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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신

의편협 단체회원, 개인회원, 특별회원

제

목 교육부 훈령(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대한 의편협 견해

1. 귀 기관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교육부로부터 2018년 8월 1일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에 따른 후속조치 협조 요청이 전달되었습니다.

3. 이에 의편협은 본 요청에 대한 의편협의 견해를 교육부에 전달하였으며, 그 내용을 회원들과
공유하고자 하오니 첨부 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과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의편협의 견해 1부. 끝.

대한의학학술지편 집인협 의회장

[붙임]

교육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과
후속조치 요청에 대한 의편협의 견해

최근 교육부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개정(교육부훈령 제263호, 2018. 7. 17)한
것은 연구 및 출판의 윤리성 확보와 투명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몹시 고무적입니다. 의편
협도 개정 훈령의 기본 취지를 찬성합니다.
특히 저자됨은 출판윤리에서 변조, 조작, 표절과 함께 매우 중요한 항목이며, 이들의 위반
은 심각하게 다루어져야 합니다. 저자됨은 논문의 투명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하며, 이에 대
한 위반은 출판윤리의 중대한 위반에 해당합니다. 그 동안 의편협도 저자됨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습니다.
저자됨 위반이 사회 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교육부에서 이를 방지하기 위해 논문에 저자의
직위를 표기하는 훈령을 개정하여 발표하고 학술단체, 개인, 학술지가 지켜야 할 내용을
적시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를 요청하였습니다(2018. 7. 31). 의
편협은 후속조치 가운데 학술단체나 대학의 역할과는 별개로 학술지 출판에 국한하여 저
자됨의 투명성과 관련하여 의편협 의견을 표명합니다.
저자됨의 표기 양식을 비롯한 편집 규정은 각 학술지가 추구하는 발행 원칙과 국제 기준
에 따라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개정 후속조치 요청
에서도 언급된 바와 같이 해외학술지를 포함한 다수의 학술지에서 저자의 직위를 표기하
지 않고 출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자됨의 투명성을 강화하기 위해 저자의 직위 및 신
분을 모든 학술지에 표기하도록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는 의학학술지 출판에
서 편집인의 자율권이 보장되어야 한다는 2004년 ICMJE의 밴쿠버 선언과도 상충되며, 선
의의 목적으로 시행한다 해도 출판윤리의 본질을 호도하고 학술지 출판의 자율성을 심각
하게 침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2018년 9월부터 저자의 신분 및 직위를 표기하는 편집 규정을 모든 학술지에 일
괄 적용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재고하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