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를 밝히지 않고, 그대로 가져다 쓰는 행위. 

 책, 논문, 신문이나 잡지, 인터넷 검색 등을 통해 다른 사람의 글을 자신이 쓴 글인 것처럼 인용하는 행위. 

 

베끼기나 퍼오기 

 여러 문헌에서 가져온 글을 출처를 제시하지 않고, 이리저리 엮어 마치 자신의 글인 것처럼 표절하는 행위. 

단순 짜깁기 

 출간된 문헌에서 문장을 그대로 베끼지 않았다 하더라도,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를 빌려오는 행위. 

 과제를 할 때도 학문의 독창성이 중요하므로, 자기 자신의 아이디어가 담겨야 한다. 

아이디어 훔치기 

 데이터나 도표를 정확한 출처 없이 가져오는 행위. 

데이터나 도표 가져오기 



 

 
 
                       

 

 없는 자료를 있는 것 만들어 내는 행위. 

 실험을 제대로 하지 않고 실험보고서를 제출하는 행위. 

 위      조 

 문헌자료나 데이터, 실험방법 등을 임의로 왜곡, 조작하거나 누락하여 본인에게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하는 행위 

왜곡 및 누락 



 

 
 
                       

 

 인터넷에서 과제물을 구입해서 제출하는 행위 

 과제물 구매 및 양도 

 한 수업에서 제출한 과제물이나 발표에 사용한 자료 등의 전부 혹은 일부를(수정하여) 다른 수업의 과제로 제출하거나 

재사용하는 행위 

중복제출과 재사용 

 자신이 맡은 부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않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참석을 하지 않고, 나중에 점수만 함께 받으려 하는 행위.  

 다른 사람의 노력을 착취하고 그들이 이룬 성과를 훔치는 행위  

무 임 승 차 

 허용되지 않은 협력을 통해 개인보고서나 과제를 작성하는 행위. 

협 력 행 위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이에 응하는 행위 

 대 리 시 험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을 보여주거나 보고 쓰는 행위 

 사전에 답안지를 작성하여 보고 쓰는 행위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기타 시험에 불필요한 물품을 이용하여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Cheating 

 대리 출석을 부탁하거나 대리 출석을 해주는 행위 

대 리 출 석 

 출석 처리만 하고 수업에 참여하지 않는 행위 

가 짜 출 석 



(교수재량에 따라 처리방법 수정 가능) 



• 관련자 모두 해당과제 낙제처리 

• 중복 적발 시 학생 생활 위원회 회부(경중에 따라 근신, 정학, 퇴학에 처할 수 

있음) 

• 과목 낙제 처리(표절의 경우 자료제공자 및 자료도용자 모두 적용) 

• 중복 적발 시 학생 생활 위원회 회부(경중에 따라 근신, 정학, 퇴학에 처할 수 

있음) 



• 과목 낙제 처리 

• 적발 즉시 학생생활위원회 회부(경중에 따라 근신, 정학, 퇴학에 처할 수 있

음) 

• 3회 적발시 과목 낙제 처리 

• 중복적발 시 학생생활위원회 회부 

* 참고) 부정행위 여부와 상관없이 학사지침에 의거 전체 수업일수의 ¼이상 결석 시 성적 무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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