두 논문을 모두 출판할 수
도 있다. 두 가지 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데 하나는 같은 연구에 대한 두 가지 논문을 출판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
는 같은 논문에 서로 다른 분석결과와 해석을 싣는 것이다. 후자의 경우 편집인은 견해 차이의 개요와 학술지가 이
를 조정하려고 했던 내역을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b. 연구 방법이나 결과의 차이
논쟁의 중심이 연구를 진행하면서 실제로 어떤 과정을 수행하였으며, 무슨 결과를 얻었는지에 대한 것이라면
편집인은 이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출판을 거부해야 한다. 전문가심사 과정을 통해서도 이 문제가 해결되기를 기
대하기 어렵다. 만약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제보가 있다면 편집인은 이를 적절한 해당 기관에 보고하고, 저자에게
이 사실을 통지해야 한다.

5) 동일 데이터베이스에 기반하는 경쟁 원고
편집인은 간혹 동일한 공개된 데이터베이스의 자료를 이용한 복수의 논문을 전혀 다른 연구자로부터 받을 수
있으며, 이들 논문의 분석방법이나 결론 등이 다를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는 각 논문을 별개로 취급하는 것이 옳
다. 같은 자료에 대한 해석이 유사한 경우, 편집인은 먼저 투고된 논문을 우선시하는 것이 합리적이지만, 반드시 그
럴 필요는 없다. 그러나 이런 경우는 복수 원고의 출판을 고려할 수 있으며, 다른 분석법에 의한 원고가 상호보완
적이거나 학술적으로 동등한 가치가 있다면 복수 논문으로 출판할 수도 있다.

E. 독자통신(Correspondence)
책임저자 또는 연구책임자(corresponding author/guarantor)가 학술지와 교신하는 일차적인 책임을 지니지만,
ICMJE는 편집인이 모든 원고 관련 교신 내용을 전체 공저자들에게도 보낼 것을 권장한다.
생의학 학술지는 독자들이 게재된 논문과 무관하게 간략한 보고나 논설(commentary)뿐만 아니라 게재된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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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 대한 논평, 질의, 비평을 제기할 수 있도록 독자란을 제공해야 한다. 이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지만 보
통 독자통신이나 칼럼이라는 형식을 취하게 되며, 해당 논문의 저자가 가급적 같은 호에 답신의견을 게재할 수 있
게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 때 독자통신을 투고한 저자도 경쟁 또는 이해관계가 없음을 밝혀야 한다.
독자통신은 출판하기 위하여 길이 조정과 문법교정뿐만 아니라 서술방식을 학술지 투고규정에 맞게 교정할
수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인터넷의 신속교신란(rapid-response section)과 같이 수정 없이 출판할 수도 있다. 편집
인은 이 부분에 대한 학술지의 명확한 방침을 밝혀야 한다. 저자는 내용이나 의견의 강도가 편집 과정에서 수정되
더라도 이를 수용하여야 하고, 편집인은 무례한 표현, 부정확한 내용, 중상적인 의견, 개인감정 상의 주장과 같은
부적절한 의견은 조정하여야 한다. 무례하거나, 부정확하거나, 모략적인 내용은 선별해내야 하며, 연구 결과를 훼
손하려는 목적으로 인신공격적인 비방을 하는 것을 허용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부적절하거나 흥미롭지 않거나 타당성이 없는 원고를 거부할 권한을 갖고 있긴 하지만, 한편으론 가
급적 폭넓은 견해를 수용하여 발표하도록 권장할 책임이 있다. 편집인은 독자 통신을 단지 학술지나 편집인의 견
해를 독자에게 홍보하는 수단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독자 통신을 가능한 범위 내에서 통제하고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출판된 논문과 특정한 주제에 대한
의견을 투고할 수 있는 시한을 정해둘 수도 있다. 그리고 학술지는 독자통신이 언제, 어떤 방식(정규 형식 또는 신
속교신란)으로 게재될 예정임을 해당 저자에게 고지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결정해야 하고, 인터넷에 게시된 편집되
지 않은 독자통신을 관리하는 방침을 정하고 이를 인쇄된 학술지 또는 전자출판을 통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F. 별호(Supplements), 주제별 간행물(Theme Issues), 연재물(Special Series)
별호는 서로 관련이 있는 논점(issue)이나 주제(topic)를 다룬 논문을 묶어 발행하는 것으로 학술지와 별개로 독
립적인 간행물로 발간하기도 하고, 정규 학술지의 일부로 발간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출판 비용은 발행인이 아
닌 다른 후원처에서 재정지원을 받는다. 별호의 내용은 정규 학술지에 비해 질이 떨어진다는 증거가 있다[6]. 별호
는 외부의 재정지원을 받기 때문에 주제와 선택과 관점 등에서 내용의 비뚤림(bias)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편집
인은 다음과 같은 원칙을 염두에 두어야 하며, 이는 외부 편집인이나 재정지원자가 있는 주제별 간행물과 연재물
에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1) 학술지 편집인은 저자와 전문가심사자의 선정, 별호 내용의 결정을 포함하는 별호 발간에 대한 방침과 발간
실무에 대하여 전적인 책임을 지며, 재정지원을 한 기관이나 단체가 편집에 관여하게 해서는 안 된다.
2) 학술지 편집인은 외부의 검토를 위해 별호 원고를 보내거나 별호를 위해 제출된 원고를 거절할 수 있는 권한
이 있어야 한다. 이 조건은 별호의 편집작업이 시작되기 전에 저자와 외부 편집인이 알고 있어야 한다.
3) 학술지의 편집인은 외부 편집인과 업무와 관련한 약속을 이행하며, 외부 편집인의 활동에 책임을 져야 한다.
4) 별호의 주제를 발의한 주체, 연구, 출판을 위한 재정지원자와 별호에서 다루고 있는 재정지원자의 제품은 명
확하게 밝혀야 하며 매 페이지마다 잘 보이도록 게시해야 한다. 가능한 한 복수의 기관이나 단체로부터 재정
지원을 받는 것이 좋다.
5) 별호의 광고는 정규 학술지와 같은 방침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6) 편집인은 별호의 페이지는 독자가 정규 학술지의 페이지와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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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학술지 편집인과 별호 편집인은 별호의 재정지원자로부터 개인적으로 지원이나 보수를 받아서는 안 된다.
8) 별호에서 이차출판 하는 논문은 원 논문을 분명하게 인용해야 한다. 별호는 중복 또는 이중출판을 피해야
하지만, 지침서(guidelines)나 공공의 이익과 관련된 자료는 재출간이 허용될 수 있다.
9) 본 ‘통일양식’에서 서술하고 있는 저자됨과 이해관계의 고지와 관련한 원칙이 별호에도 적용되어야 한다.

G. 전자출판
대부분의 생의학 학술지는 현재 인쇄된 출판물뿐만 아니라 전자출판의 형태로도 출판되며, 일부는 전자출판
으로만 출판된다.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출판도 인쇄된 출판물과 동일하기 때문에 투명하고 일관된 관리를 위하
여 전자출판 되는 의학 및 보건 정보에도 본 ‘통일양식’의 권고사항이 적용되어야 한다.
전자출판의 속성으로 인하여 특별하게 고려할 사항이 있는데 이들 중에는 본 ‘통일양식’에서 다루고 있는 내
용도 있고, 다루지 않는 내용도 있다. 최소한, 웹사이트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나타나 있어야 한다. 1) 편집인, 저
자, 기여자의 이름, 소속기관, 이해관계 가능성, 2) 웹사이트 내용에 대한 증빙 자료와 관련 서류, 3) 저작권 관련 정
보, 4) 웹사이트 소유권의 공지, 5) 후원자(sponsorship), 광고, 영리 목적의 재정지원(commercial funding)의 공지 등
이 여기에 포함된다.
건강이나 의학 관련 사이트를 다른 사이트와 연결시키는 것이 마치 다른 사이트를 암시적으로 추천하는 것과
같이 인식될 수 있다. 따라서 다른 사이트와 연결할 때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사이트 방문자가 다른 사이트로
연결된 곳을 방문할 때 사용자가 다른 사이트로 이동했다는 분명한 메시지가 뜨게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도 있
다. 재정적인 영향을 고려해서 연결된 사이트는 그 사실을 사용자에게 분명하게 알려야 한다. 사이트 내 문건이 게
시된 날짜와 갱신된 날짜가 모두 나타나 있어야 한다. 인쇄매체와 마찬가지로 전자출판의 디자인도 광고나 판촉
을 위한 메시지가 편집내용과 나란히 있으면 안 되며, 상업적인 내용을 담은 문건도 그 사실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전자출판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전자출판만이 갖는 독특한 문제점에 대한 정책을 개발하
고, 사용자가 편하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이러한 문제점에는 전자출판 특유의 문서 관리, 오류
수정, 판수 관리(version control) 체계 등을 비롯하여 학술지와 그 부속물의 기록을 문서로 할 것인지, 전자매체를
이용할 것인지 결정하는 따위가 포함된다.
학술지는 이미 게시된 논문을 웹사이트나 기록보관소(archive)에서 무단으로 삭제해서는 안 된다. 논문을 취소
하거나 정정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가능한 한 신속하게 다음 호에 그 내용을 인용이 가능한 온전한 문건으로
게시하여 공지하여야 한다.
영구적인 기록보관소에 전자논문을 보관하는 것은 역사 기록을 위해서 필수불가결한 것이다. 기록보관소는
누구든지 바로 접근하여 열람할 수 있어야 하며, 출판인이 아닌 도서관과 같은 제3의 기관이 관리해야 하며, 복수
의 기록보관소에 분산 보관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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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 광고
의학학술지 대부분은 광고를 게재하여 발행인의 수입을 창출하지만, 광고가 편집권에 영향을 주도록 허용해
서는 안 된다. 학술지는 광고에 대한 공식적이고 명백한 명문규정을 인쇄본과 전자파일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편
집인은 광고 방침을 정하고 실행하는데 전적이고 최종적인 권위를 가진다.
광고를 심사하는 독립된 기구가 있으면 편집인은 그 결정을 수용하여야 한다. 독자들이 학술지 내용과 광고를
쉽게 구별할 수 있도록 편집해야 한다. 제품이나 대상자가 같은 광고와 연구 논문이 있을 때에는 두 가지가 나란히
게재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광고가 논문의 중간에 삽입되어 내용의 흐름을 방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어느 특
정 논문이 게재되는 호에 논문의 내용과 연관이 있는 광고를 게재한다는 조건으로 광고를 계약해서는 안 된다.
학술지가 광고에 지배되어서는 안 된다. 광고주를 하나 또는 둘만 택하여 독자로 하여금 편집인이 광고주로부
터 영향을 받을지도 모른다는 인상을 주지 않도록 해야 한다.
담배와 같이 건강을 심하게 해치는 것으로 증명된 제품 광고를 학술지에 실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각 나라
마다 시행하고 있는 광고에 관한 기존의 산업적 기준을 지키거나 학술지 자체의 기준을 개발해야 한다. 정부기구
나 유관단체는 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안내 광고(classified ad)나 기타 간이 광고(non-display advertising)까지 통제
해서는 안 된다. 편집인은 학술지 광고에 대한 모든 비판을 수용해야 한다.

I. 의학학술지와 대중 매체
의학 연구 결과에 대한 대중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대중 매체는 연구 정보를 빨리 얻기 위해 경쟁하게 되었
다. 저자나 연구 기관 중에는 학술지에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기자 회견을 하고 대중 매체에서 다루도록 부추기는
경우도 있다.
대중은 중요한 의학정보를 지체 없이 알 권리가 있고, 학술지 편집인은 이 과정을 촉진해야 할 책임이 있다. 생
의학 학술지들은 그들의 독자를 위해 학술지를 발행하는 것이지만, 일반 대중들도 그 내용에 관심을 갖고 지적인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의 균형이 학술지와 대중매체 간의 상호작용을 이끌어야 한다. 환자진료
에 임하는 임상의사는 연구의 결론만 가지고 환자에게 조언하기 보다는 연구의 세부 내용을 알고 있을 필요가 있
다. 특히 충분한 심의를 받지 않은 연구를 대중 매체가 먼저 다루면 부정확하거나 아직 완결되지 않은 결론을 퍼뜨
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보도유예 조치(embargo system)는 일부 국가에서 학술지에 원저 논문이 출판되기 전에 대중 매체를 통하여 그
내용이 공개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도입한 제도이다. 보도유예 조치는 기자들이 신중하게 기사를 작성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사를 마감해야 하는 부담을 줄여 주기 때문에 대부분 기자들이 환영하는 공평한 경쟁
의 장(level playing field)을 만들어 준다. 의학정보를 일반에 공개하는 시기를 일관성 있게 관리하는 것도 경제적인
혼란을 막는데 긴요할 수 있다. 어떤 논문들은 금융시장에 큰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정보를 담고 있기도 하기
때문이다. 한편으로 보도유예 조치는 과학정보의 신속한 전파를 방해하고, 학술지만의 이익을 위한 이기적인 제
도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편집인은 이 문제에 대한 방침을 정하는데 다음의 권고사항이 유용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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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인은 연구자가 생산한 의학정보가 전문가심사 학술지를 통하여 대중에게 질서 있게 전달되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심사 또는 출판 대기 과정 중에 있는 원고는 일반에 공개하지 않겠다는 저자의 합의와
학술지가 출판될 때까지 연구 내용을 보도하지 않겠다는 대중 매체의 합의를 얻어 내고, 이와 동시에 학술
지는 정확한 내용을 준비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편집인은 보도유예 조치가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통용된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법적인 강제나 공권력
은 전혀 개입하지 않는다. 언론 매체나 생의학 학술지가 보도유예 조치를 존중하지 않는다면 보도유예 조치
는 바로 와해될 것이다.

●

명백하고 시급한 공중보건 상의 중요성으로 인하여 학술지에 출판되기 전에 긴급히 보도해야 하는 의학 연
구란 실제로 거의 없다. 그러나 이런 예외적인 상황이 발생한 경우, 공중보건에 책임 있는 적합한 기관이 그
정보를 의사와 대중 매체에 전파할 것인지를 결정해야 하고, 그 결정에 책임을 져야 한다. 그 사안에 관련된
원고가 특정 학술지에 투고된 상태라면 저자와 관계기관은 해당 학술지 편집인과 상의한 다음 대중 매체에
공개하여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이 즉각적인 공개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경우에는 출판 전 공개를 금하는 방
침을 유보하고 예외로 취급한다.

●

출판 전 공개를 제한하는 정책은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내용이나 논문 초록에는 적용되지 않는다(3.D.2 중복
출판 참조). 학술회의에서 논문을 발표하는 연구자들은 기자들과 논문에 대해서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지
만 이야기 도중 더 상세한 내용을 말하는 것을 자제해야 한다.

●

논문 출판이 임박한 경우, 편집인은 대중 매체가 정보를 정확하게 전달하도록 보도자료를 제공하고, 질문에
답하며, 학술지를 미리 나누어 주고, 기자에게 적당한 전문가를 소개하는 등으로 협조하여야 한다. 이러한
협조의 제공은 대중 매체가 보도 시기를 학술지의 발행 시기에 맞추는데 협조하느냐에 달려 있다.

●

편집인, 저자, 대중 매체는 이상의 원칙을 학술지의 사전 전자출판(early electronic version)에 대해서도 동일하
게 적용해야 한다.

J. 임상시험 등록 의무
ICMJE는 임상시험(clinical trial)의 자료를 포괄적이고 공공적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운영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한다. ICMJE는 임상시험을 시험 참가자를 전향적으로 중재군(intervention) 또는 동시비교군(concurrent comparison) 또는 대조군(control)으로 배정하고 의학적 중재를 개입시켜 그로 인한 결과와 인과 관계를 연구하는 것이
라고 정의한다. 의학적 중재에는 약물, 외과적 시술, 의료기구 또는 장비, 행동치료, 치료과정(process-of-care)의 변
화 등이 포함된다.
ICMJE 가입 학술지는 논문 게재의 조건으로 임상시험을 임상시험 등록기관에 등록할 것을 요청한다. 이에 대
한 상세내용은 웹사이트에 일련의 사설로 정리되어 있다(웹사이트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 참조). ICMJE는
생의학 학술지의 편집인들이 같은 정책을 채택하기를 권고한다.
ICMJE는 특정한 임상시험 등록기관을 선호하지 않지만, ICMJE 가입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몇 가지 기준을 충
족하는 기관에 시험을 등록하도록 요청할 것이다. 임상시험 등록기관은 누구나 무료로 접근할 수 있어야 한다. 임
상시험을 등록하려는 모든 연구자들에게 개방되어 있어야 하며, 비영리 단체에 의해 관리되어야 한다. 등록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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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타당성을 담보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등록정보는 인터넷이나 전자식 접근방법으로 검색
이 가능해야 한다. 정보가치가 없는 내용을 다룬 분야나 찾아볼 수 없는 분야에 임상시험이 등록되는 것은 적절하
지 않다.
ICMJE가 임상시험 결과가 아니라 시험 방법을 등록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주목하여야 한다. 이는 자율적인 전
문가심사 대상이 아닌 연구 결과를 게시하는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미국 식품의약청의 2007 수정 규칙(Food and Drug Administration Amendments Act, FDAAA)은 연구자에게 임상시
험 결과를 등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ICMJE는 임상시험 결과가 최초로 등록한 일차 임상시험 등록기관(primary
clinical trial registry)에 게시되어 있거나, FDAAA의 규정에 따른 도표로 게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중복출판의 문제
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식 출판으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러나 ICMJE의 지침을 따르는 대부분의 학술지 편집인들은
임상시험 결과를 상세하게 기술하였거나 일차 임상시험 등록기관(FDAAA의 경우 ClinicalTrials.gov) 이 외의 다른
등록기관에서 출판한 결과를 일차 출판으로 간주하기도 한다. ICMJE는 연구 결과 등록에 대한 원칙이나 분위기
가 향후 크게 바뀔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에 대하여 추후에 권장내용을 수정하려고 한다.
ICMJE는 학술지가 논문을 출판할 때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초록의 말미에 기술할 것을 권장하며, 등록번호가
있으면 저자는 최초 보고할 때 등록번호를 명기하고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인용하거나 다른 논문에서 인용될 때
임상시험 제목의 두문자(頭文字)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4. 원고 작성과 투고

A. 생의학 학술지에 제출하기 위한 원고의 작성
편집인과 전문가심사자는 원고를 읽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기 때문에 읽기 쉽고 편집하기 쉬운 원고를
선호한다. 학술지 투고규정에 나오는 대부분의 내용은 각 학술지가 편집 상의 특별한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
기 위해 고안된 것들이다. 다음 권장사항은 원고를 작성할 때 일반적인 지침이 될 것이다.

1) a. 일반적인 원칙
관찰과 실험 논문의 본문은 대체로 서론(Introduction), 방법(Methods), 결과(Results) 그리고 고찰(Discussion)이
라는 부분으로 나뉜다. 이를 소위 “IMRAD” 구조라고 하며, 임의로 만든 출판 형식이 아니라 과학적인 연구 과정
을 반영하여 구성된 것이다. 긴 논문은 내용을 명확하게 드러내기 위해서 일부 부분(특히 결과와 고찰 부분)에 단
을 나누어 소제목을 붙이는 경우도 있다. 증례보고, 설, 사설과 같은 다른 종류의 글은 별도의 형식이 필요하다.
전자출판의 형태에서는 세부적인 일부분 또는 하나의 장(section) 전체를 추가할 수 있고, 정보를 누적해 나아
갈 수 있으며, 여러 논문의 교차연결이나 추출도 가능하게 하는 등 전자출판만이 갖는 장점이 있다. 저자는 이와
같은 새로운 출판형식을 개발하거나 사용할 때에는 편집인과 긴밀히 협조해야 하며, 전문가심사자에게 전자매체
보충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표지, 초록, 본문, 감사문, 참고문헌, 표, 그림설명을 포함한 원고의 모든 부분을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하고, 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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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여백을 충분히 만들어 주어야 한다. 이는 편집인과 전문가심사자가 행마다 본문을 교정하고 지적사항이나 질
문을 메모하기 쉽도록 배려하는 것이며, 만약 원고가 전자형식으로 제출되더라도 마찬가지로 두 줄 간격으로 원
고를 작성해야 프린트했을 때 심사와 교정이 용이해 진다.
저자는 표지부터 시작하여 원고의 모든 지면에 쪽수를 매겨야 한다. 이는 편집인이나 전문가심사자가 원고의
특정 부분을 지적하는데 편리하고, 전체적인 편집과정을 용이하게 만든다.

b. 특수 연구계획을 위한 보고서 양식 지침(Reporting Guidelines)
연구보고서에는 중요한 정보가 빠져 있는 경우가 흔히 있는데, 이 때문에 여러 가지 형태의 연구계획(study design)에 따른 보고서 양식이 개발되어 왔고, 일부 학술지들은 저자에게 이를 요청하고 있어서 저자들은 이에 대해
투고할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참조해야 한다.
다음 장에서 설명하는 일반적 필요 요건은 모든 연구계획의 필수적인 요소와 관련된 것이다. 저자는 그들의
특수 연구 계획에 적합한 보고서 양식 지침을 참고하여야 한다. 보고서 양식 지침을 열람해 보는데 가장 좋은 출
처는 EQUATOR network (http://www.equator-network.org/home/)이다.
2) 표지(Title Page)
원고의 표지는 다음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논문의 제목 : 제목은 길거나 복잡한 것보다 간결한 것이 좋다. 그러나 너무 짧아서 중요한 정보가 누락되
어서는 안 된다. 특히 연구 계획과 같은 경우에는 제목에서 무작위 시험인지, 대조군 시험인지를 구분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저자는 전자방식의 검색이 적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목에 모든 정보를
담아야 한다.
2) 저자의 이름과 소속기관 : 저자의 최고 학위는 이름과 함께 표기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한다.
3) 연구를 수행한 기관과 부서 이름.
4) 면책 선언(disclaimer). 해당 사항이 있을 때 기술한다.
5) 책임저자와 교신할 수 있는 정보 : 원고의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지고 교신할 수 있는 저자의 이름, 우편
주소, 전화번호, 팩스 번호, 이메일 주소 등을 기재한다. 보통 논문에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로 표기
하는데 이는 논문 전체의 흐름에서 연구책임자(guarantor)와 동일할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다.
6) 별책(reprint)을 제공할 저자의 이름과 주소, 또는 별책을 제공할 수 없다는 공지문.
7) 연구비, 기기, 약품 등을 제공한 지원처.
8) 난외표제(running head) : 일부 학술지는 짧은 난외표제(일반적으로 빈칸을 포함하여 40자 이내)를 표지의
말미에 기술할 것을 요구한다. 이 난외표제는 대부분의 학술지가 출판에 포함시키고 있지만, 단순히 편집
실에서 원고를 정리하는데 쓰이기도 한다.
9) 글자 수 : 초록, 감사문, 그림 설명, 참고문헌을 제외한 본문의 글자수를 세기 위한 것으로 편집인과 전문가
심사자가 투고된 원고의 정보가 그만한 학술지의 지면을 할애할 만한 가치가 있는지, 학술지가 정하고 있
는 글자수 제한에 적합한지를 평가하는데 도움을 준다. 초록에 들어가는 단어 수를 제한하는 것도 같은
이유에 의한다.
10) 그림과 표의 수 : 원고에 첨부된 그림과 표의 수가 표지에 표기되어 있지 않으면 편집인과 심사자가 그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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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표가 포함되어 있는지 알 수가 없다.

3) 이해관계 고지문
저자가 이해관계 가능성을 미처 기재하지 않고 지나가는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서 이에 관한 정보를 필히 원고
의 일부분으로 명확히 제시하여야 한다. ICMJE는 ICMJE 가입 학술지들을 위해 통일된 이해관계 고지문 양식
(http://www.icmje.org/coi_disclosure.pdf)을 개발하였다. 여타 학술지들도 이 양식의 채택을 권장한다. 학술지들이
이 문건을 어디에 포함시킬 것인지는 각각의 경우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일부 학술지는 전문가심사자에게 원고와
관계된 이해관계 정보를 알리지 않기도 한다(2.D. 이해관계 참조).

4) 초록
연구 원저와 종설은 구조화된 초록(structured abstract)이 적합하다. 초록은 연구의 배경과 목적, 기본적인 연구
방법(연구 대상의 선정 방법, 관찰 또는 분석 방법 등), 주요 결과(가능하면 효과의 크기 또는 의미, 통계학적 유의
성 포함), 주요 결론, 재정지원 출처 등을 포함해야 한다. 연구나 관찰에서 나타난 새롭고 중요한 사항을 강조해야
한다. 임상시험과 관련된 논문의 초록은 CONSORT (http://www.consort-statement.org/?=1190)가 필수사항으로 요
구하는 항목을 포함하여야 한다.
초록은 거의 대부분의 전자 데이터베이스에서 색인되는 유일하게 핵심적인 부분이고, 초록만 읽는 독자들도
많은 만큼 저자는 초록이 논문을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작성하는데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그러나 유감스럽
게도 많은 초록이 본문을 충실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것이 사실이다[7]. 구조화된 초록의 형식은 학술지에 따라 다
르고, 일부 학술지는 하나 이상의 형식을 요구하기도 하므로 저자는 투고하는 학술지의 양식을 따라서 충실하게
초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ICMJE는 초록의 말미에 임상시험 등록번호를 기재할 것을 요구하며, 등록번호가 있으면 저자는 최초 보고할
때 등록번호를 명기하고 다음부터는 자신들이 인용하거나 다른 논문에서 인용될 때 임상시험 제목의 두문자(頭
文字)만 사용할 것을 권장한다.

5) 서론
연구의 배경(논문에서 제기하는 학술적인 문제의 성격과 중요성)을 기술한다. 연구 목표, 또는 검증하고자 하
는 가설을 기술하고, 문제 제기에 의해 세워진 연구 목표인 경우 더 예리하게 초점을 맞춰 기술해야 한다. 주 목표
와 이차 목표 모두 선명해야 하며, 특정하여 분류한 하위군 분석(subgroup analyses)이 있으면 이 또한 기술해야 한
다.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참고문헌만 인용하고, 투고 중인 연구 결과나 결론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6) 방법
방법 항목에는 연구 계획 단계의 정보나 연구계획서가 작성된 시점의 연구 방법을 기술하고, 연구를 진행하면
서 얻어진 모든 정보는 결과 항목에 기술한다.

a. 연구 대상의 선정
관찰이나 실험 대상(대조군을 포함한 환자나 실험동물)의 선정 또는 배제 기준, 그리고 실험 대상의 특성을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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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선정 방법을 명확히 기술한다. 대상자의 연령이나 성별 같은 변수가 연구의 목적과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지
대부분의 연구에서 불분명하므로 저자는 대상자에 포함시킨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예를 들어 연구에서 특정 연
령층을 대상으로 하였거나 여성을 배제하였다면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한다. 대원칙은 연구를 특정한 방향으로
수행한 이유와 방법을 기술하는 것이다. 만약 연구에서 인종이나 종족 같은 변수를 사용한 경우 저자는 이들 변
수를 측정하고 검증한 방법을 규정하여 기술해야 한다.

b. 기술적인 정보
실험(또는 관찰) 방법, 장치나 기구(제조회사 이름과 주소를 괄호 속에 제시) 및 실험 과정을 다른 연구자가 결
과를 재현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히 기록한다. 통계학적 방법(아래 참조)과 잘 알려진 방법에 대해서는 참고문헌을
기록한다. 출판된 방법이지만 잘 알려지지 않은 방법인 경우 참고문헌을 달고 짧게 기술한다. 새로운 방법을 사용
했거나 새롭다고 할 정도로 변형시켜 사용한 경우에는 그 방법을 사용한 이유와 그 방법의 한계를 기술하여야 한
다. 사용한 약품과 화학물질은 각각의 일반명(generic name), 용량, 투입방법을 포함하여 모두 제시한다.
종설의 저자는 원전 자료의 검색, 수집, 선택, 분석하는데 사용한 방법을 상세하게 설명하여야 하고, 초록에 이
를 간략하게 요약해야 한다.

c. 통계
연구 내용을 이해할 만한 독자가 연구 데이터를 접했을 때 논문에 나타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통계
학적 방법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한다. 가능하면 연구 소견을 정량화하고 측정 오차 또는 불확실성의 정도(예를
들면 신뢰구간 등)를 표시하는 지표를 같이 제시한다. 연구 결과의 효과에 관한 중요한 정보는 제시하지 못하고 단
순히 통계학적 가설검정만을 위한 P 값의 제시만 하는 일은 피해야 한다. 연구 계획과 통계검정에 대한 참고문헌
은 가능하면 한 지면을 할애할 만큼 표준적인 작업이 되어야 한다. 통계 용어, 약어, 기호를 설명하고, 통계분석에
사용한 전산 프로그램명도 기술한다.

7) 결과
연구 결과를 본문, 표, 그림을 이용하여 논리에 맞게 중요한 순서대로 기술한다. 표나 그림의 자료를 전부 본문
에 반복하여 기술하지 말고 중요한 관찰 소견만을 강조하거나 요약한다. 보충 자료나 상세한 기술정보는 부록(appendix)에 기술하거나, 학술지의 전자출판본(electronic version)에만 게재함으로써 본문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도 쉽게 읽을 수 있도록 한다.
결과 항목에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정리하면서 관찰한 자료의 절대치뿐만 아니라 백분율과 같이 절대치로부
터 도출된 상대치(derivatives)를 포함한 수치 결과를 제시하고 사용한 통계방법을 명기한다.
표(Table)와 그림(Figure)은 논문에서 쟁점이 되는 부분을 설명하고 뒷받침할 자료를 제시하는데 필요한 것으
로 한정한다. 항목(entry)이 많은 경우에는 표 대신 그래프로 작성하고 같은 자료를 표와 그래프를 중복하여 제시
하지 않는다. “무작위(random, 무작위화를 의미),” “정상(normal),” “유의한(significant),” “상관성(correlations),” “표
본(sample)”과 같은 전문 통계용어를 비전문적으로 부적절하게 사용하지 않는다.
학술적으로 필요하면 연령이나 성별 같은 변수를 분석한 자료를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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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고찰
연구의 참신성과 중요성 그리고 그들로부터 얻은 결론 등을 가장 유용한 근거에 입각하여 강조한다. 서론이나
결과 항목에 기술한 상세한 자료나 기타 정보를 반복하여 서술하지 않는다. 실험 연구의 경우 주요 관찰결과를 요
약하는 것으로 고찰을 시작한 다음, 이러한 결과에 대해 설명하거나 가능한 기전을 탐구하고, 다른 적절한 연구
결과와 대조해 보고, 연구의 제한점을 서술하고, 향후 연구와 임상 적용의 측면에서 연구의 의의에 대해 논의하는
것이 좋다.
결론을 연구 목표와 연관시키되 검증되지 않은 가설을 기초로 서술하지 말아야 하고 뒷받침할 자료가 없는 결
론은 피한다. 특히 연구 내용이 경제적인 문제와 관련한 자료와 분석을 다루고 있지 않는 한, 경제적으로 또는 비
용 면에서 유리하다는 등의 서술은 피해야 한다. 선취권을 주장하는 문장을 피하고 완료되지 않은 연구를 암시하
는 듯한 서술은 삼가야 한다. 근거가 있으면 새로운 가설이나 이론을 주장하되 가설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9) 참고문헌
a. 일반적인 고려 사항
종설(review articles)에 인용된 참고문헌은 독자에게 다수의 문헌을 안내하는데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지만,
종설이 항상 원저의 내용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가능하면 독자에게 원전에 대한 정보를 상
세하게 전달해야 한다. 한편 해당 주제에 대하여 너무 많은 문헌을 열거하면 인쇄본의 공간을 과다하게 차지하게
된다. 그러므로 많은 문헌을 나열하기보다 핵심이 되는 중요한 문헌만 선별하여 인용하는 것이 좋다. 더 필요하다
고 생각되는 참고문헌이 있으면 출판된 논문의 전자출판본에 추가할 수 있고, 전자방식의 문헌검색을 통해 효과
적으로 출판된 문헌을 찾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초록을 참고문헌으로 인용하는 것을 피한다. 게재가 승인되었으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논문을 인용하는 경우
“인쇄 중(in press)” 또는 “近刊(forthcoming)”으로 기술한다. 이 경우 저자는 게재예정 사실을 확인하고, 이 같은 문
헌을 인용하는데 대한 서면동의를 받아야 한다. 투고하였으나 아직 게재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원고를 인용할 경
우에는 서면동의를 얻어 본문에 “미발표 자료(unpublished observations)”로 기술한다.
아주 필수적인 정보가 아니면 공개된 출처에서 얻을 수 없는 자료를 “개인 통신(personal communication)”으로
인용하는 것을 삼가야 한다. 꼭 필요한 경우에는 정보제공자의 이름과 제공일자를 본문에 괄호 안에 적고 인용한
다. 논문으로 작성된 자료인 경우는 저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자료의 정확성 또는 정보원의 신뢰성을 확인하여야
한다.
모든 학술지는 아니지만 일부 학술지는 인용된 참고문헌이 정확하게 기재되었는가 점검하기도 한다. 가끔 출
판된 논문에서 참고문헌 서지사항의 오류가 발견되기도 하는데 이러한 오류를 줄이기 위하여 저자는 학술지의
인쇄본이나 전자방식의 논문검색을 통해 참고문헌의 서지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한다. 특히 저자는 취소된
논문이 인용되지 않았는지 확인할 책임이 있으며, 문맥 속에서 언급하는 것 외에는 취소된 논문은 정식으로 인용
하면 안 된다. MEDLINE에 색인되는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의 철회에 대하여 ICMJE는 PubMed가 취소된 논문에
대한 권위 있는 정보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MEDLINE에서 취소된 논문을 찾아보려면 PubMed에서 출판유형
을 나타내는 각괄호 안에 검색어로 “pt”를 입력하면(retracted publication [pt] in PubMed) 검색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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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문헌 인용의 양식
본 ‘통일양식’에서 참고문헌의 기재양식은 주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의 데이
터베이스가 채택하고 있는 미국국립표준청(American National Standards Institute) 체제에 기초하고 있다. 여러 가지
참고문헌의 기재양식 가운데 권장되는 양식에 대한 정보를 조회하려면 ‘NLM’s Citing Medicine’을 참조하면 된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인용한 순서대로 번호를 붙인다. 본문, 표, 그림 설명(legends)에 나온 참고문헌들은 모두
괄호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표와 그림설명에만 인용한 참고문헌은 그 표와 그림설명이 본문에서 처음
나타나는 순서에 따라 표기한다. 학술지명은 MEDLINE에 색인된 학술지 약어명으로 기재해야 하며, 이는
PubMed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본문에서 참고문헌을 인용하는 방식은 학술지에 따라 문장 내에서 괄호를 치고
참고문헌을 기재하거나 문장 다음에 참고문헌의 번호를 기재하기도 하므로 저자는 투고할 학술지에 해당 부분을
참조하여야 한다.

10) 표
표는 본문의 내용을 집약적으로 발췌하여 효과적으로 보여주는 것으로 필요한 정보를 더 상세하고 정확하게
나타내기도 하며, 본문보다 표에 자료를 정리함으로써 본문의 길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다.
표 역시 두 줄 간격으로 작성하며, 별도의 페이지에 기술한다. 본문에 인용한 순서대로 표에 번호를 매기고, 간
단한 제목을 붙인다. 표 내부에 가로줄이나 세로줄은 삽입하지 않는다. 행(column)마다 짧거나 약어로 된 표제
(heading)를 만든다. 표제에서 제시하기 힘든 설명문은 표 밑에 각주를 만들어 기술한다. 표에서 사용된 모든 비공
식 약어는 모두 각주에서 약어해설을 해야 하며, 기호(symbol)를 사용할 때는 다음 순서대로 한다: * (asterisk), †
(dagger), ‡ (double dagger), § (section mark), || (parallel), ¶ (paragraph mark), **, ††, ‡‡, §§, ||||, ¶¶
평균치의 표준편차나 표준오차와 같은 통계학적 변이량을 명시한다.
모든 표가 본문에서 빠짐 없이 인용되었는지 확인한다.
이미 출판된 것이거나 아직 출판되지 않은 자료를 표에 사용하였으면 원저자의 허가를 받고, 그 사실을 밝혀
야 한다.
인쇄본으로 출판하기에 용량이 너무 큰 보관자료(backup data)를 담은 추가적인 표는 학술지의 전자출판본으
로 출판하는 것이 적합하며, 기록보관소에 자료의 보관을 위탁하거나 저자가 직접 요청하는 독자에게 제공할 수
도 있다. 가용한 추가 자료가 있다는 사실과 자료를 얻을 수 있는 방법을 본문에 공지하여야 한다. 저자는 논문을
제출할 때 이러한 추가 자료를 함께 제출하여 전문가심사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 주어야 한다.

11) 그림(Illustrations, Figures)
그림은 전문적으로 그리거나 사진으로 촬영하고, 사진 품질의 디지털 인쇄물로 제출한다. 여기에 더해 일부 학
술지는 학술지의 전자출판본에 사용하기 위한 JPEG이나 GIF 같은 고품질의 디지털 영상파일을 요구하기도 한다.
저자는 이와 같은 영상파일을 제출하기 전에 충분한 해상도를 갖추었는지 컴퓨터 모니터 상에서 확인해야 한다.
X선 사진, 스캔, 기타 진단 영상자료, 표본이나 현미경 사진 등은 고품질의 광택 용지에 흑백 또는 컬러 인쇄하
여 제출하고, 크기는 일반적으로 127 × 173 mm (5 × 7 인치)를 사용한다. 일부 학술지는 제출된 그림을 새로 그리기
도 하지만 대부분의 학술지는 원본 그대로 인쇄한다. 그림에 추가되는 글자, 숫자, 기호는 선명하고 일정해야 하며,
출판 과정에서 그림을 축소하더라도 글자를 읽을 수 있을 만큼 충분한 크기가 되어야 한다. 그림은 슬라이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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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그대로 이용되는 경우가 많아서 가능하면 그 자체로 독해가 가능할 정도(self-explanatory)로 제작되어야 한다.
그림의 제목과 설명은 본문에 별도의 그림 설명(legends for figures) 페이지를 만들어 기술하며, 그림에 직접 기술하
지 않는다.
현미경사진은 사진 안에 축척(scale marker)을 표시한다. 사진 안에 기호, 화살표, 또는 글자 등이 사용되었을 때
는 눈에 잘 띄도록 사진의 배경과 대조를 이루어야 한다.
사진 속의 대상 인물을 식별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 때는 당사자의 서면동의를 받고 사진을 사용하여야 한다.
그림은 본문에 나오는 순서대로 일련번호를 매긴다. 만약 이미 츨판된 그림이라면 출처를 밝히고, 그림의 사용
에 대한 저작권자의 서면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한이 없는 공개된 자료가 아닌 한 저자나 발행인에 관계없
이 모두 사전 허락을 받아야 한다.
컬러 그림은 컬러 음화사진(color negatives), 양화 투명사진(positive transparencies), 컬러 인쇄(color prints) 가운데
학술지가 요구하는 형태를 준비하여 제출한다. 일부 학술지는 저자가 컬러 인쇄를 요청하는 경우 추가 비용을 저
자에게 부담시키기도 한다.
저자는 그림을 전자파일로 제출하는 경우 학술지가 요구하는 요건을 참조하여야 한다.

12) 그림 설명(Legends for Illustration/Figures)
그림 설명 역시 별도의 용지에 두 줄 간격으로 기술하고, 본문에서 그림이 나타나는 순서대로 번호를 매긴다.
사진에 특정 부분을 표시할 목적으로 기호, 화살표, 숫자 또는 문자를 사용한 경우 그림 설명에서 각각 무엇을 뜻
하는지를 설명한다. 현미경 사진인 경우에는 확대 배율과 염색법을 명시한다.

13) 측정 단위
길이, 높이, 무게 및 부피의 측정치는 미터법 단위(meter, kilogram, liter) 또는 그의 십배수 단위로 기록한다.
학술지가 별도로 규정하지 않는 한, 온도는 섭씨로, 혈압은 mmHg로 기록한다.
혈액학적, 임상화학적 측정치 또는 기타 측정치의 단위는 학술지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저자는 투고하고자 하
는 학술지의 단위에 대한 투고규정을 참조하여야 하고, 필요하면 지역별 특정 단위체계와 국제단위체계(International System of Units, SI)의 두 가지 방식으로 모두 기술한다. 그러나 아직 SI 단위가 전세계적으로 통용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학술지 편집인이 저자에게 SI 단위 이외의 단위나 기타 다른 단위를 추가로 기술할 것을 요구하기
도 한다. 약물농도는 SI 단위나 질량 단위(mass units)로 기술하지만 다른 적절한 단위가 필요할 때는 괄호 안에 단
위를 기술해야 한다.

14) 약어와 기호
약어는 표준약어만 사용하여야 한다. 표준화되지 않은 약어를 사용하면 독자가 혼동하기 쉽다. 논문제목과
초록에는 약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표준 측정단위의 약자를 제외하고 약어는 처음에 나타날 때 먼저 약어의 철자
를 풀어쓰고 괄호 안에 약어를 기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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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원고 발송과 투고
최근 디스크, 전자우편, 학술지 웹사이트 등의 전자방식으로 논문투고를 받는 학술지가 점점 늘어나고 있다.
전자투고는 비용과 시간을 절약하고, 전 편집과정에 걸쳐 원고를 전자방식으로 처리할 수 있게 해준다. 저자는 전
자투고를 하고자 할 때 각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참조하여야 한다.
종이 원고를 투고할 경우에는 전문가심사와 편집에 필요한 학술지가 요구하는 수량만큼의 원고 사본과 그림
을 제출해야 하며, 편집진이 필요에 따라 사본을 만들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원고와 함께 투고 편지(covering letter)를 제출해야 하며,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

중복출판으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 동일하거나 매우 유사한 연구의 논문 투고 또는 출판 여부에 관한 내용.
해당사항이 있으면 새로 투고하는 논문 원고에 이들 문헌을 특정하여 인용하여야 하고, 문헌 사본을 함께
제출하여 편집인이 판단하는데 협조하여야 한다.

●

이해관계에 관한 내용. 논문 원고에 이해관계에 관한 정보가 들어있지 않거나 별도의 이해관계 고지문이 없

●

논문 원고를 모든 저자들이 읽고 그 내용에 동의하였으며, 모든 저자들이 본 ‘통일양식’의 초반부에서 언급

●

책임저자의 이름, 주소, 전화번호. 책임저자는 원고의 수정과 최종 교정본의 승인을 위해 다른 저자들과 교

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의 충돌을 야기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기타 관계의 유무를 밝혀야 한다.

한 저자됨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고, 각각의 저자들이 원고의 진실성을 믿고 있다는 내용.

신하는 책임을 가진 저자로서 논문 원고에 이 같은 정보를 기술하지 않았으면 투고편지에 기술해야 한다.
이 편지에는 투고한 논문 원고의 형식(원저 또는 증례보고)과 같은 편집인에게 도움이 될 만한 추가적인 정보
역시 기술해야 한다. 만약 원고가 다른 학술지에 먼저 투고된 적이 있으면 이전 편집인과 전문가심사자의 심사평,
저자의 답변, 투고했던 원고를 함께 제출하여 편집인이 원고를 협조해야 한다. 이는 심사과정을 빠르게 진행시킬
수 있도록 해주기 때문에 편집인은 저자에게 이전의 논문심사 자료가 있으면 제출할 것을 권장하는 것이 좋다.
대부분의 학술지가 저자들이 투고에 필요한 모든 요건을 충족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는 점검표(checklist)를 제
공하고 있으며, 최근 일부 학술지는 무작위배정 대조군 임상시험의 경우 CONSORT 양식과 같이 특정한 형태의
연구 보고를 위한 점검표를 별도로 요구하기도 하므로 저자들은 학술지가 이와 같은 점검표를 요구하는지 살펴
보아야 하고, 요구하는 경우에는 원고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이미 출판된 자료를 재사용할 때, 논문상에서 식별이 가능한 인물에 대한 보고를 할 때, 또는 연구에 기여한
사람의 이름을 밝혀야 할 때 그와 관련된 서면동의서를 원고와 함께 제출해야 한다.

5. 참고문헌

A. 본 ‘통일양식’에서 인용된 문헌
1. Davidoff F, for the CSE Task Force on Authorship. Who’s the author? Problems with biomedical authorship, and
some possible solutions. Science Editor. 2000:23:111-9.
2. Yank V, Rennie D. Disclosure of researcher contributions: a study of original research articles in The Lancet. Ann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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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n Med. 1999;130:661-70.
3. Flanagin A, Fontanarosa PB, DeAngelis CD. Authorship for research groups. JAMA. 2002;288:3166-8.
4. Godlee F, Jefferson T. Peer Review in Health Sciences. London: BMJ Books, 1999.
5. http://www.wma.net/e/policy/b3.htm (accessed June 26, 2009)
6. Rochon PA, Gurwitz JH, Cheung CM, Hayes JA, Chalmers TC. Evaluating the quality of articles published in journal
supplements compared with the quality of those published in the parent journal. JAMA. 1994;272:108-13.
7. Pitkin RM, Branagan MA, Burmeister LF. Accuracy of data in abstracts of published research articles. JAMA.
1999;281:1110-1.

B. 기타 생의학 학술지 관련 정보 출처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WAME)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
Cochrane Collaboration
EQUATOR NETWORK http://www.equator-network.org

6.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에 관하여
ICMJE는 의학학술지 편집인 일반의 모임으로 정기적인 모임을 가지고 ‘통일양식’을 개발하고 관리하는데 필
요한 기금을 조성하고 있다. ICMJE는 본 ‘통일양식’에 대한 의견이나 제안을 환영한다.

7. ‘통일양식’의 저자
2010년 4월에 ‘통일양식’의 개정안을 승인한 ICMJE 참여 학술지와 기구, 그리고 그들의 대표자는 다음과 같다.

Annals of Internal Medicine, British Medical Journal,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China Medical Journal,
Croatian Medical Journal, Journal of the American Medical Association, Nederlands Tijdschrift voor Geneeskunde (The
Dutch Medical Journal),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w Zealand Medical Journal, The Lancet, The Medical Journal of Australia, Revista Médica de Chile, Tidsskrift for Den Norske Lægeforening (The Journal of the Norwegian Medical
Association), Ugeskrift for Laeger (Journal of the Danish Medical Association) , the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the
World Association of Medical Edi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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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일양식’의 활용, 배포, 번역
비영리, 교육 목적으로 ‘통일양식’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무료로 본 양식을 인쇄, 복사, 배포할 수 있다. ICMJE
는 ‘통일양식’의 인쇄본을 별도로 준비해 놓고 있지 않다.
‘통일양식’에 관심 있는 기관이나 개인은 누구나 www.ICMJE.org에서 ‘통일양식’의 공식 영문 문건을 열람, 다
운로드 할 수 있다. ICMJE는 ICMJE 웹사이트 이 외의 인터넷 사이트에 게시된 본 ‘통일양식’에 대한 보증은 하지 않
는다.
ICMJE는 비영리 목적으로 ‘통일양식’을 인쇄하거나 영어가 아닌 다른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 것을 권장한다. 그
러나 ICMJE는 다른 언어로 번역할 수 있는 수단이나 자원을 갖고 있지 않으며, 본 양식의 재인쇄본 또는 번역본에
대한 추인을 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어느 번역본이거나 반드시 다음과 같은 공지문을 명시하여야 한다: “본 문
서는 국제의학학술지 편집인위원회가 제안한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을 □□□가 (△△△의
후원을 받아) 작성한 ○○어 번역본(또는 재인쇄본)이다. ICMJE는 본 번역본(또는 재인쇄본)에 대한 보증이나 추
인은 하지 않는다. ICMJE는 ‘통일양식’을 정기적으로 개정하기 때문에 본 ○○○○년판 번역본(또는 재인쇄본)은
ICMJE의 공식 최신판과 다를 수 있으며, 공식 ‘통일양식’은 www.ICMJE.org에 게시되어 있다.”
ICMJE는 본 양식을 인쇄하거나 번역하고자 하는 개인 또는 기관에게 ICMJE의 승인을 받을 것을 요구하지 않
는다. 다만 ICMJE가 이러한 번역본이나 재인쇄본을 기록으로 보관할 수 있도록 각 개인이나 기관에게 이들 사본
을 ICMJE 사무국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다.

9. 질의(Inquiries)
질의를 보내기 전에 www.icmje.org의 ‘Frequently Asked Questions’을 참조할 것을 권장한다. 질의 사항의 대부분
은 이 난에서 찾아 볼 수 있다.
‘통일양식’과 관련한 질의는 www.icmje.org 홈페이지에 링크되어 있는 ‘Contact ICMJE’를 이용하여 ICMJE 사
무국 앞으로 보내야 한다. ICMJE는 각각의 학술지에 대한 정보를 갖고 있지 않으므로 개인적인 연구, 개별 학술지
의 형식이나 편집방침에 대한 질의는 사절한다. 논문을 투고하려는 저자는 ICMJE가 아닌,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
지에 직접 질의를 보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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ⵞ#ⴲ㬲ኾኂⴖ#ኳᇚἺ#Ⳃ㬚#LFPMH#⛚⢛
Instructions
ࢄۭࠃࡲࢳֹࡿݢԙٔࡿࡒ˅ծ࢈ࡳѤɹߪӇʬзࠆࡿݣˮծ߂җࢄ˅ࢄଢଙВѓࠏବࡳײܶࢎВз
ࢄࡿݣଢ˔ˀ˔ଛࢺؼծѤʬࢼːଙВʥࢄЩࢄۭࢴࡲݢ،ࡰݢԸۺѵ˅ࢴ،ࡰݢԸࢲ࢝ѵʬր
җߪࣉЩࢄۭࡲݢѓࢄਜ਼ɹ૯ݡѵѣԹଙВଋԸ̍ԋૣࡳଞଙ˅ࢎЩࢲВشѣࡿۭࢼࡳݢଢߛଙ˅ળ
ࢺڀؼऒߴࢄۺѵ˅ࢺୖଛऌлଛॷࢋࢄࢎЩۭࡰْٔࡲݢԸˮۺѵߪࢎЩ

1.

ᇚⴶ#⢛⊂#ⷓ⊲
̛ࡶָ۽ଜࢵݦˬࡁۿɼ߅Хˁࡉ߅ТࠝԄ߾ݤଜˈЬࡸٺৠ߾ˬࢇࢂࢵݦղࡶ̛ଜࡁࠝݤ
ঐ؇ࡵࡕˈ߾оଞࢽؿձࢿ˓ଞЬࡕˈءձЬݤࢉଜˈ̛ଞЬ


2. #㍚㣎+Sxeolfdwlrq,#ⷂ#ኞᷢ#♪㬫
ࢇٕٗࡵкࢇݦষશ SXEOLFDWLRQ ࡶࡢଥઆˈଞࠉ˱ࢽؿձࡁ˱ଞЬࢇˈؿ۰ձ۽ଟҶࢂଜЕ̛ɾࡵ
ࠉ˱̛ɾईট̛ʎϙٕਫ਼˃ୃࢢ̧एձࢂଞЬࡁঐѹࢽؿЕк˱ࠉࢇݦձܹଭଜ̛ࡢଥऐࢻ
ࢶࢇΟࡶ˗̛ܖܕଥɾࢻࢶࡳԻएࡕ؇ࡵࡕ߾оଞʨࢇЬ߅ТࠝԄ߾ݤଜִࢿԻٕਫ਼ࢢࢽࢶ
एࡕࡶ؇ए߉ˈ߶הձܹଭଞʨࡶࢂଞЬࢇˁࡉкࠆ̗ࡵݦձ؇ࡵ̛˗ࡳԻٕਫ਼ଥк߶ࢂהएࡕࡶ؇
ࡳֲ̛̐˗ࡵࢿ۔Իٕਫ਼к߾ݦʯѨࡶएٙѸЕएࡕࡶ؇ए߉߅ߞଞЬփߟкࢇݦΟкࢇ˗̛ࢂݦଥ
к߶הձएࡕଜЕࢿ˗̛̖࣏ؿٕࢽ ۔۴ࢢЯࠒչࢶ୯ࡕ Իٕਫ਼̛̖ࡶ؇ߑЬִόԄ߾ݤଞ
Ьࡪ˕ए̗оۘ ߅˗̛ܖܕࢉقТִߦֻѿ ߾оଞࢽؿձ۽ଜࠝݤ


3.

㟪ኞ㬚#⮮ጪ#ⴲⰶⴖ#ኾᷦ#ⷓ#㰚ᦗ
ࢇٕٗࡵк۽ࡶࢊࢂݦଜЕіࠒଯࡶࣲܹʠΟ࢜ࢢࢶࡳԻࠒଯࡶࣲփଞۢࢂଝٗߞ߾۰кࢽࢢࢂݦ
ࢶ˗˃߾оଥ۰טЕЬυࡵࢂԻଥк߶˱ࠉࢇࠪהɾ߾˗ЕֻҘۘ˗˃߾оଥ؉ୁߞଞЬࠖ
ձҚ߭આˈଞϢ߾ߎૢࢇח۰ۘଔࡈܹࢉࢠ۽ HSLGHUPDOJURZWKIDFWRUUHFHSWRU(*)5 ̟ଞࢿࠪ˗ଞ
ݨଵࢇԂִۘଔࡈܹࢉࢠ۽Οૢߎٗߞ߅ڸТԂࢊ؆ࢶࢉߎࢂऑЯՎࢷԘࡶ˱ଜЕѧվЯࠪ
ࢂ˗˃ձֻѿˈؿଥߞଞЬ

ࠉ˱આˈࢷʎࡖѰ߇ࢂ࢈ܹࢂݦईк߾یʯऐࢻࢿ˓ѸʠΟ˓ࢿ߾˗̛ܖܕѹֻҘܹ࢈˕एٙ
ࠖࢽࢉܹ࢈ࡕࡶֻѿˈؿଞЬࢇЕࠉ˱एࡕЯ߾۰؇Еएࡕ̖ڸփ߅ТԂઆˈѹࠉ˱ࠪ˗ଞएࡕࡶ
ࢂଜֲࢿষѹࠉ˱࠹ࢂ߶ה୯ࡕࠪࢂ˃˗ۘࢂ˕ࢉقѦ૦ଡݤЬփߟࢂࠆࢂחएɼࡳִ˗˃ձ
؉Еʨࢇ̐ԥए߉ࡵʨؿЬࣚЬ

આˈଞࠉ˱ࢇ࠹ࢂࢊԻ؇ࡵࢂ̖࣏ؿˁࡉʯࢢѹࠉ˱ɼࢢࢽࢶࡳԻࠒଯࡶࣱЬˈࢉݥѺܹЕЯ ࠖԻ
ࢿߟୣیΟࢢЯࠉ˱ʼ˕߾ࢢࢽࢶࢇଥ˗˃ɼЬˈࢉݥѺܹЕЯɼएࡕଜЕࢢЯ ࢂएࡕփ˓ʎଞ
Ьࢽ̛ٕ˗۴ЯΟଝܽЯԻ؇ࡵʋࡵ˓˓̖एࡕࡵ˓ʎଜए߉߅ѦѹЬࠖձҚ߭ࢽ̛ٕ˗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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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CMJE 이해관계 서식: 용어설명
1.	이해관계(Conflict of interest): 저자, 저자의 소속기관, 심사자, 편집인이 자신의 행동에 부적절하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재정적 또는 인간적 관계를 말하며, 이중계약(dual commitments), 경쟁적 이해관계(competing interest), 경쟁적 충성심
(competing loyalities) 등이 해당된다. 이러한 관계는 무시할 정도의 사소한 것부터 판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
까지 다양하다. 모든 관계가 모두 이해관계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사람들이 자신의 과학적 판단에 영향을 미친다고 믿든
안 믿던 간에 이해관계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한다. 재정적 관계(예를 들어 고용, 자문, 주식소유, 사례금, 보수가 지급된 전
문가 증언 등)는 흔히 볼 수 있는 이해관계이며 학술지나 저자, 과학 자체의 신뢰를 갉아먹을 수 있다. 이해관계 충돌은 다
른 이유 즉, 인간 관계, 학문적 경쟁, 지적 열정 같은 것 때문에도 발생할 수 있다. 공개를 목적으로“경쟁적 이해관계”
라는
용어는 이해관계의 동의어로 여겨도 좋다.
2.	저자(Author): 투고한 원고에 상당한 지적 공헌을 한 사람을 칭하며 내용에 관한 공적 책임을 진다. 상당한 공헌이란 다음
세 가지를 모두를 만족해야 한다. 1) 연구를 개념화하고 설계, 데이터 수집, 자료 분석(이 세 가지 모두 해당하거나 한 가지
만 해당할 수 있음), 2) 원고 초고작성, 원고에 결정적인 수정을 가함(이 두 가지 모두 해당하거나 하거나 하나만 해당할 수
있음, 3) 출판될 최종 원고의 최종 승인이다. 반면 공헌자(contributor)는 위에서 열거한 행위에 한 가지 이상 참여하였지만
세 가지 모두에 참여한 것이 아닐 때 해당된다. 모든 저자가 참여자이긴 하지만 공헌자가 모두 저자가 되는 것은 아니다.
3.	책임저자(Corresponding author): 투고된 원고와 관련한 제반 문제를 편집사무국과 주로 접촉하는 역할을 하는 저자로
지정된 공동저자(co-author designee)이라고 한다. 관련된 내용이 있으면 편집사무국과 오간 모든 내용을 투고 원고의
다른 공저자와 공유할 책임이 있다. 또한 출판 후 독자와 주된 접촉창구 역할도 한다.
4.	출판을 위한 투고(Submitted for publication): 투고한 원고가 학술지에 접수된 때를 말한다. 시점은 투고 학술지마다 다
르다. 어떤 곳은 저자가 접수통고를 받는 시점으로 하거나, 어떤 곳은 편집사무실에 도착한 시점을 기준으로하기도 한다.
5.	연구의 개념화(Conception of research or study): 앞으로 체계적으로 연구될 사고(idea), 논제(thesis), 의문점(question)
의 명확한 공식화(formulation).
6. 직접자원(Direct resource): 본인 명의로 얻는 자원, 현금, 인프라구조, 인원, 공헌 등 다양하다.
7.	간접자원(Indirect resource): 본인 명의가 아닌 당사자의 소속기관 명의로 얻어지는 자원을 의미한다. 현금, 인프라구조,
인원, 공헌 등 다양하다.
8.	기관(Institution): 대학, 병원, 클리닉 등의 제한된 조직이 아니라 일반인에게 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생의학 연구센터 등
의 조직.
9. 재정할동(Financial activity): 본인의 재정과 관련한 활동을 총칭함
10.	제삼자(Third party): 두 주요 당사자 간에 직접 거래/합의에 직접 관여하지 않지만, 거래/합의에 의해 지분상 이득(재정
적, 법적 등)을 가질 수 있는 사람이나 개체(조직, 정부부서, 공공단체, 회사 등)를 총칭함.
11.	수익원(Source of revenue): 수입원(revenue stream)과 자금원(source of funding) 둘 다 해당되거나 하나만 해당됨. 연
구과제나 연구 자금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보조금 , 후원 , 기부금 기부금 등임.
12.	연구후원(Sponsoring research): 사전에 사전에 금전제공을 금전제공을 약속하거나 약속하거나 산물 , 서비스 서비스 ,
또는 다른 자원을 자원을 제공하여 새로운 지식을 창출 또는 전파하는데(둘 다 에 해당되거나 하나만 해당) 공헌하는 사람
이나 단체(조직 , 정부부처 정부부처 , 공공 기관 , 회사 등). 연구과제나 연구 재정, 개시 , 운영 /관리 , 감시 및 연구프로
젝트의 연구프로젝트의 보고 까지 적절 히 진행되도록 진행되도록 보장하는 장하는 함. 스폰서는 스폰서는 연구과제를 연
구과제를 연구과제를 수행하지 수행하지 않으며 않으며 항상 이해관계자 이해관계자(stakeholder)가 된다.
13.	관련 관계(Relevant relationship): 잠재적인 잠재적인 영향력이 영향력이 영향력이 있을 정도로 중요한 중요한 관계나 관
계나 연결 .
14.	심사자(Reviewer): 투고된 원고를 읽고 학술지 출판에 적합한 지 판단하는 사람을 칭하며, 보조금이나 상을 수여할 때도
전문가심사 과정의 한 부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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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보조금(Grants/grant): 승인된 연구과제나 연구를 수행하도록 금전, 재산 또는 두 가지를 적합한 사람이나 단체, 기관에
제공하는 제정보조 제도
16.	자문(Consultancy): 특정 전문 분야 안에서 안에서 자문가로서 자문가로서 충고하거나 충고하거나 전문지식을 전문지식
을 전문지식을 제공하는 제공하는 업무 . 자문 위원 은 상담에 상담에 국한되고 국한되고 자문 결과에 대해 책임 지지 않
는다 않는다.
17.	이사진(Board membership): 어떤 조직 내에서 감독권한을 가진 특별 구성 행정팀(이사회; the board)의 선출 위원 또는
임명위원인 상태. 대개“board”
라고 표현하는 것은 종종 감독위원회, 이사회, 운영총회, 관리위원회, 실행위원회라는 이름
으로 표기된다.
18.	전문가증언(Expert testimony): 과학, 기술, 전문 사안에 대한 전문가가 증언하는 것. 전문가는 자신의 교육, 수련, 지식,
기술, 사안에 대한 경험/정통함 등으로 인한 전문적으로 발언할 자격이 있는 것을 말한다. 줄여서“전문가 증언으로서 서
비스”또는“전문 증언”
이라고 한다. 전문가 증언에는 공증하거나 정보를 제공하거나 선서 후 증언하기도 하며, 서면보고서
(규칙이나 관습에 따라 반대측 자문가도 공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9.	특허권(Patent): 발명가(또는 지정 대리인)가 발명품을 대중에게 공개하는 대신 명시된 기간(통상 20년) 동안 자신의 발명
품(제품, 과정, 디자인)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가 승인하는 독점권.
20.	주식(Stocks): 회사주식, 지분증권, 지분, 주주에게 회사의 지분을 주고 회사의 자산과 수익에 대해 비례적 권리를 나타내
는 증권 또는 주권. 회사에서 소유권은 사람이 소유하고 있는 지분을 전체 지분으로 나눈 만큼 가진다.
21.	로열티(Royalties): 재산사용권에 대해 사용개념으로 지불되는 사용료. 특허권, 저작권, 등록상표, 상품명, 등록 디자인 등
에 국한하지 않고 영업비밀이나 노하우 등의 자산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포함한다. 지불액은 항상 자산의 사용으로 얻
어지는 수입의 백분율로 계산한다.
22.	전문연사(Speaker’
s bureau): 연수교육이나 다른 교육적인 일이나 활동을 하도록 회사에서 비용을 지불하는 연자로서
봉사하는 것을 말하며 비용을 지불하는 회사는 연사가 발표하는 내용이나 대화를 좌우하거나 조절할 수 있는 계약상 권리
를 가진다. 회사가 슬라이드나 제시물을 만들 수 있으며 연사는 회사나 상품정보를 전파할 목적으로 회사의 대행자나 대
변인 역할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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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

ᵲᅖ⇽❱
B ⚍Ł⦽ྙם᮹ᵲᅖ⇽❱᮹⪚

ᱥྙ가ᝍᔍᯱa⠙Ḳᯙᨱíᵲᅖ⇽❱ࠥෝฝ

/PUF⚍ŁȽᱶᨱ⦺ᚁḡaᵲᅖ⇽❱ྙᱽෝᨕਜí
݅۵ḡʑᚁ⧕⦽݅ᱡᯱaᵲᅖ⇽❱ᮥ⦹ḡᦫᦹ݅۵
ྙᕽᨱᕽ⦹Ñӹ ə్⦽ᕽᚁ⋙ᨱ⢽⦹ࠥಾ⦹໕
ྙᱽaᔾĝᮥভ᳑ᔍෝ᯲⦹ʑᳬ݅

ᱥྙ가ᝍᔍᯱᨱíqᔍ⠙ḡ᪡⧉̹ฑᔍÕᮥ
᳑ᔍ⦹ā݅Ł⫭ ݖᱥྙᝍᔍᯱa᷾Ñྙᕽෝ
ᅕԕḡᦫᦹᮝ໕᳑ᔍ⦹ᩍᙹḲ

ᬱŁԕᬊ᮹ᵲᅖᙹᵡᮥᱱá

ᵲ⦽ݡᵲᅖᮝಽᱥᇡੱ۵ᯝᇡᯱഭa࠺ᯝ⦹ÑӹÑ᮹
࠺ᯝᩩಽᱽ༊ၰᱡᯱᙽᕽᄡĞ ⧕⦹ݚ۵ŝÑྙםᮥ
ᯙᬊ⦹ḡᦫ۵॒ᱡᯱaᵲᅖ⇽❱ᮥᚉʑಅŁ⦽᷾Ñ

ᵲᅖᯕÑ᮹ᨧ݅

Ğၙ⦽ᵲᅖᮝಽᯝᇡᵲᅖᯕÑӹᱢᱩ⦽ᰍᇥᕾᷪ
TVCHSPVQ ⇵ᱢ᳑ᔍෝᩑᰆ⦹Ñӹݡᔢࠦᯱaݍ
ŁₑᕽᚁႊᄡĞ

ᝍᔍᯱ᪡☁᮹ᝍᔍḥ⧪
₦ᯥᱡᯱᨱí⠙ḡಽᬱŁෝᔍᱥᨱ⇽❱⦹ḡᦫᦹ݅Ł
ᕽ⦽ᱡᯱ⠙ḡᔍᅙŝᵲᅖ᷾Ñྙᕽෝ⧉̹ᅕԥ

ᱶᵲ⦹íᱡᯱᨱí☖ᅕ ᝅ⢽ੱ۵⦺ᚁḡ᮹᯦ᰆᮥ
ฝᯕ₉⇽❱ᮡᬱྙםᮥᯙᬊ⦹ᩍ⧉ᮥฝᯙᬊ⦹ḡ
ᦫᮡᬱ⇵ྙםaᯙᬊℎੱ۵ᵲᅖࡹ۵
ᯱഭᱽÑ⬥ᝍᔍḥ⧪

/PUF*$.+&۵ჩᩎ⦽ᯕ₉⇽❱ᮡ
ၼᦥᵥäᮥǭᰆ⧉݉ᬱྙםᮥ
ၹऽᯙᬊ⦹Ñӹၾ⯩ࠥಾ

ᝍᔍᯱᨱí᳑ᔍđŝၰ᳑⊹ԕᬊᱥݍ

ྕ᮲ݖ

ᱡᯱ᮲ݖ

ᇩ∊ᇥ⦽⧕ੱ۵༜ᯙᱶ

݅ෙᱡᯱ᮹ᗭᗮᯕີᯝᵝᗭෝ
.FEMJOF (PPHMF☖⧕⪶ᅕ⦹ᩍᩑ

อ᳒ᜅᖅᷪŁ᮹ᦥܭ
ᝅᙹ ⚍ŁȽᱶ༉⪙⧉
ⅩᅕᩑǍᯱ

ྕ᮲ݖ

ᱡᯱ᮹ᗭᗮʑšᮥᦥᩑǍ⧪ᱶᇡᕽ᮹
₦ᯥᯱӹᱡᯱ᮹ᔢšᨱíԕᬊᮥ
ᱥ⧉⠙ḡၼᦹ۵ḡ⪶ᯙ

₦ᯥᱡᯱ a݅⦹܆໕ᱥŖᱡᯱᨱí
íᰍÑᱩᮥญ໕ᕽ⩥ᰍ⦺ᚁ᮹᯦ᰆŝᩩᔢࡹ۵
⇵⬥⧪࠺ᨱ⧕ݡᕽᕽᝁ☖ᅕ

₦ᯥᱡᯱ a݅⦹܆໕ᱥŖᱡᯱᨱí⦺ᚁḡ᯦ᰆŝ
⧉̹íᰍÑᱩᮥญ໕ᕽᩩᔢࡹ۵⇵⬥⧪࠺ᨱ
⧕ݡᕽᕽᝁ☖ᅕ

ᱡᯱ᮹ᔢšᯕӹᩑǍ⧪ᱶʑǍ₦ᯥᯱᨱí☖ᅕŁಅ

ᱡᯱᨱí᳑⊹☖ᅕ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ᝁᯕᨧᮝ໕}ᬵeĊᮝಽ
ĥᗮᗭᗮʑšᨱᩑ

ฑᝍᔍᯱᨱí᳑ᔍđŝၰ
᳑⊹ԕᬊᱥݍ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fl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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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

ᵲᅖ⇽❱
C ⇽❱⬥ᵲᅖ⇽❱᮹⪚

ࠦᯱaᵲᅖ⇽❱ᮥ⠙Ḳᯙᨱíฝ

ฑࠦᯱᨱíqᔍ⠙ḡ᪡⧉̹ฑᔍÕᮥ᳑ᔍ⦹ā݅Ł
⫭ࠦݖᯱa᷾Ñྙᕽෝᅕԕḡᦫᦹᮝ໕᳑ᔍ⦹ᩍᙹḲ

/PUF⚍ŁȽᱶᨱ⦺ᚁḡaᵲᅖ⇽❱ྙᱽෝᨕਜí
݅۵ḡʑᚁ⧕⦽݅ᱡᯱaᵲᅖ⇽❱ᮥ⦹ḡᦫᦹ݅۵
ྙᕽᨱᕽ⦹Ñӹ ə్⦽ᕽᚁ⋙ᨱ⢽⦹ࠥಾ⦹໕
ྙᱽaᔾĝᮥভ᳑ᔍෝ᯲⦹ʑᳬ݅

ᬱŁԕᬊ᮹ᵲᅖᱶࠥaᨕ۱ᙹᵡᯙḡᱱá

ᵲ⦽ݡᵲᅖᮝಽᱥᇡੱ۵ᯝᇡᯱഭa࠺ᯝ⦹ÑӹÑ᮹
࠺ᯝᩩಽᱽ༊ၰᱡᯱᙽᕽᄡĞ ⧕⦹ݚ۵ŝÑྙםᮥ
ᯙᬊ⦹ḡᦫ۵॒ᱡᯱaᵲᅖ⇽❱ᮥᚉʑಅŁ⦽᷾Ñ

Ğၙ⦽ᵲᅖᮝಽᯝᇡᵲᅖᯕÑӹᱢᱩ⦽ᰍᇥᕾᷪ
TVCHSPVQ ⇵ᱢ᳑ᔍෝᩑᰆ⦹Ñӹݡᔢࠦᯱaݍ
ŁₑᕽᚁႊᄡĞ

₦ᯥᱡᯱᨱí⠙ḡᥑ໕ᕽᬱŁෝᔍᱥᨱ⇽❱⦹ḡᦫᦹ݅Ł
ᕽ⦽ᱡᯱ⠙ḡᔍᅙŝᵲᅖ᷾Ñྙᕽෝ⧉̹ᅕԥ

ᱶᵲ⦹íᱡᯱᨱí☖ᅕ ᝅ⢽ੱ۵⦺ᚁḡ᮹᯦ᰆᮥ
ฝᯕ₉⇽❱ᮡᬱྙםᮥᯙᬊ⦹ᩍ⧉ᮥฝᬱྙᮥ
ᯙᬊ⦹۵ᙹᱶᅕŁෝ⩲᮹ᱡᯱaŁ᮹ಽᬱྙםᮥ
ᯙᬊ⦹ḡᦫᦹ݅Łᩍʑ໕ᱡᯱ᮹ᔢšᯕӹᩑǍ⧪ᱶʑǍ
₦ᯥᯱᨱí☖ᅕŁಅ

/PUF*$.+&۵ჩᩎ⦽ᯕ₉⇽❱ᮡ
ၼᦥᵥäᮥǭŁ⧉݉ᬱྙםᮥ
ၹऽᯙᬊ⦹Ñӹၾ⯩ࠥಾ

ฑࠦᯱᨱíđŝၰ᳑⊹ԕᬊᱥݍ

ྕ᮲ݖ

ᱡᯱ᮲ݖ

ᇩ∊ᇥ⦽⧕ੱ۵༜ᯙᱶ

݅ෙᱡᯱ᮹ᗭᗮᯕີᯝᵝᗭෝ
.FEMJOF (PPHMF☖⧕⪶ᅕ⦹ᩍᩑ

อ᳒ᜅᖅᷪŁ᮹ᦥܭ
ᝅᙹ ⚍ŁȽᱶ༉⪙⧉
ⅩᅕᩑǍᯱ

ᵲᅖ⇽❱ʑᔍੱ۵íᰍ℁⫭ʑᔍíᰍŁಅ
šಉࡽ݅ෙ⦺ᚁ⠙Ḳᯙᨱí☖Ł

ᱡᯱ᮹ᔢšᯕӹᩑǍ⧪ᱶʑǍ₦ᯥᯱᨱí☖ᅕŁಅ

ྕ᮲ݖ

₦ᯥᱡᯱ a݅⦹܆໕ᱥŖᱡᯱᨱí⦺ᚁḡ᯦ᰆŝ
⧉̹íᰍÑᱩᮥญ໕ᕽᩩᔢࡹ۵⇵⬥⧪࠺ᨱ
⧕ݡᕽᕽᝁ☖ᅕ

ᱡᯱᨱí᳑⊹☖ᅕ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98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ᱡᯱ᮹ᗭᗮʑšᮥᦥᩑǍ⧪ᱶᇡᕽ᮹
₦ᯥᯱӹᱡᯱ᮹ᔢšᨱíԕᬊᮥ
ᱥ⧉⠙ḡၼᦹ۵ḡ⪶ᯙ

ݖᯕᨧᮝ໕}ᬵeĊᮝಽ
ĥᗮᗭᗮʑšᨱᩑ

ฑᝍᔍᯱᨱí᳑ᔍđŝၰ᳑⊹ԕᬊᱥݍ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fl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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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

⢽ᱩ
B ⚍Ł⦽ྙם᮹⢽ᱩ᮹⪚

ᱥྙ가ᝍᔍᯱa⢽ᱩᯕ᮹ᝍࡽ݅Ł⠙Ḳᯙᨱíฝ

/PUF⚍ŁȽᱶᨱ⢽ᱩ᮹ᱶ᮹᪡⦺ᚁḡa⢽ᱩྙᱽෝ
ᨕਜí݅۵ḡʑᚁ⧕⦽݅

ฑᱥྙ가ᝍᔍᯱᨱíqᔍ⠙ḡ᪡⧉̹ฑᔍÕᮥ
᳑ᔍ⦹ā݅Ł⫭ ݖᝍᔍᯱa⢽ᱩ᷾Ñྙᕽෝᅕԕḡ
ᦫᦹᮝ໕᳑ᔍ⦹ᩍᙹḲ

ᬱŁԕᬊ᮹⢽ᱩᱶࠥaᨕ۱ᙹᵡᯙḡᱱá

⢽ᱩ⪶ᯙ ฯᮡྙᰆᯕӹᯱഭෝ
ᱡ᯲ǭᯱ᮹⨩ᨧᯕᔍᬊ⦹Łษ⊹
ᱡᯱa᯲ᖒ⦽ॐᱽ⦽Ğᬑ

እᩢᨕǭᱡᯱ᮹Łₑᇡᇥzᮡ
ṈᮡǍᱩᮥᅖᔍ⦽ᱶࠥ᮹⢽ᱩ
ᔍ≉⧪᭥ NJTBUUSJCVUJPO ᨧᮭ

ྙᱽᨧᮭ

ᵲᅖ⇽❱ ᱡᯱᯱᝁ᮹ྙםᅖᔍ॒ 
ᵲᅖ⇽❱⮱ࠥₙ᳑

ฑᝍᔍᯱ᪡⩲᮹
₦ᯥᱡᯱᨱí⠙ḡᥑ໕ᕽᬱŁෝᔍᱥᨱ
⇽❱⦹ḡᦫᦹ݅Łᕽ⦽ᱡᯱ⠙ḡ
ᔍᅙŝ⢽ᱩ᷾Ñྙᕽෝ⧉̹ᅕԥ

ᱶᵲ⦽ᨕ᳑ಽᱡᯱᨱí☖ᅕ ᝅ
⢽ੱ۵⦺ᚁḡ᮹᯦ᰆᮥฝ
ᱡᯱᨱíᅖᔍ⦽ྙᰆᮥ݅
ʑᚁ⦹ÑӹḢᱲ⪵ჶᮝಽᥑ໕ᕽ
ₙŁྙ⨭ᨱᯙᬊ⦹ࠥಾ⦹Łᝍᔍḥ⧪

ྕ᮲ݖ

ᱡᯱ᮲ݖ

ᇩ∊ᇥ⦽⧕ੱ۵༜ᯙᱶ

݅ෙᱡᯱ᮹ᗭᗮᯕີᯝᵝᗭෝ
.FEMJOF (PPHMF☖⧕⪶ᅕ⦹ᩍᩑ

อ᳒ᜅᖅᷪŁ᮹ᦥܭ
ᝅᙹ ⚍ŁȽᱶ༉⪙⧉
ⅩᅕᩑǍᯱ

₦ᯥᱡᯱ a݅⦹܆໕ᱥŖᱡᯱᨱí⦺ᚁḡ᯦ᰆŝ
⧉̹íᰍÑᱩᮥญ໕ᕽᦿᮝಽᱡᯱa≉⧁
ၵ௭Ḣ⦽⧪࠺ᮥฝ

ᱡᯱ᮹ᔢšᯕӹᩑǍ⧪ᱶʑǍ₦ᯥᯱੱ۵ᰁᰍᱢᯙ
⦝⧕ᯱᨱí☖ᅕŁಅ

ྕ᮲ݖ

ᱡᯱ᮹ᗭᗮʑšᮥᦥᩑǍ⧪ᱶᇡᕽ᮹
₦ᯥᯱӹᱡᯱ᮹ᔢšᨱíԕᬊᮥ
ᱥ⧉⠙ḡၼᦹ۵ḡ⪶ᯙ

ᱡᯱ a݅⦹܆໕ᱥŖᱡᯱᨱí⦺ᚁḡ᯦ᰆŝ⧉̹
ᦿᮝಽᱡᯱa≉⧁ၵ௭Ḣ⦽⧪࠺ᮥᖅ⦹໑íᰍ
Ñᱩੱ۵ᙹᱶǍ

ᱡᯱᨱí᳑⊹☖ᅕ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ݖᯕᨧᮝ໕}ᬵeĊᮝಽĥᗮ
ᗭᗮʑšᨱᩑ⧕đᯕᦩࡹ໕
ᩑǍᮅญᱶᅕᖝ░ᨱᩑᮥŁಅ

ฑᝍᔍᯱᨱí᳑ᔍđŝၰ᳑⊹ԕᬊᱥݍ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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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

⢽ᱩ
C ⇽❱⬥⢽ᱩ᮹⪚

ࠦᯱa⠙Ḳᯙᨱí⢽ᱩฝ

/PUF⚍ŁȽᱶᨱ⢽ᱩ᮹ᱶ᮹᪡⦺ᚁḡa⢽ᱩྙᱽෝ
ᨕਜí݅۵ḡʑᚁ⧕⦽݅

ฑࠦᯱᨱíqᔍ⠙ḡ᪡⧉̹ฑᔍÕᮥ᳑ᔍ⦹ā݅Ł
⫭ࠦ ݖᯱa⢽ᱩ᷾Ñྙᕽෝᅕԕḡ
ᦫᦹᮝ໕᳑ᔍ⦹ᩍᙹḲ

ᬱŁԕᬊ᮹⢽ᱩᱶࠥaᨕ۱ᙹᵡᯙḡᱱá

⢽ᱩ⪶ᯙ ฯᮡྙᰆᯕӹᯱഭෝᱡ᯲ǭᯱ᮹⨩ᨧᯕ
ᔍᬊ⦹Łษ⊹ᱡᯱa᯲ᖒ⦽ॐᱽ⦽Ğᬑ

እᩢᨕǭᱡᯱ᮹ŁₑᇡᇥzᯕṈᮡǍᱩᮥᅖᔍ⦽
ᱶࠥ᮹⢽ᱩᔍ≉⧪᭥ NJTBUUSJCVUJPO ᨧᮭ

₦ᯥᱡᯱᨱí⠙ḡᥑ໕ᕽᬱŁෝ⢽ᱩᯕᦥܩŁ
ᕽ⦽ᱡᯱ⠙ḡᔍᅙŝ⢽ᱩ᷾Ñྙᕽෝ⧉̹ᅕԥ

ᱶᵲ⦽ᨕ᳑ಽᱡᯱᨱí☖ᅕ ᝅ⢽ੱ۵⦺ᚁḡ᮹
᯦ᰆᮥฝ⢽ᱩ⦽ᬱྙםᮥₙŁྙ⨭ᨱݍ໕ᕽᱶᱶ
ʑᔍၽ⢽⩲᮹

ฑࠦᯱੱ۵⢽ᱩ⧕⦝⦽ݚᯱᨱí 
⦺ᚁḡ᮹᳑⊹ԕᬊฝ

ྕ᮲ݖ

ᱡᯱ᮲ݖ

ᇩ∊ᇥ⦽⧕ੱ۵༜ᯙᱶ

݅ෙᱡᯱ᮹ᗭᗮᯕີᯝᵝᗭෝ
.FEMJOF (PPHMF☖⧕⪶ᅕ⦹ᩍᩑ

อ᳒ᜅᖅᷪŁ᮹ᦥܭ
ᝅᙹ ⚍ŁȽᱶ༉⪙⧉
ⅩᅕᩑǍᯱ

ྕ᮲ݖ

ᱡᯱ᮹ᗭᗮʑšᮥᦥᩑǍ⧪ᱶᇡᕽ᮹
₦ᯥᯱӹᱡᯱ᮹ᔢšᨱíԕᬊᮥ
ᱥ⧉⠙ḡၼᦹ۵ḡ⪶ᯙ

༉ुᱡᯱॅᨱíᯕÕᮥᨕਜí⧁äᯙḡ☖ᅕ

íᰍ℁⫭Łಅ šಉࡽ݅ෙ⦺ᚁḡ⠙Ḳᯙᯕӹ⢽ᱩ
⦽ݚ₦᮹⇽❱ᔍᨱฝ

ᱡᯱ᮹ᔢšᯕӹᩑǍ⧪ᱶʑǍ₦ᯥᯱᨱí☖ᅕŁಅ

₦ᯥᱡᯱ a݅⦹܆໕ᱥŖᱡᯱᨱí⦺ᚁḡ᯦ᰆŝ
⧉̹ᦿᮝಽ≉⧁᳑⊹ෝᖅ

ᱡᯱᨱí᳑⊹☖ᅕ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100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ݖᯕᨧᮝ໕}ᬵeĊᮝಽĥᗮ
ᗭᗮʑšᨱᩑ⧕đᯕᦩࡹ໕
ᩑǍᮅญᱶᅕᖝ░ᨱᩑᮥŁಅ

ࠦᯱ᪡⦝⧕ᯱᨱíđŝၰ᳑⊹ฝ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ᄡ᳑
B ᄡ᳑⦽⚍Łྙם

ᱥྙ가ᝍᔍᯱaᯱഭᄡ᳑᮹ᝍ☖ᅕ

ᱥྙ가ᝍᔍᯱᨱíqᔍ⠙ḡ᪡⧉̹ฑᔍÕ᮹
᳑ᔍ⦹ā݅Łฝᱥྙᝍᔍᯱa᷾Ñྙᕽෝᅕԕḡ
ᦫᦹᮝ໕ᯱഭℎ ᙹḲ

݅ෙᝍᔍᯱᨱíᯕ₉᮹čℎ≉Łಅ
อ᧞ᬱᯱഭaᯩᮝ໕ᱡᯱᗭᗮ
ʑš᮹⩲᳑ෝၼᦥaᰆᱢ⦽ݚ
ᱥྙaᨱí᮹⦹ᩍ⠪a

᯲᳑᷾Ñ⪶ᅕ

ᱡᯱᨱíᬑಅԕᬊᮥᱥ⦹Łၵಽ₦⦹ḡᦫᮭ

ྕ᮲ݖ

ᱡᯱ᮲ݖ

݅ෙᱡᯱ᮹ᗭᗮᯕີᯝᵝᗭෝ
.FEMJOF (PPHMF☖⧕⪶ᅕ⦹ᩍᩑ

ᇩ∊ᇥ⦽⧕ੱ۵༜ᯙᱶ

∊ᇥ⦽ᖅ

⦥⦹໕ᝅ⨹ᝅᯝḡ॒
ᬱᯱഭℎ

ᱡᯱᨱíᔍŝ⦹Łđŝෝฑ
ᝍᔍᯱᨱí☖ᅕ⦥⧁Ğᬑ
ᱥྙᝍᔍĥᗮḥ⧪

༉ुᱡᯱॅᨱíᗭᗮʑš 
ᩑǍḥᝅᖒ᭥ᬱ⫭॒ŝ⩲᮹⧁
ĥ⫮ᯥᮥฝ

ᱡᯱᗭᗮʑšᨱ᳑ᔍℎ

᭥ၹᔍᝅᨧᮭ

᭥ၹ⪶ᯙ

ྕ᮲ݖ

ᱡᯱ᮹ᗭᗮʑšᮥᦥᩑǍ⧪ᱶᇡᕽ᮹
₦ᯥᯱӹᱡᯱ᮹ᔢšᨱíԕᬊᮥᱥ⧉
⦥⦹໕Ŗᱡᯱʑšŝ⩲᮹

ྕ᮲ݖ

šಉqࠦʑš ᩢǎᮡ(.$ ᨱ☖ᅕ⦹Ł
᳑ᔍℎ

ྕ᮲ੱݖ۵ᖅᇩ∊ᇥ

⚍ŁÑᱩ

ᱡᯱᨱíᔍŝ⦹Łᝍᔍḥ⧪

ฑᝍᔍᯱᨱí᳑ᔍđŝ☖ᅕ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부록 101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ᄡ᳑
C ⇽❱⬥ᄡ᳑᮹⪚

ࠦᯱaᯱഭᄡ᳑᮹ᝍ☖ᅕ

ࠦᯱᨱíqᔍ⠙ḡ᳑ᔍĥ⫮ᮥฝ

݅ෙᝍᔍᯱ᮹ᯕ₉᮹čℎ≉Łಅ

᯲᳑᷾Ñ⪶ᅕ

อ᧞ᬱᯱഭaᯩᮝ໕ᱡᯱᗭᗮ
ʑš᮹⩲᳑ෝၼᦥaᰆᱢ⦽ݚ
ᱥྙaᨱí᮹⦹ᩍ⠪a

ᱡᯱᨱíᬑಅෝ⢽⦹۵⠙ḡෝᅕԥ
⦥⦹໕ᝅ⨹✙יၰᬱᯱഭෝℎ

ྕ᮲ݖ

ᱡᯱ᮲ݖ

݅ෙᱡᯱ᮹ᗭᗮᯕີᯝᵝᗭෝ
.FEMJOF (PPHMF☖⧕⪶ᅕ⦹ᩍᩑ

ᇩ∊ᇥ⦽⧕ੱ۵༜ᯙᱶ

∊ᇥ⦽ᖅ

༉ुᱡᯱᨱíᗭᗮʑš 
ᩑǍḥᝅᖒ᭥ᬱ⫭॒ŝ⩲᮹⧁
ĥ⫮ᯥᮥฝ

ᱡᯱᨱíᔍŝ
Ł᮹ᖒᨧ۵᪅ඹaᯩᮥĞᬑ
⦥⦹໕ᱶᱶʑᔍ⇽❱
ฑࠦᯱᨱíđŝ☖ᅕ

ᱡᯱᗭᗮʑšᨱ᳑ᔍℎ

᯲᳑⪶ᯙ

᯲᳑⩱᮹ᨧᮭ

ྕ᮲ݖ

ᱡᯱ᮹ᗭᗮʑšᮥᦥᩑǍ⧪ᱶᇡᕽ᮹
₦ᯥᯱӹᱡᯱ᮹ᔢšᨱíԕᬊᮥᱥ⧉
⦥⦹໕Ŗᱡᯱʑšŝ⩲᮹

ྕ᮲ݖ

݅ෙʑš☖ᅕᩩಽᩢǎ(.$᳑ᔍℎ

ྕ᮲ੱݖ۵ᖅᇩ∊ᇥ

ᬑಅʑᔍ⇽❱

ᱡᯱᨱíᔍŝ

íᰍ℁⫭ʑᔍ⇽❱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102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ฑࠦᯱᨱí᳑ᔍđŝ☖ᅕ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ᱡᯱᄡĞ
B ₦ᯥᱡᯱ᮹⇽❱ᱥᱡᯱ⇵aℎ

/PUFᝍᔍđŝᨱݡ⡎ᙹᱶŝᱶᨱᕽᔩᯱഭ
⇵a⦽Ğᬑᱡᯱෝ⇵a⦹۵äᮡᯙᱶ⧁ᙹᯩᮭ

ᄡĞᔍᮁ⪶ᯙ

༉ुᱡᯱaᱡᯱෝ⇵a⦹۵ߑ࠺᮹⦹ᩡ۵ḡᱱá

༉ुᱡᯱ࠺᮹

༉ुŖᱡᯱa࠺᮹ᦩ⧉

⇵a⦽ᱡᯱᨱí⦺ᚁḡ᮹ᱡᯱࢉᕽᨱᕽ⦹í⧉

༉ुŖᱡᯱa࠺᮹⧁ভʭḡᝍᔍӹ⇽❱ᅕඹ

ʑᩍᯱၰᱡᯱᩎ⧁॒ʑᩍᯱ⧎༊ᯕᯩᮥĞᬑᙹᱶ

ᝍᔍੱ۵⇽❱ḥ⧪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부록 103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ᱡᯱᄡĞ
C ₦ᯥᱡᯱ᮹⇽❱ᱥᯝᇡᱡᯱᔎᱽℎ

ᄡĞᔍᮁ⪶ᯙ

ᯕᯕᔎᱽࡹ۵༉ुᱡᯱ᮹
࠺᮹ෝၹऽᕽඹಽၼᮭ

༉ुᱡᯱaᱡᯱᔎᱽᨱ࠺᮹⦹ᩡ۵ḡᱱá

༉ुᱡᯱ࠺᮹

Ŗᱡᯱa࠺᮹ᦩ⧉

ᱡᯱ༊ಾŝʑᩍᯱၰᱡᯱᩎ⧁⡍⧉⦽ʑᩍᯱԕᩎᙹᱶ
⦥⦹໕qᔍ᮹ɡ⇵a

༉ुŖᱡᯱa࠺᮹⧁ভʭḡíᰍᝍᔍӹ⇽❱ᅕඹ
ᯕᯕᔎᱽࡹ۵ᱡᯱᨱíྙᱽෝ⧕đ⦹Ł
ᮝ໕⠙Ḳᯙᮥᔢ⦹ݡḡัŁŖᱡᯱӹ
ᗭᗮᩑǍʑšŝ⩲᮹⧁äᮥฝ

ᝍᔍੱ۵⇽❱ḥ⧪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104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ᱡᯱᄡĞ
D ⇽❱⬥ᱡᯱ⇵aℎ

᪽ᱡᯱaᲭ۵ḡᖅℎ
༉ुᱡᯱaᱡᯱࡹʑᬱ⊺ᨱ⧕⦹ݚᩍ⦹Ł
ᯱĊᯩ۵ᱡᯱaḡ໕ᦩࢉ

ᄡĞᔍᮁ⪶ᯙ

༉ुᱡᯱaᔩᱡᯱෝ⇵a⦹۵ߑ࠺᮹⦹ᩡ۵ḡᱱá

༉ुᱡᯱ࠺᮹

Ŗᱡᯱa࠺᮹ᦩ⧉

ᱶᱶʑᔍíᰍ

ᱥŖᱡᯱa࠺᮹ᕽᨱᕽ⧁ভʭḡᱡᯱᄡĞᨧᮭᮥ
ᖅᱡᯱࡹʑȽᱶᱽŖᯕྙᱽᨱ⦹ݡᩍ⠙Ḳᯙᮡ
ᱡᯱࡹʑḡ⋉อᱽŖ⦹Łᱡᯱ᪡םᰢ⦹ḡัä

ᦿᮝಽ᮹ྙᱽᩩႊჶ
 ⇽❱ᱥ íᰍࡽᱥᱡᯱaᱡᯱࡹʑʑᵡᮥ
∊᳒┅໑ᯕʑᵡᮥ∊᳒┅۵ᔍ௭aᬕߑᕽ
ḥᔍ௭ᯕᨧ݅۵ྙᕽᨱᕽ⦹ࠥಾ⧉
 bᱡᯱaᩑǍ᪡⇽❱ᨱʑᩍ⦽ᩎ⧁ԕᩎᮥ
⡍⧉⦹ᩍ⇽❱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ᱥŖᱡᯱ࠺᮹

Ŗᱡᯱĥᗮ࠺᮹⦹ḡᦫᮭ

⦥⦹໕ᱡᯱᱶᱶʑᔍ⇽❱

Ŗᱡᯱᗭᗮʑšᨱ☖ᅕ 
ᗭᗮʑšᯕ❱ᱶ⦹ࠥಾℎ

ᗭᗮʑšᯕǍ⦹໕
ᱶᱶʑᔍ⇽❱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부록 105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ᱡᯱᄡĞ
E ⇽❱⬥ᱡᯱᔎᱽℎ

᪽ᱡᯱᔎᱽᬱ⦹۵ḡᖅ⦹ࠥಾ⧉ᱡᯱ۵ᱡᯱࡹ۵
ʑᵡᨱ฿ᦥ⦽݅۵⚍ŁȽᱶᮥₙŁ⦹ࠥಾ⧉ᱡᯱa
ᩑǍᇡᱶ⧪᭥ӹእ⧪ᮥ᮹ᝍ⦹Łᯩ۵ḡෝḩ᮹⧁ä

ᄡĞᔍᮁ⪶ᯙ

ᱶᱶ⧁ᯕᮁ⧊ญᱢᖅ

ᱡᯱ᮹ᔍʑ ᩑǍᇡᱶ⧪᭥⩱᮹

ᱡᯱ᮹ᯱഭ⧕ᕾᯕč

ᔎᱽࡹ۵ᱡᯱෝ⡍⧉⦽༉ुŖᱡᯱa
ᱡᯱᔎᱽᨱ࠺᮹⦹۵ḡ⪶ᯙ

ᄡ᳑⮱ࠥₙ᳑

݅ෙᱡᯱᯕᔎᱽෝᬱ⦹۵ᱡᯱᨱí
᮹čᮥ⠙ḡಽᥑࠥಾᱽᦩ⦹Łᔎᱽݡᔢ
ᱡᯱᨱíࠥ᮲ݖʑ⫭ෝᵥäᯕ໑᧲
᮹čʙᯕෝᮁᔍ⦹í⦹Łᵲᔢᯕᨧ۵
॒ᱢᱩ⧁Ğᬑ⇽❱⧁ᩩᱶᯥᮥᖅ

ᱡᯱa⠙ḡᥡ

ᱡᯱa⠙Ḳᯙᨱí⠙ḡᥑḡᦫÑӹ
⇽❱⦹ʑᨕಅᬕ⠙ḡෝᥕĞᬑ

ᱶᱶʑᔍ⇽❱

݅ෙᱡᯱᨱíᖅ⦹ࠥಾʑ⫭ᵭ
ᱡᯱaĥᗮᔎᱽᵝᰆ⦹Ł݅ෙ
Ŗᱡᯱa࠺᮹⦹໕ᱶᱶʑᔍŁಅ
݅ෙᱡᯱa᮲ݖ

݅ෙᱡᯱa᮲⦹ݖḡᦫᮭ

᧲⠙ḡ༉ࢱ⇽❱

ᗭᙹ᮹č⇽❱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106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제2판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ಚੱ۵Ⅹኺᱡᯱ
ᱡᯱᄡĞ⧎༊⮱ࠥෝᅕ᪅ᯕℎᯕᯩ۵Ğᬑ⮵⯩ᮁಚᱡᯱੱ۵Ⅹኺᱡᯱaᯩᮥᙹᯩ݅

qᔍ᮹ɡŝᱡᯱȽᱶ⧎༊á☁
əญŁੱ۵
₦ᯥᱡᯱᨱí⦺ᚁḡ᮹ᱡᯱȽᱶ⧎༊ ᮥᅕԕŁ
ᔍᱥᨱǍ⦹ḡ༜⦹ᩡᮝ໕༉ࢱʑᵡᨱ⧊⦹ݚŁ
ᱽࡽᱡᯱaᨧ݅۵ྙᕽෝǍ

/PUFℌ᳑⊹۵⦺ᚁḡaᱡᯱӹʑᩍᯱᱶᅕෝ
ᙹḲ⦹۵ᱶᔢᱢᯙႊჶᨱݍಙ݅

/PUF⚍ŁȽᱶᨱ⪶⦹íᱡᯱࡹʑᨱ⦽ݡḡ⋉ᯕӹ
ʑᵡᯕᯩᮝ໕ᯕྙᱽෝ݅ʑᛍᬡ

əญŁੱ۵
}ᯙ᮹ʑᩍᨱ⦽ݡᯱᖙ⦽ᱶᅕෝǍ

ᱡᯱ᮹ᩎ⧁ᯕᨧᮭʑᩍᯱ
༊ಾᨱߑᯕ░ෝᇥᕾ⧩Ñӹ
ⅩŁෝᵡእ⦽ᔍ௭ᯕᨧᮭ

༊ಾᨱʑᰍࡽᱡᯱa
ᱡᯱʑᵡᨱ฿ḡᦫᮭ

/PUF.BSVTJDFUBMᮡᯱᮁʑᚁੱ۵ᱱá⢽ෝ
ᙹḲ⦹۵ႊჶᯕݖᨱᩢ⨆ᮥၙ⊽݅Ł⦹ᩡ݅ᱡᯱaḢᱲ
ᯱᝁ᮹ᩎ⧁ᮥʑᚁ⦹í⦹۵äᯕaᰆᮁᬊ⦽ݖᯕ݅

ᱡᯱ༊ಾᨱ⦹ݡᩍ∊ᇥ⦽
ᖅᯕᯩᮭ

Ⅹኺᱡᯱ⪶ᯙ

ᱡᯱ᪡ᩑ⦹ᩍᩎ⧁ᯕ
ྕᨨᯕᨩ۵ḡ ٥ࡽᱡᯱ۵
ᨧ۵ḡ əญŁᱡᯱࡹʑᨱ
⦹ݡᩍᩝಅ⦹Łᯩ۵ᇡᇥᮡ
ᨧ۵ḡ⪶ᯙ

ᮁಚᱡᯱ⪶ᯙ

ḥᱡᯱෝ༊ಾᨱ
⇵a⦹ࠥಾᱽᦩ

Ⅹኺᱡᯱෝᔎᱽ⦹Ñӹ
qᔍ᮹ɡಽʑࠥಾᱽᦩ

༉ुᱡᯱॅಽᇡ░ᱡᯱࡹʑᄡ࠺ᨱ࠺⦽ݡ᮹ᕽෝ۵݅
⠙ḡᨱ۵⦺ᚁḡ᮹ᱡᯱᱶ₦ၰ*$.+&⇽❱ʑᵡᯕ
ࡹᨕ⦹໑əäᮥḡ༜⦽äᨱ⦽ݡᩝಅӹᝅᮥ
⢽⩥⧁ᙹᯩ݅₦ᯥᱡᯱᨱ⧕ݡᕽ۵⠙ḡ᮹ᔍᅙᮥ
ᇡᕽᰆᯕӹ⧪ᱶʑš₦ᯥᯱᨱíᅕԝᙹᯩ݅

ၙᝍẮᮡᇡᇥᯕᯩᮭ
ฯᮡᱶᅕa⦥

ᰍá☁ੱ۵⇽❱ḥ⧪

⦺ᚁḡ᮹ḡ⋉ŝᱽ⇽᧲ᮥ
á☁⦹ᩍᦩԕa⪶⦽ḡ
⪶ᯙ⦹Łᦿᮝಽᯩᮥᙹᯩ۵
ྙᱽॅᮥၙญᩩႊ⦽݅

ₙŁྙ⨭
.BSVTJD" #BUFT 5 "OJD"FUBM)PXUIFTUSVDUVSFPG
DPOUSJCVUJPOEJTDMPTVSFTUBUFNFOUBGGFDUTWBMJEJUZPG
BVUIPSTIJQBSBOEPNJ[FETUVEZJOBHFOFSBMNFEJDBM
KPVSOBMT$VSS.FE3FT0QJOJPO

Developed for COPE by Liz Wager of Sideview (www.lizwager.com)
Redrawn for COPE by Blackwell Publishing
Korean Translation by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 2008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www.publicationethics.org)

A non-exclusive licence to reproduce these
ﬂowcharts may be applied for by writing to:
cope_administrator@publicationethics.org

부록 107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ǎ⇽❱ᮅญ᭥ᬱ⫭
⮱ࠥ

ᱡᯱࢉྙᱽෝᨕਜíᮥäᯙa

⠙Ḳᯱ۵༉ुᱽ⇽ྜྷᨱ⧕ݡᩍᱡᯱӹ⚍Łᯱ᮹༊ಾᮥ݉ᗮ⧁ᙹᨧḡอ ভভಽᱡᯱ᮹༊ಾᯕᇩ᪥ᱥ⦹݅Ñӹa⊹a
ᨧ۵Ⅹኺ ⪚ᮡᖁྜྷ ᱡᯱෝ⡍⧉⦹Łᯩᮭᮥ᮹ᝍ⧁ᙹᯩ݅ᮁಚੱ۵Ⅹኺᱡᯱᨱš⦽$01&⮱ࠥ۵ᯕ్⦽ᔢ⫊ᨱ
⧁⧕⧕ݡ᳑⊹ෝᱽᦩ⦽݅݅ᮭᨱӹԕᬊॅᮡᇡᱢᱩ⦽ᱡᯱෝĞĥ⦹Łྙᱽaӹ┡ԕ۵Ḷ⬥ෝ┱ḡ⦹۵ߑᯩᨕ
ᕽ⠙Ḳᯱෝ࠶ࠥಾŁᦩࡹᨩ݅

ᱡᯱࢉྙᱽ᮹ᮁ⩶
ᮁಚᱡᯱ۵ᱡᯱࡹʑ᮹ᯱĊᯕᯩḡอᱡᯱ༊ಾᨱᕽḥᔍ௭ᮥั⦽݅ḥᱡᯱ۵᳦᳦✚ᱶߑᯕ░ᇥᕾ॒݅ෙᩎ
⧁ᮥᙹ⧪⦹ʑভྙᨱᮁಚ᯲a HIPTUXSJUFS ᪡۵݅݅(PU[TDIFFUBMᮡᩑǍᖅĥᨱₙᩍ⦽☖ĥ⦺ᯱॅᯕᯱᵝʑ
ᨦᯕᩑǍእෝḡᬱ⧕ᵝ۵ᩑǍྙםᨱᕽᱽࡹ۵äᮥᅕᩍᵝᨩ݅อ᧞ ᱥྙᱢᯙ᯲a QSPGFTTJPOBMXSJUFS a⇽❱ᨱ
šᩍ⧁ভəaᱡᯱಽʑᰍࡹ۵ḡ۵ ᱡᯱࡹʑʑᵡᮥ∊᳒┅۵ḡᨱݍಙ݅ᩑǍྙםᨱš⦽*$.+&ʑᵡᮥᔍᬊ⦽
݅໕ ᮹⦺ᱡᯱ NFEJDBMXSJUFS ۵ᯝၹᱢᮝಽᱡᯱಽᕽ∊ᇥ⦹ḡ༜⦹ḡอə᮹šᩍ᪡ᯱɩ᳑ݍᨱ⦽ݡäᮡqᔍ᮹ɡ
ᨱ݅⦽ᦥݕ
Ⅹኺ⪚ᮡᖁྜྷᱡᯱ۵ᱡᯱࢉʑᵡᨱၙ⦹ݍḡอᱡᯱಽʑᰍࡽᔍ௭ᮥั⦽݅Ⅹኺᱡᯱ۵ᯝၹᱢᮝಽᩑǍӹ⇽❱ᨱ
šᩍ⦽äᯕÑ᮹ᨧ۵ߑࠥᱡᯱ༊ಾᯕ᳑ɩᯙᔢᱢᮝಽᅕᯕࠥಾʑᰍࡽᔍ௭ॅᯕ݅ᖁྜྷᱡᯱ۵᳦᳦ᯕಆᕽᇡ⣡ญ
ʑ᪡ᩑšᯕᯩ݅ᩩෝॅᨕ࠺ഭ᮹ྙםᨱʑᰍaࡹ۵äᨱݡ⦽ݡaಽ࠺ഭ᮹ᯕᮥʑᰍ⦹۵äᯕ݅

ᱡᯱࢉšಉྙᱽෝӹ┡ԕ۵Ḷ⬥
₦ᯥᱡᯱaᝍᔍᯱ᮹᮹čᨱᙹ⧁ݖᨧᮥॐ⦹݅
ᱡᯱ༊ಾᨱᨧ۵٥Ǒaᨱ᮹⧕ᙹᱶᯕࡹᨩ݅ᬭऽྙᕽ॒ಾᱶᅕෝ⪶ᯙ⦹ᩍ٥aᙹᱶᮥ⦹ᩡ۵ḡ⪶ᯙ⧕ᅕᯱ݉ 
┡⦽ݚᖅᯕᯩᮥᙹᯩᮭᮥᩝࢱᨱࢵ݅ᩩෝॅᨕŖ࠺⍕⥉░ෝᔍᬊ⦹Ñӹᙹᱶ⦽እᕽaᯩ݅
ྙᕽ॒ಾᱶᅕᨱ᮹⦹໕ᬱŁaᱡᯱ༊ಾᨱᨧÑӹᱢᱩ⯩qᔍ᮹ɡᨱ⡍⧉ࡹḡᦫᮡ٥Ǒaᨱ᮹⧕ᥭᨕᲭ݅ ᭥ྙ
݉ₙ᳑ 
ᇩa⧁܆ᱶࠥಽฯᮡם⠪ᯕӹ᮹čᮥᥑ۵ᱡᯱ ᰍ┶ᯕӹᵲᅖ⇽❱ᮥ⪶ᯙ⦹ᩍ⦹۵ߑ.FEMJOFᯕӹǍɡᨱᕽᱡ
ᯱ᮹ᯕᮥáᔪ⦹ᩍᙹᯩ݅
}᮹ᮁᔍ⦽ם⠪ ᔍᖅ ᮹čᯕᕽಽ݅ෙᱡᯱ ᯕᮝಽ⇽❱ࡹᨩ݅.FEMJOFᯕӹǍɡᨱᕽʑᔍᱽ༊ᯕӹ┅ᬭ
ऽෝáᔪ⦹ᩍᙹᯩ݅
ʑᩍᯱ༊ಾᨱᕽᩎ⧁ᯕᲙᯩ݅ᩩෝॅ໕ᱡᯱ٥Ǎࠥߑᯕ░ᇥᕾᯕӹྙם᮹᯲ᖒᨱ₦ᯥᯕᨧ۵äᮝಽᅕᯙ݅
░ྕܩᨧᯕʙÑӹṈᮡᱡᯱ༊ಾ ᩩෝॅ໕݉ᙽ⍡ᯕᜅᅕŁᨱᱡᯱaᯕÑӹྕ᯲᭥ᩑǍᨱᱡᯱa⦽
ᯙĞᬑᯕ݅
ʑᨦᯕᯱɩᮥ᳑⦽ݍᩑǍᨱ⬥ᬱ⦹۵⫭ᔍᨱᗭᗮࡽᱡᯱaᨧ݅ᯕäᮡᱢჶ⦽äᯝᙹᯩḡอᯱĊᯕᯩ۵ᱡᯱa
Ჭ݅۵äᮥ᮹ၙ⧁ᙹࠥᯩ݅⥥ಽ☁⎽ᮥá☁⧕ᅕ໕⦝Łᬊᯙ᮹ᩎ⧁ᮥ⪶ᯙ⦹۵ߑࠥᬡᯕࡽ݅

3FGFSFODFT
(PU[TIF1$ )SPCKBSUTTPO" +PIBOTFO), )BBIS.5 "MUNBO%(FUBM(IPTUBVUIPSTIJPJO
JOEVTUSZJOJUJBUFESBOEPNJTFEUSJBMT1-P4.FE  FEPJKPVSOBMQNFE
8BHFS&"VUIPST (IPTUT%BNOFE-JFT BOE4UBUJTUJDJBOT1-P4.FE  F
EPJKPVSOBMQN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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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

ᯕ⧕šĥ
⚍Łྙםᨱᕽၾ⯩ḡᦫᮡᯕ⧕šĥa᮹ᝍࡹᨩᮥভ

ᦿᮝಽྙᱽෝ⦝⦹ಅ໕⇽❱ᱥ༉ुᱡᯱᨱí
ᯕ⧕šĥ᧲ᨱᕽᮥၼÑӹᱱá⢽ᨱ⢽ʑ
⚍ŁȽᱶᨱ⪶⦽ᯕ⧕šĥᱶ᮹⡍⧉

ᱥྙ가ᝍᔍᯱaᱡᯱ᮹ၙŖ}ᯕ⧕šĥෝ⠙Ḳᯙᨱíฝ

ฑᝍᔍᯱᨱíqᔍ⠙ḡ ᳑ᔍĥ⫮ฝ

ᱡᯱᨱí☖ᅕ⦹Łᬑಅ⢽

ᱡᯱašಉᯱഭᱽŖ

ᱡᯱaᯕ⧕šĥᇡᯙ

ᱡᯱᨱíqᔍ᮹ɡᅕԕ໕ᕽ
ᯕ⧕šĥʑᚁ٥᮹ᝍbᖒ
ḡᱢ

⦺ᚁḡ᮹ᱶ₦ၰᯕ⧕šĥ
ᱶ᮹ෝᖅ⦹Ł༉ुŖᱡᯱᨱí
ᯕ⧕šĥ᧲ᨱᕽᮥၼᮭ

ᯕ⧕šĥᕽᚁᇡᇥ
⦥⦽ݡಽᙹᱶ

ᝍᔍੱ۵⇽❱ḥ⧪

ฑᝍᔍᯱᨱí᳑⊹đŝ☖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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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

ᯕ⧕šĥ
⇽❱⬥ၾ⯩ḡᦫᮡᯕ⧕šĥaၽčࡹᨩᮥভ

ᦿᮝಽྙᱽෝ⦝⦹ಅ໕⇽❱ᱥ༉ुᱡᯱᨱí
ᯕ⧕šĥ᧲ᨱᕽᮥၼÑӹᱱá⢽ᨱ⢽ʑ
⚍ŁȽᱶᨱ⪶⦽ᯕ⧕šĥᱶ᮹⡍⧉

ࠦᯱa⠙Ḳᯙᨱíᱡᯱ ॅ ᮹ၾ⯩ḡᦫᮡᯕ⧕šĥෝฝ

⦺ᚁḡ᮹ᯕ⧕šĥšಉᱶ₦
ੱ۵ᯕ⧕šĥᱶ᮹ᱽŖ

ฑࠦᯱᨱíqᔍ⠙ḡ ᳑ᔍĥ⫮ฝ

ᱡᯱᨱí☖ᅕ⦹Łᬑಅ⢽

ᱡᯱašಉᯱഭᱽŖ

ᱡᯱaᯕ⧕šĥᇡᯙ

ᱡᯱᨱíqᔍ᮹ɡᅕԕ໕ᕽ
ᯕ⧕šĥʑᚁ٥᮹ᝍbᖒ
ḡᱢ

⦺ᚁḡ᮹ᱶ₦ၰᯕ⧕šĥ
ᱶ᮹ෝᖅ⦹Ł༉ुŖᱡᯱᨱí
ᯕᱥᨱၼᦥࢱḡᦫᦹᮥĞᬑ 
ᯕ⧕šĥ᧲ᨱᕽᮥၼᮭ

ᯕ⧕šĥᱶᱶʑᔍ⇽❱

ฑࠦᯱᨱí᳑⊹đŝ☖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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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Łྙם᮹ᮅญྙᱽ

ᩩ ᮅญȽᱶᨱෙ⨩ᕽၙእ ⪹ᯱ
࠺᮹ᕽၙእ ᝅ⨹࠺ྜྷᔍᬊḡ⋉ᇡᱢ⧊

ᝍᔍᯱӹ⠙Ḳᯙᯕ⚍Łྙםᨱᕽᮅญྙᱽᱽʑ

ฑᝍᔍᯱᨱíqᔍ⠙ḡ ᳑ᔍĥ⫮ฝ

ᩩ ᩑǍᮅญ᭥ᬱ⫭ᯙᕽඹੱ۵
⪹ᯱ᮹࠺᮹ᕽᅖᔍᅙℎ

ᱡᯱašಉᯱഭᱽŖ

∊ᇥ⦽⧕

ᇩ∊ᇥ⦽⧕ੱ۵ྕ᮲ݖ

ᔍŝၰᝍᔍḥ⧪

ᱡᯱᨱíᯕჩᔍ⧎ᯕ⧕đ
ࢁভʭḡᝍᔍᅕඹ☖ᅕ

ᱥ⩡ᔩಽᬕᮅญྙᱽ໕$01&
03*॒ᨱᔍಡෝญ۵äᮥŁಅ

ᱡᯱᔢšᯕӹᗭᗮʑš
ᩑǍ⧪ᱶʑš₦ᯥᯱᨱí
ᬑಅ☖ᅕ

อ᳒ᜅ⧕đ

ྕ᮲ੱݖ۵ᖅᇩ∊ᇥ

ݖᯕᨧᮝ໕}ᬵeĊᮝಽ
ĥᗮᗭᗮʑšᨱ᳑ᔍ᳦đⅪǍ

ྕ᮲ੱݖ۵ᖅᇩ∊ᇥ

ฑᝍᔍᯱᨱí᳑⊹đŝ☖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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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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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심사자에
의한 저자의 아이디어나 자료 도용
ᱥྙᝍᔍᯱᨱ᮹⦽ᱡᯱ᮹ᦥᯕॵᨕӹᯱഭࠥᬊ

ᱡᯱaᝍᔍᯱ᮹ᮅญ᭥ၹᨱ⧎⧕ݡ᮹

/PUFᝍᔍȽᱶᨱᕽ⚍ŁᬱŁ۵
ᅕᦩᮥḡ⍽⦹Ł⇽❱ᱥᨱᨕਅ
ႊჶᮝಽुᥑᯕ໕ᦩࡽ݅

ᱡᯱᨱíqᔍɡŝ⧉̹᳑ᔍ⦹ā݅۵⠙ḡ
/PUFᱡᯱa⇽❱⦽ྙםᮥ݅
⇽❱⦹໕⢽ᱩಽ݅൙

❭ᯝᯕᨧᮝ໕
ᱡᯱᨱíᔍᅙℎ

⚍ŁᬱŁၰᝍᔍ᮹č⪶ᅕ

/PUFᖁ┾ᮡᝍᔍᱽࠥᮁ⩶ᨱݍฝ
⚍ŁᬱŁၰᝍᔍ᮹č⪶ᅕ

ᯖᝍᔍᝍᔍᯱ᮹ᝁᬱᮥ
ᱡᯱᨱíญḡᦫᮭ

ᱡᯱaᝅᱽᝍᔍᯱ᮹
ᩑǍᮅญ᭥ၹ⇵Ǣ

ᵝ᮹ᝍᔍෝ
Ñᱩ⦽ᔍ௭ᮥʑᨖ

ᱡᯱaᝍᔍᯱ᮹ᨱ
݅ෙᔍ௭ᯕᬱŁᅙäᮥ⇵Ǣ

ᱡᯱၰ݅ෙᱶᅕᬱಽᇡ░a⦽܆ฯᮡ᷾ÑᙹḲ
ᷪ⇽❱ྜྷ Ⅹಾ ⦺ᚁ⫭ݡᅕŁᕽ ᩑǍእᝁℎᕽ॒
⠪aษ⊹ʑᱥʭḡᝍᔍᯱ᪡ᩑ⦹ḡᦫᮭ

እӽၼᮡᔍ௭ŝ༊ᝍᔍᯱᔍᯕ᮹
šĥෝᱱázᮡƱᝅᨱᯩ۵ḡ
ੱ۵}ᯙᱢšĥaᯩ۵ḡ

᷾Ñෝá☁⦹Łᱡᯱ᮹⧎᮹aɝÑaᯩ۵ḡđᱶ

ᝅᱽᝍᔍᯱෝᱲⅪ⦹Ł⧎᮹ᨱ⧕ݡᕽ
ญŁᜅᜅಽᝍᔍෝ⧪⧩۵ḡੱ۵
݅ෙᔍ௭ŝ☁᮹⦹ḡᦫᦹ۵ḡᱱá

ɝÑᨧᮭ

ɝÑᯩᮭ

ᱡᯱ᪡⩲᮹⦹ᩍ
⇵a᷾Ñᱽ⇽ℎ

ᝍᔍᯱᨱíᬑಅෝ
⢽⦹Ł⧕ℎ

ᱢᱩ⦽⧕

ᝍᔍᯱྕᴥ

ᱡᯱᨱíᔢ⫊ᮥᖅ⦹Łᝅᱽ
ᝍᔍᯱෝၾ⯩۵äᮥᬱ⦹۵ḡ
đᱶ⦹Łฝə౨ḡอᯖᝍᔍ⦹۵
⦺ᚁḡᨱᕽ۵ᝍᔍᯱෝᱡᯱᨱíญʑ
ᱥᨱᝍᔍᯱ᮹⨩ᮥၼᦥ⧉

ྕ᮲ੱݖ۵ᖅᇩ∊ᇥ

ᝍᔍᯱ᮹ʑšŝ
ᩑ⦹ᩍ᳑ᔍℎ

ᝍᔍᯱෝߑᯕ░ᄁᯕᜅᨱᕽ᳑ᔍ
ʑe࠺ᦩᔎᱽ⦹Łฝ

ᱡᯱ᪡⩲᮹
ᝍᔍᯱ᮹༜ၽč

᮲ݖᯕᨧᮝ໕}ᬵᨱᕽ
}ᬵeĊᮝಽʑšᱲⅪ

ᱡᯱᨱíḥ⧪ᵲᯥᮥ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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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ǎ⇽❱ᮅญ᭥ᬱ⫭
⮱ࠥ

ᩢǎ⇽❱ᮅญ᭥ᬱ⫭a⠙Ḳᯙᨱ⧎⦽ݡ᮹ᔍ⧎ᮥญ⦹۵ႊჶ

$01&⫭ᰆᯕ⧕ݚ⠙Ḳᯙŝzᮡ
⇽❱ᔍᨱᯝ⦹໕ᯕᔍ⧎ᮡᇡ⫭ᰆᨱչʡ

$01&ᔍྕǎᰆᨱí⧎᮹ᔍ⧎ᅕԥ

$01&ᔍྕǎ᮹⧎᮹ᱱá
⧎᮹ၼᮡ⠙Ḳᯙᯕ$01&⫭ᬱᯙḡ
$01&᮹⧪࠺ᙹ⊺ $PEFPG$POEVDU ჵ᭥ԕᯙḡ
⦺ᚁḡ᮹⧎᮹ญŝᱶᮥÑⅅ۵ḡ
֥ᬵᯝᯕ⬥᮹ᯝᯙḡ ⠙Ḳᯙ⧪࠺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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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 for Medical Journals
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
1997년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위원회(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http://www.icmje.org)는『생의
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을 통해
논문의 이중게재는 연구 윤리를 위반하는 것임을 분명히 하였습니다.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는 N Engl J Med, Lancet, JAMA, BMJ 등 저명한 학술지의 편집인이 중심이 되어 의학 논문
작성과 편집에 관한 국제적인 표준을 정하는 권위있는 기구로서 본회와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 http://
www.kamje.or.kr)에서도 회원학회에게 이『통일양식』
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지킬 것을 권고한 바 있습니다.
특히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이용자를 확보한 미국 국립의학도서관의 PubMed (MEDLINE/Index Medicus, http://
www.pubmed.org)와 국내 주요학술지 115종에 게재한 논문 12만 건이 등재되어 있는 의편협의 KoreaMed (http://www.koreamed.org)의 동시 검색이 가능하게 된 이래 이러한 문제들이 더욱 쉽게 발견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국내 의학계에서는 아직까지도 논문 이중게재에 관하여 심각하게 인식하지 못하는 사례들이 보고되고 있습니다.
대한의학회는 논문의 이중게재 문제에 대해 의편협이 최근에 마련한 권고 사항을 존중하며, 아래와 같이 입장을 정리
하오니 회원학회에 소속된 의학 연구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이 사안에 대해 유념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아 래
1.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 규정 -『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 양식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 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
야 한다.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3.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
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될 수 있으며 국
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
5. 이중게재의 멍에를 면하기 위해,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통일양식』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
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6. 현 시점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 (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2006년 7월 11일
대한의학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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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학논문의 출판윤리준수 선언
대한의학회는 국가 발전과 세계 인류에 기여하기 위해 ‘의학 발전’을 가장 최우선의 가치로 삼아 의학연구, 전문 인력 양
성 그리고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또한 선진국 수준에 상응하는 가치관 형성을 통해 우리나라 의학과 의료
의 수월성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그의 일환으로 2006년도에는 의학 논문의 발표에 있어, 출판윤리의 중요성을
강조하였고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이하, 의편협)는 2008년 1월에『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을 제정한 바 있
어 다음의 6가지 내용을 실천하는 현실적인 수단이 확보되었다고 할 수 있다.
1. 논문의 저자와 학술지 편집인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명문규정『생의학 학술지에 투고하는 원고의 통일양식(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에 따라 연구윤리의 국제적인 표준을 따라야 한다.
2.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의 저작권은 저자가 아니라 학술지 발행인이 가지므로 이중게재 논문은 선행 출판된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한 행위이다.
3. 논문 검색시스템을 통해 이중게재 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후행 학술지는 부실한 상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다는 책
임을 면하기 어렵다.
4. 이중게재 논문이 외국 저명 학술지와 연관이 되었을 경우 저자는 국제적인 학문윤리 위반자로 낙인 될 수 있으며 국
내 의학계의 신뢰를 위축시킬 수 있다.
5. 이중게재의 멍에를 면하기 위해, 저자는 관련 조건이 충족될 경우『통일양식』
에서 규정하고 있는 절차에 따라 이차
출판의 형식으로 논문을 게재할 수 있다.
6. 현 시점부터 회원학회 대표와 학술지 편집위원장은 지속적으로 이중게재 여부를 관찰하여야 하며 이중게재 논문이
발견되었을 경우, ‘논문 철회(Retraction of Publication)’의 공고 형식으로 신속하게 학술지에 발표하여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공식 입장과 가이드라인이 회원 학회와 연구 현장에서 논문을 쓰는 연구자들에게 널리 전파되지 않았
고 이와 관련된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대두되고 있어 출판윤리에 관한 본회의 입장을 다시 한번 천명하고자 한다.
대한의학회와 의편협은 위에서 정한 6개 항의 규정들이 잘 지켜지도록 스스로 점검해 나가고자 한다. 본회는 2006년 7
월『의학 논문의 이중게재/중복출판에 관한 대한의학회 공식 입장』
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전 시기, 즉 출판윤리에 관한
명문 규정이 보편화 되지 않았던 시기의 이중게재와 중복출판에 대하여는 그 당시의 관행에 비추어 판단하되, 2006년 이
후의 사안들에 대해서는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철저하게 조사하여 학문세계의 질서를 바로잡고 학계의 반성을 촉구하
고자 한다.
다만, 의학을 비롯한 모든 학문의 특성상 판단의 전문성이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이에 대한 검증은 언론기관이나 정치
권 보다는 학문적인 권위를 갖춘 학술단체에서 담당해야 함을 천명한다.
2009. 3. 19
대한의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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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web-sites
Association of Learned and Professional Society Publishers (ALPSP)
http://www.alpsp.org/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http://www.publicationethics.org.uk/
CONSORT (Consolidated Standards of Reporting Trials)
www.consort-statement.org/
Council of Science Editors (CSE)
www.councilscienceeditors.org/
European Association of Science Editors (EASE)
http://www.ease.org.uk/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Scientific, Technical & Medical Publishers (STM)
http://www.stm-assoc.org/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http://www.icmje.org/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 (ICSU)
http://www.icsu.org/
International Publishers Association (IPA)
http://www.internationalpublishers.org/
International Standard Randomised Controlled Trial Number Register
http://isrctn.org/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http://ori.dhhs.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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