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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 문 초 록

본 논문은 대학과 병원 차원에서 의생명연구분야의 이해상충 관리방

안을 탐구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해상충은 전문가가 가진 여러

입장들이 교차할 때 우선되어야 하는 일차적 이해와 이차적 이해의 경

합이다. 본 연구는 의생명연구를 중심으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한

주요 사례들을 살펴보고 해외 기관(대학, 병원)들의 우수사례를 통해

기관 차원에서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도출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문헌조사를 통해 해외 주요 대학 및 병원의

이해상충 관리구조와 정책을 살펴보았다. 또한 한국에서 의생명연구를

수행하는 대학과 병원에 대해 이해상충 현황을 살펴보고 해당정책을 분

석하였다. 이해상충 관리 방안은 최소한 이해상충 정책, 독립적인 이해

상충 관리담당 조직, 그리고 관리정책과 관련 자료에 대한 자유로운 접

근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이해상충 관리의 내용은

조직, 정책, 이해상충 관리의 실행, 정책 준수의 문화 형성으로 구성된

다. 실질적으로 관리정책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행정체계를 구축하는 것

또한 필요하다. 대학의 경우는 이해상충 관리 책임부서와 단과대학 간

의 업무 비중에 따라 이해상충 관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 이러한 기

관 별 특성을 반영하여 이해상충 관리 방안이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

는 행정적 모델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구체

적인 이해상충 관리 방안이다. 각 기관이 스스로의 모델을 만들기 위한

핵심 구성요소들을 제공한다는 데 의의를 두었다.

……………………………………

주요어 : 산학협력, 이해상충, 의생명연구, 이해상충 관리체계

학 번 : 2016-21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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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의생명분야에서 이해상충은 이차적 이해가 일차적 이해를 위한 전문

적인 판단이나 조치에 부당한 영향을 주어 위험을 야기하는 일련의 상

황을 말한다.1) 이해상충에는 재정적·비재정적 요소들이 있지만, 주로

재정적 이해상충이 관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이는 수치로 객관화되

기 수월하기 때문이지 비재정적 이해상충이 중요하지 않아서는 아니

다.2) 이 때 일차적 이익(Primary interest)이란 전문가의 목표나 목

적, 의무이다. 연구자라면 ‘진실하고 정직한 연구 수행,’ 의사라면 ‘환

자의 건강과 복지,’ 교수라면 ‘질적인 교육’ 등이 이에 해당된다.3) 예

를 들면, 의사의 일차적 이해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Best interest)이

지만, 의생명연구자로서의 일차적 이해는 신뢰할 수 있는 보편적이고

혁신적인 지식 생산이다. 이렇게 한 개인이 서로 다른 두 가지 이상의

입장에 따른 다른 일차적 이해를 가질 수 있다는 점은 의생명분야의 이

해상충에 관한 논의의 특징이다. 한편, 이차적 이익(Secondary

interest)은 금전, 명예, 승진 등 개인의 사적인 이익을 말하는데 많은

경우 그 자체로는 오히려 바람직한 가치들이다.4) 다만 전문가적 판단

에서 일차적 이익보다 이차적 이익에 더 무게가 실린다면 문제가 되는

 ※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정책연구-2016-30-학술기반진
흥  (선진형 이해상충(COI) 관리 활동의 우수사례 조사 연구, 2016) 

1) Lo, B., Field, MJ., (2009), “Conflict of Interest in Medical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 National Academies Press., p. 46.  

2) Thompson, D., (1993), “Understanding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329(8), p. 573.
Lo, B., Field, MJ., (2009), op.cit., p. 47. 

3) Thompson, D., (1993), op.cit., p. 573.
4) Thompson, D., (1993), op.cit., p. 573., “Elements of Conflicts of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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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다. 한편, 이해상충은 이차적 이익 때문에 일차적 이익이 실질적으

로 영향을 받지 않아도 성립한다.5) 이해상충은 이차적 이익을 추구할

때 일차적 이익이 무시될 위험이 증가하는 상황(circumstances)이나 관

계(relations)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6) 더불어 대학이나 병원

등 기관에서 발생하는 기관의 이해상충(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 ICOI)이 있다. 기관의 이해상충이란 기관 자체가 혹은 기관

에서 결정권을 지닌 사람이 기관의 일차적 이해를 위험에 처하게 하는

상황을 말한다. 예를 들면, 연구의 수행, 심의, 승인에 관계된 행위나

결정에 기관의 특허나 지분 문제 혹은 관련 산업계와의 관계를 들 수

있다.7) 개인의 이해상충(Individual Conflict of Interest)은 기본적

으로 개인의 양심의 문제에 가깝다. 그러나 기관의 이해상충은 구조적

인 문제이다. 운동장이 기울어져 있는 한 구성원의 선택은 개인의 의지

와 관계없이 편향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바이-돌 법안(Bayh-Dole Act)8) 이후 대학에서의 연구는 학계와 산업

계 그리고 정부 간의 협력을 바탕으로 한 연구개발로 이어졌다.9) 이후

대학과 산업과의 관계는 더욱 광범위한 형태로 이루어지게 되었다.10)

5) Lo, B., Field, MJ., (2009), op.cit., p. 47.  
6) Lo, B., Field, MJ., (2009), op.cit., p. 47.
7) Lo, B., Field, MJ., (2009), op.cit., p. 218.
8) 바이-돌 법(The Bayh-Dole Act)은 미국의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의 1980년 개정안

(Patent and Trademark Act Amendments)이다. 법은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
연구소, 대학, 비영리연구소 등이 연구결과에 대한 특허를 출원 하고 그 기술사용료를 받
을 수 있도록 허락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9) Wendy H. Schacht., (2012), “The Bayh-Dole Act: Selected Issues in Patent Policy 
and the Commercialization of Technology.”, Congressional Research 
Service(CRS) RL 32076., p.4, pp.6-12. 

10) Association of University Technology Managers(AUTM)에서 최근의 대학과 산업의 
협력에 대하여 알 수 있다. AUTM은 1974년 세워진 비영리기관으로 연구를 삶으로 
불러오는 것(bringing research to life)과 교육을 통한 학술적인 기술의 이전 등을 
지원한다. AUTM의 홈페이지에서 최근의 기술이전 사례를 확인 할 수 있다. FY 2016 
Licensing Survey에 1996년부터 2015년까지 학술적인 기술이전으로 미국의 
총산업생산량(gross industrial output)에 1조 3천억 달러를 기여하고, 430만 명의 
취업에 기여하였다.   

AUTM., “Driving the Innovation Economy(FY 2016).”, 접속일자: 2018.7.10. 
https://www.autm.net/AUTMMain/media/SurveyReportsPDF/AUTM-FY2016-Infograp

hic-WEB.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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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오바마 전 대통령이 2011년의 특허 개혁법에 서명하면서 연구중

심대학이 일자리 창출과 국가의 경제 회복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

기대되었다.11) 또한 20세기 말에서 21세기로 들어오며 정부-산업-대학

이 더욱 긴밀한 관계를 통해 대학이 산업의 문제들을 연구하고 일자리

를 창출하며 경제에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받게 되었다.12) 대학은 이

해상충으로 인한 학문의 객관성 훼손이라는 도전을 마주하게 되었다.13)

한국에서 현재 의생명연구 부문의 이해상충 관리를 명시적으로 정하

고 있는 법규나 구체적인 정책은 없다.14) 그러나 기관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할 부서나 담당자가 없으면 이해상충의 문제는 실질적으로 관리되

기 어렵다. 이해상충을 담당하는 부서의 규모는 기관의 크기에 따라 달

라질 수 있다. 그러나 최소한 담당자가 있으면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업무가 진행될 수 있다. 이해상충을 기관 차원에서 관리·감독할 근거가

없다면 이해상충 관리 대상들이 담당자들의 지도를 따르기 어렵다. 즉,

규율이나 정책은 행정체계와 함께 실효성을 가진다. 기관 차원에서 관

련 정책이 있는 경우에도 행정적인 규제력을 명시해 놓지 않았거나, 이

해상충 관리부서의 기관 내 입지가 불안하다면 이해상충의 관리는 어려

11) 미국 오바마 전 대통령은 2011년 9월 The America Invents Act(다른 호칭으로 
Leashy-Smith America Invents Act) 에 서명하였다. 이 법은 특허를 받는 과정(patent 
process)의 속도를 개선하여 발명가와 기업가들이 새로운 발명을 가능한 빨리 시장화 할 
수 있게 하는 것(“This much needed reform will speed up the patent process so 
that innovators and entrepreneurs can turn a new invention into a business as 
quickly as possible.”) 을 목표로 하였다. 이 법은 특허심사에 패스트 트랙(fast 
track)옵션을 도입하여 특허 신청자의 규모에 따라 50에서 70프로까지 비용 감면을 받을 
수 있게 하였고 인터넷 신청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는 비용 투자를 받을 때 특허를 보유한 
경우 얻는 혜택이 크기 때문에 도움이 된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은 과거의 특허 과정의 
장애(patent blocking)을 줄인다는 데 의의가 있었다. 

Richard Maulsby. USPTO., “President Obama Signs America Invents Act.”, (2011), 
USPTO., 접속일자: 2018. 7.12., 

https://www.uspto.gov/custom-page/inventors-eye-america-invents-act-signed-law
12) American Association of University Professors(AAUP)., (2012), “Recommended 

Principles to Guide Academy-Industry Relationships.”, p. 36. 
13) AAUP., (2012), op.cit., p. 40.
14) 연구윤리와 관련하여 학술진흥법 (법률 제14163호)에는 제15조(연구윤리의 확보) 조항이 

있다. 이 조항은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연구윤리지침, 교육부훈령 제153호)」의 근거
가 되는 조항이다. 그러나 이는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조항은 아니며 의생명연구 부문에 대
한 이해상충 관리조항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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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수 있다. 또한 책임자가 어느 정도의 전문성을 가졌는지, 업무에 집

중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받고 있는지 등에 따라 이해상충의 관리가 달

라질 수 있다.

대학의 경우, 이해상충 관련 지침이 있는 대학은 대부분 교육부의 지

침을 준용하고 있다.15) 교육부의 지침에서는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

임) “8. 연구비 지원기관의 이해관계에 영향을 받지 않고, 연구결과물

에 연구와 관련된 모든 이해관계 명시” 그리고 22조(조사위원의 제척·

기피·회피 등)를 관련 조항으로 볼 수 있다.16) 하지만 이러한 조항은

구체적인 실행을 정하는 세부 규정이 없어 실질적인 강제성이 불분명하

다. 이해상충의 발생 가능성과 문제인식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이해

상충 관리를 위한 적절한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관에서 결정책임이 있는 사람은 관련 규정이나 적당한 안

내 없이는 어떤 선택이 기관의 일차적 이해에 맞는 선택인지 결정하는

데 한계가 있다. 기관에 근무하는 일개 개인이나 작은 규모의 팀이 정

하는 결정들이 개인적인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까지 모두 고려해서

관리모델을 생성해 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러나 관리를 함에

있어서 필요한 것은 관리방안을 실제로 만들고 수행할 수 있는 주체는

누구인지, 관리방안은 무슨 내용을 담아야 할지에 대한 틀이 있으면 핵

심요소를 중심으로 각 기관에 맞는 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17) 윤리에

대한 문제를 체계로 관리하자는 개념은 「외국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

동 사례(2007)」,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2008)」에서 얻은

시사점으로부터 발전하였다.18) 그런데 아직까지 국내에 대하여는 이해

상충에 대한 관리가 이뤄지고 있는지 현황 조사 이상의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19)

15) 국가법령정보센터., (2015),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교육부훈령 제153호)」 
16) ▶각주 15 참조., 제5조(연구자의 역할과 책임)
17) 김옥주, 장석만 외., (2007), 「외국 대학의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한국학술진흥재

단., pp.38-53
18) 김옥주, 장석만 외., (2007), pp. 1-418.
김옥주, 최규진 외., (2008), 「해외 연구윤리 확립 활동 사례.」, 한국학술진흥재단., pp. 

1-442. 
19) 지호섭, 최병인., (2015), 「우리나라 기관이해상충 관리규정 현황조사와 개선방향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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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인의 논문은 연구윤리 제도 전반에 대하여 소개하는 차원에서 작

성되었고, 이해상충에 관한 서술을 포함하였다20). 레즈닉(Resnik)의 논

문을 인용하여 이해상충은 경제적 또는 개인적 이해로 인하여 전문적

판단이나 객관성을 손상 또는 왜곡시키는 상황을 말한다고 정의하였

다.21) 이해상충의 종류를 구분함에 있어서 주체를 기준으로 개인차원의

이해상충과 기관차원의 이해상충으로, 성격을 기준으로 명백한 이해상

충과 잠재적 이해상충을 구분하였다. 이 때, 잠재적 이해상충이 실질적

이해상충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있다고 보았다. 또한 이해상충이 연구수

행 상의 부적절한 행위(Misconduct)는 아니라고 보았다. 최병인의 논문

은 한국에 이해상충에 대한 개념을 소개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으나

관리의 필요성을 제기하였을 뿐 이해상충에 대한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다음으로 김옥주, 최은경의 연구는22) 톰슨(Thompson)의 연구를 인용

하여 이해상충을 일차적 이해와 이차적 이해로 구분하여 설명하였다.23)

연구는 2006년 황우석의 줄기세포 조작사건이 명성, 금전적 보상, 한

개인에 대한 연구비 지원의 집중, 연구결과가 가져 올 상업적 가치에

대한 과장과 압박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보았다.24) 특허권을 취득하고

줄기세포의 조속한 실용화를 위한 욕심이 논문 조작으로 이어졌다는 것

이다.25) 새로운 시설과 연구비를 수주해 올 예정인 황우석 전 교수의

심사에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와 한양대학교 IRB가 연구의 중요성을 들어 위험성

연구 : 대학병원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인격주의 생명윤리., 5(2) pp. 89-120.
◾ 김옥주 외. (2017), 「한국형 임상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연

구.」, 식품의약품안전처·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20) 최병인., (2006), 「한국 의생명과학 연구윤리제도의 발전방향에 관한 연구.」, 건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pp. 1-437.
21) Resnik, D. (2000), “Financial Interests and Research Bias. Perspectives on 

Science.”, 8(3)., pp. 255-285.
22) 김옥주, 최은경., (2006), 「의생명과학연구에서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의 윤리적 

문제.」, 생명윤리., 7(2), pp. 29-52.
23) Thompson, D., (1993), op.cit., pp. 573-576.
24) 김옥주, 최은경., (2006), p. 30.
25) 김옥주, 최은경., (2006), p.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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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연구를 쉽게 승인한 것은 기관 IRB의 이해상충이라 볼 수 있다 하

였다.26) 연구는 이해상충 논의의 배경, 이해상충의 정의, 이해상충의

담지자와 종류를 바탕으로 이해상충의 윤리적 문제를 탐구하였다. 연구

는 이해상충이 과학, 연구자의 임무, 전문가 역할, 그리고 피험자 보호

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에 대하여 논했다.27) 김옥주, 최은경의 연구는

이해상충에 대한 톰슨28)의 정의를 들어 이해상충의 개념을 상세하게 정

리하고, 황우석의 논문조작 과정에 있었던 이해상충의 요소를 찾아 이

해상충의 개념을 적용했다. 또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일어나게 된 배경

으로 시스템의 부재와 실패로 보고 문제의 해결책을 시스템의 개선에서

찾아야 한다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의의가 있다. 그러나 최병인의 논

문과 마찬가지로 구체적인 정책을 제시하지는 못하였다.

지호섭은 2015년 43개 상급 대학 병원을 대상으로 한국의 기관이해상

충 관리규정 현황조사와 개선방향을 연구하였다.29) 지호섭의 석사 논문

은 임상연구에서의 기관이해상충을 관리하는 방법에 대한 고민으로 국

제기준 및 관련 법령, 그리고 기관 내 내부지침의 현황을 조사하여 최

종적으로 발전방향을 제시하고자 했다.30) 지호섭의 연구는 대학병원 임

상연구에 대한 현황을 설문조사의 형태로 데이터를 제시하였다는 데서

의의가 있다.31) 이에 논문은 의생명분야에서 확인되는 기관이해상충에

대해 집중하였다.32) 연구에 따르면 임상연구를 수행하는 43개 상급 종

합병원 중 24개 병원이 설문에 응하였다. 24개 병원 중 기관차원의 이

해상충에 대하여 재정적 이해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포함한 내부규정

및 지침을 가진 병원은 10개 병원으로 나타났다.33) 조사 대상 병원이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상급종합병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전국의 171개

26) 김옥주, 최은경., (2006), p. 38.
27) 김옥주, 최은경., (2006), pp. 35-37.
28) Thompson, D., (1993), op.cit., pp. 573-576.
29) 지호섭, 최병인., (2015), op.cit., pp. 89-120.
30) 지호섭., (2015).. 「우리나라 기관이해상충 관리규정 현황조사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대학병원 임상연구를 중심으로.」,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pp. 1-66.
31) 지호섭, (2015), 위의 논문(각주 30.), pp. 31-39.
32) 같은 글(각주 30.), pp. 31- 39.
33) 같은 글(각주 30.), p.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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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상시험 실시기관에서 기관이해상충에 대한 인식과 규정 그리고 지침

마련이 아직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4) 논문은 기관이해상충 관리

제도 개선방향으로 미국의 권고안과 한국의 현실을 고려하여 기관이해

상충을 공개할 것, 이해상충심의위원회(Conflict of Interest Review

Board, COIRB)를 설치할 것, 그리고 기관이해상충에 관한 교육을 할 것

을 들었다.35) 그러나 지호섭의 논문은 의생명분야에 존재하는 이해상충

중 기관의 이해상충에만 집중하여 전반적인 이해상충의 현황을 살펴보

지는 못했다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이해상충 관리제도의 개선방향 또

한 공개 등 원론적인 차원에 그쳤다는 한계가 있었다.

마지막으로 공혜정 등의 논문은 한국 옥시레킷벤키저(Oxy-Reckitt

Benckiser Korea, 이하 옥시) 사의 가습기 살균제에 대한 독성연구와

관련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과 호서대학교에 발주한 연구에 이해상

충이 있었고 따라서 연구결과에 대하여 합리적으로 의심해 볼 소지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36) 논문은 서울대와 호서대의 연구과제 수주에

청부연구 혹은 청부과학의 성격이 있었음을 지적하며, 상대적으로 이해

상충의 관리가 잘 되고 있는 미국의 대학의 정책에 의했다면 사건이 어

떻게 진행되었을지 시뮬레이션의 형태로 살펴보았다.37) 예시가 된 미국

대학은 메사추세츠 공과대학교(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 MIT)였는데, 산업체와의 협동연구가 많고 다른 대학에 비

하여 상세한 이해상충의 정책이 홈페이지에 공개되어있기 때문이었

다.38) 논문은 MIT의 이해상충 공개 심의절차, 재정적 이해상충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FCOI)관리 절차를 살펴보고 그에 맞

춰 가습기살균제사건을 해석하였다. 그러나 MIT의 규정은 공과대학의

현실에 집중되어 있어 의생명분야에 바로 대응하기 어려운 단점이 있었

다. 또한, 이해상충을 관리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안의 제시라기보다는

34) 같은 글(각주 30.), p. 41. 
35) 같은 글(각주 30.), pp. 39-41. 
36) 공혜정 외., (2016), “가습기 살균제 연구의 배후에 있는 재정적 이해상충에 대한 비판적 

검토: 미국 대학의 경우와 비교를 통하여.”,  생명윤리정책연구., 9(3), p. 2 
37) 같은 글(각주 36.), pp. 22-30. 
38) 같은 글(각주 36.), pp.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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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의 대학 규정에 한국의 사례를 대입해 본 것에 그쳤기 때문에 한국

과 미국의 다른 연구 환경 등 다른 요소들이 반영되지 않은 한계가 있

었다.

본 연구는 의생명연구의 이해상충과 그로 인한 문제에 대한 인식에서

시작하였다. 연구에서 전반적으로 산학협력이 증가하면서 이에 비례해

이해상충 또한 증가하였다. 모든 이해상충이 문제로 이어지지는 않는

다. 그러나 이해상충이 증가할수록 이로 인한 문제 또한 증가할 가능성

이 높은 것이다. 그런데, 의생명연구에서의 이해상충은 문제가 인명사

고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개인의 이해상충과 기관의 이해상

충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기관(대학, 병원) 단위의 이해상충 관리 방

안에 대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연구는 이해상충에 관한 국내와 국외의 논문과 도서를 바탕으로 체계

적인 문헌 조사를 기반으로 하였다. 주로 참고한 도서는 미국 국립 의

학원(Institute of Medicine)39)의 「의학 연구, 교육, 임상에 대한 이

해상충(Conflict of Interest In Medical Research, Education, And

Practice)」40), 「선진형(COI)관리 우수사례 조사연구」, 「한국형 임

상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연구

(Introduction and establishment of Korean HRPP)」41)였다. 이외에

교육부가 발간한 「산학협력 길라잡이Ⅱ(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42) 등을 참고로 하였다. 문헌 조사 이후에는 선행연구와 온라인으로

국가기관의 보도자료, 신문기사 등을 참고하였다.

연구는 의생명분야 중에서도 연구에 주목하였다. 그리고 의생명연구

를 수행하는 주체를 연구기관과 산업계와의 연계(tie)에서 발생하는 이

39) Lo, B., Field, MJ., (2009), op.cit., pp. 1-436.
40) 김옥주 외. (2017), 「선진형 이해상충(COI) 관리 활동의 우수사례 조사 연구.」, 한국연구

재단.
41) 김옥주 외. (2017), 「한국형 임상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연

구.」,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42)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편저., (2015), 「2015 산학협력 길라잡이Ⅱ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교육부., pp. 24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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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충이라는 관점에서 대학과 병원으로 한정하였다. 연구는 이해상충

에 대한 배경, 현황, 이해상충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제1장과 제2장

에서 소화하고자 하였다. 제3장은 한국의 기관(대학, 병원)의 이해상충

관리현황을 먼저 살펴 본 후 한국의 기관들이 하지 못하고 있는 이해상

충의 우수관리 사례를 미국의 노스웨스턴 대학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에

서 찾아 이를 제시하였다. 이어 제4장은 제3장에서 살펴본 미국 기관의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과 문헌조사 내용을 기반으로 한국의 기관이 이해

상충 관리방안을 만드는 경우에 고려해야 할 이해상충 정책이 포함해야

할 내용과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행정 구조를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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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의생명연구 이해상충의 배경

2.1. 의생명연구와 산학협력

국민건강 문제의 예방, 진단 및 기존의 치료방식을 개선할 새로운 약

물 및 의료기기의 개발을 위해 의생명연구 분야의 산학협력은 필수적이

다. 하지만 이에 따른 이해상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는다면 연구참여

자나 연구의 진실성에 심각한 손상을 초래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 임상

연구에서 연구결과에 편향(bias)를 주는 것으로 알려진 방법은 불완전

한 데이터를 제공하거나43), 부정적인 결과를 발표하지 않거나 혹은 늦

추거나44), 부정적인 내용에 대하여 결과보고를 방해하는 등이다.45)

즉, 이해상충의 문제로 인한 부적절한 선택은 연구의 전 과정에서 나타

날 수 있다.

한편, 산학협력과 관련하여 팽창하고 있는 연구개발비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다. 세계 제 2차 대전(1939-1945) 이후 과학 연구의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팽창하면서 필요한 비용도 천문학적인 숫자가 되었다.

그리고 1980년대 이후에는 연방 연구비보다도 산업계의 연구비 지원의

43) AAUP., (2012)., op.cit., p. 83.
44) AAUP., (2012)., op.cit., p. 71.
45) AAUP., (2012)., op.cit., pp. 8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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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중이 점차 늘어나고 있다([그림1]). 그리고 2015년 미국의 연구개발

비는 약 534조 원이며, 2016년 미국의 학술적인 연구 기관들은 77 조

원을 연구개발에 사용하였다.46) 이 원인 중 하나로 1980년 바이-돌 법

안(Bayh-Dole Act)이 있다.47) 이 법은 당시 미국 대학에서 이루어진 발

명과 혁신이 산업으로 연결되지 못하는 현실에서 대학 연구 결과의 상

업화 촉진을 위한 법이었다. 1980년에 미국 상원의원 버츠 베이(Birch

Bayh)과 밥 돌(Bob Dole)에 의해 제안되었고, 이 특허 및 상표에 관한

법(Patent and Trademark Act Amendments)의 개정안은 미 연방정부의

지원을 받은 공공연구소, 대학, 비영리연구소 등의 연구결과를 그 기관

이 특허를 출원 하고 기술사용료를 받을 수 있게 허가할 것을 정하고

있었다.48) 바이-돌 법안으로 대학이 특허로 로열티 수익을 내게 되자

대학이나 병원들의 기관 단위에 경제적 이해상충, 즉 기관이해상충 문

제가 미국에 만연한 심각한 문제로 제기되었다. 대학과 병원이 지식의

공개와 공유보다는 지식 재산보호를 앞세워 공적인 연구를 저해하는 일

이 발생하여 대학 고유의 가치와 사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이 갈수록 심

화된 것이다.49)

46) National Science Board., (2018),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18.”, 
NSF., p. 453.

47) ▶각주 8, 48 참조. 
48) 96th Congress, 2nd Session., (1980), “94 STAT. 3015 – Government Patent Policy 

Act of 1980.”, U.S. Government Publishing Office., 접속일자: 2018.7.10
 

https://www.gpo.gov/fdsys/granule/STATUTE-94/STATUTE-94-Pg3015/content-d
etail.html

 * CFR Part 401- Rights to inventions made by nonprofit organizations and small 
business firms under government grants, contracts, and cooperative 
agreements. 

49) AAUP., (2012), op.cit., pp. 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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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연도별 미국의 연구개발비 출처의 변화(1953-2015), 미국 국가 과
학 위원회(National Science Board)   (접속일자: 2016. 6.25) 
출처: National Science Board. (2018) Science & Engineering 
Indicators 2018. NSF. p476.

2017년 미국에서 진행 된 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심포지엄(Forum on

Conflict of Interest in Academe Meeting 2017, FOCI Academe 2017)

역시 ‘기관 이해상충의 최전선 (Frontiers in Institutional COI: An

Advanced Discussion)’에서 기관 이해상충에 관한 논의를 나눈 바 있

다.50) 한편 기관들은 서로 다른 이해상충 정책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50) FOCI 는 미국의과대학협회(AAMC)의 주최로 만들어진 자율관리 조직체계이다. 이해상충 
전반에 대한 교육 기회를 제공하고, 의학연구/교육/임상에서 의사결정에 관한 이해상충 
정책의 개발 및 적용/ 정책결정자나 기관, 미디어 혹은 대중을 위한 자료를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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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별 특성이 다르고, 일차적 이익과 이해상충의 위험에 대한 정의가

다르며 그에 따른 관리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다.51)

한국에서 산학협력은 1970년대에 준비하여, 1980년대 ‘정부연구개발

사업’ 이라는 정부 정책이 이끄는 형태로 본격적으로 시작하였다. 대학

의 부설연구소의 양적 확장을 비롯한 대학의 연구기능 강화가 이뤄지기

시작한 것은 1980년대 바이-돌 법의 개정 이후였다. 1990년대 중후반부

터 대학과 대학부설연구소는 지역의 혁신거점으로서의 국가적 수요를

충족시키기를 요구받았다.52) 또한, 융합연구 등 이전과 다른 연구형태

의 등장은 복잡해진 연구 환경 등과 함께 대학과 산업의 협력이 증가하

는 배경이 되었다.53) 2000년대 들어 대학에서 연구개발의 의미에 대한

인식이 성장하면서, 대학에 대한 정부의 연구개발 투자가 증가하고 다

양한 사업이 추진되기 시작하였다.54) 대학이 새로운 연구개발 협력 대

상으로 성장한 것이다.55) 2003년 「국가혁신체제 구축을 위한 산학연

(産學硏) 협력 활성화 종합대책」에 따라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

력촉진에 관한 법률」의 개정을 공포되었다.56) 이후 정부 차원에서의

산학협력 진흥을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있었고, 결과적으로 지금은 전

국 354 개 대학이 산학협력단을 운영하고 있다.57) 산학협력법이 정하는

산학협력이란 “산업체의 수요와 미래의 산업발전에 부응하는 인력의 양

2005년부터 매년 전 세계의 이해상충 업무 관련자들을 초청하여 컨퍼런스를 개최하고 있
고 “COI 101”이라는 이해상충 관리에 대한 기초를 정립하는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한다. 
AAMC.,(2018), “Forum on Conflict of Interest in Academe(FOCI).”, 접속일자: 
2018.6.28.  https://www.aamc.org/members/foci/ 

51) AAUP., (2012), op.cit., p. 36-37. 
52) 문만용., (2017), 「한국 과학기술 연구체제의 진화.」, 들녘., p. 308.  
53) 문만용., (2017), 위의 책., pp. 301-313. 
54) 문만용., (2017), 위의 책., p. 309. 
55) 2000년대 이후의 산학협력은 국가의 균형발전을 목적으로 하였다. 기업의 수요 중심, 대

학 산학협력제도가 2004년에 도입, 제1기 기술이전 전담조직 지원 사업이 2008년에 있었
고 같은 해 산학연협력 기술지주회사 제도가 도입되었다. 산학협력선도대학(LINC) 지원 사
업이 추진(2012)되고 다음 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을 위한 산학연 지역연계가 강화
(2013)되었다. ▶ 각주 72 참조. 

56)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산학협력법), 법률 제15041
호.」, 개정이유. 

57) 유승우 외., (2018), 「2016년도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 교육부., p.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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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새로운 지식·기술 창출 및 확산을 위한 연구·개발”, “산업체등으

로의 기술이전 및 산업자문”이다. 즉, 대학과 산업체, 연구소, 그리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등 산학연협력을 이루는 요소들의 상호작용이라고

볼 수 있다.58)

한국에서는 2016년 기준 전국 422개 대학 중 83.9%인 354개 대학(대

학에 158개, 전문대학에 146개)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되어 있고 여기에

고용된 인력만 7,534명이다.59) 또한 대학 산학협력단의 운영수익은

2012년 5조 9114억 원에서 2016년 6조 5,133억 원으로 크게 증가했

다.60) 대학의 연구개발비는 2012년 5조 1,447억 원에서 2016년 5조

7,750억 원으로 12.9% 증가하였다.61) 2012년에서 2014년까지 발명신고

는 15,440건에서 19,867건으로 28.7% 증가했고62), 특허출원은 16,612건

에서 20,512건으로 23.5% 증가63), 특허등록은 10,054건에서 13,277건으

로 32.1% 증가64), 기술이전 건수는 2,032건에서 3,262건으로 60.5% 증

가했고65), 기술이전료는 약 542억 원에서 약 576억 원으로 6.3% 증가했

다.66) 2016년 전체 대학의 산학협력단 운영 수익은 약 6.5조원으로

2012년의 약 5.9조원에 비해 10.2% 증가했다.67) 하지만 지원금 수익이

65.9%를 차지하고 있어 산학협력 자체에 의한 수익은 아직 활성화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68)

전체 대학의 연구개발비 역시 중앙정부가 7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지자체 지원 비율을 합산하면 국내 전체 대학 연구비의 약 80%가 정부

지원으로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69) 이러한 정부 지원금에 편중

58) 양세미., (2014), 「대학 산학협력의 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 p. 8
59) 유승우 외., (2018), op.cit., p. 11, 13. 
60) 유승우 외., (2018), op.cit., p. 17.
61) 유승우 외., (2018), op.cit., p. 78.
62) 유승우 외., (2018), op.cit., p. 122.
63) 유승우 외., (2018), op.cit., p. 132, 134. 
64) 유승우 외., (2018), op.cit., p. 138, 140. 
65) 유승우 외., (2018), op.cit., p. 148. 
66) 유승우 외., (2018), op.cit., p. 160. 
67) 유승우 외., (2018), op.cit., p. 17. 
68) 유승우 외., (2018), op.cit., p. 17.



- 15 -

된 연구비 점유율과 연구비 상위 10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의 44.9%를

점유하고 있어 관리 인력의 역량이나 자원의 편차가 심한 점은 한국 산

학협력에서 주목할 만한 점이다.70) 2003년에 기존의 산업교육진흥법이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로 확대 개편되면서71) 산

학협력지주회사 등의 설립이 가능해졌다. 기관차원의 회사설립이 가능

해지면서 기관이해상충의 발생위험도 높아졌다. 또한 산학협력은 ‘산학

협력중심대학육성사업(2004-2011)’,‘광역경제권선도산업인재양성사업

(2009-2011)’, ‘산학협력 선도대학(LINC) 육성사업(2011-2016)’ 등 정

부의 적극적인 진흥 노력에 힘입어 대학의 주류 활동으로 자리 잡았다.

이렇게 전 방위의 재정적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연구 분야에서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72)

한국의 경우, 병원 내 임상시험 건수가 1998년 42건에서 2014년 675

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2015년 기준으로 상장된 제약회사는 연구개발을

위해 전년도 대비 12.4% 증가한 1조 1,694억 원을 사용하였으며 제약회

사의 연구개발비 절대규모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73) 의약품 제조수

입업체의 연구과정 별 연구개발비 현황을 기준으로 임상시험 연구비 규

모는 2016년 전체연구개발비의 39.5%인 6,674억 원에 달했다.74) 또한

연구자를 통한 대학의 지식재산권, 기업 지분 보유 등 기관 차원의 이

해상충 발생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69) 김소형 외., (2018), 「2017 대학연구활동실태조사 분석보고서.」, 한국연구재단., p. 59.
70) 김소형 외., (2018), op.cit., p. 77.
71) 국가법령정보센터, 「산업교육진흥및산학협력촉진에관한법률(산학협력법), 법률 제15041

호.」
72) 유승우 외., (2018), 발간사. 
73) 서건석 외., (2016), 「2016년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 83. 
74) 김수범 외., (2017), 「2017 제약산업 분석 보고서.」, 한국보건산업진흥원., p. 81.
[표 5-5] 의약품 제조·수입업체 연구 과정별 연구개발비 현황(2016년) 중 임상약리 기술의 연

구개발비  비율을 더한 값을 참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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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 (2009-2016)
출처: e-나라지표 총 연구개발비(2009-2016.), 접속일자: 2018.6.25.

한국의 총 연구개발비는 2009년 379,285억 원에서 2010년 438,548 억

원, 2012년 554,501 억 원 2014년에 637, 341 억 원 그리고 2016년에는

694,055 억 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한국의 연구개발비는 2016

년 기준으로 59,819 백만 달러로 세계 5위권이고 GDP 대비로는 2016년

기준 4.24%로 OECD 회원국 중 2위 수준이다.75)

75) 통계청 e-나라지표.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총 연구개발비.」, 접속일자: 2018.6.2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25  

http://www.index.go.kr/potal/main/EachDtlPageDetail.do?idx_cd=1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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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한국의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현황(2008-2016)
출처: e-나라지표 「민간기업 연구개발비 현황.」, 접속일자: 2018.6.25. 

한편 앞서 살펴보았던, 한국의 1980년대 이후 증가한 산학협력은 민

간기업의 연구개발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표를 통해 간접적으

로 확인이 가능하다(표3). 1997년에 공포된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

별조치법」 을 통해서 보다 용이하게 대학교수 및 연구원이 소속기관의

허가를 받아 현직에 있으면서 벤처기업의 창업이나 임원을 겸직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76) 미국의 바이-돌 법안을 벤치마킹해서 만든 「기술

이전촉진법」과 「산업교육진흥법」은 학교의 벤처기업 설립과 지적재

산권 취득을 용인해 이해상충의 구조가 더욱 빈번하고 복잡해지도록 만

들었다.77)

76) 국가법령정보센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법령 제15463호.」
77) 장후은 외., (2015), 「국내외 산학협력정책 동향 분석, 산학협력 관련 정책 동향.」, 산학

협력정책연구소(UNICO)., pp. 16-19
   국가법령정보센터., 「기술이전촉진법(약칭: 기술이전법), 법률 제6229호.」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법률 제146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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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의생명연구 이해상충의 주요 사례들

의생명연구의 이해상충의 사례로 한국에서 가장 잘 알려진 사례는 제

시 겔싱어(Jesse Gelsinger)의 사망 사고(1999)이다. 그러나 제시 겔싱

어 사례 이전에도 이해상충의 위험이 있는 연구계약이 있었고, 관리 되

지 않은 연구계약은 이해상충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고자 했던 연구자의

개인적인 고통으로 이어진 바 있었다. 겔싱어의 사례는 한국에서 이미

많은 연구와 의료윤리 수업 자료에서 다뤄지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낸시

올리버리(Nancy Olivieri)는 그렇지 못하다. 이는 겔싱어 사례 뒤에서

살펴보는 당뇨병 약 레줄린(Rezulin)의 사례도 마찬가지이다. 하나의

대표적인 사례로도 이해상충의 개념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더 나아가

이해상충의 관리 필요성에 공감하기에는 부족하다. 따라서 보다 다양하

면서도 잘 알려진 사례들의 소개가 필요한 것이다. 이해상충이 적절히

관리되지 않았던 사례들을 살펴보면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해서 무엇에

주목해야 할지 고민해 볼 수 있다. 한편,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 의료윤

리에 관한 권위 있는 헤이스팅스 센터(The Hastings Center)는 이해상

충의 관리를 위하여 누구의 재정적 이해상충이 공개되어야 하며 누구에

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어떤 이해가 연구의 품질이나 신뢰도에 위험을

미치는지, 공개 이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해상충을 결정

하고, 누가 이해상충의 위반을 처벌하는지를 알아야 한다고 주장하였

다.78) 의사와 연구자가 과도한 부담이나 위험을 피하면서 편향의 위험

   「산업교육진흥법 (약칭: 산학협력법), 법률 제2545호.」  
78) 헤이스팅스 센터(The Hastings Center, 1969 창립)는 미국 뉴욕에 위치 한 독립적이고 

초당파적인 생명윤리 연구기관이다. 학술연구와 공공의 참여를 늘리는 것을 모토로 삼고 
있다. 

Johnston.J., Hasting Center., (2018), “Conflict of Interest in Biomedical Research.”, 
The Hastings Center., 접속일자: 2018.7.10., 
https://www.thehastingscenter.org/briefingbook/conflict-of-interest-in-biomedical-researc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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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신뢰의 상실을 줄이게 하는 책임 있고 합리적인 이해상충 정책 및

절차의 설계가 필요한 이유이다. 또한 의학연구, 의학교육, 임상진료

및 실무지침 개발을 수행하는 기관은 이해상충에 대한 대중의 우려를

인식하고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기 위한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

다.79)

낸시 올리버리와 아포텍스의 기밀유지조항(gag order) 등을

둘러싼 분쟁 (캐나다, 1989-2002)

낸시 올리버리 사건은 연구자 개인이 이해상충을 적절하게 해결하였

으나 과정에서 이해상충 관리를 적절하게 도왔어야 했던 부서들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행정적 관리 부재의 문제를 보여준 사건이다. 당시

기관이 윤리위원회가 이미 우선해야 할 가치와 자율성과 독립성에 관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해상충은 관리되지 않았다.80) 올

리버리 박사는 캐나다의 혈액학자로 헤모글로빈 혈증

(haemoglobinopathies) 치료를 연구하는 연구자이다. 그는 캐나다소아

전문병원(Hospital for Sick Children, HSC)81)에 근무하면서 제약회사

아포텍스(Apotex)와 데페리프론 (deferiprone) 약에 관한 분쟁으로 유

명해졌다. HSC는 캐나다의 가장 명망 있는 병원 중 하나였음에도 불구

하고 연구자가 제약회사로부터 허락받지 않은 정보의 공개를 막는 3년

간의 비공개합의서에 서명하는 것을 막는 공식적인 체계가 없었다.82)

당시 올리버리 박사와 아포텍스 간의 분쟁에 대하여 연구한 한 논문은

79) Lo, B., Field, MJ., (2009), op.cit., p. 64. 
80) Robert A. Phillips, John Hoey., (1998), “Constraints of interest; lessons at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CMAJ)., 
159(8)., p. 956

81) Hospital for Sick Children은 “SickKids”라는 브랜드 병원이며 캐나다 온타리오에 위
치한다. 홈페이지: https://www.sickkids.ca/ 접속일자: 2018.6.26. 

82) Robert A. Phillips, John Hoey., (1998), op.cit., p. 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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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계의 재정지원이 과학적 지식을 발전시키고 환자의 건강을 보호하

는 일차적 이해에서 눈 감게 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83)

올리버리 박사는 의사이자 연구자로서 동시에 두 역할을 수행하고 있

었다. 1993년 4월에 토론토의 HSC는 아포텍스와 데페리프론의 혈액 질

환인 지중해빈혈증(thalassaemia)의 치료에 대한 효과 검증을 위한 계

약을 맺었다.1995년 4월에 올리버리 박사와 동료들이 데페리프론의 몇

몇 긍정적인 결과를 찾았으나 약의 장기사용에는 효과가 없다는 증거를

찾게 되었다.84) 이에 올리버리 박사는 병원의 윤리위원회(Research

Ethics Board, REB)와 제약회사 아포텍스에 이를 알렸다.85) 올리버리

박사는 개정된 동의서(Consent form)을 1996년 5월 21일 아포텍스에 보

냈다. 그러나 아포텍스는 올리버리 박사와 동료에게 토론토 HSC에서의

시험을 중단한다고 알려왔다. 하지만 필라델피아와 이탈리아의 HSC에서

는 연구를 지속하였고, 올리버리 박사를 이탈리아의 임상시험에서 운영

위원회(steering committee)에서 배제하였다. 올리버리 박사는 HSC병원

의 행정담당 부서에 법률적 지원을 요청하였으나 거부당했다. 이러한

행동에 대해 아포텍스는 오히려 그녀가 비밀유지동의서에 서명하였음을

상기시켰다.86) 연구 관계자를 인터뷰한 내용에 따르면 아포텍스와의 계

약은 HSC를 거치지 않은 것이었고 인지했을 때에는 개입하기 이미 늦은

상황이었다고 했다.87) 제약회사의 압력에도 불구하고 1998년 올리버리

와 다른 저자들은 뉴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신(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NEJM)에 데페리프론이 간섬유증(hepatic fibrosis)을 유

발할 수도 있다는 논문을 게재하였다.88) 이후 올리버리는 학문적 자유

83) Robert A. Phillips, John Hoey., (1998), op.cit., p. 955.
84) Robert A. Phillips, John Hoey., (1998), op.cit., p. 955. 
85) Thompson J., et al., (2001), “Report of the Committee of Inquiry on the case 

involving Dr. Nacncy Oliveri, the Hospital for Sick Children, the University of 
Toronto, and Apotex. Inc.”, 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 p. 
136. 

86) Schafer, A., (2004), “Biomedical Conflicts of Interest: a Defense of the 
Sequestration thesis- learning from the cases of Nancy Oliveri and David 
Healy.”, Journal of Medical Ethics. 30(1)., p. 10. 

87) Robert A. Phillips, John Hoey., (1998)., op.cit., p. 955. 
88) Olivieri NF, Brittenham GM, McLaren CE, et al., (1998), "Long-term safety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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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제약회사로부터 보다 자율적인 연구를 위하여 노력한 연구자로 알려

지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들은 캐나다 대학 교수진 모임(Canadian

Association of University Teachers)에 의하여 조사되었고, 올리버리

는 2009년 과학의 자유와 책임에 대한 상(Award for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을 수상하였다.89)

올리버리 박사와 제약회사 간의 분쟁 사건이 주목받은 이유는 산업계

와의 자금에서 독립되지 못했던 당시 병원의 행정체계에서 이해상충의

관리가 적절히 작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올리버리 박사는 아포텍스와

의 관계에서 HSC의 보호를 받지 못했을 뿐 아니라 오히려 의사 징계 위

원회(Physicians disciplinary board)에 회부되는 등 개인적인 고통을

받아야 했다.90) 그러나 당시 HSC의 윤리위원회가 반드시 상급기관

(Parent institution)으로부터 독립적으로 행동해야 할 것, 기관은 윤

리위원회의 자율성(Autonomy)을 반드시 존중할 것, 그리고 윤리위원회

가 일차적 의무를 충족하기 위하여 적절한 수준에서 재정적으로 행정적

으로 독립되어야 한다는 내용의 규정을 이미 가지고 있었다.91) 일차적

이해를 우선해야 한다는 점을 기관이 이미 밝히고 있어도, 규정의 실효

성의 문제는 별개일 수 있는 것이다. 올리버리 박사는 이해상충에 대한

문제를 병원의 윤리위원회에 알렸지만, 알린 것으로는 이해상충으로 인

하여 발생할 문제를 막을 수 없었다.

effectiveness of iron chelation therapy with oral deferiprone in patients with 
thalassemia major.",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NEJM)., 339(7)., pp. 417–
428. 

89) American Association For the Advancement of Science(AAAS)., (2009), “AAAS 
Awards 2009.”,  “Award for Scientific Freedom and Responsibility Recipient.”, 접
속일자: 2018.7.8., 

https://www.aaas.org/page/2009-award-scientific-freedom-and-responsibility-recipi
ent

90) ▶ 앞의 각주(각주 89) 참조.
91) Robert A. Phillips, John Hoey., (1998)., op.cit., p. 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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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겔싱어의 임상시험 중 사망사고 (미국, 1999)

1999년 미국 펜실베니아 대학에서 진행된 제시 겔싱어의 연구는 1상

(Phase 1) 임상시험으로 아데노바이러스를 주입하여 오르니틴 트랜스카

바미라제 결핍증(Ornithine Transcarbamylase Deficiency, OTCD)92)를

겪는 환자들에게 부족한 간 기능을 회복시키는 치료의 안전성을 확인하

는 연구였다. 임상시험의 내용은 감기의 원인균인 아데노바이러스를 피

험자의 몸 안에 안전하게 주입하고, 그 통로로 유전자 물질을 전달하는

것이었다.93) 그리고 제시 겔싱어는 부분적인 OTCD를 앓고 있던 1999년

당시 18세 남성이었다. 그는 3살 무렵 병원 응급실을 통해 병을 진단을

받았던 환자였다. 그는 진단 이후 10살 때 단백질 과잉섭취로 인한 코

마 상태에 빠진 것 이외에는 증상을 비교적 잘 관리하고 있었다.94) 그

러나 계획과 다르게 제시 겔싱어는 OTC(Ornithine Transcarbamylase)유

전 물질이 포함된 독성이 완화된 아데노바이러스를 주입 받은 지 나흘

만에 결국 사망하였다.95) 가족들은 초기에 그의 사망의 원인을 이해상

충의 문제로 인식하지 못했다.96)

92) 오르니틴 트랜스카바미라제 결핍증 (Ornithine Transcarbamylase  Deficiency 이하, 
OTCD) 는 신진대사 장애로, 단백질 대사로 인한 노폐물을 인체에 무해하게 변화시키는 
작용이 정상적으로 이뤄지지 않는 유전 질환이다. OTCD는 유전성 요소회로 대사이상증 
중 유일하게 X염색체 연관우성(X-linked dominant)을 하는 질환이다. 증상은 고암모니아
혈증, 신경학적 손상, 의식 소실 등이 있으며, 치료는 혈액투석, 저단백 식이요법, 간이식 
섭취 등 이다. OTCD를 앓는 남아가 신생아기 혹은 조기 영아기에 기면, 구토, 혼수 그리
고 심한 정도의 고암모니아혈증과 고글루타민혈증(hyperglutaminemia)을 보이며 대부분 
사망에 이르거나 생존하는 경우에도 심각한 신경학적 후유증을 겪는다. 보건복지부 건강정
보.,(2016)., “오르니틴 트랜스카바미라제 결핍증.”접속일자: 2018. 7.9 
http://health.cdc.go.kr/health/mobileweb/content/group_view.jsp;jsessionid=2Ct0hvTqP4J9P
VWALFygjuQA9gkdm3e0hAYxwzojeI3H1t9cgjqz916ddY59j1y4.KCDCWAS01_servlet_PUB2?curre
ntPage=6&dp2code=101120000000&dp3code=101104104000&dp4code=&CID=O42JEI80Z4) 

93) Ezekiel J. Emanuel et al., (2008), “The Oxford Textbook of Clinical Research 
Ethics.”, Oxford., p. 111. 

94) Gelsinger P., (2001), “Jesse's intent.”, p. 9., 접속일자: 2018.7.10  
 http://www.circare.org/submit/jintent.pdf 
95) Ezekiel J. Emanuel et al., (2008), op.,cit., p. 112 
96) Gelsinger P., (2001), op.cit., p. 9., 접속일자 2018.7.10.  

http://health.cdc.go.kr/health/mobileweb/content/group_view.jsp;jsessionid=2Ct0hvTqP4J9PVWALFygjuQA9gkdm3e0hAYxwzojeI3H1t9cgjqz916ddY59j1y4.KCDCWAS01_servlet_PUB2?currentPage=6&dp2code=101120000000&dp3code=101104104000&dp4code=&CID=O42JEI80Z4
http://www.circare.org/submit/jintent.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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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DA의 조사과정에서 밝혀진 것은 제임스 윌슨을 비롯한 연구자들이

겔싱어의 암모니아 수치가 높음에도 불구하고 임상시험 지원자가 나간

자리에 대체시킨 것, 펜실베니아 대학 차원에서 지난 2명의 환자가 심

각한 부작용을 겪었다는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것, 그리고 비슷한 조건

의 치료에서 죽은 원숭이에 대한 서류를 공개하고 적절한 설명과 동의

(Informed Consent)97)를 받지 않았다는 것이었다.98) 이렇게 드러난 문

제점들을 겔싱어가 미리 알았다면 연구에 참여여부에 대한 결정이 달라

질 수도 있는 문제들이었다. 한편, 펜실베니아 대학교와 제노보

(Genovo) 사는 IHGT와 지식재산권에 관하여 지분을 가지고 있었다.99)

계약에 따르면 제노보 사는 5년 이상 윌슨 박사의 실험실에 약 226억

원을 지원해 줄 것을 약속했고, 펜실베니아 대학교에 제노보의 지분 중

5%를 주기로 되어 있었다. 제노보는 기존에 존재하던 윌슨의 지식재산

권과 윌슨이 취득할 미래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라이센스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100) 또한, 윌슨은 제노보 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었고, 월스트리

트저널이 이후 추산한 내용에 따르면 그 가치는 약 145억 원에 달했

다.101) 즉 윌슨은 사업화 이후 상당한 재정적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이

해관계가 있었으며, 이는 대학 역시 마찬가지였다. 한편, 제시 겔싱어

의 아버지인 폴 겔싱어는 회고록에서 전문가에게 해당 치료법의 효과에

대해 직접 물어보았지만 치료법의 부작용에 대해서는 듣지 못하였

다.102) 제임스 윌슨은 제노보와의 관계를 묻는 폴 겔싱어의 질문에 대

해 돈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Unpaid consultant) 이라고만 밝혔다.103)

97) Informed Consent는 설명과 동의, 알 권리 등으로 번역된다. 
▶ 이에 관하여는 정은주 (2016), "인폼드 컨센트(Informed Consent): 충분한 설명에서 "충

분한 이해"에 기반한 동의로의 확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9(2)., pp. 157-174.를 참고할 
수 있다. 

98) Sibbald, B. (2001), “Death but one unintended consequence of gene-therapy 
trial.”, Canadian Medical Association Journal., 164(11)., p. 1612.

99) Ezekiel J. Emanuel et. al., (2008), op.cit., p. 111. 
100) Robin Fretwell Wilson., (2010), op.cit., pp. 306-308.
101) Robin Fretwell Wilson., (2009), “Estate of Gelsinger v. Trustees of University 

of Pennsylvania: Money, Prestige, and Conflicts of Interest In Human Subjects 
Research.”, Sandra H. Johnson, Joan H. Krause eds., HEALTH LAW AND 
BIOETHICS: CASES IN CONTEXT., Aspen Publishers,  p. 229. 

102) Gelsinger P., (2002), op.cit., p. 6. 
103) Gelsinger P., (2002), op.cit., p.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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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겔싱어가 1999년 연구에 참여하게 되었을 때 절차를 거쳐 감기

와 같은 증상으로 고생할 수 있다거나, 간이식이 필요할 수 있는 등의

부작용 또한 사전 고지를 받았다.104) 그러나 중요한 정보가 빠진 동의

라는 점에서 진정한 동의가 아니었다. 그런데, 1999년에 미국에서는 이

미 이전에 이해상충에 대한 입법이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 논의되었고,

연구의 객관성(Objectivity in research)에 대한 입법과정도 이뤄지고

있었다. 이를 고려한다면 겔싱어 사례에서 이해상충의 관리가 없었던

것이 아니라, 적절하게 되고 있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105) 제시

겔싱어의 사례는 하나의 사건에 개인의 이해상충, 기관의 이해상충의

문제가 함께 있었으며 임상시험의 피험자 모집부터 실제 참여까지 여러

차례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었지만 제시 겔싱어가 사망할 때까지 이해상

충의 문제가 관리되지 않았다는 특징이 있다. 제시 겔싱어의 사망 사고

이전에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었던 것이 아니었는데도 비교적

건강했던 피험자가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은 이전의 관리규정이 실

질적인 규제력이 없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106)

제2형 당뇨병 약 레줄린(Rezulin, 1996-1999)

1997년부터 미국 시장에서 21억 달러 이상을 벌어들인 워너램버트

(Warner-Lambert, 현재는 화이자(Pfizer)에 흡수) 사의 성인 제 2형 당

뇨병 약인 레줄린(Rezulin)은 미국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의 국가당뇨예방연구 (National Diabetes Prevention

Study)의 대상으로 지정된 약 중 하나였다. 레줄린의 FDA 심사 통과 과

104) Gelsinger P., (2002), op.cit., p. 5.
105) Public Health Service and Office of Secretary(HHS)., (1995), “42 CFR Part 50.”, 

“45 CFR Part 94.”, Final Rule.  
106) Smaglik, P. (2000), "Gene therapy institute denies that errors led to trial 

death.",  Nature 403., p. 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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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 다양한 문제들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테면, 신약개발승인에 대한

미국의회로부터의 압박(기관 이해상충), 이해관계가 있는 연구자들이

의사결정체계에 참여하기(개인 이해상충), 그리고 재정적 이해상충의

문제가 있었다.107)

제롤드 올렙스키 박사(Dr.Jerrold Olefsky)와 리처드 이스트만 박사

(Dr. Richard Eastman)박사의 개인적인 이해상충 문제가 있었다. 올렙

스키 박사는 당시 저명한 당뇨 연구자로 NIH 의 연구에 초기부터 위원

회에 초빙되어 그 장을 맡고 있었다. 그런데 올렙스키 박사는 약과 관

련하여 3건의 다른 특허를 단독으로 혹은 제1발명자로 가지고 있었으

며, 워너램버트사가 설립한 국가당뇨사업(National Diabetes

Initiative)의 설립 시 공동의장을 맡았다. 즉, 워너램버트 사에서 돈

을 받는 컨설턴트였던 것이다.108) 이렇게 워너램버트 사와 이해상충이

있다는 점이 밝혀졌지만, 그는 여전히 위원회에 남아 있을 수 있었

다.109) 한편 이스트만 박사는 NIH에서 당뇨 관련 최고의 연구자였으며,

동시에 국가당뇨예방연구의 담당자였다. 이스트만 박사는 워너 램버트

사 뿐만 아니라 다른 회사들과도 재정적 연관이 있었으며(78,455 달러)

회사 자문 위원이자 후원 그룹의 대변인이기도 하였다.110) 그럼에도 불

구하고 그 역시 국가당뇨예방연구 위원에서 배제되지 않았다.111)

레줄린이 간 손상의 위험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위험

을 경고한 전문가가 위원회에서 배제되는 일이 1996년 여름 벌어졌

다.112) FDA 자문위원회에서 존 게리기안(Dr.John L. Gueriguian) 박사

107) Jerome P. Kassirer. M.D., (2005), “On The Take(How medicine’s complicity 
with big business can endanger your health).”,  Oxford.,  p. 46.

108) Jerome P. Kassirer, M.D., (2005), op.cit. p. 47.
109) Willman, David., (1999.10.29), “Scientists who judged pill safety received fees 

(Warner Lambert's Rezulin and th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Los Angeles 
Times.,  A. 22.

110) Willman, David., (1998.12.07), “Drug maker hired NIH researcher (Richard C. 
Eastman and Warner Lambert Co.) (Part 2).”, Los Angeles Times., A. 1.

111) Jerome P. Kassirer. M.D., (2005), op.cit., p. 47.
112) California Healthline Daily Edition., (2000.11.16),  “FDA Acknowledges ‘Possible 
Missteps’in Handling Rez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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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고가 무시되고, 박사가 자문위원회에서 이후 배제되었다. 그러나

1997년 가을부터 게리기안 박사가 경고했던 대로 수십 명의 환자들이

급성 간 손상으로 병원에 오는 증례들이 FDA에 보고되기 시작하였

다.113) 레줄린과 관련한 문제는 시간의 흐름에 따라 몇 번에 걸쳐 이뤄

졌다. 첫 사례들은 영국 시장에서 레줄린이 판매 금지되는 계기가 되었

고 이 때문에 뉴욕증권거래소에서 위너램버트 사의 주가가 18%급락하였

다.114) 두 번째와 세 번째 변화는 늦은 1997년과 1998년 7월에 있었다.

환자의 간 기능을 단순히 모니터링 하는 것만으로는 레줄린 사용으로

인한 장기손상에서 환자를 보호할 수 없다는 점이 지적되었다.115) 1999

년 3월 급기야 FDA의 고위급 역학조사관이었던 데이비드 그래햄(Dr.

David J. Graham)은 레줄린이 미국시장에서 가장 위험한 약이라고 경고

하였다.116) 이전까지 담당자들은 레줄린을 복용한 환자들이 심장관련합

병증 유무를 조사하지 않았다. 비록 FDA가 약의 승인조건으로 위너램버

트 사에게 심장질환자에 대한 약의 효능(A study of the drug’s effect

in heart-failure patients)를 요구하였지만, 그 연구는 완성된 바가

없었다.117) 그리고 레줄린에 연관 된 과학자의 반 이상이 연구비 후원

이나 다른 형태의 보상을 위너램버트 사로부터 받고 있었다. 약의 승인

은 신속심사를 통해 이뤄졌고 앞서 밝힌 바와 같이 과정에서 경고된 위

험은 오히려 무시되었다.118) 1999년 3월 21일 레줄린은 FDA에 의해 시

장에서 퇴출되었으나, 그 때까지 63명이 간 손상을 원인으로 사망하였

고 총 391명의 죽음에 레줄린이 원인으로 기여했던 것으로 추정되었

다.119)

113)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D. New York(2002), "REZULIN PRODUCTS 
LIABILITY LITIGATION.", Civ. 2843 (LAK), (MDL No. 1348), p. 3.

114) Willman. David., (2000.12.20), “REZULIN: Fast-Track Approval and a Slow 
Withdrawal.” LA Times., 접속일자: 2018.7.10.,
http://www.latimes.com/nation/la-122001rezulin-story.html 

115) Willman. D., (2000.12.20), op.cit.
116) Willman. D., (2000.12.20), op.cit.
117) United States District Court, S.D. New York(2002), op.cit., pp. 6-7.
118) Willman. D., (2000.12.20), op.cit.
119) Willman. D., (2000.12.20), op.c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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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균관대학교 약학대학 생동성 시험 조작 사건(2006)

2006년 1월 한 성균관대 약학대학의 연구원이 권익위원회에 해당 대

학에서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제약회사에서 의뢰받은 생물학적동등성

시험(이하 생동성시험) 분석의 결과 보고서가 조작되었음을 제보하였

다. 이에 근거하여 시작된 검찰 조사는 국내 제네릭 의약품에 대한 식

약처의 대대적인 안전성 재검토로 이어졌다.120) 2005년 12월 처음 권익

위원회에 진정이 접수된 뒤, 2006년 3월 20일 사건을 넘겨 받은 식약

처에서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하지만 당시 컴퓨터 교체로 자료가 남아

있지 않다는 연구 책임자의 증언에 따라 무혐의 처리되었다. 그런데 다

른 기관으로 확대된 조사에서 한 시험기관의 시험자료가 조작되었음이

확인되었다.121)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제약회사와 대

학을 포함한 안전성 시험 위탁 기관 사이의 불합리한 계약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었다. 2006년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양승조 의원실은 제약회

사와 위탁기관의 연구용역 계약서에 위탁기관이 단순히 생동성 시험을

위한 연구결과만을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연구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해

생동성 시험결과에 대한 승인까지 받아야 연구용역비를 지급받을 수 있

는 특수 조항이 있었음을 밝혔다. 여기서 그 특수조항이란 계약금 10%

만이 선금으로 지급되고, 나머지 90%는 식약처의 생동성 시험 승인이

종료된 이후에 지급되도록 한 것이었다. 또한 제약회사가 ‘품목허가를

위해 필요한 경우 시험기관에게 결과보고서의 보완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험기관은 이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시험 결과의 조

120) 곽성순., 청년의사, (2008.6.25), 「약학계 관행적 ‘생동성시험 조작’ 사실로 밝혀져.」 
121) 약업신문., (2006.12.26), 「생동성 파문 ‘충격’서 ‘개선’까지(2006년 10대뉴스)」
 2006년 식약처의 실태 조사 1차 결과 발표에 따르면 10건 이상의 시험을 수행한 11개 기관 

101개 품목 중, 4개 기관 10개 품목에서 조작 사실이 드러났다. 이후 조사 결과 국내 주
요 제약사를 포함한 93개사 576개 제품에서 생동성시험 자료를 확보할 수 없거나 및 안전
성을 검토할 수 없다는 결과가 드러났다. 그 중 18개 기관의 115개 품목은 컴퓨터 저장자
료를 임의로 고쳐 제출했음이 드러났고, 자료 불일치가 확인된 115개 품목은 허가취소, 생
물학적 동등성 인정 공고 삭제, 신청 서류 반려 등의 행정 조치가 취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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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을 얼마든지 요구할 수 있는 독소 조항이 포함되어 있음을 지적했

다.122) 즉 연구 용역비용 90%를 받기 위해서는 식약처 승인까지 완료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위탁 기관에게는 이해상충에 따라 부정적인 연구

결과를 숨기고 결과를 조작할 유인이 크다는 것이었다. 이듬해 식약처

는 임상시험관리기준(GCP)에 따라 생동성 시험 관리를 강화하고, 위탁

생동성 시험 인정을 폐지하는 등 관리를 강화했다.123) 그러나 연구에서

이해상충을 발생시킬 수 있는 불합리한 계약조건 자체에 대한 개입은

하지 않았다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카바 수술)의 송명근 교수

의 사이언스시티에 대한 이해상충 논란(2010)

한편, 2010년 송명근 교수의 카바 수술 논란에서도 이해상충의 문제

가 드러났다. 1997년 개발한 ‘종합적 대동맥 판막 및 근부성형술’(카바

수술)은 카바 링이라는 의료기기를 필요로 하는 수술이었다.124) 2008년

처음 논란이 시작될 당시만 하더라도, 카바 링을 이용한 카바 수술이

기존의 수술보다 안전하거나 효과가 크다는 연구가 제대로 진행되지 못

했다는 점, 경증 환자에 대한 불필요한 수술, 기존의 수술과 다른 ‘신

의료 기술’로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한 문제들이 주로 논의되었

다.125) 2009년 동아일보는 송명근 교수가 2000년 카바 링을 생산하는

의료기기 제조업체 사이언스시티를 설립해 지분 40%를 소유하고 있다고

밝혔다.126) 2003년 11월 카바 수술의 성과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된

122) 문영중., 후생신보., (2006.10.23),  「[식약청국감] 생동성 파문, 시험기관-제약사 ‘공동
작품’.」 

123) 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안전국., (2008),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에 관한 규정-규
제영향분석서 (공개용)」

124) 최승진., CBS 노컷뉴스, (2010.2.24), 「심장카바 수술 논란, 왜 문제인가?」 
125) ▶ 각주 124 참고.
126) 이진한., 동아일보., (2009.09.23), 「송명근 교수 개발 ‘심장 카바 수술’ 안전성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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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2004년부터 이 회사는 본격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다. 송명

근 교수는 회사를 통한 수익을 사회에 기부하고자 한다는 약속을 밝혔

지만, 회사의 성장이라는 이차적 이해에 따른 이해상충이 수술 성과를

왜곡할 수 있는 가능성을 지니고 있다는 문제는 계속해서 제기 되었

다.127) 2010년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신의료기술 개발의 의료윤리 쟁점’

토론회에서 본인이 설립한 회사의 제품을 본인이 수술하는 환자에 적용

하는데 이해상충이 발생할 수 있음을 지적하면서, 동의서 설명 과정에

서 이를 환자들에게 명확하게 고지하지 않고 출판된 논문에 이를 밝히

지 않은 것은 연구 윤리 위반임을 지적했다.128)

 안창욱., 메디칼타임즈., (2010.12.18), 「송명근 교수 사이언시티 지분, 이해상충 논란.」 
127) 권문수., 메디파나 뉴스., (2011.03.03),  「송명근 “사이언시티 주식보유 불가피했다.”」 
128) 한국의료윤리학회., (2010), 「제2회 의료윤리교실: 새로운 의료기술의 임상적용시 윤리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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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이해상충 관리와 관련된 주요정책들

부패방지법(2002 시행)

구조화된 부패는 개인의 양심이나 청렴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회 구

조를 만들어 낸다. 부패방지법이 제정되기 전까지 한국에서 이해상충에

대한 사회 전반의 이해는 높지 않은 상태였다. 사회 깊숙이 뿌리 내리

고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제도적 측면에서 다루기 시작한

것은 2001년 「부패방지법」의 제정과 함께였다.129) 이 법의 시행 이후

1년 여 지나 진행 되었던 2003년 진행되었던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에

따르면 “공무원들이 부패하다”는 질문에 대하여 “부패하다”고 답한 일

반국민이 64.6%, 공무원이 7.7% 외국인이 54.5% 로 답을 하였다. 2007

년까지 해마다 같은 질문으로 설문이 이뤄졌는데 해마다 일반국민의

“부패하다”는 답은 줄어들었다.130) 제정 당시의「부패방지법」제2조(정

의) 3.에서는 부패행위 중 첫 번째를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

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로 규정하고 있다.131) 즉 공공의 이익이라는 일차적 의

129)  「부패방지법, 법령 제6494호」은 20번의 개정을 거쳐 가장 최근에는 2013년 3월 23일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부패방지권익위법), 법령 11690
호.」 으로 개정되었다. 

130) 국민권익위원회., (2008), 청렴도 평가.“2007년 부패관련 인식도 조사 결과.”, 접속일자: 
2018.6.25.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nuId=05020703&m
ethod=searchDetailViewInc&boardNum=4139&currPageNo=1&confId=36&conConfId=36
&conTabId=0&conSearchCol=BOARD_TITLE&conSearchText=%BA%CE%C6%D0%B0%FC%B7%C3
+%C0%CE%BD%C4%B5%B5+%C1%B6%BB%E7&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
RD_NUM+DESC
131) 국가법령정보센터., (2001), 「부패방지법, 법령 제6494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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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가지고 있는 공무원이 사적 이익이라는 이차적 의무를 추구하며

발생하는 이해상충을 부패의 핵심으로 보고 있는 것이다. 한편 2002년

발간된 「부패방지백서」에서는 부패에 의한 피해를 사익의 대가로 제

공되는 공익의 훼손이라는 물질적인 폐해 뿐 아니라 이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사회문화적 폐해 또한 큰 피해로 보고 있다. 즉 부패가 만연하

면 공적 서비스를 제공할 의지와 잠재력을 가진 사람들이 방관과 냉소

주의에 빠져 최선의 창의와 노력을 기울이지 않게 되고, 가치 기준을

전도 시키면서 부패를 구조화 하게 든다는 것이다.132) 이러한 문제는

부패방지법 이전에도 공무원윤리강령 등 이해상충을 관리할 필요가 계

속해서 제시 되었던 바 있지만 제도적 측면에서 이를 강제하거나 체계

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적절한 구조가 만들어지지 않아 부패가 사라지

지 않았던 점에서 잘 드러난다.

황우석 박사의 논문 조작사건 이후의 정책들(2006-)

한편 한국에서는 2006년 황우석 박사의 연구부정행위와 사이언스 지

논문조작 사건 이후 전반적으로 연구윤리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다.

2006년부터 지난 10여 년간 한국의 연구윤리는 한국연구재단 등 정부의

노력과 지원과 대학과 학회의 노력으로 크게 발전하였다.133) 그러나,

의생명연구의 이해상충에 대하여는 최근까지도 인식이 부족했다.134) 이

해상충까지 다룬 규정들은 제한적이었다. 국내에서 의생명연구의 이해

상충에 관한 규정들은 임상에서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리베이트 쌍벌제

132) 부패방지위원회., (2002), 「부패방지백서.」, 부패방지위원회., pp. 16-17
133) 한국연구재단은 교육부의 각 년도 학술·연구지원사업 종합계획에 근거하여 연구윤리의 

제도적 확립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연구윤리 전문 포털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며, 
연구윤리 관련 동향이나 가이드라인 그리고 교육자료 제공 및 관련 상담과 교육에 대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있다.  연구윤리정보센터., http://www.cre.or.kr/ 

접속일자: 2018.7.11. 
134) 공혜정 외., (2016), 위의 논문., ▶각주 36 참조., p. 4 

http://www.cr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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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 행정처분은 2013년 4월부터), 한국의료윤리학회의 「의료인-제

약회사 관계윤리지침(2012)」135), 의사협회의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

지침(2017)」136), <약사법> 제47조의 2(경제적 이익등 제공 내역에 대

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의 2(경제적 이익등

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의료기기법> 제13조의 2(경제적 이

익등 제공 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 제출 등), <의료기기 유통 및 판매

질서 유지에 관한 규칙> 제3조(경제적 이익 등의 제공 내역에 관한 지

출 보고서)가 정하는 제약회사(의료기기 제조사 등)가 의료인에게 경제

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로 작성, 보관하고 보건복

지부 장관이 요청하는 경우 이를 제출하는 것을 요구하는 「경제적 이

익 지출 보고서 작성(한국판 선샤인 법, K-Sunshine, 2018.1.1.시행

)」137) 제도 정도에 그친다. 이들 관리방안들은 모두 임상에 관한 규정

들이고 사실 의생명연구에 관한 규정들은 일부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에

서 이해상충 있는 자의 제척을 정하는 문구 한 줄 정도에 그친다.

이해상충의 문제는 그 자체로 문제가 드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으나,

연구 부정행위 등의 스캔들이 폭로된 이후 그 행위가 일어나게 된 맥락

에서 찾아내게 되는 경우가 많다. 이해상충은 많은 경우 이해관계 그

자체가 아니라 이해관계에 따라 나타나는 연구 부정행위 등의 포괄적인

현상으로 인지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별적인 이해상충의 과정 모두를

관찰하거나 인지하기는 쉽지 않다. 이러한 어려움은 비단 의생명연구에

서만 있는 어려움이 아니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문제에 대한 대응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 한국의 경제 분야에서는 이해상충을 내부통제의 관점

에서 혹은 부패관리의 차원에서 바라보고 있다.138) 사용하는 용어와 상

135) 한국의료윤리학회., (2012), 「의료인-제약회사 관계윤리지침.」
136) 대한의사협회., (2017), 「의사윤리강령·의사윤리지침.」, pp. 8-9, 21-22, 25.
137) 보건복지부., (2017),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보건복지부 현황.”,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 가이드라인.」, 접속일자 

2018.6.28
http://www.mohw.go.kr/react/jb/sjb030301vw.jsp?PAR_MENU_ID=03&MENU_ID=0321&

CONT_SEQ=342726&page=1
138) 국가법령정보센터,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법률 제14818

호.」,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법률 제1502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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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적 맥락의 차이는 있지만 사회의 다른 분야에서도 이해상충의 가능성

이 있다고 여겨지는 경우 이를 미리 알릴 것과 문제가 없는 수준으로

이해상충을 관리 혹은 제거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139) 따라서 사회의

다른 영역에서 이해상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는지 살펴보는 것은 의생

명연구의 이해상충 관리방안을 만드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2001년 부패방지법 시행 이후 부패방지에 관하여 큰 인식의 전환을

가져온 사건은 2016년 9월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다.140) 이 법은 공무원이나 공공기관의 임원, 학교 교직

원 등이 상당한 금품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 없더라도 처벌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이 법은 사립학교 교원을 포함한 공공기관 전

체에 적용되기 때문에 국내 433개 공립 및 사립대학, 또한 대학병원에

도 폭넓게 적용되고 있다.141) 또한 한 가지 주목할 점은 법의 최초 입

안 당시의 명칭이 ‘부정청탁 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 방지법’이었다

는 점이다. 즉 부정청탁 금지와 금품 수수 금지와 함께 공직자 이해충

돌 방지는 법안의 주요 골자 중 하나였다. 당시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

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 입법예고에서 이 부분이 확인된다.142)

이는 공직자가 자녀를 특별 채용하거나 기관장이 친인척의 회사에 특혜

를 주는 등 공직자의 사익 추구, 이해상충을 막는 규정이었다. 법안 도

입 과정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 부분은 통과되지 못했지만, 2018년

제 44조.
139) 1980년 미국의 증권거래법의 14(e)의 3항은 차이니즈월(Chinese Wall)과 관련한 개념

이다. 1934년의 증권거래법 14(e)조에 근거하여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urities and 
Exchange Commission, SEC)는 “공개매수에 관하여 공시되지 아니한 정보를 취득하게 
되면 이를 공개하거나(공시되지 아니한 정보를 토대로 한 증권거래를 포기하라(disclosure 
or abstain)” 란 원칙을 정한 바 있다. 미국의 예를 들어 한국의 자본시장법도 제44조(이
해상충의 관리) ②와 ③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140) 국가법령정보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약칭: 청탁금지법), 
법률 제13278호.」 

141) ▶ 각주 140 참조.  
142) 국민권익위원회 입법예고, 청렴총괄과,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

(안) 입법예고(공고 제2012-32호)」, 접속일자: 2018.7.4.. 
https://www.acrc.go.kr/acrc/board.do?command=searchDetail&method=searchDetail

ViewInc&cmtMethod=read&menuId=0102010307&cmtId=6050&confId=19&conConfId
=19&conTabId=0&currPageNo=3&boardNum=27891&conSearchCol=BOARD_TITLE&
conSearchSort=A.BOARD_REG_DATE+DESC%2C+BOARD_NUM+D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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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재입법을 추진 중에 있다.143)

한편 의료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관심이 높아져

감에 따라 2017년 4월 23일, 11년 만에 개정된 의사윤리강령과 지침에

도 이해상충에 관한 조항이 추가되었다. 의사윤리강령 제 8항은 “의사

는 의료정보의 객관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해 노력하며, 개인적 이익과

이해상충을 적절히 관리함으로써 환자와 사회의 신뢰를 유지한다.”고

이해상충 관리에 대한 의무를 명시했다. 이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으로

의사윤리지침 제40조(의학연구)의 “④ 의사는 제약회사나 의료기기회사

등의 지원으로 연구하는 경우, 연구결과와 이의 발표에 대한 간섭을 허

용해서는 아니 되며 정당한 보상 이외에 연구결과와 관련하여 보상을

받아서는 안 된다.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는 연구비 지원기관을 공개

하여야 한다.”가 있다.144)

임상에서의 이해상충과 리베이트 쌍벌제 (2010)

의약품에서 발생한 이해상충 문제는 생동성 시험에 그치지 않았다.

2006년 조사에서는 한국 내 제약회사의 판매관리비가 다른 제조업에 비

해 압도적으로 높은 39.2%로 드러났다.145) 이렇게 비정상적으로 높은

판매관리비의 대부분은 의약품 시장에서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의사들

에게 지불되는 리베이트 관행 때문임이 지적되었다.146) 2007년 공정거

래위원회의 발표에 따르면 국내 의약품 총매출액의 20%가 리베이트로

143) 김태규., 중앙일보., (2017.8.28.), 「권익위, 청탁금지법 내 이해충돌방지 조항 복원 추
진.」

144) 대한의사협회., (2017), 「의사윤리지침.」, 제40조.  
145) 보건복지가족부. (2010),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p. 

3.
146) 윤강재, 김대중 외., (2012), 「제약산업 구조분석과 발전방향.」, 한국 보건사회연구원., 

p.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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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었다.147) 이러한 ‘영업경쟁’으로 나타난 리

베이트는 의료기관의 이윤추구와 제약사의 약가인하 방지라는 목적이

절묘하게 부합한 사례로 볼 수 있다. 이는 사회 전반으로는 불필요하게

높은 약품 비용의 책정으로 건강 보험재정의 낭비와 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 개발의 비용을 잠식하는 문제를 유발한다. 이에 따라 2010년 2월

16일 정부는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을 발표하고 리베

이트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고자 했다.148) 2010년 5월 공포되어 2010년

11월 28일부터 시행된 ‘리베이트 쌍벌제’(의료법, 약사법,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른) 적용은 리베이트를 수수한 쪽과 제공한 쪽 모두를 처벌하

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149) 이 제도의 핵심은 ‘약사, 한약사, 의료

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는 제약회사로부터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등 판매촉진의 목적으로 금전, 물품, 편익, 노무, 향

응, 그 밖의 경제적 이익을 받아서는 안 됨’에 있다. 또한 수수한 약사

및 의사는 1년 이내 자격정지를, 제공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3

천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했다.150) 2014년 개정된 “투아웃(Two-Out)”

제도는 리베이트 2회 적발 이후에는 해당 약품에 대한 급여를 정지하거

나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151) 한편, 2012년 한국의료윤리학회는 “의료

인-제약회사 관계윤리지침”을 펴내고 ‘의사와 의료기관의 제약산업체와

의 관계를 위한 기본원칙’을 다음과 같이 제시했다.152)

147)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7), 「10개 제약회사의 부당고객유인행위, 재판매가격유지
행위 등 시정조치.」, p. 5. 

148) 보건복지가족부. (2010), 「의약품 거래 및 약가제도 투명화 방안.」 보건복지가족부. 
149) “보건복지부 약무정책.”, “<리베이트 쌍벌제> 주요내용.”, 접속일자: 2018.7.9.
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29040

3&PAGE=3&topTitle=
150) ▶각주 149 참조., 행정처분, 형사처벌. 접속일자: 2018.7.9.
151) 이혜선., 청년의사., (2014.7.1.), 「‘리베이트 투아웃제’ 오늘부터 본격 시행.」 
152) ▶각주 135 참조.

1. 환자이익 우선의 원칙

의료에서 가장 중요한 관계는 의사-환자관계이며 의사는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여야 한다. 의료기관은 환자의 이익을 우선하기 어렵게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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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칙은 의료계와 제약 산업계는 협력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 과정에

서 정당한 이익을 얻을 수 있으나, 이러한 이익이 환자의 이익보다 우

선시되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경계해야 함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전

문가 집단 내에서 이러한 이해상충의 문제가 적절히 관리되지 못할 경

우 리베이트 쌍벌제와 같은 강력한 사회적 제재가 가해질 수 있음을 인

지하고, 자체적으로 투명성과 진실성을 확보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2017년 6월에는 경제적 이익 제공에 따른 지출보고서 작성에 대한 개정

안이 공표되어 201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153) 이 법안은 제약회사

나 의료기기 제조사 등인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한 경우 해당

내역을 보고서를 작성하여 제출해야 한다.154) 즉 리베이트 쌍벌제에서

예외로 규정하고 있는 견본품 제공, 학회 참가비 지원, 제품 설명회 시

식음료 제공, 임상시험 및 시판 후 조사비용 지원 등 경제적 이익을 제

공한 경우 ‘누가’, ‘언제’, ‘누구에게’, ‘얼마 상당의 무엇을’ 제공하

였는지를 작성하고 영수증이나 계약서와 같은 증빙서류를 5년 간 보관

153) 감상균 기자, 약사공론, (2017.3.9), 「리베이트 규제할 한국판 선샤인액트 ‘합의’... 면허
번호 제외.」

154) ▶각주 137 참고.

문제를 찾아 해결하도록 하여야 한다. 불합리한 제도와 정책이 환자우선의

원칙을 저해할 경우 의료기관은 의사단체와 함께 사회와 국가에 문제를

제기하고 해결을 모색하여야 한다.

1. 이해상충 관리의 원칙

의료기관은 기관 내부에서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을 인식하고 기관

수준과 의사 개인 수준에서 이를 관리할 기제를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의사 개인은 해당기관의 정책을 따르고 필요한 경우 자문을 받을

것을 권장한다.

1. 의사-제약산업체 관계 설정의 원칙

의료계와 제약산업체 관계의 일차적 목표는 환자의 이익과 의학발전이어야

한다. 의료전문직윤리와 기업윤리는 상호 보완적이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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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155) 즉 이해상충의 공개와 투명성, 개방성의 증진이라는 목

적으로 한국 내 임상 의료 분야에서는 제도적 절차의 강화가 계속해서

이루어지고 있다.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운영 가이드라인

(2014)

한편,「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 운영 가이드라인」은

임상시험실시기관에서 수행하는 임상시험 및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

대상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사항들을 정리하였다. 6장 분량으로 짧

게 정리 되어 있는 이 가이드라인은 총칙, 대상자보호프로그램의 운영,

대상자보호프로그램의 기본 업무의 세 가지 큰 분류로 나뉘어 있다. 이

중에서 이해상충의 관리와 관련하여 확인해야 하는 항목은 “Ⅲ.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의 기본 업무” 중 “11. 이해상충 관리” 이다.156)

155) “보건복지부 보도자료”(2010), 「리베이트 쌍벌제 관련 인정범위 시행규칙 공포·시행.」 
접속일자: 2018.7.9. 
http://www.mohw.go.kr/react/al/sal0301vw.jsp?PAR_MENU_ID=04&MENU_ID=0403&pa

ge=421&CONT_SEQ=245031&SEARCHKEY=TITLE
156) 식품의약품안전처., (2014),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 운영 가이드라인.」 p. 

5-6

11. 이해상충 관리
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해상충의 기준 및 관리절차를 
수립한다.
나.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필요 시 기관 및 시험자의 
이해상충문제를
심사하고 임상시험심사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 권고사항을 회신하는 
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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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를 위해 이해상충심사위원회(COIRB; Conflict of Interests 
Review
Board)를 설치 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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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기관별 이해상충 관리 현황 및 우수

관리사례 제시

3.1. 한국 대학의 이해상충 관리 현황

의생명연구를 하는 대학의 구성원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현황을 알기

위해서는 대학 전반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현황을 파악할 필요가 있다.

대학에서의 이해상충 관리는 시스템에 대한 관리와 개별 구성원(전문

가)의 이해상충 관리가 특별히 함께 이뤄져야 한다는 특징이 있다. 그

러나 이해상충 관리가 아직까지 대중적으로 확산되지 않은 한국의 현실

에서 대학의 의생명연구에 국한한 이해상충 관리가 현황을 살펴보는 것

은 무리가 있었다. 한국 대학에서의 전반적인 이해상충 관리 정책 현황

과 배경을 살펴보았다.

산학협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에 대한 적절한 정책을 공개적

으로 확인할 수 있는 대학은 이하 표1에서 확인할 수 있다. 현재 국내

대학에 관하여는 이해상충 정책과 운영 현황에 대하여 충분히 조사된

바가 없었다. 이해상충 관련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개별 대학마다 사용

한 용어는 다르지만, 기본적으로 한국연구재단과 교육부가 함께 작성한

산학협력 업무 매뉴얼 안에 포함 된 연구윤리 규정(예시)를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157)

157) 전국대학연구·산학협력관리자협의회 편저., (2015), 「2015 산학협력 길라잡이Ⅱ (산학협
력 업무매뉴얼 부록)」, 교육부., pp. 240-241

   관련하여 부록에서 연구윤리 규정(예시)의 이해상충 규정과 각 대학의 실제 규정을 확인할 
수 있다. 교육부에서 마련하여 배포한 산학협력업무매뉴얼 부록에서는 연구윤리규정(예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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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시하고 있었다. 산학협력업무매뉴얼은 2012년에 이어 2015년 증보 개정되어 공개되
어 있다. 

산학협력 길라잡이 Ⅱ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부록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 
제4절 갈등 조정

제38조(갈등의 정의) “갈등”이라함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목
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금전적 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
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제39조(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
의 학문적 입장, 도덕적 가치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
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0조(연구활동에서 발생한 갈등) 연구활동의 수행과정에서 동료교수, 
학생, 본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는 이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1조(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과 정직
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을 좇아 연구결과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서
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결부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
을 부당하게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교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본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기관이나 본교의 금전적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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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규정(예시)는 이해상충의 내용을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부적

절한 연구행위의 제4절 갈등 조정에서 다루고 있다. 예시 규정은 갈등

을 연구활동의 목적과 수행 또는 금전적 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종류의 이해관계의 충돌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적 이

해상충과 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구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예시는 제39조에서 연구자가 연구의 목적이 학문적, 도덕적, 정치적,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이를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고, 제40조에

서 동료교수나 학생 혹은 학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역시 이를 공개

할 것을 정하고 있다. 제41조(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는 금전적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고 있다.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의 진실성과 정직

성을 지켜야 하고 금전적 이익을 위하여 연구결과를 과장, 축소, 왜곡

하지 말 것 그리고 외부활동에서 학생을 부당고용하거나 본교자원을 활

용하지 말 것 등을 정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42조(갈등의 관리 및

조절)에서 규정은 연구자가 연구수행과정에서 모든 갈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할 것을 정하고 있고, 이에 대한 연구책임자의 책무도 정하고 있

다. 연구책임자가 연구참여자의 역할을 축소 혹은 박탈할 수 있는 권한

을 부여함으로써 중재자 역할을 정하고 있지만, 중대한 갈등은 제3자에

제42조(갈등의 관리 및 조절)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본교
규정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적
절히 관리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책무를 진다.
 연구책임자는 이해갈등의 당사자를 관리하고 연구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중대한 갈등은 제3자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별도의 갈등조정절차를 정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원칙적으로 본교 연구 진실성 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의하
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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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이 때 갈등 해결의 주체

를 연구진실성위원회로 정하고 있다. 예시 규정은 이해관계의 충돌에

대하여 다루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재정적 이해상충에 대하여 다룬다고

볼 수도 있지만 이해상충 전반을 포괄하고 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

다. 연구자 개인 단위의 의무상충과 재정적 이해상충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이다. 이하의 표1에서 한국의 대학들이 가지고 있는 이해상충에 대

한 규정들을 확인하였다.

대학이름
산학협력 운영수익
(단위: 백만 원)

상세규정

1 서울대학교 599,757

서울대학교 연구윤리지
침,
 제4장, 제17조(원칙), 
제18조(이해상충의 내
용)

2 연세대학교 349,513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
침, 제6장 이해상충, 제
12조(이해상충의 범위)

3 한양대학교 243,835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규
정,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 과
정의 원칙
제4절 갈등의 조절 중 
제 38조부터 제42조까

[표 1] 명시적인 이해상충 관리 규정이 있는 한국의 대학들 
「2016 대학 산학협력활동 조사보고서」에서 산학협력 순위 20위 권 내 학교들 
명단(p.72)을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한 개의 대학은 2016년 보고서에서 20위 
밖에 있었으나 같은 보고서의 2014년 판에서는 순위권이었던 학교이고 자세한 
이해상충 규정을 포함하고 있어 함께 다루었다. 이하 부록에서 각 학교의 관련 
규정 조항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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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별 대학들은 위의 예시 규정을 바탕으로 연구윤리 규정에 이해상충

관리 조항을 마련하였다. 관련 규정을 가진 학교들 중에서 ‘이해상충’

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학교는 4곳이었고 나머지 2곳은 각각 갈등, 이해

충돌을 사용하였다. 먼저 이해상충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부산대학교, 고려대학교이다. 그리고 다른 용

어를 사용하고 있는 학교는 한양대학교와 서강대학교이다.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규정은 제18조(이해상충의 내용)에서 금전적 이

해상충,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지적인 이해상충, 역할충돌에 대한 이해

상충, 그리고 기타의 이해상충을 다루고 있다.158) 이는 예시 규정이 다

룬 내용을 모두 포괄하되 기타의 이해상충이라는 내용을 포함함으로써

더 넓은 해석을 가능하게 한 조항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

교 규정 또한 개인 단위의 이해상충을 정하는 데서 벗어나지 못했다.

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한 언급은 없다. 다음으로 연세대학교 연구윤리

158) 서울대학교., 「서울대학교 연구윤리 지침.」,  제정 2008.06.24, 개정 2010.07.16.  
http://www.snu.ac.kr/research/images/down/research_08.pdf

지

4 부산대학교 180,446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
11장 의무 및 이해의 
상충 제47조(이해상충
의 발생), 제48조 재정
적 이해상충 

5 서강대학교 86,934

서강대학교 연구윤리규
정, 제5장 이해충돌(이
익충돌), 제22조 이해충
돌의 정의

6 고려대학교 238,595 (2014 기준)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
정,
제4절 이해상충 
제39조부터 제43조까지  

http://www.snu.ac.kr/research/images/down/research_0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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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침은 제6장 이해상충의 제12조(이해상충의 범위)에서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 직무수행과 충돌하는 외부활동, 개인적인 소신

이나 종교적 신념 등 그리고 사적인 인간관계에 의하여 공정한 전문가

적 판단이나 연구수행이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159) 연세

대학교의 규정은 서울대학교의 규정이 다루고 있는 내용을 대부분 포괄

하고 있고, 예시 규정의 내용역시 포괄하고 있다. 그러나 서울대학교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개인단위의 이해상충만 다루고 있다는 한계를 지닌

다. 한편, 부산대학교는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에서 의무의 상충과

이해의 상충을 모두 명시적으로 구분해서 다루고 있다는 특징이 있

다.160) 부산대학교의 지침은 다른 학교의 규정들이 하나의 조항에서 다

루고 있는 내용들을 개별 조항을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제 11장 의

무 및 이해의 상충에서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44조(교원의 기본

의무)부터 제45조(의무의 상충),제46조(과도한 연구와 외부활동 금지),

제47조(이해상충의 발생), 제48조(재정적 이해상충), 제49조(지적 이해

상충), 제50조(개인적 이해상충), 제51조(관리의무) 까지가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인데 연구윤리 예시 규정에 비하여 더 자세하게 내용을 다루

고 있고 이해상충의 종류 별로 개별 조항으로 다루었다는 특징이 있다.

기관의 이해상충에 대하여 다루고 있지는 않으나 살펴 본 중에서는 각

항목별 설명이 자세하였다. 한편 고려대학교는 부산대학교의 경우보다

더 자세한 규정을 가지고 있었다.161) 고려대학교 연구윤리 규정 제4절

이해상충은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부터 제40조(교원창업 및 연구수주

시 규정준수의무), 제41조(교원의 기본의무), 제42조(과도한 외부활동

금지), 제43조(사적 상충), 제44조(심사시 주의사항), 제45조(심사자의

기피사유), 제46조(지적 상충), 제47조(관리의무)까지이다. 고려대학교

159) 연세대학교.,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정 2009.12.08, 개정 2017.03.27
https://research.yonsei.ac.kr/web/www/data_regulation?p_p_id=EXT_REGULATION&
p_p_lifecycle=1&p_p_state=exclusive&p_p_mode=view&p_p_col_id=column-1&p_p_col_
count=1&_EXT_REGULATION_struts_action=%2Fext%2Fregulation%2Fget_file&_EXT_R
EGULATION_extFileId=9967
160) 부산대학교.,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정.」 2011.08.09
https://sanhak.pusan.ac.kr/Board/BoardView.aspx?CategoryNo=0&PageNo=1&KeyWor
d=&KeyField=TITLE&CategoryYN=N&BoardNo=132286&BoardMstNo=10&MENU_ID=
161) 고려대학교.,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4.6.11.
https://korea.ac.kr/cop/rule/ruleFileDown.do?siteId=university&ruleSeq=173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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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은 이해상충을 먼저 규정하고 들어가는 다른 학교의 규정에 비하여

바로 금전적 이해상충에 대하여 정하고 있다는 점과 창업과 연구수주,

그리고 논문 심사에 집중한 조항을 따로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한편 한양대학교의 연구윤리 규정 중 이해상충에 관한 규정은 제4절

갈등의 조절 중 제38조(갈등의 정의), 제39조(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발

생한 갈등), 제40조(연구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제41조(금전적 이

해관계로 인한 갈등), 그리고 제42조(갈등의 관리 및 조절)까지이

다.162) 한양대학교의 규정은 살펴 본 규정 중 가장 예시 규정과 형태와

내용이 닮은 규정이다. 다음으로 서강대학교의 경우는 이해충돌(이익충

돌)이라는 제목으로 이해상충의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2조(이해충돌

의 정의)는 서강대학교 규정에서 유일하게 관련 내용을 다루고 있는 규

정이다.163) 그러나 하나의 조항에서 세부 구분으로 연구자의 신념으로

인한 이해상충, 재정적 이해상충(2번, 4번), 동료와의 갈등 등 인간관

계로 인한 이해상충, 창업 등 외부활동을 위한 학교 자원 활용 혹은 부

당한 학생고용의 이해상충, 이해충돌로 인한 부당한 영향이 있을 시 연

구중지 혹은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대한 감독

의뢰 등 자세한 내용을 포괄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앞에서 살펴본 바에 따르면, 산학협력 규모가 큰 주요대학들에는 연

구윤리 규정에 이해상충 관리 내용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러한 조항만으

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적절한 관리가 이뤄질 수 있다고 보기 어려웠

다. 첫째로, 현 대학 규정들은 개인의 이해상충 문제만을 다루고 있고

기관 차원의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관리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이해상충의 관리책임은 일차적으로 연구자 본인에게 있으며 이해

상충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를 관리할 수 있는 행정적, 정책적, 구조적

방안에 대한 제시는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해상충의 판단과 관리

162) 한양대학교., 「한양대학교 연구윤리규정.」, 공포: 2010.1.16.
http://research.hanyang.ac.kr/support/ethics_data.php?ptype=view&code=ethics_dat
a&idx=7563
163) 서강대학교., 「서강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정: 2011.5.17.
www.sogang.ac.kr/intro/regulation/rule/rgh3_3_21.hwp

http://research.hanyang.ac.kr/support/ethics_data.php?ptype=view&code=ethics_data&idx=7563
http://www.sogang.ac.kr/intro/regulation/rule/rgh3_3_21.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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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체가 모호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해상충이 발생했을 때 이를 기관

차원에서 적절히 관리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이러한 규정들은

실질적으로 효력을 가진다기보다는 선언적인 것에 가깝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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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한국 병원의 의생명연구 이해상충 관리 현황

병원에서 이해상충 관리는 주로 IRB, 임상시험대상자 및 보호프로그

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HRPP), 이해상충 심의위원회

(Conflict of Interest Committee, COIC)등에 의해 관리된다. 이해상충

심의 위원회가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지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였다. 이

조사는 AAHRPP(Association for the Accreditation of 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인증을 받은 병원 중 1,000병상 이상 병원에 이해

상충 관리정책을 확인하고자 하였다.164)

164) AAHRPP는 인체연구를 수행하거나 점검하는 비영리기관으로 임상시험이 미국정부가 
요구하는 안전규정을 준수한다는 인증을 주고 있다. AAHRPP의 인증을 받은 기관들은 벨
기에,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한국, 사우디아라비아, 싱가포르, 남아프리카, 타이완, 
태국 등에 분포하여 있다. 본문 안에서 각 기관 옆 괄호는 AAHRPP 홈페이지에 등록된 
이름이다. AAHRPP 홈페이지에서 인증이 완료된 기관에 한하여 정보가 공개되어 있다. 한
국에서는 현재 아산병원(Asan Medical Center), 대구 가톨릭병원 센터(Daegu Catholic 
University Medical Center), 고려대학교병원(Korea University Medical Center), 경희
의료원(Kyung Hee University Hospital), 삼성병원(Samsung Medical Center), 서울대
병원(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세브란스병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Severance Hospital, Younsei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가톨릭대학교 의료원
(The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Catholic Medical Center) 가 현재 인증을 완료하
였다. http://www.aahrpp.org/learn/find-an-accredited-organization 접속일자: 
2018.6.28.

 

질문 A병원 B병원 C병원 D병원 E병원
이 해 상 충 심
의위원회 구

예 예 예 예 예

[표 2] AAHRPP 인증을 받은 한국 병원 중 1000병상 이상 5개 병원의 
COIC 관련 현황  출처: 선진형 이해상충(COI)관리 활동의 우수사례 조사 연구 
p. 116

http://www.aahrpp.org/learn/find-an-accredited-organ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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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43개 상급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이해상충 발생 시 신고 방법

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에 대한 설문을 했던 지호섭 외(2015)에서는 4개

병원이 COIC를 설치하였으나 운영하지 않는다고 답변하였으나165) 표에

서 보는 바와 같이 이후 5개 병원 모두가 COIC를 운영하게 되었다. 해

당기관은 임상연구와 관련하여 기관의 이해상충 관리정책, 개인의 이해

상충 관리정책을 각각 마련하고 있으며, 미국 공공보건국(PHS) 연구과

제의 이해상충 관리에 대한 기준 또한 갖추고 있다.

전문가의 적절한 판단은 모든 순간에 필요하다. 그러나 COIC의 운영

여부를 넘어 병원 환경에서 이해상충이 특별히 관리되어야 하는 것은

임상시험의 대상자 보호이다. 전 세계의 임상시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

하고 있는 미국 NIH의 cliniclatrials.gov 에 따르면 2018년 7월까지

등록 된 누적 임상시험은 277,228건이었다.166) 이 중에서 한국에서 진

165) 지호섭, (2015), 위의 논문., p. 35.

성 여부 (예
/아니오)
COIC 운영 
시작 시기

2012년 2014년 2006년 2009년 2009년

COIC 개최
횟수(단위:1
년)

발생시 
(1~2회)

발생시
(연5~6회)

발생시
(연1~3회)

발생시
(1~2회)

발생시
(1~2회)

기 관 에 서 
COI 검토주
체

COIC COIC COIC COIC COIC

COIC가 연
구자의 개인 
이 해 상 충 을 
평 가 하 는 지 
여부

IRB의 단
독 결 정 이 
어 렵 다 고 
판 단 하 는 
경 우 
C O I C 에 
검토 요청

IRB의 단독
결정이 어
렵다고 판
단하는 경
우 COIC에 
검토 요청

COIC의 검
토 반드시 
필요 

COIC의 검
토 반드시 
필요 

IRB의 단독
결정이 어
렵다고 판
단하는 경
우 COIC에 
검토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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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된 건은 9195건이었다.167) 한국에 등록된 임상시험 수는 같은 기간에

대하여 중국이 12,070건, 일본이 5085건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굉장

히 그 수가 큰 것이다.168) 한편, 2013년 생명윤리법을 전면 개정 하며

인간대상 연구와 인체유래물 연구를 모두 포괄하면서 대상자 보호에 관

한 논의가 활발해지기 시작하였다.169) 2014년 3월 31에 식품의약품안전

처의 “임상시험 및 대상자보호프로그램(HRPP)운영 가이드라인”이 발표

되었다. 운영가이드라인 제 11조는 이해상충 관리에 대하여 명시하고

있다. 11조의 가항은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이해상충의 기준 및 관

리절차를 수립할 것을 권고하고 있고, 나항은 이를 위해 임상시험실시

기관의 장은 필요 시 기관 및 시험자의 이해상충문제를 심사하고 임상

시험심사위원회 등 관련 기구에 권고사항을 회신하는 등의 업무를 위해

이해상충심사위원회(COIRB; Conflict of Interests Review Board)를 설

치 운영할 수 있다고 명시했다.

HRPP란 임상시험 및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Human Research

Protection Program,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HRPP)이다. IRB와 는 별도

로 임상시험실시기관이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시험대상자의 안전과 권리

보호 및 복지향상을 위해 수립하는 포괄적인 정책 및 모든 규정을 의미

한다.170) 2015년 한국의 기관이해상충에 관한 내부지침을 가진 상급병

원에 대한 조사에 따르면, 조사대상 43개 병원 중 24개 병원이 조사에

참여하였고 그 중에서 21개 병원이 이해상충 발생 시 신고방법을 보유

하고 있었다.171) 관련해서 2017년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의약품안전평

166) 2018년 7월 9일까지 등록된 수. NIH U.S. National Libarary of Medicine, 
CliniclaTrials. gov., https://clinicaltrials.gov/ct2/home 접속일자: 2018.7.9

167) Find Studies에서 지역 설정을 한국으로 한 값. NIH U.S. National Libarary of 
Medicine, CliniclaTrials. gov., 접속일자: 2018.7.9.  
https://clinicaltrials.gov/ct2/results?cond=&term=&cntry=KR&state=&city=&dist=

168)  NIH U.S. National Library of Medicine, CliniclaTrials. gov의 Find Studies에서 
지역설정을 중국으로 한 값., 접속일자: 2018.7.9

https://clinicaltrials.gov/ct2/results?cond=&term=&cntry=CN&state=&city=&dist=
169) 국가법령정보센터.,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생명윤리법), 법령 제 15188호.」 
170) 정준호 외. (2017)., 실질적인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를 위하여: 한국 내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프로그램 도입의 현황과 한계. 한국의료윤리학회지., 20(2)., p. 165 
171) 지호섭, (2015). 위의 논문. ▶ 각주 30 참고., p.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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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원의 한 연구과제는 추가적인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172) 이 설문은

임상시험 발생 시 신고방법과 관련하여 이해상충 업무를 수행하되 관련

부서를 따로 마련하지 않고 IRB가 하는 경우, 임상시험과 관련하여 이

해상충 관리부서가 운영되는 경우, 이해상충 업무 담당인력이 있는 경

우 몇 명이 담당하는지, 그에 대한 조직도와 업무분장이 정리되었는지

를 확인하였다.

총 60개 임상시험 실시 기관 내 종사자 84명을 대상으로 한 설문에서

는 총 60개 기관 중 43개 기관(72%)에서 이해상충 관리 업무를 시행 중

이라고 답변하였다. 또한 16개 기관에서는 현재 이해상충 관리 업무를

준비 중이거나 관련 내용이 법적으로 의무화 된 이후에는 시행할 계획

이 있다고 답변하였으며 1개 기관만이 시행계획이 없다고 답했다. 이해

상충 관리가 시행 중이라고 답변한 기관의 수는 다른 HRPP운영 요소인

자체점검(58%), 헬프데스크(45%), 규정·재개정 관리(80%), 규정의 준수

와 위반관리(88%), 교육(67%)로 나타나 형식적으로는 이해상충 관리를

수행하는 기관이 많은 것처럼 보이나 실제로는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가

절차 운영 이후 전혀 없었다고 답한 곳이 많았다.173) 즉 이해상충에

대한 보고가 전혀 없다는 것은 현재 이해상충 관리절차가 실질적으로

이뤄지고 있지 않거나 자발적인 보고 및 공개가 이뤄지지 못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또한 이해상충 관리 업무 시행의 어려움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가장 큰 장애요인으로 상세한 매뉴얼 부족과 전문가 부족을 꼽았

다.174) 이는 각 기관에서 이해상충 관리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근본적으

로 공감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관리방안이나 적절한 적용방식을 찾지 못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단위의 이해상충 혹은 기관

이해상충이 발생한 경우에 적절한 처리절차가 부재함을 토로하는 실무

자들도 많았다. 이러한 조사결과는 선언적인 의미에서의 이해상충 관리

방안 및 정책 혹은 가이드라인 뿐 아니라 구체적인 표준 운영지침과 정

책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175)

172) 김옥주 외., (2017)., “한국형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프로그램 도입 및 정착을 위한 방안 
연구” pp. 46-50

173) 김옥주 외., (2017), 위의 논문. ▶ 각주 172 참고., pp. 46-50
174) 김옥주 외., (2017), 위의 논문. ▶ 각주 172 참고., pp. 81-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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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미국의 이해상충 관리와 기관차원의 이해상충

우수 관리 사례: 노스웨스턴 대학교와 클리블랜드 클

리닉

미국에서 이해상충에 관한 논의가 오래 전부터 있었다. 그러나 현재

의 규정들로 이어지는 관리 노력들은 1959년 상원의원 에스티스 키포베

르(Estes Kefauver)가 제약회사들의 약값 지불관행과 마케팅 현황에 대

한 청문회를 연 데서 시작했다고 볼 수 있다.176) 본격적으로는 1980년

바이-돌 법177)의 이후로 의생명연구에서의 이해상충이 문제가 되기 시

작했다.178) 1982년 미국 하원은 바이오테크놀로지에 대한 대학-산업 협

력에 대한 청문회(파자로 둔스 회의, Pajaro Dunes Conference)를 열었

다.179) 이 자리에서 다섯 개의 선도적인 대학들의 총장들과 과학자들

그리고 산업계의 지도자들이 대학과 바이오테크놀로지 회사 간의 관계

에 대한 청문회에서 대학과 산업의 연결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1984

년에 미국대학연합(Association of American Universities, AAU)은 민

간자본 (Privately funded) 연구에 대한 대학의 이해상충 정책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1986년에는 미국교육위원회(American

Council of Education, ACE)는 고등교육과 연구 기업가정신: 이해상충

(Higher Education and Research Entrepreneurship: Conflict of

175) 정준호 외., (2017), 위의 논문. ▶ 각주 170 참고., p. 169
176) Lo, B., Field, MJ., (2009), op.cit.,  p. 36
 TABLE 1-1 “Timeline of Selected Events Relevant to the Evolution of Conflict of 

Interest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s.”  
177) ▶ 각주 8, 48 참고. 
178) Jennifer A. Henderson, John J,. Smith(2002), “Academia, Industry, and the 

Bayh-Dole Act: An Implied Duty to Commercialize.” pp. 7-8
179) RM Rosenzweig., "Pajaro Dunes Conference Draft Statement.", Journal of 

College and University Law vol. 9, no. 4 (1982-1983) pp. 533-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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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erest) 이라는 보고서를 발간하였다.180) 미국 공중 보건국(Public

Health Service, PHS)의 1987년 연구비 수여 정책 성명서(Grants

Policy Statement)는 연구비 수혜자들이 서면으로 작성된 이해상충 가

이드라인을 가질 것을 정하였다. 1998년에 미국 하원은 연구 부정행위

(Scientific Misconduct)에 대한 청문회를 열고 1982년의 청문회보다

구체적으로 이해상충에 관하여 논의하였다.181) 1989년에는 NIH가 PHS의

연구기금을 받는 연구자들에게 이해상충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배포하였

다가 취소하는 등의 해프닝도 있었다.182) 이해상충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은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연구관

리 재정공개 정책의 시행(1995)183), PHS의 42 CFR Part 50 Subpart F의

연구 객관성 향상을 위하여(Promoting Objectivity in Research) 의 공

표(1995)184), FDA의 임상 연구자들에 대한 특정한 재정적 이해관계의

공개를 규정한 발표로 이어졌다.185) 1999년에 제시 겔싱어의 사망사고

가 있기 전까지도 위와 같은 이해상충에 대한 논의가 있었던 것은 이해

상충의 관리의 어려움을 보여준다. 관리 규정이 있었음에도 적절한 관

리가 되지 않아 사망사고가 났다는 것은 관리 규정에는 행정적 규제력

과 강제력이 필요함을 시사한다. 이를테면, 이해상충을 전담하여 관리

하는 조직이 있는지, 있다면 그 관리가 실질적으로 효과가 있는 관리인

지 여부, 이해상충 정책이 있는지, 있다면 그 규정이 정부의 규정으로

부터의 탑다운(Top-down)방식으로 만들어진 정책인지 혹은 반대로 기관

의 현장에서 필요를 느끼고 자체적으로 형성된 것인지 등에 관한 논의

180) Lo, B., Field, MJ., (2009), op.cit.
181) Lo, B., Field, MJ., (2009), op.cit., p. 36
 TABLE 1-1 “Timeline of Selected Events Relevant to the Evolution of Conflict of 

Interest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s.”  
182) Lo, B., Field, MJ., (2009), op.cit., p. 37
 TABLE 1-1 “Timeline of Selected Events Relevant to the Evolution of Conflict of 

Interest Principles, Policies, and Practices.”  
183) National Science Foundation., (1995) "Investigator Financial Disclosure Policy" 

Federal Register 60(132):35820 
184)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5) "Objectivity in 

Research" Federal Register 60(132):35810 
185) Steinbrook, R. (2005). Financial Conflicts of Interest and the Food and Drug 

Administration's Advisory Committees.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353(2), pp. 116-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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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필요한 것이다. 이해상충의 관리가 공개(Disclosure)만으로 충분한

지 이해상충에 대한 교육은 누구에게 어떤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하는지

도 논의가 필요했다.

예를 들어, 대학에서의 이해상충 문제는 기업 지원 연구에서 기업에

게 불리한 연구결과를 발표하지 못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경우 또는

대학이 기업의 기부를 확보하기 위해 연구의 진실성보다는 기업의 입장

을 대변하는 경우 등으로 드러나곤 한다. 혹은 연구를 의뢰한 기업에게

불리한 연구결과는 대중에게 꼭 필요한 정보임에도 불구하고 기업기밀

보호라는 이름으로 결과발표를 금지하거나 지연시키기도 한다.186) 뿐만

아니라 기업에서 연구 데이터를 모아서 결과를 분석하여 쓴 논문에 학

자들이 돈을 받고 자신들의 이름을 저자로 올리는 유령저자의 문제가

드물지 않았다.187) 또한 연구자들 자신이 연구를 통해 경제적 인센티브

를 받는 경우, 무의식중에 연구결과가 유리하게 나오도록 편향 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기도 했다.188)

이러한 논의들을 배경으로 미국은 1995년부터 미국 공중보건국의 법

규를 통해 공공재정을 통한 연구에서 연구자들은 이해상충의 내역을 공

개하도록 해 왔다. 하지만 초기 법규는 이해상충 여부를 연구자 개인의

판단에 맡겼으므로 단순한 공개만으로는 이해상충에 한계가 있었음이

나타났다. 한편, 2011년 개정된 법규는 이해상충의 유무를 판단하고 이

를 관리하는 책임을 기관에게 부여하고 이를 따르지 않는 연구자에 대

해서는 감독과 처벌을 하도록 했다. 이러한 법 적용에 따라 연구기관이

186) Hurst, S. A., & Mauron, A. (2008), “A question of method. The ethics of 
managing conflicts of interest.”, EMBO Reports, 9(2), pp.119–123.

◾ Gag clause, Gag order, Non Disclosure Agreement 등으로 불리는 비공개합의의 
예를 들면 산업계의 계약 상대방의 동의 없이 연구 결과를 출판할 수 없게 하는 조항들이 
있다. 이러한 합의는 학계가 연구 결과물을 출판하는 일차적 이해를 제약하게 된다. 즉 
법률적인 문제라는 이차적인 이해를 위해 일차적인 이해를 희생하도록 유도하는 것이기 
때문에 명백한 이해상충이다. 관련하여 위의 보고서 p. 121 

187) Lacasse, J. R. and J. Leo (2011), "Knowledge of ghostwriting and financial 
conflicts-of-interest reduces the perceived credibility of biomedical research.", 
BMC Research Notes.4(27):2 

188) Lo, B., Field, MJ., (2009), op.cit., pp. 358-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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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보건국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기관차원에서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정책을 마련하고 해당 연구자의 이해상충을 공개하고 관

리할 수 있는 실질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해야 했다. 따라서 미국 내 기

관들의 이해상충 관리방안 운영 현황은 실제 연구자와 대학이 어떻게

이해상충 관리를 수행하고 체화하고 있는지 또한 이해상충 관리 방안

도입에 있어 어떤 어려움과 장애 요인들이 있는지 실제적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례들이라 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해상충 관리 우수사

례로 뽑히는 미국의 주요 대학의 이해상충관리정책과 행정구조에 대한

문헌조사를 선행하고 이를 기반으로 한국의 종합대학 혹은 병원에 실질

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우수사례를 선정하여 구체적인 운영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먼저 노스웨스턴 대학을 선정한 이유는 구체적인 이해상충

정책 제시를 통해 영역별 이해상충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인식, 이해하

고 실천할 수 있도록 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적인 종합대학에서 별도

의 행정조직 운영을 통해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의 전반

을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었다. 한편 병원에서

는 클리블랜드 클리닉을 우수사례로 선정하였다. 클리블랜드의 사례를

참고하면 국내의 병원들이 기관윤리위원회, 질(Quality)관리 부서, 계

약 및 조달부서 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해

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동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구체적인 정책과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을 명시함으로

서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도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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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1.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이해상충 관리 정책

노스웨스턴 대학은 이해상충에 대한 정책과 가이드라인을 이해상충과

의무상충에 대하여(Policy on Conflict of Interest and Conflict of

Commitment), 연구에서의 이해상충에 대하여(Conflict of Interest in

Research), 그리고 연구에서의 기관 이해상충(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 in Research)의 3가지로 나누고 있다. 그리고 추가적인 가

이드라인의 형태로 인간대상연구의 이해상충 관리 가이드라인

(Guidelines for Managing Investigator COIs in Research Involving

Humans), 대학 교원이 스타트업 회사에 관여되었을 때 이해상충 방향잡

기(Navigating COI Issues When Faculty Start-up Companies Engage in

University Research), 이해상충이 존재할 때 연구에 대한가이드라인

(Facilitating Research Where Institutional Conflicts of Interest

Exist), 이해상충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Research Subject to

Northwestern’s Research Conflict of Interest Disclosure

Requirements), 교수진의 스타트업에 학생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Student-Faculty Agreement-Student Engagement in Faculty

Enterprises), 선샤인 법과 관련된 자주 묻는 질문들 (FAQs related to

the Sunshine Act)까지 6가지의 추가적인 가이드라인을 보유하고 있

다.189)

이해상충 연구처 산하의 관리 조직인 이해상충 관리 사무소

(Northwestern University Conflict of Interest Office, 이하 NUCOI)

를 중심으로 하되 개별 단과대학들에게 일차적인 이해상충 관리 역할이

189) Northwestern University, “Conflict of Interest Policies&Guidance.”, 접속일자: 
2018.6.25. 

https://www.northwestern.edu/coi/policy/index.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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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에 단과대학과 담당 기관이 유기적으로 연계되어 있는 구조이

다. 노스웨스턴 대학은 일차적으로 연간 공개 내용을 검토하고 심사하

는 책임이 각 단과대학에 주어져 있다.190) 따라서 NUCOI는 각 단과대학

위원회 및 학장실에서 검토를 시행해야 하는 이해상충 담당자들의 교육

자료도 제공한다.191)

각각의 정책은 정책 성명, 정책의 목표와 이유, 누가 이 정책을 승인

했는가, 누가 이 정책을 알아야 하는가, 정책 자료가 제공되는 웹사이

트 주소, 관련 연락처, 정책에서 사용하는 정의, 정책과 절차, 양식과

지침, 부록, 개정일자 등이 명시되어 있어서 실질적으로 정책이 운용되

는 것을 가능하게 하고 있다.192) 더불어 직원 이해상충 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자 뿐 아니라 기관 내 구성원들 전반의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있다.193) 노스웨스턴 대학교의 관리정책은 구체적인 이해상충 정책 제

시를 통해 영역별 이해상충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인식, 이해하고 실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는 점과 일반적인 종합대학에서 별도의 행정조

직 운영을 통해 기관 내에서 발생하는 이해상충 문제의 전반을 통합적

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194)

190) ▶ 각주 189 참조.
191) ▶ 각주 189 참조.
192) ▶ 각주 189 참조.
193) Northwestern University., (2014)., “Conflict of Interest Oversight Committee 

Guidelines.”, 접속일자: 2018. 7.10.  
https://www.northwestern.edu/coi/committees/index.html 
194) ▶ 각주 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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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노스웨스턴대학교 연구처 조직도 
출처: 노스웨스턴 대학교 홈페이지 pdf 자료 캡처 (이해상충 관리 사무소에 표시)
 

노스웨스턴 대학은 구성원(교수, 직원, 학생)들이 연구활동에 적극

참여하기를 권장하며 이 때 최고의 윤리기준이 적용될 것을 권장하고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이해상충 규정은 연구자가 혁신과 기업가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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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 추구 사이에서 접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가능성을 충분히 이해하

지만, 금전 또는 기타의 개인적 이익이 연구 객관성이나 판단을 편향

혹은 손상시키거나-혹은 그렇게 보일 수 있는-상황에 대한 관리의 필요

성을 지적하고 있다. 195) NUCOI는 기관의 기관 이해상충, 연구 관련 이

해상충, 직원 및 연구자의 개인 이해상충 정책을 시행하고 감독하는 역

할을 맡고 있다. NUCOI 는 중앙에 집중된 이해상충 관리 행정조직으로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괄적으로 관리하고

있다.196) 또한 대학의 연방 규정에 따른 이해상충 정책이 적절히 적용

되고 있음을 확인하고 대학 구성원들에게 이해상충 정책, 시스템, 기

준, 절차에 대한 안내와 지원을 제공하며 이해상충 감독 위원회에 대한

행정적 지원도 제공하고 있다. NUCOI는 별도 웹페이지를 가지고 있으며

여기서 온라인 이해상충 공개 양식 작성, 정책집 및 가이드라인 제공,

교육 및 훈련, 서식, 자주 묻는 질문, 위원회 구성, 연락처 등을 공개

하고 있다. NUCOI의 페이지에서 공개하고 있는 이해상충 교육 자료는

크게 두 종류로 구성되어 있는데, 대학 내 모든 연구자를 대상으로 하

는 교육 자료와 별도의 기준을 적용 받는 의과대학용 교육 자료로 분리

되어 있다. 현재 연간 공개는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 이루어지고 있으

며 각 대상자별 연간 공개 방법 및 검토 방법에 대한 교육 자료 또한

제공 중이다. 일반 교직원의 연간 공개 양식에 대한 교육 자료와 직원

이해상충 연간 공개 양식에 대한 교육 자료가 제공 되고 있다. 노스웨

스턴 대학에서 이해상충의 내용들은 일차적으로 이해상충 감독 위원회,

직원 이해상충 위원회, 단과대학별 이해상충 위원회 또는 NUCOI에 의해

대학 책임자의 이해상충 공개 및 검토를 통해 일차적으로 검토된다. 혹

은 IRB를 통해 진행되는 인간 대상 연구심의 중 이해상충 공개 내역을

검토하면서 확인되기도 한다. 혁신 및 벤처 사무소(산학협력단에 준함)

에서 대학의 라이센스 및 기업 지분 정보를 NUCOI 및 이해상충 감독 위

원회에 공유하며 식별되기도 한다. 그 외에는 대학의 핫라인 보고 체계

를 통해 보고된 사항을 통해 인지되는 경우도 있다.

195) Northwestern University., “Guidelines for Navigating COI Issues when Faculty 
Start-Up Companies Engage in University Research”., 접속일자: 2018. 7.10. 

196) ▶ 각주 18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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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대학의 이해상충 감독 위원회(Conflict of Interest Oversight

Committee)는 대학 내 각 단과대학과 중앙 행정부의 대표로 구성되며

총장에 의해 임명된다.197) 위원회의 역할은 교직원과 학생에 대한 모니

터링, 기관 단위에로 매년 공개되는 기관 이해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재정적 이해상충의 검토, 실제 적용되고 있는 관리 계획에 대한 감독,

그리고 이해상충 정책이 대학 전체에 일관되게 적용되도록 하는 업무를

지원한다.198) 또한 기관의 이해상충 및 분쟁 해결에 대한 감독과 권고

도 제시하고 있다. 이해상충 감독 위원회는 항소 절차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으로 개별적 사안을 다루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검

토 및 결정은 각 단과대학장이나 위원회에서 이루어지게 된다.199) 이해

상충 감독 위원회에는 현재 연구부학장, 인사부학장, NUCOI 책임자, 재

무부 부책임자 등 실무진과 함께 각 단과대학의 부학장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해상충 정책에 따라 각 단과대학은 이해상충으로 인한 편향으

로부터 자유로운 연구 설계, 실시 및 보고를 장려하고 촉진할 책임을

진다. 필요한 경우 각 학교의 학장실 및 단과대학 기반 이해상충 위원

회는 책임자를 지정해 연구자의 중요한 재정적 이해관계에 대한 검토를

NUCOI 대신 수행한다. 또한 각 단과대학과 단과대학의 이해상충 관리

책임자는 연구자 및 기타 이해관계자와 협력하여 재정적 이해상충을 관

리, 축소 또는 제거해야 한다. 단과 대학은 해당 연구자의 이해상충 관

리 계획 이행 여부를 연 1회 검토하고 NUCOI에 제출해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이해상충 감독 위원회에 추가적인 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의 특징은 구성원에 대한 이해상충위원회와 별도로

직원 이해상충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다는 점이다. 직원 이해상충 위원

회는 연구자나 교수는 아니지만 연구자를 지원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행

정부 직원들의 이해상충을 검토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는다. 직원 이

197) Northwestern University., (2014)., “Conflict of Interest Oversight Committee 
Guidelines”., 접속일자: 2018. 7. 10. 

https://www.northwestern.edu/coi/committees/COIOC_Final_Guidelines_FINAL.pdf
198) ▶ 각주 197 참조.
199) ▶ 각주 197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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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충 위원회는 직원들의 이해상충 공개 내역을 검토하고 필요에 따라

NUCOI나 이해상충 감독 위원회와 연계하여 업무를 진행한다. 직원의 이

해상충 위원회에는 연구부학장과 인사부학장 NUCOI 책임자와 함께 재무

부서, 시설부서 등의 행정부서 책임자들이 참여하고 있다. 또한 기관

이해상충 정책(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 in Research)에 대

하여 별도 정책을 가지고 있는데, 이는 국내의 대학에서 찾아 볼 수 없

는 것이다. 정책에 의하면 기관의 이해상충의 종류는 (1) 인간과 동물

연구의 안전과 복지, (2) 연구 진실성, (3) 최고 수준의 과학적, 전문

적, 윤리적 기준에 준한 연구 결과의 배포, (4) 연구와 관련된 교육 활

동의 객관성과 독립성, (5) 연구활동으로 인한 지적 재산 관리 및 라이

센싱의 객관성 및 독립성, (6) 연구 계약 및 비즈니스에서의 객관성 및

진실성 까지 총 6개 분류로 나눠질 수 있다.200)

한편, 노스웨스턴 대학 기관 이해상충 정책에서는 기관의 재정적 이

해관계가 포함되는 경우에는 인간 대상 연구가 원칙적으로 수행될 수

없음을 명시하고 있다.201) 이 항목은 의생명연구의 이해상충에 대한 논

의를 진행하면서 가장 주목해 볼 만한 점이다. 예외적으로 연구가 수행

되는 경우는, 이해상충이 연구참여자의 복지에 미치는 위험이 낮고, 노

스웨스턴에서만 접근할 수 있는 특수 시설 또는 장비, 특정한 환자 집

단과 같이 필수적으로 연구를 수행해야 하는 특별한 요건들이 있는지,

또한 연구자의 경험과 전문 지식을 바탕으로 의도된 연구를 수행하고

대상자의 안전과 복지를 보호 할 수 있는지를 확인된 뒤에 평가가 진행

된다.202) 이러한 경우에 이해상충 감독 위원회는 제3자인 기관 외의

IRB를 활용하여 연구 계획을 검토하고, 추가 감독을 시행할 것을 결정

할 수 있다. 또한 기관의 재정적 이해를 완전히 제거하는 것을 통해서

만 이해상충이 해소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해당 재정적 이해

가 매각되거나 제거되기 전에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할 수 없다.203)

200) Northwestern University., (2015)., 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 Policy., 접속
일자: 2018.7.10., 

https://www.northwestern.edu/coi/policy/institutional_policy.pdf
201) ▶ 각주 200 참조.
202) ▶ 각주 20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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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이해상충 관리 정책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오하이오 주 클리블랜드에 위치한 대학병원이

다.204)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하나의 모델로 개체들을 불러 모은 형태로

이해상충을 관리하고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경우 노스웨스턴 대학

의 경우와 달리 이해상충과 혁신 관리 위원회(Innovation Management

and Conflict of Interest, IMCOI)자체가 하나의 체계이기 때문에 이해

상충에 관한 조직의 조직도를 따로 공개하고 있지 않다. 그런데 이는

노스웨스턴의 경우와 다른 것이다. 그러나 각 기관의 성격, 재정적 능

력, 행정력의 유무 등에 따라 달라지는 문제이기 때문에 우열을 가리기

에는 어려움이 있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관리체계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미국 내에서 좋은 평판을 가진 병원 중 하나이다.205) 클

리블랜드 클리닉은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모든 구성원과 조직을 아우

르는 IMCOI 라는 독립된 프로그램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IMCOI는 기관

과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시스템이다. 기관과 기관의 구성원

들이 IMCOI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구조인 것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

은 노스웨스턴과 같은 단과대학과 본부의 구분이 없다. 노스웨스턴을

모델을 병원에서 적용한다면 각 치료 분과별로 이해상충 관리 부서를

마련하거나 담당자를 채용해야 한다. 예를 들면, 내과에 *명, 성형외과

에 *명과 같은 식이 된다. 그러나 이는 병원의 크기에 따라 다르겠지만

많은 경우 현실성이 없다. 병원에서의 이해상충 관리가 중요하다고 해

도 이해상충의 문제가 병원의 각 과에서 주된 인력배분의 대상이 되기

는 어렵다. 즉, 병원의 경우에는 병원 전체를 단위로 관리하는 편이 더

203) ▶ 각주 200 참조.
204) 미국 최고의 병원랭킹에서 성인 전문병원으로 전미 14위, 소아 전문으로는 전미 2위에 

랭크되어 있는 병원이다. 
https://health.usnews.com/best-hospitals/area/oh/cleveland-clinic-6410670

205) Jerry Adler., Newsweek, (2009.11.26.), “What Health Reform Can Learn From 
Cleveland Clin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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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하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에서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병원의 기관

윤리위원회(IRB), 질(Quality) 관리부서, 계약 및 조달 부서 등 기존의

조직을 활용하고 유기적으로 연계하여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능동

적인 프로그램을 도입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이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HRPP 도입에 관한 논의들과도 연관하여 생각해 볼 수 있다. 구체적인

정책과 해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을 명시함으로써 정책에 대한

이해도와 준수를 높일 수 있기 때문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연구 진실성과 혁신(Integrity and Innovation)

이라는 제목 하에 이해상충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의생명연구기관

의 산학협력은 연구를 촉진하고 치료 방법의 혁신 속도를 높이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지만, 동시에 의료에서의 혁신은 최상의 진실성으로 관

리되어야 함을 명시하고 있다. 즉, 이해상충 관리가 이러한 혁신의 객

관성과 정직성, 진실성을 보장하고 환자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과

정임을 공표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정책은 혁신

과 진실성 사이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해 잠재적 이해상충을 민감하게

인식하고 반응 할 수 있는 문화를 장려하고 있다고 적고 있다.206) 또

한, 클리블랜드 클리닉은 이해상충과 관련하여 의무상충, 조달, 연구,

기관, 직원, 임상, 교육 등 세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207) 각 해

당 정책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의 집단을 명시하여 정책의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다. 더하여, 클리닉은 이해

상충 관련 정책에 수행하면 안 되는 행위에 대한 ‘금지 조항’을 제시하

고 있는데, 이를 통해 기관 구성원들이 이해상충의 문제를 명확히 인지

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208)

206) Cleveland Clinic(Cory Shumidt, J.D.,Director, COI　 Compliance)., (2007)., 
“Policy II – Conflicts of Interest in Business Affairs in General”., Version 2., 접
속일자: 2018. 7.10., 

https://my.clevelandclinic.org/-/scassets/files/org/about/integrity-innovations-polic
ies/policy-ii-conflicts-of-interest-business-affairs.ashx?la=en

207) Cleveland Clinic., “Integrity & Innovations”, 접속일자: 2018. 7.10.,  
https://my.clevelandclinic.org/about/overview/who-we-are/integrity-innovations

208) Cleveland Clinic(Cory Shumidt, J.D., Director, COI　Compliance)., (2007)., 
“Policy V – Consulting and Other Services by the Professional Staff., Version 
2., 접속일자: 2018. 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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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은 다음과 같은 행위를 절대 할 수 없다.

- 클리블랜드 클리닉(이하 CCE)의 사명이나 입장과 직접 충돌하는 활동에의 참
여 
- 제약회사 및 생명공학회사에서 순수하게 마케팅의 목적으로 활용되는 활동에

의 참여(예. 특정회사의 제품을 선호하거나 경쟁 제품을 깍아 내리는 발표 및 
기고)

- CCE에서 CCE 이외의 법인이 전문적인 활동을 수행하는 데 있어 보상을 받
는 행위(예. 수술 중 참관을 허용) 

- 이해상충 프로그램과 법무부서의 사전승인 없이 금융투자회사에 조언을 하거
나 공적 투자를 하는 행위 (이 금지는 내부자 거래법 및 비과세 단체의 의무
를 위반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 내부 이익을 위해 신기술을 연구하는 
벤처 캐피탈 회사는 금융 투자회사로 간주되지 않는다. 금융투자회사 이외의 
기관에 컨설팅을 제공하는 경우, 기관 내 공개와 사전승인 과정을 거쳐야 한
다.)

- CCE 법률 부서의 사전 승인 없이 법적 소송에서 전문가 증인으로 활동
- 이해상충 프로그램에 공개하지 않고 연구에서 중대한 재정적 이해상충이나 

기관 차원의 이해상충을 발생시키는 행위. (책임자에게 사전승인을 받지 않는 
한 CCE의 관리감독 밖에서 이뤄진 임상행위에 대해서는 보호를 받을 수 없
다.)

그림 5 클리블랜드클리닉의 직원의 외부컨설팅활동에 대한 정책 
출처: 클리블랜드 클리닉 혁신관리 및 이해상충 프로그램 홈페이지 중 정책5번- 전문적인 
직원에 의한 컨설팅과 다른 서비스들 (Policy V – Consulting and Other Services by 
the Professional Staff) 

한편,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IMCOI 정책은 총 7가지이다.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이해상충 정책은 각 요소별로 세분화 되어 제시되어 있으며,

해당 정책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총

7개의 정책으로 이루어진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정책은, (1) 의무상충

https://my.clevelandclinic.org/-/scassets/files/org/about/integrity-innovations-p
olicies/policy-v-consulting-other-services-by-professional-staff.ashx?la=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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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Conflict of Commitment), (2)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에서의 이

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in Business Affairs and in General),

(3) 연구에서의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st in Research), (4) 연

구에서의 기관의 이해상충(Institutional Conflicts of Interest in

Research), (5) 전문직 직원의 컨설팅 및 기타 서비스(Consulting and

Other Services by the Professional Staff), (6) 임상에서의 이해상충

(Conflicts of Interest in the Practice of Medicine), (7) 교육에서

의 이해상충(Conflicts of Interest in Education) 을 다루고 있다. 이

렇게 세분화 된 구분은 국내 기관에서 관련 정책을 수립할 때 구체적인

정책 도입에 도움을 줄 수 있다.이러한 규정은 노스웨스턴 대학과 비교

가 되는 지점이 있다.

노스웨스턴 대학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정책은 공통적으로 의무상

충, 연구에서의 이해상충(노스웨스턴의 2번, 클리블랜드의 3번), 연구

에서의 기관 이해상충(노스웨스턴 3번, 클리블랜드 4번)이다. 이외에

노스웨스턴의 가이드라인이나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2번, 5번, 6번, 7번

규정들은 해당 기관의 사정에 맞춘 가이드라인 및 정책으로 보인다.

노스웨스턴 대학 클리블랜드 클리닉
정책 정책

1
이해상충과 의무상충에

대한 정책
1 의무상충 정책

2
연구에서의 이해상충에

대한 정책
2

일반적인 비즈니스 문제에서의

이해상충

3
연구에서의 기관 이해상충

정책
3

연구에서의 이해상충
가이드라인

1
인간을 포함하는 연구자의

이해상충 관리 가이드라인
4 연구에서의 기관의 이해상충

[표3]  노스웨스턴 대학과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정책 및 가이드라인 비교 
출처: 각 대학의 홈페이지에서 관련 정책 참조 후 연구자가 작성. 두 기관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정책에 대하여 색을 칠해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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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노스웨스턴 대학의 이해상충 관리의 특성은

의무상충, 연구, 기관의 이해상충 등 영역별 정책 제공을 통해 다양한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구성원들이 구체적으로 인

식할 수 있다는 점, 중앙화 된 이해상충 관리 행정 조직을 통해 기관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상충의 문제를 일반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는 점, 그리고 직원에 대한 이해상충 위원회 구성을 통해 연구자 뿐 아

니라 기관 내 구성원 전반의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다는 점이 있다.

한편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이해상충 관리의 특성은 의무상충, 조달, 연

구, 기관, 직원, 임상, 교육 등 세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각 해당정책

의 적용을 받는 구성원들의 집단을 명시함으로서 정책의 실질적이고 구

체적인 적용이 가능하도록 하게 하였다는 점이다. 또한 클리블랜드 클

리닉은 이해상충 정책에 기관 구성원들에게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

동에 대하여 금지조항을 제시함으로서 기관 구성원들이 이해상충의 문

제를 명확히 인지하고 이를 사전에 예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해상충

문제를 다루는 모든 구성원과 조직을 아우르는 IMCOI 를 프로그램 형태

로 운영하여 기관과 구성원들이 능동적으로 이해상충 관리에 참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점이 특징적이다.

2

대학 교원의 스타트업에

관여되었을 때 이해상충

가이드라인

5
전문직 직원의 컨설팅 및

기타서비스

3
이해상충이 존재할 때

연구에 대한가이드라인
6 임상에서의 이해상충

4
이해상충 공개에 대한

가이드라인
7 교육에서의 이해상충

5
교수진의 스타트업에 학생

참여에 대한 가이드라인

6
선샤인 법과 관련된

자주묻는 질문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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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한국 의생명분야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방안 제언

4.1. 이해상충 정책이 포함해야 하는 내용

이해상충 정책은 해당 국가의 관련법령 뿐 아니라 각 기관별 조직의

특성, 연구 범위, 주요연구비 출처, 기관 문화 등에 따라 서로 다른 맥

락에서 발달, 설치, 운영되어 왔다. 기관차원의 이해상충 관리방안 설

정 이전에 고려해야 하는 분류는 이하의 다섯 가지가 있다. 즉, ① 운

영주체에 대한 기관의 성격(국립대, 사립대, 국립병원, 사립병원), ②

기관의 크기나 특성에 따른 구분(종합대학, 의과대학, 공과대학, 대학

병원), ③ 기관이 주로 활동하는 내용(기초연구, 임상연구, 임상시험,

임상진료), ④ 정책이 포함하는 범위(연구, 진료, 조달, 기관의 이해상

충 등) 그리고 ⑤관리를 위한 비용의 주요 재원(연구비)이 보건복지부,

식약처, 연구재단 등 국가기관 혹은 다른 국가의 정부(미국 등)인지 혹

은 민간인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 ⑥ 기관 내 구성원들의 이해

상충에 대한 인식 정도 또한 고려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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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의생명분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 모델
출처: 본 그림은 선진형 이해상충(COI)관리 활동의 우수사례 조사 연구 p. 121 의 
내용에  기반을 두어 재구성하였다. (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외 연구윤리 확립 사
례(2007)」의 p.16을 참조하였었다.) 해당 연구보고서는 개별 대학과 기관단위의 관리
활동 사례를 문헌조사와 인터뷰 등 직간접적으로 조사한 보고서이다.

[그림 6]은 의생명분야의 기관이 이해상충 관리를 위해 고려해야 할

사안들을 정리한 것이다. [그림 6]은 미국 주요 대학의 이해상충 정책

을 분석한 선진형 이해상충(COI)관리 활동의 우수사례 조사 연구, 미국

국립의학원(Institute of Medicine, IOM)이 2009년 출판한 “의학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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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 임상에서의 이해상충”209) 에서 이해상충 정책의 평가 (HOW CAN

CONFLICT OF INTEREST POLICIES BE EVALUATED?)를 기준으로 작성되었

다.IOM(2009)가 제시하는 4가지 원칙은 비례성(Proportionality), 공정

성(Fairness), 책임소재(Accountability), 투명성(Transparency)이다.
210) 먼저 비례성에 관하여 복잡한 규정, 정교한(elaborate) 절차는 정

책이 목적한 대로 시행되고 정기적으로 검토되지 않으면 행정적인 방해

물이 될 수 있다. 정책이 만약 합법적인 연구, 교육, 임상의 활동을 방

해하거나 정책을 시행하는 것이 지나치게 값비싸다면 이는 문제가 있는

것이다.211) 다음으로 공정성에 관하여 기관의 모든 직원과 구성원이 정

책의 적용을 받아야 한다. 뿐만 아니라 기관의 구성원에게 적용되는 규

정이 비슷한 성격의 다른 기관에 비하여 더 과하거나 부족해서는 안 된

다.212) 또한 정책이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개인들에게 정책과 정책

의 적용에 대하여 설명 가능해야 한다.213) 마지막으로 투명성은 이해상

충의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 정책의 대상이 되는 연구자, 저널의 저자

들, 임상 가이드라인의 작성자 뿐 아니라 일반대중을 포함한 다른 이해

관계자들에게도 이해상충은 공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이 원칙은 사생활

보호와 이 원칙은 간혹 충돌하기도 하여 일부 제한되는 경우가 있

다.214) 한편, 의료윤리에 관한 권위 있는 기관인 헤이스팅스 센터는 이

해상충의 관리를 위하여 누구의 재정적 이해상충이 공개되어야 하며 누

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지, 어떤 이해가 연구의 품질이나 신뢰도에 위

험을 미치는지, 공개 이후 관리방안은 어떻게 되는지, 누가 이해상충을

결정하고, 누가 이해상충의 위반을 처벌하는지를 구체화 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었다.215) [그림 6] 의생명분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해 고

려되어야 할 요소 모델은 IOM 과 헤이스팅스센터의 내용을 바탕으로 작

성되었다. [그림 6]의 내용은 기관이 의생명분야 이해상충의 관리를 위

209) Lo, B., Field, MJ, (2009), op.cit., pp. 56-60. 
210) Lo, B., Field, MJ, (2009), op.cit.,pp. 56-57, p. 57 TABLE 2-2 “Criteria for 

Evaluating Conflict of Interest Policies.” 
211) Lo, B., Field, MJ., (2009), op.cit., p. 57
212) Lo, B., Field, MJ., (2009), op.cit., p. 60
213) Lo, B., Field, MJ., (2009), op.cit., p. 59
214) Lo, B., Field, MJ., (2009), op.cit., p. 58
215) ▶ 각주 7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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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고려할 최소한의 사항들이며 기관의 특성에 따라 추가되는 요소가

있을 수 있다.

[그림 6]에서 의생명분야 이해상충 관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할 요소

들은 IOM(2009)의 , 공정성, 투명성, 책임소재를 기반으로 한다. 동그

라미 안의 관리담당 조직, 정책의 존재, 정책과 관련 자료에 대한 자유

로운 접근은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기본적인 요소들이다. 이외에 행정

적 규제력과 관리조직의 독립성은 상대적으로 부차적인 요소들이다. 정

책이나 관리조직이 행정적 규제력을 가지고 있는지를 고려해야 한다.

더불어 관리조직은 조직 안에서 독립성이 있는지 고려되어야 한다. 먼

저 조직이 존재하는지, 존재한다면 조직의 성격이 상설 조직인지, 필요

할 때마다 모이는 형태의 조직인지에 따라 기대되는 역할과 역량이 다

를 수 있다. 예를 들면 상설 조직의 이해상충 관리 담당자는 이해상충

업무를 전문적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 수행하기 때문에 다른 업무를 기

본적으로 하면서 이해상충 업무를 추가적으로 진행하는 담당자에 비해

전문적일 수 있다. 또한 조직 체계도에서 이해상충 관리조직이 예산의

측면에서 독립적인 기관인지 여부 또한 고려 요소가 될 수 있다. 이해

상충 관리 조직 스스로도 업무 과정에 이해상충이 생길 요소가 있는지

에 대한 검토도 필요하다. 또한 정책이 존재한다면 IOM(2009)이나 헤이

스팅스 센터 등이 정한 요소들을 포함한 정책인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

다. 정책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선언적 정책에 불과한지 실질적으로

역할을 할 수 있는지는 정책의 성격에 따라 달라진다. 한편, [그림 6]

이 다루는 요소들은 의생명분야에서 이해상충 관리를 위해 고려되어야

하는 핵심적인 가치를 중심으로 한다. 그런데 이러한 요소들을 조직,

정책, 관리의 실행, 정책준수의 문화형성으로 정리되어 이하의 [표4]와

같이 세부적인 고려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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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상세

조직 - 기관 내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조직이 존재하는가.

- 이해상충을 심의하고 관리하는 별도의 위원회가 있는가.

- 행정 조직 상 이해상충 관리를 전담하는 부서가 있는가.

- 이해상충 관리를 담당하는 조직의 인적 구성과 최종 책임자는

누구인가.

정책 - 이해상충을 관리할 수 있는 정책이 존재하는가.

- 행정적 규제력이 있는가.

- 각 단위 별 특성이 반영되고 있는가.

- 이해상충 관리 정책에 차이가 있다면 연계가 되고 있는가.

- 기관의 이해상충(ICOI) 관리정책이 존재하는가.

관리의

실행

- 정책이 기관 전체의 재정적 이해 공개 내역을 수집, 심의하도

록 하는가.

- (재정적 이해) 구체적인 공개 범위의 기준 액수를 정하고 있는

가.

- (재정적 이해) 기준을 넘는 경우의 보고를 의무화하고 있는가.

- 누가 어떻게 이해상충의 유무를 결정하는가.

- 이해상충은 누구에게 공개되어야 하는가.

- 이해상충 관리계획의 적용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 이해상충 관리계획이 시행될 경우 처리 절차가 확립되어 있는

가.

- 처리 절차는 이해당사자의 참여를 보장하는가.

표 4 이해상충 관리 고려 요소 틀
표는 「선진형 이해상충(COI)관리 활동의 우수사례 조사 연구」 p. 121 에 실린 
내용(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외 연구윤리 확립 사례(2007)」의 p.16을 참조하
였었다.) 과 IOM(2009), Hastings center의 이해상충에 대한 정의 내용(각주. 
82)을 참조 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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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대학과 병원에 이해상충 정책을 수립하는 과정에서는 기관의

특성과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기관의 운영 방식과 조직

면에서 혹은 특성화된 연구 분야 및 성격에 따라 서로 다른 이해관계자

가 존재하거나 특수한 형태의 이해상충이 존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

책 수립 단계에서 각각의 기관에 특성을 이해, 분석하는 과정에서 고려

할 수 있는 항목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소들이 있다. 각각의 기관의 특

성을 이해 분석하여 다음과 같은 정책 예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 이해상충 관리에 대한 감독과 모니터링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가.

- 미준수에 대한 처벌은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정책

준수의

문화 형성

- 기관 내에서 이해상충의 관리에 대하여 공유하고 있는 가치가

있는가.

- 이해상충 관리 정책에 대한 정기적인 교육과 홍보가 이루어지

는가.

- 어떤 교육 자료를 이용하고 있는가.

- 핸드북 등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자료가 있는가.

기관의 이해상충 연구에 대한 이해상충 의무 상충
1. 정책의 목적
2. 정책의 적용 범위
3. 의무
4. 용어 
5. 세부지침 

1. 정책의 목적
2. 정책의 적용 범위
3. 의무
4. 용어
5. 세부지침 

1. 정책의 목적
2. 정책의 적용 범위
3. 의무
4. 용어
5. 세부지침

표 5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정책 예시 
출처: 선진형 이해상충 보고서(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외 연구윤리 확립 사
례(2007)」의 p.16을 참조하였었다.) pp. 269-271 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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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일반원칙
2) 적용범위
-(대학/병원/기관의 주요 
책임자 등)이 보유하고 있
는 특허, 지적재산권 등
-(대학/병원/기관의 주요 
책임자 등)이 보유하고 있
는 주식 등 
-(기관의 주요 책임자 등)
의 외부 활동
3) 공개(보고)
4) 심의와 관리
6. 서식

1) 경제적 이해상충보
고서 (기관 주요 책임
자)

1) 일반원칙
2) 적용범위
-연구의 상업화에 따른 경
제적 이익(특허, 지적재산
권 등)
-후원 기업과의 관계 (대
표이사, 임원 등)
-후원 기업으로부터의 보
수(연구비 외 별도의 자문
료 등)
-후원 기업의 주식 등 보
유
3) 공개(보고)
4) 심의와 관리
6. 서식

1) 경제적 이해상충보
고서 (연구자)

1) 일반원칙
2) 적용범위
-(대학/병원) 자원의 적절
한 사용 
-외부 전문가 활동
-선물(사례금 등)
3) 공개(보고)
4) 심의와 관리
6. 서식

1) 외부 활동 등 의무
상충 보고서

교육에 대한 이해상충 
임상 및 진료에 대한 이
해상충

이해상충심의위원회 정
책

1. 정책의 목적
2. 정책의 적용 범위
3. 의무
4. 용어
5. 세부지침 
1) 일반원칙
2) 적용범위
-기업 연계 교육 프로그램 
운영
-기업 후원 교육 과정 참
석
-기업 후원 행사에서의 연
자(교육) 활동
3) 공개(보고)
4) 심의와 관리

1. 정책의 목적
2. 정책의 적용 범위
3. 의무
4. 용어
5. 세부지침
1) 일반원칙
2) 적용범위
-(대학/병원)이 상업화한 
제품 등의 임상 진료
-기업 연계 임상 진료 및 
환자 교육의 일환으로 마
련된 자료 
-기업 연계 대작
(Ghostwriting)
3) 공개(보고)
4) 심의와 관리

1. 정책의 목적
2. 정책의 적용 범위
3. 의무
4. 용어
5. 세부지침 

1) 위원회 구성
2) 위원회 업무
3) 위원회 심의 및 관
리
4) (대학/병원) 구성원
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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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책 예시는 각 기관에서 수행하고 있는 연구의 성격이나 기관

의 문화, 조직 구성에 따라 취사선택하여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예를

들어 임상 및 진료에 대한 정책 예시는 대학에는 적용될 필요가 없으나

병원에서는 갖추어야 할 정책요소이다. 하지만 기관의 이해상충, 연구

에 대한 이해상충, 특히 인간 대상 연구인 경우, 의무상충에 대한 정책

과 같은 경우에는 모든 기관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하

지만 위에서 제시한 정책모델은 가장 기본적으로 포함되어야 할 최소구

성요소들만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기관에서 이를 적용할 때에는 정책

의 적용범위를 정하고 해당 적용범위에 대한 각 주체의 구체적인 의무

사항을 규정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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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행정구조

이해상충 정책이 포함해야 할 내용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해상충 관리

방안은 운영주체, 기관의 성격, 기관의 활동, 정책 범위, 정책을 뒷받

침 할 재원(연구비), 그리고 기관 내 구성원들의 이해상충에 대한 인식

정도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 그리고 관리정책은 기본적으로 이해상충

관리 조직이 존재함을 전제로 한다. 이해상충 관리 조직은 기관 내부

혹은 외부의 별도의 개별적인 독립조직이 될 수도 있지만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사례에서 본 것처럼 체계 그 자체가 될 수도 있다. 조직의 존

재를 전제하는 까닭은 정책, 조직, 그리고 정책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

의 보장이 없으면 이해상충 관리가 적절하게 이뤄진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이다. 정책은 실질적으로 정책 집행을 할 주체가 없는 경우에는 전

문성 부족이나 지나친 업무 부담으로 정책효과가 없거나 적을 수 있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에는 대학과 병원 모두 전체 기관을 포괄하는 이해

상충 정책을 마련한 곳은 없다. 대학은 연구윤리 규정에서 일부 이해상

충 규정을 가지고 있고, 병원은 HRPP를 중심으로 관련 부서와 규정을

가진 기관이 있을 뿐이다. 그러나 이해상충 관리는 최종적으로 기관 전

체에 대해 이뤄져야 한다. [그림 6]과 같은 선순환이 이뤄질 수 있다.

특히 이해상충에 대한 교육과 그로부터 파생되는 이해상충 방지 문화는

대부분의 구성원들이 이해상충에 대하여 인식하는 분위기에서 가능하

다. 현재와 같이 일부에 대하여만 관리되고 교육받게 되면 이해상충 관

리의 전반적인 체계를 잡는 것은 어렵다. 따라서 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이해상충 관리정책을 시행하고 있는 해외 대학과 병원을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한국의 대학과 병원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방안을 제시해 보

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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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에 대한 모델은 노스웨스턴 대학의 사례처럼 각 단과대학에 이해

상충 관리조직에 출장소나 관리 담당자를 두고 중앙에서 관리하는 것이

될 수 있다. 이러한 모델은 각 대학이 가진 자율성과 학문의 성격에 따

라 달라지는 산학협력 등을 고려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기본적으로

총괄책임부서의 영향력은 대학을 모두 포괄한다. 이 경우, 연구의 시작

부터 연구 결과를 내는 단계까지 전담부서가 지원, 관리, 감독을 총괄

하는 구조가 된다. 따라서 중앙의 책임 부서가 연구의 계약서, 계약 시

행, 중간 및 최종보고 등 연구와 관련된 일체의 정보를 수집 및 관리감

독하기 때문에 서로 다른 소속의 담당자들끼리 소통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다. 이해상충에 대한 상설 위원회는 없지만 여전히 중앙의 책임부

서를 중심으로 각 사례별 연구 관리 책임자, 연구 책임자, 그리고 이해

그림 7 대학에 적용될 수 있는 이해상충 관리 행정 모델
출처:  선진형 이해상충 보고서(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외 연구윤리 확립 사
례(2007)」의 p.16을 참조하였었다.) pp. 266-268을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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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충 관리 책임부서의 담당자가 모여 이해상충의 문제를 논의할 수 있

다. 즉, 중앙의 이해상충 관리 책임 부서가 가지는 영향력에 따라 총괄

책임부서가 모든 업무를 책임지는 경우도 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개별 구성원이 직접 총괄책임부서와 연결되는 구조가 될 수도 있다. 이

는 장점이자 단점일 수 있다. 개별 구성원이 이해상충 관리 책임부서와

직접 원활하게 소통을 하여, 행정적인 정체가 없을 수 있다. 그러나 반

대로 개별 단과대학의 상황을 이해하지 못하는 중앙의 행정 담당자와의

소통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

이 모델에서는 연구 및 외부 활동, 이해상충 관리를 지원, 관리, 감

독을 총괄하는 전담부서를 설치한다. 중앙에서 이해상충 관리 총괄책임

부서가 연구의 계획서, 계약, 시행, 중간 및 최종 보고, 연구와 관련된

외부활동 일체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관리와 감독을 할 수 있다. 이

해상충 관리에 대한 상설 위원회를 두는 각각의 사례별로 연구관리 책

임자, 이해상충관리담당자, 연구책임자가 모여 사례별 위원회를 구성하

여 이해상충 관리에 대한 기관 구성원의 이해도와 순응도를 높이고 신

속한 이해상충 문제에 대한 처리를 가능하게 한다. 중앙의 총괄책임 부

서가 연구 생애주기 전반에 대하여 총괄 관리를 하므로 기관은 이해상

충의 문제를 사전에 예방하고 차단하여 연구자를 보호할 수 있다. 이러

한 모델은 국내에서 산학협력단이 설치되어 있는 대학의 경우 이해상충

전담 관리부서를 별도로 설치하거나 운영하기 어려운 경우 기존 산학협

력단의 자원을 활용하는 방식으로 적용될 수 있다. 한편 국내의 대학이

이 모델을 차용하는 경우, 각 대학의 산학협력단의 권한과 정보 수집

범위를 포괄하여 보다 포괄적인 연구행정관리를 할 수 있도록 조직과

행정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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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병원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모델은 [그림8]과 같다. 병원의 이해

상충 관리는 앞서 살펴본 것과 같이 통합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으며

기존의 인간대상연구 관리제도와 유기적으로 연계될 필요가 있기 때문

이다. 병원은 기관장을 중심으로 이해상충 관리 책임자를 둘 필요가 있

다. 이해상충 방지는 기본적으로 이해상충 방지가 필요하다는 이해의

확산되는 직장 문화의 문제이기도 한데 병원 자체에 관련 체계가 없다

면 이러한 문화 확산은 불가능에 가깝기 때문이다. 이 때 관리책임자가

이해상충 관련 업무만을 수행하는지 혹은 다른 업무에 더하여 다루는지

는 병원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이 모델은 이해상충 전담부서

혹은 이해상충 관리 책임자와 이해상충 관리 위원회(COIC)를 두되, 연

구대상자 보호, 지식재산관리, 외부연구 관리부서 등과 인력 및 자원을

고유하거나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다는 특징이 있다. 이 모델을 따르

면, 전담 부서에서는 공개양식이나 보고된 이해상충 관리의 문제에 대

그림 8 병원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행정모델 
선진형 이해상충 보고서(관련 내용에 대하여는 「해외 연구윤리 확립 사례(2007)」의 
p.16을 참조하였었다.) pp. 269-271를 참조하여 재구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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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행정적 지원을 제공하고 COIC를 통해 세부적인 내용을 검토하게 한

다. 이해상충 전담 부서를 중심으로 IRB, 연구대상자 보호부서, 연구

자, 의사 , 직원들이 모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이해상충 관리 프로그

램을 만들 수 있다. 국내의 병원 중 임상시험대상자 보호프로그램을 운

영 중이거나, 이에 준하는 대상자 보호 체계를 갖춘 병원의 경우 기관

윤리위원회에 보고되는 사항을 중심으로 이해상충 관리 체계를 비인간

대상 연구 및 임상의 분야로 확대시켜 나가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다.

이 때, 기존의 환자 보호 및 임상시험 대상자 보호 체계와 연계하여 자

원 및 정보를 공유하고, 정책범위를 점차 확대시켜 나갈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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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결론

산학협력과 이해상충은 동전의 양면과도 같다. 이해상충에서 이차적

이해는 불법적이거나 나쁜 무엇이 아니라 그 자체로는 오히려 권장할만

한 가치인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이해상충이 우선 언제부터 신고의 대

상이 되는 문제인지에 대한 인식도 부족한 것이 한국의 현실이다. 물론

혼란스러운 회색지대에서 전문가로서 무엇을 선택해야 하는지에 대한

논의는 진작 있어왔다. 그러나 관련 논의는 대부분 개인이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대한 문제에 국한되어 있었고, 이해상충 관리에서 기관의 역

할에 주목한 연구는 드물었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문제에 있어 개인의

양심으로 이러한 혼란을 해결하기는 어렵다. 조직에서 받는 영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결국 이해상충은 소속된 조직의 문화에도 많은 영향

을 받기 때문이다. 낸시 올리버리 사건이 대표적이다. 병원의 이해상충

관리 부서에 문제를 신고하였지만 연구자는 이해상충의 위험에서 보호

받지 못했다. 이는 이해상충이 관리되지 않아서 개별 구성원이 직접 이

를 관리하고자 개인의 경력을 위험에 처하게 하며 거대 회사와 싸워야

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연구자 개인의 의도와 관계없이 연구 사회가 산업계 자금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는 구조에서 이해상충으로 인한 편향은 항상 존재할 수

있다. 의생명연구자의 이해상충은 이해당사자들에게 요구되는 수많은

이차적 이해들 (이를테면, 연구자의 승진, 새로운 과학적 발견, 연구기

관의 경우 특정 인증을 받기) 가운데 일차적 이해를 우선해야하는 ‘우

선순위’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해상충의 관리가 이뤄지지 않

으면 의생명연구로 인하여 연구 피험자의 건강에 해가 생길 수 있다.

미국의 제시 겔싱어의 사망사고부터 시작하여 ‘후에 알고 보니 이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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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의 문제가 있었던’ 사건들이 많았다. 이해상충을 관리하는 가장 대표

적인 방법은 공개(Disclosure)이다. 그러나 해외에서는 단순히 공개하

는 것으로 충분한지에 대한 논의도 이뤄지고 있으며 기존의 공개보다

더 구체적인 관리방안을 제시하고 있는 해외의 대학과 기관도 있다.

한국 역시 산학협력이 증가하고 이에 따라 연구자의 이해상충 문제도

함께 증가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진행한 국내 이해상충 관리

현황 조사에 따르면 주요 대학 및 병원의 이해상충 관련 정책이 존재하

고 있으나 실질적인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한 정책이 실효성을

지니고 있는지 확인하기 어려웠다. 대부분의 정책은 구체적인 관리조직

이나 위원회, 행정적 규제력, 이해상충 공개에 대한 기준 및 의무, 관

리계획의 적용 및 미준수에 대한 처벌, 이해상충 관리에 대한 교육 등

이 명시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구체적인 행동방침이 제시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책이 실효성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일부 병원에서

는 HRPP와 연계하여 이해상충 업무를 진행하고 수행하고 있다고 보고하

였으나 실제로는 이해상충의 문제나 관리방안에 대해 이해하고 있는 경

우가 드물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한국의 현실은 구체적인 정

책 요소들 또한 실질적으로 도입 가능한 행정모델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논문이 다루는 이해상충 관리의 예시 모델들은 미국의 노스웨스

턴 대학교와 클리블랜드 클리닉의 사례를 바탕으로 작성되었다. 한국의

대학과 병원이 이해상충에 대한 관리정책을 도입할 때, 이들 모델을 참

고할 수 있다. 이들은 대학과 병원의 특성이 각각 반영된 모델들이고

한국의 기관들은 이들을 기본 틀로 하여 정책, 관리조직의 구성, 관리

조직의 독립성, 교육, 정책의 준수 등을 현실에 맞게 작성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 제시 된 모델은 가능한 한국 현실에 맞추어 현재 각 대

학 및 병원에 설치 된 산학협력단 혹은 IRB 및 HRPP 지원부서의 활용을

통해 최소한의 자원으로 이해상충 관리 업무에 기초를 다지고 이를 기

반으로 점진적으로 이해상충 관리의 필요성을 구성원들이 이해할 수 있

도록 한 뒤, 전반적인 기관의 문화를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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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구체적인 이해상충 관리를 위한 정책 예시를 통해 현재 한국의

기관들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해상충 관리의 폭을 넓히고자 하였으며,

개인 단위의 이해상충 뿐만 아니라 기관의 이해상충 또한 다룰 수 있도

록 제시하였다.

이해상충 관리란 기관 스스로의 이해상충 관리와 더불어 구성원의 이

해상충 관리를 포괄한다. 소속 된 구성원들이 처음부터 이해상충에 노

출되지 않도록 하거나 혹은 최소한의 노출에 그치도록 관리하는 것이

기관 차원의 이해상충 관리노력이라고 할 수 있다. 탄탄한 이해상충 관

리 행정체계를 바탕으로 이해상충 방지의 문화가 만들어진다. 그 문화

를 바탕으로 구성원들에 대한 이해상충 방지 교육이 이뤄질 때 이해상

충 관리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 즉, 기관에서의 이해상충 관리는 모든

과정이 연계되어 흐르는 체계일 때 문제가 가장 효율적으로 관리 될 수

있는 것이다. 과정 중 하나라도 막힌다면, 이해상충 관리는 어려워질

수 있다. 따라서 기관 환경에서의 이해상충 관리의 대상은 이해상충에

대하여 유기적으로 연결 된 기관 전체이다. 이해상충 관리의 목적은 연

구의 객관성 확보와, 연구 대상자 보호 그리고 공공의 신뢰를 지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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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교육부·한국연구재단. 산학협력 길라잡이Ⅱ 연구윤리규정(예시) 중

이해상충 규정

◾ 산학협력 길라잡이 Ⅱ (산학협력 업무매뉴얼 부록)

부록3 산학협력단 관련 주요 법규 및 규정 

제3장 연구부정행위와 부적절한 연구행위 

제4절 갈등 조정

제38조(갈등의 정의) “갈등”이라함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금전적 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제39조(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 도덕적 가치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0조(연구활동에서 발생한 갈등) 연구활동의 수행과정에서 

동료교수, 학생, 본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는 이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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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각 대학의 연구윤리 규정 중 이해상충 관련 규정

제41조(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과 

정직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을 좇아 연구결과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결부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을 부당하게 고용하여서는 아니되며 그러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교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본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기관이나 본교의 금전적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개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2조(갈등의 관리 및 조절)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본교규정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책무를 진다.

연구책임자는 이해갈등의 당사자를 관리하고 연구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중대한 갈등은 제3자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별도의 갈등조정절차를 정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원칙적으로 본교 연구 진실성 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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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대학교 

제4장 이해상충

제17조 (원칙)

연구의 계획, 자료수집, 분석, 해석, 출판, 결과이용 등과 관련하여 

연구자에게 제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연구의 공정성과 연구대상자의 안전 및 

학문연구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손상될 수 있으므로, 연구자는 

제19조에 규정하는 바에 따라 이해상충을 관리하여야 한다.

제18조(이해상충의 내용)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금전적 이해상충: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인간관계적 이해상충: 개인적인 친분이나 소속 기관의 영향, 또는 

개인적인 갈등이나 연구 경쟁 등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3. 지적인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종류나 분야에 관한 종교적 신념이나 

세계관적 내지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 확신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역할충돌에 의한 이해상충: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 소속 기관의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이 연구활동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5. 기타의 이해상충: 그밖에 제1호에서 제4호까지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유발되는 사유

제19조 (이해상충의 관리)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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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그밖에 

제 18조에 규정된 이해상충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필요한 경우에는 연구대상자들에게도 이를 알려야 한다.

이해상충의 정도가 중대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현실적으로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상충으로부터 독립된 

전문가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공동 연구자로 인하여 

연구의 공정성이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특정 연구단계에서의 배제 

등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연세대학교 연구윤리지침, 제6장 이해상충, 제12조(이해상충의 

범위)

제6장 이해상충 

제12조 (이해상충의 범위) 이해상충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로 인하여 공정한 전문가적 판단 또는 연구 수행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를 의미한다.

1. 연구와 관련된 연구자의 금전적 이익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2. 교육, 봉사, 외부활동 등으로 인한 역할이 연구자로서의 직무수행과 

충돌함으로써 유발되는 경우 

3. 연구수행 중에 종교적·윤리적 신념이나 도덕적 소신 또는 이론적인 

편향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4. 사적인 인간관계로 인하여 유발되는 경우 

제13조 (이해상충의 관리 및 보고)

①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하여 이해상충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모 두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고,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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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②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아니 되며,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 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개인의 이익이 사회․대학․학계 등 공적인 집단의 이익과 

상충될 때는 이를 본교에 미리 보고하고 해결하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 한양대학교 

제10조(심사의 기본원칙) ① 연구자가 타인의 연구업적을 심사하는 

경우 그 심사는 객관적이고 공정한 기준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하고 사적인 이해관계나 관련 기관으로부터 영향을 받아서는 아니 

된다.② 심사자는 논문 및 연구과제 등을 포함하는 모든 심사에서 

최대한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유지하고 심사요청서에 따른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③ 심사자는 심사와 관련하여 

피심사자의 인격과 명예를 존중하여야 한다.

제 4절 갈등의 조정 

제38조(갈등의 정의) “갈등”이라 함은 연구참여자들 사이에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금전적 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모든 형태의 이해관계의 충돌을 의미한다.

제39조(연구목적과 관련하여 발생한 갈등) 연구자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 도덕적 가치관,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충돌하는 경우 이 사실을 공개하여야 하며, 연구책임자는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이러한 갈등을 조정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0조(연구활동과정에서 발생한 갈등) 연구활동의 수행과정에서 

동료교수, 학생, 본교와 갈등이 발생할 경우 연구자는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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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41조(금전적 이해관계로 인한 갈등) ① 연구자는 연구의 진실성과 

정직성에 어긋나는 방법으로 부당한 이익을 추구해서는 아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을 좇아 연구결과를 과장, 축소 

또는 왜곡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결부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함에 있어 학생을 부당하게 고용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득이하게 본교의 시설 및 자원을 

활용하는 경우 사전에 본교본부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하며 관련 

규정 또는 합의에 따라 정당한 비용을 본교에 지불하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기관이나 본교의 금전적 

이익과 상충하는 경우 이 사실을 이해 당사자에게 공지하고 함께 

해결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야 한다.

제42조(갈등의 관리 및 조절) ① 연구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원칙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및 본교규정에서 그 공개를 금지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연구책임자는 연구활동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갈등을 적절히 관리하여 연구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할 책무를 진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갈등의 

당사자를 관리하고 연구참여자로서의 역할을 축소하거나 박탈할 

수 있다. ④ 중대한 갈등은 제3자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관련 법령과 본교 규정에서 별도의 

갈등조정절차를 정하지 않는 한 그 갈등은 원칙적으로 본교 

연구진실성위원회에 의한 조정에 의하여 해결된다.

◾ 부산대학교 연구윤리 확보를 위한 지침

제11장 의무 및 이해의 상충 

제44조 (교원의 기본의무) ① 대학의 전임교원은 대학에 대해 

우선적으로 전문가적 충성의 의무를 지닌다. ② 대학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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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임교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이상 학기 중 임용계약의 원칙에 

부합되도록 학내에 머물러 있어야 한다.

제45조 (의무의 상충) ① “의무의 상충”이란 개인의 외부활동이 대학에 

대한 전문가적인 의무에 개입되는 것을 말한다. ② 

전임교원으로서의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수 

있으나, 이 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조정해야 한다. ③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를 우선적으로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사용하여야 한다.

제46조 (과도한 연구와 외부활동 금지) 교수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비 수주를 

해서는 안 된다.

제47조 (이해상충의 발생) 개인의 이익과 대학에 대한 전문가로서의 

의무 사이에 불일치가 생길 경우 이해의 상충이 발생하며,
불일치는 개인의 어떤 행동이나 결정이 지극히 사적이거나 그 

밖의 이익에 대한 고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판단이 설 경우에 

발생한다.

제48조 (재정적 이해상충) ①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연구자 

개인의 금전적 이익이 연구윤리 및 진실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 부당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상당한 재정적 

이해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학교와 다른 

연구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③ 연구자는 자신의 재정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학교의 재정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사전에 알려야 한다.

제49조 (지적 이해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다른 견해차를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이 때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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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개인적 이해상충)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보고하고 

심사하는 데 있어 사적인 편견을 피해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51조 (관리의무) ① 연구과제의 수행 시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이를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연구책임자는 이해관계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배제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검토해야 한다. ③ 연구자가 사전에 알리지 않은 이해상충의 

문제가 연구 과정에서 드러났을 경우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 서강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5장 이해충돌(이익충돌)

제22조 (이해충돌의 정의) 이해충돌이란 연구활동을 수행함에 있어서 

연구의 목적, 연구활동의 수행 또는 재정적 이해관계 등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충돌을 의미하며, 연구자는 이해충돌에서 

벌어지는 다음의 주요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여야 한다.

1. 연구자는 수행하는 연구의 목적이 자신의 학문적 입장, 정치적 또는 

종교적 신념과 충돌이 발생할 현실적인 또는 잠재적인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이 사실을 공개하여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여야 

한다.

2. 연구자는 연구계획서에 연구비 지원내역, 후원자, 소속 기관 및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사유들을 명시하여야 하고, 연구결과를 

발표할 때에도 학술지에 이를 밝혀야 한다.

3. 연구자는 동료교수, 학생, 학교와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이를 

공개하고 가능한 모든 수단을 통해 그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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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자는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 되며 금전적 이익을 

좇아 제3장의 연구부정행위를 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5. 연구자는 창업이나 외부활동을 위해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는 행위 

및 부당하게 학생을 고용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부득이하게 본교의 자원을 사용하는 경우 이에 대해 본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6. 이해충돌로 인하여 연구에 부정적인 영향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연구자는 지체 없이 연구를 중지하거나, 연구를 계속할 

때에는 당해 이해충돌에 관하여 독립된 전문가 집단으로부터 

연구의 공정성에 관하여 감독을 의뢰하여야 한다.

◾ 고려대학교 연구윤리규정

제4절 이해상충

제39조(금전적 이해상충) ① 연구자 개인이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금전적 이익이 연구 의 진실성 및 정직성에 대한 책무를 다하는 

데에 부적절한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해관계에 따라 연구결과를 왜곡하거나, 과장 또는 축소하지 

않아야 한다. ③ 연구자는 상당한 금전적 이해 상충이 있는 경우 

연구 착수 전에 본교와 다른 연구참여자에게 보고하고 이를 관리,
축소 및 제거하려는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 ④ 연구자는 자신의 

금전적 이익과 연구팀, 연구기관 또는 본교의 금전적 이익이 상호 

충돌하는 경우에 자신의 상황을 숨기지 말고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

제40조(교원창업 및 연구수주 시 규정준수의무) ① 본교에 전임으로 

소속된 연구자는 금전 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 

시에는 이 사실을 본교에 알려야 한다. ② 연구자는 금전적 

이익과 관련된 창업이나 외부 활동에 본교의 설비, 인력, 장비 등 

본교 자원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다만 연구비를 지원받는 연구에 

불가피하게 본교의 시설이나 장비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본교에 

정당한 대가를 지급해야 한다. ③ 벤처사업과 관련된 연구자는 

학생을 직원으로 활용하지 말아야 하며, 교수로서 학 생을 독립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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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로 발전시킬 책무가 있다.

제41조(교원의 기본의무) ① 연구자는 연구와 강의를 동시에 담당할 

때 한 직무의 수행이 다른 직무의 수행과 충돌하지 않도록 시간과 

노력을 조정해야 한다. ② 교수로서의 의무이행과 외부활동이 

서로 충돌하는 경우에는 교수의 시간과 지적 에너지는 교육, 연구,
학술활동, 학생지도에 우선 사용하여야 한다.

제42조(과도한 외부활동 금지) 교수로서의 기본의무인 교육 및 

학생지도에 지장을 초래할 정도의 외부활동이나 연구수주를 

피하여야 한다.

제43조(사적 상충) 연구를 제안하고 수행하며 보고하고 심사하는데 

있어 사적 편견을 피해 야 하며, 소속기관의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제44조(심사시 주의사항) ① 연구비 지원 과제 심사, 논문 심사, 인사 

심사 등은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심사기한과 

기밀을 지켜야 한다. ② 피심사자의 인격을 존중하며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제45조(심사자의 기피사유) 가까운 동료가 제출한 연구비신청서나 

논문 등의 심사자가 되어 서는 안 된다. 다만, 사적 상충을 포함한 

이해 상충을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심사를 의뢰 받는 경우에는 

심사에 참여할 수 있다.

제46조(지적 상충) 특정한 연구 분야나 연구발견의 중요성에 대해 

강한 입장을 가지고 있거나, 과학적 견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강한 도덕적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경우 지적 상충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때에는 공동연구의 제안, 심사자의 선정 등에 있어서 다른 

사람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자신의 입장과 도덕적 신념을 밝혀야 

한다.

제47조(관리의무) ①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하였을 경우 연구자는 



- 94 -

이를 보고하고 이해관계 가 연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하거나 제거할 의무가 있다. ② 연구자는 연구와 관련한 모든 

이해관계를 사전에 밝혀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발생할 수 있는 

상충 문제를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③ 

연구책임자는 이해상충이 있는 연구자의 연구를 모니터하고,
연구결과의 정확성과 객관성을 점검해야 한다. ④ 이해 상충이 

있는 연구자는 연구에 부정적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데이터의 해석과 같은 연구의 중요한 과정이나 특정한 심사결정의 

참여에서 배제시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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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for a Management Plan

by Institutional Units

for the Conflict of Interests

in Biomedical Research in Korea

SHIN YEON SUN

Medical Humaniti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purpose of this thesis is to explore the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approach in the field of biomedical research at the

university and hospital levels. Conflicts of interest are

competing for situations that occur when primary and secondary

interests intersect. Primary interests should be prioritized when

the various positions of the professionals cros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significant cases of conflicts of

interest centered on biomedical research and to find concrete 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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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manage conflicts of interest at the institutional level through

the best practices of overseas institutions (universities and

hospitals). To this end, this study examined the structure and

policies of conflict management at major universities and

hospitals overseas through literature reviews. Moreover,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tate of conflicts of interest

management in the biomedical research area in Korea and analyzed

the policies.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practices should at

least be based on a free (unrestricted) approach to conflict

management policies, independent conflict management

organizations, management policies, or related data. The conten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consists of an

organization, policy, management of conflict of interest, and

formation of culture for policy compliance. It is also necessary

to establish an administrative system to operate management

policies in practice. In the case of universities, the method of

management of conflicts of interests might be different depending

on the proportion of workloads between the departments responsible

for COI management (e.g., central office versus COI officer at

individual colleges). This study also proposed administrative

models that can efficiently operate the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system to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each

institution. What can be identified in this study is a specific

conflict of interest management approach and the necessity of

providing each institution with the critical components to build

their COI management models.

Keyword: Academic-industry Cooperation, Conflict of Interest, COI,

Biomedical Research, COI management-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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