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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proficiency in technical English writing 

and their perceptions of research ethics. Given that graduate students in science and engineering colleges usually write journal 
articles as well as dissertations in English, this study examined their experience of and preparation for technical English writing, 
writing practices, and research ethics including plagiarism. The results of the study show that it is very necessary to intensify 
education on research ethics and to provide educational training in proper citation practices. These findings can be used as a basis 
for the development of future academic curricula and other support resources to improve science and engineering graduate students' 
technical English wr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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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1)

최근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이 국제적

인 학회나 학술지에 연구 결과를 발표하는 일이 증가하고 중요

해짐에 따라 이들의 영어 논문 작성 능력이 공학 교육에 있어서 

필수적인 요소로 인식되고 있다(Cho, 2009; Shin, 2010). 그

럼에도 불구하고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 능력

을 함양하기 위한 학교 수준의 지원은 미비하여 이와 관련된 정

규 교육 과정이 제대로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김이진 외, 2008). 

본 연구는 영어 논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기에 

앞서 현재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논문 작성 능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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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

다. 대체로 이공계열에서의 영어 논문 글쓰기는 일반적인 영어 

글쓰기 혹은 영어 작문과는 구분되어 과학기술 글쓰기(technical 

writing)로 간주되는 데(박상민, 2009), 본 연구에서는 우선 논

문에서 사용되는 영어와 관련된 이론적 배경과 기존 연구들을 

다음 장에서 각각 살펴보고자 한다.

II. 논문 영어의 이론적 배경 및 문헌 분석

1. 논문 영어의 이론적 배경

이공계 글쓰기는 이공계 전공자에게 필요한 글쓰기를 두루 

칭하는 개념으로 ‘과학 글쓰기(science writing)’ 혹은 ‘과학기

술 글쓰기(technical writing)’의 용어가 활용되고 있다(박상민, 

2009). 시중에 나와 있는 과학기술 영작문 원서 교재들(Al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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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usaw, & Oliu, 2006; Beer & McMurrey, 2005; Borowick, 

1996; Markel, 2004; Pfeiffer & Adkins, 2010; Young, 1989)

을 보면 표와 그림을 기술하는 방법이나 헷갈리는 표현 등을 정

리해놓았으며, 주로 논문에서 사용되는 영어보다는 보고서, 메

모 등과 같은 보다 일반적인 과학기술 영작문에서 사용되는 영

어를 다루고 있다. 또한 논문 영어를 별도로 다루고 있는 교재

들(Day & Gastel, 2006; Katz, 2006; Lebrun, 2009; Zobel, 

2004)의 경우에도 문체와 구성에 대한 기초적인 내용을 담고 

있어서 비원어민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영어로 전공 논문을 쓸 

때 직접적인 도움을 받기에는 한계가 있어 보인다. 반면 Swales

와 Feak의 교재들(Feak & Swales, 2009; Swales & Feak; 

2004, 2009)은 비록 이공계 대학원생들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

지는 않지만 다양한 전공의 비원어민 학생들에게 논문에서 사

용되는 구체적인 표현과 논문 구조 등을 포괄하는 영어 논문 작

성법을 가르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Swales와 Feak의 이론

적 배경은 논문 영어를 과학기술에서 사용되는 영어의 일부로 

접근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체를 학문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Academic Purposes, EAP)라는 독립된 범주로 바라보는 

분류법에 근거한다.

일반적으로 EAP는 크게 특수 목적을 위한 영어(English for 

Specific Purposes, ESP)에 속한다(Flowerdew & Peacock, 

2001). ESP는 크게 두 그룹으로 나뉠 수 있는데 그 중 하나가 

학문 목적을 위한 영어(EAP)라면 다른 하나는 직업 관련 영어

(English for Occupational Purposes, EOP)이다. 예를 들면 

대학에서 가르치는 영어 글쓰기 수업이 전공 분야와 관련된 연

구 논문 글쓰기를 위한 것이라면 그것은 EAP 수업이고, 변호사

가 쓰는 법률 영어(legal English)이거나 의사가 사용할 의학 

영어(medical English)를 가르친다면 그 수업은 EOP에 속한다

고 할 수 있다. 하지만 Flowerdew와 Peacock(2001)가 명시한 

대로 그 둘의 구분이 쉽지는 않다. 가령 그들의 예에 따르면 동

일한 경영 관련 수업이라도 학생들의 연구와 관련된 영어라면 

EAP로, 학생들의 직업과 관련된 영어라면 EOP로 분류될 수 

있다.

Chang(2011)은 국내 대학 컴퓨터공학과 연구실에 속한 대학

원생들이 22주 동안 영어로 작성한 글을 모아 글의 독자와 작

성 목적 및 내용에 따라 학문 영어 글쓰기(academic English 

writing)와 기술 영어 글쓰기(technical English writing)로 나

누어 연구를 진행했는데, 이는 Flowerdew와 Peacock(2001)

의 분류에 따르면 EAP와 EOP로 각각 대응된다. 하지만 Chang 

(2011)의 분류법은 여전히 이견의 소지가 많은데, 이는 그가 

EAP의 분류 기준을 매우 좁게 해석하고 있다는 데 기인한다. 그

는 특정 학문 집단의 구성원들(academic discourse community 

members)을 독자로 삼아 기존의 연구를 기반으로 하여 새로운 

연구 결과를 전형적인 연구 논문 구조(Introduction-Method- 

Results-Discussion, IMRD)로 제시하는 학술지 논문과 학회 

논문 그리고 그 논문이 출간되기까지 작성된 수정 서한(revision 

letters)만을 EAP 혹은 학문 영어 글쓰기로 분류했다. 그 결과 

연구 참여자들이 외부에서 연구비를 신청하기 위해 영어로 작

성한 제안서(proposal)와 매주 랩 지도교수에게 영어로 작성하

여 제출하는 진행상황 보고서(progress report)가 모두 EOP 혹

은 기술 영어 글쓰기로 분류되었다. 그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자신들의 학문적 목적을 위한 연구(research)를 하면서도 동시

에 외부 프로젝트 일(project work)을 해야 하며, 이공계열에서

의 교수와 제자의 관계가 인문사회 계열의 가르치는 사람과 배

우는 사람의 관계와 유사하면서도 동시에 일을 할당하는 상사

(boss)와 할당받은 일을 하는 사람(employee)의 관계와도 유사

하다는 점을 근거로 들며 EAP를 매우 좁은 의미로 해석했다. 

반면 Braine(1995)은 다양한 종류의 보고서를, Connor와 

Upton(2004)은 연구비 신청서(grant proposal)를 단순히 대학 

내에서 작성된 글이라는 점에서 모두 학문 영어 글쓰기로 분류

했다. 이러한 분류법 상의 논쟁을 피하기 위해 Flowerdew와 

Peacock(2001)은 EAP를 다시 학문적인 EAP와 직업상의 EAP

로 분류했다. 그 결과 Chang(2011)의 학문 영어 글쓰기와 기술 

영어 글쓰기는 크게 보면 EAP에 모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다루게 될 논문 영어는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자

신들의 연구 결과를 특정 연구 분야의 전문가 집단을 대상으로 

일정한 형식과 문체를 갖춘 글을 통해 보고할 때 사용하는 영

어로 학문적인 EAP로 그 범주를 규정할 수 있다.

2. 관련 문헌 분석

논문 영어에 관한 연구 혹은 EAP 연구는 예전에는 주로 영

어권 국가에 유학 간 비원어민 대학원 학생들이 성공적인 학

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초점을 두었다(Casanave & 

Hubbard, 1992; Dong, 1998; Jenkins, Jordan, & Weiland, 

1993). 가령 Casanave와 Hubbard의 연구(1992)에서는 박사 

과정 학생들을 지도하는 미국 대학 교수들에게 그들의 학생들

이 영어로 글을 쓸 때 어떤 문제점을 겪는지를 조사했다. 이 연

구에서 저자들은 영어 글쓰기의 여러 측면에서 이공계와 인문

사회계 대학원생들 사이의 차이점이 있음을 밝혔다. 가령 이공

계 박사과정생들에게는 문제 해결과 분석적 글쓰기가 비판적 글

쓰기보다 우선했는데 이는 이공계 쪽은 글에 표, 그림, 차트 등

을 많이 포함하고 있다는 특징과 연관시켜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인문사회계에서는 텍스트에 기초한 글쓰기 능력을 요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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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이공계에서는 실험 및 조사 등에 기초한 글쓰기 능력이 요

구되었다. 기존 자료들을 처리하는 방식에서도 인문사회계에서

는 주로 분석, 비판적으로 접근하는 데 반해 이공계에서는 요약, 

조직화하는 방식을 취했다. 하지만 두 분야 박사 과정 학생들에

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는 박사과정 재학 기간이 늘

어날수록 영어 글쓰기 능력이 점점 더 중요해진다는 점이었다. 

이는 대학원 과정의 연차가 올라갈수록 학생들이 점점 더 많은 

글을 써야 한다는 사실과 관련이 있다. 교수들은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 실력을 평가할 때 단어나 문장보다는 글의 전반적인 구

조와 담화 측면이 더 중요하다고 보았으나 실제로 비원어민 박

사과정 학생들이 영어로 글을 쓸 때에는 단어와 문장 차원에서 

더 많은 어려움을 겪는다고 보았으며, 특히 문법, 단어 선택, 어

휘 사용 등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있다고 보았다. 

Casanave와 Hubbard(1992)가 이공계열 뿐만 아니라 인문사

회계열을 같이 살펴보았다면, Jenkins, Jordan, Weiland(1993)

는 6개 공대 교수들에게만 초점을 맞춰 그들의 의견을 조사했

다. 연구에 참여했던 공대 교수들은 학생들의 영어 글쓰기가 대

학원 재학 중에만 중요한 게 아니라 졸업 이후에 더욱 중요해

진다고 평가했다. 그리고 공대 대학원 학생들을 지도할 때 원

어민과 비원어민 학생들 간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원어민 대학

원생들에게 쏟는 시간은 10%에 불과한데 반해, 비원어민 대학

원생들의 경우 25% 이상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답했다. 그리고 

교수들이 대학원생 학생들과 공저자로 논문을 같이 쓸 때에는 

원어민 학생의 경우 11-30%만 다시 쓰면 되지만 비원어민 학

생의 경우 31-50% 가량을 다시 써야 한다고 밝혔다.

Dong(1998)의 연구에서도 원어민과 비원어민 공대 대학원생

들의 차이가 여러 방면에서 관찰되었다. 그는 특히 연구중심 대

학인 조지아 공과대학(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GIT)

과 조지아 대학(The University of Georgia, UGA)의 대학원

생들과 그들 중 몇몇 학생들의 지도교수를 함께 조사했다. 그 

결과 기존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비원어민 학생들은 어휘와 

관련해서 가장 큰 어려움을 겪었고, 원어민 학생들보다 주변 사

람들의 도움을 덜 받으면서 논문을 작성하는 경향이 있었으며1) 

유의어 사전이나 논문 작성 안내서와 같은 자료들을 제대로 이

용하지 못 하고 있었고, 이전에 영어로 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

1) 비원어민 학생들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상태에서 영어 논문을 작성
하는 습관은 그들이 졸업한 이후에도 지속된다. Parkhurst(1990)는 원
어민과 비원어민 과학자와 교수들을 대상으로 그들의 작문 과정에 대
해 연구했는데, 특히 수정(revision) 단계에서 비원어민들은 원어민들에 
비해 글에 대한 피드백을 덜 받는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그리고 피드
백을 받더라도 비원어민들은 이를 감정적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
으며 원어민들과 달리 다른 사람들로부터 받는 도움을 덜 인정한다고 
보았다. 

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전반적인 논문 작성법과 관

련해서는 비원어민 학생들뿐만 아니라 원어민 학생들도 어려움

을 겪긴 하지만, 특히 비원어민 학생들은 설명을 충분하게 하는 

능력이 부족하다고 보았고, 표절도 문제라고 Dong(1998)은 지

적했다. 그리고 비원어민 학생들은 계산할 때, 숫자를 외울 때, 

또는 고도의 지적 사고를 필요로 할 때 모국어를 사용한다고 했

는데,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모국어의 전이(transfer)

가 일어난다는 점이 발견됐다.

이렇듯 이전의 EAP 관련 요구분석 연구가 주로 영미권 대학

으로 유학 온 학생들의 학문적 적응을 돕기 위해 이루어졌다면 

최근에는 점차 그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 이공계열에서 영어가 

소수 원어민 학자들의 모국어가 아니라 모든 학자들의 공용어

로 자리매김을 함에 따라(Flowerdew, 1999, 2002; Kushner, 

1997; Tardy, 2004; Wood, 2001), EAP 연구는 이제 홍콩, 한

국과 같은 제3세계 국가의 비원어민 대학원생들과 학자들의 논

문 영어에도 관심을 기울이게 되었다(Cho, 2009; Flowerdew, 

1999: Shin, 2010). 가령 Wood(2001)는 원어민 과학자들의 영

어뿐만 아니라 비원어민 과학자들의 영어까지 논문 영어로 인정

하고 포함시키기 위하여 “국제 과학 영어(International scientific 

English, ISE)”라는 표현을 사용했다. 그는 특히 과학과 공학이

라는 학문이 커뮤니티 구성원의 함의에 의해 “사회적으로 구축

(a social construction, 75쪽)”된 분야라는 점에 주목하며 적

어도 논문 영어는 영어를 모국어로 사용하는 원어민 과학자들

뿐만 아니라 비원어민 과학자들의 언어이기도 하다고 주장했

다. 실제로 그는 1997년부터 1998년까지 일 년 간 Nature지

와 Science지에 실린 논문 저자들을 비교해 보았고 생각보다 

많은 비원어민 저자들이 두 저널에 논문을 출간했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그리고 국제 과학 영어의 습득은 다른 나라의 언어를 

배우는 것이 아니라 “과학자가 되기 위한 과정의 일부(part of 

becoming a scientist, 82쪽)”로 봐야 한다고 결론지었다. 

Wood(2001)의 “국제 과학 영어(International scientific 

English, ISE)”와 마찬가지로 Tardy(2004)는 “과학 분야의 국

제어로서의 영어(English as an international language of 

science, EILS)”를 내세웠다. 그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EILS의 

장점으로는 다른 나라 학자들 간의 정보 교환을 가능하게 하고 

정보 액세스가 편하며 활발한 교류를 가질 수 있게 한다는 점

이 있지만 비원어민들에게는 여전히 많은 단점이 있다고 보았

다. 가령 원어민들에 비해 비원어민들은 영어를 습득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걸리고 커뮤니케이션을 하는 데 어려움이 있으며 

제대로 의사소통을 하지 못 하는 데 따른 좌절감을 느낄 수 있

다는 것이다. 

Flowerdew(1999)는 26명의 홍콩 학자들과 3년에 걸쳐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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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뷰를 한 결과 비원어민 학자들이 영어로 논문을 써서 학술지

에 투고할 때 겪게 되는 어려움을 다음 여덟 가지로 정리했다. 

첫째, 비원어민 학자들은 원어민 학자들에 비해 표현력이 떨어

진다. 둘째, 비원어민 학자들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데 더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 셋째, 비원어민 학자들은 원어민 학자들

에 비해 상대적으로 어휘력이 떨어진다. 넷째, 비원어민 학자들

은 효과적으로 주장을 펼치지 못한다. 다섯째, 비원어민 학자들

의 모국어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할 때 방해가 된다. 여섯째, 비

원어민 학자들은 상당한 영어 실력을 필요로 하는 질적 연구 

논문보다 양적 연구 논문을 쓰는 편이 더 낫다. 일곱째, 비원어

민 학자들은 표현 구사력이 떨어지므로 단순한 문체를 유지해

야 한다. 여덟째, 비원어민 학자들은 논문의 도입(introduction)

과 토론(discussion) 부분을 쓰기가 어렵다.

국내 대학원생들과 교수진들의 논문 영어 사용과 관련된 연

구로는 Cho(2009)와 Shin(2010)의 연구를 들 수 있다. Cho 

(2009)는 포항공대 대학원생들과 교수들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

행했다. 그의 연구에 따르면 총 271명의 대학원생 응답자들 중

에 74%가 영어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다고 밝혔고, 영어로 논문

을 작성하고 출간하는 데 불이익을 겪는다고 밝힌 응답자는 92%

에 달했다. 대다수의 교수들은 대학원생들의 경력에서 영어의 

비중이 크다는 데 동의하면서 학생들의 현재 영어 실력에 우려

를 표했다. 대학원생과 교수 응답자들 모두 영어 논문의 전반적

인 구조와 단락 전개가 언어적인 면보다 훨씬 중요하긴 하지만 

문제가 되는 건 언어적인 면이라고 밝혔다. 특히 이공계 대학원

생들에게는 관사, 전치사, 문장 구조가 가장 어려운 축에 속했

다. Shin(2010)은 어느 한 대학의 공대 대학원생들과 강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그들의 분야에서 영어가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알아보았는데 참여자 모두 다른 나라의 엔지니어들과의 커뮤

니케이션을 위한 주요 언어로 영어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특히 

세계적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영어를 구사해야 한다고 

보았다. 그는 Wood(2001)와 마찬가지로 영어가 학문과 동떨어

진 게 아니라 학문 습득의 일부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상 국내외 연구들에서 공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 중의 하

나는 적절한 자원의 부재다. 선택의 여지없이 논문 영어를 사용

해야 하는 현실에서 영어가 모국어나 제2 언어가 아닌 국내 이

공계 대학원생들에게는 논문 영어의 습득이 큰 부담이 아닐 수 

없다. 그러므로 이들을 돕기 위한 EAP 정규 강좌나 기타 자원

들이 절실히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거의 전무하다(김이진 외, 

2008). 특히 연구 대학을 지향하는 대학에서는 학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을 돕기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개발이 필요한 데 

이를 위해서는 현재 재학생들의 요구를 분석하고 그 실태를 파

악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러한 목적

의 일환으로 기획되었다. 

III. 연구 방법

1. 설문 조사 도구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 실태를 파악하기 위하여 ‘이공

계열 대학원생 영어논문 작성 실태 및 요구 조사’를 설문 조사 

방법으로 수행하였다. 설문은 선행 연구들에서 개발된 설문을 

참고하여 문항을 수집한 뒤, 전문가 검토 후 재구성하였다. 설

문은 크게 6개 범주로 구분하여, 영어논문 작성 경험, 영어논

문 작성 준비, 영어논문 작성 실태, 연구 윤리, 지원 사항 등으

로 하였고, 총 25개 문항으로 구성하였다(표 1).

2. 설문 조사

가. 조사 방법

본 연구를 위하여 이공계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2009년 11

월 12일～29일까지 3주 동안 교내 온라인 설문조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조사를 수행하였다. 전체 이공계열 석 ․박사 과정생 

10,148명 중 총 1,118명이 응답하여 전체의 11.02%가 본 설문

에 참여하였다. 

나. 연구 대상 

본 설문 조사의 응답자 1,118명 중에서 이공계열로 구분되는 

공과대학, 자연과학대학, 농업생명과학대학의 대학원생 684명

을 대상으로 설문 결과를 분석하였다. 성별은 남자와 여자의 비

율이 약 3대 1이며, 학위 과정은 석사과정과 박사과정 비율이 

약 2대 3 정도로 나타났다(표 2). 

이들의 영어권 국가의 생활 경험 여부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

의 63.3%가 해외 생활 경험이 전혀 없었다고 응답하였고, 6개

월 미만(23.1%), 6개월에서 1년 미만(8.3%), 1년 이상인 경우

는 5.2% 순으로 나타났다(표 3).

표 1 설문 문항 구성

설문 범주 세부 내용 문항 수 

기본 인적 사항 성별, 소속, 영어권 생활경험 등  5개

영어 논문 작성 경험 영어 논문 작성 시기와 편수  3개

영어 논문 작성 준비 영어 실력과 준비 정도  3개

영어 논문 작성 실태 영어 논문 작성 과정  7개

연구 윤리와 표절에 대한 인식 연구 윤리 의식 수준  5개

영어논문 작성에 필요한 지원 지원 방안  2개

총 문항 수 25개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영어 논문 작성 실태 및 연구윤리에 관한 인식 조사: 서울대학교 사례를 중심으로

Journal of Engineering Education Research, 16(1), 2013 19

표 2 응답자의 성별, 소속 단과 대학, 학위과정 분포

성별 응답자 수(명) 비율(%)

성별
남 510 74.5

여 174 25.5

단과대학

공과대학 381 55.7

자연과학대학 201 29.4

농업생명과학대학 102 14.9

학위과정

석사과정(석박통합 1～4학기) 276 40.4

박사과정(석박통합 5학기 이상) 396 57.9

연구원(Post Doc, 강사)  11 1.6

기타   1 0.1

총 684 100.0

표 3 영어권 국가의 생활경험 분포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전혀 없음 433 63.3 1

6개월 미만 158 23.1 2

6개월～1년 미만  57  8.3 3

1년 이상～2년 미만  14  2.0 4

2년 이상～5년 미만  13  1.9 5

5년 이상   6  0.9 6

영어권 유학생 및 재외동포   3  0.4 7

합계 684 100

3. 자료 분석

본 설문 조사의 통계분석은 사회과학 통계 프로그램인 SPSS 

10.0을 활용하였고, 기본적으로 각 문항별 빈도와 백분율, 순위

를 산출하였으며, 필요한 경우 평균값과 표준편차 등을 구하였다.

IV. 연구 결과

1. 이공계 대학원생의 영어 논문 작성 경험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대다수가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고 있으

며 전체 응답자의 91.7%가 영어 논문 작성 경험이 있다고 응답

표 4 영어논문을 처음 작성한 시기별 분포

학위과정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석사과정 360 53.1 1

박사과정 136 20.1 2

학부생  75 11.1 3

기타  59  8.7 4

석사학위 논문  47  6.9 5

박사학위 논문   1  0.1 6

합계 678 100

표 5 국내, 외 학회지에 영어 논문 투고 편수(공동저자 포함)

국내 학술지 영어 논문 투고 편수

영어논문 편수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0 458 70.5  1

 1 106 16.3  2

 2  39  6.0  3

 3  17  2.6  4

 4  10  1.5  5

 5   9  1.4  6

 6   3  0.5  7

 7   3  0.5  7

10   3  0.5  7

 8   1  0.2 10

12   1  0.2 10

합계 650 100

국외 학술지 영어 논문 투고 편수

영어논문 편수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0 214 32.3  1

 1 151 22.8  2

 2  86 13.0  3

 3  69 10.4  4

 4  38  5.7  5

 5  30  4.5  6

 6  24  3.6  7

10  13  2.0  8

 7  10  1.5  9

 8   8  1.2 10

12   4  0.6 11

15   4  0.6 11

11   2  0.3 13

13   2  0.3 13

20   2  0.3 13

 9   1  0.2 16

14   1  0.2 16

23   1  0.2 16

30   1  0.2 16

55   1  0.2 16

합계 662 100

하였다. 영어 논문을 처음 작성해 본 시기는 석사과정 재학 중

이 53.1%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다음으로 박사과정 재학 중 

20.1%의 순이었다. 학부생 시절에 영어논문을 작성해 본 경험

이 있다고 응답한 응답자는 11.1%에 이른다(표 4). 그러나 기

타 의견(59명)에는 아직 영어 논문을 작성해 본 적이 없다가 대

부분이었으며, 현재 작성 준비 중이라는 응답은 3명이었다.

구체적으로 응답자가 국내 학회지와 국제 학회지에 게재한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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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영어 실력 (복수 선택)

응답자 수(명)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순위

영어 토론 참여는 다소 어려움 516 31.7  75.4 1

영어 프레젠테이션은 다소 어려움 344 21.1  50.3 2

영어 보고서 작성은 다소 어려움 323 19.9  47.2 3

영어강의 이해는 다소 어려움 220 13.5  32.2 4

기본적인 의사소통이 다소 어려움 134  8.2  19.6 5

영어 읽기 자료 이해는 다소 어려움 41  2.5   6.0 6

모두 문제 없음 49  3.0   7.2 7

합계 1,578 100 230.7

*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1,627) * 100
**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684) * 100

어 논문 편수를 조사하였다(표 5). 응답자의 대부분인 약 70%가 

국제 학회지에 공동저자를 포함하여 영어 논문을 제출한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1편 제출한 경험이 있다가 응답자의 16.3%, 

2편 6% 이며, 최대 12편을 제출한 경우도 있다.

국제 학회지 논문을 영어로 작성해 본 편수는 평균 2.43편이

며, 이는 국제 학회지 게재 건수가 국내 학회지 영어논문 게재 

건수와 비교할 때 약 4배 정도의 높은 수치이다. 국내 학회지

는 한글로 게재하는 경우도 있는 까닭으로 해석되나 더불어 이

공계 대학원생들은 국제 학술지에 논문을 게재하는 것을 더 선

호하는 것으로도 보인다. 국내외 학회지에 게재한 영어 논문 중

에 제1 저자로 작성한 논문 편수를 묻는 질문에 없다가 43.3%, 

1편이 28.8%, 2편이 11.8%, 그리고 3편 이상이 16%, 순으로 

나타났다. 1편 이상 제1 저자로 논문을 게재해 본 응답자가 전

체의 56.6%로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이공계 대학원생의 경우 국제 학회

지 투고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어서 국내 학회지 영어 논문 편

수는 평균 0.629편, 국제 학회지 영어 논문 편수는 평균 2.429

편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대학원생들이 국제 학회지에 활발히 

논문을 투고하고 있는 상황을 고려할 때 국제 학술지 투고를 위

한 국제적인 기준과 논문 작성 방법에 관한 교육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김형순, 2003).

2.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

와 노력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영어 논문 작성 및 학회 발표를 위한 준

비 정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본인이 평가한 자신의 영어 실력에 

관한 질문하였다(표 6). 응답자들은 영어 토론 참여가 다소 어

렵다(31.7%), 영어 프레젠테이션이 다소 어렵다(21.1%)고 답하

였고, 영어로 의사소통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답한 경우는 3% 

인 것으로 나타나 대부분의 응답자들은 영어로 말하는 영역에 

표 7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 정도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다소 준비가 미흡하다 333 48.8 1

보통이다. 150 22.0 2

거의 준비되지 않았다. 133 19.5 3

대체로 준비되었다.  65  9.5 4

매우 잘 준비되었다.   1  0.1 5

합계 682 100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다음으로는 영어 보

고서 작성이 어렵다(19.9%), 영어강의를 이해하기 어렵다(13.5%)

는 응답이 높은 것으로 보아 영어 말하기와 영어 작문 훈련을 

지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이 요구된다.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 정도를 묻는 질문에서 48.8%가 

준비가 다소 미흡하다고 하였고 보통이다(22%), 거의 준비가 되

지 않았다(19.5%)의 순으로 응답하였다(표 7). 자신의 영어 논

문 작성을 위한 준비 정에 긍정적인 답변을 한 경우는 ‘대체로 준

비되었다’와 ‘매우 잘 준비되었다’를 포함하여 9.6%에 그쳤다. 

부족한 영어 실력을 극복하고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개인적인 자료 수집 및 연습(64.7%)이 

가장 높은 비율을 차지했고, 그 다음으로 관련 강좌(워크숍) 수

강(17.2%), 영어 학원 수강(9%) 등으로 답하였다(표 8).

기타 의견 중에 별다른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22명)라는 응

답이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했고, 연구실에서 선행된 논문을 읽

고 표현 및 방법 숙지하고 있다고 응답한 경우는 12명이었다. 

소수 의견으로 연구실 세미나를 통한 영어 발표 및 영작 훈련, 

영어 논문작성 수업 참여 등이 있었다.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은 

영어 논문 작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부분이 개인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기 때문에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교육 과정의 

개설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위하여 영어 기초 실력 향

상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영어 논문 작성법 정

규 교과목으로 편성되는 것도 제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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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영어로 논문을 작성하는 이유 (복수 선택)

응답자 수(명)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순위

해외 학회 발표를 위해서 474 37.4  69.7 1

본인의 연구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인용지수 등) 356 28.1  52.4 2

지도교수가 영어 논문을 요구하기 때문에 161 12.7  23.7 3

학과의 전통(규정, 분위기) 때문에 156 12.3  22.9 4

영어로 작성하는 것이 더 편하다. 108  8.5  15.9 5

기타 11  0.9   1.6 6

합계 1,255 99 184.6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1,266) * 100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680) * 100

표 8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노력 정도 (복수 선택)

응답자 수(명)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순위

개인적으로 자료 수집 및 연습 523 64.7 79.8 1

관련 강좌(워크숍) 참여 139 17.2 21.2 2

영어 학원 수강  73  9.0 11.1 3

기타  52  6.4  7.9 4

관련 스터디 그룹 참여  21  2.6  3.2 5

합계 787 100 120

*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808) * 1,007
**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655) * 100

표 10 영어 논문 작성 순서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한국어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쓴다. 243 35.8 1

주로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쓴다. 203 29.9 2

영어로 생각하고 바로 영어로 쓴다. 131 19.3 3

한국어로 논문 작성 후 영어로 고쳐 쓴다. 102 15.0 4

합계 679 100

3. 이공계 대학원생들의 영어논문 작성 실태

가. 영어 논문 작성 이유

대학원생들이 영어논문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영어 논문 작성 

이유와 방법 등을 조사하였다(표 9). 영어로 논문 작성하는 이

유를 묻는 질문에 해외 학회 발표를 위해서(37.4%), 본인의 연

구업적을 널리 알리기 위해서(28.1%)의 응답 비율이 높았다. 다

음으로 지도교수가 영어 논문을 요구하기 때문에(12.7%), 학과

의 전통 때문에(12.3%)라고 응답한 것으로 보아 연구실의 분위

기가 영어 논문 작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나. 영어 논문 작성 방법

영어 논문을 작성하는 방법에 관하여 조사한 결과, 한국어와 

영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쓴다(35.8%)가 가장 높은 응답 비율을 

표 11 영어 논문 작성에 필요한 시간과 노력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한글 논문의 3배 313 46.2 1

한글 논문의 2배 194 28.6 2

한글 논문의 1.5배 65 9.6 3

한글 논문과 비슷 53 7.8 4

기타 30 4.4 5

한글 논문보다 영어 논문 작성이 더 편하다. 23 3.4 6

합계 678 100

보였고, 그 다음으로는 주로 한국어로 생각하고 영어로 쓴다

(29.9%), 영어로 생각하고 바로 영어로 쓴다(19.3%), 한국어로 

논문 작성 후 영어로 고쳐 쓴다(15%)의 순으로 대답하였다(표 

10).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간과 노력을 한글 논문 작

성을 위한 노력과 비교해 볼 때, 응답자의 46.2%가 영어 논문 

작성이 한글 논문 작성에 비교하여 3배의 시간과 노력이 필요

하다고 하였으며, 한글 논문의 2배의 시간이 필요하다(28.6%),

한글 논문의 1.5배의 시간이 필요하다(9.6%)라고 하였다(표 11). 

영어 논문 작성이 한글 논문보다 더 편하다는 응답자는 전체의 

3.4%(23명)에 불과했다. 기타 의견으로 3～4배 이상 심지어 

10배 이상의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많았지만, 그 밖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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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영어 논문 작성 시 가장 어려운 부분 (복수 선택)

응답자 수(명)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순위

적합한 영어 표현 633 60.7  93.4 1

영어 시제 174 16.7  25.7 2

논문 구성 136 13.0  20.1 3

학회 논문 투고 형식 및 절차 84  8.1  12.4 4

기타 16  1.5   2.4 5

합계 1,027 100 151.6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1,043) * 100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678) * 100

글 논문이나 영어 논문을 써본 경험이 없어서 비교가 어렵다는 

의견도 있었다.

다. 영어 논문 작성 시 가장 어려운 부분 및 소요 시간

영어 논문을 작성할 때 가장 어려움을 느끼는 부분에 관한 조

사 결과, 응답자의 60.7%가 적합한 영어 표현을 찾는 것이라고 

응답하였다(표 12). 그 다음으로는 영어 시제(16.7%), 논문 구

성(13.0%), 학회 논문 투고 형식 및 절차(8.1%) 순으로 어려움

을 느낀다고 답하였다.

SCI 등재지에 투고 경험이 있는 응답자(465명) 중에서 연구

과정을 제외하고 논문 작성 시작에서 투고까지 소요된 시간을 

조사한 결과, 1～3개월(33.8%), 3～6개월(21.7%), 6개월 이

상(19.6%), 1개월 이내(9.2%)로 나타났다(표 13). 투고 경험이 

없다는 의견과 현재 진행 중이거나 1년 이상 걸렸다는 응답도 

기타 응답으로 제시되었다. 

4.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연구 윤리와 표절에 대한 

인식

서울대학교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연구 윤리와 표절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같은 연구실의 지도교수나 선배(동

료)의 논문을 읽고 그대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가를 분석한 결과, 

응답자의 17.5%(120명)가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였다(표 14).

가. 표절에 대한 죄책감 인식 정도

논문 작성 시에 같은 연구실의 지도교수나 선배의 논문을 보

고 많은 부분 그대로 사용한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이 행동(표

절)에 대한 죄책감의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응답자의 51.9%

가 약간 의식하기는 하지만 무심히 넘긴다고 응답하였고, 죄책

감을 많이 느낀다고 응답한 경우는 37.5%로 나타났다(표 15). 

표절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120명의 응답자 외에도 40명이 더 

참여하여 총 응답자가 160명이 대답하였다.

표 13 SCI 등재지에 영어 논문 한 편 투고에 소요된 시간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1～3개월 157 33.8 1

3～6개월 이상 101 21.7 2

6개월 이상  91 19.6 3

기타  73 15.7 4

1개월 이내  43  9.2 5

합계 465 100 6

표 14 타인의 논문을 보고 많은 부분을 그대로 사용한 경험(표절)
의 여부(국어, 영어 논문 모두 포함)

응답자 수(명) 비율(%)

있음 120 17.5

없음 564 82.5

합계 684 100

표 15 표절에 대한 죄책감 인식 정도

응답자 수(명) 비율(%)

약간 의식하기는 하지만 무심히 넘긴다.  83 51.9

죄책감(잘못된 행동이라는 느낌)을 많이 느낀다.  60 37.5

전혀 죄책감(잘못된 행동이라는 느낌)을 느끼지 
않는다. 

 17 10.6

합계 160 100

나. 논문 작성 시 비윤리적 행동의 경험 여부

설문에 참여한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65.7%(488명)는 논문 

작성 시에 비윤리적인 행동을 한 적이 없다고 응답하였다(표 

16). 그러나 논문에 기여한 바가 없는 사람을 저자로 올리는 행

위를 한 경험은 14.1%(105명)가 있었다고 답하였고, 다른 사람

의 아이디어 또는 문장을 인용 없이 제시한 경험이 있다고 응답

한 비율은 12.4%(92명)에 이른다.

다.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대한 인식

논문 작성에서 윤리적 가이드라인에 관한 정보를 알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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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6 본인이 논문(리포트) 작성 시에 실제로 실행해 본 비윤리적 행동(국어, 영어 논문 모두 포함, 복수 선택) 

응답자 수(명)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 (%)** 순위

해당 사항 없음 488 65.7 71.3 1

기여하지 않은 사람을 거짓으로 저자로 하는 행위 105 14.1 15.4 2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또는 문장을 인용 없이 제시하는 행위  92 12.4 13.5 3

원저자를 누락한 채 저자를 나타내는 행위  23  3.1  3.4 4

실제 데이터를 거짓 설명 또는 일부러 증거나 데이터를 왜곡
하는 행위

 22  3.0  3.2 5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사물을 기술하는 행위   6  0.8  0.9 6

출판 상태를 거짓으로 하는 행위   4  0.5  0.6 7

위조된 문서 또는 사물을 기술하는 행위   3  0.4  0.4 8

합계 740 100 100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743) * 100
**전체 응답자 수 기준 비율(%)＝해당 문항의 응답자 수 / 전체 응답자 수(684) * 100

표 17 전체 논문(리포트)에서 다른 사람의 글의 인용 범위(국어, 영
어 논문 모두 포함) 

응답자 수(명) 비율(%) 순위

10% 이하 205 30.0 1

5% 이하 113 16.5 2

3% 이하 112 16.4 3

기타 112 16.4 4

20% 이하  91 13.3 5

30% 이하  51  7.5 6

합계 684 100

표 18 전공 분야의 인용법과 참고 문헌 작성법 인지 정도(국어, 영
어 논문 모두 포함)

응답자 수(명) 비율(%)

기존에 작성된 논문을 보면서 작성한다. 627 91.7

기존 논문을 보지 않고 자신의 논문 작성 시에 
바로 작성한다. 

 57  8.3

합계 684 100

지 판단하기 위하여 논문 작성에 있어서 다른 사람의 글을 어느 

정도 인용할 수 있는지를 조사하였다(표 17). 그 결과 응답자의 

30%가 ‘10% 이하’라고 응답하였으며, 다음으로 ‘5% 이하’, ‘3% 

이하’ 순으로 나타났다. 기타 의견으로 ‘잘 모르겠다(50명)’, 인

용 문헌을 밝힌다면 인용 비율은 상관없다(21명)의 응답이 높

았고, 소수 의견으로 ‘학문 분야마다 다르다고 생각한다(5명)’, 

‘같은 문장을 그대로 인용할 수 없다(3명)’ 등으로 나타났다.

논문 작성 시에 전공 분야의 인용법과 참고 문헌 작성법을 

어느 정도 인지(숙지)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응답자의 대다수인 

91.7%가 기존에 작성된 논문을 보면서 작성한다고 응답하였다

(표 18). 다른 논문을 보지 않고 바고 작성한다고 응답한 경우

는 8.3%에 불과했다. 

인용 범위는 학술지마다 다르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

가 많았고, 인용법도 몸이 익히지 않고 기존 논문을 보고 작성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서, 정확한 인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교육과 연습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권성규, 2010).

5.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지원 

방안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

과 및 학교 차원의 지원 사항을 파악한 결과, 논문 작성 방법론

에 대한 교육(51%)이 1 순위로, 논문 주제 선정과 글에 대한 개

별 지도(34.1%)가 2 순위로 제안되었다(그림 1). 기타 의견으

로 기본 영어 실력 향상을 위한 강좌 지원(작문, 토론 등)과 온

․오프라인 첨삭 지도, 표절 교육, 외국인 학생 증원 등이 포함

된다.

학교 수준에서 지원해야 할 정책(제도, 시설, 프로그램 등)으

로는 영어 기초 실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 개설

(36.6%), 영어 논문 작성법 정규 교과목으로 편성(26.8%)이 1 

순위로 제안되었다. 기타 의견으로 학과별 영어논문 상담실(온

라인) 개설, 논문 게재 시 학적 사항 우대, 해외 학회 참석 지

원 외국인 학생 유치, 무작정 영어로 수업을 진행할 것이 아니

라 정확하게 영어로 진행 가능한 수업만 영어로 진행, 지도학

생 요청 시 영어 논문 작성 지원 의무화 등을 요구하였다. 

V. 제 언

본 연구는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논문 작성 실태를 파

악하고 연구 윤리에 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수행되었다. 분석 

결과 대학원생들은 스스로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준비가 ‘다

소 준비가 미흡하다(48.8%)’의 응답이 가장 높은 반면 준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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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좋은 논문 작성을 위한 지도교수와 학과의 지원 사항(우선 순위)

그림 2 좋은 논문 작성을 위한 학교의 지원 사항 (우선 순위)

잘 되었다는 긍정적인 응답은 9.6%에 불과하였다. 특히 영어 

보고서 작성에서 많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47.2%) 이를 위한 교육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한 것임을 

알게 하였다.

구체적으로는, 영어 논문 작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여 

개인적으로 자료 수집 및 연습을 수행한다는 응답이 전체 응답

자의 79.8%를 차지했고, 영어 논문 작성법에 대한 필요성과 

교육의 중요성에 비해 대학 당국의 노력은 미미하여 학과 및 

학교 차원에서 이를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일이 절대적으로 필

요한 것으로 강조되었다. 특히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하여 적합

한 영어 표현에 어려움을 많이 느끼고 있으며(93.4%), 영어 시

제, 논문 구성, 학회 투고 형식 및 절차 등을 다루는 영어 논문 

작성법 일반론 강좌가 지속적으로 운영될 필요가 있다는 의견

들이 제시되어 주목되며, 논문 주제 선정과 글에 대한 개별 지

도를 강화하고 단과 대학별(학문 특성별) 대표적인 영어 표현

법 정리와 매뉴얼이 제공되거나 학술지별로 올바른 인용 방법

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제안되었다. 

그 밖에, 연구 윤리에 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한 결과, 같은 

연구실의 지도교수나 선배(동료)의 논문을 보고 많은 부분 그

대로 사용한 경험이 있다는 응답한 비율은 전체 응답자의 

17.5%였고, 이와 같은 표절 행위에 관하여 ‘죄책감을 많이 느

낀다는 응답은 37.5%였으며, ‘약간 의식하긴 하시만 무심히 넘

기거나’ ‘전혀 죄책감을 못 느낀다’는 응답이 62.5%에 이른 것

으로 보아 연구 윤리에 관한 교육이 매우 시급히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해석된다. 참고 문헌의 인용 범위에 관하여 학술지

마다 다르지만, 정확히 모르고 있는 경우도 많았고 인용법은 

몸으로 익히기 보다는 기존 논문을 보고 작성하는 사례가 많아

서 정확한 인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교육과 연습이 필요함도 

알 수 있다.

이와 같은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대학원생들은 영어 기

초 실력 향상을 위한 수준별 프로그램을 개설하거나 영어 논문 

작성법을 정규 교과목으로 개발하여 제공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리고 전공별 영어 논문 튜터 제도를 활용하거나 영어 논문 

개제 시 학적 사항 우대, 해외 학회 참석 지원 등도 제안되었

다. 결국, 교내 관련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 내용을 체계화하

여 영어 논문 작성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을 강화하는 것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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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해결할 지름길임을 시사하는 것이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들은 향후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 능력 함

양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지원 정책을 마련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는 바이다. 

국문요약

본 연구는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논문 작성 능력에 관

한 실태를 조사하고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을 조사하고자 수행

되었다. 이공계열의 경우, 학위 논문을 비롯한 학술지 논문을 영

어로 작성하는 것이 일반화된 환경에서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 논문 작성에 대한 경험과 준비 정도, 실태 및 연구 윤리와 

표절에 대한 인식 정도를 조사하였다. 

연구 결과, 이공계열 대학원생의 연구 윤리에 관한 인식이 매

우 부족하여 이에 대한 교육이 시급히 강화되어야 함을 확인하

였다. 특히 참고 문헌의 인용 범위에 관하여 정확히 모르고 있

는 경우도 많아서 인용 범위와 방법에 대한 교육과 훈련이 요구

된다. 본 연구 결과는 추후 이공계열 대학원생들의 영어논문 작

성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교에서 제공할 교육과정과 지

원 방안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주제어: 영어학술논문, 과학기술 글쓰기, 연구 윤리, 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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