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여대 경찰법학과 이영우

- 한겨레캐스터 #77
부끄러운 '표절 공화국'의 민낯 (2013.4.16.)
- 신경숙작가 표절(2015년)
- ‘씨엔블루’의 ‘외톨이’가 인디밴드 ‘와이낫’의 ‘파랑새’를 표절했다
는 논란
- 박진영이 작곡한 ‘섬데이(Someday)’(아이유 노래)가 작곡가 김신일
이 쓴 곡 ‘내 남자에게’(애쉬 노래)를 도용했다는 분쟁
- 2013년 ‘봄봄봄’이 자신의 종교음악 ‘주님의 풍경되어’를 표절했다며
“판매를 중단하고 21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제기(2017.12.04대
법원판결)
- 이승기 복귀작 tvN 드라마 ‘화유기’, 영화 ‘콘스탄틴’ 표절 논란
- 롯데 새 맥주 '피츠', 일본 껌 이름·타 업체 광고 표절 의혹(Fitz,
Fit’s(ID껌), OB골든라거)

1. 다음 중 어느 하나라도 해당할 경우에는 임용을 원천 배제함
1) 병역기피: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도망, 신체손상, 입영기피 등 병역법 위반으
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병역회피 목적으로 외국국적을
취득하거나 우리 국적을 포기한 경우. 본인 또는 직계비속이 고의적 또는
불법적으로 병역을 면제받거나 보직 등 복무와 관련하여 특혜를 받은 경우
2) 세금탈루: 본인 또는 배우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조세의
환급, 공제를 받아 조세범 처벌법 위반으로 처벌을 받은 경우. 본인 또는 배
우자가 국세기본법 및 지방세기본법에 따라 고액·상습 체납자로 명단이 공
개된 경우
3) 불법적 재산증식: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직자윤리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
자업에 관한 법률 등을 위반하여 부동산 및 주식·금융거래와 관련하여 미공
개 중요 정보를 이용하거나 타인이 이용하게 한 경우
4) 위장전입: 인사청문제도가 장관급까지 확대된 05년 7월 이후 부동산 투기
또는 자녀의 선호학교 배정 등을 위한 목적으로 2회 이상 위장전입을 한 경
우

5) 연구 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된 07년 2월 이후
학위논문(박사), 주요 학술지 논문(해외 : SCI 및 SSCI급, 국내 : 등재
지 이상), 공개 출판 학술저서에 대해 연구 당시 연구자가 소속된 기
관에서 표절·중복게재 또는 부당 저자 표시 등 연구 부정행위가 있
었다고 판정한 경우. 07년 2월 이후 연구 부정행위 또는 연구비 부
정사용으로 처벌된 사실이 있는 경우
6) 음주운전: 최근 10년 이내에 음주 운전을 2회 이상 한 경우. 최근 10
년 이내 음주 운전을 1회 한 경우라도 신분 허위진술을 한 경우
7) 성 관련 범죄: 국가 등의 성희롱 예방 의무가 법제화된 96년 7월 이
후, 성 관련 범죄로 처벌받은 사실이 있는 등 중대한 성 비위 사실이
확인된 경우
2. 위의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각각의 비리와 관련하여 고의성, 상습성,
중대성 등이 있는 경우에는 임용을 배제함

다른 사람이 쓴 문학작품이나 학술논문, 또는 기타 각종 글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직접 베끼거나 아니면 관
념을 모방하면서, 마치 자신의 독창적인 산물인 것처럼 공표하는 행위를 가리킨다. 표절은 흔히 저작권
침해와 혼동되는 경우가 많지만, 양자는 맥락과 지향이 서로 다르다. 저작권이 소멸된 타인의 저작물을
출처 표시를 하지 않고 이용하는 경우는 표절에 해당하지만 저작권 침해는 아니다. 표절은 주로 학술이
나 예술의 영역에서 활동하는 사람이 갖춰야 할 기본적인 윤리와 관련되는 반면에 저작권 침해는 다
(위키백과사전 2017.12.06검색)
른 사람의 재산권을 침해한 법률적 문제이다.

‘표절’의 어원은 ‘빠를, 겁박할’이라는 ‘표(剽)’와 ‘훔칠’이라는 뜻의 ‘절(竊)’이
합성된 것으로, 사전상의 정의는 ‘시나 글, 음악 따위를 지을 때, 남의 작품의
일부를 자기 것인 양 몰래 따서 씀’이다. (다음 국어사전 2017.12.06검색)

Plagiarism(표절)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의 어원은 라틴어 plagiarius(유괴)
(다른 사람의 글을 취하여 자기가 쓴 것처럼 행세하는 행위 :
다음백과 2017.12.06 검색))

-

-

-

위조 :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거나 기
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사례 : 당초 존재하지 않았던 맞춤형 배아복제 줄기세포를 마치 실험에 성공한 것처
럼 논문을 작성한 것
변조 : 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
를 임으로 변형,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사례 : 배반포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 실제로 사용된 난자 273개를 185개로 축소한 것
은 데이터 조작
표절 :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
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 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타인의 저적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부당한 저자표시 :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
게 감사의 표시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사례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명의로 게재, 발표하는 경우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행위 : 연구재료, 장비, 과정등을 인
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 삭
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기타 :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
나는 행위

부당한 중복 게재 :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 업적으로 인정
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

-

-

유형 1 :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의 주된 내용과 동일 또는 실질적으
로 유사한 내용을 다른 저작물에서 다시 활용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유형 2 : 이미 공식적으로 출판된 자신의 저작물을 언어를 달리하여 다른 저작물에
활용 하면서 출처를 밝히지 않는 경우
유형 3 : 비록 출처를 표시하면서 자신의 이전 저작물을 활용하였지만, 인용된 양이
나 질이 정당한 범위를 넘어 새로운 연구로서의 가치 또는 독창성을 인정받을 수 없
으면서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을 받는 경우
유형 4 :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 실질적으로 유사한 자신의 이전 연
구 성과를 논문 쪼개기 등과 같은 방식으로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
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유형 5 : 이전에 발표된 학술지 논문, 학위논문 및 연구보고서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합쳐서 마치 새로운 업적인 것처럼 하여 부당하게 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교수나 연구원의 표절은 신뢰도나 성실성의 손상은 물론이고 정직 또는 파면의 사유
교수나 학생에 대한 표절 혐의는 구성원들의 동의에 따라서 설치된 학내 징계위원회
에서 다뤄지는 것이 보통

-

학자의 표절 사례
학자가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고 이중 일부를 비학술지에 발표
외국어로 번역하여 외국에서 발표하는 경우
눈문을 자신의 저서에 포함시키는 경우
학위논문을 분할하여 발표하는 경우 등
위의 행위는 윤리적으로 비난받아야 하는 표절행위에 해당하는지 분명하지 않다.

-

여섯 단어 이상의 연쇄표현이 일치하는 경우
생각의 단위가 되는 명제 또는 데이터가 동일하거나 본질적으로
유사한 경우
타인의 창작물을 자신의 것처럼 이용하는 경우
다른 사람이 사용한 표현이나 아이디어를 출처 표시 없이 쓰는 경
우

-

창작성이 인정되지 않는 짜깁기, 연구결과 조작, 저작권 침해 가
능성이 높은 저작물의 경우는 ‘중대한 표절’로 분류

-

주요 내용의 자기표절, 과거저작물과 새로운 저작물을 구분하지
않은 중복게재 등은 ’경미한 표절’로 분류

제2장 윤리규정
제4조(기저)
①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및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인문사회 21’ 발행 규
정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본인의 학자적 양심에
기인하여 독창적인 논문을 투고하며 본 윤리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본 학술지에 논문을 발표 및 투고하는 모든 저자는 ‘인문사회 21’ 발행 규
정의 목적 달성과 관련 분야의 학문적 발전을 위해 논문투고시 한국연구재
단 KCI 문헌유사도 검사결과확인서를 제출하여야 한다.<2017.1.1. 개정>

제5조(위반행위) 다음과 같은 행위는 학술지의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행위로 간주한다<개정
2017.1.1.>.
① 논문의 위조, 변조
가.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
나.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
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② 표절
가.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나.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 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는 경우
다.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라. 타인의 저작물을 번영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③ 부당한 저자표시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의 자격을 부여하지 않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④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처표시 없이 개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익을 얻는 행위
⑤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규, 조리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
⑥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
는 행위
⑦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10조(회원 및 학회활동 제한의 종류) 연구윤리 위반이 공식적으로 확인될 경우, 그 경중에 따라
다음 항목 중에서 하나 또는 몇 개의 항목을 중복 선택하여 회원 및 학회 활동을 제한한다<개정
2017.1.1.>.
1. 제명
2. 5년간 회원 자격 정지
3. 5년간 논문 투고금지
4. 해당 논문을 학회 홈페이지에서 삭제
5. 해당논문에 대한 철회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조치
연구윤리 위반 논문의 원문에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된 논문임을 명기(사유포함)한 형태로 수정한
논문 파일을 공개한다. 해당 논문에 대한 공개의 수준과 방법, 위치는 다음과 같다.
■ 공개수준
-일반공개
-회원공개
■ 공개방법
-학회 홈페이지 공개<1년간 공개함>
-외부기관을 통한 공개(본 학회와 학술지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 업체)
-영리업체를 통한 공개(본 학회와 학술지 저작물 이용 허락계약을 체결한 업체)
■ 공개의 위치 및 기재 사례
-공개위치: 학회 홈페이지 좌측 상단에 팝업형태 / 논문의 첫 페이지에 기재함.
-기재 사례: 이 논문은 사단법인 아시아문화학술원『인문사회21』 연구윤리위원회 심의(2017.1.1.)
결과, 연구부정행위(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가 확인되어 게재가
철회된 논문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