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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I. 제 목 

 

과학기술자의 연구 및 논문작성을 위한 기본윤리에 관한 현황보고서 

 

II. 연구의 목적 및 중요성 

 

최근 연구윤리 문제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고조되면서, 국내 대학들과 연구소 

그리고 학회 등에서는 이 문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기

관들은 연구윤리 선언과 강령제정 단계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를 구체화 하기 

위한 연구윤리의 기본 개념, 접근법 그리고 절차에 관한 연구가 필요한 상태이

다. 따라서 법적인 구속력과 실질적인 연구윤리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제반 사

항을 제공하고 효과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기본 요소들을 파악하기 위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III. 연구의 내용 및 범위 

 

연구윤리의 과학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필수적인 윤리 개념들을 소개하였다. 

실제 현장에서의 연구윤리 위반 사항들과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 고려되고 지

켜져야 할 요소들을 살펴보았다. 특히 연구논문에서 가장 경계가 모호한 인용 

부분은 예제와 함께 구체적으로 살펴보았다.  

마지막으로 연구윤리 보존을 위한 체계와 교육현황들을 미국의 연구윤리 체계를 

중심으로 국내현황을 비교하였으며 미국의 실제 연구윤리 및 진실성 보존 체계

를 부록에 자세히 기술하였다. 또한 미국대학내의 연구윤리 교육의 교과과정을 

수록하여 국내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더불어 세

계적으로 이슈화된 10개의 사건들에 대한 배경설명과 교훈들을 부록에 수록하였

다.  

 

IV. 연구결과 및 활용에 대한 건의 

 

원자력연수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과 관련하여 추가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연구윤리의 철학적 배경, 과학 윤리의 쟁점, 연구의 진실성, 인

용에 관한 윤리, 그리고 과학윤리 감시제도 및 교육의 현황에 대한 자료를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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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여 제시하였다. 본 자료의 용어사용 및 전문성에 있어 다소 미흡한 점에 

대해서는 독자들의 의견을 겸허히 받아들일 것이다. 다만 본 자료가 연구윤리를 

생각해 보는 시작단계에서 다소 참고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iv

SUMMARY 

 

I. Project Title 
 
State-of-the-Art Report on Ethics of Research Integrity  
 
II. Objective and Importance of the Project 
 
Recently, universities, institutes, and academic societies have gradually recognized 
importance of the ethics and seriousness of ethic problem with the increase of interest in 
research ethics. However, most of institutes seem to be at the level of the platform or the 
proclamation of basic principles for research ethics. To embody the abstract concept on the 
research ethics, research is required for basic concepts, approaches, and procedures of 
research ethics.  
In this context, the research is performed to supply the general and concrete states that make 
a practical system of research ethics and guarantee a legal validity. In addition, it also 
provides the useful information to apprehend the basic elements of an effective ethics 
education.  
 
III. Scope and Contents of Project 
 
The report introduces the background of philosophy of science and elements of research 
ethics. It also considers the precedents of misconduct in research ethics and the ingredients 
to preserve the research integrity. Especially, the citation to avoid obscure boundary between 
proper citation and plagiarism is carefully explored through several examples.  
Finally, the domestic ethics situations are investigated on the research integrity and 
educational program on the responsible conduct of ethical research. To understand the 
domestic situation latter, the educational program and the system of research integrity in EU 
and USA are deeply searched in Ch. 6 and Appendix III and V.   
In addition, appendix IV shows the ten issues of the misconduct of research integrity that 
have bought particular attention of the world science community. 
 
IV. Result of Project and Proposal for Applications 
 
To develop an educational program of ethics in the research integrity, Nuclear Tr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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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ntre(NTC) has collected and reviewed the available material and resource for research 
ethics.  
The report presents the general ethical issues such as the background of philosophy, the 
issues of research ethics, the research integrity, the role of citation, the program and the code 
of research ethics. NTC is open for any comments from the reader regarding the use of terms 
and the views discussed in this report. Meanwhile, the report is expected to serve as a 
reference material, to some extent, for dealing with the issue of research ethics in the 
beginning s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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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중고등학교에서의 윤리교육은 바르게, 공손하게, 착하게 사는 법에 관한 교육이

었다. 연구윤리도 이와 유사하다. 올바르고 정직한 연구를 위한 기본이 연구윤리

일 것이다. 연구윤리는 과학자의 연구를 위한 윤리라는 협소한 개념에서 이제는 

좀 더 확장해야 한다. 현대 사회에서 과학은 과학자만의 순수한 전유물이 아니

기 때문이다. 시민, 정부, 과학자 모두가 과학정책에 관심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정책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받고 있다. 시민 또는 일반대중은 그들의 이

익을 위해 선거를 통해 선출된 관료의 정책에 영향을 준다. 대중을 설득하지 못

한 과학은 이런 프로세스에서 많은 손해와 불이익을 당하게 되며 이러한 방식으

로 시민-정부-과학계가 서로 연계되어 영향을 주고 받는다. 

 

일반대중을 설득하고 동반자로서 과학계가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는 과학윤리

라는 중요한 사회적 합의를 시민-정부-과학계가 함께 도출하여야 한다. 과학자

들이 자신의 연구에 취하는 윤리적 결정은 미래 사회를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하

기 때문에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과 연구윤리는 점점 더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될 

것이다[김환식]. 이를 위해 과학 윤리의 철학적 배경을 살펴보고 어떠한 부분을 

고려해야 하는 가를 간략히 살펴볼 것이다. 이 후의 절에서는 좀 더 구체적으로 

과학행위에서 어떠한 문제들이 연구소와 실험실내에서 윤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지를 점검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과학윤리 중에서 연구자가 직접 겪게 되는 과학윤리의 쟁점들 중 

연구의 진실성과 관련된 내용을 상세히 다루려 한다. 연구 논문은 대부분의 연

구에 있어서 연구자가 생성하는 최종산물이다. 연구논문으로 자신의 능력과 업

적을 대변하기 때문에 이에 관한 정확한 윤리 교육 및 학습이 필요하다. 진실된 

연구와 논문만이 과학의 발전과 과학계 상호간의 신뢰를 굳건히 하는 토대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한국의 과학윤리 교육의 현황을 살펴보고[과학사상, 2002] 이에 관

한 미래의 대안과 연구소에서 시행할 연구윤리 교육과정의 방향을 진술할 것이

다.   

  

 

 

 



 2

제 2 장   본   론 

제 1 절 연구 윤리의 철학적 배경 

 

본 절에서는 연구윤리를 왜 고려해야 하며 구체적인 연구윤리의 방향을 유도한 

이론과 철학적 배경을 살펴볼 것이다.  

 

1. 머튼의 이론 

 

상아탑이라는 과학계와 일반사회의 이분법적인 경계는 1980년 이후에 과학의 

대중화와 과학계내의 시장경쟁원리와 금전적 이익이 과학자에게 가시화 됨에 따

라 점점 무너졌다. 과학윤리는 과학기술의 산업화로 인한 연구윤리의 변질 내지 

타락을 막기 위한 과학자의 암묵적인 계약이다. 연구윤리에 관한 가장 일반적인 

논의는 로버트 머튼의 ‘과학의 규범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Merton, 1973]. 

과학공동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을 산출하며 현대 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 모델을 제공한다고 그는 주장하였다. 그가 제시한 과학공동체의 4가지 

규범은 아래와 같다. 

 

(1) 공유주의(Communism) : 과학자들은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서로 공개하고 

공유한다. 

(2) 보편주의(Universalism) : 정치적•사회적 요인들은 과학적 아이디어 또는 
개인과학자를 평가하는데 아무 역할을 하지 못하며, 과학적 성취 그 자체

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3) 무사무욕(Disinterestedness) : 과학자들은 오직 진리 추구에만 관심을 두

며, 개인적 또는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4) 조직화된 회의주의(Organized Skepticism) : 과학자들은 높은 표준의 엄

밀성과 증명을 추구하며, 충분한 증거 없이 어떤 믿음을 받아들이지 않는

다.  

 

현실은 머튼의 이상적인 ‘과학공동체’와 이를 지배하는 ‘과학적 에토스’는 현실

의 그것과 다르다. 멀케이는 ‘규범(norms)’의 제도화를 경험적 연구에 입각하여 

머튼의 이상적인 과학공동체를 비판하였다. 그는 ‘규범’이란 과학자들이 자신의 

특정한 행위를 정당화하기 위하여 맥락에 따라 가변적으로 사용하는 주장의 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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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토리로 해석하였다[Mulkay, 1976]. 머튼의 이상적인 과학공동체는 학문적 과

학(academic science)에서 산업화된 과학(industrialized science)의 시대에서는 

적용하기 힘들다. 1980년 말 이후의 과학적 산출물들 특히 전자공학의 산물들은 

연구결과의 상업화에 크게 기여해왔다. 과학자들은 이러한 상황에서 서로의 이

해관계를 더 넓히는 쪽으로 자신의 규범을 정의하기 시작하였다.  

 

2. 레스닉의 12 원칙 

 

머튼의 이상론은 오늘날의 현실과는 거리가 멀다. 그러나 도덕성을 위해서가 아

니라 과학 그 자체를 위해서 과학자에게는 윤리적 표준이 필요하다. 이런 관점

에서 미국 와이오밍대학교의 철학교수인 레스닉은 12개의 과학윤리 원칙을 정립

하고 아래와 같이 제시하였다[Resnik, 1998]. 

 

(1) 정직성(Honesty) :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조작, 위조 또는 왜곡

하지 말아야 한다. 

(2) 조심성(Carefulness) : 과학자는 연구에 있어서 오류를 피해야 한다1.  

(3) 개방성(Openness) : 과학자는 데이터•결과•방법•아이디어•기법•도구를 공

유해야 한다. 
(4) 자유(Freedom) : 과학자는 어떤 문제나 가설에 대한 연구든 자유롭게 수

행해야 한다.  

(5) 공로(Credit) : 공로는 마땅히 그것이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

다. 

(6) 교육(Education) : 과학자는 예비 과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과학을 수행할 방법을 확실히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2. 

(7) 사회적 책임(Social Responsibility) : 과학자는 사회에 대해서 위해harms

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8) 합법성(Legality) : 연구의 과정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작업에 적용되는 법

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9) 기회(Opportunity) :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과학적 

직업에서 승진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된다. 

(10) 상호존중(Mutual Respect) : 과학자는 동료들을 존중해야 한다. 

(11) 효율성(Efficiency) : 과학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3. 

                                            
1
 특히 결과부분의 제시에 있어서 더욱더 주의해야 한다. 

2 더 나아가서는 대중에게까지 교육할 의무를 가진다. 
3 효율성의 위반의 한 예로 논문작성 시 연구를 일부러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어 출간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단지 미세한 수정을 통해 여러 편의 상이한 논문들에 이용하는 일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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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Respect for Subjects) : 과학자는 인간을 실험대

상으로 사용할 때 인권 또는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된다4.  

 

3. 과학윤리에 요구되는 새로운 패러다임 

 

인터넷의 발달과 대학교육의 보편화를 통해 일반시민의 과학적 관심과 역량은 

획기적으로 높아졌다. 과학 역시 개인의 능력을 바탕으로 연구하던 개인과학에

서 자본집약적이고 프로젝트화된 거대과학이 주류를 이루고 있다. 위험사회(risk 

society)를 통해 울리히 벡은, 과학은 진리 및 진보와 동일시 해왔던 ‘일차적 과

학화’는 전통/근대성의 이분법 그리고 일반인/전문가의 대비에서 그 동력을 얻어

왔다고 현대 거대과학의 문제점에 관해 지적하고 있다[Beck, 1997].  

 

그러나 현재의 거대과학은 스스로 초래한 여러 문제들 속에서 더 이상 전에 누

리던 무소불이의 대중에 대한 권위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다. 과학화가 진전되면

서 체계적으로 생성된 외적 불확실성은 현실의 외적 관계들 즉 대중사회로 확산

되었기 때문이다. 그 결과 체르노빌 사건에서 광우병(BSE)과 유전자변형식품에 

이르기까지 과학은 스스로가 초래한 현대의 많은 논쟁들에 대해서 빠르고 확실

한 해답을 제공해 주지 못하게 되었다. 따라서 과학은 자신내부에서의 회의주의

적인 입장을 대중사회와의 외적관계로까지 확장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에 직면

하게 되었다. 그래서 벡은 현대 과학은 성찰성(reflexivity)이 요구된다고 주장한

다. 

  

위험사회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인 성찰적 과학은 기존의 이분법적인 일차적 과

학화를 내려놓고 일반인들을 과학공동체내의 공동생산자로서 받아들일 것을 요

구한다. 이러한 철학적 배경하에서 오랜 환경운동을 통해 대안적 지식을 축적한 

환경전문가, 에이즈(AIDS) 환자의 권리운동을 시작한 에이즈 전문가들이 탄생하

였다.  

 

벡의 위험사회가 시민운동 및 현재 대중과 함께 호흡하는 과학을 탄생시킨 배경

이라면 라베츠와 펀토위츠의 ‘탈정상과학(post-normal science)’이란 개념은 현

재 과학이 왜 성찰성이 요구되는 상황으로 오게되었는가를 표현한다[Funtowicz, 

S, 1992]. 이들에 의하면 확실성과 안전성을 보장하던 기존의 낡은 패러다임은 

더 이상 타당하지 않다고 아래와 같이 서술하였다. 

                                            
4 이는 동물을 실험으로 사용할 경우에도 적절한 존중과 조심성을 가지고 실험해야 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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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불확실해지고, 가치는 논쟁에 휩싸이며, 결과는 중요하고, 결정은 시

급한 그런 국면이 현대 과학이 맞이한 상황이다[Ravetz, J,1999]. 

 

 

‘탈정상 과학’은 과학이 그 경계를 확장하여 달라진 타당화 과정들, 시각들, 지식

유형들을 포함하기를 요청한다. 특히 그것은 과학적 전문성과 대중의 관심 사이

의 간극이 메워지기를 원한다. 따라서 탈정상 과학은 어떤 문제에 대해 모든 당

사자들 -과학자들, 언론인, 교사, NGO 활동가, 주부 등까지- 이 그들의 형식적 

자격이나 소속에 관계없이 서로 대화하는 것으로 이루어진다. 탈정상 과학에서

는 과학의 질적평가(qualitative estimation)는 더 이상 과학자만의 책임도 권리

도 아니다. 왜냐하면 과학자 역시 불확실성과 위험상황에 노출된 아마추어이기 

때문이다5. 따라서 이러한 질적평가를 위해서는 전문가로만 이루어진 좁은 과학

공동체가 아닌 ‘확대된 동료 공동체’가 요구되고, 이 공동체는 구성원들이 수집

한 우연한 증거와 통계까지 포함하는 확대된 사실를 이용할 것이다. 이것은 결

코 과학자들의 연구작업을 훈련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넘겨준다는 뜻이 아니다. 

오히려 과학을 실험실에서 이끌어내어 과학의 사회적•정치적•문화적 측면에 대해 
모두가 참여하여 논의하고 고민하는 것을 의미한다.  
 

앞으로의 과학은 과학자체의 진실성(integrity)과 과학자간의 윤리 이외에도 대중

을 설득하고 대중과 함께하는 과학을 위한 윤리들이 요구된다. 대중을 무지의 대

상으로서 간주하는 이분법적인 과학체계에서는 더 이상 과학과 기술자체가 유지

될 수 없다. 따라서 이러한 대중들을 과학 공동체내에 포함하는 더 포괄적인 윤

리가 과학자와 과학사회에 요구된다. 
 

 

 

 

 

 

 

 

 

 

 

                                            
5 최근의 황우석 사태는 그 질적 평가에 있어서만은 PD 수첩과 BRIC등의 역할이 과학자들보다 더 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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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과학윤리의 쟁점 6 

 

 

과학윤리라는 말은 앞서 논의하였던 것처럼 매우 포괄적이고 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다. 윤리의 추상성을 현실적으로 적용하기 위하여는 강령, 의제, 법등

과 같은 좀 더 구체적인 규제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 과학윤리 속에 어떤 쟁점

들이 포괄될 수 있는지를 외국 관련 문헌을 통해 생각해 볼 것이다[Friedman, 

1996; Resnik, 1998]. 과학윤리의 쟁점들을 이들 문헌에서는 크게 5가지로 분류

하여 고려하였다. 

 

(1)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유지(Research Integrity) 

 

과학연구의 전 과정에서 정직하게 충분한 주의를 기울여 충실한 연구를 수

행했는지, 아니면 의도적인 속임수, 부주의, 실수, 자기기만(self-deception) 

등으로 인해 문제가 있는 연구 결과를 내었는지와 관련된 문제이다. 특히 연

구과정에서 데이터(혹은 이론 틀)를 날조, 변조 내지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FFP)한 기만행위(scientific fraud)의 경우가 

가장 큰 문제들이다. 과학 활동에서의 경쟁이 극도로 심화되면서 1980년대 

미국에서 여러 건의 대규모 기만행위 사례가 보고되어 커다란 사회적 물의

를 빚은 바 있다[Broad and Wade, 1983]. 이와 같은 사례는 1990년대 이

후 점차 증가하고 있으며 최근 황우석 관련사건도 이와 같은 사례이다.  

 

(2) 논문 발표시의 저자표시(authorship) 및 공로(credit) 배분 

 

전문학술지에 논문을 발표하는 것은 과학 활동에서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한

다. 논문개제 및 발표 시 발생할 수 있는 윤리문제는 소장과학자의 정당한 

공로 인정과 명예저자 표시7의 근절이다. 논문 작성시 실질적인 기여 정도에 

따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하고 이에 따라 저자 표시를 하여야 할 것이다.  

 

(3) 연구실 내에서의 권위 및 차별 

 

연구개발과정에서 실험실 내지 연구소에서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동안 함

께 생활하는 것은 중요한 과정 중의 하나이다. 이러한 생활과 상하, 수평적 

                                            
6 과학사상, 43호(2002년 겨울), pp. 252 ~ 271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7 Honorary authorship이라고 하며 연구 내용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지 않은 원로 과학자나 연구소장 등이 논문

의 저자로 이름을 올리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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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 속에서 다양한 윤리적 문제들이 일어날 수 있다. 일례로 지도교수-대학

원생(mentor-mentee)의 관계, 성희롱, 기만행위에 대한 내부고발(whistle-

blowing), 연구원 채용과 고용에서의 형평성, 이용가능한 자원의 공평한 배

분등이 있다. 

 

(4) 특정한 대상이나 연구방법을 포함하는 연구 

 

주로 생물학, 의학, 심리학에 연관된 윤리로서 인체대상과 동물실험의 윤리

가 포함된다. 인체 대상에 대한 실험의 경우 사회적•윤리적으로 용인될 수 
있는 연구인지, 그리고 피실험자의 인지된 동의(informed consent)가 적절한 절

차를 거쳐 이루어졌는지가 중요한 쟁점이다. 동물실험에 관하여서는 실험동

물에 대한 주의와 배려가 충분히 기울여졌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전문직업인으로서의 과학자와 사회일반과의 관계성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행

동 했는지를 판단하는 근거는 다음 3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공공자금을 이용한 연구에서 연구비를 정해진 용도에 지출하였는지의 

문제 

 공공성과 생명존중에 반하는 산업 및 군사연구에 종사하는 과학자의 윤

리문제 

 과학자들이 사회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관한 책임있는 발언을 하

고 외부에 독립적인 조언을 제공할 책임에 관한 문제 

 

이들 중 위의 (1)에서 (3)번까지는 과학계 내부의 윤리적 쟁점인 반면 (4)와(5)

는 과학계와 대중이 연관된 윤리 문제로서 의료 및 생물 분야에서 최근 부각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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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 

 

1. 연구 진실성의 위반 사례와 교훈8 

 

 

최근 국내의 황우석교수의 논문조작 사건과 더불어 연구 진실성에 관한 관심과 

사안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과학계의 조작 사건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연

구의 진실성research integrity 위반 사례는 의외로 매우 많다9. 아래는 최근 물

리학계의 사례이다.  

 

 

2004년도 국내외를 떠들석하게 했던 박영 박사의 논문 표절은 세계적 과학저널에 의해 밝혀졌

다. 그는 영국 케임브리지대학교에서 방문연구원으로 근무하던 한국과학기술원(KAIST) 출신 재

료공학자로서 무려 8건의  논문을  표절한 것으로 밝혀졌다. 

또 이를 계기로 전세계 물리학 관련 학회 연합체인 국제 순수 및 응용물리연합(IUPAP)이 표절

사건 대처 가이드라인을 제정키로 결정하는 등 파장이 일파만파로  번지고 있다. 이 학술지는 이

어 3면의 `케임브리지 물리 연구실서 발생한 표절사건으로  가이드라인 필요성 제기(Plagiarism 

in Cambridge physics lab prompts calls for guidelines)'라는 기사에서 러시아어 논문과 표절 

의혹 논문의 사진을 나란히 싣는 등 이번 사건을 상세히 다뤘다.  

 

 

한국 뿐만이 아니라 미국 및 유럽에서도 유사한 대형 스켄들은 많이 있었다. 그 

대표적인 것중에 하나가 2002년 과학계를 뒤흔든 ‘얀 헨드릭 쇤 사건’ 이다. 이 

사건은 벨연구소에서 근무하던 독일인 물리학자가 25편의 논문에서 데이터를 조

작한 사건으로서 네이쳐와 사이언스에 제출된 그의 모든 논문들이 허위로 밝혀

졌으며 과학계에서 영구 추방된 사건이다.  

이처럼 과학에서의 사기꾼은 역사적으로 볼 때 적지 않았다. 과학사(史)상 잘 알

려진 사기 사건들 중에 가장 큰 희대의 사기사건은 ‘필트다운(Piltdown) 사기사

건10 이다.  

 

 

                                            
8 부록에 10가지의 사건들을 상세히 기술하였다. 
9 서울=연합뉴스) 임화섭기자의 글을 전문인용하였다.      
10 최영우(한국과학기술인 연합, 운영위원)의 글을 발췌하였다. 관련 웹사이트는 아래와 같다. 

http://www.scieng.net/zero/view.php?id=zine&no=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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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 조상의 화석을 거짓으로 조작했던 이른바 ‘필트다운(Piltdown) 사기사건’은 고고학상 최대

의 가짜 발견사건으로 꼽힌다. 1910년대에 영국 필트다운 지방의 변호사이자 아마추어 고고학자

였던 찰스 도슨(Charles Dawson; -1916))은 유인원에서 인류로 넘어오는 중간 단계의 인류 조

상의 것으로 보이는 두개골과 턱뼈 등을 발굴하였다고 발표하였다. 그는 그동안 화석이 발견되

지 않아서 이른바 ‘잃어버린 고리’라 불려온 인류 진화과정상의 수수께끼를 풀어낸 인물로 학계

의 찬사를 받았고, 그 화석은 가장 오래된 인류라는 뜻으로 발견자의 이름을 딴 ‘에오안트로푸

스 도스니(Eoanthropus Dawsoni)' 혹은 ’필트다운인‘라고 불려졌다.  

그러나 이후 의문을 품은 학자들이 X선 투시검사법, 불소 연대측정법과 같은 여러 첨단 과학기

술과 방법들을 동원하여 검증한 결과, 필트다운인의 두개골은 비교적 오래된 다른 인류 조상의 

것이었지만 턱뼈는 오랑우탄의 뼈를 가공해서 붙이고 표면에 약을 발라서 오래된 것처럼 꾸몄던 

가짜임이 1953년에 밝혀졌다. 사후에 불명예를 뒤집어쓰게 된 도슨이 스스로 조작했는지, 아니

면 그도 화석발굴꾼 등 다른 사람에게 속았는지는 아직도 밝혀지지 않고 있다.   

 

 

또 하나의 대표적이며 독특한 사례는 노벨물리학상을 수상한 밀리컨의 최소전하

량 실험이다. 이 경우는 과학계에서 쉽게 간과되어온 조작 사례로써 과학자의 

연구진실성이 어느 범위에까지 고려되어야 하는지를 보여주는 일례가 되고 있

다.11   

 

 

밀리컨(Robert A. Millikan; 1868~1953)의 최소전하량 측정 실험은 ‘조작이 진실을 이긴 사건’

으로 오랫동안 세인들의 입에 오르내린바 있다. 밀리컨은 이른바 ‘기름방울 실험’이라 불리는 유

명한 실험을 통하여 전하량의 최소 단위를 이루는 전자의 기본 전하량을 정확히 측정하였다.  

20세기 초 물리학계에서는 더 이상 나눌 수 없는 최소 단위의 전하량이 존재하는가에 관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는데, 밀리컨은 모든 전하는 기본이 되는 최소 전하량의 배수로 이루어진다

고 생각한 반면에, 펠릭스 에렌하프트라는 물리학자는 기본 전하량의 최소 단위가 있는 것이 아

니라 연속적인 값으로 되어 있다고 주장하였다.  

두 물리학자는 거의 똑같은 실험을 하였으나 결국 밀리컨의 주장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여져 그 

공로 등으로 1923년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하였고, 반면에 에렌하프트는 학문적인 패배에 그

치지 않고 정신질환에까지 시달리는 등 불행하게 삶을 마쳤다. 

그런데 그 후 밀리컨의 실험 노트를 검토한 결과, 밀리컨은 자신이 실험했던 모든 데이터를 정

직하게 발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버리고 유리한 데이터만을 골라서 사용했다는 비판

이 제기되었다. 즉 데이터를 거짓으로 조작한 것까지는 아니라 해도, 자신의 약점을 적절하게 

숨긴 쪽이 결벽에 가깝게 정직하게 실험한 쪽을 이겼던 바람직하지 않은 경우로 여겨졌고, 이는 

그동안 자연과학적 진리의 객관성을 부정하고 상대주의적 관점을 지닌 일부 과학사회학자들의 

좋은 공격거리가 되기도 하였다.  

                                            
11 최영우(한국과학기술인 연합, 운영위원)의 글을 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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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최근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밀리컨이 일부 데이터를 발표하지 않은 것은 사실이지만 그 

역시 실험상의 엄밀성 등을 고려하여 한 것이지, 자신에게 불리해 보이는 수치들을 의도적으로 

숨긴 것은 전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되어 기존의 견해를 뒤집고 다시 논란이 되고 있다.  

 

 

과학사에서의 이와 같은 조작과 논란의 역사는 과학자로서 가져야할 윤리가 얼

마나 중요하고 그에 관한 교육과 학습이 얼마나 가치있는가를 보여준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과학에서의 윤리진실성에 관한 정의, 방법, 규제에 관하여 서술하였

다.  

 

2. 연구부정행위 

 

연구부정행위는 크게 날조fabrication, 위조falsification, 그리고 도용plagiarism

의 3가지로 구별한다. 이 중 범죄로써 취급되는 것은 날조와 위조의 경우이며 

최근에는 도용 또는 표절 역시 중범죄로 다루어지고 있다.  

 

날조는 기록되거나 보고된 자료 및 결과물을 거짓으로 만들어 낸 것을 의미한다. 

즉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행위이다.  

 

위조 또는 변조는 연구, 재료, 기기, 절차 등을 조작하거나 자료(결과)를 적정한 

기준없이 생략하거나 변조함으로써 연구의 실제 상황이 틀리게 반영되도록 하는 

행위이다. 

 

도용 또는 표절은 적절한 원천의 인용없이 타인의 생각, 절차, 결과, 용어를 사

용하는 행위를 의미한다. 특히 도용은 그 기준이 매우 모호한 경우가 많고 논문 

저자들이 잘 인지하지 못하면서 범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러나 그 대가는 매

우 큼을 항상 기억해야 할 것이다. 표 1은 미국 ORI에 적발된 연구 부정행위의 

유형에 관한 자료이다. 이들 연구에 관한 부정행위는 법적인 제재와 제도가 마

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하여 발생하고 있다. 특히 표절과 관련된 내용은 

주관적이고 모호한 기준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인 조치로써 그 제재가 이루어

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다음 사항들은 표절로서 간주되는 주요한 행위들이다

12 : 

 

 

                                            
12 이준석에 의해 기술된 2006년 2월 20일 이형기 교수 특강메모(서울대, 생명공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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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미국 ORI에 적발된 유형별 연구부정해위 통계13  (단위: 건) 

 

 ‘94 ‘95 ‘96 ‘97 ‘98 ‘00 ‘01 ‘02 ‘03 ‘04 합계 

날조 2 5 3 4 4 3 1 2 4 1 29 

변조 3 9 6 5 3 8 4 4 5 6 53 

표절 1 3 1 1 0 0 0 2 0 0 8 

날조/변조 5 7 4 4 2 1 2 4 3 4 36 

변조/표절 0 0 1 0 0 0 1 2 1 0 5 

기타 0 0 1 0 0 0 0 0 0 1 2 

합계 11 24 16 14 9 12 8 14 13 12 133

 

 

 두리뭉실하게 인용하여 인용된 글과 저자의 글이 혼용되는 경우 

 따옴표없이 상당한 양으로 타인의 용어를 인용하는 경우 

 타인의 이론이나 연구방법을 그대로 옮겨적는 경우 

 심의를 요청받은 제출원고나 연구비 신청서에 포함된 내용을 자신의 필요

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학생논문을 자신의 필요에 따라 사용하는 경우 

 편자가 각 저작물을 임의로 사용하는 경우 

 동일저자(연구팀)에 의한 과거발표 결과를 재사용하는 경우 

 

과학연구는 논의와 재생산의 학문이기 때문에 연구에서의 부정행위는 정직한 실

수나 의견차이는 포함되지 않는다. 연구 완결성은 연구의 부정행위를 막기 위한 

소극적인 차원이 아니라 책임있는 연구를 위한 적극적인 대처이다. 이러한 책임

있는 연구행위를 위해 최소한 아래 10가지 항목에 관한 규정이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Macrina, 2000]: 

 

 책임있는 저자정신(authorship)과 동료간의 검증(peer review) 

 자료 완결성(data integrity) 

 흥미있는 발표의 대립(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공동협력연구(collegial collaborative research) 

 연구지도(Research mentoring) 

 인간연구에 관한 윤리 

                                            
13 자료: ORI, ORI Closed Investigations into Misconduct Allegations Involving Research Supported by the 

Public Health Service: 1994-2003, 2004. 9. (국내자료: 과학분야의 연구윤리, 임영모, 고유상, 삼성경제연구

소, 200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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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물실험에 관한 윤리 

 지적재산 소유권(intellectual property management) 

 국가기금에 의한 연구책임(fiscal responsibility) 

 생물학적으로 위험한 물질의 적절한 취급(proper handling of biohazadours 

materials) 

 

진실성과 견실함이 없는 연구는 연구동료간 사회의 검증(peer review)에 의해 

일차적으로 걸러진다. 그럼에도 발견되는 진실성과 견실성이 부족한 연구는 그 

경중에 따라 표 2처럼 분류될 수 있다. 가벼운 실수는 저자의 신용과 명예에 금

이 가고 동일분야의 미래연구에 손상을 초래한다. 날조, 위조, 그리고 도용은 중

범죄로 취급하며 심한 경우 사법적인 제재도 가하여 진다. 특히 연구비가 정부

에 의해 출연되었을 경우는 사법심사와 함께 언론과 대국민적인 사과, 그리고 

이후 정부관련 연구금지와 같은 제재를 받게 된다. 표 2에서 특히 경범에 해당

하는 사항들은 학습되지 못하면 간과하기 쉬운 내용들이다. 이 항목들 중 몇몇

은 대부분 쉽게 위반하도록 유혹받고 또한 그것이 잘못된 것이라는 것을 인지하

지 못하고 저지르는 경우가 많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표 2. 연구 진실성의 부족에 따른 결과 

 

 종  류 영  향 

경  범

(Misdemeanors) 

 Unmerited authorship credit 

 Not sharing data/materials 

 Misleading statistics 

 Breaking confidentiality in 

review 

 Maintaining inadequate records 

 Falling to disclose conflicts of 

interest 

 Fragmentary publication 

 Duplicate publication 

 Questionable credibility 

 Damaged reputation 

 Tainted future research 

중  범 

(High Crime) 

 Plagiarism 

 Fabrication of data 

 Falsification of data 

 Debarment from receipt of 

federal funding 

 Supervision & certification of 

future work 

 Halt research 

 Termin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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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cission of degree 

 Formal reprimand 

 Formal apology 

 Ethical training 

 Suspension/probation 

 Withholding pay 

Source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PPT 

 

 

3. 데이터에 관한 윤리(Data management of Research Integrity) 

 

연구자가 특히 과학자 및 공학자가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데이터에 관한 윤리이다. 14  연구 진실성의 핵심은 자료의 진실성이다. 논문 및 

연구의 가치는 최종 산물인 자료에 의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자료란 측정

(measurements)과 (관측observations)에 의하여 정의되거나 연구활동의 주요산

물로서 정의된다. 자료 즉 데이터는 추론(inference), 결론(conclusions) 그리고 

출판(publication)이라는 실제적인 프로세스를 통해 사실로써 과학사회에 인정된

다. 만일 이러한 자료가 연구 진실성 원칙에 의해 잘 생성된 연구산물이라면, 이

것은 단순한 연구실 차원의 데이터 이상의 가치를 가질 것이다.  

 

연구 진실성 원칙에 의한 책임있는 자료관리(data management)는 자료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전 계획에서 시작한다. 실험계획과 실험승인서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자료 생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는 정확성

(accuracy)향상과 편향(bias)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연구자는 기울여야 한다. 

이것을 위해 연구자는 통계적 처리를 위한 기준을 미리 명시하여 자료의 취사선

택의 기준을 분명히 기록으로 밝혀야 한다. 연구 완료 후는 자료의 수집, 사용, 

공유에 관한 책임을 연구 보고서 및 상응하는 문서에 명기하여야만 한다. 이들 

원칙들은 표 3처럼 정리 될 수 있다. 여기서 첫 3단계 즉 측정준비단계, 측정단

계, 자료의 분석 및 선택 단계가 자료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고려되는 단계이다.  

 

 

 

 

                                            
14 엄밀히는 정직하고 견실한 연구를 위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이나 좀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것 역

시 연구윤리의 한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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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험자료의 무결성을 위한 검증단계와 점검사항 

 

단   계 점  검  사  항 

Pre-Data Collection 
Experimental design, protocol submission, approval by 

institutional committee 

Data Collection Ensuring quality & avoiding bias, adequate record keeping 

Analysis & Selection Statistical analyses, criteria for including & excluding data 

Data Ownership Responsibility and rights for collection, use, and sharing 

Data Retention Duration, security, and accessibility 

Sharing of Data What to share, when, and with whom 

Source :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PPT 

 

 

가. 자료측정 전의 단계 

 

자료를 측정하기 위한 가장 첫 단계는 명확한 가설을 수립하는 것이다. 가설의 

수립은 측정자료, 측정대상, 측정방법, 그리고 측정한계를 규정한다. 이 때 개인

적 신념, 사회적 통념 그리고 연구대상 및 연구기관에서 한계지은 연구의 범위

를 고려하여 연구 가설을 수립하여야 한다.  

 

연구가설에 의한 자료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지고 난 후, 자료가 편향될 요

소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도록 연구를 설계한다. 이것은 자료의 완결성과 추

후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의 자격을 부여하게 될 중요한 요건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통계적 처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술한다. 자료수집을 위한 

적절한 통계적 수단의 선택은 합리적인 자료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료의 범위가 결정되면 연구자는 범위 밖의 자료를 공개적이고 합의된 범위에

서 제거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예를 들어 자료가 너무 작거나 너무 많은 경

우의 처리 문제, 잘못된 측정, 기계 오작동에 의한 자료, 기록 시 잘못된 자료등

을 제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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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측정  

 

부여된 조건하에서 자료를 측정 또는 수집할 경우는 적절한 기록이 자료의 완결

성과 진실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료(raw data)의 기록이 필수적이다. 

자료의 올바른 기록은 연구실내의 연구훈련과 결과 검증, 그리고 사본의 제작 

보관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사본으로 기록 보관하여야 하는 연구노트에 기

입되어야 할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다: 

 

 폐이지 번호 

 실험 날짜 

 잉크로 쓸 것 

 언제, 누가, 무엇을 꼭 기입할 것 

 삭제는 라인을 그어서 삭제내용을 볼 수 있게끔 삭제할 것 

 수정사항을 항상 기입할 것 

 참고한 문헌의 출처를 표시할 것 

 

연구 노트들은 분첩이 되지 않는 일반노트(bound note)를 사용할 것을 권고한다. 

실험자가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기록된 연구기록은 

연구실내에 일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하여야 한다15. 연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

할 경우 유일한 증빙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조작된 연구자들은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16 . 연구결과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경우, 조작이 의심

되면 그것은 온전히 연구책임자와 저자의 몫이 된다.   

 

다. 분석과 자료의 선택  

 

실험연구의 경우 특히 실험 자료에 관한 취사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연구 관행이다. 실험자료의 취사선택은 엄밀히 

연구계획상 규정된 연구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주관적인 판단이 아닌 객관적이

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기준에서 비록 실험결과가 예상과 다를 

지라도 기준에 합당한 자료는 결과에 기입하여야 한다. 심지어 과학계에서는 삭

제나 데이터의 처리없이 원데이터를 표현하여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  

 

 

                                            
15 미국의 경우 45CFR46.1115(b)에서 법적으로 연구노트의 3년 보관을 규정하였다. 
16 최근 황우석 교수의 자세는 이런 변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16

4. 인용에 관한 윤리 17 

가. 개 요  

 

올바른 인용은 논문과 과학 보고서의 기본적인 윤리이고 예의이다. 그럼에도 불

구하고, 국내 대학 대부부의 교양 및 전공과정에서는 올바른 인용에 관한 연습

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용에 관한 학습은 학교 내에서 선배와 교수님의 몇 마디 

충고나 연구실의 멘토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다. 미국에서의 표절은 중대한 범죄

로서 다루어진다. 간단한 예로서 어떤 표절한 사람이 자신의 글로써 $2,500을 

받았다면, 그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250,000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정확하

고 정직한 인용은 자신의 연구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본 절에서는 인용의 올바른 사용법과 표절(plagiarism)의 범위와 표절을 피하기 

위한 조언 등을 제시하였다.  

 

나. 인용의 기본사항 

 

인용의 정의는 자신의 글 속에 다른 사람의 문헌을 차용한 것을 독자에게 표현

하는 방식이다. 인용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인용을 위해서 아래의 5가지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저자에 대한 정보 

2) 원저의 제목 

3) 인용된 출판물의 정보 

4) 출판된 날짜 

5) 인용된 내용의 폐이지 

 

인용을 통해 원저자에게 명성을 안겨주는 것은 표절없이 다른 사람의 작업을 사

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그러나 여기에 인용을 해야 하는 여러 다른 이

유들이 있다. 우선 인용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고 저자의 아이

디어를 더 많이 찾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매우 훌륭한 도구가 된다. 물론 모든 

참고문헌들이 훌륭하고 좋은 것은 아니다. 적절한 인용은 다른 사람의 잘못된 

사고들에 대한 비난으로부터 자신의 작업을 보호해 준다. 인용의 양은 당신이 

행한 연구의 양을 보여준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많은 문헌들은 당신의 
                                            
17 http://owl.english.purdue.edu/handouts/research/index.html에 있는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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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내용을 견고하게 해준다.  

 

인용을 회피하는 주요 심리중의 하나는 아마도 내 연구의 독창성이 떨어져 보이

지 않을까라는 걱정이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전혀 그렇지 않다. 오

히려 인용된 내용들로 인해 독자들은 당신의 생각과 기존의 생각을 더 잘 구별

할 수 있게 된다. 인용은 이런 이유로 인해 당신 연구의 독창성을 더 강조하도

록 해줄 것이다.  

 

인용의 시점은 글쓰는 저자가 원저로부터 아이디어와 단어를 차용하는 모든 경

우에 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5가지 경우로 구분할 수 있다: 

 

1) 인용표를 사용할 때 

2) 부연paraphrase 설명할 때 

3)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때 

4)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한 특별한 언급을 할 경우 

5) 연구 주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사람의 연구가 있을 경우 

 

인용(citation)이 이루어지지 않은 채 타인의 문헌 및 사고(idea)를 차용하는 것

을 표절(plagiarism)이라 한다. 표절에 관한 Merriam-Webster online 사전의 

정의는 아래와 같다: 

 

1) 타인의 생각이나 말을 자신의 것으로 도용하거나 행세하는 것. 

2) 원본에 대한 정확한 명시credit 없이 사용하는 것 

3) 학문상의 도둑 

4) 기존 문헌의 제품이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으로 또는 새로운 것으로 제

시하는 것 

 

표절에 관하여 범하기 쉬운 예 중에 하나로서 원문과의 문장비교를 통한 표절구

분을 들 수 있다. 보통 이런 오해는 ‘인용된 문장과 자신의 문장 속에 동일한 단

어가 몇 개 이하면 자신의 문장으로써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요약

된다. 이와 같은 표절에 관한 정량적인 기준은 존재하지 않는다. 인용은 원저자

의 사고까지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단어가 언급되더라도 원저

자의 사고와 사상이 포함된 글은 반드시 원저를 언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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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인용의 실제 

 

우선적으로 원문을 어떻게 취급할지에(identify) 관하여 먼저 고려해야만 한다. 

만약 원문이 나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본문 중에 그의 이름과 업적을 

표시해야만 한다. 단지 언급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괄호 형태나 각주나 미주형

태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인용의 표현 형식은 각 저널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르므로 저널 형태에 맞추어 표현해야 한다. 논문의 초안 완성 시, 기관의 장이

나 지도교수에게 논문의 인용이 적절한지에 관하여 조언을 받아야 한다. 논문의 

인용형태를 논문 작성 전에 결정하는 것이 논문 작성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아래 예시문들을 통하여 실제로 인용을 다루어보도록 한

다.  

 

(1) 논문의 본문 속에 원문을 인용하기18 

 

 

 

인용자는 원저의 저자가 유명하지 않거나, 독자들이 잘 모른다고 생각한다면 그

들을 어느 정도 묘사해야 한다. 그들이 경제학자인지, 예술가인지, 물리학자인지 

그들의 최소한의 정보에게 관해 서술해야 한다. 만약 인용자가 저자의 정보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입수할 수 없다면 인용문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가에 관하여 기술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  아래에 그 

예를 제시하였다. 

 

 

 

한번 인용된 문헌은 앞에서와 똑같이 기술할 필요는 없다. 그러나 동일 저자의 

다른 문헌을 인용하거나 앞서 인용했던 것을 반복 인용할 경우 최소한 저자의 

이름을 기술하는 것이 독자에게 혼란스러움을 주지 않는 간단한 방법이다.  

 

                                            
18 http://owl.english.purdue.edu/handouts/research/index.html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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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체인용을 논문에 기입하는 법 

 

인용(cite)에는 전체인용(quoting)과 부연(paraphrasing), 그리고 요약

(summarizing)이 있다. 전체인용은 원문과 정확히 동일한 문장 및 단어를 취하

는 경우이다. 물론 부연과 요약의 경우에도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용을 할 경우 대부분의 경우 원문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논문 내용에 맞게끔 

원문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럴 경우 수정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최소한 수

정하였다는 것을 보여주어야만 한다. 예를 들면: 

 

Jacob Weisberg의 “United Shareholders of America”의 긴 문장을 아래처럼 전

체 인용을 하였다. 

 

 

 

적당한 길이로 논문에서 원하는 만큼만 인용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을 가하였다. 

이럴 경우 편집기호를 아래처럼 사용하고 명시해야 한다.  

 

 

 

 

편집기호 (…)는 인용문의 몇몇을 생략하거나 간추렸다는 것을 의미한다. 아직까

지 위의 내용은 너무 길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약간의 변형을 좀 더 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위 문장은 최종적으로 아래처럼 수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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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괄호안에 있는 [money]의 의미는 원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이것으로 대

체하여 표현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가 인용된 원문을 잘못 오해하더라도 이

것은 이제 저자의 책임이 아니다. 그러나 많은 문장의 구조나 사고구조의 너무 

많은 변형은 전체인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 논문에서는 전체인용이 드물게 행하여지고 있다. 전체인용은 3줄 이상을 

원저에서 인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양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그러나 그 실례와 형식은 각 저널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야 할 것이다 : 

 

  폰트를 변경하여 구분하라. (일반적으로 더 작은 크기로써 구분한다.) 

  들여쓰기를 원문의 두배로 하라. 

  왼쪽 정렬을 하라 

  이미 인용문이 구분되어지므로 다시 전체 따움표를 사용하지 마라 

  전체 인용문의 시작과 끝행은 원래 줄간격의 1.5배를 사용하라 

 

위의 원칙을 사용한 전체인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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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참고문헌 기입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academy의 참고문헌은 bibliography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대부분의 보고서나 논문의 경우 references를 사용한다. 참고문헌에 기입할 최

소한의 필수내용은 아래와 같다: 

 

 저자 

 문헌의 제목 

 원저의 출판사명 및 출판사 위치 

 출판된 날짜 

 출판물 출처의 페이지수 

 

참고문헌을 표기하는 유용한 방법으로 각주(footnote)와 미주(endnote)가 있다. 

미주의 경우는 한페이지 이상의 각주가 있을 때, 또는 각주가 매우 많은 경우 

사용한다. 각주를 사용할 경우 각주의 표시는 문장의 끝에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각주 이후의 문장 시작은 2개의 빈칸을 이용하여 구분한다. 한 문장 안에 

여러 개의 각주를 기입할 경우 역시 문장의 끝에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만약 문장의 중간에 어떤 단어나 저자에 관하여 표시하려 한다면 각주 후 한 칸

을 띄운 후 문장을 연결한다.  

 

각주의 사용의 실례는 아래와 같다: 

 

 

 

참고문헌 표기의 두 가지 방법은 각주형태와 참고문헌 장에 열거하는 방식이다. 

각주 형태로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경우 인용된 글에 특별한 내용을 부과하게 된

다. 따라서 인용된 문헌의 페이지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일반적인 

열거방식은 인용된 특정 페이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행본의 경우 특정 

페이지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마지막으로 인용을 위한 인용형식 또는 방식

(style)은 매우 많다. 유용한 인용형식의 몇몇 예를 부록 I에 열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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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절을 피하기 위한 사항 

 

표절과 참고문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인용에 관한 좀 더 전

문적인 자료들에 관하여는 Eugen Garfield[Eugen, 1996]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

란다. 마지막으로 표절을 피하기 위해 저자가 점검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주의깊게 참고문헌의 내용을 메모하라. 

 항상 다른 저자의 연구내용을 그에게 돌리라(credit). 

 출처를 항상 메모하라 

 참고문헌 목록에 모든 인용 출처를 포함하라 

 그림, 모델들 그리고 그래프 등을 사용할 경우 인증(permission)을 받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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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과학윤리 제도 및 교육현황 

 

1. 개 요 

 

앞에서 논하였던 다섯 가지의 과학쟁점들을 염두에 두고, 세계과학회의의 <선언

> 및 <의제>에서 제시한 내용을 토대로 한국 과학윤리의 현황을 분석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미국에서의 연구 윤리 시스템의 역사를 간략히 살피고 국내의 

과학윤리현황을 비교할 것이다. 이를 토대로 국내 과학윤리 교육의 현황을 짚어

보고 여러 대안들을 논의할 것이다.  

 

2. 국외의 연구윤리 감시제도19 

 

가. 유럽에서의 감시제도 

 

세계과학회의 <선언> 41조와 <의제> 75조를 보면 과학 전문직이 자체적으로 윤

리 강령(code of ethics)를 제정할 것을 권하고 있다. <의제> 74조는 과학단체들

이 윤리 규범을 준수하는 한편, 과학자들이 윤리적 쟁점에 관해 의견을 표출하

고 과학기술 진보의 오용 내지 남용에 대해 공개적으로 비판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다.  

 

1990년대 이후 미국 외 유럽의 전역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관련된 대형사고들이 

잇달으면서 유럽 각국은 서둘러 연구 진실성 조사 기관을 설치하였다. 표 4에서

처럼 각국의 연구윤리위원회는 정부 및 민간 공동단체나 재단 그리고 위원회 형

식으로 각국의 현실에 맞게끔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다.  
 

 

유전공학 및 생물학이 발달한 영국 및 유럽의 경우, 다른 나라보다 앞서 법적인

연구윤리위반에 관한 규제사항을 수립하고 연구윤리를 판단할 수 있는 기구들을 

설립하였다. 복제양 돌리로 유명한 영국은 민간과 공공모두에서 규제기구를 수

립하여 상호 보완하며 연구윤리를 이행하고 있다. 이런 여건에도 불구하고 연구

의 속도는 연구윤리의 규정보다 항상 앞서나가고 있는 실정이다. 

                                            
19 본 절은 2006년 2월 20일 서울대에서 있었던 이형기 교수 특강의 이준석의 메모분을 요약한 내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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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와 독일은 대부분의 연구가 국가재정지원 속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에 

정부위원회와 공공재단을 통해 연구의 전반적인 사항들이 점검되고 있다. 핀란

드의 경우는 연구는 정부가 감시와 점검은 민간단체가 하도록 하여 서로 견제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였다. 국제적으로 생물연구에 관한 국제 포럼이 매년 개

최되어 각국의 윤리 현황들을 공유하고 있다.  

 

표. 4. 주요 국가의 연구윤리 관련 기관 

 

국가 관련 기관•단체 성격 

미국 

-Office of Research Integrity(ORI) 

-Department of Clinical Bioethics 

-Office for Human Research Protections 

정부기관 

영국 

-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 

-Medical Research Council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민간단체 

공공재단 

민간재단 

캐나다 
-National Science & Engineering Research 

Council 
공공재단 

덴마크 -Danish Committees Board on Research Ethics 정부위원회 

핀란드 -National Advisory Board on Research Ethics 민간위원회 

독일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 공공재단 

기타 -Global Forum for Bioethics in Research 국제회의 

-출처 : 연구윤리 보고서, 삼성경제연구소, 2006. 3, pp 13 

 

나. 미국의 감시제도 

 

미국의 경우, 과학진흥협회(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 AAAS)가 1979년에 수행한 전문직윤리프로젝트professional ethics 

project에서 AAAS 산하의 251개의 단체를 대상으로 윤리규칙 도입 여부를 조

사하였다. 150개 중 46개 단체가 독자적인 윤리규정을 가지고 있고 17개는 상

급단체의 윤리규칙을 따른다고 밝혀 약 42%의 단체들이 회원들의 윤리적 행위

를 관장하는 규칙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Chalk et al.,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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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후 1979년 조사에서 윤리규칙을 가지고 있지 않던 미국미생물학회(1988), 

미국물리학회(1991), 미국수학회(1995)는 내부 논의를 거쳐 윤리 강령을 제정하

였다. AAAS는 79년 조사 후 20년 후인 1999년 다시 조사를 실시하였고 126개 

단체중 46개 단체(회신율 37%)가 회신하였고 이중 34개(74%)가 윤리강령을 가

지고 있었다. 이 외에도 연구 진실성 장려를 위한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거나 계

획주인 것으로 조사되었다[Dumez, 2000]. 

미국내의 연구윤리제정의 역사는 1981년 알버트 고어 주니어의 첫번째 공청회

인 ‘생의학 연구에서의 부정(Fraud in Biomedical Research)를 통해 시작하였다
20. 이후 연구윤리 시스템이 최종적인 법적 규제를 가지기까지 근 10년이 걸렸고 

최근 2005년에 개정되었으며 관련된 연표는 표 5와 같다. 이들 내용은 의료 및 

생명윤리와 집중하여 진행되었다. 

 

표 5. 미국 연구윤리제정에 관한 연표 

 

년 도 내  용 

1981 1st public hearing by Albert Gore, Jr. 

1985 Health Research Extension Act 

( Secretary of HHS to issue a regulation) 

1989  Responsibilities of Award and Applicant Institution for Dealing with and Reporting Possible 

Misconduct in Science(42 CFR Part 50, Subpart A) 

 OSI(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in NIH 

 OSIR(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 in OASH  

1992 ORI in OASH 

1995 Commission on Research Integrity 

 33 recommendation, e.g. protection of whistleblowers, institution to establish educational 

programs on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1996 Review group on research misconduct and research integrity 

1999 HHS announced policy changes 

2005 Public Health Service Policies on Research Misconduct, Final Rule (42 CFR Parts 50 and 93) 

 

 

법적인 근거하에서 미국내의 제도적인 감시처벌시스템은 교육분야에서는 ORI가 

담당하여 연구의 진실성을 평가하고 재정에 관하여는 OIG(감사국)가 조사하여 

                                            
20 http://ori.dhhs.gov 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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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 및 법적인 조치를 치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21.  

 

 

3. 국내의 현황22 

 

국내의 과학윤리 현황에 관한 조사는 2001년 4월~5월까지 2달간 한국과학기술

단체총연합회(과총)를 통해 산하 300여개 학회들에 윤리 강령 및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지 질문하였으나 단 한건의 답신도 오지 않았다. 인터넷을 통한 

10여 개의 대표적인 과학•공학 학회들의 정관을 조사해 본 결과 한국 고분자공

학회만이 유일하게 11개의 윤리강령을 가지고 있었다 23 . 과총 산하단체가 아닌 
대한의사협회에서는 3년여의 연구와 토론 과정을 거쳐 2000년에 ‘의사윤리지침’
을 공표하였다. 그러나 학회 정관에 윤리 위원회를 두도록 되어 있는 대다수의 
학회들에서는 어떤 활동이 구체적으로 진행되는지 알 수 없다.  

 

미국과 비교해 보면 한국의 과학단체가 과학윤리 문제와 관련하여 수행한 역할

은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최근 황우석 문제와 관련하여 윤리문제에 관한 

2006년 서울대 진실성 위원회를 필두로 각 학교와 연구소에서 윤리 위원회 및 

윤리강령을 제정하려 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상황이 빚어진 배경에는 과학기술

을 경쟁력 향상의 도구로만 생각해 과학자들의 윤리 의식 함양을 뒷전으로 하고 

‘사기진작’에 더 열을 올려 온 과학기술 진흥정책의 영향이 크다.  

 

정부 및 정부산하기관에서 연구윤리와 관련된 단체는 줄기세포연구를 감시할 목

적의 생명윤리자문위원회가 거의 유일하며 이마저도 황우석 문제를 통해 그 규

제와 감시능력이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과학자, 윤리학자, 과학단체, 

언론매체, 정부 해당 부처 모두가 윤리적 측면에 대해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제도화하려고 노력해야 할 것이다.  
 

4. 과학윤리 교육현황 

 

세계과학회의 <의제> 71조에서 과학윤리와 과학의 책임이 모든 과학자들의 교육

과 훈련과정에서 필수적인 일부분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있고, 50조는 교육 

과정에서 평화와 공존의 기본 원칙이 강조되어야 함을 서술하고 있다. 세계과학

                                            
21 미국에 관한 연구윤리 감시제도는 부록에 상세히 기술하였다. 과학분야의 연구윤리, 삼성경제연구소의 보고

서를 인용. 
22 과학사상, 43호(2002년 겨울), pp. 252 ~ 271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하였다. 
23 부록 II에 전문을 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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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선언> 41조는 과학 커리큘럼에서 과학윤리 뿐 아니라 과학사, 과학철학, 

과학의 문화적 영향에 관한 훈련까지를 포함해야함을 언급하고 있다. 이는 예비 

과학자를 교육하고 훈련시키는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기관에서 과학윤리 교육이 

중요하게 간주되어야 함을 말해준다.  

 

미국의 과학윤리 교육은 이공계 단과 대학내에 1학기 3학점으로 설치되어 있다 

24. 의약학계는 대부분 1년 강좌로서 구성되어 있고 대부분 독립적인 윤리강좌보

다 논문쓰는 법, 기초통계 및 의약학 데이터분석에 관한 과목이 포함된 통합교

과적인 강좌들이다.  

 

국내의 이공계 대학과 대학원에서 과학윤리 및 공학윤리 교육은 극히 미미한 실

정이다. 2001년의 조사25에서 과학기술학(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관련 교양과목 개설현황에 따르면 과학•공학 관련 윤리 교과목이 설치되어 있는 

학교는 16개교(서울대, 한양대, 성균관대 등)에 불과하다. 의과대학은 의료윤리 

영역이 활성화되어 1990년 31개교 중 7개교에서 1996년 37개교 중 20개교로 

그 수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현직의사를 대상으로 ‘의대 재학 중 정규적인 의

료윤리 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는가’라는 설문에 응답자의 28.3%만이 그렇다고 

대답하여 그 교육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홍성훈, 2000]. 

 

최근 국제수준에 맞도록 공학교육을 개혁하자는 움직임이 일면서 공학교육 속에 

비기술적 소양(전문가 윤리, 커뮤니케이션 능력, 사회적 문제 이해)을 증대시킬 

수 있는 교과과정을 추가하자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한송엽 외, 2000]. 특히 

삼성전자의 공학인증학과 배출생의 가산점과 함께 한국공학교육인증원의 인증이 

점점 영향력을 갖게 됨에 따라, 각 학교의 교과목에 공학기술사, 과학기술과 사

회, 공학윤리 등의 교과목의 설치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러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각급 고등교육기관에서 해당 전공학생들

을 위한 위의 교과목들을 가능하면 필수과목으로 지정해야 한다. 그리고 과학 

및 공학윤리 분야를 전담해서 연구, 교육하는 교수진을 임용해야 할 것이다.  

 

 

 

 

 

 

                                            
24 부록 III에 미국 주요대학의 윤리 강좌 계획표를 첨부하였다. 
25 과학사상, 43호(2002년 겨울) 연구진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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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론 

 

과학은 양심과 진실이라는 과학윤리의 두 기둥을 바탕으로 발전하여 왔다. 머튼

은 공유, 보편, 무사무욕, 회의의 4가지를 과학윤리의 규범으로 정의하였고 이를 

근간으로 레스닉은 더 구체적으로 12가지 연구윤리의 원칙을 규정하였다. 머튼

과 레스닉의 노력으로 현재의 과학윤리는 이상적인 윤리가 아닌 사회적 법체계

와 같은 구체성과 강제성을 띠는 윤리체계를 이루게 되었다. 

 

이러한 과학윤리의 철학적 배경과 쟁점의 토대에서 국내와 미국의 윤리교육 현

황 및 법 제도를 비교하였다. 미국과 다른 서방 국가들은 연구윤리 법과 위원회

를 운영하는 동시에 대학교육에도 관습적인 연구 윤리 교육외의 전공필수과목으

로서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고 있었다. 반면 국내의 윤리교육은 OECD 국가들 

중에서도 가장 열악한 환경에 놓여 있었다. 이는 과학기술을 경제발전, 국가경쟁

력 향상을 위한 도구로만 파악해온 그 동안의 관습이 가장 큰 요인일 것이다. 

따라서 지금에라도 국내의 윤리학자, 과학자, 시민단체, 정부 해당 부처 모두가 

윤리적 측면에 대한 새로운 안목과 인식을 가지고 관련 활동을 활성화•제도화하

는데 노력해야 한다. 
 

본 보고서에서는 과학윤리의 철학과 교육에 관한 현황 외에도 과학자와 공학자

가 가장 빈번하게 접하는 논문 및 연구활동에서의 진실성문제에 관하여 상세히 
보고하였다. 특별히 인용에 관하여는 예를 들어 설명하였다. 왜냐하면 연구의 진

실성은 연구자의 정직함과 성실함 이외에도 교육과 형식이 뒤따라야만 하기 때

문이다. 그렇지 않으면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되는 경우가 특히 인용에서는 다분히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과학윤리를 살펴보면서 다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한 것은 연구윤리일 것이다. 연

구결과의 진실성은 과학 발전의 초석이고 과학자의 신뢰성 보존을 위한 기반이

기 때문이다. 이런 배경에서 연구의 핵심인 고등교육기관과 연구기관에서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와 교육은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사항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

히 원자력과 같은 거대 시스템 과학은 연구원 한사람, 한사람에 의한 연구결과물

의 진실성을 바탕으로 하나의 완성품을 이룬다. 한사람의 작은 실수와 부정이 최

종 산물의 모든 것을 부정하게 만들 수도 있다. 이처럼 연구의 진실성은 연구의 
속도를 늦추는 것이 아니다. 오히려 가장 빠르고 탄탄한 지름길이다. 마치 뿌리 
깊은 나무가 비바람을 이기고 견실하게 성장하여 좋은 열매를 많이 맺히게 되듯

이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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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Sciences 

 

ACS (American Chemical Society) 

 

 ACS Style Sheet 

http://www.lehigh.edu/~inhelp/footnote/acs.html 

 ACS Books Reference Style Guidelines 

http://pubs.acs.org/books/references.shtml 

 

AMA (American Medical Society) 

 

 AMA Style Guide 

http://healthlinks.washington.edu/hsl/styleguides/ama.html 

 AMA Documentation Style 

http://rx.stlcop.edu/wcenter/AMA.htm 

 AMA Citation Style 

http://www.liu.edu/cwis/cwp/library/workshop/citama.htm 

 

CBE (Council of Biology Editors) 

 

 Writer's Handbook: CBE Style Documentation 

http://www.wisc.edu/writetest/Handbook/DocCBE6.html 

 Online! Guide to CBE Style 

http://www.bedfordstmartins.com/online/cite8.html 

 CBE Style Form Guide 

http://www.lib.ohio-state.edu/guides/cbegd.html 

 

IEEE (Institute of Electrical and Electronics Engine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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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andbook: Documentation IEEE Style 

http://www.ecf.utoronto.ca/~writing/handbook-docum1b.html 

 Sample IEEE Documentation Style for References 

http://www.carleton.ca/~nartemev/IEEE_style.html 

 Electrical Engineering Citation Style 

http://www.lehigh.edu/~inhelp/footnote/footee.html 

 

NLM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NLM Style Guide 

http://healthlinks.washington.edu/hsl/styleguides/nlm.html 

 Citing the Internet: A Brief Guide 

http://nnlm.gov/pnr/news/200107/netcite.html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Recommended Formats for Bibliographic 

Citation (PDF format) 

http://www.nlm.nih.gov/pubs/formats/internet.pdf 

 

Vancouver (Biological Sciences) 

 

 Introduction to the Vancouver Style 

http://www.lib.monash.edu.au/vl/cite/citeprvr.htm 

 Vancouver Style References 

http://www.library.uq.edu.au/training/citation/vancouv.html 

 Detailed Explanation of the Vancouver style 

http://www.acponline.org/journals/annals/01jan97/unifreqr.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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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I.  

 

고분자공학회의 윤리강령 

 

1. 저자는 연구의 내용과 그 중요성에 대하여 객관적으로 정확하게 기술하여야 

하고, 연구의 결과를 임의로 제외하거나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또한 저자는 

동일한 내용이 이미 발표되지 않았는가를 최선을 다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2. 연구 논문에는 학술적으로 충분한 가치가 있는 결론과 그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종합적인 논거가 포괄적으로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이미 발표한 

논문과 동일한 결론을 주장하는 연구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논거에 중대한 학술적인 가치가 있어야만 한다. 연구 보고를 여러 편의 

논문으로 분리하여 발표하는 것은 연구 논문의 가치를 떨어뜨리게 하는 

것으로 가급적 피해야 한다.  

3. 연구 논문에는 충분한 경험을 가진 고분자인이 연구의 내용을 반복하여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 있어야 한다.  

4. 사용한 실험 중에서 특별한 화학 약품, 기구, 장비, 또는 과정의 독성 및 

위험성 및 안전한 취급 방법 등을 명확하게 논문에서 밝혀야 한다.  

5. 공개된 학술 자료를 인용할 경우에는 정확하게 기술하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상식에 속하는 자료가 아닌 경우에는 반드시 그 출처를 명백하게 밝혀야 

한다. 논문이나 연구 계획서의 평가 또는 개인적인 접촉을 통해서 얻은 

자료의 경우에는 그 정보를 제공한 연구자의 동의를 확실히 받은 후에만 

인용할 수 있다.  

6. 저자는 연구의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대한 영향을 주었거나, 독자가 

연구의 내용을 이해한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공개된 문헌은 

상식적인 것을 빼고는 모두 참고문헌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신의 연구결과나 

의견과 상반되는 논문도 인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7. 연구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되었거나 투고하여 심사중인 논문의 내용을 

담은 논문을 이중으로 투고하는 것을 옳지 않다. 속보와 같이 간단한 예비 

보고로 이미 발표된 내용을 완전한 논문으로 다시 투고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만, 그런 경우에는 이미 발표하였던 예비 보고에 포함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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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 내용이 첨가되어 있어야 하고, 예비 보고를 적절하게 인용 하여야 

한다.  

8. 연구 논문에 다른 연구자의 결과에 대하여 비판적인 입장을 명백하게 밝히는 

것은 가능하지만 개인적인 비난은 허용되지 않는다.  

9. 논문에 학술적으로 중요한 기여를 하였고 결과에 대하여 책임과 공적을 함께 

공유할 모든 연구자는 공저자가 되어야 한다. 학위 논문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근거로 작성한 논문의 경우에는 총설의 경우가 아니면 학위 논문을 제출하는 

학생과 지도교수가 동 저자가 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연구 결과에 대해 

학술적 기여를 하지 않은 사람은 공저자로 포함되지 않아야 하며, 연구에 

대하여 행적적인 지원과 같이 학술외적인 지원을 해주었던 사람은 

"각주“ 또는 "사의"에 그 내용을 표시하는 것이 좋으며, 논문의 저자는 

공저자로 참여하는 사실에 대하여 모든 공저자에게 명백한 동의를 받아야만 

한다. 공저자의 나열 순서는 원칙적으로 공동저자들의 협의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으며, 연구에 기여를 많이 한 연구자를 앞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저자의 소속은 연구를 수행할 당시의 소속이어야 하고, 

투고 당시의 소속이 변경되었을 경우에는 각주에 그 사실을 적절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10. 저자는 논문의 출판으로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계약 또는 소유권의 문제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하여야 한다.  

 11. 심사 과정에서 제시된 편집위원과 심사 위원의 의견을 호의적인 태도로 

수용하여 논문에 반영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하고, 이들의 의견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상세하게 적어서 편집위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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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II.  

 

North Carolina State University 

MDS 320   Ethics in Engineering   Spring 2002 

I. ENGINEERING AND SOCIETY 

T 8 Jan  

Course Introduction 

H 10  

What is Engineering?  

"Some Definitions of Engineering" (handout);   

Davis "Defining 'Engineer''';  

Florman "The Engineering View" pp. 65-68 

T 15  

The Engineering View  

Florman "The Engineering View" pp. 68-77;  

Ferguson "The Imperatives of Engineering";  

Bugliarello "The Social Function of Engineering" 

H 17  

The Engineering Image, I  

Leung "Film Review: Voyager (1991);  

"Bell and Janowski"TheImageBenders" 

T 22  

Group Project Organizing Session 

H 24  

The Engineering Image, II  

Ferkiss "Seeking a New Identity";   

Alpert "How to Manage Engineers" 

II. MORAL DILEMMAS IN ENGINEERING 

T 29  

CitiCorps  

William LeMessurier;  

Unger 1-13 

H 31  

Engineers on the Spot  

Layton "The Engineer and Business";  

Unger 15-16, 30-58 

T 5 Feb  

Challenger, I  

H 7  

Challenger,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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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isjoly "The Challenger Disaster";  

McConnell "Recommendation to Launch";  

Roger Boisjoly 

Harris "Explaining Disasters";   

Gladwell, "Blowup";  

Unger 91-102 

III. FRAMEWORKS FOR ENGINEERING ETHICS 

T 12  

Group Project Organizing Session (Tentative) 

H 14   

Moral Thinking and Moral Theories, I  

Schinzinger and Martin "Moral Reasoning";  

Anonymous"I Gave Up Ethics--To Eat!" 

T 19  

Moral Thinking And Moral Theories, II  

WMU Case: Price is Right?;  

WMU Case: Health in the Workplace 

H 21  

Codes of Engineering Ethics, I  

Unger 106-133, 281-314;  

Ladd "The Quest for a Code of Professional Ethics" 

T 26  

Codes of Engineering Ethics, II  

NSPE Case 78-10:  

Related Services for Private Party Following Public Employment; 

NSPE Case 88-7: Public Criticism of Bridge Safety  

Mid-term Exam Due 

H 28  

Support for Ethical Engineers, I  

Unger 27-30, 136-174 

IV. ENGINEERING ETHICS   

AND PUBLIC POLICY 

T 5 Mar  

Support for Ethical Engineers, II  

Unger 177-187, 194-204;  

Government Accountability Project 
H 7         

Risk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I  

Winner "Engineering Ethics and Political Imagination"; 

Herkert "Ethical Risk Assessment;  

USDOE "Risk Principles" 

T 12  

No Class--Spring Break 

H 14   

No Class--Spring Break 

T 19  

Risk Assessment and Communication, II  

"Donaldson "The Ethics of Global Risk";  

Unger 61-91, 187-194;  

WMU Case: Trees 

H 21  

Product Liability, I  

Neely "The Peculiar Problem of Product Liability";  

Unger 209-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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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26  

Product Liability, II  

De George "The Pinto Case";  

Schlager 156-162 

H 28  

 Classes Not in Session 

T 2 Apr  

Engineering & Sustainable Development, I  

Hatch "Accepting the Challenge";  

Roberts "Sustainable Development";  

International Institute for Sustainable Development 

H 4  

Enginering & Sustainable Development, II  

Codes and Environmental Ethics (handout);  

"Statement of the AAES";  

Beder "The Role of Technology" 

V. CASES IN ENGINEERING ETHICS 

T 9  

Group #1 

H 11  

Group #2 

T16  

Group #3 

H 18  

Group #4 

T23  

Group #5 

H 25  

No Class (tentative) 

T30  

Group #6 

H 2 May  

Course Summary  

Whitbeck "Ethics as Design";  

Unger 240-243;  

Unger 220-238 (brow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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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nford University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E131/STS 115 

I. ENGINEERING AND SOCIETY 

T 4/01  

Introduction to Course  

Why study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What makes an 

issue in engineering "an ethical issue"? Introduction to 

class survey of engineering students and practitioners on 

ethical issues in engineering  

Th 4/03  

The Engineering Profession in the U.S. in Historical Perspective 

 

T 4/08  

Codes of Engineering Ethics 

Th 4/10  

Mor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of Engineers I  

T 4/15  

Moral and Social Responsibilities of Engineers II (Note 

Well: Turn in Tabulated Y/N/NOp Survey Responses at 

Class)  

Th 4/17  

Analysis and Discussion of Survey Findings and Individual 

Student Questions  

aggregated answers to questions common to all questionnaires  

short commentaries on responses to individual questions (see notes at 

end of survey form)  

T 4/22  

Four Historical Case Studies   

Th 4/24  

Contemporary Case Studies I & II The DC-10 Cargo Door Latch 

(design)  

T 4/29 

Contemporary Case Studies III  

 

Th 5/01  

Contemporary Case Studies IV  

Ethics and the Engineering Consultant:  

T 5/06  

Contemporary Cases Studies V, Space Shuttle 

Th 5/08  

Contemporary Case Studies VI &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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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velopment): film  

T 5/13  

Contemporary Case Studies VIII, The Bhopal Disaster 

(design, operation, technology transfer)  

Th 5/15  

Contemporary Cases IX, Hyatt Hotel in K.C. (construction)  

T 5/20  

Contemporary Cases X, Westside Highway Project 

(construction; environmental impact statement)  

Th 5/22  

Ethical Issues Faced By Engineers in Organizations  

T 5/27 

Prevention, Mitigation, Recourse  

Th 5/29 

Student Case Study Reports  

T 6/03 

 Student Case Study Reports II  

Th 6/05 

 Conclusion (and Case Studies not given 5/29 or 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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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V. 주요 연구 부정행위 사례26 

 

1. 1998 ~ 2006년, 다이라 가쓰나리(도쿄대 교수) 

가. 연구성과 

- siRNA 연구의 권위자로 1998년~2004년까지 네이처 등 정상급 저널에 12편의 
관련논문을 발표함 

- 차세대 항암제 개발에 응용 가능성이 높은 연구결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

으며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거론되는 등 대중적인 명성 획득 

 

나. 문제제기 

-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재현실험에 계속 실패하면서 연구성과에 대한 의혹이 
과학자 사회에서 폭 넓게 제기 

 

다. 조사 및 처리 

- 2005년 4월 도쿄대는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조사에 착수하였으나, 실험기록이 
보존되어 있지 않아 연말까지 재실험 후 결과를 제출하도록 가쓰나리 교수에

게 요구 
- 조사위원회는 제출된 재실험 결과가 불충분하기 때문에 의혹을 해소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2006. 1. 14) 
- 연구비를 지원한 ‘산업기술종합연구소’ 역시 9월에 예비조사위원회를 설치하여 

연구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조사에 착수 
- 2005년 12월 2일, 예비조사위원회는 10편의 논문 중 9편이 연구노트 부재, 관련 

컴퓨터 기록 폐기 등 부정행위 가능성이 있다고 발표 
- 네이처에 게재된 논문 중 1편은 저자의 요청에 의해 게재가 취소 
 

라. 시사점 

- 재현실험의 어려움을 이용한 대표적인 논문조작 사례 
- 일본 기관들은 연구부정 의혹이 농후함에도 불구하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해

당 연구자에게 재실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신중하게 사건을 처리 

                                            
26 삼성경제연구소의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참조함. 저자의 허락 하에 별첨 부분을 요약정리한 내

용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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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998 ~ 2002년, Jan Hendrik Schon(벨 연구소 물리학자) 

가. 연구성과 

- 유기물 반도체 소자분야에서 획기적인 기술을 연달아 개발하면서 노벨상 수상

가능성이 높은 신진 과학자로 찬사를 받음 
- 1998~2001년 사이에 다수의 유기반도체 분야의 논문을 발표했으며, 이 중 17편

을 사이언스와 네이처에 게재 

 

나. 문제제기 

- 분자 1개로 트랜지스터를 만들 수 있다는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하면서 과학자 
사회에 쇤의 실험에 대한 의혹이 본격적으로 제기 

- 버클리 대학의 리디아 손(Lydia Sohn) 교수는 온도가 상이한 조건에서 실시한 2
가지 실험이 동일한 노이즈를 갖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 

- 코넬 대학의 폴 멕코인(Paul McEuen) 교수가 또 다른 실험에 대한 논문에서 동

일한 결과 그래프를 찾아내는 등 25편의 논문에서 수상한 점을 발견 
 

다. 조사 및 처리 

- 2002년 5월 벨 연구소는 스탠포드 대학의 말콤 비즐리(Malcolm Beasley) 교수를

단장으로 하는 조사위원회에 조사를 의뢰 
- 실험기록이 보관되지 않았으며, 관련 컴퓨터 파일도 지워진 상태이고 실험 샘

플들은 모두 복원할 수 없도록 훼손되거나 폐기됨 
- 2002년 9월 25일 조사위원회는 보고서를 통해 최소한 16편의 논문에서 부정이

있었다고 결론 
- 예를 들면 한 가지 데이터가 여러 실험의 결과로 재사용되거나, 그래프 중 몇

몇은 실제 데이터를 사용하지 않고 수학함수를 사용하여 제작 
- 벨 연구소는 조사결과 발표 당일 쇤을 해고하였으며, 독일의 콘스탄틴 대학은

2004년에 쇤에게서 박사학위를 박탈 
 

라. 시사점 

- 민간 대기업에 속한 경우도 연구부정 방지정책을 강화할 필요 
- 실험의 재현이 어려운 분야일수록 부정 가능성이 높음 
- 20여 명의 공동저자와 보고체계상의 여러 관계자가 존재했음에도 쇤 혼자서 모

든 조작을 수행한 것으로 결론이 난 점에 대한 논란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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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1999 ~ 2002년, Victo Ninov(로렌스버클리 연구소 물리학자)27 

가. 연구성과 

- LBNL의 입자물리학자로서, 1999년에 입자충돌기를 이용해 원소번호 116 및 118
의 초중량원소를 생성 

- 니노프는 독일의 중이온연구소(GSI)에 재직하던 1994년에도 110번, 1996년에는 
원소번호 111 및 112번을 생성하는데 성공 

 

나. 문제제기 

- 독일, 일본, 프랑스 등에서 니노프 연구팀의 실험을 재현하였으나 잇달아 실패

하자 의혹이 제기됨 
 

다. 조사 및 처리 

- LBNL은 2001년 4월의 재현실험이 실패하자 조사위원회를 설치하고 8월에 니노

프의 논문을 정식으로 철회 
- 조사회원회 활동 결과 인공원소의 생성여부를 보여주는 원소붕궤궤적에서 원

본 실험 데이터에는 없는 수치가 고의로 삽입되는 등 부정행위가 밝혀짐 
- LBNL의 조사결과 이후, GSI에서도 111, 112번 실험 데이터에 대한 조사에 착수

하여 니노프가 분석을 담당했던 부분에서 원소붕궤궤적 자료의 조작사실을 확

인 

- 그러나 자료조작에도 111, 112번 원소의 생성자체는 확인됨 
- 니노프는 LBNL의 조사결과를 부정하며 ‘정치적 이유의 희생양’이라고 주장하

여 공식적인 이의제기를 신청 
- 이의제기에 대한 조사 및 GSI의 조사발표 등을 종합하여 LBNL은 2002년 5월 

니노프를 해고 
 

라. 시사점 

- 데이터의 일부를 조작하여 결과를 왜곡하는 ‘변조’의 대표적인 사례 
 

 
 

                                            
27 Elizabeth Wilson, 2002, “superheavy Furor”, C&EN News, Vol 80, NO 29, pp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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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1985 ~ 1997년,Freidehelm Herrmann, Marion Branch(분자생물학)28 

가. 연구성과 

- 헤르만과 브라흐 두사람은 1990년대 초 동베를린에 세워진 국가연구센터인 막

스델브뤽분자의학센터(MDC)에서 유전자치료 및 암연구 분야의 수십 편에 달

하는 우수한 연구논문을 발표 
- 헤르만(울름대학 정교수)은 20여 명으로 구성된 연구팀의 총 책임자였으며, 브

라흐(뤼벡대학 정교수)는 4개의 소그룹 중 하나의 리더 

 

나. 문제제기 

- 1997년 MDC의 한 박사후 연구원이 헤르만-브라흐의 연구성과에 대한 조작의

혹이 자신의 박사논문 지도교수와 상의하면서 문제가 표면화 
- 지도교수는 이 사실을 MDC, 울름대학, 뤼벡대학에 제보 
 

다. 조사 및 처리 

- 3곳의 기관은 각각 조사위원회를 구성하고 각 조사위 대표의 공동조사위원회도 
구성 

- 두 사람이 공저한 37편의 논문들에서 데이터 조작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결론 
- 1998년 4월 독일연구재단(DFG, Deutsche Forschungsgemeinschaft)은 태스크포스 팀

을 구성하여 1985년 이후 헤르만이 저자로 참여한 347편의 논문을 재조사 
- 2000년 6월 94편의 논문(브라흐 공저 53편 포함)의 조작이 확실하거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결론 
 

라. 시사점 

- 내부고발자에 대한 정교한 보호장치의 필요성 
- 국가 차원의 엄정한 조사를 통해 연구부정행위 근절을 위한 제도보완책 마련 
- 독일연구재단은 3곳의 조사에도 불구하고 2년 간의 장기조사를 통해 헤르만과 

관련된 모든 연구논문을 철저히 재조사 
- 밝혀진 문제점을 바탕으로 전국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방지정책 및 처리절차가 

수립되었으며, 내부고발자 보호장치도 마련 
 
                                            
28 송성수, 김석관, 2006,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혁신정책 Brief, STEP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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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980 ~ 1981년, Mark Spector(코넬대 생화학자)29 

가. 연구성과 

- 스펙터는 지도교수인 락커(Efrain Racker)와 함께 암세포의 생성원인을 밝히는 
‘키나제폭포’이론을 발표 

- 스펙터가 락커의 실험실에 들어온 지 6개월만에 이루어낸 업적이며 ‘황금 팔을 
가진 천재’라고 불리며 촉망받는 과학자로 부상 

 

나. 문제제기 

- 스펙터가 실험하는 경우에만 성공하는 사례가 많고 그가 없으면 재현되지 않

는다는 사실을 알았으나 스펙터의 솜씨가 뛰어난 결과로 치부 
- 같은 대학의 볼커 복트(Volker Vogt) 교수와 스펙터의 동료 연구원인 페핀스키

(Pepinsky)가 스펙터가 분석에 사용한 겔(gel)을 확보하여 조작사실을 밝혀냄 
- 그동안 스펙터는 최종 방사성 필름만 다른 사람에게 보여주었음 
 

다. 조사 및 처리 

- 조작사실이 밝혀지면서 스펙터는 코넬대에 입학한 지 1년 반 만에 수여될 예

정이었던 박사학위 논문을 철회 
- 이후 신시내티 대학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고한 문학석사 및 학사학위도 위조

한 것으로 밝혀짐 
 

라. 시사점 

- 해당 분야 대가의 인정과 언론의 대서특필 등으로 대중적 인기가 높아질 경우 
재연(追試)을 통한 검증 시스템이 작동하기 어려움 

- 이 사건 이전부터 노벨상 수상이 거론될 정도의 대가인 락커 교수가 스펙터의 
성과를 전적으로 신뢰•옹호했기에 별다른 검증 없이 인정 

- 스펙터와 락커의 언론 인터뷰 및 전국적인 각종 강연으로 연구성과가 대중적

으로 큰 관심과 지지를 획득 
 
 
 
 
                                            
29 Broad, W. and Wade, N., 1996,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박익수 譯, 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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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1978 ~ 1980년, Vijay R. Soman(예일대 생의학자)30 

가. 사건개요 

- NIH 소속의 소장연구자인 로드바아드(H.W.RodBard)는 1978년 11월 신경성 식욕

부진증 환자에 대한 인슐린의 작용을 다룬 논문을 저명한 의학저널인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에 투고 

- NEJM 편집자는 예일대 의대의 펠리그(Philip Felig)교수에게 원고심사를 의뢰하

였고, 펠리그는 게제 거절 의견을 내고 똑 같은 주제로 연구하던 자신의 제자 
연구원 소만에게 이 논문을 전달 

- 소만은 로드바아드의 논문 문장을 표절하고, 실험내용을 조작하여 1978년 12월 
American Journal of Medicine(AJM)에 투고 

- AJM 편집자는 소만의 원고를 로드바아드의 직속상사인 NIH의 로스에게 심사 
의뢰를 하였고 로스가 이 원고를 로드바아드에게 보여주면서 표절 사실이 드

러남 

 

나. 조사 및 처리 

- 표절사실을 서로 알게 된 펠리그와 로스는 단둘이 만나 로드바아드의 논문을 
잡지에 게재하고, 의혹이 해소되기 전에는 소만의 원고를 출판하지 않는 등 해

결방안에 합의 
- 그러나 당사자인 로드바아드는 공개적인 조사를 주장하며, 예일대 및 NIH등에 

조사를 지속적으로 요구 
- 그러나 의학계의 권위자였던 펠리그에 대한 조사는 1년 반 이상 지연되었고 

오히려 로드바아드만 비웃음의 대상으로 전락 
- 로드바아드의 끈질긴 조사요구에 따라 1980년 2월에 정식 조사가 진행되어 소

만이 표절 뿐만 아니라 데이터의 날조까지 자행했음이 드러남 
-소만이 발표한 14편의 논문 전체로 조사가 확대되어 이 중 10편에서 조작이 이

루어진 것을 확인 
 

다. 사후처리 

- 소만은 예일의대 조교수직에서 사퇴한 이후, 모국인 인도로 귀국 
- 공동저자이자 감독이었던 펠리그는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았다는 이유로 

종신재직권(tenure)이 박탈되는 수준의 징계를 받음 
 
                                            
30 Broad, W. and Wade, N., 1996,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박익수 譯, 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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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사점 

- 동일한 분야의 연구자 간에 선취권을 둘러싼 극심한 경쟁양상이 연구 부정행

위의 중요한 동기 
- 이해관계가 상충할 경우 당사자 간의 권위의 차이로 인해 보편주의 원칙이 실

제로는 재대로 작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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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1977 ~ 1980년, Elias A. K. Alsabti(의학자)31 

가. 사건개요 

- 알사브티는 타인의 논문을 다시 타이핑하여 저자의 이름을 자신의이름으로 바

꾸고, 잘 알려지지 않은 잡지에 기고하는 방식으로 모두 60편 정도의 논문을 
표절 

- 논문을 도용당한 캔사스 대학의 다니엘 웰다가 몇 개의 과학잡지의 뉴스 난에 
표절을 폭로하는 서한을 보내면서 알려지기 시작-  

 
 

나. 시사점 

- 과학 잡지 및 논문의 범람으로 도용에 대한 감시와 검색이 매우 어려운 환경

이 도래 
- 알사브티의 경우도, 잘 알려지지 앟은 B급 저널에 주로 논무을 게재하여 도용

사실이 오랜 기간 알려지지 않음 
 
 
 
 
 
 
 
 
 
 
 
 
 
 
 
 
 
 
 
                                            
31 Broad, W. and Wade, N., 1996, “과학사에 오점을 남긴 배신의 과학자들”, 박익수 譯, 겸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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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1910 ~ 1913년, Robert A. Millikan(물리학자, 노벨상 수상자) 

가. 사건개요 

- 시카고 대학의 무명 교수였던 리칸은 1910년 이른바 ‘ 리칸의 기름방울 실

험’으로 널리 알려진 실험을 통해 최초로 전자의 전하량을 측정 
- 리칸은 이 성과로 1923년 노벨 물리학상을 수상 
- 리칸은 측정 데이터를 공개하면서 38회의 측정결과를 가장 낮은 수치부터 

가장 높은 수치까지 차례로 분류하고 이 중 7개의 측정치를 제거했다고 밝힘 
- 비슷한 시기에 비엔나 대학의 에렌하프트는 전자의 전하는 다양한 값을 가지

며, 리칸의 실험에서 생긴 편차는 실험 오차가 아니라 전자의 특성 자체라고 
주장 

- 리칸은 전자가 단일 전하량을 갖는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 1913년에 보

다 정교한 실험결과를 논문에 발표 
- 이 논문에서 리칸은 “실험결과는 선택된 데이터가 아니라 60일간에 걸쳐 연

속적으로 실시한 실험의 모든 기름방울에 대한 결과”라고 강조 
- 리칸 사후에 과학사가들이 그의 실험노트를 확인한 결과 논문에서 발표된 

58회의 측정값은 전체가 아니라 140회의 실험 중 결론을 유도해내기에 적합한 
수치들을 선택한 것으로 확인 

 

나. 시사점 

- 유리한 결과만을 선택적으로 사용하는 행위를 ‘트리밍(trimming)’이라고 하며, 
과학자들의 대표적인 자료 왜곡 형태 

- 결과를 의도적으로 제거한 경우가 아닌 이상, 실험오차 등의 보정을 위한 자료

의 검토과정과 왜곡행위의 경계가 불분명한 경우가 많음 
- 최근에 이 문제는 적합한 보정이라는 새로운 설이 재기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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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912년, Charles Dawson(영국, 필트다운 人 사건) 

가. 사건개요 

- 1912년 영국 런던에서 열린 지질학회에서 아마추어 지질학자인 찰스도슨은 필

트다운 마을 근처에서 새로운 화석인류를 발견했었다고 발표 
- 필트다운인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의 화석인류로 진화 과정의 연결고리, 

즉 인류의 조상이 영국인이라는 사실에 영국 국민과 학자들이 열광 
- 프랑스와 미국에서는 필트다운인의 진위를 의심하는 수백 편의 논문이 쏟아지

면서 논란이 증폭 
- 그러나 필트다운인은 대영박물관에서 40년 동안 전시되는 영광을 누림 
- 1953년 대영박물관 연구원이 불소를 이용한 새로운 연대측정법으로 필트다운인 

연대를 정확히 측정하면서 사기임이 증명 
 
 

나. 시사점 

- 과학적 성과가 국가이익 또는 국민적 자부심 등과 결합할 경우, 객관적인 증명

을 방해하는 요인으로 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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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1903년 Rene Blondlot(프랑스 물리학자) 

가. 사건개요 

- 1903년 르네 블론로는 X선에 비해 굴절이나 반사가 훨씬 잘되는 새로운 방사

선인 N선을 발견했다고 발표 
- 그의 획기적인 발견이 공표되자 프랑스 과학원이 거액의 연구비를 지원하는 

등 블론로는 프랑스 과학의 우상으로 부상 
- 1904년 미국 로버트 우드 교수는 블론로의 재현실험 참관 중 필수적인 프리즘

을 몰래 제거했음에도 블론로가 N선을 검출하는 것을 보고, 이 광선이 명백한 
거짓이라고 과학잡지에 기고 

- 그러나 프랑스의 저명한 과학자들은 1906년까지 다양한 실험환경에서 N선의 
검출을 보고하는 약 300여 편의 논문을 발표하며 볼론로를 지지 

- 결국 N선은 존재하지 않았음 
 

나. 시사점 

- 무의식적인 자기기만에 의해서 원하는 과학적 결과가 도출될 수도 있음을 보

여주는 대표적인 사례 
- 블론로의 실험을 재현한 수십 명의 프랑스 과학자들은 의도적으로 결과를 조

작하지는 않았으나, 블론로의 실험이 옳다는 믿음을 바탕으로 원하는 결과를 
유도한 측면이 있음 

- 필트다운인 사건처럼 국가적 자존심이 개입하여 N선의 존재여부에 관한 과학

적 검증을 방해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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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V. 미국의 과학 연구윤리 감시제도 

 

제 1 절 연구부정행위 

 

1. 미국의 연구부정 방지 정책 

 

가. 개 요 

 

미국은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방지 조사 체계가 가장 발달한 나라이다. 미국은 세계 최

대의 연구비 집행 규모와 최다 저널 논문발표 수로 인해 연구부정의 발생빈도 역시 가장 

높은 나라이다.  

미국의 주요한 연구부정 방지정책은 동료검토, 심사제도, 추시(追試)제도 등 전통적인 자

체검증 체계가 주이다. 그러나 법적 구속력 및 자발적이고 이상적인 과학사회에 근간을 

둔 자체검증 체계는 불완전하기 때문에 법 정책적인 감시체계를 제도화하여 이를 보완하

고 있다. 연구 부정행위의 예방을 위한 각종 교육 및 연구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이를 주

요 필수 교과목으로 지정하여 한(1)학기 분량 과목으로 대부분의 대학내에 개설되어 있

다.  

미국의 연구부정 방지정책은 세계적으로 핵심적인 벤치마킹 대상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다루는 대표적 연방기관인 ORI(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의 웹사이트는 2004년 중 

9만 2,000여 명이 22만 회 방문하고 있다.  

 

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정책(FRMP) 

 

(1) FRMP의 개요 

 

미국은 2000년 12월에 연구부정행위를 다루는 연방정책(FRMP, Federal Research 

Misconduct Policy)을 제정하였다. 대통령 직속의 과학기술정책실(OSTP, Office of 

Science and Technology Policy)에서 연구 부정행위에 관한 이 연방정책을 주관하고 있

다.  

이 정책은 연방기관 및 연방정부의 자금지원을 받는 대학 산업체의 연구과제에 적용되는 

정책이다. 연방기관은 2001년 12월까지 FRMP에서 규정한 사항들을 이행할 것을 의무

화하였다. 연방기관 외의 공공기관 대학 연구기관의 부정행위에 관하여도 이 정책에 의

해 처벌된다. FRMP내의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및 범위, 성립요건, 연구 부정행위의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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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의 처리절차 및 사후관리 대책 등의 상세 규정에 의해 연구 부정행위는 판단된다. 연

구 부정행위의 감시대상은 연구결과에서 구두(oral)프리젠테이션까지 광범위한 연구기록

이 감시대상에 포함된다. 

FRMP의 규제대상은 연구과정 및 연구기록의 정확성과 신뢰성을 해치는 연구 부정행위

에만 한정하고 있다. 연구 부정이외의 규정위반, 부정직 행위 및 법규위반 등은 별도의 

절차나 법률을 통해 규제된다. 

FRMP는 연방기관과 자금을 지원받은 해당 연구기관이 연구 부정행위 방지 조사를 위해 

역할을 분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연방기관은 연방자금을 지원받은 연구의 감시에 관한 

절대적 최종적인 권한을 보유한다. 개별 연구기관은 연구 부정행위의 방지조치 및 감지

조사 부정행위의 성립 여부에 대한 판결등에 관해서 1차적인 권한과 의무를 지닌다. 만

일 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면 해당 연구기관에 사건을 이관하여 조사를 진행한다. 그러

나 해당 연구기관이 조사하기가 적절하지 않은 경우나 공공 보건 및 안전 등 공공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등 특별한 경우에는 연방기관이 직접 조사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2) 연구 부정행위 처리 과정 

 

연구 부정행위의 처리과정은 탐문-조사-판결의 3단계 절차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의혹

을 처리한다. 

 

 탐문(inquiry) : 연구 부정행위 의혹에 충분한 개연성이 있는지를 파악하고 본격적

인 조사절차가 필요한지를 판단하는 단계 

 조사(investigation) : 연구기록의 사실관계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의혹의 기

각 또는 시정조치 권고안을 마련하는 단계 

 판결(adjudication) : 시정조치 권고안이 제시될 경우 내용을 검토하여 적절한 조치

사항을 결정하는 단계 

 

연구기관은 2단계까지 종료 후 관련 조사기록을 연방기관에 송부하여야 한다. 3단계의 

판결이 종료된 시점에서는 판결내용과 시정조치 계획을 재송부하여 최종 검토를 연방기

관에서 하도록 되어있다. 이 때 연방기관은 처리결과에 대한 사후조치로써 추가적인 조

사와 재수사등을 수행할 수 있다. 범죄행위가 인정될 경우는 즉시 법무부 등 관련 수사

기관에 통보하여 사법처리가 된다.  

연구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공정하고 신속한 처리를 위해 탐문 조사기관과 판결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도록 FRMP는 규정하고 있다. 특히 신속한 처리를 위해 탐문-조사-판

결-항소의 일련의 단계는 적절한 수준에서의 기한을 정하고 있다.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연방기관의 제재조치에 관하여 각 기관이 규정한 절차에 따라 

항소할 수 있다. 제재조치에 대한 항소 역시 탐문 조사기관이 아닌 타 기관에서 처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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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하여 제재에 관한 공정성을 유지한다. 특히 의혹의 제기만으로는 연구중단을 초래

하지 않도록 하여 연구자의 신변을 우선적으로 보장하도록 FRMP는 구성되어 있다. 피

고자의 신분보장과 함께 제보자의 신변과 신원을 보장하기 위해 제보자의 모든 사항은 

비공개를 원칙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을 공개하도록 하고 있다.  

 

 

2. 연구부정 방지정책의 실행 

 

가. 연구부정 방지정책의 실행현황 

 

현재 9개 연방기관이 FRMP에 의거하여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실행체계를 구축하고 있

다. 이들 9개 기관은 아래와 같다: 

 

보건후생부(DoHHS), 국방부, 에너지부, 노동부, 교통부, 재향군인원호부(DoVA), 환경보

호청(EPA), 우주항공국(NASA), 국립과학재단(NSF), 스미소니언 연구소 

 

이 중 보건후생부 소속의 ORI가 연구부정 방지정책의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대부분의 대학 병원 연구소와 일부 기업등이 연구부정 방지를 위한 정책 및 절차를 시행 

중이며 4,430개(2004년 기준)의 기관이 ORI에 연구 부정행위 관련 연례 보고서를 제출

하고 있다. 이들 기관들이 연방 연구자금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연구부정 방지 조사를 위

한 절차를 수립하고, 연간 활동현황을 보고해야만 한다. 

 

나. 보건후생부의 ORI  

 

(1) 산하 부서 

 

ORI 산하에는 두 개의 부서가 있다. 연구 부정행위의 감시 및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조

사부(DIO, Division of Investigation Oversight)와 연구성실성 향상을 위한 각종 교육훈

련 및 자료발간등의 업무를 담당하는 교육 및 진실성부(DEI, Division of Education of 

Integrity)가 있다.  

조사부의 주요업무는 연구부정 의혹사건의 진행을 관리하고, 연구기관이 보고한 조사결

과를 검토하여 시정조치등의 권고안 마련과 부정행위를 조사하는 연구기관을 기술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신속기술지원 프로그램(RRTA, Rapid Response for Technical 

Assistance Program)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 및 진실성부는 책임있는 연구행위(RCR,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를 과학

기술계에 확산시키기 위해 아래와 같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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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CR Resource Development Program : 대학 병원 연구기관의 RCR에 관한 각종 

교육자료 및 연구보고서 발간을 지원 

 RCR Expo : RCR 관련 자료를 전시하고, 관련 주제에 관해 토론하는 RCR자료 박

람회 

 Research on Research Integrity(RRI) 프로그램 : 연구 진실성 관련 연구 주제에 

대해 연구자금을 지원 

 RCR을 주제로 연중 다양한 컨퍼런스 및 워크숍을 개최 : 2004년에 7회의 컨퍼런

스 개최 

 

(2) ORI의 업무 

 

각급 연구기간들의 자체 감시활동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매년 평가하고 승인한다. 만약 

승인되지 못할 경우 연방연구자금 지원대상 자격이 박탈된다. 2003년 기준으로 752개 

기관에서 연례보고서 미제출등의 사유로 이 자격이 박탈되었다. 

적합성 판단과 함께 해당 연구기관이 적절한 정책과 절차에 따라 연구부정 의혹을 처리

하였는지를 심사하는 일치성심사제도(compliance review program)를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에서는 제보자에 대한 기관의 보복행위여부도 심사하고 있으며 2004년의 경우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적절한 대처여부 심사 2건과 제보자에 대한 보복행위 심사 6건이 행하

여졌다. 

이러한 감시승인 및 심사제도와 함께 연구부정 행위자에 대한 사후 관리 운영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이 제도는 ORI 내부의 전산 정보망에서만 연구부정 행위자가 공개되고 

외부에는 비공개 하도록 한다(ALERT Records). 2004년 중에 이 명단에 10명이 추가되

고 12명이 삭제되었고, 2004년말 현재 61명이 이 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ALERT에 등록된 연구자 중 보건 후생부로부터 최종적으로 규제조치를 받을 경우 보건 

후생부의 ‘규제조치게시판(AABB, Administrative Actions Bulletin Board)’에 이름이 등

재되어 일반에 공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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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부정행위 

 

1. 기준불일치 

 

미국은 연구부정과 ‘기준불일치(regulatory noncompliance)’를 분명히 하고 있다. 기준

불일치란 실험과정에서 인체 또는 동물의 취급 시 주의사항 위반, 안전성 조치기준 위반, 

이해관계의 충돌 등에 관한 문제를 의미한다. 각 기준불일치 문제는 해당 위원회 또는 

이러한 주제를 다루는 별도의 정책이나 절차에 의거하여 조사 및 시정조치를 취하도록 

한다. 유형별 기준불일치는 아래와 같다: 

 

 연구에 대한 승인(필요시) 없이 진행 

 실험자에 대한 위험성 등 사전 정보제공 및 동의절차 무시 

 연구와 관련된 사람에 대한 부적절한 영향력 행사 또는 강압 

 승인받지 못한 절차의 실행 

 미승인 장소에서의 연구수행 

 프로토콜의 변경사항에 대한 보고 기록 등의 누락 

 기타 연구와 관련된 각종 기준, 규제, 절차, 사회적 조건등의 미준수 

 

 

2. 기관심사위원회(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는 기준불일치를 담당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생명과학 연구주제의 경우 우선 IRB

에 연구계획서를 제출하고, 심사결과 문제가 없다고 판단되었을 때에만 연구수행이 허락

된다.  

연구자가 학술 잡지에 논문을 투고할 때에도 IRB의 인가를 얻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

다. 저널의 편집부는 인가증이 없는 논문의 게재를 거부한다.  

IRB의 심사위원에는 반드시 동료나 전문가가 아닌 비전문가들을 반드시 일정비율 이상 

포함해야 한다. 예를 들어 분자생물학 연구기관일 경우 분자생물학자 이외의 물리학자나 

철학자, 성직자나 변호사가 참여한다. 

IRB는 프로젝트 예산의 일정 부분을 그로부터 초래 가능한 윤리적 법적 사회적 문제의 

검토에 할애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프로그램으로 ELSI(The Ethical, Legal, and Social 

Implications) 프로그램이 대표적이다. 인간게놈프로젝트의 경우 전체예산(30억달러)의 

3~5%를 ELSI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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