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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머리말
우리나라의 학문 연구는 양적 성장과 질적 발전에 있어서 세계적인
수준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몇몇 연구 분야에서는 이미 세계의 연구
흐름을 선도하고 있기조차 하다. 이처럼 우리 학계는 높은 연구 성과를
이룩하고 있으며 이 점은 우리나라에서 연구 성과 면에서 좋은 연구
(Good Research)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좋은 연구가 단지 저명한 학술지에 출판된 논문의 숫자를
늘리거나 높은 인용지수를 갖는 논문을 출판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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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다. 좋은 연구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수행된 연구 결과로 동료
연구자들을 설득할 수 있는 실험자료나 통계자료, 논증 등을 제시하려
노력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부풀리지 않고 동료
학자의 연구결과를 적절하게 인용하면서 학문공동체의 일원으로 연구
결과에 대한 공동 검토에 참여하여 전체적으로 인류의 학술적 지식을
성장시키는 작업도 좋은 연구가 지향할 바이다. 여기에 더해 다음
세대의 학문연구를 책임질 학문후속세대를 성실하게 교육하고 연구
과정에 참여하여 연구경험을 쌓을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그들을
동료연구자로 공정하게 대우하되 그들이 학문공동체의 가치를 내면화
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 역시 좋은 연구의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좋은 연구를 위해서는 훌륭한 연구 성과만큼이나 그 연구
성과를 얻어내는 방식이나 연구결과를 평가하고 축적하여 학문후속
세대를 교육시키는 방식에 있어서도 공정하고 객관적이며 윤리적으로
바람직해야 한다. 대부분의 연구 선진국이 그랬듯이, 우리나라도 좋은
연구의 이 같은 측면에 대해 미리 강조하지 못한 채 2006년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과 같은 사회적 파장이 큰 사건을 맞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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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그 사건을 계기로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성립은 비교적 빠르게 진행되었다.
교육과학기술부(구 과학기술부)에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공포한 이후
지침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기관과 학술단체에서 연구윤리 관련 규정과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보다 적극적인 의미의 연구윤리 제도화인 연구
윤리 교육에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일선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추상적으로 기술될 수밖에 없는 연구윤리
지침의 내용이 개별적으로 매우 다를 수밖에 없는 연구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고
해석되어야 하는지를 결정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지침은
성격상 바람직한 연구수행에 대한 대체적인 틀만을 제시하고 보다 세부적인 사항은
학문공동체의 논의를 통해 채워나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 개별
학술단체나 연구기관이 충분한 내부 협의를 거쳐 자신들의 연구영역에 대한 구체
적인 연구윤리 세부지침이나 지향점 등을 마련하는 데는 아직 좀 더 시간이 필요할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최근 몇 년간 국내 연구기관에서 처리된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사례와 해외 연구윤리 부정행위 사례에 대한 분석 그리고
국내에서 이루어진 연구윤리 활동 모범사례를 소개하는 것은 상당한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 연구윤리 사례집은 이런 취지에서 기획되었으며, 좋은
연구를 지향하는 국내 연구자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국내외의 여러 사례를 가려 뽑아
그 내용과 시사점에 대한 분석을 담았다.
국내의 연구부정행위 사건 중에서 대중매체를 통해 전해지는 단편적인 사실 말고
그 처리 과정이나 객관적 내용이 제대로 알려진 것이 많지 않다. 따라서 연구자들은
국내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상황이 연구 부정행위 조사의 대상이 되는지에 대해
정확한 판단을 내리기 쉽지 않았다. 이 사례집의 제2부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고
연구 부정행위의 다양한 유형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무엇인지, 좋은 연구를 지향하는
연구자라면 보다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읽을거리와 생각
거리를 제공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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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논의를 따라가다 보면 연구자들은 논문표절, 중복게재, 자기표절처럼 최근
국내 연구계에서 집중조명을 받고 있는 논쟁적 주제에 대해 개념적으로 보다 분명한
이해를 할 수 있고 위조와 변조, 논문저자의 책임 문제 등 익숙한 주제들에 대해서도
보다 구체적으로 자신의 생각을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 사례에 대한 분석은
가능한 한 인문사회 분야와 과학기술 분야 사례를 균형 있게 다루려고 노력했다.
또한 하나의 사건을 시간 순서대로 추적하기보다 연구부정행위 범주에 따라 발생
했던 사건의 쟁점을 분석하는 데 초점을 맞추었다. 대부분 실제 국내에서 조사되고
처리되었던 사건을 소재로 다루고 있으나 관련 연구자, 기관, 학문 분야 등은 가명
으로 처리했다.
제3부에서는 선별된 해외사례를 다룬다. 해외사례는 그 성격상 국내 연구자들이
직접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정보를 얻기는 어렵다. 해외 각국의 연구윤리 규정이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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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방식 그리고 바람직한 연구와 그렇지 못한 연구의 경계가 조금씩 다르기 때문
이다. 하지만 원자료를 조작하는 일이 허용되는 나라는 어디에도 없고, 제자의
논문을 성실하게 지도하는 연구자가 문제가 되는 나라 역시 어디에도 없다. 그러
므로 비교적 분명한 연구부정행위의 사례와 바람직한 연구수행의 사례에는 국제적인
합의가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해외사례에 대한 분석이 유용한 이유는, 연구 선진국에 연구윤리가 정착되는 과정
에서 나왔던 연구자 공동체 내부와 외부의 논쟁들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나라에서의
연구윤리 정착과정에서 유의할 점에 대한 시사점을 얻는다든지, 혹은 최근 발생한
연구부정행위 처리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우리의 연구윤리 제도화가 지향해야 할
방향에 대한 생각거리를 얻는다든지에 있다. 제2부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례의 선정
과정에서 과학기술 연구의 사례와 인문사회계열 연구의 사례를 균형 있게 고르려고
노력했으나 충분히 신뢰할만한 자료의 부족으로 인문학 연구의 사례는 포함시키지
못했다. 하지만 사회과학 연구의 사례는 여럿 포함되었는데, 이는 최근 이 분야 연구
에서 연구자 공동체가 함께 협의해 나가야 할 연구윤리의 쟁점이 많아지고 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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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제4부에서는 국내의 각 연구기관이나 단체에 소속된 연구자들이
자발적으로 좋은 연구를 진작시키기 위해 어떤 모범적인 노력과 실천을 기울였는
지를 소개한다. 특히, 모범사례는 한국연구재단에서 진행한 연구윤리지원 사업 결과
에서 유형별로 대표사례를 선별하여 소개하였다.
아직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자 공동체나 연구기관 내부의 자발적
노력은 좀 더 필요한 시점이라고 평가하는 것이 맞을 것이다. 하지만 이 단계에서
현재 진행 중인 국내 학계의 노력을 소개하는 것은 이와 유사한 노력이 앞으로 더욱
적극적으로, 좀 더 많은 곳에서 진행될 수 있기를 바라는 우리 모두의 마음이 담겨
있다고 할 수 있다.
우리보다 연구의 역사가 훨씬 앞선 연구 선진국에서도 연구윤리 문제를 제도적
으로 접근한 역사는 그리 길지 않다. 학문 자체의 역사에 비해 연구윤리 제도화의

●

역사가 상대적으로 짧은 이유는 20세기 이후 학술 연구자가 급격하게 늘어나고 학술

09

연구에 더욱 더 많은 사회적 자원이 투여되기 시작하면서 좋은 연구를 위한 규제를

●

소규모 학술 공동체의 자율적 통제에만 의존하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는 최근 몇 년 사이에 연구윤리의 제도화 과정을 착실하게 진척시키고
있다. 하지만 연구 선진국의 경험에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사실은 진정한 좋은 연구의
미래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제도화만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들과 학문 공동체가
바람직한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하려는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여야 한다는 점이다.
이 사례집이 이와 같은 노력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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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하는 모든 글의 내용과 문장은 저자 자신의
생각과 표현이어야 한다. 다른 사람의 저작물을 빌려오는 경우에는
정당한 방식으로 인용해야 하며, 인용한 부분은 자신이 작성한 부분과
명확하게 구별할 수 있어야 한다. 제대로 인용한 경우라도 인용하는
부분은 논문에서 종속적인 위치에 국한되어야 한다. 저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한 내용이 반드시 글의 중심이 되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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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글쓰기의 기본 원칙을 지키지 않은 채 다른 사람의 생각이나
표현을 옮겨온 경우를 표절이라 한다. 기본 원칙은 간단하나 실제 표절
혐의로 제보된 사례를 보면 단순하게 표절 여부를 가리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몇 년 동안 표절 판정 기준을 제정
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나, 아직 연구자 공동체의 합의를 이끌
어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를 통해 지식을 축적하는 과정이
선행 연구를 발판으로 한 걸음씩 더 내딛는 것임을 생각해 볼 때,
그리고 다양한 분야의 학문이 서로 독립적으로 논문 발표 관행을
구축해왔다는 사실을 돌아볼 때 일률적으로 표절에 대한 기준을 적용
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로 보인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다.
표절은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우리나라에서도
많은 사례가 보고되었다. 여기서는 누가 봐도 자명하게 표절이라 판정
할 수 있는 사례는 제외하고, 조사 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표절 의혹
사례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들 표절 의혹 사례를 몇 가지 범주로 구분
한 다음 어떤 문제들이 쟁점이 되었는지 살펴봄으로써 좋은 논문
쓰기와 표절의 경계에 대해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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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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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로서의 표절
표절은 다른 사람의 지적 자산을 도용하여 연구자 공동체의 신뢰에 손상을 준다는
측면에서 중대한 부정행위로 간주된다. 표절은“타인의 연구성과, 연구아이디어, 연구
데이터 및 문장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사용(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함으로써“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학술단체총
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로 정의한다. 그러나 독창성이 인정되지 않는 타인의 표현 또는
아이디어를 이용하거나, 인용한 소재의 선택 또는 배열에 창작성이 인정되는 편집저작
물의 경우, 또한 관련 학계의 전문가들이 표절이 아니라고 평가한 것은 표절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명시되어 있다. 이와 같은 규정을 보면,
다른 사람의 것을 내 것처럼 사용하여 논문을 쓰면 표절이긴 하지만 애매한 경우에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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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분야의 전문가 의견을 들어야 판정해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정직한 실수가 부정행위에 속하는가는 논의할 여지가 있는 문제다. 그러나 학술단체
총연합회의 지침에서는 표절을“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일반적 지식이 아닌 타인의
아이디어나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표시 없이 자신의 것처럼 부당하게 사용하는 학문적
부정행위”
로 규정하여 비의도적인 경우도 표절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다. 이 사실을 볼 때,
다른 사람의 글을“표절”
한 경우라면 잘 알지 못하여 저지른 실수라 할지라도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단순히 연구윤리의 범위를 넘어 저작권법의 구속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도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표절은 위조, 변조에 비해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연구부정행위의 하나로 다른 사람의
논문을 통째로 혹은 핵심적인 부분을 출처표기 없이 그대로 옮겨 오는 엄청난 잘못에서
부터 실수로 출처 표기하나를 빠뜨리는 상대적으로 경미한 잘못에 이르기까지 그 정도의
차이가 상당히 크다. 만약‘복사하기’
와‘붙이기’
를 반복해서, 다른 사람의 문장이나
표현을 그대로 자신의 논문에 사용하면서,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았다면 그것은
당연히‘표절’
에 해당된다.
그러나 옮겨 온 부분이 논문 전체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고 논문의 핵심적인 쟁점이라
볼 수 없는 일반적인 내용이거나, 문장은 거의 일치하지만 내용 면에서는 별도로 진행된
연구 결과인 경우에도 표절로 보는가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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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의혹 사례
｜표 2.1｜ 표절에 대한 제보와 저자의 해명
사례

제보 내용

①

초록의 도입부, 결과 및
토론에서 문장의 일부
분을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
옴.

②

서론, 연구방법, 결과,
및 토론의 대부분 문장을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옴, 거의
연구 대상인 물질 이름
만 바뀐 형식.

저자의 해명
- 논문의 초록 도입부, 결과 및 토론의 일부분에서 표절 의혹 논문의
일부 문구를 사용한 사실은 인정함.
- 본문 내용 중에 해당 논문을 인용했음.
- 그러나 두 논문은 같은 재료의 특성을 연구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일부
중복되는 표현이 포함되었을 뿐 내용 면에서는 전혀 다른 특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제시하고 있음.
- 이미 발표된 논문의 방법론을 모델로 연구를 진행하여 논문을 작성하면서
이를 참고문헌에 인용하지 않아 표절 의혹을 산 것임.
- 사전에 발표된 다른 논문의 서론, 방법, 결과와 토론의 일부분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이를 참고문헌으로 인용하지 않은 부분은 오류로 인정함.
- 그러나 다른 대상을 선택하여 처음부터 끝까지 독자적으로 진행한 연구
결과를 담고 있으므로 내용상 표절은 아님.
- 토론에서 문장 단위로 동일한 표현을 쓴 부분은 매우 유사한 특성에
대한 일반적인 설명을 한 부분이므로 표절이라 보기 어려움.

초록, 서론, 방법, 결과,
그림 설명 대부분이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
표절로 판정될 정도로
매우 유사함. 두 논문의
저자가 서로 다름.

- 두 논문은 핵심어와 방법이 거의 동일하지만 연구 대상에 대한 다른
재료의 영향을 분석함으로써 각각 서로 다른 의미를 갖는 논문임.

- 이전 논문의 서론 일부를 새로운 논문에서 그대로 사용한 것은 인정함.

④

서론의 일부 문장을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옴.

⑤

총설(review) 논문에서
다른 연구자의 논문의
내용을 출처표기 없이
다른 표현으로 바꾸어
쓴 부분이 한 문단 발견
되었음.

③

- 재료 및 방법 부분의 영어 문단이 유사한 것은 비슷한 방법을 쓰는
논문에서 관행적으로 쓰는 표현이기 때문임.
- 결과 부분의 기술에서 일부 표현이 매우 유사한 것은 실험 방법이 비슷
하고 연구대상이 같기 때문임.

- 그러나 앞의 논문의 연구결과는 전혀 사용하지 않았으며 일반적인 연구
대상을 소개하는 내용만을 그대로 옮겨온 것에 불과함.

- 실수로 이 부분의 출처표기가 누락된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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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의 이름을 걸고 발표하는 논문에서는 반드시 자기 자신이 새로운 문장을 직접 작성
해야 한다. 이것은 논문 작성의 기본 원칙인 동시에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학술활동을
하는 사람들 사이에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약속이다. 이와 같은 약속을 지키지 않고, 다른
사람의 문장을 적절한 방식으로 인용하지 않은 채 옮겨 쓰는 것은 지적인 절도 행위로
간주된다. 따라서 결론을 미리 말하자면 다른 사람의 문장을 적절한 출처 표기 없이 사용
하는 경우에는 표절 내용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중요도에 관계없이 표절 판정을 받는 것
으로 나타났다.

사례 ①에서 저자는 그대로 베껴온 문장의 분량이 그리 많지 않고 본문 내용에 표절의
대상이 된 선행 논문을 인용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선행 논문의 연구 결과를
소개하고 이를 해당 논문의 결과와 비교하는 부분에서 이를 인용한 것일 뿐, 문장을
●

그대로 따온 부분에서는 선행 논문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었다. 따라서 독자들은 이

18

부분을 본 논문의 저자가 작성한 문장이라 생각할 수밖에 없다. 이는 타인의 문장을

●

자신의 것인 것처럼 사용한 것으로 표절에 해당된다.
이러한 사례는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외국인의 처지에서 익숙하지 않은 영어 논문을
써야 할 때 많이 나타난다. 비슷한 연구를 진행한 선행 논문에서 자기가 사용하고 싶은
멋진 표현을 발견했을 때 이를 그대로 복사하여 쓰고 싶은 유혹을 느끼는 것이다. 스스로
별도의 연구를 수행하여 새로운 결과를 얻었고 이를 발표하는 것이 논문의 주안점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사항을 서술하는 부분에서는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쓰는 것은 별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어떤 경우라도 적절한 방식으로
직접 인용을 하지 않는 한 다른 사람의 문장을 그대로 가져오는 것은 절대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해둘 필요가 있다.
직접인용은 반드시 인용하는 글의 표현을 있는 그대로 옮겨야 한다. 인용문의 길이가
짧으면 문장 안에서 인용 부분을 따옴표 안에 넣는 방식으로 기술한다. 인용문의 길이가
길면 인용문만을 별도의 문단으로 나누고 양쪽으로 들여쓰기 하여 인용하고 있는 부분이
분명히 드러나도록 밝힌다. 직접인용을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다른 사람의 표현을 그대로
옮겨 쓸 수 없다. 원전의 출처를 밝히고 그 내용을 설명하되, 자신의 표현으로 고쳐 써야
적절한 간접인용의 형식이 된다. 간접인용의 형식을 취하면서 다른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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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오는 것은 출처 표기 여부에 관계없이 표절이 될 수 있다.

사례 ②와 ③은 다른 주제에 대한 연구 논문에서 방법론만을 취하여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발표한 논문이다. 이 사례에서는 두 가지 점을 지적할 수 있다.
첫째, 방법론을 제시한 원 논문을 인용하지 않았다. 선행 논문의 방법을 따라 했다면
연구 주제가 다른 분야의 논문이라 해도 그 논문의 방법을 사용했다는 사실을 밝혀야
한다. 둘째, 앞의 논문에서 문장을 그대로 차용했다. 두 논문은 같은 방법론을 사용하고
있으므로 연구 진행과정이나 방법, 결과를 서술하는 방식이 유사할 수 있다. 그러나 연구
진실성 조사 과정에서 자신이 새롭게 그 과정을 생각해서 기술하는 대신 이처럼 다른
사람의 논문 문장을 가져와서 바뀐 부분의 이름이나 숫자 등만을 치환하는 것 또한 표절
판정을 받은 사례가 있었다. 이를 통해 반드시 문장이 100% 일치해야만 표절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

19
사례 ④는 연구의 배경을 설명하는 부분에서 다른 논문의 문장을 일부 그대로 차용한
경우다. 이는 우리나라에서 진실성 조사위원회에 회부되었던 사례는 아니지만 이 지점
에서 논의할 필요가 있어 덧붙여 보았다. 이 경우는 표절 혐의를 받는 부분이 발표하는
연구 성과와 직접 관련이 없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한 기술에 지나지 않으며, 차용한
분량이 전체 논문에 비해 미미하다는 항변을 할 수도 있다. 일반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출처를 밝히지 않고 사용할 수 있다는 인용의 원칙을 적용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그러나 이는 해당 분야에서 상식적으로 통용되는 내용을 서술할 때마다 출처를 밝
힐 필요가 없다는 뜻이다. 이 내용을 어떤 저자가 특정한 방식으로 설명했고 이를 다른
사람이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라면 설명한 글에 대한 출처를 밝혀야 한다. 차용한 문장
표현이 다른 저자의 것이라면 어떤 경우든지 표절의 혐의를 피하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아
두자. 이는 다음의 사례를 통해 실감할 수 있다.

사례 ⑤는 상당히 긴 총설 논문에서 한 문단을 출처표기 없이 다른 연구자의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온 경우다. 몇 해 전 우리나라의 연구자가 저명한 국제 학술지에 총설 논문을
발표하면서 이와 같은 실수를 한 적이 있었다. 이때에는 출처를 표기하지 못한 부분이

●

‡»`

1904.5.24 3:14 AM

˘

` 20

여러 군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표절 혐의가 불거진 이후에 빠뜨린 출처를 보강하고 수정
하여 정정문을 발표하는 것으로 마무리할 수 있었다. 그러나 최근 외국에서 전체 총설
논문 가운데 단 하나의 단락이 출처를 빠뜨린 채 다른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차용한
사건이 발생했다. 저자는 건강상의 이유 등 당시의 여러 가지 정황을 들어가며 실수로
출처를 빠뜨렸다고 해명하면서, 원저자에게 사과하고 출처를 정확하게 밝히고 내용을
수정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 논문 저자는 문제가 된 부분을 표절
했다는 혐의를 벗을 수는 없었고 결국 논문 전체를 철회해야 했다.
이상의 사례를 통해 다른 사람의 논문에서 아주 작은 분량이라도 적절한 인용의 형식을
취하지 않고 문장을 차용하는 것은 어떤 경우라도 표절 혐의를 벗기 어렵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본 다섯 사례 모두 선행 논문을 적절하게 인용하고 자신의
연구 과정과 결과를 자신의 언어로 기술하였다면 새로운 연구 성과로 당당하게 인정
●

받을 수 있는 논문이었다. 새로운 연구 성과로 인정받을만한 연구를 하고도, 이와 같이

20

논문을 직접 새로 작성하는 대신 다른 사람이 고민해서 발표한 논문의 문장을 차용함

●

으로써 표절 논문이라는 굴레를 쓰게 된다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표절 검색 프로그램
학술지에서는 자신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 표절로 판명되지 않도록 표절에 대한
기준을 투고 규정 등에 명시하는 동시에 이에 따라 엄격한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현재 여러 학술지 발행기관에서는 각기 보유하고 있는
학술논문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하여 투고 논문에 대한 표절 심사를 계획하고 있다. 2010년
여름 현재 학술지 발행기관들이 연합하여 자신들이 발행하는 50만 종에 육박하는 학술
잡지와 도서에 게재된 수천만 편의 논문 데이터베이스를 공유하고 있다. 이들 데이터
베이스를 바탕으로 논문 표절 검색에 활용할 수 있는 크로스첵(CrossCheck)이라 불리는
검색 시스템을 시범 운영 중이다. 이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방식은 학술지마다 달라서,
모든 투고 논문을 검색하는 경우도 있고 표절이 의심스러운 논문만을 검색하는 학술지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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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와 같은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경우에도, 표절 검색 프로그램에서 제시하는
수치를 절대적인 표절의 기준으로 삼는 것은 아니다. 검색 결과는 참고 사항일 뿐이며
전문가의 해석을 거친 다음에야 최종적인 판정을 내린다. 표절검색 프로그램이 기계적
으로 찾아낸 유사도나 일치도가 반드시 표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는 겉
보기에 두 논문이 매우 유사해서 우리가 한 논문이 다른 논문을 표절한 것처럼 보인다는
의심을 하게 되는 단계와 같다고 하겠다.
따라서 표절 검색 시스템을 활용하는 학술지에서는 검색을 통해 발견된 표절 의심
결과를 심사자에게 투고 논문과 함께 보내어 심사할 때 참고하도록 하고 있다. 최종
판정은 해당 분야의 전문가인 심사자와 편집위원회의 숙고와 협의를 통해 내려지게
된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표절 의혹 사례를 생각해 볼 때 수긍이 가는 대목이다. 이와
같은 표절 검색 프로그램은 이를 이용함으로써 표절이 의심스러운 논문을 일차 선별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

21
●

더 생각해 보기
한국연구재단에 다른 연구자가 제출하였던 연구계획서의 내용을 대부분 그대로 복사
하여 다시 제출하는 것은 표절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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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중복게재
학술지에 실린 논문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다른 곳에 게재된 것이
없는 새로운 것이야 한다. 대부분의 학술지에서‘발표된 적 없는
새로운 연구 성과’
를 싣는다는 원칙을 투고규정에 밝히고 있다.
따라서 기존에 발표된 내용과 같거나 상당 부분이 중복되는 내용을
담은 논문을 발표하는 행위는 일차적으로 학술지의 투고규정을 위반
하는 것이다. 중복게재는 논문 심사 과정이나 학술지 지면과 같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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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물적 자원을 낭비하게 하며, 논문 한 편이 두 번 인용되고
같은 내용이 불필요하게 반복되어 게재됨으로써 메타분석 결과를
왜곡하거나 문헌검색을 방해하는 측면도 있다. 이와 더불어 임용
이나 승진 등의 업적 평가 과정에서 정량적 평가에 의존하는 우리
나라에서는 연구자 사이의 공정한 경쟁 구도를 왜곡한다는 점에서
중복게재가 큰 문제로 부각되기도 했다.
그러나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 또한 겉보기만으로 쉽게 판단할 수
없는 애매한 경계가 있다. 연구자는 자신이 관심 있는 특정 주제에
대해 오랫동안 연구를 진행하면서 여러 편의 논문을 발표할 수 있다.
각각의 논문은 연구자가 관심을 갖던 주제의 다른 측면을 다룰 수도
있고 같은 측면에 대한 심화 연구 결과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형태로
연구 성과를 축적해 가면서 해당 분야의 전문가로 성장해 가는 것이
문제라고 말하기는 어렵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발표한 선행 논문의
내용이나 표현이 그 다음 논문에서 일정 부분 반복될 수 있다는 점이
중복게재 또는 자기표절의 핵심 쟁점이자 회색지대이다. 여기서도
자명한 중복게재의 사례를 제외하고 논란이 되는 사례를 몇 가지 살펴
봄으로써 중복게재의 문제와 논란이 되는 이유를 이해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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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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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의 범위
중복게재란 같은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한국학술
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 따르면“연구자가 자신의 동일 또는 유사한 가설, 자료,
논의(고찰), 결론 등에서 상당 부분 겹치는 학술적 저작물을 적절한 출처 표시 없이 동일
언어 또는 다른 언어로 중복하여 게재한 경우”
를 중복게재로 정의한다. 다른 기관의
중복게재 정의도 이와 같다. 대한전기학회의 예를 보면,“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
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
하더라도 중복게재”
로 인정한다.
●

26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에서는 중복게재에 포함되지 않는 유형을
다음과 같이 명시하고 있다.

●

①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인지할 수 없는 다른 독자 군을 위해 일차와 이차 출판 학술지
편집인 양자의 동의를 받아 출처를 밝히고 게재한 경우
② 연구자가 자신의 선행연구에 기초하여 논리와 이론 등을 심화 발전시켜 나가는 연구 과정
(국내·외 학술대회에서 발표 후 출판된 논문 및 자료의 경우 포함)에서 적절한 출처
표시를 한 후속 저작물
③ 이미 발표된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을 모아서 출처를 표시하여 저서로 출판하는 경우
④ 자신의 학술적 저작물의 내용을 연구업적에는 해당하지 않는 출판물에 쉽게 풀어쓴 경우
⑤ 기타 관련 학계 또는 동일 분야 전문가들 사이에 중복게재가 아닌 것으로 현저하게 평가
되고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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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게재의 문제점
중복게재에 대한 인식은 연구 분야마다, 때로는 같은 분야 안에서도 연구자에 따라서
크게 다를 때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각 학계에서 중복게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기도
전에 중복게재가 사회적 쟁점이 되었다. 중복게재가 학문체계를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
보다도 업적 부풀리기의 수단이라는 점에서 부각되기도 했다. 해당 학문을 연구하고 그
성과를 공유하는 공동체에서 문제점을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하기 전에 외부
에서 먼저 문제 삼으면서 행위 자체의 적절성과 무관하게 부정행위자로 지목되는 경우도
발생했다. 지금도 여전히 중복게재가 어떤 면에서 학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며 이것이
다른 연구부정행위와 견주었을 때 얼마나 심각한지와 같은 문제에 대한 고려는 부족한
실정이다.
학문 분야별로 중복게재가 어떻게 규정되고 있는지 확인하고 공감대를 형성하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를 바탕으로 연구기관과 학술지에서는 중복게재에 대한
분명한 기준을 제시해야 할 것이다. 이런 면에서 최근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
지침을 비롯하여 여러 대학과 학회의 연구윤리 지침에서 중복게재의 문제를 명시한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각 학술단체에서 자신의 학문 분야의 전통과 방법에 적합한 형태로
중복출판의 기준을 마련했다면, 이제 이를 그 분야의 연구자와 저자에게 널리 알리는 일이
남았다 하겠다.
최근 들어 학술지에서 철회되는 논문의 수가 증가하고 있으며, 2010년 11월 네이처
에서는 사설을 통해 그 이유를 ① 부정행위에 대한 학술지와 학계의 인식 증가, ② 이미
지를 조작할 수 있는 능력과 동시에 조작된 이미지를 감지할 수 있는 기술의 발달, ③
학술지에서 기꺼이 논문 철회를 수용하려는 분위기, ④ 연구진의 규모가 늘어나면서
연구책임자가 일일이 연구원들의 연구 수행과정이나 결과를 함께 보고 가르치고 감독
하기 어려워진 점 등을 들고 있다.
윤리는 사회의 관습과 구성원 사이의 약속에 기반을 둔다. 그리고 이는 시대 상황이나
환경에 따라 변한다. 현재는 종이 학술지의 시대를 지나 연구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학술
논문의 출판과 구독을 하기가 이전에 비해 훨씬 자유로워졌다. 과거에는 독자층이 다른
서로 다른 분야의 학술지에 유사한 내용이 거듭 실리는 것을 지금보다 더 허용하는 분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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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고, 자신의 선행 논문의 내용을 다음 논문에서 일부 다시 쓰는 것에 대해서도 대체로
지금보다 훨씬 관대하였다. 그러나 지금은 자신이 연구하지 않는 분야의 학술잡지라도
인터넷 데이터베이스 등을 이용하여 쉽게 접근할 수 있게 되어 이와 같은 중복게재의
유용성은 거의 사라졌다.
최근에는 중복게재로 인한 학술지 지면이나 심사 과정 등에 불필요하게 자원이 낭비
된다거나, 메타 분석이나 검색 결과를 왜곡시킬 수 있다거나,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연구자 업적 평가를 정량적인 기준에 의존하는 경우) 연구자들 사이의 공정한 경쟁을
해친다는 등의 부정적인 영향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 및 출판 환경의
변화로 인해 요즈음 학술지와 학계에서는 중복게재의 문제를 더욱 엄격하게 다루는 쪽
으로 변하는 추세다.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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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표절에 대한 논란

●

연구 분야와 관계없이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논문을 상당 부분 그대로 다른 학술지에
발표한다면 당연히 중복게재에 해당된다. 그러나 연구자들이 관심 있는 하나의 주제에
대해 오랜 기간 천착하면서 여러 편의 관련 논문을 발표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각각의
논문은 그 주제의 다른 측면을 다룰 수도 있고 같은 측면에 대한 심화 연구 결과일 수도
있다. 이 과정에서 자신이 발표한 선행 논문의 내용이나 표현이 그 다음 논문에서 일정
부분 반복될 수 있다. 이때 논문의 주요 주장이나 서술이 앞서 자신이 발표한 글과 얼마나
겹치는가에 따라 중복게재 또는 자기 표절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기도 한다.
이처럼 같은 주제를 탐구하는 과정에서 연속선상에 위치한 저자의 논문에서 발견되는
중복되는 내용이나 표현으로 인해 자기 표절 의혹을 사는 경우를 흔히 볼 수 있다. 별도로
진행한 조사나 실험 연구에서 얻은 자료를 바탕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같은 방법을 쓴 선행 논문의 표현을 그대로 사용함으로써 자기표절의 문제가 제기되기도
한다. 다음은 서로 다른 연구기관의 연구진실성 위원회에 제보되어 조사가 진행되었던
내용이다. 사례 ①은 인문학 분야, 사례 ②는 사회과학 분야, 사례 ③은 공학계열의 논문
에서 각각 문제가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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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자기표절에 대한 제보와 저자의 해명
사례

제보 내용

저자의 해명
- 동일한 내용이 중복되었음을 인정함.

두 논문의 이론적 배경에
①

해당하는 3쪽의 내용이
거의 같음.

- 두 논문은 저자가 일관성 있게 천착해 온 연구 주제에서 서로 다른
측면을 고찰한 것으로 두 논문의 시대적, 이론적 배경을 서술하는 내용을
종합 정리 및 요약한 내용으로 같을 수밖에 없음.

- 최종 결론 부분이 일치하는 것은 인정함.
- 두 논문은 같은 연구 목적 아래 진행된 별개의 연구 결과를 발표한 것임.
두 논문의 결론 부분에
토씨까지 같은 내용이
②

실려 있음. 결론 4쪽

- 첫 번째 논문은 외국의 사례를 찾아 분석한 논문이며 두 번째 논문은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실정에 적용하면서 이를 일반화한 것임.

가운데 2쪽 정도의

- 특히 두 번째 논문은 우리나라의 실정과 비전을 보다 폭넓게 다룬 연구

분량이 선행 논문을

로서 그 성격상 이전 연구의 사고를 발전시키는 과정에서 어느 정도

그대로 베낀 것.

내용 중복이 불가피하였음.
- 두 번째 논문의 내용에서“논의의 상당 부분은 앞선 논문과 중복된다”
라는 각주를 달고 참고문헌 목록에서도 이를 언급하였음.

서론, 연구방법, 결과, 및
토론의 대부분 문장을
③

다른 논문에서 그대로
옮겨옴, 거의 연구 대상이
되는 물질 이름만 바뀐
형식.

- 본 연구진은 해당 연구 방법론을 개발하였고 이 방법을 활용한 많은
연구 논문이 국내 및 국외 연구자들에 의해서 발표되었음.
- 두 논문의 결과와 의미는 전혀 다르나 논문의 주제와 연구방법이 유사
하기 때문에 같은 방식으로 서술된 것임.
- 이러한 논문이 표절이라는 문제 제기는 납득하기 어려우며 이러한 관점을
따르면 외국의 많은 분석 연구들도 표절이라고 볼 수밖에 없음.

사례①과 ②를 심의한 조사위원회(서로 다른 두 기관이었음)에서는 동일한 저자가
발표한 두 논문에서 일치하는 부분이 있으나, 두 논문이 각각 새로운 논문으로서 가치를
지니며 연구의 연속성 차원에서 배경 설명이 일부 동일할 수 있다는 저자의 주장을 인정해
주고 있다. 여기서는 일치하는 부분이 논문에서 차지하는 분량이 많지 아니하며, 두
논문의 핵심 논지가 충분히 달랐고, 선행논문의 의미와 맥락에 대해 후속논문에서 충분히
언급하고 있었다는 등의 사실이 이와 같은 판정의 근거였다. 따라서 유사한 경우라 해도
그 중복 정도나 내용 및 의미의 차이에 따라 중복게재로 판정될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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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인식해야 한다. 표절 판정에서와 마찬가지로 중복게재에 대한 판정에서 또한
해당 분야 전문가들의 숙고와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사례 ③은 내용 면에서는 독자적인 연구를 수행하였고 이에 따라 새로운 결과를 보고
하면서 연구의 배경이나 방법 등에서 자신이 발표한 선행 논문의 문장을 일부 또는 상당
부분 그대로 가져온 경우다. 이처럼 새로운 연구를 수행하긴 했으나 발표 논문에서 자신이
이전에 발표한 논문의 문장을 그대로 차용하는 경우를 어떻게 볼 것인가는 좀 더 어렵고
복잡한 문제다. 다
� 른 사람의 공로를 훔쳐서 내 것으로 가로챈다는 점에서 표절을 부정
행위로 간주하는 것이라 볼 때, 자기 자신의 것을 훔친다는 자기표절의 개념이 성립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다. 또한 내용 면에서 이전 연구와는 다른 독립적인
연구 성과를 담고 있으므로 같은 표현을 사용했다 해서 이를 단순히 중복게재로 보기
●

에도 어렵다. 이 사건에서도 조사위원이나 전문가에 따라 이와 같은 논문을 중복게재나

30

자기표절로 봐야 하는지의 여부에 대한 판정이 일부 엇갈리는 것을 볼 수 있었다. 학문

●

분야에 따라서도 중복게재에 대한 기준이 다를 수 있으므로 이런 경우를 어떻게 보는
것이 타당한지를 여기서 일괄적으로 언급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와 같은 사례를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한 개념적인 논쟁이나 판단은 일단 유보하기로 한다. 이는 학계에서
시간을 두고 논의할 일이다.
여기서는 자신이 작성한 선행 문장의 표현을 차용하지 않아야 할 보다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이유 두 가지를 생각해 보고자 한다. 첫째, 다른 글에서 부분적으로 문장을
옮겨 오는 방식으로는 논리적이고 명료한 논문을 작성할 수 없다. 자신이 유사한 논문을
발표했다 할지라도 두 논문의 목적과 방법, 결론이 모두 같을 수는 없을 것이다. 논문을
작성할 때마다 그 논문의 목적에 부합되도록 일관성 있는 형태로 명료하고 설득력 있게
작성하려면 같은 내용을 서술하더라도 그 맥락에 따라 표현이 달라질 수밖에 없다. 논문
전체를 통해 저자가 논하는 바를 논리적으로 설파하고자 한다면, 생각과 자료를 모아가
면서 한 단계 한 단계 자신의 논리를 정리하는 방식으로 논문을 작성하는 것이 바람직한
동시에 쉬운 길이 될 것이다. 여기저기서 비슷한 표현을 복사하여 이를 엮는 방식은
논문의 전체적인 흐름을 방해하는 요인이 된다. 우리가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
하는 목적이 단순히 부정행위를 하지 않는 것에 있지 않다는 사실을 명심하자. 최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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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 훌륭한 논문을 작성해야만 연구를 수행하고 결과를 얻어내는 과정의 어려움과
노력을 보상받을 수 있다.
선행 논문의 표현을 차용하지 않아야 할 두 번째 이유는 앞서 언급한 대로 아직 학계
전체에서 합의에 이른 것은 아니라 할지라도, 이를 표절 또는 자기표절로 간주하는 편집
자나 연구자들이 상당수 있다는 사실에 있다. 다른 사람의 문장을 차용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표절로 간주된다는 사실은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전체 학계에서 거의 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러나 기존에 저자 자신이 발표한 다른 논문에서 문장을
차용한 경우를 부정행위로 볼 것인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이는 학문 분야의
관행이나 학술지 편집자의 성향에 따라 동일한 행위가 어느 정도 수용될 가능성도 있지만
반대로 표절로 판명될 수도 있음을 뜻한다. 학술지로부터 자신의 투고 논문이 표절로 판명
되면 해당 저자들은 일정 기간 투고 자격을 잃게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표절 판정을
받아 원하는 학술지에 논문이 게재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앞으로 몇 년간 해당 학술지에

●

논문을 투고할 기회조차 박탈당하는 불이익을 감수하면서까지 자신이 기존에 발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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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에서 몇 단락 그대로 옮길 필요가 있을까?
지금까지 이러이러한 논문이 출판되었고 내가 연구하는 분야에서 출판된 논문 중에
이러이러한 종류가 발견된다는 사실을 근거로 해당 연구 분야에서 이것이 허용되는 관행
이라 판단하면 곤란하다. 최근 세계적으로 표절이나 중복출판에 대한 기준이 점점 강화
되는 추세를 감안해야 할 것이다. 논문을 작성할 때마다 매번 자신이 수행한 연구를 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형태로 연구 방법과 결과, 결론 등을 정확하고 설득력 있게 독자
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2010년에 개정된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침에 따르면“연구자는 연구문헌을
작성함에 있어 당해 연구의 독자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미 게재ㆍ출간된 자신의
연구 결과물을 부분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고 규정한다. 그러나 이때에도 이것을 해당
연구에서 최초로 발표하는 것처럼 서술하는 것은 아니 되고,“과거에 작성한 논문에서
최소한 한 단락 이상, 또는 5개 이상의 문장을 연속적으로 재사용하는 경우에는 정확한
출처와 인용 표시를 하여야 한다”
고 명시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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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이터 중복
사회과학, 자연과학, 공학 계열에서 볼 수 있는 중복게재는 주로 동일한 데이터를
두 개 이상의 논문에서 사용한 데이터 중복의 예다. 동일한 데이터를 중복해서 사용하는
경우에도 여러 가지 정황과 논문에서의 의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후속 조치에 대한
판단을 내리게 된다. 그 정도에 따라 후속 조치의 수위가 달라지기는 하지만, 대체로는
그림 하나, 표 하나만 같더라도 중복게재에 대한 책임을 면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다음에 소개될 사례도 모두 중복게재의 판정을 받았다. 업적을 부풀리려는 의도는 없었
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일부의 연구 데이터가 중복되어 발표되었다는 사실이 자명했기 때문
이다.
｜표 2.3｜ 데이터 중복에 대한 제보와 저자의 해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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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제보 내용

저자의 해명

●

- 동일 데이터가 중복사용된 것은 인정함.
본인이 기존에 발표한
①

A 논문과 동일한 실험
결과가 제시되었고 서론의
일부가 중복

- 공동연구과정에서 오류가 발생된 것으로 생각됨.
- 서로 다른 시료를 이용하여 동일한 현상을 분석한 것으로 각각 내용의
독자성은 있으나 서론 부분에서 일반적 내용을 기술하는 과정에서 중복
발생.

- 동일한 데이터가 중복 사용되었음을 인정함.
- 공동연구자 사이에서 결과를 공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를 중복사용하게
되었음.
②

두 논문에서 동일한

- 이전까지 공동연구진들이 특별하게 발표 논문에 포함할 데이터를 미리

데이터가 중복 사용

조정하지 않아도 별 문제가 없었으나 이번에는 두 논문의 책임저자가
비슷한 시기에 투고하였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중복된 데이터가 실리게
된 것임.
- 앞으로는 논문을 투고하기 전에 사전에 조정할 계획임.

‡»`

1904.5.24 3:15 AM

˘

` 33

Part 2. 국내 사례 탐구

만약 다른 논문에서 그 결과를 써야 한다면 처음 결과가 발표된 논문을 인용해야
한다. 결과를 논문에 직접 수록해야 할 필요가 있다면 또 다른 논문에 이미 발표된 자료
라는 것을 밝혀야 한다. 동일한 그림이나 표를 똑같이 수록하는 경우에는 대체로 먼저
발표한 학술지의 허락을 구해야 한다. 이때에는 그 자료가 최초로 발표된 학술지의 규정을
따라야 한다. 학술지의 저작권 관련 규정이 조금씩 다르니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투고
규정과 저작권 규정을 꼼꼼하게 살펴야 한다. 같은 분야의 학술지라 할지라도 관련 규정이
같지 않다는 사실에 유의해야 할 것이다.
위 사례를 보면 공동연구를 하면서 둘 이상의 연구진이 자료를 공유하고 논문을 작성
하고 출판하는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의도하지 않은 중복게재가
초래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이를 하나의 논문에서 보고해야 한다.
어떤 경우가 되었든지 만일 논문이 발표된 직후 데이터가 중복된 것을 발견했다면 중복

●

사실을 연구책임자(교신저자) 및 공동연구원에게 알려야 한다. 이 사실을 인지한 교신

33

저자는 학술잡지의 편집책임자에게 상황을 알리고 적절한 후속 조치를 협의해야 한다.

●

후속 조치의 형태는 중복된 자료가 논문 전체에서 어떤 중요성과 의미를 갖는가에 따라,
그리고 학술지의 편집 원칙 및 해당 학문 분야의 전통과 성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동일한 학술지라도 편집책임자의 철학에 따라 다른 결론에 이를 수도 있다. 애매하고
모호한 상황일수록 편집책임자의 성향에 따라 다른 결과가 초래될 수 있으니 섣부르게
전례를 믿지 말고 신중하게 대처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논문이 출판된 직후에 이와 같은 조치가 취해지지 않아서 후에 연구진실성 조사위원
회에 중복출판의 혐의를 받는 경우라면 훨씬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가능성이 있다. 논문
출판 이전의 부주의와 함께 논문이 출판된 이후에 문제를 고칠 수 있었던 기회를 무시한
잘못까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본 필진이 확보한 판정
사례를 볼 때, 일단 두 개 이상의 논문에서 동일한 데이터가 일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그 비중이 크지 않은 경우라도 (모든 조사위원 및 전문가 자문위원의 의견이 항상 100%
일치하지는 않았지만) 중복게재라는 판정을 피하지는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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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매체에 같은 내용을 소개하는 경우
학술논문의 내용을 대중 매체에 옮기거나 학술대회 발표 논문을 학술지에 발표하는
경우, 우리나라에서 발표한 논문을 영문 논문으로 다시 발표하는 경우, 연구지원처에
제출한 보고서의 내용을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학위논문의 내용을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경우 등 서로 다른 매체에 같은 연구 내용을 발표하는 경우도 중복게재에 해당
될까? 이 문제는 그야말로 연구 분야에 따라 나라에 따라 그리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이렇다 저렇다라는 기준을 제시하기가 어렵다.
학위논문을 정식으로 출판된 논문으로 인정하는가에 대한 문제를 살펴보기로 한다.
일반적으로 이공계열에서는 석사 또는 박사학위 논문은 출판된 논문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심지어 대학에 따라서는 학위 논문의 내용을 동료심사제도가 있는 전문 학술지에 발표
●

34
●

하는 것을 학위 수여의 조건으로 삼는 경우도 있다. 학위 논문의 내용을 거의 그대로
학술지에 게재하는 경우라 할지라도 이것이 누구누구의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되었
다는 언급조차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인문, 사회계열 일부 분야에서는 학위 논문을 정식으로 발표한 논문으로 간주
하여 이를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중복출판으로 보기도 한다. 학위 논문을 다시
학술지에 발표하는 것을 인정하는 경우에도 이것이 학위 논문을 바탕으로 작성된 논문
이라는 사실을 밝혀 주어야 하는 분야도 꽤 있다. 따라서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관행
이나 규정이 어떠한지 잘 알아야 하는 동시에, 섣불리 다른 분야의 문제에 대해 단정적인
의견을 내지 않도록 주의하는 것이 좋다.
이렇게 분야마다 때로는 시대나 나라마다 중복게재에 대한 원칙이 달라진다면 저자
들은 어느 장단을 맞추어야 할까? 간단한 해결책은 투고하고자 하는 학술지의 투고
규정과 관행을 숙지하고 이를 따르는 것이다. 학술지 연구윤리규정이나 편집규정, 투고
규정 등을 살펴보면 중복게재에 대한 규정을 포함하여 여러 가지 논문 작성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만일 규정의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찾고 있는 내용이 없다면 반드시 해당
학술지의 편집담당자에게 문의한다. 절대로 떠도는 소문이나“이러면 되지 않을까?”
라는 추측에 기대지 않는다. 중복게재와 관련하여 또 한 가지 마음에 새겨야 할 중요한
원칙은 애매한 경우라 생각되 무조건 두 번째 발표에서 선행 발표의 형태와 내용을 명백
하게 밝히는 것이 낫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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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부정행위에 대한 학회의 대응 방식
앞의 그림에서 소개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기
이전에 발생한 사건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발행하는 영문 학술잡지가 늘면서 국내는 물론
외국 학자에게서 표절 혐의가 제기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사례에서 보여준 상황은 우리
나라의 학술단체에 연구윤리 규정이 만들어지기 이전에 모범적으로 중복게재의 문제를
해결한 경우다. 이 학회에서 연구부정행위 가능성이 제기되었을 때 취한 다음과 같은 대응
절차는 여러 학회나 기관에서 모범으로 삼을만한 것이라고 생각한다.

� ① 학회에서는 학술지 게재 논문이 중복게재의 혐의를 받자 편집위원회의 조사를 거쳐 해당
저자들의 소명을 들은 다음 이를 종합하여 판정하고 논문을 철회하는 절차를 거쳤다.
� ② 문제가 제기된 논문이 부정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라는 판결이 나자 저자들이 소속된 연구
기관에 이 사실을 통보하였다.
� ③ 2006년 추계학술대회에서 학술지의 연구부정 논문에 대해 보고하고 앞으로도 연구부정
사건이 발생할 경우 엄단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동시에 앞으로‘학회 연구윤리강령’
을
만들어 연구윤리 의식을 고취할 것을 표명하였다.

외국에는 우리나라에 연구윤리에 관한 논의나 실천이 전혀 없다가 2006년 가을 줄기
세포 부정사건 이후 비로소 이야기하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실 그 이전
부터도 여러 학술단체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엄단하고 학회 회원들의 연구윤리의식을
높이고자 노력해 왔다. 이 사례에서 보듯이 관련 규정이 정비되지 않은 단계에서는 학회
에서 소속 연구자의 부정행위를 통보하더라도 연구자의 소속 기관에 따라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교육과학기술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에 따라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 관련 규정이 제정되어 해당 기관의 소속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되었을 때 규정에 따라 합당한 방식으로 후속
조치가 취해질 수 있게 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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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연구기관의 후속 조치
연구부정행위 가운데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이 표절과 중복게재다. 그러나 각 연구
기관의 진실성위원회에서 많은 부정사건 조사가 이루어졌지만 대부분 비공개로 진행
되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정확히 파악하기는 어렵다. 표절과 중복게재는 교육과학기술부
국정감사에서도 해마다 거론되는 단골메뉴이기도 한데, 지난 2010년 가을 국정감사에서
지난 3년 동안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42개 연구기관의 조치가 보고되었다. 이를 통해
대강의 현황을 바라볼 수 있다. 그러나 이 표에 제시된 표절 논문의 수를 정량적으로
받아들이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표절 논문 1편이라도 논문 전체를
그대로 베껴낸 것부터 논문에서 극히 일부분의 출처표기가 미비한 것까지 그 중한 정도의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

36
｜표 2.4｜ 최근 3년간(
‘07. 9 ~ ’
10. 8)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사례

●

연구기관

구분

학문분야

사례개요

조치결과

일자

1

학위논문

인문학

박사학위 취득 시
논문 표절

박사학위 및
교원임용 취소

09.8

생활가정학

연구논문 표절

정직 2월, 교내연구비
지원 참여제한

08.6

보건의료

연구보고서 표절

주의, 교내연구비지원
참여제한

10.4

학위논문

사회과학

박사학위 취득 시
논문 표절

경고

08.8

교내연구

지리학

논문 중복게재

경고

09

연구계획서 표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09.10

예체능

연구실적물 발표 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08.5

공학

교내연구비 지원 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연
� 구비 미지급

09.3

2

3

교내연구

국가연구개발사업

4

교내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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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4

구분

교내연구

5

교내연구

6

교내연구

7

8

9

10

신규임용

학위논문

학문분야

사례개요

조치결과

일자

인문학

연구실적물 발표 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09.4

예체능

교내연구비 지원 시
창작실기작품 중복발표

경고, 연구비 반납

09.4

공학

교내연구비 지원 시
저서 중복출판

경고, 연구비 반납

09.4

공학

교원업적평가 연구실적물
제출 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교원업적평가
연구영역 인정점수 삭감

08

자연과학

논문 표절

정직 3월

09.4

사회과학

저서 표절

경고

09.3

인문학

연구실적물 표절 및
이중게재

임용취소

09.2

석사학위 취득 시
논문 표절

승진 유보(2년)

논문 표절 4건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연구책임자 변경

09.5

공학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정직 1월

08.12

공학

교원업적 평가 시
연구보고서 표절

감봉 1월

08.12

예체능

재임용 심사 시
논문중복게재

감봉 2월

09.3

공학

교원업적 평가
시 논문 표절 5건

경고

08.10

공학

교원업적 평가 시
논문 표절 2건

경고

09.6

사회과학

교원업적 평가 시
논문 표절 1건

경고

09.6

공학

재임용 심사 시
논문 중복게재

경고

09.6

예체능

교원업적 평가 시
논문 표절 1건

경고

09.6

문화예술
체육관광

국가연구개발사업

교내연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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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구분

학문분야

11

교내연구

예체능

12

교내연구

자연과학

사례개요

조치결과

일자

6편의 논문 표절

정직3월

08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경고

09.8

교내연구비 지원 시
논문 표절
논문표절 4건,
데이터 중복사용 2건

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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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

논문실적물 표절 9건,
중복게재 2건,
표절 및 중복게재 2건

해당 논문 무효, 연구비 회수,
일정기간 교내연구비
09.7
수혜 금지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09.4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3년,
09.10
2008년도 선정된 도약연구
협약해약

14

교내연구

이학

저서 표절

해임

10.3

15

교내연구

교육학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견책

08

16

교내연구

사회과학

승진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승진임용 취소

10.6

사회과학

연구년 결과물 작성 시
논문 표절

해임

08

행정일반

대학논문집 논문 발표 시 표절

해임

08

공학

교내 연구업적 평가 시
논문 표절

정직3월, 불문경고

10.3

공학

승진임용 심사 시 논문 표절

감봉1월, 승
� 진임용 취소

09

●

17

18

교내연구

교내연구

19

교내연구

인문학

연구실적물 표절

정직3월

09.2

20

교내연구

인문학

연구논문 표절

정직2월

10.6

21

교내연구

예술체육

연구실적물 이중게재

연구비 전액 환수,
향후 5년간 교내연구
지원 불가

10.5.

22

교내연구

예술체육

논문 표절

기 퇴직, 시효경과

08

23

교내연구

자연과학

대학논문집 연구논문
게재 시 논문 표절

경고

09.12

24

교내연구

인문학

연구실적물 표절

의원면직

08

연구계획서 표절

국가연구개발사업
참여제한 1년

09.5

25

국가연구개발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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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관

구분

26

교내연구

27

교내연구

28

교내연구

학문분야

사례개요

조치결과

일자

사회과학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재임용 취소

08.12

예체능

재임용 심사 시 연구실적물 표절

재임용 취소

08.12

사회과학

연구결과물 표절 3건

연구비 환수

08

공학

연구실적물 표절 2건, 논문표절 1건

파면, 해임

10.9

자연과학

논문표절 1건

파면

10.9

더 생각해 보기
2003년 M은 자신이 연구하고 있는 주제와 관련하여 업적을 내고 있는 주요 연구자
들이 모두 모여 연구 성과를 공유하는 자리에서 발표할 기회를 가졌다. 마침 2000년 주요
학술지에 발표한 관련 연구결과를 많은 연구자들이 관심 있어 하기에 이를 널리 알리고
후속 연구의 아이디어를 얻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했다. 통상적으로 그 학회는 발표문은
현장 참가자들에게만 제한적으로 배포해왔다. 그러나 그 해에는 이례적으로 관련 주제를
주로 다루는 학술지에서 발표논문을 보충판(supplements)의 형태로 묶어 출판하기로
한 것이었다. 논문은 다음 해에 출판되었고 M은 논문이 출판된 이후에도 이를 알지 못
하다가 다른 연구자가 알려주어 이 사실을 알게 되었다.
① M은 어떻게 해야 할까?
② 이 사실로 인해 M은 연구부정행위자가 되는 것일까?
③ M이 잘못한 부분은?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141호.
박기범, (2008), 연구진실성 검증의 실제적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08-5.
서울대학교, (2009),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2010),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의 연구윤리 지침.
Nature Editorial, (2010), A painful remedy, Nature, 468,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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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위조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위조나
변조에 대한 조사는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바탕으로 이루어진다.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꼼꼼하게 기록하고 정리하는 것은 자신의
연구 과정을 돌아보고 논문을 작성할 때, 이어지는 심화 연구의

●

40

진행을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여기서는 연구 자료를 통해 자신의
연구 결과를 뒷받침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논문이 위조되었다는

●

것을 조사위원이 알게 되고 또한 연구자가 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게 된 사건을 소개한다. 이 사건을 소개함으로써 연구 진실
성을 증명하는 과정에서도 원자료와 연구노트의 보관과 관리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연구를 수행하고 논문을 발표하는 과정에서 이차적인
이해관심이 객관적인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일차 목적을 뛰어
넘는 이해충돌의 상황에서 부정행위에 대한 유혹이 커질 수 있다
는 점도 지적하고자 한다. 연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의 문제를 생각해 보고 이를
어떻게 관리하고 그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는지에 대해
서도 살펴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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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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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기록과 원자료 보존의 중요성
연구부정행위에 등급을 정한다면 가장 위중한 행위가 없는 자료를 만들어내는 위조가
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나니 남의 논문을 통째로 표절하는 것도 이에 못지않게 중한
부정행위로 봐야 할 것 같기는 하다. 둘 다 처음부터 끝까지 부정을 저지를 의도를 가지고
이를 실행한 것이라는 점에서 그리 볼 수 있겠다는 말이다. 위 사례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조사위원회에서 연구진실성 여부, 특히 위조나 변조에 대한 조사를 진행할 때 원자료와
연구노트를 가장 중요한 증거물로 삼는다는 점이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원자료와 연구
노트는 연구의 진실성을 증명해 보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증거가 된다.
관찰, 조사, 실험 연구에서 가공하지 않고 직접 얻은 일차 자료를 원자료라 한다. 가공
하지 않고 직접 얻을 수 있는 관찰값, 실험계획, 처리, 방법, 등이 포함된 프로토콜, 연구
노트, 분석기기 또는 컴퓨터의 출력자료, 사진, 인터뷰 녹취록 등이 포함된다. 원자료는
언제든지 확인할 수 있도록 보관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연구자 자신의 연구수행이나 논문
작성을 위해서 원자료가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로는 학술지 편집자나 심사
자가 원본 자료를 원할 수도 있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조사에서도 원자료는 가장 강력한
증거물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요즈음 학술지 논문 심사자가 편집자를 통해 원자료 또는 연구노트를 요구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심사자들이 데이터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일관성 없이 서로 충돌
하는 부분을 찾아내거나 이해하기 어려운 결과에 접했을 때, 원자료나 연구노트를 검토
함으로써 도움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심사과정에서의 자료 요청이 반드시 부정행위를
의심하기 때문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을 통해 위조나 변조 논문을 걸러낼
수 있다는 점에서도 의미를 갖는다.
이것도 최근 들어 변화된 연구윤리 관행으로 볼 수 있다. 예전에는 투고된 논문의
정직성을 일단 인정하고 심사자는 논문의 학술적인 측면에 대한 평가에만 집중했다면,
요즈음에는 심사 과정에서 가능하다면 투고 논문의 연구부정행위 가능성까지 확인하도록
하는 것으로 심사 관행이 바뀐 것이다. 앞에서 언급한 표절 검색 프로그램의 사용이나
다음 절에서 살펴볼 이미지 파일 확인 절차 등도 같은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논문 심사과정에서나 진실성 검증 과정에서 위원들이 요구하는 자료나 기록을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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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못하거나 이들이 논문에 수록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을 때, 연구자가 자신이 작성한
논문의 진실성을 다른 방식으로 증명해 보이기는 어렵다. 그러므로 연구진실성이 의심
되는 상황에서 성실한 연구노트 및 원자료 관리는 결정적인 역할을 할 수 있다. 그러나
단지 자신의 연구 진실성을 증명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이유 때문이 아니라, 연구자
자신의 연구 수행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라도 꼼꼼하게 연구 과정과 결과를 기록하고
자료를 보관해야 할 것이다.

연구노트 작성 및 관리 방법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에 대해서는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공표한 <국가개발사업 연구
●

노트 관리 지침>에 상세하게 서술되어 있다. 이에 따르면 연구노트에는 참고 도서 목록,

44

사정에 의해 중단된 실험, 측정값 및 획득 조건, 조작 조건, 조정값, 준비사항, 계산 방법,

●

연산 방식, 사용 방법 또는 형식절차에 관한 참조사항, 실험 과정에서의 수정 사항 일체,
특이하거나 통상적이지 않은 현상, 관찰 결과 및 예상치 못한 결과, 연구의 새로운 가설,
발상 및 개념, 발생한 문제 및 특정한 조건을 선택한 사유, 실행된 실험 및 획득 결과에
관한 해석, 비평, 평가 및 결론, 성과가 없었던 실험 또는 선택하지 않은 가설의 내용 및
선택하지 않은 사유, 실험 수정 내용 및 증명된 결과의 향상에 초점을 맞춘 탐구 과정
등을 기재해야 한다. 이 내용은 실험 계획, 수행과정, 결과, 결과의 분석 내용을 하나도
빠짐없이 꼼꼼하게 기록해야 한다는 말로 요약할 수 있으며 이 내용은 다음과 같은 방법
으로 기록한다.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의 연구노트 작성 방법
① 연구노트는 기재 내용의 위조·변조 없이 객관적인 사실만을 상세하고 정확하게 기록
하여야 한다.
② 연구노트 작성대상인 과제에 대하여 참여자별로 별도의 연구노트를 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연구기관 특성 및 과제 성격에 따라 기관의 장이 별도로 정하는 과제는 예외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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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연구수행 과정 및 결과는 제3자가 재현 가능하도록 작성하여야 한다.
④ 작성내용을 수정·삭제하거나 연구노트에 자료를 부착하는 경우 이에 대한 서명과 날짜를
기재하여야 한다.
⑤ 빈 공간에는 사선을 긋고 여백임을 표시하여야 한다.
⑥ 기록내용이 장기간 보존되는 필기구로 작성하여야 한다.

이해충돌과 연구부정행위
학계의 연구윤리를 확보하기 위한 첫 번째 조건은 학자(연구자)의 자질을 높이고
교육을 잘해서 연구하는 사람들이 모두 바람직한 연구 방향을 알고 이를 실천할 만한
역량을 갖도록 하는 것이다. 그러나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알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는

●

역량이 있다 해도, 실제로 바르게 실천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다. 현실은 끊임없이 옳은

45

길과 쉬운 길 사이에서의 선택을 강요한다. 여기에서 대체로 옳지 않은 길은 쉬운 길이

●

기에, 대체로 옳지만 어려운 길을 선택하도록 격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물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책임을 연구 환경에게 물을 수는 없다. 다만 개별 연구
자의 역량과 자질을 높이는 작업과 함께 연구윤리를 진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작업을 함께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연구자들 사이의 경쟁이 심한 연구 환경에서 연구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한다. 연구지
원을 받기 어렵고 정량적인 평가를 통해 연구자들을 일렬로 줄 세우는 현실이나 학생들
사이의 심한 경쟁을 유도하는 연구실에서 부정행위가 많이 발생할 수 있다는 말이다.
또한 공로배분이 적절하게 이루어지지 않는 불공정한 시스템에서, 연구지도가 충분히
그리고 적절한 방식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에도 위험이 커질 것이다.
이와 더불어 연구자가 연구의 객관성 확보라는 본연의 이해관심 외에 연구와 관련
해서 다른 부차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경우에도 연구의 객관성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소개된 사건은 이해충돌 상황이 연구의 객관성에 영향을 주는 정도를 넘어 부정행위로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앞의 사례에서 해당 연구 결과는 특허 취득과 벤처기업 운영
이라는 상업적인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기반이 될 수도 있었다. 없는 결과를 날조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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돈을 벌 수 있겠는가라는 의문이 떠오르는 것도 사실이지만, 날조된 논문과 특허가
투자자를 모을 수 있는 도구가 될 수도 있다는 점이 부정행위의 동기로 작용했을 가능
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특히 과학이나 공학 분야에서는 연구 결과를 상업화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하는
환경이 조성되어 있다. 이에 따라 기초연구 결과를 이용하여 상업적 성공을 거둘 수
있는 기회가 많아지고 있다. 이러다 보면 획기적인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경제적인 성공
까지 거둘 수 있는 상황이 되면서, 오히려 연구자들의 욕심이 과해질 수 있다. 앞에 소개된
사례의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지만, 대체로 위조나 변조와 같은 심각한 연구부정행위가
생의학 분야에서 많이 나타나는 이유도 최근에 생의학 분야의 연구가 상업적인 성공으로
직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으로 분석되기도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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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충돌의 관리와 공표

●

그렇다고 상업적인 성공 가능성이 큰 연구를 하는 사람들을 무작정 의심하는 것은
당연히 옳지 않다. 우리는 여기서 연구 성과가 단순한 지적인 호기심을 채우는 것을
넘어 다른 이해관계와 결부될 때, 부차적인 이해관계가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인 객관성
이나 엄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다. 앞에 소개한 사례에서처럼 없는
자료를 위조하는 것과 같은 심한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경우는 드물겠지만, 자료를 해석
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자신이 갖고 있는 이해관계에 따라 편향되거나 왜곡된 결론을
도출할 가능성은 매우 크며, 이러한 경향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의학이나 환경과학 분야 등에서 신약의 효능과 부작용 또는 특정한 물질의 위험성
등에 대한 논문을 분석한 결과, 해당 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저자들의 논문은 긍정적인
결론을 내리는 비율이 높은 반면 개발기업과 재정적 이해관계가 없는 연구자들의 논문은
부정적인 결론이 나타나는 비율이 높은 경향을 보였다. 아래의 논문 목록은 일부에 불과
하여 많은 연구 결과를 통해 연구자가 논문을 작성할 때 개인적인 이해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쯤이면 본인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연구의 기획과 설계
단계에서부터 부지불식간에 부차적인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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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만일 연구자 개인의 노력만으로 이해관계에 따른 연구 논문의 편향성을 완전하게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할 때 취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일단 자신이 연구와
관련해서 연구의 객관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지를 알고 적절
하게 관리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결과 보고에 영향을 주는 부분은
독자들이 알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많은 학술지에서 저자가 발표하는 논문에
대해 갖고 있는 이해충돌의 상황을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다.

더 생각해 보기
이해충돌 상황을 갖고 있지만 관련된 과학적 판단에 있어 그것에 영향을 받지 않았

●

다고 확신하는 연구자라면 (예를 들어, 한 제약회사의 사외이사면서 그 제약회사에서

47

생산하는 신약의 효능검사를 한 경우), 쓸데없는 오해를 방지하기 위해 이해충돌의 상황을

●

연구결과를 담은 논문에 공표하지 않아도 되는가?

‡»`

1904.5.24 3:15 AM

˘

` 48

｜참고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09),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 교육과학기술부 훈령
제128호.
Bekelman JE, Li Y, Gross CP, (2003), Scope and impact of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in biomedical research: a systematic review. JAMA, 289,
454-65.
Bhandari M, Busse JW, Jackowski D, Montori VM, Schunemann H, Sprague
S, et al, (2004), Association between industry funding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pro-industry findings in medical and surgical randomized trials.
CMAJ, 170, 477-80.

●

48
●

Jørgensen A, Hilden J, Gøtzsche P, (2006), Cochrane reviews compared
with industry supported meta-analyses and other meta-analyses of the
same drugs: systematic review. BMJ, 333, 782.
Lesser LI, Ebbeling CB. Goozner M, Wypij D, Ludwig, D S, (2007),
Relationship between Funding Source and Conclusion among Nutritionrelated
Scientific
Articles.
PLoS
Medicine,
4(1),
e5
doi:10.1371/journal.pmde.0040005
Lexchin J, Bero LA, Djulbegovic B, Clark O, (2003), Pharmaceutical industry
sponsorship and research outcome and quality: systematic review. BMJ,
326, 1167-70.
Stelfox HT, Chua G, O’
Rourke K, Detsky AS, (1998), Conflict of interest in
the debate over calcium-channel antagonists. NEJM, 338, 101-6.

‡»`

1904.5.24 3:15 AM

˘

` 49

Part 2. 국내 사례 탐구

*

04

변조
변조란 연구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
터를 임의로 변형 또는 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
하는 행위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몇 가지 변조의 유형을 나열한
다면 수집한 원자료의 내용을 임의로 변경, 누락, 추가하는 것,
연구기록에서 날짜나 실험 과정을 사후에 바꾸는 것, 연구 대상
이나 연구 방법 등을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임의로 표본을 자르
거나 통계 분석 결과를 그릇되게 설명하는 것, 사진 자료 등에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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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만을 부각하거나 삭제하는 것, 선택적으로 데이터를 선별하는
것 등이 변조에 해당된다.
실험이나 조사 과정에서 얻은 방대한 자료를 모두 논문에 그대로
포함시킬 수는 없다. 어떤 형태로든 자료를 요약하고 처리하는
과정을 거치기 마련이다. 이때 연구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자료를
임의로 변조하는 것과 합리적인 자료 처리 방법 사이의 경계짓기에
어려움을 느낄 때가 있다. 여기서는 그림 자료를 변조한 부정행위
사건을 예로 들어 바람직한 자료처리의 방법과 그 원칙을 살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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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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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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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해석이나 논문의 결론에 영향을 주지 않는 사소한
변조
이번 절의 그림에서 소개된 사례는 우리나라에서 발생한 변조 사건으로, 사진을 변조한
것만이 아니라 다른 문제들이 동시에 얽혀 있어서 복잡한 사건이었다. 변조 행위만 보더
라도 하나의 실험에서 얻은 사진의 일부를 다른 실험 결과로 사용하고 또한 이 사진을
뒤집어서 전혀 다른 실험 결과로 제시한 것이니 이는 정도가 심한 변조에 해당된다.
관점에 따라서는 변조가 아니라 위조라고 볼 수도 있는 문제다. 어쨌거나 조사과정에서
논문에서 사진을 변조했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논문은 철회되었으며 그 학생 또한 학위가
취소되는 처벌을 받았다.
포토샵과 같은 프로그램이 일반화하면서 누구나 실험 결과로 얻은 사진 파일을 원하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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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식으로 변형할 수 있게 되었다. 이때 어디까지가 실험 결과로 받아들여질 수 있는, 허용
되는“사진 처리”
이고, 어디부터가 허용될 수 없는“사진 조작”
에 해당되는지를 명백하게
규정하기란 그리 쉽지 않다. 앞의 사례의 변조 사건은 변명이나 논란의 여지가 없는“사진
조작”
으로 명백한 부정행위이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미묘하게, 조금씩 사진을 변조
해서 자료의 해석이나 논문의 결론에는 영향을 주지 않지만 좀 더 예쁜 그림을 만들어
내는 것은 어떨까?
최근 논문의 결론에는 영향이 없지만, 미묘하게 사진을 변조한 외국의 사례가 보고
되었다. 이 사건에서 박사과정 학생은 여러 장의 사진에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을 일부
두드러지게 부각하고 원하지 않는 배경은 연하게 하는 방식으로 조금씩 변형을 가했다.
이를 알아낸 지도교수는 발견 즉시 학술지에 조작하기 전 상태의 원본 사진으로 바꾸어
정정 보도를 냈다. 이후 해당 학생의 연구에 대해 연구기관에서 진실성 조사를 진행했고,
그 결과 위의 박사과정 학생이 발표한 논문 여러 편에서 유사한 형태로 사진이 조금씩
변형되었다는 증거를 발견하였다. 결국 연구진과 편집진은 이들 논문에서 보여주는
결과와 결론, 해석 등이 모두 여전히 유효하지만, 부적절하게 처리된 사진이 포함되었
다는 이유를 들어 논문 두 편을 모두 철회하기에 이르렀다. 그대로 제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진을 조금 더 예쁘게, 깔끔하게 만들어 보려는 욕심으로 인해 <네이처셀
바이올로지(Nature Cell Biology)> 논문 두 편이 철회되었다는 이야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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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처리의 일반 원칙
연구 분야와 선택한 연구 방법론에 따라 자료를 처리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조금씩 다를
수 있다. 따라서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통용되는 자료
처리 원칙을 숙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분야에서 널리 통용되는 방법에 따라 자료를 처리
했다고 해도 발표하는 논문에서 사용한 방법과 결과, 중요성 등을 최대한 객관적이고
정확하게 기술해야 한다.
원자료가 지니는 특성을 온전하게 유지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자료를 가공하는
과정에는 왜곡이나 오류의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스스로의 자료처리 과정
이나 결과에 대해 늘‘합리적인 의심’
을 거두지 않아야 한다. 가능하다면 다른 방법으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지, 반복된 연구나 분석에서도 같은 경향이 나타나는지, 다른
방식으로 결과를 해석할 여지는 없는지에 대해 늘 고민하고 숙고해야 한다. 일차 자료를
그래프나 도표로 변환하는 경우에도 변환된 자료와 원자료를 반드시 함께 보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원자료에서 다시 분석을 시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험 결과를 부정확하게 대변하는 자료 조작은 어떠한 것도 금한다. 그러나 왜곡할
의도로 자료를 조작, 변형, 삭제하는 것과 연구의 목적에 부합하는 합당한 자료처리
사이의 경계가 늘 분명한 것만은 아니므로, 윤리적이고 합리적 판단을 내리려 노력하는
자세와 다른 사람의 비판을 수용하는 열린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 결론을 내리기
어려운 경우라면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과 상의한다. 혼자 결정을 내릴 때는 쉬운 길을
선택하고자 하는 유혹을 피하기 힘들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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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출판 시의 이미지 처리 지침
사진 자료가 특히 중요한 연구 결과로 활용되는“저널오브셀바이올로지(Journal of
Cell Biology, 이하 JCB)"에서는 게재예정 논문 전체의 전자 이미지 자료를 검토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사진 담당 편집자가 따로 있어 흑백 사진의 경우 밝기와 대비만 바꾸
어도 조작한 사진은 배경의 일관성이 떨어져 조작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다고 한다.
이와 같은 사전 검토를 시작한 초기에는 게재예정 논문의 거의 25%에 해당하는 원고
에서 적어도 한 장의 사진이“부적절한 수준의”조작을 한 것으로 판명되어 수정이 요구
되었으며, 조작된 이미지 데이터로 인해 게재가 취소된 논문은 게재예정 논문의 1%
정도였다고 웹사이트에 밝혀져 있다. 이 가운데 대부분이 조작으로 인해 데이터 해석에
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으나 학술지의 지침을 벗어난 것이었다는 판단이 내려졌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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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CB에서 시작된 이미지 자료의 검증 과정은 이제 네이처 등 다른 여러 학술지도
따르고 있다. JCB의 경우에는 모든 디지털 이미지 자료에 대해 최종 파일과 함께 원본
파일을 제출할 것을 요구하며, 이를 모두 검토한다. 편집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에만 원본 파일 제출을 요구하는 학술지도 상당수 있다. JCB 투고규정에서 제시하는
이미지 자료 처리 원칙은 다음과 같다.
① 동일한 이미지 안에서 일부만 두드러지게 하거나 희미하게 하거나, 이동하거나, 제거
하거나, 삽입하지 않는다.
② 여러 이미지를 합하는 경우 그림에서 이러한 과정이 확실하게 나타나도록 그림을 배열하고
(예를 들면 선을 그어 다른 이미지임을 표시하는 등), 이를 명기한다.
③ 밝기(brightness), 대비(contrast), 색채균형(color balance) 등은 전체 이미지에 적용되고
배경을 포함해서 원래의 자료에 포함된 정보를 희미하게 하거나 제거하지 않는 범위 안
에서 허용된다. 비선형적 조정(nonlinear adjustment)을 적용한 경우에는 반드시 그림
설명에 이를 명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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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해 보기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서 정당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는‘사진 수정’
과 변조로 판정
될 수 있는‘사진 조작’
의 경계는 어디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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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현 불가능한 연구 결과
과학연구에 있어서 만약 그 연구결과가 타당하다면 연구를 수행한
사람 이외의 다른 연구자들도 별도의 연구에서 같은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연구의 재현가능성(replicability)이라 하며,
과학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어떤 연구
결과가 재현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동료 전문가들에 의해 그 연구

●

결과의 타당성이 검증될 수 없으므로 객관성을 확보했다고 보기

56

어렵다. 따라서 연구의 재현가능성은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

데 결정적인 근거가 된다. 그렇다면 논문에 발표된 연구 결과가 재현
가능하지 않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여기서는 연구 결과를 논문으로 발표한 지 7년이 지나도록 연구
결과를 재현하지 못했던 사례를 바탕으로 연구윤리의 몇 가지 쟁점을
살펴보기로 한다. 이 사례에서 재현되지 못했던 연구는 수행되는
과정에 연구부정행위가 있었다는 증거가 발견되었고 논문에서 발표한
연구 성과물이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 또한 밝혀지
면서 결국 연구부정행위로 판정되었다. 그러나 연구 결과의 재현 불
가능성이 반드시 연구부정행위를 단정지을 수 있게 해주는 것은 아니
어서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
이 기회를 빌려 연구 결과의 재현성 또는 재현 불가능성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그 다음 이 사건과 관련하여 지도 학생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을 때 지도교수이자 연구책임자인 교수의 책임에 대한 문제와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에 대해서도 간략하게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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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그림

: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

57
●

‡»`

●

58
●

1904.5.24 3:15 AM

˘

` 58

‡»`

1904.5.24 3:15 AM

˘

` 59

Part 2. 국내 사례 탐구

재현 가능성 또는 재현 불가능성의 의미
통상적으로 과학연구의 결과는 재현 가능해야 한다. 즉, 최초에 연구를 수행한 연구자
말고도 다른 연구자들도, 만약 그 연구결과가 타당하다면 자신들의 연구를 통해서도
동일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렇지 못할 경우에 우리는 연구결과가
재현 가능하지 않다고 말한다. 어떤 경우에는 연구자가 자신의 초기 연구결과를 후속 연구
에서 재현하지 못할 수도 있다. 이처럼 연구결과의 재현 가능성은 모든 과학연구에서 항상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연구의 재현 가능성은 과학연구 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과학
연구는 근본적으로 과학자 공동체의 협동을 통해 이루어지고, 이 과정에서 과학지식은
개별연구자들에 의해 얻어진 연구결과들이 관련 과학 연구자들의 동료평가를 통해 타당
성이 검증되면서 형성된다. 만약 특정 연구결과가 재현 가능하지 않다면, 다른 동료
전문가들에 의해 그 연구결과의 타당성이 상호주관적으로 검증될 수 없으므로 객관적
과학지식의 반열에 오르기 어렵다. 이처럼 연구의 재현 가능성은 개별 연구자에 의해
이루어진 과학연구의 결과가 연구자 공동체의 검증을 거쳐 과학지식의 성장에 기여하는
과정에서 연구결과의 객관성을 확보하는 결정적인 근거를 제공한다.
연구결과가 재현 가능하지 않은 이유는 다양할 수 있다. 연구를 제대로 수행하지
않은 채 원자료를 조작했거나 변조했다면 그 연구결과는 당연히 재현 가능하지 않을 것
이다. 임의로 써넣은 숫자들이 실제 실험을 통해 그대로 얻어지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기적에 가깝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재현 가능하지 않은 연구 결과는 종종 연구부정행위
를 의심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하지만 재현 불가능성이 곧바로 연구부정행위를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연구과정에서 연구자가 부주의했거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실험 재료를 오염시키는 등의‘정직한 오류(honest errors)’
가 있었기에 그 연구결과가
재현가능하지 않았다면 연구부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이다. 탁월한 연구자 중에서도
자신의 이전 연구가 이런‘정직한 오류’
에 의해 잘못된 결과를 산출했다고 지적하고
후속 연구에서 스스로 그 점을 지적하고 수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재현 불가능한 연구 결과와 연구부정행위를 직결시키지 않아야 하는 보다 미묘한
이유가 더 있다. 과학 연구 특히 실험 연구는 고도의 숙련도와 기예적 능력을 요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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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가 많다. 그래서 이미 객관성이 검증된 실험 결과도 미숙한 연구자는 제대로 재현
하지 못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특히, 국제적으로 몇몇 연구팀 사이에 경쟁이 진행 중인
첨단 연구의 경우라면 다른 연구팀들은 관련 연구 결과를 제대로 재현하는 데조차 어려
움을 겪기에 경쟁에 참가하지 못했을 수도 있다. 이런 상황에서 최고의 실험능력을 자랑
하는 A 연구자가 특정 실험결과를 얻었을 때 다른 연구자가 그 결과를 곧바로 손쉽게
재현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다. A는 그 실험결과를 얻기 위해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실험 과정에서 여러 혁신(innovation)을 도입했어야 했을 것이고,
이 혁신이 출판된 논문이나 연구 결과 발표에서 다른 연구자들에게 제대로 전달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다른 연구자가 A의 연구를 손쉽게 재현
할 수 없다는 사실로부터 A가 연구결과를 조작했다고 단정 짓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재현 불가능성이 연구부정행위를 함축하지 않는 또 다른 이유도 있다. 최초 연구자는
●

특정 환경과 조건에서 연구를 수행하고서도 그 사실을 모른 채 연구결과를 발표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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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물론 정직한 연구자라면 자신이 생각하기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

요인에 대해 통제하거나 분석에 반영하는 방식으로 고려했을 것이다. 그리고 그 모든
내용을 가능한 출판된 논문에 담으려고 노력했을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훌륭한 연구자
라도 당시의 표준적 이론에 비추어 관련 요인을 추측할 수밖에 없고 그 배경 이론이
불완전하거나 틀렸을 경우에는 자신의 실험결과가 다른 장소 다른 연구자에 의해서
재현되기 어려운, 매우 특수한 조건에서 얻어졌다는 사실을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다.
예를 들어, 특정 미생물 실험에서 온도와 습도의 조절에만 신경을 쓴 연구자가 얻은
결과가 다른 조건에서 실험한 (즉, 기압 차이가 있는 조건에서 실험한) 연구자에 의해서는
재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종류의 재현 불가능성은 과학연구의 객관성을 훼손하기는커녕 오히려 과학지식의
성장에 큰 도움이 된다. 정직한 연구자들에 의해 확인된 재현 불가능한 연구가 기존에
알려지지 않던 새로운 인과 매커니즘이 존재함을 시사하고 그 방향의 후속연구가 추가
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물론 이는 행복한 결말을 갖는 경우에 해당
되고, 만약 동료 연구자들이 이런 이유로 재현 불가능한 연구에 대해 최초 연구자의
정직성을 의심하게 되면 논쟁이 오래 지속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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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다 비본질적 방식의 재현 불가능성도 있다. 어떤 실험의 경우에는 한 번 실험하는 데
워낙 막대한 비용이 들어서 운 좋게 자원을 동원할 수 있었던 연구자를 제외하고는 재현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수도 있다. 이런 경우에 연구결과의 타당성에 의문이 제기될 때는,
동료 연구자들이 가진 자원의 동원능력 한계 때문에 연구결과의 검증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질 수밖에 없다.
이처럼 연구결과가 재현 불가능한 데에는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고, 이것이 연구
부정행위를 직접적으로 함축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특정 연구자가 자신만의‘특별한’
실험 능력 덕분에 다른 사람이 결코 재현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객관적인
결과를 얻어냈다고 지속적으로 주장한다면 그 주장이 널리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것
이다. 즉, 과학연구의 속성상 정직하고 올바르게 수행되고도 재현 불가능한 연구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런 연구조차 과학지식으로 최종적 인정을 받기 위해서는 다른 연구자에
의해 재현가능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증거제시를 통해 검증을 받아야만 한다는 것이다.

●

예를 들어, 실험이 워낙 어려워 전 세계적으로 몇몇 사람만이 그 실험을 수행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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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에도 해당 연구자는 다른 동료 연구자를 설득시킬 수 있는 실험 결과의 일관성이나

●

다른 재현 가능한 실험결과와의 일치 등 다양한 간접적 증거를 통해 자신의 실험 결과가
타당함을 입증해야 한다.

정리하자면, 연구결과의 재현 가능성은 정직하게 이루어진 연구라 하더라도 자동으로
획득되는 것은 아니며, 첨단 연구의 경우에는 종종 달성하기 매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개별 연구자는 자신의 연구가 재현 불가능할 때는 그것을
재현 가능하게 만들거나 다른 방식으로 신뢰도를 높이는 증명부담을 우선적으로 떠안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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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책임자의 책임 범위
앞에서 재현 불가능성이 곧바로 연구부정행위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는 여러
가지 이유를 살펴보았다. 그러므로 재현되지 않는 연구 결과가 있을 때 여러 가지 각도
에서 조사하여 그 원인을 찾아내는 것은 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이다. 앞의 사례에서는 불행히도 그 과정을 조사하던 중에 논문에서 사용되었다고
주장한 물질이 어디에도 보관되어 있지 않다는 점, 이를 다시 제작하여 실험을 진행하여
도 연구 결과를 재현할 수 없었다는 점, 그리고 일부 자료가 변조되었다는 사실 등이
드러나면서 연구부정사건으로 판정을 받았다. 그리고 실제로 실험을 수행한 대학원생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조사되었다.
발표된 논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은 연구책임자에게 있다. 이 사례에서 연구과제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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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는 발표된 논문의 제1저자인 동시에 교신저자였다. 따라서 연구책임자가 해당
논문에 대한 일차적인 책임을 져야 마땅하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조사 과정에서 연구

●

전체에 대한 포괄적인 이해력을 보여주지 못했다. 박사과정 학생 P가 담당한 부분은
연구책임자의 전공분야가 아니기에 다른 공동연구자들의 도움을 받아 학생이 전적으로
실험을 주도한 부분이었기 때문이다. 해당 산물의 모태가 되는 천연물질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잘 아는 전문가였지만, 해당 산물과 유사한 물질을 인위적으로 제작하는 과정
은 연구책임자의 전문분야가 아니었던 것이다. 서로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이 협력하여
한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연구가 많아지면서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항상 존재한다. 앞의 사건에서 연구책임자에게는 소속 연구원의 연구 감독을 충실히
하지 못한 점도 확인된다. 그러나 지도학생이 부정행위를 저지른 경우 지도교수의 책임은
어떻게 어느 수준까지 물을 수 있을지도 쉽게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해당 사건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 종료 이후에도 막대한 연구비를 써가면서 다각적
으로 재현 실험을 시도한 사실로 미루어 볼 때, 2000년 논문을 의도적으로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해당 연구기관에서는 거듭된
재현 실패에도 불구하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않은 책임을 연구책임자에게 물었다. 연구
책임자가 부정행위에 대한 의혹을 받고 난 이후인 2008년에 이르러서야 학술지에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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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회 요청을 한 것에 대해, 해당 기관은 연구책임자에게 연구윤리지침 4조 1항의 여섯째
부정행위 항목에 해당하는“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의 항목을 적용한 것이다.
이 사례를 포함하여 유사한 여러 사례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소속 연구자나
지도 학생의 연구부정행위 및 그 후속 조치에 대한 책임을 연구책임자나 지도교수가
어느 정도 져야 하는지에 대한 문제를 먼저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해외 사례 탐구 제4장“지도 받는 학생 vs 성장하는 견습 연구자”편에서
좀 더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시효
� �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3장 12조에서는 진실성 검증 시효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하나“5년 이전의 부정행위라 하더라
도 피조사자가 그 결과를 직접 재인용하여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의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에 사용하였을 경우와 공공의 복지 또는 안전에 위험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고 되어 있다.
이 절의 사례에서 논의하고 있는 학술지 논문은 2000년에 발표되어 제보 시기인
2007년에는 이미 5년이 경과되었으나, 그 결과를 직접 인용한 연구책임자의 연구과제가
2003년 7월까지 수행되었기에 위 지침의 2항“5년 이내 후속 연구의 기획 및 연구비
신청,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에 해당되어 진실성 검증시효에 해당되는
것으로 간주되었다. 연구진실성 위원회에서 조사 대상으로 삼는 연구부정행위의 검증
시효를 산정할 때 참고할 만한 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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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해 보기
자신의 분야에서 재현 불가능하거나 재현이 어려운 연구가 등장했다면 이것이 연구
부정행위의 사례인지 아닌지의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이론적, 경험적 검증은 어떻게
이루어질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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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논문 저자 표시
논문 저자로 등재된다는 것은 공로를 인정받는 동시에 논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다. 연구와 논문 작성에 어느 정도
기여해야 공저자가 되기에 충분한 공로가 있으며 저자로서의
책임을 질 수 있는지를 정하기란 쉽지 않다. 연구 분야나 시대,
연구기관, 연구자 성향에 따라 조금씩 다른 기준과 관행이 적용
되기도 한다. 이런 까닭에 논문 저자를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
연구자들 사이에 갈등과 분쟁이 잦은 편이다. 특히 여러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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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일단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에
가장 적합하고 공동연구자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정한 다음,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미리 최종 출판될 논문의
저자 자격과 순서를 결정해 두는 것이 장차 있을지 모르는 저자
결정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이다.
이 절에서는 부당한 저자 표기의 문제가 단순히 저자들 사이의
갈등에 그치지 않고 표절과 저작권 문제에 대한 법정 소송에까지
이른 사건을 통해 합리적인 저자 결정의 중요성을 생각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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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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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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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저자의 자격
연구하는 사람은 논문으로 말한다. 자신이 저자로 참여한 논문을 통해 그 동안의
연구에 대한 공로를 인정받을 수 있다. 동시에 논문의 저자가 된다는 것은 논문에 대해
책임질 것을 약속하는 것이기도 하다. 논문에 대한 책임에는 논문에서 자신이 기여한
부분에 대한 진실성과 타당성을 보장할 책임, 논문의 내용을 잘 알고 다른 사람에게
설명해 줄 수 있는 능력, 공동저자의 능력과 자질을 확인할 책임 등이 포함된다.
연구의 계획, 수행, 발표 과정에서 충분히 기여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저자목록에 올라야
할 것이다. 그러나 단독 연구를 제외하고 여러 사람이 함께 연구에 참여한 경우에‘충분히
기여한’사람의 범위에 대해 학계 전체에서 합의한 명확한 기준은 없다.‘충분히 기여한’
것에 대한 해석이 학문 분야마다 조금씩 다르고 같은 분야라도 시대나 연구기관, 연구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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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향에 따라 적용하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러 사람이 협력하여 공동논문을
내는 경우에 저자 결정과 관련한 연구자들 사이의 갈등과 분쟁이 생길 여지가 많다.
저자 결정과 관련한 갈등을 줄이는 방법은 공동연구자들이 미리미리 발표 논문의 공로
배분과 책임에 대해 생각하고 합의해 두는 것 이외에는 묘안이 없어 보인다. 대부분의
연구윤리 전문가들이 권하는 방법도 바로 이것이다. 공동연구를 수행할 때에는 공동
연구자들이 기꺼이 동의할 수 있는 내부 기준을 정해서 서로 이를 알 수 있어야 한다.
기준을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연구를 기획하는 단계에서 후에 발표하게 될 논문의 저자도
함께 논의해서 결정하는 것이 좋다. 결과를 얻기도 전에 논문 저자에 대해 의논하는 것을
불편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만일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아서 계획을 수정
해야 한다면, 이때 저자와 관련된 계획도 함께 수정하면 된다.
공동연구자들이 저자 문제에 대해 이야기 나누기 전에 먼저 자신이 연구하는 분야의
일반적인 저자 결정 관행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 요즈음엔 연구 분야를 막론하고 공동
연구가 대세이긴 하지만 특히 의학 분야에서는 일찍부터 여러 사람이 공동 논문을 발표해
왔다. 이에 따라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는 이미 1970년대 후반부터 저자의
자격에 대한 논의를 계속 진행해 왔고 출판윤리에 대한 지침을 지속적으로 개정해 왔다.
최근에 개정된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의 출판윤리 지침에서 제시하고 있는 저자
자격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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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회에서 제시하는 저자자격
- 저자의 자격을 갖추려면 다음의 세 가지 조건을 모두 만족하여야 한다.
(1) 연구의 기획, 자료의 획득 또는 자료의 분석과 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한다.
(2) 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주요 지적 내용에 대해 비판적으로 수정한다.
(3) 출판될 최종 원고를 승인한다.

- 대규모로 여러 기관이 협력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을 때, 사업단에서는 논문의 직접
적인 책임을 맡은 연구자들을 확인해 주어야 한다. 이들은 위에 규정된 저자 자격을
충분히 만족시켜야 한다. 편집자는 이들에게 해당 학술지의 저자 확인 및 이해충돌
확인서를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사업단 이름으로 논문을 투고하는 경우 교신저자는
사업단 이름과 함께 원하는 형태의 인용 방식 및 모든 저자의 이름을 명시해야
한다.
- 연구비 수주, 자료의 수집, 연구 사업단의 일반 관리 업무를 수행한 것으로는 저자가
되지 못한다.
- 저자로 등재된 모든 사람은 저자의 자격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저자로 인정될만한
사람은 모두 저자로 등재되어야 한다.
- 모든 저자는 연구에 충분히 참여해서 논문의 적절한 부분에 대해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어야 한다.

논문저자와 저작권 분쟁
이 절의 앞에서 그림으로 제시한“부당한 저자 표시”사건에서 김순이(가명) 박사가
박사학위 논문의 내용을 축약하여 국내 학술지에 투고한 다음 외국에 연수를 떠난 사이에
공저자 가운데 한 사람인 최철이(가명) 박사가 원저자의 허락도 받지 않은 채 교신저자를
자신으로 바꾸었다. 원래 제1저자이자 교신저자를 맡았던 김순이 박사와 연락이 여의치
않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더 나아가서 새로 교신저자를 자처한 최철이 박사는 이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하여 원저자를 제외하고 다른 사람들을 저자로 등재한 채 외국 학술지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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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하였다. 이를 원저자 김순이 박사가 발견하면서 사건이 시작되었다. 우여곡절 끝에
(이 사건도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이 제정되기 전에 시작되었음), 결국 원래의 박사
논문 저자는 이를 저작권법 위반을 들어 법정에서 문제를 해결하게 되었다.
법정에서 피고 최철이 박사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나 이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이 사건은 논문 표절과 중복게재, 부당한 저자 표기의 문제가
단순히 연구윤리의 영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저작권법과 관련하여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여기서는 위와 같이 부당하게 다른 사람의
논문을 가로채는 경우 법정에서 어떤 판결을 내렸는지 판결문을 통해 살펴보고자 한다.

이 사건 저작권법위반의 범죄는 단순히 타인의 논문 내용을 표절하는 정도를 넘어,
국내 학술지에 발표될 당시 제1저자로 명시된 피해자를 저자에서 완전히 배제한 채,
●

피고인이 근무하고 있던 재단의 상관인 OOO을 제1저자로 기재하여 외국의 학술지에

70

영문으로 번역하여 그대로 게재함으로써, 피해자의 저작인격권 전부를 부정하고 피해자의

●

논문을 타인의 논문으로 둔갑시켰다는 점에서 저작권의 침해 태양, 침해 정도, 침해
결과에 있어서 그 불법성이 상당히 중하다고 판단된다. [...]
돌이켜 이 사건 저작권 침해 행위를 다시 살펴보건대, 논문을 마치 다른 사람이 작성
한 것처럼 외국 학술지에 게재하는 행위는 정당한 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전부를 부정
하는 것으로서 그 자체로 저작권 침해의 정도가 중하다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지만, 이
사건 논문은 더구나 피해자의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피해자가 외부로부터 자신의 경력
이나 연구업적 등에 관한 대외적 평가를 받을 때 핵심적인 평가대상이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더욱 더 그 저작권 침해의 정도 및 결과가 중하다고 봄이 상당하다. 오늘날
세계가 하나의 생활권으로 통합되어 가고, 학문의 영역에 있어서는 세계 각국의 연구
결과가 모두 집적되어 데이터베이스화되어 가고 있으며 모든 연구자들이 세계 각국의
연구결과를 검색하여 참조하는 등 사실상 국경이 무의미해진 현실에 있어서 외국의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이라고 하여 저작권 내지 저작인격권의 보호에 있어 소홀할 수는
없다. 오히려 이 사건과 같이 국내에서 발표된 논문을 선진국의 유수 학술지에 저자를
바꾸어 논문을 중복 게재할 경우 객관적인 관점에서 더 신뢰도가 높은 외국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에 대하여 더 큰 신뢰가 주어져, 원저작권자의 저작인격권 침해로 인한 명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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훼손의 정도는 더욱 더 커진다고 봄이 상당하다. 과거 전세계적인 논문검색 시스템이
미비한 상태에서는 국내 발표 논문을 번역해 외국 학술지에 중복 게재하더라도 중복
게재 자체의 저작권 침해는 사실상 큰 문제가 되지 않았고, 그 과정에서 연구자들 상호
간의 인사고과, 인간관계, 상관에 대한 처세 등이 내면적인 이유가 되어 국내 논문에
표기된 저자와 다른 사람을 외국 논문의 저자로 표기하여 발표하는 예도 종종 있었다고
하나, 오늘날에는 위와 같은 이유로 국내 발표 논문을 번역해 외국 학술지에 중복 게재
하는 행위 자체가 저작권 침해라는 의식이 확산되어 중복 게재행위 자체가 금기시되고
있는 실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저작인격권 침해행위가 과거의 관행이라는 행위만
으로 정당화되거나 그 죄질이 약하다고 보기도 어렵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판례 2006
고단7358)

●

연구 결과의 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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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건의 김 박사는 최 박사의 연구소에 파견되어 박사과정 연구를 수행하였다.
당시 최 박사는 국가에서 지원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지만 김 박사의 연구는 이와
무관하게 진행되었다. 김 박사는 학위를 받은 직후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내용을 요약
하여 학술지 논문을 작성하였다. 김 박사의 연구 분야에서는 다른 이공계 분야와 마찬
가지로 박사학위 논문의 주요 성과를 요약하여 학술지 논문으로 발표하는 것이 일반
적인 관행이다. 연구소에서 김 박사의 연구를 지원해 주었던 최 박사는 논문의 공동저자로
등재되었다.
그러나 후에 최 박사는 이 논문을 영문으로 번역해서 김 박사의 이름은 누락시킨 채
영문 학술지에 게재하였다. 논문을 발표한 후 연구소는 해당 연구 논문을 자신들의 연구
성과인양 작성한 보도자료도 배포하였다고 한다. 김 박사가 이 문제를 제기하고 저자를
바로잡아 줄 것을 요구하자, 최 박사 측은 해당 연구 내용이 자신들의 연구소에서 이루
어진 것이므로 자신들의 업적이라고 응수했다. 결국 이 연구는 최 박사의 지도를 받고
연구소에서 수행되었지만, 김 박사가 연구를 주도했고 연구소에서 특별히 연구비 등을
지원했다는 기록이 없어서 김 박사의 연구 성과로 인정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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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를 계획하는 단계부터 연구 성과는 누구에게 귀속
되며, 논문을 발표하게 되면 어느 범위까지 저자로 넣을지, 그리고 연구가 계획대로
진행되지 않을 때 누가 책임을 지며, 어떤 형태로 끝을 맺을지 등에 대해 구체적인 약속이
없는 경우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특히 여러 기관이 협력한 공동 연구
에서는 이러한 약속을 공식화할 필요가 있다. 공동 연구가 끝난 다음 그 연구의 성과
배분에 대해 이해당사자 사이의 분쟁이 첨예한 경우, 이를 조사위원회를 포함한 제3자가
판정하기란 쉬운 일이 아니다. 자신의 권리를 지키는 뜻에서 그리고 동시에 공동연구자를
배려하는 마음에서 공동연구를 계획할 때에는 사전에 누가 논문을 작성하고 누가 주
저자가 될 것이며 또한 어떤 일을 한 연구자까지 공동저자로 넣을 것인지 미리 계획할
것을 권한다.

●

72

더 생각해 보기

●

연구실에 소속되어 실험을 돕는 테크니션이 논문 저자로 포함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테크니션에게 저자 자격을 줄 수 있는 기준 조건을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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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범, (2008), 연구진실성 검증의 실제적 문제와 해결방안 연구,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연구 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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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연구윤리 관련 규정의 필요성
교육과학기술부에서는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을 제정하여
각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방지하고 연구윤리를 확보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해설서>에 따르면“이 지침은 연구기관으로
하여금 공정하고 객관적인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기
위한 기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한다는 점에서는 가이드라인 성격을
가지나, 자체검증시스템 구축 시 본 지침에서 제시하는 최소 기준

●

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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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에서 법규적 성격을 갖는다”
고 규정
하고 있다. 현재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이 지침에 근거하여 자체
연구윤리 규정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연구진실성 위원회를 운영
하고 있다.
연구부정행위 처리에 대한 표준 지침이 제시되기 전에 연구기관
에서는 소속 연구자들의 연구부정행위에 대해 전혀 대응하지
않거나 때로는 지나치게 과도한 조치를 취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사실을 생각해 볼 때, 연구윤리에 대해 논의하고 관련 제도를 마련
하는 것이 연구자들을 구속하는 족쇄가 아니라 예측 가능한 환경
에서 자유롭게 연구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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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그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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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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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의 주요 내용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으로 공표된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은 총칙, 연구기관과
연구지원기관의 책임, 연구진실성 검증절차와 기준에 대한 3개의 장과 부칙으로 구성
된다. 제1장에서는 지침의 목적과 적용대상 및 범위 그리고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정의를
규정하고 있다. 제2장에서는 각 연구기관은 연구 환경 및 연구 관리 제도를 개선하고,
소속 연구자에게 연구윤리교육을 실시해야 하며, 연구기관 내에 자체 검증체계를 마련
할 것을 규정하는 동시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연구지원기관의 책임 및 제보자와 비조
사자의 권리보호에 대한 항목이 포함되어 있다. 제3장에서는 진실성 검증에 대한 책임
주체, 검증 시효, 검증 원칙 및 검증 절차를 규정한다.
지금까지‘표절’
,‘중복게재’
,‘위조’
,‘변조’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및‘과학계
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로 판정된 국내의 연구부정행위
사례를 살펴보았다. 이 가운데‘중복게재’
를 제외하고는 모두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의 제4조에서 연구부정행위로 정의한 내용이다.‘중복게재’
에 한해서는 아래의
지침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많은 연구기관에서 이 지침의 제4조 (2)항에
따라 자체 연구윤리 규정에서 연구부정행위 또는 연구부적절행위로 규정하고 이를 진실성
위원회의 조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규정하는 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 �이 지침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
부정행위
“라 한다)는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
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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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형·삭제
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표절”
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
하는 행위를 말한다.

4.“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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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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6.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2) �연구기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부정행위 외에도 자체적으로 조사 또는 예방이 필요하
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를 제7조제1항제1호(연구기관 자체검증규정에서의 연구부정행위
범위)의 내용에 포함시킬 수 있다.

연구기관의 책임
●

78
●

앞선 사례에서 소개한 사건이 시작된 것은 2004년이었다. 당시만 해도 아직 우리
나라의 연구기관에서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할 때였다. 이때까지는 연구기관
에서 연구부정사건이 발생했을 때 일차적으로 연구기관의 신뢰도가 손상될 수 있다는
점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서 가능한 한 그 파장을 최소화하는 선택을 취하고자 했다. 이
사건에서도 이처럼 사안을 드러내놓지 않으려는 모습이 보인다. 연구기관의 입장에서
볼 때 이 같은 선택을 하는 것이 무리도 아니다. 연구기관의 평판과 소속 연구자를 보호
하는 것은 기관이 감당해야 하는 책무이며 기관의 일차적인 이해관계가 걸려 있는 일이
라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관의 책임이 연구를 주관하는 기관으로서
연구 결과의 진실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책임을 앞설 수 없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연구 진실성 확보에 대한 연구기관의 책임을 명확
하게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 제3장 제11조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가 발생하였을 때 이에
대한 진실성 검증의 일차적인 책임은 연구기관이 져야 한다. 각 연구기관은 이를 위해
자체검증시스템을 구축해야 한다. 이를 통해 연구자가 소속된 기관이 관련자를 조사
하거나 증거자료를 확보하는 등의 연구진실성 검증을 보다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제2장 제7조에서는 연구기관의 자체검증체계에 대한 기준을 제시하고
있으며 연구진실성 검증 규정에는 다음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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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정행위의 범위
2. 부정행위 신고 접수 및 조사 등을 담당하는 기구, 부서 또는 책임자
3. 본조사의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
라 한다) 등 검증기구 구성 원칙, 조사
절차 및 기간
4. 부정행위에 대한 제재의 종류 및 기준
5. 제보자 및 피조사자 보호방안

이와 같은 지침이 제정됨에 따라 이제 대부분의 연구기관에서 연구윤리규정과 진실
성위원회 규정 등의 체제가 갖추어졌다. 부정행위가 발생하는 경우 해당 기관의 규정에
근거하여 검증 절차를 밟은 다음 그 조사 결과에 따라 정해진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
결과 연구기관은 기관이 갖는 다른 이해관계에 의해 흔들리지 않고 연구윤리를 확보
하는 데 필요한 활동을 우선적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는 소속 연구원들의
연구윤리교육을 지원하는 활동도 포함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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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를 위한 지침
누구든“윤리”
라는 단어 앞에서는 왠지 불편한 마음이 앞선다. 연구자의 입장에서도
연구윤리란 연구 활동을 구속하고 연구의 효율성을 떨어뜨리는 각종 규제와 장치를
만들어내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할 수 있다. 이런 것 없어도 연구자들은 대체로
특별히 잘못하는 일이 없이 최선을 다해 연구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의외로
논문 작성, 자료 처리, 기록의 보관 등에 대해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연구자들이 많으며,
의도하지는 않았어도 잘 알지 못해서 잘못을 저지르는 사례들이 발생한다.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는 이에 대한 교육을 권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자들의 연구역량
증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이다.
연구윤리의 제도화가 연구자들에게 필요한 보다 더 현실적인 이유는 앞의 그림에
제시된 사건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소속 연구자의 연구부정행위가 처음 제기
되었을 때, 연구기관에서는 이를 가능하면 덮어 두고자 연구자에게 병가를 신청하도록
권했다. 잠시 자리를 떠나서 사건이 무마되기를 기다리라는 뜻이다. 그러나 후에 이
사건이 언론에서 부각되고 사회적인 쟁점이 되자 연구책임자에게 정직 1년과 향후 3년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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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활동 금지라는 조치를 취했으며 지도 중이던 학위과정 학생들을 모두 다른 교수
에게 배정하는 강경한 조치를 취했다. 물론 중복게재를 한 학생의 지도교수로서 그리고
해당 논문의 공동저자로서 감당해야 할 책임은 있지만, 이것이 합당한 수준인가는 생각
해 볼 문제다. 표절 및 중복게재에 대한 지난 3년간 연구기관의 조치(표 2.4)와 비교해
보아도 매우 중한 처벌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연구윤리에 대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았을 때에는 연구기관의
소극적인 대응의 결과 해당 연구자가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문책이나 처벌을 면하기도
했다. 이것도 물론 연구윤리 확보에 도움이 되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연구부정행위가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자 무마하려 했던 연구기관에서 갑자기 입장을 선회하여 해당
연구자에게 강경한 조치를 취한 것도 일관성을 잃은 행위다. 어떤 경우든 연구하는 사람들
에게는 결코 유리한 환경이라 할 수 없다.
연구윤리규정이 만들어지고 이에 따라 합당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부정행위에 대한
●

80
●

조사와 처벌이 이루어지는 것은 연구자가 자신의 행위에 대한 결과에 대해‘합리적
예상’
을 갖고 안정되고 연구에 몰두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의 권익을 보장하는
장치가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와 같은 점을 고려할 때도 연구윤리의 제도화는 연구자
들을 위한 제도화가 된다.

더 생각해 보기
연구윤리의 제도화를 통해 연구자의 이익이 증진될 수 있는 구체적인 상황은 어떤
것일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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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연구윤리 제도화의 중요성
이마니쉬-카리 사건은 미국에서 국가 수준의 ORI(연구진실성위원회) 같은
연구윤리 관련 기관이 성립되기 전에 발생하여 전세계적으로 연구윤리 관련
쟁점을 널리 알린 사건이다. 이 사건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국가의 연구비
지원을 받는 연구자의 연구진실성을 검증할 필요성이 인식되었고, 이러한
인식은 결국 국가 수준의 ORI와 각 연구기관 수준에서의 연구부정행위 담당
기관이 설립되는 것으로 귀결되었다. 또한 국제적으로 보도된 이마니쉬카리 사건은 그 처리과정을 지켜보던 북유럽 국가들이 국가 수준의 연구윤리

●

84
●

관련기관의 성립을 서두르게 된 자극제 역할도 했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마니쉬-카리 사건은 국내의 연구윤리 제도화를 촉발한 황우석 연구팀 연구
부정행위 사건과 유사하며, 연구윤리 제도화에 대한 여러 시사점을 던져준다.
이마니쉬-카리 사건은 볼티모어 사건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는 이마니쉬카리와 함께 논문을 쓰기도 한, 노벨상 수상자 볼티모어가 이마니쉬-카리를
적극적으로 옹호했기 때문이다. 볼티모어는 특히 연구윤리의 문제가 과학자
공동체를 벗어나 논의되고 관리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한, 이후에도
지속될 논쟁의 중요한 쟁점을 제시했다.
이마니쉬-카리 사건은 대학 수준에서 이루어진 두 차례 조사에서는 모두
문제가 없다는 판정을 받았지만 NIH(국립보건원)가 주도한 조사에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받았다. 이 판정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은 규칙에 맞게
기록되지 않은 이마니쉬-카리의 연구노트였다. 이후 이마니쉬-카리는 이
판결에 불복하여 재심의를 요청했고, 결국에는 무죄 판정을 받아낸다. 이와
같은 재심의가 가능해진 이유는 이마니쉬-카리 사건이 진행되는 도중에 확립
된 연구부정행위 조사 및 처리 절차 덕분이었다. 결국 이 사건은 연구윤리의
제도화가 연구 부정행위 조사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게 하며, 그 과정에서
해당 쟁점이 정리되면서 보다 공정한 판결이 기대될 수 있게 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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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마니쉬-카리 사건의 파급효과
이마니쉬-카리 사건은 전세계적으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최초로 부각시킨 결정
적인 사건 중 하나였다. 볼티모어라는 저명한 과학자가 관련되었기 때문이기도 했지만,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사회의 관심, 연구자 공동체의 자율성의 한계 등 민감한 사안에
대해 과학자 사회를 넘어 사회적 논쟁이 진행되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대중매체 보도를
통해 사건의 진행 상황은 미국을 넘어서 전세계 과학자 공동체에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그 결과 여러 국가에서 연구윤리의 제도화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진 계기가 마련되었다.
예를 들어, 미국에서는 이마니쉬-카리 사건의 조사 과정에서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에 대해 국가 수준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고, 이는 현재 ORI(연구진실성위원회)에 해당되는 기관의 설립으로 이어졌다. 한편
북유럽 국가들은 자국에서 이 사건과 유사한 대형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예방차원에서 연구윤리 제도를 수립하고 시행하기도 하였다. 그런 의미에서
이마니쉬-카리 사건의 파급효과는 우리나라의 황우석 연구팀 연구 부정행위 사건 이후
전개된 연구윤리 제도화 과정을 떠올리게 한다.

사건의 전개과정
� � � � � � � �
사건은 1985년 미국 MIT 대학에서 조교수로 근무하던 일본계 브라질 여성과학자
이마니쉬-카리의 연구실에서 박사후 연구원으로 근무하던 마고 오툴이 이마니쉬-카리의
연구에 대해 여러 의혹을 제기하면서 시작되었다. 오툴은 이마니쉬-카리가 발표한 여러
논문에 실린 결과를 재현할 수 없어 애를 먹고 있었는데,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탐구
하고자 원자료를 찾던 중 원자료가 제대로 보관되지 않았거나 연구노트의 기입사항이
앞뒤가 맞지 않는 점 등을 발견하였다. � �
오툴은 이마니쉬-카리로부터 납득할만한 설명을 들을 수 없었고 이 문제를 MIT 옴부
즈맨을 만나 상의하게 된다. 옴부즈맨으로부터 관련자료를 명확히 분석한 후 확신이
들 때만 문제를 제기하라는 충고를 들은 오툴은 고심 끝에 우선 MIT의 이마니쉬-카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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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학과 학과장에게 문제를 제기하게 된다. 당시에는 미국에조차 공식적으로 연구부
정행위를 조사하는 기관이나 절차가 확립되어 있지 않았고, 문제가 제기되면 관련 학과
에서 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를 하는 것이 관례였다. 오툴의 문제제기로
MIT는 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에 착수했다. MIT 임시조사위원회는 몇 가지
점에서 이마니쉬-카리의 원자료 처리 과정에서 문제를 발견했지만, 의도성을 가진 연구
부정행위라기보다는‘부주의한 연구수행’
으로 보는 것이 더 적절하다는 결론에 도달
한다. 오툴은 이 조사결과에 동의할 수 없었고, 당시 이마니쉬-카리가 옮겨가기로 예정된
터프츠 대학에 다시 제소하였다. 터프츠 대학 역시 임시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이마니쉬카리의 논문 및 연구과정을 조사했고 MIT 조사위원회의 판단과 유사한 결론에 도달
했다.
다소 특이한 점은 오툴이 처음부터 이마니쉬-카리의 부정행위 가능성을 강하게 주장
●

했던 것은 아니었다는 사실이다. 오툴은 이마니쉬-카리의 논문에서 자료해석의 문제점을

88

지적하면서, 실험결과를 제대로 분석하면 이마니쉬-카리가 논문에서 주장한 결론이 도출

●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동료과학자로서 오툴은 저명한 학술지에 실린 이마니쉬-카리의
잘못된 주장이 철회되거나 수정되어야만 다른 연구자에게 피해가 가지 않는다고 생각
했고, 이 점을 두 차례의 조사위원회에서 강조했다.
이에 대해 조사위원들의 생각은 좀 달랐다. 조사위원들은 오툴이 지적한 문제가 이마
니쉬-카리의 논문 결론에 대해 제기될 수 있는 해석이라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조사
위원이 보기에 그러한 문제는 오툴이나 다른 연구자가 독자적인 연구를 통해 추가적으로
밝혀내야 할 사안이지 이마니쉬-카리의 연구부정행위 여부와는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
했던 것이다. 오툴이 볼티모어를 찾아가 이마니쉬-카리 논문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밝혔을 때 볼티모어가 보인 반응도 동일했다. 볼티모어는 오툴에게 이마니쉬-카리의
결론에 동의할 수 없다면 스스로 연구를 통해 자신의 주장을 증명하는 것이 연구자의
올바른 태도라고 충고했다.
연구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사례에 대한 처리 방식에 있어서의 오툴과 볼티모어의 의견
차이는 이후 이마니쉬-카리 사건이 널리 알려지면서 과학자 공동체 내부와 외부에서
보다 확대되어 여전히 논쟁거리로 남았다. 의도성이 확실하게 입증되지 않은 상황에서,
문제를 지닌 채 출판된 연구결과에 대한 올바른 대응 방식은 무엇인가? 후속 연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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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그 연구의 장단점이 제대로 밝혀지면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인가? 아니면
논문의 출판 이후라도 문제의 가능성이 지적되면 논문이 수정되거나 철회되어야 하는
것인가? 이와 같은 복잡한 질문에 대해 과학연구자들 내부에서조차 의견이 일치되지
않았고, 이러한 의견차이는 과학연구에 대한 적절한 규제가 어떤 형식을 취해야 하는지에
대한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다.
볼티모어는 이마니쉬-카리와 함께 논문을 쓴 적이 있어 이 논쟁에 휘말리게 되었는데
시종일관 이마니쉬-카리를 옹호했다. 볼티모어의 견해로는 설사 이마니쉬-카리 논문의
결론이 잘못된 것이라는 확고한 증거가 논문 출판 이후에 발견되더라도 논문이 철회될
필요는 없는 것이었다. 과학연구의 중요한 특징은 후속 연구를 통해 기존 연구의 한계나
문제점이 드러나는 것이다. 이런 점을 고려할 때, 이마니쉬-카리의 연구 과정에서 부족한
점이 있었음은 분명했지만, 그것이 논문 철회나 이마니쉬-카리에 대한 연구부정행위
단죄로 이어질 이유가 되지는 못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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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제도화의 필요성
결국 이마니쉬-카리가‘의도적으로’인상적인 결과를 만들기 위해 원자료를 조작
했는지의 여부를 가리는 일이 핵심으로 떠올랐다. 이마니쉬-카리는 미국국립보건원
(NIH)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논쟁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NIH의 관심을
끌게 되었다. 결국 당시 점증하던 공직자 부패문제에 대한 대중적 관심의 영향을 받아
NIH는 첩보기관까지 동원된 대대적인 조사를 실시했다. 이 과정에서 이마니쉬-카리의
연구노트에 서로 다른 시기에 작성된 것이 분명해 보이는 원자료가 함께 분석되어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 NIH 조사위원회는 이‘결정적 근거’
를 들어 이마니쉬-카리가 연구부정
행위를 저질렀다는 판정을 내리게 된다.
국가기관인 NIH가 이마니쉬-카리 사건을 조사하게 되면서 새로운 쟁점이 떠올랐다.
전통적으로 과학자 공동체는 연구에 관련된 폭넓은 자율성을 인정받고 있었다. 그런데
특정 연구행위가 연구부정행위인지와 같은‘전문적’판단을 연구자 공동체가 구성한
조사위원회가 아니라 NIH와 같은 국가기관이 조사하고 판결을 내린다는 점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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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해하는 과학자들이 많았다. 볼티모어는 이런 입장을 대표했다. 그는 연구자에 대한
조사나 평가는 철저하게 연구자 공동체의 자율적 관리에 맡겨져야 한다고 주장했고, 그런
맥락에서 이마니쉬-카리 사건을 계기로 과학자 공동체에 대해 의회나 국가 연구기관이
일정한‘감사’
의 기능을 수행하려는 시도에 강력하게 반발했다.
하지만 과학자 공동체 내부에서도 공공 자금을 지원받는 연구에 대해, 정부가 다른
공적 자원을 지원하는 사업에 대해 통상적으로 발휘하는 감사권을 행사하는 것이 타당
하다는 의견이 있었다. 과학자 공동체 외부에서는 이러한 의견이 훨씬 더 강했다. 결국
NIH 조사를 통해 이마니쉬-카리가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판명되자, 볼티모어는
오만한 과학자의 전형이라는 여론의 비난에 직면하게 되었다. 결국 여론에 밀려 볼티
모어는 당시 수행하고 있던 록펠러 대학의 총장직에서 물러나게 된다.
이후 사건은 연구자 공동체의 자율성을 강조하면서 ORI와 같은 연구윤리의 제도화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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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했던 볼티모어에게는 역설적인 방향으로 전개되었다. ORI의 설립을 통해 연구자가
자신에게 내려진 조사위원회의 판결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이마
니쉬-카리는 이 절차를 활용하여 NIH 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청구하였다. 과학자로만
구성되었던 MIT 대학, 터프츠 대학 그리고 NIH 조사위원회와는 달리 재심위원회는
과학자와 법률가로 구성되었다. 재심위원회는 이마니쉬-카리의 연구수행이 여러 측면
에서 바람직스럽지 않다는 점을 재확인했지만, 이마니쉬-카리가 원자료를‘고의적’
으로
조작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없다는 근거에서 무혐의 처분을 내린다. 연구부정행위를
의도성을 가지고 원자료를 위변조 하거나 표절하는 행위로 엄격하게 정의할 때, 이마
니쉬-카리의 연구행위가 그에 해당된다고 판정할 충분한 증거가 없다고 본 것이다.
이처럼 연구윤리에 대해 보다 분명한 제도화가 이루어지면서, 처벌이 요구되는 극단
적인 연구 부정행위와 바람직하지는 않지만 처벌보다는 개선이 요구되는 연구행위 사이에
구별이 성립되게 된다. 이에 더해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진실성위원회를 통해 공식조사와
판결 그리고 처벌이 진행되고, 덜 극단적인,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행위는 지속적인 연구
윤리 교육을 통해 계도하는 연구윤리의 두 축이 미국에서 확립된다. 우리나라의 연구윤리
제도화 과정도 현재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양한 각도에서 연구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키려는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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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해 보기
● 연구윤리의 문제 중 과학자 공동체에게 맡겨두는 것이 좋은 부분과 과학자 외부의
제도적 개입이 필요한 부분은 어떻게 구분할 수 있을까?
● 고의적 자료 조작과 부주의한 자료 처리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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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실험 천재의 몰락
연구 부정행위는 전세계적으로 수행되는 연구의 극히 일부분에서 발생하는,
드문 현상이다. 그러다 보니 많은 연구자들은 연구 부정행위를 연구를 잘 못해
좌절한 연구자나 원래부터 부정직한 연구자에 의해서만 저질러지는‘병리적’
현상으로 치부하기 쉽다. 물론 이런 생각에 들어맞는 연구 부정행위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전세계적으로 현재까지 조사되어 알려진 연구 부정행위 사례들은
일반적으로 연구를 잘하는 사람에 의해 저질러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되는 데는 여러 이유가 있다. 연구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그렇지 못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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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보다 어떤 부분에서 원자료를 조작하거나 수정할 때 들키지 않을 가능성이
큰지를 알고 있기 쉽다. 또한 연구를 잘하는 사람의 연구결과는 다른 사람이
구태여 검증하려고 애쓰지 않거나 설사 시도하더라도 재현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실제로 연구 능력이 뛰어난, 정직한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연구능력이
그보다 뒤떨어지는 연구자가 재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재현
불가능성만으로는 연구 부정행위를 단정지을 수는 없다.
이 절에서 살펴볼 마크 스펙터 사건은 이와 같이 연구 부정행위가 놀라운 실험
능력과 결합될 때 현재 연구 환경에서 얼마나 발각되기 어려운지를 보여준다.
동시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학연구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동료 연구자의 노력에
의해 그런 어려움이 어떻게 해결될 수 있는지도 보여준다. 스펙터의 사례는 연구
부정행위의 문제가 몇몇‘비정상적’연구자만 관련된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
대다수가 겪는 매일매일의 상황과 직결되어 있음을 잘 보여준다. 한창 주목받는
동료 연구자의 연구를 철저히 검증부터 하고 자신의 연구를 시작하기보다는
후속 연구를 통해 연구업적을 쌓으려는 유혹은 경쟁적 연구환경에서 강해지는
경향이 있다. 스펙터의 사례는 과학연구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 꼭
필요한 동료 연구자에 대한 신뢰와 과학연구의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역시
꼭 필요한 동료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검증을 어떻게 동시에 달성할 것인
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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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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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망받는 신진 연구자, 마크 스펙터
마크 스펙터 사건은 연구 부정행위 발생과정과 그것을 가능하게 한 연구환경, 그리고
연구 부정행위로 의심되는 상황에 대한 판단의 어려움, 연구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
필요한 동료 연구자의 역할 등 다양한 측면에서 시사점이 많은 사건이다.
이 사건은 마크 스펙터라는 매력적이고 능력 있는 대학원생이 코넬대학교의 생화학자
에프라임 래커의 생화학 연구실에 합류하게 된 1980년에 시작된다. 래커는 당시에 이미
노벨상 후보로 거론될 정도로 매우 유명한 생화학자로 글리콜리시스(glycolysis)와 ATP
관련 효소에 대한 연구로 학계에서 존경받던 인물이었다. 래커는 젊은 연구자들을 교육
하는 데도 뛰어나 수많은 후학을 양성했지만 날카로운 질문과 엄격한 실험실 운영으로
유명하기도 했다.
이렇게 엄격한 래커의 눈에도 스펙터는 장래가 촉망되는 신진 연구자였다. 래커는
실험실에 처음 들어온 스펙터에게 일종의 테스트로 그동안 실험실의 어느 박사과정생도
분리하지 못했던 한 효소를 분리해보라고 지시했다. 스펙터는 단 3개월만에 효소를
분리해냈고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관련 효소를 분리해내면서 이 효소들의 연속된 작용
으로 암의 기작을 설명하는 이론적 체계를 구축하기도 했다. 래커의 친구들은 이 연구를
통해 래커가 자신의 애제자 스펙터와 함께 그가 훨씬 전에 마땅히 받았어야 할 노벨상을
드디어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스펙터는 실험에 천부적인 재능을 보여주었다고 한다. 그는 다른 사람의 실험 과정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자주 제시했고, 동료 연구자들은 스펙터가 실험하는
모습에 감탄을 아끼지 않았다. NIH의 한 연구자는 스펙터의 실험광경을 베토벤이 피아노
연주를 하는 모습에 비유하기도 할 정도였다. 이처럼 스펙터는 동료 연구자나 스승 모두
에게 실험실력을 인정받는 연구자였다. 게다가 스펙터는 발표도 아주 잘했다. 스펙터가
발표하는 광경을 보기 위해 그가 참석한 학회장마다 수많은 과학자들이 몰려들었고, 매혹
적인 그의 연구결과를 잇는 후속연구를 하려는 연구자도 많았다. 결국 스펙터는 박사
과정을 시작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시간 동안 박사논문을 거의 완성하였고, 졸업 후
유망한 직장 제의도 받는, 누구나 부러워하는 연구자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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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가 재현되지 않을 때
스펙터가 인상적인 실험결과를 연달아 내놓기 시작할 때부터 재현의 문제가 제기
되었다. 스펙터의 실험 결과는 같은 실험실 내의 동료 연구자들에 의해서조차 재현이 잘
되지 않았다. 하지만 문제가 생길 때마다 동료 연구자들은 스펙터에게 도움을 청했고
스펙터는 밤새워 실험하여 결국에는 만족스러운 결과를 얻어주곤 했다. 스펙터가 평소에
뛰어난 실험 능력을 보인 점, 평소에도 동료 연구자들의 실험을 자주 도와주고 유용한
제안을 했던 점을 고려할 때 실험실 내 동료 연구자들이 스펙터의 연구결과가 쉽게 재현
되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았던 것은 이해할 만하다.
래커 실험실에 속하지 않은, 같은 주제를 연구하는 다른 연구자 역시 스펙터의 실험
결과를 재현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고 있었다. 하지만 당시 스펙터의 연구 결과는 모두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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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낼만한 최신 주제였기에, 다른 연구자들은 스펙터 실험을 정확하게 재현하느라 시간을
허비하기보다는 스펙터에게 자신의 시료를 보내 분석을 의뢰한 후 그 후속연구를 수행
하는 편을 택했다.
일반적으로 매우 인기 있는 연구주제를 놓고 연구자들 사이의 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앞서 가는 연구자의 실험 결과를 철저하게 검증하려는 노력을 하겠다는 결심을 하기는
쉽지 않다. 첨단 연구주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재현에 시간이 많이 드는 경우가 많고, 검증
과정에서 설사 부정적 결과를 얻었다고 해서 다른 사람의 연구를 바로 불신하기에는
상당한 부담감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선행 연구의 철저한 재현
보다는 후속 연구에 집중하는 전략을 택하게 된다. 다른 사람 연구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정적 결과’
만으로 좋은 학술지에 논문을 내기 어렵다는 점도 이런 경향에 한몫했다.
과학지식은 지속적으로 성장할 것이라는 학계의 일반적 기대에 힘입어, 새롭고 긍정적인
연구결과에 연구자들이 보다 많이 주목하게 되는 것이다.
래커의 연구실에서 스펙터는 노벨상을 기대하는 래커로부터 절대적 지지를 얻고
있었기에 누구라도 그의 연구결과에 의문을 제기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스펙터의
실험에 대해 여러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한 동료 연구자의 경고를 무시할 정도로 스펙터에
대한 래커의 신뢰가 깊었다. 1980년 11월에 레이먼드 에릭슨이라는 바이러스학 연구자가
스펙터가 비교를 위해 자신에게 보낸 시료가 실은 자신이 원래 스펙터에게 보낸 시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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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하다는 점을 발견했다. 에릭슨은 즉시 래커에게 이 점을 지적했다. 보기에 따라서
스펙터는 자신의 실험에서 얻어진 결론을 에릭슨의 분석결과로 입증하려 시도했고,
에릭슨이 이를 저지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에 대해 래커는
대수롭지 않은 실수라는 스펙터의 말을 그대로 받아들였다. 1981년 2월에는 로버트
갤로라는 다른 바이러스학 연구자가 원숭이 바이러스 단백질에 대한 스펙터의 실험
결과를 재현할 수 없다고 래커에게 말했지만, 래커는 이 경고 역시 무시했다. 래커가 왜
이 경고를 무시했는지 그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갤로 역시 이 문제를 더 이상 추궁
하지 않고 다른 주제로 연구방향을 바꿨다. 현재 잘나가는 동료 연구자를 시기한다는
의심을 받고 싶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동료연구자와 지도교수의 책임은 어디까지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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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가까이 승승장구를 달리던 스펙터의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결과의 객관성이 과학의
발전을 위해 결정적이라는 강한 믿음을 갖고 있던 동료 연구자에 의해 드러났다. 스펙터와
같은 연구동에서 일하던 볼커 보그트는 스펙터의 매혹적인 연구의 후속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꽤 오랜 시간 스펙터 실험 결과를 재현하려 노력했지만 실패했다. 결국 1981년 7월
보그트는 이 주제로 자신은 더 이상 실험이 불가능하다고 판단하고 다른 주제로 연구
방향을 돌릴 결심을 하게 된다.
하지만 보그트는 갤로와 달리 자신이 어디에서 잘못했기에 스펙터의 실험결과 재현에
실패했는지를 분명하게 알고 싶었다. 그래서 보그트는 스펙터에게 실험의 단계마다
결과를 확인해 가면서 자신 실험의 문제점을 밝혀보자고 제안했다. 평소 스펙터의 실험을
밤늦게까지 도와주었던 보그트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던 스펙터는 조사실험에 동의
했고 결과는 예상대로 스펙터가 직접 실험할 때만 올바른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나왔다.
이에 보그트는 매 단계에서 자신이 얻은 원자료와 스펙터가 얻은 원자료를 비교분석
해서 스펙터가 전기영동실험에서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 원래 사용되는 것과
다른 종류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한 것을 밝혀낸다. 보그트는 이 점을 즉시 스펙터와
래커에게 알렸고, 이후 이루어진 조사에서 스펙터는 자신 연구결과를 결코 남에게 보여

●

‡»`

1904.5.24 3:15 AM

˘

` 98

주지도 않았고 원자료도 전혀 보관하지 않은 채 오직 최종 분석결과만을 래커에게 보여준
것으로 드러났다.
래커는 보그트의 명백한 자료 제시에 직면하여 스펙터에게 해명을 요청했고 스펙터는
단순한 실수나 부주의라는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이미 래커는 상황을 철저하게 조사
하기로 마음먹은 상태였다. 래커는 스펙터에게 4주의 시간을 주고 여태까지 분리에
성공한 모든 효소를 분리해 내고 그 과정에서 산출된 모든 원자료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4주 후 스펙터는 효소 하나는 겨우 분리해냈지만 나머지 효소들은 분리하지 못했고
래커는 스펙터에게 자신의 실험실을 떠나라고 요구했다. 스펙터의 박사학위논문은 취소
되었고, 코넬대학은 이후의 조사에서 스펙터가 코넬대학교 입학 시 제출했던 신시내티
대학의 학사학위와 석사학위도 위조된 것을 밝혀냈다.
스펙터 사건은 공식적인 연구부정행위 조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고 보그트의 문제
●

제기와 래커의 문제처리로 일단락된 사건이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점은 경쟁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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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 한창 주목받는 연구자의 연구결과에 대해서 동료 연구자들이 여러 현실적인

●

이유에서 검증의 잣대를 들이대기 쉽지 않다는 것이다. 문제를 제기한 연구자는 잘 나가는
동료를 시기하는 것으로 비칠 수 있다. 게다가 다른 연구자의 결과를 검증하려고 허비할
시간이 있으면 자신의 연구에 투자하는 것이 개별 연구자 입장에서는 더욱 이익이 된다.
연구자들 사이의 경쟁은 스펙터 사건이 벌어진 1980년대 초에 비해 현재에는 더욱 심화
되었다. 이런 상황에서 보그트처럼 과학연구의 객관성을 지키려는 동료연구자의 검증
노력은 더욱 소중하다. 보그트와 같은 사람의 노력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조작된 연구
결과에 기대어 연구인력과 자원을 낭비하는 일을 막아줄 것이기 때문이다.
래커는 젊은 연구자 시절 자신의 시료가 오염된 사실을 모르고 연구 결과를 발표했다가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받은 적이 있었다. 래커는 후속
연구를 통해 자신의 처음 연구의 문제점을 밝혀내고 보다 포괄적인 설명을 제시함으로
써 이 어려움에서 벗어났다. 이처럼 연구결과 재현의 어려움에 대해 직접 경험이 있었던
래커조차 자신의 수제자가 저지른 연구부정행위에 대해서는 마지막까지 의심하지 않았던
것 같다. 이는 래커가 스펙터를 훌륭한 연구자로 아껴서이기도 하지만, 스펙터가 인상적인
연구결과를 얻어내기를 래커가 강하게 원한 측면도 있을 것이다. 이 점이 스펙터처럼 능력
있는 연구자에게도 엄청난 심적 부담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다. 실험실에 들어오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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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자 스펙터에게 실험결과를 요구했던 래커에 대한 동료 연구자의 증언은 이 가능성에
힘을 실어 준다.
마크 스펙터 사건은 성공적인 실험실 내에서 지도교수와 제자 사이의 바람직한 관계에
대해 여러 가지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만약 스펙터가 래커와 좀 더 자유롭게 자신의
실험결과를 논의할 환경이 주어졌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래커가 에릭슨이나
갤로의 지적을 심각하게 생각했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만약 보그트 같은 연구자가
보다 많았다면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은 과학자 공동체가 과학
연구의 객관성을 지켜내기 위해서는 형식적 동료심사제도보다 훨씬 더 큰 공동 노력이
필요하다는 사실이다.

더 생각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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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펙터의 조작된 실험결과에 근거한 논문은 어떻게 저명한 학술지의 동료심사를
통과하여 출판될 수 있었을까?
● 실험에 특별한 재능을 가진 사람이 수행한 실험결과를 검증하려면 어떤 방법이
필요할까? 그 사람만큼 실험을 잘하는 사람이 아니면 검증이 불가능한가?

｜참고자료｜
William Broad and Nicholas Wade, Betrayers of the Truth: Fraud and Deceit
in the Halls of Science (Simon and Schuster, 1983) [번역서:『진실을 배반한
과학자들』
, 미래M&B)
Horace Freeland Judson, The Great Betrayal: Fraud in Science (Harcourt,
Inc., 2004) [번역서:『엄청난 배신: 과학에서의 사기』
, 전파과학사)
Gottfried Schatz, 'Efraim Racker June 28, 1913 - September 9, 1991,
Biographical Memoirs', The National Academies Press,� (http://www.nap.edu
/readingroom/books/biomems/eracker.html
이상욱 (2006),「웨버 막대와 탐침 현미경: 실험자 회귀에서 탈출하기」
,『과학철학』
9(2): 7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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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위로 감옥에 간 과학자
미국에서는 1980년대 공적 연구자금 지원을 받은 연구자의 연구 부정
행위 조사절차가 마련되면서 심각한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처벌로
벌금형이나 연구비 지원기회 박탈만이 아니라 감옥형도 가능하게
되었다.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규정에 따라 자신이 저지른 연구 부정
행위 때문에 감옥에 간 과학자는 2006년 에릭
그러므로

만이 처음이었다.

만 사건은 연구 부정행위가 연구자의 양심의 문제나 학문

●

공동체의 자율적 규제의 문제를 넘어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될 수도

100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의의가 있다. 그렇기에 우리는 연구 부정

●

행위를 저지른 다른 연구자와 달리

만이 실형을 선고받게 된 과정에

대해서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
만은 학계에서 잘 알려진 중요한 연구자이기는 했지만 혁신적인
연구결과를 내놓으면서 학계의 흐름을 주도하던 학자는 결코 아니
었다. 오히려

만은 학계에서 정설로 받아들여지거나 학계의 예상과

일치하는 결과를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임상시험을 통해 얻어
냄으로써 명성을 획득한 학자였다. 그렇기에

만 사건은 다른 사람이

재현할 수 없는‘특이한’연구결과로 유명세를 얻었던 스펙터 사건
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고 연구 부정행위도 보다 미묘한 방식
으로 밝혀졌다. 또한

만 사건은 연구비 수주능력으로 연구능력을

평가하는 일부 연구 기관의 관행이 가져올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생각할 거리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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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형 연구를 이끌던‘능력 있는’연구책임자
에릭

만 사건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만이 자신이 저지른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감옥형에 처해졌다는 사실이다. 미국의 연구윤리 규정은 공적 자금의 지원을 받은 연구
에서 중대한 연구 부정행위가 발견될 때, 이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통상적으로
가해지는 공적연구자금 지원에서의 배제나 벌금형에 더해 실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이 규정에 의해 처벌받은 것은 2005년 에릭
에릭

만이 최초이다.

만은 자신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된 2000년까지는 버몬트 대학에서

매우 영향력 있는 연구자였다.

만은 비만, 폐경, 노화 등 대중적 관심이 집중된 연구

주제에 대해 많은 수의 임상환자를 대상으로 장기적인 관찰이 필요한 연구를 수행하였
는데, 그의 연구결과는 동료 연구자들로부터 좋은 평가를 받고 있었다. 임상연구의 특성상
만의 연구는 거액의 연구비가 소요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만은 이 분야에서 자신의

초기 연구로부터 얻은 명성으로 대형 연구 프로젝트를 다수 수주하여 버몬트 대학 당국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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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신임을 받고 있었다. 훗날 버몬트 대학으로

만을 데려온 대학 당국자의 말에

따르면 그를 임용하게 된 주요 이유가 대학에 두둑한 간접비를 안겨줄 수 있는 대형 프로
젝트 수주에 그가 탁월했기 때문이었다. 버몬트 대학은
만에게 해주었다. 연구윤리 문제가 불거질 당시

만의 노력에 상응하는 대우를

만은 버몬트 대학을 통틀어 가장

연봉을 많이 받는 교수 중 한 사람이었다.

자료분석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한 테크니션
만은 자신의 연구팀 연구원에게 실적을 내도록 강하게 밀어붙이는 연구책임자였
지만, 한편으로는 자신이 이끄는 실험실의 제자와 박사후 연구원 등과 자주 운동을
즐기는 쾌활한 연구책임자였다. 학부 시절부터
학기부터

만을 존경하던 드니로는 2000년 가을

만 실험실에 테크니션으로 합류했다. 드니로는 학부 성적도 좋았고 운동

에도 능했던 야심만만한 젊은이로 의과대학에 진학할 목표를 갖고 있었다. 드니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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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기에 현대의학에서 주목받는 매력적인 연구주제를 탐구하는

만의 연구실은 자신의

최종 목표를 성취하는 데 좋은 발판이 될 수 있을 것 같았다.
드니로는 비록 테크니션이었지만

만의 신뢰를 얻어 기술적인 문제만이 아니라

실험 자료를 분석하는 일까지 수행했다. 드니로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다.

만의 자료로부터는

결과가 얻어지지 않았던 것이다. 드니로는

만이 넘겨준 자료를 분석하던 중

만으로부터 미리 들은, 예상되는 연구
만에게 이 점을 보고했고,

만은 그럴

리가 없다면서 원자료 파일을 넘겨받아 자신이 직접 다시 분석했다. 다음 날

만이

드니로에게 보여준 분석 결과는

만의

만의 예상과 일치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분석 결과에는 원래 드니로가 보았던 원자료에서는 발견할 수 없었던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 이에 의문을 가지게 된 드니로는 계속해서

만에게 이 문제를 제기했지만,

만은 더 이상 논의할 가치가 없다면서 드니로의 문제 제기를 묵살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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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니로는 이 문제로 고민하다가 학회장에서 우연히 만난

만의 옛 박사후연구원으로

부터 이와 비슷한 일이 예전에도 있었음을 확인하게 되었다.

만의 연구에 대한 드니로의

의심은 더욱 커져갔고 결국 드니로는 근거 자료를 정리하여 공식적으로 버몬트 대학의
만 소속과의 학과장에게 문제를 제기하였다. 학과장은

만에게 연구부정행위 제보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공식적인 조사가 시작될 것이라고 알렸는데,

만은 이 단계에서

조사 개시가 무의미하다고 학과장을 설득하려 시도했으나 실패한다.

연구 부정행위 조사과정에서의 협조의 문제
만의 연구가 NIH(미국국립보건원) 등의 연구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조사는
버몬트 대학과 ORI가 합동으로 진행했다. 이후 5년간 진행된
만은 지속적으로 위증과 부인을 반복했다. 특히

만에 대한 조사에서

만은 자신에게 연구부정행위가

의심된다고 제보한 사람들을 깎아내리려는 시도도 서슴지 않았다. 예를 들어,
평소 동성애에 대해 강한 거부감을 갖고 있던 드니로가 동성애자인

만은

만에 대해 모략을

꾸민 것이라고 주장했으며, 새로운 증거가 제시될 때마다 그 증거의 중요성을 부인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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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소한 실수’
로 치부하려 했다. 조사과정에서 보인

만의 이러한 비협조적 태도는,

다음에 살펴보게 될 곤잘레스 사건과 달리 사법부가

만에게 무거운 처벌을 내리게 된

데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했다.
결국 2005년 봄 조사위원회는

만이 처음 문제가 제기된 2000년이 아니라 그보다

훨신 전인 1995년부터 10년간 원자료를 조작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만을 유명하게

했던 폐경 효과에 대한 횡단연구는 35명이 아닌 2명의 여성만을 대상으로 원자료를
수집한 것으로 드러나 관련 논문이 취소되거나 수정되었다.

만은 조사 마지막 즈음

더 이상 자신의 연구 부정행위를 부인할 수 없게 되자 이를 자발적으로 인정하고 벌금
20만 달러를 비롯한 여러 처벌규정에 대해 ORI와 합의하게 된다. 하지만 그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그는 결국 기소되어 1년 하루의 감옥형과 2년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미
연방법에 따르면 연구부정행위로 최장 5년까지 처벌이 가능하지만 연구부정행위로
인해 실형을 선고받고 복역까지 하게 된 것은

●

만이 최초였다.

105
●

에릭

만 연구의 특징

만이 10년에 걸쳐 수많은 원자료를 조작한 사실이 드러나자 왜 그동안 이를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는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다. 여러 동료 연구자들이 지적하는 한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만의 연구가 그다지 독창적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만의

연구가 중요하고 널리 인용되는 연구이긴 했지만 특별히 새롭거나 논쟁적인 연구가
아니었다는 것이다.
만은 지방이 건강에 끼치는 영향이나 노화에 따라 지방 분해 속도가 차이가 나는
현상 등 관련 학계의 정설에 위배되지 않는,‘예상되는’연구결과를 인상적인 방식으로
얻어내었기에 유명해졌다.

만의 연구 중에서 특정 연구 분야를 개척하거나 기존 학설을

뒤집는 혁신적인 내용은 찾아볼 수 없었다. 게다가 다른 학자가 최종 결론에 의문을
가지고 검증을 시도할 만큼 논쟁적인 연구 결과를 낸 것도 아니었다.

만이 유명해지고

큰 연구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던 이유는 대부분의 관련 분야 연구자들이 그럴 것이라
생각했던 결론을 좀처럼 확보하기 어려운, 다수의 피험자에 대한 장기간의 추적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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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입증’
해 낸 것처럼 보였기 때문이었다. 결국

만은 다른 동료 연구자들의 기대와

믿음을 악용하여 사기를 친 셈이었다.
앞선 마크 스펙터의 경우와 달리,

만은 그다지 논쟁적이지 않은 연구 주제에 대해

탄탄해 보이는 연구 결과를 낼 수 있었기에 연구부정행위를 10년간이나 저지르고도
발각되지 않을 수 있었다. 두 사건 사이의 또 다른 중요한 차이점은 스펙터 사건 때와는
달리 드니로가

만의 연구에서 의심스러운 사안을 찾아냈을 때는 이미 그런 상황에

대처하는 표준적 절차와 조사 방식이 규정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래커는 스펙터에 대한
의혹 제기에 대해 어떤 조치를 취할지 스스로 판단해야 했지만,

만 학과의 학과장은

드니로의 제보에 대해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에 대해 따로 고민할 필요가 없었다. 이미
그러한 제보를 처리하는 표준적 절차가 있었기 때문이다. 물론
과정에서 부정행위 당사자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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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연구에 대한 조사

만만이 아니라 제보자인 드니로를 포함한 여러 연구자

가 피해를 볼 수밖에 없었지만, 연구부정행위의 제도화로 인해 이러한 피해는 예상가
능하고 기관 수준에서 처리되는 객관성을 확보하게 되었다.

●

만은 자신의 행위에 대한 변명으로 연구책임자로서 자신이 대규모 연구 프로젝트를
따와야 한다는 무언의 압력을 느꼈다는 점을 내세웠다. 하지만

만의 임용 자체가 그의

프로젝트 수주 능력에 힘입은 바 크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의 이런 변명이 그럴듯하게
들릴 수도 있지만 너그럽게 받아들이기는 어려울 것 같다. 대형 프로젝트의 수주 능력
으로 혜택을 본

만이 그에 따르는 부담은 지지 않으려는 태도를 보인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연구자들이 학술적으로 좋은 연구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소속 기관을 위해 큰 연구비를 수주해야 하는 압력에까지 시달린다는 현대 과학연구의
환경이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렵다. 게다가 이런 환경이 연구자가 연구 부정행위의
유혹을 더욱 강하게 느끼게 하는 데 일조하고 있음도 부인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만

사건은 연구 부정행위가 물론 일차적으로 연구자 개인의 책임과 도덕성의 문제이지만,
보다 넓은 의미에서는 우리가 과학연구를 수행하는 방식과 제도적 조건의 문제임을
시사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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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해 보기
● 자신의 연구 분야에서, 동료 연구자들이 공유하는 기대를 확인해주는 실험 결과에
대해 그 타당성에 대한 검증이 좀 덜 엄격한 경향이 있는가?

● 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들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타당한 지표는 어떤
것이 있는가? 그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1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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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지도받는 학생 vs 성장하는 견습 연구자
록산나 곤잘레스 사건은 명문 연구 중심대학에서 최근에 발생한, 대학원생이
저지른 연구 부정행위 사건이다. 특히 이 사건에서 우리는 곤잘레스의 연구 분야가
실험연구를 수행하는 사회과학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사회과학 연구에서
원자료가 차지하는 비중이나 원자료 분석의 역할이 점점 커가는 최근 경향이
제기하는 윤리적 쟁점을 살펴볼 수 있는 기회를 이 사건이 제공하기 때문이다.
곤잘레스는 자신에 대해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자 순순히 조사에 응했고

●

108
●

대부분의 혐의를 인정했기에 조사 과정은 비교적 별다른 마찰 없이 진행되었다.
곤잘레스가 조사 과정에서 매우 협조적이었기에 조사위원회는 이례적으로 곤잘
레스가 원래 수행하던 연구를 끝마칠 수 있도록 허용했다. 조사가 종료된 후 곤잘
레스에게 내려진 처벌도 몇 가지 제한조건을 준수하는 한에서 연구를 계속할 수
있는 내용이었다. 이 판결의 적합성에 대해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곤잘레스 사건의 또 다른 쟁점은 성공적으로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것처럼
보이는 박사과정 연구자의 연구 결과를 어떻게 대우해야 하는지에 대한 것이다.
곤잘레스와 함께 논문을 쓰기도 했던 곤잘레스의 지도교수는 이 사건을 통해
어떤 처벌도 받지 않았다. 몇몇 연구자는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대학원생만
처벌받고 그녀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교수는 처벌받지 않은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을 냈다. 하지만 한편으로 지도교수의 책무는 학생을‘감시’
하기보다는
독립된 연구자로 커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라는 견해도 있었다.
곤잘레스 사건은 이 밖에도 논문의 일부에 포함된 원자료가 조작되었을 때 논문
전체의 타당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올바른 원자료 보관방식과 처리방식이
연구 부정행위 방지나 조사에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에 대해 많은 시사점을 제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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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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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한 실험심리학 박사과정 연구자
�
록산나 곤잘레스 사건은 미국 연구진실성위원회가 조사한 최근의 연구부정행위 사건
중 몇 가지 점에서 흥미로운 사례이다. 우선 이 사건의 당사자인 곤잘레스는 실험심리학
연구자로서 의사결정과 같은 인지능력에 행복감이나 분노의 감정 같은 정서적인 요인이
어떤 영향을 끼치는지를 연구하고 있었다. 최근 심리학, 경제학, 정치학 등 사회과학
분야 연구가 실험을 적극적으로 도입하면서 이미 다른 목적으로 수집된 자료가 아니라
직접 실험 등을 통해 얻은 원자료를 활용하는 연구가 늘고 있다. 이 과정에서 수집된 원
자료를 적절하게 관리하고 분석하는 과정에 대한 사회과학자들의 관심도 커지고 있다.
곤잘레스 사건은 적절하게 수립된 연구실의 자료처리 체계가 연구 부정행위를 적발하는
과정에서 왜 유용한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방지하는 데는 왜 일정한
●

110
●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지를 잘 보여준다.
곤잘레스는 2005년 카네기 멜론 대학에서 의사결정의 심리학을 주제로 박사학위
논문 연구를 수행 중이었다. 곤잘레스에 대한 주변의 평가는 좋았고 그녀의 박사논문 지도
교수 중 한 사람이자 그녀와 논문을 함께 쓰기도 한 제니퍼 레너 교수는 곤잘레스를
독립적 학자로 커가는, 장래가 촉망되는 대학원생으로 평가했다.

곤잘레스 사건 조사과정의 특징
그해 12월 곤잘레스가 소속된 학과 교수 두 사람의 제보로 그녀에 대한 연구 부정행위
조사가 시작되었다. 곤잘레스가 미국 국립보건원과 미국정신보건원의 연구지원을 받고
있었기에 그녀에 대한 조사는 카네기 멜론 대학과 ORI의 협동작업으로 진행되었다.
3년에 걸쳐 진행된 조사를 통해 2008년 7월 발표된 조사 결과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출판된 논문 3편과 미출판 논문 2편, 그리고 한 편의 총설 논문에 포함된 원자료를 조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곤잘레스가 조작한 것으로 판명된 원자료는 심리적 처치에 대한 피
시험자의 반응을 측정한 코티솔(호르몬) 수치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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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선 사례에서의

만과는 달리 곤잘레스는 자신에 대한 조사에 매우 협조적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에 대한 보답으로 곤잘레스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내려진 이후
에도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은 관련 연구를 끝낼 수 있도록 허가되었고 남은 연구과정
에서 연구 자금을 사용하는 것도 허용되었다. 연구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의

만과

곤잘레스의 서로 다른 대응 방식이 연구 부정행위의 심각성이나 연구자의 연구 경력
이외에도 최종 처벌에 영향을 주었음을 짐작할 수 있게 하는 대목이다.
조사가 종료된 후 곤잘레스가 ORI와의 자발적 합의를 통해 받아들인 처벌은 3년간
미국의 공공 의료보험(PHS)과 관련된 심의에 참여할 수 없으며 본인이 소속된 연구
프로젝트가 PHS의 자금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윤리 준수 계획서를 제출
해야만 한다는, 비교적 가벼운 것이었다. 게다가 곤잘레스는 그 후 공적자금의 지원을
받지 않는, 새로운 직장에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곤잘레스의 사례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조사가 진행될 때 정직하게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조사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는 것이 빠른 시일 안에 연구에 복귀
할 수 있는 방법임을 시사한다. 또한 이 사례는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는 처벌
받아야 하지만, 사안의 엄중함의 정도나 연구자의 반성 정도에 따라 연구에 복귀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는 것이 타당하다는 생각에 미국의 연구기관과 연구윤리 심의기관이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음도 시사한다. 물론 곤잘레스 사건이 언론에 보도된 이후, 이러한
‘가벼운’처벌에 반대하고 곤잘레스를 비롯한 관련자 모두가 과학연구를 다시 할 수
없도록 처벌해야 한다는 강경론도 있었지만 다수 의견은 아니었다.

조작된 자료가 포함된 논문의 타당성
또 한 가지 눈여겨 보아야 할 점은 곤잘레스의 연구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그녀의
출판 논문 중 철회된 것은 한 편에 불과하고 나머지는 모두 출판 후 수정되거나 출판
직전 수정되어 출판되었다는 사실이다. 이렇게 된 이유는 곤잘레스의 논문에 대한 기여
도가 부분적이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수정된 한 논문은 피실험자의 심리적 변화가
인지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다양한 지표를 사용하여 탐색했는데, 이 연구에 대한 곤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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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스의 기여는 피실험자의 코티졸 수치를 기록한 표와 이 부분에 대한 분석뿐이었다.
곤잘레스가 이 코티졸 수치표를 조작했음이 알려지자 공동저자들은 이를 수정된 논문
에서 밝히고 코티졸 분석 부분만을 삭제했다. 미출판 논문도 이와 같은 방식으로 미리
수정된 채 출판되었다.
특정 주장의 타당성을 다양한 근거에서 지지하려는 연구의 경우 공동 연구자 중 한
사람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논문 전체의 타당성이 즉각적으로 훼손
되는 것은 아니다. 물론 조작된 원자료에 근거한 분석이 이 주장의 설득력에 기여하는
부분은 사라지게 되므로, 주장의 설득력은 전체적으로 좀 약화되기는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논문 전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다.
곤잘레스의 사례는 원자료 조작이나 분석 오류 등이 논문에 기여하는 정확한 정도와
범위에 비례하여, 출판된 논문에 대한 후속조치가 취해질 필요가 있음을 잘 보여준다.
●

물론 공동저자들은 곤잘레스가 원자료를 조작했다는 사실을 몰랐다는 점에서‘부주의’

112

했다는 비난을 받을 수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현대 과학연구처럼 여러 연구자의 지적

●

분업을 통해 공동연구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동료 연구자의 연구
부정행위가 그 연구가 포함된 모든 연구의 타당성을 무조건적으로 제거한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다.

올바른 원자료 관리의 중요성
곤잘레스 사건은 실험실에서의 원자료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역시 보여준다. 곤잘
레스가 연구했던 실험실에는 따로 원자료와 실험노트를 보관하는 장소가 있었고 원자료는
복수로 각기 다른 장소에 보관되었다. 거기에 더해 원자료와 실험노트를 보관하는 방을
출입하는 모든 사람의 신상정보와 출입 시각은 보안시스템에 의해 관리되었다. 곤잘
레스를 지도했던 레너에 따르면 곤잘레스의 연구 부정행위가 쉽게 발각될 수 있었던
이유는 (그리고 아마도 곤잘레스가 순순히 원자료 조작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이와 같이 원자료 관리가 철저하게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이렇게 철저하게 이루어진 원자료 관리도 곤잘레스가 원자료를 조작하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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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을 먹지 못하게 막지는 못했다. 결국 곤잘레스 사건으로부터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실험실에서 원자료와 실험노트를 적절하게 관리하는 일이 물론 중요하지만,
연구자가 이러한 철저한 관리 시스템을 이해하고 연구윤리 교육을 통해 바람직한 연구에
대한 인식을 내면화시키는 것이 연구 부정행위 예방에 더 결정적일 수 있다는 점이다.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올바른 지도
곤잘레스의 연구 부정행위에서 처벌받은 사람은 곤잘레스뿐이었다. 이에 대해 적어도
곤잘레스와 논문을 함께 쓴 공저자나 곤잘레스를 지도한 레너 등이 함께 처벌받아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레너는 곤잘레스 사건에도 불구하고 학자로서의 경력에 타격을
받지 않았고, 현재는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로 옮겨 연구하고 있다. 얼핏 생각하기에는

●

레너가 곤잘레스를 제대로 지도하지 않은 책임을 지지 않은 채, 곤잘레스만 처벌받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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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자신은 부당하게 사건에서 빠져나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곤잘레스 사건에 대한

●

몇몇 논평자들의 의견도 이와 유사했다.
하지만 박사과정생이란 한편으로는 교육을 받고 지도를 받는 학생이지만 다른 한편
으로는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해 나가는 후속세대 연구자이기도 하다. 레너의 평가에
따르면 곤잘레스는 독립적 연구자로서 훌륭하게 성장해나가는 성공적인 박사과정생
이었다. 이런 학생조차 지도교수가 믿지 못하고 그가 얻은 원자료 하나하나까지 일일이
확인하면서 그의 실험 결과를 검증하길 요구하는 것은 지도교수에게 지나친 책임을
지우는 일이라고 볼 수도 있다. 또한 이렇게 객관적 검증에만 초첨을 맞추다 보면, 박사
과정생을 독립적 연구자로 성장시키기 어렵다는 점에서 올바른 지도 방식이 아니라고
주장할 수도 있다.
레너가 곤잘레스 지도에 있어 충분히 주의를 기울였는지는 두 사람만이 평가할 수
있는 일일 것이다. 하지만 일반적인 수준에서 말할 때 박사과정 학생에 대한 바람직한
지도는 학생의 연구활동을‘감시’
하기보다는, 학생이 좋은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조언해
주고 혼자서 생각하고 연구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 될 것이다. 학생이 능력
있고 책임있는 연구자로 성장하는 과정에 대한 관심은 갖지 않고 인상적인 연구결과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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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구하는 지도교수도 문제겠지만, 자신이 지도하는 학생의 모든 연구가‘조작’
되지 않
았는지를 점검하는 데 노력을 집중하는 지도교수 역시 그렇게 바람직하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이기 때문이다.

더 생각해 보기
● 연구 부정행위를 저지른 연구자가 어떤 조건 하에서 연구에 복귀하는 것이 윤리적
으로 정당화된다고 생각하는가?
● 지도교수가 학생의 자율적 연구능력을 존중하면서도 동시에 연구의 타당성을 엄정
하게 검증할 수 있는 바람직한 방식은 무엇일까?
●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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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적 연구와 대중 저술의 경계는?
각국마다 어디까지 연구 부정행위로 볼 것인지에 대해 약간의 의견차이가
있다. 위조, 변조, 표절처럼 논란의 여지없이, 바람직하지 않은 연구수행에
대해서는 연구윤리 제도화가 이루어진 거의 모든 나라가 연구 부정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조, 변조, 표절로만 연구 부정행위를 제한적으로
규정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의 몇몇 국가는 연구 부정행위를 보다 폭넓게
정의한 경우가 있었다. 예를 들어 북유럽 국가에서는 연구자에게 자신의
연구로부터 파생되는 사회적 파급 효과에 대한 도덕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방식으로 연구 부정행위를 포괄적으로 이해하는 전통이 있어왔다.

●

환경위기에 대한 지배적 담론이 과학적 사실에 기반하지 않고 과장되었다고

115

주장하여 전세계적 논란을 불러일으킨『회의적 환경주의자』
의 저자 비외른

●

롬보르는 이런 맥락에서 2001년 책 출간 직후 세 사람의 덴마크 시민에 의해
연구부정직성을 저지른 것으로 연구부정직성위원회(DCSD)에 제보되었다.
DCSD는 2003년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롬보르가 원자료를 왜곡되게 사용
하고 비정상적인 통계 분석을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게 결론을 이끌어냈다는
점에서 연구부정직성에 해당되는‘행위’
를 했다는 점은 인정했다. 하지만
DCSD는 롬로그가 환경과학의 전문가가 아니며『회의적 환경주의자』
는 학술
논문이기보다는 대중적 글쓰기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기에 연구부정직성의
적용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롬로르는 이 판결에 항의하여 결국 절차상의 이유로 최종적으로 무혐의
판결를 얻어냈다. 이 과정에서 연구자의 어떤 활동과 저술까지가 연구윤리나
연구 부정행위의 적용 대상인지에 대한 논쟁이 일어났고 이 논쟁은 현재
까지도 계속되고 있다. 비록 롬보르는 최근 과장된 환경위기에 대한 자신의
원래 입장을 번복하고 있지만, 그의 책『회의적 환경주의자』
가 발단이 되어
일어난 일련의 사건은 덴마크 연구 부정행위 심의제도의 변화를 가져오는
등 여러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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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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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의 회의적 환경주의자
비외른 롬보르는 1965년 덴마크에서 출생한 정치학자이자 사회운동가이며 대중적
저술가이다. 롬보르는 1994년 코펜하겐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2005년
까지 정치학 교수로서 사회통계학을 강의했지만 환경문제 등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해 대중 매체에 글을 쓰는 영향력 있는 인물로 성장했다. 롬보르는 현재 코펜하겐
경영대학원의 비상근교수로 있으면서 활발한 저술 및 강연 활동을 하고 있다.
정치학자로서 롬보르의 연구 주제는 주로 집단선택이 직면하는 딜레마적 상황에서의
효과적인 전략처럼 이론적인 것부터 비례대표제 상황에서의 정당지지도처럼 실천적인
것까지 다양했다. 하지만 롬보르는 보다 대중적인 지면을 통해 자신의 좁은 전공을 훨씬
뛰어넘는 주제에 대해 영향력 있는 글을 발표해왔다. 예를 들어, 롬보르는 지구온난화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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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재하는 현상인지를 둘러싼 90년대 논쟁 과정에서 지구온난화의 증거가 그다지 강력
하지 않으며 지구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는 과장되었다는 주장을 옹호했다. 또한 그는
설사 온난화로 인한 환경위기가 사실이더라도 온실가스를 줄이는 등의 기존 대처 방안은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효율적이지 않다는 입장을 지속적으로 펼쳐왔다. 이처럼 롬보르는
정치학자로서의 전문성을 지녔지만, 자신의 전문성을 넘어서는 주제에 대해 논쟁적 의
견을 발표해 온 대중적 인물이었다.
롬보르는 2001년 캠브리지대학 출판부에서『회의적 환경주의자』
를 출간한다. 이 책
에서 롬보르는 환경문제에 대한 과학적 문헌을 다수 인용하면서, 환경위기가 과장되었고
현재 추진되고 있는 환경위기 대응정책이 효과적이지 않다고 주장했다. 그는 당시 활용
가능한 경험적 자료에 제대로 된 과학적 분석을 적용하여 얻어질 수 있는‘객관적’증거는
자신의 주장을 입증한다는 점을 보이기 위해 이 책에서 수많은 통계자료와 경험적 사실에
호소한다.
흥미로운 점은 이 책이 캠브리지대학교 출판부에서 환경과학 분야의 책으로 출간된
것이 아니라 경제학(환경경제학) 책으로 분류되었다는 사실이다. 즉, 이 책의 주된 목표는
기본적으로 롬보르가 제시하는 경제 정책이 당시 환경위기에 대응하여 추진되고 있는
경제 정책보다 국제적 복지를 더 효과적으로 향상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주장을 전개하는 과정에서 롬보르는 환경위기를 강조하는 기존의 견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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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고 주장할 필요가 있었고, 이를 위해 상당한 분량의 환경과학
문헌에 대한 분석이 동원된 것이었다.
<회의적 환경주의자> 출간 직후 덴마크 시민 세 사람이 롬보르가 이 책을 통해‘과학
부정직성(scientific dishonesty)’
를 저지른 것으로 고발되었다. 고발 내용은 롬보르가
이 책에서 의도적으로 자료들을 선별적으로 사용하여 왜곡된 결론을 도출했다는 것이
었다. 고발자들은 롬보르의 책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일으켰다는 점에 주목했고,
그렇게 파급효과가 큰 책이 과학적 사실을 왜곡하거나 편향되게 소개함으로써 대중을
오도하는 행위는 과학연구자의 바람직한 연구태도에 어긋난다는 생각에서 문제를 제기
하게 된 것이었다. 고발자 중에는 생물학자도 있었고 의사도 있었지만 이들은 자신의
전문성을 기반으로 문제를 제기했다기보다는 롬보르 책의 사회적 영향력을 인지한 일반
시민으로서‘과학 부정직성’
을 고발한 것이었다. 당시 덴마크의‘과학 부정직성’정의는
충분히 포괄적이어서 이런 방식의 제보에 기반한 조사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시행
규칙이 정해져 있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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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마크 과학부정직성 위원회의 판결
제보를 받아 곧 조사에 착수한 덴마크 과학부정직성 위원회(DCSD)는 2003년 1월
조사결과를 발표하였다. DCSD의 조사결과는 제보가 2002년 초반에 접수된 후 비교적
짧은 시기에 도출되었다는 특징이 있다. 이는 조사위원회가『회의적 환경주의자』
가
다루고 있는 주제나 활용하고 있는 과학문헌의 워낙 방대했기에 관련 문헌을 모두 꼼꼼
하게 조사하는 방식이 아니라『회의적 환경주의자』
에 대해 기존의 학계가 제시한 여러
지적을 수집하고 비교분석하여 평가하는 방식을 취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조사위원회는 환경과학 전문가들이 대체적으로 롬보르의 책에 대해 전문성이 부족하고
과학적 사실에 있어 여러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
DCSD는 이러한 조사를 통해 최종적으로 롬보르가 6가지 항목에서‘과학 부정직성’
에
해당되는 행위를 저질렀다고 판시했다. 그 내용은 원자료를 자신의 주장에 유리하도록
조작하고, 자신의 주장에 유리한 자료만을 선별적으로 소개한 후 반대 주장을 지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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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거들은 언급하지 않았으며, 잘못된 통계 분석을 사용하였고, 부당하게 편향된 결론을
도출하였으며, 다른 사람의 의견을 왜곡하여 소개하거나 표절했다는 것이었다.
여기까지 보면 DCSD가 논란의 여지 없이 롬보르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판단한 것처럼 보인다. 하지만 위원회의 보고서는, 비록『회의적 환경주의자』
가 이상에
서 지적한 여러 문제점을 갖고 있지만 규정상의 이유로‘과학적 부정직성’
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최종 결론 내렸다. 그 이유는 일단 롬로그가 환경과학에 대한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정치학자이므로 의도적으로 자료를 왜곡하거나 선별적으로 사용한 것이 해당 주제에
대한‘과학연구’
로 보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이에 더해『회의적 환경주의자』자체가 대기
과학이나 해양생물학과 같은 전문적 연구영역의 학술서적이 아니라 대중적인 여론조성을
목적을 위해 씌어진 대중서라는 점이 고려되었다.
그러므로 DCSD의 판결의 핵심은 롬보르가『회의적 환경주의자』
에서 자신의 결론을
●

이끌어낸 방식은 관련 과학의 기준에 비추어 볼 때 미흡하거나 잘못되었지만, 롬보르가

120

관련 과학에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아마추어이고『회의적 환경주의자』
가 아마추어에 의해

●

씌어진 대중적 책이므로 DCSD의‘과학적 부정직성’조사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것이었다. 결국 롬보르는 환경위기가 과장되었다는 자신의 주장이 관련 과학적 연구에
의해 견고하게 지지된다고 주장하기 위해 그토록 두꺼운 책을 썼지만, 정작 그 책은
전문성을 갖추지 못한 사람의 개인 의견을 제시한 책 취급을 받은 덕분에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면하게 된 셈이다. 여기에 DCSD 판결의 아이러니가 있었다. 롬보르는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자료를 활용하고 결론을 도출했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학술적이지 않았
다는 이유로‘과학 부정직성’
의 적용에서 벗어났던 것이다.

롬보르 사건의 여파
롬보르는 즉각 DCSD 판결에 대해 상급기관인 덴마크 과학기술혁신부에 이의를 제기
했다. 이에 대해 과학기술혁신부는 2003년 12월 DCSD 판결의 몇 가지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며 롬보르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DCSD 판결을 무효화했다. 과학기술혁신부의
이러한 결정에는‘과학적 부정직성’
이 정확하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DCSD가 제대로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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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은 채 롬보르를 과학적 부정직성을 저지른 것으로 규정했다는 지적과 DCSD의
판결대로『회의적 환경주의자』
가 학술저서가 아니라면 처음부터 DCSD의 조사대상이
될 수 없었어야 한다는 지적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결국 과학기술혁신부는 DCSD의
판결을 뒤집으면서 DCSD로 하여금 과학자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연구를 수행한
것의 범위를 정확히 규정할 것과 그와 함께 무엇이 DCSD의 조사를 받을‘학술적 연구’
인지도 역시 논란의 여지 없이 규정하라고 요구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에 대해 DCSD는 내부 논의를 거쳐 2004년 3월 롬보르 사건을 더 이상 심의하지
않기로 결정하고‘과학적 부정직성’
의 범위를 훨씬 축소시켜 정의했다. DCSD가 새롭게
도달한 과학 부정직성의 정의는 미국의 위조, 변조, 표절처럼 논란의 여지가 없는 극단적
연구행위에 근접한 것이었다. 여기에 더해 DCSD는‘과학적 부정직성’
으로 의심되는
사례로부터 직접적으로 피해를 받은 사람만이 조사를 요구할 수 있도록 시행규칙을 개정
했다. 새로운 시행규칙 하에서는『회의적 환경주의자』
와 같이 사회적으로 논쟁적인 책에
대해 일반 시민의 자격으로 조사를 요구할 수 없도록 하게 된 것이다.
DCSD가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된 데는『회의적 환경주의자』
에 대한 DCSD의 2003년
판결이 가져온 사회적 논란과 같은 복잡한 상황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위원회 내부에서 생겨났기 때문이다.『회의적 환경주의자』출간 직후부터
덴마크를 비롯한 국제 학계에서는 롬보르를 비난하는 학자들과 옹호하는 학자들이 각각
덴마크 정부에 탄원서를 제출하는 등 학계에 긴장이 고조되었다.
특히, 주로 자연과학자들이나 의학자들은 이 책의‘비과학적’성격을 비판하였고, 사회
과학자들은 사회과학 연구처럼 논쟁적인 의견 발표가 존중되어야 하는 분야가 자연과학
연구에나 어울리는‘과학 부정직성’개념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는 데 대해 강한 불만을
표시했다. 결국 롬보르에 대한 DCSD의 조사는 학계를 전공분야에 따라 분열시키고,
사회과학적 논쟁에 국가가 개입하는 것이 민주주의 사회에서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한
논의로까지 발전했다. 이런 복잡한 경험을 하면서 DCSD도 자신들이 조사하는 연구 부정
행위의 대상을 보다 정확하게 규정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고, 이 과정에서 시행규칙을
개정하게 된 것이다.
롬보르는 DCSD와 대결을 벌이는 과정에서 덴마크 정부 산하 환경평가연구소의 소장
으로 취임했다. 이곳에서 롬보르는 지구온난화를 막기 위한 기존의 정책은 효율적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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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으며 그러한 정책에 소요되는 자원을 국제적으로 복지수준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른
정책을 시행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그러한 비용효율적 정책을 연구하는
‘코펜하게 합의’
를 출범시킨다. 현재도 롬보르는‘코펜하게 합의’
를 이끌고 있으며
롬보르의 이러한 입장은 <이코노미스트>를 비롯한 경제계의 지지를 받고 있다. 하지만
2010년 8월 영국 <가디언>지와의 인터뷰에서 롬보르는 자신의 기존 입장을 번복하는
듯한 발언을 하면서 입장 선회를 모색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인터뷰에서 롬보르는
지구온난화는 엄연한 현실이며 탄소세(carbon tax)처럼 적극적인 정책을 시행하여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말했다.

어디까지가 과학연구인가?
●

122
●

롬보르 사건은 연구 부정행위의 범위를 규정하는 문제가 간단하지 않음을 생생하게
시사한다. DCSD의 원래 판결에서『회의적 환경주의자』
가 바람직하지 않은 방식으로
관련자료와 문헌을 활용했다는 판결은 명확했다. 다만 이런 롬보르의 행위가 공식적인
조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요구될만한‘연구 부정행위’
인지 아니면 바람직하지 않은 한
과학자의 왜곡된 의견 표명인지에 대한 판단이 분명하지 않았던 것뿐이다. 결국 이 문제는
덴마크에서‘과학 부정직성’
이 극단적인 연구 부정행위로 한정되어 규정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그렇다고 DCSD가 롬보르에 대한 판단을 바꾸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그보다는 롬보
르의 행위는 여전히‘좋은’과학연구자로서 하지 말아야 할 행위이지만 그것이‘연구 부정
행위’
의 조사를 받아야 할 문제라기보다는 동료 연구자의 비판이나 독자의 선별적 평가를
통해 해결되어야 할 사안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회의적 환경주의자』
처럼 관련 과학적 근거를 다수 포함하고 있고, 논쟁적인 주장을
마치 과학적 근거를 통해 입증된 것처럼 소개하는 책을 집필하는 행위를 연구윤리의
맥락에서 어떻게 규정해야 하는지도 롬보르 사건이 던져준 또 하나의 화두이다. 출판의
자유가 허용된 곳에서 한 개인이 자신이 동원할 수 있는 자료를 활용하여 자신이 선호
하는 주장을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는 행위를 처벌한다는 것은 그다지 바람직해 보이지
않는다. 어떤 것을 자료의 선별적 사용이나 왜곡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조차 논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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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한 사람마다 의견이 다를 수 있기에 더더욱 그러하다.
하지만 과학지식이 우리 사회에서 갖고 있는 지적 권위를 고려할 때, 자신이 전문성을
갖고 있지 않은 주제에 대해 단지‘과학자’
라는 이유만으로 일반인에 비해 우월한 지적
권위를 내세울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정치학자인 롬보르가 자신이
전문가라고 볼 수 없는 환경과학의 복잡한 쟁점에 대해 마치 전문가처럼 판결을 내린
것이 문제였다는 것이다. 비슷한 이유로, 예를 들어 물리학자가 생명복제 논쟁에 대해
또는 기계공학자가 화학물질의 유독성에 대해 마치 논쟁을 종결시킬 수 있을 것처럼
공적 장소에서 발언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롬보르 사건은 비록 과학 부정행위는
아니더라도 사회적 신뢰를 누리고 있는 과학 연구자들이 공적 맥락에서 발언하거나
의견을 개진할 때 자신의 전문성을 넘어서지 않고 조심스럽게 발언하고 사실과 의견을
구별하여 피력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일깨워준다.
●

123

더 생각해 볼 문제
● 연구자가 대중매체에 자신의 연구에 대해 쓴 글이나 인터뷰 내용도 연구윤리의 적용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가?
● 자연과학/공학 분야 연구자와 인문학/사회과학 연구자 사이의 연구 문화 차이가
특정 주장에 대한‘충분한’증거가 제시되었는지 여부에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을까?

｜참고자료｜
Bjørn Lomborg, The Skeptical Environmentalist, (Cambridge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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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phen Schneider, John P. Holdren, John Bongaarts, and Thomas
Lovejoy, 'Misleading Math About the Earth', Scientific American, January
2002.
http://info-pollution.com/lomborg.htm

●

‡»`

1904.5.24 3:15 AM

˘

` 124

*

06

동일한 원자료에서 서로 다른 결론이 나올 때
마크 하우저 교수는 세계적인 연구기관에서 일하는 저명한 연구자로서 자신의
전문 분야의 동료 연구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영장류의 인지능력과 도덕감정에
대한 저술로 대중적으로도 높은 인지도를 갖고 있는 학자이다. 그런 그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는 올해 8월 공식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판정을 내렸다. 현재까지도
자세한 내용은 발표되지 않은 상태이지만 하버드 대학교가 미국 연구진실성
위원회(ORI)의 연구 부정행위 개념을 사용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하우저 교수가
원자료를 위조하거나 변조했다는 판결을 받았을 가능성이 크다. 이에 대해

●

하우저 교수는‘실수’
였다고 해명하고 있다.

124

현재 이 사건은 ORI의 본격적인 조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으므로 현재 진행 중인

●

사건이다. 우리는 앞으로 국제적인 대학의 저명한 교수에 대한 조사가 어떻게
진행되고 결론이 어떻게 얻어지는지를 상세하게 살펴볼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하우저 사건이 단지 그가 하버드라는 잘 알려진 명문사학의 교수이기
때문에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아니다. 하우저 사건은 동물의 행동을 연구하여
인지능력이나 감정표현 등과 같은 정신능력을 유추할 때 나타나는 방법론적
문제를 구체적으로 드러내 준다. 이번 연구 부정행위 판정이 내려지기 전에도
하우저 교수가 제출한 영상자료에서 하우저 교수가 주장한 결론을 읽어낼 수
없었던 동료 연구자가 있었다. 연속적인 영장류의 행동을 분절하여 코드화하는
작업 자체는 원래 논란의 여지가 많은 작업인데, 이 과정에서 하우저 교수가
동료나 학생의 의견을 무시하고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 했다는 증언도 나오고
있다.
하우저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부정행위 사건으로 사건 관련자들 사이의
증언이 엇갈리고 있고, 이런 엇갈림을 해소할 수 있는 구체적인 설명이 여러 이
유로 제공되지 않은 상태이다. 이런 배경에서 우리는 하우저 사건으로부터 연구
방법론이 갖는 내재적인 특징이 연구윤리의 영역과 통상적 연구수행의 영역을
서로 얽히게 되는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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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계적으로 주목받은, 가장 최근 연구 부정행위 사건
전세계 언론이 주목한 연구 부정행위 사건 중 가장 최근에 발생한 것은 2010년 8월에
공표된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과 교수 마크 하우저의 연구 부정행위 사건이다. 저명한
인지심리학자인 하우저 교수는 대학 당국에 의해 3년 동안 연구 부정행위 조사를 받고
있었는데, 2010년 8월 최종 결과가 발표되면서 자발적으로 1년간 휴직하겠다고 밝혔다.
하우저 교수는 단순히 동료 연구자 사이에서만 잘 알려진 과학자가 아니라, <뉴욕타임
즈>처럼 영향력 있는 대중매체에도 자주 글을 기고하여 일반인에게도 친숙한 학자였다.
그렇기에 그가 연구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소식은 금새 전세계 언론 매체의 주목을
받게 되었다.
사태가 커지면서 하버드 대학이 하우저 교수 사건에 대해 공식적으로 확인해 줄 필요
성이 생겼고, 이에 대해 하버드 대학교는 학장 명의의 짧은 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서
하버드 대학교는 내부 조사를 통해 하우저 교수가 여덟 건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전적인
책임이 있다는 결론에 도달했다고 간단하게만 발표했다. 하버드 대학교의 성명은 하우저
교수가 어떤 내용의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는지, 하버드 대학교의 조사 과정은 어떠
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전혀 없었다. 그렇기에 하우저 사건에 대한 관련 학계
소식지와 대중매체에는 이 점에 대한 추측이 난무할 수밖에 없었다.

조사 결과 공개의 필요성
특히, 하우저 교수의 매혹적인 연구와 연관된 연구를 하고 있는 연구자들 입장에서는
하우저 교수의 연구를 얼마나 믿어야 하는지에 대해 갈팡질팡하고 있다고 한다. 자신들
이 시간과 자원을 투자하여 현재 진행하고 있는 연구가 하우저 교수의 연구와의 연관성
때문에 나중에 헛수고로 판명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연구자들이 불안해하는 것은 당연
하다. 그래서 이들 연구자들은 하우저 교수에 대한 조사 결과를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은
하버드 대학교의 비밀주의에 강한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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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하버드 대학교의 공식 입장은 하우저 교수의 연구 부정행위에 대해 대학교의
조사내용을 포함한 보다 광범위한 조사가 ORI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에 이 조사가
완료되어 공식적인 보고서가 작성되기 전까지는 하버드 대학교 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것이‘적절하지 않다’
는 것이었다. 이는 자신들의 조사보고서에 미래에 나올
ORI의 공식 보고서와 일치하지 않는 내용이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연구기관의
명성을 지키기 위해 안전한 길을 택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이는 앞서 지적한
이유로 관련 주제를 연구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는 매우 부당한 처사일 수밖에 없다.
이처럼 하우저 사건은 현재 진행 중인 연구 부정행위 사건에 대해 이미 이루어진 조사
결과가 기관의 이해관계에 묶여 공개되지 않을 때 초래될 수 있는 동료 연구자들의 피해와
학계의 손실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제공한다.
한편 하우저 교수는 결코 자신이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하지 않았고, 단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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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수’
를 했을 뿐이라 말하며 이 실수가 초래한 불행한 사태에 대해 유감을 표명했을 뿐
이다. 하지만 ORI의 연구부정행위 정의를 채택하고 있는 하버드 대학교가 분명히 하우저
교수가 8건의 연구 부정행위에 홀로 책임이 있다고 발표한 이상, 현재로서는 하우저
교수의 주장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하우저 교수 역시 ORI 조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신의 입지를 최대한 확보하려 노력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렇게 부정행위 조사의 두 당사자가 서로 다른 표현을 사용하여 사태를 규정
하는 동안, 동료 연구자와 일반인은 확정되지 않은 사실에 근거한 여러 추측을 내놓을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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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 인지 능력에 대한 연구의 어려움
하우저 교수의 연구는 인지적 진화 과정을 신경과학과 진화생물학을 활용하여 탐색
하는 작업에 집중되어 있다. 특히 영장류의 인지 능력과 인간의 인지 능력에 대한 그의
탁월한 비교 연구는 학계의 주목을 받아 왔다. 하우저 교수는 최근 저명한 언어학자 촘스
키와 함께 언어의 진화에 대한 논쟁적 연구를 발표하기도 하고, 진화적으로 인간의 도덕적
직관이 등장하는 과정을 설명하려는 학술적 노력을 대중적 책으로 풀어내기도 했다.
이번 연구부정행위 사건이 불거지기 전에도 학계에서 하우저 교수는 다른 연구자들이
발견하지 못했던 동물의 인지적 행동 패턴을 포착해내는 데 특별한 재능을 보여주었다.
예를 들어, 다른 연구자들은 발견하지 못했던 규칙 따르기나 규칙 배우기와 같은 특별한
인지적 행동을 하우저 교수는 영장류로부터 곧잘 찾아내곤 했던 것이다. 동료학자들은
그의 이런 능력에‘하우저 효과’
라는 이름을 붙여주기까지 했다.
2002년 저명한 학술지 <인지(Cognition)>에 출판한 논문에서 하우저 교수는 타마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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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숭이가 간단한 규칙적 패턴을 학습할 수 있다고 주장했는데 이 논문을 비롯한 세 건의
논문과 다섯 건의 미출판 논문이 이번 연구 부정행위와 연관된 것으로 알려졌다. 하우저
교수는 <인지>에 실린 2002년 논문은 철회했지만, 나머지 두 논문은 아직 철회하지
않았으며 다섯 건의 미출판 논문은 출판 전에‘실수’부분을 수정해서 출판했다고 발표
했다. 결국 하우저 교수의 주장에 따르면 이번 연구 부정행위 사건의 여파는 그다지
크지 않은 셈이고 문제가 된 사안은 적절하게 처리되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하우저 교수 연구실에서 일했던 전 연구보조원은 2010년 8월 <고등교육 크로
니클>과의 인터뷰에서 하우저 교수가 원숭이의 행동을 잘못된 방식으로 코드화했으며
학생들에게 자신의 자료 해석 결과를 받아들이도록 종용했다고 증언했다. 같은 신문은
원숭이 행동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지를 두고 하우저 교수와 논쟁을 벌인 연구원이 한둘이
아니라고 보도했다.
여기에 더해 <뉴욕 타임즈>는 하우저 교수가 원숭이 행동의 특이성을 보여주기 위해
반드시 수행해야 할 대조군 실험을 녹화하지 않았거나 아예 수행하지 않고 날조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도했다. 대조군 실험자료를 요구받았을 때 하우저 교수는 녹화자료가
분실되었다고 보고했고, 다시 실험을 수행하여 질적으로 동등한 자료를 얻으려고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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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을 때 몇몇 경우에 실패했기에 2002년 <인지> 논문을 철회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
결국 하버드 대학교의 공식적인 조사보고서가 출판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상의 보도를
종합할 때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은 동물과 인간의 행동을 비교연구하는 과정에서
동물의 행동을 특정 양식으로 분류하고 행동의 시작과 끝을 정하는 과정에 논란의 여지가
많다는 것이다. 물론 숙련된 연구자는 숙련되지 않은 연구자가 저지를 수 있는 실수를
교정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숙련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예를 들어 원숭이의 연속
적인 동작 중 어느 부분을 떼어내어‘자기 인식 행동’
이나‘규칙 인지 행동’
으로 규정하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지는 논란의 여지가 많은 것이다.
하우저 교수의 연구 결과에 대해 의문이 제기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었다. 1995년
하우저 교수는 타마린 원숭이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인지한다는 주장을 담은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에 대해 하우저 교수의 녹화자료를 검토한 동료 연구자, 고든 갤럽은 자신은
●

그러한 주장의 근거를 녹화자료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었다고 증언했다. 동일한 녹화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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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하우저 교수가 거울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깨닫는 타마린 원숭이를 볼 때, 갤럽 교수는

●

단지 원숭이가 해독하기 어려운 모호한 몸짓을 하는 것만을 보았던 것이다.
이처럼 동물과 인간의 비교연구 과정에서는 성실한 연구자들 사이에서도 연구자료의
획득이나 해석과정에서 논란이 생길 여지가 많다. 이 과정에서 일부 연구자들은 자신이
선호하는 주장이나 이론에 유리한 방식으로 원자료를 편집하거나 선택적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 하우저 교수가 현재 받고 있는 연구 부정행위 판정도 아마 이런 종류의 문제와
관련이 있을 것이다. 결국 하우저 교수 연구는 엄밀하게 이루어지는 비교 연구나 실험
연구에서도 경험적 원자료에 의미를 부여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와 직결된 복잡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좋은 연구’
를 지향하는 연구자라면 연구윤리가 통상적
연구 수행과 복잡하게 얽혀 있음을 보여주는 이와 같은 사례에 보다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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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생각해 볼 문제
● 동물 행동을 분류하고, 시작과 끝을 나누는 과정에서 논란의 여지가 생길 수 있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
● 사회과학의 비교 연구에서 자주 등장하는 연구 윤리의 문제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그리고 그러한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방안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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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연구하는
과학자의 책무
앞선 사례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 부정행위는 일반적으로 조사하기도
쉽지 않고 조사 결과가 발표된 후에도 다양한 이유로 해석의 여지가 남아
있는 경우도 많다. 원자료가 조작된 경우 그 사실 자체를 부인하는 일은
드물지만, 그 조작의‘성격’
이 무엇인지를 놓고 의견이 갈리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이다. 비교적 최근에 일어났거나 현재 진행 중인 사건의 경우에는
그나마 관련 자료들을 차근차근 검토해 보거나 본인의 의사를 직접 확인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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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기에 조사 과정이나 결론을 내기에 상대적으로 용이한 점이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논란의 중심이 된 과학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진실이 무엇
인지를 밝혀내기가 더더욱 어렵다.
그러므로 시릴 버트의 사건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버트경이 과연
자신의 우생학적 생각과 지능의 선천성에 대한 믿음에 과학적 권위를 부여
하기 위해 관련 원자료를 조작했는지의 여부가 아니다. 버트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나 옹호하는 학자 모두 버트경의 자료 처리에 의문점이 있다는
사실을 부인하지는 않는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원자료의 구성이 달라
졌음에도 중요한 통계적 지표가 그대로인 상황이 왜 연구 부정행위를 의심
할 근거를 제공하는지, 자신의 개인적인 정치적, 문화적 신념이 연구자 스스
로도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이에 연구 결과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지,
다른 연구자가 접근하기 어려운 원자료를 수집한 연구자가 동료 연구자를
압도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등에 대한 것이다.
최종적으로 버트 사례에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교훈은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연구 과정의 타당성과 결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다른 주제에 대해 연구하는 과학자보다 훨씬 더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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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 김현희

● 제작

: 한국연구재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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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능측정에 대한 시릴 버트의 관심
시릴 버트는 지능에 대한 고전적 연구로 유명한 영국의 교육심리학자이다. 그는 1883년
3월 3일 런던에서 의사 집안의 첫 아이로 태어났는데 어려서부터 아버지가 왕진 갈 때
따라다니며 진료를 도울 정도로 총명했다고 한다. 아버지를 따라다니면서 버트는 자연
스럽게 지역 유지들의 집안을 드나들곤 했는데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사람 중에는 우생
학을 주창한 프란시스 갈튼의 형제, 다윈 갈튼도 있었다. 버트는 다윈 갈튼과의 교류를
통해 자연스럽게 지능과 같은 개인적 차이가 유전되는 경향성에 주목하게 되었고, 특히
우생학의 방법론을 따라 이들 차이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일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버트는 결국 지능과 같은 개인의 지적 능력을 객관적인 방식으로 측정하고 이를 다시
집단의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작업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1906년 심리측정학을
공부하여 옥스퍼드 대학을 졸업한다. 이후 버트는 많은 사람들의 지능을 검사할 수 있는
객관적 문항을 고안하는 일에 집중하여 현재에도 사용되는 영국의 능력 평가 시험의
기초를 마련한다. 1909년 버트는 스피어만의 일반지능 모형에 근거하여 런던지역 학생을
대상으로 실시한 지능검사 자료를 수집했다. 버트는 이 자료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이 공립학교를 다니는 학생들보다 지능이 높으며, 이 차이는 선천적이라는
요지의 논문을 출판하게 된다. 어린 시절부터 지녀왔던 우생학적 생각을 지능측정의
객관적 자료를 통해 구체적으로 입증한 것이다.
1913년 버트는 런던주의회 전속 심리학자로 채용되었고 런던지역의 초·중등 학교를
다니는 학생들의 전반적인 지능검사 및 교육평가 작업을 도맡아했다. 버트의 주임무 중
하나는‘저능아(feeble-minded)’학생을 가려내는 일이었는데, 그는 이일을 수행하면
서 일반지능에 있어서 여학생은 남학생과 차이가 없다는 결과를 얻는다.
우생학이 지능에 있어 계층 차이와 인종 차이를 강조한다는 점에만 익숙한 현재의
독자에게는 낯선 사실이지만, 생물통계학에 기반한 우생학을 신봉하던 피어슨과 같은
학자들은 여성과 남성의 지적 차이에 대한 당시의 사회적 편견에 대해 도전하는 연구를
다수 수행했다. 그들이 보기에 생물통계학적으로 분명하게 확정될 수 있는 차이는 대를
거쳐 유전되고 선천적으로 결정되는 지능의 차이였다. 다시 말해 버트가 보기에 중산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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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이 노동자 계층의 남성보다 평균적으로 더 지능이 높다는 것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었고, 그에게 이 차이는 철저하게 생득적인 것이었다.

교육심리학자 버트의 지능 연구
교육심리학자로서의 버트의 명성은 그가 1931년 스피어만의 뒤를 이어 런던 유니버
시티칼리지의 심리학과 교수직에 취임하면서 최고조에 달한다. 이곳에서 버트는 활발하게
자신의 연구를 수행하는 한편 다음 세대 영국 심리학계를 이끌어갈 수많은 심리학자들을
배출했다. 이때 버트가 배출한 제자들은 훗날 스승이 연구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의심
될 때 적극적으로 스승을 변호하는 역할을 자임한다. 한편 버트는 유니버시티 칼리지 시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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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영국 청소년의 장래를 결정짓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중등교육선발시험
(eleven plus)을 개발했다.
버트는 유니버시티칼리지 교수직에서 은퇴한 이후에도 1971년 88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매우 오랫동안 활발한 연구활동을 수행했다. 특히, 그는 이 시기에 서로 다른
환경에서 키워진 일란성 쌍둥이에 대한 자료를 이란성 쌍둥이에 대한 자료와 비교 분석
하여 지능이 얼마나 유전되는지 여부를 통계적으로 정확히 분석한 연구결과를 지속적
으로 발표했다. 매번 새로운 연구결과가 발표될 때마다 수집된 쌍둥이 쌍의 숫자는 커졌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능의 상관도는 일관되게 높았다. 이 연구결과를 통해 버트는 지능의
유전성에 대한 자신의 오랜 주장을 논란의 여지 없이 확실하게 입증한 것으로 여겼다.
버트는 영국의 심리학자로서는 최초로 1946년 기사작위를 수여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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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민과 길리의 문제제기
버트 사후 3년 뒤인 1974년 프린스턴 대학교 심리학자 레온 카민은 버트의 쌍둥이
연구 결과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서로 숫자가 다른 쌍둥이를 대상으로 한 버트의
연속된 연구 결과에서 IQ 상관계수가 소수점 셋째 자리까지 0.771로 동일하다는 것이
카민의 문제제기의 핵심이었다. 카민은 서로 다른 모집단에 대한 연구에서 이토록 상관
계수가 동일하게 나올 확률은 0에 가깝다고 지적하면서 버트가 원자료를 어떤 형태로든
변조했된 가능성을 제기했다. 이는 기본적으로 통계학자 피셔가 멘델의 완두콩 유전
실험 결과에 대해 제기한 의혹과 동일한 종류의 의혹이었다. 즉, 버트가 원자료를 조작
하지 않았음에도 상관계수가 우연하게 동일하게 얻어졌을 사건이 일어났으리라 믿는 것
보다는 버트가 어떤 형태로든 원자료에 개입했된 가능성을 믿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논지의 문제제기였던 것이다.
이에 더해 1976년 런던 <선데이타임즈>의 기자 올리버 길리는 버트의 공동연구자로
논문에 등장하는 마가렛 호와드와 J. 콘웨이가 실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자신 주장의
근거로 길리가 든 것은 이 두 공동연구자들이 영국 과학자단체 인명록 등의 다른 기록
에서 확인되지 않거나, 오직 버트가 쓴 책에 대한 서평자로만 등장한다는 점이었다. 이
경우에도 길리 기자는 버트가 이 두 인물을 허공에서 만들어냈다는 사실을 논란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는 없었다. 현재와 달리 완벽한 인구기록이 남아 있지 않는 과거의 인물이
실재 인물인지의 여부를 확정적으로 단정하기는 어렵기 때문이다. 호와드와 콘웨이가
설사 실재했더라도, 그들의 삶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내용이 알려지지 않는 한, 버트와
함께 일한 바로 그 공동연구자인지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에 가깝다. 다만 길리는 이런
의혹 제기를 통해 버트가 자신의 평소 신념에 유리한 결론을 이끌어낸 논문 전체를 공동
연구원까지 포함하여 통째로 조작했을 가능성을 제기했던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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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트 지지자들의 반박
이들 의혹에 대해 버트 지지자들은 격분했다. 버트의 옛 제자였던 아서 젠슨과 J.
필리페 러쉬튼은 버트의 악명높은 상관계수, 0.771이 이후 쌍둥이에 대해 이루어진
후속 연구 결과들과 대체적으로 일치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들이 보기에 후속 연구
결과가 버트 연구결과의 타당성을 입증한 것은 버트가 부정행위에 연루되지 않았다는
결정적인 근거였다. 그들 역시 0.771이라는 상관계수 값이 연속된 여러 논문에 동일
하다는 사실을 우연의 일치로 보기는 어렵다는 점을 마지못해 인정하기는 했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버트의 지지자들은 설사 오류가 있었다고 해도 그것은 부정행위가 아니라
버트의‘사소한 실수’
였을 것이라고 추측했다.
버트를 옹호하는 책을 집필한 로버트 조인슨과 로날드 플레처는 길리가 날조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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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추정한 버트의 공동 연구자를 1930년대까지 실제로 기억하고 있던 버트 동료학자의
회고를 찾아냈다. 거기에 더해 그들은 1949년과 1950년에 그들로부터 투고된 논문을
받은 기억이 있다는 증언도 확보하기도 했다.
이처럼 현재까지도 버트가 연구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보는 입장과 결백하다는 입장
사이에 의견대립이 팽팽하다. 하지만 대체적인 평가는 버트의 후기 연구는 조작된 자료
에 근거했기에 문제가 많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브리태니커 백과사전의 최근 판들은
모두 버트의 초기 연구와 달리 후기 연구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적시하고 있다.
버트에 대한 대체적인 평가가 이렇게 형성된 데는 버트의 연구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1970년대에 버트의 유고와 남겨진 기록들을 검토하여 버트의 전기를 집필한 헌쇼의
작업이 중요했다. 헌쇼는 버트의 지인으로 버트가 살아 있을 때 친하게 지냈기에 버트
에게 호의적인 사람이었다. 하지만 헌쇼가 엄밀하게 버트의 연구자료를 검토한 결론은
버트의 후기 연구와 관련된 기록들은 신뢰하기 어려울 정도로 단편적이고 상호모순적
이라는 것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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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쟁점에 대한 연구에서 유의할 점
사실 버트가 평소에 갖고 있던 우생학적 신념이나 지능에 대한 그의 선행 연구를
배경으로 살펴볼 때, 버트가 후기 연구에서 지능의 선천성에 대한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결정적인 증거를 찾고 있었음은 쉽게 상상할 수 있다. 그러는 와중에 버트가 쌍둥이
연구 결과를 부풀리거나 조작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 하지만 물론 이 점을
결정적으로 입증하거나 반박할 방법은 없다. 버트가 이미 사망했기에 그의 고의성을
논란의 여지 없이 입증할 수도 없는데다,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이유로 버트
사후에 그의 연구의 원자료가 모두 소실되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버트의 사례에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첫째 교훈은 관련 자료가 없거나 불
충분한 상황에서 연구부정행위를 입증하거나 반증하는 일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는 점
이다. 그렇기에 연구 부정행위 조사 과정에서 제일 먼저 확인해야 하는 것이 관련 증거
의 확보인 것이다. 일반적으로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되었을 때 원자료 중 누락된
부분이 있거나 자료의 일부가 훼손된 흔적이 있으면 일단 조사과정에서 피조사인에게
불리하게 작용한다는 사실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는 반대로 생각하면,
원자료를 포함한 연구관련 기초 자료들을 잘 정리하여 두는 것이 언젠가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제기에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해 준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버트 사건의 더욱 큰 교훈은 지능의 유전과 같은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민감한 주제를 연구하는 학자들의 책무성이다. 설사 버트의 기적같은 상관계수가 객관
적인 쌍둥이 연구를 통해 얻어졌다 하더라도 버트가 그러한 자료를 제시하는 방식은
보다 신중할 필요가 있었다. 당시 대학에서 이미 은퇴한 버트가 아직 현직에 있는 동료
연구자들이 모은 쌍둥이 자료의 몇 배에 해당하는 원자료를 모을 수 있었다는 것은 쉽게
납득하기 어렵다. 그러므로 버트가 자신의 논문에서 자료의 출처에 대해 자세히 밝히고
자료가 객관적으로 수집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도록 수집방식과 수집조건의 구체적인
상황을 적시했더라면 버트 연구 결과에 대한 후대의 의구심은 훨씬 적었을 것이다.
버트의 연구처럼 사회적으로 많은 사람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거나 이념적 갈등이
증폭될 수 있는 주제를 연구하는 과학자는 연구방법론이나 논문의 서술방식에 있어 다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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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 비해 훨씬 더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이는 냉소적인 몇몇 과학자가 생각
하듯 대중을 의식해서 과학 활동에 스스로 족쇄를 채우는 것이 아니다. 그보다는 논란이
큰 주제일수록 반대 의견을 갖고 있는 동료 연구자나 일반 대중을 설득하기 위해서는
통상적인 기준을 뛰어넘는 강력한 증거를 제시하거나 보다 조심스럽게 주장을 차근차근
논증해 나갈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남녀의 유전적 차이나 뇌 구조의 차이처럼 선정적인 연구주제일수록 연구자들은 대중적
관심을 끌어 보고 싶은 유혹에 빠지기 쉽다. 대중적 관심이 종종 관련 주제에 대한 연구
지원으로 이어지는 현대의 연구환경에서 더욱 그런 유혹이 클 수 있다. 하지만 버트의 사례
에서 우리는 이런 유혹에 빠지지 않고 보다 엄정하고 객관적인 방식으로 자신의 결과를
제시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을 수 있다.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에 대한 연구
일수록 보다 높은 수준의,‘좋은 연구’
를 수행하는 것이 연구자의 책무인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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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더 생각해 볼 문제
● 사회적으로 민감한 주제를 연구하는 것 자체를 금지할 윤리적 근거는 있을까? 그런
금지가 가져올 수 있는 부작용은 없을까?
● 사회적으로 쟁점이 되는 연구 주제인지의 여부는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하는가?

｜참고자료｜
Stephen Jay Gould, The Mismeasure of Man, (Penguin Books, 1981).
Sir Cyril Burt (British Psychologist), Britannica Online Encyclopedia 2010,
http://www.britannica.com/EBchecked/topic/85886/Sir-Cyril-Burt
John Philippe Rushton, 'New Evidence on Sir Cyril Burt: His 1964 Speech to
the Association of Educational Psychologists', Intelligence 30 (2002), 555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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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연구 (http://www.grp.or.kr)
연구윤리정보센터는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양한 정보를 체계적
으로 모아 연구자와 연구기관에 제공하려는 목적으로, 2007년
12월 당시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으로 설립되었다. 수집된 자료를
연구윤리교육에 활용될 수 있는 형태로 가공하고, 연구자들이
관련 쟁점에 대해 토론하고 숙의할 수 있는 온라인 공간을 제공
하는 것도 연구윤리정보센터가 관심을 기울이는 일 가운데 하나다.

●

144
●

연구윤리정보센터에서 수집하고 제작한 자료는 온라인 연구자
공동체인 <좋은연구(http://www.grp.or.kr>에 공개되어 있다.
2010년 세 번째로 개편된 <좋은연구>는‘좋은자료’
,‘좋은위키’
,
‘좋은이야기’
,‘좋은카페’
로 구성된다.
학술자료, 교육자료, 규정과 지침 등의 다양한 자료는‘좋은자료’
에
정리돼 있으며, 상세검색도 가능하다.‘좋은위키’
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연구실 문화, 논문발표, 연구윤리교육과 같은 특정
주제에 대한 정보를 위키피디아와 같이 개방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구성한 일종의 연구윤리 사전이다.‘좋은이야기’
는 토론
게시판, 자유게시판, 소식과 알림, 읽을거리로 나뉜다. 토론게시
판과 자유게시판은 좋은 연구를 꿈꾸는 연구자들을 위한 소통
공간이고, 읽을거리에서는 좋은위키, 좋은자료, 토론게시판 등에
있는 내용을 재구성해 만든 자료들을 찾아볼 수 있다.‘좋은카페’
는
공개적으로 개설된 카페들을 모아놓은 공간이다. 강의 홈페이지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기능이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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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연구>의 주요 내용
<좋은연구>란 연구윤리정보센터의 온라인 공동체를 말하며, 주소는 http://좋은
연구.kr과 http://www.grp.or.kr이다. 2010년 세 번째로 개편된 <좋은연구>는‘좋은
자료’
,‘좋은이야기’
,‘좋은위키’
,‘좋은카페’
로 구성된다. <그림 4.1>과 <그림 4.2>는
각각 <좋은연구>의 첫화면과 사이트맵을 보여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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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좋은연구>의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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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 <좋은연구>의 사이트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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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자료
<그림 4.3>은‘좋은자료’
의 모습이다. 자료실에는 다양한 자료가 교육자료, 규정과
지침, 학술 자료, 연구윤리지원사업 관련 보고서,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자료로 분류
되어 수집·정리되어 있다. 태그를 활용한 단순한 검색부터 저자·제목·출처·유형 등을
지정한 상세 검색까지 다 가능하다. 생명윤리정책연구센터의 전자도서관도 검색할 수
있다.

●

147
●

｜그림 4.3｜‘좋은자료’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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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교육자료도 정성껏 구성돼 있다. 온라인 교육을 위한 자료, 웹툰과 동영상
자료,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A, 연구윤리 특강 자료 등도 제공된다.
이 밖에 <좋은연구>가 추천하는 사이트와 RSS에 대한 소개도 들어 있다. <그림 4.4>는
‘좋은자료’
에 있는 웹툰의 예다.

●

148
●

｜그림 4.4｜‘좋은자료’
의 웹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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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이야기
‘좋은이야기’
의 모습은 <그림 4.5>와 같다. 토론게시판은 주제별로 나눠 토론할 수
있도록 구성돼 있다. 토론 주제가 기존의 주제 분류에 잘 들어맞지 않을 때는 기타게시
판을 활용할 수 있고, 특정 토론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글을 쓰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자유롭게 이야기하기를 원할 때는 자유게시판을 이용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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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좋은이야기’화면

읽을거리에는 <좋은연구>의 여러 곳에 분산돼 있는 내용을 하나의 주제로 묶어 재구
성한 것도 들어 있다. 그림 4.5에 보이는 바와 같이, 영어논문 작성법과 관련한 자료를
모아놓은 것도 있고, 연구노트와 좋은 글쓰기 등에 대한 내용도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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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위키
2008년과 2009년판 <좋은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사회적 책임, 이해충돌, 연구실
문화, 논문발표, 연구부정행위, 분야별 쟁점 등으로 연구윤리 관련 주제를 나눠, 각각에
대해 미리 준비된 자료가 실려 있었다.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부분도 마찬가지였다. 자료는
운영자만 고칠 수 있었고, 게시판처럼 댓글을 달 수도 없었기에 사용자가 내용의 수정
이나 보완에 참여할 수 있는 여지는 없었다. 위키피디아에서처럼 내용을 편집하거나 덧
붙일 수 있도록 한‘좋은위키’
는 이런 문제의 해법이다. 새로운 주제를 정해 글을 쓰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그림 4.6>은‘좋은 위키’
의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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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6｜‘좋은위키’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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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은카페
<좋은연구>에서는 관심사가 같은 연구자들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거나 함께 토론할
수 있도록 카페를 운영할 수 있다. 현재 11개의 카페가 개설돼 있다.‘자연사랑’
과 같은
블로그 형식의 카페도 있고,‘생생’
처럼 생명과학 관련 강의를 위해 만든 것도 있다.
<좋은연구> 운영진은 특히 연구윤리 관련 강의 카페가 더 많이 생기길 기대하고 있다.
강의용으로 쓰기 편리한 기능으로, <좋은연구> 자료 가져오기,‘좋은위키’연계, 1:1
게시판, 퀴즈, 회원별 댓글 활동 점검 등이 있다. <그림 4.7>은‘좋은카페’
의 모습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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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좋은카페’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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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좋은연구>에는 연구윤리에 대한 정보를 얻고 의견을 나누고자 하는 개별 연구자나
연구윤리교육을 계획하는 교수나 연구책임자들에게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이 상당량
수집되어 있고 구성도 체계적인 편이다. 연구윤리정보센터 운영의 초점은 온라인 공동
체인 <좋은연구>에 있지만, 학회 발표와 기고, 연구윤리 수업을 위한 지원, 찾아가는
세미나 개최 등, 다양한 방식의 오프라인 활동에도 참여해왔다. 2008년 이후 지금까지
열린‘찾아가는 세미나’
는 이미 100회를 넘겼다.
홈페이지의 기능도 뛰어나다. 곧 모바일 환경에서도 쉽게 접근해 사용할 수 있도록
보완될 예정이기도 하다. <좋은연구>에서는 모든 내용이 RSS(Really Simple
Syndication) 피드로 전송된다. 사용자는 게시판 별로 RSS를 구독할 수도 있고, 댓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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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을 따로 모아 RSS로 읽을 수도 있다. 개인화 환경을 구성하는 것도 물론 가능하다.
이와 같은 RSS 서비스는 <좋은연구>의 강점 가운데 하나다. RSS를 바탕으로 한 웹 2.0은
이미 현실이 되었고, <좋은연구> 트위터(http://twitter.com/@good_research)와 연동
하는 일도 가능해질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잘 지은 집이라도 찾아와 사는 이가 없으면 의미가 없을 것이다. 연구
윤리의 활성화를 위해 연구자의 참여와 공감이 가장 중요하다는 점을 헤아릴 때, 지금보
다는 많은 연구자가 <좋은연구>를 찾아 자신의 이야기를 전할 수 있도록 더 노력할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연구윤리정보센터 웹 포털 좋은연구, http://www.grp.or.kr (2010년 11월 15일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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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대학원 생명과학과
연구윤리 강좌
2006년 봄 학기부터 서울시립대 생명과학과 대학원 과정에‘연구
윤리와 커뮤니케이션기법’
이라는 과목이 운영되고 있다. 줄기세포
연구부정 사건을 지켜보면서 생명과학과의 황은성 교수는 연구윤리
교육이 교육자로서 자신의 책임이자 의무라는 생각으로 연구윤리
강좌를 개설하였다고 한다. 당시까지 우리나라에서는 의료윤리 분야를

●

제외하고는 연구윤리에 대해 특별한 관심을 기울인 학자나 교수가

153

거의 없었다. 연구윤리에 대해 참고할만한 국내 자료가 많지 않은 상황

●

에서 황은성 교수는 외국 대학의 웹사이트를 뒤져가며 강의 자료를
만들고 토론식 수업을 진행하기 시작했다.
황은성 교수는 연구윤리 강좌를 도덕 교과처럼 가르치는 것은 의미가
없으며, 해당 분야의 연구 경험이 있는 사람이 강의를 맡아야 한다는
생각을 평소 갖고 있었기에 현재가지 계속해서 참여적 성격이 강한
수업을 직접 담당하고 있다. 2007년에는 같은 대학의 김진원, 김용철,
서순탁 교수와 함께 <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 대학원 연구
윤리 강의 교재(2007)>를 제작하였고, 이를 자신 강좌의 교재로 활용
하고 있다.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이외에도 여러 대학원에서 연구윤리
강좌가 진행되고 있다. 대학원의 규모와 특성에 따라 진행 방식은 다양
할 수 있다. 이 절에서는 현재 진행되고 있거나 운영되었던 연구윤리
강좌를 각 강좌의 독특한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한 다음 대학원에서의
연구윤리교육에서 고려해 볼 사항 몇 가지를 짚어 보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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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대학원 연구윤리 강좌
● 강좌 개요
2006년부터 대학원 생명과학과에 3학점 강좌로 '연구윤리와 커뮤니케이션 기법'이
개설되어 있다. 2010년에는 모두 17명이 수강하였는데 이 가운데 석사과정은 9명, 박사
과정은 8명이었다. 전공별로 살펴보면 생명과학과 소속 6명과 기타 물리학과, 신소재공
학과, 기계정보공학과, 전자전기컴퓨터공학과 소속 학생 11명이 수강하였다. 강의식으로
전체 내용을 차근차근 짚어가면서 학생들에게 질문을 던지고 학생들의 응답을 듣는 방식
으로 수업이 진행된다. 수업 후에 제출한 학생들의 의견을 보면 대체로 연구윤리에 대한
수업을 들은 것에 만족하고 동료나 후배에게 적극적으로 추천할 의사가 있음을 알 수
●

있었다.

154
●

● 수업내용
� � � � � � � �
1. 연구윤리 개요
2 연구의 본질과 연구자의 책임
3 연구윤리의 요소와 연구진실성
4 연구부정행위
5 부적절 행위와 연구오류
6 연구자 공동체 생활
7 연구자 공동체 생활 - 연구커뮤니티 활동
8 연구자 공동체 생활 - 실험실 갈등
9 연구자 공동체 생활 - 실험실 안전과 실험윤리
10 논문작성과 학술발표에서의 윤리
11 논문작성과 발표 기술 I - 논문작성 기술
12 논문작성과 발표 기술 II - 영어논문 작성 기술
13 논문작성과 발표 기술 IIII - 발표 요령과 자세
14 인간과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IRB 구두강의 및 토론 IRB규정
15 종합토론 토론과 질의 응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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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의 교재
수업에는 서울시립대학교 교수들이 집필한“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
대학원 연구윤리”
를 교재로 사용한다. 이 교재는 전 학문분야의 대학원생을 위한 연구
윤리 교육자료집으로 제작되었으며 모두 5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연구하는 자세와
연구진실성’
, 2부‘연구 진실성 향상에 필요한 규범과 도움말’
은 모든 학문 분야에 공통
으로 적용된다. 3부‘연구자 공동체 생활’
과 4부‘이공학 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발표
기술 가이드’
는 이공계 학생에게 해당되는 부분이고, 5부‘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논문
집필에 대한 규정과 지침’
은 인문사회계열 학생들이 주로 참고할 만한 내용이다.

<교재 목차>
1부 연구하는 자세와 연구진실성
1 연구의 본질과 연구자의 책임
2 연구윤리의 요소와 연구진실성
2부 연구진실성 향상에 필요한 규범과 도움말
3 연구부정행위
4 연구과정에서 발생치 않도록 주의해야 할 점
5 논문작성과 발표에서의 윤리
3부 연구자 공동체 생활
6 멘토와 멘티의 관계
7 연구커뮤니티 활동
8 실험실 갈등
9 실험실 안전과 실험윤리
4부 이공학계열 대학원생을 위한 발표 기술 가이드
5부 사회과학 분야에서의 논문 집필에 대한 규정과 지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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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밖의 대학원 연구윤리 강좌
서울시립대학교 생명과학과 이외에도 여러 대학원에서 연구윤리 강좌가 개설되고 있다.
여기서는 서울시립대학과 조금 다른 방식으로 운영되는 몇몇 대학원의 사례를 각각의
강좌가 갖는 특징을 중심으로 소개한다.

●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대학교에서는 2008년 1학기부터 대학 본부에서 주관하여 연구윤리 강좌(2학점,
S/U 평가체계)를 개설하고 있다. 개설 학기에 따라 수강하는 학생들의 계열을 자연계열,
인문사회계열, 의학계열 등으로 구분하여 수강 대상의 필요에 맞게 교과 내용을 조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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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학원마다 연구윤리 강좌를 필수로 지정한 곳도 있고 이를 선택 과목으로 수강
하도록 하는 곳도 있다.

●

수업은 서울대학교에 근무하는 여러 단과대학 소속 교수들이 관심 있는 주제를 선택
하여 팀티칭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자연계열을 대상으로 진행한 2008년의 강의계획서,
강의안 및 토론 사례 등을 2008년 제2회 연구윤리 포럼 자료집(http://www.grp.or.kr
/data.1364)에서 찾아볼 수 있다.
2010년 2학기에는 의과대학에서 연구윤리가 개설되면서 의과대학 소속 교수들을 중심
으로 강사진을 재구성하였다. 강의를 총괄하는 김옥주 교수에 따르면, 연구윤리 강좌를
담당한 대부분의 교수들이 강의를 준비하고 진행하면서 더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고
다른 교수들도 이 같은 경험을 공유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개진하였다고 한다.
�

●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 대학원
연세대학교 생명시스템대학은 연세대학교의 생명과학 관련학과인 생물학과, 생화학과,
생명공학과가 이루는 단과대학이다. 이 세 학과가 생명시스템대학으로 독립하기 전인
2008년부터 지금까지 공동으로“생명윤리특강”
이라는 1학점 강좌를 개설하여 모든
대학원 신입생들에게 필수 과목으로 부과하고 있다. 강좌의 수강생 수는 80명 내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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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여 대형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수업은 학기 초에 3시간씩 모아 5회에 걸쳐 10개의
주제로 진행하는 방식으로 1학점 강의시수를 충족하고 있다. 첫해는 주로 외부 강사
중심이었는데 해마다 조금씩 해당 대학 소속 교수들의 강의 비중을 높여왔다. 수업은
3개 학과의 학과장들이 공동으로 운영한다.
80명 내외의 대형 강의로 운영되기 때문에 현장 수업은 모두 연구윤리 및 생명윤리
주제에 대한 특강 형식으로 진행된다. 2010년 연세대 강좌의 특징은, 현장 수업과 더불어
온라인 토론을 과제로 부과하여 학생들이 구체적인 연구윤리 쟁점에 대해 함께 토론했
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 자유로운 토론을 권장하는 뜻에서 익명 토론게시판을 운영하는
“좋은연구”토론게시판을 활용하였고, <좋은연구>의 토론 게시판에 올라온 연구윤리
쟁점 사례에 자신의 의견을 댓글 형식으로 3개 이상 올리는 것을 과제로 지정하였다.

● 전남대학교 대학원 생물학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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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2학기에 전남대학교 생물학과 대학원 과정에“생명과학 연구윤리”
라는 강좌가
개설되었다. 이 강좌는 11명의 학생이 수강하였고 3학점이 부과되었다. 이후 해당 학과의
교과과정이 개편되면서“생명윤리”교과목이 개설되었고 연구윤리 중심의 교과목은 운영
되지 않는다.“생명과학 연구윤리”강좌를 진행한 경험에 대한 분석은 2006년 12월에
의료교육학회지에 발표되었다. 이 논문에서 강좌를 진행한 과정과 강좌를 통해 학생들이
달라진 부분, 그리고 학생들의 의견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규모 강의의 특성을 살려 온라인 및 오프라인 토론을 연계해 가며 토론 중심 강의를
운영한 것이 이 강좌의 특징이다. 수업계획서에 따르면 교실 수업은 일주일에 2시간 진행
하고 나머지 1시간은 온라인 활동을 하는 것으로 계획되었다. 수업을 위해‘생명과학 연
구윤리’웹사이트를 개설하여 관련 자료를 정리해 두고 토론 게시판에 토론을 이끌어
낼 수 있는 쟁점 사안을 미리 올려 둔다.
하나의 주제에 대한 논의는 2주에 걸쳐 진행된다. 예를 들면 1주차 둘째 시간에 학생
들은 강의를 통해“과학자의 책임”
에 대한 수업을 듣고 온라인 자료와 토론글에 대한
안내를 받는다. 학생들은 1주일 동안 웹사이트에서 과학자의 책임과 관련된 자료와
토론글을 읽고 토론 발제문에 대한 자신의 의견을 올리는 참여 활동을 한다. 2주차 첫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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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는 이 주제에 관해 함께 토론 수업을 진행하면서 서로 의견 차이가 있는 부분에
대해 논의하고 질문하는 기회를 갖는다. 이와 같이 온라인 수업과 오프라인 수업을 병행
하여, 학생들이 적어도 1주일 동안 수업 주제와 관련된 문제를 생각하게 하고 이를 통해
면대면 토론을 활성화시키는 효과도 얻을 수 있었다고 한다.

대학원 연구윤리 강좌에서 고려할 사항
● 필수 교과목 vs. 선택 교과목
대학원에서 연구윤리 강좌를 필수 과목으로 할 것인가 선택 과목으로 할 것인가는
●

쉽게 결정하기 어려운 문제다. 윤리의식을 높이고자 하면서 이에 대한 교육을 강제화할 때

158

과연 억지로 수강한 학생의 윤리의식이 강좌를 통해 높아질 것인가를 생각하면 필수 과목

●

으로 의무화하는 것만이 능사가 아니라는 점을 알 수 있다. 반면 선택과목으로 할 경우,
정작 이런 교육을 꼭 받아야 하는 학생은 이를 피해 가고 특별한 교육 없이도 반듯하게
연구를 잘할 수 있는 학생들이 주로 관심을 갖고 수강할 수도 있다는 걱정도 든다.
이 문제는 강좌를 개설하는 대학 또는 학과의 실정과 운영 방식에 따라 신축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 강좌를 학과 단위에서 개설하고 강조의 필요성에 학과 구성원이 동의
한다면, 연구윤리 과목을 필수로 정해도 좋을 것이다. 그러나 전체 대학원 수준에서 필수
과목으로 정하는 것은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보인다. 학과마다 교육과정이나 연구윤리
에서 특히 강조되어야 할 부분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필수과목으로 부과
하게 되면 모든 학생에게 도움이 되는 교육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고 오히려 부작용만
더 커질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연구윤리 강좌를 필수 과목으로 지정할 때
모든 대학원 학생을 교육하기에 충분한 교수 인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문제도 대두할
수 있다.

● 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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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에서 배워야 할 것은 많으나 수강 학점은 제한되어 있다. 게다가 수업을 듣는
것만이 대학원 교육의 전부가 아니며, 각자가 수행하는 개별 연구에도 많은 시간을 할애
해야 한다. 따라서 대학원에서 연구윤리 강좌에 정식 수강 교과목으로 3학점을 배정
하려면 이에 합당한 이유와 교과 내용 그리고 수준을 보장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연구윤리 강좌로는 3학점 강좌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그 내용을
어떻게 구성하는가에 따라 연구윤리 강좌도 대학원 3학점 강의가 충분히 가능하며 이렇게
운영하는 학과나 대학도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3학점 교과목으로 개설하면서 논문 작성
법이나 연구 방법론, 실험실 안전 교육 등의 내용을 함께 다루는 곳도 있다. 그러나 처음
시작하는 입장에서 3학점 강좌를 운영하기 부담스럽다면, 1학점 정도의 교과목으로
시작해 보는 것도 좋을 것이다.
대학원에서의 연구윤리교육을 계획할 때 반드시 정규 강좌로 편성해야 한다고 생각

●

할 필요는 없다. 이공계 대학원 신입생에게 입학과 더불어 또는 정식으로 입학하기 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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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로 부과되는 안전교육의 일부로도 연구윤리교육이 이루어질 수도 있다. 학과마다

●

개설되는 대학원 세미나 시간을 일부 할애하여 연구윤리교육을 할 수도 있다. 이런 방식은
연구윤리에 대한 교육이 한 학기에 집중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
조선대학교 교육대학원에서는 2010년부터 매 학기 개강 첫날 연구윤리 특강을 2시
간씩 실시하기로 했다. 교육대학원이 계절제 학기로 운영되어 석사과정이 6학기로 이루
어지는 것을 감안하면, 석사과정 한 명당 모두 6차례(12시간)에 걸쳐 연구윤리 교육을
받게 되는 셈이다. 이는 거의 정규 교과목 1학점에 해당되는 시간이다. 다만 이런 방식
으로는 특강 형식의 교육만이 가능할 뿐 토론 중심의 교육은 이루어지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 � � � �

● 교육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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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은 다양한 방법으로 진행할 수 있다. 앞에서 언급했듯이 특강의 형태로나,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의 일부로 또는 정규 수업으로 편성할 수 있다. 어떤 형식을 택하는
지에 따라 교육 방법도 다양해 질 것이다.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관련 전문가를
초빙해서 특강을 하는 것이지만, 보다 바람직한 형태는 자신의 수행하고 있는 연구에서
제기되는 연구윤리 쟁점들을 연구윤리 교육이 이루어지는 기관소속 연구자가 직접 강의
하는 방식일 것이다. 다음 장의 카이스트 사례처럼 온라인 강좌를 진행할 수도 있다.
연구윤리 수업에서 구체적인 사례를 기반으로 하는 토론 수업도 효율적인 수업 방법
으로 인식되고 있다. 연구윤리와 관련한 쟁점 사항에 대해 동료들과 자유롭게 의견을
교환하면서 많은 것을 배울 수 있기 때문이다. 연구 과정에서 실제 있을 법한 또는 실제로
벌어졌던 사례를 통해 연구자들은 해결하기 어려운 실제 상황을 경험하고 대비할 수 있다.
●

학생들은 주어진 사례에서 윤리적인 쟁점을 찾아내면서 윤리적 민감성을 키울 수 있다.

160

토론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연구자들의 의견을 들으면서 자신의 생각을 다듬고, 다른

●

사람의 입장을 이해하고 배려하는 동시에, 윤리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생각
하는 훈련도 가능하다.
토론 수업에 대한 욕구는 서울시립대학교 및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강좌의 수업평가
결과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토론 중심의 수업을 진행하였던 전남대학교 강좌
에서는 이구동성으로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진행된 토론을 가장 인상적인 부분으로
꼽았다. 토론 사례는 앞에서 소개한 <좋은연구> 웹사이트의 토론게시판이나 기타 자료
에서 다양하게 찾을 수 있다. 또한 <좋은연구>에 수업 카페를 개설함으로써 <좋은연구>의
자료를 보다 원활하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성과와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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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 대학원의 연구윤리 강좌 가운데 서울시립대학의 연구윤리 강좌를 대표적인
모범 사례로 내세운 이유가 따로 있다. 첫째, 교수 개인이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필요성을
자각하고 용기를 내어 시간과 수고로움을 감수하며 강좌를 개설하고 운영했다는 사실이
높게 평가할 만하다. 둘째, 강의 주제에 대해 잘 알지 못한 상태에서 연구자로서의 의무
감으로 시작한 강좌임에도 불구하고 주먹구구식으로 운영하지 않고 실태조사를 하고 교
재를 편찬하는 등의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는 사실 또한 모범적이다. 대부분의 교수
들이 연구윤리교육은 매우 필요하지만 가르칠 사람도, 적당한 교육자료도 없기 때문에
시행이 어렵다고 말하는 현실을 생각해 볼 때 더욱 그렇다.
서울시립대학교에서 처음 연구윤리 강좌를 시작했던 2006년에 비해 지금은 연구윤
리교육을 시행하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조성되어 있다. 그간 여러 형태의 연구윤리 교육
자료가 제작되었고, 많은 관련 자료가 연구윤리 웹포털 사이트인 <좋은연구

●

(http://www.grp.or.kr)>에 축적되어 누구든 쉽게 활용할 수 있게 되었다. 이제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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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으로도 어디서나 연구윤리교육을 시작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훌륭한

●

연구윤리교육을 위해 더 필요한 것은‘좋은 연구’
를 윤리적으로 실천하도록 연구자들을
교육하려는 의지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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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도균, (2008), 대학원생 연구윤리 교육과 정규화 방안, 제2회 2008 연구윤리 포럼
자료집, 5-51. http://www.grp.or.kr/data.1364
김진원, 황은성, 서순탁, 김용철, (2007), 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 대학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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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이스트(KAIST)의 온라인 교육
카이스트는 2008년부터 연구윤리를 중심으로 한 온라인 교육과정을
개설해 모든 학부생과 대학원생이 참여하도록 하고 있다. 온라인 교육을
위한 연구윤리 교재는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 지원으로 카이스트 기술
경영전문대학원 김미경 교수가 개발했으며, 인쇄본의 제목은‘카이스트
인들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다. 여기 소개된 내용도 이 교재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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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과정(CC070)은‘연구윤리’
,‘실험실 안전’
,‘리더십’
이 주제고,
학부 과정(HS070)은 여기에‘양성 평등’
을 더해 네 영역으로 구성돼
있다. 이와 같은 기본 틀 아래, 학문 특성에 따라 학과별로 특정 구성 요소
만을 선택하기도 한다. 이를테면, 실험이 필요하지 않은 수리과학이나
컴퓨터 전공 대학원생들은‘실험실 안전’영역은 이수하지 않아도 된다.
학생들은 영역별로 온라인 강의를 듣고 시험을 보게 되는데, 모든 영역
에서 70점(2011년부터는 80점) 이상을 받아야 한다. 학부생은 졸업 전에
아무 때나 HS070 과정을 이수해도 되지만, 대학원생은 첫 학기에
CC070 과정을 마치는 게 원칙이다. 본격적인 연구 활동을 시작하기 전에
연구윤리나 실험실 안전에 대해 익히 알 수 있도록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첫 학기에 합격하지 못한 대학원생은, 다음 학기에는 반드시 CC070
과정을 성공적으로 이수해야 한다.
이 절에서는 카이스트의 연구윤리 온라인 교재를 살펴본 다음 대학원에서
온라인으로 연구윤리교육을 시행하는 문제의 득과 실을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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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구윤리 교육과정
여기서는 카이스트 온라인 교육과정의 네 가지 구성요소 가운데,‘연구윤리’영역
(http://eethics.kaist.ac.kr)을 소개한다. <그림 4.8>은 그 첫 화면이며, 강의자료 외에도
웹 페이지 링크, 동영상, 강의자료 속 만화, 시험문제가 있는 공간이 따로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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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8｜ 카이스트 온라인 교육 사이트 첫 화면

교육 과정은 다음과 같이 여덟 주제로 구성된다. 각각에 대해 김미경 교수가 핵심
내용을 개괄한 동영상이 있고, 상세한 내용을 담은 피디에프(pdf) 파일 형태의 자료가
한국어와 영어로 제공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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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임 있는 연구수행
정직성, 정확성, 효율성, 객관성이 연구자가 공유해야 할 중요한 가치임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의가 시작된다. 관련 규범으로 과학기술인 윤리강령(2007),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동물보호법,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2007)을 언급하고 카이스트의 연구
진실성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에 대해서도 소개한다. 그리고 최소한의 기준을
제시할 뿐인 이런 규범들보다 연구자 개인의 책임감이 더 중요하다는 이야기로 강의를
마무리한다.

● 연구부정행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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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위조, 변조, 표절 같은 연구부정행위를 정의하고, 나라마다 그 범위와 대응 방식이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을 언급한다. 부정행위의 사례와 양상도 소개하고 부정행위를 검증
하는 절차와 내부제보자를 보호할 필요성도 설명한다. 결론 부분에서는‘학업 진실성’
을
지키고‘명예로운 학업’
을 성취할 수 있도록 카이스트 학생들이 노력해야 함을 지적한다.
해답집을 보고 숙제를 하거나 다른 사람의 글이나 컴퓨터 프로그램을 베껴내는 일 등을
명예롭지 않은 학업의 예로 든다.

● 데이터 수집 및 관리
데이터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또 그걸 수집하고 관리하는 데 어떤 법적·제도적 기준이
있는지 설명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그리고 데이터 선택과 수집, 데이터 저장과
보호, 연구노트 사용 이유와 작성법, 데이터 분석, 데이터 공유와 소유권에 대해 논의한다.
개인정보와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이 중요하고, 데이터와 연구노트의 소유권이 일반적
으로 연구기관에 있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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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논문저자 기재기준과 순서
저자 자격을 따지려면 논문의 구성요소와 각각에 대한 참여도를 살펴야 한다고 이야기
한다. 그리고 네이처의 정량적 기준(Quantitative Unform Authorship Declaration,
QUAD)과 국제 의학학술지 편집인협의회(International Committe of Medical
Journal Editors, ICMJE) 지침을 예로 든다. 어떤 지침을 따르든 저자 결정 과정에서
모든 공동연구자의 합의를 거쳐야 한다는 점을 강조한다. 저자순서를 정하는 일반적
기준과 부당한 저자 표시에 대해 설명한 다음, 중복게재와 자기표절에 대해 논의한다.

● 동료심사
동료심사의 정의, 목적, 기능, 그리고 심사자의 윤리적 의무를 설명한다. 사례를 몇 개
제시하고 동료심사에서 일어날 수 있는 문제점을 살펴본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할 수 있는 대안의 하나로 네이처의 공개 동료심사 방식을 예로 든다.

● 멘토링
멘토-멘티 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으로 강의를 시작한다. 멘토란 단순히 지도
교수가 아니라 멘티를 안내하는 조언자이자 옹호자임을 강조하는 한편, 최선의 멘토링을
위해 멘티가 알아두어야 할 내용도 언급한다. 이어 멘토-멘티 관계의 비대칭성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문제점과 그 대처 방안, 멘토링이 책임 있는 연구 수행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 검토한다. 그리고 형편이 더 어렵고 민감한 외국인 멘티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기울
여야 한다는 이야기로 마무리를 짓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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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해충돌
여기서는 금전적 이해충돌, 책무의 충돌, 학문적 이해충돌, 양심의 충돌, 임상시험의
이해충돌 등, 연구자가 직면하게 되는 이해충돌의 다양한 사례를 소개한다. 이러한 이해
관계의 충돌은 예외적인 것이 아니라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다. 따라서 연구자가
자신의 이해관계를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해충돌을 관리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를 강조
하는 것이 이 강의의 결론이다.

● 공동연구
공동연구 과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일이 더 복잡해진다. 전공이나 소속기관이 서로 다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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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도 있고, 의사결정방식이나 연구방식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강의에서는
공동연구에 잠재하는 문제점을 예를 들어 설명하고, 공동연구를 설계할 때부터 이런 것
들에 미리 대처할 수 있도록 준비할 필요가 있음을 지적한다. 가장 중요한 것은 원활한
의사소통이며, 공동연구자들의 책무, 협력 형태, 데이터 공유 방법, 데이터 소유권, 지적
재산권이나 특허권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협의해두어야 한다는 사실도 강조한다.

성과와 전망
카이스트의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과정은 상세하게 구성돼 있다. 대학원생은 물론
학부생까지 이런 내용을 익히도록 요구한다는 점은 다른 대학에서도 참고할 만하다.‘학업
진실성’
과‘명예로운 학업’
은 대학원과 학부에서 모두 강조해야 할 덕목이기 때문이다.
보통 온라인 교육 시스템은 플래시 등을 이용해 대화형으로 만드는 경우가 많다. 이는
참여자의 관심을 끌기 위해서인데, 화면을 구성하는 문제 때문에 깊이 있는 내용까지 다루
기는 쉽지 않다는 단점이 있다. 이에 반해 카이스트는 대화형이 아니라 피디에프(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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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를 보여주는 방식을 선택해 풍부한 내용을 담아냈다. 하지만, 수강생들로서는 많은
텍스트를 모니터로 읽어야 하는 부담감이 있을 것이다. 강의 페이지 곳곳에 있는 만화나
그림도 그런 측면을 고려해 배치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9에‘책임 있는 연구수행’
에
나오는 그림 하나를 소개한다.) 이 같은 배려에도 불구하고 수강생들의 부담감이 완전히
해소되긴 어려울 듯하다. 상세하고 풍부한 자료를 제공하는 장점은 계속 살리되, 대화형
요소를 덧붙여 수강생이 좀 더 능동적으로 참여하도록 하는 방안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이다. 카이스트 온라인 연구윤리 교육시스템의 진화가 기대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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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책임 있는 연구수행’편의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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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고찰
앞서 지적한 바에 따르면, 연구윤리 교육이 학과 필수로 지정될 때 문제점 중 하나는
강의를 담당할 교수가 부족할 수 있다는 점이었다. 온라인으로 이루어지는 연구윤리
교육은 이러한 문제를 우회하고 많은 학생을 대상으로 연구윤리의 핵심을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데 효과적일 수 있다. 실제로 미국에서도 연구윤리 교육을 의무화하고 있는
여러 연구기관에서 소속 연구원이나 학생에게 카이스트처럼 온라인으로 제공되는 연구
윤리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하게 하고 있다.
하지만 온라인 연구윤리교육의 장점은 역으로 단점이 될 수 있다. 앞선 모범사례 분석
에서 분명해진 점은,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만족도나 교육경험의 성찰적 효과는 미묘한
쟁점에 대한 오프라인/온라인 토론을 통해 수강생이 적극적으로 자신의 의견을 개진하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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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사람의 생각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에서 얻어진다는 사실이다. 현재 카이스트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라인 교육은 이처럼 연구윤리의 주제를 내면화시키고 학문공동체에서
논의해야 할 사안으로 인식하게 하는 기회를 제공하는 데 부족해 보인다. 카이스트는,
교육대상자가 연구윤리 교육자료를 읽고 시험을 통해 관련 규정이나 정답으로 주어진
책임있는 연구수행에 대해 얼마 이상을 알고 있는지를 측정하여 수료 여부를 결정한다.
이런 교육방식은 자칫 연구윤리교육을 정보습득과정으로 축소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교육 방식이 연구과정에서 제기될 수 있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에 대해 생각해 보고 나름
대로 답을 찾아가는 성찰적인 경험의 기회를 적극적으로 장려하긴 어려울 것으로 평가
할 수도 있다.
실제로 연구윤리 온라인교육이 발달된 미국에서도 수강생들이 건성으로 키보드를 누르
거나 외운 답을 채워넣는 식으로 시스템을‘속이지’못하도록, 일정 시간이 지나지 않으면
읽기자료의 페이지가 넘어가지 않거나 질문 내용을 성찰적으로 만들어 주관식 답을 요구
하는 방식으로 다양한 대응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 연구윤리 온라인교육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이러한 노력이 경주되고 있다는 사실은 역설적으로 온라인 교육이 피상적
으로 진행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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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므로 바람직한 연구윤리교육은 온라인과 오프라인 교육을 병행하거나 온라인
교육에서도 수강생들의 참여적 성찰의 경험을 증진시킬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방향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자칫 피상적이 될 가능성이 있는 연구윤리 온라인
교육을 받는 것이 연구윤리 교육을 전혀 받지 않는 것보다야 좋겠지만, 온라인 교육으로
이상적인 연구윤리교육이 충분히 달성되리라 기대하는 것은 비현실적이기 때문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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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김미경, (2009), 카이스트인들의 책임있는 연구수행을 위하여, 카이스트.
카이스트 온라인교육 사이트, http://eethics.kaist.ac.kr (2010년 11월 15일 최종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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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
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는 식품의약품안전청(식약청)의
고시에 따라 1996년 2월 서울대 병원과 의과학대학의 임상시험 심의
기구로 출발하였다. 이후 약학대학, 간호대학, 보건대학원, 치과대학
등의 단과대학별 IRB 설립을 거쳐, 2005년 본부 차원의 서울대 IRB가
설립되기에 이르렀다. 이 과정에서 2005년부터 시행된‘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으며, 서울대 생명윤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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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규정이 제정되어 IRB가 여러 곳에 설치되어야 하는
어려움을 제도적으로 해결할 수 있게 되었다. 현재까지 서울대는
수의대 IRB를 본부 IRB로 흡수하는 등 IRB 통합작업을 꾸준히 추진
하고 있다. 궁극적으로 서울대는 IRB 체계를 의학계열 IRB와 비의
학계열 IRB로 나누어, 의학계열 IRB는 임상시험을 주로 담당하는
병원 IRB와 협력하여 운영하고, 비의학계열 IRB는 비의학적 학술
연구의 심의를 통합해 맡게 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다.
여기 소개할 내용은 2010년 5월 26일 서울대에서 열린‘서울대
IRB 시범사업 결과 발표 및 시현회’
에서 서울대 사회학과 서이종
교수가‘대학 IRB의 현실과 과제’
라는 제목으로 발표한 보고서를
일부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그림과 표 모두 서이종 교수의 보고서에
서 가져왔다.‘서울대 IRB 시범사업 결과 발표 및 시현회’
는 서울대
IRB가 주최하고 교육과학기술부, 한국연구재단, 서울대학교, 대한
윤리심의기구협의회(KAIRB)가 후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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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성과
서울대는 지난 5년 동안의 IRB 운영을 통해, 대학 IRB의 구조를 효율적으로 재편
하고 심의 과정을 체계화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 대학 IRB 구조의 효율적 재편

대학 IRB를 의학계열 IRB와 비의학계열 IRB로 나눠 통합·운영함으로써, 서울대는
그동안 비효율적으로 분산되었던 행정·재정 지원을 효율적으로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더불어, 학문 분야나 영역별 특수성을 고려한 하위 패널을 두는 등, 분권화와
전문화도 함께 도모하는 역동적 통합화를 추구한다. 이러한 서울대 IRB의 구조는 <그림
●

4.10>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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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대학교 생명윤리심의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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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0｜ 서울대 IRB의 향후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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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과정의 체계화
- 심의 분야
비의학계열의 심의대상 연구계획서는 그 내용에 따라 <표 4.1>과 같이 4개의 대분류와
이들을 각각 둘로 세분화한 8개의 중분류로 나뉘어 심의된다.
｜표 4.1｜ 비의학계열 연구분야
연구분야
교육
과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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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과학

생활
과학

주요 분과 학문

신체활동

인간의 신체활동, 운동 프로그램과 관련한 연구

체육교육학과

언어교육

외국어, 학술작문 등 언어교육 관련 연구

언어학과

개인심리

인지, 발달, 신경 등 개인 심리 현상 관련 연구

심리학과

사회행위

인간의 사회적 행위와 관련한 연구

인류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경제학

실험을 포함한 생명체의 줄기세포, 혈액, 유전자
등에 관한 연구

자연대, 농생대, 생명과학부,
수의학과

생물통계

기존의 생물통계자료를 활용한 연구

생명과학부, 통계학과

식품영양

인간의 식품·영양 섭취와 관련한 연구

식품영양학과

의류·패션과 관련한 연구

의류학과

●

생명
과학

정� � 의

실험

의류

2005년부터 2010년 2월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전체 심의 대상 91건 가운데 사회
과학의 개인심리와 생명과학의 실험 분야가 각각 25건과 20건으로 전체의 절반을 차지
하고 있다. 또한, 연구종류별 통계를 보면, 임상시험보다는 주로 행동관찰, 설문조사,
조직검체 등에 대한 연구가 심의대상이었음을 알 수 있다.
<표 4.2>는 지금까지 제출된 심의의뢰서만을 대상으로 구성된 것으로, 앞으로 IRB
심의가 정착하면 연구 분야는 더욱 섬세하게 분류될 것이다.

- 심의 과정과 쟁점
심의는 정규심의와 신속심의로 나뉘어 진행된다. 현 심의위원회는 과학자 7명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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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학자 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과학자 중에는 외부위원 2명이 포함되어 있다.
심의위원회에 앞서 사전심의가 주로 단독심사 형태로 진행되며, 이후 전체 회의를 거쳐
심의결과가 확정된다. 심의 결과는 승인, 조건부 승인, 보완·재심의, 부결, 진행 중인
프로젝트의 중지·보류 등으로 구분되며, 결과와 함께 통보되는 심의 의견은 다음과 같다.
｜표 4.2｜ 심의 의견
심사 의견

정� � 의

설명문·동의서 수정

설명문, 동의서, 모집광고의 수정 등 충분히 고지된 동의를 강화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피험자 선정·모집 수정

피험자의 선정기준과 모집방법의 수정 등 취약한 피험자를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전반적 연구 설계 수정

피험자 선정기준과 같은 구체적인 사항은 생략된 채 실험조건, 대조군 설정, 연구방
법 등 전반적인 연구 설계의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연구계획서 일부 수정

연구계획서의 제목·내용의 명료화, 전문용어 사용 자제, 선행연구 검토 포함 등 연
구계획서의 형식 요건의 강화나 부분적인 수정을 요구하는 경우

●

심의의뢰 서류 제출 미비

심의의뢰서 이외의 제출 서류의 미비함을 지적하는 경우

타기관 승인서 제출

타기관 IRB 승인서 등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조치

피험자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연구안전성 확보조치

제대 후 제대혈 폐기, 연구원 안전교육 등 연구의 안전성을 위한 조치를 요구하는
경우

위원회 승인서류 사용

연구과정에서 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서류만을 사용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지속·종료보고서 제출

지속·종료 보고서를 제출하라고 요구하는 경우

2005년부터 2010년 2월까지 심의된 91건 가운데 39건이 1차 심의에서 승인되었고
조건부 승인이 34건, 보완이 13건, 심의면제가 4건이었으며 1건이 반려되었다. 심의 의견
으로는‘설명문·동의서 수정’
이 가장 많고‘피험자 선정·모집 수정’
,‘연구계획서 일부
수정’
,‘지속·종료보고서 제출’
의 순으로 그 뒤를 이었다. 가장 적게 나온 의견은
‘타기관 승인서 제출’
이고 그 다음은‘연구 안정성 확보 조치’
이었다. 이를 통해 피험자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전달하는지와 취약 계층을 잘 배려하는지가 심의과정에서 중요한
문제로 다뤄지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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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우리나라 대학은 대부분 2009년 이후에 IRB를 설치해 아직 운영 경험이 충분하지
않은 상태다. 따라서 서울대가 지금까지 5년 동안 IRB를 운영하며 쌓은 경험은 다른
대학들에도 좋은 참고자료가 될 것이다. 서이종 교수가‘대학 IRB의 현실과 과제’
의
맺음말에서 한 다음과 같은 제언도 우리나라 대학 IRB가 성공적으로 자리 잡도록 하는 데
보탬이 될 것으로 보인다.

● 조직의 독립성, 심의의 체계화, 심의 절차의 투명성
기관 내 다른 조직이나 외부의 압력에 대학 IRB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대학은 IRB를
●

174
●

독립적인 기구로 설치해야 한다. 그리고 IRB에 충분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해야 한다.
이를테면, 심의위원회에 인간대상연구의 윤리적, 법적, 사회적 쟁점 등 관련 분야의
전문위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심의위원들이 정기적으로 전문가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자체 워크숍 등을 열거나 IRB 회의 때 교육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도 있고 외부 프로그램에 참여하도록 지원할 수도 있을 것이다.
수준 높은 심의가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심의위원회에는 과학자와 비과학자,
내부와 외부 전문가, 의생명과학에서 행동과학·사회과학까지의 다양한 분야의 전공자,
남성과 여성이 두루 참여하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심의 기준을 명확히 하고 심의서류를
공개하는 등 심의 절차나 흐름도(flow chart)에 관한 정보도 투명하게 제공해야 한다.

● 제도적 보완
식약청 고시를 설립 근거로 하는 병원 IRB와는 달리 대학 IRB는‘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외에 별다른 근거가 없다. 따라서 교육과학기술부 훈령이나 연구재단 지침
등에 대학 IRB 설립에 관한 내용을 담도록 하고,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률에도 근거 조항을
반영할 필요가 있다. 또 연구비 수주가 확정되거나 이미 연구가 시작된 이후에 IRB에
심의를 요청하는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연구비 지원기관의 지침 개정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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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학·연구기관 IRB의 협력 체계 구축
IRB 협의체 같은 기구를 만들어 서로 정보를 교환하고 협력할 필요가 있다. 이런
협의체를 통해 심의위원이나 전문행정요원을 위한 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해 운영할 수도
있을 것이며, 규모가 작은 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다른 기관의 IRB에 심의를 요청하는
등의 협력 체계도 구성할 수 있을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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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서이종, 대학 IRB의 현실과 과제 - 서울대 IRB 시범사업 결과 발표 및 시현회, 서울대
학교 생명윤리심의위원회,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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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연세대학교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
연세대 심리학과는 2006년 학과 연구심의위원회를 설립하고, 윤리
규정과 시행세칙을 만들어 시행해왔다. 연구에 대한 사전 심의와
더불어, 연구자와 연구참여자를 정기적으로 교육하는 것도 학과 연구
심의위원회의 일이다. 2009년 연구재단 지원으로 웹 기반 연구윤리
시스템(http://psysemi.yonsei.ac.kr)과 교육프로그램(http://drc.
yonsei.ac.kr)이 구축된 이후로는, 연구 수행의 모든 과정을 웹에서

●

176
●

관리하고 연구윤리 교육도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게 되었다.
지난 4년 동안의 학과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연구윤리에 대한
학과 구성원들의 인식도 자리를 잡아가고 연구윤리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늘어났다. 학과 연구심의위원회는, 제도적인 뒷받침이 아직은
충분하지 않은 현행 기관중심제도에 대한 연세대 심리학과가 제시
하는 대안이다.
여기 소개한 내용은 연세대 심리학과 정경미 교수가‘학과 윤리위원
회의 설립 및 운영’
이라는 제목으로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한 보고
서를 요약해 정리한 것이다. 이 사례는 2010년 한국심리학회지에 같은
제목의 논문으로 소개된 바도 있다(29권 1호, 165-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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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황과 성과
연세대 심리학과 연구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 운영위원 2인, 운영위원을 포함한
심사위원 5인으로 구성된다. 이들은 모두 연구신청서의 윤리적·과학적 측면을 검토
하고 평가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로서 학과 교수회의를
통해 임명된다.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연 15회 안팎으로 열린다. 심사위원 5인은
연 2회(매학기) 연구신청서 심사에 참여하고 운영위원 2인은 상시 접수된 연구신청서
심사도 담당한다.
�

● 연구 심의
●

- 심의 대상
연세대 심리학과에서 진행되는 심리학 연구는 모두 심의 대상이다. 교내 연구뿐만
아니라 교외연구도 심의를 받아야 한다. 학위논문을 위한 연구가 승인되지 않으면 학위도
수여되지 않는다. 단, 심의대상 연구가 의료원과 공동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의료원 IRB의
승인을 받았다면 학과 연구심의위원회는 별도 심의를 하지 않고 이를 인정한다.

- 심의 절차
심사는 정기심사와 상시심사로 나뉜다. 정기심사는 연 2회(매학기) 진행되고, 상시
심사는 교외연구에 한해 연구 시작 전에 이루어진다. 심의 과정에서는 연구의 심리학적·
사회학적 가치와 연구방법의 적절성도 평가하고, 더불어 참가자 보호와 관련해 위험요소
대비, 정보보호 방법, 동의절차나 사후설명의 적절성 등도 평가한다. 심의 결과는‘승인’
,
‘수정 후 승인’
,‘수정 후 재심사’
,‘불허’
로 구분되며‘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으면
일주일 안에 연구신청서를 고쳐 다시 제출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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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심의 결과와 성과
2006년 2학기부터 2009년 1학기까지의 통계에 따르면, 한 학기에 평균 89건의 연구가
정기심의를 받았고 평균 10건의 연구가 상시심의를 받았다. 2009년 1학기에 정기심의를
받은 114건의 연구 가운데 1차심사에서‘승인’판정을 받은 연구는 43건(38%),‘수정
후 승인’판정을 받은 연구는 39건(34%),‘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아 2차나 3차 심사
에서 승인된 연구가 32건(28%)이었다. 1년 전인 2008년 1학기에‘승인’
,‘수정 후 승인’
,
‘수정 후 재심사’판정을 받은 연구가 각각 29%, 11%, 60%를 차지했던 것에 견주면, 학과
연구심의위원회 운영을 통해 학과 구성원들이 연구윤리에 대해 더 잘 이해하게 되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은 연구 참가자들이 내린 평가에서도 드러난다. 2008년 2학기부터 시행한
정량적 평가 결과를 보면‘동의 절차’
,‘연구실 환경’
,‘연구자 태도’
,‘연구 내용’
,‘사후
●

설명’
에 대해 참가자들이 점점 더 긍정적으로 평가해 왔음을 알 수 있다. 2008년 2학기

178

부터 2009년 1학기까지 평가에 참여한 참가자 수는 각각 3,207명, 3,474명, 4,445명

●

이며, 평가 대상 연구 수는 47개, 58개, 69개였다.

- 연구 관리
연구심의위원회는 <그림 4.11>에 소개된 온라인 연구관리 시스템(http://psysemi.
yonsei.ac.kr)을 이용해, 연구 등록과 개설에서부터 결과보고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 더불어 연구자가 적절한 방법으로 연구를 개설하고 진행하는지 확인하고,
게시판이나 이메일을 통해 전해진 의견을 검토해 필요한 내용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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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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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 연구관리 시스템(http://psysemi.yonsei.ac.kr) 첫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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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윤리 교육
- 오프라인 교육
연구심의위원회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연구윤리 교육을 연 4회 시행한다.
교육 내용에는 연구윤리의 필요성, 연구심의위원회의 조직(구성과 기능)과 윤리지침 등이
포함된다.

- 온라인 교육
연구심의위원회는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웹 기반을 이용한 연구자 윤리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이라는 과제를 수행했다. 온라인 윤리교육 사이트인
http://drc.yonsei.ac.kr은 그 결과물이다. <그림 4.12>는 로그인하고서‘연구윤리
●

180

교육’
을 클릭했을 때 나오는 화면이다. 그림에도 나오듯 연구윤리 교육의 내용은 다음과
같이 8장으로 이루어져 있다.

●

1장. 인간 대상 연구의 연구윤리 소개
2장. 윤리강령과 윤리지침 제정
3장. 기관 윤리 심의 위원회 (IRB)
4장.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해야 할 것 - 충분한 근거에 의한 동의
5장.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것 - 위험과 혜택의 평가
6장.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해 지켜야 할 것 - 연구 참가자 선정 및 보호
7장. 연구진실성 I - 연구부정행위
8장. 연구진실성 II - 출판윤리부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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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12｜‘연구윤리교육’첫 화면 (http://drc.yonsei.ac.kr)

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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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장은 여러 페이지로 구성되고 모든 페이지를 다 공부하고 나면 시험을 보게 된다.
다섯 문제에서 넷 이상을 맞추면 다음 단계로 진행할 수 있고, 그렇지 않으면 재시험을
봐야 한다. 재시험 때는 이전 시험에서와 다른 문제가 나온다.
<그림 4.13>은 6장의 첫 페이지와 6장을 다 공부하고 나서 풀게 될 시험문제의 예를
보여준다. 8개의 장을 모두 공부하고 다 합격하면, 윤리교육 프로그램에 관한 설문에 답
하고 수료증을 받는다. 수료증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연구자들이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지정한 기간 안에 교육을 수료하지 않으면 연구관리 시스템에 연구를 개설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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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 연구윤리교육 사이트 강의와 시험 문제 (http://drc.yonsei.ac.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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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대학 IRB의 통합화를 추구해온 서울대와는 달리, 연세대는 심리학과의 사례에서
보듯 분권적 체계를 모색한다. 연세대 심리학과 한 곳에서만 한 학기에 수행되는 연구가
70~100개에 이르는 상황에서 사전심의가 필요한 모든 연구를 대학 IRB(기관연구윤리
심의위원회)에 맡기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인식도 이러한 분권적 체계를 모색하게
된 동기 가운데 하나다.
� 연세대 심리학과는 학과 연구심의위원회를 성공적으로 운영하며, 이를 현행 기관
중심 제도에 대한 대안으로 제시한다. 더불어 연세대 심리학과의 사례는 해결해야 할
다음과 같은 문제점도 부각시킨다.

- 연구 심의의 독립성과 객관성 확보
심사의원들이 모두 연세대 심리학과 교수라는 사실은 두 가지 측면에서 문제가 될 수
있다. 우선 연구자와 심사위원 사이의 물리적·정서적 거리가 가까워 연구 심의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다. 또한, 다른 전공자가 위원회에 참여하지 않아, 경우에 따라서는
다양한 윤리적 쟁점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한 해결책
으로 외부 전문가와 다른 전공자를 심의에 참여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을 것이다.
연세대 심리학과도 이런 방향의 해결책을 모색하고 있다. 다만, 비용 등 운영 측면의
어려움 때문에,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는 일은 점진적인 과정이 될 것으로 보인다.

- 대학 IRB와의 연계 강화
대학 IRB는 학과 연구심의위원회에서 승인한 연구를 사후에 승인해왔는데, 지금까지
그 과정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단순한 사후 승인 방식이 아니라 학과
심의위원회와 대학 IRB가 유기적으로 묶일 수 있도록 연계 체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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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6

대한전기학회 윤리위원회
대한전기학회는 2006년 12월 연구윤리 준비위원회를 구성해 윤리
강령과 윤리위원회 규정을 만들고 이듬해인 2007년 5월 윤리
위원회를 출범시켰다. 윤리위원회는 2007년 하계학술대회에서
윤리강령을 선포하고 연구윤리 특강을 개최하는 것으로 공식적인
활동을 시작했다. 이후 해마다 학회 학술대회 때 연구윤리 특별
세션을 열어 연구윤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이끌어내려고 노력
해왔다.

●

185
윤리위원회는 출범하자마자 연구윤리에 관한 내규를 만들기
시작해 1년 가까운 노력 끝에 2008년 6월 상세한 내규를 제정해
발표하였다. 윤리위원들이 여러 차례 온·오프라인에서 만나
토론과 고민을 거듭했던 과정과 그 결과물인 연구윤리 내규는
대한화학회와 한국공업화학회의 특강 등을 통해 다른 학회나
연구기관에 소개되기도 하였다.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 내규는
2010년 9월 한 차례 개정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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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동 과정과 성과
윤리강령과 연구윤리 내규를 만드는 일은 윤리위원들에게 학습과정이기도 했다. 일반
적인 윤리원칙을 단순히 적용하는 방식으로 해낼 수 있는 작업이 아니었기 때문이다. 전기
공학 분야의 연구윤리 문제는 전기공학을 하는 사람들의 몫이었다. 특강 같은 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학회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일도 그래서 중요했다.
�

● 윤리강령과 연구윤리 내규
- 윤리강령
해설까지 붙여 발표한 윤리강령은 다음과 같이 10개의 항목으로 이루어져 있다.
●

186
●

‘사회에 대한 책임’
,‘신의의 원칙’
,‘이해상충에 대한 대처’
,‘정직한 자료 사용’
,
‘법령 준수’
,‘지식재산권 존중’
,‘공정성의 원칙’
,‘공평성의 원칙’
,‘전문분야 발전에
기여’
,‘친환경기술 및 지속가능기술을 확산하는 노력’
이 그것이다. 이들 내용 자체는
미국전기전자학회(IEEE)의 윤리헌장과 크게 다르지 않다. 하지만, 기존 자료들을 공부
하고 토론해가면서 강령을 만드는 과정은 일차적으로 그 작업에 참여했던 위원들에게,
그리고 학회 전체의 교육적 차원에서 뜻깊은 일이었다. 충분히 생각하고 고민해보는
기회였기 때문이다.

- 연구윤리 내규
윤리강령과는 달리 내규의 제정은 당면한 문제를 다루는 현실적인 작업이었다. 해도
되는 일과 하면 안 되는 일을 가능한 한 분명하게 정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내규는
1장 총칙, 2장 연구부정행위, 3장 출판윤리, 4장 연구진실성 검증으로 구성된다. 역시
쟁점은 중복게재였는데, 이 문제는 2장 1절 5조 6항에서 아래와 같이 정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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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내규 제2장 1절 5조 6항(중복게재)
중복게재”
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둘 이상의 학술지에 발표한 행위를 말한다.
① 이미 출간된 본인 논문과 주된 내용이 동일하다면 후에 출간된 본인 논문의 본문이 다소
다른 시각이나 관점을 보여주는 텍스트를 사용하거나 이미 출간된 동일한 데이터에 대한 다소
다른 분석을 포함하더라도 중복게재에 해당한다.
② 독자층을 넓히려는“2차출판”
의 경우, 대한전기학회를 포함한 두 학술지 편집인이 모두 2차
출판에 대해 동의해야 한다. 1차출판과 2차출판 사이에는 1주 이상의 시차가 있어야 하고, 두
출판물의 저자는 같아야 한다. 2차출판물에서는 각주 등을 통해 2차출판 사실을 밝히며 1차출
판물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한 언어로 출간된 논문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여
다른 학술지에 출간하는 경우도 2차출판에 해당하므로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③ 연구 단계에 따라 초기 성과를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우선 발표하고 나중에 완성도를
높여 작성한 논문을 대한전기학회 학술지에 투고하는 것은 허용된다. 단, 학술지 투고 논문에서
초기 성과가 발표된 학회 학술대회에 관한 정보를 각주 등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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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조항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중복게재(①)와 허용되는 2차출판(②)을 함께 언급하고
있다. 한편, 대한전기학회 학술대회에서 발표한 논문을 나중에 보완해 학회지에 투고하는
것은 연구진행 과정에 따른 정당한 절차로 본다(③).

저자자격의 기준을 정하는 것도 만만치 않은 문제였는데, 논란 끝에 다음과 같이 정리
되었다.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내규 제3장 12조(저자결정 기준)
① 저자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한 학술적·기술적 기여도에 따라 정한다. 저자가 되려면
1. 연구의 기획이나 자료의 획득·분석·해석 등에 상당 부분 기여하고
2.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3. 출판될 원고를 최종 승인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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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조항은 국제의학학술지편집인협의회(ICMJE)가 제시한 기준에서‘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결정적으로 고치며’
를‘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로
바꾼 것이다. (1과 3은 ICMJE에서와 같다.) 연구나 실험 과정에서 중요한 기여를 한 대학
원생이 논문의 초안을 쓰거나 주요 내용을 결정적으로 고치는 일까지 함께 하지는 않은
경우, ICMJE의 기준에 따르면 이 대학원생은 저자가 될 수 없을 것이다. 대한전기학회
윤리위원들은 이 부분이 다소 이상적이라고 생각했다. 특히 공동연구자가 많은 연구에
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하지만, ICMJE에서 글쓰기를 논문 구성의 중요한 요소로 봤다는 점에는 동의하였다.
그래서 저자가 되려면 초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떤 형태로든 글쓰기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을 내규에 담으려 했다.‘원고의 초안을 작성하거나 주요 내용을 결정적으로
고치며’
가‘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하며’
로 바뀌게 된 데는 이런 사연이 있었다.
●

대학원생이 실험 결과에 관한 보고서를 지도교수한테 보내고 지도교수가 이 실험보고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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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논문의 초안을 만들었다면, 이 대학원생은 원고를 작성하는 과정에 참여했다고

●

볼 수 있을 것이다.
4장은 연구진실성 검증 과정과 절차를 담은 것으로서 (구)과학기술부의‘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2007)’
을 참고해 만들었다. 하지만, 운영 경험 없이 가상의 사례를
염두에 두고 한 작업이라는 점에서 한계가 있었다. 2010년 9월에 한 차례 내규를 개정한
것도 윤리위원회에서 다룬 실제 사례 하나가 계기가 되었다.

● 연구윤리 의식을 높이기 위한 활동
- 하계학술대회 특강
해마다 윤리위원회는 하계학술대회를 통해서 학회 회원들을 만난다. 윤리위원회가
출범한 2007년부터 빠지지 않고 연구윤리 특별 세션을 열어왔기 때문이다. 그 자세한
내용은 표 4.3에서 볼 수 있다. 되도록 많은 회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전체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과정에서 연구윤리 특강과 같은 시간에 열리는 병렬 세션의 수를 최소화하려고
노력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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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3｜ 대한전기학회 하계학술대회 연구윤리 특별 세션
연도
2007

특강 제목과 내용
� - 연구윤리의 쟁점과 과제, 부산대 송성수 교수
� - 논문출판과 연구윤리, 인하대 김형순 교수
“좋은 연구를 위하여”
� - 연구노트 왜 필요한가? 한국전기연구원 김광수 박사
� - 연구자의 연구노트 사례, 한국전기연구원 이건웅 박사

2008

� - 좋은 연구와 연구 윤리 : 대한전기학회 내규를 중심으로
�

발표 : 고려대 윤태웅 교수

�

토론 : 서울대 문승일 교수�

��������

조선대 조은희 교수

“
� 세상 속의 전기공학인”

●

� - 세상이 기대하는 바람직한 전기공학인 : 철학자의 시선
� � � � � � �한
� 동대 글로벌리더십학부 손화철 교수
2009

� - 바람직한 전기공학인 키우기 : 전기공학자의 경험
� � � � � � �서
� 울대 전기공학부 이장규 교수
� - 종합토론
� � � � � � �서
� 울대 전기공학부 한송엽 명예교수
� � � � � � �서
� 울시립대 철학과 이중원 교수

2010

� - 연구와 출판윤리, 인하대 김형순 교수
� - 연구노트와 보고서(논문) 작성법, 중앙대 김호성 교수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특강 내용을 보면‘연구윤리와 출판윤리에 관한 일반적인
논의’
,‘연구노트 사용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
와‘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 내규의 소개’
,
그리고‘전기공학인의 사회적 책임’
으로 주제가 진화해왔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2010
년에 다시 2007, 2008년과 유사한 주제로 돌아오게 되는데 이는 학술대회에 처음 참석
하는 신진연구자들을 배려하기 위해서였다.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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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리위원회 전시부스 운영
2009년 특강 때는 교육과학기술부의 지원도 있었기에 특강과 더불어 7월 15일부터
17일까지 사흘 동안 전시부스를 운영하는 등의 다양한 활동을 시도했다.

• 연구윤리와 학습윤리에 관한 자료집 제공
• 연구윤리와 과학기술글쓰기에 관한 도서 전시
• 출처표시에 관한 퀴즈 이벤트 진행
• 연구윤리에 관한 플래시 동영상 상영

이 행사를 통해 제공한 자료와 전시 도서 일부는 연구윤리정보센터(http://grp.or.kr)가
지원했다. 전시부스를 찾아온 사람들한테는 USB 메모리와 전시도서 일부를 상품으로
●

걸고 인용에 관한 퀴즈에 참여하도록 하기도 하였다. 노력이 많이 필요하긴 했지만, 전시

190

부스 운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학회 참석자들의 관심을 유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

<그림 4.14>와 <그림 4.15>는 전시부스와 전시도서를 보여주는 사진이다.

｜그림 4.14｜ 대한전기학회 윤리위원회의 전시부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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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5｜ 대한전기학회 윤리위원회 전시부스에서 전시된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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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망
지난 4년은 대한전기학회가 윤리위원회를 구성하고 그 체계를 마련하는 시간이었다.
윤리강령과 내규를 제정하고 특강 등을 개최해 연구윤리에 대한 회원들의 관심을 높이
려는 노력도 기울여왔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윤리위원들은 같은 분야의 연구자들이 모여
공감을 이루어내는 게 중요하다는 사실을 인식할 수 있었다. 의미 있는 성과다.
해마다 연구윤리 특강에 참석하는 회원들이 강당을 메우고, 2009년 하계학술대회 때는
윤리위원회 전시부스가 큰 성황을 이루기도 했지만, 아직 연구윤리를 자신의 문제로
여기는 연구자가 많다고는 할 수 없을 것이다. 윤리위원회의 지속적인 홍보 활동이 필요
함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연구노트·논문 작성법 등에 관한
특강을 정기적으로 운영하는 일도 윤리위원회의 몫이 될 것이다.
●

192
●

｜참고자료｜
김용권, 전기공학인의 사회적 책임과 바람직한 전기공학 교육을 위한 심포지엄, 연구
윤리활동지원사업 결과보고서, 2009.
대한전기학회 윤리강령, http://www.kiee.or.kr/data/연구윤리_강령(최종본).pdf
(2010년 11월 15일 최종확인)
대한전기학회 연구윤리내규, http://www.kiee.or.kr/data/연구윤리_내규(최종본).pdf
(2010년 11월 15일 최종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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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좋은연구> 추천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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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소개
● 올바른 연구 실천이란 무엇인가?
스웨덴연구회에서 발간한 연구윤리 안내서. 바람직한 연구관행의 의미, 연구계획,
수행, 출판과 연구협력, 연구자의 이해관계, 연구자의 다른 역할시 윤리기준, 연구 부정
행위의 개념, 사례, 처리, 예방노력 등의 내용으로 구성.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 개념을
쉽게 알 수 있는 좋은 입문서. 2009년 발간.
(http://www.grp.or.kr/data.90716)

● 이공계 대학원생을 위한 좋은연구 Q & A � � � � � �
<좋은연구>의 자료에서 이공계 대학원생들이 꼭 알아야 할 연구노트 작성법과 실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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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의 처리, 논문 작성법 등을 발췌한 책자. 연구 초심자들이 궁금해 하는 질문에 대한

●

간략한 설명의 형식으로 구성. 이야기 마당과 웹툰에서 소개하는 사례도 연구윤리교육
에서 활용할 만한 토론거리. 2010년 발간.
(http://www.grp.or.kr/data.104660)

● 연구윤리:서울시립대학교 이공계 및 사회과학 대학원 연구윤리 강의 교재
이공계 및 사회과학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교육을 위한 강의교재. 연구진실성의 규범,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종류, 연구자공동체생활, 논문집필 가이드, 발표기술 가이드 등의
내용을 수록. 2007년 발간.
(http://www.grp.or.kr/data.4620)
�

● 실천 연구윤리
연구윤리의 배경과 특성, 연구계획서, 데이터관리, 표절과 올바른 인용, 논문저자
범위와 순서, 연구 환경의 특성, 이해상충과 공로배분, 동료심사, 공동연구와 위탁과제,
연구윤리진실성 검증 제도 등을 수록. 2007년 과학기술부 발행.
(http://www.grp.or.kr/data.6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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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윤리 안내서와 연구노트 작성법
● 가톨릭대학교 대학생 학습윤리 가이드북
가톨릭대학교 교양교육원에서 학생들의 눈높이에 맞는 바람직한 학습 태도를 제시
하고자 정한 <학습윤리 가이드라인>과 해설. 대학 신입생을 위한 학습윤리 안내서로는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발행. 2009년 초판, 2010년 개정판 발간.
(http://www.grp.or.kr/data.110904)

● 한동인을 위한 학습윤리 가이드북
한동대학교 한동교육개발센터에서 집필한 학습윤리 가이드북. 학습윤리의 목적,
학습 공동체와 학습윤리, 개인적·사회적 차원에서의 학습윤리, 올바른 출처표시와
인용, 퀴즈와 과제물 체크 리스트 등으로 구성.
(http://www.grp.or.kr/data.61092)

● 올바른 연구문화를 위한 연구노트의 작성과 관리
교육과학기술부에서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노트 관리지침을 발표하면서 제작한
해설집.
지침의 내용과 배경을 비롯하여 연구노트 작성과 관리 방법 등을 포함.
(http://www.grp.or.kr/data.54764)

● 올바른 연구노트 작성 및 연구윤리
연구노트 작성과 보관 등에 대해 교육과학기술부에서 제작, 배포한 동영상 파일.
(http://www.grp.or.kr/data.547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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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 지침
● 연구윤리확보를 위한 지침
2007년 2월 8일에 구 과학기술부에서 제정했던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의
2008년 7월 개정판. 연구부정행위의 정의와 범위, 연구지원기관의 권한과 역할, 제보자
및 피조사자의 권리 보호,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등을 수록.
(http://www.grp.or.kr/data.126136)

●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 연구윤리 지침
한국학술단체총연합회에서 2010년 제정하여 각 학회에 배포한 지침으로 표절과 중복
●

198
●

게재에 대한 정의, 표절과 중복게재에 대한 판단 유형, 인용과 출처표시에 대한 내용
등을 포함.
(http://www.grp.or.kr/data.84808)

●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2010년 개정된 지침. 연구자의 책임과 의무, � 연구발표에 있어서의 진실성, 연구자료의
관리, 이해상충, 인간 대상 연구의 윤리, 동물 대상 연구의 윤리, 연구의 안전 관리, 연구
윤리 교육 등을 포함.
(http://www.grp.or.kr/data.172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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