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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부정행 와 연구 규범＊†

57)최 훈, 신 섭‡

 논문  ‘연  정행 ’가 무엇 가  히고, 연  정행   해 

어  규  필 한가  연 하 고 한다. 보  조, 조, 표절 행 가 표적

 연  정행  꼽힌다. 그러나 것들  그 가 많  않고 비 적  

것  하  연  경에 특수한 것  아니  문에 연   규  주

 심 가 는 것  람 하  않다. 그 신에 연  규  논 할 는 

비 적  여  판단하  어  실수 또는 주 에 한 에 심  

집 어야 한다. 

는 컨   실험  함  에 해 정행  

비  판단하는 것  쉽  않다는 주  할 것 다. 그래  결 적  

 없  실수 또는 주 에 한 연  행 는 적  비난 아야 

한다는 연  규  필 하  그 게 어야 한다는 제안  한다. 

[주 어] 연  , 연  정행 , 연  규 , 조, 조, 표절, 컨

1. 머리말

과학기술의 발 , 특히 생명공학의 발 은 우리가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많은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최근 우리사회에 큰 충격을 황우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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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사 사태는 생명 윤리와 연구 윤리의 부재가 래한 결과라는 분석이 설득

력을 얻고 있다.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상황이 처음 발생했기 때문에 이에

한 연구는 충분하지 않다. 기 세포 연구와 련하여 생명 윤리에 한

연구는 다양하게 진행되었지만, 연구 규범과 련된 연구 윤리 연구는 많지

않았다. 황우석 박사 사태의 재발 방지뿐만 아니라 연구의 규제 인 규범에

부응하기 해서는 연구 규범에 한 철학 인 탐구가 매우 필요하다.

이 논문은 ‘연구 부정행 ’가 무엇인가를 밝히고, 연구 부정행 를 막기

해 어떤 규범이 필요한가를 연구하려고 한다. 그리고 연구 부정행 에 다

양한 스펙트럼이 있으며, 그 에서 연구 규범을 논의할 때 주목해야 하는

부정행 는 실수 는 부주의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우리는 리컨의

기름방울 실험 사례를 분석함으로써 의도에 의해 부정행 의 비윤리성을

단하는 것은 쉽지 않다는 주장을 할 것이다. 그래서 결론 으로 의도와

상 없이 실수 는 부주의에 의한 연구 행 는 윤리 으로 비난 받아야

한다는 연구 규범이 필요하며 그 게 교육되어야 한다는 제안을 한다.

2. 연구 부정행 와 연구 윤리

황우석 박사 사태는 우리 사회 체를 혼란에 빠뜨리게 할 만큼 논란거

리 지만 그가 논문의 데이터를 조작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다. 황우석은

2005년에  사이언스 에 환자 맞춤형 기 세포에 한 논문을 발표하 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 연구의혹 련 조사 결과 보고서 에 따르면  사이언

스 에 논문 제출 시 에 일부 기세포주만 존재하고 나머지 세포주는

기세포주로의 특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진행되지 않은

상태 기 때문에 사이언스 논문에 보고된 데이터 그림은 구체 실험

결과 없이 조작되었다.1) 이러한 논문 조작은 어떤 명분으로도 용납되지 않

1) 서울 학교 진상조사 원회(2006년 1월 10일). 이 보고서에서는 황우석 박사가

2004년에  사이언스 에발표한논문의데이터도조작이라는결론을내리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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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비윤리 인 행 로 비난 받으며, 그 연구자의 연구 성과와 상 없이 진

정성이 의심을 받는다.

학술 연구에서든 일상 생활에서든 정직은 옳은 것이고 거짓말은 그른 것

이라고 사람들은 믿고 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더 근본 인 질문이 답

되어야 한다.

① 어느 경우에 거짓말이라고 말할 수 있는가?

② 모든 거짓말은 나쁜가?

③ 왜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가?

우리가 실생활에서 만나는 상황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라는 계명으

로 해결할 수 있을 만큼 단순하지가 않다. 답해야 할 상황에서 침묵을

지키는 것은 거짓말이라고 할 수 있는가? 의도 이지는 않지만 사태나

상을 부 하게 기술하는 것은 거짓말인가? 선의의 거짓말(white lie)을

용인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그 사람들에게는 독립군을 숨겨주

고서 일본군에게 독립군이 어디 있는지 모른다고 말하는 것은 오히려 권장

할 만한 일이다. 그 다면 모든 거짓말이 나쁜 것은 아니다. 그런데 왜 거

짓말은 그른 것이라고 말하는가? 거짓말에 해서도 이러한 질문들이 답

되어야 한다. 당연히 그르다고 생각하는 거짓말에는 와 같이 쉽지 않은,

복잡한 질문들이 제기될 수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연구 윤리 역에서도 같은 것을 묻고 답해야 한다.

① 어느 경우를 부정 행 라고 말할 수 있는가?

② 모든 부정 행 는 나쁜가?

③ 왜 부정 행 를 하면 안 되는가?

황우석 박사의 조작은 분명히 비윤리 인 행 라고 비난받았다. 그러나

연구 부정행 도 와 같은 질문을 던지면 단히 복잡한 문제가 얽 있

음을 알게 된다. 이 질문들에 한 답이 이루어지지 않고서는 연구 부정

이 의심되는 사례에서 어디까지 조작이라고 해야 하고 조작이 밝 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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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느 정도의 비난 는 제재를 해야 할지 결정할 수 없다. 그리고 연구 윤

리의 정립을 해서는 연구 규범의 제정이 필요하고 연구자들 한 비

연구자들에게 연구 윤리에 한 소양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러나 ‘거

짓말하지 말라’와 같은 막연한 계명이 복잡한 인간사에서 부딪히는 윤리

인 상황에서 처할 수 있는 실질 인 도움을 수 없는 것처럼, ‘연

구에서는 조작을 하면 안 된다’와 같은 연구 규범은 연구자들에게 결정

인 도움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므로 와 같은 질문에 해 답을 강구하

면서 실질 인 연구 규범을 도출해야 한다.

3. 어느 경우에 연구 부정행 라고 말할 수 있는가?

존 롤즈는 그의 <정의론>을 “진리가 사상 체계의 으뜸 덕목이라면 정의

는 사회 제도의 으뜸 덕목이다.”2)라는 말로 시작한다. 사회 제도에서 정의

가 갖는 치를 사상 체계의 진리의 치에 비유한 만큼, 사상, 학문, 연구

에서 진리 추구가 가장 요한 활동이라는 것을 아무도 부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최근에는 연구 공동체에 필요한 덕목으로 진실성(integrity)3)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인다. 진리는 연구 내용이 사실과 일치하느냐, 연구 내용

2) J. Rawls, A Theory of Justice, The Belknap Press of Harva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1971, 3쪽.

3) ‘충실성’ 는 ‘진정성’이라고번역할수도있는데, 연구윤리와 련하여 ‘진실성’

이라는 번역어가 더 리 쓰인다. 연구 진실성은 “좁은 의미로는 연구 부정행

( 조, 변조, 표 )가 없는 연구를 의미하지만, 넓게는 인간 는 동물을 실험

상으로하는연구에서가져야할윤리, 연구비의정직한사용과함께연구내용의

심사, 내부부정행 제보, 내부고발자보호, 공동연구윤리등연구자의동료로

서 지켜야 할 윤리까지 포함한다.”교육인 자원부, 한국학술진흥재단  연구 윤

리 소개 , 2006, xii 참조. 반면에 연구부정행 에는 조, 변조, 표 뿐만 아니라

부당한 논문 자표시, 본인 는타인의부정행 의 의혹에 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해를 가하는 행 , 과학기술계에서 통상 으로 용인되

는 범 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 등이 포함된다. 과학기술부, “연구윤리 확보를

한 지침” 제4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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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상호 모순되는 이 없느냐,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정직하게 보고하

느냐 등, 주로 정직성과 련되어 쓰인다.4) 그러나 실제 연구에서는 정직

성 외에도 동료 연구자들끼리의 력과 상호 신뢰, 정보의 공유, 연구 과정

이나 연구 결과에 한 책임감, 연구 상(사람이나 동물)에 한 배려, 연

구 결과의 정확한 보고 등도 요하게 문제가 된다.5) 다시 말해서 연구에

서는 정직성뿐만 아니라 연구 공동체나 연구 차에서의 완 성까지도 고

려되어야 하기 때문에 진실성이라는 더 넓은 개념이 쓰이는 것이다. 그러

나 역시 가장 기 가 되는 덕목은 정직이다.

연구에서 이런 진실성 는 정직이 상실된 경우 가운데 하나가 연구 부

정행 (research misconduct)이다. 한때는 연구 사기 행 (research fraud)

라는 용어도 쓰 다.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의 과학 책임과 윤리 강령

원회는 사기라는 용어의 “법 인 해석은 의도 인 기만뿐만 아니라 피

해자에 한 손해나 손상을 요구한다.”6)는 에서 ‘사기’라는 용어가 합

4) 연구 윤리에서는 ‘truth’의번역어는 ‘진리’보다는 ‘진실’이더 하다. 철학에서

주로쓰이는 ‘진리’는 상과진술사이의 계 는 진술 상호 간의 계에서주

로 객 인내포로 쓰이지만, ‘진실’은 발화자의의도에 주목하는주 인용어

이다. 연구윤리에서 연구 결과물은연구자와 유리된 것이 아니고 연구자들의 태

도가 요하게 문제되기 때문에 ‘진실’이 더 합한 번역어일 수 있다.

5) Institute of Medicine National Research Council, Integrity in Scientific Research,

The National Academic Press, 2002, 5쪽.

6)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Panel on Scientific(1992), Responsibility and the

Conduct of Research, Responsible Science, Volume I: Ensuring the Integrity of the

Research Process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y Press, 25쪽). 이와 련하

여 리드먼은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연구에서의 사기(기만)행 는 속이려는

의도를가진고의 인허 진술을포함한다. 이는 군가가 실제로그 속임수를

믿어 그 결과 손해를 보았는지 여부와는 무 하게 성립한다는 에서, 통상 인

사기 행 (fraud)에 한 법 정의와는 부분 으로 다르다. 과학에서는 속임수

를 쓰려는시도를했다는 사실 자체만으로도충분히나쁜짓으로 간주된다. 그런

사례들에서아마도과학그자체가손상을 입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법률가들은

만약 ‘연구에서의사기행 (기만행 , research fraud)’라는용어를사용하면이런

의미의 차이 때문에 법정에서 (통상 인 사기행 와) 혼동이 빚어질 수 있다고

연방기구들을 설득했다, 이후 미연방 규제기구들은 ‘과학에서의 부정행 ’

(scientific misconduct), 나 에는 ‘연구에서의 부정행 ’(research misconduct)라

는 용어를 받아들 다.” 폴 리드먼, “연구윤리 서설”, 유네스코한국 원회 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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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실제로 연구 행 에 부정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피

해자를 구체 으로 지목하기는 힘들다. 연구비를 지 한 기 이 피해자일

수 있고, 더 넓게 봤을 때 국가가 연구비 지 기 이라면 세 을 납부한

국민이 피해자가 될 수도 있다. 그리고 연구 부정행 요한 한 가지

가 표 인데, 표 의 경우에는 표 당한 상 방 연구자가 피해자라는 에

서 피해자에 한 손해가 존재한다. 따라서 연구 행 에서 ‘사기’ 신에

‘부정’이라는 용어가 더 많이 쓰이게 되었다.

우선 연구 행 에서 비행에 어떤 종류의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찰스

베비지(Charles Babbage)는 과학에서 4가지 종류의 ‘사기’를 구분하 다.7)

속임(hoax), 날조(forging), 깍아내기(trimming), 가공(cooking)이 그것이다.

먼 ‘속임’은 언젠가는 밝 질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데이터를 조하

는 경우이다. 속는 상 방을 웃음거리로 만드는 데 목 이 있다. ‘날조’는

원히 밝 지지 않으리라고 믿는다는 에서 ‘속임’과 차이가 난다. ‘깍아

내기’는 찰한 결과가 평균값과 무 차이가 날 때 원자료의 평균값은 그

냥 둔 채 표 편차를 여서 결과가 더 그럴듯하게 보이려는 것을 의미한

다. 마지막으로 ‘가공’은 자신의 주장을 지지하는 데이터만을 고르는 것을

말한다. 베비지는 날조가 과학에 가장 해롭지만 그 사례는 드물다고 말한

 과학연구윤리 (당 , 2001), 274-275쪽. ‘과학에서 사기’가 ‘과학에서 부정행 ’가

된 과정에 해서는 다음 논문 참고. Howard K. Schachman, "What Is

Misconduct in Science?" in Deni Elliott and Judy E. Stern, editors, Research

Ethics : A Reader, University Press of New England, 1997, pp.239-241. 뿐만 아

니라 미국 ORI가 ‘연구 사기’로 고발한 사건들이 실제 재심과정에서 ‘의도성’을

입증하지 못해 패소한 경우가 많았다. 이런 상황을 고려하여 ORI는 의도성을 입

증하지 않아도 되는 ‘연구 부정행 ’라는 용어를 사용하게 되었다.

7) Charles Babbage(1830, 1970), Reflections on the Decline of Science in England.,

pp.174-183. W. 로드, N.웨이드(1989), pp.28-29, Babbage는 1830년 국과학

계에 윤리, 정직, 진실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기록하 다. 그는 과학 연구에서 윤

리의 요성을 선구 으로 지 하 다. A.E.Shamoo, D.B. Resnik (2003),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Oxford University Press, A. Franklin

(1986), The Neglect of Experiment,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p.

227 참고. 홍성욱, ｢연구 진실성과 과학 부정행 :쟁 과 과제｣, 과학기술정책연

구원,  연구윤리․진실성 확보를 한 과학기술계 토론회 발표문, p.6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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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미국 행정부의 과학기술정책국은 연구 부정행 를 ‘연구 계획, 수

행 혹은 심사, 는 연구 결과 보고에 있어서 조(fabrication), 변조

(falsification), 표 (plagiarism) 행 ’로 정의한다.8) 그리고 조, 변조, 표

에 해 각각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a) ‘ 조’는 있지 않은 데이터, 결과 기록, 보고를 제출하는 것이다.

(b) ‘변조’는연구자료나장비혹은과정을조작하거나데이터 는결과

를 바꾸거나 생략하여 연구 기록이 정확하게 표 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c) ‘표 ’은 다른 사람의 아이디어, 연구 과정, 결과 혹은 표 을 한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유용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는 표 인 연구 부정행 로서 편의상 FF&P로 여 말하는

데, 연구 윤리에 한 논의에서 빠지지 않고 등장한다. 그런데 폴 리드먼

은 고의성을 부각시켜서 이 FF&P를 설명한다. 곧 ‘ 조’는 “있지 않은 결

과를 만들어 내거나 하지도 않은 실험을 꾸며 는 것을 포함하는 행 ”이

고, ‘변조’란 “실험 방법에서 데이터 분석까지 실험의 여러 측면들 일부

를 의도 으로 조작해 그 결과가 정당한 차를 거쳤을 때 나오는 것과 달

라지도록 만드는 행 ”를 말한다. 그리고 ‘표 ’은 “다른 이의 말이나 아이

디어 등을 자신의 것으로 속여 넘기려는 의도를 가지고 이를 이용하는 행

로 통상 정의된다.”고 말한다.9) FF&P에는 고의 인 허 진술이 포함되

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실제로 법 인 사기 행 는 ‘고의(故意)로 남을 속여 착오(錯誤)에 빠지

게 하는 법행 ’라고 정의되므로 속이려는 의사가 있었느냐가 요한 요

소로 개입된다. 부분의 사기 사건은 시작 단계에서부터 속이려는 의사를

8)  연구 윤리 소개 , 27쪽과 에서 재인용.

9) 폴 리드먼, 앞의 , 274쪽.  과학연구윤리 에서는 fabrication은 ‘ 조’ 신에

‘날조’로 번역되어 있다. 252쪽 참조. 우리 사회에서 문제가 되었던 ‘ 복 게재’,

‘이 게재’, ‘자기 표 ’은 표 에 포함된다.



110 최 훈․신 섭

분명히 가지고 있다. 그런데 베비지의 분류에서는 ‘속임’과 ‘날조’를 제외하

고는 이런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다. 요한 것은 과학 연구의 경우에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는 경우는 생각보다 많지 않다는 것이다. 휘트벡(C.

Whitbeck)에 따르면 이런 사례는 열 손가락으로 꼽을 정도라고 한다.10) 흰

쥐의 이식된 피부 조각을 펠트펜으로 검게 칠해 검은쥐의 피부 조각을 흰

쥐에 이식하는 획기 실험에 성공한 것처럼 가장한 면역학자 리엄 서머

린(William Summerlin) 사건이 고의 인 연구 사기 행 의 표 인 경우

이다. 안타깝게도 황우석 박사의 세포 사진 조작 사건도 얼마 안 되는 사

례에 덧붙여진다.11)

이 게 고의 으로 속이는 사례는 드물 뿐만 아니라 설령 많다고 하더라

도 행 의 윤리성이 논란거리조차도 되지 못한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속이

려는 의도가 분명히 있었다면 비난받아 마땅하기 때문이다. 어떤 사법 인

처벌을 받을 것인가, 는 연구 단체 내에서 어떤 징계를 받을 것인가는

법 인 문제이므로 처벌 는 징계의 정도와 상 없이 그것 자체가 비윤리

인 행 이다. 연구 윤리 논의에서 고의 으로 속이는 사례가 하지

않은 다른 이유는 그런 사기성 거짓말은 연구 상황의 특수성 때문에 생

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연구 공동체에서 발표라는 압박이 과 하기

때문에 속임수의 유혹을 빠질 수 있긴 하지만 그것은 기업과 같은 기 에

서도 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이다. 따라서 그런 거짓말은 일반 윤리 규범

으로 충분히 제재하고 교육할 수 있으며, 연구 윤리에서는 연구 공동체의

특수성 때문에 생기는 다른 종류의 부정행 에 심을 집 하는 것이 효율

이다.

결국 연구 윤리에서 그 사례가 많지 않고 논란의 여지가 은 FF&P에

논의를 집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 마찬가지로 이런 사례들을 들어

10) C. Whitbeck (1995), “Truth and trustworthiness in research”,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Vol. 1(4): 403-16.

11) 황우석 사건에서 보듯이 조작을 밝 내는 일은 쉬운 일이 아니다. 내부자 고발

이 없었으면 조작이 드러나지 않았을 수도 있었다. 그러나여기서는 그 은 논

외로 하겠다.



연구 부정행 와 연구 규범 111

연구 규범을 만들고 연구 윤리의 교육을 하는 것도 하지 않다.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배비지가 말한 ‘깍아내기’나 ‘가공’의 경우처럼 고의성

은 없지만 데이터에 한 선택과 변형이 존재하는 경우나 고의 이지는 않

지만 실수 는 부주의에 의해서 데이터 변형이 생기거나 고의성이 있는지

없는지 단하기 힘든 경우이다. 연구 환경에서 이런 잘못들은 굉장히 많

이 발생하고 그런 경우 어느 정도의 윤리 인 비난을 할 수 있는지 단정

으로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FF&P가 연구 부정행 의 형 인 사례들인 것은 분명하다. 황우석 박

사 사태 이후 연구 윤리에 한 심이 높아지면서 과 연구 공동체에

는 연구 윤리에 한 논의가 많아졌는데 그 논의는 주로 FF&P에 집 되어

있다. 그러나 그 사례가 많지 않고 비윤리 인 것이 분명하고 연구 환경에

특수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연구 윤리와 규범의 주된 심사가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심은 비윤리 인지 여부를 단하기 어려

운 실수 는 부주의에 의한 사례에 집 되어야 한다. 그리고 이런 이유

때문에 ‘연구 사기’보다는 ‘연구 부정행 ’가 연구 공동체에는 합한 용어

이다.

4. 모든 연구 부정행 는 나쁜가?

폴 리드먼은 “연구윤리 서설”에서 비윤리 인 연구 실행을 식별해 내

는 우리의 능력을 강화하기 한 방법으로 과학 연구에서 질러지는 여러

가지 종류의 실수들을 나열한다. 그의 의도는 “실수를 찾아내고 이를 미연

에 방지하는 법”12)을 배우기 해서이지만, 연구 부정행 에서 FF&P와 실

수의 차이에 주목하는 우리의 심에 도움이 되므로 그 사례들을 여기서

살펴보도록 하자. 그 결과 연구 부정행 에 다양한 스펙트럼이 있음을 알

게 될 것이다.

12) 폴 리드먼, “연구윤리 서설”, 25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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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 1: 어떤 연구자가 우선권을 획득하려고 무나 안달한 나머지 최

발견을 확인해 보지도 않고 논문 고를 제출해서 잘못된 결과

가 발표되었다.

사례 2: 실험의결과가 상했던 로나타나서연구자는 상치못한결

과가 나왔을때 했어야 할세 한 검토를 해보지 않고 그결과를

그 로 받아들 다.

사례 3: 편향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고려하지 않고 설계한 실험을 수행하

다가 오류가 발생하 다.

사례 4: 자신의 결론을 뒷받침하기 해 선별된 일부 데이터만을 이용했

다.13)

사례들은 분명히 FF&P의 사례는 아니다. 고의성이 개입되어 있지 않

기 때문이다. 그러나 고의 이지 않은 실수라고 해서 비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단순한 실수일까? 그 지는 않다. 법률에서는 부주의나 태만 따 에

서 비롯된 잘못을 ‘과실’(過失)이라고 부르는데, 과실의 정도가 큰가 작은가

에 따라 다르겠지만, 보통 책임 조건이 된다. 따라서 윤리 인 비난이 법률

인 책임보다 그 용 범 가 더 넓은 을 감안하면 과실에 의한 실수는

윤리 인 비난의 상이 될 것이다. 물론 그 실수의 정도에 따라 비난의

양이 다를 것이다.

사례들은 모두 부주의 때문에 생긴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그런

에서 의도 속임수나 거짓말은 아니고, FF&P 경우와 같은 제재는 가해지

지 않을 것이다. 그 다고 해서 윤리 인 비난을 피할 수는 없다. 부주의에

한 경계는 연구자들이 항상 교육 받는 것이므로 그런 부주의가 무지나

통제 불능의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특히 사례 1과 같은 경우는 우선권을

획득하려는 욕심 때문에 서두른 사례인데, 무지보다는 성실성의 문제이므

로 비난을 받지 않을 도리가 없다.

그러나 나머지 사례들은 문제가 좀더 복잡해진다. 리드먼도 “연구자들

은 훈련 과정에서 이런 편향을 측하고 통제할 수 있도록 훈련을 받아야

13) 리드먼의 “연구윤리서설”에는이사례들외에더많은사례들이더기술되어

있다. 254-259쪽 참고. 그러나 연구 부정행 의 다양한 스펙트럼을 살펴보려는

재의 목 에 맞지 않아서 여기서는 제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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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모든 결과를 회의 인 태도로 다루고, 주의 깊고 끈기 있게 실험을

반복해 보아야 한다.”라고 강조한다.14)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일이

벌어지는 것은 과학 활동과 과학 지식의 특수성 때문이다. 우리는 흔히

과학의 지식은 찰과 실험을 통해 얻어진 경험 사실에서 엄격한 방법을

통해 이끌어 낸 것이라고 보통 생각한다. 다시 말해서 (1) 과학은 찰에서

출발하고, (2) 찰은 과학의 지식이 세워질 수 있는 확실한 바탕을 제공

하며, (3) 과학의 지식은 찰 명제로부터 귀납 추리에 의해 나온다고 생각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과학 은 많은 비 에 직면하여 더 이상 지지

하기 힘든 상황이 되었다.

사례 2~4는 데이터를 조작하거나 바꾸는 경우는 아니므로 ‘변조’ 사례는

아니다. 단순히 부주의하거나 불성실하게 데이터를 무시한 것도 아니다.

가설을 지지하지 않는 제 로 되지 않은 실험의 결과는 제외하고 유효한

데이터를 충분히 제시한 사례이다. 가설을 지지하는 데이터를 모아 논지

개를 설득력 있게 하는 데에 무슨 잘못이 있겠는가?

그러나 그 데이터의 선별이 편향 으로 일어나는 경우에는 문제가 심각

해진다. 일상생활에서 자주 질러지는 편향된 통계의 오류를 생각해 보

자.15) 어떤 사람이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가설을 가지고 있다고 하

자. 그 사람은 여러 데이터, 곧 여자들을 찰한다. 그 결과 수학을 못하는

여자를 훨씬 더 많이 찰했다면 ‘여자는 수학을 못한다’라는 가설은 성공

으로 검증이 될 것이다. 그 가설을 지지하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만난

여자들은 부분 수학을 못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문제는 그 사람이 가

설에 해 지나치게 기 나머지 자신도 모르게 데이터를 선별한다는 데에

있다. 다시 말해서 그는 수학을 잘하든 못하든 모든 여자를 객 이고 공

정하게 찰했다고 생각하겠지만, 사실은 수학을 못하는 여자만 유효한 데

이터로 간주하고 수학을 잘하는 여자는 무의식 으로 데이터에서 제외시

키는 것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편견은 많은 경우 이 게 형성되고 고착

된다. 데이터를 의도 으로 이런 식으로 편향되게 선별했다면 노골 인 거

14) 폴 리드먼, “연구윤리 서설”, 254쪽.

15) 최훈,  논리는 나의 힘 (세종서 , 2003)을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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짓말과 별로 차이가 없을 것이다. 비록 무의식 으로 일어나긴 했지만 그

다고 해서 비난에서 벗어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올바르게 추론해야 하

는 의무를 게을리 했다고 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올바른 추론이 항상

강조되고 교육받는 연구 공동체에서 일어나는 일이라면 더욱 그 다.

그 다면 문제는 다음과 같은 경우들을 서로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이

다.

1. 가설에 충실한 데이터를 공정하게 선별하는 경우

2. 데이터를 무의식 으로 편향되게 선별하는 경우

3. 의도 으로 데이터를 편향되게 선별하는 경우

첫 번째 경우는 에서 말했듯이 극 권장해야 하는 연구 방법이다.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는 모두 비난을 받아야 하는 연구 행 이다. 그러나

그 비난의 정도는 다르다.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게 해 의도 으로 일부

데이터만 골랐다면 이것은 심각한 허 진술이라고 할 수 있다. 반면에 그

과정이 무의식 으로 일어났다면 과실 정도의 비난을 받을 것이다. 문제는

각 경우들을 어떻게 구분하느냐는 것이다. 리드먼은 “데이터 선별 그 자

체는 분명히 필요한 것이지만 가능한 한 가장 객 이고 공정한 방법으로

수행되어야 하며, 그 과정에서 실험의 테크니컬한 측면에 한 이해와 함

께 연구자의 편향이 어떻게 선별에 향을 수 있는지에 한 인식이 수

반되어야 한다.”16)고 말하고 있지만 이는 원론 인 주장에 그칠 뿐이다.

우리는 경우들의 차이에 해서는 리컨의 사례를 통해 좀더 살펴볼

것이다. 재로서는 연구 부정행 들은 다양한 스펙트럼으로 일어나므로

그 정도를 명확히 종류별로 나 수 없고 각 사례에 따라 비난이 달라진다

고 말할 수 있다. 지 까지 몇 가지 사례들을 통해 살펴본 연구 부정행

들은 단순한 실수, 무지 는 무능에 의한 실수부터 노골 인 속임수까지

연속 인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것들은 다음과 같은 비탈길과 같다.

16) 폴 리드먼, “연구윤리 서설”, 2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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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 실수

무 또는 무능에 한 실수

실한 연 무 피

노골적 수

연구에서 연구 환경과 조건이 형편없거나 연구 능력이 충분치 못하여

질러지는 불가피한 실수는 흔한 일이다. 그것에 해서 어떤 비난을 하지

는 않는다. 그러나 과실에 의한 실수는 윤리 인 비난을 받게 된다. 더 나

아가서 의도 인 속임수는 윤리 인 비난을 넘어서 법 는 행정 제재

를 받게 된다. 진짜 불가피한 실수라도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거짓말을

하게 되면 그것은 부정행 가 된다.

이 비탈길은 간에 턱이 없다. 그리고 미끄럽다. 따라서 아주 흔한 행

인 실수라도 그것이 반복되다 보면 노골 인 속임수로 이어지는 것은 시

간문제이다. 마 흡입 자체는 심각한 문제를 래하지 않지만 그것이

마약 복용의 문이 되기 때문에 지되는 것과 비슷한 원리이다. 연구에

서 간단한 규범 반은 심각한 부정행 이라는 나락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시작일 수 있다. 책임 있는 연구 윤리의 강령과 규범들 사소한 것을 어

겼을 때라도 비윤리 이라는 양심의 가책을 느껴야 하고 규범들을 꼭 지키

는 자세와 교육이 이런 에서 필수 이다. 따라서 에서 데이터 선별의

세 가지 경우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것은 연구 윤리에서 크게 문제되지 않

을 수 있다. 실 으로 두 번째와 세 번째 경우를 구분하기 힘들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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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각 경우들을 차별 없이 비난하는 이유도 된다. 데이터의 선별에 의도성

이 있는지 없는지 실제로 밝히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처음부터

데이터 선별에 한 교육이 강하게 이루어진다면 그것을 어겼을 때 강하게

비난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에 해서는 리컨의 사례를 통해 다시 강

조할 것이다.

연구에서의 부정행 가 모두 같은 정도로 윤리 인 비난을 받는 것은

아니다. 비탈길에 놓인 수많은 행 들을 모두 싸잡아 비난할 수는 없다.

불가피한 실수와 노골 인 속임수 사이의 구분이 쉽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많지 않으므로, 각각의 사례마다 조심스럽고 명하게 해석해야 한다. 그

러나 각종 연구 윤리 강령에서 언 하는 규범들을 불편하다고 는 행이

라고 어기는 것은 에서 말했듯이 심각한 조작으로 쉽게 이어질 수 있다

는 것을 명심해야 하고 그 규범들에 한 교육이 리 이루어졌다면 그것

을 어겼을 때의 비난은 가볍다고 볼 수 없다.

5. 왜 연구 부정행 를 하면 안 되는가?

황우석 박사 사태 이후 연구 부정행 에 한 논의가 증가하면서 FF&P

의 사례로 리컨(Robert A. Millikan, 1868~1953)의 최소 하량 측정 실

험이 자주 언 된다. 리컨은 보통 ‘기름방울 실험’이라고 불리는 이 실험

을 통해 하에서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 단 가 있음을 밝 냈고 그

자의 기본 하량을 정확히 측정하 다. 그는 이 연구로 1923년 노벨 물

리학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그런데 과학사학자인 제럴드 홀턴(Gerald Hoton)은 리컨의 논문과 캘

리포니아 공과 학에 보존되어 있는 리컨의 실험 노트를 분석하여 그가

실험 결과로 나온 데이터 많은 수를 락시켰다는 것을 밝 냈다.17)

17) Gerald Holton, “Subelectrons, Presuppositions, and the Millikan-Ehrenhaft

Dispute,” Historical Studies in the Physical and Biological Sciences 9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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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컨의 실험 노트에는 175방울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의 논문에는 58방울

만 기록되어 있다. 더 문제는 리컨의 자신의 논문에서 다음과 같은 주장

을, 그것도 이탤릭체로 강조해서 했다는 데에 있다.

이것은 선별한 방울들이 아니라 60일을 연속으로 실험한 방울들을 모

두 서술하고 있다는 것도 언 해야 한다.18)

한편 언론인인 로드(William Broad)와 웨이드(Nicholas Wayde)는 홀

턴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 리컨은 발표를 해 가장 합한 데이터만을

택한 것이다.”고 말함으로써 리컨이 사기에 해당하는 연구 부정행 를

지른 것 같은 인상을 주었다.19) 곧 리컨은 자신의 주장과는 달리 모든

데이터를 정직하게 발표하지 않고 자신에게 유리한 것만을 골라서 사용했

다는 것이다. 그들의 책에서 리컨의 사례가 나오는 장의 제목은 ‘역사 속

의 허 ’이고 의 제목은 ‘속임수에 의한 성공의 보수’이다. 그 후 리컨

의 실험은 연구 부정의 표 인 사례로 자주 언 되고 있고 우리나라에서

도 외가 아니다.

리컨의 데이턴 선별이 의도 인 것으로 의심받는 데에는 시 인 상

황이 작용한다. 20세기 물리학계에서는 더 이상 나 수 없는 최소 단

의 하량이 존재하는가에 하여 치열한 논쟁이 있었다. 리컨은 모든

하는 기본이 되는 최소 하량의 배수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한 반면에,

오스트리아의 물리학자인 펠릭스 에 하 트(Felix Ehrenhaft, 1879~1952)

는 기본 하량의 최소 단 가 있는 것이 아니라 연속 인 값으로 되어 있

다고 주장하 다. 실제로 에 하 트는 리컨이 발표한 최소 하량보다

작게 연속 으로 존재하는 하량을 얻었다고 발표했다. 리컨은 1909년

에 하량을 측정했는데 그 값은4.65×10-10이었다. 그리고 실험에서 얻은

값과 비교해서 4.69×10-10라는 평균값을 계산했다. 그는 자신이 얻은 값이

161-224.

18) R.A. Millikan, “On the Elementary Electrical Charge and the Avogadro

Constant”, The Physical Review 2 (1913), 136쪽.

19) W. 로드⋅N. 웨이드,  배신의 과학자들 (박익수 옮김, 겸지사, 1989), 3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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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당시 막스 랑크, 러더포드, 게 (Erich Regener) 등 다른 학자들이

얻은 값과 오차의 한계 내에서 일치하는 것을 보고, 기본 인 하량이 존

재하고 그 값이 어느 정도일 것이라는 신념을 강하게 가지게 되었다. 리

컨이 1913년의 논문에서 반 이상(59%)의 데이터를 무시한 것은 하량

이 그가 생각한 최소 하량(e)의 정수배와 같지 않은 방울들은 제외한 것

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런데 리컨이 무시한 데이터들이 경쟁자인 에

하 트에게 알려졌다면 그는 이것들을 이용해서 더 작은 하량을 발견

할 수 있었다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리컨은 자신에게는 유리하고 경

쟁자에게는 불리하게 만들기 해 의도 으로 데이터를 락한 것 아니냐

는 의심을 살만 하다. 더 나아가서 원자 이하의 입자들은 쿼크로 이루어져

있고 쿼크는 부분 하를 가지고 있다는 이론에 따르면 리컨이 버렸던

데이터에서 일 부터 쿼크를 발견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추측도 있

다.20) 만약 그 다면 리컨은 과학의 발 을 막았다는 비난도 함께 받아

야만 한다.

홀턴 이후 리컨 실험의 진실성에 한 연구들은 그가 데이터를 의도

으로 선별했다는 과 그런 행동이 경쟁자인 에 하 트에게 불리하게 작

용했다는 을 인정한다.21) 그러나 로드와 웨이드처럼 사기 는 FF&P

의 사례로 보지는 않는다. 홀턴도 리컨의 데이터 선별이 원자 이론과 최

소 하량에 한 가정 때문에 이루어졌다고 말한다. 랭클린(A.

Franklin)도 홀턴처럼 리컨의 실험 노트를 검토하여 그가 데이터를 버린

것은 상당 부분 실험 과정에서 생긴 잘못된 데이터이기 때문이라고 변호하

다.22) 리컨이 행한 원자료의 선별 제거는 뛰어난 실험자의 직 에

근거한 것으로 정당화될 수도 있다. 홍성욱은 “ 리컨의 노트를 잘 분석해

20) R. C. Jennings, “Data Selection and Responsible Conduct: Was Millikan a

Fraud”, Science and Engineering Ethics, 10(2004), 642쪽.

21) A. Franklin은 이 게 말한다. “ 리컨은 하량에 한 논쟁에서 [일부 데이터

들을] 배제함으로써 에 하 트에게 무기를 주지 않은 셈이 되었다.”

“Millikan's Published and Unpublished Data on Oil Drops”, Historical Studies

in the Physical Sciences 11 (1984), 201쪽.

22) A. Franklin, “Millikan's Published and Unpublished Data on Oil Drops”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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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면, 그가 좋은 데이터만을 출 하고 나쁜 것은 버린 것도 아니며, 자신의

이론에 맞는 데이터만 취사 선택한 것은 더더욱 아님을 알 수 있다.”고 하

다. 나아가 그는 “그의 취사 선택은 부분 실험 내 인 이유에서 이루

어졌고, 리컨은 이론을 따라 데이터를 ‘요리’한 사람이 아니라 처음부터

끝까지 실험에 충실했던 실험물리학자 던 것이다.”라고 주장한다.23) 이상

욱 교수는 홍성욱 교수보다는 조 더 조심스러운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

는 리컨의 경우는 원자료의 선택 사용이 의도 인 삭제라고 보기는 어

려우며(원자료에 한 계산을 완료하기 에 제거하 고 나름 로 근거를

제시한 을 고려할 때), 다만 그것이 무의식 인 솎아내기인지 언어화될

수 없는, 훌륭한 실험자의 직 에 근거한 것인지는 리컨 자신만이 알 수

있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므로 그에 따르면 요한 은 개별 연구

자가 자신의 양심에 비추어 올바른 단을 하는 것이다.24)

우리는 이 자리에서 리컨의 데이터 선별이 자신의 가설을 지지하는 데

이터만을 공정하게 선별한 정당한 과학 활동인지 아니면 자신에게 불리한

데이터를 의도 으로 락한 것인지 단하기 힘들다.25) 재의 연구에

련이 없는 는 잘못된 데이터라면 락시키는 것이 옳다. 그러나 이 데이

터가 련이 있는지 없는지 어떻게 단할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가설과

부합한다면 련이 있는 좋은 데이터이고 그 지 않다면 잘못된 데이터라

고 단할 것이다. 그런데 이 가설은 어떻게 형성되는가? 가설은 단순히

감일 수도 있지만, 부분은 경험에 근거한 것이거나 에 이미 확립

된 이론으로부터 유추된 것이다. 따라서 가설에 부합하면 좋은 데이터라고

단하는 것은 그 옳음이 입증되어야 하는 가설에 근거해서 데이터의 련

있음을 결정해야 하는 것으로, 자기 머리채를 잡고 물속에서 빠져 나와야

23) 홍성욱,  과학은 얼마나  (서울 학교 출 부, 2004), 41쪽, 43쪽.

24) 이상욱, “과학연구 부정행 : 그 철학 경계”,  자연과학  (20호, 2006년).

25) 이상원 교수는 “ 리컨의 경우는 자료를 조작한 것은 아니지만, 자료를 모두 제

시했다고 스스로 말했으나 실제로 선별 으로 자료를 제시한 경우이므로, 부정

행 라고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는 선별의 효과가 강력할 때 결과 으로

‘변조’와 같은 효과를 낼 수 있다고 본다. 이상원은이 논문을 읽고 이러한 의견

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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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상황과 비슷하다. 결국 리컨과 같은 상황에서 데이터 선별이 정당

한지 여부를 단하기는 근본 으로 힘들지도 모른다.

리컨과 같은 사례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그의 의도성을 악하기가 힘

들다는 것이다. 이것은 거짓말 자체에서도 문제가 되는 이다. 거짓말의

사 인 정의는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꾸며 어 말을 함”이

다. 다시 말해서 어떤 진술이 거짓말이 되기 해서는 첫째는 사실이 아닌

것, 곧 거짓이어야 하고, 둘째는 꾸며 어 말을 하는 것, 곧 고의성이 있

어야 한다. 물론 고의성이 없는 거짓말도 있다. “ 결혼하지 않겠다.”라

는 노처녀의 말처럼 상 방도 믿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농담처럼 하는 거

짓말이나, 상 방의 강압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거짓 진술을 하는 거짓말

에는 다른 사람을 속이려고 하는 의도는 없다. 이런 외가 없는 것은 아

니지만 많은 경우 거짓말에서는 속이려는 의도가 요하게 작용한다.

윤리 이론 에서 이 의도를 강조하는 이론은 의무론 윤리 이론이다.

의무론(deontology)은 사람이 사는 데는 사람이라면 마땅히 지켜야 할 옳

은 일, 의무, 규범, 법칙 등이 있다고 보는 이다. ‘거짓말을 하지 말라’,

‘무고한 사람을 죽이지 말라’와 같이 어떤 경우에도 지켜야만 되는 그런 도

덕률이 있다는 것이다. 이 입장에 따르면 어떤 행 가 낳는 결과는 요하

지 않고 의무라는 내 인 동기가 요한 단 기 이 된다. 비록 거짓말로

인해 좋은 결과가 나오더라도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

거짓말은 비난을 받아야 한다. 의무론에서는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느냐가

부정행 의 요한 정 기 이기 때문에 그 속임수를 믿어 해로운 결과가

구체 으로 있었느냐 없었느냐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 황우석 박사의 경우

데이터 조작 과정에서 속이려는 의도는 분명하게 있었다. 따라서 의무론

에서는 황우석의 연구 성과 부풀리기나 데이터 조작에 의해 피해를 보

는 사람이 있는가, 는 논문 연구 성과가 어떤 국익을 가져다 것인가

라는 차원에서 부정행 인가 아닌가를 단하는 것은 논 을 벗어난 것이

다.

결과론(consequentialism)은 의무론에서 이해하는 방식처럼 그 자체로 옳

은 일 따 는 없다는 데서 출발한다. 이 입장에 따르면 오히려 어떤 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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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옳고 그름은 그 행 가 낳을 결과의 가치, 곧 그 행 가 좋은 결과를 낳

는가 그 지 않는가에 따라 평가된다. 다시 말해 좋은 결과, 좋은 상태, 좋

은 세계를 만들어내는 그런 행 만이 도덕 으로 올바른 행 다.

연구의 ‘좋은’ 결과는 무엇일까? 연구는 개인 는 공공 수 에서 의사

결정을 내릴 때 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한다. 연구는 궁극 으

로는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데 일조를 한다. 그런데 연구에서 거짓말은 삶

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애 의 기능을 달성하지 못한다. 연구자들이 요한

데이터를 잘못 보고하거나 고의로 락시킨다면 다른 연구자들은 그 결과

를 이용할 수 없다. 더 나아가 연구 공동체 그리고 연구 공동체가 속한 더

큰 공동체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다. 건물을 만드는 엔지니어가 재료와 시

공에서 속임수를 쓴다면 그 공사는 부실 공사가 되고 최악의 경우 붕괴된

다. 마찬가지로 학술 논문에서 속임수를 쓴다면 지식의 부실 공사로 이어

진다.

한편 연구 부정행 는 의사 결정 과정에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지 못한

다. 학술 연구 결과를 응용하려는 기업체, 연구를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

들은 연구자들이 제공하는 정보에 의존해서 의사 결정을 내린다. 그런데

신뢰성이 없는 정보에 기반한 의사 결정은 심각한 문제를 낳고 만다. 우리

는 황우석 박사 사태에서 그 폐해를 충분히 경험했다. 그러므로 결과론에

서도 연구 부정행 는 비윤리 이라고 비난받아야 한다.

6. 결론과 제안

의무론이든 결과론이든 연구에서의 부정행 는 옳지 않다. 그런데 앞서

거짓말의 정의를 놓고 보면 거짓말의 비윤리성을 의무론이 더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의무론의 여러 문제 들 하나는 그 의도를

악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다.26) 속이려는 의도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정

26) 의무론 /결과론 윤리 이론의 차이 과 각 이론의 문제 에 해서는 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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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알 수가 없다. 특히나 논문 등의 연구 성과물로만 단해야 하는

연구 행 에서는 의도에 의해 부정행 를 단하기란 더욱 어렵다. 우리는

이런 어려움을 리컨의 에서 살펴보았다.

그 다면 연구 부정행 의 기 을 어떻게 정해야 하는가? 속이려는 의도

성을 단할 수 있는 고도의 기법을 개발해야 할까? 우리는 의도성을 단

하기 힘들다는 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기 을 정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에서 언 한 연구 부정행 의 다양한 스펙트럼에서 노골 인 속임수는

속이려는 의도가 방 드러나지만 이런 사례는 실제로 드물고 연구 환경에

특수한 것은 아니므로 연구 윤리 차원에서 논의하는 것은 하지 않다고

말했다. 그리고 FF&P는 노골 인 속임수 는 사기에 해당한다고 말했다.

그리고 ‘의도 으로 데이터를 편향되게 선별하는 경우’도 그 의도성이 밝

진다면 노골 인 속임수에 해당한다. 지 논란거리가 되는 것은 단순한

실수나 무지 는 무능에 의한 실수이다. 그런데 그런 실수나 무지 때문에

‘데이터를 무의식 으로 편향되게 선별하는 경우’와 ‘가설에 충실한 데이터

를 공정하게 선별하는 경우’를 구분하기가 힘들다는 데에서 문제가 생긴다.

의도성을 밝히기 어렵다면 의도 으로 편향되게 선별해 놓고도 가설에 충

실하게 선별하려다가 벌어진 실수라고 빠져나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 실 인 안은 무엇일까? ‘데이터를 무의식 으로 편향되게 선

별하는 경우’를 ‘가설에 충실한 데이터를 공정하게 선별하는 경우’보다는

‘의도 으로 데이터를 편향되게 선별하는 경우’와 더 가까운 사례로 간주

하고 그 게 교육하는 것이 한 가지 안이 될 수 있다. 실수에 의해서

데이터를 무의식 으로 편향되게 선별하는 경우가 단순한 실수나 무지

는 무능에 의한 실수이긴 해도, 의도 인 데이터 조작만큼은 아니지만 상

당한 정도의 윤리 인 책임을 지운다면 정당한 과학 활동이었다는 변명의

기회는 어들 것이다.

그리고 연구 공동체에 진입한 연구자에게 이에 한 충분한 교육이 이루

어졌다면 무지에 의한 실수라고 해서 비난의 정도가 낮아질 이유는 없을

 매사에 공평하라: 벤담&싱어 (김 사, 2007)를 참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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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건 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으면 사람을 칠 수 있다는 것은 상

식 인 운 자들에게는 충분히 인지되어 있다. 따라서 사람을 치려는 의도

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건 목에서 주의를 기울이지 않았다면 비난을 면할

수 없다. 문성을 더 요구되는 상황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의사는 환자의

상태와 주변 환경을 충분히 살펴야 한다고 인지되어 있기 때문에 의사가

수술 후 가 를 뱃속에 넣고 배를 합했다면 비록 의도가 없었지만 비난

을 받는다. 이와 마찬가지로 연구자들에게도 편향된 데이터 선별이 왜 문

제인가를 충분히 숙지시키고 정당하게 데이터를 선별하는 방법을 올바르

게 교육시킨다면 편향된 데이터 선별은 그 의도성과 상 없이 윤리 인 비

난을 받을 것이다.

이와 같은 결론에 비추어 봤을 때 다음과 같은 ‘서울 학교 연구진실성

원회 규정’(2006년 6월 16일 제정, 규칙 제1563호)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연구부정행 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 심사하거나연구결과를 보고

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조, 변조 는 표 을 말하면 다음 각목과 같

다. 다만, 착오 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

외한다. (제2조 1항)

에서 말했듯이 조, 변조 는 표 의 경우는 노골 이기 때문에 이

런 규정이 없더라도 상식에 의해서도 그 비윤리성을 단할 수 있기 때문

이다. 더구나 ‘착오 는 경미한 과실에 의한 것이거나 의견의 차이 등은

제외한다.’면 리컨 같은 사례는 처음부터 논외가 되고 만다. 뿐만 아니라

연구부정행 를 “연구개발과제의 제안, 연구 개발의 수행, 연구 개발 결과

의 보고 발표 등에서 행해지는 조․변조․표 ․부당한 논문 자 표

시 행 등”으로 규정하고 있는 ‘연구윤리 확보를 한 지침’도 서울 학

교 규정과 차이가 없다.27)

27) 과학기술부훈령제236호(2007), ‘연구윤리 확보를 한 지침’. 이 지침의연구부

정행 에 한규정은과학기술부가 학계의의견을종합하여제안한것이다. 우

리 학회 가운데 연구윤리에 한 구체 인 규정을 갖춘 학회는 찾아보기 어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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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에 학술지 편집자들의 토론 모임인 출 윤리 원회(Committee

on Publication Ethics)에서 만든 ‘좋은 출 실행을 한 가이드라인’

(Guidelines on Good Publication Practice)은 훨씬 구체 이고 유용하다.

이 가이드라인의 2 의 ‘데이터 분석’은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1) 데이터를얻고분석하기 해쓰인모든출처와방법― 자 인사

-처리까지 포함해서―은 완 히 밝 야 한다. 제외한 것이 있다면 상

세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2) 분석의 방법은 상세하게 설명되어야 하고, 일반 으로 쓰이는 것이

아니라면 참조 사항을 알려야 한다.

(3) 서 그룹(subgroups)의 사후 분석은 그것이 사후 이었다는 사실이

공개된경우에한해서그분석은받아들여질수 있지만그 지 않으

면 받아들일 수 없다.

(4) 논문의 토론 부분은 고려된 편향을 모두 언 해야 하고, 연구 설계와

해석에서 어떻게 다루어졌는지 설명해야 한다.

물론 이 가이드라인도 이 규정에 앞서서 “데이터는 하게 분석되어

야 하지만, 부 한 분석이 반드시 부정행 가 되는 것은 아니다. 데이터

의 조와 날조가 부정행 이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러나 와 같은 규정

을 둔 것을 보면 FF&P가 아니라고 하더라도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비난

의 상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만약 이런 규정에 따르면 리컨의 연

구는 비난받아야 한다. 데이터를 얻고 분석하기 해 쓰인 모든 방법을 밝

히지 않았고(첫번째 규정의 배), 고려된 편향을 모두 언 하지 않았기 때

문이다(네번째 규정의 배). 따라서 이런 규정에서는 리컨은 의도성이

있든 없든 비난을 받아야 한다. 리컨과 같은 사례를 윤리 으로 어떻게

평가해야 할지 고민되는 우리에게는 이러한 윤리 규정이 필요하다.

다. 한국심리학회와 한국행정학회가 ‘심리학자 윤리규정’과 ‘윤리헌장’을 각각

가지고 있지만 여기에는 연구 부정행 에 한 구체 인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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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earch Misconducts and Research Norms

Hoon Choi and Joongsop Shin

This paper aims to clarify the meaning of ‘research misconduct’ and

examine what norms are needed to safeguard against research

misconduct. Fabrication, falsification, and plagiarism are counted as

typical research misconducts, but they are not common, nor are they

ethically controversial or specific to research. So we argue that we must

focus on misconduct by mistake or negligence. After examining

Millikan’s famous oil drop experiment, we assert that it is not easy to

judge whether or not misconduct is ethical based on the researcher’s

intention. We conclude that research norms should be introduced and

taught to scientists so that research misconduct by mistake or negligence

is to be blamed, whatever intentions the researchers might have.

[Key Words] research ethics, research misconducts, research norms,

fabrication, falsification, plagiarism, Millika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