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GULATIONS OF COPYRIGHT AND RESEARCH ETHICS COMMITTEE

Directive No. 236 by the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and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by the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shall take precedence over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of the Korean
Society of Pesticide Science. The objectives and regulations
of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are as follows:
Article 1(Objectives) The Ethics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s established to resolve
any issues of misconduct, enforc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and prevent plagiarism in publications (research
results) of the Korean Journal of Pesticide Science that is
issued in respect to the affairs specified in Article 4 of the
Society bylaws.
Article 2(Organization) ① The Committee shall be composed
of one Chairperson and a few Committee Members. ② The
President for the next term shall serve as Chairperson of the
Committee. The Chairperson shall appoint the Committee
Members. Editor-in-Chief and Chairpersons of Operation,
Scholarship, and Ethics of the Society shall become ex officio members.
Article 3(Term) The Committee Members shall serve for one
year and may be reappointed.
Article 4(Operation) ① The Chairperson shall convene a
Committee meeting when he or she considers it necessary
and external requests are made. ② The Committee shall
decide when more than half of current members are present
in meetings and by majority vote. If a reviewee is a Committee Member, he or she shall not vote in review meetings.
③ The Chairperson shall notify the reviewee, by registered
mail, of the purpose of the meeting at least a month prior to
the meeting date so that the reviewee can either attend the
meeting or vindicate him or herself in writing. If the
reviewee does not offer his or her vindication, it shall be
considered that he or she agrees to the purpose of the
review. ④ The Chairperson shall relegate investigation
when a third person or additional information, in addition to
the reviewee, are needed to verify research authenticity.
⑤ The Committee shall make the purpose of the review,
reviewee’s vindications, and final decisions from the meeting available on the website and to the reviewee and members of the Society. However, the opinions of Committee
Members shall remain confidential.
Article 5(Prohibition of Publication Misconduct) ① Based
on social rules, related laws, regulations, and ordinances,
authors are prohibited from committing misconduct, such
as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duplicate publication, and inappropriate claims of authorship, that violate
publication ethics. ② The criteria for authorship must meet
all four items bellow.
1. Substantial contributions to the conception or design of
the work; or the acquisition, analysis, or interpretation of
data for the work; AND
2. Drafting the work or revising it critically for important
intellectual content; AND

연구 윤리 규정은 과학기술부 훈령 제236호 규정과 국제 출판 윤
리위원회 규정인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COPE)
의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
을 우선 적용하되 본 학회지가 제시하는 목적과 규정은 다음
과 같다.
제1조(목적) 윤리위원회 (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우리 학회 정관
제4조에 규정한 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발행하는 한국농약과학
회지에 게재 되는 출판물(연구물)과 관련하여 표절 행위를 방
지하고, 윤리규정을 준수하게 하며, 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문제를 해결 하는데 있다.

제2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약간 명의 위원으로 구성
한다. ② 위원회 위원장은 차기회장이 겸임하며, 위원은 위원
장이 임명하되 우리 학회 총괄운영위원장, 편집위원장, 학술
위원장, 윤리위원장은 당연직 위원이 된다.

제3조(임기) 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제4조(운영) ① 위원회는 인정할만한 외부의 요청이 있거나 위원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하되 피심사자가 윤리 위원회의 위원일 경우 심의에서 표결에
참여할 수 없다. ③ 위원장은 심의회 개최일로부터 최소한 1달
이전에 등기 우편으로 피심사자에게 피심 취지를 통지하여 심
의회에 출석 또는 서면으로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여
야 하며, 피심사자가 위원장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소명하지 않
은 경우 피심사 취지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 ④ 위원장은
피심사자 외에도 적절한 심사를 위한 제3자의 출석이나 자료
를 요청하거나 필요한 경우 연구진실성 검증을 위한 조사를
위탁할 수 있다. ⑤ 위원회는 피심사 사유, 피심사자 소명, 심
의 최종결과를 피심사자와 회원에게 학회지 홈페이지에 공개
하여야 하나 위원 각자의 의견에 대해서는 비밀을 유지한다.

제5조 (출판 부정행위의 금지) ① 논문의 위조, 변조, 표절, 중복게
재,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 관계 법령의 규정과 사회상
규, 조례에 근거하여 논문 출판의 윤리를 저버리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② 저자됨의 기준은 아래 네 항목 모두를 충
족하여야 한다.
1. 연구 설계, 자료의 수집 및 분석에 많은 기여를 하고
2. 논문에서 중요한 내용을 작성하거나 수정하고,

3. Final approval of the version to be published; AND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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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③ The authors shall not interfere with the investigation for
publication misconduct that involves themselves or others
and cause harm to informants. ④ The authors shall not act
against the accepted norms in academia.
Article 6(Measures against Misconduct) ① If a plagiarized
manuscript is published, the Chairperson of Ethics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Remove the publication if the manuscript was published
in print or presented on a website or in an academic journal.
2. The author of the manuscript shall be banned from publishing in journals issued by the Society, whether as primary author or otherwise, for the next three years.
3. The author shall be banned from presenting research
manuscripts at the Society’s symposiums or conferences
for the next two years.
② If the manuscript is submitted for publication, the Chairperson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1. The manuscript shall not be published in the journals or
on the website.
2. The author shall be banned from publishing in journals
issued by the Society, whether as primary author or otherwise, for the next one year period.
Article 7(Post-investigation Procedures) The investigation
and review results from the Committee meeting shall be
reported to the Executive Board, General Meeting, and Editorial Committee for immediate disciplinary measures.
Article 8(Enforcement Regulations) Detailed enforcement
regulations shall be established separately for the efficient
management of the Committee.
Article 9(Other) Other matters that are not specified in the regulations shall abide by the decisions of the board members
of the Society and conform to the Ethics Code of Science
Technology that are set forth by the Korean Federation of
Science Technology Societies.
Appendix
Article 1 (Date of Enforcement) The research ethics regulations
shall take effect from 1 March 2020.

3. 논문 투고 전 최종 검토 및 승인을 하고,
4. 연구의 정확성이나 진실성과 관련된 사항들이 제대로 조사
되고 해결되었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 연구의 모든 측면
에 대해 책임을 지겠다는 합의를 함
③ 전호와 관련된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
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를 하
여서는 아니된다. ④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
각하게 벗어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제6조(부정행위에 따른 사후조치) ①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에 해
당되는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출판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1. 논문이 인쇄형태의 출판이 되었을 경우와 홈페이지나 저널
학술지에 발표된 경우에는 해당출판물을 삭제하여야 한다.
2.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향후 3년간 우리 학회 학술 발행지
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출판을 금
지하여야 한다.
3.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향후 2년간 우리 학회 학술대회에
서 연구논문 등의 발표를 금지하여야 한다.
② 윤리위원장은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논문이 학술지에 게재
또는 출판을 위하여 투고되었을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
치를 취해야 한다.
1. 논문은 학술지나 홈페이지에 출판하여서는 아니된다
2. 논문의 저자에 대하여는 향후 1년간 우리 학회 학술 발행지
에 주저자를 포함한 모든 저자로 논문 게재 또는 출판을 금
지하여야 한다.

제7조(결과조치) 이 위원회는 위원회의 조사심의 결과를 즉시 편
집위원회에 통보하여 신속히 징계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차기
상임이사회 및 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시행세칙) 이 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행세칙은
따로 정한다.
제9조(기타) 이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우리 학회 이사회
결정에 따르되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합회가 제정한 과학기술
윤리강령에 준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연구윤리 규정은 2020년 3월 1일부터 시행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