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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김 옥 주

 

L 담배회사는 담배연기 노출의 잠재적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서 M 국립병원에서

임상연구를 하고 있는 P교수에게 연구를 위촉했다. 주변에서는 L 담배회사의 연구가

담배의 위험을 평가해서 덜 해로운 담배를 만드는 데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 흡연의

중독성과 질병 유발에 이의를 제기하는 데 있다고 이 연구를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P 교수는 “임상연구 과정에서 피실험자의 안정성에 문제가 없고” 또 “이미

다른 나라에서도 진행된 연구이며 ,” 해가 될 것도 없는 연구이기에 이를 피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대해 한 교수는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흡연 연구를 하는 것은

건설회사의 돈을 받아 환경영향평가를 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를 강하게 비판했다.

여러분들이 이러한 상황에 처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K교수는 M 제약회사에서 연구비를 받아 신약 XYZ에 대한
임상연구를 하고 있다. 연구가 끝날 무렵에 M 제약회사는 K 
교수에게 연구결과를 자신들이 주최하는 워크숍에서 발표할
것을 의뢰했고, 강연료로 500만원을 주겠다고 제의했다.

K교수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여야 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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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flicts of Interest의 번역 문제

“conflict of interest”는 “이해의 갈등” “이해의 충돌” “이해관계의
갈등” “이해 상충” “이해관계의 충돌” 등 매우 다양하게 번역되어
쓰이고 있음. 학문분야에 따라, 또 같은 학문분야 안에서도 학자에
따라 달리 사용

“conflict of interest”는 여러 동료 연구자들 사이에 이해관계 때문에
갈등이 발생하고 그것이 연구에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보다는, 연구자
개개인이 “경제적 및 기타의 이익” 때문에 연구진실성에 문제가
생기거나 피험자에게 위험을 끼칠 수 있다는 의미가 들어있음

이런 까닭에, “손해”까지 포함하는 “이해”라는 용어 또는 타인과의
관련성을 내포하는 “이해관계”라는 용어보다는 “이익”이라는 용어가
타당하고, 
서로 대립되는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충돌”하는 것이 아니라 개별
연구자가 연구의 방법이나 태도를 정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갈등”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을 듯

 

1. 이해상충이 왜 문제가 되는가

논의의 배경
베이-돌 법안(Bayh-Dole Act, 1980)
연방기술이전법(Federal Technology 
Transfer Act, 1986)

대학의 상업화 , 본격적인 산학복합체 등장

“academic capitalism”; 3번째 대학혁명

바이오산업과 나노산업 부상으로 더욱 심화

1. 이해상충이 왜 문제가 되는가

논의의 배경
겔신거의 죽음(1999) 

이해상충이 연구윤리와 함께 문제로 대두

한국의 경우에도 점차 문제 인식

황우석 사태

필립 모리스 연구비 문제(2007)

과학 연구로 인한 실질적 피해 사례 발생

‘순수 과학 연구’라는 이미지 붕괴
 

“서울대병원 '흡연연구 ' 윤리 논란”
● 박혜진 앵커 : 담배회사가 준 연구비로 담배가 얼마나 위험한지 과연 잘 연구할 수

있을까요 서울대병원의 이야기인데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 권희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서울대 병원은 지난달부터
담배의 유해성을 평가하는 임상시험을 하고 있습니다. 흡연자와 비흡연자에게서
유해물질이 얼마나 다르게 나타나는 지 비교하는 겁니다. 전남대와 가톨릭의대 등의
대학병원도 여기에 참여합니다 . 연구비 10억 원은 모두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사가 댔습니다 . 담배의 폐해를 연구하는 돈을 담배회사가 댄 겁니다 . 이
연구를 승인한 서울대 연구윤리심의위원회 측은 누가 돈을 댔는지는 중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 김옥주 교수(서울대 임상연구심의회 총무 간사) : "생산적인 결과가 나오면 의미가 있다고
판단해서 연구를 승인했다 ." 

같은 제안을 받았던 경북대 병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환자에게 문제가 있는 연구는
아니지만 , 연구 주관사가 다름 아닌 필립모리스사란 걸 알고 , 문제의 소지가 있다며 재심
결정을 내린 겁니다. 하지만 서울대병원은 이 연구 결과가 필립모리스사가 몸에 덜
해로운 담배를 개발하는 데 쓰인다고 설명했습니다. 금연단체들은 , 해로우면 해로운 거지
몸에 덜 해로운 담배는 뭐냐며, 서울대 병원마저 다국적 담배 회사의 제품 개발에
참여하고 있다고 비난했습니다. 

● 김일순 회장(한국금연운동협의회, 연세대 의과대학 명예교수) : "WHO는 담배회사가 주는
어떤 돈도 받지 말라고 하고 있다 ." 

이번 연구를 둘러싼 논란에도 불구하고, 서울대 병원 측은 , 임상시험을 예정대로 진행해 나갈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학병원들의 연구윤리 불감증”
서울대병원을 비롯한 국내 대학병원 세 곳이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담배의 유해성
평가를 위한 임상시험을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다. 사람의 몸에 덜 해로운 담배를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자료를 얻고자 다국적 담배회사인 필립모리스가 의뢰한 것이라고
한다. 대학병원이 하기에는 연구의 목적도 썩 적절하지 않거니와, 담배회사의 돈을 받아
그런 연구를 하기로 했다는 게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는다.
연구가 의뢰자의 이해에 직접 관련돼 있다는 점도 이번 연구를 피했어야 할 이유다.
필립모리스를 비롯한 담배 사업자들은 과거 자신들이 의뢰한 연구에 개입해 , 연구
결과를 왜곡했다는 의혹을 여러 차례 받았다 . 이 때문에 하버드를 비롯한 미국의 주요
대학들은 연구자들로 하여금 담배회사가 지원하는 연구비를 받지 못하게 하고 있다. 
필립모리스는 이번 연구는 담배의 중독성이나 질병 유발에 이의를 제기하려는 것이
아니라고 밝혔다. 그러나 흡연자의 몸에서 염증, 혈액응고 등 각종 건강지표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알아보는 연구인 탓에 담배회사로선 연구 결과에 개입하고픈 유혹을 느낄
듯하다. 대학병원들로선 떳떳한 연구 결과를 내놓을 수 있다고 자신하더라도, 그런
의심을 받을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대학병원의 신뢰에 금이 가게 하는 일이다.
애초 임상시험에 함께 참가할 예정이던 경북대병원에선 ‘담배회사가 의뢰한 연구 ’라는
이유로 연구윤리심의위원회가 재심 결정을 내렸다고 한다 . 연구용역을 승인한
대학병원들의 연구윤리 심의기준에 문제가 있거나, 심의과정이 사려깊지 못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 이번 일을 연구윤리 심의기준을 재정비하는 계기로 삼기를
바란다. 

한겨레한겨레 [2007[2007--0707--0] 0] 《《 사설사설 》》
 

“담배회사 돈으로 담배 유해성연구?”

다른 담배회사들도 마찬가지이지만 특히 필립모리스는 돈으로 자신들이 원하는 연구
결과를 사들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98년 미국의 담배회사들이 50여 년 동안 담배의
유해성을 속인 대가로 미국의 40여 개 주에서 2천억달러 이상을 보상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 그 뒤 담배회사들은 담배의 유해성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 그러나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고 , 담배회사들은 틈만 나면 위험성 주장에
다른 원인을 끌어대 물타기를 하기 위해 안간힘을 기울였다 . 한 예로 2001년 스위스
제네바대학의 라그나르 릴란데르 교수는 필립모리스의 자금을 받은 연구에서 간접흡연의
피해가 과장됐다는 결과를 발표했다. 제네바의 금연단체들이 그를 고소했고, 결국
릴란데르 교수는 유럽연합의 건강·환경 분야 전문위원직을 박탈당했다.
과학연구에서 학문적인 과학자, 즉 공공의 이익을 위해 연구해야 하는 대학이나 공적
기관에 속한 연구자들이 기업의 지원으로 연구를 진행하면서 빚는 이해갈등(conflict of 
interest)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었다. 많은 과학사회학자들은 1980년대 이후 과학이
급속히 상업화의 길로 들어서면서 공익 과학의 개념이 쇠퇴하게 되었다고 지적한다. 
또한 사회주의권의 몰락으로 냉전이 종식되면서 세계가 경제 제일주의와 무한경쟁
체계로 돌입하면서 과학은 가장 중요한 성장동력으로 간주됐다 . 이 과정에서 생겨난
산학협력이라는 제도는 대학의 과학자들에게 상업적 가치가 있는 연구를 부추기고, 
과학자-기업가로 변신할 것을 촉구했다.

김동광김동광 ((과학사회학과학사회학) ) 한겨레한겨레 21 [200721 [2007년년0707월월1919일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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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이해상충(Conflict of Interests)의 정의

: 전문직 종사자의 일차적 관심사에 관한
전문적 판단이 이차적 이해로 인해
부당하게 영향을 받거나 받을 수 있는 조건
(Thompson, 1993)

- 일차적 관심사 : 연구자(연구의 진실성), 의사(환자의
치료와 안녕), 교수(교육)

- 이차적 관심사 : 재정적 이득, 친인척 선호, 권력 욕망

Primary interests (일차적 이익)

determined by the professional duties of  the 
individual 

researcher, 
physician, 
ethics review committee member, 
journal editor
reviewer

primary consideration in any professional 
decision

 

Secondary Interests (이차적 이익)

other than the primary interests       
Fame
financial/economic interests 
recognition
career advancement
ambition
tenure
Nobel prize
Grant renewals
You name it!!

2.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가?
연구 진실성 침해

학생 교육질 저하

피험자나 환자의 위험

공공에 대한 위험 (신약 연구, 약물부작용 평가 , 환경
영향 평가)
국가 연구 편향

과학에 대한 공중의 인식 악화

 

2.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이해상충의 종류 1
재정적 이해상충: 일차적 이해를 침해하는 이차적

이해가 금전과 관련돼 있는 이해상충.

비재정적 이해상충 : 일차적 이해를 침해하는 이차적

이해가 재정과 무관한 이해상충 . Ex) 친인척 선호, 

권력 욕망, 승진 , 저명한 학술지에 연구 결과 출판, 

경쟁자에 대한 견제, 연구비 재계약 등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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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적 갈등 유형
기관

수준의
갈등

개인
수준의
갈등

권리 소유권-주식, 주식상당 포함 O O

특허권, 면허 및 인세 등 O O

의무 갈등 O O
연구 기금 O O
기관 기부(기금 교수, 기타 기부) O O
실험실 혹은 연구 그룹 기부 O O
임상 시험 계약 상 1인당 사례금 O
자문 혹은 과학적 조언 사례금 O
전문 미팅의 과학 세션에서 연설하는 등의 활동에
대한 사례금

O

비 전형 이익 및 기부: 유흥-‘과학적 자문’의 전례
하에 이루어진 것까지 포함

O O

비 전형-문서화하지 않은- 보상 약속 O
모집 인센티브 O

 

2.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유의할 사항

이차적 관심사가 그 자체로 나쁜 것 아님

부당하게 영향을 받았다는 ‘사실 ’뿐 아니라 그렇게

보인다는 ‘의심 ’ 역시 중요

과학에 대한 지원에 막대한 영향을 끼침

의심을 불식하는 것 역시 중요한 직무

이해상충은 그 자체로 연구 윤리 문제나 의무의 충돌, 

과학적 기만과 동일한 문제는 아님

재정적 이해상충과 연구윤리

재정적 이해상충의 문제를, 환자(human subjects)를 연구에 사용하는
것이나 간호 중지(termination of care)를 결정하는 것, 
기 성(confidentiality)을 유지하는 것과 같은 윤리적 딜레마에서
발생하는, 경쟁하는 가치들 사이의 선택 문제의 한 종류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은 잘못

이는 재정적 이해상충의 개념을 희석시키고 충돌이 너무나 널리
퍼져있어서 피할 수 없는 것이라는 태도를 조장

윤리적 딜레마에서는 경쟁하는 이해들 모두가 우선권을 주장할 수
있어서 어떤 것을 선택할지 결정하는 것이 문제가 됨

반면 재정적 이해상충의 경우에는 상충하는 이해 중 오직 한
가지만이 우선권을 가지게 되므로, 다른 이해는 지배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을 확실시 하는 것이 주요한 사안이 됨

상충하는 이해 사이의 이와 같은 비대칭성이 이해상충의 변별적 특징

 

이해상충과 의무의 충돌

• 이해상충은 이차적 이해가 일차적 이해를 침해하고 위협하는 경우

• 의무의 충돌은 일차적 이해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갈등
• 의무의 충돌은 이해상충과 달리 일반적으로 개인의 생각, 추론, 동기, 

혹은 행위를 위태롭게 할 상황을 포함하지 않음

• 그러한 충돌은 주로 시간과 수고의 사려 있고 책임감 있는 관리와
관련 - 가령 연구자가 수업을 준비할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논문을
마무리할 것인가? 

• 때로 의무의 충돌이 이해상충으로 귀결되는 경우가 있다. - 가령
대학에 소속된 과학자가 너무 많은 시간이 소요되는 자문에
관여하게 됨으로써 더 이상 자신의 전문적인 책임이나 계약상의
책임을 충족시키지 못할 수도 있다.

의무 충돌의 종류
1) role conflict of commitment: 의사나 연구자가 가지고 있는 두

가지 역할 사이의 충돌. 이것은 주로 시간의 문제로서 의사나
연구자가 두 가지 역할을 모두 수행할 수 있는 시간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함.

2) structural conflict of commitment: 이는 과학의 사회적
구조로부터 기인한 것임. 대학의 보상체계를 예로 들 수
있는데, 대학의 보상체계가 연구와 교육을 똑같은 기준으로
평가한다고 하면서 실제로 연구에 더 큰 비중을 두고 있는
경우 , 교수들은 교육보다 연구에 치중할 가능성이 많아짐.

3) intellectual conflict of commitment: 이는 발견을 위한
열정이나 발견에 대한 확신이 주의 깊은 방법론이나 판단과
충돌을 일으키는 경우임. 예를 들어 새로운 발견 때문에
흥분한 과학자가 발견에 대한 제대로 된 입증절차를 거치지
않고 이를 출판하는 것.

 

이해상충과 과학적 기만

재정적 이해관계의 영향에 가장 민감한 것들로는 목적, 디자인, 방법, 
분석, 그리고 출판,동료심사, 임상 시험, 대상의 선택과 채택, 
재정지원을 들 수 있다.
이해상충이 과학적 객관성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과학적 기만(fraud)과 부정행위(misconduct)의
문제와 연결해왔다. 
가령 재정지원을 얻으려는 압박감으로 인해 과학자는 그랜트
지원서나 논문의 데이터를 날조하거나 위조할 수 있다. 
실로 돈은 과학적 부정행위나 그렇게 추정되는 대부분의 사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함

반면에 대부부의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개인적, 재정적, 혹은 정치적
이해관계를 위해 부정행위를 하거나 기만을 저지르지는 않기 때문에, 
이해상충과 연구 부정행위를 분명하게 구별할 필요가 있음

이해상충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그 자체로 연구 부정행위를 뜻하는
것은 아니나 이해상충은 부정행위나 기만을 저지르게 할 위험
요소이기는 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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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이해상충의 종류 2
실질적(real) 이해상충: 실제로 이차적 이해가 일차적

이해를 잠식한 경우

잠재적(potential) 이해상충: 이차적 이해가 일차적

이해를 잠식할 수도 있는 경우

겉보기(apparent) 이해상충 : 이차적 이해가 일차적

이해를 잠식하는 것처럼 보이는 경우 (특히 외부인들이

보기에)
 

3. 겔신거 사건

사건의 개요

- 1999년 8월 펜실베니아 대학의 인간유전자 치료 연구소의 임상시험

피험자였던 제시 겔신거가 임상시험 도중 사망함

- 겔신거는 유전적 간질환인 오르니틴 트랜스카바 레이즈 결핍을

앓고 있는 18세 소년이었음

- 겔신거는 치료를 위한 유전자를 집어넣은 에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주입 받은지 사흘만에 벡터로 인한 면역과민반응을 보이며 사망함

- 이 사건을 조사한 미국 식약청은 연구자들이 피험자에 대한

연구윤리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결론지음

- 이 사건은 펜실베니아 대학 측이 겔신거의 부모에게 보상을 하는

것을 일단락 지어짐

 

3. 겔신거 사건

이 사건에 내재한 이해충돌

- 이 임상시험과 관련된 모든 행위자들, 즉 연구자, 대학, 연구소, 그리고

심지어 피험자 보호를 담당해야 할 생명윤리센터 마저 재정적 이해관계로

얽혀있음이 드러남

- 인간유전자치료 연구소의 소장은 제임스 윌슨 이었는데, 그는 그 무렵

제노보라는 임상시험 의뢰자 회사를 세웠음

- 윌슨이 세운 제노보사는 겔신거가 주입받은 에데노바이러스 벡터를 제조한

회사로, 이 회사는 인간유전자치료 연구소에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었음

- 또한 펜실베니아 대학 역시 이 임상연구로 인한 이익의 배당금을 받기로

되어 있었음

- 한편, 윌슨에게 피험자 등록에 관한 자문을 하는 생명윤리센터는

인간유전자치료 연구소로부터 재정적 지원을 받고 있었음

3. 제시 겔신거 사건

이해충돌 정책 마련의 계기
- 이 사건으로 인해 임상시험에서의 이해충돌이 피험자보호를 비롯한 연구

자체에 얼마나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남

- 여러 기관들이 앞다투어 이해충돌에 관련된 정책 및 권고안을 발표함

- 인간 피험자보호국(OHRP)는 이 사건이 발생한 이듬해인 2000년 8월에

‘인간 피험자 보호와 재정적 이해충돌 ’이라는 주제로 컨퍼런스를 열고, 이를

기반으로 2001년에 ‘임상연구에서의 재정적 이해관계 ’라는 제목으로

이해충돌 권고안의 초고를 발표함. 이후 20004년에는 이를 보안하여 ‘인간

피험자를 포함하는 연구에서의 재정적 이해관계 ’라는 제목의 최종안을

발표함

- 이 외에도, 2001년과 2002년에 미국 대학 연합(AAU). 미국 의과대학

연합(AAMC), 미국립학술원 산하 의학학술원 (IOM)  등이 이해충돌에 관한

정책 및 권고안을 발표함  

Possible affect of the COI

Possible affect of the COI on subjective decision 
making (very difficult to determine).
Subjective decisions that could be influenced by 
a conflict include:

the design of the research
choosing which subjects to enroll
clinical care provided to the subjects
use of subjects’ confidential medical information
data collection and analysis
adverse event reporting
the presentation of research finding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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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I - 연구진실성(integrity)에 부정적
영향가능성

연구자의 경우 특정한 기업으로부터 대규모의 연구비를 받았거나
연구결과가 개인의 이익에 상당히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때: 
연구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을 하는 과정이나 연구진을 임명하는
과정, 연구 재료를 구득하는 과정, 연구결과를 공유하는 과정 , 
연구계획서를 채택하는 과정 , 통계적 방법의 사용 등의 과정 등에서
객관적인 기준에서 벗어날 잠재적 가능성이 존재

2005년 미국 NIH의 연구비를 받는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
조교수급의 연구자들의 20.6%가, 전임연구원급의 연구 초기에 있는
연구자들의 9.5%가 연구비 지원기관의 압력에 부응하기 위하여 연구
설계나 방법, 또는 결과를 변경한 적이 있다고 응답

 

COI - 연구진실성(integrity)관련 사례

연구비를 지원하는 회사는 효능이 없거나 부작용이 높게 나온 신약연구 결과를
출간하기를 바라지 않기에 연구자들은 연구비를 지원하는 기관에 반대되는 결과를
출간하기는 쉽지 않음

<사례 1> 
토론토 대학 혈액학자 낸시 올리베리(Nancy F. Oliveri)는
탈라세미아(Thalassemia)에서의 철분 과잉을 디페리프론(deferiprone)라는 약물을
이용하여 치료하는 연구를 수행하고 있었다. 그녀는 약물이 효과 없으며 간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보고하려 하였다 . 당시 임상 시험을 후원하던 회사, 
아포텍스(Apotex)는 계약 위반을 주장하며 데이터의 출판을 막으려 하였다 . 
올리베리는 마침내 연구 결과를 출판하지만 아포텍스 회사는 자문 비용이며 급여를
올리베리에게 지불하지 않고 디페리프론(deferiprone)을 강하게 옹호하였다 . 

<사례 2>
또 다른 예로서 캘리포니아 대학 연구자들은 HIV/AIDS 신약에 대해 , HIV-1 
immunogen은 HIV 진행을 막는 데에 효과 없다는 연구 결과를 출판하려 하였다 . 당시
신약을 생산하는 회사인 면역반응회사(Immune Response Corporation)는 연구자에게
데이터를 공개하는 것을 거부하고 부정적인 데이터 출판을 저지하려 하였다 . 

2) COI -연구자의 임무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치열한 신약 개발 경쟁 현장에서 시간이 돈인 의뢰자의 요구에 의해 연구자는
신속하고 손쉬운 피험자 모집의 압박을 받음. 의사인 연구자가 임상 시험 계약 상
1인당 사례금을 받는 경우, 자신의 환자로부터 피험자를 모집할 때 해당 연구가 그
환자에게 최선의 이익이 아닐지라도 임상시험에 참여를 권유할 수가 있음 . 미국의
경우 신약 연구에서 피험자 한명 등록에 $3,000 정도를 받는다고 하면 경쟁적으로
등록할 때, 그 이득은 무시하지 못할 정도로 많고, 기관의 정책에 따라 이 금액은
순수입으로 처리되는 것이 아니라 사무용품이나 학회 참가비 등으로 처리됨 .  

<사례>
메사츄세츠 이비인후과 병원의 안과 전임의가 ‘안구건조 증후군 ’을 치료하기 위해 Vit-
A 성분의 연고를 개발하고 있었다. 그 당시 이 전임의는 Spectra Pharmaceutical 
Services 회사의 지분을 50만 달러 상당 소유하고 있었고, 이 회사는 만약 이 연고가
효과적임이 증명되면 상업화할 계획을 갖고 있었다 . 전임의의 지도교수 역시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었다. 연구 계획보다 더 많은 환자들을 모집하였고, 연구 결과
효과적이지 않음이 밝혀지자 , 결과를 공표하기 직전에 그 전임의는 주식을 팔았다. 
이 사례로 인해 하버드 의과대학은 이해 갈등에 관한 규정을 1990년 3월 처음
마련한다 . 이 규정은 계속 수정되었고, 2000년 10월에 다시 개정되었다.  

 

3) COI - 피험자 보호와 안전에 미칠 위험

<사례>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Fred Hutchinson Cancer Research Center)의 골수
이식 연구는 이해갈등으로 피험자가 위험에 빠진 사례

GVHD(골수이식 시 생길 수 있는 치명적 부작용)를 감소시키는 연구가
1981년부터 1993년까지 수행되었는데, GVHD를 유발할 것으로 생각된 T 
cell을 피험자의 골수에서 제거

노벨상 수상자인 골수이식 개척자 도날드 토머스를 포함한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 책임연구자들은 당시 T cell 제거에 이용하는 항체 8개 중 3개를
제조한 회사, 제네틱시스템즈(Genetic Systems)의 주식을 소유

이 외에도 이 회사는 프레드 허친슨 암연구소와 생산된 항체의 상업적
권리와 관련하여 금전적 관계를 맺고 있었음

12년 간 연구하는 동안 연구의 직접적 결과로 82명의 환자 중 20명이
사망하였고 , 이들은 이식 자체의 부작용이 아닌 T-cell 제거 골수, 이식에
실패하면서 생긴 부작용으로 사망

4) COI - 전문가 역할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

생명과학자는 직접 연구도 하지만 , 자신이 가진 전문성 때문에 정부나 기타 공공
기관에 자문역할을 하기도 하고 법정에서 전문가 증언을 하며 , 중요한 판단을 하는
위원회에서 활동하기도 함

이러한 경우에도 이익갈등은 위원의 전문적 판단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침

<사례>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자문위원회의 경우 , 4년간 조사한 결과 위원 한 명 이상이
제약회사나 그 경쟁회사와 경제적 관련이 있는 회의가 전체의 73%이었다. 
총 위원의 72%는 이해갈등이 없다고 보고

바이옥스의 경우 만일 8명의 이해갈등이 있는 사람이 배제된다면 투표 결과는 그 약에
대해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결정되었을 것 . 
그 회사와 이익갈등이 있는 위원들은 10%이상 더 심의대상이 되는 약에 대해
우호적인 결정을 내렸음. 실제 회의에서는 이익갈등이 있는 위원 중 1%만이 회의의
의사결정에 기피하였기 때문에 이해갈등을 명시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와 같이 경제적 관계를 맺고 있는 관계에서는 전문가적 판단에 부적절한 영향을 줄
수 있고 , 이것은 결과적으로 대중의 안전과 이익에 직결되기 때문에 영향을 줄 수 있음

 

5) COI - IRB의 피험자 보호에 미치는 영향

기관 IRB의 경우 대부분의 IRB 위원은 해당 기관에서 모집되는데, 
대부분이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이며 연구기관에 소속되어 있기
때문에 연구기관과 적대적 관계가 되기를 원하지 않음

연구기관은 많은 연구비를 유치하고 활발한 연구 활동을 바라기
때문에 IRB가 본래의 역할인 피험자의 보호에 앞서 이러한 기관의
기대에 부응하려는 생각을 하게 되면 피험자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IRB의 심의의 독립성은 피험자 보호를 위해서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기관내에 존재하는 IRB 구조의 특성상 이해갈등을 피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음 . 
특히 기관의 규모가 작고 기관 IRB의 역할에 대한 인식이 확립되어
있지 않거나 독립적인 IRB 운영이 확보되지 않는 경우 이해갈등이
IRB의 객관적인 판단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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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COI- IRB 피험자 보호-국내 사례

기관의 이익 때문에 기관 IRB가 갖는 이익갈등관계 사례

<사례 1> 
수의과대학 IRB의 황우석 전 교수의 계획서 심의

새로운 건물과 시설 그리고 상당한 연구비를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에
가지고 올 예정이었던 황우석 전 교수의 연구 심의에 수의과대학 IRB가
요건도 갖추지 않은 채 승인

<사례 2> 한양대학교 IRB의 황교수 계획서 심의

한양대학교 IRB가 황교수의 연구가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 ’이기
때문에 승인이 쉽게 이루어짐

체세포복제배아줄기세포로 임상시험 하겠다는 연구계획 변경도 신속 심의로
쉽게 승인

 

5) IRB의 피험자 보호 -해외 사례

국제 지침과 국내 법률은 이해갈등 때문에 IRB 위원이 자신의 연구를 심의하지 못하며
다른 위원에게도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명시

그러나 IRB 위원이 심의하는 연구의 의뢰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상당한 보상을
받고 자문을 하는 경우 등 경제적 이해갈등에 대한 명문화된 규정은 없는 상태

이해갈등에 관해서 비교적 인식이 높은 미국에서도 IRB위원의 경제적 이해갈등이
철저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다는 최근의 연구가 발표됨: 
미국 100개 주요 연구기관의 893명의 IRB 위원이 응답한 설문 연구

응답자의 36%가 기업체와 금전적 관계가 존재

이들 가운데 57%의 위원이 이를 밝힘

23%는 전혀 밝히지 않음

19%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기업체의 연구승인에 대한 투표에 참가하였다고
응답

COI가 있는 IRB위원은 그 회사의 연구를 승인하려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가치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고액의 자문비를 받는 등 경제적인 관계에 있는 경우 이를
밝힐 뿐 아니라 심의과정이나 투표에 참가하지 않아야 함. 

- Campbell E.G et al., "Financial relationships between institutional review board members and 
industry," N Eng J Med 2006: 2321-2329.

 

4. 이해상충의 규제

왜 이해상충을 규제하는가?
1) 연구의 진실성 및 신뢰성 보존: 

이해상충의 규제는 개인의 이해가 과학적 객관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잠재움으로써 과학에 대한 공적 신뢰를 지킬 수

있게 함.

2) 영향의 최소화 : 

규제는 연구 결과가 개인적인 이해에 영향을 받아 부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

Analyzing a Conflict of Interest

Amount of risk to subjects.
Amount of interaction between the conflicted 
party and the subjects.
Other oversight of the conflict of interest.  COI 
committee, institution, government, etc.
What is the nature of the conflict, and how 
closely related is it to the research?
Is the investigator uniquely qualified to 
conduct the research?

 

이해갈등 문제의 어려움

이해 갈등 문제의 해결은 간단하지 않으며 기관마다 이해갈등문제에
대한 접근은 상당한 차이 있음

이를 효율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의 정책입안자가 상당한
의지를 보여야 하고 연구자 내부에 이해갈등의 관리가 연구자와
기관에 매우 중요하며 궁극적으로는 이익이 된다는 점을 인지할 만큼
분위기가 성숙하여야 하기 때문

중요 결정권을 지니는 인물은 보통 권력 관계에서 우위를 점하는
경우가 많고 통상 이해 갈등을 다루는 정책에도 관여하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이해 갈등이 있을 때 해결이 쉽지 않음

대개 이해 갈등관계의 존재를 무시하거나 부인하거나, 결과 편향의
가능성을 과소평가하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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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갈등의 관리(1)

이해 갈등의 문제는 명확한 속임수에서부터 정직한 과학자가 흔히 범할 수
있는 미묘하고 복잡한 편향까지 다양한 형태의 편향된 행동을 불러올
가능성이 있음

COI의 영향에 대해 많은 실증적 연구가 이루어졌지만, 평상시에는
의도적으로 속임수를 쓴다는 것을 꿈 꿔 본적조차 없는 많은 연구자들은
자신이 금전적 이득 때문에 결과를 편향적으로 해석하는 일을 할 수 있다는
주장을 믿기 어려워 함

또한 자신의 행동을 규제하려는 시도에 저항감을 느낌.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이해갈등에 관해 인식이 높으며 이해갈등이 연구자의
인식에 부당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 
그러나 자기 자신이 회사와 맺고 있는 관계나 금전적 이해가 연구 설계, 수행, 
보고의 객관성에 위험을 초래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 즉 일반적인
경우는 충분히 이해갈등으로 편향이 생길 수 있으나 자신만은 예외라는 것. 

 

이해갈등의 관리(2)

이해 갈등을 윤리적으로 효율적으로 다루기 위해서는, 연구자 또는 기관이 자신이
갈등 상황에서 편향되어 사고하거나 행동할 수 있다는 점을 받아들이는 것이 가장
중요

. 연구자의 동기 역시 인간의 평범한 행동 동기의 원칙과 다르지 않다. 이해 갈등
문제를 언급하도록 내부 동기를 마련하는 것 등이 윤리적으로 필요하다. 이와
관련하여 연구자의 이해갈등의 정도를 IRB가 평가할 때에는 “보통 사람의
기준(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사용한다.
이익 갈등은 과학자 개개인의 인격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인간 본성을 둘러싼 상황에
관한 것이기 때문

사회 심리학에 있어 상호 이익의 원칙은 , 의식적이든 혹은 무의식적이든, 행동 유발 및
순응 유지의 강력한 심리사회적 기제임 . 

로비스트가 정치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것 , 
제약회사가 의료인의 행동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이 원칙을 잘 보여줌

연구자의 동기 역시 인간의 평범한 행동 동기의 원칙과 다르지 않음 .

“보통 사람의 기준” 사용

이해 갈등 문제를 언급하도록 내부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

연구자의 이해갈등의 정도를 IRB가 평가할 때에는 “보통 사람의
기준(reasonable person standard)”을 사용한다.

해당 연구자 개인의 인격을 문제 삼거나 도덕성에 대한 흠집을 내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하게 할 필요가 있음

어느 누구라도 보통사람이라면 그러한 금전적인 관계가 있는 상황에서는 누구나 다
편향된 판단을 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

따라서 법규나 정책은 기관이나 연구자에게 이해 갈등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는 것이
개인의 인격에 대한 문제제기가 아니며 , 대중의 신뢰를 유지하고 연구자나 기관
모두에게 장기적인 이득을 가져오는 관리제계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여야 함

이해 갈등 규정을 준수하는 것만으로 윤리적 문제를 대부분 제거하지 못하므로 모든
규정을 준수했다 하더라도 금전적 인센티브로 인해 편향된 결과를 초래하거나 외부의
인센티브에 따라 영향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함. 

 

Reasonable Person Standard

Would the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challenge the 
integrity of a reasonable individual?

Would the financial conflict of interest appear to a 
reasonable member of the general public to be a 
conflict that could challenge the integrity of the 
conflicted party?

Can the COI cause a reasonable person to make bad 
judgment?

Can the COI appear to cause biased decision or 
judgment? 

4. 이해상충의 규제

일반적인 규제책

1) 공개: 행위자가 지닌 상충을 외부로 공개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평가하도록 만들기 때문에 유용. 공개는 신뢰를 진작시킬 수도

있음 .

2) 중재: 행위자들을 이차적 이해로부터 고립시키는 것.

3) 불개입: 행위자들이 상당한 이차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사안을

피할 수 있게 해 주는 것으로 사법적 기피신청과 유사.

4) 박탈: 이차적 이해를 가진 이를 원천 봉쇄하는 것 .

5) 금지: 상당한 이차적 이해를 가지고 있는 이들이 관련 분야에

영구적으로 관여하지 못하게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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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결론

1. 현대 과학 연구에서 이해상충은 발생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고 없애는 것이 반드시 바람직한

것도 아님 .

2. 결코 연구자들을 악한 행위자로 보려는 것도 아님.

3. 이러한 상황이 과학의 신뢰성과 진실성을

잠식하는 결과를 낳아 장기적으로 과학 발전에

장애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

 

5. 결론 및 토론

토론 사례 1:
보건복지부로부터 연구비를 지원받고 있는 S대학의

K교수는 명성이 높은 임상 약학자이다 . 

생물학 석사학위를 가진 보건복지부의 J과장은

K교수에게 자신이 K교수의 연구실에서 박사학위

코스를 밟고 싶다는 메일을 보내왔다.

K교수는 보건복지부의 J과장의 제안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까? 여기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

5. 결론 및 토론

토론 사례 2:
신경과 의사인 L박사는 거대 제약회사의 주식을 상속받고 이 주식의

관리를 Mr. K에게 맡겼다. 2년후 D제약회사는 자신들의 임상실험에

L박사가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다. L박사는 자신이 이 제약회사의

주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모른 채 임상실험에 동의했다 . 몇 달 후에

L박사는 자신의 주식을 검토하다가 D제약의 주식을 2억원어치 이상을

가지고 있음을 발견했다. 그는 재정적 이해관계를 가진 회사의

임상실험을 중단할 것도 고려했지만, 신약을 복용한 환자들이 매우

좋아진 것으로 보였기 때문에 , 결국은 자신이 잘못한 것은 없다고

생각해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기로 했다. 여러분들은 이 L박사의

판단에 대해서 어떤 조언을 할 것인가?

 

5. 결론 및 토론

사례 3:
김인숙 박사와 김동근 박사는 각각 M대학교에 자리를 잡았다. 비슷한

전공을 하던 둘은 직업적 관계에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서 결혼을 하게

되었다. 결혼 직후 김동근 박사는 김인숙 박사 학과의 학과장이 되었다. 
여기서 어떤 이해 상충을 고려할 수 있겠는가? 이 둘에게 어떤 선택

방안이 존재하는가?

사례 4:
우수의대 심장내과의인 김 교수는 심장병에 미치는 흡연의 악영향을
기초적인 부문과 임상적인 부문 모두에서 연구하여, 두 부문
모두에서 괄목한 만한 성과를 내고 있는 촉망 받는 중년의 의사-
연구자이다. 

그는 최근 한 다국적 제약기업이 개발한, 기존의 약물과는 기전이
전혀 다른, 새로운 금연 약물의 다국가 다기관 3상 임상 시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하였으며 현재 그 결과를 정리하고 작성하는 writing 
committee의 장으로 활동하고 있다. 이 정도 규모의 임상 시험을
주도적으로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이번 임상 시험은 담배를 20 갑년(pack year) 이상 피운 경력이 있는
안정형 협심증 환자를 대상으로 3개월간 약물을 투여하고 약물 투여
직후와 1년 후의 금연율과 부작용 발생률을 조사하는 무작위 위약
대조 연구였다.

 

사례

이번 연구에 김 교수는 자신의 환자 중 니코틴 중독이 심한 중증의 협심증
환자 50명을 피험자로 참여시켰다. 연구 종료 시점인 1년 후에 15명이
장기적인 금연에 성공하였으며, 심각한 부작용을 호소하는 환자는 없었다. 
금연에 성공한 환자들 대부분은 김 교수에게 큰 고마움을 표시하였다.

이번 연구의 책임 연구자로서 그는 주도적으로 연구를 진행해 나갔다. 
회사에서 준비한 원래의 연구 계획서에는 중증의 니코틴 중독은 선정 기준에
포함되어 있지 않았으나 중증의 니코틴 중독을 보이는 환자가 오히려 이
새로운 기전의 약물에 더 반응을 잘 할 것이라고 판단한 그는 회사의
연구자와 책임자를 설득하여 결국 이들을 선정 기준에 포함시켰다. 

그는 또한 중증의 니코틴 중독을 보이는 환자가 진정 약물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김옥주. 연구자에게 이해상충이란 무엇인가?－

- S 1061 -

사례

그런데, 이번 임상 시험의 결과는 예상과는 달리 매우 실망스러웠다 . 1차
종료점으로 채택한 약물 투여 1년 후의 금연율은 위약과 비교해 큰 차이가
없었으며, 중증의 니코틴 중독을 보이는 환자들에 대한 부분분석에서는
오히려 위약이 유의하게 금연율이 높았다. 2차 종료점으로 채택한 약물 투여
직후의 금연율은 위약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나, 중증의 니코틴 중독을
보이는 환자들에서는 위약과 큰 차이가 없었다. 심각한 부작용은 없었으며
구역과 같은 경미한 부작용 발생률은 위약에서는 20% 정도였으며 약물
투여군에서 60% 정도였다. 

그는 이번 임상에 참여한 여러 나라의 연구 책임자들 및 회사의 연구자와
전화 통화와 이메일을 통해 이 결과에 대해 거의 매일 토의하였으며 , 결국
2차 종료점을 강조하고 중증의 니코틴 중독에서 보이는 특이한 신경 전달
회로 이상 등을 강조하는 식으로 결과를 정리하자는 회사의 안을
받아들이고 , 다른 연구자들을 설득해달라는 부탁도 수락하였다.

 

사례

이번 연구를 통해 김 교수는 환자당 미화 3천불 정도의 연구비를
받았으며, writing committee의 장을 맡고 있는데 대한 자문비를
별도로 받고 있었다. 과거에 김 교수는 이 회사에 두 차례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총 4만불 정도의 연구자 주도 연구비를 지급받은
적이 있었다.

사례 관련 문제

1. 김 교수의 연구활동을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 

2. 연구자에 대한 연구비 지급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연구자의
professionalism이 연구와 관련된 일차 목적을 보호해 줄
안전장치라고 주장한다. 이 의견에 대해 어느 정도 동의하는가? 

3. 연구자가 받게 될 연구비를 동의서에 공개할 경우 위와 같은 행위가
예방될 것이라는 의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