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천문학회 윤리강령 ]
2019. 9. 19.
사단법인 한국천문학회는 천문학회 정관에서 정한 바와 같이 “천문학의 발전과 그
응용 및 보급에 기여하고 나아가 과학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학회의 목적으로 삼고 있
다.
학회원들은, 이러한 학회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 평소 학자로서 마땅히 지녀야 할
책무를 준수하고, 서로를 신뢰하고 존중하여 자유로운 연구 풍토를 마련하는 데 노력하
여야 할 것이다. 이에 학회원 모두가 지켜야 할 연구 및 도덕 윤리 사항과 이를 어길 시
학회가 취할 수 있는 행동을 다음과 같이 윤리강령으로 명시하고자 한다. 윤리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윤리 관련 규정에서 정한 것을 따른다.

1. 연구 윤리

학회원은 천문학 연구 및 관련 활동을 함에 있어, 연구부정행위 등 학회에서 정한
연구 관련 윤리 규정을 위배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여기서 연구부정행위라 함은, 연
구의 수행, 연구의 결과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해진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자료의 중복 사용, 부당한 심사 등을 포함한다.

2. 도덕 윤리

학회원은 학회의 목표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천문학 활동을 함에 있어, 서로를
인격적으로 존중하고 신뢰하며, 타인을 부당하게 대우하지 않도록 한다. 특히,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도덕적 규범을 준수하면서, 괴롭힘, 차별, 성폭력 등의 인권침해
행위를 금하도록 한다.

3. 윤리강령 위배사항에 대한 대응

한국천문학회는 윤리강령 위배행위가 학회의 권한에서 다룰 수 있는 범위라고 판단
이 될 경우, 이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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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학천문분과 / Division of UV/Optical/IR Astronomy

□

우주전파분과 / Space Warfare Division

□

태양우주환경분과 / Solar and Space Physic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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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성계과학분과 / Planetary Science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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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분과 / Women's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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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젊은천문학자모임 / Young Astronomy Mee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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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문관측기기분과 / Astronomical Instrumentation Div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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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have read and abide by the KAS code of Ethics

I would like to become a member of the Korea Astronomy Society(KAS)
and I agree to abide by the rules and regulations of the K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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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ssistant professor, associate professor, full professor or
- senior researcher, principal researcher or
- full member of the KAS for 10 yea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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