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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 획 / 기 / 사 

‘황우석 사건’ 이후 연구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고 학계에서의 큼직한 표절 문제가 잇달아 수면 

위로 떠올랐다. 2006년어|는 ‘서울대학교 교수윤리헌장 이 제정 · 공포되기에 이르렀다. 이번 기획기사 

에서는 이러한 배경과관련하여 학부생의 표절문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알고도 하는 표절， 몰라서 하는 표절 

“상당수의 학생들이 인터넷에 검색어만 임력하면 되니 꾼이 도서관을찾을 펼요를못느끼는것 같다. ‘지식인’ 같은곳에 

서 긁어 오는 일도많고，때로는자신이나친구들이썼던 글을다른수업에 제출하기도한다” 

“논문을참고할 때 연용표시를 하지 않아서 불이 익을 받는 경우가 있었다. 표절에 대힌 정확한 인식 이 필요할 것 같다” 

“과제 의 분량이 너무 많고 시간이 촉박할 때는 나쁜 일이 라는 것을 얄면서도 표절을 하게 된다. 주로 책올 참고해서 과제를 

하는데， 책 여러 권에서 발춰1하연 결라지 않을것이라는생각도들고.10장에 가까운과제를전부 내 생각으로하기에 버거운 

젓도사실이다.어떤사람들은과제뿐아니라 발표를하기위해 인터넷상의 례포트숍에서 례포트를사기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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펙부생득의 iE션은 이제는 받신 일이 이니다. 겨윷 겨l전혁 ;;1 <친·헥- /1]론〉파 〈심 21펙 ;;11론〉유 수강히는- 혁부생 

80'싱칠- 대상으로 표섣깨 +’'l-핫 약식 션분;깐λ1-릎- 진행 <';1 였다"고1-세플-할 때 주로 잔치히뉴 대상이 무잇언If’라뉴 

질운에 l:)1해 25~셰 해딩하는 4:3명(꽉수응탑기능)이 괴제를힐 때 얀터넷 ;:11쏘프취을 이상하는깃P도 L-}r--l-났다. 

또 표쉰을 해 본 적이 있습니까7 려는 쉰문에 대해 38%가 i있t:.i’려고 ·상딩을 했고 ?O%가 ·표쉰 ~I 기준애 cH해 

잔 y_르겠다 ‘-l[ 장-답읍 했다 _ 58'fr.Þl1 히l당하는 학생듬이 표척-잘 해‘븐 성험이 있거나‘ 표전잘 해 럼‘았읍 가싱--성이 

있는 샘이다. 

정벙기 괴‘수( j1'，수꽉숨개밀센 El :낱쓰기괴.실 연구괴.수)는 학부생‘닐-의 표절운제어11 1:11해 ::다닙‘ 학생으l 내1포트나 

삼둔을 사신의 것으노 제펀하늠학생갈이 많다. 또 핵써 츄011 셔 간흑 씨-는수입에 제펀했던 자신의 파제릎 또 

내른 수엄에l 제꽂강l녁- 성우-;;. 있다. 이 경우· 많은 텍생듣이 5천-이 이니t'li!. 생각 6.:11 쉬운데. 이는 이중제·측~

입연한 표섣이다. 논문-칠- 동시에 부 개 이상의 ιL숨지이l 싣 ó 면 인되뉴 것:1:'1- 짙욕 맥곽이 CF'라며 표전씩 다양한 

사례에 l:)1해 말했다. 

지난 기)07년도 ;),(5"1-71 히|선교양 수입 21 죠교릎 맡았떤 윤싱원 씨 {농엽 생명과ξ1-대찍- 대학원 06젝-，건)늠 “수깅 

인원9.1 만 이삭이 표침유 핵하뇌 있다”며 “이는 비난 선잉생밴9.1 문제가 아니퍼 신세적인 문제"ël여 표섣으l 심각 

성읍- ur했마. 선、Rr히 씨(‘갱어영문학과 대학원 Ofi학빈}뉴 ‘·표전이 극:μ: 시 괴-새괜만 아나라 ETL괴- 김-옥 '? )lõl넷 

7-11 사펀 성-에서도 나너-닌다”E 밀했마. 

글쓰기에 대한 부담， 학점에 대한 부담에서 일어나는 표절 

지난히-기 학심교영:수엽의 조교를맡았딘 벡재석-씨(서약사회

파 대펙 젠}는- 극μ'::71 에 대1간 부담유 그 이꾀-컨 득였다. 껴신의 주 

장윌- 펼치뉴 간J.I-.기어~ <? 1 속서지 못해서 힘들어 Bl-J"t 겁;，F 님씌 

날을 표 실하는 것윤 선\;제힌디?는 갓. 또 디-ζ· 이유북 ‘갚실01 띤

일참 ~l 범씌핵위인데1 ， 는키.xl 않으려리는확산이 있기에 핵하는 

것” 이라서 만했다 이외- 김은- 맥략!로 윤상씩 씨는 "극쓰기에 

대히 부탑과 함쩨 i녕지 에 대힌- 부닦이 l샤물려 넙-븐 결과’ ~.L고 

발했디 

갑은 질운。11 때해 안.xl 떤 교수(역。|영둔한J바)는 학생갈에거! 

‘여유-‘사없다는점육뜯었다. “헥접삭진 믿이이:뭔마는앙1，l1 파‘ 

헨 산에서 시까적 어유가- 없마뉴 깃이 ‘:-r 01유‘ 이랜 논리에서 지 신씩 

얘기이| 익속하지 않쓴 '&1-생날쓴 기즙외 연구블 기자오7-11 펀다” 

는 것이디. 그러고 섣핸펀 기존의 띤구에 비해 ·근사힘’이 띤이.XJ는 

것에 대찬 부답~_ ~I용깐다A ，?)"<2!-다. 이현숙 씨수(생빙파학부}는

;‘초능-싹고{ 매부터 기샌“석엔 고{육윌 받지 못한갓이 이유일 갓이다. 

우닝| 사호|가 섞수 띠 기이l 급급하디-갈등젝-교 ull부터 부모년이 

히lT:거니-지-낀-‘득따서 붐이는 것이 많다. 수핸팎가에서노‘ 임시아l 

노움이 인 뇌는 섯，0_ 11상깐 깐 최끼:펴'Òl-려;lf 깐마. 선재로는- 심각한 

표설인데도 교육이 안 되어 있대’마E 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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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에 대한 처벌과 교육이 병행되어야 

따리서 인신의 Jlt수 및 상의3':JIL듬은- 학부샌l를의 표전 문제듭 근전시"];1 위헤. 인용법에 대한 :ilt육「읍 친저히 하j[ 

;지선의 남‘갑 쓰뉴데 nl흡한팍생갈이 이갓갑 요구히뉴괴세 앞어l 서부탑윌 ïl 지지 않~록 ，，]조석엔 고(4숙윌 깅펴 

해야 힌디 고 엽을 모은디. 

l-lr재욱 씨는 인용법 듀파 Jll육읍- 통해 표전을- 피해 시- 수 있~I:-룩 하뉴 ’샤언이 필요ì3"] 나 얻.다 간판사 으로안- 학생뜯 

이l 게난쓰시에 디1힌-사신감을섞어쑤어이 힌다:π 밀하면서 “꽉해에서 비평 P혹이어실수았도록끽1팍'"-'1어〉능괴 

갑은 수입애 셔 기소릎 쌓아 주0] 야헨r-r고 검조헨r_I-. 

표전응'_ 1앙지 8] 기 위파 학고[측익 ~펙욕 이미 진행 증이다. ‘사잘대학생 극쓰시 판리 El육윌- 위한 연뉘 께사는 

지닌 200’펀 8월부터 11웰. 3개월에 걸져 ‘간!!:기 윤i!l 의 승요싱 및 비윤 i ~1 적 ‘간쓰기의 유형괴- 시-셰를소채사보 

작성하여 :>'008년도 신임 샌애거| 배부-하있디 . 이 소책자에는 윤리 적 갈쓰기룹 위힌 유의 사후I파 쓴.u
t

_른 인용·에 cH힌 

/산병이 선려있다. ~r:.찬 가초 il~육원에시는 〈신ë'-J1감:jL와 ‘핵문윤리〉리는 .I~과목욕 이빈 혁:1]부터 기1，션<3"]-였ιL 

깐.ifl. 젠재 표전에 대해 처 반이 ?} 깐 것 ~I:- 문재로 지 삭뇌 ;ll 있다. 전 19기 Jll수븐 ·나씌 경우에븐 표 r션을 딴 

삭생에기l 」，Liε 건 F‘를 순다. ~1.ï:!.1 나 보등→츠 ~1. 괴세를 Oil 셔υl하는것이 일반적이며 사실 처벌은 교수의 새량에 

달려있디”며 일정힌 짐제 조힘이 없읍쉰 말했디. ~I-칙이l도 ·‘젝압파 판띤힌 부쟁칭l위 ;<f’블 ·‘서울대칙교 ~I-생정제 

위우1회으l 심으1. 으l겸애 의하여 정셔|한다고히-였욕뿐 1E전에 관깐 :jL처l직인 정셰죠항은 11] 린뇌이 있지 않다. 

~1.ï!-]나 이현숙 교수는표실에 t:l]힌- 처벌응 교‘유괴 병행되어야 한을 분명히 하였다. “인 E] 넷 싱-0‘보 i’n폭트를 

사고피는 것이 빔씌 <-'1-늠 것을히-샌늘.01거l 분벽하거l 알딘 후애 처빌해야. 힌1:_1고하lj셔 ‘’냉장에 처빌부터 킹효f하는 

것은 iL!.육‘。 ]111비깐상태에서 문제늑츠래한수도 있다\:jl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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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리탐구와 학문윤리〉 교과목 신설 - 자연대 이현숙 교수 인터뷰 

Q: 교과목은 어떻게 진행되는가? 

이번학기부터 관악모둠강좌 〈진리탐구와 학문윤리〉라는 교과목이 신설된다. 이미 오래전부터 

대학 공간에서의 비윤리적인 행위는 있어왔지만， 최근 학문윤리에 대한 경각심이 고조되면서 

이 문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진리탐구와 학문윤리〉는 이러한 현실을 개진하기 위하여 

쿄내의 지성들이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이 과목의 연구 개발자 중 한 명인 이현축 교수를 

만나보았다. 

Q: 교과목의 신설 사유는 무엇인가? 

A: 표절에 대한 문재는특정한사람의 처벌에 대한 것이 아니라 ‘교육문화운동’ 이다. 이는 

단기간에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며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진행해야 한다. <진랴탐구와 

학문윤리〉 교과목의 신설은 그 시작이 라 할 수 있으며 이는 ‘교육문화운동’ 이 라는 태 제 아래 

학생들에게 ‘탄탄한 학문의 기본소양을 길러주기 위한것이다. 

A: 이 과목을 개벨한 교수님 들이 옴니버스식으로 진행한다. 표절은 과학자와 이공계 만의 문제가 아니라 그것이 아니라 학문을 하는 

모든 사람들의 문제 이다. 표절 저작권의 문제 예술계에서 의 모작 위작의 문제 또한 대중문화의 문제 과학계의 문제 등 총체 적 인 

문제를 하나씩 짚어 나가기 위한 방법 이다. 모두 15주 수엽 이며 학문의 기본소양을 말하고 역사적으로 학문의 탄생에 대한 이야기 도 

언급될 것이다. 저작권의 의미에 대해서도 역시적 고찰을 할것이며 각 분야에서 철학적 쟁점 등을 짚어나갈 것이다. 표절은 곧 

돈과 시장성， 명성과 관련된다. 이와 관련하여 ‘제도’ 가 탄생하게 된 배경 등도 역사적으로 바라본다. 또 예술에서의 위작과 

모작 그리고， 위작과 모작이 아닌 새로운 해석 등에 대한 연급할 것이다. 그리고 케이스스터디의 일환으로 사회과학， 법학 등의 

소재를 이용해 모의재판이나모의 연극 등 학생들이 참여할 수 있는 활동과 조별발표도 이루어질 것이다. 

Q: 무지에서 오는 표절도 적지 않을 텐데， 이에 대한 교육은 어떻게 실시할 것인가? 

A: 많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표절에 대한 국제적 기준을 제시할 생각이다. 소잭자 같은 것을 만들어서 신입생이냐 수강생들한태 

애포할 예정이다. “이런 젓이 표절이고 도용이대’라는 국제적 기준을적어서. 그리고 교과목 내에서 이에 준해서 가르쳐야할 펠요성 

었다. 이러한 교육은 학기의 중간쯤에 위치하게 될 것이며 라1포트도 이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재점하게 될 것이다. 그라고 채점한 것을 

돌려주어서 글쓰기 연습이 되도록 할 생각이다. 

Q: 표절 문제와 관련하여 학교 측에서 마련할 수 있는 대책은? 

A: 교육이 선진화 되어야한다. 학생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이들의 책임에 대해서는 3:7이라고 할 수 있다.30%의 책임은 학생들 

에게 70%의 책임을학교에 물어야한다. 이에 대해서는 기초교육원노글쓰기 교실이나또 다른워크좁 등을강화할 것으로보인다. 

이런 것들이 희 업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학생들이 알 수 있게 되이야한다. 안내가 잘 안되었고 오리엔테이션에서도 이런 것들에 대한 

안내는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된다. 이미 이점에 대해서는 대학본부도 인석하고 있으니 점진적으로 괜찮아 질 것이다. 이 문제는 

장기적으로 보아야한다 ‘교육문화운동’ 이기 때문에 끊임 없이 경각심을 가질 수 있도록 애를 써야한다. 

Q: 그밖에 교과목에 대해서 하고 싶은 말은? 

A: 재마있게 흥미롭게 교과목을 진행하려 한다. 매우 중요한과목으로 “학문이 이런 것이다， 대학이 이런 것이다， 대학생이 이런 

것이다"에 대한 이야기이므로필요하면서도 무거운 이야기이다. 자격증 따는공부에 경도된 학생들에게 충분히 무겁게 다가올수 있다. 

그래서 흥마롭게 공부할 수 있도록 언론계 등에서 외부강사도 초빙할 예정이며 학생 자신에게 체화될 수 있게 노력할 젓이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호흡이 맞는다면 충분히 재미 았는 수업 이 될 것이 리 생각한다. 앉아 서 강의만 듣는 것이 이니 라 학생들이 능동적 

으로참여하게 될 것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