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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
연구윤리
포럼 학술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연구문화 조성 방안

2022. 11. 17.목
13:00~16:30
◆  온라인 생중계 유튜브 '한국학총' 채널 검색

◆  참가혜택 : 연구윤리 교육이수증 발급

◆  홈페이지 (사전 등록 및 포럼 시청 가능) :  www.akas-live.kr

◆  사전 참가 등록 기간 : 2022.11.7(월) ~ 포럼 당일

  

채널 검색

온라인 생중계

한국학총

주최 주관 후원



전체 사회
한지영 _ 안양대 아리교양대학 교수, 학총 연구윤리위원

13:00~13:15 개   회

개회사 박창원 _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이사장

환영사 김영철 _ 한국연구재단 사무총장

축    사 조해진 _ 국회 정보위원회 위원장

축    사 장상윤 _  교육부 차관

13:15~14:15 연구윤리 인식과 의식 : 현황과 문제

세션1.

➀  대학 구성원의 연구윤리 수준 현황

       황은성 _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교수, 학총 연구윤리위원

➁  실무 현장에서 본 대학 연구윤리 확보와 실천의 과제

       조진호 _ 서울대 의과대학 생화학교실 의학박사, 서울대 연구처 전문위원

➂  국내 학술지의 경험에서 보는 출판윤리 인식 실태

       윤철희 _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한국과학기술인편집위원회 출판윤리위원장

14:15~14:55 학술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현재와 새로운 과제

세션2.

➀  학술활동 건전성 제고를 위한 업적평가 개선방향

       노영희 _ 건국대 문헌정보학과 교수

➁  책임있는 연구문화 조성을 위한 새로운 과제
         - 연구윤리활동 지원사업을 중심으로 - 

       양정모 _ 한국연구재단 윤리정책팀장

14:55~15:10 휴식시간

15:10~16:00

패널토론
좌    장   이숙경 _가톨릭대 의과대학 교수, 학총 연구윤리위원장

토론자

신혜은 _ 충북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한국연구재단 연구윤리위원
강호정 _ 연세대 건설환경공학과 교수, 과편협 출판윤리 위원
황희중 _ 한국방송통신대 무역학과 교수, 한국유통과학회 편집위원장

16:00~16:30 종합토론 및 질의응답

16:30 마무리 및 폐회

◆   자료집은 포럼 당일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다운로드 가능
◆   사전등록 한 시청자만 교육이수증 발급 가능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자율 발급)
◆   포럼 시청 후 사전등록 사이트에서 설문 참여하신 분께 소정의 선물 증정

◆   일시 :  2022.11.17. (목) 13:00~16:30 
◆   장소 :  한국연구재단 서울청사 대강당 (온라인 개최)
                          ＊ 필수 인원(사회자, 발표자, 토론자 등) 현장 참석 

◆   주최/ 주관/ 후원 : 한국연구재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교육부
◆   주제 : 학술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연구문화 조성 방안  

학술 건전성 확보와
책임 있는 연구문화 조성 방안 

2022 연구윤리 포럼 일정표
＊ 프로그램은 변동될 수 있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