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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윤리가이드 : 창의적 학문탐구의 첫걸음

여는 글

흔히 대학大學을 학문의 전당이라 합니다. 그러나 초등학교부터 12년간 힘들게 공부
하여 대학에 입학한 신입생들은 대학 생활이 자유의 시작이라 생각하며, 눈부신
이십대를 보내리라는 기대에 조금은 들뜨게 대학생활을 시작할 수도 있을 것
입니다. 스무 살, 인생의 목표를 정해나가기 위해 대학공부에 시작에 선 이즈음에서
대학은 어떤 곳인지, 우리는 왜 공부를 하는 것인지에 대해 짚어볼 필요가 있겠
습니다.
대학은 여러 학문분야에서 일정한 교육을 수료한 사람에 한해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고등교육기관으로, 교수, 학생 그리고 교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학의
주요한 역할은 교육과 연구로서, 순수한 학문을 탐구하며 학문후속세대에게 그
지식과 기술을 전수하는 공동체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대학 교육의
목적은 지식과 기술의 학문적 훈련과 교양liberal art 교육을 통해 건전한 상식을 가지고
성실히 살아가는 평범한 시민을 양성하는 것에 있습니다. 또한 대학교육은 교수,
대학생, 대학원생, 교직원 등의 구성원들이 하나의 공동체를 이루어 학문과정에서
건전한 가치관과 인격을 완성시키고, 발전시키는 곳입니다. 단지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곳이기만 한다면, 학원과 다를 바가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대학을 통해
교육받는 학문의 깊이는 인격과 함께 성숙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요즘 대학의 풍토를 살펴보면, 위와 같은 설립의 목적이 무색할 만큼 취
업과 연구성과의 확보라는 목표의식을 향해 앞만 보고 질주하는 것으로 생각될
때가 많습니다. 취업을 위한 우수한 성적과 다양한 사회활동 경력을 단시간에 획득
하기 위해 정직한 방법으로 자신의 공부를 하는 것보다, 다른 사람의 학문적 성
취를 자신의 것인 양 옮겨 쓰고, 남을 속이는 행동에 자신의 타당성을 부여하는
행동을 어렵지 않게 발견하게 되어 안타까운 마음이 큽니다.
본 학습윤리 가이드북의 발간을 계기로 대학에서의 새로운 학문의 시작점에 선
학문후속세대를 위해 학문활동에서 가장 기본적으로 지켜나가야 할 가치인 ‘정직’
과 ‘성실’에 대해 다시 한 번 강조하며, 학문의 정도正道를 되짚어 보고자 합니다.

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장
류용섭

학습윤리 가이드북 활용법
본 책자는 대학공부를 시작하는 학생들에게 진실된 학습문화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올바른 공부 방법과 태도를 안내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왜 공부를 해야 하는지, 어떻게 공부해야 하는지, 공부를 하면서 어떤 습관을 가져야
하는지 등을 다시 한 번 살펴보고, 바람직한 학습윤리에 대한 설명을 통해 학습의
근본적인 요소들을 스스로 확인하는 기회를 만들고자 하였습니다.
본 책자의 내용은 비영리 목적으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2차 저작물에는 원 저작자를 표기해야 하며, 본 책자와 동일한 라이선스를
적용하여야 합니다.

저작자표기 / 비영리 / 동일조건 변경허락

본 책자에서 소개한 학습윤리와 연구윤리에 대한 더 많은 정보는 연구윤리정보센터
정보포털(www.cre.or.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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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1. 목적
이
 가이드라인은 대학생들이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할 때 요구되는 학습윤리의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함으로써 학문적 진실성을 확보하고, 대학생들의 창의적
학문탐구를 촉진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적용범위 및 내용
 가이드라인은 출석, 과제물 작성 및 제출, 협동학습, 시험 등 대학에서
이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에 적용된다. 이러한 활동에서 자주 행해지는, 피해야할
비윤리적 행위들을 영역별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출석은 학습활동의 성실성을 확인시켜 주는 가장 기본적인 행위이다.
(1)
 (출석)

따라서 출석확인 과정에서는 학생들의 정직성이 요구된다. 출석에서 행해
지는 비윤리적 행위에는 대리출석, 무단조퇴 등이 있다. 대리출석은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거나 이름을
적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조퇴란 출석 후 임의로 강의실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한다. 대리출석, 무단조퇴는 성실성의 확인과정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2) (과제물

작성 및 제출) 대학에서의 과제물 작성 및 제출은 자신의 학습 내
용을 담아 그 결과를 제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과제물에 학습자 고유의 사고와
표현을 담을 때 학습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과제물 작성 및 제출에서의
비윤리적 행위에는 위조 및 변조, 표절, 중복제출 등이 있다.
❶ 위조는 과제물의 내용을 거짓으로 만들어내는 행위를 말하며, 변조는
과제물의 내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바꾸는 행위를 말한다. 위조와 변조는
학습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여 학문적 진실성에 손상을 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❷ 표절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방법, 내용, 표현, 결과 등을 정확한
인용 없이 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침해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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❸ 중복제출은 다른 교과목에서 이미 제출한 과제물을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를 말한다. 중복제출은 하나의 과제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3) (협동학습) 대학에서의 학습활동은 다양한 지식을 습득하고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행위이다. 따라서 학습활동은 항상 자신의 성실한
노력을 바탕으로 해야 한다. 무임승차란 협동학습을 수행할 때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이 다른 참여자와 동등하게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를 말한다. 협동학습 과제는 공동작업 능력
향상을 목적으로 하는데,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얻으려는 행위이며, 함께 참여한
구성원들에게 피해를 주는 비윤리적 행위이다.

(4) (시험) 대학에서의 시험은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것이
다. 따라서 시험은 공정한 평가를 필수요건으로 한다. 시험에서의 부정
행위란 시험에서 남의 답안을 보거나 허락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보는 행
위, 다른 사람에게 시험을 부탁하거나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시험을 보
는 행위를 말한다.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하는 비윤
리적 행위이다.

3. 의의

대학은
연구를 통해 진리를 수호하고, 교육을 통해 우리사회의 바람직한 지
성인을 육성함으로써 사회의 발전과 인류의 행복 증진을 실현하는 것을
소임으로 한다. 이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대학생들은 창의적 문제해
결력을 갖춘 윤리적 지성인으로 성장하여 우리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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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학습윤리란 무엇인가요?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Ⅰ. 학습윤리란 무엇인가요?
학습윤리란?
대학은 학문을 탐구하는 곳이며, 학문탐구의 목표는 진리 추구에 있습니다.
진리를 추구함으로써 자연의 섭리와 세상의 이치를 파악하고,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인류의 행복을 증진시키는 것이 학문탐구의 목표입니다. 이러한
학문탐구 과정에는 탐구대상에 대한 명확한 분석력, 옳고 그름을 정확하게
따질 수 있는 비판력, 창의적인 문제해결력, 종합적인 이해력 등이 필요
합니다. 그러나 이런 능력만으로 학문탐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러한 능력과 함께 동반되어야 하는 것이 바로 학문탐구 윤리
입니다.
학문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는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나
이제 막 학문탐구를 시작한 학부생에게나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교수,
연구원과 같은 전문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연구윤리’라고, 학부생과
같은 초보 연구자에게 요구되는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칭합니다. ‘연구윤리’가
연구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라면, ‘학습윤리’는 학습의 전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입니다. 부연하자면 수강, 과제물 작성 및 제출, 시험 등과 같이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학습활동에서 지켜야 할 윤리를 학습윤리라고 합니다.

학문 탐구의 목적은 진리추구이다:
진실하지 않으면 진리에 도달할 수 없다!

학습활동은 학습능력 배양을 목표로 한다:
성실한 학습활동만이 창의적인 학문탐구 능력을
길러준다!
학습은 지식만이 아니라 올바른 태도를 지향한다:
올바른 학문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지식을 오용하기
쉽다!
학습과 교육은 공정한 평가를 전제로 한다:
정직하지 않은 학습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하고
정직하게 학습하는 학우들에게 피해를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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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윤리'는 왜 지켜야 할까요?
우리가 '학습윤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중요한 몇 가지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대학에서 학문을 탐구하는 목적이 바로 진리 추구이기 때문입니다.
 진리를 추구한다고 하면서 진실한 방법을 사용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학문탐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없습니다.
둘째, 정직한

학습활동만이 학습능력을 배양해주기 때문입니다.
 성실한 노력에 기반하지 않은 학습활동은 자신의 능력 계발에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자신의 노력을 바탕으로 한 자발적이고 정직한 학습활동만이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창의적 지식생산 능력을 길러줍니다.
셋째, 우리가

학문을 탐구하면서 익혀야 하는 것은 다양한 학술적 지식만이 아니라
학문하는 올바른 태도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진 사람일지라도 올바른 학문태도를 갖추지 못한 사람은
그 지식을 잘못 사용하기 쉽습니다. 성실하고 정직한 학문태도를 지닌 사람만이
우리 사회를 더욱 건강하게 발전시킬 수 있습니다.
넷째, 정직하지

않은 학습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왜곡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른
 사람이 많은 시간과 노력을 들여 이룬 성과를 무단으로 가져다 쓰는 표절
행위, 아무런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의 성과에 무임승차하는 행위,
시험에서의 부정행위 등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학습에 임한 많은 학우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습니다.
학문탐구 과정에서 요구되는 윤리적 덕목은 곧 진리를 추구하는 길에 있는 신호등과
같습니다. 정직하게 신호를 잘 지켜나가야만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라인'은 이를 도와주는 길잡이이며,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북'은 학습과 관련된 모든 활동에서 대학생들이 지켜야 할 항목들을 알기
쉽게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학생들은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라인'을 바르게 준수함
으로써 학문의 진실성과 대학공동체의 건강성을 수호하고, 인류사회의 발전과
평화에 기여하는 윤리적 지성인으로 성장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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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에는 어떤 것이 있나요?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1. 표절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와 쓰면서 마치
자신이 생산한 것인 양 속이는 행위

다른 사람의 글 도용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일부 혹은 전부를 가져와 자신의
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짜깁기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이리저리 엮어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

아이디어 도용
다른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와 쓰거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가져와 쓰는 행위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의 도용
출처의 제시 없이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을 가져와 쓰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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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 가운데 가장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표절입니다. 표절이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나 글 등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가져와 쓰면서 마치 자신이
생산한 것인 양 속이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를 들어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아이디어, 정보(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를 가져와 쓰는 행위, 출처를 밝히기는
하였으나 인용 표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행위 등이 표절에 속합니다.
(1) 출처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 전부 혹은 일부를 가져와 쓴 경우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글 일부 혹은 전부를 가져와 자신의 글처럼 쓰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합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가져와 쓰는 경우에는 누구의, 어느
글에서 가져온 것인지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어떤 작품이든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이 집필되던 당시의
영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단지 음식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막대한 부를 향유하는 일이 가능했던 나라이다.

<문제점> 다른 사람(『유토피아』의 서문을 쓴 폴 터너)의 글을 가져오면서 인용부호
를 생략하고 출처를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결책>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하는 경우, 인용부호를 써서 인용한 글과 자신의 글을
구분해 주고, 인용한 글의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원문
끝으로 『유토피아』가 집필되던 당시의 영국이 어떤 나라였는지 기억할 필요가 있다.
당시의 영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단지 음식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막대한 부를 향유하는 일이 가능했던 나라이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바른 사례
어떤 작품이든 그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려면 그 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적 맥락을 이해
할 필요가 있다. 토마스모어의 『유토피아』도 마찬가지다. 이 작품이 집필되던 "당시의
영국은 수많은 사람들이 굶어 죽고 단지 음식을 훔쳤다는 죄목으로 교수형에 처해지는
상황에서도, 한 사람이 막대한 부를 향유하는 일이 가능했던 나라이다." 1)
1) 폴 터너, 「『유토피아』, 서문」, 토마스 모어, 『유토피아』, 류경희 옮김, 펭귄클래식코리아, 2011, 2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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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출처의 제시 없이 여러 사람의 글을 가져와 짜깁기한 경우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이리저리 엮어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보이게 하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합니다. 여러 사람의 글을 가져와 새롭게
하나의 글을 구성했더라도 인용한 모든 글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가정경제가 나아지고부터 사람들은 먹거리에 관심을 부쩍 쏟는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개인 블로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맛집 기행' 관련 에세이 등의 책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는 것을 보면 이제 음식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문화에도 윤리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먹는다는 것은 매우
사적인 행위인데 왜 윤리가 언급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먹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행위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 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위 속에 이미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한편 음식을 소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에 있어서 공동체
적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음식은 혼자 먹지만 그 음식은 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함께하며, 음식 안에 들어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음식은 개체의 생존이라는 층위에서 이해해야 하
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관심에서 이해해야 한다. 음식은 누군가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이
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나눔이라는 층위를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원문 ①
먹는다는 것은 매우 사적인 행위인데 왜 윤리 문제가 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먹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행위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 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위 속에 이미 정치적
이며 윤리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요소를
간과한 채 먹는 행위를 단순히 개인적인 행위 정도로만 여긴다. 그러나 생각해 보라.
우리는 먹기 위해서 어떤 소비 행위들을 하는지?
3) "피터 싱어·짐 메이슨의 『죽음의 밥상』 서평", <한겨레>, 2008. 08. 04., <http://www.hani.co.kr/arti/
culture/culture_general/302335.html>(접속일: 2014. 09. 05.).

원문 ②
(...) 음식은 혼자 먹지만 그 음식은 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함께하며, 음식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사람
의 존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음식은 개체의 생존이라는 층위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동
시에 공동체적 관심에서 이해해야 한다. 음식은 누군가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
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나눔이라는 층위를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출처 : 김석신·신승환, 『잃어버린 밥상, 잊어버린 윤리』, 북마루지, 2011, 23쪽.

<문제점> 음식문화에 있어서 윤리성이 요구되는 이유를 다른 두 글에서 가져와 출처
제시 없이 문장 그대로, 혹은 표현만 약간 바꾸어 짜깁기하여 제시하였
습니다.
<해결책> 다른 사람의 글을 여러 자료에서 가져와 쓰는 경우에도 인용한 부분을
정직하게 표시하고, 인용한 글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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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사례
가정경제가 나아지고부터 사람들은 먹거리에 관심을 부쩍 쏟는다. TV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맛집 소개 프로그램이나 다양한 요리법을 소개하는 개인 블로그가 인기를 끌고
있다. 심지어 '맛집 기행' 관련 에세이 등의 책들이 적지 않게 출간되는 것을 보면 이제
음식은 하나의 문화로 정착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음식문화에도 윤리라는 문제가 등장하고 있다. "먹는다는 것은 매우
사적인 행위인데 왜 윤리가 언급되는가? 현대 사회에서 먹는 문제는 단순히 개인의 사적
행위를 넘어서 자본주의 사회에서의 소비 문화와 연결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먹기 위해서 소비하는 행위 속에 이미 정치적이며 윤리적인 행동이 수반될
수밖에 없다." 3)
한편 음식을 소비의 관점에서가 아니라 생산의 관점에서 보면 음식에 있어서 공동체
적인 특성이 더욱 두드러지게 드러난다. "음식은 혼자 먹지만 그 음식은 홀로 생긴 것이
아니다. 우리는 음식을 먹으면서 다른 사람의 노력과 함께하며, 음식 안에 들어 있는
다른 사람의 존재와 함께한다. 그래서 음식은 개체의 생존이라는 층위에서 이해해야
하지만 동시에 공동체적 관심에서 이해해야 한다. 음식은 누군가 만들어 나누어주는
것이고, 그것을 먹고 마시는 것이기에 나눔이라는 층위를 떠나서는 올바로 이해할 수
없다." 4)
3) "피터 싱어·짐 메이슨의 『죽음의 밥상』 서평", <한겨레>, 2008. 08. 04. <http://www.hani.co.kr/arti/
culture/culture_general/302335.html>(접속일: 2014. 09. 05.).
4) 김석신·신승환, 『잃어버린 밥상, 잊어버린 윤리』, 북마루지, 2011, 23쪽.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3) 출처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가져와 쓴 경우
어떤 사람의 고유한 생각을 그 사람의 허락 없이 가져와 쓰거나,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가져와 쓰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합니다. 글을 읽는 사람은 그 글에 제시된 모든
아이디어가 글을 쓴 사람 고유의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신의
글에서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에 기댄 부분이 있다면 출처를 제시하고 그러한 사실을
밝혀야 합니다.

바른 사례
그렇다면 '선한 거짓말'은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것인가? 물론 자신의 거짓말을 합리화
하기 위해 선한 동기에서 거짓말을 했다고 둘러대는 사람들도 있지만, 사실 '선한 거짓
말'은 윤리적 딜레마 상황에서 발생하는 경우도 많다. 요컨대 우리가 추구해야 할 덕목
인 '선함'과 '진실함'이 동시에 실행할 수 없는 한계상황이 있다는 것이다.12)
12) 이 과제물에서 선한 거짓말이 ‘윤리적 딜레마’와 연동될 수 있다는 착상은 학습 커뮤니티에서 조원들과의
공동논의를 통해 얻은 것임을 밝힙니다.

<설명> 위의 예처럼 과제 속의 주요한 아이디어를 교수님이나 다른 동료로부터 얻은
경우, 그러한 사실을 과제물에 밝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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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출처의 제시 없이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을 가져와 쓴 경우
출처의

제시 없이 표, 그래프, 데이터, 그림 등을 가져와 쓰는 행위는 표절에 해당
합니다. 자신이 생산하지 않은 자료를 사용할 경우 그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
시해야 합니다.

바른 사례
〔그림 4-1〕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1)

<고용노동부(고용보험DB자료). 2013.>

1) "출산 및 육아휴직 현황", <e-나라지표>, <http://www.index.go.kr/potal/main/
EachDtlPageDetail.do?idx_cd=1504>(접속일: 2014. 07. 24.).

<설명> 위의 예처럼 특정기관에서 생산해 낸 전문자료를 내 글에 가지고 와서 인용
하는 경우, 자료조사 기관과 연도, 그리고 자료의 출처를 분명하게 제시하고,
참고문헌 목록에서도 상세하게 밝혀야 합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2. 변조
변조는 사실을 왜곡해서 기술하거나 데이터를 조작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예컨대,
자연과학분야에서 연구 재료·장비, 연구과정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행위, 생산
된 데이터를 임의로 바꾸는 행위, 데이터를 고의로 누락시키는 행위 등이 변조에
해당합니다.

연구 데이터 누락

문헌자료 왜곡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헌자료의 내용이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글을 쓰는
행위

연구 방법 조작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요소인 연구
방법을 조작하여 획득한 결과를 정상적인
것인 양 제시하는 행위

a
a

연구 과정에서 실험 등을 통해 증거를
얻는 과정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자신
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취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누락시켜 은폐하는 행위

연구 데이터 조작
연구과정에서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원래 목표했던 연구의 결과와 부합
하지 않을 때,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
하게 변경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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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문헌자료를 왜곡하는 경우
문헌조사를

통한 연구에서 연구의 바탕이 되는 문헌자료의 내용이 목표한 결론과
일치하지 않을 때,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거나 생략하여 글을
쓰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창조론은 진화론과 함께 생명과 인류의 탄생에 대해 설명할 수 있는 대표적인 이론이다.
더욱이 창조론을 더욱 과학적으로 설명하려고 시도하는 '창조과학'은 과학적으로 진화론과
동등한 대우를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오늘날 생명과학 시간에 창조론을 언급하는 교사나
교재가 거의 발견되지 않는데, 이는 대단히 편협한 시각이다. 심지어 진화생물학자들
중에서 과학 교육에서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창조론을 교육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
들도 많다. 엘리엇 소버는 "창조론이 진화론의 사상사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과학 교육에서 언급 없이 넘어가야 할 주제는 아니다."1)라고 강력히
주장한다.
1) 엘리엇 소버, 『생물학의 철학』, 민찬홍 옮김, 철학과현실사, 2004, 68쪽.

원문
우리가 골상학이나 납작지구론의 생각들을 배척하는 것은 그것들이 비과학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것들이 과학적으로 논파된 것들이기 때문이다. 동등한 시간 할당은
창조론이 받을 만한 것이 아니다.
창조론자들에 의해서 개진된 주장들 중 어떤 것들은 검증가능하지만 어떤 것들은
그렇지 않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창조론이 진화론의 사상사에서 지워져야 한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그것은 과학 교육에서 언급 없이 넘어가야 할 주제는 아니다. 진화론적 사고가
얼마나 강력한 것인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진화의 이론이 역사적으로 어떻게 발생하였는지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창조론은 진화론과 경합하던 영향력 있는 사상이었다. 창조
론이 가르쳐져야 하지만 그것은 창조론이 그럴 법한 진리의 후보이기 때문이 아니다.
그것의 실패가 명백하도록 설명되어야 하는 것이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문제점> 위 원문은 창조론이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과학적 가치를 갖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창조론이 어떤 문제점 때문에 과학적
설명에서 실패하였는가를 강조하면서 과학시간에 진화론의 과학성을 이
해하는 데 필요한 만큼만 창조론을 언급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하지만
원문을 인용한 학생은 엘리엇 소버가 과학시간에 진화론과 마찬가지로
창조론도 교육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왜곡하였습니다.
<해결책> 과학시간에 창조론에 대한 언급이 필요하다고 말하려면 창조론은 비과
학성으로 인한 실패사례라는 필자의 견해가 분명히 드러나야 합니다.
원문에서 필자가 말한 대로, 만일 창조론이 진화론과 동등한 교육의 가치
가 있다고 주장하려면 다른 자료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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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 데이터를 조작하는 경우
연구과정에서

설문이나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가 원래 목표했던 연구의 결과와
부합하지 않을 때, 데이터의 전체 또는 일부를 유리하게 변경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역사적 사례
두개골의 용적이 지능의 척도라고 믿었던 의사이자 과학자인 새뮤얼 모턴(Samuel G.
Morton)은 1830년부터 1851년 그가 사망할 때까지 각기 다른 인종의 두개골을 1천 개
이상 모았다. 이를 토대로 그는 인종 서열의 최상층에 백인, 최하층에 흑인, 그리고 그
사이에 아메리칸 인디언을 위치시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이는 당시의 인종적 편견과
정확히 일치했다. 그는 자기가 원하는 결론을 얻기 위해 수치마저 조작했다. 모턴이 수치를
속인 방법은 유치할 정도로 단순했다. 그는 아메리칸 인디언을 평가할 때는 전반적으로
크기가 작은 잉카족의 두개골을 대량으로 포함시켰지만, 백인종의 평균을 잴 때는 평
균을 끌어내리지 않으려고 머리가 작은 힌두족을 노골적으로 배제했다. 또한 영국인에
대해서는 남성 표본만을, 아메리카 호텐토트족에 대해서는 여성 표본만을 기초로 했다.
게다가 모턴은 인종 서열이라는 자신의 편견에 유리하도록 산술에서도 숱한 실수를
저질렀다.
하지만 이러한 조작행위는 1978년 백일하에 드러났다. 하버드 대학의 고생물학자
스티븐 굴드는 모턴의 자료를 다시 계산해 모턴의 증거만으로 사실상 모든 인종의
두개골 용적이 거의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굴드는 모턴의 자료를 다시 계산하여
아래 표와 같은 결과를 제시했다. "인습에 사로잡힌 모턴의 서열을 정정한 결과, 모턴의
자료에 나온 인종 간에 큰 차이가 없음이 드러났다"고 굴드는 결론지었다.
<인종별 두개골 내부 용적 표>

(단위: 입방센티미터)

인종

모턴의 결과

굴드의 재계산 결과

코카서스(백인)

1426

1426(현대인)
1377(고대인)

몽골인

1360

1426

말레이인

1328

1393

아메리카 인디언

1344

1410

에티오피아인(흑인)

1278

1360

출처 : 윌리엄 브로드·니콜라스 웨이드,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김동광 옮김, 미래인, 2012. 275-277쪽
요약 및 정리.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설명> 위는 인종 서열이라는 자신의 편견과 일치하도록 결과를 조작한 모턴의 사례
입니다. 모턴은 자신의 자료를 객관적으로 분석하고 그 결과를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견해에 맞게 자료를 선별하고 수치를 조작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행위는 데이터를 다듬은 것으로 명백한 연구부정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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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데이터를 누락시키는 경우
연구

과정에서 실험 등을 통해 기대했던 증거를 얻는 과정은 매우 힘들고 인내심을
필요로 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이지 않을 때, 자신에게 유리한 데이터만 선별하여
취하고 불리한 데이터는 누락시켜 은폐하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역사적 사례
20세기 초반 미국의 대표적인 물리학자인 로버트 A. 밀리컨은 노벨상(1923년)과
각종 과학상을 수상한 경력을 자랑한다. 하지만 과학사학자 제럴드 홀턴이 밝힌 내용에
따르면 밀리컨은 노벨상 수상 업적인 전자 전하량 측정 실험을 포함하여 여러 연구에서
부정직한 행위를 서슴지 않았다. 그의 대표적인 부정행위는 실험을 통해 얻은 데이터들
가운데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데이터만 선별하고 나머지 데이터는 은폐하여 마치
실험을 통해 자신의 가설이 완벽하게 입증된 것처럼 꾸민 것이었다. 1910년대에 전자의
전하량 측정은 매우 어려운 과제였다. 빈 대학교의 물리학자 펠릭스 에렌하프트 역시
전자의 전하량 측정 실험을 진행하고 있었지만 평균값이라고 내세울 만한 측정값을 얻을
수 없었다. 측정된 값들 사이에 편차가 너무 컸기 때문이다. 이런 사정은 밀리컨의
경우도 마찬가지였다. 하지만 밀리컨은 1910년에 전자의 전하량 측정치 38개의 값을 1차
발표했으며, 1913년에 새로 측정한 28개의 측정값을 2차로 제시했다. 두 번째 발표된
값은 1차 때와는 달리 편차가 매우 작았다. 밀리컨은 60일 동안의 실험 결과이며,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의 '전부'라고 말했다. 하지만 밀리컨의 실험 노트에서 홀턴이 발견한 것은
이와 달랐다. 밀리컨은 140개의 측정값을 얻었으며, 그 가운데 자신의 이론으로부터
도출된 값에 가장 잘 들어맞는 28개 값을 선별했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설명> 위의 사례에서 밀리컨의 실험은 성공적이지 않았습니다. 전자의 전하량을 구하기
위해 140회에 걸친 실험을 했지만 일정한 값을 얻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밀리컨은
실험 결과들 가운데 자신의 이론으로부터 예측되는 값에 가장 가까운 것들을
선별하고 예측에서 벗어나는 측정값은 은폐하여 마치 실험이 성공적이었던 것처럼
가장하였습니다. 밀리컨이 1913년에 발표한 28개의 전자 전하량 측정값은 이렇게
변조된 것입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4) 연구 방법을 조작하는 경우
연구 방법은 연구의 타당성을 보여주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연구 방법을 조작함
으로써 획득한 결과는 신뢰성과 객관성을 가질 수 없습니다. 연구 방법을 조작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행위는 변조에 해당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젤라틴(Gelatin)은 30도 이상에서 액화되는 성질이 있다. 실험은 다음과 같이 진행하였다.
먼저 영양 젤라틴(Nutrient gelatin) 배지가 든 시험관에 양성균과 음성균을, 각각 접종
침으로 찔러 접종하는 천자배양을 하였다. 이를 20-22도에서 6주간 배양한 후 젤라틴
고층 배지에서 액화된 부분의 형태를 관찰하여 젤라틴 액화가 일어났는지를 조사하였다.
그런데 온도를 조절하는 인큐베이터가 고장이나서, 실제 배양은 실험실(상온)에서
진행되었다.

<설명> 양성균과 음성균은 엄격하게 온도를 통제하여 20℃에서 22℃ 사이에서 6주간
배양해야 의미있는 실험결과를 얻을 수 있지만 실제 실험에서는 온도에
대한 통제 없이 상온(실내온도 24℃에서 26℃ 사이)에서 4주간 배양하였
습니다. 실험은 연구의 가설을 입증하는 엄격하고 객관적인 절차입니다. 실험이
면밀한 검토를 통해 설계되고 철저하게 통제된 조건 하에서 여러 차례 수행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실험 등의 연구 방법을 조작하거나 임의로
변경하고 그 사실을 숨기는 일은 부정한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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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조(fabrication)
실험이나 관찰, 혹은 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과를
만들어내어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

자연과학 연구에서 실험, 관찰, 시뮬레이션
등에 의하지 않고 허위로 결과 혹은 데이터를
만들어 내는 행위

사회과학 연구에서 설문 응답자의 응답
내용을 꾸미는 행위

책을 읽지 않고 읽은 척하거나 책의 일부만
읽고 전체를 다 읽은 것처럼 꾸미는 행위

자신이 경험하지 않은 일을 경험한 것인 양
꾸미는 행위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위조는
실험이나 관찰, 혹은 조사 등을 통해 얻은 결과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거짓 결
과를 만들어내어 보고하거나 제출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허위로 꾸며내는 행위이므로 매우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역사적 사례
2005년에 서울대 황우석 교수 연구팀은 맞춤형 인간배아복제 줄기세포에 관한
연구로 세계를 놀라게 하였으며, 황우석 교수는 우리 국민들의 열광적 지지를 받아 일약
스타 과학자로 부상하였습니다. 하지만 그 해가 다 가기도 전에 MBC 취재진과 '생물학
연구정보센터(브릭)'의 과학자들에 의해 논문조작 가능성 의혹이 제기되었습니다. 같은
해 12월 15일에 구성된 서울대 자체조사위원회는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2005년 5월에
발표한 맞춤형 줄기세포 11개에 대한 증거는 어디에도 없었으며, 2004년 2월 논문에서
발표한 줄기세포 역시 핵이식을 통하여 얻은 것이 아니라 자연적 단성생식에 의해 생긴
것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조사 결과를 발표하였습니다.

<설명> 황우석 교수 연구팀이 2005년 5월에 발표한 맞춤형 줄기세포 11개는 존재
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나 실험 결과를
임의로 만들어내어 마치 존재하는 것처럼 가장한 것으로 위조에 해당합니다.
위조는 연구 결과의 입증이 어려운 최첨단 과학 분야에서 간혹 발생하는 경우가
있으며, 가장 심각한 부정행위에 속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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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과제물 구매 및 양도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과제물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를
그대로 또는 일부 수정하여 제출하는 행위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 받아 제출하는
행위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과제를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속여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부정행위임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자신이 직접 과제물을 작성하지 않고, 인터넷 과제물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과제
물을 그대로 제출하는 학생이 간혹 있습니다. 또한 자신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하거나
다른 사람이 작성한 과제물을 양도 받아 제출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처럼 자신이
수행하지 않은 과제를 자신이 수행한 것처럼 속여 과제물을 제출하는 것은 대단히
심각한 부정행위입니다.

과제물 구매 사례
현진권의 <술 권하는 사회>를 읽으면, 지식인들이 자신의 절망과 고뇌를 술로 달래면서
고달픈 삶의 책임을 '술 권하는 사회'에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풍조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살 빼기 권하는 사회'이다. 이 무서운 살 빼기 권하는 사회는 과체중인 사람들의 자기
인식, 자존감, 더 나아가 인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판매본
현진권의 <술 권하는 사회>를 읽으면, 지식인들이 자신의 절망과 고뇌를 술로 달래면서
고달픈 삶의 책임을 '술 권하는 사회'에 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오늘날,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들을 가장 고달프게 하는 풍조가 과연 무엇일까? 바로
'살 빼기 권하는 사회'이다. 이 무서운 살 빼기 권하는 사회는 과체중인 사람들의 자기
인식, 자존감, 더 나아가 인권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은 물론이고, 많은 사람들의 의식
속에 알게 모르게 커다란 영향을 끼치고 있다.
(구매처 : http://mybox.happycampus.com/nana1/227212)

<설명> 위는 인터넷 과제물 판매/대행 사이트에서 구매한 글을 마치 자신이 직접 쓴
글인 양 그대로 제출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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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제물 양도 사례
몇 년 전 국내 한 대학에서 강의를 하는 A강사는 학기 말 팀과제를 채점하던 중 익숙해
보이는 과제를 발견, 3년 전 과제 모음들을 모두 뒤진 끝에 99% 이상 똑같은 과제를
찾아냈다. A강사는 그 팀 구성원 6명 모두에게 F학점을 주었다.
성적 확인 기간에 6명의 학생으로부터 공격적인 불만을 담은 항의전화를 받은 A강
사는 본인들의 반성을 요구했으나 학생들은 수용하지 않았다. 그 후 6명의 학생들은
과제물을 양도 받아 제출한 사실이 발각된 것을 알고, A강사에게 다시 전화하여 '선배
들의 과제물을 참조하려고 받았는데 자신들이 작성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뛰어나 보
여 그대로 제출했다.'며 다시 기회를 달라고 졸랐다. 하지만 A강사는 그들에게서 진정
성 어린 반성을 발견할 수 없었다.(...)

<설명>학습윤리적 관점에서 바라보면, 이 사례는 외국의 선진 대학에서는 모두
퇴학감일 정도로 매우 심각한 수준입니다. 그 심각성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과제물 양도가 한 개인의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준 사람과 받은
사람의 협력에 의한 기획성을 지녔다는 점 둘째, 팀과제를 수행하면서 팀원
전체가 조직적으로 비윤리적 행위를 했다는 점 셋째, 선배와 후배가 협력했다는
점에서 한 학과/학부의 교육과정을 뒤흔들 수 있는 심각성을 지닌다는 점입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5. 중복제출

이미 제출한 과제물의
일부를 다른 과목에서
그러한 사실을 밝히지
않고 수정, 짜깁기하여
제출하는 행위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
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하는
행위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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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제출이란 다른 수업에서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마치 새로 작성한 것처럼 제출
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이러한 행위는 하나의 학습활동으로 이중의 이득을 취하려는
비윤리적 행위로 간주됩니다. 이미 제출한 동일한 과제물을 다른 수업 과제물로 다시
제출하는 경우는 물론, 일부만을 수정하거나, 기왕에 제출했던 여러 글들을 짜깁거나,
하나를 여러 개로 쪼개어서 제출하는 행위 등도 모두 중복제출에 해당합니다.

중복제출 사례 1
몇 년 전 한 대학의 사례이다. 한 학생(B)이 학교 내 우수 논문 경진대회에 제출하고 우수
상을 받은 논문이 혼자만의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 아니라는 투서가 학교 기관에 접수
되었다. 관련 기관에서 확인한 결과, 그 논문은 그 전 학기의 한 수업에서 다른 학우들과
함께 제출한 과제물로, 이번 학기 다른 강좌의 과제물로도 중복제출된 것이었다. 투서를
했던 학생들은 바로 그 때 함께 연구에 참여했던 학우들이었다. 그 논문에 대한 우수상은
당연히 취소되었고, B는 이에 대한 경위서를 제출하는 것과 함께 학생징계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설명> 이
 사례에서 B가 했던 행위의 비윤리성은 다른 학우들과 함께 작성한 과제
물을 마치 자신이 새로 작성한 것처럼 꾸며 다른 강좌의 과제물로 중복제출,
학점을 받음으로써 부당한 이득을 얻은 데 있습니다. 이는 하나의 학습활동
으로 복수의 이득을 취한 비윤리적 행위입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중복제출 사례 2
A강좌의 과제 목차 (제출)

B강좌의 과제 목차 (중복 제출)

제목: 효과적인 소비를 촉진하는 광고의 조건

제목: 광고로 인한 소비자의 욕망의 소외

Ⅰ. 서론.............................................................1

Ⅰ. 서론.............................................................1

Ⅱ. 효과적인 광고란 무엇인가?.....................2

Ⅱ. 효과적인 광고란 무엇인가?.....................2

1. 효과적인 광고의 개념과 목적, 기능

1. 효과적인 광고의 개념과 목적, 기능

2. 소비창출을 위한 광고의 수립 과정

2. 소비창출을 위한 광고의 수립 과정

Ⅲ. 광고가 소비와 매출에 미치는 영향............4

Ⅲ. 광고가 소비와 매출에 미치는 영향..........4

1. 소비자 입장에서 본 효과적인 광고

1. 소비자 입장에서 본 효과적인 광고

2. 판매자 입장에서 본 효과적인 광고

2. 판매자 입장에서 본 효과적인 광고

Ⅳ. 소비(매출)를 촉진시키는 광고.................6

Ⅳ. 현대 사회에서 광고의 문제......................6

1. 효과적인 광고의 조건

1. 광고와 욕망의 재생산

2. 현대사회에서 성공하는 광고의 의미

2. 소비 주체의 소외

Ⅴ. 결론.............................................................7

Ⅴ. 결론.............................................................7

<설명> 위의 사례는 한 강좌의 과제물로 제출한 것을 다른 강좌의 과제물로 다시
제출한 경우로 중복제출에 해당합니다. 목차를 토대로 살펴보면 두 과제물의
목차는 제목과 IV장을 제외하고는 동일합니다. 두 글은 양적인 면에서 변
화의 정도가 미미하며, 두 번째 과제물로 제출한 글의 경우 앞서 제출한 글을
다시 활용하느라 "광고로 인한 욕망의 소외"를 충분히 다루지도 못했고 구
성에 있어서도 주제를 잘 반영시키지 못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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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

협동학습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가
다른 수행자와 함께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행위

대학에서는 여러 학생이 팀을 이루어 활동하는 협동학습이 자주 이루어집니다. 팀과제
수행에는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협동정신이 무엇보다 필요합니다. 협동학습
과제 수행에 참여하지 않거나 자신에게 주어진 역할을 충분히 이행하지 않은 참여자가
다른 수행자와 함께 과제물에 이름을 올리는 것을 무임승차라고 부릅니다. 무임승차는
정당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 다른 사람이 노력하여 이룬 성과를 나누어 가지려는
행위이며, 구성원들에게 부당한 짐을 지우고, 구성원들의 학습의지를 손상시킵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선배들이 말하는 무임승차의 유형과 특징
협동학습에서의 무임승차에는 크게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정말 아무런
역할이나 기여도 하지 않은 경우이고, 다른 하나는 시늉만 할 뿐 실제로는 팀에 거의
도움이 되지 않는 경우입니다. 전자의 유형은 많지 않으며, 해결 방법도 간단합니다.
실제 협동학습 과정에서 많이 나타나는 무임승차의 유형은 후자이며, 해결 방법도 간
단하지 않습니다.
실제 학습 과정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무임승차의 유형과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화를 잘 받지 않습니다. 자신이 원하는 정보를 얻고자 할 때는 먼저 연락을
취하지만 반대의 경우에는 전화를 피하거나 문자 메시지에 답신을 하지 않아
자신에게 돌아올 일이 남에게 돌아가게 합니다.
모임에 자주 빠집니다. 모임에 불참하면 일의 진행 상황을 정확히 알지 못할 뿐
아니라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에도 문제를 일으켜 상호협력을 어렵게 합니다.
개인의 사정을 내세워 팀의 일을 자꾸 뒤로 미루려고 합니다. 팀의 일보다 개인의
일에 우선순위를 두어 과제 진행을 더디게 하고, 구성원들의 사기를 저하시킵니다.
맡은 일을 기한 내에 마무리하지 않고 변명으로 일관합니다. 협동학습에서 누군가
자기가 맡은 일을 완수하지 않으면 과제가 다음 단계로 진전되지 않아 일정에
차질이 빚어지게 됩니다.
쉽고 편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능력이 없어서 팀 전체에 피해를 줄 수 있다며
팀장 등 구성원 한 두 사람에게 과도한 부담을 떠넘기려고 합니다.
자신이 맡은 일을 해도 시늉만 하는 데 그칩니다. 이런 학생이 내놓은 결과물은
협동학습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아 결국 다른 구성원들이 그 작업을
다시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팀과제의 성공적인 수행에는 관심이 없고 최소한의 공헌으로 결과만을 얻으려고
합니다. 이런 학생은 팀과제 일정 계획, 목표 설정, 의견 제시 등에 있어서 소극적
태도로 일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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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공적인 팀과제 수행을 위한 조언
팀과제를 한다는 것은 단순히 여러 명이 과제를 수행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팀과제는
협동학습 능력의 배양을 목적으로 합니다. 협동(Collaboration) 능력은 가수오디션 프
로그램이나 신입사원 선발에서도 중시되며, 학문을 탐구하는 연구자들에게도 없어서는
안 되는 능력입니다. 팀과제를 수행할 때는 다음과 같은 점에 유념하여 협동학습 능력을
키우도록 합시다.

학습목표의 달성을 위해 적극적으로 역할 분담에 참여하고 맡은 바 책임을 다한다.
팀과제를 함께 한다는 것은 내가 맡은 일뿐 아니라 전체 과제에 대해 책임을 함께
지는 것임을 인식한다.
팀과제를 할 때에는 협동학습 규칙을 동료들과 함께 만들고 이를 준수한다.
팀과제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해 회의록을 작성한다.
협동학습에서는 동료와의 원활한 소통이 중요함을 알고, 동료의 의견을 존중하고,
자신의 의견에 대한 비판도 수용한다.
자신의 임무 수행에 어려움이 있다면 미리 이야기하여 도움을 청하거나 함께 해결
방법을 모색한다.
팀과제 수행 중에는 낙오자가 나오지 않도록 서로 독려하고 끌어준다.
협동학습의 진행에 심각한 장애가 생겼을 경우에는 교수님께 도움을 요청한다.
팀과제를 마무리하면서 협동학습의 좋았던 점과 개선할 점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이후의 협동학습에 도움이 되도록 한다.

학습윤리 가이드라인 : 해설

7. 기타(대리출석, 무단조퇴, 시험부정행위)
기타 학습윤리에 어긋나는 행위로는 대리출석, 무단조퇴, 시험부정행위 등이 있습니다.
대리출석은 출석하지 않은 사람을 출석한 것으로 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이 대신
대답하거나 이름을 적는 행위를 말하며, 무단조퇴란 출석만 확인한 후 임의로
강의실을 벗어나는 행위를 말합니다. 대리출석과 무단조퇴는 가르치는 사람을
속이고, 학습활동의 성실성 확인과정에 손상을 주는 행위입니다.
시험을 치면서 남의 답안을 훔쳐보거나, 남에게 자신의 답안을 보여주는 행위, 허락
되지 않은 참고자료를 보는 행위, 대리 시험을 부탁하거나 행하는 행위 등은 모두
시험부정행위에 해당합니다. 학생들의 학업 성취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험에서의
부정행위는 공정한 평가를 방해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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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생 학습윤리

길라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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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출처제시와 인용은 어떻게 하면 되나요?

1. 출처를 바르게 표시하는 방법
글을 쓰면서 다른 사람의 글, 자료 등을 활용할 때는 그 출처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그 이유는 첫째 나의 주장이 든든한 근거와 확실한 자료에서 출발한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으며, 둘째 다른 사람의 지적 재산권을 존중하는 태도이며, 셋째
나의 글을 읽는 사람에게 중요하고도 상세한 자료를 제공하는 가치가 있기 때문
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할 수 있을까요?
출처는 주석과 참고문헌에 의하여 표시하게 됩니다. 주석과 참고문헌은 자기
글에서 설명이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어떤 자료들을 사용했는지, 또 얼마나
권위 있는 자료에 근거한 것인지를 제시하는 것으로 자신의 설명이나 근거를
검증받기 위한 수단이자 학문의 성과, 학문적인 정직성을 인정받는 길이기도
합니다. 주석을 제시하는 방법에는 본문 내에서 괄호 안에 표시하는 방법과 본문
아래에서 표시하는 방법(각주)이 있습니다. 참고문헌은 본문에서 언급한 저서·
논문·기사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 제시한 목록으로 글의 맨 끝에 실어 놓습니다.
주석과 참고문헌은 작성방법이 다릅니다. 그리고 주석의 표기 방식과 참고문헌의
작성법은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글을 인용할 때는 인용부분에서 출처를 제시하면서 참고문헌에서도
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그 중 인용부분에서 출처를 제시할 때 주석을 사용
하느냐 또는 본문에 간략히 나타내느냐에 따라 <상세한 출처 표기법>과 <간략한 출처
표기법>으로 구별됩니다. 하지만 이 두 방법의 참고문헌 출처 표기법은 큰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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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상세한 출처 표기법
1.1.1 주석에 의한 출처 표기법
인문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이며 본문 아래 각주가 나타나는 형식으로
흔히 사용됩니다. 주석에 반드시 필요한 항목은 글쓴이,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입니다.
저서의 경우 : 글쓴이,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제시합니다.
동양서 ▶ 글쓴이,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최재천, 『인간과 동물』, 궁리, 2007, 138쪽.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과학연구윤리』, 당대, 2001, 37쪽.
통계청, 『사망원인 통계연보』, 문전사, 1997, 150-151쪽.
서양서 ▶ 글쓴이, 책이름 , 출판지: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James Crosswhite, The Rhetoric of Reason , The University of Wisconsin
Press, 1997, p. 41.
Thomas Kuhn, The Essential Tension ,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77, p. 129.
번역서 ▶ 글쓴이, 『책이름』, 옮긴이,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장 폴 사르트르, 『지식인을 위한 변명』, 조연훈 옮김, 한마당, 1999, 72쪽.
박지원, 『열하일기』, 고미숙 외 옮김, 그린비, 2008, 72-7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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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의 경우 : 글쓴이, 논문 제목, 논문이 실린 책이나 학술지의 이름, 학술지의
권(호)수, 학술지 발행기관,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제시합니다.
동양논문 ▶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지명』 제○권, 학술지 발행기관,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김진석, 「동물이용 연구윤리」, 『과학연구윤리』, 유네스코한국위원회 편, 2001, 122쪽.
하병학·문정희, 「묘비명에 대한 수사학적 소고-국립5·18민주묘지 묘비명을
중심으로」, 『수사학』 제13집, 한국수사학회, 2010, 184쪽.
서양논문 ▶ 글쓴이, "논문 제목", 학술지명 , vol.○,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
Tony Becher, "Disciplinary Discourse", Studies of Higher Education , vol.12, 1987,
p. 261.
Beder, S., "The Fallible Engineer", New Scientist , vol.139, November, 1991, pp.
211-212.

신문기사의 경우 : 기사 제목, 신문이름, 발간일자, 게재면수를 제시합니다.
신문기사 ▶ "기사 제목", <신문이름>, 발간일자, 게재면수.
"학교폭력·왕따 논란, 유치원으로 번지다", <한겨레>, 2014. 07. 15., 제23면.
"해프닝이 아닌 역사가 되게 만드는 것", <가톨릭대학보>, 2014. 05. 27., 제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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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매체 기사의 경우 :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를 제시합니다.
인터넷 매체 기사 ▶ "기사 제목", <인터넷 매체이름>, 작성일자, 사이트 주소
(접속일자).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공격을 즉각 중단하라", <경향신문>, 2014. 07. 13., <http://
news.khan.co.kr/kh_

news/khan_art_view.html?artid=201407132123015&
code=990101>(접속일: 2014. 07. 13.).
"페이스북 감정 조작 실험 파문", <프레시안>, 2014. 07. 03., <http://www.
pressian.com/news/article.html?no=118471>(접속일:

2014. 07. 15.).

사전류의 경우 : 항목이름, 사전이름, 출판사, 출판연도를 적어줍니다.
백과사전 ▶ 「항목이름」, 『사전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노래(소리)」, 『한국문화상징사전』, 동아출판사, 1985.
"Holocaust", Encyclopaedia Britannica , 15th ed. Chicago: Encyclopaedia
Britannica

Inc.,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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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참고문헌에서의 출처 표기법
주석에서

출처를 제시한 문헌들도 참고문헌 목록에 다시 적어야 합니다. 참고
문헌은 국내논저와 국외논저로 구분하고, 다시 저서와 논문으로 구분하여 제시
합니다. 이때 국내논저는 저자명의 가나다순으로, 국외논저는 저자성의 알파벳순
으로 정렬합니다. 인터넷 자료나 신문기사 등은 기타자료로 제시합니다. 참고
문헌에서 필요한 항목은 글쓴이, 논문 제목, 책이름(혹은 학술지명, 권(호)), 출판
사, 출판연도입니다.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방법 역시 학문분야나 학회 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만 하나의
방식을 일관되게 사용하면 됩니다. 참고문헌 작성요령은 주석의 경우와 같습니
다. 다만 논문의 경우는 인용한 쪽수를 명시하지 않으며 학술지에 수록된 첫 쪽
수 ~ 끝 쪽수를 적어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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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예시>
국내논저
저서
고가연구회 편, 『향가의 수사와 상상력』, 보고사, 2010.
지라르, 르네, 『소설의 이론』, 김윤식 역, 삼영사, 1994.
양주동, 『고가연구』, 일조각, 1965.
논문
정종진, 「금기형성의 특성과 위반에 대한 사회적 대응의 의미」, 『인간연구』
제23호,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2, 81-104쪽.
최선경·현남숙, 「창의적 문제해결능력 향상을 위한 학습자 밀착형 교육 방안<도전과 열정반> 운영 사례를 중심으로」, 『사고와표현』 제4집 2호, 한국사고와
표현학회, 2011, 35-66쪽.
국외논저
저서
Bakhtin, M.
 M., The Dialogic Imagination , Michael Holquist & Vadim Liapunov,
Trans., Austin TX: University of Texas Press, 1981.
Bayley, John, Tolstoy and the Novel , New York: Viking Press, 1966.
논문
Donnelly, C. & McDaniel, M. A., "Use of Analogy in Learning Scientific
Concepts", Journal of Experimental Psychology: Learning, Memory

and Cognitio , Vol.19, 1993, pp. 975-987.
Goodman, K. S., "Reading: A Psycholinguistic Guessing Game", Literacy

Research and Instruction , Vol.6, No. 4, 1967, pp. 126-135.
기타자료
"나고야 의정서 이르면 10월 발효, 기업 年 5000억 추가 부담… 생물자원 전쟁 예고",
<한국경제>, 2014. 04. 14., A19면.
"뉘른베르크 강령",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http://www.nibp.kr/xe/
info4_5/4780>(접속일: 2014.0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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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간략한 출처 표기법
1.2.1 본문에서의 출처 표기법
<간략한 출처 표기법>은 각주가 아닌 본문에 글쓴이,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넣는 방식입니다. 이공, 사회과학 분야에서 널리 쓰이는 방식으로 인용한 부분
끝에 괄호를 이용하여 간략한 서지정보(글쓴이,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를 기재
합니다. 완전한 서지사항은 참고문헌 목록에 제시합니다.
<예시>
새로운 우주론은 인간의 특별함과 존엄성을 옹호했던 우주에 대한 새로운 상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다. 이는 우주에 대한 기존의 수직적이고 계층적인 묘사에
대한 도전이다. 무신론적 진화론자인 스티븐 핑커는 최근 다윈 이후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기존의 사고는 단순히 무식의 소치라고 선언하였다(Pinker, 2008:
28-31). 이러한 주장은 많은 학자들에 의해 반복되었다(Dawkins, 1986; Dennet,
1995).
(… 중략 …)
생명의 정보적 근간이 진화의 시대에 인간 존엄성을 확인시켜 주는 충분한 신학적
근거를 제공할 수 없음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정보를 주목하는
이유는 생화학자인 크릭이나 왓슨 혹은 핑커와 같은 물질주의자들이 생명을 화
학으로 환원시키고, 인간성을 생명 없는 원자와 분자의 사슬로 환원시켰다고까지는
주장할 수 없기 때문이다(Polanyi, 1969: 225-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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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 참고문헌에서의 출처 표기법
<간략한

출처 표기법>은 앞에서 보았듯 글쓴이와 출판연도로 논문 제목 혹은
책이름을 대신하는 방식입니다. 그래서 출판연도를 글쓴이 바로 뒤에 괄호를
이용하여 표기하는 것이 <상세한 출처 표기법>과 다릅니다. <간략한 출처
표기법>의 논문 제목과 책이름을 나타내는 방식이 학문분야와 학회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 앞에서 제시한<상세한 출처 표기법>과 동일하게 나타내어도 무방합니
다.

<참고문헌 예시>
아리스토텔레스(2000), 『시학』, 천병희 역, 문예출판사.
이상헌(2011),「유전자 특허의 정당성에 관한 윤리적 논의」, 『생명연구』 20호, 생명
문화연구소, 11-32쪽.
Bruner, Jerome S.(1960), The Process of Education ,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Flower, Linda and Hayes, John R.(1981), "A Cognitive Process Theory of
Writing", College Composition and Communications, Vol.32, pp. 365-3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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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인용을 바르게 하는 방법
다른 사람의 글을 내 글에 가져오는 경우가 있는데 이를 ‘인용’이라고 합니다. 인용
에는 직접인용과 간접인용이 있습니다. 직접인용은 원문을 있는 그대로 가져 오는
것을 말하고 간접인용은 원문을 요약하거나 자신의 말로 바꾸어 반영하는 것을 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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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직접인용의 방법
직접인용을

할 경우, 인용한 부분을 인용부호(큰따옴표)로 표시하고 출처를 밝히면
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아이의 눈을 뜨게 하려는 희명의 헌신적 노력은 단지 아이의 두 눈이 떠지는, 그런
물리적인 개안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현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잃었지만 지혜의 눈, 깨달음의 눈을 얻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 것이다. 희명이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을 원한 것은 불성의 눈을 뜨기 위함이다. 불교와 힌두교에서 그
것은 '제3의 눈', 즉 '지혜의 눈'이다. 우리의 물리적 두 눈이 보는 것은 환상이거나 허상
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즉 존재의 실상(實相)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요구한다고 볼 수 있다.5) 이렇게 볼 때 아이의 갑작스런
실명은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한 미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388쪽.

<문제점> 위의 사례에서는 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아 다른 사람의 글과 자신이 쓴
글이 구분되어 드러나지 않습니다.
<해결책> 다음과 같이 큰따옴표를 사용하여 인용의 시작 부분과 끝 부분을 정확히
표시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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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른 사례
아이의 눈을 뜨게 하려는 희명의 헌신적 노력은 단지 아이의 두 눈이 떠지는,
그런 물리적인 개안을 목표로 하는 것은 아니었다. 비록 현실의 세계를 볼 수 있는
눈은 잃었지만 지혜의 눈, 깨달음의 눈을 얻어 희망을 찾을 수 있기를 소망한 것이다.
희명이 마음의 눈, 지혜의 눈을 원한 것은 불성의 눈을 뜨기 위함이다. "불교와 힌두교
에서 그것은 '제3의 눈', 즉 '지혜의 눈'이다. 우리의 물리적 두 눈이 보는 것은 환상이거나
허상에 불과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은 감각의 눈이 아닌 '마음의 눈', 즉 존재의 실상
(實相)과 진리를 볼 수 있는 '지혜의 눈'을 요구한다."5) 이렇게 볼 때 아이의 갑작스런 실명은
지혜의 눈을 뜨기 위한 미명으로서의 의미를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다.

5) 임철규, 『눈의 역사 눈의 미학』, 한길사, 2004, 38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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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인용문이
길 경우에는 행을 바꾸고 좌우 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듭니다. 이때에는
인용부호(큰따옴표)를 사용하지 않은 채 출처만 밝히면 됩니다.
<예시>
문학에 있어서 문채의 중요성은 "문학은 도를 담는 그릇(文以載道)"이라는 인식이
지배적이었던 동양에서도 결코 간과되지 않았다. 의미에 부합되지 않은 화려하기만
한 문채는 지양해야 할 요소로 간주되었지만 즐거움과 감동이라는 문학의 두 본질적
기능과 관련하여 문채는 문학을 문학이게 하는 근거의 하나로 중시되었다.
성현의 저작들을 모두 문장(文章)이라고 부르니, 이는 그것들이 모두 문채(文采)를
갖추고 있다는 말이 아니겠는가? 물은 속성이 흐르고 움직이는 것이어서 언제나
물결을 일으키며, 나무는 몸체가 충실하면 거기에서 꽃을 피우게 된다. 이는, 형식이란
내용에 따르는 것임을 보여준다. 호랑이나 표범의 가죽에 무늬가 없다면 그것은 개나
고양이의 가죽과 다르지 않을 것이며, 코뿔소의 가죽으로 갑옷을 만들려면 거기에 붉은
색을 칠해야만 한다. 이는, 내용이란 형식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1)

1) 유협, 『문심조룡』, 최동호 역편, 민음사, 1994, 378쪽.

<설명> 위의 예시에서처럼 인용문이 길 경우에는(대략 4~5행 이상) 인용문의 앞뒤로
각각 한 줄씩을 띄고 좌우여백을 둔 문단을 따로 만듭니다. 이때 인용부호는
사용하지 않으며 주석에서 출처를 제시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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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간접인용의 방법
간접인용에서는 인용부호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용의 범위가 명확하게
드러나도록 해야 합니다.

바르지 않은 사례
어디까지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나? 과학이란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신학과 철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편성이 인정되는
형식논리학이나 수학은 넓은 의미의 과학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은 이상과
학·형식과학·선험과학이라고 하며,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경험과학과는
대조를 이룬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 경험과학만을 과학이라고 한다. 경험과학은 다시 자연
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눈다.6)

6) 「과학의 정의」,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http://100.naver.com/100.nhn?docid=723875>(접속일: 2014. 09. 05).

<문제점> 위와 같은 간접인용은 출처를 표시하였지만 실제로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어디에서 어디까지인지가 대단히 모호합니다. 마지막 문장만이 간접인용
된 것처럼 보일 수도 있는데, 실제로는 윗글의 첫 문장 이외에는 모두
『두산백과』의 원문을 거의 그대로 옮겨온 것입니다.
<해결책> 이와 같은 잘못을 범하지 않기 위해서는 간접인용 시에 인용 분량을 되도록
짧게 처리하거나, 인용표시구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인용을 할 때
원문을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자신의 말로 바꾸어 표현(환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 인용표시구: '누구는 …라고 말한다.', '누구의 견해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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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
과학이란 이제까지 아무도 반증(反證)을 하지 못한 확고한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되는 지식의 체계이어야 한다는 것이 필수조건이다. 따라서
신학·철학은 과학이라고 할 수 없으며, 보편성이 인정되는 형식논리학이나 수학은
넓은 의미의 과학에 들어간다. 그러나 이러한 학문은 이상과학·형식과학·선험과학
(先驗科學)이라고 하며, 경험적 사실을 토대로 하여 성립된 경험과학(經驗科學)과는
대립된다.
따라서 우리는 일반적으로 과학방법론상 이 경험과학을 과학이라고 한다. 경험과학은
일반적으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나눈다. 한편, W. 빈델반트나 H. 리케르트는 자연
과학은 설명적 과학(說明的 科學)이고, 역사과학 또는 문화과학은 기술적 과학(記述的
科學)이라 부르고 있으며, W. M. 분트는 체계적 과학과 현상론적 과학 또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으로 분류하고 있다. 물론 공학이나 의학 같은 응용과학도 과학에 속한다.

바른 사례
어디까지를 과학이라고 부를 수 있나? 『두산백과』에 따르면 과학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즉 과학이란 아직까지 반증되지 않은 경험적 사실을 근거로 한 보편성과 객관성이 인정
되는 지식의 체계이다. 이에 따르면 경험적 지식을 토대로 하지 않는 신학, 인문학 등
은 엄밀한 의미에서 과학이라고 할 수 없다. 과학, 즉 경험과학은 다시 자연과학과 사
회과학으로 나뉜다.6)

6) 「과학의 정의」, 『두산백과』, 네이버지식백과 <http://100.naver.com/100.nhn?docid=723875>(접속일: 2014. 09. 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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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재인용의 방법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재인용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부득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재인용 할 때는 '재인용'이라고 표시해야 합니다.
<예시>
애플사의 CEO 스티브 잡스가 기술과 인문학의 결합에 의해 아이폰이 만들어졌다고 말
함으로써 요즈음 인문학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런데 사실 그가 강조한 것은
인문학이라기보다 지식융합이라고 이해해야 한다. 그런데 지식융합의 핵심은 무엇인가?
이에 대해 답변하기 위해 이 세상에서 가장 지식융합을 잘 한 사람으로 인정되는 레오
나르도 다빈치를 생각해 보자. 그는 인문학, 예술, 건축학, 기술, 과학, 수학, 의학 등을
두루 섭렵한 대표적인 인물이다. 그런데 그에 대해 클라크는 한 마디로 "역사상 가장
지독한 호기심을 가진 사람"2)이라고 말하였다. 즉 지식융합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호기심이 발동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2) Kenneth Clark, Leonardo da Vinci , Penguin, 1987, p. 4. 프리초프 카프라, 『다빈치처럼 과학하라』,
김영사, 2011, 50쪽에서 재인용.

<설명> 위의 예시에서와 같이, 카프라의 글에 있는 클라크의 글을 재인용했을
경우 각주에 그러한 사실을 표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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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아직도 궁금해요 (학습윤리 Q&A)

Q1. 각주와 참고문헌을 다는 방식은 모두 동일한가요?
A. 각주나 참고문헌을 제시하는 방식은 전공 분야와 글의 종류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학술적인 글에서 자료의 출처를 제시 할 때에는
글쓴이, 논문 제목, 책이름, 출판사, 출판연도, 인용한 쪽수와 같은 기본적인
정보를 정확히 밝혀야 합니다. 기본적인 정보를 열거하는 순서나 방식은
전공 분야, 학회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자신이 전공하는 학문
분야의 기관이나 학회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원고 작성 및 편집 원칙을
살펴보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Q2.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히 제시하면서 글을 작성하기는 했는데 제 생각이
거의 없다면 이것도 표절인가요?
A. 참고한 자료의 출처를 정확하게 제시했으니 일단 표절은 아닙니다.
그러나 좋은 글은 아니지요. 학문적으로 미성숙하기 때문에 기존의 권위
있는 연구에 의존하려는 욕구를 갖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것일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출처를 정확히 제시했을지라도 여러 글을 짜깁기하여
쓴 글은 자신의 글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는 완전히 남의 글이겠죠.
어렵더라도 스스로 생각하고, 자신의 언어로 글을 쓰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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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상식에 속하는 내용에 대해서도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A. 상식으로 통하는 지식이나 정보는 출처를 밝히지 않아도 됩니다. 상식에
속하는 지식이란 누구나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과학적 지식, 역사적 사건의
연대, 유명한 사상 등 일반적인 정보입니다.그러나 상식인지 아닌지를 판단
하는 기준이 일정하지 않음을 유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Q4. 학술적 글쓰기에 인터넷 자료를 활용해도 되나요?
A. 인터넷의 활용이 보편화된 오늘날 인터넷에서 제공하는 자료를 외면하기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인터넷에는 신뢰하지 못할 자료, 불확실한
정보를 그대로 옮겨놓은 자료들이 많습니다. 인터넷 자료의 경우, 자료의
출처와 집필자를 확인하여 신뢰할 만한 자료인지 판단한 후 활용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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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협동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학우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A. 협동학습에서 자신이 맡은 임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아예 참여하지
않고 팀이 이룬 성과를 같이 나누려는 학우가 간혹 있습니다. 협동학습에
충실하게 참여하지 않은 팀원이 과제 수행자로 이름을 올리는 것을 '무임
승차'라고 합니다. 무임승차를 허용하는 것은 일시적으로는 동료를 위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자칫하면 동료를 무책임하게 만드는 계기가 될 수 있습니다.
협동학습에 참여하지 않은 팀원은 과제 수행자로 이름을 올려서는
안 됩니다. 그런 학우가 있을 때는 먼저 그 학우가 함께 협동학습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의사소통을 활발히 하고, 그래도 참여하지 않을 때는
교수님께 말씀드리고 상의하세요.
또한 무임승차를 막고 협동학습을 원활히 하기 위해 협동학습 회의록을
작성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대학에서의 협동학습은 각자의 책임을
다하고 다른 사람과 협동하며 공동의 책무를 수행하는 훈련을 하는 과정
입니다. 협동학습을 하면서 리더십도 기르고 좋은 학우와 학문적으로 사귀는
계기가 되도록 팀원 모두가 노력하면 좋겠지요?

학습윤리 : 길라잡이

Q6. 이미 제출했던 과제물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또 제출해도 괜찮은가요?
A. 설령 똑같은 내용이 아니라 내용을 약간 고쳐서 제출했더라도 그것은 중
복제출에 해당됩니다. 모든 교과목은 새로운 학습과정이며, 따라서 새로운
학습활동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중복제출은 새로운 노력 없이, 한 번의 노
력으로 두 가지 이득을 얻고자 하는 행위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
신이 이전에 작성한 글의 일부를 활용할 때도 그러한 사실을 명확히 밝혀
야 합니다.

Q7. 자료를 검색하다보면 여러 군데에서 동일한 내용의 자료들이 확인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들 중 하나를 임의로 선택해서 그것으로 출처를 제시하면 되나요?
A. 자료의 출처를 제시할 때에는 가능한 한 그 자료가 실렸던 최초의 출처를 확인
하여 그 원출처를 제시해야 합니다. 이런 문제는 대부분 문헌자료를
직접 찾지 않고 포털사이트 등 인터넷에서 자료를 검색하여 수집한 경우에
발생합니다. 인터넷 상의 자료들은 원자료가 가공되거나 변형된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에 원출처를 확인했더라도 그 원자료를 구
할 수가 없어서 부득이 다른 사람이 인용한 글을 재인용할 때는 재인용임을
밝혀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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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사진이나 동영상과 같은 자료도 출처를 밝혀야 하나요?
A. 사진이나 동영상 역시 출처를 밝혀주어야
합니다. 사진이나 동영상은 개인 혹은 단체가
지적 소유권을 가진 지적 소유물이므로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함부로 사용하여서는 안 됩니다.
표나 그래프, 그림, 설문조사 결과 등과 같은
자료도 마찬가지입니다.

Q9. 전에 책이나 논문 등에서 본 기억이 있는데, 출처를 명확히 찾을 수 없을 때는
어떻게 하나요?
A. 출처를 찾을 수 없다면 그 내용은 당연히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글을
쓰기 전, 자료를 수집하고 검토하는 과정
에서 검색하고 수집한 자료들의 목록을
작성하거나 인용할 내용을 잘 요약·정리해
두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Q10. 실험 후 사용한 시약은 실험대의 배수구에 그냥 버려도 괜찮을까요?
A. 연구실 및 실험실에서 배출되는 폐기물
들은 지정폐기물(고농도 폐시약, 폐산,
폐시약병, 폐유, 폐유기용제 등), 감염성
폐기물 조직물류(실험동물 사체 및 조직물),
위탁폐수(실험 기구의 세척 등에 사용된
물)로 나뉩니다.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
처리하는 방법이 다르니, 관련 세칙을
숙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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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학습윤리 가이드북 : 부록

<과제물 제출 전 체크리스트>
아래의

<과제물 제출 전 체크리스트>는 자신이 학습윤리를 준수하며 과제물을 작성
하였는지 과제물 제출 전에 스스로 점검해 보기 위한 것입니다.

과제물 제출전 체크리스트
1. 이 과제물은 내가/우리가 직접 연구하고 작성한 것이다.

2. 인용한 모든 자료(책·논문·인터넷자료 등)의 인용표시를 바르게 하였다.

3. 인용한 자료의 표현이나 내용을 왜곡하지 않았다.

4. 정확한 출처 제시 없이 다른 사람의 글이나 아이디어를 가져오지 않았다.

5. 과제물 작성 중 도표나 데이터를 조작(위조 혹은 변조)하지 않았다.

6. 과제물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받거나 구매하여 제출하지 않았다.

7. 이 과제에 실질적으로 참여하지 않은 사람을 공동 제출자로 명기하지 않았다.

8. 이 과제물과 동일한 내용을 다른 교과목의 과제물로 제출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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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한 회의록 활용법>
협동학습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팀원 간에 원활한 의사소통과 함께
팀과제의 수행과정과 팀원 각자의 책무를 확인할 수 있는 회의록 작성이 필수적
입니다. 특히 회의록은 공동연구 작업의 기초자료가 된다는 의미에서 그 가치가
큽니다. 효과적인 협동학습을 위해 각 팀별로 온라인상에 공동학습 활동공간을 마련
하고 지속적으로 회의록을 탑재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회의록에는 팀원 명단, 회의
일시, 장소, 회의 목적, 참석자, 회의 내용, 회의 결정사항 및 임무분담 등을 상세히
기록합니다.

학습윤리 가이드북 : 부록

<표> 회의록 양식 예시
팀 회의록
구분

내용

팀 이름
회의 주제
회의 일시 및 장소

2014. . . (제 차 회의)
팀장

회의 참석자
및 역할

참석자
불참자

지난 회의 결정
사항 수행결과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임무분담
및
다음 회의 일정
첨부 : 팀원 제출
자료

장소
기록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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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록 작성 사례
팀 회의록
구분

내용

팀 이름

붉은 노을

회의 주제

팀과제 수행을 위한 기획 회의

회의 일시 및 장소

2014년 4월 2일 18시00분 ~
19시00분 (제 1 차 회의)
팀장

회의 참석자
및 역할
지난 회의 결정
사항 수행결과

주요 논의
및
결정 사항

임무분담
및
다음 회의 일정

첨부 : 팀원 제출
자료

장소

M406

기록자

양지○

참석자

강여○, 전지○, 이남○, 양지○

불참자

없음
해당 없음

1. 팀장은 강여○으로 결정함
2. 발표 전까지 최소 주 1회 모임을 갖기로 함
3. 첫
 주는 텍스트 분석 중심, 둘째 주는 텍스트 활용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함
4. 기타
- 텍스트 분석은 상호 교차 검토하기로 한다.
- 텍스트 분석에 필요한 참고문헌을 각자 찾아온다
1. 1장 분석 및 사례조사: 양지○
2. 2장 분석 및 사례조사: 강여○
3. 3장 분석 및 사례조사: 이남○
4. 4장 분석 및 사례조사: 전지○
- 다음 회의 일정 : 2014년 4월 9일 오후 6시~
- 각자 1장부터 4장까지를 읽고, 전체 내용 파악 후 도서관,
학술DB를 활용하여 참고문헌 검색, 목록 작성해 오기.
해당 사항 없음

연구윤리정보센터 소개

연구를

연구활동 중

정보를

집 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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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경 교수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하병학 교수 가톨릭대학교 ELP학부대학

감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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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자인 편집 및 인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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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인력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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