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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정부의 과학기술 연구개발에 대한 투자 증대로 연구개발 성과는 질적, 양

적으로 증가되고 있으며 연구 성과 중심의 연구평가제도 시행에 따라 연구

개발 경쟁력 강화와 성과 지상주의로 연구원들의 압박이 심화되고 있다. 이

에 따라 건강한 연구 자세와 연구윤리의식의 고취를 위해 연구자와 미래 연

구자에 대한 올바른 연구윤리와 진실성에 관한 교육이 필요하게 되었고 이

의 효율적인 증진을 위해 효과적인 지침을 제시하는 연구윤리 교재와 교육 

모듈의 개발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윤리의 중요성이 매우 강조되는 현실에서 국제기준에 

맞는 정부출연연구소와 학계의 연구자들의 지침이 되는 교재인 ‘실천연구윤

리’를 개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육모듈을 개발하 다. 교재 개발을 위하

여 자문위원 심층 인터뷰 및 37개 출연연구기관 및 5개 대학 580명 대상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도와 교육의 니즈(needs)를 분석

하 다. 또한 시범교육 후 차후 교육 모듈 개선을 위하여 교육 참석자를 대

상으로 연구윤리 교육 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요소에 대하여 설문조사

를 실시했다. 개발된 연구윤리 교재는 총 3장 9절로 구성되어있다. 제 1장 

인식의 장에서는 연구윤리의 배경, 의의 그리고 중요성이 다루어 졌으며, 제

2장 공유의 장에서는 책임 있는 연구수행 및 자세, 검증제도를, 제 3장 실천

의 장에서는 구체적인 실천방안을 제시하고 부록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연구

윤리지침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제시하 다. 교육모듈은 위의 세부 장들을 6

시간에서 8시간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발표 자료와 예제, 동 상을 포함하고 

있으며, 교육기법은 학습자 중심의 토의, 사례연구, Brain-storming을 활용

하 다.

연구윤리 교재와 교육모듈은 각 연구기관에서 자신들의 특성과 환경에 

적합한 모습으로 개선 및 발전하여야 하며 그 안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내부

적인 고민과 합의가 이루어질 때 연구윤리 인식의 틀이 자리잡고 확산될 것

이다. 향후 연구윤리 교육과 교재는 각 연구기관의 틀에 적합하게 개선할 수 

있도록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기획 연구가 필요하며 내부의 연구윤리 사례

들을 관리하고 이를 축적한 교재를 사용할 수 있는 교육과 교재가 현실과 

일치하는 환경을 만들어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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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Pressure on the researcher has been increased by R&D competition and 

outcome-oriented evaluation system in the circumstance of increased R&D 

investment of government and high speed of technological development.  

Education for research ethics and conscience is more needed for the purpose 

of researcher's healthy and sound research attitude in this high pressured 

research environment. This textbook and educational module for research 

ethics are produced in order to satisfy the need.

In this research, we published "practical research ethics" intending to guide 

R&D institute and academic researcher, and developed education module for 

the guide. The textbook and module were the products processed by 

specialist interview, the poll of 37 R&D Institute and 5 universities, and 

analysis. Moreover, the result and comment following the demonstration of 

model class were adopted to the textbook and the module.

The text book, "practical research ethics", is consisted of three chapters. 

Chapter one, Consciousness of the Research Ethics, deals with the 

background, definition, and importance of the ethics. Second chapter, 

Communion, discusses responsible research attitudes, and verification process 

under research ethical guideline. Chapter 3, Practice of Research Ethics, 

demonstrates practical guideline. Code and Rules of Ministry of Science and 

Technology related with the issues and foreign cases are compiled in 

appendix. Educational module for the textbook includes diverse materials, 

examples, and video. Educational technique for the module adopts 

participants' discussion, case analysis, and brain-storming.     

Applying the textbook and education module into each R&D Institute and 

academy is expected with suitable modification of each situation. The process 

will bring up internal discussion and consensus on the research ethics. Case 

analysis and composing network for practical adopting process will be the 

next step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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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개   요

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ㆍ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이후 연구윤리 지침)을 

2006년 12월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포하 다. 이 지침에 근거하여 과학기

술연구자들은 자신의 연구에 대한 진실성 확보를 위하여 법적으로 규정하는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내용을 수행하여야 한다. 특별히 정부 연구개발비를 

받는 30개 정출(연)과 연평균 100억 원 이상의 정부연구비를 수탁한 27개 

대학이 우선 적용대상이 되며 이후 국내 대부분의 대학과 연구소(민간연구소

는 권고)로 확산할 계획이다.  

 연구윤리 지침은 그 범위와 내용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를 수행함에 있어 정확성과 객관성의 유지 등 연구진실성 확보에 관한 

내용[과학기술부, 2007]’으로 한정하 다. 규정이 공포되고 여러 번의 설명

회와 관련 세미나가 진행된 지 6개월 후, 정출(연) 대상 연구원에게 행한 설

문에서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과 관련기관에서의 연구윤리에 관한 활동에 관

한 설문에서 67%가 잘 모른다는 응답을 하 다. 무엇보다 연구윤리 관련 실

무자들 또한 연구윤리 교육의 방향성을 잡고 있지 못한 실정이다1). 

 연구 선진국의 경우 대학 및 대학원 교육에서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이 최

소 1학기에서 2학기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실제로 연구윤리에서 

중요한 부정행위로서 간주되는 위조(fabrication), 변조(falsification), 표절

(plagiarism)에 관한 교육은 그 이전에서부터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작문과 

관련하여서는 초등학교부터 인용과 표절에 관한 교육이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반하여 국내의 교육은 2006년 연구윤리 지침에 관한 논의 전까

지 의학과 생명공학분야의 생명윤리와 관련된 교육이외에는 전무한 실정이

1) 응답자(N=588명)의 79%가 연구윤리 교육을 받지 못하 다고 응답하 다. 연구윤리 담당자들과 개별 면담을 

통해 얻은 진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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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교육인적자원부를 중심으로 종합적인 대책이 

2006년 이후 마련되고 연구계획 중이다. 그러나 이들 교육은 대학과 대학원

생 그리고 고등학생 이전의 학생들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연구의 실

무에 종사하는 정출(연) 연구자들에 대한 대책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과

학의 상업화, 연구 성과물의 정량적인 평가, 과도한 SCI 논문 요구 등으로 

연구자들은 성과물에 관한 압력을 강하게 받아오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는 

연구윤리를 쉽게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 연구윤리 위배 사례와 최근의 

황우석 사건을 통해서 인식한 사실이다. 따라서 교육의 사각지대에 있으면서 

그 누구보다도 연구윤리에 관한 인식과 학습이 요구되는 정출(연) 연구자들

에 대한 교육이 시급하다. 

 본 연구는 이러한 상황을 개선하기 위하여 정출(연)과 대학원 박사과정 이

상 학생들에게 필요한 출판물윤리와 연구의 진실성 확보를 위한 내용, 과학

기술부의 연구윤리지침에 관한 내용이해를 함께할 수 있는 교재를 제1 목표

로 출판하 다. 더불어 이를 활용하여 각 정출(연)에서 내부 자체교육을 위

한 교육 모듈을 개발하 다. 이와 같은 교육내용과 관련 규정은 연구자의 연

구업무를 방해하거나 연구자를 징계하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사전예방차원

에서 연구자에게 국제적인 기준에 맞는 연구논문과 연구결과가 창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것이다. 무엇보다 이 연구는 국내에서 최초의 시도이

기 때문에 향후 지속적인 보완과 논의를 통해 실제 현업에서 요구하는 내용

과 실제 사례를 포함한 살아있는 교재로 발전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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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내용 및 범위

 2007년 9월 최초로 연구윤리에 관련한 세계 학술대회가 리스본에서 개최

하 다. 연구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내용과 각국의 현황이 상세히 발표되고 

논의되었다. 무엇보다 연구윤리 교육에 관한 중요하면서 의미있는 발표가 있

었다. Melissa S. Anderson은 교육방법은 오직 연구자의 멘토링을 통해서, 

교육효과는 더 어린 나이일 수록 교육을 통한 연구부정행위의 감소효과를 

얻을 수 있있다고 보고하 다. 특히 단순한 강의나 세미나와 같은 교육은 의

미가 없으며 오히려 연구부정행위가 증가하 다고 조사결과를 통해 말하

다[Anderson, 2007]. 

 위의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계층이 공존하는 정출(연)

의 연구자들에게 효과적인 연구교육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네트워

크와 해당 연구업무내 상급자의 멘토링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제반여건을 

구축하기 위해서 연구윤리의 기본내용과 연구결과물의 관리와 논문출판에서 

최근의 국제적인 추세와 방향성이 담긴 자료를 멘토와 해당 연구윤리 담당

자에게 제공해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우선적

으로 교재 개발을 제 1목표로하고 이를 활용하여 자체 교육할 수 있는 기본 

교육모듈을 개발하는 것을 제 2목표로 하 다.  

 연구윤리는 다양한 주제와 다양한 수준을 가지고 있는 실용윤리의 한분야

이면서 실제 연구업무와 관련된 법률과 규정과도 접하고 있다. 이처럼 넓은 

범위를 가지는 연구윤리를 단시간에 다양한 분야에 교육하기는 매우 어렵고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연구윤리 교육의 내용과 대상자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

파교육을 할 수 있고 연구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과제 책임자급으로 초

점을 맞추었다. 과제 책임자들이 실제 업무와 논문 집필에서 필요로하는 연

구윤리의 실용적인 측면을 주제로 교재를 집필하 으며 다양한 분야에 접목

할 수 있도록 특정 분야에만 적용되는 내용은 생략하기로 집필진과 자문위

원들은 결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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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교재는 총 3장 9절로 구성되어 있다. 1장인 인식의 장에서 연구

윤리의 배경, 의의, 그리고 중요성을, 2장 공유의 장에서 책임있는 연구수행,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 그리고 검증제도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3장 실천의 장

에서 실제로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을 제시하며 부록에서 과학기수부의 연

구윤리 지침과 함께 각국의 사례를 소개하 다. 

 교육모듈은 이들 각 장들을 5시간에서 10시간으로 교육할 수 있는 발표자

료와 예제, 동 상들을 포함하고 있다. 교육방법은 성인교육에서 요구하는 

학습자 중심의 교육방법으로 구성하 고 토의, 사례연구, Brain-storming 

등의 기법을 활용하 다. 

 본 보고서는 연구윤리 교육 대상자들의 인식과 니즈(Needs)분석결과를 통

한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 항목의 도출, 전문가들의 심층면담의 결과들을 통

해 국내 교육 니즈와 전략을 분석하 고 해외의 교육사례와 교육시안을 분

석하여 국내 연구자들 특히 정출(연)에서 요구하는 단기 강좌에 적합한 교육

과정 개발에 대해 논의하 다. 

 제 1장은 연구윤리 교육의 배경과 목적에 대하여 언급하고, 제 2장에서는 

연구윤리의 필요성을 통해 연구윤리 교육이 왜 요구되는지를 살펴보고 제 3

장에서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해 수집된 해외 및 국내 교육 사례를 제 4장에

서는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 개발을 위해 수행한 설문조사와 전문가 심층 

분석 결과를 5장에서는 작성된 교육교재 내용소개와 함께 교육모듈 개발과 

시범강의에 대한 평가를 마지막으로 6장에서 연구윤리 교재와 교육의 성공

을 위해 필요한 정책적 제언 및 향후 과제에 대해 논의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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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연구윤리와 교육의 필요성

제 1 절 연구 윤리의 필요성2)

1. 연구 환경의 변화

과학자에게 연구윤리가 중요하게 받아들여지는 이유를 Shamoo와 Resnick

은 아래의 4가지 사항으로 분류하여 설명하 다[Shamoo and Resnick, 

2003].

 첫째, 현대 과학은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연구보다는 대규모의 그룹

속에서 협업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과학자 상호간에 신뢰와 존중이 뒷받침

되어야 연구를 진행할 수 있다. 

 둘째, 연구의 전 과정은 사회적 맥락 속에서 이루어진다. 과학연구는 정책

적으로 지지받는 분야와 그렇지 못한 분야로 나뉜다.  시민사회의 여론적 지

지와 해당 정부부처의 정책결정이 이들을 구분하는 주요한 잣대이다. 이런 

환경에서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연구를 선전하고 정책적인 지지를 호소하기 

위하여 대중매체와 관계를 형성하려 하고 서로간의 이해관계들이 발생한다. 

따라서 연구에 향을 주는 다양한 사회적 관계속의 이해관계들 속에서 연

구의 객관성 확보는 연구의 윤리적 문제와 직결한다. 

 셋째, 과학연구는 과학자들에 의해서만 행해지는 ‘과학적’ 실행이 아닌 ‘사

회적’ 실행이다. 따라서 연구윤리는 과학자 내부의 전문적인 규율이 아닌 사

회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규범이기도 하다.

 넷째, 과학연구 결과물은 더 이상 개인적 차원의 지적 호기심 충족이 아닌 

국가의 미래를 책임지는 경제적 산물이기도 하다. 따라서 학문적 연구와 산

2) 이 절은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ㆍ진실성 검증시스템 구축방안에 관한 최종보고서(조황희, 2006)의 내용을 요

약 및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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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적 이해상충의 해소 차원에서 연구윤리를 요구한다. 

이처럼 과학사회내에서 연구윤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는 이유들이 존재함에

도 불구하고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연구부정해위 발생 배경을 이후의 

절에서 논의하 다.

2. 과학의 상업화

 과학은 산업혁명, 1ㆍ2차 세계대전, 그리고 정보혁명을 거치면서 개인의 지

적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차원에서 국가의 부를 창출하고 경제의 원동력을 

판단하는 차원으로 발전하 다. 과학의 상업화(commercializing)은 대학과 

기업의 연계를 통해 1950년대 이후 미국의 핵심대학인 Stanford, CalTech, 

MIT를 중심으로 급성장하 다. 연구기관 역시 연구과제의 계약에 의해서 예

산을 확보하고 인력을 확충하는 전문연구기관(Contract Research 

Organization, CRO) 형태로 성장하 다. 

 과학과 기업의 연계는 과학적 성과물의 활용도를 높이고 결과물 지향적으

로 연구가 진행되어 투자 효율을 증대하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반면 연구

의 기획, 제안, 수행, 평과 과정에서 요구하는 기준들이 상업적 가치와 결과

물의 만족도에 의해 좌우되어 갈등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Weingart, 2001]. 

무엇보다 연구비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연구자 상호간의 경쟁심화

와 이해상충, 상업적 관심밖의 분야와 인기분야간의 갈등등의 상황이다. 

가. 경쟁의 심화

 과학연구 부정행위의 가장 큰 향인자로서 평가하는 요인으로 대부분의 

연구윤리학자들은 연구자들간의 과도한 경쟁과 이로인해 연구자들이 받는 

성공에 대한 압박감이다. 이들 경재의 심화를 단적으로 관찰할 수 있는 것은 

저자규모의 확대이다[조황희, 2006]. 아래의 표는 저자의 규모 확대의 추이

를 보여준다. 

 <표 2-1> ‘New England 의학지’와 ‘미국내과의학연보’의 평균저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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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 New England 의학지 미국내과의학연보

1930

1969

1979

1.2명

3.8명

5.2명

1.3명

3.2명

4.7명

자료: Bruman, 1982

 저자의 규모 확대는 과학자에 대한 평가의 대부분이 문헌분석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과학자들의 전문가 집단에서도 해당분야의 과학자의 유능함과 결

과물의 평가를 쉽게 하기 어렵다. 무엇보다 연구비를 지원 또는 포상, 채용

등의 경우에 연구자의 우열을 객관화하여 평가하여야 하는데 이때 쉽게 활

용되는 정량적인 방법이 SCI(Science Citation Index)를 활용한 문헌분석이

다. 

 SCI는 매년 Institute for Scientific Information(ISI)에서 발간하는 평가지

수이다. Weingart[2005]는 SCI 의존적 평가에 대해 연구와 관련된 국가의 

자원배분 및 연구자의 일생을 좌우하는 채용문제에서 검증되지 않은 민간기

업의 하나의 데이터에 거의 100% 의존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

다. 국내의 연구결과와 연구자 평가방법에서 거의 유일한 평가기준이 이 

SCI와 그에 따라 나타나는 Impact Factor(IF)임을 고려해 볼 때 위의 지적

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있다. 

 SCI에 의한 논문출판건수와 그에 따라 연구비가 편성되는 현실에서 연구자

들은 어떤 형태로든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등재되기를 희망할 것이다. 이러

한 저자 규모의 확대는3) ‘명예저자’라는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무임승차하

는 연구자들이 증가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아래의 <그림 2-1>는 출간된 논

문에서 명예저자들의 비중을 나타내고 있다[Philip Mirowski and Van 

Horn, 2005]. 

  

3) 저자규모의 확대가 반드시 부정적인 것은 아니다. 여기서는 분명하게 평가를 잘 받기 위하여 정당하지 않은 

방법으로 자신의 이름을 저자 선 상에 올리는 경우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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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1986년 5대 저널에 게재된 저자 중 명예저자의 비율(Guest Author와 

Ghost Author)

자료: Philip Mirowski & Van Horn, 2005

 자신의 성과물을 쉽게 확대하는 방법으로 중복게재가 있다. 의학 분야에서 

많이 관측되고 있으며 최근 고려대학교의 총장 임명에서도 이와 같은 문제

로 논란이 되기도 하 다. 내용의 80%이상이 동일하며 저자의 순서에서의 

약간의 변형만 있는 경우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는 동일논문으로 간주하여 중

복게재 처리를 한다. 이와 같은 중복게재는 지면의 낭비, 학술지의 신뢰성 

상실, 데이터 평가의 오류 등을 야기한다. 

 명예저자, 중복게재와는 다른 형태로 유령저자가 있다. 해당 분야에 지대한 

공헌을 하 음에도 저자 선 상에 오르지 못하는 경우로 비정규직 계층이나 

잘못된 전통을 가진 연구실에서 발생하고 있다. 최근 한 유명 아나운서의 출

판물에서도 이와 같은 사례가 있었는데 이는 자신의 공로가 인정받지 못하

게 되어 저자평가가 부당하게 될 수 있으며 채용과 승진을 앞둔 젊은 과학

자나 권력이 없는 과학자들에게는 앞의 두문제보다도 더 중대한 문제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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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이해상충의 심화

  과학과 산업의 연계가 긴 해짐에 따라 하나의 연구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작용하고 있다. 여기에서 이해상충은 연구자를 둘러싼 내부적, 외부적 환경 

모두의 요소들 간에서 발생할 수 있다. 기업의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 기업

의 상업적 이해와 연구자의 시각에서 진행하는 연구가 과학적 엄 성 또는 

연구목적의 보편타당성과 상반되는 것이라면 과학자의 내적 이해상충이 발

생할 수 있다. 

 Krimsky 등이 미국 매사추세츠 주를 중심으로 조사한 결과 1998년 현재 

출간된 논문들의 1/4이 금전적 이해관계가 개입되었으며 약 15%의 연구자

가 자신의 논문들 중 하나는 금전적 이해관계 속에서 출간된 것이라 응답했

다[Krimsky, S. et al, 1998, 조황희(2006)에서 재인용].

 이해상충은 연구자의 양심의 문제이지만 이러한 이해상충에 굴복하여 양심

과 윤리에 반하는 방향으로 연구결과물이 작성될 경우 연구의 신뢰성에 지

대한 향을 준다. 특히 정부의 중요 정책이나 공공의 복지나 보건에 깊이 

연관된 연구일 경우 신뢰성의 문제는 여론의 타협없는 분열을 이끌 수 있다.

3. 평가시스템의 불완전성: Peer Review4)

 Cain[1999]은 ‘과학사회를 버티고 있는 양대 산맥은 과학자의 학문적 성취

욕과 과학자를 평가하는 동료심사이다’ 라고 말하 다. 동료심사는 과학자의 

연구업적을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다. 무

엇보다 과학연구의 경쟁이 심화되는 상황에서 유일한 평가방법인 동료평가

의 비중은 매우 크다. 

 그러나 과학기술의 연구분야의 다양화와 함께 전문분야의 범위도 매우 세

분화되면서 한 연구에 대한 전문성을 평가자들이 담보하기란 매우 어려운 

4) 동료심사 또는 동료평가로 혼용하여 사용하 다. 동료심사는 학술지의 논문평가에 대해 동료평가는 과제의 평

가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음으로 각 목적에 맞게 달리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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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이다. 더욱이 작은 전문가 집단으로 구성된 학문사회에서는 동료평가를 수

행할 수 있는 전문가의 수 자체가 작기 때문에 이러한 전문성 담보를 더욱 

어렵게 한다. 무엇보다 동료심사자 역시 사람이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이외

의 요소들에 의해 향 받을 수 있다. 아래의 <표 2-3>은 동료심사에 대한 

여러 의견들과 향인자가 존재하며 심지어 응답자의 2/3 이상은 동료평가

를 통해 자신의 아이디어가 표절되었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동

료심사에 대한 신뢰가 과학자 사이에서 견고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표 2-3>  Peer Review 시스템에 대한 태도: NCI 조사결과

항목 동의함 그저 그렇다 동의 안함

reviewer 들은 여성이나 소수계층에 

대해 편견이 있다
4.9 92.6 65.4

Reviewer 들은 젊은 연구자들에 대

해 편견이 있다
16.6 20.0 63.3

Reviewer 들은 중하류대학 또는 미

국의 특정 지역의 연구자들에 대해 

편견이 있다

33.7 35.0 31.3

Reviewer들은 연구제안서를 통해 아

이디어를 빼앗아간다
32.1 32.7 35.2

Review Group에서 “Old boys' 

network"의 입김이 많이 작용한다
39.5 27.8 32.7

Reviewer들은 정통적이지 않거나 위

험부담이 큰 연구에 대한 지원을 꺼

린다

60.8 21.4 17.7

자료: Chubin, D., Hackett, E., 1990: p66 에서 재구성 

 4. 경직된 연구실 문화

연구실 문화는 올바른 연구자를 배양하기 위한 가장 기본적인 토대이다. 연

구자들은 연구실에서 자신의 연구경력에서 요구하는 대부분의 지식, 습관, 

그리고 윤리에 관한 상황을 직ㆍ간접적으로 배운다. 우수한 연구실에서 수학

한 연구자들이 비교적 우수한 연구와 체계화되고 개방적인 연구를 한다는 

설문결과는 연구실 문화의 중요성을 또 한 번 증명한다[황은성,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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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를 포함한 아시아 국가에서는 위계질서 지향적 조직문화가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민주적이고 개방된 실험실 문화가 더 강조되고 있다. 위계

질서가 강조되는 연구실에서는 상급자의 판단에 맹목적으로 복종하기 쉬우

며 연구과제나 결과물에 대한 개방된 논의를 통한 이해와 합의가 이루어지

기 힘들다. 이러한 의사소통의 부재는 연구실 구성원간의 상호 보완적인 토

의와 자체검증을 방해하여 칸막이 연구환경을 조장한다. 황우석 사건의 주요

한 원인으로 칸막이 연구환경과 연구결과의 상호검증 부재 음을 고려할 때 

연구실 문화는 올바른 연구윤리 확산을 위해서 심도있게 논의되어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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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2007년 5월 교육부는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권고문’을 통해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필요한 것이 연구윤리 교육이라고 선언하 다. 연

구윤리는 연구자 스스로 확보하고 익혀야 할 실천적 면과 함께 외부적 환경

요인에 의해 자신도 모르게 행하게 되는 문화ㆍ관습적인 면이 공존한다. 따

라서 연구윤리 교육은 상급자와 하급자, 그리고 경 진들 모두가 공유할 때

에야 효과가 있다. 

 무엇보다 연구윤리 교육은 과학사회에 연구윤리를 전파하고 확산하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다. 연구윤리 교육을 운 하는 방법론으로는 대학 정규과목, 

단기강좌, 세미나 및 온라인 학습등의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Anderson[2007]의 조사결과에서 처럼 내부관련 연구자들간의 멘토링이 가

장 효과적이고 또한 유일하게 연구윤리가 전파된 교육 방법이라는 사실은 

연구실 문화가 연구윤리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임을 상기해야 한다.

 앞절에서 언급한 것처럼 연구자들은 경쟁과 평가속에서 계속적인 성과물을 

창출해야하는 압박속에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속에서 

자신의 연구습관과 연구철학이 명확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형성되지 않은 연

구자들은 연구윤리를 위반해서라도 자신의 업적을 부풀려서 부당하게 원하

는 자리를 차지하려는 유혹에 쉽게 빠질 수 있다. 엄격하고 올바른 연구방법

을 전승하는 연구실에서는 연구자들에게 보다 더 높은 수준의 윤리를 요구

하고 또한 이를 실천하도록 신입연구자들을 이끌어 가면서 자연스럽게 정직

하고 진실한 연구수행방법을 연구자들에게 전달한다. 연구윤리에서 교육은 

바로 이러한 연구실 문화를 정착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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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윤리 교육의 해외 및 국내사례

제 1 절  연구윤리의 개요

 연구윤리 교재의 기본틀을 구성하기 위하여 국내외의 교육사례를 조사하

다. 국내 연구윤리의 초보적 단계와는 달리 해외의 경우 전통과 역사를 통하

여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적인 틀을 갖추고 있었다. 연구윤리의 교재를 작성

하는데 있어서 연구윤리 교육내용의 이러한 기본적인 틀은 필수적이다. 미국

의 공중보건국과 ORI와 국내의 교육의 권고문에서 소개한 교육주제를 통해 

기본적인 틀을 살펴보았다.

 미국의 공중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 PHS)에서는 ORI의 온라인 교

육 및 연구윤리 교과과정에 반 되는 기본적인 핵심 교육주제로 아래의 9가

지를 제시하 다. 

(1) 데이터 획득, 관리, 공유, 소유

(2) 멘토르/피교육자의 책임성

(3) 출판 행위와 책임 있는 저자 명시(responsible authorship)

(4) 동료심사

(5) 협동연구 과학(collaborative science)

(6) 인간 피실험자(human subjects)

(7) 동물 관련 연구

(8) 연구 부정행위

(9) 이해상충과 책무(conflict of interest and commitment)

 국내의 경우 교육부의 권고안이 정부주관으로 최초로 제시하는 기본 교안

이다. 아래의 10가지며 PHS의 권고안보다 더 구체적인 형태를 보여주고 있

다. 특히 이들은 국내 사정에 맞게끔 조율된 것이므로 교육부의 권고안의 틀

속에서 연구윤리 교재의 기본안을 마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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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 윤리의 배경 

     (2)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발표의 윤리 원칙 

     (3)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유형, 제보 및 처리 절차 

     (4) 실험실 윤리, 공동 연구 윤리 

     (5) 데이터의 정리․보관, 인용 방법 

     (6) 인간 대상 및 동물 대상 연구 윤리  

     (7)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및 출판 윤리 

     (8)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9)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 관리

     (10) 지적 재산권의 보호 

아래의 2절을 통해 해외 연구윤리 교육안과 국내의 사정을 살펴보고 이를 

토대로 최종적으로 연구윤리 교재의 기본적인 목차를 결정하 다. 

제 2 절 연구 윤리의 해외사례5)

1. 온라인 교육과정

 인터넷을 통하여 입수할 수 있는 교육 사이트를 토대로 온라인 교육을 제

공하는 몇몇 기관과 대학의 교과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들 교육과정은 자가수

업을 할 수 있는 방식과 교육 시 필요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형태로 크게 나

뉘어 있다. 교육 내용은 자국의 사례들과 토론 문제를 풍부히 발굴하여 데이

터 베이스화 하고 있어 그 내용이 시간이 진행함에 따라 더욱더 깊이가 더 

해지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가.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미국의 ORI는 인터넷상에 연구윤리를 온라인으로 교육받을 수 있는 사이트

를 제작하여 인터넷상에서 오픈하여 운  중이다. 6개의 분야로 교육과정을 

구성하고 있다.

5) 홍성욱 교수의 연구윤리와 교육: 교육과정에서 요약 발췌하 다. 현재 보고서의 자문위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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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thical Issues in Research: A Framework 

II. Interpersonal Responsibility 

III.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IV. Professional Responsibility 

V. Animals in Research 

VI. Human Participation in Research 

이들 교육 분야를 이수하면 아래와 같은 간단한 평가를 할 수 있도록 하여 

교육자의 자기평가를 가능하게 하 다.

Sample Tests (from institutional responsibility)

Question 6 (10 points) Lab directors have a responsibility to create an 

ethical environment by making sure that tasks and rewards are 

distributed fairly.

o True

o False 

나.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

케이스 웨스턴 리저브 대학의 온라인 윤리센터(OEC)는 1995년 가을에 미국

과학재단(NSF)의 기금으로 윤리학자 위트벡과 아쉬등의 노력으로 온라인 교

육을 개발하 다. ORI와 달리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보조자료의 성격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개별 사례에 대한 자세하고 사실적인 기술들을 제공하여 

교육을 위한 참고문헌과 보조재의 기능을 충분히 수행할 수 있게 구성하

다. 6개의 단원으로 구성하고 있으며 공학윤리 분야에 많은 자료를 포함하고 

있다.

I. Engineering Practices: Cases, Essays, Educational Resources, 

Addressing Problems in Engineering Ethics, Engineering Ethics in a 

Corporate Setting

II. Responsible Research: Essays, Scenarios and Cases, Educa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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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urces, Reference Materials, Addressing Problems

III. Moral Exemplars: Boisjoly, Austin, Cuny, Carson, LeMessurier

IV. Diverse Workplace: Cases, Essays, Addressing Problems

V. Computers & Software: Cases, Scenarios, Essays, Educational 

Resources, Privacy

VI. Natural Sciences: Biology, Environment

2. 연구윤리 강의 안

 미국 내 연구윤리의 수업과 강의 운  안을 조사하 다. 필수적으로 포함하

고 있는 교육내용은 인용과 데이터에 관한 윤리 그리고 저자자격에 관한 것

이다. 대학 내에서 연구윤리에서 요구하는 필수적인 사항들을 습득하고 대학

원과정에서 실험실을 통하여 몸에 익히기 때문에 국립연구소에서는 해당 연

구에 필요한 연구윤리 분야만 교육하고 그 외의 전반적인 내용에 대한 교육

은 시행하지 않고 있다.  

가. 노스캐롤라이나 대학

노스캐롤라이나 주립대학의 수업은 미국의 8개 토지기금대학(Land-grant 

university)이 연합해서 제작하 다. 따라서 기금에 의한 연구윤리의 원칙을 숙

지하게 하는 목적으로 하고 있다.

(1)랜드기금 대학 들의 연구 사명

(2)연구정책을 지지하는 윤리적 원칙들 

(a) 윤리란 무엇인가?

(b) 윤리의 네 가지의 윤리적 원칙과 그 정당화 

(c) 윤리적 논증을 분석하는 방법과 결정을 내리는 방법

(3)연구를 규제하는 정책들

(a) 멘토링과 소수자, 여성 

(b) 연구에서 인간의 사용 

(c) 연구에서 동물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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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연구 부정행위, 그리고 whistleblowing에 대한 적절한 대응 

(e) 저자의 자격과 동료심사 

(f) 지적 재산권 

(g) 이해와 책무의 충돌. 협동적 연구 

(h) 바람직한(proper) 실험 디자인, 데이터 수집, 그리고 통계 해석

(4) 생애 학습의 중요성 (정책에 관한 갱신된 정보를 찾는 능력)

이 수업에서 다루는 세부 주제들은 다음과 같다. 무엇보다 이들 교육에 필요

한 필독 독서물과 관련 주제의 교안들은 온라인상에 모두 공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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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ule Faculty Experts

Module I: Research Ethics: An Introduction
"Research Ethics: An Introduction" central essay by Tom 
Regan

Tom Regan

Module II: Responsible Authorship and Peer Review
"Responsible Authorship and Peer Review" central essay by 
Jim Wilson

Jim Wilson

Module III:The Mentoring of Graduate Students
"Directing the Research of Graduate Students: the Ethical 
Dimensions" central essay by Margaret King

Margaret King, 
Robert Sowell

Module IV:Animal Subjects in Research
Richard Fish, Tom 

Regan

Module V: Professional Responsibility and Codes of Conduct Joseph Herkert

Module VI: Human Participants in Research
"Human Participants in Research" central essay by Matt 
Ronning

Matt Ronning, Deb 
Paxton

ModuleVII: Rightdoing and Misconduct in Research Rebeca Rufty

Module VIII: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Copyright
Peggy Hoon, 

co-author

Module IX: Responsible Use of Statistical Methods
Larry Nelson (co-author), Marcia Gumpertz
"Identification of Outliers in a Set of Precision Agriculture 
Experimental Data" central essay by Larry Nelson, Charles 
Proctor, Cavell Brownie

Larry Nelson, 
co-author

Module X: Science and the Media: Ethical Issues
JoAnn Burkholder, Robert Bruck, Victoria Gallagher, Tim Lucas, 
Cat Warren
"Uncertain Ground: The Boundary Between Science and the 
Media," central essay by JoAnn Burkholder

JoAnn Burkholder

나. 프린스턴 대학

프린스턴 대학의 연구수업은 매우 방대하고 상세한 독서과제를 제공한다. 아래

의 교육 강의 안에서도 7번의 세미나를 통해 서로간의 토의를 진작하도록 교육 

안을 구성하 다.

WWS 599: Research Ethics (Woodward Wilson School)

Professor Sara Curr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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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fessor Harold Shapiro 

1. Moral and Ethical Perspectives on Research: Overview 

2. Codes of Ethics and Their Histories: 

3. Science and Scientific Practice 

4. Formalizing Ethical Research Practice and Extending Human 

Subjects Protection 

5. Learning, Mentoring, Teaching, and Research Assistance 

Relationships 

6. Responsibilities to Peers: Publication and Replication 

7. Scientists’ Public Responsibilities, Organizational Constraints 

and Conflicts of Interest 

다. 스탠포드 대학교

공학을 전공하는 학생들을 위한 연구윤리 강좌를 개설하여 공학윤리의 전반

을 다루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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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ENGINEERING AND SOCIETY

T 4/01 

Introduction to Cou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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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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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velopment): film 

Th 5/08 

Contemporary Case Studies VI & V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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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연구윤리 교재

 미국에서는 여러 대학교에서 연구윤리 수업을 위한 다양한 교재와 부교재

가 개발되었다. 인터넷을 기반으로 수업을 진행하지만 연구윤리 개론서와 교

과서를 이용하여 기본적인 내용의 이해를 하고 있다. 이들 교재들은 아래의 

내용을 기본적으로 포함하고 있다.

(1)연구윤리 일반: 과학과 가치(성차별주의, 인종주의 포함), 과학과 윤

리,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등

(2)사례 소개 및 분석

(3)인체/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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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실험실 내부 관계 및 연구 과정에 관련된 윤리적 이슈

(5)실험실 외부 관계 (funding 등) 및 출판 및 연구보고에 관련된 윤리

적 이슈

(6)부정행위에 있어 책임 범위에 따른 (개인/기관) 윤리적 이슈

아래에는 국내에서 많이 읽혀지고 있으며 자연과학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춘 교

재의 목차를 소개하 다.

David B. Resnik. 1998. The Ethics of Science: An Introductio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이 책은 연구 윤리에 대해서 널리 사용된 교재이다. 최근에 David Resnik은 이 

책의 내용을 보완하는 새로운 책을 Adin E. Shamoo와 함께 출판했다. 

1. 과학과 윤리

1) 발티모어 사건/ 2) 복제연구/ 3) 저온핵융합(cold fusion)에 대한 

논쟁

2. 윤리이론 및 적용

1) 윤리, 법, 정치, 종교/ 2) 도덕이론

3) 도덕적 선택/ 4) 상대주의

3. 전문 직업으로서의 과학

1) 과학: 취미에서 전문 직업으로

2) 과학의 목적/ 3) 현대 연구 환경

4) 의사소통과 과학의 동료심사 시스템/ 5) 과학적 방법

4. 과학에서 윤리적 행위의 기준

1) 정직성/ 2) 조심성/ 3) 공개성/ 4) 자유/ 5) 공로인정/ 6) 교육/ 

7) 사회적 책임/ 8) 적법성/ 9) 기회/ 10) 상호존중/ 11) 효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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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주체에 대한 존중

5. 연구에서의 객관성

1) 연구에서의 정직성/ 2) 과학 부정행위/ 3) 오류와 자기기만

4) 연구에서의 편견/ 5) 이해관계의 갈등

6) 공개성/ 7) 데이터 관리

6. 과학출판에서의 윤리적 문제들

1) 출판에서의 객관성/ 2) 다른 출판관련 문제들/ 3) 인정받아야 할 

공로

4) 지적재산/ 5) 과학, 언론, 대중

7. 실험실에서의 윤리적 문제들

1) 멘토링 관계에서의 윤리/ 2) 괴롭힘

3) 과학 부정행위 보고/ 4) 교육 대 연구

5) 고용에서 윤리적 문제/ 6) 자원 공유 및 보전

7) 인체 대상 실험/ 8) 동물 대상 실험

8. 사회 속의 과학자

1) 사회적 책임감/ 2)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

3) 산업과학/ 4) 군사과학/ 5) 연구의 공공 재정 지원

6) 다른 사회적, 정치적, 도덕적 문제들

Adil E. Shamoo and David B. Resnik. 2003.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and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이 책은 앞에서 다룬 Resnik의 교재를 업데이트한 책이다. 연구윤리 강사나 

연구자들을 위한 고급 교재로 사용되는 것이 더 적당하다. 각각의 챕터는 그 챕

터와 관련된 연구윤리의 최근의 논의를 깊게 다루고 있으며, 챕터의 말미에는 

토론을 위한 주제들, 토론을 위한 케이스들, 그리고 협동연구를 위한 질문들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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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과학연구와 윤리

2. 데이터 수집, 분석, 관리

3. 연구에서의 협력: 저자, 자원공유, 멘토링

4. 출판과 동료 심사

5. 과학 부정행위

6. 지적재산

7. 이해관계의 갈등 및 과학적 객관성

8. 학계와 사기업 간의 협력

9. 연구에서 인체의 사용

10. 연구에서 동물의 사용

11. 유전학 및 인체복제

12. 사회 속의 과학자

Francis L. Macrina, 1995. Scientific Integrity: An Introductory Text with 

Cases. Washington D.C.: ASM Press. 

 10-20개 정도의 사례를 학생들의 토론과 판단을 위해 제공하고 있으며, 주요 

독서과제에 대한 해설과 다른 참고문헌을 소개하고 있다.

1. 과학의 진실성

2. 멘토링

3. 과학 기록의 보관

4. 저자자격과 동료심사

5. 생명과학 연구에서 동물의 사용

6. 생명과학 실험에서 인간 시험자의 사용

7. 이해 상충

8. 데이터와 지적 재산권의 소유

9. 유전자 기술과 과학 진실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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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 윤리교육의 국내사례6)

 국내의 연구윤리 교육은 매우 미미한 실정이다. 국내연구윤리 현황의 실태

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217개 대학 중 8개 대학, 280개 학회 중 21개 학회

에서만 연구윤리교육을 시행하고 있다고 하 다. 과학기술에 특화된 이들 8

개 학교의 교육내용은 <표 3-1> 과 같다.

 국내 대학의 일반적으로 학부생과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논문작성법을 통

해 출판물에 관한 연구윤리를 간접적으로 학습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대학 

217개 중 91개 대학이 시행하고 있으며 논문작성법에 포함된 교육내용은 

일반적으로 아래의 5가지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1) 논문 구성에 대한 일반적 내용 

  (2) 인용 및 참고문헌 표시 

  (3) 논문심사 기준 

  (4) 데이터 활용 

  (5) 논문 형식의 기여에 대한 공로 부여의 기준

 이처럼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연구윤리 교육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연구

윤리 교재는 대부분의 외국의 교재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관련 사례와 토

의내용도 국내사정과는 다른 경우가 드물지 않다. 국내 여건에 맞는 사례를 

개발하고 국내연구자들이 요구하는 교재를 시급히 제작해야 할 필요가 있다.

6) 이인재가 발간한 2006 정책연구 과제인 ‘국내연구 윤리 활동 실태 조사ㆍ분석’의 내용을 요약 정리하 다.



- 25 -

<표 3-1> 연구윤리 관련 교육내용

연구윤리 관련 교육 내용 교육 실시 대학

연구과정에서의 데이터의 날조, 변조, 표

절 등 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경기대, 경일대, 원불교대학원대, 평택대

연구부정행위 예방을 위한 주관 연구기

관 및 전문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건양대,  평택대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절차와 

기준 등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연구부정행위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원불교대학원대

연구부정행위 검증결과에 따른 조치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경기대,  평택대

데이터의 획득, 관리, 공유, 소유권 등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경기대, 경일대, 

원불교대학원대, 평택대

연구결과 출판 시 저자 표시(authorship)

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경기대, 

경일대, 원불교대학원대, 평택대

연구책임자와 연구원, 연구 보조원과의 

관계, 성희롱을 비롯한 성차별, 연구원의 

채용 및 대우에 관한 

포항공대, 원불교대학원대

연구비(재정) 사용의 적정성 및 실험 재

료 등과 같은 자원의 배분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건양대, 경일대, 

원불교대학원대, 평택대

연구(실)의 안전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서울대, 경일대, 

원불교대학원대 

실험대상의 보호에 관한 사항(피실험자

에 대한 충분한 정보 후 동의(informed 

consent), 실험동물에 대한 주의 및 

배려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서울대, 

경일대, 원불교대학원대

연구자의 사회적, 윤리적 책임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건양대, 

경기대, 경일대, 원불교대학원대, 평택대

연구과정에서 이해관계의 갈등에 

관한 사항

포항공대, 한국과학기술원, 

원불교대학원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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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교재개발을 위한 설문조사 분석

제 1 절 연구 설계와 방법

1. 연구설계

 연구윤리 교재개발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문헌조사를 통한 사전연구, 

전문가 심층인터뷰, 그리고 설문조사를 수행하 다. 설문조사를 위해 교육대

상자와 교육방법의 초안을 사전연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설정하고 

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통해 일반연구원 계층에까지 확장하여 전반적인 

요구사항과 함께 교육내용의 니즈 분석을 수행하 다. 

 니즈분석과 전문가 심층인터뷰로부터 교재에 포함될 내용과 강조할 내용을 

선별하고 이를 다시 기존의 교재들과 비교하여 최종 교재 내용을 선정하

다. 여기서는 설문조사를 위한 교육대상자와 교육방법ㆍ기간의 선정, 교육내

용과 이를 위한 설문지 구성에 대한 설계 결과를 소개하 다. 

가. 교육대상자 선정

 연구윤리교육은 해당 교육대상자에 따라 그 분야와 수준이 달라지기 때문

에 교육대상자를 선정하는 작업이 중요하다. 현재 연구윤리 교육은 교육인적

자원부, 보건복지부, 그리고 과학기술부에서 기획ㆍ연구 중에 있다. 교육인적

자원부의 경우는 초ㆍ중등교육과 대학교육에 초점을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분야에 그리고 과학기술부는 정출(연) 및 이공학 계열 분야로 집중하고 있

다. 특별히 정출(연)의 경우 시간적, 공간적으로 충분한 교육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고 연령층이 높고 무엇보다도 자신의 연구철학과 습관이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윤리 교육 측면에서 효과를 보기 힘들다. 

 그럼에도 정출(연)의 연구자들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면서도 그에 

해당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전혀 받지 못하 다. 따라서 충분한 수준의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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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에 대한 실천적인 부분을 짧은 시간에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교육과정

을 개설할 수 있도록 교육교재와 교육모듈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출(연)의 

구성원들은 그 분야와 계층에서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이에 대한 분명한 핵

심 교육 대상그룹을 선별할 필요가 있다.  

 정출(연)에 종사하는 연구자들은 수학, 화학, 물리, 지구과학 등의 순수과학

과 원자력, 토목, 기계, 화공, 전기전자 등의 공학분야와 행정, 경제, 경 , 

어학계열 등의 사회과학과 인문학까지 다양한 분야가 공존하고 있다. 게다가 

원급, 선임, 책임 등의 계층구조와 기술원, 연구원, 행정원등의 업종구조 등

의 다양한 구조가 존재한다. 문헌조사와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연구윤리의 

핵심계층으로 아래 3 가지 이유로 과제책임자급의 연구원으로 초점을 맞추

었다.   

 첫째, 연구윤리 교육은 일방적인 강의보다 내부적인 멘토링이 중요하다. 따

라서 멘토링을 수행할 수 있는 선배 연구자 또는 상급 연구자가 연구윤리의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여야 원활한 멘토링을 후배에게 전파할 수 있을 것이

다.

 둘째, 수직적인 직책이 있는 구조에서 과제 책임자가 대부분의 의사결정 권

한을 가지고 있다. 후배 연구자들이 자신의 연구와 함께 자신이 수행하는 결

과물에 대한 검토, 논의, 토론과 같은 활동들의 대부분은 과제 책임자의 결

제를 필요로 한다. 따라서 과제 책임자가 해당 연구실의 분위기와 연구문화

를 형성하는 결정적인 향을 준다. 

 셋째, 전파교육은 교육대상자와 교육자간의 신뢰와 존경을 요구한다. 과제 

책임자는 해당분야에서는 최고의 전문가인 경우가 대부분이다. 해당 전문분

야에서 적게는 5년 많게는 10수년을 일하여 온 연구자들이 과제책임자로서 

대부분 근무하고 있다. 자신의 업무경험과 전문지식은 후배연구자의 존경과 

신뢰를 충분히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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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교육방법과 교육기간 선정

연구윤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교육방법론들이 제시되

고 있다. 무엇보다 정출(연)의 연구자에 초점을 맞출 경우 장기간의 교육은 

물리적으로 어렵다. 또한 외부 강사를 통한 강의는 연구윤리 교육에서 비효

율적인 방법으로 널리 알려져있다. 따라서 이러한 정출(연)의 독특한 환경 

속에서 효과적인 교육을 수행하기 위한 교육기간, 교육방법에 관하여 구성원

들의 여건과 편의를 고려하여 결정해야 한다.

 각 정출(연)과 대학원 과정에 있는 연구자들에게 설문을 통하여 교육기간에 

관한 전반적인 여건을 파악하여 가장 효율적인 기간을 도출하도록 설문문항

을 설계하 다. 교육방법은 전문가 심층 인터뷰에 통해 기본적인 설계를 수

행하고 설문을 통해 각 연구원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분석하여 반 하도록 

설계하 다. 교육의 주 대상이 과제 책임자임으로 과제책임자의 설문지에 대

하여 더 많은 가중치를 두도록 하 다.

다. 교육내용의 선정

 교육내용은 전문가의 심층인터뷰와 사전에 수행한 문헌조사를 통하여 포함

하여야 할 기본적인 교육내용을 선정하 다. 해외와 국내 대학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윤리 강의계획서와 연구윤리 단행본의 목차로부터 해당 교육내용

의 골격을 수집하 다. 전문가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국내 여건과 과제책임

자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 내용을 다시 산출하 다.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하여 결정된 연구윤리 교과 내용은 아래 <표4-1>과 

같은 8 가지다. 이 결과는 교육부의 권고문에서 요구하는 연구윤리 교육내용

의 많은 부분을 포함하고 있으면서 실제 과제책임자들과 연구자들이 현장에 

요구하는 내용위주로 구성하 다. 개설과 관계된 내용은 기존의 연구윤리 교

재를 활용하는 차원에서 생략하 다. 생명연구윤리와 관련된 내용은 보건복

지부에서 기획하는 내용과 중복될 수 있으므로 생략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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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과제에서 도출된 연구윤리 교육 내용과 교육부안 

  

[도출된 연구 윤리 교육 내용 ]   

     ▸ 자료의 수집ㆍ처리ㆍ실험기록

     ▸ 저자 자격

     ▸ 올바른 인용 

     ▸ 연구비 관리 

     ▸ 부정행위 고발과 대처 

     ▸ 동료평가 

     ▸ 연구자와의 관계 및 연구실 문화

     ▸ 지식 재산권 

      

  [교육부 권고안의 연구 윤리 교육 내용]  

     ▸ 연구 윤리의 배경 

     ▸ 연구의 계획, 수행, 결과 발표의 윤리 원칙 

     ▸ 연구 부정행위의 정의, 유형, 제보 및 처리 절차 

     ▸ 실험실 윤리, 공동 연구 윤리 

     ▸ 데이터의 정리․보관, 인용 방법 

     ▸ 인간 대상 및 동물 대상 연구 윤리  

     ▸ 연구 결과의 심사 윤리 및 출판 윤리 

     ▸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 다양한 이해관계의 충돌과 그 관리

     ▸ 지적 재산권의 보호 

 

이렇게 도출된 연구윤리 교육내용은 설문을 통하여 정출(연) 연구원과 대학

원 박사과정생들의 니즈분석을 하 다. 

2. 설문지 설계

 설문의 대상은 기본적으로 정출(연)의 연구원들과 연구윤리 담당자들을 주

심 대상으로 설계하 다. 각 대학원의 박사과정과 교수들에게도 연구윤리 교

육내용위주의 설문을 수행하 다. 설문지는 37개 출연연과 5개 대학을 대상

으로 1000부를 발송하 다. 설문지의 표본은 임의표본으로 설계하 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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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되는 회수율은 50%이며 설문지의 내부 타당성은 Cronbach's α 값이 

0.52로 나타났다. 구성타당성은 전문가의 자문을 통해 질문형식과 질문 순서

를 재구성하 으며 내용타당성은 자문위원들에게 email을 통하여 간접 자문

을 통하여 검토하 다. 설문지는 6월 20일부터 7월 11일까지 약 3주간 수

집하 다.  설계된 설문지는 부록에 수록하 다. 

3.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전문가 자문과 설문지 응답을 중심으로 연구를 수행하 다. 전

문가 자문을 위한 자문위원은 연구 진행의 최초단계에서 연구윤리의 전반에 

관한 맥을 짚어주고 연구윤리 교재의 주요내용을 교정하고 검토할 수 있는 

수준의 전문가들을 자문위원로 섭외하 다. 자신의 스케쥴 상 부득이 자문회

의에 참석할 수 없는 경우 연구원들이 직접 방문하여 자문결과를 수집하거

나 email로 서신자문을 하 다. 총 3회의 자문회의를 개최하 다. 개별적으

로 자문위원들의 자문과 검토가 필요 시 해당 연구원들이 수시로 출장하여 

개별 자문을 구하 다. 

 설문 방법은 2가지 목표를 두고 설계하 다. 첫 번째는 연구윤리 교육에 대

한 정보가 주어지지 않은 최초의 응답설문과 연구윤리교재가 집필되고 시범

교육 후 교육 만족도와 함께 기존 응답자의 변화를 살펴보는 간접적인 

Delpi 방식의 설문을 설계하여 연구의 사후 평가도 겸하도록 하 다. 두 번

째는 설문을 통한 학습이다. 설문지 내용의 응답을 통하여 연구윤리에 어떠

한 내용이 있으며 자신이 소속한 기관에서 어떠한 활동을 하는지 점검하고 

생각할 수 있는 개기를 마련하도록 설계하 다.

 <그림 4-1>에서처럼 전문가 자문위원을 구성하여 연구의 방향성과 교재의 

방향과 내용을 점검하고 사전 결정을 하 다. 이후 설문지를 설계하고 설문

지 배포ㆍ취합ㆍ분석의 과정을 통해 설문지 결과를 반 하여 교재의 내용을 

재수정하 다. 마지막으로 2차 자문회의를 통해 전문가들에게 최종 결정내용

에 대한 검토를 받은 후 교재작성ㆍ편찬을 하 다. 완성된 교재를 토대로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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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자료를 개발하고 이를 토대로 시범운 을 수행하여 교재의 효용성과 실제 

교육에서의 적용성을 2차 설문을 통하여 평가하 다.  

<그림 4-1> 연구진행 순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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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전문가 심층 인터뷰 분석

1. 전문가 구성

연구진행방법에서 논의하 듯이 전문가 심층인터뷰와 자문을 통하여 연구윤

리 교제의 전략과 방향성을 결정하 다. 전문가 구성은 10개의 정부출연연

구기관 연구윤리 담당자와 5명의 자문위원으로 구성되었다. 10개의 정부출

연연구기관 및 자문위원 명단은 <표4-2>, <표4-3>과 같다. 

<표 4-2> 전문가 심층인터뷰에 응한 정부출연연구기관 

구  분 참여자수 구  분 참여자수

 과학기술부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  한국기계연구원  1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    1  한국식품연구원   1

 한국에 지기술연구원    2  한국원자력연구원    1

 한국표 과학연구원   1  한국화학연구원   1

체 합계 1 1

<표 4-3>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위한 자문위원

소속기 성명

서울 학교 홍성욱

과학기술정책연구원 박기범

인하 학교 김형순

한양 학교 이상욱

조선 조은희

이상 16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그룹으로부터 연구윤리 교재 편찬에 대한 의

견을 수렴하 으며 결과 분석시에는 자문위원의 응답에 비중을 두어 자문위

원의 답은 2배의 가중치를 적용하 다.  

2.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에 관한 일반 사항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및 바람직한 연구를 위한 교재를 편찬 



- 33 -

시 어떤 방식으로 교육 대상의 분야와 계층을 한정하는 것이 적절한가를 묻

는 질문에 전체 응답자중 42%가 “과제 참여자, 과제책임자, 경 자 등의 계

층별로 분류하여 정리” 항목을 찬성하 다.

교육 대상 분류 방법

10%

42%38%

10%

1

2

3

4

  

<그림 4-2> 연구윤리 교육 대상 

(1) 물리/화학/생물/공학 분야로 적절히 융합하여 계열별로 정리 

(2) 과제 참여자, 과제책임자, 경 자 등의 계층별로 분류하여 정리 

(3) 계층/계열별 공통부문을 도출하여 공통분모 위주로 정리 

(4) 기타 

연구윤리 교재의 효과적인 서술 방법으로는 응답자의 39%가 사례위주의 

Q&A book 형태를 가장 많이 선호하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다음으로 29%

가 핸드북 형태의 서술 방식을 선호하 다.  

교재 서술 방법

13%

29%

39%

19%
1

2

3

4

<그림 4-3> 연구윤리 교재의 서술 방법

(1) 일반 교과서식 서술 (2) Handbook 형태의 서술 

(3) 사례위주의 Q&A book 형태의 서술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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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교육 방법에 대한 선호도는 사례를 통한 토론식 수업 및 내용이

해를 위한 집체수업 방식이 각각 39%와 35%를 차지하 다. 

연구윤리 교육 방법

39%

35%

6%

20%

사례를 통한 토론식 수업

내용이해를 위한 집체 수업

숙제를 통한 자율학습

온라인 강의

<그림 4-4> 연구윤리 교육 방법 

위의 <그림 4-4> 관련하여 적절한 교육시간을 질문한 결과, 사례를 통한 토

론식 수업 및 내용이해를 위한 집체수업 방식 모두 2시간을 선호하는 경향

이 가장 높았다.  

3. 연구윤리 교재 목차에 관한 사항

해당 설문지에서는 10종류의 연구윤리 분야를 선정한 후 각각에 대하여 국

내 수준, 중요도, 기술방법 및 강의방법의 선호도를 조사하 다. 

■과학철학과 사회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보관에 관한 내용

■정당한 공로 배분에 관한 사항

■논문 작성시 인용에 관한 사항

■연구환경 및 문화에 관한 사항

■책임있는 태도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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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획 시 유의할 사항

■부정행위 고발에 관한 사항

■공동연구 시 우의할 사항

■Peer review시 고려해야 할 사항

먼저 국내수준을 묻는 질문에서 선진국과 비교하여 국내 수준이 부족하다고  

조사된 항목순으로 정리하면 <표 4-4>와 같다.

<표 4-4> 국내 수준이 낮은 연구 윤리 분야 

 요도가 높은  순 연 구윤리 항목
1 ■부정행  고발에 한 사항
2 ■과학철학과 사회
3 ■책임있는 태도
4 ■정당한 공로 배분에 한 사항
5 ■연구환경  문화에 한 사항

6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보 에 한 내용
■논문 작성시 인용에 한 사항

7 ■공동연구 시 우의할 사항
8 ■Peer review시 고려해야 할 사항
9 ■연구기획 시 유의할 사항

다음은 10개의 연구윤리 분야에 대한 중요도 분석을 수행하 다. <표4-5>

는 중요도가 높은 순으로 10개 분야를 정리하 다. (5점 및 4점 기준)  

<표 4-5> 중요도가 높은 연구 윤리 분야 

 중요도가 높은 순위 연구윤리 항목
1 ■부정행위 고발에 관한 사항
2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보관에 관한 내용 

3 ■연구환경 및 문화에 관한 사항 
■공동연구 시 유의할 사항 

4 ■정당한 공로 배분에 관한 사항
5 ■책임있는 태도
6 ■논문 작성시 인용에 관한 사항
7 ■연구기획 시 유의할 사항 

8 ■과학철학과 사회
■Peer review시 고려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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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개의 연구윤리 항목에 적합한 기술 방법으로는 <그림 4-5>와 같이 ‘사례

위주’와 ‘핸드북’ 형식을 선호하는 경향이 높게 나왔으며 각 항목별 가장 선

호하는 기술 방법은 <표 4-6>에 정리하 다.  

기술방법

20%

33%

41%

6%

교과서식

핸드북

사례위주

기타

<그림 4-5> 연구윤리 항목에 적합한 기술 방법

<표 4-6> 연구윤리 항목별 가장 선호하는 기술방법 

 연구윤리 항목 선호하는 기술 방법
과학철학과 사회 교과서식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보관에 관한 내용 핸드북
정당한 공로 배분에 관한 사항 사례위주
논문 작성시 인용에 관한 사항 핸드북 / 사례위주
연구환경 및 문화에 관한 사항 핸드북
책임있는 태도에 관한 사항 사례위주
연구기획 시 유의할 사항 핸드북
부정행위 고발에 관한 사항 사례위주
공동연구 시 우의할 사항 핸드북
Peer review시 고려해야 할 사항 사례위주

강의 방법으로는 <그림4-6>과 같이 ‘온라인 강의’, ‘토론식 강의’, ‘집체식 

강의’ 순으로 선호도를 보 으며 각 항목별 가장 선호하는 강의 방법은 <표 

4-7>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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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의 방법

22%

31%

35%

10% 2%

집체식 강의

토론식 강의

온라인 강의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기타

<그림 4-6> 연구윤리 항목에 적합한 강의 방법

<표 4-7> 연구윤리 항목별 가장 선호하는 강의 방법 

 연구윤리 항목 선호하는 강의 방법

과학철학과 사회 집체식 강의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보관에 관한 내용 온라인 강의

정당한 공로 배분에 관한 사항 토론식 강의

논문 작성시 인용에 관한 사항 온라인 강의

연구환경 및 문화에 관한 사항 토론식 강의

책임있는 태도에 관한 사항 집체식 강의

연구기획 시 유의할 사항 집체식 강의

부정행위 고발에 관한 사항 토론식 강의

공동연구 시 유의할 사항 토론식 강의

Peer review시 고려해야 할 사항 토론식 강의



- 38 -

제 3 절   1차 설문 자료 분석

1. 설문응답자 분석

 설문에 응답한 기관은 총 37개 정출(연) 5개대학으로 아래의 <표4-8>와 

같다. 응답자의 계층은 <표4-9>과 같다. 연구윤리교육의 주요대상자인 과제

책임자는 전체 응답자 588명 중 211명으로 전체 분포의 36%이다. 설문응답

기관은 전체응답의 66%가 정출(연)에 속해 있는 연구원들이고 나머지는 대

학의 박사과정학생과 교수로 국한하 다. 기타에는 연구윤리 관련 행정 및 

담장업무를 하는 사람들로서 전체 구성원의 8%를 차지한다. 

<표 4-8> 설문응답자의 소속과 응답자수 분포

구  분 참여자수 구  분 참여자수

 고등과학원   5  한국원자력통제기술원   3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2  한국전기연구원   57

 국가수리과학연구소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27

 극지연구소   10  한국전통신연구원   1

 방사선공업환경연구센터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7

 재료연구소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2

 한국건설기술연구원   4  한국표준과학연구원   6

 한국과학기술연구원  10  한국한의학연구원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33  한국해양연구원   2

 한국기계연구원   7  한국화학연구원   18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15  핵융합연구센터   25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5  한국원자력연구원   53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7  KAIST   37

 한국식품연구원   18  서울대학교   60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8  성균관대학교   4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2  연세대학교   57

 한국원자력의학원 1  포항공과대학교   38

전체 합계 5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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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9> 설문응답자의 직위별분포

구   분 참여자 수
연구책임자 211

정규직연구원 165
계약직 및 임시직 51

대학원생 114
기타 47
합 계 588

2.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연구윤리의 필요성을 분석하기 위해 연구윤리의 저촉사례와 연구윤리의 대

두 배경에 관한 5가지 문항의 질문을 통해 분석하 다. 연구윤리의 심각성에 

대하여 45%의 연구자가 심각하다고 응답하 으며 전체 응답연구자의 55%

가 연구윤리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응답하 다. 이들 설문응답결과로부

터 과반수 이상의 연구자들은 연구윤리교육이 필요하다는데 공감하고 있었

다. 아래는 각 질문별 분석을 자세히 기술하 다.

가. 연구윤리 저촉사례경험 및 심각성 

연구윤리의 저촉사례 경험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전체의 38%를 제외한 

62%가 한두 차례 경험이 있음을 밝히고 있으며 이 중 17%는 빈번하게 경

험한다고 응답하 다. 

연구윤리 저촉 사례 경험

38%

45%

15% 2%

1

2

3

4

<그림 4-7> 연구윤리 저촉사례 경험 

(1) 전혀 경험 없음 (2)이례적으로 한 두차례 경험 (3) 종종 경험 (4) 자주 경험

연구윤리 저촉사례 경험이 있는 응답자에게 사례에 대하여 자유 기술해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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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을 요청하 다. 기술된 내용을 종합하면 대부분이 논문저자에서의 명예저

자와 부당한 공로배분이 주를 이루었고 두 번째는 중복게재 세 번째가 연구

비 부적정성으로 나타났고 아래 <표 4-10>에 요약 정리하 다.

<표 4-10> 연구윤리 저촉사례 경험 

 우선순위 사례

1  논문저자 문제

2  중복게제

3  연구비 부적정 집행

4  논문표절

5  데이터의 조작 및 부실한 데이터 관리

6  불공정한 과제평가

우리나라의 연구윤리의 심각성에 대한 자신의 생각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심각하지 않다’ 라는 견해가 26% 심각하다고 생각하는 의견이 19% 나머지

55% 는 문제는 있으나 심각하지 않다고 판단하 다. 심각하다는 응답자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에 대해 자유 기술해 줄 것을 요청하 다. 

가장 심각하다고 바라본 것은 연구결과물에 무임승차하거나 부당한 논문저

자라고 대부분의 사람이 기술하 다. 이들 내용의 요약은 <표4-11>와 같다. 

연구윤리 심각성

2%
24%

55%

16% 3%
1

2

3

4

5

  

 <그림 4-8> 연구윤리 심각성 

(1) 전혀 심각하지 않음 (2)별로 심각하지 않음 

(3) 보통 (4) 심각함 (5) 매우 심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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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1> 가장 심각한 문제라고 판단되는 사례 

 우 선 순 사 례

1  논문 자  연구결과물의 무임승차

2  연구결과물의 과장과 불공정한 평가

3  논문표 과 복게재

4  연구비 횡령과 부 정 집행

5  데이터의 조작  부실한 데이터 리

6  연구윤리의 인식  교육의 부재

나. 연구윤리 대두배경 

연구윤리 대두배경에 대하여 아래의 5가지로 분류하여 5점 Lickert 척도를 

이용하여 질문하 다. 

1) 계량적 성과평가와 결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연구평가 방법

2) 연구의 내용보다 실적을 중시하는 학문풍토

3) 종속적ㆍ권위주의적 연구실 무환

4) 논문 및 연구업적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둔감한 연구자들의 동류의식

5) 예외적인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과대보도

우선순위를 고려하여 분석한 결과 연구의 실적을 중시하는 학문풍토와 계량

적 성과평가가 연구윤리문제의 주요원인으로 판단하고 있었다. 논문저자 문

제와 연구실 문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론문제로 판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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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100%

3-(1) 3-(2) 3-(3) 3-(4) 3-(5)

연구윤리 대두 배경 (3개 그룹)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림 4-9> 연구윤리 대두배경

(1) 계량적 성과 평가와 결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연구평가 방법 (76%) 

(2) 연구의 내용보다 실적을 중시하는 학문 풍토 (84%) 

(3) 종속적ㆍ권위주의적 연구실 문화 (48%) 

(4) 논문 및 연구업적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둔감한 연구자들의 동류의식 (58%),  

(5) 몇몇 예외적인 연구부정 행위에 대한 대중매체의 과대 보도 (45%) 

다.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에 대하여 5점 Lickert 척도를 이용하여 질문

하 다.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 없다는 응답은 전체의 18%만이 응답하 고 

55%는 반드시 필요하고 나머지 27%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여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공감하는 것으로 설문결과가 나타났

다.

기관차원의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11%

40%
31%

16% 2%

1

2

3

4

5

<그림 4-10> 연구윤리교육의 필요성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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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이러한 연구윤리 교육이 어떠한 변화를 가져올 것인가에 대한 연

구윤리의 기대효과에 대하여 8가지 항목에 대하여 질문하 다. 대부분의 연

구자들은 연구성과물과 연구과정의 관리 강화, 연구논문 작성과 제출에서의 

신중함, 그리고 연구결과에서 점검이 철저해 질것으로 기대하 다. 부정적인 

견해로는 연구활동의 위축과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라는 냉소적인 반응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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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교육의 기대 효과 (3개 그룹)

그렇지 않다

보통이다

그렇다

<그림 4-11> 연구윤리교육의 기대효과

 (1) 연구결과에 대한 점검이 철저 (51%) (2) 연구논문 작성과 제출을 신중하게 하

게 될 것이다. (60%) (3) 동료연구자들 사이의 토론(48%) (4) 연구 활동이 위축되

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15%) (5) 연구 성과물이나 실험기록 등 연구 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64%) (6)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18%) (7) 연구실적 

평가관리의 투명성 (42%) (8) 연구예산 관리의 투명성 (34%) 

3. 연구윤리 교육경험

 2006년 12월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지침이 공포된 이후 수차례의 설명회

와 간담회 세미나가 개최되었으나 설문응답의 67%가 잘모른다는 반응을 보

다. 또한 교육경험에 대해서도 74%의 응답자가 교육경험이 없다고 하여 

향후 빠른 시일내에 교육을 시행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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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윤리 부정방지 논의

소속기관의 연구부패방지 노력에 관한 인지여부에 대하여 67%가 잘모른다

는 응답을 하 다. 37% 만이 소속기관의 연구윤리에 관련한 논의와 시스템

을 인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부정 행위 방지 노력 정도

21%

12%

32%

8%

27%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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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5

<그림 4-12> 소속기관의 연구부정행위 방지 노력의 인지도

(1) 이미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2)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4)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 (5)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나. 연구윤리 교육경험 및 인지도

연구윤리 교육경험 유무와 함께 교육 유경험자는 어느 기관에서 받았는가에 

관하여 설문하 다. 응답자의 74%가 교육경험이 없다고 응답하 다. 아직 

연구윤리의 초기 단계이기도 하지만 단회성 세미나도 포함된 질문임을 감안

하면 아직 대부분의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는 중요하면서 심각하게 받아들

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아래 <표 4-12>은 교육유경험자에게 어느 기

관에서 교육을 받았는가에 질문을 하 으며 대학에서의 교육이 대부분을 차

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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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2> 연구윤리 교육유경험자의 피 교육기관

실시기관 설문수 실시기관 설문수

과학기술부 8 포항공과대학교 1

과학기술부(감사관실) 1
한국건설기술연구원 (논문 저자 

관련)
1

과학기술부의 황희정승 만화 1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2

과학재단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

뉴욕주립대, 남가주대 1 한국과학재단 1

미국 1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2

미국 일리노대학에서 1 한국생명공학연구원 4

미국대학 유학 시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1

미국로스알라모스국립연구소 1 한국식품연구원 2

박사학위 과정 동안 미국대학에서 

NSF Support
1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 1

서울대학교 5 한국전기연구원 6

세미나 참여(초청강연) 1 한국전자통신연구원 8

안기부담당자 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

연구기관 1 한국철도기술연구원 1

연세대학교 22 핵융합연구센터 4

외부기관 1 KAERI 3

인터넷 1 KAIST 1

정규 학위과정, 미국 1 Vanderbit University, Pvincetor 

University
1

타대학병원 1

   

연구윤리의 인지도에 관한 인지도와 정보의 출처를 묻는 질문에 79%가 들

어본 경험이 있다고 응답하 으며 연구책임자나 기관장에서 듣는 경우가 가

장 많았다. 이는 교육대상자 선정에서 과제책임자를 선택한 것을 지지하는 

설문결과로서 가장 많은 의사와 정보를 교환하는 채널이 과제책임자나 최상

급자임을 보여준다. 기타의견으로 강의, 워크숍과 같은 행사등이 있었으며 

<표4-13>에 정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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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정보 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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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연구윤리의 정보출처

(1) 은사로부터 (2) 연구책임자/기관장으로부터 (3) 동료나 후배로부터 (4) 언론보

도를 통해 (5) 학술모임에서 6) 기타 : 

<표 4-13> 연구윤리 정보출처의 기타의견

 우선순위 의 견

1  책자, 기관 메일

2  연구원내 교육

3  정부홍보자료

4  관련서적 읽음

5  워크숍 및 관련 교육을 통해서

6  지도교수

4. 연구윤리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설문응답자의 대다수는 연구윤리 교육이 연구원전체에 고루게 교육받아야 

한다고 생각하 다. 이는 과제책임자에게 집중교육을 한 연후 과제 책임자를 

통한 전 연구원에게 전파교육을 한다는 교육전략을 지지하여 주는 응답이다. 

 교육시간은 바쁜 스케쥴속에서 최소한의 자기 시간을 투자하려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5시간 교육은 하루 오후일과 시간으로 교육 모듈 설계의 최소 

교육시간으로 선택한 시간이다. 

 교육강의는 외부전문가를 선호하 으며 내부 강사는 선호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교육방법 역시 단회성 강연을 선택하는 것으로 볼 때 연구

윤리 역시 다른 여타의 정신 및 특강정도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교육내용으로는 전반적인 교육내용에 고루 관심을 보 고 특히 올바른 인

용과 지식재산권에 매우 높은 관심을 보 다. 이들의 상세한 내용은 아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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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하 다. 

가. 연구윤리 대상자

연구윤리 교육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한 가에 관한 질문에 77%의 대다수가 

연구자 전체로 응답하 다. 연구자 전체가 연구윤리에 관심을 가지고 교육을 

받는 것에 대부분이 공감하고 있었다. 이러한 연구윤리 교육을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 연구윤리 전문가의 심층인터뷰 결과를 토대로 과제책임자를 중심

으로 한 내부 전파 교육을 선택하 다. 과제 책임자를 중심으로 내부 전파교

육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과제원들의 교육 필요성에 대한 공감이 필수적

이다. 아래의 응답은 이 필수조건에 대한 긍정적인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연구윤리 교육 필요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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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4> 연구교육의 대상자

(1) 연구자 전체에게 고루 (2) 연구관리자급 (3) 과제책임자급 (4) 과제책임을 맡지 

않는 연구원급 (5) 박사후/석사후 연수생 (6) 행정관리 부서원

나. 연구윤리 교육시간

 연구윤리 교육은 응답자의 80%가  최소 교육시간인 5시간을 원하 다. 자

신의 바쁜 시간 계획 가운데 최소한의 교육시간을 연구윤리에 배당하는 경

향이 있었다. 

  연구윤리교육을 장기적으로 어떻게 기획하기를 원하는가에 관한 질문에 

응답자의 46%가 1~3일간의 단기집중과정에 응답하 고 다음으로 한 달에 

1~3회 적절히 나누어 운용하는 것에 35%가 응답하 다. 기타 의견으로 입

사 시, 온라인 교육으로 대체하거나 하루 집중 워크숍 등을 원하 으며 하지

말자라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 

  연구윤리 교육시간은 최소 교육시간으로 구성하되 과제책임자급에게는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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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5시간의 교육을 내부 강사는 16시간(1박2일) 교육을 기준으로 교육모듈

을 설계하 다. 과제책임자의 전파교육은 한 달에 한번 8개의 주제별로 1년 

동안 시행하는 것으로 최초 교육은 다소 빡빡하게 계획을 세웠다.  

  

연구윤리 교육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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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연구윤리교육시간 활용도

 (1) 1-3일에 걸쳐 집중적으로 활용 (2) 일주일 정도에 걸쳐 매일 조금씩 활용 (3) 

장기적으로 일주일에 1-2회씩 활용 (4) 장기적으로 한 달에 1-2회씩 활용(5) 기타 

다. 연구윤리 교육형식

 연구윤리 교육 형식에 대한 질문에 41%의 응답자가 연구윤리 전문가 초청

강연을 선호하 고 30%는 온라인 교육을 선호하 다. 기타답변으로 직무필

수교육에 포함, 토론식 교육등으로 진술하 다.

연구윤리 교육 형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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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6> 연구윤리교육형식

 (1) 동료 연구자들과의 간담회 (2) 연구윤리 전문가 초청 강연 (3) 부서별 

연구윤리 자율학습 세미나(참고자료 제공) (4) 연구윤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5) 

위의 여러 교육형식을 병행 (6) 기타

 

 연구윤리 교육 활동에 대한 리더 또는 강사에 관한 질문에 외부강사를 

51%이상의 과반수가 선호하 다. 그러나 내부강사로서의 역량이 갖추어지거

나 여건이 마련된다면 내부강사로서의 활동에 대하여는 46%가 활동하겠다

는 긍정적인 의사를 표시하 다. 과제책임자의 연구윤리 전파자로의 교육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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략이 실제로 적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 설문에서 보여주고 있다. 

연구윤리 교육 강사

22%

27%

5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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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림 4-17> 강사형태

   (1) 직장 내 보직자 (2) 연구윤리를 존중하는 직장 내 선배나 동료 

(3) 외부 전문가 

내부강사로서의 활동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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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36%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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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내부강사로서의 활동 여부

   (1) 아니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라. 연구윤리 교육내용

 문헌조사와 전문가 심층인터뷰를 통해 우선 도출한 연구윤리 8개의 교과내

용에 대한 니즈를 분석하 다. 이들 니즈 분석에 따라 교재 집필 시 더 집중

적으로 내용을 보완하여 교육수요자가 요구하는 방향으로 교재를 작성하기 

위해서다. 설문분석 결과 올바른 인용과 지식재산권에 대한 관심이 전체의 

70%이상을 차지하 으며 다른 6개의 항목에서도 고른 관심을 보여주었다. 

 특별히 인용과 지식재산권, 저자자격과 같이 연구자의 평가와 권리와 연관

되는 주제에 많은 관심을 보 다. 이들 주제는 앞선 설문에서 연구윤리의 심

각하게 위배하는 항목과 배경으로 주목한 분야로서 연구자들 스스로 이 범

위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부분과 자신의 권익을 분명히 찾

기를 원하는 생각들이 공존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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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9> 연구윤리 교육 내용의 니즈분석

  (1) 자료관리(65%) (2) 저자자격 (71%) (3) 올바른 인용에 관한 사항 (77%) 

(5)부정행위 고발(55%) 6) 동료평가에 관한 사항 (41%) (7)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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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2차 설문 자료 분석

1. 설문응답자 분석

2007년 12월 에 개최된 연구윤리 시범 교육에 참석한 피교육자를 대상으로 

교육의 만족도, 교육 내용에 대한 이해도, 연구 윤리 교육의 필요성에 대한 

설문지를 배포하 다. 설문에 응답한 피교육자는 총 31명이며 이 중 한국원

자력연구원 소속 직원은 27명으로 모두 과제책임자이고 4명은 타기관 소속

으로 모두 연구윤리 담당자이다. 

2. 시범교육에 대한 만족도

시범 교육의 만족도 관련 설문지 분석에는 각 명목변수에 다음 <표 4-14>

와 같이 점수를 부여하여 평점을 계산하 다.

<표 4-14> 설문 분석을 위한 평점

 답변 항목 점수

전혀 그렇지 않다  1

그렇지 않다  2

보통이다  3

그렇다  4

매우그렇다  5

시범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도에 대한 설문 결과로 기대감에 대한 평점

은 5점 만점에 3,5이고 만족도의 평점은 3.9로 만족도가 약간 높게 나왔으

며 특히 ‘그렇다’라는 항목에서 만족도는 기대감보다 약 1.7배 향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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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20%

40%

60%

80%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기대감 13% 42% 32% 13% 0%

만족도 13% 71% 13% 3% 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

다

평점:3.5

평점: 3.9

<그림 4-20> 연구윤리 시범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도 비교

교육의 내용과 관련한 세부 질문에서 <표 4-15>와 같이 대체로 평점이 4점

을 넘었다. 

<표 4-15> 설문 분석 결과

 질문 평
교육의 목표가 명확히 제시되었다  3.9

교육 내용이 이해하기 쉽게 구성되었다  4.2
교육 내용이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4.4

새로운 지식이나 스킬을 습득하 다  4.0

3.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및 교육 대상 범위

기 수행된 시범교육과 유사한 교육이 기관차원에서 필요한가라는 질문에 응

답자의 55%가 ‘매우 그렇다’라는 답변을 해서 평점 4.5의 높은 점수로 연구

윤리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 다. 



- 53 -

시범교육과 같은 교육이 기관차원에서 필요하다

55%

39%

6%

0% 0%
0%

10%

20%

30%

40%

50%

6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4.5

<그림 4-21>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한편 연구윤리 교육 대상자로는 과제책임자가 62%로 높게 나왔으며 평연구

원이 34%를 차지하 고 연구관리자도 3%를 얻었다.

연구윤리 교육 대상 범위

3%

62%

34%

0% 0%
0%

10%

20%

30%

40%

50%

60%

70%

연구관리자 과제책임자 과제책임자를 
맡지않은 연구원

포스트닥 과정생 
및 위촉연구원

행정관리 부서원

<그림 4-22> 연구윤리 교육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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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의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문제의 심각성과 관련한 질문에서는 ‘심

각한 편이다’가 전체 응답자의 45%를 차지하 고 응답자 중 6%는 ‘매우 심

각하다’라고 응답하 다. 반면 ‘보통이다’가 42%, ‘별로 심각하지 않다’가 

6%로 약 반에 해당하는 인원이 이 질문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 다.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문제

6%

45%
42%

6%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매우 심각하다 심각한 편이다 보통이다 별로 심각하지

않다

전혀 심각하지

않다

<그림 4-23>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문제의 심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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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윤리 교재와 교육모듈

제 1 절  연구윤리 교재

1. 교재의 역할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지침에서 지정하고 있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제4

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에서 6가지로 규정하고 있다. <표 5-1>에서 처럼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에 대하여는 분명하게 연구부정행위

로 명기하고 있으나 다른 두 가지는 명시적으로 정의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연구윤리에서 명시적으로 부정행위로 규정한 4가지에 대하여서도 

그 정의가 실제 연구현장에 적용하기에는 매우 추상적인 정의이다. 연구현장

에서 실제로 추상적인 규정을 바로 적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규정과 연구현

장에서의 간격을 좁히기 위하여 연구윤리 교재를 구성하 다. 

 연구현장에서 실제로 연구하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설문을 통하여 수렴하여 

내용을 선별하 고 교재의 전반적인 구성과 작성내용은 자문위원들의 검토

를 거쳐 3장 9절로 구성하 다. 연구윤리 교재의 주 독자층은 과제책임자급

과 대학원 박사 과정생으로 한정하여 개론적인 성격의 내용은 다른 교재에

서 참고하도록 유도하 다. 교재의 총 분량은 하루 5시간에 개괄적으로 정리

할 수 있도록 한정하 다. 

 이렇게 구성된 교재는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지침에서 다루지 못하거나 

규정상으로 명확하게 경계를 그을 수 없는 문제들에 대한 여러 대안들을 제

공하여 연구자 스스로 생각해보고 동료와 논의할 수 있도록 하 다. 연구윤

리 지침보다 좀 더 자유로운 범위 안에서 해외의 선진사례들을 살펴보고 국

내 연구계에서 간과해온 연구윤리의 주제들을 생각할 수 있도록 지침과 연

구자간의 가교역할을 본 연구윤리 교재는 담당한다. 

  <표 5-1> 연구윤리 지침에서 정의하는 연구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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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①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개발의 수행, 연구개발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행위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

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

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의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

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②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2. 교재의 구성

 교재의 일반적인 구성은 정의, 사례 및 예시, 가상 사례, 생각해보기의 4가

지 요소들로 이루어져 있다. 정의와 사례는 모든 장에서 공통적으로 포함하

나 가상사례와 생각해보기는 해당하는 장에서 선택적으로 포함한다. 

 정의 부분은 논하고자하는 연구윤리의 주제에 관한 일반적인 정의와 함께  

해외선진사례가 있을 경우 소개하 다. 아래의 <그림 5-1>은 교재의 정의부

분의 한 예시이다.  논문저자순서에 관한 일반적인 의미를 제시하고 각 해당 

세부 사항에 대한 일반적인 견해를 서술하 다. 각각에 해당하는 추가적인 

설명은 각주 처리하여 전체 내용을 읽는데 방해하지 않도록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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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교재 내 정의부분의 예시[실천연구윤리, 117 pgae]

사례 및 예시 부분에는 해당 정의부분의 실제 사례를 서술하 다. 실제 사례

는 아니지만 관련된 현안이나 실제로 문제시 될 수 있는 주제들 또한 여기

에 기술하 다. 교재의 전체 내용을 이해한 독자들은 여기에서 실제 사례와 

현안들을 보면서 정의된 개념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 지 고민할 수 있도

록 하 다. <그림 5-2>에서 저자자격과 관련한 실제 사례의 예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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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교재 내 사례부분의 예시[실천연구윤리, 132 pgae]

가상사례는 실제 사례를 수집하지 못한 경우나 실명으로 제공할 수 없는 경

우, 저작권 관련하여 책속에 기입하지 못하는 경우에 대하여 가상적으로 상

황을 연출한 경우이다. 원칙적으로 사례나 예시보기와 같은 역할을 한다.

<그림 5-3> 교재 내 가상사례부분의 예시[실천연구윤리, 184 pg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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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생각해보기는 교재의 연습문제이다. 용어의 정의를 이해하고 실

제 현장에서 적용 사례를 관찰한 후에 유사하지만 복잡하게 얽혀 있는 문제

들에 대하여 적용해 볼 수 있도록 설계하 다. 기본적으로 정답이 없는 다방

면의 해결책이 가능한 문제를 생각해보기에 기재하도록 하 다. 

<그림 5-4> 교재 내 생각해보기의 예시[실천연구윤리, 212 pgae]

3. 교재의 내용개괄

교재의 내용은 연구윤리의 구체적인 기준이나 엄 한 한계를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자들이 현장에서 당면하는 일상적인 윤리 이슈에 대해 쉽게 이

해할 수 있도록 구성하 다. 다양한 사례와 시사점을 제공하여 연구윤리의 

다양성과 모호함에 대하여 연구원 스스로의 기준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도록 하 다. 

교재의 목차는 <그림 5-5>와 같이 전문가 자문과 설문을 통하여 결정ㆍ보

완ㆍ수정되어 인식, 공유, 실천의 3장과 9절로 구성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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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교재의 목차구성[실천연구윤리 5~6 pages]

처음 시작인 1장 인식의 장은 연구윤리의 배경, 의의 및 주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다룬다. 과학사회학의 개괄과 함께 머튼의 이론과 Resnick의 12가

지 원칙을 소개하 다. 연구윤리가 왜 연구원에게 필요한가에 관한 당의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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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연구윤리는 규제의 수단이 아닌 연구의 진실성을 추구하기 위한 하나

의 도움꾼이라는 공감대를 형성하도록 하 다. 

2장인 공유의 장에서는 연구를 진행함에 있어 연구자들이 직면할 수 있는 

문제들을 다루었다. 연구자들이 관심있어 하는 항목인 인용, 저자순서, 이해

관계와 지식재산권을 중심으로 지면을 많이 할애 하 다. 공유의 장은 책임

있는 연구수행,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 연구윤리ㆍ진실성 검증제도의 3절로 

구분하 다. 

책임있는 연구수행에는 우선 책임있는 연구활동이 어떤 것인가에 관한 정의

와 함께 연구자 스스로 연구윤리의식과 자신의 해당분야에서의 윤리적 가치

를 습득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 다. 과제 책임자급들의 대부분은 연구기

획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때 요구하는 윤리적 가치들을 점검할 수 있도록 특

별히 연구기획업무를 하나의 독립된 내용으로 구성하 다. 데이터관리 표절

과 올바른 인용, 논문저자의 범위와 순서에 대하여는 세계적 수준의 학술지

와 학회 그리고 대학과 연구소에서 제시하는 규정과 정책들을 제공하 다.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에서는 연구환경에 관한 중요성을 제시하여 연구실 

문화와 멘토링의 중요성을 우선 기술하 다.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의 첫시작

은 연구실 문화에서 나오기 때문이다. 자신의 연구성과의 연구윤리적의 의의

와 이해상충이 발생할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추상적인 논

의보다는 법률적인 관점에서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기술하 다. 과제

책임자나 중진 연구원들은 과제의 심사 또는 논문의 심사업무를 동료심사 

형식으로 진행할 의무가 있다. 이 경우 동료심사의 진행방법과 동료심사 시 

요구하는 윤리적 덕목들을 살펴보고 선진국에서의 동료심사가 어떤 식으로 

진행하는지를 제시하여 동료심사 시 참고하도록 하 다. 대형과제가 늘어나

면서 공동 및 위탁연구는 필수적인 연구진행 방식이 되었다. 공동연구와 위

탁연구에 있어서의 이해관계의 정의ㆍ해결등을 원자력사업과 관련한 실제 

사례를 통해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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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ㆍ진실성 검증제도에서는 연구윤리지침의 도입배경, 규정상의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검증시스템 및 절차에 대하여 풍부한 예시와 함께 문제가 

발생할 경우의 대처방안에 대하여 설명하 다. 특히 내부 제보자 보호에서는 

내부 제보자에 관한 문화적인 성숙이 필요함을 설명하 고 내부 제보자가 

연구부정행위 방지를 위하여 필수적인 부분임을 강조하 다. 

 마지막으로 3장 실천의 장에서는 연구윤리 실천을 위한 개인, 기관, 국가 

차원에서의 정책적 제언을 하 고 개인 차원의 윤리의식 함양과 함께 연구

윤리를 위한 긍정적인 수용자세가 중요함을 강조하 다. 교재의 전체적인 내

용은 부록에 포함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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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윤리 교육모듈

1. 교육모듈의 구성

내부전문가를 통한 전파교육을 위해서는 해당 연구원의 멘토 확보가 중요하

다. 성인교육에서는 일방적인 주입식 교육보다는 서로가 토론ㆍ토의 할 수 

있는 양방향 학습이 효과적이다. 이를 위해서 전파교육자는 토론ㆍ토의를 원

활히 진행할 수 있는 커뮤니케이션 스킬을 기본적으로 습득하고 있어야 한

다. 

강사의 내부자질 측면이외에도 연구윤리에 관한 전반적인 지식과 자신의 경

험을 함께 묶어서 설명하고 소속연구원과 함께 토의할 수 있도록 풀어낼 수 

있는 도구가 필요하다. 

 연구원들은 연구윤리의 부정행위 사례에 대하여 외부적으로 알려지는 것을 

기피하고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외부강사의 강의는 내부적인 논의를 이끌 

수 없다. 따라서 연구원차원에서 연구원의 연구윤리를 전담할 수 있는 강사

나 강의 형태를 개발하여 스스로 이러한 논의를 활발히 해야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강사의 확보나 내부 전문가를 양성하는 것은 쉽지 않기 

때문에 내부 전문강사를 위한 교육을 요구한다. 

 이처럼 개인적 역량, 전파교육을 위한 역량, 전문강사의 역량등 크게 3가지 

역에서 서로 다른 역량들을 요구하고 연구윤리에 관한 기본지식을 공통적

으로 필요로 한다. 이들 기본 역량들의 구성과 기본지식들은 아래의 <그림 

5-6> 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이들 각 역 별 전문 역량은 원자력연수원

과 KISTEP에서 제공하는 교육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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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듈 강 의 내 용 시 간

 커뮤니케이션

 스킬

*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사전 준비

* 토의 및 토론 기법 작성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개 방법

3시간 

제 1장

인식의장

* 책임있는 연구수행의 역에 대해 소개 강의

* 마음의 갈등을 느꼈던 통상적인 연구행위에 대해 토의

* 표절 및 인용에 대한 주요내용 강의

2.5

시간

<그림 5-6> 각 역별 요구하는 역량의 벤다이어그램

 교육 모듈은 이와 같은 3가지 형태의 니즈를 파악하여  <표 5-2와 3>와 

같이 크게 나누어 2개의 교육모듈로 구성하 다. 현재 제공하는 교육모듈에

서는 기본적인 강사 skill과 연구윤리 기본지식 그리고 communication skill 

3가지를 제공한다. 우선 과제책임자의 전파교육을 위해서는 개별적인 소그룹 

전파교육이므로 연구윤리 기본지식과 communication skill에 관한 기본을 

제공하도록 구성하 으며 내부 전문 강사의 경우 강사 skill과 세부적인 연

구윤리 지식의 공유를 위한 방법론을 함께 제공하 다. 

<표 5-2> 5시간 연구윤리 교육 모듈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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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공유의장

제1절 

책임있는 연구수행

* 표절과 올바른 인용 사례연구

* 논문저자 범위와 순서 주요내용 강의

* 논문저자의 실제 예시 설명

* 논문저자 범위 사례연구

* 논문저자 범위 생각해 보기

제2장 제2절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

* 연구환경의 중요성

* 이해상충과 공로배분

* 동료심사

* 공동연구와 위탁과제

1.5

시간

제2장 제3절 

국내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제도 

소개

및

제3장

실천의 장

*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제도 소개 및 도입 배경   

* 연구부정행위의 의의와 정의 

* 검증시스템 및 절차 주요내용 

* 내부 제보자 보호 주요내용 

* 실천의 중요성의 느낄 수 있는 그림 및 이야기로 동기부여 

강의

* 연구윤리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 강의

* 연구윤리 실천 액션 플랜 작성

1시간

모 듈 강 의 내 용 시 간

 커뮤니케이션

 스킬

* 성공적인 대화를 위한사전 준비

* 토의 및 토론 기법 작성

* 효과적인 커뮤니케이션 전개 방법

3시간 

제 1장

인식의장

제2장

공유의장

제1절 

책임있는 연구수행

* 책임있는 연구수행의 역에 대해 소개 강의

* 마음의 갈등을 느꼈던 통상적인 연구행위에 대해 토의

* 표절 및 인용에 대한 주요내용 강의

* 표절과 올바른 인용 사례연구

* 논문저자 범위와 순서 주요내용 강의

* 논문저자의 실제 예시 설명

* 논문저자 범위 사례연구

* 논문저자 범위 생각해 보기

4시간

제2장 제2절 
* 연구환경의 중요성

* 이해상충과 공로배분
2시간

 <표 5-3> 16시간 연구윤리 교육 모듈 강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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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 연구하는 

자세

* 동료심사

* 공동연구와 위탁과제

제2장 제3절 

국내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제도 

소개

및

제3장

실천의 장

*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제도 소개 및 도입 배경   

* 연구부정행위의 의의와 정의 

* 검증시스템 및 절차 주요내용 

* 내부 제보자 보호 주요내용 

* 실천의 중요성의 느낄 수 있는 그림 및 이야기로 동기부여 

강의

* 연구윤리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 강의

* 연구윤리 실천 액션 플랜 작성

2시간

  강의의 기본

*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반적 원칙

* 강사의 역할과 자질 

* 성인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강의 전개 방법

1시간

강의 및 

  퍼실리테이팅 

스킬

* 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사전 준비

* 교안 작성 및 보조자료 작성

* 효과적인 강의 전개 방법

* 창의적 교수방법과 퍼실리테이팅 기법

2시간

실습 및 피드백
* 개인별 강의 실습 및 상호 피드백

* 최종 강사 피드백
2시간

모 듈 강 의 내 용 시 간

오프닝

(0.5시 간)

* 강사인사 

* 과정진행 안내
5분

* 팀빌딩

- 개인소개 : 연구윤리와 관련된 형용사로 자기 표현
25분

강사 강의를 수강한 해당 연구원이나 전문강사 희망자들은 <표5-4>의 표준

강의안을 이용하여 해당 연구원에 적합한 강의 모듈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하

다. 내부 강사들은 자신의 시간을 조절하여 강의하는 경우가 많고 금전적

인 혜택도 연구소 규정상 얻기 어렵기 때문에 행정적인 뒷받침이 있어야 한

다. 무엇보다 강사 혼자서 강의를 개선하고 강의스킬을 개발하기 어렵기 때

문에 원자력연수원, KISTEP의 연수원 시스템 등을 활용한 네트워크 구축이 

필요하다.

 <표 5-4> 표준연구윤리 교육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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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명, 팀구호, 그라운드 룰 3개 정하기

* 교육생 기대사항 파악과 과정운  방향 공유

제1장 인식의 장

(1시 간)

* ‘괜찮아~’라는 글을 통해 윤리라는 문제에 대한 강의 5분

* 개인별 연구윤리를 나름대로 정의하고 팀내 발표

* 팀별 비윤리적 사건을 이야기 하고 이들 사건의 

공통점을 토의한 후 전체 발표

10분

* 황우석 사례에 대한 강의

* 황우석 사례 상
10분

* 인식의 장 주요내용 강의 10분

* 윤리적인 연구자의 모습을 윈도우 패닝 방식으로 팀별 

토의 후 발표 및 겔러리 웍

* 연구윤리 실현 최일선 리더인 과제책임자의 역할을 

토의

20분

* 정리강의 5분

제2장 공유의장

제1절 

책임있는 연구수행

(4시 간)

* ‘판도라의 상자’라는 엑티비티를 통해 연구현장에서의 

비윤리적 현상을 도출, 연구윤리 전반의 이슈를 앎
10분

* 책임있는 연구수행의 역에 대해 소개 강의 5분

<연구기획> (35분)

* 참석자들의 최근 연구기획에 대한 정보를 교환하고 

이에 대한 기본적 생각에 대해 팀토의
15분

* 연구기획 주요내용 강의 10분

* 연구기획 사례연구 10분

<표절과 올바른 인용> (60분)

* 김병준 교육부총리 상을 통한 표절과 올바른 인용 

도입
10분

* 표절에 대한 주요내용 강의 10분

* 개인별 올바른 인용의 사례 팀내 발표 후 Best 

Practice를 전체 발표
20분

* 올바른 인용에 대한 주요내용 강의 10분

* 표절과 올바른 인용 사례연구 10분

<논문저자 범위와 순서> (60분)

<책임있는 연구수행과 부정행위> (40분)

<책임있는 데이터 관리> (40분)

모 듈 강 의 내 용 시 간

제2장 공유의장

제2절 

연구환경 개선

<연구환경의 중요성> (30분)

* 실험실 문화에 대한 이해 10분

* 멘토링의 이해와 실천 20분

<이해상충과 공로배분> (60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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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시 간)

* 이해상충에 관한 법적해석 30분
* 공로배분에 관한 법적해석 30분

<동료심사> (60분)

* 동료심사의 제도와 정의의 이해 30분

* 모의동료심사 30분

<공동연구와 위탁과제> (30분)

* 공동연구와 위탁과제에 관한 법적해석 30분

제2장 공유의 장

제3절 

국내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제도 소개

(1.5시 간)

<대두배경> (30분)

* 황우석, 김병준, 그외 사례들 소개 10분

* 국외 사례 및 ORI 소개 20분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20분)

* 연구윤리 지침 해설 20분

<검증시스템 및 프로세스> (20분)

*검증시스템 및 프로세스 해설 10분

*연구윤리 위원의 역할 모델실습 20분

<내부 제보자 보호> (10분)

* 내부제보자의 문제점 토의 10분

제3장 실천의 장

(1시 간)

* 실천의 중요성의 느낄 수 있는 그림 및 

이야기로 동기부여 강의
10분

* 연구노트 주요내용 강의 10분

* 연구노트 작성 실습 15분

* 연구윤리 실천 액션 플랜 작성 및 발표 25분

2. 시범교육

 윤리강의 스킬과 함께 연구윤리 시범교육을 교제 집필자들을 중심으로 시

행하 다. 교육일정, 장소 그리고 대상자에 대하여 <표 5-5>로 요약하 다. 

강의 스킬 교육과 시범교육의 내용은 아래의 <표 5-6>과 <표5-7> 과 같으

며 개발된 교육모듈을 축소 운 하 다. 교육자료는 부록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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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 듈 강 의 내 용 시 간

초청강연
인하대학교 김형순 교수

“ 어 논문 쓰는 방법”

2

시간

제 1장

인식의장

제2장

공유의장

* 책임있는 연구수행의 역에 대해 소개 강의

* 마음의 갈등을 느꼈던 통상적인 연구행위에 대해 토의

* 표절 및 인용에 대한 주요내용 강의

* 표절과 올바른 인용 사례연구

* 논문저자 범위와 순서 주요내용 강의

2

시간

<표 5-5> 연구윤리 시범교육 일시 및 장소 

구  분 일  시 대상자 장  소

연구윤리 강의 

스킬 교육

2007년 11월 

29일(목) 

9:00 - 18:00 

출연연 연구윤리 

강사 희망자(10명)

한국원자력연구원

국제훈련센터(INTEC) 

2층 중강의실

연구윤리

시범 교육

2007년 12월 4일(화)

10:00 - 17:00

과제책임자급 및 

연구윤리 담당자(70명)

유성 리베라 호텔

1층 토치홀

<표 5-6> 연구윤리 강의스킬 시범교육 

모듈명 학습내용 학습방법 시간

1. 강의의 기본

* 학습효과를 높이기 위한 일반적 

원칙

* 강사의 역할과 자질 

* 성인학습자의 특징에 맞는 강의 

전개 방법

강  의

질의응답

1.0 H

2. 강의 및 퍼실리

   테이팅 스킬

* 성공적인 강의를 위한 사전준비

* 교안 작성 및 보조자료 작성

* 효과적인 강의 전개 방법

* 창의적 교수방법과 

퍼실리테이팅 기법

강  의

실  습

질의응답

3.0 H

3. 실습 및 피드백

* 개인별 강의 실습 및 상호 

  피드백

* 최종 강사 피드백

강  의

피드백

4.0 H

<표 5-7> 출연(연) 대상 실천연구윤리 시범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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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책임있는 연구수행

* 논문저자의 실제 예시 설명

* 논문저자 범위 사례연구

* 논문저자 범위 생각해 보기

제2장 제2절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

* 연구환경의 중요성

* 이해상충과 공로배분

* 동료심사

* 공동연구와 위탁과제

1

시간

제2장 제3절 

국내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제도 

소개

및

제3장

실천의 장

* 연구윤리 진실성 검증제도 소개 및 도입 배경   

* 연구부정행위의 의의와 정의 

* 검증시스템 및 절차 주요내용 

* 내부 제보자 보호 주요내용 

* 실천의 중요성의 느낄 수 있는 그림 및 이야기로 동기부여 

강의

* 연구윤리를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한 노력 강의

* 연구윤리 실천 액션 플랜 작성

1시간

 시범교육을 통하여 강의평가를 수행하 다. 강의평가는 강의의 전체적인 기

대감과 만족도를 평가하고, 강의 각 모듈에 대한 전반적인 강의 평가를 16

개 항목에 걸쳐 수행하 다. 

 전체적인 강의 평가는 강의의 만족도와 기대감의 변화로 개략적으로 알 수 

있다. 강의전의 기대감이 높을 수록 수강자들의 집중도는 증가하고 강의 후

의 만족도가 높을 수록 강의의 질과 수준이 목적에 맞게 잘 구성되었음을 

나타낸다. 기대감보다 만족도가 높을 수록 좋은 강의 , 잘한 강의로 평가한

다. 아래의 그림은 시범교육에 대한 기대감과 만족의 변화도와 추이를 보여

준다. 전반적으로 높은 기대감에서 시작하여 기대감보다 높은 만족도가 나타

났다. 사례 위주와 수강자와의 쌍방향으로 구성된 교육내용이 위와 같은 좋

은 만족도를 보여준 주요 원인이다. 평가의 상세 결과는 부록에 첨부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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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7> 출연(연) 대상 실천연구윤리 시범교육 강의 평가 결과 

<그림  5-8> 출연(연) 대상 실천연구윤리 시범교육 사진 



- 72 -

제 6 장 결론 및 정책적 제언

 연구윤리 지침과 우선순위를 두고 추진하여 온 정책 중의 하나가 연구윤

리 교육을 위한 교재개발이다. 과학기술부는 연구윤리 지침과 함께 상세한 

세부지침과 세부 교육 방안은 각 정출(연)에 일임하 다. 연구윤리의 특성상 

정부에서 연구기관으로 수직적인 일회성 교육은 연구윤리에 대한 거부감을 

일으키고 내부적인 의식개혁을 발현할 수 없게 하기 때문이다.

 정출(연) 내부에서는 연구윤리 교육을 시키기 위한 어떠한 인프라도 구축

되지 않은 상황에서 외부의 컨설팅이나 대학교수를 통한 특강 형태의 연구

윤리 교육을 시행하 다. 과학기술부는 내부 전문가를 통한 연구윤리 교육의 

확산이라는 전략을 시행하기 위하여 교육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자료인 교

재 개발을 기획ㆍ연구 수행하 다. 

 연구윤리 교재는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지침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도록 

구성하 다. 법령의 역할을 하는 지침의 상세내용을 이해하고 연구현장에서 

적용할 때 구체적인 가이드와 사례들을 요구한다. 연구윤리 교재는 연구윤리 

지침과 현장 적용의 간극을 좁히기 위한 자료, 연구윤리 교육을 시행하기 위

한 교육 교재 그리고 연구자 스스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한 자습서를 

목적으로 개발하 다.

 전문가 자문회의와 2번의 설문조사를 통하여 정출(연) 연구원들의 연구윤

리에 대한 관심도와 연구윤리 교육의 니즈(needs)를 분석하 다. 학교와 달

리 정출(연) 연구원들은 실제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윤리기준을 필요로 하

다. 특히 지식재산권, 공로배분, 저자순서에 관하여는 연구원의 승진, 채용과 

접하게 연계되어 있기 때문에 더욱 실무적인 내용을 요구하 다. 

 연구원들의 부정행위 경험사례에서는 표절과 부적절한 인용, 명예저자가 

가장 많이 나타났다. 실무적으로는 연구비 부적절 사례를 많이 지적하 다. 

응답자의 40% 이상이 과제책임자임을 고려할 때 부정행위 경험사례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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솔직한 설문은 과제 책임자의 실무와 연구업무에서의 감시와 관리자로서 적

절한 위치임을 설문조사에서 엿볼 수 있다.  

 과제책임자는 연구원 조직의 핵심이다. 연구업무에서는 최고의 전문가, 과

제 관리 면에서는 실무 관리자, 해당 연구실의 실무 결재자로서의 역할을 과

제책임자는 하고 있다. 특히 PBS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과제책임자의 역할

은 더욱더 증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과제책임자의 성향이 해당 연구실의 문

화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연구윤리 교재와 연구윤리 교육 모듈은 기본적으로 과제책임자의 수준에

서 직면하는 문제들에 대한 가이드를 제공하도록 기획하 다. 교육모듈 역시 

과제 책임자가 전파교육을 원활히 제공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기 위한 내용

으로 구성하 다. 

 연구윤리 교재와 교육모듈을 통하여 각 연구기관에서는 자신들의 특성과 

환경에 알맞은 모습으로 개선ㆍ발전하여야 한다. 제공한 연구교재와 교육모

듈은 모든 정출(연)에서 공통적으로 직면할 수 있는 일반적이고 원론적인 문

제들이다. 따라서 해당 연구기관의 특수한 상황은 고려하지 않았다. 공학윤

리역시 그러한 측면에서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고려하지 않았다. 해당 연구기

관에서 자신들의 환경에 알맞은 교재와 교육모듈이 개발되고 그 안에서 연

구윤리에 대한 내부적인 고민과 합의가 이루어 질 때에야 비로소 연구윤리

의 인식의 틀이 바뀌어 지게 될 것이다.   

 향후 연구윤리 교육과 교재는 각 연구기관의 틀에 맞게 개선할 수 있도록 

연구윤리 교육관련 합의체와 네트워크 구성에 관한 기획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내부의 연구윤리 사례들을 한곳에서 관리하고 교육교재로 사용할 수 

있는 관리가 필요하다. 이러한 내용들이 하나하나 축적되어야만 국내의 연구

윤리 교육과 교재가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고 나아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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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실천 연구윤리’ 교재 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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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인식의 장

제 1 절   연구윤리의 배경

‘윤리’의 사전적 의미는 ‘공동체의 구성원들이 함께 살아가는 사회적 관계에 있어 인간으

로서 마땅히 행하고 지켜야 할 도리나 약속된 원칙, 즉 실제적 도덕규범의 원리’를 말한

다. 다시 말해, 인간이 소속 집단과 사회 속에서 생활하고 활동하는데 스스로 인간답게 

살아가고 타인과의 조화로운 공존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것이 윤리이다. 그러므로 윤리

를 어길 경우에는 비록 법을 위반하는 것처럼 사회적으로 외적 제재가 가해지는 것은 아

니지만, 공동체의 책임있는 일원으로서의 자격을 인정받지 못하게 된다. 설령 외부의 비

판은 피할 수 있더라도 스스로의 비판인 양심의 가책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다. 

‘법은 윤리의 최소한도’라는 말이 있듯, 어떤 면에서 윤리는 법보다도 광범위하고 우선하

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윤리 개념은 국내에서는 전통적으로 충, 효, 예 등 일상생활과 관련된 도덕 개념

으로만 인식되어 왔으나, 사회가 점차 발전하면서 인간관계의 구조가 다양해지고 복잡해

짐에 따라 그 의미도 확장되어 왔다. 대표적으로 직업윤리가 그것인데, 과거에는 신분 

상징의 도구 던 직업이 자본주의가 발달함에 따라 세분화, 분업화되고 단일 종사인력 

규모도 대형화되면서 신분의 상징성은 많이 약화되었다. 대신 전문성과 사회적 향력이 

새로운 가치로 부상하 다.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으로서 일상생활 및 사회와 맺는 관계 

못지않게 직업인으로서 일상생활 및 사회와 맺는 관계의 범위와 향력이 매우 커졌다. 

따라서 개인과 직업인, 양자 간의 공존과 조화가 요구되면서 기업윤리, 공직윤리, 의료윤

리, 연구윤리 등 다양한 직업윤리들이 직능 스스로의 생존과 발전의 필요성에 의해 자율

적으로, 혹은 사회의 요구에 의해 타율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제 이 책의 주제인 연구윤리에 대해 본격적으로 초점을 맞춰보자. 연구윤리의 의의 및 

범위에 대해서는 뒤에서 자세히 언급되겠지만 우선 간략하게 설명하자면, 연구윤리는 연

구자 개인이 직업적 양심과 사회와의 관계에 있어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규범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윤리에는 연구 수행 및 결과는 정직하고 진실해야 하고, 연

구자원은 정당하게 사용되어야 하며, 인류에게 위험이 될 수 있는 연구 주제는 가급적 

피하고, 사회가 위험에 처했을 때는 전문가로서 합리적이고 책임있는 조언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 등이 포함된다. 이러한 연구윤리는 다른 직업윤리에 비해 최근에 관심을 받으

면서 논의되기 시작했다. 그러나 사람들은 사실 매우 오래 전부터 역사적 사실이나 SF

화, 소설 등을 통해 연구윤리 주제를 알게 모르게 접해왔다. 그러나 대부분 연구윤리의 

문제원인을 구조적인 차원이 아니라 비뚤어지거나 과대망상적인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연구자 

개인에서 비롯되는 것으로 설정(특히 소설과 화는 단순히 선악 구도를 대비시켜 흥미적 요소

만을 부각하려고 한다.)했기 때문에 직업윤리로서의 의미는 희석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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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나 소설은 그렇다 치더라도 현실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가 늦게 다뤄진 

이유는 무엇일까? 이에 대해서는 몇 가지 추론7)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우선, 과학의 가치중립성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은 과학은 정치나 종교, 예술과는 달리 

주관성이나 감정이 개입되지 않는 가치중립적인 분야이며, 마찬가지로 이를 탐구하는 과

학자들도 가치중립적일(이어야 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대중매체에서 과학자들은 일반인

들이 평소에 듣도 보도 못하는 복잡한 실험장비․기기들과 어려운 이론에 둘러싸여 객관

적이고 보편적인 진실을 발견해내기 위해 밤늦게까지 실험실에서 몰두하고 있는 것처럼 

그려지곤 했다. 그들은 세속적인 현실 세계(기업, 시장, 정당, 정부와 같은)와 동떨어져 

있는 것처럼 보이며, 진흙 속의 연꽃 같은 존재인 ‘윤리’가 별로 필요없어 보인다. 하얀 

연구복, 아인슈타인으로 대변되는 과학자상은 그러한 선입관을 더욱 증폭시켰다. 

한편, 연구 성과는 일반적으로 동료 심사(peer review), 논문 심사(referee system), 실

험 재연(replication) 등 동료 연구자의 비판과 과학적 검증 절차를 통해 비로소 세상에 

공개되며 오류가 시정되어지는데, 이러한 과학기술계 내부의 자기통제 시스템이 연구성

과의 진실성에 대한 의문을 일축시키기도 한다. 왜냐하면 사람들은 과학자 집단은 가치

중립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기통제 시스템도 제대로 작동한다고 믿기 때문

이다.

우리나라의 특수한 문화적 상황에 입각해 살펴보면, 과학의 대표적 이미지인 ‘합리성’은 

과학과 윤리의 결합을 어색하게 생각하도록 하 다. 가령, 근대 윤리학인 서양윤리는 특

수한 시대나 문화를 초월한 보편적인 규범을 근간으로 하고 있으며, 인간의 합리적 이성

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생각하 다. 반면, 동양윤리는 이성보다는 충, 효, 예 같이 전

통적인 정서적 가치에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합리성과는 거리가 있었다. 따라서 동양에서

는 “과학은 합리적이고, 윤리는 정적(情的)”으로 간주했기에 양자의 결합이 좀처럼 어울리지 않

아 보 고, 이 때문에 연구윤리에 대한 논의가 서구에 비해 더디게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2007년 여름, 전국을 뒤흔들었던 학력위조 사태에서도 알 수 있듯이, 한국 사회에

서 학력은 일종의 ‘선(善)8)’과 같은 가치를 지니고 있다. 따라서 한국인들에게 과학자 집

단은 다른 분야에 비해 석․박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고학력 집단이므로 더욱 신뢰가 

가고, 윤리는 별로 필요가 없을 것이라는 인식이 자리잡았을 수 있다. 그렇기에 다른 직

업군에 비해 학계의 윤리위반 사건이 더욱 사회와 언론의 주목을 끄는 것은 아닐까.  

그러나 앞서 살펴본 과학의 가치중립성과 과학기술계 내부의 자기통제 시스템이 연구성

과의 정직성과 객관성을 보장하고 있다는 믿음은 연구환경의 변화로 인해 점차 설득력이 

떨어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과 논의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우선, 과학의 가치중립성부터 살펴보자. 자연의 보편적인 원리를 탐구하거나 개인의 지

적 호기심을 충족하기 위해 상아탑이나 개인 연구실에서 주로 행해졌던 과학 연구는, 산

7) 도움을 주신 한양대 이상욱 교수님께 감사의 뜻을 전한다.

8) 학창 시절에 높은 점수를 받아오면 ‘잘했다’거나 ‘착한 아이’라는 칭찬을 듣는 것. 국내 사법제도가 블루칼라 

보다 화이트칼라 범죄에 관대하다는 지적도 이와 같은 맥락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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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혁명과 1․2차 세계 대전을 거치면서 경제 및 군사 측면에서도 광범위하게 활용되기 시

작했다. 최근에는 정치, 문화, 스포츠, 환경 분야에도 과학기술의 향력과 상호작용이 

활발히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학 연구는 점차 목적지향적인 성격을 갖게 되었

다. 사실 과학의 향력이 커진 현대 사회에서 과학이 가치중립적일 것을 요구하는 것은 

시대역행적일 수 있으며, 오히려 인류 공동체의 진보와 번 을 위해 적극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에서도 볼 수 있듯이 정치권력이 치적 홍보를 위해 과학을 

이용하거나, 과학이 정치권력에 편승하여 정당하지 못한 부나 명예를 추구하고, 국익이

란 이데올로기 하에 과학적 진실이 의도적으로 은폐되거나 악용되는 부작용도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과학의 가치중립성에 대해 논할 때는 지식적 측면으로서의 가치와 활용적 

측면에서의 가치를 구별해야 한다. 전자의 중립성은 연구진실성 차원에서 적극 강화되어

야 하지만, 후자의 중립성을 강조하는 것은 자칫 단순한 선악의 판단마저 포기하는 것으

로 악용될 수 있으므로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차원에서 적극 논의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앞서 살펴봤듯이, 과학 연구가 목적지향적으로 변모함에 따라 효율성 제고 차원에

서 연구 규모와 수행 방식이 대형화, 분업화 경향을 띄게 되었다. 또한 대부분 정부나 

기업에 의해 지원되는 연구자금 역시 과제 선정을 위한 평가단계에서 연구자 간 치열한 

경쟁을 거쳐 배분된다. 이렇듯 과학 연구의 상업화 경향과 효율성 및 성과주의 강조로 

인해 과학자 집단도 생존과 발전을 위한 경쟁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다. 경쟁이 과열되다 

보면 남보다 앞서기 위해 데이터를 교묘히 조작하여 획기적인 성과를 발표한 것처럼 꾸

미거나 타인의 연구성과를 도용하기도 하며, 성과를 부풀리기 위해 중복 출판이나 주제 

쪼개기를 행하거나, 공동저자(명예저자)를 통해 서로 어주기를 하는 등 부작용이 적지 

않게 나타난다. 그 결과 자정시스템은 사실 기대만큼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고, 오히려 

집단(연구기관, 학회, 동종 연구분야) 이기주의를 극대화하는 장치로 이용된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표 1]  연구 환경의 변화 및 부작용

1930년 이

➡

1960년  이후

➡

연구윤리 해요인

지  호기심 충족, 
보편  진리 탐구․발견

목 지향

(경제, 군사, 안  등)
결과지상주의, 

생명윤리 문제 등

개인 연구
동 연구

(분업화, 형화)
칸막이 연구, 
공로배분 문제

개인, 재단 재원
정부, 기업 재원

(경쟁  자 )
경쟁 심화, 성과 압박

양  평가시스템

이러한 연구환경의 변화와 대형 연구부정행위의 발생으로 인해 미국이나 유럽 등 과학 

선진국에서는 이미 1980년대부터 연구부정행위 방지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고 대응책

을 마련해왔다. 우리나라는 최근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의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관심이 크게 높아졌다. 물론 황우석 사태 이전에도 국제

적으로 논란이 된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했지만, 그때까지만 해도 과학의 가치중립성

이나 과학기술계의 자정시스템 논리로 인해 ‘연구윤리는 과학기술계의 몫’이란 분위기가 

강해 언론, 사회나 정부에서도 별다른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다. 그러나 지금은 과학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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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뿐만 아니라 정부 차원에서도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노력을 진행하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사태의 발생 원인이 과연 소수 연구자의 성과에 대한 조급증이나 부와 명

예욕 등에서 비롯된 개인적인 일탈 행위일까. 일부 사람들이 지적하듯이 황우석 사태는 

몇 십 년 만에 한번 발생할까 말까한 예외적인 사건일까. 이에 대해서는 미국의 경우를 

살펴보는 것이 적절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미국은 1980년대 이후부터 연구부정행위가 

증가 추세에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로 당시 미국 대학이 교육기관에서 연구 중심 기관

으로 변한 것도 접한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지적이 있다. 즉, 대학의 연구기관 성격이 

강화되면서 논문 등 연구 실적이 대학 경쟁력의 척도가 되고 교수들간 경쟁이 치열해짐

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도 함께 증가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그리고 현재 한국 대학

의 상황이 1980년대의 미국 대학의 상황과 흡사하다[홍성욱, 2006].

 현재 우리나라는 기술혁신을 통해 새로운 미래 성장 동력을 발굴하고 이공계 기피 위기

를 해소하고자 과학기술에 대한 투자를 강화하고 있다. 이러한 투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성과주의와 경쟁원리9)도 과학기술 정책에 도입되고 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성

과 창출 못지않게 이러한 성과들이 신뢰성을 가질 수 있도록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립을 

위한 노력들이 서로 조화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제 2, 제 3의 줄기세포연

구 논문조작 사태가 앞으로도 계속 발생할 것이다.

제 2 절   연구윤리의 의의 및 주제

본 절에서는 그동안 과학 분야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이 어떻게 변화, 발전해 왔는지

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 

수학자 마이클 아티야(M. Atiyah)는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가 낳은 결과에 대해 책임

져야 할 이유를 네 가지로 제시하고 있다. 

첫째, 지식에 따른 책임을 수반한다. 

둘째, 결과에 따른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기술적 자문 및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 

셋째, 현재의 발견으로부터 발생할 수 있는 미래의 위험에 대해 경고할 수 있다. 

넷째, 인류 전체의 이익을 위한 전 지구적 관점을 취해야 한다. 

이처럼 과학자들이 자신의 연구에 대하여 책임을 지는 것은 그 결과에 대해 대중들이 가

지는 이미지가 과학자들 자신에게 돌아오기 때문이다.  

20세기 중반부터 과학기술 활동의 규모가 급격히 커지면서 대두된 연구윤리는 과학기술

의 발전에 따라 떠오른 윤리적 쟁점에 과학자들이 어떻게 대처해야 하고, 산업화로 인한 

연구윤리의 변질을 막기 위하여 과학자들이 어떤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지켜야 할 것인가 

9) PBS(Project Based System) 제도 도입, 성과평가법 제정, 대학들의 SCI(Science Citation Index)급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등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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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화두를 던졌다.

연구윤리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내용은 로버트 머튼의 ‘과학의 규범구조’에서 찾아볼 수 

있다[Merton,1973]. 그는 과학 공동체 내부에는 다른 사회집단에서 찾아보기 힘든 독특

한 규범들이 존재하는데, 이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지식의 생산뿐 아니라 현대사회가 

지향해야 할 민주주의적 모델로서도 유용하다고 주장하 다. 그가 제안한 4가지 중요한 

규범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공유주의(Communism) : 데이터와 연구결과를 서로 공개하고 공유한다.

둘째, 보편주의(Universalism) : 과학적 아이디어 또는 과학자 개인에 대한 평가에 있어 

정치적, 사회적 요인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지 못하며, 오로지 과학적 성취 그 자체

에 의해서만 평가된다.

셋째, 무사무욕(Disinterestedness) : 오직 진리 추구에만 관심을 두며 개인적, 정치적 

이해관계를 추구하지 않는다.

넷째, 조직화된 회의주의(Organized Skepticism) : 높은 수준의 엄 성과 증명을 추구하

며, 충분한 증거 없이 어떤 믿음도 받아들이지 않는다.

그러나 국의 과학사회학자인 멀케이는 머튼의 이론이 지나치게 이상적이며, 이상적인 

‘과학 공동체’와 이를 지배하는 ‘과학적 에토스(ethos, 관습, 규범)’는 실제 현실과는 전

혀 다르다고 비판하 다. 사실 머튼의 이상적인 과학 공동체 규범 개념은 과학의 상업화 

경향이 심화되고 있는 1980년대 이후부터는 적용하기 곤란한 측면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와이오밍 대학교의 철학교수이며, 윤리학자인 레스닉은 자신의 

저서에서 12개의 과학윤리 원칙을 정립하여 제시한 바 있다(Resnick 1998). 그는 자신

이 제시한 12개의 윤리원칙이 과학자들의 실제 행동을 묘사한 것은 아니며, 단지 바람직

한 연구활동을 위한 방향이라고 강조하 다. 12개의 윤리원칙은 아래와 같다10).

① 정직성 (Honesty)

과학자는 데이터나 연구결과를 위조, 조작하거나 왜곡하지 말아야 한다. 과학자는 연구

과정의 모든 면에서 객관적이고 정직해야 한다. 이러한 정직성은 과학연구에 대한 신뢰

를 이끌어낼 수 있는 요소로 과학연구에 있어 협력과 신뢰를 증진하기 위한 필수요건이

라고 볼 수 있다.

예) 실험 중 얻은 데이터가 가설이나 기존 이론에 맞지 않는다 해도 이미 측정한 결과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

② 조심성 (Carefulness)

과학자는 연구결과를 도출함에 있어 오류를 피해야 한다. 즉 실험적, 방법론적, 인간적 

오류를 최소화하고 자기기만, 편향, 이해갈등을 회피해야 한다. 조심성의 결여로 인한 오

류는 부정직과 동일하지는 않으나, 자원을 낭비하고 과학자에 대한 신뢰를 저해하는 심

각한 부정적 향을 초래할 수 있다.

10) 과학연구윤리, 2001, 유네스코 한국위원회편, p24~34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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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투약량의 계산 오류로 환자의 병을 악화시키거나 사망케 하는 경우, 구조물 설계의 

계산 오류로 인한 안전성 저해 등

③ 개방성 (Openness)

과학자는 데이터, 결과, 방법, 아이디어, 기법, 도구를 공유해야 한다. 즉 과학자는 다른 

과학자들이 자신의 작업을 심사하는 것을 허용하고, 비판과 새로운 아이디어를 귀담아 

들을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개방성의 원칙은 지식의 진보를 촉진한다. 이러한 개방성

은 과학이 독단적이고, 무비판적이며, 편향적으로 흐르는 것을 막는 역할을 한다. 더구나 

비 성(secrecy)은 과학에 대한 공중의 신뢰와 지지를 저하시키기 때문에 더욱 필요하

다. 

예) 현대사회에서는 투명성과 개방성을 윤리의 척도로 사용하고 있다. 가령 원자력 연구

의 투명성과 개방성은 국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현실이

다.

④ 자유 (Freedom)

과학자는 문제나 가설이 무엇이든 간에 관련 연구를 자유롭게 수행해야 한다. 과학자에

게 새로운 아이디어를 추구하고 새로운 문제를 연구하도록 허용함으로써 지식의 팽창은 

물론 창의성을 키우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연구의 자유는 사회적 책임과 합법

성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⑤ 공로, 명성 (Credit)

공로는 마땅히 그것이 주어져야 할 사람에게 주어져야 한다. 과학에서의 보상은 인정, 

존경, 위신, 돈, 포상 등을 포함한다. 공로에 대한 명성이 주어지는 만큼 이에 대한 책임

도 크다. 만약 공로에 대한 보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연구에 대한 동기가 약

해질 수 있을 뿐 아니라 자신의 아이디어나 정보의 공유를 꺼릴 가능성이 있다. 사실 국

내에서는 아이디어를 제공하더라도 이에 대한 보상이 주어지는 경우는 거의 찾아보기 어

려우며, 오히려 아이디어를 도용당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사례는 많은 연구자들이 경

험한 바 있고, 이로 인해 아이디어 발표를 주저하는 경우도 있어 이에 대한 윤리적 대책 

마련도 요구될 뿐만 아니라 아이디어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루어질 수 있는 환경이 조

성되어야 한다.

⑥ 교육 (Education)

과학자는 예비과학자들을 교육시키고 그들이 더 나은 과학적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방

법을 확실히 배우도록 도와야 한다. 더 나아가서는 대중에게도 과학에 대해 교육하고 전

파할 의무가 있다. 즉 대중적 서적, 잡지기사, TV 출연 등을 통해 대중을 교육하는데 노

력해야 한다. 왜냐하면 과학은 대중의 지원에 의존하고 있으므로 대중이 과학에 대해 올

바르고 건전하게 이해할 때 과학이 더욱 발전할 수 있기 때문이다. 원자력에 대한 지식

이 전혀 없는 대중은 원자폭탄에 대한 막연한 경계심으로 인해 원자력 이용에 대해 무조

건적 반대를 심하게 하는 경향이 있다. 그러나 만약 대중이 우리나라가 고 도 에너지원

인 원자력을 적절히 제어하면서 안전하게 활용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으며, 현재 

원자력을 이용해 발전량의 약 40%에 해당하는 전기를 값싸게 생산함으로써 원자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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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상생활은 물론 산업 활동에 중대한 기여를 하고 있고, 의료 ․ 농업 ․ 식품 등에 방사성 

동위원소가 유용하게 쓰이고 있는 점들을 잘 이해한다면 원자력의 평화적 이용에 대한  

대중의 인식은 개선될 수 있을 것이다.

이렇듯 대중에게 생소한 과학 기술에 대해 알리는 것 못지않게 중요한 것은 과학자들의 

정직성, 개방성 및 투명성을 대중들로부터 인정받을 수 있도록 과학자들 스스로가 몸가

짐과 자세를 갖춰야 한다는 것이다. 이럴 때 비로소 대중이 과학자들의 언행과 주장을 

신뢰할 수 있을 것이다. 

⑦ 사회적 책임 (Social Responsibility)

과학자는 사회에 대해서 위해(harm)를 끼치는 것을 피하고, 사회적 이익을 창출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즉 과학자들은 자신의 연구결과를 대중에게 알려주어야 하며, 또한 이에 

대해서 책임져야 한다. 이는 과학자들이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연구를 수행하고, 이에 대

해 공개적으로 토론하며, 전문가들은 성실하고 정직하게 의견을 개진하여 자신들의 증언

에 책임을 지고, 국가 과학정책 결정에 올바른 자문을 담당하고, 엉터리 과학적 사실이 

나타날 경우에는 이의 정체를 과감히 폭로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하면 과학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내용에 대해 결과를 예측할 수 있어야 하며, 예측되는 

결과에 대해서는 솔직하고 정확하게 다른 전문가에게는 물론 대중에게도 알려야 할 의무가 

있다. 이는 과학자도 사회의 구성원의 일원이므로 타인에 대한 책임을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⑧ 합법성 (Legality)

연구의 과정에서 과학자는 자신의 작업에 적용되는 법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연구 활동

과 관련해서도 서로 다른 다양한 측면에서 법이 적용된다. 예를 들면, 위해물질의 사용, 

인간 또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폐기물의 처리, 연구자금 관리, 저작권과 특허, 

고용관행 등이 법으로 규정될 수 있다. 이러한 법 적용은 연구자들에게 불편할 수 있고 

연구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으로 오해받을 수도 있으나, 정직하고 성실히 연구에 전념하

는 경우에는 별 지장이 없다고 본다. 다만 이들 법이 연구에 지장을 줄 정도의 불필요한 

부담을 야기하는 경우에는 이의 개정을 요구하여 개선할 수 있다. 이처럼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진 법은 누구나 지켜야 하지만, 특히 과학자의 범법행위는 개인적 행동으로 단

순 취급하기에는 그 향이 매우 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과학계 전체의 긍정적인 이미

지까지 손상시킬 수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

⑨ 기회 (Opportunity)

어떤 과학자라도 과학적 자원을 사용하거나 연구할 기회가 부당하게 거부되어서는 안 된

다. 과학자는 인종, 성, 출신국가, 국적, 연령 그리고 기타 과학적 능력에 직접 관련되지 

않은 특징들 때문에 동료 과학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논문 투고 시 저자

의 국가나 성별로 인해 연구논문에 편견을 갖고 본다든가 아니면 대충 심사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또한 국내에는 대학원의 연구원으로 들어가는데 성별 때문에 연구실에서 

받아주지 않는 경우가 아직까지 남아있는 실정이다. 

⑩ 상호존중 (Mutual Respect)

과학자는 동료들을 존중해야 한다. 과학 공동체는 협력과 신뢰를 기반으로 세워진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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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로가 존중하지 않으면 신뢰는 금방 깨어지고 만다. 따라서 서로 신체적이나 심리적

으로 위해를 가하지 말아야 하며, 개인적 프라이버시를 존중해 주고, 각자의 실험 또는 

연구결과에 사적 감정을 갖고 간섭하지 말아야 한다. 

⑪ 효율성 (Effectiveness)

과학자는 자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한다. 한 번에 발표할 수 있는 연구결과를 일부러 

여러 편의 논문으로 쪼개어 출간하거나 동일한 결과를 약간의 수정을 통해 여러 편의 다

른 논문에 이용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이러한 것도 자원의 낭비이며 비윤리적인 행동이

므로 피해야 한다. 그러나 연구 단계별 연구 결과를 letter 형태의 논문으로 출간하고, 

최종 완료 시에 full paper 형태의 논문을 출간하는 것은 정보의 효율적 교류 측면에서 

바람직한 경우도 있다.

⑫ 실험대상에 대한 존중 (Respect for Subjects)

과학자는 인간을 실험대상으로 할 때 인권 또는 존엄성을 침해해서는 안 된다. 또한 동

물을 실험대상으로 할 때도 역시 적절한 존중과 조심성을 지녀야 한다.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과 일본에서는 피점령지 주민들에 대한 대대적인 생체실험을 감행했는데, 이는 

어떤 관점에서도 - 설령 그것이 의학 발전에 기여했다 하더라도 - 결코 정당화될 수 없

다.

레스닉의 12개의 윤리원칙은 규범적인 성격이 강하기도 하지만, 일부 경험적 가정에도 

기초하고 있다. 이 대부분의 원칙들은 도덕적 윤리 준수를 기반으로 과학적 목적을 달성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일깨워 주는 것으로, 과학자들이 이러한 원칙에 근거하여 연

구를 수행한다면 과학발전을 위해서도 유익할 것이라고 본다.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연구윤리의 주요 원칙들은 일반 도덕 원리를 응용하여 책임있는 연

구 방법을 제시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연구윤리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에 대해서는 선

뜻 대답하기가 쉽지 않다. 사실 연구윤리란 용어 자체는 단순하지만, 그 안에는 다양하

고 서로 상이한 여러 주제들이 포괄되어 있다. 따라서 언론이나 사회에서 ‘연구윤리’란 

용어를 사용할 때는 사건의 내용과 맥락에 따라 어떤 경우에는 ‘연구진실성’을 의미하기

도 하고, 다른 경우에는 ‘생명윤리’를 의미하기도 하며,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을 의미하

기도 한다. 그러므로 간략하게 정의를 내리려고 애쓰기보다는 세부 주제들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파악하는 것이 연구윤리를 이해하는데 보다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윤리의 주

제에 대해서도 아직 학자들 간 명확하게 합의된 내용은 없지만, 여기서는 학계에서 보편

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레스닉 교수의 5가지 연구윤리 주제에 대해 소개한다.11)

(1) 과학 연구에서의 진실성

과학 연구의 전 과정에서 속임수, 부주의, 자기기만 등으로 인해 정확성과 객관성에 결

함이 있는 연구를 수행했는지 여부에 관한 것이다. 대표적인 연구진실성 저해행위로서 

11) 과학사상, 43호(2002년 겨울), pp. 252~271에 수록된 내용을 요약 정리,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 

한국원자력연구소편, 2006, pp. 23~25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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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혹은 결과물 등에 대한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

rism, FFP)이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다.

최근에는 바람직한 연구 활동의 기준이 ‘연구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

(Misconduct-oriented)’에서 ‘책임있는 연구 활동을 하는 것(RCR12)-oriented)’으로 무

게중심이 이동함에 따라, 데이터의 수집 및 충실한 기록 ․ 보관, 데이터 분석 시 자기기만

에 빠지지 않도록 최대한 객관성 확보에 노력을 기울이는 것, 실험 ․ 통계기기 사용법의 

숙지 및 올바른 작동, 비의도적인 실수의 최소화 방법 등도 연구진실성의 중요한 주제로 

떠오르고 있다.

(2) 논문저자 표시 등 공로배분의 공정성

과학 연구 활동에서 가장 큰 부분인 논문 발표 시 연구 참여자간 실질적인 기여도에 따

라 공로를 합당하게 배분했는지에 관한 것이다. 이는 대학원생이나 박사후 과정 학생 등

을 포함한 소장 연구자들의 공로를 정당하게 인정하는 문제와, 연구에 실질적으로 기여

하지 않은 원로 과학자나 상급자, 동료를 단지 예우나 감사의 표시, 어주기 차원에서 

논문저자로 올리는 관행(명예저자) 등이 주요 주제이다. 최근에는 과학의 상업화 경향에 

따라 특허권 배분 문제도 추가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3) 연구실 문화의 민주성

대부분의 연구 활동이 이루어지는 연구실 내부에서 나타날 수 있는 연구 환경에 관한 문

제로서, 연구책임자와 참여 연구원이나 지도교수와 대학원생(mentor-mentee) 관계의 

민주성과 합리성 문제가 초점이 된다. 주요 주제로는 연구 수행 과정에서의 수평적이고 

합리적인 의견 교환 및 소통구조 확립, 연구부정행위 내부고발자 보호, 이용자원(연구비 

및 실험재료 등)의 공평한 활용, 사회적 약자(여성, 장애인, 소수민족)에 대한 괴롭힘 방

지 등에 관한 내용을 포괄한다.

(4) 특정 연구대상이나 연구 방법에서의 윤리성

생물학, 의학, 심리학 등의 연구 분야에 주로 적용되는 문제로서 가장 쟁점이 되는 분야

는 인체 대상 실험과 동물 실험 등 생명윤리에 관한 사항이다. 최근에는 연구 주제의 다

양화와 첨단화에 따른 향력 증대로 정보통신, 나노, 우주 등 특정 연구 분야에서의 윤

리적 쟁점들이 부각되고 있다.

(5) 과학자의 사회적 책임

전문 직업인으로서 사회와의 관계에서 책임있는 자세로 행동을 하는지와 관련된 주제이

다. 여기에는 공공으로부터 조달된 연구비를 적합한 용도로 집행하는 문제, 공익성에 반

하는 산업 및 군사 연구에 종사하는 문제, 사회 전체가 직면한 중요한 문제에 대해 책임

있는 발언을 하고 조언을 제공하는 문제 등이 포함된다. 가령 새만금 간척 사업이나 경

부 대운하 사업 등 각종 대형 국책사업에서 경제성이나 환경 문제와 관련하여 정치적인 

12)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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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향에 치우치지 않고 전문가로서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를 할 책임을 말한다.

제 3 절   연구윤리의 중요성

매우 획기적이고 놀라운 연구 성과가 세상에 발표되더라도 대부분 연구자들은 과학기술

계 내부의 자기통제 메커니즘을 믿기 때문에 그 연구 성과가 진짜인지 여부를 검증하기 

보다는 신속히 후속 연구에 착수한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실성을 검증하는데 세월을 보

내는 것보다 치열한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고 연구비를 확보하는데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만약 그 연구 성과가 거짓이라면? 

연구부정행위의 해악은 비단 연구자 개인의 양심 위반에 그치지 않고, 동료연구자들의 

시간과 노력까지 소모함으로써 해당 연구분야의 발전을 심각하게 저해한다. 특히 실험재

현이 힘든 분야(가령, 생물학이나 의학 등)에서는 장기간에 걸쳐 부정확한 내용들이 이

어지고, 더군다나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내부고발도 제기되지 않는다면, 결국 잘못된 방

향으로 동료 연구자들을 계속 호도하여 해당 학문의 발전은 정체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리고 잘못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불안전한 제품(의약품이나 치료법)이 생산되어 사

회에 유포된다면 동료 연구자뿐만 아니라 일반인과 사회 전체에까지 심각한 피해를 야기

할 수 있다. 

피해가 광범위하게 확산되면서 해당 연구성과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결국 거짓으로 드

러날 경우, 과학기술계가 입을 신뢰성 타격과 혼란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과학자 

집단에 대한 국민과 사회의 신뢰와 지지가 저하된다면 대부분 공공재원으로 운 되는 연

구개발 활동도 위축13)될 우려가 있다.

이런 과정들이 몇 차례 반복된다면, 동료연구자 간, 교수와 제자간, 연구자와 연구관리 

담당자 간 불신풍조가 광범위하게 형성되어 협동연구, 과제선정 ․ 평가에 있어 불필요하고 

소모적인 비용(까다로운 연구절차, 과다한 서류 작업)을 야기하고 원활한 교류와 협력을 

저해하여 궁극적으로는 과학기술계의 생산성을 떨어뜨리고 과학의 진보를 저해할 것이

다.

대다수 성실하게 연구를 수행하는 과학자들은 연구윤리는 비양심적인 과학자들에게나 필

요한 것이지 자신들과는 별로 상관없으며, 소수의 그들 때문에 과학기술계 전체가 피해

를 본다고 불평하기도 한다. 때로는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검증에 대한 어떠한 

외부의 노력을 간섭으로 간주하고 일체 배제하려고 한다. 그러나 앞서 살펴봤듯이 과학

의 상업화, 성과주의 강조 및 경쟁 심화 등 연구 환경의 변화로 인해 연구윤리 위반 행

위도 점점 증가할 것이라는 예측은 세계 연구윤리 전문가들의 일치된 견해이다. 따라서 

13) 실제로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 발생 이후 생명과학 및 줄기세포 연구 분야에 대한 열기가 한풀 꺾이고 

투자 축소로 인한 경쟁력 저하 우려도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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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반적으로 책임있는 연구활동의 평균 수준을 높이려는 노력 없이 단순히 연구부정행위

만 가려내는 것으로는 근본적인 연구윤리 확립 및 연구부정행위 예방에 있어 미봉책에 

불과하다. 또한 과학을 둘러싼 환경의 변화에 따라 과학의 가치중립성이나 과학기술계 

내부의 자체검증 시스템도 완벽하게 작동하는 것이 아니므로 외부의 개입을 일체 배격하

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만약 연구기관, 학회가 수행하는 연구윤리 확립 활동들이 연

구부정행위 사실이 외부로 공개되지 않도록 조용조용히 소극적으로 해결하려 한다거나, 

연구 환경의 변화는 도외시한 채 연구부정행위자만 가려내 처벌하는데 그친다면, 과학기

술계는 연구윤리에 점차 둔감해질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외부에서 알아차릴 수 없도록 

교묘하게 위장된 불공정하고 부정한 연구활동이 동료연구자들보다 앞서 나가는데 도움이 

된다는 인식이 퍼진다면, 과학기술계가 겉으로는 멀쩡해도 속으로는 곪아서 언젠가 스스

로 허물어져 버리거나 외부에서 가해진 약간의 충격에도 금방 무너져 버리는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연구윤리는 교통규범에 비유될 수 있다. 비록 강력한 단속과 처벌을 통해 

음주운전 같은 중대한 교통범죄를 예방한다 하더라도, 운전자들의 전반적인 질서의식이 

낙후되어 차선 바꾸기, 끼어들기, 추월하기, 중앙선 침범 등 제도적 사각에 놓여있는 위

반행위들이 빈번하게 이뤄진다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고 뛰어난 실력을 가진 운전자라 

하더라도 도로에 나가고 싶은 마음이 없을 것이다. 오히려 자신도 그렇게 해야 손해를 

보지 않는다는 생각에 험난한 도로주행을 자청할 것이다.

따라서 연구윤리 문제는 몇몇 연구윤리 전문가와 연구기관 담당자들만의 것이 아니라 과

학기술계 전체가 머리를 맞대고 힘을 모아 풀어야 할 과제이다. 특히 과학기술계의 자정

기능이 제대로 작동하기 위해서는 내부 제보자 보호가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를 위해서

는 주변 연구자들의 이해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제 2 장 공유의 장

제 1 절   책임있는 연구수행

1. 책임있는 연구 활동이란?

앞서 제1장 제1절 연구윤리의 배경에서도 살펴보았듯이, 오늘날 순수하게 개인의 지적 

만족과 호기심 탐구를 위한 연구는 극소수이며, 대다수 연구 활동들은 연구 결과의 공개

와 활용이라는 목적을 갖고 이뤄지므로 연구자들에게는 연구 과정과 연구 결과에 대한 

책임이 발생한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은 단지 행위주체에게 행위의 결과가 귀속되는 인

과응보적 개념이나 민ㆍ형사 상 제재를 동반하는 법률적 책임에 국한되는 좁은 개념에서 

나아가, 누군가 지적하거나 사회적인 처벌이 가해지지 않아도 스스로 보편적인 양심과 

신념에도 충실해야 함을 의미한다. 따라서 ‘책임있는 연구’란, 현행법과 사회적 가치관의 

테두리 안에서 본인의 직업적 양심에 충실하고, 동료 연구자들과 성실하게 교류하며 타

인의 연구와 공동체에 피해를 주지 않는 것임을 의미할 수 있겠다. 책임있는 연구는 ‘바

람직한(Desirable) 연구’, ‘훌륭한(Good) 연구’라는 개념이 너무 포괄적이고 추상적이라 

그 범위가 불분명한데서 비롯될 수 있는 오류14)를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다. 

책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RCR)은 연구윤리에서 실천적 

가치를 부여한 목표이다.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연구 가치로서 미 연구윤리국

(Office of Research Integrity: ORI) 자문위원인 Steneck 교수는 아래의 4가지 덕목을 

제시하 다[Steneck, 2004]. 

- 정직성 : 정직한 정보 전달과 연구자 윤리강령의 성실 이행 

- 정확성 : 연구 결과의 정확한 보고와 데이터의 최소 오차

- 효율성 : 현명하고 낭비없는 자원 이용

- 객관성 : 명확한 설명과 부당한 편견의 기피

그러나 이 4가지 덕목만으로는 어떻게 해야 책임있는 연구를 실천할 수 있는지에 대해 

명확한 답을 얻기가 어렵다. 평소에 연구윤리에 관심이 많은 연구자라면 이를 토대로 자

신의 행동방향을 자율적으로 설정할 수 있겠지만, 연구 주제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구상

하기에도 바쁜 연구자 모두에게 이러한 요구를 하는 것은 무리일 수 있다. 그러므로 각 

연구기관이나 협회, 학회에서는 관련 법률 및 사회의 보편적인 가치관과 관습, 그리고 

여러가지 연구윤리 규범 - 머튼의 윤리규범, 레스닉의 12가지 윤리 원칙 등 - 을 토대

로 해당 분야에 맞게끔 구체적이고 분명한 윤리 규범을 고안해내고 있다. 정부에서는 책

임있는 연구와 과제수행을 위하여 위에서 언급한 연구윤리 규범이 잘 발현되도록 관련 

법규정을 제시하고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14) 가령 어떤 집단이나 개인이 성과의 공유란 가치에 대해 편향되고 잘못된 태도를 강하게 갖고 있는 경우, 그 

내부에서는 ‘공동저자 끼워넣기’도 바람직하고 훌륭한 연구 활동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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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이 속해 있는 연구기관, 단체나 학회, 정부의 관련 정책과 규범들

을 명확히 인지할 의무가 있다. Steneck 교수 역시 책임있는 연구 수행을 위해 아래의 

4가지 사항을 잘 살펴볼 것을 권장하 다[Steneck, 2004]. 

- 소속 학회 및 소속 집단의 윤리 규범 및 강령

- 관련 과제의 정부 규정

- 소속 연구기관의 정책

- 개인의 신념

여기에서는 미국화학회의 연구윤리 규범[교육부, 2006]과 미국토목공학회의 윤리규범을 

소개하 다. 이들 규범은 각 학회의 분야와 소임에 맞게 자신의 역할과 지켜야 할 덕목

을 분명히 제시하고 있다. 자신이 속한 학회의 이러한 정관과 규범을 익히는 것은 책임

있는 전문가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중요한 시작이 될 것이다. 

[표 2]  미국화학회의 화학자들의 윤리 규범

화학자들은 다음에 한 책임을 인지해야 한다.

에 해 

화학자들은 공공의 이익과 복지를 해 사하고 과학 지식을 증진시키기 

한 문 인 책임이 있다.
학문 으로

화학자들은 화학의 진보를 추구해야 하며, 자신들의 지식의 한계를 이해하고 

진실을 존 해야 한다.
직업 으로

화학자들은 자기 분야의 진보 사항들을 잘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아이디어와 

정보를 공유하고 정확하고 완벽한 실험실 기록을 갖추어야 한다.  모든 연구 

행 와 출 에 있어 윤리성을 유지하고 다른 사람들의 연구 기여도에 마땅한 

공 을 인정해야 한다. 이해 계의 상충이나 조, 변조, 표  등과 같은 과학

 부정행  등은 본 윤리 규범에 배된다. 
고용주에 해

화학자들은 자신의 고용주에 한 합법 인 이익을 보호ㆍ증진하고, 성실하게 

일해야 한다.  자신의 능력을 최 한 발휘해야 하고 맡겨진 의무를 다해야 하

며, 소유권 련 정보를 보호해야 한다. 
고용인으로서

고용인으로서 화학자는 함께 일하는 직원의 문성을 존 해야 하며, 그들의 

복지 증진을 해 노력해야 한다.
학생에 해

화학자는 교육을 학생의 학식과 문성 개발을 증진하기 해 사회가 부여한 

신뢰로 여겨야 한다.
동료에 해

화학자는 동료들을 그들의 공식 인 교육 수 과 계없이 존경하고 격려해야 

하며, 함께 배우고 정직하게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그들의 공 을 인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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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교육부, 2006, 연구윤리소개, p12의 표 1a2를 전문인용15)

[표 3]  미국토목공학회의 윤리 규범16)

공학자(토목)들은 문가로서의 존엄, 명 , 완 함을 증진시키고 보존한다. 

기본원칙(Fundamental Principles)
인류복지와 환경을 증진시키기 해 공학자의 지식과 기술을 사용한다.
일반 , 고용주와 고객에게 충실하게 사하며 정직과 공명정 함 으로 행

한다.
문직의 명성과 능력을 증진시키기 해 노력한다.

동료 공학자들의 사회 공동체를 지지한다. 

기본원칙(Fundamental Canon) 
공학자는 공공의 복지, 건강과 안 을 최우선으로 수해야 하고, 인류의 지속

인 발 을 해 문가로서 맡겨진 업무를 수행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공학자는 권한 역 안에서만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학자는 객 이고 진실한 태도로 공공 보고서를 작성해야 한다. 
공학자는 이해 상충을 피해야 하고 진실하고 충성스런 고용인으로서 고용주와 

고객을 해 맡겨진 문 업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학자는 자신의 명성을 자신이 활동하는 범  내에서 쌓아야 하고, 다른 사람

들과 불공정한 경쟁을 하지 않는다.
공학자는 자신의 직업에 한 명 , 엄, 정직성을 향상시키고 유지하면서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공학자는 자신의 경력을 계속 발 시켜나가고 후배 공학자에게 발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  

정직하고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연구부정행위와 바람직한 연구활동의 유형과 경

계를 분명히 알아야만 한다. 특히 모든 나라의 연구자와 연구기관은 연구부정행위(misconduct), 

사기행위(fraud), 부정직한 행위(dishonest)로 분명히 규정하는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FFP)이 ‘해서는 안 되는 행위’라는 점을 인식하고 각별한 주의를 기

울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 활동에는 연구부정행위처럼 심각한 행위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결코 바람직하거나 장려할 만한 행위도 아닌, 결과적으로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방해하거나 위해

하는 행위(Questionable Research Practice, QRP) 또는 연구 부적절 행위들이 폭넓게 존재한

다. 이 행위들은 [그림 1]처럼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 활동 사이에 위치하여 그 경계가 

모호하기 때문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연구자 자신도 모르게 쉽게 행할 수 있다.

Misconduct           QRP           RCR, GSP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통계실험장비의 오작동, 
빈약한 연구설계, 데이터 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불성실한 연구기록,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연구모델을
그냥 사용, 학생 지도에 대한 무관심 등등

FFP

Misconduct           QRP           RCR, GSP

편견에 사로잡힌 연구, 통계실험장비의 오작동, 
빈약한 연구설계, 데이터 관리의 소홀 및 부주의, 
불성실한 연구기록, 잘못된 줄 알면서도 연구모델을
그냥 사용, 학생 지도에 대한 무관심 등등

FFP

15) 이글의 원 참고문헌(primary source)은 아래의 웹사이트에서 확인 가능하다. 
     http://www.lit.edu/departments/csep/publicWWW/codes/coe/acs-chma.htm

16) www.asce.org/inside/ethics.cfm 에서 원문 확인이 가능하다. 토목공학은 최초의 공학으로서 그 의의가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공학의 대표로서 소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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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구부정행위와 책임있는 연구활동 간의 스펙트럼

특히 QRP에 해당하는 연구 부적절 행위들은 의도성(Intent)을 입증하기가 어려워 행정

적, 법적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대다수이므로 연구자들 본인이 연구의 합리성과 타당성

에 대한 분명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미국 National Academy of Society(NAS)에서 규정한 QRP는 아래의 7가지이다[NAS, 

1992].

 

- 연구 데이터의 부적절한 보존

- 부적절한 연구 데이터의 기록

- 연구에 중요한 기여 없는 저자의 공로 인정

- 최초 연구의 경우 그 연구의 자료에 대한 합당한 공개 및 공유에 대한 거절

- 연구 심사나 리뷰를 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데이터의 공유나 공개가 없이 연구결과

를 공개하거나 사실을 잘못 기술하는 경우

- 부적절한 연구 감독 또는 멘토링

- 연구 결과의 중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부적절한 데이터의 통계 처리

QRP는 그 위해도는 FFP에 비해 작지만 훨씬 더 높은 빈도로 연구자들 사이에서 행해지

고 있다. 따라서 연구진실성 확보를 위해서는 QRP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향으로 교육과 

정책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림 2]는 연구자들의 부정행위에 대한 행동 경향을 간접적으

로 보여주고 있다. FFP와 같은 범죄행위로 규정되었거나 관련된 상위 10개의 부정행위

에 대해서는 소수의 연구자들이 연루되었거나 목격하 다고 보고하 지만, QRP와 같은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10배 이상의 연구자들이 관계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FFP와 같은 분명한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연구자들이 극히 조심을 하지만, QRP와 같은 

부적절 행위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그 경계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출처: Martinson, B. C., Anderson, M. S., & De Vries, 
R.(2005)

[ 그림 2]  지난 3년 동안 연구부정행위와 관계된 과학자 통계

이러한 연구부적절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 과학기술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은 

부적절행위에 대한 지침 및 상세한 운 을 각 기관에 일임하고 있다. 각 기관에서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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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업무와 연구의 특성에 맞게 연구부적절행위를 선별하여, 기관 고유의 연구윤리 가이

드라인을 자율적으로 형성하려는 취지이다. 

최근 학술진흥재단에서는 이러한 취지가 각 단체에서 적절하게 운용되는지를 평가하기 

위하여 ‘국내 연구윤리 활동에 대한 실태조사’를 수행하 다. 이 연구에 의하면 연구부정

행위를 학교 특성과 여건에 맞게 규정하여 이를 관리ㆍ감독하고 있으나, 학교라는 공통

분모 안에서의 조사이기 때문에 그 주요 범위는 거의 동일하게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이인재, 2007]. 

[표 4]  연구부정행위 (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연구부정행 (이하‘부정행 ’)라 함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 결과

의 보고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조ㆍ변조ㆍ표 ㆍ부당한 논문 자 표

시 행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 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 결과를 허 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

하는 행 를 한다.
② ‘변조’라 함은 연구와 련된 재료․장비․과정 등을 조작하거나 데이터 

는 연구결과를 변경하거나 락시켜 연구 기록이 진실에 부합되지 않

도록 하는 행 를 말한다.
③ ‘표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를 말한다.
④ ‘부당한 논문 자 표시’라 함은 연구 내용 는 결과에 하여 과학 ․

기술  공헌 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 자 자격

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 ․기술  공헌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

게 감사의 표시 는 우 등을 이유로 논문 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

를 말한다. 
⑤ 본인 는 타인의 부정행  의에 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

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

⑥ 기타 학계에서 통상 으로 용인되는 범 를 심각( )하게 벗어난 행

⑦ 타인에게 상기의 부정행 를 행할 것을 제안 강요하거나 박하는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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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  대학별 연구부정행위 용어 규정의 비교17)

  학 특이 사항

 연세

 - ‘자료의 복 사용’ 포함 : 자료의 복사용은 본인이 이미 출

한 자료를 정당한 승인 는 인용 없이 다시 출 하거나 게

재하는 행

 -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데이터 는 연구 결과에 한 

해석 는 단에 한 차이의 경우는 연구부정행 에서 제외

한다.

 가톨릭

학교

 - 연구부정행 와 연구부  행 로 나 어, 연구부  행

란 학술 , 기술  공헌 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가 공 자가 

되거나 그 같은 자에게 공 자의 자격을 부여하는 행 . 그리

고 ①, ②, ③, ⑥과 같은 부정행 를 인지하고도 이를 방조하

거나 묵인하는 행 를 말한다.

 충남  - 연구부정행  규정에서 ⑤번 항목이 빠짐

 서울
 - 연구부정행 와 연구부 행 로 구분(가톨릭 와 동일함)
 - ⑤, ⑥이 빠짐

 한국과학

기술원
 - 연구진실성에 반하는 행 를 ‘연구부당행 ’로 규정

 경북  - ⑤, ⑥이 빠짐

 조선

 - ‘연구진실성’이란 연구수행  결과도출에 있어서 부주의나 

잘못된 지식으로 인한 비의도 인 오류 는 의도 인 부정행

( 조, 변조  표 )가 개입되지 않은 객 성과 정확성이 

확보된 경우

 - 연구윤리의 범 는 학문연구의 객 성, 논문 자표시 등 공로

배분의 공정성, 연구실 등록의 진실성, 특정연구 상이나 연

구방법에서의 윤리성, 연구자의 사회  책임성 등으로 한다.

 남 ,  POSTECH, 한양 , 남 , 북 , 건국 는 연세 와 같음

기타 포함 내용     학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원의 채용  

연구원에 한 부당한 우 
 울산 ,  POSTECH, 한양

실험 상 보호의 반
서울 , 울산 ,  POSTECH, 한국과

학기술원  

의도 으로 데이터를 기록하지 않거

나 기 혹은 조작

서울 , 울산 ,  POSTECH, 한국과

학기술원, 한양  
 

이와 같은 기관의 정책과 규정은 연구자가 정직한 연구활동을 하도록 하는 가이드라인을 

제시한다. 따라서 연구자는 자신이 속한 기관의 연구윤리 정책과 규정을 최소한 숙지할 

의무가 있다.

한양대 이상욱 교수는 과학연구 부정행위는 데이터와 그 데이터로부터 도출되는 일련의 

17) 학술진흥재단의 보고서 [표 2-5]에서 전문 발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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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 사이의 관계기반을 붕괴하고, 이를 기반으로 연구한 선의의 연구자들은 시간ㆍ금

전ㆍ명예에 전반적인 선의의 피해를 입게 된다고 언급하 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에 대

한 각 나라의 입장은 전통과 처한 상황에 따라 다르다. 

미국의 경우, 법률과 권리관계가 명확하게 구분되는 전통에 따라 법적으로 처벌하거나 

정의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부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어떤 과학자가 다른 과

학자에게 비난받을 만한 일을 하지 않고 책임있는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연구 

윤리의 초점으로 생각한다고 볼 수 있다[이상욱, 2006].

미국과 달리 유럽에서는 좀 더 포괄적이고 적극적인 범위에서 연구윤리의 부정행위를 규

정하고 있다18). 이는 연구윤리 논의의 목표를 ‘바람직하다(good)’고 여겨질 수 있는 과

학연구 관행을 진작시키는데 두고 있기 때문이다[이상욱, 2006]. 유럽에서는 논문에 기

여한 바 없이 이름을 올리는 명예저자 부여를 연구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명

예저자가 다른 과학자의 연구를 방해하거나 훼손하는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많지 않을 

것이다.19)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예저자 부여가 널리 받아들여질 만한 모범적인 연구관행

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을 것이다[이상욱, 2006].

이처럼 각 나라의 여건에 맞는 가장 최선의 방법으로 연구윤리의 교육과 부정행위의 처벌대상

을 선정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윤리는 연구를 해치는 걸림돌이 아닌, 연구자가 올바른 연구

로 가기 위한 차선(車線)의 역할을 하는 것임을 인지해야 한다. 바람직한 연구 실천과 잘못된 

연구 관행을 개선하려는 노력은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르지 않겠다는 소극적인 행동이 아니라, 책

임있는 연구수행(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을 하겠다는 연구자 자신의 적극적인 노

력이 요구된다. 이러한 노력은 과학연구 전반을 더 나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중요한 원동력이 

될 것이다(Cf. 조은희 2006).

연구기관에서는 연구윤리 관련 자체 규정과 강령, 그리고 연구부정행위 자체검증 절차 

등에 대해 소속 연구자들에게 충분히 교육시켜야 한다. 더 나아가 책임있는 연구활동을 

위한 데이터 보관 ․ 관리, 인용, 저자 범위 및 순서 등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교육을 실시

하고 연구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유도해야 한다. 이럴 때야 비로소 연구기관은 책임있는 

연구활동의 수준이 높아질 수 있으며, 보다 훌륭하고 신뢰받는 연구성과가 창출될 것이

다.

2. 연구 기획

1) 배경

18) 연구윤리부정행위의 정의는 분명 유럽이 더 적극적이고 포괄적이다. 그러나 그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과 조

사는 미국이 더 적극적이고 치 하게 시행되고 있다. 여기서는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관한 범위 관점에서 바

라보았다.

19) 물론 명예저자로 저명한 과학자를 ‘모셔 와서’ 허술한 논문의 신뢰도를 높이려는 경우, 동료 과학자들에게 논

문의 수준에 대한 잘못된 정보를 준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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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모든 프로젝트는 연구의 기획단계에서 책임성은 물론 윤리성을 고려하여 주

제를 선택해야 한다. 즉 과학자가 단순히 과학적 탐구심을 만족시키려는 의도나 단순히 

개발 기술의 유용성 측면만 고려한 기획을 한다면 자칫 잘못하여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

시킬 수 있고, 엄청난 재앙을 후손들에게 떠넘기는 불행을 초래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연구기획자는 사명감과 함께 책임감을 가지고 연구에 임해야 한다.

종래의 과학연구는 수없이 반복되는 자연현상에 대한 법칙을 발견하기 위한 시도에 집중

되어 있었다. 그러나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과학적으로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연구가 인간 공동체의 기본적인 가치관을 위협하는 데까지 이르게 되었다. 

예를 들면, 생명공학은 인간복제의 가능성까지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인간의 병을 치유

하는 단계를 넘어 인간의 존엄성뿐만 아니라 자연의 섭리를 근본적으로 거스르는 단계까

지 이를 수 있음을 예견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는 ‘할 수 있는 것’과 ‘해도 되는 것’을 

엄격히 구분하여 이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구할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다시 말해 ‘해

서는 안 되는 것의 범위’를 설정하는 문제와 더불어 ‘실제로 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법’의 

문제까지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른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모든 과학연구는 수

행하기 전의 기획단계에서부터 연구결과의 사회적, 환경적 향까지도 고려해야 한다. 

2) 정의

일반적으로 ‘기획’은 추진하고자 하는 일의 방향을 정하고, 이에 따른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전 과정을 말한다. 다시 말해 기획은 새로운 아이디어를 실행하기 위하여 정보를 

수집, 가공, 조립하여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는 일련의 과정인 것이다.  

여기에서는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 첫번째 단계가 될 연구주제의 선정과 이에 따른 계

획을 세우는 과정을 ‘연구기획’이라 정의하고자 한다. 

연구기획은 우선 사회적, 경제적 수요에 따라 하고자 하는 일을 설정하면서부터 시작된

다. 이를 전제로 기술현황을 분석하여 ‘지금까지 누가 어떠한 방법으로 어느 정도까지 

기술을 개발했는가’와 장단점을 살펴보고, 앞으로 남은 과제는 무엇이며, 그 과제는 어떤 

방법으로 어디까지 개발할 것인가를 설정하는 행동을 일컫는다. 

 

(1) 연구기획 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

가. 기술적 효과

기술적 효과의 경우 기존의 기술에 비해 얼마나 향상시킬 수 있으며, 인류에게 얼마나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는가와 함께 그로 인한 부작용은 없는지, 만약 있다면 이는 수용 

가능한 것이지, 수용 가능하지 않다면 이는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 등에 대해  충분히 숙

고하고 이에 대한 대안도 고려하여 연구를 수행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종래에는 

무조건 장점만을 부각시켜 신기술 개발에 전력투구하여 왔던 게 현실이지만, 이제는 보

다 냉정히 검토하여 실생활과 인류의 앞날을 조망하면서 기술을 개발해야 되는 시대에 

도달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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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부각되는 쟁점 중의 하나가 지구 온난화 문제이다. 지금까지는 생활의 편의 내지는 

손쉽게 확보할 수 있는 에너지원으로서 석탄, 석유 등 재래식 연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해 

왔으나, 이미 세계 각지에서 우리가 실감할 수 있는 정도의 기후변화가 일어나고 있고 

이로 인한 심각한 재난이 발생하고 있다. 그리하여 교토의정서 등을 통해 재래식 연료의 

사용에 따른 피해를 줄이려는 활동이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앞으로의 연구는 이와 같이 사후약방문 격의 조치가 아닌 기술 개발과 동시에 이의 부작

용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기술개발 활동이 병행 추진되어야 한다.

나. 경제적 효과

경제적 효과는 기술 개발이 인류의 편의성 및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므로, 보다 

나은 기술을 보다 싸고 쉽게 이용하려는 인간의 본성에서 무시하지 못할 부분이다. 그러

나 지나치게 경제성을 강조하고 기업의 이윤 극대화를 도모하고자 할 경우 안전성이나 

리스크를 소홀히 다룰 수도 있어 매우 신중히 다루어야 하는 부분이다. 그러므로 기술개

발은 경제적 효과를 신장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기는 하나, 최대한 안전성을 

제고할 수 있는 방식이어야 한다.

원자력의 경우 이러한 기술의 응용이 전쟁 무기로부터 시작되었고, 이의 가공할만한 위

력을 전 세계인이 피부로 느꼈기 때문에 이 에너지원을 평화적으로 이용하려던 초기부터 

안전한 원자력 에너지의 이용을 최우선으로 삼았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벼락으로 인한 

피해를 걱정하여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하지는 않는 수준만큼 원자력에너지의 이용으로 

인한 리스크를 벼락으로 인한 리스크보다 작게 낮추도록 노력해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TMI 사고나 구소련의 체르노빌 발전소 사고 이후에는 이보다도 훨씬 강화된 리

스크 기준을 적용하여 원자력 기술을 이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아직도 계속 안전성을 

증대시키려는 노력을 각국이 기울이고 있다. 

다시 말하면 인간에게 있어 불가항력적인 자연적 현상은 차치하고라도 인간이 개발하여 

사용하는 모든 문명의 이기는 크던 작던 간에 리스크를 발생시킬 여지를 내포하고 있으

므로, 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인류에게 보다 이익을 안겨줄 수 있도록 하느냐가 기술개발

자들이 가져야 하는 기본자세이다. 따라서 연구기획 시에는 개발된 기술을 실용화할 수 

있고 경제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노력을 하되, 이러한 기술을 응용할 때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내지는 리스크를 예측하고 이에 대비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해야 한다.

다. 사회적 효과

사회적 효과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발기술의 리스크를 최소화하여 인류가 그 기

술을 활용하는데 있어 거부감을 갖지 않도록 계획 수립 당시부터 이를 고려하여 대비하

여야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타 산업분야에의 확대 적용 가능성도 함께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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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기획과 평가

연구기획을 진행함에 있어 국내에서 주로 발생하는 일들은 기획평가위원으로 참석한 교

수 또는 연구원이 프로젝트의 책임자 또는 위탁연구, 공동연구자가 되는 경우가 빈번하

다는 것이다. 이는 국내에서는 특정 분야의 전문가 풀(pool)이 적어 그 프로젝트를 기획

하는 사람이 그 내용을 가장 잘 알고 있고, 평가하는 사람이 기술적으로 전문가인 현실

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러한 폐단을 없애기 위해 정부에서는 평가를 철저히 하기 위하

여 학연, 지연, 기관 등의 공통적 요소를 배제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그러나 전문가 집단

이 적은 분야에서는 위의 요소를 전부 배제하다 보면 비전문가가 연구 과제를 평가하게 

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며, 이는 올바른 과제의 선정 및 평가를 할 수 없게 한다. 

3. 책임있는 데이터 관리ㆍ활용

1) 배경

실험연구의 진실성을 보장하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 데이터 관리이다. 데이터의 올바른 

관리는 모든 연구의 시작이고 연구윤리의 핵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못하는 이유는 과학 분야의 다양함 때문이다. 다양한 분야는 다양한 종류의 데

이터를 생산한다. 물리학 분야에서만 보더라도 소립자의 궤적, 핵자료, 유체에 의한 항력

변화, 재료 물성치 등 수많은 자료가 존재한다. 심지어 순수한 사고의 결과물인 수학의 

한 분야에서도 컴퓨터 시뮬레이션에 의한 실험 데이터가 존재한다.  

데이터는 연구의 최종 산물이므로 그 소유권이 명백히 표시되어야 한다. 또한 데이터의 

올바른 보관과 관리는 최종 결과물이나 논문에서 문제가 발생될 시 그 문제에 대해 연구

자를 변호해 줄 유일한 증거자료이다. 또한 특허권이나 연구자의 권리를 보장해줄 수 있

는 유일한 증거이기도 하다. 

데이터의 일생(life cycle)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실험연구의 일반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일반적인 연구의 수행과정은 아래와 같다[Spector, 1981, Holman, 2001].

- 문제인식과 정의 (Problem recognition and Definition)

연구의 시작은 질문이다. 질문에 대한 명확한 정의와 질문의 답을 얻기 위한 과정들은 

각 연구자의 패러다임에 의해 많이 좌우된다. 질문이 구체화되면 질문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한 연구의 목표가 결정된다. 필요에 따라서는 과제화하여 자금을 확보하기 위한 과제

제안서를 작성한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연구는 문헌조사나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한 

기존 연구에 대한 조사이다. 기존 연구에 대한 철저한 이해와 조사만이 자신의 연구의 연대

기적 위치와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충분히 결정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연구자는 최종 

가설을 수립하게 된다. 이 가설은 실험을 통해 평가되어 지지될 것인지 버려질 것인지 판단된

다.

 - 연구 설계 (Creating the research desig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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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가설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잘 설계된 일련의 연구과정이 요구된다. 모든 분야에 적

용 가능한 최적의 방법은 없다. 각 분야마다 최적의 연구 방법과 기술이 다양하게 존재

한다. 이들 실험방법은 연구의 시간과 재정에 의해 최적화된다. [그림 3]은 공학에서의 

일반적인 실험연구의 설계와 진행에 대한 흐름도이다.

- 데이터 획득 (Data collection)

연구 설계에 따라 실험이 순조롭게 진행된다면 연구자는 데이터를 획득하게 된다. 데이

터는 정확하고 많은 양을 빠른 시간 안에 확보하는 것이 가장 좋다. 그러나 이들 조건들

을 모두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연구자는 연구 설계에서 제한한 조건에 맞게끔 데이터

가 생성되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정확하게 기록 보관해야 한다. 

[그림 3]   a) 실험 전, b) 실험과정, c) 실험 후 과정에 대한 절차도 [Holman,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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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 분석 (Data Analysis)

편집된 데이터들을 통계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이다. 데이터 분석, 처리, 저장을 위한 많은 

소프트웨어가 존재하므로 연구자는 간편하게 이를 수행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는 자

신의 연구에 적절한 통계방법을 선택해야 하고, 선택된 통계 방법의 한계와 가정을 명확

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배경이론을 이해하지 못하면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를 

왜곡시키고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

- 데이터 기록 (Reporting the results)

데이터 기록은 기록자의 편의가 아닌 독자의 편의를 위해 기록되어야 한다. 따라서 보고

서를 처음 봐도 데이터가 의미하는 것, 데이터 오차, 데이터가 기록된 장소, 일시 등이 

상세히 그리고 정확하게 표현되어 있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보고서의 최소 요소는 아래

와 같다[Anderson, 1966].

･ 요약문

･ 문제정의

･ 연구방법

･ 연구결과

･ 결과의 해석과 결론

･ 참고문헌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통해 실험에서 데이터는 생성되고 수집되고 저장된다. 저장된 원 

데이터(raw data)는 통계적 수단에 따라 선별되고 정리된다20). 일반적으로 논문에 출판

되거나 자신의 가설을 뒷받침하는 자료로서의 데이터는 이렇게 1차 정리된 데이터이다.  

본 절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 관리의 요령, 올바른 데이터 보관, 데이터의 공유와 소유

권에 대해서 정리하 다[Steneck, 2004]. 

2) 올바른 데이터 관리21) 

연구자, 특히 과학자 및 공학자가 가장 많이 직면하게 되는 일반적인 경우는 데이터에 

관한 윤리이다.22) 연구 진실성의 핵심은 자료의 진실성이다. 논문 및 연구의 가치는 최

종 산물인 자료에 의해 평가된다. 일반적으로 자료란 측정(measurements)과 관측

(observations)에 의하여 정의되거나 연구활동의 주요 산물로서 정의된다. 자료, 즉 데이

터는 추론(inference), 결론(conclusions), 그리고 출판(publication)이라는 실제적인 프

로세스를 통해 과학사회에 사실로 인정된다. 만일 이런 자료가 연구진실성의 원칙에 따

라 정확하게 생성된 연구 산물이라면, 이것은 단순한 연구실 차원의 데이터 이상의 가치

를 가질 것이다. 

20) 여기서 ‘정리된다’는 말의 의미는 인의적인 가공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상관식이나 통계적 처리(평균값과 

오차막대의 사용 등)에 의해 원래 데이터가 좀 더 자신의 이론을 잘 설명하도록 표현 형식을 바꾼 것을 의미

한다. 

21) 과학기술 연구윤리 현황 및 사례(2006), 두양사에서 전문인용 및 편집하 다. 

22) 엄 히는 정직하고 견실한 연구를 위한 데이터 관리에 관한 일반사항이지만, 좀 더 포괄적으로 본다면 이것 

역시 연구윤리의 한 부분으로 고려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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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진실성 원칙에 의한 책임있는 자료관리(data management)는 자료수집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연구 전 계획에서 시작된다. 실험계획과 실험승인서가 시작되면 본격적인 

자료 생성에 들어가게 된다. 이 단계에서 연구자는 정확성(accuracy) 향상과 편향(bias)

을 배제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이를 위해 연구자는 통계적 처리를 위한 기준

을 미리 명시하여 자료의 취사선택의 기준을 기록으로 분명히 밝혀야 한다. 연구 완료 

후에는 자료의 수집, 사용, 공유에 관한 책임을 연구 보고서 및 상응하는 문서에 명기해

야만 한다. 이러한 원칙들은 [표 6]처럼 정리 될 수 있다. 여기서 첫 3단계, 즉 측정준

비단계, 측정단계, 자료의 분석 및 선택 단계가 자료의 무결성 검증을 위해 고려되는 단

계이다. 

[표 6]  대실험자료의 무결성을 위한 검증단계와 점검사항

단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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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자료 측정 전의 단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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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측정자료, 측정대상, 측정방법, 그리고 측정한계를 규정한다. 이때 개인적 신념, 사회적 

통념 그리고 연구대상 및 연구기관에서 제한한 연구의 범위를 고려해 연구 가설을 수립

해야 한다. 

연구 가설에 의한 자료의 기본적인 골격이 갖추어지고 난 후, 자료가 편향될 요소들을 

최소화하거나 제거하도록 연구를 설계한다. 이것은 자료의 완결성과 추후 연구의 기본 

자료로서의 자격을 갖는 중요한 요건이 된다.

마지막으로, 적용할 통계적 처리에 관한 모든 내용을 기술한다. 자료 수집을 위한 적절

한 통계 수단의 선택은 합리적인 자료의 범위를 정량적으로 정할 수 있다. 자료의 범위

가 결정되면 연구자는 범위 밖의 자료를 공개적이고 합의된 범위에서 제거하고 처리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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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예를 들어 자료가 너무 작거나 너무 많은 경우의 처리, 잘못된 측정, 기계 오작

동에 의한 자료, 기록 시 잘못된 자료 등을 제거하거나 처리할 수 있다.

(2) 자료 측정 

부여된 조건 하에서 자료를 측정 또는 수집할 경우는 적절한 기록이 자료의 완결성과 진

실성을 보장한다. 이를 위해서는 원자료(raw data)의 기록이 필수적이다. 자료의 올바른 

기록은 연구실 내의 연구 훈련과 결과 검증, 그리고 사본의 제작 보관에 의해 이루어진

다. 특히 사본으로 기록 보관해야 하는 연구노트에 기입되어야 할 기본사항은 아래와 같

다23):

- 페이지 번호

- 실험 날짜

- 잉크로 쓸 것

- 언제, 누가, 무엇을 꼭 기입할 것

- 삭제는 라인을 그어서 삭제 내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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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자

가 임의로 폐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이다. 이렇게 기록된 연구기록은 연구실 내에 일

정기간 의무적으로 보관해야 한다24). 연구 결과물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유일한 증빙자

료가 되기 때문이다. 조작된 연구자료들은 이러한 자료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25) 연

구결과를 증명할 자료가 없을 경우, 조작이 의심되면 그것은 온전히 연구책임자와 저자

의 몫이 된다.

(3) 분석과 자료의 선택 

실험연구의 경우 특히 실험 자료에 관한 취사선택은 연구자의 주관적인 것으로 간주될 

것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이것은 잘못된 연구 관행이다. 실험자

료의 취사선택은 엄 히 연구계획 상 규정된 연구 범위에 의해 결정된다. 주관적인 판단

이 아닌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판단으로 행해진다. 이러한 기준에서 비록 실험결과가 예

상과 다를지라도 기준에 합당한 자료는 결과에 기입해야 한다. 심지어 과학계에서는 삭

제나 데이터의 처리없이 원데이터를 표현해야 한다고 강조하기도 한다[DeMets, 1999]. 

(4) 데이터 소유권 

연구를 수행하면 데이터가 생성된다. 이 데이터는 일반적으로 생성한 연구자에게 소유권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법적으로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다. 연구 기금이 조성되고 프

로젝트가 발주되면 연구자들은 심사 과정을 통해 연구할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23) 연구노트에 관한 사항은 본 책의 p68~p80에서 자세히 다루었다.

24) 미국의 경우 45CFR46.1115(b)에서 법적으로 연구노트의 3년 보관을 규정하 다.

25) 최근 황우석 교수의 자세는 이런 변명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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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경우 관련 계약서상에 연구자와 연구기관 간의 데이터소유권, 결과물에 관한 사항, 

연구결과의 발표에 관한 사항들이 기재되어 있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권한을 연구자는 

분명히 인지해야 한다. 일반적으로 데이터의 통제권은 지원금을 준 기관에 있다. 특히 

연구자가 다른 연구기관으로 자신의 신분을 이동할 경우 전 연구소에서 수행한 연구데이

터에 관한 권리는 연구자 개인에게 없을 수도 있다. 이때 당연히 연구데이터를 다른 기

관으로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는 

데이터 출처에 관하여 아래의 질문들을 상기하여 명확한 정의를 내릴 수 있어야 한다[교

육부, 2006].

- 내가 수집하고 있는 데이터의 소유권은 어디에?

- 데이터 공개에 대한 권한은 누구에게?

- 이 연구를 통해 얻어진 데이터에 대한 의무사항은? 

(5) 데이터 공유

연구자가 자신의 연구결과를 논문으로 출판한다는 것은 자신이 속한 과학 분야에 자신의 

연구데이터를 공개한다는 의미이다. 대다수의 데이터는 이러한 방식으로 공개된다. 그러

나 연구자가 수행하는 연구에서 윤리적인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공중에게 위해를 줄 수 

있는 연구의 경우, 연구자 개인은 윤리적 갈등을 겪을 수 있다. 특히 환경문제, 공공보건

과 직결되는 문제일 경우 데이터의 검증이 충분히 되지 않더라도 이 연구데이터의 발표

를 권고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연구자는 자신의 결과에 확신이 설 때까지 연구결

과를 발표하지 않는 것이 최우선이다. 

다음은 미국 국립보건의 데이터 공유정책과 시행지침의 일부이다. 미국 국립보건원의 경

우 공공의 복지를 증진시키는 목적이므로 연구데이터를 공공 데이터베이스에 보관하도록 

공식적으로 요구하고 있다. 기 을 지켜야하는 특수한 연구가 아니라면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것이 원칙이다. 데이터 공유와 관련하여 아래의 사항을 주의깊게 

고려해야 한다[교육부, 2006].

- 복잡성 

핵자료나 인간 게놈의 DNA 자료의 경우, 데이터 저장 공유에서 표준화가 요구되며 자

료의 관리ㆍ공유의 책임소재를 분명히 해야 함.

 

- 국가안보 

국가안보에 위협이 될 수 있는 연구결과물의 경우, 국가 규제와 해당 자료의 보안을 요

구한다. 이와 관련된 법안은 미국의 애국법(USA Patriot Act)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국가

안보에 관한 연구는 연구자에게 많은 제약과 규제를 가할 수 있기 때문에 연구자를 보호

하고 연구자에게 가해질 수 있는 위해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관련 법안은 제정되어야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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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보건원 <데이터 공유정책과 시행지침>
 (2003. 3. 5 개정) 

데이터 공유의 목  

데이터 공유는 국립보건원 연구의 여러 가지 목 을 성취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 쉽게 복제될 수 없는 독특한 데이터의 경우 공

유하는 것이 특히 요하다. 데이터를 공유하면 과학자들은 연구

결과를 인류의 건강을 개선하는 지식, 상품 등으로 발 시킬 수 있

다.
국립보건원이 지원한 연구에서 나온 데이터를 공유하는데는 많은 

이유가 있다. 데이터를 공유하면 투명한 과학 연구를 진할 수 있

으며, 분석과 의견의 다양성을 증진할 수 있고, 새로운 연구를 독려

하고 새롭고 안 인 가설과 분석방법을 시험하는 것이 가능하

며, 데이터의 수집과 측정에 한 연구가 활발해질 수 있다. 한 

신임연구자 교육을 진하고 이들이 기성연구자들조차 발견하지 

못한 주제를 찾아내도록 할 수 있으며, 다양한 연구에서 도출된 데

이터를 함께 검토하여 새로운 데이터베이스를 창출할 수도 있다. 

국립보건원의 입장에서 보면 모든 데이터를 공유 상으로 고려해

야 한다. 사용자의 개인 정보와 기   특허 데이터는 보호해야 하

지만, 데이터는 가능한 한 자유롭게 리 사용될 수 있어야 한다. 
데이터 공유를 진하기 해 10월 1일부터 국립보건원에 50만 달

러 상당의 지원  신청서를 제출하는 연구자들은 연구목 을 한 

최종 연구 데이터 공유 계획을 함께 제출해야 하며, 데이터 공유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명기해야 한다. 

출처: http://grants1.nih.gov/grants/policy/_data_sharing/_data/Sharing/guidance.htm 

연구자들에게 있어서 연구 데이터는 생명과 같은 존재이다. 자신의 존재가치와 연구의 

평가는 모두 이곳에서 시작되기 때문이다. 연구자는 단순히 연구를 수행하는 기계가 아

니다. 자신의 연구 데이터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지 분명히 파악하고 항상 윤리적인 가치

에 따라 공유 ․ 보관 ․ 발표함에 있어 현명한 판단을 해야 한다. 다음은 FFP에 대한 실

제 조사된 사례를 중심으로 이 기준을 살펴보았다. 

(가) 황우석 논문조작 사건

[표 7]은 검찰 조사와 서울대 진실성 조사위원회의 결과를 토대로 파악된 황우석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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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 조작항목 조  작   방  법 조작된 논문내용

1
유 자

지문분석 

검사 조작

2003. 5.경 NT-1번 DNA 시료 추출 실패하자, 황우

석의 지시에 따라 박종 , 김선종이 체세포에서 추

출한 DNA만 보내 유 자지문분석 실시한 후, NT-1
번과 그 체세포를 모두 검사한 것처럼 논문에 게재

그림 4의 A,B,C 
‘donor’와
‘’SCNT-hES-1’
부분(1673쪽)

2
각인유 자 

검사 조작

NT-1번 각인유 자 검사 결과, 부계  모계 유 자 

모두 발 되지 않자, 2003. 9.~10.경 강성근은 

용으로 하여  배반포까지 성장하지 못한 배아를 이

용하여 각인유 자 검사를 실시하게 한 후 NT-1번

그림 4의 D부분

(1673쪽)

의 논문조작에 대한 조사 결과이다. 특히 이들 연구논문들은 Photoshop이라는 소프트웨

어를 통해 광범위하게 수행되었다. 연구논문에 조작된 내용은 데이터의 위조와 변조가 

대부분이다. 이러한 연구부정행위에 의한 논문이 학술지에 등재될 수 있었던 이유는 실

험연구의 특수성과 실험실 고유의 장인정신에 의거한 실험재현의 어려움, 동료심사의 한

계 등에 있다. 

(나) 헨드릭 쇤(Hendrikschӧn) 사건26)

벨연구소에서 2001년까지 24개의 연구논문에서 데이터의 조작이 가해진 사건이다. 미국물리학

회(American Physical Society, APS)는 2002년 이들 논문에 대한 조사 후 조사결과를 보고

서 형태로 발간하 다[Lucent Technologies, 2002]. 이 사건을 통해서 과학계 논문의 데이터

가 어떠한 형태로 위조ㆍ변조가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볼 수 있다.

헨드릭의 24개의 논문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3가지 형태의 데이터의 위ㆍ변조가 이루어

졌다. 

- 데이터 교체하기 (9건)

- 있을 수 없는 정확도 (10건)

- 물리적 사실에 위배 (5건)

조사 방식은 위원회에서 의문시되는 논문의 데이터와 관련 이론들을 질의 형태로 헨드릭

과 그의 동료들에게 발송하여 응답을 분석하 다. 그리고 조사위원회가 각각의 동료들에

게 개별 또는 단체로 심층인터뷰를 수행하 다. 

유형별 데이터 조작은 아래와 같다.

① 이론과 너무 일치하는 실험데이터 (위조, Fabrication 사례)

② 물리적으로 위배되는 사례 (위조, Fabrication 사례)

③ 동일한 데이터를 반복적으로 이용

[표 7]  황우석 박사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 조작에 대한 조사결과27)

26) Lucent Technologies와의 저작권과 관련하여 상세한 그림은 참고문헌“Lucent Technologies, 2002”을 참

조하기 바람.

27) 사진 및 표는 Nature의 저작권법에 의하여 사용하지 못하 다. 필요 부분은 도서관에서 살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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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검사한 것처럼 논문에 게재

3
면역염색 

사진 조작

2004. 1.경 논문에 제출할 면역염색사진  일부에

서 기세포가 2개로 나타나고 해상도가 좋지 않자, 
황우석, 강성근이 박종 에게 지시하여 미즈메디의 

수정란 기세포 사진  해상도가 좋은 사진을 골

라 NT-1번 사진인 것처럼 논문에 게재

그림 2의 D부분

(1671쪽)

4
테라토마 

DNA 조작

2003. 9.경 NT-1번 DNA지문 분석결과가 나오지 

않자, 강성근, 윤 수가 의하여 이양한으로 하여

 2003. 5.경 보냈던 NT-1번 시료(1차 시료)와 

2003. 9.경 보낸 NT-1번 배아체 시료(2차 시료)가 

동일하므로 2차 시료 검사결과를 1차 시료 검사결과

와 동일하게 만들어 보내라고 한 후, 박종 이 이양

한으로부터 받은 검사결과를 ‘SCNT-EB’ (배아체)
로 기재하여 강성근에게 보내자 황우석, 강성근은 

‘SCNT-teratoma’로 기재하라고 박종 에게 지시

하여 테라토마를 검사한 것처럼 논문에 게재

그림 4의 A, B, C 
‘SCNT-teratoma’
부분

(1673쪽)

5
테라토마

사진조작 

NT-1번 테라토마가 형성되지 않자 2003. 11.경 황

우석은 박종 , 김선종에게 미즈메디 수정란 기세

포 Miz-1번 테라토마 라핀 블록을 가져오라고 지

시하여 이를 촬 한 사진을 NT-1번 테라토마 사진

인 것처럼 논문에 게재 

그림 3의 A, C, D, 
E 부분

(1672쪽)

출처: 줄기세포논문조작사건 수사결과에서 발췌, 서울중앙지검, 2006

이들 사례들을 통해서 Photoshop과 같은 소프트웨어의 발달은 이러한 부정

행위를 더욱 확대시킬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한편으론 본인의 실험에 대

하여 좀 더 분명한 결과를 보여주기 위한 조정(modify)은 있을 수 있다. 그

랬을 경우에는 논문의 각주로 photoshop 처리가 어떤 옵션으로 수행되었는

지를 분명히 보여주고, 심사자가 요구할 시 원본과 수정본을 동시에 제출하

여야 한다. Science에서는 황우석 사건 이후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

여 논문 투고 시 웹상에 이들 데이터와 사진 자료의 원본과 수정본을 모두 

올리도록 하고 있다. 

■ 생각해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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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제

본인이 속한 연구소나 학교에서 례라고 이야기 하지만,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생각되는 행 들은 없는지 살펴보고 이야기 해 

시다.

참고

어느 고발된 사건에서 검토 원회의 원 부분은 피고발자가 사

용한 통계실행이 데이터 변조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 피고발자는 

동일한 면역학  분석을 네 번 반복한 후 결과가 많이 다른 하나를 버

리고 나머지 세 개의 값(편차를 인 으로 이고 의미 있는 값이 나

올 가능성을 증가시킨 것)만을 평균 내었다. 
그러나 이 면역 학자는 원회에서 이런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자신

의 분야에서는 드문 일이 아니라고 말했다.(과학연구윤리, 유네스코 

한국 원회편, 당 , 260~263쪽)

본인의

의견

∙

∙ 

타인의 

의견

∙

∙

인식 환

방법
∙

3) 연구노트의 활용

(1) 연구노트의 필요성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책임있는 연구윤리는 연구의 결과만이 아니라 그 연구가 이루

어지는 일련의 과정에서 지켜질 때 가능한 것이다. 이런 연구과정 전반에 걸쳐 연구윤리

를 정착하기 위한 중요한 방법 중의 하나가 바로 연구노트(Inventor’s Notebook) 작성

이라고 할 수 있다. ‘연구노트’란 연구자가 연구의 수행 시작에서, 연구 성과물의 보고 

및 발표 또는 지식 재산화에 이르기까지의 과정 및 결과를 기록한 자료를 말한다. 

다시 말해 연구노트는 연구계획, 과정, 성과의 저장 및 연구실의 지속적인 연구를 위해 

지식을 전수하기 위한 도구이며, 연구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연구자의 특정 및 법률에 의

해 연구개발물의 보호가 가능하고 연구 독자성(originality)의 근거가 된다. 

연구노트는 진정한 연구수행자(발명자, 지적재산권자)임을 입증하거나 기업으로의 기술

제공 및 기술이전 계약을 위한 실사 시에 근거자료로 활용되는 중요 문서이다. 그렇기에 

선 발명주의를 취하고 있는 미국 등 외국에서는 일찍이 많은 관심을 기울여 왔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특허청(지식재산연구원), 대학 및 일부 출연연구기관에서 연구노트 

기록이나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여 제도를 도입, 보급하고 시행 중이나 아직 적절

하게 연구노트를 기록하고 관리하는 사례가 많지 않은 실정이다. 그 원인으로는 체계적

인 가이드라인이 없고, 연구노트 제도 등 지식재산에 관한 교육이 미흡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2007년 4월 서울대 이병천 교수의 늑대복제 논문 오류사건의 경우는 연구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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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작성하지 않아 초래한 문제로, 결과물이 아무리 훌륭하다고 해도 이를 과학적으로 입

증할 수 없어서 문제가 발생했는데, 이를 계기로 연구노트의 중요성이 부각되었다. 또 

다른 원인으로는 연구노트 제도 운 에 따른 타인(상위자)의 점검(증인란 서명)을 연구원

에 대한 감시로 인식하거나, 연구노트를 공적인 자산이라기보다는 개인기록으로 치부하

는 연구원의 그릇된 인식도 한몫하고 있다. 

따라서 연구노트의 기록과 관리를 제도화하여 연구윤리의 기반이 되도록 하는 방안이 요

구되었다. 과학기술부는「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5조(연구개발에 

따른 결과물의 소유)에 따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과정과 성과활용 과정에서 연구노

트의 작성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을 정의하기 위해,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는 중앙행

정기관,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모든 연구기관 및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노트 공통관리지침(안)’을 제정 중에 있다. 

(2)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연구노트에 기재되어 있는 내용이 기업의 실사 또는 법원 등 제 3자에게 인정받기 위해

서는 실험결과 등이 조작되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가 일정한 요건을 갖춰야 한다. 본 절에서는 과학기술부의 ‘연구노트 공통

관리지침(안)’과 R&D 특허센터의 ‘연구노트 가이드라인’을 참조하여 연구노트의 작성 및 

관리 방법에 대해 기술하 다.

가) 연구노트의 물리적 요건

연구노트는 제본된 노트에 필기구를 이용하여 내용을 기재하는 ‘서면연구노트’와 전자문

서 형태로 내용을 기록, 저장하는 ‘전자연구노트’로 구분한다. 

‣ 서면연구노트의 물리적 요건 

- 연구노트는 제본되어야 하며 적절히 기재, 관리, 보존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연속 

페이지 번호 기재가 필요하다. 

- 연구수행자(발명자), 연구수행일(발명일)을 특정하는 증거물이므로 장기간 보존(약 30

년)이 가능한 종이 재질을 사용하며, 필기구는 연필 대신 물에 번지지 않는 유성의 불

변잉크(permanent ink)를 사용해야 한다. 

- 연구노트의 각 장에는 기관명, 일련번호,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등 연구노트의 편

제 상 중요한 것은 미리 인쇄하거나 기록할 수 있도록 여백을 두어야 한다. 

‣ 전자연구노트의 물리적 요건

- 전자문서의 기록자 및 점검자의 서명 인증기능이 있어야 한다.

- 연구기록 입력일과 시간이 자동 기록되는 기능이 있어야 한다.

- 입력기록을 수정했을 경우 구적으로 남는 수정표시 기능이 있어야 한다.

나) 연구노트 작성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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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연구노트의 사용자

- 연구과제별, 연구참여자 별로 별도의 자기 연구노트를 작성

- 단일 과제만을 기재하는 것이 바람직

② 연구노트의 내용

- 제 3자가 실시 가능하도록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연구수행 과정 및 실험 데이터를 기

술하고 발명의 착상, 착상의 실행을 위한 연구계획 등도 포함

- 정보능력과 증거능력을 모두 갖출 수 있게 작성

- 시험/실험 절차에 따라 빠짐없이 상세하게, 애매모호하지 않도록 간결하고 정확하게 

작성

- 연구자의 자의적인 변조는 용납될 수 없으며 사실만을 기록

③ 매일의 연구 활동을 기록

- 메모했다가 노트에 옮기는 것보다 바로 연구노트에 기재

- 메모지(포스트잇)를 붙이는 것은 부적절

- 주석, 도면, 공식, 규모, 실험결과 등을 포함하여 연구 진행 및 활동에 대한 사실

(detailed facts)을 기록

④ 기입 요령

- 노트에 직접 기입할 수 없는 것(사진, 실험기계의 출력물, 타 연구실의 실험결과)은 일자 순

으로 폴 등으로 고정하고, 사후에 다른 자료로 대체하는 것을 막기 위해 서명하고 날짜를 기

록한다.

 - 잘못된 부분을 지울 때는 수정액으로 지우지 말고, 볼펜으로 줄을 그어 수정하여 어떤 내용

이 수정되었는지를 알 수 있게 한다.

- 추가로 기입할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빈 공간에 사선을 긋는다.

- 1페이지라도 찢어서는 안 되며 이는 불리한 정보의 존재로 간주될 수 있다.

- 모든 페이지는 연속적으로 기재되어야 하므로 공란이 남아서는 안 된다.

⑤ 기록일시 및 서명

- 기록자 및 증인은 주기적으로 서명한다. 절대로 소급해서는 안 된다. 

- 증인은 발명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없는 자로서 연구노트에 기록된 내용을 읽고 이해

할 수 있는 자가 증인이 될 수 있다.

다) 전자연구노트(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

기존의 종이로 된 연구노트를 작성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고 또 이행하려고 하더라도 

많은 연구원들이 중간에 지쳐서 포기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런 문제점을 보안하기 위

해 90년대 후반부터 전자화된 연구노트(Electronic Laboratory Notebook 또는 ELN)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가 개발되기 시작했고, 90년대 말부터는 여러 전자연구노트가 이

미 상용화되기 시작했다. 아래의 사이트에서 상용화된 연구노트를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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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www.scrip-safe.com/laboratory_notebooks.htm 

http://www.chemexper.com/xt2/ 

http://www.labtronics.com/nexxiseln.htm 

http://www.notebookmaker.com/index.htm

출처: 연구실의 지식관리-연구노트작성 발표자료(김승군, R&D 특허센터,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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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 체크리스트 >

연구노트의 체크리스트 지침 아니오 모름

모든 연구기록이 페이지에 일련번호가 매겨진 묶음

형식의 노트에 기록되었는가?
□ □ □

본문이 지워지지 않는 잉크로 작성되었는가? □ □ □

완료된 페이지에 공란이 없는가, 건 뛴 페이지가 

없는가?
□ □ □

각 기록이 연속 으로 만들어지고, 서명되고, 날짜

가 기입되고, 시에 작성되었는가?
□ □ □

수정이 간결하고, 날짜가 기입되고, 서명되고, 증명 

되었는가?
□ □ □

정보의 기록이 읽기 쉽고, 일 되고, 시간 순서 이

고, 빈틈없고, 완 한가?
□ □ □

후일에 만들어진 기록은 분리된 페이지에 기록되고 

이 의 기록을 포함한 련된 페이지와 상호 참조

되었는가?
□ □ □

부수  자료가 연구노트에 고정되고, 첨부된 사인

에 의해 확인되었는가?
□ □ □

모든 기록이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서명자에 의

해 통상 인 원칙으로 증명되었는가?
□ □ □

연구실의 연구노트들이 하게 보 되고 그것들

의 치가 표시되었는가?
□ □ □

연구노트는 연구자가 연구의 합법성을 증명할 수 

있고, 증명하고 싶은 기간만큼 오랫동안 보 되는

가?
□ □ □

 

※출처 : Biotechnology Intellectual Property Manual(Commonwealth of 

Australia,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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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 양식 >

※ 자료 : R&D 특허센터의 연구노트 가이드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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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노트 작성 대표사례 >

※ 출처 : 한국과학기술원, 연구업무편람, 2002

라) 연구노트의 관리

연구노트 역시 논문, 특허, 보고서 등과 마찬가지로 연구 성과물의 한 형태이므로 관리

체계가 갖춰져야 한다. 기재를 끝낸 노트는 즉시 보관되어야 하지만, 연구 중에 수시로 

필요하므로 연구원은 연구책임자의 허락을 받고 원본을 연구실에 제출하고 사본을 관리

한다.

KAIST 조 호 교수 연구실의 경우는 학생이 졸업하면 연구노트를 복사해 선물로 주고 

연구노트 원본은 연구실 내에 구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이는 조교수가 미국 대학에서 

연구할 때 연구결과가 상용화될 경우 기업이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

다. 한편 미국 퍼듀 대학의 경우는 발명 신고 시에 연구노트의 관리 여부 및 소재를 보

고하도록 하고 있다. 

과학기술부의 ‘연구노트 공통관리지침(안)’은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 공개, 폐기에 대

해서 지침을 제정하 다. 먼저 연구노트의 관리에 대한 지침은 다음과 같다. 

- 연구노트의 보존기간은 30년 이상으로 한다.

-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수행하는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노트를 보관하고 관리하는 부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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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하여 운 해야 한다.

- 연구자가 퇴직 및 참여변경 등의 사유가 있을 경우 해당 시점까지 작성한 연구노트를 

소속 연구기관에 반납해야 한다.

- 보관 중인 연구노트는 연구기관이 정한 방법에 따라 열람할 수 있다.

- 상기 사항 외에 연구노트의 보관 및 관리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관의 특성에 맞게 

연구기관의 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실시할 수 있다.

한편 연구기관이 보유한 연구노트는 연구기관 내에서 열람 및 활용할 수 있으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외부에 공개하지 않아야 하며, 보존기간이 경과한 연구노트 중 보관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등의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연구노트를 임의로 폐기할 수 

없다. 그러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연구기관의 장이 연구노트를 외부에 공개하고자 하는 

경우나 폐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연구관리 관련 심의위원회를 통해 이를 심의한 후 공

개 혹은 폐기를 할 수 있도록 제정하 다. 

실제 연구노트를 시행 중인 출연연구기관의 연구노트 관리 현황을 보면 연구노트의 지

급, 회수, 관리를 위한 담당부서가 존재하고 지급 및 회수에 대한 기록(log)을 갖고 있는 

체제를 취하고 있다. KIST 및 생명공학연구원의 경우, 연구계약팀에서 과제계약 체결과 

함께 노트 수령 공지를 한 후, 연구관리팀에서 연구노트를 배포하고 관리대장 기록을 담

당한다. 작성이 완료된 연구노트는 연구노트 관리 담당부서에서 전담하게 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3) 연구노트 활성화를 위한 노력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연구노트는 연구계획, 과정, 성과의 저장 및 연구실의 지속적

인 연구를 위한 지식을 전수하는 도구이며, 연구노트를 작성함으로써 연구자의 특정 및 

법률에 의해 연구 개발물의 보호가 가능하고, 연구 독자성(originality)의 근거가 된다. 

따라서 연구자들이 연구를 수행할 때 연구노트에 의해 연구 과정들이 잘 관리된다면 연

구윤리 정착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연구노트의 활성화를 위해 요구되는 실천 사항은 다음과 같다.

가) 연구자들의 인식 전환 

일부 연구자들은 연구노트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갖고 있으며, 연구노트를 개인기록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다. 연구자들은 연구노트가 연구윤리의 기반으로서 공적인 자산이

며 연구 결과물을 과학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증거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인식의 전환

이 필요하다. 

나) 연구기관의 관심 

연구기관은 연구노트가 연구기관의 공적인 자산임을 인식하여 연구노트 관리 및 운 을 

위한 체계적인 시스템 구축을 반드시 해야 한다. 또한 연구자들의 원활한 연구노트 작성

을 위하여 지속적인 교육 및 홍보 전략을 작성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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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학교에서도 석ㆍ박사 과정에서부터 연구노트의 작성ㆍ관리, 지식재산 관리 등에 대

한 체계적인 교육을 실시해야 하고, 이를 위한 전문화된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정기

적인 재교육 체계를 구축하는 것 역시 필요하다.

다) 저변 확대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 모두 연구노트가 공적인 자산이며 ‘공개’나 ‘점검’이 특정인에 대

한 간섭이 아니라 시스템적으로 이루어지는 당연한 절차라는 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계

도 교육이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정부, 연구기관, 연구자가 유기적으로 

결합하여 대응해야 한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은 2007년 4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과 공동으로 인제대학교 의용공학

과에 연구노트 교육을 시범 실시한다고 밝히고, 학교 소속 교수 및 연구원들에게 연구노

트를 배포했다.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은 연구노트의 저변 확대를 위해 연구개발(R&D)특허

센터의 홈페이지(www.IPR-GUIDE.org)를 통해 연구노트를 신청하면 받을 수 있도록 하

고 있고, 대량으로 필요한 경우 파일로 보내준다. 

4. 표절과 올바른 인용

 1) 배경

지금까지의 연구윤리 현황을 보면 표절 문제가 한국에서 사회적인 이슈로 대두되고 있

다. 표절은 국내 학계만의 문제가 아니라 해외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1990년 이후부터 컴퓨터의 급속한 보급은 워드프로세스를 통한 문장의 편집과 인용을 

쉽게 하 다. 또한 인터넷의 발달은 자료의 용이한 접근과 함께 누구나 어디에서든 자신

이 원하는 자료를 취할 수 있게 하 다. 하드웨어적인 편리성은 점점 진보했지만 소프트

웨어적인 표절에 관한 인식과 교육은 한국 사회에서는 거의 요구되지 않았다. 이와 달리 

해외의 경우는 화 ‘포레스트를 찾아서(Finding Forrester)’에서 표절 문제에 대처하는 

단면을 엿볼 수 있다. 등장인물인 고등학생은 자신이 쓴 한편의 에세이가 이전에 발표된 

저작의 제목을 도용했다는 이유로 퇴학의 상황까지 가게 된다. 이 화를 보면 해외에선 

‘표절’과 ‘인용’의 중요성을 얼마나 철저하게 가르치는지를 간접경험 할 수 있다.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 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히 표절은 궁극적으로 글쓰기에 있어서 인용과 관련된 문제이다. 표절은 적절

한 인용이 없이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글에 제시된 생각이나 표현을 자신으로 것으로 사용하는 

것이다. 표절은 다른 사람의 생각, 표현, 주장이 담긴 글이나 저서의 일부를 적절한 인용을 하

지 않고 자신의 것처럼 사용하는 비윤리적인 행위이다. 더 나아가 표절은 지적재산권과 관련된 

법적인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문제라고 할 수 있다[신광 ,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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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 관련하여 표절의 범위를 좁히면 아래의 4가지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신광 , 

2007].

- 타인의 글을 적절한 인용이 없이 사용

- 이미 출간된 자신의 글을 일부 인용이 없이 사용한 경우 (자기표절) 

- 이미 공표된 자신의 논문을 다시 또 다른 논문으로 출간하는 경우 (중복게재) 

- 인용문을 재인용하면서 인용한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 (비윤리적인 인용) 

  

위의 4가지 형태의 표절은 지적 재산권이나 저작권과 관련된다는 점에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특히 자기표절이나 중복게재의 경우 적정한 기준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저자의 양심이나 학술지 편집자의 주관적인 판단에 의해 결정된다. 올바른 인용은 논문

과 과학 보고서의 기본적인 윤리이고 예의이다. 그렇지만 국내 대학 대부분의 교양 및 

전공과정에서는 올바른 인용에 관한 연습은 찾아보기 힘들다. 인용에 관한 학습은 학교 

내에서 선배와 교수님의 몇 마디 충고나 연구실의 멘토에 의한 적당한 조언이 대부분인 

실정이다. 반면 미국에서 표절은 중대한 범죄로 다뤄진다. 간단한 예로 어느 표절한 사

람이 자신의 글로 $2,500을 받았다면, 그는 10년 이하의 징역과 $250,000의 벌금형을 

선고 받는다. 정확하고 정직한 인용은 자신의 연구 인생을 결정지을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아래 중견연구자의 표절 사례가 그 일례이다[신광 , 2007].

2006년 9월 신시내티대학 독일-미국학과(German-American Studies)의 학과장이었던 

톨츠만(Don Heinrich Tolzmann)이 2000년에 출간한 ‘독일계 미국인의 경험(The 

German-American Experience, Humanities Press)’이라는 저서에서 다른 학자에 의해

서 저술된 책 ‘미국의 독일인(The Germans in America)’ (Theodore Huebener, Chilton, 

1962)와 ‘미국에서의 독일적인 요소(The German element in the United States)’ (Albert 

Bernhardt, Houghton Mifflin, 1909)의 내용과 문장의 상당 부분을 표절한 것으로 확인되어 

해직 위기에 처한 사건이 발생했다. 톨츠만은 서문에서 두 책의 저자에게 크게 빚을 졌다는 점

을 밝혔다고 주장하면서 표절이 아니라며 항변했지만, 현재 대학 위원회에서 조사가 진행된 이

후 위원회에서는 해고를 권고한 상태이다[Barlett. 2006].28) 

표절은 인문사회과학의 저서나 논문에서만 발견되는 문제만은 아니다. 자연과학 논문 역

시 표절이 문제되고 있다. 자연과학의 경우 타인의 문장을 표절하는 것보다 연구 아이디

어, 데이터 등의 표절이 주를 이루고 있다.  코스토프(Kostoff) 등은 논문 수, 특허 수, 

인용 빈도 등을 높이기 위해 유사한 논문이 자연과학분야에서 자주 생산되고 있음을 조

사하 다[Kostoff, 2006]. 그가 조사한 자연과학 119편의 논문 중 20% 정도가 표절로 

간주할 수 있는 논문이었다. 요약문(abstract)에 대한 별도 조사에서는 37%가 표절로 취

급할 수 있는 수준이었다. 이러한 높은 수치는 저자가 자신의 기존 저작물에서 수정, 편

집하여 요약문을 작성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으로 분석하 다. 이처럼 자연과학분야도 표

28) 이 글은 신광용의 논문을 직접 인용한 2차 인용글이며 원문은 Bartlett, Thomas, 2006, “Professor Faces 
Firing for Plagiarism” Chronicle of Higher Education, Vol. 53, Issue. 3, P.11.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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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

최근 서울대학교와 몇몇 학교에서 학생들의 글쓰기와 보고서 작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

고 있다. 이들 교육을 통해 학생들은 올바른 인용과 논리적인 글쓰기 방법 그리고 표절

문제에 관한 윤리의식이 배양되고 있다[서울대학교, 2007]. 이러한 표절문제의 근간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최초로 글쓰기를 배우는 초등학교 때부터 올바른 인용에 관한 교육이 

시작되어야 한다. 

본 절에서는 이 중에서 전문연구자들이 논문 작성 시 부딪치게 되는 표절에 관한 문제와 

올바른 인용에 대하여 기술하 다. 특히 인용은 각 투고하는 저널에서 요구하는 형식이 

다르기 때문에 논문 투고 시 해당 저널의 정책을 살펴보아야 한다. 

여기서는 인용의 기본과 주ㆍ참고문헌의 실제에 관해 간략히 기술하 다. 

2) 표절의 정의  

일본 연구활동 부정행위 위원회의 특별보고서에 실린 ‘연구활동’에 대한 정의는 ‘선행연

구자들이 수행한 여러 연구 업적의 토대 위에 관찰과 실험 등에 의한 사실에 의거해 그 

결과와 자기 자신의 고찰ㆍ발상ㆍ아이디어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창조하며 지식체계

를 구축해 나가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조황희, 2006].29) 

연구활동은 유일하고 고유한 지식의 창조가 아닌 기존의 토대 위에 개선과 비판을 통해 

이루어지는 일련의 체계이다. 따라서 기존 연구에 대한 정확한 인용과 자신의 견해가 구

분되고 명확해야만 향후 연구도 굳건한 기초 위에서 진행될 수 있다. 

 

일반적인 연구활동의 최종 산물인 논문 역시 기존의 논문을 토대로 새롭고 창의적인 논

문이 발생된다. 이 과정은 적절한 인용과 저자의 창의적인 내용이 결합되어 나타나는 결

과이다. 적절한 인용은 자신의 창의적인 생각을 더욱 돋보이게 하고 자신이 기초한 이론

들을 견고케 한다. 이러한 인용이 올바로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다른 논문에서 제시된 생

각이나 표현이 마치 자신의 생각이나 표현인 것처럼 제시되게 되는 지적인 속임수와 부

정직함으로 나타난다. 

표절은 타인의 연구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판단이 내려지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논문과

의 ‘유사성’에 관한 문제가 발생한다. 대부분의 표절행위는 전문 표절이 아닌 부분적인 

표절 형태를 취한다. 다시 말해서, 다른 논문과의 유사성 정도가 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

단하는 기준이 되는 것이다. 정성조 등(2003)에 의하면 이러한 유사성의 평가는 양적인 

기준과 질적인 기준의 두 가지 관점에서 아래처럼 추정할 수 있으며, 질적인 유사성 즉 

‘실질적 유사성’이 더욱 더 법적으로 문제가 된다고 했다[정성조, 2003]. 

- 양적인 유사성 

: 원 문헌이 다른 문헌에 일정 분량 이상 동일하게 기술된 경우

: 한 문장(보통 10~20 단어)에서 7개 이상의 단어가 중복이면 표절

29) 이 글은 조황희(2006)의 보고서 p156에 있는 번역문을 전문 인용한 2차 인용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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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련기 표 의 정의와 응정책

 과학기술부

(가이드라인 1장 4조)

 ‘표 ’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ㆍ결

과 등을 정당한 승인 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

를 말한다. 

 APA
[권석만 등, 2006]

연구자는 타인의 연구물이나 의견을 마치 자신인 

것인 양 표 해서는 안 된다. 타인의 연구물이나, 
작, 생각을 자신의 논문에서 이용하거나 표 할 

때는 항상 출 (사 인 화를 포함)을 명기해야 

하고, 인용부호를 사용하거나, 표 을 바꾸어 기술

하도록 한다. 어떠한 경우라도 출 에 한 언  

 참고문헌의 제시를 빠뜨려서는 안 된다31).

한국행정학회

http://www.kapa21.or.
kr/

(1) 원 자의 아이디어, 논리, 고유한 용어, 데이

터, 분석체계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임의로 활

용하는 경우

(2) 출처는 밝히지만, 인용부호 없이 타인의 술

이나 논문의 상당 부분을 문구와 아이디어 등

을 원문 그 로 옮기는 경우

스탠포드 학

http://www.stanford.ed
u/dept/vpsa/judicialaffa
irs/students/plagiarism. 
sources.htm

표 을 항목(code), 공식(formulas), 생각(ideas) 
언어, 연구(research), 략(strategies), 이나 다

른 형태를 지니는 다른 사람의 창작물을 자나 원

자료에 한 한 인용이 없이 사용하는 것

UC-Berkeley 학 

학생활동 조항

(Berkeley Codes of
Student Conduct)
http://www.lib.berkele

표 의 정의: 
다른 사람의 작을 인용하거나, 아이디어가 다른 

사람의 작에 근거하고 있다면 다른 사람의 작

을 기록해야 한다. 직  인용하지 않더라도 읽은 

자료가 작에 도움을 주었다면, 그 자료의 자에

- 질적인 유사성 

: 원 문헌의 아이디어와 견해가 동일하게 기술된 경우

표절의 경우, 특히 저작권과 특허권과 관련되어 표절한 사람이 경제적인 이익을 얻게 되

거나 저작권을 위반하는 경우, 윤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다. 

표절 여부는 학문 분야에 따라서 약간씩 그 의미가 다를 수 있다. 아래에는 표절에 관련

된 과학기술부의 가이드라인과 몇몇 분야에서 정의한 표절의 정의를 제시하 다. 

[표 8]  기관에 따른 표절의 정의30)

30) 이 표는 신광 (2007)의 논문에서 원문인용 및 보완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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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du/Guides/Citations.
html

게 한 공로를 표시해야 한다.
102조 1항의 학문  부정직성(academic dishonesty)
의 한 형태로 표 을 규정하고 있으며, 구체 으로

1) 다른 사람의 이나 작을 복제하면서 자신의 

것처럼 제출하는 경우

2) 다른 사람의 의견, 견해나 성찰을 인용하지 않

고 사용하는 경우 

3) 인정 없이 다른 사람의 특성, 창의 인 어법, 수
사 혹은 다른 문학  고안물을 다른 말로 다시 

쓰는 경우

린스톤 학의 학문 

진실성

(Academic Integrity at 
Princeton)
http://www.princeton.e
du/pr/pub/integrity/pag
es/plagiarism.html

- 표 은 정학이나 퇴학 처벌을 받을 수 있는 

한 행 로 규정하고, 의도 으로 혹은 무의식

으로 출처를 밝히지 않았을 경우 표 의 책임을 

진다는 을 강조

- 논문에서 인용한 자료나 문장을 본문에서 밝히

지 않고 단지 참고문헌에만 올리는 경우도 부

한 경우에 해당

- 문화  통이 다른 외국인 유학생들은 미국의 

고등교육기 에서 용하고 있는 ‘ 한 인용

원칙’에 유의할 것을 강조

- 인터넷 매체를 통한 출처가 불분명한 자료에 

하여는 자, 출 일, 기록된 출처를 정확히 알고 

있을 경우만 인용가능 

임 리지 학

http://www.sps.cam.ac.
uk/gradstudies/postgra
d_plagiarism.html

표 형태: 
- 인터넷 사이트에서 다른 사람의 에세이나 리포

트를 사는 행

- 출처를 밝히지 않고 인터넷에서 자료를 내려 받

아서 자신의 에 포함시키는 경우

- 출처를 밝히지 않고 다른 사람의 출 된 을 요

약하거나 다른 말로 바꾸어 말하는 경우

- 다른 학생이 쓴 것을 제출하거나 다른 학생의 도

움을 받아서 쓴 것을 제출하는 경우

- 다른 학생의 의 일부를 차용하는 경우

표절은 대부분의 미국 대학과 학회에서 중대한 범죄로 취급하고 있으며 학자로서 행할 

수 없는 범죄로서 규정하고 있다. 인터넷 시대에 보고서 및 논문 대필 사이트, 숙제를 

31) 한국심리학회의 학술논문 작성 및 출판지침(2006)에서 APA의 규정을 번역한 부분을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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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해 주는 사이트까지 나타나며 표절은 점점 더 교묘한 형태를 띠고 있다[Lanthrop, 

2000]. 이러한 표절에 대처하는 유일한 대안은 적절한 인용방법에 대한 교육과 표절에 

대한 강력한 처벌이다. Lanthrop[2000]은 그의 책에서 점점 더 교묘한 방법으로 표절하

는 학생들을 감독하기 위해서 교사는 더 치 하고 세심하게 표절을 감독하고 처벌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이러한 대응책으로, 교사들을 위해 표절을 자동으로 검사해주는 서비

스가 제공되고 있다32). 그러나 이런 표절 감시는 단순히 양적인 감시이기 때문에 전문적

인 논문에서 남의 아이디어를 자신의 것처럼 도용하는 질적인 표절은 밝혀내기 어렵다. 

따라서 연구자 각자가 적절한 인용에 관한 지침을 습득하고 표절을 중범죄로 인식하는 

윤리의식이 요구된다. 

3) 표절의 종류와 올바른 인용33)

표절은 한 가지 형태로 규정짓기 어렵기 때문에 표절을 판단하는 기준이 명확하지 못한 

부분이 많다. 이런 모호함을 최소화하기 위해 인터넷상에서 문장 속의 단어들의 조합을 

통해 기계적으로나마 표절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이 개발되고 있다. 

최근 KAIST에서는 학위논문의 표절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전문적인 표절 분석 서비스

인 턴잇인(Turn it in)을 사용하기로 하 다. 이 사이트에서는 미국학계에서 분류하고 있

는 표절의 유형을 아래와 같이 분류하여 자사의 프로그램을 통해 표절을 대략이나마 분

석할 수 있도록 하 다34).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표절의 최종 판단은 역시 인간의 

판단에 달려있다. 

- 유령작가형 (The Ghost Writer):

다른 사람의 연구물을 자신의 것으로 제출하는 경우

- 사진복제형 (The Photocopy):

단일한 출처로부터 변형없이 텍스트의 중요 부분을 복제한 경우

- 포트럭 논문형 (The Potluck Paper):

원래 표현을 대부분 유지하면서 여러 출처들로부터 복제해서 새로운 논문으로 재조합한 

경우

- 어설픈 변장형 (The Poor Disguise): 

글쓴이가 출처의 본질적인 내용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키워드나 표현을 바꾸어 논문의 

외양을 살짝 바꾼 경우

- 게으른 노동자형 (The Labor of Laziness):

글쓴이가 독창적인 작업에 시간을 들이기보다 다른 출처로부터 페이퍼의 대부분을 변형하고 서

로 짜 맞추는데 시간을 더 소비하는 경우

- 자기도둑형 (The Self-Stealer):

글쓴이가 자신의 이전 연구물을 차용해 독창성에 관련된 정책을 위반하는 경우

32) 부록 참조. 미국에서 서비스하는 것이며 한국에서는 고려대학교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내 제출된 리포

트의 표절감시를 목적으로 사용한다고 보도함.

33) 신광용(2007) 논문을 요약정리 하 다. 

34) www.plagiarism.org가 원 출처이며 최장순(2006a)에서 번역한 내용을 원문 인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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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주 망각형 (The Forgotten Footnote):

원출처의 저자명을 언급했지만 인용된 부분의 위치에 대한 구체적 정보를 포함시키지 않

는 경우

- 오보형 (The Misinformer):

출처와 관련된 정보를 부정확하게 제공한 경우. 해당 출처를 찾기 불가능한 경우

- 말 바꿔쓰기형 (The Too-Perfect Paraphrase):

출처를 적절히 인용했지만 복제된 텍스트를 인용부호 안에 넣지 않은 경우

- 잔머리형 (The Resourceful Citer)

저자가 모든 출처를 인용했고 적절히 말을 바꿔 썼으며 적절히 인용부호를 사용했다. 그

러나 대부분이 독창적인 연구를 포함하지 않은 경우

- 완전범죄형 (The Perfect Crime):

출처와 인용부호를 사용했지만 그 출처에서 다른 주장들을 인용없이 말 바꿔쓴 경우

미국학계에서 표절은 이처럼 매우 상세히 분석되어 학생들에게 철저히 교육되고 있다. 이 중에서 

표절로서 중대한 문제가 될 수 있거나 국내 학술지에서 빈번히 발생하는 4가지 경우에 대해 상

세히 고찰하 다. 

(1) 타인의 글에 대한 표절

전형적인 표절의 형태로서 다른 사람의 논문이나 저서의 내용과 표현을 적절한 인용없이 

사용하는 경우이다. 일반적으로 인문학계에서 통용되는 양적인 유사성이 이에 해당된다. 

다른 사람의 글을 바탕으로 풀어쓰기(paraphrase)를 하는 경우에도 반드시 원문에 대한 인용

을 해야 한다[Princeton Univ, Cambridge Univ].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자기도 모

르게 표절을 할 수 있다. 한번 표절을 하게 되면 학계에서 부정직한 연구자로 평생 낙인을 찍히

게 되므로 주의해야 한다.

타인의 논문을 읽고 그 내용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만의 고유한 생각만으로 논문을 작성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따라서 타인의 논문에서 자신이 필요한 부분을 자신의 문체로써 

표현하는 기술을 올바로 습득해야 한다. 풀어쓰기(paraphrase)와 요약하기

(summarizing)가 그 대표적인 방법이다. 아래에는 서울대학교 글쓰기 센터[김준성, 

2005]에서 제공하는 풀어쓰기의 방법에 관한 원칙과 함께 올바른 예와 표절의 예가 제

시되어 있다.

 

- 풀어쓰기에서 표절을 피하기 위한 제언

  ․ 주의깊게 꼼꼼히 읽는다.

  ․ 이용하고 싶은 아이디어를 결정한다.

  ․ 원전을 덮거나 멀리 한다. 

  ․ 문장 구조를 모방하는 방식을 피한다.

  ․ 필자의 생각과 말로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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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어쓰기의 기본 원칙

  ․ 원전과 비슷한 어휘 수를 유지한다.

  ․ 원전의 독특한 어휘나 절은 인용부호로 묶는다.

  ․ 원전의 의미를 유지하면서 예를 들어 ‘[원저자는] ... 주장한다, 설명한다, 강조한다.’ 

등으로 나타낸다.

  ․ 어휘를 그대로 옮기는 것을 피하기 위해 원전을 덮어두고 쓴다. 쓴 후에 원전과 풀어

쓴 글을 비교한다.   

  ․ 일반적으로 내주를 이용한다.

출처 : http://owl.english.purdue.edu에서 전문인용

(2) 자기표절 

두 번째 형태는 자기 자신의 논문을 부분적으로 표절하는 ‘자기 표절’ 혹은 ‘자기 복제’

이다. 자기 논문 표절은 자신이 이미 쓴 논문의 일부나 전부를 출처를 밝히지 않고 자신

의 다른 논문에 포함시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 논문에서 나타나는 표절의 대

부분이 이에 속한다. 이전에 자신이 사용한 논문 주제와 연관된 계속논문을 저술할 경우 

서론의 배경 설명이나 문헌조사의 일부분을 전문도용(photo-copy)하는 경우가 종종 발

견된다. 특히 학술대회의 발표논문의 경우, 추가 및 보완 연구를 통해 완결된 형태로 저

널에 제출할 때 많이 나타난다. 학술대회 논문에서도 저작권(copyright) 이양 동의서를 

제출하는 경우, 학술대회 발표논문도 저널논문과 동일한 출판물로 인정해야 한다. 따라

서 이와 같은 전문도용은 지양해야 한다.  

자기표절의 또 다른 경우는 서로 다른 자신의 논문을 합성하여 새로운 또 다른 논문으로 

발표하는 ‘자기 복제’를 말한다. 표절에 대해 학회지에 정확한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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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나 표절 및 올바른 인용에 무지할 경우, 자기 논문에 대한 적절한 인용 없이 전문도용

이 쉽게 행해진다[최창순, 2006b]. 

  

(3) 중복게재(duplication)와 살라미(salami) 논문

중복게재와 살라미 논문에 대해서는 윤구윤리의 범죄행위로 취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엄 한 관점에서 이들은 표절의 범주에 들어가기 때문에 엄중히 다뤄야 한다. 그

러나 중복게재와 살라미 논문을 판정하는 정확한 기준이 없으며 학문 분야와 풍토에 따

라 서로 다른 기준이 존재한다. 

  
학위논문은 학문 풍토와 관련 있으므로, 사회에 따라서 학계의 관행으로 인정되는 경우

도 있고 인정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미국의 학문풍토와 유사한 국내의 경우도 박사학위 

논문을 학위취득을 위한 과정으로 보기 때문에 엄 하게 ‘unpublished’로 취급한다. 따

라서 박사학위 논문의 핵심적인 내용을 독립적인 논문 형태로 만들어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는 윤리적으로 위배되지 않는다. 이것은 박사학위 논문을 독립적인 연구자의 자격을 

인정하는 정도로 간주하는 미국적 학문 풍토를 반 한 것이다. 

반면, 독일에서와 같이 박사학위 논문을 독자적인 저서로 출간하는 것이 학계의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경우, 박사학위 논문의 일부를 또 다른 논문으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은 명백한 자

기 논문 복제행위가 된다.

중복게재는 자신의 논문을 서로 다른 학술지에 기존 논문에 대한 분명한 인용없이 이중으로 게

재하는 것으로, 이 경우 표절로서 처리된다. 그러나 국의 출판물 윤리위원회(Committee of 

Publication Ethics)의 가이드라인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중복게재

를 표절로서 처리하지 않는다[COPE, 2003].

- 학술대회(Proceeding)의 요약문(abstract)은 신청 시 중복게재로서 처리하지 않지만, 

논문게재 시에는 요약문에 관한 분명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 다른 언어로서 재출간(re-publication)은 허용되나 최초 게재한 논문의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 논문 게재 시 연관된 논문에 대해 정확한 출처들을 상세히 기술해야만 한다. 이 경우 

다른 언어로 출간된 관련 논문에 대해서도 분명한 출처를 기술해야만 한다35). 

- 표절의 위험성이 있는 그림, 표, 다른 기록물을 인용 시에는 허락(permission)을 획득

하고 이를 기록해야 한다.   

중복게재와 구별되는 2차 출판(secondary publication, 이하 ‘이차출판’)의 형태가 있다. 

이차출판은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서로 다른 학술지에 발표 또는 출판하는 행

위로서 연구자의 특별한 연구 기여에 대해 아래의 요건이 충족되어야만 정당화된다[홍성

태, 2006].

- 저자는 두 학술지의 편집인 승인을 모두 필요

35) 국편집위원회의 의견이며 미국의 경우 다를 수 있다. 특히 저작권과 관련하여 매우 엄정하게 규정하는 미

국에서는 분명한 출처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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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판 시기와 관련하여 전후의 논문이 최소한 일주일의 간격이 있을 것

- 이차출판되는 논문은 원 출판 독자와 상이할 것

- 이차출판되는 논문에 원 출판의 자료와 그 해석이 정확히 제시되어 있을 것

- 이차출판되는 논문은 가급적 축약본이며 내용과 결론이 원논문과 같아야 함

- 이차출판된 논문의 표지 각주에는 반드시 원논문과 이차출판이 명시될 것36)

중복출판과 이차출판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며 중복게재의 경우 표절로 취급된다. 특히 

중복게재로 인한 피해는 저자 본인뿐만 아니라 해당 저널의 신뢰도와 명성에도 피해를 

주게 되며 아래와 같은 문제를 야기시킨다[홍성태, 2006].

- 학술지 간 원전의 선후 분쟁 발생

- 선취권이 있는 일차 학술지의 저작권을 침해

- 이차 학술지의 학술정보 제공 원전으로서의 기능 손상

- 모든 투고논문의 원저자라는 믿음을 손상

- 논문과 함께 제출하는 저자 서약서의 신뢰성 손실 및 저자의 진실성 상실

 

중복게재는 표절로써 취급되는 중요한 윤리문제이기 때문에 논문저자는 논문의 기획 시

부터 해당 저널을 분명히 선택하고 논문투고 시 소비되는 시간적, 재정적, 인적 자원을 

적절히 분배해야 한다. 국내 학술지도 저널의 국제화를 통해 국제 저널과 데이터베이스

를 공유하여 중복게재의 여지를 미연에 방지해야 한다. 

중복게재와 유사한 다른 형태의 편법으로 살라미 논문이 있다. 일반적으로 전문 학술지

에 게재된 논문들은 이전에 연구되지 않은 독창적인 논문이나 혹은 이전에 연구되었다 

할지라도 새로운 발견이나 내용을 담고 있어야 한다. 이것은 모든 학술지가 투고의 원칙

으로 삼는 핵심적인 사항이다.

살라미 논문은 양적인 업적 평가를 위하여 연구자가 한 편으로 출간할 수 있는 논문을 

수 편으로 조각 출판하여 이러한 원칙을 위배하기 때문에 원론적으로 편법이다. 그러나 

논문의 양이 한 편으로 출간하기에 분량이 많거나 논리적인 일관성에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 여러 주제가 복합적으로 혼재되어 있는 경우, 논문을 여러 편으로 나누어 출판하기

도 한다. 일반적으로 살라미 논문의 판단 기준은 연구의 방법이나 결론에서 기존 논문에

서 언급하지 않은 독창적인 내용의 포함 여부로 판단해야 하는 모호함이 있다[Steneck, 

2004].  

  

중복게재와 살라미논문의 표절 여부에 대한 판단은 명확한 기준으로 판단하기 어렵다. 

최근 국내 인문사회 계열의 논문 편집위원들을 대상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설문 조사

하 다. 자료에 의하면 기존의 논문과 거의 동일한 구성과 내용이지만 1~2개의 추가된 

장이 독창성이 있을 경우 새로운 논문으로 인정해야 한다는 답변이 64.2%, 살라미나 중

복게재 논문이다가 28.4%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추가 장이 기존 내용의 답습이나 서론․
36) 각주의 예는 다음과 같다.

    This article is based on a study first reported in XXX 60 (5) 745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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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에서의 단편적인 개선일 경우 편집위원의 대부분인 92.5%가 살라미나 중복게재라고 

판단하 다. 그러나 추가된 연구결과가 결론의 변수로 작용할 경우 새로운 논문이라는 

판단은 72.5%로 편집위원의 기준에 따라 달라졌다[신정민, 2006]. 

또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논문을 수정 보완하여 학회지에 게재하는 것, 학회지에 발표

한 논문을 일부 발췌․수정한 후 일반 잡지에 게재하는 것 등은 자기표절이 아닌 것으로 

35%가 응답하 으며, 출처없이 게재하는 경우 자기표절이라는 응답은 65% 다[박남기, 

2006, 신정민, 2006]. 학술지와 학술회의의 논문에 대한 기준 역시 학문의 성격과 편집

위원에 따라 적용기준이 달라진다. 박남기(2006)는 이러한 경우에 대하여 반드시 출처를 

밝히도록 하고, 연구실적 평가 시에 인정률을 달리 할 필요가 있다고 제언하 다. 

(4) 적절한 재인용의 부재

네번째 형태의 표절은 재인용이 없이 인용하는 경우이다. 다른 논문이나 저서에서 인용

한 내용을 재인용하면서 마치 재인용이 아닌 것처럼 표현하는 경우이다. 다른 저자가 인

용한 원문을 다시 인용했다는 점을 객관적으로 밝히지 않는 경우, 재인용한 논문의 글에

는 처음 인용한 저자의 해석이 포함될 수 있으므로 재인용한 저자는 ‘재인용’임을 분명

히 밝혀야 한다. 원문을 입수할 수 없는 경우, 원문에서 요구하는 필요한 정보를 재인용 

대상이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재인용을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

라도 재인용에 관한 분명한 표시를 해야 한다. 원문을 읽지 않고 다른 책이나 논문에서 

인용한 원문의 일부나 전부를 자신의 글에서 사용하는 것은 다른 사람의 글을 출처를 밝

히지 않고 복제한 것과 동일하다. 올바른 재인용의 예는 다음과 같다[APA, 2001]. 

...을 제시하 다(Reynolds, 1896: Finlayson, 1991에서 재인용).

37)

37) www.coconino.edu/library/Handouts/APAStyle.pdf 에서 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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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올바른 인용의 기본사항38)

인용의 정의는 자신의 글 속에 다른 사람의 문헌을 차용한 것을 독자에게 표현하는 방식

이다. 인용을 통해 독자는 새로운 정보와 새로운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 아래의 5가

지는 인용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요소이다.

- 저자에 대한 정보

- 원저의 제목

- 인용된 출판물의 정보

- 출판된 날짜

- 인용된 내용의 페이지

인용은 표절없이 다른 사람의 결과물을 사용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 이러한 원리적

인 이유 외에도 인용은 많은 이점을 제공한다. 우선 인용은 원래의 아이디어가 어디에서 

유래되었는지를 말해주는 지도이다. 저자의 아이디어의 근원과 역사를 더 많이 알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제공되는 유용한 길잡이가 된다. 물론 모든 참고문헌들이 훌륭하고 좋

은 것은 아니다. 

또한 적절한 인용은 자신의 주장에 대한 다른 사람의 비난으로부터 자신의 작업을 보호

해주는 역할을 한다. 무엇보다도 인용의 양은 저자가 행한 연구의 깊이를 보여주는 중요

한 지표이다. 명확하고 일관되게 저자의 아이디어를 지지하는 많은 문헌들은 저자의 연

구내용을 견고하게 해주는 최고의 증거자료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장점들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인용을 회피하는 주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아마

도 인용에 의해 ‘저자 자신의 연구의 독창성이 떨어져 보이지 않을까’ 라는 걱정이다. 그

러나 이것은 잘못된 편견이다. 오히려 인용된 내용들로 인해 독자들은 저자의 생각과 기

존에 존재하는 생각들을 더 잘 구별할 수 있게 되므로 저자의 독창성을 더욱 부각시킨

다.

인용의 시점은 글쓰는 저자가 원저로부터 아이디어와 단어를 차용하는 그 순간에 시작된

다. 인용은 이들의 모든 경우에 해야 하며, 인용의 종류는 아래 5가지 경우로 크게 구분

할 수 있다.39)

- 인용표를 사용할 경우

- 부연(paraphrase) 설명할 경우

- 다른 사람이 이미 사용한 아이디어를 사용할 경우

- 다른 사람의 일에 대해 특별한 언급을 할 경우

- 연구 주제와 접한 연관이 있는 다른 사람의 연구가 있을 경우

과학기술 논문에서는 직접적인 문장의 인용보다는 표, 그림, 데이터의 인용이 많다. 이럴 

38) 과학기술에서의 연구윤리와 사례, 두양사(2006)의 교재에서 전문인용 하 다.

39) 이러한 인용법은 인문, 사회과학에서 주로 사용되나 과학기술 분야에서도 현황보고서나 대중을 위한 단행본 

작성 시 위와 같은 인용법을 사용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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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표와 그림의 스캔 또는 복제 시 반드시 해당 출판사의 허락을 얻어야 하며, 해당 

그림이나 표에 대하여는 반드시 출처를  밝혀야 한다. 그러나 그림을 저자가 다시 재구

성하여 그리는 경우 원논문의 출처를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데이터의 사용은 반드시 

그 해당 출처를 명시해야 하며 자신의 데이터와 분명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일반적으로 

해당 데이터에 해당하는 부분에 참고문헌을 기입하는 형태로 원데이터의 출처를 표시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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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그립 삽입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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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그래프에서 다른 문헌의 데이터의 사용의 예 

40) 그래프를 제공한 김찬수 박사에게 감사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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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는 표 및 그림을 얻기 위해 해당 학회지 허락을 구하는 편지의 예이다. 논문이나 비

리에 사용할 목적이면 간단한 편지 한 통으로 허락을 얻을 수 있다. 학회지에 따라 1

주일 이상 소비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진행해야 한다.

Dear Mme/Sir41),

 We are interested in presenting part of two articles from Nature for illustrative 

purposes in a booklet being prepared at our laboratory for Korean Government. 

Attached are photocopy of articles as they would appear in the booklet.  The 

booklet is strictly for academic purposes and will be distributed to all students 

and practicing scientists who request it, at no cost to the requester.

 Please inform me how to proceed.

 Thank you

표절에 관해 범하기 쉬운 예 중에 하나로 원문과의 문장 비교를 통한 표절 구분을 들 수 

있다. 보통 이런 오해는 ‘인용된 문장과 자신의 문장 속에 동일한 단어가 몇 개 이하면 

자신의 문장으로 인정받을 수 있을까?’라는 질문으로 요약된다. 이와 같은 표절에 관한 

정량적인 기준은 학회지의 정책에 정확히 제시되지 않고 있다. 인용은 원저자의 사고까

지도 포함된 개념이기 때문에 아무리 적은 단어가 언급되더라도 원저자의 사고와 사상이 

포함된 글은 반드시 원저를 언급해야 한다. 

5) 인용의 실제42)

인용 시에는 먼저 원문을 어떻게 취급할 지에(identify) 관해 고려해야 한다. 만약 원문

이 나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것이라면, 본문 중에 인용한 저자의 이름과 업적을 표시해

야 한다. 단지 언급하는 정도의 수준이라면 괄호 형태나 각주나 미주형태로 처리할 것을 

권장한다. 인용의 표현 형식은 각 저널마다 요구하는 형식이 다르므로 저널 형태에 맞춰 

표현해야 한다. 

논문의 초안 완성 시, 기관의 장이나 지도교수에게 논문의 인용이 적절한지 조언을 받아

야 한다. 논문의 인용 형태를 논문 작성 전에 결정하는 것이 논문 작성의 시간과 노력을 

최소화하는 방법 중 하나다. 아래 예시문들을 통해 실제로 인용을 다뤄보도록 한다. 

(1) 논문의 본문 속에 원문을 인용하기43)

Milan Kunder, in his book The Art of the Novel, suggests that "if the novel 

should really disappear, it will do so not because it has exhausted its powers 

41) 김희중 박사의 조언과 도움에 감사를 표한다.

42) 여기서 다루는 사례들은 인용에 대한 것임. 원문에 대하여 인용을 한 후 반드시 책말미나 장의 마지막에 참

고문헌을 달아 주어야 한다. 특히 한국 학생들은 “...”로 인용만 해 주면 참고문헌을 달지 않아도 되는 것으

로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이를 주의해야 한다(서울대 홍성욱 교수의 private communication).

43) http://owl.english.purdue.edu/handouts/research/index.html에 있는 내용을 번역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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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t because it exists in a world grown alien to it."

인용자는 원저의 저자가 유명하지 않거나 독자들이 잘 모른다고 판단된다면 원저의 저자

들을 어느 정도 묘사해주어야 한다. 그들이 경제학자인지, 예술가인지, 물리학자인지 최

소한의 정보라도 서술해야 한다. 만약 인용자가 저자의 정보에 대한 어떠한 것도 입수할 

수 없다면 인용문이 얼마나 믿을 만한 것이고 얼마나 가치있는 것인가에 관해 기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 아래에 그 예를 제시하 다.

In an essay presented at an Asian Studies conference held at Duke University, 

Sheldon Garon analyzes the relation of state, labor-unions, and small businesses 

in Japan between the 1950s and 1980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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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을 인용하거나 앞서 인용했던 것을 반복 인용할 경우 최소한 저자의 이름을 기술하는 

것이 독자의 혼란을 막는 간단한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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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하는 경우이다. 물론 부연과 

요약의 경우에도 출처를 분명히 밝혀야 한다. 

인용을 할 경우 대부분 원문을 그대로 이용하거나 논문 내용에 맞게끔 원문을 수정하여 

사용한다. 이럴 경우 수정한 사항에 대한 언급이나, 이조차 어려울 경우라면 최소한 수

정이 이뤄졌다는 사실을 나타내야만 한다. 예를 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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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을 하 다.

The citizen-investor serves his fellow citizens badly by his inclination to 

withdraw from the community. He tends to serve himself badly as well. He does 

so by focusing his pursuit of happiness on something that very seldom makes 

people happy in the way they expect it to. 

적당한 길이로 논문에서 원하는 만큼만 인용하기 위해 약간의 수정을 가하 다. 이럴 경

우 편집기호를 아래처럼 사용하고 명시해야 한다. 

In his essay, "United Shareholders of America," Jacob Weisberg insists that "The 

citizen-investor serves his fellow citizens badly by his inclination to withdraw 

from the community. He tends to serve himself badly...by focusing his pursuit of 

happiness on something that very seldom makes people happy in the way th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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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ect it t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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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은 너무 길다. 그래서 마지막 문장에 약간의 변형을 좀 더 가하여 정리하면 아래와 

같다. 

"He tends to serve himself badly...by focusing his pursuit of happiness on 

[money]."

여기서 괄호 안에 있는 [money]의 의미는 원저자가 사용한 단어를 이것으로 대체하여 표현했

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자가 인용된 원문을 잘못 오해하더라도 이것은 이제 저자의 책임이 아니

다. 그러나 많은 문장의 구조나 사고 구조의 과도한 변형은 전체인용에서 허용되지 않는다.

과학 논문에서는 전체인용이 드물게 행해지고 있다. 전체인용은 3줄 이상을 원저에서 인

용할 경우 아래와 같은 양식을 따라 행하는 것이 일반적인 규칙이다. 그러나 그 실례와 

형식은 각 저널이 요구하는 방식을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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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들여쓰기를 원문의 두 배로 하라.

- 왼쪽 정렬을 하라.

- 이미 인용문이 구분되어지므로 다시 전체 따옴표를 사용하지 마라.

- 전체 인용문의 시작과 끝행은 원래 줄간격의 1.5배를 사용하라.

위의 원칙을 사용한 전체인용의 예는 아래와 같다.

 
Akutagawa complicates the picture of himself as mere "reader on the verge of 

writing his own text," by having his narrated persons actually finish authoring 

the work in which he appears. In the forty-ninth segment of the text, entitled "A 

stuffed Swan," he writes:

 
Using all of his remaining strength, he tried to write his autobiography, Yet it 

was not an easy task for him 

With this gesture Akutagawa ironizes the impossibility of truly writing the self 

by emphasizing the inevitable split that must occur between writing and written 

"self".

(3) 참고문헌 기입

일반적으로 대학이나 academy의 참고문헌은 bibliography라는 제목을 사용하고 대부분

의 보고서나 논문의 경우 reference를 사용한다. 참고문헌에 기입할 최소한의 필수 내용

은 아래와 같다.

- 저자



- 131 -

- 문헌의 제목

- 원저의 출판사명 및 출판사 위치

- 출판된 날짜

- 출판물 출처의 페이지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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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우는 한 페이지 이상의 각주가 있을 때, 또는 각주가 매우 많은 경우 사용한다. 각주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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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자

에 관해 표시하려면 각주 후 한 칸을 띄운 후 문장을 연결한다. 각주 사용의 실례는 아

래와 같다.

This is an illustration of a footnote1. The number "1" at the end of the previous 

sentence corresponds with the note below. See how it fits in the body of the 

text?

1At the bottom of the page you can insert your comments about the sentence 

presenting the footnote

참고문헌 표기의 두 가지 방법은 각주 형태와 참고문헌 장에 열거하는 방식이다. 각주 

형태로 참고문헌을 표시하는 경우 인용된 글에 특별한 내용을 부가하는 것이다. 따라서 

인용된 문헌의 페이지와 내용을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주의사항은 각주형태로 표시된 

참고문헌 역시 문헌 뒤의 참고문헌 목록에 기록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일반적인 열거 방

식은 인용된 원저의 특정 페이지가 요구되지 않는다. 그러나 단행본의 경우 특정 페이지

를 명시하는 것이 원칙이다.

(4) 표절을 피하기 위한 사항

앞서 표절과 참고문헌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들을 살펴보았다. 인용에 관한 좀 더 전문적

인 자료들에 관해서는 Eugene Garfield[1996]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마지막으로 표절을 피하기 위해 저자가 점검해야 할 최소한의 사항들은 다음과 같다

[Garfield, 1996].

- 주의깊게 참고문헌의 내용을 메모하라.

- 다른 저자의 연구 내용은 그 저자의 소유임을 분명히 밝혀라. 

- 출처를 항상 메모하라.

- 참고문헌 목록에 모든 인용 출처를 포함하라.

- 그림, 모델, 그래프 등을 사용할 경우 인증(permission)을 받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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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례보기 

<사례 1>

L 연구원은 기관의 부서장이며 기획․평가위원으로 등록되어있는 기계분야 전문가로서 대부분의 열

수력 분야 기획평가에 참여해왔다. L 연구원은 기관의 이익을 위하여 기획에서 논의되고 있는 정보

를 후배인 C 연구원에게 주고 더 많은 내용을 포함한 기획보고서를 제안하도록 하 다. C 연구원

은 기관의 이익을 생각하면 기획보고서를 만들어야 하고, 윤리적으로는 다른 기관의 기획보고서를 

도용하는 것이 마음에 걸려 망설 다. 이러한 경우 여러분은 어떻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

하나요?

<사례 2>

P 연구원은 데리고 있는 학생의 논문테마를 위해 아이디어를 찾고 있었다. 그러던 어느 날 공동연

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내용의 일부가 학생 논문으로 적당하다고 생각하고 공동연구기관에서 하고 

있는 연구 내용에 사용하는 모델만 바꾸고, 본인이 갖고 있는 일부 실험 자료를 사용하여 논문을 

작성하고 공동연구기관보다 먼저 발표하 다. 여기서는 아이디어만을 도용했으므로 먼저 발표하게 

되면 나중에 발표하는 사람은 창의적 연구가 아닌 개선 또는 비교검증의 역할만 남게 되므로 논문

의 가치가 떨어지게 된다.

■ 사례보기

<사례 1>44)

2001년 IEEE Communications Magazine에 실린 표절논문의 사례를 통해 실제 표절이 과학논

문에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살펴보도록 한다[Kuo, 2001]. 

S. Khan, K. F. Li and E. G. Manning이 쓴 ‘The Utility Model for adaptive multimedia 

Systems’을 J. T. Park, J. W. Baek, and J. W. K. Hong의 ‘Management of service level 

agreements for multimedia internet service using a utility model’에서 표절논문으로 밝

혀졌다. 

이에 두 논문의 표절 사항을 비교한 몇 가지를 예로 제시한다. 

왼쪽은 원저자의 논문이고 오른쪽은 표절된 논문이다. 왼쪽 원문이 표절된 논문에서 잘못된 인용과 

바꿔쓰기를 통해 부적절하게 인용되거나 표절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이러한 예는 본문에만 해당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림과 수식에서도 이와 같은 부적절한 인용이 될 수 있음을 아래 표에서 보여

주고 있다.

44) http://www.comsoc.org/~ci/public/2001/nov/ciedmess.html에서 전문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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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Khan, K. F. Li and E. G. Manning J. T. Park, J. W. Baek, and J. W. K. Hong

Section 3: "The Utility 
Model is a mathematical 
model for AMS based on 
the concepts of quality 
profile, quality-resource 
mapping, session and system 
utility, and system resource 
constraints."

Page 5, last line, left column: 
"The utility model is based on 
the concepts of quality profile, 
quality-to-resource mapping, 
resource constraints, and utility 
function." 

Section 3.2 1st line: "We 
assume the existence of a 
mapping from an operating 
quality to the resources 
required to provide that 
quality." 

Page 5, 2nd paragraph, right 
column: "We assume the 
existence of a mapping from an 
operating quality to the 
resources required to provide 
that quality." 

<사례 2>

표절의 형태는 논문의 글 외에도 컴퓨터 프로그램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 프린스턴 대학교의 연구

진실성을 위한 웹사이트에서 이에 관한 예가 있다45). 따라서 컴퓨터 프로그램밍에서도 소스 프로

그래밍의 출처를 분명히 하고 자신의 기여 및 수정 부분을 기술해야 한다.

아래는 원소스 프로그램을 보여주고 있다.46) 이 소스를 적절한 변수명 변형, 명령문의 단순 수정을 

통해 근본적인 알고리즘은 바꾸지 않은 채 표절했음을 보여주고 있다.

45) http://www.princeton.edu/pr/pub/integrity/pages/plagiarism.html에서 원문을 볼 수 있다.

46) Robert Sedgewick, Algorithms in C (Addison Wesley, New York, 1990).



- 134 -

Original computer program Plagiarized computer program 

5. 논문저자 범위와 순서

1) 배경

논문에는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한 동료와 연구원, 그외 선행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연구

수행에 도움을 준 연구자 또는 기관 등 연구에 관련된 모든 사람들의 공로가 저자목록, 

감사의 글, 인용문헌 등에 공평하고 충분하게 반 되어야 한다.

저자의 순서에 대한 가장 일반적인 규칙은 연구에 직접 기여한 사람을 기여 정도에 따라 

순서대로 저자 목록에 이름을 올리는 것이다[Friedman, 1998]. 일반적으로 논문에 올리

는 저자의 순서는 각 연구그룹 내의 고유한 전통, 제출하는 저널의 정책, 그리고 연구 

그룹의 합의된 순서 등에 의해 결정된다[김형순, 2006]. 따라서 저자 순서 및 범위에 관

해 유일한 정답은 존재하지 않는다. 

본 절에서는 이러한 한계를 전제로 여러 저널들과 문헌에서 서술하는 저자(authorship) 

순서 및 범위에 대한 제안과 정책들을 서술하 다. 이 중 Nature에서 현재 사용하는 방

법은 기존의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으로 생각되므로 자세히 기술하

다.47)

그러나 무엇보다 출판물의 저자와 연구기관의 도덕성이야말로 이들 정책과 제도를 정착

시키고 성공적으로 이끄는 가장 중요한 기반임을 강조하는 바이다. 

2) 정의

현대 과학계에서 일부 학문48)을 제외한 대부분의 학계에서는 공동저자와 다수저자는 당연

47) www.nature.com/nature/submit/policies/index.html#2. 참조. 

48) 수학이 대표적인 학문일 것이다. 이외의 학문은 연구의 다학제적 경향, 실험도구의 대형화, 특정분야의 심도

있는 지식의 요구 등에 의해 공동저자 및 다수의 저자가 당연시되고 있다. 1994년 New England 의학지의 

만성신장질환에 대한 임상실험 보고에는 S. Klahr를 제 1저자로 한 7명의 저자와 263명의 공동연구자가 논

문 끝과 부록에 제시되어 있다고 함[조황희,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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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여겨진다. 저자의 선정은 해당 연구에서 연구자의 공로를 인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저자 순

서의 위치는 공로의 기여도를 나타내는 것이 과학계에서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규칙이다. 

이들 각각을 좀 더 세분화하면,

참고문헌으로의 인용49), 감사의 글, 논문저자 목록으로 구분할 수 있다. 

- 참고문헌 : 선배 연구자의 연구에 대한 예우50). 기존 연구의 아이디어나 결과물을 현

재 연구에 인용하거나 채택한 것에 대한 감사.

- 감사의 글 : 아이디어를 제공해주었거나51) 논문의 작성이나 수정을 도와준 동료, 연구

를 도와준 기술 요원 등에 대한 공로의 인정.

- 저자목록 : 연구결과물에 대한 핵심적인 기여를 한 공로의 인정.

저자의 순서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합의된 원칙은 없다. 다만 최근, 명문화되지는 않았지

만 일반적으로 과학계에서 합리적이라 하여 통용되는 규칙이 있다.

- 연구책임자는 저자선(byline) 상의 맨 뒤

- 연구에 기여도가 가장 큰 자는 저자선 상의 제일 앞 (제 1저자)

논문의 책임 및 최종 승인을 하는 저자를 교신저자(corresponding author)라 하며 보통 

제 1저자나 그 논문을 최종 승인한 지도교수 혹은 과제 책임자가 담당한다. 과학연구 논

문에서 교신저자는 연구 결과에 대한 이후의 논의 및 결과물의 공유와 관련된 권리와 책

임을 동시에 진다. 

(1) 논문저자의 배경

논문저자는 단순히 논문을 기술한 자로 정의될 수 없다. 논문이라는 것은 연구행위의 최

종 산물 중 하나이며, 연구결과가 출판물의 형식으로 표현된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과학기술에서 연구행위는 최초의 아이디어 제안, 과제제안을 통한 예산확보, 

연구행위, 그리고 결과물의 가공(특허, 국가비 자료, 논문, 연구보고서 등)으로 구성된

다. 이들 각각의 단계에서 연구책임자, 연구원, 보조원 등이 맡고 있는 역이 각 분야마

다 다르므로, 저자의 범위는 과학의 다양한 분야에 따라 연구실의 전통에 따라 다를 수

밖에 없다. 그렇지만 일반적인 논문저자의 범위는 묵시적으로 합의된 사항과 최근 저널 

편집국들의 정책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연구의 최종산물로서 일반적으로 작성되는 과학 논문은 대부분 아래의 요소들을 포함하

여 구성된다. 그리고 이들 각 구성요소와 구성원이 주로 기여하는 논문의 부분은 다음 

그림과 같다[김형순, 2006].

49) 참고문헌은 인용과도 맞물리는 분야이다. 여기서는 공로의 인정이라는 부분에서 참고문헌을 살펴보았다. 

50) ‘예우’라는 말은 혼돈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여기서의 정확한 의미는 본 연구가 이들 선배 연구가 존재하지 

않았다면 있을 수 없었다는 뜻에서의 학문적인 관점에서의 예우이다. 

51) 저자들이 판단하여 아이디어의 수준과 논문의 기여 정도에 따라 그 내용과 이름을 분명히 밝혀야 한다. 그렇

지 않으면 악용될 수 있는 부분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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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ata : 기록 및 관찰의 결과물

- Information : Data에서 얻어내어 정련된 정보

- Knowledge : 이들 정보로부터 연구의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필요한 지식

- Wisdom : 정보와 지식을 통해 새로운 방향, 이론, 패러다임을 도출하는 사고

[그림 7]  과학논문의 구성요소와 구성원이 기여하는 논문의 부분

[그림 7]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논문은 여러 구성원이 맡은 역할을 완수하여 얻어진 결

과물이므로 논문저자 역시 신중하게 결정되어야 한다. 위의 그림에서처럼 논문의 핵심은 

고찰이다. 직접적인 논문 집필을 하지 않더라도 연구결과를 해석하고 새로운 이론을 구

성했다면 논문저자로서 충분한 자격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연구자의 경력에 따라 

이러한 역할 분담은 무시되거나 간과될 수 있음을 홍석 [2005년] 등의 연구에서 간접

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이 연구에서 연구책임자와 중진연구자 그리고 초보연구자 간에는 논문저자를 바라보는 

관점에 차이가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더욱이 연구실의 분위기와 구성원 간의 커뮤니케

이션이 원활하게 되지 않을 경우, 서로 간에 저자순서와 저자범위에 대한 갈등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이 연구는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연구 시작 전에 연구원 간의 토론을 통해 

연구 논문의 저자순서와 범위를 결정하고 연구를 진행할 것을 권고한다[김형순, 워크샵

자료, 2006]. 

(2) 논문저자의 범위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논문저자의 범위는 Vancouver group으로 알려진 The 

International Committee of Medical Journal Editors(ICMJE)가 제안한 아래의 요건으

로52)[Neville, 1994] 

52) 이 정책이 발효되기 전인 1989년도에 발표된 200편의 논문 중 위의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한 논문이 1/4이

나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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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의 구성 및 설계, 자료의 분석 및 해석한 자

- 논문의 초안 작성 또는 주요사항에 대해서 검토, 수정, 보완한 자

- 논문 최종본을 퇴고 또는 승인한 자

로 한정지을 수 있다. 이와 함께 논문저자의 목록에 들어갈 수 없지만 그 공로를 인정해

주어야 할 대표적인 경우들은 아래와 같으며, 이들은 감사의 글(Acknowledgements)에

서 공로를 표현해주어야 한다[김형순, 2006, ICMJE, 2006].

- 연구 데이터를 제공한 자

- 연구 데이터를 수집한 자

- 연구 그룹에서 기술을 지도한 자 

- 논문 검토에서 단순 교정을 한 자

위에서 제시한 주요 요건들 외에 공저자로서의 갖춰야 할 다른 요건에 대해 Houk와 

Thacker[1990]는 다음과 같이 제시하 다.

- 논문의 핵심 아이디어에 대한 기여

- 승인된 절차의 작성과 설계

- 자료습득의 책임

- 연구활동의 리더쉽과 연구행위에 대한 책임

- 초기 연구의 개선과 리뷰를 포함한 데이터의 해석에 대한 책임

- 원고(manuscript)의 심사, 개선, 작성에 관한 중요한 기여

- 최종 논문에 대한 책임

- 출판 시 논문 리뷰에 대한 답변할 수 있는 능력과 의지

위의 요건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연구기관의 평가 기준으로서 논문의 가치를 상승시키

기 위해서는 저자의 범위에 관한 좀 더 수치화되고 범주화된 기준이 요구되었다. 따라서 

Vancouver group의 요건보다 좀 더 구체화된 요건이 요구되었고 미국 CSE(Council of 

Science Editors)에서 저자에 관한 새로운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제시하 다

[Frideman,1998]. 

논문에 저자의 기여에 관하여 아래의 항목들을 기준으로 표시할 것.

- Concept(개념)

- Design(설계)

- Supervision(감독)

- Resources(자원)

- Material(재료)

- Data Collection/Processing(자료의 수집/처리)

- Analysis/Interpretation(분석/해석)

- Literature search(문헌조사)

- Writing(기술)

- Critical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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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ther

CSE에서 제시한 저자의 조건은 위의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반드시 저자의 권리를 인

정하라는 것이 아니라, 논문의 저자로서 논문에 위의 분류 중 하나 이상의 분야에 중요

한 기여를 해야만 한다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의 판단 기준은 연구의 세부내용과 연

구수행과정은 연구주체만이 명확히 알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연구자 그룹의 주관적 

근거에 의해 결정될 수밖에 없다. 또한 위에 분류된 기여는 저자 역에서 ‘감사의 글’ 

수준으로 내릴 수 있는 요건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연구그룹들은 사전에 조율하여 저자 

범위를 결정하고 논문에 연구자 각각의 기여 정도를 기술해야 할 것이다. 

(3) 논문저자의 실제

위에서 제시한 요건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Nature53)와 Science의 예를 다음 페이지에 

예시하 다.

인터넷에서 실험자료와 관련된 사진들을 평가할 수 있게끔 링크처리 

해놓았다.

53) Nature editor Group은 “authors are strongly encouraged to include statement in the 

acknowledgements to specify the actual contribution of co-author.”라고 그들의 저자표시 정책을 표명

하고 있다.

    www. Nature.com/nature/submit/poli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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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knowledgement에 재정 및 관련된 기관을 분명히 명시

With permission from AAAS

With permission from NATURE

(김형순, 2006 워크샵 자료에서 발췌)

가장 진보된 정책을 제시하는 Science와 Nature에서조차 저자의 조건은 매우 원론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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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정성적(qualitative)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Nature 

에서는 QUAD(Quantitative Uniform Authorship Declaration)라는 정량적 지표를 사용

한 저자 표시를 검토하고 있다[Verhagen, 2003]. 이 지표는 4가지 역 또는 그 이상

으로 저자의 논문 기여도를 구분하고, 최소 10% 이상 각 역의 합이 40% 이상 되는 

사람만이 저자 자격을 갖는 것으로 규정한다. 4개 역의 합이 가장 높은 사람이 제 1저

자가 되며 동점자의 경우 알파벳 순으로 나열한다. S 는 학생, M 은 멘토(Mentor)로 가

정하여 두 사람의 저자를 예를 들면:

역 S M

Conception and design 20  80

Data collection 90  10

Analysis and conclusions 80  20

Manuscripts preparation 20  80

210 190

S20,90,80,20, M80,10,20,80 로 표시하며 저자 순서도 자동으로 결정된다. 논문 편집자들은 이 역과 

각 역의 가중치를 결정하여 정당하고 적절하게 저자의 논문 기여도를 정량화하여 유령저자

(Ghost-author), 명예저자(Gift-author)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4) 논문저자의 순서

논문저자의 순서 역시 논문저자의 범위를 결정하는 민감한 문제 중 하나이다. 일반적인 

원칙은 Vancouver group이 제안한 모델이 표준 모델로 정착되고 있다[김형순, 2006, 

ICMJE, 2006]. 

- 합의된 원칙 (문헌에 명확히 기재되어 있지 않음)

- 연구책임자는 제일 뒤로 / 연구의 주요 기여자가 제 1저자

- 저자 순서는 공동저자의 합의 하에 결정

- 저자들의 기여도를 가급적 명확하게 명시할 것

- 저자 순서에 대한 설명 필요 시 각주에 기록

위에 제시한 정책처럼 저자 순서는 내부적으로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명확하게 그 경계

를 구분지을 수 없다. 단지 유령저자와 명예저자를 근절할 수 있는 대안으로  QUAD 방

법 및 Nature 지의 저자의 기여도를 명시적으로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다. 

(5) 논문저자 소속기관

논문저자의 소속기관은 결과물의 소유권과 관련하여 명확하게 표시하여야 한다. 특히 최

근의 저널 정책은 감사의 글에 재정지원기관 및 재정조달 방법에 대해 명확히 명시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54). 이는 논문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주요 조사 대상기관의 결정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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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됨은 물론 이해상충에 관련된 기관을 구분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이들 

사항들은 보통 감사의 글에 재정지원을 표시하며, 실제 예들은 다음과 같다.

With permission from AIP

With permission from NATURE

논문저자 소속의 일반적인 원칙들은 아래에 예시된 김형순 교수의 발표 자료에 잘 정리

되어 있다[김형순, 2006]55). 저자 소속은 연구실적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명기해야 하며, 저자가 실제로 연구를 수행한 소속을 표기하여야 한다. 

- 저자의 소속은 그 연구를 수행한 곳의 주소로 명기

- 파견되어 수행한 연구일 경우

: 파견지의 주소 명기, 각주에 현재 소속기관 주소 명기56)

54) APS, CSE, ICMJE, AAAS, Nature에서 강력히 권고하고 있다.

55) 김형순(2006) 교수의 발표자료에서 원문발췌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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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 중 학생 신분에서 출판 시점에 직장으로 이동한 경우

   : 연구 수행한 곳의 주소를 명기, 각주에 현 직장 주소 표기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저자 선정에는 모호한 기준들이 존재한다. 사회와 시대의 환경과 

문화를 토대로 이들 기준들이 정해지기 때문이다. 또한 저자를 정하는 기준들은 연구분

야나 연구기관 등의 특성과 상황 그리고 시대에 따라 조금씩 달라지기도 한다. 얼마 전

까지만 해도 누가 어떤 순서로 저자에 포함되는가는 전적으로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는 것

이 일반적인 관행이었다. 연구책임자가 결정하더라도 저자의 자격에 대한 기준에 따라 

정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다. 그러나 최근 들어 저자 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갈등 소지

를 줄이고 각 연구자의 공로를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서, 연구과제를 계획하고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 중 계획을 변경할 때마다 항상 저자배분 문제를 함께 논의할 것을 권장하

고 있다.

■ 가상사례보기

모 국립대 공대의 차정우 교수는 얼마 전 박사과정을 같이 했던 후배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자기가 

쓰는 논문에 공동저자로 포함시켜 주겠다는 ‘호의’를 제안받은 것이다. 사실 고마운 마음이었지만 

생각해보고 연락을 주겠다며 전화를 끊었다. 

이 대학의 경우 공동 작성 논문에는 단독 논문의 70%에 해당하는 점수를 인정해 주고 있기 때문

에 거절할 이유가 없었다. 

그러나 최근에 논문저자 무임승차에 대한 단대 교수 워크샵도 떠오르고, 대학원생의 논문 상납에 

대한 의견을 지방신문에 기사로 내보냈던 차 교수로서는 고민되지 않을 수 없었다.

고민 끝에 차교수는 ‘SCI(과학논문인용색인) 논문에 이름 끼워주기는 아주 친하거나 특별한 관계에

서만 이뤄지는 일인데 뭐. 지난 5년간 16편의 SCI급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 중 3편은 박사과정 때 

지도교수의 지시에 따라 연구에 참여한 적이 없는 사람들의 이름을 넣었고, 1편은 후배가 ‘상부상

조하자’며 내 이름을 넣어 준 경우 어. 이 정도 논문저자 끼워넣기 정도야 …’라고 생각을 정리하

고 후배에게 전화를 걸었다.

Q) 차정우 교수의 고민과 판단에 대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요? 

■ 사례보기

<사례 1>

일반적으로 실험기사(technician)에게는 저자의 자격을 주지 않는다고 이야기 한다. 이때 실험기사

라 함은 그 사람의 직함을 일컫는 말이 아니라 연구에서 맡은 역할을 말하는 것이다. 

56) 예를 들면, Now with the Centre of XXXXX, City, Country

    Present address: Centre of XXXXXX, City, Country

    On leave from the XXXXXX, City, Coun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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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연구에 참여하여 좋은 결과를 산출했더라도 자신이 얻은 실험 결과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또 

어떤 의미인지 알지 못한 채 단순히 기기를 조작해 나온 결과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면 그 연구원

은 실험기사의 역할을 한 것이다.

그렇지만 그 부분이 실험 전체에서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었고 논문 작성 과정에서 공동저자의 의무

를 성실하게 이행하여 다른 저자들이 모두 공동 저자로 인정할만한 기여를 한 기술요원은 저자의 

자격을 부여받을 수 있다. 

중요한 점은 자신이 논문에 실린 실험 내용에 참가했다는 사실만으로 자동적으로 저자 자격을 얻게 

되는 것은 아님을 이해하는 것이다.

<사례 2>

저자 목록에 이름이 오르는 것은 공로를 인정받는다는 것과 동시에 논문에 대한 책임을 진다는 의

미를 내포한다. 어에서 ‘법적인 책임(liability)’을 일반적인 의미에서의 ‘책임(responsibility)’

이라는 단어와 구별해 사용하듯 전문인으로서 과학자에게 부과된 책임을 주로 ‘accountability’라 

표현한다. 

어원에서 추측할 수 있듯이 과학자로서 책임을 다하는 것(being accountable)에는 일상적인 의미

에서 책임을 지는 것(being responsible)에 그치지 않고, 나아가 맡겨진 책무를  설명할 수 있는 

것(being answerable)끼지도 포함된다. 

따라서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과되는 책임(accountability)에는 논문 내용의 진실성과 정확성에 

대한 책임과 함께 논문의 내용 및 의미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책임까지 포함되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자신이 기여한 바가 그다지 크지 않거나 거의 없는 논문에 자신의 이름이 저자로 오르는 

것은 논문 실적이 높아지는 효과만 있는 것이 아니라 상당한 위험 부담도 있다. 

만약 그 논문의 내용이 문제가 되거나 더 심각하게는 연구부정행위의 대상으로 지목될 경우 공동저

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 단계에서 자신은 문제가 된 논문의 내용을 잘 모르

거나 거의 기여한 바가 없다고 발뺌하는 것은 매우 부도덕한 행위이며 책임있는 과학자의 모습이라 

할 수 없다. 

게다가 최근 제정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그런 식으로 공동저자의 책임을 피해갈 수 있는 것도 아

니다. 논문의 저자가 되는 것은 공로를 나누어 갖는 측면과 책임을 함께 지는 측면이 모두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

이런 의미에서 독일연구재단(DFG, Deutsche Forschungs Gemeinschaft)이 채택하고 있는 연

구부정행위 범위는 주목할 만하다. DFG는 조작된 논문의 공동저자도 연구부정행위자로 간주하고 

있다. 즉,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일단 공동저자로 들어간 이상 

해당 논문에 책임을 지게 된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는데, 이는 독일과 유럽 과학계를 경악시켰던 

헤르만-브라흐 사건(1997)의 여파로 보인다. 헤르만-브라흐 커플의 충격적인 논문조작 (무려 27

편에 달했다) 사실이 드러났을 때 단지 그 커플뿐만 아니라 독일 과학계 역시 큰 타격을 입었다. 그 

이유는 당시 승승장구하던 헤르만-브라흐 커플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들어가는 것을 광으로 여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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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저명한 과학자들의 명성도 한순간에 무너졌기 때문이다. 

제 2 절   더불어 연구하는 자세

1. 연구환경의 중요성

과학적 업적은 어느 날 갑자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수많은 과학자들의 작

업과 노력에 대한 검증과 평가를 토대로 이뤄지는 공동작업의 산물이다. 

예를 들면 아인슈타인은 일반 상대성 이론을 완성하기 위해서 친구 수학자인 그로스만을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으며, 힐버트 등과의 경쟁을 통해 많은 점을 배우기

도 했다. 이처럼 동료 과학자들의 과학연구를 근거로 삼아 그들의 비판을 수용하면서 자

신의 작업을 수행한 끝에 과학사에 길이 남을 결론에 도달할 수 있었다.57) 

이처럼 연구는 개인보다는 공동으로 진행되면 더욱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이와 같은 연구환경 조성에 크게 향을 미치는 실험실 문화와 멘토링에 대

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실험실 문화

일반적으로 ‘문화’라고 하는 것은 행동의 보편적 규범, 그리고 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들

이 공유한 가치관을 일컫는다. ‘행동의 보편적 규범’이란 한 집단에 속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따르게 마련인 행동양식이어서 한번 정해지면 계속 그 형태를 유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 문화라는 것은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어느 곳에나 널려 있는 것이므로 사람들에게 막

대한 향을 끼치지만, 평소에는 전혀 의식하지 못하는 것이기도 하다.58) 

따라서 연구윤리 측면에서 보면 잘못된 연구윤리는 조직의 문화에서 비롯되는 경향이 농

후하다.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며 어떤 형태로든 조직과 유기적인 관계를 형성하며 살아

간다. 과학적 발견 및 과학 지식의 축적 또한 과학자 공동체의 작업으로 이뤄진다. 

일본에서는 ‘모두가 함께 건너면 무섭지 않다’라는 속담이 있다. 이 말은 ‘집단이 하면 

개인은 집단을 따라가기 쉽다’는 의미를 단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따라서 앞서간 집단이 

올바른 윤리관과 기준을 갖고 있지 않다면 뒤에 오는 사람들에게 올바른 판단의 기준을 

줄 수 없다. 과학의 부정행위가 적발되기 힘든 이유 중 하나는 앞에서 언급한 공동체 내

지는 집단으로서의 관행에 연구자들이 젖어들기 쉽다는 것이며, 이외에도 일반적으로 실

험실의 환경이 비민주적인 구조를 갖고 있다는데 있다.

미국에서 물리학을 전공하고 ORNL(Oak Ridge National Laboratory)에서 35년 이상 

57) 실험실생활길라잡이, 조은희 · 김건수 · 이상욱 · 이준화 · 정인실, 라이프사이언스, 147~148쪽

58) 변화의 리더, 김 사, 존코터, 211~21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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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한 K 연구원의 대학, 대학원, 연구실 환경에 대한 경험을 설명하고자 한다. 

- 대학 시절 : 대학교 3학년 시절 기초와 기본적인 실험기술을 배우고,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하는지를 배우게 된다. 다시 말하면 새로운 issue에 접근하는 방법, 무엇을 

하는지 그리고 과제를 수행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따라서 실험의 실제 결과보다

는 어떻게 무엇을 하는지가 더 중요하다. 

- 대학원 시절 : 한 명 또는 몇 명의 교수와 여러 명의 대학원생이 그룹을 이루게 된다. 

일반적으로 새로운 학생은 선배의 졸업논문을 돕게 된다. 장치개발, 자료수집 및 분석 

등을 도와주지만 졸업논문의 결과로 나오는 논문에 공동저자가 아니라, 많은 도움을 

주어서 고맙다는 감사의 말(acknowledgement)로 대신하게 된다. 이렇게 선배의 논문 

작업을 도와주면서 경험적으로 실험실의 문화를 배우게 된다. 

- 연구원 시절 : 미국의 자연과학 연구실은 상당히 자유스러운 분위기를 갖고 있다. 실

험실의 행정은 엄격한 규정보다는 각각의 연구원을 신뢰하고 믿어주는 분위기이다. 연

구실에서 윤리는 이슈가 아니었다. 

앞에서 언급한 K연구원의 연구실 환경은 지금까지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어온 것과 대동

소이하다. 다시 말하면 지금까지는 과학자의 교육과 연구 시에 윤리 문제가 크게 대두되

지 않았던 게 현실이다. 그러나 앞으로는 건강하고 윤리적인 환경에서 젊은 연구원들을 

키우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즉 규정을 엄격하게 해서 억지로 지키게 하는 것 

보다는 올바른 환경과 문화를 만들어 자연스럽게 교육하여 윤리적 연구를 자율적으로 수

행할 수 있도록 실험실 분위기를 정착시켜 나가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 사례보기

<사례 1> 조작을 부추기는 연구실 내의 착취 구조59)

걸리스(Robert J. Gullis)는 1971년부터 1974년 국의 버밍엄 대학에서 연구했던 젊은 박사과

정생이었다. 그의 연구 주제는 뇌가 만들어낸 화학전달물질에 관한 것이었다. 실제로 그는 박사과

정 연구 기간 동안 이 전달물질이 모든 뇌 세포벽의 물리적 성질을 바꾼다는 사실을 보여주었다. 

동료들은 그의 연구를 중요하게 여겼다. 그 중 한 사람, 미시간 대학의 윌리엄 랜드(William 

Land)는 이 연구를 당시 2년간 자신이 보았던 연구 중에서 가장 흥미로운 것이라고 평했다. 

이 논문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사람은 걸리스가 박사 후 연구원으로 근무했던 독일의 막스 플랑

크 생화학연구소(Max Planck Institute for Biochemistry)의 과학자들이었다.

걸리스는 독일인 동료 일곱 명의 이름이 오른 논문 네 편을 작성한 뒤에 이 연구소를 떠났고, 그 뒤 

연구소 직원들이 그의 실험을 재연해보려고 시도했다. 여러 번 시도했지만 실패하자 이들은 걸리스

에게 돌아와 달라고 요청했다. 걸리스는 2주간 신경이 곤두선 가운데 실험 결과를 재연하려고 시도

한 후에서야 데이터 일부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시인했다. 

59)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윌리엄브로드 · 니콜라스웨이드/김동광옮김. 미래 M&B, 217~21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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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리스는 공적과 논문 작성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신랄하게 비판했다. “나는 한 번도 내 연구로 보

상을 받은 적이 없었다. 반면에 그들은 연구 결과로 아주 행복해했다. 그들은 연구 결과만을 추구하

고 누군가가 그 연구 결과를 얻기 위해 그리고 박사학위를 따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다는 것에 

아주 즐거워했다.”

걸리스가 지적했듯이 결과 생산에만 압력을 가하면서 지도는 게을리 하는 일은 그리 드물지 않다. 

걸리스의 경우에는 이 환경이 그로 하여금 노골적인 기만행위를 하도록 만들었다. 유명한 윌리엄 

서머린(William T. Summerlin) 사건의 경우도 그가 파멸한 직접적인 이유는 데이터를 ‘개선시키

는’ 사소한 일에서 비롯되었다.

2) 멘토링

멘토링이란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자발적으로 시간을 내어 지원과 격려를 해주는 

일대일 관계를 말한다. 한 사람이 다른 한 사람에게 일정 기간 동안 한 가지 또는 여러 

가지의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지원과 도움을 제공하고 지식이나 일, 사고에 있어 중요

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도록 돕는 것을 말한다.

지식이 지배하는 시대에 살면서 멘토링은 인력 자원을 개발하는 데 가장 중요한 수단으

로 떠오르고 있다. 멘토와 멘티의 관계를 통해 조직 문화와 비전을 전파할 수도 있고, 

연구원들의 요구와 애로를 이해할 수도 있다. 그 결과 공동의 목표를 달성하는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연구원들은 이러한 관계를 통해 더 빠르게 학습하며 훌륭한 결과를 만들어 낸다. 따라서 

훌륭한 멘토는 행동의 모델이 되며, 피드백을 제공하고 연구 방법을 전수해 줄 수 있다.

멘토는 오랜 연구경험이 있는 연구원으로서 멘티(대학원생, 박사후연구생, 신임연구자 

등)가 배워야 할 지식과 기술을 가지고 있으므로 멘티의 연구와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

다. 따라서 맨토링은 매우 중요하며, 멘토와 멘티는 효과적으로 경험과 지식을 전수해주

는 관계로서 서로 협력하여 지식을 발전시키고 아이디어를 실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처

음부터 각자가 지켜야 할 기본적인 사항을 정리하고, 이에 근거하여 연구에 임할 필요가 

있다.60)

‣ 멘티의 의무

   - 양심적으로 맡은 일을 할 것

   - 같이 일하는 다른 사람들의 권위를 존중할 것

   - 연구 규정과 관례를 따를 것

   - 표준연구 절차, 예를 들어 데이터 기록과 해석 방법을 숙지할 것

   - 성과분담, 즉 저작권과 소유권 분담 방법 등을 숙지할 것

60) 교육부와 학술진흥재단에서 발간한 연구윤리소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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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멘토의 의무

   - 정부 지원을 받는 연구자들의 차별을 지양할 것

   - 적절한 본보기를 보여주는 연구환경을 유지할 것

   - 책임있는 연구수행에 대한 훈련을 연구환경에 반 할 것

   - 멘티를 감독하면서 잘 훈련시킬 것

     ․ 연구방법을 교육할 것

     ․ 멘티의 지적발전에 도움을 줄 것

     ․ 연구관행을 알려줄 것

     ․ 멘티가 책임감있는 연구자로 성장하도록 지원할 것

   - 실험노트와 다른 데이터 기록을 심사할 것

   - 멘티가 작성한 원고가 논리적인지, 다른 사람의 성과를 적절히 기록했는지 확인할 

것

   - 정기적으로 연구 진척상황을 확인할 것

   - 실험실 회의에서 데이터를 제시하고 논의하도록 할 것

이처럼 멘토는 멘티가 스스로 자신의 연구프로그램을 만들고, 해당 학문분야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독립적 연구자로 양성하는데 책임이 있다. 

특히 박사후연수생의 경우 독립적인 연구를 맡을 준비가 되어 있지만 학생도 아니고 정

식 직원도 아니며, 다른 사람의 기금을 지원받는 상황이므로 노동력이나 아이디어 등을 

착취당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박사후연수생을 감독하는 연구자는 이들이 정기적인 연구

계획을 잡을 수 있는데 필요한 독립성과 기록을 갖출 수 있도록 독려하고, 이들이 독립

된 연구자로 거듭날 수 있도록 신중하게 관리해야 한다.

■ 사례보기

<사례 1> 지도교수와 함께 성장하기61)

실험과정이나 절차, 결과의 해석과 관련된 내용들을 강의나 책 등과 같이 정형화된 방법으로 배우

기란 거의 불가능하다. 알아야 할 내용이 너무나 세세하고 다양하며 상황에 따라 천차만별로 달라

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것들은 경험이 많은 선임자로부터 그때그때 상황에 맞게 개별적으로 

교육받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다.

경험자들이 실험하는 과정을 지켜보면서, 자신이 직접 실험을 수행해가면서, 그리고 함께 이야기 

하는 과정을 통해 실험실 내에 축적된 지식을 흡수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면서 처음에는 

다 똑같이 삐죽삐죽 불규칙하게 보 던 스펙트럼에서 특정한 패턴과 의미있는 피크를 구별할 수 있

는 안목이 생기고, 그저 둥글게만 보 던 세균 콜로니의 작은 변화와 특징을 찾아내어 이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

61) 실험실생활길라잡이, 조은희 · 김건수 · 이상욱 · 이준화 · 정인실 , 라이프사이언스, 27~2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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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선임자에게서 후임자에게로 이뤄지는 개별적인 연구지도가 실험실에서 연구과정을 학습

하는 주된 방법이므로, 실험실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실험실 내 연구원들 간의 관계는 각자

의 연구 경험 등에 따라 다소 수직적인 구도를 이루게 된다. 따라서 지도하는 사람과 지도 받는 사

람 사이에는 마치 유럽 중세 길드제도에서와 같은 장인(master)과 도제(apprentice)의 관계가 형

성된다. 

그렇지만 이러한 과정은 점차 수평적인 관계로 변해가고 나아가 학문의 동반자 관계로 발전하게 된

다. 

‘청어람 청출어람’이라는 말처럼, 제자나 후배가 선배와 스승을 능가하게 되는 것은 인류 역사 발전

의 자연스런 모습이었고, 이는 곧 선배와 스승의 보람이기도 하다.

<사례 2> 실험실 동료와 함께 성장하기62)

과학연구는 마라톤과 같다. 이 길을 꾸준히 갈 수 있게 하는 추진력 가운데 하나는 성공적으로 연

구를 수행하여 좋은 결과를 얻고 좋은 논문을 발표함으로써 얻는 성취감이다. 그러나 때로 아주 작

고 보잘 것 없는 성취를 이루기까지 길고 지루한 시간을 보내야 한다. 이러한 긴 연구과정에서 매 

순간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주는 가장 큰 힘은 무엇보다도 동료 연구원들과의 긍정적 관계에서 나

온다.

동료 연구원들 간의 협동과 선의의 경쟁을 통하여 매 순간 마음자세를 가다듬을 수 있고, 동료 연

구원들로부터 받는 자극은 좋은 각성제가 된다. 지도교수보다 더 가까이에서 내게 구체적이고 세세

한 과정을 알려 줄 수 있는 가장 훌륭한 스승이자 조언자가 바로 실험실의 동료 연구원들이다.

우선 동료들은 나와 같은 과정을 거치며 연구를 수행하고 있기에 내가 가지고 있는 고민을 같은 눈

높이에서 가장 실질적으로 이해해주고 대안을 제시해 줄 수 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같은 길을 가

고 있다는 연대감, 힘들 때가 있긴 하지만 같은 목표를 가지고 지금의 어려움을 함께 한다는 동료

의식은 연구과정 중에 빠질 수 있는 회의와 절망을 이길 수 있는 위로와 힘이 된다. 함께 어려움을 

극복해가면서 실험실 동료는 연구뿐만 아니라 인간적인 부분에서도 동반자가 되어간다. 동료들과의 

유대와 동료로부터 얻는 정신적 지원은 진로 선택과정에 큰 향을 주기도 한다.

같은 실험실 구성원들만이 아니라 다른 실험실 소속 연구자들과도 비슷한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를 맺음으로써 여러 가지 좋은 효과를 얻게 된다. 

우선,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는 다른 실험실에 있는 연구원들과 대화하면서 연구에 유익한 살아있는 

정보와 지식을 교환할 수 있다. 각 실험실은 나름대로 강점을 갖고 있으며, 특히 실험기법적인 측면

에서 특기처럼 잘하는 실험기술을 몇 가지씩 보유하고 있다.

이러한 기술을 서로 교환함으로써 실험실의 경험을 확장하고 능력을 향상시킨다. 또한 다른 실험실

에 있는 연구원들과의 대화를 통하여 자신들이 하는 일이 과학 공동체에서 공동으로 관심을 갖는 주

제라는 점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도 한다.

62) 실험실생활길라잡이, 조은희 · 김건수 · 이상욱 · 이준화 · 정인실, 라이프사이언스, 33~3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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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에도 미래에 훌륭한 연구책임자들로 성장할 재목들 간의 교류 경험은 장차 서로 간의 신뢰와 

연대감을 구축하는 데도 좋은 경험이 된다.

연구의 진행과정을 잘 이해하고 있는 실험실 동료들은 내가 얻은 연구 결과를 올바르게 해석하고 

있는지, 논리적인 오류나 자기암시에 따른 편향성은 없는지 등에 대해 일차적인 의견을 제공해줄 

수 있다. 함께 논의하는 과정에서 서로 도움이 되는 아이디어나 정보를 제공해 주기도 한다. 이를 

통해 서로가 가지고 있는 경험을 배가시키고 새로운 정보를 창출하고 넓혀나가는 시너지 효과를 얻

을 수 있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실험실 동료의 지적을 통해 연구의 문제점을 조기에 발견함으로써 

노력과 자원의 불필요한 낭비를 줄일 수도 있다.

가장 객관적으로 실험과정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지적해줄 수 있는 동료들은 연구수행 과정 중에 혹

시 일어날지도 모를 오류나 비윤리적 행위를 지적하고 교정해줌으로써, 본의 아니게 혹은 악의에 

의해 행해질 수 있는 비과학적 · 비윤리적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고 예방할 수 있게 한다.

비단 연구과정이나 연구결과 발표에서의 윤리성뿐 아니라 연구비의 적절한 집행, 동료들 간의 예

의, 다른 실험실과의 관계 등 결코 교과서를 통해 배울 수 없지만 과학을 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그

리고 인생을 사는 데 필요한) 기본 윤리와 예의, 엄청난 정보와 지혜를 동료들 간의 대화와 토의 그

리고 인간관계를 통해 얻을 수 있다.

2. 이해상충과 공로배분

1) 이해상충 (Conflict of Interest,利害相衝)

이해상충 또는 이익충돌은 그 어원에서 알 수 있듯, 이익과 손해 또는 손실이 서로 충돌

한다는 의미이다. 학문적으로는 일찍이 행정학에서 논의된 것으로, 직무수행 과정에서 

공직자 또는 업무수행자가 추구하는 사익과 공익이 충돌하는 상황을 의미한다. 특히 여

러 환경적인 향으로 인해 개인 자신의 업무 상 요구되는 공적 이익과 조직 또는 직분

이 요구하는 이익이 개인적인 이해관계와 항상 일치되지 않을 때 발생하는 상황을 말한

다.

(1) 연구자들의 연구 환경 분석

연구자들은 연구를 통해 전문성과 지식을 축적하고 명성과 필요한 자원을 공급 또는 획

득하면서, 개인적인 이익과 만족을 추구하려는 선의의 열정과 동기를 갖고 있다. 연구과

정에서 이러한 열정의 추구는 당연하고, 보장받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연구’라는 프로

세스에서 종종 개인적인 이익과 동기는 다른 연구자들 또는 사회의 공익적 요구와 충돌

되는 ‘이해상충’이라는 현상에 직면하게 된다.‘이해상충’이라는 것은 ‘상충되지 말아야 된

다’는 도덕적 당위론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해상충’의 사실을 인정하고, ‘어떻게 

관리하고 조화시켜야 할 것인가’ 라는 사실인정과 해결방법의 문제이다. 

연구원이 직면하는 이해상충의 관계에 대한 요소들을 보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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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째는 금전적인 이익에서의 이해상충을 들 수 있다. 이는 공공 연구 지원금으로 이루어

진 연구에 있어서 개인적인 금전이익과 공공복리와의 충돌이 그 예이다. 당연히 금

전적인 이익 때문에 연구자가 자신의 정직성을 훼손해서는 안 되지만, 지적재산권의 상업

적 이익이 상당하다면 그럴 가능성이 항상 잠재되어 있다.

둘째는 연구자 본연의 연구업무 외의 다른 과제 연구, 업무 또는 수익활동과의 충돌을 

들 수 있다. 이는 연구자가 ‘해당연구에 있어서의 헌신’이라는 요구와 연구시간 배분 

및 기타 업무의 수행 간에 제약된 시간과 자원을 배분해야 하는 문제로서 연구자들

이 자주 직면하는 충돌현상이다. 

셋째는 연구활동에 연구자 개인의 편견이 반 되어 연구를 수행하는데 객관성의 확보가 

어려울 수 있고, 또한 본인이 속한 여러 기관과 개인적 이해관계에 의한 요구들이 

대립하면서 발생하는 충돌현상이다. 따라서 연구활동과 이와 관련된 심사활동에 있

어서도 객관적인 자료와 증거로써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해 나가야 할 것이다.

넷째는 연구자는 이와 같은 충돌 환경을 보고 및 공개함으로써 연구자가 겪는 충돌이 본

인만의 정신적 판단 및 결단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인식하고, 사회와 기관의 객관

적인 관리 및 모니터링을 받아들이는 것이다. 

다섯째는 연구자의 대표적인 이해충돌의 하나로 볼 수 있는 겸직에 대한 이해충돌이 있

다. 연구기관의 연구원이면서 벤처기업이나 리회사의 직원을 겸임하면서 발생하는 

여러 잠재적인 충돌상황에 대해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가) 금전적 이익

연구에 있어서 대부분의 경우 재정은 연구자 개인의 것이기보다는, 공공재원 또는 기관

의 지원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다. 그러나 연구의 수행은 연구자에 의해서만 이뤄지는 것

이므로, 연구 수행 과정에 재정지원자의 참여는 이루어지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이런 

현실에서 연구자는 잠재적으로 금전적 이익이 되는 연구의 결과 또는 연구를 통해 얻은 

지식을 자신만을 위해 사용하거나,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고자 하는 유혹을 느끼게 된

다. 

이런 이해충돌의 경우, 미국은 공익을 위해 정부의 지원을 받은 연구 및 개발 결과는 정

부가 충분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베아-돌법 (Bayh-Dole Act)’을 제정하

여 운  중이다. 그 법의 목적을 보면 1)정부지원 연구의 중소기업의 참여를 최대한 끌

어내고 2)학교와 기업 간의 공동연구를 장려하고 3)자유경쟁과 창업을 지원하고 4)연구

개발기술의 상업화와 산업화를 촉진시키고 5)정부재정 지원을 받은 연구에 있어서의 정

부의 정당한 권리를 확보하고, 자원과 비용의 효율적인 투자를 위해서 정부재정지원을 

받은 연구결과들은 정부 또는 연구기관의 소유로 두겠다는 정책이다.63)

63) http://www.cptech.org/p/cellpro/35usc200.html “It is the policy and objective of the Congress to use 

the patent system to promote the utilization of inventions arising from federally supported research 

or development; to encourage maximum participation of small business firms in federally supported 

research and development efforts; to promote collaboration between commercial concerns and 

nonprofit organizations, including universities; to ensure that inventions made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mall business firms are used in a manner to promote free competition and 

enterprise; to promote the commercialization and public availability of inventions made in the 

United States by United States industry and labor;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obtains suffic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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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경우에도 연구자 자신이 속한 조직과 그 연구의 재정을 지원한 정부 또는 외부기

관 등과의 공동소유 또는 협약에 의해 연구 성과물의 소유권이 정리되는 것이 일반적이

다. 대신, 실제 수행한 연구자의 경우는 인센티브의 형태로 연구결과에 대한 이익을 얻

을 수 있다. 

다음은 서울대학교의 연구계약서 표준양식 중 연구결과물에 대한 연구지원기관과 학교, 

연구자에 대한 권리관계가 정리된 사항들이다. (참고: 甲-연구재정지원기관, 乙-연구기

관, 연구책임자-연구자)

제 2 조 (용어의 정의) 

① 본 계약에서 ‘성과물’이라 함은 본 계약상의 연구수행 중에 또는 연구수행 결과로 발

생한 연구기자재ㆍ연구시설, 부속품,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 및 기술, 각종 정보, 

발견, 발명, 아이디어, 노하우, 샘플, 디자인, 자료 등의 무형적 결과물을 포함한다.

② 본 계약에서 ‘지적재산권’이라 함은 본 연구과제를 수행함에 따라 창출된 ‘성과물’중 

아이디어, 발명, 고안, 의장, 저작물, MASK WORK, LAYOUT, 노하우 등과 같이 산

업재산권이나 저작권으로서의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는 일체의 지적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한다.

③ 본 계약에서 ‘공동특허’란 甲과 乙의 공동명의로 국내 또는 해외에 출원하여 등록된 

특허를 말하며, 상기 출원 및 등록 특허로부터 파생된 변경출원, 분할출원, 계속출원, 

재심사(Re-examination), 재발행(Reissue) 등으로부터 등록된 일체의 특허를 포함한

다.

제 9 조 (연구결과 등의 귀속)

① 유형적 재산의 귀속 :

   본 연구결과로 발생하는 성과물 중 시작품은 甲(연구지원기관)의 소유로 하고, 연구

기자재 및 연구시설 등은 乙(연구기관)의 소유로 한다. (선택사항: 다만, 甲이 소유를 

조건으로 부담한 연구기자재 및 연구시설은 甲의 소유로 한다.)

② 무형적 재산의 귀속 :

   <제 1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

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적재

산권은 甲과 乙의 공동소유로 한다. 다만, 발명 등 및 그에 대한 지적재산권의 활용 

등은 각 호의 규정을 따른다.

    1. 출원/등록비용 :

      본 계약의 발명 등에 대한 지적재산권 획득을 위한 특허출원, 특허권 설정등록 

및 유지에 소요되는 비용은 甲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乙은 ‘공동 지적재산권’을 

획득하기 위한 출원/등록에 필요한 제반 서류제출 등을 위해 성실히 노력하고 협

rights in federally supported inventions to meet the needs of the Government and protect the 

public against nonuse or unreasonable use of inventions; and to minimize the costs of administering 

policies in this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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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한다.

    2. 특허실시에 대한 보상 :

      (1안) 甲이 본 계약결과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甲은 乙에게 

제5조의 연구비 총액의 50~150%를 지급한다. (단, 계약 체결 시에는 상기의 보상

범위 중에서 특정하여야 함)

      (2안) 甲이 본 계약 결과 발생되는 지적재산권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본 지적재산

권으로부터 발생하는 총 매출액의 일정퍼센트( OO %)를 乙에게 지급한다.

    3. 지분처분 :

      乙이 지적재산권에 대한 지분을 제3자에게 매각하고자 하는 경우 甲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甲에게 우선 매수권을 부여하며, 구체적인 이전 방법 및 대가는 당사자의 별도 합

의로 정한다.

    4. 제 3자에게 실시권 허여 시의 수익배분 :

      본 계약의 당사자는 지적재산권에 대하여 다른 공유자의 동의없이 제 3자에게 실

시권을 허여할 수 있고, 실시권이 설정된 경우 실시권 설정 시의 세금을 포함하여 

발생하는 모든 비용을 제외한 순이익을 상대방에게 지분(또는 甲 : 乙에게 5 : 5 ~ 

7 : 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5. CROSS-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의 경우 :

      본  계 약 의  당 사 자 가  지 적 재 산 권 에  대 하 여  제 3 자 와  C R O S S -

       LICENSING 또는 PACKAGE-LICENSING을 체결하는 경우 본 지적재산권의 실

시로 인하여 통상적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을 상대방에게 지분

(또는 甲 : 乙이 5 : 5 ~ 7 : 3의 비율)에 따라 배분한다. 

    6. 관련 특허권 실시 :

      <제 1안>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

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구

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A’

에 대한 실시권 허여 및 실시료에 대하여 별도 협상하여야 한다.

      <제 2안> 乙이 본 연구수행 이전에 개발하여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지적재산

권으로 보호받고 있는 기술(‘A’라고 한다)이 본 연구결과에 사용되어, 甲이 본 연

구결과를 실시 또는 사용함에 있어 ‘A’를 필수 불가결하게 사용하여야 할 경우 乙

은 甲에게 ‘A’에 대한 실시권을 허여한다. 다만, 甲은 ‘A’의 실시로 인하여 통상적

으로 받을 수 있는 합리적 실시료 상당액(또는 실시료 상당액의 OO%)을 乙에 지

불하여야 한다.

    7. 甲이 본 계약에서 발생된 지적재산권을 실시함에 제 3자로부터 지적재산권의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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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주장이 있고 이에 대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 乙은 최선을 다해 甲에게 협조

하여야 한다.

      <제 2안>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 중 발명, 고안, 의장, 컴퓨터프로그램, 

배치설계, 저작물 등 무형적 성과물 (이하 ‘발명 등’이라고 한다) 및 그에 대한 지

적재산권은 乙의 소유로 한다. 다만, 甲은 乙 소유의 지적재산권에 대한 통상실시

권을 가지며, 통상실시권의 기간, 범위 및 실시료에 대해서는 별도 협의하기로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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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성과의 발표 :

   乙은 본 연구결과로 발생되는 성과물을 사용 또는 대내외 세미나 또는 간행물 등 어

떠한 방법에 의하여 그 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甲과 협의 후 발표할 수 있으며, 甲

에게 적어도 30일 전에 발표의 목적, 대상 및 장소 등 관련 정보를 성실히 제공하며, 

발표 시에 Acknowledgement에 ‘○○ 주식회사 지원’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연구결과에 대한 보상 :

   甲은 본 연구 기간의 종료 후 본 연구결과를 평가하여 乙에게 총 연구비용의 20% 

이내에서 인센티브를 지급하여야 한다. (추가사항 선택: 다만, 연구 책임자는 공동으

로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원들과의 비용 및 인센티브 배분 등의 문제를 총괄한다.)

위의 예에서 보듯이, 연구자는 해당 연구의 재원을 공공기관 또는 본인이 속한 연구기관

의 관리 하에 연구함으로써 연구를 위한 막대한 재원을 획득할 수 있다. 그러므로 금전

적인 이익의 소유 주체는 해당 연구지원기관과 연구기관에 귀속되고, 연구자에게는 이에 

대한 인센티브의 형태로 연구이익이 돌아가게 되어 있다. 

또한 대학 소속의 연구자뿐만 아니라 출연연구기관의 연구자인 경우에도 직무발명의 규

정에 의해 연구결과물이 연구기관으로 귀속된다. 현행 특허법의 경우64) ‘직무발명’이란 

종업원, 법인의 임원 또는 공무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발명한 것이 성질 상 사용자, 법

인 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범위에 속하고, 그 발명을 하게 된 행위가 종업원 

등의 현재 또는 과거의 직무에 속하는 발명일 경우에는 직무발명의 법리에 따라 연구자

가 속한 법인의 소유로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따라서 연구자가 연구행위를 통해 개발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결과물들을 본인만을 

위해 이용하는 것은 직무발명의 원칙에 어긋난다. 연구자는 해당 연구기관의 보상체계에 

따라 인센티브 혹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연구의 결과에 대한 보상을 받아야 한다. 더욱 

자세한 설명은 ‘공로배분’의 장에서 보다 깊이 논의될 것이다.

이러한 직접적인 금전이익의 충돌은 비교적 쉽게 구별되지만, 간접적인 금전이익의 충돌 

상태는 기준이 모호하고 쉽게 드러나지 않아 그 기준을 제시하기가 더욱 어렵다. 간접적

인 금전이익의 충돌은 연구자의 연구와 관련해 얻을 수 있는 간접보상 및 이익들로써 연

구수행 결과를 통해 발생한 연구자의 개인 이익과 공적인 이익이 충돌해 발생할 수 있

다. 이 경우, 연구자에게 제시되는 구체적이고 정당한 간접보상 또는 이익의 한도기준은 

아직까지 명시된 적이 없다.

■ 사례보기

<사례 1> 간접적 금전이익의 사례

* 연구원 A씨는 과제수행을 위한 기자재를 구입한 해외 회사로부터 해외여행권을 선물받았다.

64) 특허법 제 39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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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원 B씨는 과제관련 심사 및 자문위원으로서 피심사기관인 모 회사로부터 심사관련 세미나, 

강연을 하면서 막대한 강연료를 지급받았다.

* 연구원 C씨는 제약을 개발하면서 기술실시회사 선정에 개입하여, 연구소에 고지 없이 기술실시 

회사주식을 증여받았고 주식이자를 매년 수익하 다.

* 연구원 D씨의 자녀를 과제참여기관의 지인을 통해 과제책임자의 권한을 이용하여 취업시켰다.

* 연구원 E씨는 연구기관의 재원으로 개발된 기술을 본인의 벤처회사에 무단으로 넘겨주었다.

<사례 2> 정치 사회적 환경65)

정치적 이데올로기는 정당성을 찾기 위해서 과학에 의존할 때가 많다. 특히 생물학을 비롯해서 유

전이나 진화 같은 어려운 주제들이 그러하다. 

19세기에 국과 미국의 사회진화론자들은 보수적인 자유방임 정책을 옹호하기 위해서 진화론과 

자연선택 이론을 인용했다. 이들은 적자가 생존하고 약자는 도태되는 자연선택처럼 정부도 부자는 

번 시키고 빈자는 흥하든 망하든 내버려둬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급진주의자와 자유주의자들은 다윈의 경쟁자인 라마르크의 이론이 그들 목적에 더 유용하다

는 것을 발견했다. 라마르크가 제시하듯이 획득 형질이 유전된다면 교육을 통한 사회 개혁의 전망

이 더 밝아지고 만민의 기회 균등 요구가 더욱 더 강해질 것이기 때문이다.

라마르크 학설은 후퇴기에 있었지만 진지한 과학자들에겐 여전히 지지를 받고 있었다. 가령 1923

년에 러시아의 저명한 생리학자 이반 파블로프(Ivan P. Pavlov, 1849~1936)는 일련의 극적인 

실험을 발표하고 생쥐에서 있어서 학습된 행동은 유전된다고 주장했다. 파블로프는 이 새로운 실험

이 ‘조건반사, 즉 고도의 신경 작용은 유전된다’는 사실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인류를 개조하겠다는 생각에 빠져 있는 공상가들에게 학습이 유전될 수 있다는 이 발견은 대단히 

중요했다. 불행히도 생쥐의 6세대에 걸친 이 실험은 잘못된 것이었다. 파블로프는 몇 년 뒤에 자신

이 실험 조수에게 속았다고 고백하고 그 실험 결과를 철회했다. 파블로프가 “라마르크 학설 지지자

가 아니었다면 그렇게 쉽게 속아 넘어가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성향은 혁명 전에도 러시아 생물학

자와 대부분의 지식인 사이에 일반적이었다.”라고 한 관찰자는 말했다.

미국의 보건복지부는 이익충돌에 고려할 간접적인 이익의 충돌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

다.66) 구체적으로는 통화가치가 있는 모든 것을 의미하며 (주식, 자문비 및 강연료, 지적재산권으

65)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윌리엄브로드·니콜라스웨이드/김동광옮김, 미래 M&B, 259~260쪽

66) http://law.justia.com/us/cfr/title45/45-1.0.1.1.51.0.25.3.html Significant Financial Interest means 

anything of monetary value, including but not limited to, salary or other payments for services (e.g., 

consulting fees or honoraria); equity interests (e.g., stocks, stock options or other ownership 

interests); and intellectual property rights (e.g., patents copyrights and royalties from such rights). 

The term does not include: 

   (1) Salary, royalties, or other remuneration from the applicant institution;

   (2) Any ownership interests in the institution, if the institution is an applicant under the SBIR 

pro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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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인한 로열티 포함), 예외가 되는 사항으로는 1)신청 기관의 봉급이나 합법적인 로열티 보상 2)

공공기관 또는 비 리기관 주최의 강연, 자문소득 3)연구결과로부터 이익을 보는 단체의 5% 미만

의 주식이자인 경우에는 금전상의 간접적 이익의 충돌로 보지 않는다.

한국에서의 간접이익의 기준은 정부나 공공재원을 지원받아 연구를 하는 경우, 연구와 

관련된 이해 관계자로부터 간접적인 이익을 수취하는 것을,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된 간

접적 이익을 얻는 것과 같은 수준의 기준으로 적용해 볼 수 있다. 실제 법원에서도 정부

재원의 연구과제인 경우 연구자의 윤리기준을 공무원 수준으로 적용하여 그 죄의 유무를 

따질 수 있다.

공무원의 청렴 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제정 2003.2.18 대통령령 제17906호]에 따르

면

 

제12조 (직무관련 정보를 이용한 거래 등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알게 

된 정보를 이용하여 유가증권ㆍ부동산 등과 관련된 재산 상 거래 또는 투자를 하거나 타

인에게 그러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산 상 거래 또는 투자를 돕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

다. 

제14조 (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제한) ①공무원은 직무관련자로부터 금전ㆍ부동산ㆍ선물 

또는 향응(이하 ‘금품 등’이라 한다)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

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채무의 이행 등 정당한 권원에 의하여 제공되는 금품 등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음식물 또는 편의 

3. 직무와 관련된 공식적인 행사에서 주최자가 참석자에게 일률적으로 제공하는 교통ㆍ

숙박 또는 음식물 

4. 불특정 다수인에게 배포하기 위한 기념품 또는 홍보용 물품 

5. 질병ㆍ재난 등으로 인하여 어려운 처지에 있는 공무원을 돕기 위하여 공개적으로 제

공되는 금품 등 

6. 그밖에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하여 소속기관의 장이 허용하는 범위 안에서 제공되

는 금품 등 

   (3) Income from seminars, lectures, or teaching engagements sponsored by public or nonprofit 

entities;

   (4) Income from service on advisory committees or review panels for public or nonprofit entities;

   (5) An equity interest that when aggregated for the Investigator and the Investigator's spouse and 

dependent children, meets both of the following tests: Does not exceed $10,000 in value as 

determined through reference to public prices or other reasonable measures of fair market 

value, and does not represent more than a five percent ownership interest in any single entity; 

or

   (6) Salary, royalties or other payments that when aggregated for the investigator and the 

investigator's spouse and dependent children over the next twelve months, are not reasonably 

expected to exceed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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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공무원은 직무관련공무원으로부터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다음 각호의 1

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1.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2. 통상적인 관례의 범위 안에서 제공되는 소액의 선물 

3. 직원상조회 등에서 공개적으로 제공되는 금품 등 

4. 상급자가 하급자에게 위로ㆍ격려ㆍ포상 등 사기앙양을 목적으로 제공하는 금품 등 

③공무원은 직무관련자이었던 자 또는 직무관련 공무원이었던 자로부터 그 당시의 직무

와 관련하여 금품 등을 받아서는 안 된다. 다만, 제1항 및 제2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다. 

④공무원은 배우자 또는 직계 존ㆍ비속이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령이 금

지되는 금품 등을 받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장 건전한 공직풍토의 조성 

제15조 (외부강의 등의 신고) ①공무원은 대가를 받고 세미나ㆍ공청회ㆍ토론회ㆍ발표회

ㆍ심포지엄ㆍ교육과정 등에 참석하여 강의ㆍ강연ㆍ발표ㆍ토론 등(이하 ‘외부강의 등’이라 

한다)을 연간 통산하여 3월 이상 월 4회(또는 월 8시간)를 초과하여 하는 경우에는 외부

강의 등의 요청자ㆍ요청사유ㆍ장소ㆍ일시 및 대가를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

다. 다만,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거나 직무수행과 관련된 외부강의 등은 

그러하지 않다.

②공무원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외부강의 등을 행하는 경우에 받을 수 있는 대가는 외

부강의 등의 요청자가 통상적으로 적용하는 기준을 초과하여서는 안 된다. 

③공무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대상이 아닌 외부강의 등의 경우에도 1회당 50만

원을 초과하여 외부강의 등의 대가를 받은 경우에는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

항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21조 (금지된 금품 등의 처리) ①제14조 또는 제17조 제2항의 규정에 위반되는 금품 

등을 제공받은 공무원은 제공자에게 그 기준을 초과한 부분 또는 수수가 금지된 금품 등

을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당해 공무원은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그 반환비용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반환하여야 하는 금품 등이 멸실ㆍ부패ㆍ변질 등의 우려가 있

거나 그 제공자나 제공자의 주소를 알 수 없어 반환하는 것이 어려운 경우에는 즉시 소

속기관의 장에게 보고한 후 소속기관의 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금품 등을 처리하여

야 한다. 

위의 공직자 윤리의 기준들이 정부 또는 공공재원을 통해 연구하는 연구자의 경우에도 

충분히 그 과제의 직무 연관도에 따라서 적용 가능할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연구에 있어서의 헌신

연구자들은 제약된 시간 또는 활동 공간 내에서 다양한 연구 또는 참여를 요구받는 상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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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직면한다. 여러 연구과제에 참여하거나, 자문 또는 고문으로서 회사나 단체에서 활동

하게 된다. 이럴 경우 기관의 연구자로서의 본연의 임무인 ‘연구충실’과 그 외의 다양한 

활동들은 이해관계의 상충에 놓이게 된다.

- 시간 및 연구자원의 배분에 대한 이해상충

종일근무자로서 연구자가 한정된 근무시간 내에서 다양한 기관 내외의 활동을 하는 것은 

본연의 업무인 ‘충실한 연구’를 위한 시간자원의 배분에 있어 이해상충의 문제가 제기된

다. 

■ 사례보기

<사례 1>

 * 연구원 A 씨는 일주일에 며칠씩 일과시간에 연구기관 이외의 대학 강의를 하고 있다.

 * 연구원 B 씨는 연구과제와 무관한 강연 또는 민간 기업의 고문으로서의 활동을 일과시간을 이

용해서 하고 있다.

 * 연구원 C 씨는 일과시간에 증권 또는 부동산 관련 투자정보를 얻기 위해 자주 시간을 보낸다.

미국의 경우 Time base로 과제가 진행되므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 고민한 결과, 행정부

의 예산관리국에서 발행하는 ‘서큘러 A-21’에 그 기준들을 제시하고 있다.67) 

이 기준의 목적은 정부지원 연구프로젝트의 비용계상에 따른 공정한 판별기준을 제시하

고자 한 것이다. 구체적인 내용으로는 본 기준의 Chapter C. 4.68) 에서는 연구프로젝트

의 비용계상은 본 연구와 무관한 다른 프로젝트의 비용으로 전용될 수 없으며, Chapter 

H. 2 에서는 연구자들의 급여는 다른 프로젝트와 명백하게 구분되도록 지급해야 함을 

명기하고 있다. 

이렇듯 미국은 연구자의 역량이 연구수행에 집중될 수 있도록 시간자원의 배분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사례 2>

67) http://www.whitehouse.gov/omb/circulars/a021/a021.html “1. Purpose. This Circular establishes 

principles for determining costs applicable to grants, contracts, and other agreements with 

educational institutions . The principles deal with the subject of cost determination, and make no 

attempt to identify the circumstances or dictate the extent of agency and institutional 

participation in the financing of a particular project. The principles are designed to provide that 

the Federal Government bear its fair share of total costs, determined in accordance with 

generally accepted accounting principles, except where restricted or prohibited by law. Agencies 

are not expected to place additional restrictions on individual items of cost. Provision for profit 

or other increment above cost is outside the scope of this Circular.”

68) “Any costs allocable to a particular sponsored agreement under the standards provided in this 

Circular may not be shifted to other sponsored agreements in order to meet deficiencies caused by 

overruns or other fund considerations, to avoid restrictions imposed by law or by terms of the 

sponsored agreement, or for other reasons of conven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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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원자력연구원의 시간자원 관련 기준

  * 일과시간 중의 대학 강의는 1주일에 3시간을 넘지 않아야 하고, 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일

과 이후의 강의는 신고만으로 족함.

  * 외부강연, 자문활동은 직무 상 연관이 있으며, 공익 목적의 활동에 한하며, 정기적인 경우에는 

원장의 허가를 득해야 함. 

  * 리를 목적으로 하는 기관 또는 사업 활동의 겸직을 금함.

또한 연구자는 연구기관의 재원 또는 공공재원으로 설치된 장비와 재료를 개인적인 연구

이익을 위해 사용하는 측면에서 이해상충이 있다. 연구자의 개인연구에 허락되지 않는 

연구자원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연구기관 내부의 용역계약이나 허락을 얻어야 한다. 그 

이유는 연구 시설의 관리 및 운용을 위해서 기관의 재원이 들어가기 때문이다.

다) 개인 및 환경적 지적 편견과의 충돌

이해상충의 내면적 현상의 하나는 바로 연구자 자신의 개인적인 편견이나 연구자가 속한 

조직의 이해관계에 의해 객관적인 연구에 대한 접근이 차단당하는 내면의 이해충돌이다. 

라) 이해충돌의 공개 및 관리

위에서 열거한 이해충돌에 대해 이해충동 상황에 직면한 연구자는 이를 공개 및 보고를 

하고 해당 연구기관과 정부는 합리적인 관리를 통해 이해관계의 충돌현상이 부정적인 

향을 미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이해충돌 관계의 문제를 접근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바로 ‘공개’와 ‘관리’라고 볼 수 있다. 연구자 스스로도 이해충돌의 공개를 통해 객

관적인 검증 및 관리를 받고, 미연에 위험들을 방지할 수 있으며, 연구기관이나 정부 재

정지원자도 공개된 충분한 정보들을 토대로 합리적인 관리를 할 수 있게 된다.

이러한 이익상충에 대한 공개는 이미 세계적으로 널리 확립된 원칙이다.

■ 사례보기

<사례 1>

미국의과대학협회 특별전문위원회의 권고사항69)의 Chapter B, C를 보면 연구자의 이해상충의 상

황에서는 연구와 상충되는 이해관계의 성격에 따라 재정적인 이해관계의 직접성과 향력의 정도에 

맞게 구분되어 다루어져야 하고, 연구기관들은 그에 대한 사전보고를 요청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연구 프로젝트와 개인의 이해관계에 대해 검증위원회(Content Object Identifier)에서 심사를 

거쳐야 하며, 이에 대한 결정은 기관윤리위원회에 고지되고 결정에 고려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

다.

69) http://www.aamc.org/research/coi/firstrepor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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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2>

헬싱키에서 열린 세계의사협회의 제 5차 선언에서는 임상실험 및 연구에 있어서 피실험자에게 모

든 정보를 공개하고, 자금지원의 출처와 모든 가능한 이해관계를 전부 알리도록 선언하 다. 연구

자는 모든 재정적 이해관계를 윤리심사위원회와 연구참여자에게 공개해야 하며, 반대의 결과도 여

과없이 공개할 수 있어야 하며, 학술지는 이러한 원칙을 천명하지 않는 논문을 수용해서는 안 된다

고 선언하 다.70)

<사례 3>

삼성병원에서는 연구자의 ‘이해상충’ 서약 및 관리제도를 운 하고 있다.71) 

삼성서울 병원 연구자 ‘이해상충’ 서약 및 관리제도 안내 

* 배경 

연구의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COI)이란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 때문에 연구의 결과가 

향을 받는 경우를 말합니다. 이미 많은 연구자들께서 경험하고 있듯이 선진국에서는 논문 기고

나 학술 발표 시 이해상충에 대한 선언을 의무화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본원에서도 이러한 세계

적 추세에 맞추고자 2006년 1월 1일부터 모든 임상연구과제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투명

성을 강화하고자 관리제도를 운 하려 합니다. 

* 방법 

모든 연구자는 임상시험을 시행하기에 앞서, 시행하려는 임상시험이 연구비를 제외하고 본인 및 

직계가족과 아무런 경제적, 비경제적 이익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문서로 확인하여야 합니다.(이

해상충 서약서) 

만일 어느 이상의 이해상충이 있다면 이는 미리 IRB에 보고하여 (이해상충 보고서) 연구의 적합

성을 미리 심사받아야 합니다. 

＊이해상충 서약서 제출 대상자 

- 현재 수행 중인 연구과제의 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자 

- 임상시험심사위원회(IRB) 위원 

- IRB 행정담당자 및 연구과제 계약담당자 

＊이해상충 보고대상 액수 

- 교육보조, 여행경비, 자문비, 사례금 등 지원액수의 합이 1,0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 5%가 넘는 지원기관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 

- 지원기관에 공식/비공식적인 직함을 가지고 있는 경우 

- 시험대상에 대한 지적재산권을 가지고 있는 경우 

70) http://www.koreabioethics.net/pds/journal/03-1/hjk(j).pdf 

71) http://www.e-irb.com/board/notice/noticeView.jsp?cPage=3&no=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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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의 이익이 배우자나 직계가족에 해당되는 경우 

＊절차 : 

① 연구자는 IRB(Institutional Review Board) 심사서류 제출 시 ‘ [양식 1] 이해상충 서약

서’를 서명하여 제출 

② 연구진행 중, 이해상충 상황 발생시 ‘[양식 2] 이해상충 보고서’를 30일 이내에 IRB에 제출 

③ 제출된 ‘이해상충 서약서’와 ‘이해상충 보고서’는 IRB에서 심의 

④ IRB 심의 결과에 따라 해당 연구자의 과제 참여가 제한될 수 있음 

위에서 보았듯이 국내의 연구기관에서도 세계적인 추세에 맞게 연구에 있어서 이해상충

의 문제에 대해 인식하고, 객관적인 연구자의 연구를 위해 자체 검증제도를 갖고 있다. 

특히 재정적인 이익충돌로 인해 연구결과가 왜곡될 위험성이 커지기 때문에 완전한 공개

를 요구하고 있으며, 공개된 이해관계를 관리하기 위해 별도 보고서의 작성을 통한 공개 

및 관리를 요구하고 있다.

[양식 1] 삼성서울병원 이해상충서약서

이 해 상 충 서 약 서

CONFLICT OF INTEREST DECLARATION

연구 과제명 :  

역 할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시험담당자(   )  

        IRB 위원(   )  기타 연구관련자 (   ) 

본인은 상기 연구와 관련하여 특정기관과 연구 관련자로부터 연구결과에 향을 미치는 지원과 제공

에 대해 다음과 같이 확인하여 보고합니다.

� 지원기 으로부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 비용이나 교육 보조 , 연
구기기, 자문 는 사례  형태로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 받았습니다. 

    

아니오 

� 지원기 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처럼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권을 제공

받았습니다.
    

아니오 

� 기타 1,000만원 상당 는 5%가 넘는 지분이익이나 이권을 제공 받았습니다. 
    

아니오 

� 지원기 에 공식/비공식 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사장, 자문역, 고
문 등)

    

아니오 

� 실험 상에 한 지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 특허, 상표권, 라이센

싱, 로열티 등)
    

아니오 

� 본인의 가족 (부모, 배우자, 자녀) 는 가족이 소속된 회사에서 에서 기술

된 것과 같은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아니오 

※ 만약 위 물음 중 하나라도 ‘예’라고 대답한 경우, 이해상충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바랍

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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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확인한 모든 내용은 정확히 기술되었으며 만약 연구 진행 중에 재정적인 이해관계가 변동되

는 이해상충(COI)이 생기는 경우 30일 이내에 삼성서울병원 IRB에 보고하겠습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자)                              (서  명) 



- 163 -

[양식 2] 삼성서울병원 이해상충보고서

이 해 상 충 보 고 서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연구 과제명 :      

역 할 : 연구책임자(   )  공동연구자(   )  시험담당자(   )  

        IRB 위원(   )  기타 연구관련자(   ) 

� 지원기 으로부터 제한 없이 사용할 수 있도록 연구비용이나 교육보조 , 
연구기기, 자문 는 사례  형태로 1,000만원 상당의 비용을 제공받았습니
다.     (  )        아니오(  )

   (만약, ‘ ’라고 답한 경우, 총 액을 기입해주세요)

� 지원기 의 지분이익이나 스톡옵션처럼 가격을 평가하기 어려운 이권을 제
공받았습니다.     (  )        아니오(  )

   (만약, ‘ ’라고 답한 경우, 액과 종류를 기입해주세요)
 

� 기타 1,000만원 상당 는 5%가 넘는 지분이익이나 이권을 제공받았습니다.  
(  )       아니오(  )

   (만약, ‘ ’라고 답한 경우, 종류와 총 액을 기입하세요)
 

� 지원기 에 공식/비공식 인 직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 : 사장, 자문역, 고
문 등)     (  )       아니오(  )

   (만약, ‘ ’라고 답한 경우, 기 명과 직 를 입력하세요)
 

� 시험 상에 한 지 재산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 : 특허, 상표권, 라이센
싱, 로열티 등)     (  )      아니오(  )

   (만약, ‘ ’라고 답한 경우, 종류를 기입하세요)
 

� 본인의 가족(부모, 배우자, 자녀) 는 가족이 소속된 회사에서 에서 기술
된 것과 같은 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  )     아니오(  )

   (만약, ‘ ’ 라고 답한 경우, 자세히 기입해주세요)
 

____________________________       __________________________

(제출자)                              (서  명) 

이해충돌의 관리에 있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이 바로 제척(除斥), 회피제도이다. 이 제도는 

연구 과정의 결정적인 단계에서는 이해관계의 상충이 있는 연구자를 배제하여 데이터의 해

석이나 특정 심의 결정의 참여에서 객관성을 확보하는 것이다. 이는 연구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도 제 3자의 비난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 필요 시, 윤리위원회의 참여도 적절할 

것이다.

마) 겸직제도

연구원의 겸직을 가능하게 한 법률인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연구원

은 리사업을 위한 회사의 직원이라는 겸직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 결과, 직접적으로 

연구자의 이익충돌 현상이 심화될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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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16조의2 (교육공무원 등의 겸임 또는 겸직에 관한 특례) ①교육공무원 등 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 연구기관(국방분야의 연구기관을 제외한다)의 연구원은 그 소속기관의 장의 허

가를 받아 벤처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직원을 겸임 또는 겸직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에 대한 

허가는 직무상의 능률을 저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에 한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속기관의 장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교육공무원법」제18조 제

1항 및「협동연구개발 촉진법」제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겸임 및 겸직 허가를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06.3.3>

동법 시행령에 따르면,

제11조의2 (연구원의 겸임 또는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 제1항

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1.7.16>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 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연구기관 

  2. 한국원자력연구소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연구소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의한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본조신설 1999.4.30] 

교육부의 교원 겸직근무에 대한 질의 회신[학무12100-1397]에 따르면, 직무 상 능률의 

저해 또는 공무 상에 부당한 향을 주지 아니한 경우에는 기관장의 허가를 받아 겸직이 

가능하다고 밝히고 있다. 벤처산업의 육성을 위한 이러한 정부의 조치는 많은 순기능과 

더불어 아래와 같은 사례를 유발하기도 했다.

■ 사례보기

<사례 1> 겸직에 따른 이익충돌 사례 

학교 특허 가로챈 KAIST 교수 피소 2007년 6월 14일 기사.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가 학교의 특허를 자신이 설립한 벤처기업으로 넘겨 징계와 함께 민

· 형사 소송을 당하게 됐다.

KAIST는 12일 “생명과학과 K교수가 2004년 7월 자신이 이사로 있는 C회사를 특허권자로 삼아 

신약개발 원천기술과 노화억제 신약 후보물질 특허를 출원했다”며 “K 교수가 학교에 신고하지 않

고 벤처를 설립하고 특허를 출원, 직무발명규정과 창업규정 등을 위반했다”고 밝혔다. 

KAIST 규정은 직무 상 발명한 특허권은 학교가 승계하고, 개발한 교수에게는 인센티브를 주도록 

하고 있다.

KAIST 관계자는 “지난해 12월 이런 사실을 알고 특허권 반환을 요청했으나 C회사 측이 이행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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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아 3월 16일 민사소송을 제기했다”며 “K 교수와 C회사에 대해 배임과 공모혐의로 형사소송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측은 조만간 인사위원회를 열어 K 교수에 대한 징계 수위와 형사소송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

다. 

K 교수는 이날 연락이 되지 않았으나 KAIST 측은 “C 회사가 이 기술을 토대로 자금을 모으고 미

국 회사와 함께 신약개발을 추진하고 있어 특허권 반환이 쉽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겸직에 의한 연구윤리 문제의 경우에는 연구윤리 차원의 문제를 넘어서는 민ㆍ형사상의 소송객

체가 될 여지도 충분하다.

형법 상의 배임죄(형법 제 355조)의 성립요건은 ‘타인의 재물을 보관하는 자가 그 재물

을 횡령하거나 그 반환을 거부하는 때’ 혹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자가 자기의 임무

에 위배되는 행위로서 자신이나 제 3자에게 이득을 얻는 행위를 한 경우’로 규정된다. 연

구자가 속한 연구기관의 직무발명의 산물을 그 개발 연구자가 자신의 것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에 충분히 적용 가능한 법리이다.

2) 공로배분

(1) 정의하기 

연구자의 연구를 통해 얻어진 결과물의 경우, 주로 무형의 지적재산의 형태로 존재하게 

되고 다수의 참여자가 있는 경우가 있다. 또한 실제 연구를 한 연구자와 연구지원을 한 

정부기관 또는 연구기관 간의 결과물에 대한 공로배분의 문제는 연구윤리에 있어서 중요

한 화두이다. 그러므로 지적재산권의 활용과 더불어 타인의 지적재산을 침해하지 않는 

것은 연구윤리로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특히 연구과제 계획서나 연구자의 창작이 담

긴 연구 문서들의 경우에도 저작권법에 따른 보호를 받고 있다. 

가) 지적재산 (Intellectual Property)

인간의 지적활동의 정신적 산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무체재산 또는 지적재산이

라 한다. 여기에는 정신문화에 기여하는 저작권과 물질문화에 기여하는 산업재산권 (특

허권 및 상표권)이 있다. 연구자의 연구활동을 통한 창작의 산물인 논문이나 문서, 활자

화된 문서에 부여된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는 저작권의 범위에 속한다. 저작권은 창

작의 표현을 보호하는 것이지 창작의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은 아니다. 

이에 비해 특허권은 발명에 대한 독점권을 인정해줌으로써 기술의 공개를 장려한다. 발

명의 기본 요건은 ① 자연법칙(自然法則)을 이용한 것이어야 한다 ② 기술적 사상(思想)

이 반 된 것이어야 한다 ③ 창작(創作)적인 것이어야 한다 ④ 고도성(高度性)이 인정되

는 것이어야 한다, 이외에도 산업 상의 이용가능성(利用可能性)과 신규성(新規性)을 요건

으로 들 수 있다. 발명에는 ① 물건의 발명 ② 방법의 발명 ③ 물건을 생산하는 방법의 

발명 등이 있다.72)

72) 두산백과사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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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작권

저작권은 창작아이디어가 ‘표현된 것’을 보호하는 것이지 ‘아이디어’를 보호하는 것이 아

니다.

- 저작자 : 직접 저작물을 창작한 자. 저작물 의뢰자, 조언자, 조력자는 권리소유의 자격

이 없다. 연구자인 경우 업무 상 작성하고 법인 등의 명의로 공표되며 법인에 의해 

기획된 법인저작(직무저작자)자의 개념도 있음.

- 저작권자 : 저작자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가진 자로서 저작권의 귀속주체. 원칙적으

로 저작자가 저작권자가 됨.

- 저작물 : 사상 또는 감정을 창작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문학, 학문 또는 예술의 범위에 

속하는 저작물73)

‣ 종류

  - 원저작물 : 어문,음악,연극,미술,건축,사진, 상,도형,컴퓨터프로그램

  - 2차적 저작물 : 번역저작물,편곡,변형, 상제작,각색저작물

  - 편집저작물

  ∙ 법인명의 저작물 : 직무저작물, 단체명의 저작물

  ∙ 권리없는 저작물 : 법령, 국가의 훈령, 공고, 법원판결, 사실보도문, 법정진술

‣ 저작권의 발생시기와 권리

창작과 동시에 발생하므로 따로 등록이 필요 없는 권리로서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

이 함께 보유된다.

  - 저작인격권: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 저작재산권: 복제권, 공연방송권, 전송전시권, 배포권, 번역권, 편곡 및 변형권.

‣ 공동저작권

연구자의 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서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물론 저작권을 대표하는 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저작물의 

이익은 창작의 기여도에 따라 배분되지만, 이 기여도가 불명확하면 균등한 것으로 추

정한다. 

■ 사례보기

<사례 1> 

73) 저작권법 제 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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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5부는 삼성전자 전 직원 00씨가 자신이 발명한 휴대폰 한글 자판인 

‘천지인(天地人)’ 자판을 회사가 무단 사용했다며 회사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00씨가 이 회사 신상품 개발 아이디어팀에 근무하면서 업무의 하나로 천지인 자판을 발

명한 이상 이는 특허법 상의 직무발명에 해당하며 회사는 이 자판에 대해 특허권자로서 적법한 권리

가 있다”며 “00씨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밝혔다.

지난 94년 이 회사 신상품 개발팀에서 근무하면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00씨는 98년 특허 등록

을 마친 회사가 이후 이를 사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하자 “자판 발명이 직무와 무관한 ‘자유발

명’ 이므로 회사의 특허출원은 무효”라며 회사를 상대로 10억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청구소송을 냈

다.

[최근]

삼성전자가 애니콜 휴대폰의 ‘천지인’ 입력방식 특허권이 자신에게 있다며 총 266억원의 부당이득

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한 직원 최 모씨(40)에게 거액의 보상금을 지급하고 비 리에 소송 취하

에 합의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 

삼성전자가 직원의 직무관련 발명에 대해 사실상 보상을 인정함에 따라 최근 증가하고 있는 유사 

소송에도 큰 파장이 미칠 전망이다. 

삼성 관계자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연말 원고인 최씨에게 ‘보상금액을 공개하지 않는다’는 

조건으로 거액을 지급하고 소송 취하에 합의한 것으로 확인됐다. 

업계에서는 삼성전자가 최씨에게 지급한 보상금이 최소 10억원 이상일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천지인 입력방식은 모든 모음을 천(ㆍ), 지(ㅡ), 인(ㅣ) 세 개의 버튼만으로 입력할 수 있게 구성돼 

사용을 간편하게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2002년 11월 발명가 조 모씨도 자신의 특허를 삼성

전자가 도용했다며 20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지난 94년 삼성전자 개발팀 소속으로 천지인 자판을 발명한 최씨는 98년 회사 측이 특허권을 양도

받아 등록을 마친 후 이를 적용한 휴대폰 단말기를 생산 판매하면서 자신에게 보상을 해주지 않자 

회사를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2002년 8월 1심에서 승소한 삼성전자가 돌연 최씨에게 거액 보상금을 지급하고 

합의한 배경에는 작년부터 종전의 판례를 바꿔 직무발명에 대해 보상을 인정하기 시작한 

법원의 판결 경향이 결정적 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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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작년 7월 D제약회사 전직 연구원 A씨(33)가 회사를 상대로 낸 직무발명 보상금청구 소송

에서 3억 원 지급판결을 내려 직무발명 보상을 최초로 인정했다 . 

일본에선 연초 히타치제작소 전직 연구원 요네자와 세이지 씨에게 회사측이 1억 6300만 엔(약 16

억 원)을 발명대가로 지급하라는 판결에 이어, 청색 발광다이오드(LED) 개발자 나카무라 슈지 씨

에 대해서도 200억 엔(약 2000억 원) 지급 판결이 나오는 등 미국과 같이 직무발명 보상이 확고

한 경향으로 자리 잡았다[애니콜홈페이지, 매일경제].

<사례 2> 

* 소리바다 싸이트는 음반저작권자의 복제권, 방송권, 전송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에 동조 또는 장

려하게 함으로 인해 저작권법 위반함.

* 자신의 저작물이 원치않게 바뀌거나, 공개되거나, 성명이 공개된다면 저작인격권이 침해된 것으

로 본다.

*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범위의 인용은 가능하지만, 그 정당함이라 함은 그 표현 형식 상 피인용

저작물이 보족, 부연, 예증, 참고자료 등으로 이용되어 인용저작물에 대하여 부종적 성질을 가지

는 관계, 즉 인용저작물이 주(主)이고 피인용저작물이 종(從)인 관계에 있다고 인정되어야 한다

(대법원 1990.10.23. 선고 90다카8845 판결).  

* 연구과제 계획서에 표현된 연구방법 및 연구자의 창작적인 내용들은 모두 저작권법의 보호대상이 

된다. 

저작권 침해에 대한 구제로는 민사상의 청구권뿐만 아니라 형사상의 책임도 물을 수 있

다.

다) 특허권

연구자에게 있어 가장 논란이 되는 것이 바로 특허법 상의 종업원 또는 고용인의 발명이

라 할 수 있다. 연구자는 지적, 금전적 원조를 받고 타인 또는 속한 연구기관의 설비를 

이용하여 발명을 하게 된다.

종업원, 고용인의 발명에는 자유발명, 업무발명 및 직무발명이 있다.

‣ 발명의 종류와 효력제한

  - 직무발명 : 주로 연구개발을 하는 연구자에게 해당되며, 발명분야가 현재 또는 과거

의 직무에 관련되어 있다. 발명의 권리는 연구기관 또는 사용자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근무규정에 사전계약의 형태로 다루고 있다. 연구자는 법률에 따른 보상권

리를 보장받는다.

  - 업무발명 : 연구개발을 업무로 하지 않지만, 회사의 업무범위에 속하는 발명으로서 

발명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 자유발명 : 연구개발을 업무로 하지 않으며, 직무 및 회사의 업무 이외의 분야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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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으로서 발명자에게 권리가 귀속된다.

  - 퇴직발명 : 연구자가 퇴직 후에 발명을 한 경우, 사용자 또는 연구기관이 과거의 직

무연관성과 과거에 발명의 모든 실제적 과정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직무발명으로 인정될 수 있음. 

특허권의 존속기간은 법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간이 경과되면 소멸된다. 통상 설정 등

록일부터 출원일 후 20년 이내에만 특허권의 독점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라) 특허의 공동소유

다수의 연구자 또는 연구기관이 공동소유의 형태로 특허권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실

시권의 행사이익을 지분 비율로 나누어야 하며, 특별한 지분약정이 없다면 균등한 비율

로 기술실시권의 이익을 나누어야 한다.

실제로는 발명 과정에 여러 연구자들이 참여하므로, 특허권을 공동 소유해야 할 발명자

의 범위를 정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다음은 공동발명자로서의 인정범위에 대한 자료이다.74)

발명자에 해당하는 자 

 ①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기술적 수단을 착상한 자

 ② 타인의 착상에 의거 연구를 하여 발명을 완성하게 한 자

 ③ 타인의 착상에 대하여 구체화하는 기술적 수단을 부가하여 발명을 완성한 자

 ④ 구체화하는데 있어서 약간 불완전한 착상을 하고 타인에게 일반적인 지식의 조언 또

는 지도를 얻어 발명을 완성한 자

 ⑤ 타인의 발명에 힌트를 얻고 다시 그 발명의 범위를 확대하는 발명을 한 자

발명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① 발명자에게 자금을 제공하여 설비이용의 편의를 주는 등 발명의 완성을 원조하거나 

위탁한 자 (단순후원자, 위탁자)

 ② 희망조건만 제시하고 그것을 해결할 착상을 제공하지 않은 자

 ③ 타인이 제시한 착상에서 실용성이 있는 것을 선택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④ 해당 발명에 관하여 착상만 하고 구체화하는데 실질적으로 관여하지 않은 자

 ⑤ 발명의 과정에서 연구자의 지시로 단순히 데이터를 정리하거나 제시된 제도, 실험 등을 한 

것에 지나지 않는 자 (단순보조자)

 ⑥ 단지, 일반 지식의 조언 또는 제시를 주기만 한 자

실제적으로는 공동발명자로서의 자격 유무는 특허권의 종류 및 특성에 맞게 판단되어져

야 할 것이다. 

74) 특허청, 직무발명보상제도 21-22면 (200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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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보기

* 새튼 교수, 특허 청구에 황 교수팀 연구성과 끼워넣기(세계일보 2006년 3월 31일)

* 서울대, 美심사과정 개입키로… “황 교수와 절차 협의 중”  

 서울대는 31일 미국 피츠버그의대 제럴드 새튼 교수의 특허 청구 범위 일부에 황우석 교수팀의 

연구업적 내용이 추가돼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에 대한 미국 특허청의 심사과정에 개입할 의사

가 있음을 밝혔다.

서울대 산학협력재단 정진호(의대 교수) 단장은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히고, “현재 이에 

대한 절차를 황 교수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황 교수는 비록 서울대에서 파면됐으나 산학협력

재단은 앞으로도 황 교수팀의 2004, 2005년 사이언스 줄기세포 논문과 관련한 특허를 관리한다.

정 단장은 “새튼 교수의 특허 청구 범위에 쥐어짜기와 배양 배지, 세포융합기술 등 황 교수팀의 연

구업적이 보조발명 목록으로 포함돼 있음을 최근 확인했다”며 “이에 따라 황 교수팀을 새튼 교수 

특허의 공동발명자로 포함시키거나 새튼 교수의 특허 청구 범위를 조정해 황 교수팀의 인간 줄기세

포 관련 기술을 배제하도록 하는 등의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간담회는 새튼 교수가 황 교수팀의 특허를 침해, 위협하고 있다는 일부 언론의 보도에 따라 

마련됐다.

■ 가상사례보기

<사례 1>

이건중 박사는 어릴 때부터 꿈이었던 로봇 연구를 하고 있는 공학박사이다. 현재 A기관에서 박사후 

과정으로 로봇 인공지능 부분의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이 과제는 대학원 시절에서부터 시작되었

고 능력을 높이 인정받고 있다.

최근 로봇사업을 기업의 미래 성장동력으로 선택한 B기업으로부터 스카우트 제의를 받은 이 박사

는 자신의 연구 분야가 높은 성과를 낼 수 있는 기회라고 생각했지만, 계속 학계에 남아 연구하는 

것이 더 보람 있을지 기업으로 자리를 옮기는 것이 좋을지 결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자신이 연구한 결과의 유용한 성과는 누구의 소유가 될지 의문도 생겼다. 처음 연구를 시작한 

대학원인지, 현재의 연구기관인지, 새로 옮기는 기관이나 기업인지, 전적으로 자신에게 있는지 고민

이 되었다.

Q) 이건중 박사의 연구 성과는 누구의 소유가 되는 것이 적절한 것일까요? 

3. 동료심사 (Peer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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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배경

동료심사는 전문적인 연구결과를 평가하는데 있어서 그 연구 집단과 유사한 연구를 수행

하는 동료 연구가들이 이 연구를 정당하게 평가할 수 있다는 철학에서 시도되었다. 

일반인들 또는 타 분야의 과학자들은 전문적인 연구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 질적 수준, 

연구의 논리적 타당성 등을 평가할 만한 전문적 지식과 경험을 갖추고 있지 못하기 때문

이다. 따라서 동료심사는 연구의 필수 요소이며 연구자 집단의 자기 통제 수단이다[ORI, 

2004]. 

특히 저널에서 논문심사의 객관성과 신뢰 확보는 그 저널의 평판과 신용에 직결되는 결

정적인 사항이다. 따라서 각 저널들은 이러한 심사제도의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특히 황우석 사건과 관련하여 Nature, Science의 시도와 노력은 매우 고무적이다. 

본 절에서는 이들 저널의 새로운 시도와 권고사항을 중점적으로 소개하 다. 

동료심사는 저널의 논문 심사에만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동료심사는 과제심사, 정부의 

정책 전문위원 선정, 정부 규제 법률의 전문가 자문 등 예산과 법적인 문제에까지 향

을 준다. 따라서 선진국에서는 동료심사의 신뢰와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고 있다. 과제선정, 정책결정, 그리고 예산집행에 있어 주의할 사항들을 논문심사

와 구분하여 소개하 다. 

2) 정의

‘과학사회를 버티고 있는 양대 산맥은 동료심사와 과학자의 학문적 성취욕이다[Cain, 

1999]’라는 말이 있을 정도로 동료심사는 과학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한다. 

과학의 전문성은 다른 분야 전문가의 평가와 규제를 어렵게 한다. 이러한 이유로 과학의 

성과물, 좁게는 논문의 경우 결과의 충실성, 과정의 논리성, 연구분야의 독창성 등은 동

료심사의 틀 안에서만 객관적으로 평가될 수 있다[Cain, 1999]. 

과학은 동료심사라는 틀 안에서 ‘자기규제(self-regulation)’와‘자기교정

(self-correction)’을 통해 오류 발견과 연구의 기여도 및 중요성을 평가해 왔다. 과학연

구에서의 논문심사의 평가는 아래의 3가지 단계를 통해 평가된다[홍성욱, 2006]75).

   - Peer-review system : 연구의 준비단계

   - Refereeing system : 연구결과의 출판단계

   - Replication : 출판 이후

이들 중 peer-review와 refereeing의 경우 심사자의 주관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심사자

75) 문헌에서 Peer review는 두 가지 의미가 혼돈되어 사용되고 있다. [표 8]의 전체 과정을 대표하는 집합명으

로서의 peer review가 있으며, [표 8]과 같은 분류에서는 과제 심사 시 동료 전문가 집단을 선정하여 과제

를 평가할 때 역시 이 용어를 사용한다. 더 정확한 정의와 과제심사 시 동료평가에 대해서는 

Deaerfield(2000)의 책을 참고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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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이해관계, 도덕성, 전문성이 확보되지 않은 경우 피평가자는 그 결과를 불신하게 된

다. 만약 국책과제의 선정과 같은 이권의 결정에 관한 심사라면 피평가자는 금전적인 불

이익과 자신의 아이디어가 이들 심사자에게 도용당할 수 있는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 

이들 시스템이 오작동하게 되는 원인들을 홍성욱[2006]은 아래 표와 같이 정리하 다. 

[표 8]  과학논문의 자체규제 시스템의 오작동 원인

(홍성욱, 2006에서 자료를 인용 및 편집) 

동료심사

(Peer-review)
논문심사

(Refereeing)
결과재연

(Replication)

- Reviewer의 주 성

- Reviewer의 도덕성에 

  으로 의지

- 이해 계 76)

- Referee의 주 성

- 심사에 한 동기와

  incentive가 없음77).
- Referee 역할에 한 

오해

- exact replication은 매

우 드문 상

- 실험실의 노하우를 상

세히 기술하지 않음 78)

- honest error, negligence, 
  misconduct 간의 구분

이 힘듬.

ORI는 동료심사를 통해 결정되어야 할 항목으로 아래의 3가지 항목을 제시하 다

[Steneck, 2004].

- 프로젝트의 연구비 결정

- 연구논문의 채택 및 발표 여부 결정

- 학자의 고용 및 지원의 결정

또한 ORI에서는 효과적인 동료심사를 위해서 아래의 4가지 특성을 유념해야 함을 권고

하 다[Steneck, 2004].

- 마감 준수

76) 심사의 항목이 군사, 보건, 환경의 정책 및 예산결정에까지 확대됨에 따라 당사자들의 이해관계가 이들 심사

에 음으로 양으로 반 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심사자들의 이해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 국책연구 및 대규모 

사업의 타당성 평가에서는 요구된다.

77) 일반적으로 논문심사에서 요구되는 시간과 재정적 필요는 심사자가 스스로 해결해야 한다.

78) 최근 실험들은 더욱 더 전문화되고 매우 세심한 주의를 요하는 실험이 대부분이다. 따라서 해당 실험실 출신

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실험실 노하우에 의해 실험이 재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특별히 이들 노하우에 대해

서는 논문에서 거의 싣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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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철저하고 건설적인 평가

- 편견이 배제된 중립적 자세

- 기 유지

동료심사는 그 범위와 목적에 따라 구별해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정부의 중요 

정책 및 예산결정과 논문심사에서 점검해야할 사항은 분명히 다르기 때문이다. 아래 내

용은 논문출판과 연구과제 및 정부정책 결정에서 행해지는 동료심사에서 고려할 사항들

을 구분하여 기술한 것이다. 

(1) 논문출판에서의 동료심사

논문출판에서 동료심사의 역할을 알기 위해서는 논문심사가 이뤄지는 전형적인 과정을 

이해해야 한다. 논문심사는 일반적으로 다음의 흐름도(그림8)처럼 진행된다. 심사가 진행

되면서 각 논문을 심사하는 심사위원은 논문의 주제와 내용에 따라 심사위원단(editorial 

board)에서 자체적으로 해결하거나, 임시 심사원(ad hoc reviewer)을 구성하여 논문의 

평가를 의뢰하고 그 평가를 바탕으로 최종결정하는 방식을 택한다. 따라서 논문은 투고 

후 단순히 그곳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수 명에서 수십 명의 사람들의 손을 거친 후 최종 

게재 여부가 결정되는 것이다[Macrina, 1995]. 

논문출판에서 심사위원들(referee와 editor)은 심사하는 해당 논문의 출판허용(acceptance), 개

정요구(revision), 출판거절(rejection)의 권리를 갖고 있다. 이와 함께 동료심사자로서의 의

무 역시 부과된다. 

다음(표9)의 글은 미국화학회 출판부의 논문 심사자의 윤리적 의무를 전문 인용한 부분

이다.79) [미국 화학회 출판부, 2006, 교육부, 2006]. 이 윤리 가이드라인의 동료심사 부

분은 총 4장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동료심사에 관한 항목은 C에 있다.

79) AMS(미국수학회), APS(미국물리학회), IEEE(미국전기, 전자공학회) 등에서의 윤리 가이드라인은 

    http://www.ams.org/secretary/ethics.html,

    http://www.aps.org/policy/statements /02_2.cfm#supplementary_

    guidelines3, http://www.ieee.org/

    에서 참고할 수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일목요연하게 정리가 잘되어 있는 학회는 ACS(미국화학학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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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논문심사 절차와 심사위원 선정의 예[POST, 2002 참고]

[표 9]  미국화학학회 윤리가이드라인, 200680)

1 ( 략)….모든 과학자는 논문심사에 일정 부분 참여할 의무를 가진

다.
2. 논문원고에 보고된 연구를 단하기에 부 하다고 자신이 느낀

다면 즉시 편집장에게 원고를 반송해야만 한다. 
3. 심사자는 객 (objectively)으로 논문원고를 심사해야 한다. 이

때 심사자는 연구의 실험 ․이론  업 의 질, 해석과 설명의 정

도를 엄격한 학문  기 으로 평가해야 한다. 이와 함께 자의 지

 독립성을 존 해야 한다. 
4. 심사자는 이해 계의 상충에 잘 응해야만 한다…( 략)
5. 개인의 자격으로 논문의 격 여부에 향을  수 있는 정도의 원

고 수정은 하지 말아야 한다…( 략)
6. 심사자는 논문원고를 기 문서로서 취 해야 한다...( 략)
7. 심사자는 자신의 단 근거를 편집자와 자에게 충분히 설명하고, 

그 근거를 제시해야만 한다…( 략)
8. 심사자는 논문 자와 련된 다른 과학자의 연구업 을 잘못 인용

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 략)
9. 심사자는 심사보고를 기에 신속하게 제출해야 한다…( 략)
10. 심사자는 논문이 출 되기까지 논문의 정보, 주장, 해석에 해 

자의 동의없이 공개해서는 안 된다…( 략)
11. 제출된 논문원고에 한 심사자로부터의 비평은 정당한 권리로 

보장된다. 그러나 자에 한 개인 인 비 은 지한다. 

 

80) ACS(America Chemical Society, http://www.pubs.acs.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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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논문에서 토의한 문제들은 요한 심 상인가? 이들 문제들의 해

결책 는 해(解)는 응용, 방법, 이론에 있어서 실질 인 진보를  

수 있는 문제인가?
2. 자는 이들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는 이  연구의 요한 진 에 

보탬이 되었는가?
3. 해결책은 는 해(解)의 도출방법은 새로운 것인가? 제안된 방법론

으로 다른 유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보편성이 있는가?
4. 이 논문의 설명은 문제가 제시된 연구 역에서의 이해를 명확히 하

는데 도움을 주었는가? 이 설명들은 논문에 한 우리의 심을 유

ACS의 윤리 가이드라인과 다른 분야의 윤리 가이드라인에서 공통적으로 규정하는 심사

자의 제 1덕목은 ‘모든 연구자는 연구심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다. 연구심사는 재정적, 시간적, 정신적 이득(incentive)없이 극단적으로81) 많은 시간

을 요하는 작업이다[Gleser, 1986]. 따라서 심사자는 동료심사에 관한 기본 개념과 자

신의 역할을 분명히 알아야만 이 의무를 기꺼이 준수할 수 있을 것이다[Gleser 1986, 

Halmos, 1985, Forshcer, 1965]. 

논문 심사의 일반적인 기준인 심사자 기 의 원칙은 연구출판물 저자의 아이디어를 보호

하고 저자의 개인적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함이다[Steneck, 2004]. 따라서 동료심사자는 

심사자로서 아래의 기 준수 의무를 지켜야 한다[교육부, 2006, Steneck, 2004].

- 자신이 맡은 심사를 학생 및 제 3자에게 부탁하지 않는다.

- 공식적으로 발표되기 전 과제계획서나 논문에 실린 아이디어를 사용하지 않는다.

- 심사 중인 연구논문을 동료들과 논의하지 않는다.

- 심사 내용의 사본을 보유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논문원고나 과제계획서 사본은 심사 

후 반납하거나 분쇄한다.

* 논문심사에서 이해상충 굴복 시 표절이 될 수 있음 (비제이 소만 사건)

논문심사자로서 논문을 심사할 경우 심사대상의 논문이 아래의 3가지 질문을 만족하는

지 생각해볼 가치가 있다[Halmos, 1985]. 

- 이것은 사실인가?

- 이것은 새로운 것인가?

- 이것은 흥미로운 것인가?

저명한 수학자인 G. H. Hardy82)는 위의 질문을 자신이 심사한 논문들에 항상 적용했다

고 한다. 효율적인 논문심사를 위한 조언들은 여러 저널 정책에서 살펴볼 수 있다. 이 

중 Waser 등[1992]의 논문과 Science에서 ‘논문심사의 초보자들을 위한 논문’[Lesley, 

2001]에서 아래 내용을 발췌 편집하 다. 

[표 10]  효과적인 논문심사를 위한 지침(Tips)

81) Gleser는 extremely 라는 부사를 사용하여 이 일의 어려움을 표현

82) Godfrey Harold Hardy (1877-1947) : 국의 저명한 정수론 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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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하고 이 연구 역의 연구자들에게 요한 기여를 할 수 있는 논문

으로 련동료에게 추천할 수 있는가?
5. 이 논문의 주제와 역이 기고한 의 목 에 합당한가? 요약

(abstract)과 서론(introduction)이 독자가 순조롭게 근할 수 있는 

내용인가?
6. 독자 에서 논문 원고는 명확하고 한가? 문법 인 실수가 

있는가?
7. 논문은 한 분량이며, 내용의 참고문헌이 있는가? 재 논문에 

기여한 기존 논문들에 하여 정당하게 공로가 인정되고 있는가?
8. 문단, 그림, 표들이 논문에서 하게 배치되어 있는가? 그림과 표

는 독자 에서 해상도와 표 이 한가?
9. 이 작업은 기술 (technically)으로 올바른가? 최종 결론은 실험결

과에 의해 정당화되며 논리 으로 이 결론으로 귀결되는가? 이론들

과 수식의 개는 주어진 가정에서 가능한가?
10. 실험방법, 결과와 고찰에서의 어떤 간극이 존재하는가? 만약 존재

한다면 메울 수 있는 수 인가? 실험방법은 다른 연구자들에 의해 

재  가능할 만큼 자세히 기술되어 있는가?

위에서 제시된 사항들을 고려하여 정직하고 성실하게 동료의 논문을 심사해야 한다. ‘정

직’과 ‘성실’이란 단어는 추상적이고 진부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두 단어만큼 연구자에게 

필요한 덕목도 없다. 정직하고 성실하게 논문심사를 수행했다면, 아래의 4가지 요소가 

포함된 심사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이 권장된다[Lesley, 2001]. 

‣ 독창성(Originality) : 이 연구가 얼마나 독창적인가를 기술. 기존의 연구에 얼마나 기

여하는가를 기술

‣ 질적 평가(Quality) : 이 연구의 가설과 질문은 명확히 정의되고 적정한 대답을 제시하

는가를 기술. 연구의 전체적인 방향과 설계의 적정성 기술. 주장의 논리적 전개에 대

하여 기술

‣ 양적평가(Quantity) : 수행된 연구가 충분히 시행되었는가를 기술. 저자의 주장을 명확

히 준거할 만큼 제시되었는가를 기술. 추가 실험 및 연구에 대하여 조언

‣ 가독성(Readability) : 글의 구성 상 문법적으로 교정해야할 부분 기술. 주요 요점을 

해칠 수 있는 필요없는 정보와 문단의 여부에 대하여 기술

NRC research Press의 편집장 Bruce Danick이 심사자로서의 마음가짐에 대하여 자신

의 경험을 토대로 아래와 같이 말하 다[Lesley, 2001].

당신이 할 수 있는 최대한 자주 심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십시오. 이 작업은 당신 자

신의 연구에 직접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심사는 당신이 할 수 있는 한 최대한의 정직

과 건설적인 방향으로 하십시오. 

사려 깊은 심사를 받은 경우 그 도움에 감사를 표하십시오. 그리고 다른 동료의 논문을 

심사할 경우 받은 만큼 똑같이 시도하십시오.

동료심사는 여러가지 문제점이 존재한다. 특히 의도적인 위조, 변조, 표절(Fabr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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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lsification, Plagiarism)을 가려낼 수 있는 정화력이 부족하다고 알려져 있다[Nature 

Publishing Group, 2006].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이라는 학문을 지속시키고 발전시킬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은 동료심사이다. 따라서 이 제도의 맹점들을 보완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Wilson, 2002].  

(2) 과제심사 및 정책심사

과제심사에서 동료심사에 의한 결정은 각 나라의 특성에 맞게 운 되고 있다. 대다수의 

선진국들은 정책 및 과제심사의 적격여부 평가에 대해 동료심사를 시행하고 있으며 그 

의존도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1980년도에 국가 연구개발 예산의 5% 정

도만이 동료심사에 의해 선정되었으나, 클린턴 행정부의 2001년 회계연도에서는 총 연

구계발 예산의 31.3%가 동료심사에 의해 평가되고 선정되었다. 총 연구예산 83억불 중

에 26억불이 동료심사에 의해 과제로 선정된 것이다[Brooks, 1982, Guston, 2000]. 

국내에서도 국가 과학정책과 예산을 담당하는 한국과학재단에서 전문가 풀(pool)을 확대

하고 세분화하여 과학기술 정책 및 예산 결정에 이용하고 있다. 2006년 연구개발 예산

은 약 1조 5000억 규모이다[남부희, 2006]. 한국과학재단은 객관적이고 정직한 과제평

가를 위해 [그림 9]와 같은 심사체계를 마련해 운  중이다. 이 그림에 나타난 것처럼 

과제선정 및 과제관리는 총 6단계로 이루어진다. 과제선정 시 전문가 평가는 사전검토 

후 1회 시행되고, 보통 신청자의 과제제안서를 우선 검토하고, 신청자의 발표를 통하여 

질의 응답 후 평가된다. 이러한 평가 방식은 전적으로 평가자의 성실, 정직, 지식의 전문

성에 많이 의존하게 되는 시스템이다. 

[그림 9]  한국과학재단의 과제선정 및 과제관리 체계도[남부희, 2006]

한국학술진흥재단(학진)에서 수행하는 사업심사의 한 예로서 기초과학분야 ‘신진교수연

구지원사업’에 대한 심사를 중심으로 동료평가의 심사항목을 살펴보았다. 

학진의 심사 방법은 요건심사, 전공심사, 종합심사의 총 3단계로 진행된다. 이 중 전공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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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와 종합심사에서 동료평가가 진행된다. 동료평가 방법은 blind peer review를 원칙으

로 하고 있다. 2단계 전공심사에서 평가항목 및 측정지표는 [표 11]과 같다. 이들 각 항

목들은 세분화되어 있기 때문에 짧은 시간에 많은 정보를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관련된 전문가가 요구된다. 이를 위해서 해당 사업 평가 주체는 관련 전문가 pool을 체

계적으로 구축할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전문가 pool이 매우 풍부하기 때문에 관련 전문가를 쉽게 선정할 수 있다. 

그러나 유럽이나 국내 사정은 그렇지 못하다. 유럽의 경우 전문 심사위원을 위촉하고 이

들로 하여금 전문가 pool의 구성 및 관련 전문심사를 일임하고 있다. 국내의 경우도 이

와 유사한 전문위원이라는 제도를 통해 부족한 전문가 pool의 약점을 보완하고 있다. 

[표 11]  심사항목 및 측정지표

구분 심사항목 측정지표

연구주제(40)

독창성(25)
연구주제의 독창성

연구방법의 독창성

학문발 공헌도(15)

학문  가치

학문의 균형발

학문의 효과

연구내용(60)

연구내용  방법(35)

연구내용의 정성

연구방법의 타당성

실행계획의 구체성

선행연구(10)
선행연구의 검토

인용  참고문헌

연구역량(10)

연구진 구성

연구실

연구능력

연구규모 정성(5) 연구목표 비 연구규모

[표 12] 국가 개발사업 심사제도에 관한 국내 관련 법[남부희, 2006]

∙기 과학연구사업처리규정 제12조(연구과제의 심의)  제24조(연
구결과의 평가)

∙특정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8조(연구개발의 심의) 제7항  제

3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제4항
∙원자력연구개발사업처리규정 제19조(연구개발과제의 심의) 제1항 

 제36조 (연구개발결과의 평가) 제1항

과제선정 및 국가정책에 참여하는 심사자들은 아래의 기준 하에 과제와 관련한 이해관계

를 조사받은 후 선정 또는 배제된다. 이는 과제 평가와 선정에 있어서 논문 심사자의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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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성이 유지되어야만 평가 결과에 대한 최소한의 질이 보장되기 때문이다[Sensenbre-

nner, 1999].

- 심사대상 과제와 이해관계가 있는 전문가 배제(국내기준)

- 심사대상 과제의 연구책임자와 동일기관에 소속한 전문가 배제(국내기준)83) 

- 심사대상의 내용에 능통한 전문가일 것(EPA 기준)

- 과제의 사회적, 문화적, 환경적 측면 등 여러 측면을 고려할 수 있는 전문가들로 선정

(EPA 기준)84)

심사위원으로 선정되었다면 제안된 과제들을 객관적으로 평가하기 위한 아래의 3가지 

조언을 상기해야 한다[Rosenzweig, 1998].

- 제안된 연구과제가 왜 중요한가?

- 제안된 연구과제가 어떤 기여를 하는가?

- 제안된 연구과제를 진행 시 연구팀에게 요구되는 조건들은 어떤 것인가?

심사위원과 동료평가를 위해 고려될 사항들은 위와 같이 요약된다. 선진국 중에서도 미

국의 동료평가는 가장 모범적인 사례로 보여진다. 풍부한 전문가 pool과 체계화된 동료

평가제도는 과제심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고 적합한 과제수행자의 선출을 가능케 하

다. 미국에서의 동료평가는 공공복지와 관련된 정책 및 규정 제정과 정부 예산이 투여되는 연

구과제 선정 시 시행된다.  이 중 E PA와 N I H의 동료평가제도를 살펴보았다. 

EPA(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의 심사위원 선정에서 보고서 작성까지의 과정은 

다음의 흐름도(그림10)와 같이 진행된다. 이 과정을 거친 후 최종 출판된 보고서는 과제가 평가

되 는  회 계 년 도 까 지  보 관 되 는  것 을  원 칙 으 로  한 다 [ D e a r f i e l d ,  2 0 0 0 ] .

[그림 10]  EPA의 과제 선정 시 Peer review 흐름도

83) 남부희(2006) 발표 자료에서 전문인용

84) Dearfield(2000) 자료에서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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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은 공중보건과 연관된 연구를 하기 

때문에 연구의 공공성과 전문성, 객관성, 과제선정의 투명성이 중요시 된다. 

NIH 내의 CSR(Center for Scientific Review)은 이들 동료심사의 전문성, 공정성, 정확

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CSR은 SRG(Scientific Review Groups)를 두어 전

문적인 과학 심사위원들을 확보하고 관리한다. 총 60여개 이상의 세부 분야로 구분되어 

있으며, 각 분과 단위에는 19~20명의 관련 전문가와 이들을 관리할 수 있는 수석관리 

전문가 1인의 IRG(Integrated Review Group)로 구성되어 있다. 과제 신청자가 과제계

획서를 작성하여 접수를 하면 [그림 11]과 같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동료심사를 위해 신청자의 과제제안서는 회의 6주 전에 해당 분과의 심사자 그룹에게 

복사본이 전달되고 이 중 3명에게 심도있는 리뷰가 맡겨진다. 이들 중 최소 2명은 서면

으로 된 과제평가 의견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때 이들 3명의 담당심사자의 평가와 함께 

IRG 그룹에서 STUDY SECTION(5~50명으로 구성)이라 불리는 전문가들의 동료평가가 

2일 동안 진행되며 결과는 10일 내에 신청자에게 전달된다. 신청자에게 전달되는 결과

물은 다음과 같다.

- 우선순위 점수85), 백분율 등수

- 동료평가 토의내용 요약문

- 담당심사자 평가의견서

- 감독관의 노트

이렇게 1단계 과정이 끝나면 2단계 평가가 진행되며, 두 번째 단계에서는 AC(Advisory 

Council)에서 전반적인 평가가 이루어진다. 

출처: NIH Peer Review Process(Presentation 자료)
http://cms.csr.nih.gov/AboutCSR/OverviewofPeerReviewProcess.htm

[그림 11]  NIH의 과제심사 과정

85) 우선순위 점수는 0.1 정도로 아래의 5그룹으로 평가된다.

 1.0-1.5 : Outstanding

 1.5-2.0 : Excellent

 2.0-2.5 : Very Good

 2.5-3.5 : Good

 3.5-5.0 : Accept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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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H 동료심사는 내용의 상세한 이해를 전제로 서로 간의 의견교환을 통해 실제 신청자

가 심사 의견에 대한 반론과 보완을 할 수 있는 양방향 통로를 두고 있다. 따라서 신청

자는 자신의 제안서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평가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으며, 자신의 

의견과 견해가 충분히 반 된 심사로 인지하게 된다. 

국내의 평가는 짧은 시간에 신청자의 발표와 자료를 토대로 평가하게 된다. 이로 인해 

평가자는 심사자에게 자신의 의견을 충분히 피력하기 어렵고, 평가자는 전문적으로 평가

할 수 없는 시간부족을 느끼게 된다. 무엇보다도 평가자의 의견에 대한 신청자가 수정, 

보완할 수 있는 여지가 없기 때문에 과제평가의 객관성과 공정성이 신청자에게 충분히 

설득되지 않을 수 있다. 빈약한 전문가 풀과 짧은 시간에 많은 과제를 처리해야하는 국

내 실정에서 NIH의 동료심사제도와 같은 양방향 과제평가의 몇가지 개념은 충분히 고려

할 만한 대안이다.

(3) 개선을 위한 노력

최근 논문의 양적인 팽창, 심화된 전문분야, 연구원에게 가중되는 부담으로 논문 심사직

을 기피하는 현상들이 팽배해지면서 동료심사에 대한 회의감이 과학 공동체에 나타나고 

있다. 2006년 황우석 연구진의 인간배아 세포와 관련한 2편의 Science 논문이 위조, 변

조된 것으로 판명되면서 동료심사에 의한 학문의 자정 작용이 위협받고 있다. 이러한 상

황에서 과학 및 의생물학계에서는 전통적인 동료심사 방법을 보완할 수 있는 새로운 시

도들을 준비하고 있다. 

 

Nature와 Science에서는 인간배아 세포 논문의 위변조 사건과 얀 헨드릭 쇤 사건을 계

기로 공개적인 동료심사의 틀을 웹상에 마련하여 운 하는 방안을 제시하 다. Nature

는 이 심사제도를 권장하고 있으며 전통적인 방법과 병행하여 양방향 논문심사가 가능하

게 되었다. 이러한 제도가 논문의 진위성을 판단하는데 효과적이리라 기대하며 2006년 

6월에 open peer reviewer라는 이름으로 Nature는 시험적으로 시행하 다. 이 제도의 

절차는 다음 그림(그림 12)처럼 전통적인 방법과 병행하여 진행하도록 구성되어 있다. 

[그림 12]  Nature의 Open peer review의 심사진행 방식

Nature는 6개월간의 시험 후 이 제도에 관한 중간평가를 하 다. 결과 메모에는 ‘이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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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도입하기에는 아직 과학 공동체가 적응되지 않았으며, 심사위원들이 조심스럽게 이 

제도에 접근한 탓에 성공적이지 않다’고 평가하 다[Nascent, 2006]. 

그러나 한국의 경우는 웹상에서의 상호 의견교환이 익숙하고 세계에서 가장 발달된 인터

넷 문화를 가지고 있다. 더욱이 황우석 사건에서 BRIC(생물학연구정보센터) 회원들의 

online 상에서 내린 논문의 진위 판정이 이 사건을 해결하는 주요한 단초를 제공한 성공

사례도 있다. 이런 문화 여건을 토대로 국내 저널들은 이러한 새로운 검증 방법을 시도

해볼 가치가 있다. 

만약 이 시스템이 정착된다면 오랜 연구경험을 가진 선배과학자의 전통 방식과 online 

상에서 열정과 재기로 무장한 소장과학자들이 Open peer review 시스템 안에서 잘 조

화된 매우 효과적인 검증 시스템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사례보기

<사례 1> 비제이 소만 사건 (참고서적 :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p.229~256)  

Peer Review 시스템은 동일한 학문 분야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동료, 선후배에 의한 평가시스템

이기 때문에 평가의 전문성을 확보할 수 있으나, 한편으로는 연구결과의 선취권 등 경쟁과 이해상

충에 따른 공정성 문제가 동전의 양면처럼 동시에 존재한다. 이를 가장 극명히 보여주는 사례가 

1979년 미국 예일대학에서 발생한 비제이 소만 사건86)이다.

이 사건의 주인공이자 피해자인 헬레나 바쉬리히트 로드바드(Helena Wachslicht Rodbard)는 

미 국립보건원(NIH)에 근무하는 젊은 연구자 다. 그녀는 1978년 11월, 의학 연구원들에게 향

력이 큰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에 <신경성 식욕 부진증에서의 인슐린 수용체의 

이상 : 비만의 거울상>이라는 논문을 제출했으나 게재 불가라는 결정을 받고 크게 낙심하 다. 

그로부터 한달 후, 예일대 의대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는 비제이 소만(Vijay R. Soman)은 

<American Journal of Medicine>에 <단핵 백혈구에 대한 인슐린의 결합 및 신경성 식욕 부진

증에 있어서 인슐린 감도>라는 논문을 제출하 다. 이 논문은 심사를 위해 국립보건원의 제시 로스

(Jesse Roth)에게 보내졌고, 로스는 이를 부하연구원이었던 로드바드에게 넘겼다. 그녀는 소만의 

논문을 읽고 크게 놀랐다. 자신의 논문과 내용과 구성 면에서 거의 모든 것이 똑같았기 때문이다.

실상은 이랬다. 1978년 11월 당시, 로드바드의 논문은 심사를 위해 예일대 의대의 펠리그(Felig) 

교수에게 보냈고, 펠리그는 이를 자기 연구실에서 일하던 소만에게 넘겼다. 그 둘은 로드바드의 연

구가 자신들 것을 앞서나가고 있음을 알아차렸으며, 펠리그는 심사자(Peer Reviewer)로서 로드

86) 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윌리엄 브로드 외 저, 김동광 역, 2007)의 내용을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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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드의 논문 게재를 거부하고, 소만은 로드바드의 논문을 토대로 자신의 연구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선취권을 얻고자 했다. 그러나 얄궂게도 소만의 논문이 심사를 위해 로드바드에게 전달되었던 것이

다.

로드바드가 이에 대해 국립보건원과 예일대에 문제를 제기했으나 저명한 연구자로 이름을 날리던 

펠리그의 명성은 무려 조사를 1년 반 이상이나 지연시켰다. 그러나 로드바드가 꾸준히 문제를 제기

하고, 의욕에 찬 한 젊은 조사관이 소만이 단지 표절뿐만 아니라 데이터를 조작한 사실을 밝혀내자 

사태는 급반전했다. 

결국 소만은 예일대에서 쫒겨나 모국인 인도로 돌아갔으며, 펠리그는 비록 조작에 직접 가담하지 

않았으나 부적절한 처신으로 인해 장차 자리를 옮기려 했던 컬럼비아 의대로부터 거절당했고, 예일

대에서도 기나긴 조사를 받은 후 재임용되긴 했으나 석좌교수직은 회복할 수 없었다.

한편 Peer Review 시스템은 이해상충 문제 외에도 심사자 개인의 주관적 편향에 취약

하다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주관적 편향에 향을 미치는 요인은 저자의 유명세, 출신

학교 및 재직기관, 성별, 나이, 심지어는 인종에 이르기까지 다양할 수 있다. 이 중에서 

가장 커다란 향력은 갖는 것은 유명세, 즉 권위인데 만약 심사 대상 논문의 공동저자

에 해당 분야의 대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그렇지 않을 경우에 비해 심사 통과가 더 쉬울 

수 있다. 

특히 논문을 심사할 시간적 여유가 충분치 않으며, 논문주제가 이제 막 연구가 시작되는 

첨단 분야여서 Peer Reviewer가 심사에 자신이 없을 경우 논문에 들어간 저명한 연구

자의 이름은 더욱 커다란 향력을 발휘한다. 황우석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건이 그

러한 경우다. 2005년,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는「Science」지에 줄기세포연구 논문을 

보다 수월하게 싣기 위해서는 복제연구 분야에서 저명한 권위자가 공동저자로 들어가는 

것이 필요했으며, 그 대상은 새튼 교수 다. 새튼 역시 황우석 씨의 ‘놀라운’ 연구성과를 

세상에 알림으로써 미국 내 줄기세포연구 반대 여론을 반전시키고자 했으며, 이미 2004

년 황우석 씨가 1번 체세포복제 줄기세포 수립에 관한「Science」논문으로 이 분야에서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의 논문에 공동저자로 무임승차하는 것이 나쁘지 않았다. 결국 황

우석 씨의 의도대로「Science」에 제출된 논문은 쉽게 통과되었으며, Peer Reviewer의 

편향성(아마 여기에는 획기적인 성과를 통해 저널의 향력을 강화하고픈「Science」측

의 조급함도 일부 작용했을 것이다)으로 인한 부실한 심사과정은 나중에 그대로

「Science」에 치명적인 부메랑으로 작용하 다.

<사례 2> 황우석 사건

새튼은 미국 내 줄기세포 연구를 자극할 목적으로, 황우석은 SCIENCE지 논문 통과를 위해 서로

를 활용. 즉 전문적 권위에 약한 피어리뷰의 맹점을 이용하여 황우석은 복제연구의 대가인 새튼을 

공동저자로 올렸으며, 의도대로 그의 논문은 비교적 쉽게 통과됨.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이 뉴스를 

어떻게 전해드려야 할까요?(한학수, 2006)’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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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3>

곧 외국 학회에서 중요 발표를 앞두고 있는 문인식 교수는 대학원생 연구팀의 특허 등록까지 지도

해야 하는 등 무척 바쁜 일정에 있다. 이런 와중에 자신이 고문으로 있는 정부 부처 산하 R연구회

에서 거절할 수 없는 동료심사를 의뢰받아 무척 힘든 상황에 있다.

더구나 이번에 의뢰받은 A연구기관의 논문은 이전에도 동료심사를 의뢰받은 적이 있었다. 자신과

도 프로젝트를 함께 진행한 바도 있고 일정이 바쁘기도 해서 이전 동료심사에서 몇 가지 지적할 만

한 부분들이 눈에 띄었으나 그냥 넘겨 주었다.

그런데 이번 논문을 읽다 보니 자신의 절친한 C대학 교수인 최기찬 교수가 진행하고 있는 연구과

제와 같은 내용의 것이었다. 최 교수와는 평소에 늘 자신과 정보를 공유하고 공동연구를 계획할 정

도로 서로의 연구에 대해 잘 알고 있는 사이었다. 

R연구회에서 같은 주제의 과제를 기관과 대학에 중복 출자한 것이 아닌가 짐작되었다. 지금 심사 중인 

이 논문이 먼저 발표하게 되면 최 교수의 프로젝트에 타격이 있을 수도 있을 것이다.

이같은 이유로 의뢰받은 A연구기관의 논문을 꼼꼼히 검토하던 중에 핵심적인 데이터에 대한 해석

이 비약되고 표절로 볼 수 있는 자료가 있음을 발견했다. 자신이 이 점을 지적하고 논문을 돌려보

낸다면 이 논문이 발표되기에는 꽤 오랜 시간이 걸릴 것이다.

그러나 이전 동료심사에서는 그냥 넘어갔던 문제를 이번에는 지적하려 하니, 자신의 이

해관계자를 위해 중립적 자세를 유지하지 않은 것 같고 이전 동료심사를 제대로 평가하

지 못했던 것이 아쉽기도 하고, 여간 혼란스러운 것이 아니다.

Q) 현재 문 교수는 동료심사자로서 적절한 행동과 고민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번 심

사에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바람직할까요?

   

4. 공동연구와 위탁과제

과학 및 통신기술이 급격히 발전하면서 연구자들은 종래의 공간과 시간적으로 제약된 혼

자만의 실험실인 연구환경에서 벗어나, 국제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자원과 지식을 공유하

게 되었다. 이같은 변화를 통해 연구자는 공동의 연구를 하는 ‘공동연구’와 여러 전문연

구자들에게 해당 전문분야의 연구를 맡기고 전체적으로 통합 조정하는 ‘위탁연구’형태의 

공동작업이 심화되고 있다. 또한 기술진보의 가속화 현상에 따른 새로운 연구는 다른 연

구자와의 공동연구는 물론 타 과학분야와의 접목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환경의 통합화, 다양화 현상에 반해 연구자들은 이런 변화에 대한 실제적이

고 체계적인 교육을 전혀 받지 못했다고 해도 무방하다. 연구윤리라는 것이 연구를 둘러

싼 연구자와 연구기관, 연구지원자 간의 권리와 의무에 대한 국제적인 방법과 기준들을 

제시하는 것이므로, 이제 공동연구와 위탁연구에 대한 여러 관련자들의 권리 의무사항들

이 분명히 논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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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동연구

통상의 연구과제는 과제책임자라는 단일한 책임자의 연구계획 아래 연구가 이뤄지는 것

이라면, 공동연구는 프로젝트에 대해 복수의 연구책임자가 파트너의 형태로 보다 수평적

인 지위에서 공동의 연구목표를 달성해 가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다. 일반 연구와 기본

적인 협력의 구조에서 차이가 있는 공동연구는 일반연구의 연구윤리는 물론 추가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안들이 있다. 

(1) 공동연구의 환경

공동연구는 주로 대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연구책임자들이 동등한 파트너로서 협력하며 

세부 연구과제를 진행하는 것으로, 서로가 하나의 공동 프로젝트 목표에 조화되어야 한

다는 전제에서 출발한다. 그러나 다수의 연구책임자들로 인해 전체로서의 동일연구에 대

한 서로의 역할과 투여자원, 협력형태가 복잡해지고 이에 대한 전체 조정 역시 연구계획

에서 완벽하게 설계되기 힘든 환경이다. 또한 공동연구가 국제적인 연구협력의 형태로 

이뤄질 경우 이질적인 연구환경에 놓인 연구자들의 공동협력과 연구관리, 성과분배 등이 

일반연구에 비해 복잡하다는 난제들을 안고 있다. 

(2) 공동연구의 위험성

서로 다른 분야에서 정보의 보유가 다르고, 참여자의 이질적인 문화 속에서 이뤄지는 공동연구

는 많은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공동연구는 파트너 간의 정보의 비대칭성과 이질성으로 인해 

연구개발의 실패가능성이 상존하며, 연구개발 자체가 갖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연구

참여자들 간의 무임승차의 문제가 성공의 제약요건이 된다.87) 

이러한 위험성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미리 설계에 반 할 것인가는 연구의 시작에서 수

행, 결과의 활용 및 소유권에 이르기까지 공동연구의 전반적이고 통합적인 시각에서 이

뤄져야 한다. 

(3) 구체적인 공동연구의 설계 및 운 상의 고려사항

가) 목표

공동연구는 목표와 결과예측에 있어서 서로 간 분명한 합의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

요하다. 시간과 공간적으로 다른 연구자들 간의 연구로 인해, 목표가 불분명하거나 너무 

넓을 경우에는 공동연구를 통한 성과물의 일관성과 유기적 결합성이 약해지기 때문이다. 

이는 공동연구에 있어서 가장 주의해서 설계되어야 할 부분이다. 지속되는 연구목표와 

현재 연구방향과의 검토를 통해 파트너인 연구책임자들 간의 유기적인 연구와 결과예측

이 가능해진다.

87) 조윤애, 오준병, ‘공동연구개발의 성공요인 분석’, 월간 KIET 산업경제 2005년 03월 p.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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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례보기

다음은 제 4세대 원자로 개발에 대한 GEN IV 공동연구의 목표에 대한 예이다.88)

“The programs funded by the Office of Nuclear Energy have the following two 

Program Goals: 

Develop new nuclear generation technologies - that foster the diversity of the 

domestic energy supply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that are aimed in the 

near-term (2015) at the deployment of advanced, proliferation-resistant

light water reactor and fuel cycle technologies and in the longer-term (2025) at the 

development and deployment of next-generation advanced reactors and fuel 

cycles.

Maintain, enhance, and safeguard the Nation’s nuclear infrastructure capability - 

to meet the Nation’s energy, environmental, medical research, space exploration, 

and national security needs.”

이 공동연구 프로젝트는 미국을 중심으로 여러 국가들이 참여하고 있다. 두 가지 목표에 대한 명확

한 기간과 연구 방향 및 분야가 정해져 있다. 연구목표는 기간과 방향, 협력분야에 대해 자세할수록 

연구수행 동안의 혼란을 줄이게 된다. 

   

나) 공동연구 협력의 형태

공동연구 협력의 형태는 일괄적으로 정의하기 힘들 정도로 다양하다. 가장 많이 인식하

고 있는 공동의 연구와 기술개발 외에도 특정한 연구활동의 방법, 결과에 대한 기술정보

와 자료의 교환 ․ 기술실증을 위한 상호 간의 지원연구, 시험 및 실험만 공동으로 수행하

는 형태,  연구에 대한 인적교류 및 참여 형태, 실험 및 시험의 자원 교환 및 대여,  각

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세미나, 기술회의의 조직적 운용 형태, 필요한 실험시설의 금전적

인 공동참여, 과학자 및 기술전문가들의 숙련만을 위한 공동훈련 등 다양한 공동연구 협

력의 형태가 연구자들의 필요에 따라 이루어진다. 

그중 가장 기본이 되는 공동연구와 기술개발을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다) 이행

공동연구의 이행 상의 고려사항은 각 공동연구자의 연구수행을 위한 이행기관의 확정과 

이에 대한 상호 고지를 통해 공식적인 접촉채널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동연구 프

로젝트 특성 상 여러 연구팀들 내에서는 서로 수평적인 관계에서 다양한 의사소통이 이

뤄질 것이다. 공식적인 이행채널을 정해서 연구협력 및 의사소통을 한다면 단위별 연구

책임자에 의한 연구이행의 책임성이 향상된다. 아울러 이행기관 외의 연구자들이 통일되

지 않은 연구협력으로 인해 상존하는 낭비적 요소들이 공동연구 수행 시 발생하지 않도

88) http://nuclear.energy.gov/neMission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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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관리해야 한다. 따라서 공동연구에 있어서 공식적인 접촉채널(Contact Point)를 특정

하여 이행하는 것은 전체적인 연구의 책임성을 위해 요구되는 사항이다. 

라) 시스템/프로젝트 약정

통상의 경우에는 단일한 공동연구 협정으로 연구가 수행되겠지만, 공동연구의 범위와 스

케일에 따라서 기본협정과는 별도로 시스템 약정과 그 하부의 프로젝트 약정을 할 수가 

있다. 시스템 약정은  둘 또는 그 이상의 이행기관이 대과제의 공동연구 목표를 위해 중

간단계의 목표를 정하고, 그 중간목표의 달성을 위해 공동연구 협력계약을 좀 더 구체적

으로 체결하는 것이다. 프로젝트 약정은 각 시스템 약정의 과제를 실현가능성과 성능 등

의 입증에 기여하도록, 하나 또는 둘 이상의 연구과제를 프로젝트의 형태로 이행 약정하

는 것을 말한다. 

- 기본협정

공동연구의 목표와 참여기관, 연구의 방향과 취지, 자원배분 및 소유관계를 명백히 하는 

협정. 연구의 범위와 단계에 따라 하부 약정으로서 시스템약정과 프로젝트 약정을 둘 수

도 있다.

- 시스템약정

시스템약정은 기본협정의 목표달성을 위한 중간단계 목표의 달성을 위한 것으로서 기본

협정과 불일치할 시에는 기본협정이 우선한다. 기본협정에서 구체화되지 못한 협력활동 

수행, 재정 협력, 독점적 배경정보의 보호 및 사용, 기본협정의 협력활동 수행 중에 얻은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배분에 관한 사항들이 포함된다. 별도로 시스템약정 운 위원회를 

두고 프로젝트 약정과 수행을 관리하기도 한다.

- 프로젝트약정

구체적인 연구 및 작업의 범위, 추정비용, 일정계획, 프로젝트 관리책임, 지적재산권, 보

고 요건과 탈퇴에 관한 사항들이 주로 다루어진다. 이 약정은 시스템약정과 기본협정에 

부합되어야 하며, 불일치 시에는 상위 약정이 우선된다.

마) 인력, 장비, 재료의 이동 및 데이터의 사용

연구에 있어서 인력, 장비, 재료, 데이터 사용의 상호교류에 대한 기준을 정해야 한다. 

이는 공동연구의 목적이기도 한, 상호 기술적 다양성의 보완을 위해서 기본적으로 마련

되어야 한다. 연구개발의 결과로 생산된 데이터와 결과의 교환과 사용이 용이하면서도, 

권리관계는 분명하게 약정되어야 한다. 또한 이러한 교류가 국내법과 국제법상의 ‘전략

물자 및 기술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규정법률 속에서 합법성을 유지하는 것 역시 매우 

중요하다.  

■ 사례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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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국립보건원에서 규정하는 ‘자료 양도 서한을 위한 권고사항’을  보면89) 제공된 정보의 목적

을 비 리 목적으로 한정하고, 제공자의 승인없이 제 3자에게 제공될 수 없으며, 제공정보의 위험

성을 미리 공지해야 하며, 사용에 있어서 합법적 이용을 요구하고 있다.

바) 적용법규 / 분쟁해결

다국적 연구참여자로 인해 공동연구 계약 또는 협정상의 준거법규를 정해둘 필요가 있

다. 이러한 법규는 서로 간에 연구 참여의 권리의무에 대한 불이행이나, 지적재산권의 

분쟁 등의 해결 과정에서 신속한 상호이해와 결정을 할 수 있으며, 공동연구 협력에 있

어서도 각 공동연구 참여자의 국가 또는 지역별 준거 법률 상의 합법성을 유지하기 위해 

필요하다. 

분쟁이 발생 시에는 관련 참여자들이 약정한 바에 따라 협의를 통해 해결하고, 해결의 

방법으로는 중재의 방법이 많이 이용된다.

■ 사례보기

다음은 실제 국내 모 연구기관이 러시아의 연구기관과 맺은 공동연구 계약의 분쟁해결 규정이다.

Article 9. Arbitration

9.1. In case of any disputes and/or differences between the Korea Institute and 

Russia Institute resulting from this Contract or related to its fulfillment, the 

Parties will take all possible measures to settle them by negotiations.

9.2. If the Parties fail to settle disputes in accordance with Article 9.1 by means 

of negotiations, such disputes will be finally settled under the Rules of 

Conciliation and Arbitration of the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by an 

arbitration panel consisting of three arbitrators, one of which shall be 

appointed by the Korea Institute, second of which should be appointed by 

Russia Institute, and the third elected by the two appointed arbitrators.

9.3. The arbitration shall take place in Stockholm. the Parties shall use English 

as the language for the arbitration proceedings. the decision fo arbitration 

shall be final and binding for the both Parties.

이 규정에 따르면, 한국과 러시아의 연구기관 간의 분쟁의 공평성을 위해 중재위원의 선정과 결정 

법률에 있어서 제 3국을 택함으로써 분쟁소지가 있을 시 신속한 절차에 따라 해결에 나설 수 있으

며, 분쟁해결에 있어 상호합의의 가능성을 크게 열어놓고 있다. 

사) 정보의 공개

공동연구 협력의 결과로 생산된 과학기술 정보는 아주 제한적인 이유(국가안보, 상업적 

89) http://www.ott.nih.gov/forms_model_agreements/forms_model_agreements.html#MTAC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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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산업적 business 비 로 인한 제약)를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절차에 따라 연구파트

너들 사이에 널리 활용되도록 하는 것이 공동연구 정보공개의 취지이다.

아) 독점적 정보의 사용

공동연구 간에 제공된 정보는 기본적으로 기 로 취급되어야 하고, 일반적으로 이미 공

개된 것이나 제공 측에서 기 유지 요청없이 타인에게 제공되었거나 수령 측이 이미 보

유하고 있는 것이 아니었다면 서로의 독점적 정보는 반드시 공개 ․ 공유되어야 하고, 제 

3자에 대해서는 기 이 유지되어야 한다. 

■ 사례보기

모 국제공동연구 협약에서 규정한 독점적 교류 정보를 보자면 

 ➀ 설계의 절차, 방법론, 생산공식, 재료의 구성, 제조방법 및 과정, 컴퓨터 프로그램, 데이터 편집, 업

무상의 비법의 정보

 ➁ 전략, 마케팅 계획, 재정정보 및 신용정보, 가격리스트의 업정보

 ➂ 고객 명단, 고객계약사본, 고객조사자료 등에 있어서는 독점적 정보로서 공동연구 계약자 이외

의 제 3자에게는 엄격한 비공개원칙과 이에 대한 손해배상원칙이 적용되어 있다. 

자) 기탁

금액이 크고 여러 국가가 참여한 국제 공동연구의 경우에는 따로 공동연구 협약 또는 계

약의 원본을 중립적 국제기관에 기탁하고, 기탁받은 국제기관은 국제연합 헌장 제 102

조에 따른 등록과 공표를 위해 유엔 사무총장에게 이 협정의 인증사본을 송부하는 절차

를 거치게 된다.90) 이 과정을 통해 국제 공동연구 협약으로서의 강제성을 인증받게 된

다.

차) 발효, 개정, 연장 및 종료, 탈퇴

공동연구계약의 유효기간과 추가적인 연구기관의 가입절차, 개정에 대한 사안, 연구계약

의 종료 및 탈퇴에 대한 고려 역시 포함되어야 한다. 탈퇴 시에도 기존의 정보관리에 대

한 의무사항은 지속되어야 한다.

카) 지적재산권

지적재산권의 권리와 이익의 배분을 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공동연구에 있어서의 지적

90) UN Article 102

1. Every treaty and every international agreement entered into by any Member of the United 

Nations after the present Charter comes into force shall as soon as possible be registered with 

the Secretariat and published by it. 

2. No party to any such treaty or international agreement which has not been registered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paragraph 1 of this Article may invoke that treaty or 

agreement before any organ of the United 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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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권의 소유 및 배분 방식은 기여도에 따라 지분을 배분하는 방식, 개발자의 소유로 하고 

타 공동연구자에게는 전용실시권이나 사용권을 주는 방식, 각자 소유의 방식 등이 있으므로 이를 

명확히 해야 하고, 분쟁 시 해결방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되어야 한다. 

타) 책임

공동연구로 인해 발생할 재산의 멸실이나 손상, 사람의 사상에 대한 배상청구에 대한 사항과 공

동연구를 위한 정보, 장비, 자재에 대한 책임 및 소유 권리문제도 공동연구의 설계 시에 충분히 

고려되어야 한다. 

■ 사례보기

- 한국과 미국의 모 공동연구계약의 경우 시설교류를 하면서 $25,000 이하의 시설은 자금의 출처

와 상관없이 구매한 측에서 보존 관리하고, 그 이상의 것은 연구 완류 후 자금 제공 측에 반환된

다고 규정한 공동연구계약이 있음.

- 공동연구의 모험적인 특성 상 정보의 제공자가 제공된 정보의 정확성, 안전성에 대해 책임을 지

지 않고, 단지 그 정보의 타당성과 수령측이 요구하는 근거들만 완전하게 공개함으로써 제공하는 

정보의 책임성을 낮추어 정보교류를 활발하게 정책적 연구도 있음.

파) 공동저자와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

공동연구의 성과를 배분하는데 있어서 공동저자와 그 순위를 정하는 기준과 연구의 결과

를 대변할 책임자를 선정하는 것은 실제적이면서도 상징적으로 중요한 문제이다. 공동연

구의 설계에 있어서 반드시 고려되어야 할 부분이다.

■ 사례보기

미국의 모 연구기관의 경우, 공동연구의 성과 공개를 자신들의 배타적이고 독점적인 권리로서 공동 

연구계약 시에 철저하게 제시하기도 한다.

ex) 9.5. Publicity - in addition to the other confidentiality obligations under this 

agreement, Korea Institute shall not make any announcement, take or release any 

photographs or release any information concerning this Agreement or any part 

thereof or with respect to its business relationship with our institution to any 

member of the public or press...........

(하) 이익충돌

공동연구에 있어서 연구 참여자들은 단일 연구에 비해 규모와 연구 금액 면에서 훨씬  

큰 프로젝트에 참여하므로 이익충돌의 유혹도 더욱 달콤할 수 있다. 공동연구 참여기관

의 연구윤리 규정이 각기 다르므로, 어디에 기준을 두느냐에 따라서 연구자는 본인들이 유리

한 방향으로 연구윤리 및 이익충돌 규정을 적용할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공동연구에 있어서

는 참여기관들의 윤리 중에서 가장 엄격한 기준을 모델규정으로 삼아 적용시키는 것이 문제의 

소지를 불식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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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위탁과제

위탁연구는 연구자금을 조성한 주체에서 과학기술의 특정분야 또는 과제를 달성하기 위

해 공모의 형식으로 과제의 희망연구자를 모집하고, 그 지원자의 연구계획서 등의 심사 

및 선정을 통해 선정된 연구자에게 자금을 지원하고, 그에 해당하는 연구과제 일체를 맡

기고, 결과를 달성하게 지원하고 평가하는 연구 방식이다. 따라서 자금을 지원하는 위탁

자와 수여받아 연구를 수행하는 수탁연구자의 관계가 형성되므로 이 두 이해관계자의 연

구수행 간의 역할과 연구윤리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 

(1) 위탁연구의 환경 

위탁연구의 특성 상 재원을 제공하는 위탁자와 연구를 계획, 수행하는 수탁연구자는 목

적하는 연구성과를 달성하기 위해서 많은 협력과 조화가 필요하다. 그러나 연구를 가능

하게 하는 위탁자의 입장에서는 연구의 시작에서부터 결과물의 소유에 이르기까지 위탁

자로서의 권리를 보호받고 싶어하고, 연구라는 것이 일반적인 물품의 교환 거래가 아닌 

숭고한 정신적 창조의 과정이자 결과라는 측면에서 수탁연구자는 연구수행과 성과의 독

자성을 인정받고 싶어하므로 이로 인한 잠재된 긴장관계가 잔존해 있다. 

(2) 위탁연구의 위험성

위탁(委託)은 행위를 다른 사람에게 의뢰하는 일을 의미한다. 위탁을 받은 사람은 위탁

의 취지에 따라 자기 재량으로 사무를 처리할 수 있으며, 위탁을 한 사람과의 사이에 신

임관계(trust)가 생기는데, 이 신임관계라는 것은 당사자들의 계약에 의해 특정된다. 그

러나 대개 재원을 지원받는 수탁자의 입장이 위탁자보다 계약상의 지위가 약하므로 위탁

자가 제시한 계약서를 승낙하는 형식으로 수탁행위가 발생하게 된다. 위탁연구의 위탁자

와 수탁자 사이의 위탁연구계약에 대한 구체적인 사안은 과제계획서 또는 사업협약서의 

형식으로 양 당사자가 맺게 된다. 그러나 이 협약이 하나의 계약 형식으로 이루어지므로 

계약상의 일반 위험과 함께 지적재산권의 소유, 정보의 활용, 위탁자의 자금지원의 방식

과 결과평가에 있어서 여러 위험이 내포되어 있다. 또한 연구기관의 소속 연구원으로서

의 고유 연구업무와 위탁연구의 수탁연구자로서의 수탁연구업무, 즉 이중 연구업무자로

서의 연구윤리적 측면의 이익충돌과 위험사항들이 상존할 수 있다.

■ 사례보기

<사례 1> 직무발명과 위탁연구발명의 충돌

인간 노화를 억제하는 신약후보 물질을 개발해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던 과학자가 특허권을 놓고 소

속 대학에서 피소돼 직무발명의 소유권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카이스트(한국과학기술원)는 12일 

K교수(43)가 직무발명 규정을 위반해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앞서 카이스트는 2006년 말 그가 교수로 재직하면서 수행한 연구결과를 C사를 권리자로 특허 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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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한 사실을 알고 반환을 요청했으나 C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자 올 3월 특허권 반환을 요구하는 

민사소송을 냈다. C사는 K교수가 2004년 7월 초 설립한 회사로, 그는 이 회사 이사를 맡고 있다. 

분쟁에 휘말린 연구는 ‘루틴의 상호작용 탐색시스템’. 이는 살아있는 세포에서 다양한 분자 간의 상

호작용을 실시간으로 측정하는 기술로, 2004년 공개 당시 세포 노화과정을 억제하거나 되돌릴 수 

있는 신약 후보 물질로 상당한 주목을 받았다. 

◇ ‘발명 신고 안해’ vs ‘위탁연구 개발’

   카이스트는 교수 채용 시 ‘모든 발명을 학교에 신고한다’는 내용의 서약을 받는다. 학교 측은 K

교수가 개인 명의 회사로 특허 출원한 것은 사전에 ‘발명신고’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라는 입

장이다. 

K 교수는 "C사에서 위탁한 과제를 연구했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머니투데이는 이를 확

인하기 위해 K교수와 수차례 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카이스트 측은 최초 출원일은 2004년 7월 21일로, 대학 측이 C사와 연구계약을 맺

은 것은 같은 해 8월 15일이었다고 설명했다. K교수가 C사 연구과제를 수행했다고 보기 어렵

다는 주장이다. 

카이스트 관계자는 “K교수가 본인 회사 명의로 특허를 출원하기 전에 학교 측에 발명신고를 하

지 않은 것은 명백한 배임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K교수는 분쟁에 휘말린 발명을 토대로 

미국계 회사와 신약개발을 추진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저작권자 © ‘돈이 보이는 리얼타임 뉴

스’ 머니투데이> 

(3) 정부의 위탁연구와 일반 위탁연구

가) 정부와의 위탁연구

정부는 과학기술의 발전을 위한 막대한 R&D 재원을 위탁연구의 형식으로 정부 출연연

구기관, 대학, 기업 부설 연구원들을 지원하고 있다. 이에 대한 관리를 위해 ‘국가연구개

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다. 이 규정에서는 ‘국가연구개발사업’을 중앙

행정기관이 법령에 근거하여 연구개발 과제를 정하고, 그 연구개발비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출연하거나 공공기금 등으로 지원하는 과학기술 분야의 연구개발 사업으로서 정부출

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해 ‘정부출연

연구기관의 기본사업을 제외한 사업’으로 정의하고 있다. 실제 정부의 연구위탁은 전문

기관의 대행, 대리의 행위로서 이루어지고 있다.

1) 국가 연구개발 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위에서 언급했듯이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기본 사업을 제외한 위탁연구 사업을 관리하기 

위해 정부가 만든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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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의 역할 

정부는 위탁연구에 있어서 연구의 기획, 공고, 선정, 연구개발비 지급, 연구 및 결과 평

가, 연구의 보안 및 정보관리, 연구윤리 기준 마련 및 제공의 역할을 수행하고, 이에 대

해 수탁연구기관 및 연구자는 협조할 의무가 있다. 

특히 연구윤리 기준의 마련 및 공시의무는 위탁기관으로서 매우 중요하다. 

정부의 의무로는 연구윤리 기준의 세부사항으로

 -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

 - 전문기관 및 연구기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역할과 책임

 - 연구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 절차 및 방법

 - 연구부정행위의 제보자 등에 대한 보호

 -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결과에 따른 조치

의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수탁연구자 또는 기관의 역할

수탁연구자는 실질적인 연구수행자로서 연구개발계획서의 제출, 연구개발 재원의 사용 

및 연구결과에 대한 보고 및 공개 의무, 연구성과의 활용촉진 의무, 기술료 징수 의무, 

연구윤리 준수의 의무가 있다. 규정에 따른 위탁연구개발 협약 상의 고려사항을 보자면

① 연구개발계획서

연구개발계획서 작성 시 수탁연구자는 위탁자의 과제목표 달성을 위해 자신의 창작된 아

이디어를 반 해야 한다. 실제에 있어서는 과제의 수탁 과정에서 다른 연구자의 연구계

획서나 연구방법을 모방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저작권 등의 지적재산권 상의 침해로써, 

추후 수탁연구의 결과 발표에까지 향을 미치는 중요한 문제로 주변에서 간혹 발생한

다. 

■ 사례보기

모 연구원은 과제를 수탁하는 과정에서 다른 기관 연구원의 과제계획서의 중요한 부분을 표절하여 

제출하여 과제를 수탁함. 이는 피해 연구원 또는 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을 침해한 것으로, 정식 문

제제기 시에는 수탁연구기관과 연구원은 지적재산권법 상의 손해배상과 형사상의 책임을 지게 되

며, 위탁기관인 해당 정부 부처의 실무자가 이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로 선정한 시

에는 공무원의 직무 상 또한 지적재산권법 상의 책임의 가능성이 발생함. 

모 연구원은 수탁과제 보고서의 상당 부분을 다른 기관의 연구원 자료를 무단으로 인용하여 발표할 

경우 연구원 자신과 연구기관의 지적재산권법에 따른 책임소지를 갖게 됨.

② 참여기업에 관한 사항 

위탁연구에 있어서 필요 시 참여기업을 선정하게 된다. 이 경우 참여기업을 선정할 때는 

객관적인 기술과 연구성과 및 원활한 연구협조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때로는 친분이

나 개인적인 연구비, 연구결과의 유용을 위해 참여기업이 선정될 수도 있다. 이런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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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위탁연구자의 형법 상 책임(횡령, 배임)이 제기될 수 있다.

■ 사례보기

* 모 연구원은 참여기업의 선정하는데 본인이 겸직임원으로 있는 기업을 참여시키고, 연구개발비의 

개인 유용을 위한 세탁기관으로 활용함.

* 모 연구원은 참여기업 또는 하부 연구기관을 선정하는데 연구용역비의 상당 부분을 개인적으로 

돌려받음.

③ 연구개발비의 지급방법 및 사용 ․ 관리에 관한 사항

수탁연구원은 연구비를 집행할 때 소속 연구기관의 사용규정을 준수하고, 비용 청구항목

과 실제 지출이 일치되도록 해야 한다. 또한 수증과 사용근거를 항상 보존하여 전문기

관과 위탁자가 요청할 시 열람할 수 있도록 정리되어 있어야 한다.

④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관한 사항

국가 연구개발사업의 수행 결과로 얻어지는 연구 기자재, 시설 및 시작품 등의 유형적 

결과물은 협약이 정하는 규정에 따라 수탁연구기관의 소유로 하며, 참여기업의 경우에는 

과제참여 조건으로 소유의 권한이 있는 경우에만 소유할 수 있다. 산업재산권 및 저작권

은 정부 출연금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협약이 정한 기준에 따라 수탁연구기관의 소유

로 하고, 기업의 경우에는 정부출연금의 지분에 상당하는 부분을 전문기관의 소유로 할 

수 있다. 단 국가안보 및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정부 소유로 할 수 있다. 

■ 사례보기

* 정부출연연구기관과 기업이 참여한 정부위탁연구에 있어 기업은 대과제 책임자로 선정되어 공동

연구하면서, 하부과제 책임자인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를 기업의 지적재산권으로 주장함. 

이는 기업이 투자한 재원의 지분만큼만 해당 기업의 수탁과제에서 지적재산을 보호받을 수 있고, 

하부과제로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연구성과는 정부출연지분으로서 해당 수탁연구자, 연구기관의 

소유이다. 이를 참여기업이 활용하고자 할 경우, 협약에서 별도로 정하지 않으면 기술료를 납부하

여야 함.

* 연구개발 기금을 납부하는 독점사업을 인정받은 사업자가 사업원가에 그 연구개발 기금의 부담분

을 반 하여 소비자에게 판매할 경우, 정부가 기금을 출연해 개발한 기술의 지적재산권, 기금 납

부기관과의 공동소유, 기술료 면제 등과 같은 연구개발 결과의 귀속 및 활용에 대해 기금납부 사

업자가 특혜 조치를 받는다면, 납세자인 국민에게 이중부담의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음.

* 수탁연구자의 연구로 개발된 기술은 해당 연구기관 또는 국가 및 전문기관의 소유이므로, 수탁연

구자가 임의로 외부에 그 기술을 유출한 경우 산업스파이로 간주하여 ‘산업기술 보안 기술유출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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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법’의 적용을 받음.

⑤ 기술료의 징수 ․ 사용에 관한 사항

위탁연구를 통해 개발된 기술의 실시는 반드시 기술료를 징수해야 하며, 특별히 정부의 

산업진흥의 정책적 목적이 있을 시에는 그 징수를 면제할 수 있다. 

⑥ 연구부정행위의 방지에 관한 사항

규정에서는 연구부정행위를 아래와 같이 설명하고 있다.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를 위조 또는 변조하거나 그 연구개

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에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를 하는 행위

- 연구자 자신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에 사용하기 위하여 다른 사람의 

연구개발 자료 또는 연구개발 결과 등을 표절하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연구개발을 하는 행위 

- 수탁연구자가 이러한 연구부정행위를 할 시에는 연구협약의 해약,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참여 제한,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징계 요구 등의 조치를 규정에 따라 할 수 있다.

⑦ 협약의 위반에 관한 조치

수탁연구자나 기관의 협약 위반에 대해 아래와 같이 연구개발 사업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 연구개발의 결과가 극히 불량한 경우 : 3년

- 정당한 절차 없이 연구내용을 누설하거나 유출한 경우 : 2년

- 정당한 사유 없이 연구개발 과제의 수행을 포기한 경우 : 3년

- 참여기업 또는 실시기업이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료를 납부하지 않거나 납부를 게을

리 한 경우 : 2년

- 출연금을 연구개발비의 사용 용도 외에 사용한 경우 : 3년 이내

- 제19조의 3조 3항에 따라 연구부정행위로 판단되는 행위를 한 경우 : 3년 이내

- 그 밖에 이 법령 또는 협약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1년

⑧ 그 밖에 연구개발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수탁연구자, 전문기관의 장 및 연구기관의 장은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연구윤리 지침의 

취지 및 내용을 따르도록 하는 협약을 체결할 경우, 협약에 따라 연구윤리 지침을 반

한 ‘연구윤리에 관한 자체 규정’을 마련ㆍ운 해야 한다. 정부는 연구윤리의 문제가 있음

을 통보받으면 연구기관에게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나) 일반 위탁연구의 고려사항

위에서 언급한 정부와의 위탁연구에 관한 규정상의 연구윤리와 더불어 일반적인 위탁연

구, 다시 말해 정부 이외의 연구기관, 기업, 학교 사이의 위탁연구에 대해서도 연구윤리

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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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위탁용역

위탁연구는 ‘위탁’의 사전적 특성에서 알 수 있듯, 위탁 용역 연구의 성격이 강하다. 연

구Service 적인 의미에서 위탁연구는 위탁기간이 분명한 용역 목표와 지침을 제시하고, 

수탁기관은 그 목표와 지침을 수행하는데 있어 자율권과 책임감을 갖고, 정해진 기일에 

연구용역 결과를 제공하는 것이다. 위탁연구는 계약의 형태로 이루어지므로, 무엇보다도 

위탁자와 수탁연구자 당사자들 간의 계약에 따라 많은 연구윤리적 의무가 특정된다. 통

상적인 기준들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연구용역의 연구윤리적인 고려 항목

① 용역 목표 및 지침

위탁연구의 위탁기관은 수탁연구자에게 목표와 지침, 용역설계서 및 용역비의 범위를 분

명히 제시하고, 수탁연구자는 그 기준에 따라서 자료 및 연구의 현실적 정확성, 출처와 

근거의 확인가능성을 보장해야 한다. 

➁ 자료 조사 및 제공의 객관성, 공개성

위탁자가 수탁연구자의 자율성을 최대한 보장한 연구형태임을 고려할 때, 수탁연구자는 

위탁자에게 가능한 범위 내에서 필요한 자료를 공개해야 한다. 또한 위탁자는 수탁연구

자의 연구수행에 대해 중간점검을 할 수 있다. 

➂ 비 유지

수탁연구자는 위탁연구 용역의 수행과정을 통해 취득한 ‘비 을 요하는 모든 사항’은 위

탁자의 사전 동의 없이 외부에 공표 또는 제공하거나 개인적인 이익을 위해 활용할 수 

없다.

■ 사례보기

모 수탁연구기관이 위탁연구의 결과를 위탁자의 허락없이 공개하여 위탁자의 연구 효과를 반감시

킴.  

➃ 전문 인력의 투입

수탁연구자는 용역수행을 위하여 위탁자가 요구하는 충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인력을 확보한 상태에서 용역을 내실있게 수행해야 한다.

■ 사례보기

모 연구소는 과제의 수탁 실적을 위하여 이미 수탁된 과제에 위탁자가 기대한 전문인력을 배치하지 

않음은 물론 신규과제 수탁을 위해서 기존 위탁과제의 연구에 미진함.

➄ 이익충돌 금지

수탁연구자는 위탁연구를 수행하면서 위탁자의 연구 상의 이익에 상반되는 연구를 동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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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위탁 수행하게 될 경우 반드시 위탁자에게 그 상반가능성을 공지하고, 충분한 공개의 

원칙 하에서 수탁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 사례보기

모 화학연구소는 신약의 부작용에 대한 연구용역을 시민단체로부터 수탁받아 연구를 수행하면서 훨

씬 큰 금액의 연구용역 계약을 해당 제약회사와 맺어 중립성을 훼손함.

➅ 지적재산권의 소유

- 수탁연구자의 소유, 위탁자의 실시권

위탁연구에 있어서 수탁연구자가 연구결과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위탁자는 그 기

술의 전용실시권 또는 실시권을 소

유하는 위탁연구계약.

- 위탁자의 소유 및 수탁연구자의 실시권

위탁자가 수탁연구자의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수탁연구자는 그에 대한 실시권을 부

여받는 계약.

- 공동소유

양 당사자가 지적재산권을 공동소유 하는 계약.

- 수탁연구자의 소유, 위탁자의 기술료

수탁연구자가 개발자로서 지적재산권을 소유하고, 위탁자는 통상의 기술료를 납부하

는 형태로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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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윤리ᆞ진실성 검증제도

1. 도입 배경

1)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태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제정

IMF 이후 정부와 기업은 기존의 노동 ․ 자본 투입 위주의 양적 성장에서 탈피하여 기술

혁신을 통한 질적 발전을 도모하고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기 위하여 연구개발 투자 

확대 및 과학기술의 혁신기반을 구축하는데 주력해왔다. 그 결과 우리나라 R&D는 총 

투자규모에서 세계 7위, 연구인력 규모는 세계 6위, 해외특허 취득건수는 세계 3위(이상 

IMD 2006년도 평가 결과)에 이르는 등 양적으로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었다. 그리하여 

황우석 사태 이전에는 이러한 노력과 성과들이 뒷받침되었기에 줄기세포 연구와 같은 훌

륭한 결실을 맺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러나 황우석 사건 이후, 연구윤리 등 과학기술의 본질에 대한 내면적 성찰 없이 외형

적 성장에만 집중하는 것은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태와 같은 심각한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금까지 힘들여 쌓아왔던 성과들까지 물거품이 될 수 있다는 소

중한 교훈을 얻게 되었다. 과학기술 성과도 중요하지만 그 성과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

기 위해서는 과학의 본질인 정확성과 객관성이 확보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그동안 과학기

술계, 사회, 언론, 정부가 간과했던 것이다. 

물론 1990년대 말부터 국내 연구자들의 해외 학술지 투고 등의 연구활동이 활발해지면

서 황우석 사건 이전에도 표절 등 국제적으로 문제가 된 연구부정행위 사건91)들이 일부 

발생한 바 있었다. 그러나 연구윤리는 전적으로 과학기술계의 역이라는 인식으로 인해 

지금처럼 사회와 언론의 관심을 끌지 못했으며92), 정부 차원의 제도적 움직임도 미미하

다.

결국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움직임은 서울대 조사위원회가 줄기세포연구 논문조

작사건에 대한 자체조사 결과를 발표한 다음 날인 2006년 1월 11일 본격화되었다. 정부

는 국정현안조정회의를 열어 범부처 차원에서 연구윤리 확립 및 진실성 검증을 위한 제

도적 기반을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에 따라 과학기술부 주관으로 토론회, 공청회, 간담회, 인터넷 토론방 등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연구윤리 ․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었으며, 6.22일 

제 16회 과학기술관계 장관회의에서 통과되었다. 그러나 가이드라인이 실효성을 확보하

91) 2001년 동서대 B교수 논문표절 사건, 2002년 금오공대 P교수 논문표절 사건 등. 보다 자세한 내용은 부록

을 참고

92) 연구윤리 주제는 정작 과학기술계 내부에서도 일부 연구자들을 제외하고는 커다란 관심을 끌지 못한다. 국내

에서 연구윤리 논의가 활발하지 않았던 배경은 동 책의 pp.11~12에 언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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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해서는 상위 법령에 법적 근거 및 주요 내용이 반 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

었 다 .  이 에  국 가 연 구 개 발 사 업  운 에  관 한  범 부 처  공 통  지 침 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대통령령)」개정이 착수되었으며, 2007년 2

월 8일, 규정이 개정됨과 동시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과학기술부 훈령 제236

호)」으로 명칭이 변경되어 공포․시행되었다. 동 지침에 따라 대학, 출연연구기관 등 국

내 주요 연구기관들이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성 ․ 운  중이며, 연구윤리 교육도 점차 활성

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 주도의 연구윤리 제도 신설에 대해서는 다양한 반응이 교차한다. 정부의 개

입이 연구윤리 확립을 촉진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와 한편으론 과학기술계의 자율성을 저

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그것이다. 그러나 세계 각국의 동향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연구

윤리를 과학기술계가 전담해야할 역으로 인식하다가 대형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하

자 이를 계기로 과학기술계 내부의 자체검증 역량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드러나면

서 정부나 연구회 차원에서의 개입이 일정 부분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앞으로 활발히 논의되어져야 할 부분은 정부 등 외부의 개입 그 자체보다 과학기

술계와 정부 등 관련 주체들이 연구윤리 확립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상호 신뢰와 협력

체계를 합리적으로 구축해 나갈 것인가 하는 것이다.

2) 외국의 연구윤리 확립 동향

줄기세포연구 논문조작 사태 당시 많은 사람들은 ‘있을 수 없는 일’이 발생한 우리나라 

과학기술계에 대해 강한 불신감과 수치심을 드러냈다. 그러나 연구윤리 위반 행위는 오

히려 미국, 유럽 등 과학 선진국에서 많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윤리 위반행위

는 일반적으로 연구비 수주, 첨단 연구성과에 대한 선취권 경쟁에서 동료나 선후배들보

다 앞서 나가기, 연구기관 내에서의 성과주의 강조 등 외적 요인이 연구자 개인의 명예

욕이나 윤리규범에 대한 무지 또는 둔감함 등의 내적 요인과 결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이유에서 볼 때, 연구개발 투자가 미약한 후진국보다 오히려 선진국에서 각종 연구부정

행위가 발생할 개연성이 높다.

미국, 유럽 등 과학 선진국들은 이미 1980~90년대부터 연구부정행위의 심각성을 깨닫

고 이를 방지하기 위한 노력을 진행해왔으며, 우리는 최근 황우석 사건 등을 계기로 자

국의 연구윤리 문제를 되돌아보고 있다.

<미국>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윤리 확립을 위한 제도적 노력에 착수한 미국은, 1974년 ‘색칠한 쥐’ 

사건을 계기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확대되었으며, 1980년대부터 연구부정

행위 방지를 위한 논의에 본격 착수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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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색칠한 쥐 사건 (1974년) ≫

면역학자인 리엄 서머린(William Summerlin)이 흰 쥐의 피부 일부

를 검은 펜으로 칠하고선 마치 검은 쥐의 피부를 이식한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발표한 사건

미국에서  주목을 끌었던 최 의 데이터 조작 사례로 연구부정

행 에 한 사회  심이 확 되는 계기가 되는 사건이었으며, 이 사

건으로 서머린은 연구소에서 해고당함

보 건 복 지 성 ( D H H S ) 은  연 구 부 정 행 위  처 리 에  관 한  내 용 을  담 은 

｢보건연구확대법(Health Research Extension Act)｣을 1985년 제정하 으며, 1992년에는 생명

의료 및 행태과학 분야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 등을 검증하기 위해 국립보건원의 OSI(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와 보건차관보실의 OSIR(Office of Scientific Integrity Review)를 통합한 

연구윤리국(ORI : Office of Research Integrity)을 설치 ․ 운  중이다.

◈ 미 보건복지성(DHHS) 연구윤리국(ORI) 개요

  ∙보건복지성이 지원하는 생명의료  행태과학 분야 연구의 진실성 

검증

  ∙조사과와 교육과 등 2개과 총 29명으로 구성 

     - 조사과 : 연구부정행  제보 수  연구진실성 조사 담당

     - 교육과 : 연구윤리 교육  방 활동 담당

  ∙10년(1994~2003)간 총 1,777건의 제보를 수하 으며, 이  

133건의 연구부정행 를 발

그러나 연구개발 투자규모 및 관련 부처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고 공식적인 연구부정행위 

건수도 좀처럼 줄어들지 않자(보고되지 않은 비공식적인 사례는 휠씬 더 많을 것으로 추

정), 기존에 개별 부처 차원에서 이루어지던 연구윤리 업무가 보다 상위인 연방정부 차

원에서 다뤄질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었다. 이에 2000년 12월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

(OSTP)에서는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정책(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을 마련, 시행하 다.

동 정책은 연구의 계획․실행․해석 또는 결과 보고 등에서의 위조(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절(Plagiarism)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정부로부터 자금지원을 받

는 연구에만 적용된다. 현재 9개 정부기관93)에서 연방 가이드라인에 따라 자체적으로 

지침 또는 검증기구를 마련․운  중에 있다.

<독일>

미국처럼 연방정부 차원의 관련 조직은 없으나, 헤르만 · 브라흐 사건을 계기로 1997년 독

93) 보건복지성, 국방성, 노동성, 교통성, 보훈성, 환경보호청, 항공우주국(NASA), 과학재단, 스미소니언박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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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연구재단(DFG)이 중심이 되어 ｢훌륭한 학문연구를 위한 권고안｣을 마련, 대학과 연구기

관에 통보하 다.

동 권고안은 회원들의 충실한 연구를 위한 지원 및 관리의 차원에서 과학윤리 및 부정행위 

신고 방법에 관한 16개 항목을 제안하고 있으며, 각 대학과 연구기관은 이에 기초하여 자

체 실정에 맞는 연구부정행위 방지규정을 마련하여 운  중에 있다.

≪ 헤르만- 라흐 사건 (1997년) ≫

유 자 치료  암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내던 분자생물학자인 리드

헬름 헤르만(Friedhelm Herrmann)과 그의 제자이자 연인이기도 한 

마리온 라흐(Marion Brach)가  공 한 수십 편의 논문이 조작된 것

으로 밝 진, 2차  이후 유럽 과학계에서 일어난 최  규모의 연구

부정행  사건

97편의 논문이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자 헤르만과 라흐는 각각 교수

직에서 사퇴하거나 면 당함

< 국>

말콤피어스 사건을 계기로 1998.12월 과학기술청(OST)과 8개 연구회(Research Council)가 공동

으로 ｢바람직한 연구수행을 위한 보호조항(Safeguarding good scientific practice)｣을 발표하

다.

동 가이드라인에는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훌륭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기 위한 원칙이 담

겨 있다. 과학기술청과 8개 연구회로부터 연구지원금을 받고 있는 연구기관들은 이 원칙에 

따라 데이터관리, 윤리교육, 조사기구 설치 등에 관한 구체적인 지침을 제정할 것을 권고

하고 있다. 연구회는 각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원칙 준수 여부를 점검 ․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 말콤 피어스 사건 (1995년) ≫

산부인과 의사인 말콤 피어스(Malcolm Pearce)가 자궁외 임신 태아

의 자궁내 이식  다낭난소질환에 한 연구로 세계 으로 주목받으

며 발표한 논문 두 편이 조작된 것으로 밝 진 사건. 이 사건으로 피어

스는 세인트조지병원에서 해고되고 의사면허를 취소당함. 

피어스의 논문은 매우 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논문

의 명 자로 등재된 심사 원이 논문 고에 한 동료심사 등을 생

략한 것으로 밝 져 명 자 문제를 환기.

<일본>

동경대 등 학계에서 논문조작 사건이 잇따르자 산업기술총합연구소, 이화학연구소 등에서 

자체적으로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 으며, 일본학술회의는 2006년 4월 ｢과학자의 행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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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을 발표한 바 있다.

일본학술회의의 ｢과학자의 행동규범｣은 국내외 모든 분야의 과학자 커뮤니티에 일반적으로 

통용될 수 있는 바람직한 연구 자세에 관해 총 11개의 조항으로 다루고 있다. 각 연구기관

은 동 행동규범을 토대로 기관의 목적과 필요성에 따라 과학자가 성실하고 자율적인 연구

윤리를 촉진하도록 하기 위해, 구체적인 윤리프로그램을 자주적이면서 신속하게 실시할 것

을 권고하고 있다.

한편, 일본 정부 차원에서도 문부과학성이 연구부정 및 연구비 부정사용 등에 대한 방지 

대책 및 가이드라인을 2006. 8월 수립하 다.

≪ 다이라 가쓰나리 사건(2005) ≫

동경  다이라 가쓰나리 교수는 경제산업성 산하 산업기술총합연구

소 유 자기능연구센터장을 겸임하고 있는 RNA 연구의 권 자로서, 
1998년부터 2004년까지 ‘Nature’지에 12편의 논문을 발표하는 등 왕

성한 연구활동으로 2000년 타임지에서 ‘새로운 세기를 이끌어갈 500
 세계인’의 한 명으로 선정되기도 했던 인물.

그러나 다이라 교수의 네이쳐지 논문 4편에 해 실험결과를 재 할 

수 없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산업기술총합연구소  동경 의 자체조

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조작된 것으로 드러남. 

이에 동경 는 다이라 교수를 징계 원회에 회부하여 면하고, 실험

실 해체  학원생 지도자격 박탈을 결정

<중국>

중국은 한국의 황우석 사건, 일본의 다이라 사건을 접하면서 자국의 연구윤리 문제가 결코 

안심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님을 인식하던 중, 2006년에 발생한 천진 교수 사건을 계기로 ｢
국가과학기술프로그램 실시과정 중의 과학연구 부정행위 처리방법｣을 제정하여 2007년 1

월부터 시행 중이다.

≪ 천진 사건 (2006) ≫

상해의 신흥 명문인 자오퉁 학의 교수 던 천진은 국에서 최 로 

디지털 신호처리 칩을 개발한 공로를 인정받아 국 정부는 물론 국 

국민들의 열 을 한 몸에 받으며 신설 미 자 학 학장과 하이시스 기

술공사의 CEO로 임명되었다. 그러나 국 최 의 디지털 신호처리기 

칩인 ‘한신1호’는 사실 모토롤라의 칩을 모래로 문질러 로고를 지운 후 

회사 이름을 새로 새겨 넣은 것에 불과하다는 내부 고발이 제기되었다. 
이에 조사가 착수되었으며 의가 사실로 드러나, 천진은 학교와 회사

에서 모두 면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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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

OECD는 미국과 유럽에서 주로 발생하던 연구부정행위가 2천 년대 들어 한국, 일본, 중국 

등 동아시아의 과학신흥국으로 확대되는 것에 주목하고 2006년 2월부터 과학부정행위 방

지를 위한 논의에 착수하 다.

우선 OECD GSF(Global Science Forum)는 회원국들의 연구윤리 관련 제도 및 동향에 대

해 조사를 실시하 으며, 조사 결과를 토대로 2007년 2월에는 일본 동경에서 과학부정행

위 방지 워크샾을 개최하 다. 이 워크샾에는 OECD 회원국 20여개국이 참여하여 연구윤

리 증진 및 실효적인 연구부정행위 방지 대책에 대해 논의하 다. 여기에서 도출된 연구부

정행위 방지 방안은 다음과 같다.

- 연구윤리 문제에 관한 공개적이고 진솔한 토론 활성화

- 연구윤리 교육의 강화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연구책임자도 포함)

- 내부제보자의 철저한 보호

- 양적 평가에서 질적 평가로의 전환

- 검증시스템의 실효성 제고를 위한 지속적인 점검 ․ 보완

2. 연구부정행위 범위

   

1) 연구부정행위의 의의

연구활동은 동료 및 선후배 연구자, 연구 지원 및 관리 담당자 등 다양한 주체들과 관계

를 맺고 연구비, 각종 실험기기, 시약 및 재료, 컴퓨터 및 S/W 등 다양한 자원을 동원하

며 연구설계, 실험수행 및 검증, 논문발표 등 복잡한 프로세스를 거쳐 이루어진다. 이렇

듯 복잡한 과정을 거치는 동안 책임있는 연구활동에 위배되는 다양한 행위들이 나타날 

수 있다. 

OECD 과학부정행위 방지 워크샾(2007.2, 일본 동경)에서는 책임있는 연구활동에 위배

되는 각종 행위들을 [표 13]과 같이 크게 6가지로 나누어 제시하 다. 

그러나 상기 비윤리적인 연구행위들이 모두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로 간주되는 

것은 아니다. 일반적으로 대부분 국가와 연구기관들은 연구윤리 검증제도를 마련하면서 

검증대상이 되는 연구부정행위(Research Misconduct)와 그렇지 않은 비윤리적인 연구

행위(Research Misbehavior)를 구별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과학기술계 내의 자정기능 일

부가 제도권 내로 편입되면서 연구윤리 위반에 대한 검증절차가 준사법적 성격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며, 사법 절차에서 당사자들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규제시스템의 자기

제한 기능을 설정하기 위해서이다. 즉 검증대상 행위와 그렇지 않은 행위를 미리 구별하

여 규정하고 공개함으로써(처벌 대상 행위의 사전예측 가능성, 명확성) 자의적인 처벌의 

남용을 방지하고 당사자들에게 자유와 권리의 상실을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경고한

다.94)

94) 즉 범죄와 형벌을 미리 법률로써 규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법률에 근거가 없으면 범죄가 아니며,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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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연구활동에 위배되는 각종 행위들 

FFP
ㆍ 조, 변조, 표
ㆍ데이터의 선별  배제

ㆍ원하는 결과를 얻기 한 데이터

의 오용

ㆍ이미지의 조작

ㆍ스폰서의 압력으로 거짓 데이터나 

결과를 도출

그릇된 연구 행

ㆍ해롭거나 험한 연구 수행

ㆍ빈약한 연구 설계

ㆍ실험, 는 컴퓨터 사용 오류

ㆍ인간 상 윤리규범 반

ㆍ실험동물의 남용

그릇된 데이터 처리

ㆍ 기 데이터의 미보존

ㆍ그릇된 데이터 리, 보존

ㆍ데이터의 비공개

출  부정행

ㆍ자격 없음에도 자 등재 요구

ㆍ공헌자에게 자 부여 거

ㆍ인 으로 성과 부풀리기, 복출

개인 인 부정행

ㆍ부 한 처신이나 남을 괴롭히는 

행

ㆍ부 합한 학생 지도

ㆍ사회  습  기 에 한 무

심

연구 리  기타 부정행

ㆍ피어리뷰 지 의 남용

: 이해상충의 비공개, 경쟁자의 논문

을 정당한 이유없이 보류

ㆍ소개서나 출  실 을 부정확하게 제출

ㆍ연구비의 부 한 사용  착복

ㆍ부정확하거나 악의 인 연구부정행

 제보

그러나 연구부정행위와 위법행위는 규정 양태에 따라 커다란 차이를 보인다. 연구부정행

위는 제재 대상 행위의 최소한의 범위를 나타내는 반면, 위법행위는 죄형법정주의 원리

에 따라 관련 법률을 통해 제재 대상 행위의 최대한의 범위를 나타낸다. 따라서 각 연구

기관들은 지침 등에 규정된 연구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규제할 필요성이 있는 다른 

연구윤리 위반행위들을 내부 규정에 연구부정행위로 추가할 수 있다. 반면 위법행위의 

경우, 법인이나 단체들 스스로 법률의 테두리를 뛰어넘는 윤리적 행위들을 범죄행위로 

규정하여 처벌할 수 없다.

연구부정행위는 아직 세계 어느 나라도 범죄행위로 간주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일차적

으로 해당 법률 속에 연구부정행위가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지

만, 연구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봐야하는지에 대해서도 아직은 유보적인 입장이기 때문

이다.95)

할 수 없다) 원리를 구현한 것으로 볼 수 있다.

95) 검찰,「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수사결과(2006.5)」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에 대하여는 형법 상 업무방해죄의 성립 여부를 검토해 볼 수 있으나, 

지금까지 타인이 대작한 논문을 석사학위 논문으로 제출한 경우 이외에 조작된 논문을 학술지에 게재한 행

위를 업무방해죄로 처벌한 사례가 없음.

다만, 우리 형법과 대법원 판례는 업무방해죄의 범위를 비교적 넓게 인정하고 있으므로 본 논문조작행위도 

업무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해석할 수는 있음.

논문의 작성 ․ 제출은 학문의 자유의 본질적 내용 중 하나로서, 학술 논문의 진위 여부에 대한 논란은 다른 학

자들의 후속 연구를 통한 학계 내의 논쟁에 의해 검증․시정됨이 바람직할 뿐만 아니라, 본 건은 조작된 논문

임을 숨기고 지원금 편취에까지 나아간 사안이므로 논문 조작행위가 사기의 범행방법에 포함되어 법적 평가를 

함께 받게 된다는 점을 감안, 논문 조작 ․ 게재 행위를 별도 업무방해죄로 의율하여 기소하지는 아니하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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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선, 비윤리적 연구행위가 사회에 미치는 향력이 아직 구체적으로 파악되지 않았다는 

점 (최근에 들어서야 논의되기 시작했지만 발생 규모 및 그 피해 정도를 논하는 것은 매

우 어렵다), 고의성 여부를 입증하기 힘들다는 점 (연구활동은 고도의 전문성과 주의력

을 요구하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만큼 비의도적인 과실이나 오류도 발생할 가능성이 높

다. 또한 조그마한 과실이나 오류도 결과적으로는 마치 데이터가 조작된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 당사자인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이에 대해 아직 충분한 합의나 동의가 이루

어지지 않았으며 오히려 부정적 견해가 있다는 점 (아직은 자정기능의 필요성을 요구하

는 목소리가 우세하다96)), 현행 사법검증체계가 과학기술분야의 전문성을 심사할 만한 

역량을 보유하고 있지 못하다는 점 (행정법원, 특허법원처럼 (가칭)과학기술법원이 별도

로 생겨야 할 것이다) 때문에 연구부정행위를 범죄행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것처럼 보

인다. 물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의 발생빈도수와 사회에 미치는 부정적 

향이 증가하고, 과학기술계의 자정능력에 한계가 있어 내부적으로 강력한 규제의 필요성

에 대한 합의 및 여론의 요구가 높아지면 범죄행위로 규정될 수 있다. 실제로 예술, 문

화 활동에 있어서의 저작권 위반(표절)이 위법행위로 규정되어 있는 것처럼 말이다.97)

2)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상의 연구부정행위 정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는 연구진실성을 직․간접적으로 저해한 행위를 연구부정

행위로 정의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위조, 변조, 표절 (이상, 연구진실성을 직접적으로 저

해),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98),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의혹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99)(이상, 연구진실성을 간접적으로 저해), 과

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이 포함되어 있다.

여기서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라는 표현의 

추상성과 모호성이 앞서 살펴보았던 제재 대상 행위의 사전예측 가능성과 명확성을 저해

한다는 논란이 제기되기도 한다. 그러나 연구윤리 및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논의가 국내

에서 이제 막 시작단계임을 감안할 때, 과학기술계와 사회가 이에 대해 보다 다양한 논

96) 검찰의 황우석 사건 수사결과도 이런 목소리를 반 한 것처럼 보인다. 검찰,「줄기세포 논문조작사건 수사결

과(2006.5)」

  “원칙적으로 연구의 진실성과 결과에 대한 평가는 다른 연구자들의 이론적 비판과 과학적 검증을 통한 학계 

스스로의 자정능력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 할 것임. 또한 논문 조작의 의도 및 그 정도가 

매우 다양한 형태로 나타남에도 이를 일률적으로 처벌하는 것은 부적절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번 사건이 

선례가 되어 향후 모든 연구내용의 진위 여부를 사법적 판단에 의존하게 된다면 이는 학계의 자정기능을 무

력화시킴으로써 헌법 제22조에서 보장하고 있는 학문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

음.”

97) 범죄는 시간 및 공간에 따라 상대적인 개념으로 파악된다. 시간적으로 볼 때, 세금포탈이나 마약 등과 같이 

과거에는 범죄가 되지 않던 것이 오늘날에는 범죄로 취급되거나, 반대로 과거에는 미국에서처럼 흑인을 가르

치는 것이 범죄로 규정되었으나 현재는 범죄로 다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범죄의 공간

적 상대성이란 것은 특정사회나 지역에서는 범죄에 해당되는 행위가 다른 지역이나 사회에서는 범죄가 되지 

않거나 또는 그 반대의 경우를 두고 일컫는 말이다. 예를 들어, 미국 대부분의 주에서는 복권이나 경마 등 

몇 가지 경우를 제외하고는 도박이 금지되고 있으나 네바다주에서는 그것이 합법적으로 인정되고 있다.

98) 조작된 엉터리 논문에 대한 심사를 손쉽게 통과시킬 목적으로 관련 분야의 권위있는 대가이기는 하나 해당 

연구에 기여가 없는 자를 명예저자로 등록하거나, 커다란 기여를 한 유능한 연구자를 사적인 감정으로 저자

에서 무단 제외하여 발전 가능성을 은폐시킴으로써 과학의 진보를 방해함.

99) 연구진실성 검증 및 연구윤리 확립 노력을 위축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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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합의 과정을 거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포함하 다. 

3) 외국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범위는 각국의 연구환경, 문화, 제도에 따라 매우 다양하다.

가령 미국은 위조, 변조, 표절 3가지만을 연구부정행위로 좁게 규정하고 있으나 독일, 

국, 북유럽 국가들은 FFP 외에도 명예저자, 데이터의 파기, 중복출판 등을 포함시켜 연

구부정행위를 넓게 정의하고 있다.

[표 14]  각국에서 규정한 연구부정행위의 비교

제 보 자 에 게
위해를 가함,

조사를 방해
○

부적절한 처신, 부실한 학생 지도,

타인의 연구방해(독), 부정행위 관여•방조
(영, 독), 위조된 논문의 공동저자(독) 등

개인적개인적 부정행위부정행위

○
연구비 착복(독), 논문심사자로서의

지위 남용, 허위정보 기재(독, 북유럽) 등
연구관리연구관리 부정행위부정행위

○
생명연구 윤리 위반(영),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 기획 등
연구주제상연구주제상 부정행위부정행위

○
기록 미비, 보관 부실, 중요데이터 파기
(독), 부주의로 인한 오류(영, 북유럽)

데이터의 비공개 등

데이터의데이터의 부적절한부적절한

처리처리••보관보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출판(북유럽)

분할 출판(Salami-slicing) 등
출판부정행위출판부정행위

○○○FFP연구진실성연구진실성 저해저해

한국유럽미, 일주요 내용유 형

제 보 자 에 게
위해를 가함,

조사를 방해
○

부적절한 처신, 부실한 학생 지도,

타인의 연구방해(독), 부정행위 관여•방조
(영, 독), 위조된 논문의 공동저자(독) 등

개인적개인적 부정행위부정행위

○
연구비 착복(독), 논문심사자로서의

지위 남용, 허위정보 기재(독, 북유럽) 등
연구관리연구관리 부정행위부정행위

○
생명연구 윤리 위반(영), 빈약하거나

위험성이 있는 실험 기획 등
연구주제상연구주제상 부정행위부정행위

○
기록 미비, 보관 부실, 중요데이터 파기
(독), 부주의로 인한 오류(영, 북유럽)

데이터의 비공개 등

데이터의데이터의 부적절한부적절한

처리처리••보관보관

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출판(북유럽)

분할 출판(Salami-slicing) 등
출판부정행위출판부정행위

○○○FFP연구진실성연구진실성 저해저해

한국유럽미, 일주요 내용유 형

미국과 유럽이 연구부정행위 정의에 있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바람직한 

연구활동에 대한 시각이 다르기 때문이다.

세계에서 최초로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체계적인 대응을 시작한 미국은 본인의 연구활동

에서 진실성 확보는 물론 이를 통해 다른 연구자들의 연구활동을 오도하거나 피해를 주

지 않는 ‘책임있는 연구행위(Responsible Research Conduct)’를 강조한다. 

따라서 무책임한 연구활동으로 인한 문제 발생 시, 책임성과의 연관관계가 그나마 비교

적 분명한 위조, 변조, 표절(FFP)만을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하고 있다. 이런 명확한 책임

의 구분은 사법체계를 통한 문제해결이 발달한 미국의 공판중심주의의 산물이기도 하다.

반면, 유럽의 경우 연구부정행위의 적발 ․ 처벌을 넘어서 정직하고 합리적이며 자율적인 

연구풍토의 조성을 이상향으로 간주하여 ‘바람직한 과학연구 실천(Good Scientific 

Practice)’을 강조한다. ‘바람직한 연구활동’에 대한 시각과 기준이 다양할 수 있으므로 

연구부정행위에 저자표시나 타인과의 공동연구에 관련된 문제들이 포함되는 등 미국에 

비해 연구부정행위의 범위가 보다 포괄적이다.

그러나 이 때문에 유럽의 연구윤리 규범이 연구자들에게 지나치게 통제적이고, 미국은 유럽에 

비해 더 많은 자율성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해서는 곤란하다. 왜냐하면 미국은 연구부정

행위 범위가 좁은 대신에 검증 절차는 해당 연구기관 뿐만 아니라 최종적으로 행정부, 사법부나 

입법부에서 관여하는 경우도 흔하다. 그러나 유럽의 경우, 연구부정행위 범위는 넓지만 검증은 

전적으로 과학기술계 내부(학회, 연구기관)에서 이루어진다. 심지어 정부연구비로 지원된 과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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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발생한 연구부정행위도 과학기술계 내부에서 검증 ․ 처리된다. 따라서 미국과 유럽의 연구부

정행위 범위와 검증 주체의 상이함은 바람직한 연구활동에 대한 관점과 연구 문화 및 환경의 

차이에서 비롯되는 것이지 어느 것이 더 낫다고 단정할 수 없다.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과학기술계에 자율성이 부여될수록 이에 비례하여 자정책임은 더욱 높아진다는 것이다.

미국은 모호한 의미의 ‘연구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정도를 심각하게 벗어나는 행위’

로 규정되는 ‘연구부적절행위’를 제외하 다. 독일 및 북유럽국가들은 연구부정행위를 

‘책임있는 연구활동을 위하여 하지 말아야 할 일’들로 개념을 정리하여 아래와 같이 보

다 폭넓게 정의하고 있다.100)

‣ 독일 

- 데이터의 위조 및 변조

- 지원서, 연구자금 신청 및 논문 발표 상 허위정보 기재

- 지적 소유권 침해

- 허가 없이 논문을 표절하거나 저자의 명의만 바꾸어 발표하는 행위

- 아이디어 도용 (발표되지 않은 남의 연구를 허가없이 이용)

- 저작권 소유자의 허가없이 출판되는 경우

- 타인의 연구 방해 및 실험과정·및 결과물에 대한 상해 또는 조작 행위

‣ 국

국은 연구비 지원기구가 정부기관 및 민간단체 등 매우 다양하여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통일된 기준은 없으나, 주요 연구지원기관인 의학연구재단(MRC)과 웰컴재단은 아래와 

같이 규정하고 있다.

- 연구계획, 수행, 결과 보고에 있어 FFP

- 연구수행 중의 고의 또는 부주의한 일탈 행위

- 사람 및 척추동물 등에 대한 위험방지 규정 위반

- 다른 사람들과 연구부정행위를 조장, 공모, 은폐

 ‣ 북유럽

덴마크는 미국 다음 세계 두 번째로 국가 차원의 연구윤리 관련제도를 정비하 으며 뒤

이어 핀란드, 노르웨이, 스웨덴도 마련하 다. 부정직성(dishonesty)이란 용어를 사용하

면서 연구부정행위를 상당히 넓게 정의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 덴마크, 스웨덴 : FFP, 부당한 공로배분, 타인의 연구성과를 왜곡, 잘못된 저자표시, 

연구신청 시 지원기관 담당자를 속임 등

- 핀란드 : 사기(fraud)-FFP 등 / 부정행위(misconduct)-부적절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

수행에 있어 부주의 중복 출판 등

- 노르웨이 : 일반적인 윤리적 과학행위로부터 심각하게 일탈한 행위

‣ 일본 

100)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 과학기술부, 33~34쪽에서 전문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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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81개의 학회가 등록되어 있는 일본학술회의는 동경대 다이라 교수 사건을 계기로 

2006년 4월 ‘과학자의 행동규범’을 제정하 으며, 미국과 마찬가지로 연구부정행위를 위

조, 변조, 표절(FFP)에 한정하고 있다. 

위조, 변조, 표절(FFP)의 세 가지 부정행위는 다른 부적절행위와 달리 이를 구분할 수 

있는 최소한의 기준이 있다. 미국의 ORI에서는 분명한 기준을 가지고 연구자들의 부정

행위를 조사하여 법적으로 판단한다. 이때 ‘증거우위의 원칙’으로 연구자들을 조사하게 

된다. 연구자들을 투서나 불분명한 심증으로 그리고 여론에 의한 마녀사냥 형태의 비난

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 이 원칙 하에서 연구자들의 부정행위는 조사된다. [표 15]는 

ORI에서 2003년까지 연구부정행위의 유형을 조사한 자료이다. 

ORI는 법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연구부정행위에 관해서만 조사하 다. 따라서 이 표는 

연구부정행위 실태의 최소한의 수치를 보여주는 것이다. 연구부정행위를 피하는 것은 책

임있는 연구행위를 위한 최소한의 기준이다. 

[표 15]  ORI에서 조사된 연구부정행위 유형 (단위: 건수)

 출처: ORI(2004)

구분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합계 %

조 2 5 3 4 4 3 1 2 4 1 29 22

변조 3 9 6 5 3 8 4 4 5 6 53 40

표 1 3 1 1 0 0 0 2 0 0 8 6

조/
변조

5 7 4 4 2 1 2 4 3 4 36 27

변조/
표

0 0 1 0 0 0 1 2 1 0 5 4

기타 0 0 1 0 0 0 0 0 0 1 2 1

합계 11 24 16 14 9 12 8 14 13 12 133 100

3. 검증시스템 및 절차

1) 연구기관 자율검증 원칙

연구부정행위에 관한 의혹이 제보되거나 인지되었을 경우, 진실성 검증 책임은 해당 의

혹이 제기된 연구자가 소속된 연구기관에 있다. 이러한 연구기관 자율검증 원칙은 대부

분 국가들이 채택하고 있는 공통기준인데, 그 이유는 무엇보다 과학기술계의 자정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다. 

훌륭한 연구성과를 창출하는 것 외에도 연구활동의 책임성과 연구성과의 신뢰성을 향상

시키기 위해 연구윤리를 장려하고,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이를 책임있게 규명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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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의 당연하고도 고유한 책무이다. 

특히 과학기술 경쟁이 글로벌 차원으로 확대 ․ 심화되면서 연구부정행위에 자체적으로 대

응할 수 있는 검증 및 교육시스템은 만에 하나 불미스런 사태가 발생할 시 연구기관의 

자율성과 신뢰성을 보존할 수 있는 효과적인 내부역량이 된다. 그러나 자율검증 역량 확

보 노력을 게을리 한다면 연구부정행위 발생 시 해당 연구기관은 자정기능도 없는 무능

한 기관으로 평판과 신뢰도가 크게 하락되며, 외부기관의 검증으로 수반되는 연구 분위

기 저해 및 자율성 약화도 연구기관의 경쟁력을 크게 위축키는 요인이 된다.  또한 제 3

자 등 외부기관은 해당 연구자에 대한 인사권 등을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관련자 조사 

및 증거자료 확보 등에서 연구기관의 직접 검증에 비해 효율적인 조사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도 크다.

물론 연구기관이 조직의 불명예를 우려하여 연구부정행위를 축소 ․ 은폐하거나 조사를 소

홀히 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될 수 있다. 이에 대비하여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

침｣은 연구기관이 1차 검증을 한 후 그 결과를 연구지원기관에 보고하고 연구지원기관

은 연구기관의 자체검증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하며, 문제가 있을 경우 추가조

사를 지시하거나 직접 재조사를 하도록 보완장치가 되어 있다. 또한 연구기관이 연구부

정행위를 축소 ․ 은폐하거나 제대로 검증을 하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관

련 법령에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연구기관 자체검증 원칙에도 다음과 같은 4가지 예외가 있으며, 이 경우 연구지

원기관이 직접 검증을 할 수 있다. 

[표 16]  연구기관 자체 검증의 4가지 예외사항

선 연구기  검증 

후 연구지원기  검증

1. 제보자 는 피조사자가 연구기 의 비

조사 결과 는 정결과에 해 제기한 이

의신청에 합리 인 이유가 존재하는 경우

2. 연구기 의 정 결과에 한 하자가 

발견된 경우

선 연구지원기  검증

3. 해당 연구기 에서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

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단된 경우

4. 연구기 으로부터 자체조사의 어려움으

로 인해 연구지원기 에서 신 조사를 

수행해  것을 요청받은 경우

여기서 3번 ‘연구기관이 조사를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된 경우’는 

연구기관 자체검증 원칙의 무분별한 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동 내용은 연구기관이 검증을 계속 거부하거나, 제보를 지속적으로 은폐 ․ 무시하거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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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부정행위가 해당 연구기관 구성원 다수 또는 기관장과 관련된 경우 등에 한하여 적용

되어야 한다.

2) 검증절차 (개요)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거나 인지하 을 경우 연구기관 자율검증 원칙에 따라 연구

부정행위 혐의자의 소속기관이 예비조사 -본조사 - 판정 절차에 따라 일차적인 검증을 실

시하고, 자체조사 결과를 해당 연구지원기관(부처 또는 연구관리 전문기관)에 보고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자체조사 과정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조

사결과에 문제가 없으면 연구협약에 따라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해 과제 중단 및 연구비 

회수 등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직접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보완조

사를 요구할 수 있다.

한편 국가 ․ 사회적 현안으로 범부처 차원의 조사가 필요한 경우 또는 연구지원기관이 부

정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어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이 공정하게 이뤄지기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국가과학기술위원회 내에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 할 수 있다.

전체적인 검증기간은 신고접수일로부터 최대 7개월이며, 예비조사는 신고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착수해야 한다. 예비조사로부터 판정까지는 6개월 이내에 이뤄져야 한다. 이 

범위 내에서 연구기관은 자율적으로 조사기간을 정할 수 있다.

연구부정행  발생

①국가․사회  안

②연구지원기  련↓

연구기 자체검증 수행

↓

연구지원기

이상 유
자체검증결과 검토

        ↓이상 무

후속조치

재조사

국과
조사 원회 

구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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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의견청취
판정

(제재 및 조치)조사필요

예비조사신고 및 접수 본조사 여부

결정

30일 이내 6개월 이내

제보자에 통보

(10일 이내)

조사불필요

이의 신청

(30일 이내)

본조사 의견청취
판정

(제재 및 조치)조사필요

예비조사신고 및 접수 본조사 여부

결정

30일 이내 6개월 이내

제보자에 통보

(10일 이내)

조사불필요

이의 신청

(30일 이내)

[그림 13]  연구 부정행위 검증 절차도

3) 검증절차(각론)

<예비조사>

예비조사는 제보내용이 과연 본조사를 실시할만한 가치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절차

이다. 검증 과정에 예비조사 절차를 둔 이유는 조사대상의 적합성(제보내용이 검증대상

에 해당되는지, 시효를 벗어나지 않았는지, 제보내용이 최소한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충

족하 는지 여부 등)을 사전에 심사함으로써, 이러한 요건을 결여한 제보내용들이 바로 

본조사 단계로 직행할 경우 발생하는 검증역량의 과부하를 사전에 차단하여 자체검증 시

스템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만약 예비조사 결과, 연구기관이 본조사를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하는 경우 구체적인 사

유를 제보자에게 결정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제보자가 이에 

불복하는 경우 통보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

다.

<본조사>

본조사는 제보된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를 본격적으로 검증하는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해당 연구실 통제, 피조사자 소환 등 권리침해적 요소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

에 조사 수행에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본조사 과정을 보다 자세히 구분하자면 1) 제보자,피조사자,증인,참고인과의 면담 및 자

료검토 등 본격적으로 조사가 이루어지는 조사 단계 2) 조사내용 및 중간 조사결과에 대

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단계 3) 이의제기 및 변론내용을 검토하여 판

정을 위한 최종 조사결과를 도출하는 단계 등 3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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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조사 

수행여부

결정

➡

면담, 인터뷰,
문가 자문,

자료 검토 등

본조사 수행

➡

조사내용․결

과에 한 

이의제기  

변론

➡
최종 조사결과 

도출
➡

최종 

조사결과 

확정

비조사 본조사 정

[그림 14]  연구 부정행위 검증조사 절차도

본조사를 진행할 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당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하며 이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 또한 조사위원회의 자

율성과 독립성을 보장하여 검증절차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

<판정>

판정은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및 변론 과정을 거쳐 연구부정행위 혐의의 사실 

여부 등 조사결과를 최종 확정하는 단계이다. 따라서 판정 단계가 종료되면 연구기관은 

조사결과를 임의로 번복할 수 없으며, 차후 조사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대해 문제가 

제기될 경우 조사위원회를 새로 구성하여 재조사를 실시하거나 연구지원기관에 재조사를 

의뢰해야 한다.

조사결과가 확정되면 그 내용을 제보자와 피조사자 등 당사자들에게 서면으로 즉시 알려야 한다. 

제보자와 피조사가 이에 대해 불복할 경우 30일 이내에 연구지원기관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연구기관 검증결과에 대한 연구지원기관의 검토>

자체조사가 마무리되면, 연구기관은 조사결과를 연구지원기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연구

지원기관은 연구기관 자체조사 과정 및 결과의 합리성과 타당성을 검토한 후, 문제가 있

는 경우 해당 연구기관의 장에게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

을 요구하거나 직접 재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그러나 검토 결과에 문제가 없는 경우에

는 연구협약에 근거하여 연구부정행위자에게 적절한 제재 조치를 취한다.

<연구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조치의 종류>

 ․ 연구부정행위와 관련된 연구개발과제의 중단

 ․ 기 지급된 정부출연금의 일부 또는 전액에 대한 회수

 ․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한 징계의 요구

 ․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연구기관이 연구부정행위를 은폐하거나 조사를 소홀히 할 경우>

｢국가연구개발사업 등의 성과평가 및 성과관리에 관한 법률｣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연

구 기 관 에  대 한  상 위 평 가  및  자 체 성 과 평 가 ,

｢과학기술기본법｣ 제9조 제2항 제5호에 따른 국가과학기술위원회의 예산 배분 및 조정,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제10조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간접경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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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준의 결정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4. 내부 제보자 보호

1) 배경

연구 활동이 갈수록 전문화, 고도화됨에 따라 분업화 경향이 심화되고, 연구 규모도 대

형화되면서 상위의 연구책임자가 연구과정 전반을 세심하게 관리하기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연구자가 작심하고 데이터 등 연구내용 및 결과를 교묘하게 손질할 경우 외부

에서 이를 적발하기가 어렵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부정행위의 90% 이상이 주로 내부 제

보에 의하여 외부로 알려지게 된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외부로 공개될 경우 오

히려 피의자보다 제보자에게 따가운 눈총과 직․간접적인 비난이 제기되는 경우가 있다. 

특히 의리나 조직 내 유대관계를 중시하는 한국 사회에서 내부 제보는 쉽지 않은 일이

며, 사실 외국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외국의 경우 내부제보자에 대한 시각이 ‘조직의 배신자’에서 ‘조직의 건전성

을 높이는 용감한 사람’으로 변화하고 있으며 이들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제정하는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은 비유로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암이 무서운 이유는 건강 상태가 악화되기 전까지 아무 징후 없이 진행된다는 

점이다. 보통 우리가 고통스러워하고 때로는 못 느꼈으면 하는 ‘통증’은 신체의 어느 부

위가 이상이 생겼다는 것을 알려줌으로써 제때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는 중요한 

신호등 역할을 하며, 대부분의 질병은 통증을 수반한다. 그러나 암은 별다른 통증 없이 

조용히 진행되다가 최악의 상황에 이르러서야 존재를 드러내기 때문에 평소 사전 진단이 

매우 중요한 병이다. 내부제보는 조직 내 부조리를 경고하는 일종의 통증 역할을 한다. 

그러나 조직이 내부제보에 제때 대응하지 않고 오히려 근본적인 처방 없이 통증만 없애

려 든다면, 내부제보가 활성화되지 못하며 조직의 건강성도 크게 훼손되어 경쟁력을 상

실한다.

따라서 내부제보자 보호는 연구부정행위를 예방 ․ 시정하고 연구 활동의 정직성을 제고하

는데 새로운 접근법이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특히 연구기관 자

율검증 시스템의 성공적인 운  및 정착은 내부제보자 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는지 여부

에 따라 결정된다고 할 수 있다. 내부제보자가 철저하게 보호받을 수 있다고 확신하지 

못한다면 그는 제보를 하지 않을 것이며, 결국 자체검증 시스템은 유명무실화되고, 연구

부정행위는 만연될 것이다.

2) 외국의 내부제보자 보호 현황

미국은 1978년 공무원제도법(Civil Service Reform  Act)에 내부고발자 보호 규정이 포

함되었으며, 내부고발자에 대한 제도적 보호 필요성이 본격적으로 대두된 것은 1980년

대 부터이다.101) 

이후 Whistleblower Protection Act(1989), Sarbanes-Oxley Corporate Reform 



- 214 -

Act(2002)102) 등의 제도적 조치를 통해 내부제보자 보호를 사회 각 분야로 확산시켰다. 

특히 미국 대학 및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 자체검증시스템 구축이 확산되자 미국 백악관 

과학기술정책국(OSTP)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연방정책(Federal Policy on Research 

Misconduct, 1999)｣에서  제보자 보호 관련 조항을 아래와 같이 규정하 다.

-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했을 경우 순수한 의도를 가진 사람이 그 내용을 관련 당국에 제

보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제보자에 대한 적절한 보호가 이루어져야 함.

- 제보자가 어떠한 보복조치도 받아서는 안 되며, 제보된 내용에 대한 공정하고 객관적

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하고, 제보자의 사회적 지위와 평판이 보호되어야 함.

이러한 제도적 조치에도 불구하고 내부제보자에 대해 불이익 조치가 발생해 미 연구윤리

국(ORI)이 직접 보호조치에 나선 사례도 있다.

그밖에 세계 여러 나라들이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한 일반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으

며, 이러한 제도들이 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는데 크게 기여한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박홍

식, 2006].

‣ 국 : 공익제보보호법(Public Interest Disclosure Act, 1998)

‣ 뉴질랜드 : 정보공개보호법(Protected Disclosure Act, 2002)

‣ 아일랜드 : 내부공익제보자보호법(Whistleblower Protection

  Act. 2006)

‣ 이스라엘 : 노동자보호법(Worker's Protection Act, 1997)

‣ 일본 : 공익통보자보호법(2004) 

‣ 싱가포르 : 부패방지법(1960)의 일부 조항으로 정보제공자 보호

‣ UN : 반보복 정책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New standard of whistleblower 

protection 발표(2005.12.21)

3) 국내 내부제보자 보호 관련 규정

국내에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규정한 유일한 법률로서 ｢부패방지법｣이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부패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 사실조사, 신고자 보호 및 보상 등의 업무를 관장하는 ‘대통

령 직속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를 설립 ․ 운 하며, ‘부방위’에 비리를 제보한 신

고자는 신고를 이유로 소속기관으로부터 불이익을 받을 수 없으며, 만약 이를 위반한 자

에 대해서는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가할 수 있다. 

101) United States. Presidents Commission for the Study of Ethical Problems in Medicine and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1981). Whistleblowing in biomedical: Policies and procedure 

for responding to reports of misconduct. Proceeding of a Workshop, September 21-22, 1981. 

Washington DC, GPO: United States. Congress, House. Committee on Science and Technology. 

Subcommittee on Investigations and Oversight(1981). Fraud in Biomedical Research. Washington, 

DC GPO 참조. 

102) 민간부문 내부고발자 보호법으로서 내부고발자 보호 의무를 모든 고용인에게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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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부패방지법은 공공재원에서 발생한 부정행위(국가연구개발사업에서의 연구부정행

위 포함) 제보만을 적용 대상으로 하고 있어 정부연구비가 지원되지 않은 연구개발 활동

에서의 연구부정행위 제보자는 이 법에 의해 보호받을 수 없다는 맹점이 있다. 또한 부

패방지법은 제보 내용을 ‘부방위’ 또는 비리가 발생한 기관의 상급기관이 조사하도록 규

정하고 있어 연구기관 자율검증 원칙과도 배치되므로 현 시점에서는 적용이 곤란하다.

이러한 이유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내부제보자 보호를 위한 여러 조치들

을 규정하고 있다. 우선, 연구기관이 자체검증시스템 구성 및 운 에 관한 규정을 마련

할 때 내부제보자 보호에 관한 내용을 포함하도록 하 다(지침 제7조).

서면 또는 전자우편으로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있는 연구과제명 또는 논문명, 구체적인 

부정행위의 내용과 증거를 포함하여 제보한 경우에는 비록 익명제보라 하더라도 실명제

보에 준하여 처리하도록 하 다(지침 제9조 2항). 

   
제보자가 연구기관 내외로부터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 원하지 않는 전보나 징계 등 신분 

상 불이익, 집단 따돌림 등 근무조건 상의 차별, 물리적 위해 등을 받지 않도록 연구기

관과 연구지원기관은 최대한 보호하며, 이를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 시행토록 하

다(지침 제9조 3항).

제보자의 신원정보는 정보공개의 대상이 되지 않으며, 제보자가 신고를 이유로 불이익을 

받거나 신원이 노출될 경우 제보자의 소속기관과 함께 제보의 접수, 검증에 관계된 모든 

기관들이 책임을 지도록 하여 차후 손해배상 소송 제기 시 제보자에게 유리하도록 하

다(지침 제9조 4항).

그러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도 문제점이 있는데, 실제 내부제보자 보호가 이뤄

지지 않았을 경우, 동 사안에 대한 조사 권한 및 해당 연구기관에 대한 불이익 조치 등

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연구부정행위 제보를 이유로 불이익을 당했을 경우, 이에 대해 조사하고 그 결과

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 및 관련자들에게 적합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내부제보자 보호

를 법제화하는 것이 과학기술계의 자정기능 활성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4) 내부제보 방법

내부제보란 소속 조직 내에서 발생한 불법 또는 비윤리적 행위를 그것을 시정할 수 있는 

내부 또는 외부의 조직 또는 담당 인사에게 알리는 행위이다. 뜻 자체는 단순하지만, 실

제 제보를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알기 어렵다. 단

순히 아무개에게 연구부정행위 혐의가 있다고 간략하게 제보해야 할지, 아니면 격식을 

갖춘 모든 증거 기록을 두툼하게 첨부해서 제출해야 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다. 물론 

증거물은 구체적이고 많을수록 좋지만 제보자 입장에서는 대개 심증에 비해 확실한 물증

은 마땅치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마찬가지로 접수기관 입장에서는 무수한 제보 중에 



- 216 -

악의적인 음해성 제보나 제보자의 과도한 의심과 억측에서 비롯된 불필요한 제보도 가려

내야 하기 때문에 간략한 제보는 곤란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양자 사이에는 합리적인 

접점이 필요하며, 여기에서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과학기술부, 2007)｣에 

나온 내용을 중심으로 제보 방법을 소개하고자 한다.

<제보자의 자격 및 의무>

제보자는 반드시 연구부정행위 혐의자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을 필요는 없으며, 다른 당사

자나 목격자로부터 부정행위 사실을 듣거나 관련 증거자료를 넘겨받아 대신 제보를 할 수 

있다(자기관련성 또는 직접성의 불필요). 그러나 제보자가 된 이상,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원활한 진실성 검증을 위하여 조사위원회로부터 진술을 위한 출석이나 관련자료 제출을 요

구받을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할 책임이 있다. 

<제보 수단>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구술ㆍ서면ㆍ전화ㆍ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

보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서면(내용증명이 된 우편 포함) 또는 

전자우편 등 기록으로 남을 수 있는 방법이 가장 바람직하다.

<제보 내용 및 수준>

최초 제보 단계에서 제보 내용이 매우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는 없으나 최소한 누가, 언

제, 어디서, 어떤 부정행위를 어떻게 저질렀는지에 대한 혐의 내용은 포함되어야 한다. 그

래야 제보내용에 대한 본격적인 조사 필요성을 결정하는 예비조사를 통과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최소 요건에 대해선 아래에서 별도로 다루기로 한다.

또한 제보 시 구체적 증거를 반드시 제출할 필요는 없으며 본조사 단계에서 제시할 수 있

다. 설령 제보자가 혐의 사실만 인지하고 관련 증거는 갖고 있지 않다 해도 무방하다. 왜

냐하면 증거자료의 수집은 조사위원회의 몫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9조 2항의 ‘익명제보’의 경우에는 연구기관이 조사 수행 시 제보자에게 진술 등을 

위한 출석 요구를 하기 어렵기 때문에 제보내용이 더욱 구체적이고 명확할 필요성이 있으

며, 관련 증거도 가급적 최대한 제출할 것을 요구한다.

제보자의 소속, 성명, 주소, 연락처에서 연락처와 주소는 예비조사 결과 통보 및 본조사 시 

진술을 위한 출석 요구 등을 위해 필요한 사항이다. 다만, 본 지침 제9조 2항은 익명제보

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주소 ․ 연락처 ․ 성명을 기재하지 않는 것도 가능하며, 주소와 연락

처는 있으나 성명을 익명으로 처리한 경우 연구기관은 이를 실명 제보와 동일하게 처리해

야 한다.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본조사가 원활하고 실질적으로 이뤄지기 위해서는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이 요구된

다. 가령, ‘홍길동 교수가 남의 논문을 표절한 사실이 있다’라는 제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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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누구의 논문을 표절하 는지 그 대상이 명확치 않으며

․ 홍 교수를 소환하여 누구의 논문을 표절했는지에 대해 직접 심문한다 해도 순순히 자

백할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조사 실익이 없고, 또한 구체적인 물증 없이 조사하는 

것은 명예훼손 등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으며

․ 조사기관이 직접 표절 대상 논문들을 일일이 검색하는 것은 막대한 시간과 비용이 요

구되기 때문에 본조사를 수행하기 곤란하고 따라서 예비조사 단계에서 기각될 수 있다.

한편,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을 지나치게 요구하는 것은 예비조사의 취지에도 맞지 

않다. 이는 제보자에게 과도한 부담을 지우는 것이므로 바람직하지 않으며, 증거자료도 미

리 제출할 것을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그러므로 다음의 요건들이 충족되면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의 최소 요구에 부합되었

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익명제보의 경우 위의 제보로는 불충분하다. 왜냐하면 향후 조사를 진행하는데 

있어 제보자의 추가적인 도움 및 진술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구체적인 증거를 확보하

기 어렵고, 익명성의 뒤에 숨은 투서 성격의 제보일 가능성도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익명제보일 경우 제보내용은 바로 본조사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높은 구체성

과 명확성이 요구된다.

◈ 제보내용의 구체성과 명확성 최소 요건

  ① 연구부정행  주체  련자의 소속과 실명

  ② 부정행 가 이루어진 해당 연구과제명 는 논문명 등 결과

물

  ③ 부정행 의 내용  일시( 는 시효기산일)

◈ 구체성과 명확성의 최소 요건을 갖춘 제보내용 시 

 시 1) 생물학부 나 로 교수

①

가  2006년 7월 순

③

 자신의 실

험실에서

              세포 분화 련 유 자군의 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제

②

를 

수행 

             일부 데이터를 임의로 변조

③

하 음

 시 2) 반도체연구단 백견수 연구원

①

이  2005년 3.20일
③

 ○○학

술지에 게재한

             나노소자용 식각장비 제작  공정개발에 한 논문

②

은  

한국  하지마 교수의 논문을 표

③

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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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상사례보기

K연구기관의 정기홍 박사는 오랫동안 진행해온 신 에너지원 연구의 결과가 무난히 마무리 되고 있

고 주위에서도 발표를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연구는 특허등록도 함께 진행되고 있어 올해 하

반기에 있을 승진평가에도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어느 날 언제나 진지하고 성실한 품성의 소유자인 자신의 팀 이용범 연구원이 자신의 사무실을 조

심스럽게 들어와 자료를 하나 내 었다. 올해 새로 부임한 대과제 책임연구원의 논문을 보여주며 

그 논문에 사용된 핵심 데이터가 미국 X협회에서 발표된 3년 전 논문을 그대로 인용한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었다. 

이 사실이 외부에 알려지면 K연구기관의 이미지는 물론이고 정 박사가 진행하는 연구에도 흠집이 

될 수 있었기 때문에 이 연구원은 고민 끝에 문제를 제기한 것이었다. 

정 박사는 고민이 되었다. 이 문제를 지금 제기하면 빠른 시간 내 해결되기가 어려운데다가 자신의 

과제는 곧 성과를 인정받을 상황에서 하반기 승진평가에 결정적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있는 책임연

구원의 과오를 직접 꺼낸다는 것이 여간 곤란하지 않기 때문이다.

Q) 정 박사는 이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는 것이 과학에서의 진실성 문제에 올바른 접근

이 될까요?

Q) 향력 있는 이해관계자의 부정행위를 알았을 때 어떤 원칙으로 이를 처리해야 하는 

걸까요?

유머 (논문 용어와 실제 의미들)

Scientific Jargon’ by Dyrk Schingman, Oregon State University

 by Dyrk Schingman 

     After several years of studying and hard work, I have finally learned scientific 

jargon. The following list of phrases and their definitions will help you to 

understand that mysterious language of science and medicine.

수년간의 노력 끝에 나는 드디어 과학계의 전문용어들을 익혔다. 

다음의 인용문과 그 실제의 뜻에 대한 해설은 과학/의학분야에서 사용하는 신비한 언어들에 대한 이해

에 도움을 줄 것이다.

‣ IT HAS LONG BEEN KNOWN = 오래 전부터 알려져 왔던 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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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didn't look up the original reference = 원전을 찾아보지 않았다.

‣ A DEFINITE TREND IS EVIDENT = 뚜렷한 경향이 드러나듯이 

These data are practically meaningless. = 이 데이터는 아무 의미 없다.

‣ WHILE IT HAS NOT BEEN POSSIBLE TO PROVIDE DEFINITE ANSWERS TO THE 

QUESTIONS  = 이런 의문점들에 대한 명확한 해답을 구한다는 것에 어려움이 따르지만 

An unsuccessful experiment, but I still hope to get it published.= 실험은 실패했지만 그

래도 논문으로 내야겠다.

‣ THREE OF THE SAMPLES WERE CHOSEN FOR DETAILED STUDY = 샘플 중에서 세 개

를 선택하여 분석하 습니다.

The other results didn't make any sense.= 나머지 샘플은 해석이 불가능했다.

‣ TYPICAL RESULTS ARE SHOWN = 대표적인 결과값들을 표시하 습니다. 

This is the prettiest graph = 이 그래프가 제일 이쁘죠.

‣ THESE RESULTS WILL BE IN A SUBSEQUENT REPORT = 그것에 대한 결과는 차후의 논

문에서 다루어질 것이며 

I might get around to this sometime, if pushed/funded.= 연구비 제대로 받으면 언젠가 쓸 

생각입니다.

‣ THE MOST RELIABLE RESULTS ARE OBTAINED BY JONES = 가장 신뢰할 만한 결과는 

Jones의 실험에서 얻어진 것으로 

He was my graduate student, his grade depended on this.= 그는 내 밑에 있는 대학원생이

었고, 학점을 받으려면 그 실험을 할 수밖에 없었다.

‣ IN MY EXPERIENCE = 제 경험에 따르면

once = 한 번.

‣ IN CASE AFTER CASE = 여러 사례를 보면

Twice = 두 번.

‣ IN A SERIES OF CASES = 일련의 사례들을 보면

Thrice = 세 번.

‣ IT IS BELIEVED THAT ... = …라고 추정되어지며

I think = 내 생각에는.

‣ IT IS GENERALLY BELIEVED THAT =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듯이

A couple of other guys think so too = 나 말고도 몇 명 더 그렇게 생각한다.

‣ CORRECT WITHIN AN ORDER OF MAGNITUDE = 오차를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참이며



Wrong = 원래는 틀렸다.

‣ ACCORDING TO STATISTICAL ANALYSIS = 통계학적 분석에 따르면

Rumor has it. = 소문에 따르면,

‣ A STATISTICALLY ORIENTED PROJETION OF THE SIGNIFICANCE OF THESE 

FINDINGS = 이 실험결과를 통계학적 관점에 따라 해석해 보면.

 A wild guess. = 적당히 때려 맞춰 보면.

‣ A CAREFUL ANALYSIS OF OBTAINABLE DATA = 데이터 중에서 입수 가능한 것들을 조심

스럽게 분석해 보면 

Three pages of notes were obliterated when I knocked over a glass of beer.= 맥주를 

엎지르는 바람에 데이터를 적은 노트 3장을 날려먹었다.

‣ IT IS CLEAR THAT MUCH ADDITIONAL WORK WILL BE REQUIRED BEFOR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IS PHENOMENON OCCURS 

      = 이 현상에 대한 완벽한 이해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후속적인 연구 작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라

고 생각되는 바이며 

I don't understand it = 난 이해할 수 없었다.

‣ AFTER ADDITIONAL STUDY BY MY COLLEAGUES 

     = 동료 학자들에 의한 추가적 연구가 이루어진 다음에

They don't understand it either = 그들도 역시 이해하지 못했다.

‣ THANKS ARE DUE TO JOE BLOTZ FOR ASSISTANCE WITH THE EXPERIMENT AND 

TO ANDREA SCHAEFFER FOR VALUABLE DISCUSSIONS

 = 실험에 도움을 준 Joe Blotz와 의미있는 토론에 동참해 준 Andrea Schaeffer에게 감사드립니다.

Mr. Blotz did the work and Ms. Shaeffer explained to me what it meant.= 실험은 Blotz

군이 다 했고, 그 실험이 도대체 뭐하는 건지는 Schaeffer 양이 모두 설명해 주었다.

‣ A HIGHLY SIGNIFICANT AREA FOR EXPLORATORY STUDY = 탐구할만한 가치를 갖는 매

우 의미 있는 분야라고 생각되며 

A totally useless topic selected by my committee.= 학회에서 정해준, 아무 짝에도 쓸모없는 

연구주제.

‣ IT IS HOPED THAT THIS STUDY WILL STIMULATE FURTHER INVESTIGATION IN 

THIS FIELD = 저의 논문이 이 분야에 있어서의 추가적 연구들에 자극이 되기를 바랍니다. 

     I quit.=그러나 저는 그만둡니다.



제 3 장  실천의 장

연구윤리의 실천을 위해서는 무엇보다 연구윤리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우선되어야 한다. 

연구윤리를 실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연구자들이 인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연구

성과의 평가기준이 상업화에 치우쳐 적용된다면 연구목표 역시 상업화에 초점을 맞추게 

되므로 ‘과학윤리를 통한 사회적 책임의 실현’이라는 가치가 평가 절하 될 수도 있기 때

문이다.

연구자들은 연구윤리를 적극적, 자발적으로 실천할만한 연구 풍토가 흡족한 수준으로 정

착되지 않았다고 해서 연구윤리의 실천을 소홀히 해서는 안된다. 모든 문화나 제도는 하

루 아침에 성공적으로 이뤄어지는 것이 아니므로 시간을 갖고 꾸준히 노력해야 할 것이

다. 윤리적인 연구자는 사회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으며, 이것은 과학자의 둘도 없는 

자산이라는 자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

연구윤리의 중요성과 시급성을 절감한 우리나라 역시 연구윤리 확립 및 공정하고 체계적

인 연구진실성 검증에 관한 기준들을 담은｢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을 2007년 2월 

8일부터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아울러 지침의 실효성 확보를 위

해 대통령령인「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 지침의 법적 근거와 주요 

내용을 반 하 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 따르면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는 대학, 

정부출연연구소 등 연구기관은 연구진실성 자체검증 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또한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하면 이에 대한 진실성 여부를 정확하고 공정하게 검증한 후 해당 연구

지원기관에 보고해야 한다. 연구지원기관은 연구기관의 검증이 합리적으로 이뤄졌는지 

검토한 후, 이상이 없으면 연구부정행위 관련자에 대해 연구과제 수행 중단, 3년 이내 

범위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 제한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그렇다면 연구윤리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어떠한 노력이 필요할까? 이를 위해서는 

과학자뿐만 아니라 정부, 학계 등 사회 각계에 걸쳐 다음과 같은 종합적인 노력이 있어

야 한다. 

첫째, 과제책임자는 연구윤리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갖고 프로젝트 기획, 연구수행, 성

과 도출 등 전 연구과정에 걸쳐 윤리적 관점에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 책임자가 윤

리적이지 못하고 윤리적으로 존경받지 못하는 등 윤리적 리더십을 가지지 못할 때 그 

연구의 생명은 끝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기 때문이다.

둘째, 제도 측면에서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연구윤리 시스템을 도입해야 한다. 연구윤

리 시스템은 윤리강령 제작 · 선포, 연구원에 대한 윤리 교육, 비윤리적 행위 감독 체

계, 내부제보자에 대한 철저한 보호, 실천에 대한 평가 등을 포함하여 구축해야 된다. 

셋째, 윤리 전문가와 사안별 과학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강력한 권한을 갖는 윤리위원회

를 설치 ･ 운 해야 한다. 이들 윤리위원회를 지원하기 위한 상설 전담부서를 기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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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속으로 설치해야 한다. 이 윤리 전담부서에는 윤리담당 직원을 두어 연구윤리를 체

계적이고 실질적으로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연구윤리위원회와 전담 조직

은 제도적으로 확실한 권한과 책임을 갖도록 해야 한다.

넷째, 정부 차원에서는 연구윤리 실천 실적을 평가하는 제도를 만들어 우수 기관에게 인

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이를 장려하는 풍토를 조성해야 한다. 또한 연구윤리 촉진을 

위해서는 연구성과에 대한 평가도 그에 맞게 정비되어야 한다. 특히 연구윤리의 실천 

여부를 모니터링 할 수 있도록 평가 항목을 정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어떠한 기준으로 

평가받는가가 연구자의 의사 결정과 행동에 커다란 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다섯째, 학계에서도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와 관심이 필요하다. 국내에서

는 연구윤리가 일부 대학에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되고 있는 수준이지만, 향후에는 대

학에서 연구윤리를 필수 강좌로 만들어 학생들에게 교육해야 한다. 이는 연구자의 소

양을 기르는 기본 덕목으로 윤리의 개념을 몸에 배도록 하는데 크게 기여한다.

여섯째, 사회적 윤리 수준 제고, 윤리적 기관 발굴 등 사회적 윤리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 윤리적 문화는 사회가 만드는 것이다. 즉 연구윤리 환경이 조성되고 윤리적 기관

을 발굴하여 칭찬해주는 시스템이 활성화되는 사회에서는 연구원 또한 연구윤리의 수

준을 높이지 않을 수 없다. 연구윤리의 올바른 실천을 위해서는 이를 하나의 조직 문

화로 정착시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연구윤리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사전에 철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이에 대

한 공감대가 구성원들 사이에 형성되어야 한다. 연구윤리는 구성원들 사이에 내재된 의

식이며, 가치이기 때문에 자발적인 참여와 의사소통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연구자들의 

윤리적 활동에 대해 구성원들이 스스로 참여하고 자유롭게 커뮤니케이션 하는 분위기를 

만들어야 연구윤리의 실천을 촉진할 수 있다. 과학자들이 연구수행에서 부딪히는 많은 

윤리적 딜레마에 대해 구성원들끼리 혹은 책임자 또는 멘토와 적극적으로 토론하고 해결 

방안을 찾아 갈 수 있는 개방적인 분위기가 형성될 때 연구윤리는 하나의 문화로 승화될 

수 있다.103)

만약 지금까지 연구현장에서 비윤리적 관행 및 의식들이 있었다면 이를 바꾸기 위해 과

학자 개개인이 노력해야 한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고, 각 과정에 

적용할 수 있는 명확한 규정을 문서화하여 연구자가 이를 참조해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야 한다. 또한 과학자들은 미지의 세계에 대한 탐구적 자세를 갖춰야 함은 물론 사

회에 대한 책임의식도 가져야 한다. 그러나 이러한 책임이 개인에게만 안 될 것이며, 감

독과 통제보다는 교육과 훈련을 통해 사전에 비윤리적 행동을 방지하는데 역량을 집중해

야 한다. 과학자들이 이러한 윤리적 관점에서 성찰적 연구 자세를 가지고 연구를 수행하

며, 이를 대중이 인정하는 문화가 이루어질 때 대중들은 과학계와 과학자에게 신뢰와 지

지를 보낼 것이다.

103) 윤리기업의 시대, 김기현 2002.08.07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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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연구윤리 교육의 필요성

부록 2. 연구윤리 교재개발 및 교육에 관한 설문지

1. 귀하는 연구윤리에 저촉된다고 여겨지는 사례를 얼마나 자주 보거나 경험하십니까? 

   1) 전혀 경험이 없다

   2) 이례적으로 한 두 차례 보거나 경험한 적이 있다

   3) 거의 해마다 경험한다

  1-1. 경험하거나 본 사례를 자유롭게 기술하여 주십시오. 

  

2. 귀하는 우리나라 과학기술분야 연구윤리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전혀 심각하지 않다

   2) 별로 심각하지 않다

   3) 보통이다

   4) 심각한 편이다(☞ 문2-1로)

   5) 매우 심각하다(☞ 문2-1로)

  2-1. 어떤 문제가 가장 심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자유롭게 기술해 주십시오)

       

3. 귀하는 연구윤리가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 이유를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해당되는 것에 모두 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1) 계량적 성과와 결과를 중시하는 정부의 연구평가방법

   2) 연구의 내용보다 실적을 중시하는 학문 풍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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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연구결과에 대한 점검이 철저해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2) 연구논문 작성과 제출을 신중하게

   하게 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동료 연구자들 사이에 연구결과에

   대한 토론이 활발해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4) 연구활동이 위축되는 경향이 

   있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5) 연구비 지원기관의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6) 연구 성과물이나 실험기록 등 연구

   과정에 대한 관리가 강화될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7) 특별한 변화가 없을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8) 연구실적 평가와 관리가 투명하고 공정

해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9) 연구예산 관리가 투명해 질 것이다. ① ② ③ ④ ⑤

   3) 종속적ㆍ권위주의적 연구실 문화

   4) 논문 및 연구업적에 “무임승차”하는 것에 둔감한 연구자들의 동류의식

   5) 능력보다 연공을 중시하는 학계 및 연구문화

4. 귀하는 근무하시는 기관 차원에서 연구윤리 교육이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1) 매우 필요하다

   2) 필요한 편이다

   3) 필요할 수도 있고 않을 수도 있다

   4) 필요하지 않은 편이다

   5) 전혀 필요하지 않다

5. 연구윤리 교육이 다음과 같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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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연구윤리 교육경험

 3. 연구윤리 교육의 대상ㆍ내용ㆍ방법

6. 귀하의 기관에서 “연구 진실성 위원회 또는 연구부패 방지(안)”과 같은 연구부정을 방지

할 시스템에 

   관한 논의가 있습니까?

   1) 이미 설치되어 운 되고 있다

   2) 현재 활발한 논의가 진행 중이다

   3) 논의는 있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모른다

   4) 공식적인 논의가 전혀 없었다

   5) 어떤 상황인지 모른다

7. 귀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이 있습니까?

   1) 있다(실시기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2) 없다

8. 귀하는 연구윤리 교육이 아니더라도 연구윤리로 지켜야 할 것에 관한 이야기나 정보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1) 있다(☞ 문8-1로)     2) 없다

   8-1. 그러한 이야기나 정보를 어디에서 들었습니까? 

        1) 은사로부터        2) 동료나 후배로부터   

        3) 언론보도를 통해   4) 학술모임에서        

        5) 기타 :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9. 귀하는 연구윤리에 관한 교육이 누구에게 가장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연구자 전체에게 고루 

   2) 연구관리자급

   3) 과제책임자급

   4) 과제책임을 맡지 않는 연구원급

   5) 포스트닥 과정생 및 위촉연구원

   6) 행정관리 부서원

10. 연구윤리 교육이 개설된다면 귀하는 교육 참여에 어느 정도의 시간을 할애하실 수 있습

니까?

   1) 1-2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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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전혀 

그렇지 
않다 

②
별로 

그렇지 
않다

③
보통이다

④
대체로 
그렇다

⑤
매우 

그렇다

1) 자료 수집과 처리, 실험 기록 ① ② ③ ④ ⑤

2) 저자 자격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3) 올바른 인용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4) 연구비 관리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5) 부정행위 고발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6) 연구자 간의 관계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7) 동료평가에 관한 사항
   (Peer review) ① ② ③ ④ ⑤

8) 지식재산권에 관한 사항 ① ② ③ ④ ⑤

   2) 반나절

   3) 하루

   4) 1박 2일

   5) 2박 3일

11. 귀하는 연구윤리 교육을 위하여 어떤 형식의 교육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연구윤리에 관한 연구자 간담회

   2) 연구윤리 전문가 초청 강연

   3) 부서별 연구윤리 자율학습 세미나(참고자료 제공)

   4) 연구윤리에 관한 온라인 교육

   5) 위의 여러 교육형식을 병행

12. 귀하는 연구윤리 교육활동을 누가 이끄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직장 내 보직자 

   2) 연구윤리를 존중하는 직장 내 선배나 동료

   3) 외부 전문가 

13. 귀하는 능력과 여건이 된다면 다른 연구자들에게 연구윤리 교육을 제공하실 의사가 있

습니까?

   1) 아니다

   2) 그렇다

   3) 모르겠다

14. 귀하는 연구윤리 교육의 내용으로 다음 항목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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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개인 사항

소속 기관 응답자 성별  남      여

응답자 연령
 20대        30대

 40대        50대 이상 

응답자 직무 

 

 연구개발      사무행정 

 정책 및 기획  기타

응답자 전공학과

(예: 재료, 원자력, 

화공 등)

응답자 직위 

 

 연구책임자 

 정규직 연구원

 계약직 또는 임시직 연구원

 대학원생

 기타

학술논문

발표횟수 

 없다        1~4회 

 5~9회      10회 이상

최종학위  
 박사(국내)   

 박사(해외) 

 석사

 학사응답자 연구기간 

 5년 미만 

 5년 ~10년 미만 

 10년 ~ 20년 미만     

 20년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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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연구윤리 교재 편찬을 위한 전문가 의견서

심층 인터뷰에 응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본원에서는 연구윤리 교재 편찬 및 교육 방안에 대하여 정책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하여, 심층적인 인터뷰 및 설문을 통해서 여러 전문가들로부터 연구윤리 교재의 방향 및 내용에 

관한 자료들과 의견들을 수집하고자 합니다. 다음 설문에 응답해 주시면 본 연구 결과가 연구 수

행에 최대한 반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답하신 자료는 연구목적 이외에는 사용되지 않

을 것을 밝혀 드립니다.

  

2007.  4. 13.

연구기관 : 한국원자력연구원(KAERI)

담당연구원 :                                Tel :      

                                         

소속 기관: 응답자 성명:

응답자 전공학과:               

                     (예: 재료, 원자력, 화공 등)

응답자 직위:

전화번호/팩스번호:

응답자 e-mail주소: 연구윤리 관련 연구 및 교육시행 유무 ( ○, × )

A. 연구윤리 교재 및 교육에 관한 일반 사항

문A1. 정부출연(연)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및 바람직한 연구를 위한 교재를 편찬하려 합니다. 분야와 계

층에 있어서 교육 대상의 스펙트럼이 매우 다양합니다. 어떤 방식으로 이를 한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

하십니까?

     1) 물리/화학/생물/공학 분야로 적절히 융합하여 계열별로 정리

     2) 과제 참여자, 과제책임자, 경 자 등의 계층별로 분류하여 정리

     3) 계층/계열별 공통부문을 도출하여 공통분모 위주로 정리

     4) 기타 

문A2. 연구윤리는 다양한 분야와 다양한 주제들이 묶여져 있기 때문에 그 서술방식에 따라 교육의 방향이 

바뀌어질 것입니다. 또한 각 해당 주제에 따른 기술형태도 달라야 할 것입니다. 이들을 고려하여 교재의 주 

서술방법은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일반 교과서식 서술

     2) Handbook 형태의 서술

     3) 사례위주의 Q&A book 형태의 서술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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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법 사례를 통한 토론식 수업 내용이해를 위한 집체 수업 숙제를 통한 자율학습 온라인 강의

비율

시간

리더
1) 내부강사 2) 외부강사 

3) 해당실장 4) 기타

1) 내부강사   2) 외부강사 

3) 해당실장   4) 기타

1) 내부강사 2) 외부강사

3) 해당실장 4) 기타

1) 내부강사 2) 외부강사 

3) 해당실장 4) 기타

문A3. 연구윤리 교육방법은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비율은 %로 표시하여 주

십시오. 불필요한 교육방법이라 생각하시면 비율을 ‘0’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더 좋은 수업 방법이 있다면 

기타에 의견을 말씀하여 주십시오.

      

기타)

문A4. 정부의 연구윤리 가이드라인 제정과 함께 연구윤리 교육에 대한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정부

가 요구하는 연구윤리 교육의 수준은 실제 연구에 직접 적용 가능한 것, 애매한 상황들에 대한 가이드라인

을 제시하는 정도입니다. 연구윤리 분야에서 신중하게 다루어야 할 분야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1) 정당한 공로 배분(논문저자)                          4) 변조와 표절의 범위

     2) 이해상충의 문제                                    5) 기타     

     3) 자신의 연구분야와 사회적/개인적 양심의 갈등

B. 연구교재의 목차에 관한 사항 

문B1.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현황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의 표를 작성해 주십시오.

 <작성요령>

국내․외 연구윤리 수준에 대해서는 해당 수준에 √표시를 해 주십시오. 

    ○ 외국 선진 특히 미국 및 유럽의 연구윤리 수준과 비교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 아래의 5점 척도 기준으로, 각 분야의 수준을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아주 낮음   낮음   선진국 수준    선진국 보다 높음   세계 선도 수준 

아래의 5점 척도 기준으로, 각 분야의 중요도를 √표시를 해 주십시오.

       아주 낮음   낮음   보통    높음   아주 높음

가장 적절하다고 생각하는 서술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연구윤리 분야의 강의방법에 대하여 표시하여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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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윤리 분야 국내 수  요도 기술방법 강의방법

1. 과학철학과 사회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2. 자료의 수집과 처리, 보 에 한 내용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3. 정당한 공로 배분에 한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4. 논문 작성 시 인용에 한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5. 연구환경  문화에 한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6. 책임있는 태도에 한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7. 연구기획 시 유의할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8. 부정행  고발에 한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9. 공동연구 시 유의할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10. Peer review시 고려해야할 사항
  

  
   

  
□ 교과서식

□ 핸드북

□ 사례 주

□ 기타

□ 집체식 강의

□ 토론식 강의

□ 온라인 강의

□ 교재를 통한 자율학습 

□ 기타 

문B2. 연구윤리 교재에 더 포함되어야 할 내용이 있으면 기술하여 주십시오.

C. 연구수행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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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의 목표

 ○ 과학기술부에서 마련한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위한 지침’에 합목적적인 친 사회적 연
구윤리 교육의 모델의 제시  

 ○ 과학기술사회 전반에 활용될 수 있는 연구윤리와 진실성 기본교육 모듈 및 교재를 개발

 ○ 전문 연구분야별 연구윤리 및 진실성 확보를 위한 특성화된 교육을 위한 교육지침 개발

문C1. 다음과 같은 연구목표 하에 그림과 같은 방법으로 본 과제에서 연구를 수행하여 연구윤리 교육방안

과 윤리 교재를 발간하려 합니다. 연구방법에 있어서의 유의사항과 보완사항들을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문C2. 정부출연 연구소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교재에 관한 consensus를 도출하기 위하여 설문이라는 방법

을 선택하 습니다. 설문지에 반 해야할 항목에 대하여 조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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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3. 시범운  강의평가 통계결과

1. 나는 교육과정 입과시 기대를 가지고 입과하였다.

18%

32% 32%

18%

0%
0%

5%

10%

15%

20%

25%

30%

35%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3.5

2. 본 과정에 대해 전반적으로 만족한다.

14%

77%

9%

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4.0

3. 본 과정은 나의 요구/기대 수준을 충족시켰다.

9%

64%

27%

0% 0%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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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본 과정의  교육기간은 적절하다.

14%

59%

27%

0% 0%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3.9

5. 본 교육은 내가 필요한 떄 시기 적절히 실시되었다.

9%

73%

9% 9%

0%
0%

10%

20%

30%

40%

50%

60%

70%

8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3.8

6. 본 교육을 다른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다.

14%

64%

23%

0% 0%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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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교육 목표가 명확하게 제시되었다.

9%

73%

18%

0% 0%
0%

10%

20%

30%

40%

50%

60%

70%

8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3.9

8. 교육 전반의 내용이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되었다.

36%

64%

0% 0% 0%
0%

10%

20%

30%

40%

50%

60%

70%

매우그렇다 그렇다 보통이다 그렇지않다 전혀그렇지않다

평점: 4.4

9. 교육 내용이 나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48% 48%

0%

5%

0%
0%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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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새로운 지식이나 스킬을 습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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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교육 내용이 나의 업무 수행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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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강사의 해당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이해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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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강사는 효과적인 스킬과 열정으로 강의를 전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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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사는 교육생의 질문에 대한 대처나 피드백이 적절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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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강의장 및 교육시설은 만족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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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교육진행자의 서비스에 만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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