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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들어가기 전에
1. 연구윤리의 존재
□ 윤리의 구성

연구윤리를 개발하려면 여러 영역의
전문가가 협력해야 하며, 특히 법학과
행정학 전문가의 참여가 필수(예: IRB)

해당 학문분야(생물, 인문, 공학 등)에서 결정

윤리는 행동 규범이며, 기준과 절차로 구성됨

□ 윤리의 존재 형식

행정학, 법학적 전문성이 요구됨
(존엄성, 형평성, 효율성 등)

(예 : 인간대상연구→IRB, 동의서, 개인정보)

①윤리를 목적으로 제정된 규범 : 연구진실성, 인간대상연구, 실험동물복지

②기존의 규범이 윤리적으로 진화 : 출판과 저자권, 연구데이터 관리, COI
동일한 기능의 규범일지라도
윤리적 수준이 차이가 남(미국과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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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시

□ 아파트 월세 계약서
한국 : 2쪽의 문서(임대인과 임차인의 잦은 갈등)
미국 : 5쪽의 문서(납 페인트·석면의 사용, 이웃의 범죄정보, 보험의 범위 등)

□ 난자제공 동의서
한국 : 2쪽의 문서(생명윤리법 시행규칙)
미국 : 8쪽의 문서(연구내용, 부작용, 피험자의 권리 설명 등 )

규범이 상세 할수록 약자가 보호됨

윤리는 모든 행동 규범과 계약서에
포함되어 있음

규범과 계약서를 더
윤리적으로 개선할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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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우리 연구윤리의 정착

지난번 연구윤리 토론에서
법률을 준수하라는 의견이 나왔는데,
그건 윤리교육에서 해야 하는 말임.
정책(전문가)토론에서는 그 법률에 무슨
문제가 있는지를 밝혀야 함.

우리의 연구 윤리는 방황하고 있음
무엇이 잘 못 되어 있는지를 모르는 상태
어떻게 정립해야 하는지도 모르는 상태
특히, 컨트롤타워가 방향을 모르는 상태

이렇게 되면
애써 일해도 무용지물
(잘잘못을 구별 못함)

연구현장의 윤리 상황을 파악하는 체계의 구축
선진국 제도와 우리 제도의 차이점 분석
①윤리규범 제정, ②일반 규범의 윤리화 작업 추진

교수도 연구윤리의
이해의 당사자이므로
정부는 그 의견을 다
믿지 말아야 함

설문조사방식은 부정확하며
감추는 정보가 많으므로
의무적 보고체계가 중요
(Assurance System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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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하란 말인가?
국가차원의 연구윤리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모든 부처 연구개발사업에 적용할 수 있도록 (가칭)연구윤리촉진법
제정 : 기본적 연구윤리 행정체계 구축에는 법적 근거가 필요

(가칭)연구윤리 촉진사업의 추진(규범 연구, 행정부서설치 지원)
국가 전체적 사건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하며, 하위 규범을 제정하고,
교육과 촉진사업을 운영하는 (가칭) 국가연구윤리센터의 설치

연구윤리 행정전문가의 양성을 위한 전문석사과정의 설치 지원
무슨 규범을 연구하는가?
연구 윤리는 모든 행동 규범에 다 녹아 있으니,
연구활동에 관련된 모든 규범을 연구해야 함
(미국의 규범과 우리 규범을 비교하면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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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각해 볼 질문

규범과 계약으로 정리되어야 할
사안들인데 우리는 아직 못했음

연구자의 사회봉사는 중요한 기능이지만 직무에 대한 헌신과는 충돌하게
되는데, 그 적정한 경계 기준은 무엇인가?
한 인격체가 오전에는 비영리활동을 하고 오후에는 영리활동을 한다면
둘 다 성공할 수 있을까? 어느 쪽이 피해를 볼까?
벤처는 5%의 성공률을 보고 시작하는데, 연구자의 창업을 권장하게 되면
어렵게 육성한 우수한 연구자를 잃게 되는 정책 아닌가?
공공의 이익을 추구해야 하는 연구기관(공공기관)에게 영리활동(기술판매,
기금증식)을 하게 한다면 공적 수단이 오용되지 않을까? 기업(영리법인)의
영리활동과는 달라야 할 것인데,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대학원생들이 RA/TA를 수행하는 것이 교육인가 고용인가? 교육이라면
일반 고용과 무엇이 달라야 하는가? 고용이라면 그들은 근로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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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해충돌(COI)관리의 기본체계
1. COI관리의 기본개념
□ COI의 개념 : 생략
□ COI관리의 중요성 : 생략

□ COI관리의 방법
이해관계의 공개 : 연구결과 보고서, 논문, 대외 발표(글쓰기)
이해관계의 신고 및 심사 : 신고 양식, 관리행정부서, 심사위원회
제3자의 전문적 COI관리 : 이해관계의 완화·해소 방법 제시
회피/기피/제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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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OI관리의 기준 및 대상
□ 참고자료
미국 「42 CFR Part 50」 Subpart F의 중요 부분
미국 「45 CFR 94」 (≒「42 CFR Part 50」 Subpart F)
Stanford 대학의 내부규정 : Requirements Regarding Financial
Disclosures and Agency Notifications

□ 미국의 CFR 기준
국가연구개발과제에 참여하는 모든 연구자는 이해관계를 신고해야
하며, 그들은 연구기간 동안에는 매년 그 신고를 업데이트
PHS, NSF는 심각한재정적 이해(SFI)를 보고하게 함
•상장기업에서 연구자와 가족이 년 5천달러 이상 수입
•비상장기업에서 연구자와 가족이 여하한의 지분을
가지거나 년 5천달러 이상 수입
•지적재산권에 관련된 소득이 있는 경우

연구기관이 강제성을 가진 규범을 운영토록 규정(위탁기관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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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의 Stanford의 SFI 기준(COI Overview)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연간 1만달러 이상의 소득(서비스 또는 지분가치)
비상장기업에 대해서는 여하한의 지분(주식, 스톡옵션, 지분 포함)
PHS와 NSF가 규정한 요건(PHS와 NSF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

□ 일본 동경대학교의 신고대상 기준(동경대 Kiichiro TSUTANI)
지도자 급이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년 1백만엔 이상의 보수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주식(스톡옵션 포함)의 년 1백만엔 이상의 이익
또는 총 지분의 5%이상의 소유권
하나의 지식재산권에서 년 1백만엔 이상의 로열티 (기술료 포함)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년 50만엔 이상의 보수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년 50만엔 이상의 원고료
학과/연구실이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년 2백만엔 이상의 연구비 지원
기업으로부터 기부금을 받는 학과
하나의 기업으로부터 연 5만엔 이상의 출장비나 선물
10

□ 우리나라의 SFI(심각한 재정적 이해관계) 기준 제안
상장회사에 대해서 1천만원 이상의 현행 또는 잠재적 소유권 이익
(mutual fund와 같은 제3자에 의해 관리되어지는 소유권 이익은 제외)
신생벤처기업과 같이 비상장 법인에 대해서 여하한의 소유권 보유
단일 기업에 대해 사례금ㆍ로열티 수입을 포함해서 년 1천만원 이상의
수입(위에 언급된 소유권 이익은 제외)

□ COI관리대상이 되는 연구자의 활동 제안
연구자의 외부활동
기술창업 및 기술라이센싱
학생지도와 연구활동
연구기관차원 및 기관지도자의 COI관리
동료심사와 평가・심의위원회 등 개인적 COI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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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자의 외부활동
1. 참고자료
스탠포드의 내부정책 : Faculty Policy on Conflict of Commitment
and Interest(COI에 관한 교수정책)
스탠포드의 내부정책 : Conflict of Commitment and Interest for
Academic Staff and Other Teaching Staff(학술직원의 COI)
스탠포드의 내부정책 : Stanford Requirements for Faculty
Consulting Activities and Agreements(교수의 자문활동과
계약체결에 대한 스탠포드의 요구사항)
스탠포드의 내부문건 : Tips for Managing Your Outside
Professional Activities To Avoid Conflicts of Commitment and
Interest(외부활동에서 COI를 피하는 조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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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anford의 외부활동 관리원칙
외부활동 허용 원칙 : 주당 1일 이내(1quarter(13주) 동안에 13일)
외부활동 근무형식 : 전임직 교수는 외부의 감독책임을 맡을 수 없음
외부활동 원칙 : 대학의 설비ㆍ인력ㆍ장비 등 자원을 사용할 수 없음
대학이 외부기관과 다음의 협정을 체결하기 전에, 관련된 교수(직계가족)가
외부기관과 자문관계, 고용관계, 심각한 재정적 이해관계에 있다면,
협정에서 요구되는 거래내용, 외부기업에서 교수(또는 직계가족)의 역할과
대학에서의 역할의 구분을 보장하는 방법을 문서형태로 학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특별한 별도의 신고와 심사ㆍ승인을 받아야 함
- 기부, 연구비 후원 , 기술 라이센싱 , 구매, 물질이전 협정

자문받는 기업에게 연구결과에 대한 우선적・배타적 접근기회를 주면 안됨
외부 파견 이전에 연구과제나 지도학생을 정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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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연구자의 외부활동 관리기준 제안
□ 기본원칙
연구자(교수 포함)는 소속 연구기관에 대한 “전임으로서의 의무(fulltime obligation)”를 충족시킨다는 조건하에 외부활동이 허용된다.

연구자 개인이 외부기관과 계약을 체결할 때, 연구기관에게 영향이
없도록 한다.
연구기관과 외부기관 사이에 기부ㆍ프로젝트 후원ㆍ기술 라이센싱
ㆍ물품조달 관련 협정에 연구자가 관련되거나, 연구자(또는 부인ㆍ
자녀를 포함한 직계가족)가 그 외부기관과 자문관계 또는 고용관계
에 있거나 심각한 재정적 이해관계에 있다면, 특별한 별도의 신고와
심사ㆍ승인을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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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COI관리대상
연구자의 창업 및 외부 상근직 파견근무
연구기관과 외부기관과의 다음의 협정체결에서 소속 연구자(또는
직계가족)이 그 외부기간과 이해관계(자문관계, 고용관계 또는 심각한
재정적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협정에서 요구되는 거래내용,
외부기업에서의 연구자(또는 직계가족)의 역할과 연구기관에서의
역할의 구분을 보장하는 방법을 문서형태로 학장(또는 선임부장)에게
제출해야 하며, COI심사를 받아야 한다.
- 기부, 연구비 후원 , 기술 라이센싱 , 구매, 물질이전 협정

□ 모범행동양식
출근의 의무, 1개 학기 이상의 외부파견 시 과제와 학생을 정리

대외발표에서 외부기관/단체에 가입된 내용을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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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창업과 기술라이센싱
1. 참고자료
스탠포드 내부정책 : University Investments in Start-Up Companies
Involving Stanford Faculty
MIT 내부정책 : An Inventor's Guide to Technology Transfer at M.I.T.
스탠포드 내부정책 : For Faculty: Best Practices for Start-ups(교수
start-up의 모범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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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창업 및 기술 라이센싱 관리원칙
□ 기본원칙
연구자의 창업(정책적 권장)과 연구기관의 미션(교육, 연구,
사회봉사)는 충돌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규형을 잡아야 함

연구자의 창업도 외부활동에 간주되므로 그 원칙을 준수해야 함
연구기관은 자신이 소유한 기술이 최대한 공공이익에 기여하도록
사용해야 함

연구자의 기술창업보다는 기술 라이센싱을 우선으로 함
- 창업을 한다면 연구자 보다 제자의 창업을 더 권장
창업한 연구자는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기업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분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원(연구비, 물자,
인력)을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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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기관의 책무
TLO는 특정기업에 특혜를 준다는 의혹이 없도록 모든 잠재적인 기술
구매자에게 공정하고 개방적인 접근을 보장하면서 기술 판매
내부 연구자에게 기술을 판매하려면 별도의 심사를 거쳐야 함
- 마케팅 분석 보고서, 책임 분리의 가능성, COI관리 가능성 심사

□ 창업하는 연구자의 책무
창업자나 기술구매자는 연구기관에 정기적으로 재무보고나 실적보고
발명가로서 연구자는 자신의 창업기업에 의해 상업화할 예정인 발명에
관련된 기술영역에서 진행 중인 연구는 단계적으로 축소
창업한 연구자가 해서는 안되는 일
- 창업한 기업을 대표하여 우리 연구기관과 협상하는 일
- 창업한 기업으로부터 선물 또는 연구비 지원(과제)을 받는 일
- 학생·직원을 창업한 기업활동에 참여시키는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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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의 창업 및 기술 라이센싱 관리원칙 제안
□ 기본원칙
한 인격체가 영리 활동과 비영리활동을 동시에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없다. 둘 중 하나는 실패하기 쉽다. 어느 쪽의 선택이 사회적으로 더
이익인지가 판단의 기준이 되어야 한다.
연구기관은 공공기관이므로 공공이익의 극대화를 위해 노력해야 한다.
- 연구기관의 이익이나 연구자의 이익보다 공공이익을 최우선시
- 기술 판매, 기금 증식 등 연구기관의 이익극대화에는 소극적 입장
연구기관이 기술사업화를 지나치게 촉진하면 국가R&D체계에 부정적
영향이 온다. 그러므로 가치의 우선순위를 정해두는 것이 중요하다.
- 유능한 과학자 한 사람이 사라지고 무능한 경영자 한 사람이 생겨남
※ 본디 국가가 R&D에 투자하는 이유는 인재를 키우거나 국가문제를
해결하기 위함(일시적 경제문제로 연구자의 창업 촉진은 신중히)
19

□ 창업과 기술 라이센싱에서 최소한의 COI관리대상
연구자의 기술창업 및 모든 기술 라이센싱 계약
- 창업한 연구자는 매년 정기적으로 기업현황조사표, 재무제표 및
이해관계 자기신고서를 연구기관에 제출하고 COI심사를 받아야 함
창업한 기업에 학생이나 직원을 참여시키는 경우

□ 모범행동양식
연구자는 창업 시 연구기관 소유의 기술사용, 공간 및 설비사용에
관해 반드시 계약을 체결해야 함

창업한 연구자는 연구기관에서 진행 중인 연구와 기업에서 진행
중인 연구를 분리하고 명확하게 구분하여 자원(연구비, 물자,
인력)을 관리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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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학생지도와 연구활동
1. 참고자료
스탠포드 내부정책 : Conflicts of Interest Overview
스탠포드 내부정책 : Faculty Investment in Stanford Student
Companies(학생의 회사에 대한 교수의 투자)
스탠포드 내부정책 : Relationships Between Students and Out
Entities(학생의 외부활동)
스탠포드 내부정책 : Graduate Student Hourly Employment
(대학원생의 고용)
미시간대학교의 내부정책 : How to Mentor Graduate Students: A
guide for faculty 및 How to Get the Mentoring
You Want: A Guide for Graduate Stud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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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학생지도와 연구활동의 관리원칙(미국)
□ 기본원칙
학생의 우선적 직분은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며, 학위논문을
위해 연구활동이 잘 되도록 지도해야 함

연구자가 학생들에게 제공하는 교육・훈련 및 지도에는 “학생의 학업적
이익(academic interest of the student)”이 우선적으로 고려
교수는 정기적 Lab meeting과 주기적 Mentoring meeting을 실시함으로써
지도학생의 지적 성장을 점검하고 학업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함
교수가 학생과 함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착수회의(Kick-off 미
팅)에서 학생에게 과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역할분담, 논문저자의 배분,
특허권의 배분 등에 대해 미리 약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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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사항
대학원생의 조교 임용 또는 시간제 취업은 주당 28시간 이내로 허용하며
학생근로계약(student employment agreement)을 체결
학생이 인턴십이나 연구과제 수행으로 외부활동에서 발명가능한 특허가
나오는 경우에 대한 소유권 원칙
학생의 외부활동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
- 지도교수가 학생의 학업성취를 모니터링하고, 미흡할 경우, 학생의
외부활동을 질의하며 학생이 외부활동을 축소하거나 중단하도록 권고
학생이 창업한 회사에 교수가 투자하는 경우 준수해야 할 원칙

대학원생에 대한 멘토링 가이드라인
- 지도교수의 책무
- 학생의 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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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학생지도와 연구활동의 관리원칙 제안
□ 기본원칙
연구자의 권리 : ①깊고 긴 호흡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여유, ②출연금을
신청할 자격, ③연구결과를 발표・확산할 권리)
연구자의 의무 : 연구윤리 준수
연구자는 자신의 지식을 사회에 남기고 그 지식이 발전하도록 제자를
양성하는 것이 윤리적 자세임
교육 및 지도는 학생의 ‘학업적 이익(academic interest)’을 우선
연구자의 교육활동과 관련된 모든 개인의 재정적 이해는 공개되어야 함
학생의 우선적 직분은 수업을 듣고 과제물을 제출해야 하며, 학위논문
을 위해 연구활동이 잘 되도록 지도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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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지도와 연구활동에서 최소한의 COI관리대상
기업이 후원하거나 기업과 공동으로 수행하는 연구과제의 계약
학생을 외부기관에 파견하는 경우, 학생, 지도교수 및 외부기관간의 계약

□ 학생지도와 연구활동에서 모범행동양식
교수는 정기적 Lab meeting과 주기적 Mentoring meeting을 실시함으로써
지도학생의 지적 성장을 점검하고 학업상의 문제점을 해결해 주어야 함
교수가 학생과 함께 수행하는 연구과제에 대해서는 착수회의(Kick-off 미
팅)에서 학생에게 과제의 개요를 설명하고, 역할분담, 논문저자의 배분,
특허권의 배분 등에 대해 미리 약속
기업이 후원하는 연구과제는 계약내용(연구결과의 공개허용여부, 소유
권의 소재)을 검토하고 연구노트 작성을 정기점검해야 함
※ 우리나라도 이제 학생근로계약을 체결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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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연구기관 차원 및 지도자의 COI
1. 참고자료
스탠포드의 내부정책 : Faculty Policy on Conflict of Commitment
and Interest(COI에 관한 교수정책)
스탠포드의 내부정책 : 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 in
Research Involving Human Subjects
연구자 개인을 넘어 “연구기관차원의 이해충돌(Institutional Conflict
of Interest, ICOI)”가 있을 수 있으며, 이것도 COI 관리대상이 됨
- 연구기관(비영리기관)이 자산을 증식하려 할 경우
- 연구기관의 지도자(기관장 및 보직자)가 연구기관의 정보를
이용해 재산을 증식하는 경우

26

2. 미국 스탠포드의 제도
대학은 자산을 증식시킬 때, ICOI를 피하기 위해 대학자산관리회사를
설치・운영해야 함(자산증식에 간접적 방법 적용)
로열티 수입을 인센티브와 연구비 재투자로 소진함
연구기관은 ICOI와 관련된 모든 금융적 이익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격리
계좌에 넣고 계좌와 대학 사이의 윤리적 방화벽을 유지함
기관 지도자의 개인의 금융적 권리나 소유 재산으로부터 야기되는
잠재적 ICOI의 판단을 위한 신고절차
- 학장과 연구부총장은 Provost에게 신고하고, Provost는 총장에게
신고하며 총장은 이사장에게 신고한 후, ICOIC에서 심사함
학과장(부서장)들은 그들의 학과 또는 연구소의 교수에 의해 제출된
모든 연구제안서를 심사하고 서명할 의무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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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기관 차원의 COI 관리원칙 제안
□ 기본원칙
연구기관의 지도자로 임용되는 경우, 과거(3년 이내)에 수행하던
업무내용을 기관에 신고하고 이해관계를 정리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자산증식(기금증식)은 공공이익을 극대화 한다는 공공
기관으로서의 직분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
- 공공기관은 공적 정보와 사회적 권위를 가지므로 기업과 같은 영리활동을
추구할 수 없음(자산증식은 별도의 독립적 법인에서 담당함이 원칙)

상급자는 하급자의 COI(주로 직무의 충돌, 인적/지적 충돌)를 심사
심사・평가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사전에 객관적 COI심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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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COI관리대상
기관장 및 보직자의 재산증식 내용은 매년 신고·심사되고 보고
연구기관차원의 투자활동 결과를 이사회에 보고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과 담당 행정가는 사전에 COI심사

□ 모범행동양식
기관장과 보직자는 임용된(취임한) 직후, 지금까지 수행해 오던 연구
과제와 학생지도 및 외부활동은 정리하고 상급자에게 보고해야 함
연구기관의 자산증식을 위해 독립된 법인(예 : 대학자산관리회사)을
설치하고 그 업무를 위탁해야 하며 독립된 펀드매니저가 투자하게 함
학과장(부서장)들은 그들의 학과 또는 연구소의 연구자에 의해 제출
된 모든 연구제안서들을 심사하고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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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동료심사와 심의위원회 COI
1. 참고자료
스탠포드의 내부문건 : Tips for Managing Your Outside Professional
Activities To Avoid Conflicts of Commitment and Interest
NIH COI Rules: Information for Reviewer of NIH Application and R&D
Contract Proposals
ACS(미국화학회) : Ethical Guidelines to Publication of Chemical
Research
연구기관 차원에서 실시하는 COI심사와는 별개로, 연구자는 개인
전문가 자격으로 각종 심사·평가위원회에 참석하거나 논문원고
또는 연구제안서를 동료심사 하는 기회를 가질 때 COI관리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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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국의 제도
연구자 및 직원이 심사・평가하는 위원회에 위원으로 참석하려 하는 경우,
그 개인은 미리 COI관계를 스스로 판단하여야 하며, 다음의 경우 심의를
회피해야 함
- 자신의 가족, 제자(5년 이내), 동일 연구부서의 연구자와 직결되는 사안
- 자신 또는 가족에게 지난 12개월간 5천달러 이상의 직접적 이익을 주는
기업 또는 단체에 직결된 사안
- 자기가 과거(3년 이내) 공동으로 연구한 연구자와 직결된 사안
- 자신 또는 가족이 창업한 비상장기업으로서 여하한의 지분을 보유하였
거나 지난 1년간 자문위원으로 자문하던 기업과 직결된 사안
- 상장기업으로서 0.5% 이상의 지분을 가졌거나 자신이 지난 1년간 자문
위원으로 자문(사외이사 포함)하던 기업과 직결된 사안

연구자는 연구기관을 대신하여 자신의 가족과 계약을 체결할 수 없으며,
그러한(연구기관과 자기가족 간의) 계약을 감독하는 것조차 금지함
동료심사를 위해 받은 논문원고는 비밀문서처럼 취급하고 회피요건 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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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료심사, 심의 등 개인차원의 COI관리원칙 제안
□ 기본원칙
기관차원에서 실시하는 COI 심사와는 별개로, 연구자는 직무의 모든
판단에서 COI여부를 스스로 판단하여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회피해야 함
- 회피해야 하는 기준을 명심해야 함
연구자는 직무수행 중 알게 된 비밀 또는 소속 공공기관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하여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3자로
하여금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게 해서는 아니 됨(법 제14조)

연구자가 직무를 수행하던 중 직무의 상대방(직무관련자)이 사적이해
관계자임을 인지한 경우 14일 이내에 기관장에게 신고하고 그 직무를
회피해야 함(법 제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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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소한의 COI관리대상 : 기관차원에서 관리할 항목은 없음
□ 모범행동양식

연구기관의 COI 심사기준보다
더 엄격함(자신만이 아니까)

개인이 스스로 판단하여 회피해야 할 COI판정기준(심각한 이해관계)
- 자신의 가족, 제자, 동일 연구부서 소속의 연구자와 직결되는 사안
- 자신 또는 가족에게 지난 12개월간 1천만원 이상의 직접적 이익을
주는 기업 또는 단체에 직결된 사안
- 자신 또는 가족이 창업한 비상장기업으로서 여하한의 지분을 보유하
였거나 지난 1년간 30시간 이상 자문하던 기업과 직결된 사안
- 상장기업으로서 5% 이상의 지분을 가졌거나 자신이 지난 1년간 30
시간 이상 자문(사외이사 포함)하던 기업과 직결된 사안

논문원고나 연구제안서를 동료심사해야 하는 경우
- 제출된 서류(논문원고, 제안서)는 비밀문서로 취급
- 개인적·직업적 관련이 있는 사람과 직결되는 동료심사는 회피
- 현재 자신이 연구하는 주제와 동일한 연구에 대한 동료심사도 회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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Ⅷ. COI관리 행정체계와 관리방법
1. 참고자료
동경대학의 이익상반 정책(東京大学利益相反ポリシー)
동경대학 교직원의 이익상반에 관한 세이프 하버 룰(東京大学教
職員の利益相反に関するセーフ・ハーバー・ルール)
동경대학 이익상반 매니지먼트 위원회 규칙(東京大学利益相反
マネジメント委員会規則)
동경대학 이익상반행위 방지 규칙(東京大学利益相反行為防止規則)
미국 스탠포드대학은 각 행정부서에서 소관 업무의 COI를 함께
심사하고 있으나 일본 동경대학에서는 별도의 행정 부서를
설치하고 COI를 관리하고 있음(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연구자가
신고한 이해관계가 개인정보에 해당하므로 여러 행정부서에
노출할 것인가의 판단이 행정부서 설계에 중요한 기준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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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본 동경대학교의 COI관리체계
이익상반 관리위원회는 대학의 사명과
사회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정책수립·시행
•이익상반 관련 규정 및 기준의 제정·개정
•자기신고서 접수, 이익상반상황을 심사·조사
•개선·회피하는 시책 결정 및 총장에게 권고

대학본부

이익상반
관리위원회
사무국
자
기
신
고
서
제
출

단과대학
단과대학
단과대학
단과대학
이익상반
이익상반
이익상반
이익상반 자문기구
자문기구
자문기구
자문기구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교직원

단과대학의 특수성을 존중하기 위해
이익상반 자문기구 설치운영
•이익상반 가이드라인 운영
•독자적 기준 설정, 상담, 자문, 지도
•관리위원회의 지휘를 받으며 협조
교직원은 매년 이해관계를 신고
이해관계 변동이나 충돌관계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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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경대학의 COI관리 특징
대학본부에 이익상반관리위원회를 두고 대학 전체적 COI를 관할
- 위원은 총장이 위촉하며 7명(과반수는 외부인)으로 구성
- 산학제휴법무과에서 사무를 처리
- 정책수립, COI규정 제정, 신고서 접수, COI심사, 조치안을 권고
- 조치안의 권고 시 이익상반 자문기구의 의견을 참작
각 부국(단과대학, 병원 등)에 이익상반 자문기구 설치
- 각 단과대학별 이익상반 가이드라인 제정
- 이익상반관리위원회에 신속하게 답변 및 보고
- 교육 및 상담
주로 연구자의 외부활동과 산학관 제휴활동의 COI를 다룸
- COI관리가 교육 및 연구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안전한 기준을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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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우리 연구기관의 COI관리체계 제안

당초 학문 분야별 특징을
살리는 형식으로 설계했
으나 조직 신설의 부담이
커서 본부중심으로 함

감사
COI
위원회

연구자 및 외부
전문가로 구성

COI관리실

행정체계 : 대학 본부(감사실)에 “COI위원회”와 “COI관리실”을 설치・운영
하여 연구자의 자기신고서를 접수하고, 연구자의 COI를 객관적으로 심의
하며 그 결과를 해당행정부서에 통보함
※ COI관리는 연구윤리의 한 부분이지만 감사기능에 가깝기 때문에 감사 아래에 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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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I관리 행정체계의 특징
COI위원회를 두며 그 집행업무와 행정지원은 “COI관리실”이 담당
- 이해충돌행위방지에 관한 정책의 수립
- 이해관계에 관한 자기 신고서 양식의 제정
- 기관장, 보직자의 임용직후 과거업무 정리에 대해 상급자에게 보고
- 기관장 및 보직자의 재산증식, 심사・평가활동에 대한 COI심사
- 연구기관 차원의 투자활동과 실적에 대해 COI심사 및 이사회 보고
- 다른 행정부서에서 COI심사를 요청 받는 경우, 수행하고 결과 통보
- 바람직하지 않은 상황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기관장에게 권고

COI위원회의 구성은 외부전문가(변호사, 변리사, 회계사, 노무사 등)가
과반수 포함되도록 기관장이 구성하고 매주1회씩 정기적으로 개최
각 단과대학(연구부)에서 상급자 심사가 실시되어 COI위원회 심사에
반영
주로 직무의 충돌과
인적/지적 충돌을 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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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관리실은 COI위원회의 사무를 지원하고 지시업무를 수행
- 상정안건을 작성하고 심의결과를 행정부서로 통보하는 역할
- 정기적 이해관계 신고서의 접수
- COI 방지에 관한 교육 및 상담 실시
- 특정 연구자의 이해관계에 대해 외부적 질문에 답변
- 대학 전체에 대한 COI사례 및 통계 보관 및 정부보고
※ 연구기관의 규모가 커서 COI 심사 안건이 많은 경우, 단과대학(연구부) 별로
COI위원회를 설치·운영하는 방법도 고려할 수 있음

□ COI 심사방법
기관장, 보직자의 COI 심사는 매년 실시(정기심사)
“최소한의 COI관리대상”의 사안이 승인요청되는 경우 특별심사
- 해당행정부서가 심사할 내용과 COI위원회가 심사할 내용이 다름
※ 심사결과 COI가 확인된 경우, 미국은 COI관리계획을 작성하여 연구자가
승인요청한 사안을 최대한 수행할 수 있게 지원하지만, 우리는 아직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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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이해관계 자기 신고서
1. 참고자료
스탠포드 내부정책 : Disclosure of Financial Interests
미국 MIT 문서 : Conflict Avoidance Statement
미국 MIT 문서 : Worksheet for preparing your COI disclosure
일본 동경대학교의 이해관계 신고서
우리나라 공직자 재산등록 신고서

2. 신고서 양식 : 발표 생략
※ 최종보고서 참조 요망

경청에 감사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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