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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 [시행 2015.11.3.] [교육부훈령 제153호, 2015.11.3., 일부 개정]
제12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 연구부정행위는 연구개발 과제의 제안, 수행,
결과 보고 및 발표 등에서 이루어진 다음 각 호를 말한다.
• 위조
• 변조
• 표절
• 부당한 저자 표시
• 부당한 중복게재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연구부정행위
• 위조: 존재하지 않는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자료,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
들거나 기록 또는 보고하는 행위
• 변조: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연구 원 자료 또는
연구자료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
위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방해 행위: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Image manipulation
•
•

Changes to images can create misleading results when research data are
collected as images.
Inappropriate image manipulation is one form of fabrication or falsification
that journals can identify.

•

Types of Image Manipulation
a. Type 1: Manipulation by deleting unwanted data information (for
example using the Photoshop cloning Tool)
b. Type 2: Duplication by reusing images in different papers or contexts
c. Type 3: Manipulation by adding information/data points.

•

Towards a Systematic Screening Tool for Quality Assurance and
Semiautomatic Fraud Detection for Images in the Life Sciences. Sci Eng
Ethics 2017;23:1113–1128.

Examples of simple duplications (category I)
Category I: simple duplications.
Figures containing two or more
identical panels, either within the
same figure or between different
figures within the same paper,
purporting to represent different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classified as simple duplications.
The most common examples in
this category were beta-actin
loading controls that were used
multiple times to represent
different experiments or identical
microscopy images purporting to
be obtained from different
experiments.

Elisabeth M. Bik et al. mBio 2016; doi:10.1128/mBio.00809-16

Examples of duplication with repositioning (category II).
Category II: duplication with
repositioning. This category
included microscopic or blot
images with a clear region of
overlap, where one image had
been shifted, rotated, or
reversed with respect to the
other.

Elisabeth M. Bik et al. mBio 2016; doi:10.1128/mBio.00809-16

Examples of duplication with alteration (category III).

Category III: duplication
with alteration. This
category consisted of
images that were altered
with complete or partial
duplication of lanes, bands,
or groups of cells,
sometimes with rotation or
reversal with respect to
each other, within the
same image panel or
between panels or figures.

Elisabeth M. Bik et al. mBio 2016; doi:10.1128/mBio.00809-16

Presenting Scientific Images with Integrity
• Images should clearly and correctly represent research results.
• Minor image processing may be acceptable but, as depicted
below there's a fine line between enhancing an image and
distorting it.
• 67% of ORI’s closed research misconduct case involved image
manipulation between 2011 and 2015.

Image Manipulation Detection
No.
1

Institution

URL

Forensic Tools of The Office of https://ori.hhs.gov/forensic-tools
Research Integrity

2

Image Data Integrity, Inc.

http://www.imagedataintegrity.com

3

VerifEye of Research Square

https://bit.ly/2PFqHsD

4

Image and Data Analysis Core (IDAC) https://idac.hms.harvard.edu
at Harvard Medical School

5

법영상분석연구소

http://www.imageid.co.kr/default/in
dex.php

New COPE guideline
• Image_Manipulation_in_a_Published_Article.pdf

이미지 조작 관련 체크리스트
• 학술지 투고 규정에 이미지 조작과 관련한 설명이 포함
되어 있는가?
• 투고한 그림이나 사진에 어떤 형태로든 수정을 한 경우
이를 별도로 기술하였는가?
• 이미지에 문제가 제기되었을 경우 수정하지 않은 원본
이미지를 제출할 수 있는가?
• 이미지 조작을 밝히지 않으면 연구윤리 위반으로 제소
될 수 있음을 알고 있는가?

연구부정행위-출판관련
•

표절: 다음 각 목과 같이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독창적인 아이디어 또는 창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활용함으로써, 제3자에게 자신의 창작물인 것처럼 인식하게 하는 행위
– 타인의 연구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출처를 표시하지 않고 그대로 활용하는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의 단어·문장구조를 일부 변형하여 사용하면서 출처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
– 타인의 독창적인 생각 등을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타인의 저작물을 번역하여 활용하면서 출처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

부당한 저자 표시: 다음 각 목과 같이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
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
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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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우
•

부당한 중복게재: 연구자가 자신의 이전 연구결과와 동일 또는 실질적으로 유사한 저작물을 출
처표시 없이 게재한 후, 연구비를 수령하거나 별도의 연구업적으로 인정받는 경우 등 부당한 이
익을 얻는 행위

표절 Plagiarism
• 다른 사람의 출판된 혹은 출판되지 않은 아이디어(연구제안서포함)를 인용
없이 사용하거나 새로운 저자로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말한다.
• 표절은 연구의 계획, 연구수행, 논문쓰기, 출판의 모든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인쇄본, 전자출판 모두에 해당되며 다른 언어로 표현하는 경우도 포
함된다
• 두 가지 요소
1. The taking of the words, work, or ideas from a source
2. The lack of acknowledgement of the source in the use of the words,
work, or ideas

http://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Plagiarism of text
• Copying a portion of text from another source without giving
appropriate credit to its author.
• 인용방법
– Verbatim : 그대로 인용
– Paraphrasing : 뜻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몇몇 단어, 순서 등
을 바꿈
– Summary : 문서 중 일부를 내용을 줄여서 표현

Plagiarism of text: ORI guidelines
• https://ori.hhs.gov/avoiding-plagiarism-self-plagiarism-and-otherquestionable-writing-practices-guide-ethical-writing
• Any verbatim text taken from another source must be enclosed in
quotation marks and be accompanied by a citation to indicate its origin.
• Paraphrasing and summarizing
• When we summarize others’ work, we use our own words to condense
and convey others’ contributions in a shorter version of the original.
• When paraphrasing others’ work, not only must we use our own words,
but we must also use our own syntactical structure.
• Whether we are paraphrasing or summarizing we must always identify
the source of our information.

Plagiarism of text: ORI guidelines
• Paraphrasing and Plagiarism: What the Writing Guides Say:
• When paraphrasing and/or summarizing others’ work we must reproduce the
exact meaning of the other author’s ideas or facts using our words and
sentence structure.
• Examples of Paraphrasing: Good and Bad https://ori.hhs.gov/plagiarism-9
• Paraphrasing/Plagiarism Exercise https://ori.hhs.gov/plagiarism-exercise
• Paraphrasing Highly-Technical Language:
• In order to be able to make the types of substantial modifications to the
original text that result in a proper paraphrase, one must have a thorough
command of the language and a good understanding of the ideas and
terminology being used.
• Plagiarism and Common Knowledge
• When in doubt as to whether a concept or fact is common knowledge,
provide a citation.

표절과 저작권법
• 논문의 저작권은 출판사
• 지적재산권 사용 시는 저작권자 승인, 단 연구 등의 fair use에는 해당되지
않음
• 인용 원칙 지켜도 너무 많은 내용 인용하면 저작권법 위반
• 일반적으로 다수(50-800)단어는 승인이 필요
• APA Permissions Policy - Permission is Not Required for the Following:
1. A maximum of three figures or tables from a journal article or book
chapter
2. Single text extracts of less than 400 words
3. Series of text extracts that total less than 800 words

Research Integrity and Peer Review (2016) 1:13

논문 표절 방지 프로그램
• Similarity Check is a multi-publisher initiative to screen published and
submitted content for originality.
http://www.crossref.org/crosscheck/index.html
• Turnitin https://api.turnitin.com/ko
• eTBLAST & Déjà vu http://info.hsls.pitt.edu/updatereport/?p=2656
• 논문 유사도 검사
https://www.kci.go.kr/kciportal/po/member/loginForm.kci?returnUrl=chec
k/login.jsp
• 카피킬러 https://www.copykiller.com/

심각한 표절 사례

부당한 저자 표시
•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
우 등을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없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경
우
나.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공헌 또는 기여가 있음에도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
는 경우

다. 지도학생의 학위논문을 학술지 등에 지도교수의 단독 명의로 게재·발표하는 경
우
• 대학입시 등을 위해 교수 논문에 미성년 자녀를 공동 저자로 게재하는 등의 행위를
막기 위해 앞으로 미성년자가 논문 저자로 포함되면 소속학교와 학생 신분을 의무적
으로 명시해야 한다.
• 교육부는 논문 연구자의 소속과 직위 등 저자 정보를 명확히 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
로 하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 훈령)'을 개정했다고 17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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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관련 안내 사항입니다.

회원여러분께
의편협은 최근 교육부 훈령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하여
저자됨의 표기 양식을 비롯한 편집 규정은 각 학술지가 추구하는 발행 원칙과 국제
기준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하고,
일방적으로 학술지에 저자의 신분이나 직위를 표기를 강요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공문을 교육부에 제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 교육부는
논문의 저자에 신분을 직접 표기하지 않고
저자식별번호 (ORCID) 등을 사용하여 저자 확인이 가능하도록 출판해도
교육부 훈령에 적합하다고 회신하였습니다.
따라서 의편협 회원 학술지는 논문에 ORCID 를 사용하여
저자 신분 확인이 필요할 때 자료로 활용하기를 권합니다.
투고 규정에 ORCID 사용을 권장하는 것도 바람직합니다.
감사합니다.
대 한 의 학 학 술 지 편 집 인 협 의 회
보낸사람 :

대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2018.10.01 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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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teria for Authorship
•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provides definitions
of authors and contributors that are applicable in many instances beyond
medical publishing.
• It recommends that authorship should be based on the following four criteria:
•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 Agreement to be accountable for all aspects of the work in ensuring that
questions related to the accuracy or integrity of any part of the work are
appropriately investigated and resolved.
• All those designated as authors should meet all four criteria for authorship,
and all who meet the four criteria should be identified as authors. Those who
do not meet all four criteria should be acknowledged.

부당한 저자표시와 유형
• 초빙(선물)저자(gift author). 공짜저자라는 용어도 사용되며 저자 자격이 없
거나 부족한 연구자를 연구자와의 개인적인 친분 등으로 저자에 포함시켜
주는 것이다. 흔히 기관이나 조직의 장이나 은사 등 윗사람을 저자에 포함
시키는 것으로 명예저자라고도 한다.
• 유령저자(ghost author). 연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지만 아랫사람이
라는 이유로 저자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말한다.
• 교환저자(swap author). 학문이 세분화되면서 같은 관심분야를 전공하며
서로 도움을 주는 다른 과 연구자와 서로 자기 논문에 상대편을 저자에 포
함시켜 주는 경우를 말하며 상습적으로 할 때 교환저자라는 말을 사용한다.
• 도용저자. 논문이 채택될 가능성을 높이기 위하여 연구에 참여하지 않은 유
명인사를 허락 없이 저자에 포함시키는 행위를 말한다. 때로는 외국의 유명
연구자의 이름을 도용하는 경우도 있다.

저자 자격 인정
• 학술지, 편집인의 업무가 아님
• 저자들간에 저자 분쟁이 해소되지 않으면 관련 기관에서 조사를 진행해야
함
• 저자의 추가나 삭제는 모든 저자의 동의가 있어야 함

저자의 순서
• First author in by-lines
– Usually junior researcher (students,
postdocs, etc)
– Make the greatest contribution to the
work
– Equal authorship;
 Those who equally contributed to the
study
 Usually first and second authors
 No clear definition
 May be used for academic promotion

• Last author in by-lines
– Usually senior researcher
– Head of the department, often
corresponding author
– Guarantor of the integrity of the whole
research work who guide throughout
research and writing
– Sometimes ‘guest’ or ‘gift’ author

• Corresponding author
– Takes primary responsibility for
communication with the journal ;
reviewers’ comments, the proofs,
publication process
– Usually senior researcher
– Respond to editorial queries in a timely
way
– Contact details do not change over
long period of time
– Should include postal and electronic
addresses, phone & fax, valid and
active email is a must.

Overlapping Publications 중복 출판
•
•
•
•

Duplicate Submission
Duplicate Publication
Acceptable Secondary Publication
Manuscripts Based on the Same Database

중복출판의 문제점
• 자원의 낭비
– 학술지 지면 소모
– 다른 논문의 게재 방해 또는 지연
– 심사위원 시간 낭비
– 색인 기관 data의 질 저하와 통계 오류
– 독자와 연구자를 우롱
• 국제저작권법 침해
• Meta-analysis 에서 결과 왜곡
• 정직성 (저작권 이양 동의서)

Duplicate submission
• 중복 출판의 시작
• 동일한 원고를 한 잡지에서 게재여부가 결정되기 전에 다른 잡지에 투고하
는것
• 대부분 저자서약 중에 포함
• 문제점
– 잡지간 분쟁
– 불필요한 상호심사 과정

Duplicate Publication and Prior
Publication
• Duplicate publication is publication of a paper that overlaps substantially
with one already published, without clear, visible reference to the
previous publication. Prior publication may include release of information
in the public domain.

Duplicate Publication Criteria
•
•
•
•
•
•

가설이 유사
표본수가유사
방법이 유사하거나 동일
결과가 유사
최소한 1명의 저자는 동일
새로운 정보가 거의 없음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KoreaMed. J Korean Med Sci 2008; 23: 131-3

Acceptable Secondary Publication
•
•
•
•
•

•

The authors have received approval from the editors of both journals (the editor
concerned with secondary publication must have access to the primary version).
The priority of the primary publication is respected by a publication interval negotiated
by both editors with the authors.
The paper for secondary publication is intended for a different group of readers; an
abbreviated version could be sufficient.
The secondary version faithfully reflects the data and interpretations of the primary
version.
The secondary version informs readers, peers, and documenting agencies that the
paper has been published in whole or in part elsewhere—for example, with a note that
might read,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the [journal title, with full
reference]"—and the secondary version cites the primary reference.
The title of the secondary publication should indicate that it is a secondary publication
(complete or abridged republication or translation) of a primary publication. Of note,
the NLM does not consider translations to be "republications" and does not cite or
index them when the original article was published in a journal that is indexed in
MEDLINE.

Self Plagiarism
** Note: 42 CFR Part 93 does not consider self-plagiarism to be research
misconduct. **
• Redundant and Duplicate (i.e., Dual) Publications
• Redundancy, Publication Overlap, and Other Forms of Duplication
• Data Aggregation/Augmentation
• Data Disaggregation
• Data Segmentation (Salami Publication)
• Other Forms of Redundancy
• Why Duplication and Other Forms of Redundancy Must Be Avoided
• Text Recycling from an Author’s Previously Disseminated Work
• Self-plagiarism Within and Across Various Other Dissemination Domains
• https://ori.hhs.gov/plagiarism-13

Text recycling
• Text recycling, also known as self-plagiarism, occurs when sections of
the same text appear (usually un-attributed) in more than one of an
author’s own publications.
• The term ‘text recycling’ has been chosen to differentiate from ‘true’
plagiarism (i.e. When another author’s words or ideas have been used,
usually without attribution).
• A separate issue, not to be confused with text recycling, is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Redundant (duplicate) publication generally
denotes a larger problem of repeated publication of data or ideas, often
with at least one author in common.
• Web_A29298_COPE_Text_Recycling.pdf

그 밖에 각 학문분야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 Fake review
• Failure to disclose conflict of interest
https://jkms.org/search.php?where=aview&id=10.3346/jkms.2016.31.2.3
30&code=0063JKMS&vmode=FULL

학술지 논문 출판 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권고안 제정
2017.11.30.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

•

최근 ICMJE와 많은 학술지에서 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려는 시도가 강화되면서 일부 학술지에서는 이미 관련 내용
을 투고규정 에 포함 또는 개정하고 있다. 출판윤리의 저변확대를 위해 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 출판윤리위원회에서
는 각 회원 학술지 편집인 께 출판물에 불필요한 환자의 개인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된 투고규
정의 개정을 포함한 윤리적,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 줄 것을 요청한다.

•

환자는 사생활을 보호받을 권리가 있으며, 개인정보는 반드시 필요한 경우가 아니면 공개해서는 안 된다. 출판물에 환
자의 이름, 이름의 머리글자, 병록번호, 사진, 가계 등 식별 가능한 정보는 어느 형태로든 출판할 수 없다. 불필요한 환
자의 세부개인정보는 가능한 생략한다. 단, 과학정보로서 환자의 개인정보 노출이 필수불가결한 경우에는 출판 전 환
자 또는 환자의 법정대리인에게 이를 설명하고, 서면으로 동의서를 취득해야 한다. 또한 이때 환자의 개인정보가 출판
물뿐만 아니라, 인터넷 등을 통해 공개될 가능성이 있음을 고지해야 한다.

•

학술지 편집인은 대상자 동의서 취득을 포함한 환자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규정을 반드시 학술지 투고규정에 포함시
키고, 게재 논문에도 정보에 입각한 환자(또는 법정대리인)의 자발적 서면 동의 취득을 표시해야 한다. 학술지 편집인
은 개별적 관련 규정에 따라 취득한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거나 혹은 보관과정에서 환자의 개인정보 식별이 우려되는
경우 저자가 서면 동의서를 보관하도록 하고, 대신 동의서를 규정에 따라 취득하여 보관하고 있음을 증명하는 내용을
논문에 표시하도록 한다. 한편, 환자의 익명성을 유지하기 위한 보호 과정에서 편집인은 원 자료의 과학적 의미를 왜
곡시키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즉, 학술지는 사례발표를 포함한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를 보고할 때는 대상자
(환자) 동의서와 관련한 규정을 투고규정에 반드시 포함시켜야 하며, 대상자 동의서를 취득한 경우에는 게재하는 논문
에 이를 적시하여야 한다.

•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browse/roles-and-responsibilities/protection-of-researchparticipants.html

각국의 개인정보보호법
• EU: 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GDPR) 2016/679
https://eugdpr.org
• 미국: The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of
1996 (HIPAA) https://www.hhs.gov/hipaa/index.html
• 캐나다: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Electronic
Documents Act https://www.priv.gc.ca/en/privacy-topics/privacylaws-in-canada/the-personal-information-protection-andelectronic-documents-act-pipeda/
• 인도: Information Technology Act and related Privacy Rules
http://www.meity.gov.in/content/information-technology-act
• 한국: 개인정보보호법
https://www.privacy.go.kr/main/mainView.do

개인정보 보호법
• 모든 부분에서 개인정보보호를 명문화하고, 이의 철저한
준수와 함께 제도 보완을 요구하고 있으며, 개인의 동의
가 철회되면 즉시 개인 정보의 사용을 중단하도록 함.
• 학술지: 개인의 동의 없이 가계도나 개인정보가 노출될
수 있는 사진 등을 게재하지 못하며, 게재할 경우에도 완
성된 논문의 형태에서 그대로 사용되는 것을 보여주고
동의를 구할 것을 요구. 특히 소아의 경우 부모나 법적
대리인의 동의를 필수적으로 구하도록 함.

Journals’ Best Practices for Ensuring Consent
for Publishing Medical Case Reports:
guidance from COPE
• The publication of case reports is a common practice in
medical journals, and increasingly in basic science journals
when an article illustrates a specific scientific point (e.g., a
genetic phenotype). There is no doubt that case reports are
valuable in the academic literature. However, they pose a
specific ethical challenge for journals because, by their very
nature, individuals in reports are highly identifiable. Hence,
journals must ensure that proper consent for publication has
been obtained and that the individual(s) who is being reported
on is aware of the possible consequences of that reporting.
• Best_Practices_for_Ensuring_Consent_for_Publishing_Medica
l_Case_Reports_guidance_from_COPE.pdf

윤리위반 사례에 대한 처리
• 윤리위원회를 개최 ; 다수 의견으로 결정
• 저자에게 소명의 기회 제공
– 저자가 잘못을 인정하는지
– 사유
– 공저자의 책임 여부 확인
• 위반자에 대한 처리
• 위반 논문에 대한 처리 flowcharts(KO).pdf

윤리위반 사례에 대한 처리
•
•
•
•
•
•
•
•

단순 실수일 때 교육적인 주의 서한 발송
재발 방지를 위한 견책, 경고 서한
해당 기관장, 연구비 지원 기관에 공식 서한
중복출간, 또는 표절을 고시
위반사항 전모에 대한 편집인의 글
위반 저자, 연구진, 연구기관에 일정기간 투고 금지
타 학술지 또는 색인기관에 통보 공식 삭제
상위기관(의협 등)에 통보 (고발)하여 조사 및 조치 취하게 함

윤리위반자에 대한 처벌
• 자체는 형사처벌의 대상이 안됨
• 위반 논문으로 행정적인 피해를 주었을 경우 형사처벌 가능 (업무방해 등)

위반 논문에 대한 처리
• Data base에서의 삭제는 불가
• 학술지에서 논문의 취소를 알리는 글을 게재하고 이 글이 한 개의 data로
수록되며 취소된 논문에 link 시킴

Table 1. Examples of data sharing statements that fulfill these ICMJE requirements
Element

Example 1

Will individual participant data be a Yes
vailable (including data dictionaries)
?

*

Example 2
Yes

Example 3
Yes

Example 4
No

What data in particular will be share All of the individual participant data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 Individual participant data that under Not available
d?
collected during the trial, after deide 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lie the results reported in this article,
ntification.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 after deidentification (text, tables, fig
ures, and appendices).
ures, and appendices).

What other documents will be availa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 Study protocol, statistical analysis pl Study protocol
ble?
an, informed consent form, clinical s an, analytic code
tudy report, analytic code

Not available

When will data be available (start an Immediately following publication. Beginning 3 months and ending 5 ye Beginning 9 months and ending 36 Not applicable
d end dates)?
No end date.
ar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month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With whom?

Anyone who wishes to access the da Researchers who provide a methodol Investigators whose proposed use of Not applicable
ta.
ogically sound proposal.
the data has been approved by an ind
ependent review committee (“learne
d intermediary”) identified for this p
urpose.

For what types of analyses?

Any purpose

To achieve aims in the approved pro For individual participant data meta- Not applicable
posal.
analysis.

By what mechanism will data be ma Data are available indefinitely at (lin Proposals should be directed to xxx
de available?
k to be included).
@yyy. To gain access, data requesto
rs will need to sign a data access agr
eement.

Proposals may be submitted up to 36 Not applicable
months following article publication.
After 36 months the data will be avai
lable in our University's data wareho
use but without investigator support
other than deposited metadata.

Data are available for 5 years at a thi Information regarding submitting pr
rd-party website (link to be included) oposals and accessing data may be f
.
ound at (link to be provided).

ICMJE =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
*
These examples are meant to illustrate a range of, but not all, data sharing op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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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atory journal
• https://scholarlykitchen.sspnet.org/2019/05/01/cabells-predatory-journalblacklist-an-updated-review/
• https://www2.cabells.com/about-blacklist

자료 출처
•

•
•
•

의편협 자료실 발행물
https://www.kamje.or.kr/board/lists?b_name=bo_publication&per_page=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 논문: Duplicate publications in Korean medical journals indexed in KoreaMed
– 중복출판 사례집
– 의학논문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개정판
– 논문: Korean Association of Medical Journal Editors at the Forefront of Improving
the Quality and Indexing Chances of its Member Journals
– 논문: Duplicate Publication Rate Decline in Korean Medical Journals
– 출판윤리 가이드라인: Q&A 사례분석
ICMJE Recommendations for the Conduct, Reporting, Editing and Publication of
Scholarly Work in Medical Journals http://www.icmje.org/recommendations/
AMA manual of style Style Quizzes http://www.amamanualofstyle.com/oso/page/stylequizzes;jsessionid=5CC4382D31238361383388F63B2A7325
COPE guidelines https://publicationethics.org/resources/guide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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