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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

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 (COPE)

Digital object identifier (DOI)

COPE는 출판윤리 분야를 다루는 포럼으로

온라인상의 디지털 지적 재산에 부여하는

학술지 편집인과 발행인을 대상으로 한다.

알파벳-숫자 기호 체계로 디지털 지적재산은

1997년 영국 의학 학술지 편집인 소수가

책, 학술지, 그림, 음악 등 지적 재산이 되는 것을

모여 결성하였으며 지금은 전세계 모든 학문

말한다. DOI의 기능은 고유의 기호를 부여하여

분야 6,000명 이상이 회원으로 참여하고

언제든지 그 대상을 찾아 갈수 있도록 하는

있다.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출판윤리

것이다.

지침(guideline)과 흐름도(flow chart)가 매우

누리집 주소 http://www.doi.org/

유용하다.
누리집 주소 http://www.publicationethics.org/
eTBLAST
문장 유사성에 바탕을 둔 검색 엔진으로
CrossCheck

M e d l i n e , P u b M e d C e n t ra l 등 다양한

CrossRef가 주도하여 2008년 6월 시작한 만든

데이터베이스와 유사성 여부를 검색할 수

표절 방지 위한 시스템으로 iThenticate에서

있도록 한 시스템이다. The University of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CrossRef 회원 학술지는

Texas의 Harold R. Garner 선생이 2007년

가입할 수 있다. 의편협 회원단체인 경우

6월 처음 선보였다.

연회비가 따로 필요없고 한 논문을 검색하는 데

누리집 주소 http://etest.vbi.vt.edu/etblast3/

75센트를 지불한다.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CrossRef

(Good Publication Practice Guidelines for

2000년 Publishers International Linking

Medical Journals)

Association, Inc. (PILA)를 비롯한 여러 학술지

2 0 0 8 년도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사가 DOI 작업을 위하여 조직한 기구이다.

출판윤리위원회의 주도로 편찬한 출판윤리

전문 학술지나 도서의 DOI 부여를 공식적으로

지침서로 출판윤리개념,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대행하는 기관이다.

처리 등을 기술한 편집인을 위한 지침서이다.

누리집 주소 http://crossref.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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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편집인 지원 작업 이외 KoreaMed, KoreaMed

Editors (ICMJE)

Synapse를 운영한다. 특히 파트너 회사를

1 9 7 8 년 캐나다 밴쿠버에서 국제 학술지

통하여 PubMed Central (PMC) XML 파일을

편집인이 모여서 만든 조직으로 통일양식을

제작하여 우리나라 의학학술지 PMC 등재를

만들고 개정작업을 한다.

지원한다. 누리집 주소 http://kamje.kr/

누리집 주소 http://www.icmje.org/
덧붙이기출판(imalas publication)
검증시효일

출판한 논문에 대상 수, 관찰기간을 늘리거나

연구윤리 사안을 심의할 때 검증시효가 있다.

가설을 더하여 유사한 결론의 논문으로 출간하는

학술지 논문에서 진실성 검증 시효는 5년이며

경우를 말한다.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연구윤리 위반
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는다. 단, 연구 내용이 국민 건강이나 환경 등

복제(copy)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두 논문 간에 표본이 같고 결과도 같은 것을 말한다.

경우 검증시효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다.
분절출판(salami publication)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일련의 연구를 수행하고 최소 출간 단위(least

1996년도에 창설한 우리나라 의학 및 치의학,

publishable unit)로 나누어 두 편 이상으로

간호학, 수의학, 보건학, 의학물리학, 영양학

출간하는 경우를 말한다.

등 보건의료 분야 편집인의 협의회이다.
의학학술지의 편집 및 발간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편집에 관한 규정을 협의함으로써

선물저자(gift author)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의학학술지의 질적

저자 자격이 없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개인적

향상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의학발전에

친분 등으로 저자에 넣어 주는 것으로 흔히

기여하는 것이 목적이다. 학술지 평가, 편집인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훈련, 출판윤리 자문, 아시아지역 학술지

저자에 포함시키는 명예저자인 경우가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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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ample cases of duplicate publication

원문재이용(text recycling)

중복출판(duplicate publication)

자기 저작물을 다른 저작물에서 그대로

이미 출판한 논문과 상당부분 겹치는 내용을

인용하는 경우에 해당한다. 자기표절(self-

다시 출판하는 경우를 말한다. 또한 같은 내용의

plagiarism)이라는 이 용어보다는 원문재인용이

연구를 표본 수를 늘리거나 줄여서 같은 결과의

적절하다. 원문재인용은 표절이 아니라 중복출판

논문을 만드는 것도 포함한다.

범주에 들어간다. 저자가 같기 때문이다. 표절은
동일한 저자가 없어야 해당한다.
출판윤리(publication ethics)
출판과 관련된 윤리 사항으로 주로 저자됨,
유령저자(ghost author)

이해관계, 중복출판 및 논문 심사 과정 중

연구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어떠한 이유로

문제를 다룬다.

저자에서 제외된 경우를 말한다.
통일양식
저자 자격 및 저자의 순서에 관련된 사항을

(Uniform Requirements for Manuscripts
Submitted to Biomedical Journals)

말하는 것이다. ICMJE의 통일 양식에 따르면

ICMJE에서 제정한 생의학학술지 통일양식으로

저자가 되기 위하여 학술적 개념과 계획 또는

학술지의 투고규정이나 기타 윤리 관련 문제 등

자료 수집이나 분석 및 해석에 상당한 기여를

공통으로 지킬 항목을 정리한 권장 양식이다.

저자됨(authorship)

하고, 논문 작성에 중요한 내용을 수정하고
출간 전 최종 원고를 승인하는 세 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한다.

표절(plagiarism)
타인의 아이디어, 방법, 결과물, 문장 등을 적절한
인용이나 승인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날조(fabrication)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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