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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차 연구윤리 의식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문서 편집일 : 2008년 7월 8일 

문서 작성자 : SciON / 분석 및 보고서 작성자 : 박지민 

설문기획 : SBS<그것이 알고 싶다>팀 / BRIC 박지민, 이강수 

총분량 :   25 페이지  

 

 

<설문환경> 

□ 실시기관 : SBS<그것이 알고 싶다>팀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 조사기관 : SciON 

□ 실시기간 : 2008년 7월 4일 ∼ 2008년 7월 8일 (5일 동안) 

□ 조사대상자 : 생명과학분야 연구자 

□ 실시방법 : SciON 웹사이트를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http://www.sci-on.net/) 

□ 총참여자 : 682명 

□ 결과(웹화면) : http://www.sci-on.net/survey/result.php?SEARCH=&STA=1&PAGENUM=1&PID=183  

□ 분석방법 : 빈도분석, 교차분석 

□ 본 보고서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전제로 한다. 

결과값 중 %값은 소수 첫째 자리에서 반올림한 값임. 

 

 

 

 

 

주) SciON 설문조사는 사실적인 조사 데이터를 근거로, 현황파악을 위한 통계/분석자료로만 활용됨을 밝힙니다. 

(자료 인용시 출처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문  의  ▒▒ 

SciON, http://www.sci-on.net/  전화: 054-279-8198  팩스: 054-279-5540  E-mail: scion@sci-on.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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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전체 결과 ( 총 682 명 ) 

 

 

 1. 귀하의 직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대학생 33 명  (5%)  

2) 대학원생 309 명  (45%)  

3) 연구원 242 명  (35%)  

4) 교수, 책임자 66 명  (10%)  

 

5) 기타 32 명  (5%)  

 

 2. 귀하의 소속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대학 437 명  (64%)  

2) 정출연 66 명  (10%)  

3) 기업 103 명  (15%)  

4) 병원 46 명  (7%)  

 

5) 기타 30 명  (4%)  

 

 

 3.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사건 이후 개선이 가장 

미흡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 231 명  (34%)  

2) 정부의 과학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260 명  (38%)  

3) 과학기사 생산에 대한 언론의 책임감 124 명  (18%)  

4)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 47 명  (7%)  

 

5) 기타 (           ) 20 명  (3%)  

 

 

 4.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의식이 국내 학계 

전반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개선됐다 (하위 1 문항) 54 명  (8%)  

2) 어느 정도 개선됐다 (하위 1 문항) 324 명  (48%)  

3) 사태 직후에는 개선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13 명  (31%)  

4)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89 명  (13%)  

 

5) 오히려 더 악화됐다 2 명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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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_1.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이 개선됐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철저한 자기반성 129 명  (34%)  

2)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자나 제 3 자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계심 
117 명  (31%)  

3)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 
11 명  (3%)  

4)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 제도 마련 49 명  (13%)  

 

5) 한국 과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해외학계의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 
68 명  (18%)  

 6) 기타 (                 ) 4 명  (1%)  

 

 

 5. 본인 자신만 보았을 때 연구윤리 의식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큰 변화가 있었다 62 명  (9%)  

2)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335 명  (49%)  

3) 크게 변화가 없었다 226 명  (33%)  

4) 전혀 변화가 없었다 42 명  (6%)  

 

5) 모르겠다 17 명  (2%)  

 

 

 6.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특히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1)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 66 명  (10%)  

2) 상급자의 부정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권위적인 

연구실 문화 개선책 
278 명  (41%)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 및 처벌수위 미흡 94 명  (14%)  

4) 정부의 과학정책 수립 과정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221 명  (32%)  

5) 미흡한 점이 없다 5 명  (1%)  

 

6) 기타 (                    ) 18 명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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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7. 현재 연구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국내 학계의 징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관대하다 159 명  (23%)  

2) 다소 관대하다 357 명  (52%)  

3) 다소 엄격하다 73 명  (11%)  

4) 매우 엄격하다 12 명  (2%)  

 

5) 모르겠다 81 명  (12%)  

 

 

 8.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언론의 과학관련 기사보도에서 얼마만큼 개선의 변화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많은 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15 명  (2%)  

2) 어느 정도 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188 명  (28%)  

3) 개선의 변화를 느끼지 않고 있다 319 명  (47%)  

4) 전혀 개선의 변화가 없다 118 명  (17%)  

5) 오히려 더 악화 되었다 18 명  (3%)  

 

6) 모르겠다 24 명  (4%) 

 

 

 9.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귀하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관련 교육(세미나, 

강의 등)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으며,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49 명  (22%)  

2) 있으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8 명  (26%)  

3) 없으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65 명  (24%)  

 

4) 없으며,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0 명  (28%)  

 

 

 10_1.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37 명  (10%)  

2) 홍보가 부족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모른다 239 명  (64%)  

3)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82 명  (22%)   

4) 소속기관 자체의 연구윤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15 명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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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교차분석 결과 

 

Q3.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사건 이후 

개선이 가장 미흡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 231명   (34%)   

2) 정부의 과학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260명   (38%)   

3) 과학기사 생산에 대한 언론의 책임감 124명   (18%)   

4)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 47명   (7%)   

5) 기타 20명   (3%) 

 

 

 1) 연구윤리에 2) 정부의 3) 과학기사 생 4) 생명윤리에 5) 기타 전체 

전 체 231 34% 260 38% 124 18% 47 7% 20 3% 682 100%

직  책             

대학생 8 24% 10 30% 7 21% 7 21% 1 3% 33 5% 

대학원생 107 35% 114 37% 61 20% 20 6% 7 2% 309 45% 

연구원 78 32% 97 40% 41 17% 17 7% 9 4% 242 35% 

교수, 책임자 27 41% 27 41% 9 14% 1 2% 2 3% 66 10 

기타 11 34% 12 38% 6 19% 2 6% 1 3% 32 5% 

소 속 기 관             

대학 149 34% 163 37% 86 20% 28 6% 11 3% 437 64% 

정출연 18 27% 29 44% 10 15% 6 9% 3 5% 66 10% 

기업 37 36% 39 38% 15 15% 6 6% 6 6% 103 15% 

병원 15 33% 21 46% 8 17% 2 4% 0 0% 46 7% 

기타 12 40% 8 27% 5 17% 5 17% 0 0% 30 4% 

단위 : 명, % 

 

기타 답변자 정리 (중복 및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삭제)  

- 연구윤리 방지를 위한 시스템 미흡 (논문 중복게재 및 위조 검사를 주기적으로 하는 시스템 등) 

- 과학성과의 타당성 검토 및 논문 저자결정 합의도출 미흡 

- 기초과학의 중요성에 대한 이해필요, 가시적이고 상업적인 결과중심의 연구풍토 반성 

- 연구자들의 학술적 양심에 대한 결여 

- 논문에 대한 질적 평가보다는 양적인 면에서 서로를 평가 

- 대학원에 대한 지원사업의 강화 및 교육환경개선 

- 성과위주의 단일한 평가체계 

- 위의 모든 문제들이 다 미흡하다고 생각 

- 자율연구와 규제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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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의식이 

국내 학계 전반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개선됐다 (하위 1문항) 54명   (8%)   

2) 어느 정도 개선됐다 (하위 1문항) 324명   (48%)   

3) 사태 직후에는 개선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213명   (31%)   

4)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89명   (13%)   

5) 오히려 더 악화됐다 2명   (0%) 

 

 

 1) 상당히 2) 어느 정도 3) 사태 직후에 4) 별다른 개선 5) 오히려 더 악 전체 

전 체 54 8% 324 48% 213 31% 89 13% 2 0% 682 100%

직  책             

대학생 2 6% 11 33% 15 45% 5 15% 0 0% 33 5% 

대학원생 25 8% 147 48% 91 29% 45 15% 1 0% 309 45% 

연구원 14 6% 115 48% 82 34% 31 13% 0 0% 242 35% 

교수, 책임자 13 20% 31 47% 17 26% 5 8% 0 0% 66 10 

기타 0 0% 20 63% 8 25% 3 9% 1 3% 32 5% 

소 속 기 관             

대학 41 9% 203 46% 136 31% 56 13% 1 0% 437 64% 

정출연 2 3% 40 61% 16 24% 8 12% 0 0% 66 10% 

기업 10 10% 41 40% 37 36% 15 15% 0 0% 103 15% 

병원 1 2% 26 57% 12 26% 6 13% 1 2% 46 7% 

기타 0 0% 14 47% 12 40% 4 13% 0 0% 30 4%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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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4_1.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이 개선됐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1)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철저한 자기반성 129명   (34%)   

2)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자나 제3자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계심 117명   (31%)   

3)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 11명   (3%)   

4)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 제도 마련 49명   (13%) 

5) 한국 과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해외학계의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 68명   (18%) 

6) 기타 4명 (1%) 

 

 

 1) 충격적인 2) 연구 3) 교육과학기술 4) 소속기관의 5) 한국 과학자 6) 기타 전체 

전 체 129 34% 117 31% 11 3% 49 13% 68 18% 4 1% 378 100%

직  책               

대학생 3 23% 3 23% 1 8% 2 15% 4 31% 0 0% 13 3% 

대학원생 53 31% 55 32% 4 2% 23 13% 35 20% 2 1% 172 46% 

연구원 46 36% 39 30% 3 2% 17 13% 23 18% 1 1% 129 34% 

교수, 책임자 21 48% 13 30% 2 5% 4 9% 3 7% 1 2% 44 12% 

기타 6 30% 7 35% 1 5% 3 15% 3 15% 0 0% 20 5% 

소 속 기 관               

대학 85 35% 67 27% 9 4% 36 15% 43 18% 4 2% 244 65% 

정출연 17 40% 18 43% 0 0% 4 10% 3 7% 0 0% 42 11% 

기업 15 29% 23 45% 1 2% 3 6% 9 18% 0 0% 51 13% 

병원 6 22% 8 30% 1 4% 3 11% 9 33% 0 0% 27 7% 

기타 6 43% 1 7% 0 0% 3 21% 4 29% 0 0% 14 4% 

단위 : 명, % 

 

기타 답변자 정리 (중복 및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삭제)  

- 논문조작의 범위에 대한 재 인식 

- 대부분의 과학자들은 이전부터 연구윤리에 대해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음. 다만, 그 구체

적인 내용에 대해서 명확히 알지 못하였을 뿐이라고 생각함. 

- 자기반성의 기회(일부)와 서로에 대한 경계심(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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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5. 본인 자신만 보았을 때 연구윤리 의식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큰 변화가 있었다 62명   (9%)   

2)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335명   (49%)   

3) 크게 변화가 없었다 226명   (33%)   

4) 전혀 변화가 없었다 42명   (6%)   

5) 모르겠다 17명   (2%) 

 

 

 1) 큰 변화가 2) 어느 정도 3) 크게 변화가 4) 전혀 변화가 5) 모르겠다 전체 

전 체 62 9% 335 49% 226 33% 42 6% 17 2% 682 100%

직  책             

대학생 2 6% 14 42% 12 36% 3 9% 2 6% 33 5% 

대학원생 32 10% 151 49% 95 31% 22 7% 9 3% 309 45% 

연구원 19 8% 110 45% 94 39% 15 6% 4 2% 242 35% 

교수, 책임자 7 11% 42 64% 15 23% 1 2% 1 2% 66 10 

기타 2 6% 18 56% 10 31% 1 3% 1 3% 32 5% 

소 속 기 관             

대학 47 11% 220 50% 129 30% 28 6% 13 3% 437 64% 

정출연 4 6% 29 44% 27 41% 5 8% 1 2% 66 10% 

기업 5 5% 45 44% 48 47% 4 4% 1 1% 103 15% 

병원 4 9% 23 50% 14 30% 4 9% 1 2% 46 7% 

기타 2 7% 18 60% 8 27% 1 3% 1 3% 30 4%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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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6.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특히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1)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 66명   (10%)   

2) 상급자의 부정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권위적인 연구실 문화 개선책 278명   (41%)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 및 처벌수위 미흡 94명   (14%)   

4) 정부의 과학정책 수립 과정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221명   (32%)   

5) 미흡한 점이 없다 5명   (1%)   

6) 기타 18명   (3%) 

 

 

 1) 제보자 2) 상급자의 3) 연구 부정행 4) 정부의 과학 5) 미흡한 점이 6) 기타 전체 

전 체 66 10% 278 41% 94 14% 221 32% 5 1% 18 3% 682 100%

직  책               

대학생 2 6% 16 48% 3 9% 12 36% 0 0% 0 0% 33 5% 

대학원생 28 9% 128 41% 41 13% 106 34% 1 0% 5 2% 309 45% 

연구원 29 12% 103 43% 26 11% 74 31% 2 1% 8 3% 242 35% 

교수, 책임자 3 5% 17 26% 18 27% 22 33% 2 3% 4 6% 66 10 

기타 4 13% 14 44% 6 19% 7 22% 0 0% 1 3% 32 5% 

소 속 기 관               

대학 46 11% 173 40% 61 14% 143 33% 2 0% 12 3% 437 64% 

정출연 6 9% 28 42% 5 8% 25 38% 1 2% 1 2% 66 10% 

기업 7 7% 46 45% 17 17% 30 29% 0 0% 3 3% 103 15% 

병원 4 9% 18 39% 5 11% 18 39% 1 2% 0 0% 46 7% 

기타 3 10% 13 43% 6 20% 5 17% 1 3% 2 7% 30 4% 

단위 : 명, % 

 

기타 답변자 정리 (중복 및 주제에 벗어난 내용은 삭제)  

- 결과 지상주의를 없애거나 보완해야 한다 (네가티브 결과도 인정해야 윤리부정행위가 줄어듬) 

-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과학 윤리 교육을 필수과목 

- 어떻게 처리해야 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기준설정이 미흡 

- 연구비 지원 시 최근 5년 내 발표 논문 검증 철저히 검사 

- 연구의 성과만능주의, 논문만능주의 

- 위의 모든 문제들이 다 미흡하다고 생각 

- 제도적 안전장치로 해결된 문제가 아니라 연구자가 스스로 연구윤리를 지켜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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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7. 현재 연구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국내 학계의 징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관대하다 159명   (23%)   

2) 다소 관대하다 357명   (52%)   

3) 다소 엄격하다 73명   (11%)   

4) 매우 엄격하다 12명   (2%)   

5) 모르겠다 81명   (12%) 

 

 

 1) 매우 2) 다소 3) 다소 엄격하 4) 매우 엄격하 5) 모르겠다 전체 

전 체 159 23% 357 52% 73 11% 12 2% 81 12% 682 100%

직  책             

대학생 5 15% 17 52% 4 12% 0 0% 7 21% 33 5% 

대학원생 63 20% 160 52% 36 12% 5 2% 45 15% 309 45% 

연구원 62 26% 128 53% 24 10% 5 2% 23 10% 242 35% 

교수, 책임자 20 30% 33 50% 7 11% 1 2% 5 8% 66 10 

기타 9 28% 19 59% 2 6% 1 3% 1 3% 32 5% 

소 속 기 관             

대학 97 22% 229 52% 46 11% 6 1% 59 14% 437 64% 

정출연 15 23% 28 42% 12 18% 2 3% 9 14% 66 10% 

기업 25 24% 59 57% 10 10% 3 3% 6 6% 103 15% 

병원 12 26% 24 52% 4 9% 1 2% 5 11% 46 7% 

기타 10 33% 17 57% 1 3% 0 0% 2 7% 30 4%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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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8.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언론의 과학관련 기사보도에서 얼마만큼 개선의 변화가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많은 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15명   (2%)   

2) 어느 정도 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188명   (28%)   

3) 개선의 변화를 느끼지 않고 있다 319명   (47%)   

4) 전혀 개선의 변화가 없다 118명   (17%)   

5) 오히려 더 악화 되었다 18명   (3%)   

6) 모르겠다 24명   (4%) 

 

 

 1) 많은 2) 어느 정도 3) 개선의 변화 4) 전혀 개선의 5) 오히려 더 악6) 모르겠다 전체 

전 체 15 2% 188 28% 319 47% 118 17% 18 3% 24 4% 682 100%

직  책               

대학생 0 0% 9 27% 17 52% 4 12% 0 0% 3 9% 33 5% 

대학원생 9 3% 77 25% 140 45% 62 20% 12 4% 9 3% 309 45% 

연구원 1 0% 66 27% 115 48% 47 19% 4 2% 9 4% 242 35% 

교수, 책임자 5 8% 23 35% 32 48% 4 6% 1 2% 1 2% 66 10 

기타 0 0% 13 41% 15 47% 1 3% 1 3% 2 6% 32 5% 

소 속 기 관               

대학 13 3% 118 27% 188 43% 87 20% 12 3% 19 4% 437 64% 

정출연 0 0% 18 27% 37 56% 7 11% 2 3% 2 3% 66 10% 

기업 1 1% 27 26% 54 52% 17 17% 3 3% 1 1% 103 15% 

병원 1 2% 14 30% 25 54% 4 9% 1 2% 1 2% 46 7% 

기타 0 0% 11 37% 15 50% 3 10% 0 0% 1 3% 30 4%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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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9.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귀하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관련 교

육(세미나, 강의 등)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으며,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49명   (22%)   

2) 있으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78명   (26%)   

3) 없으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165명   (24%)   

4) 없으며,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190명   (28%) 

 

 

 1) 있으며, 2) 있으나, 3) 없으나, 소속기 4) 없으며, 소속기 전체 

전 체 149 22% 178 26% 165 24% 190 28% 682 100%

직  책           

대학생 5 15% 5 15% 12 36% 11 33% 33 5% 

대학원생 76 25% 92 30% 69 22% 72 23% 309 45% 

연구원 50 21% 56 23% 56 23% 80 33% 242 35% 

교수, 책임자 15 23% 21 32% 19 29% 11 17% 66 10 

기타 3 9% 4 13% 9 28% 16 50% 32 5% 

소 속 기 관           

대학 95 22% 115 26% 112 26% 115 26% 437 64% 

정출연 25 38% 24 36% 5 8% 12 18% 66 10% 

기업 10 10% 18 17% 34 33% 41 40% 103 15% 

병원 16 35% 14 30% 7 15% 9 20% 46 7% 

기타 3 10% 7 23% 7 23% 13 43% 30 4%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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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 교육과학기술부(구 과기부)에서 만든 “연구 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연구윤

리와 진실성 확보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기여하고 있다 8명   (1%)   

2)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186명   (27%)   

3)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 (하위 1문항) 305명   (45%)   

4)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하위 1문항) 68명   (10%)   

5) 모르겠다 115명   (17%) 

 

 

 1) 크게 2) 어느 정도 3) 기여하는 바 4) 기여하는 바 5) 모르겠다 전체 

전 체 8 1% 186 27% 305 45% 68 10% 115 17% 682 100%

직  책             

대학생 1 3% 7 21% 17 52% 1 3% 7 21% 33 5% 

대학원생 2 1% 70 23% 147 48% 32 10% 58 19% 309 45% 

연구원 1 0% 65 27% 108 45% 27 11% 41 17% 242 35% 

교수, 책임자 4 6% 30 45% 20 30% 6 9% 6 9% 66 10 

기타 0 0% 14 44% 13 41% 2 6% 3 9% 32 5% 

소 속 기 관             

대학 8 2% 114 26% 193 44% 45 10% 77 18% 437 64% 

정출연 0 0% 17 26% 35 53% 3 5% 11 17% 66 10% 

기업 0 0% 29 28% 45 44% 12 12% 17 17% 103 15% 

병원 0 0% 16 35% 16 35% 7 15% 7 15% 46 7% 

기타 0 0% 10 33% 16 53% 1 3% 3 10% 30 4%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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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37명   (10%)   

2) 홍보가 부족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모른다 239명   (64%)   

3)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82명   (22%)   

4) 소속기관 자체의 연구윤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15명   (4%) 

 

 

 

 1) 법적인 2) 홍보가 부족하여3) 가이드라인이 현4) 소속기관 자체의 전체 

전 체 37 10% 239 64% 82 22% 15 4% 373 100%

직  책           

대학생 1 6% 12 67% 4 22% 1 6% 18 5% 

대학원생 11 6% 113 63% 48 27% 7 4% 179 48% 

연구원 13 10% 95 70% 23 17% 4 3% 135 36% 

교수, 책임자 6 23% 12 46% 6 23% 2 8% 26 7% 

기타 6 40% 7 47% 1 7% 1 7% 15 4% 

소 속 기 관           

대학 17 7% 154 65% 58 24% 9 4% 238 64% 

정출연 3 8% 23 61% 9 24% 3 8% 38 10% 

기업 12 21% 39 68% 6 11% 0 0% 57 15% 

병원 3 13% 13 57% 6 26% 1 4% 23 6% 

기타 2 12% 10 59% 3 18% 2 12% 17 5% 

단위 : 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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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II. 댓글 내용 

 

좋은나라 (2008.07.08) 

대학교에서 연구하는 사람입니다. Science는 서구사회에서 체계화 되어 독립적인 학문분야으로 확립되었죠. 

역사적으로 짧은 우리나라에도 서구의 선진국형 과학적 개념이 급속히 들어오게 되었고, 학문적지식이나 과학적 

기술은 세계 일류로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사회적으로 과학이라는 학문의 이해도가 많이 

모자라는 것 같습니다. 또한 국가정책상, 과학자들을 지원해주는 기반 인프라 (시설 뿐만아니라 연구자 복지, 

연구윤리와 같은 제도 등을 포함)는 아직도 후진국형입니다. 연구윤리나 생명윤리, 이러한 요소들도 

국가정책기관에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여 주시고, 현장에 있는 과학자들에게 지도 교육하여야 할 덕목입니다. 

요즈음 장관 및 정권실세 임명시, 학자출신들의 경우, 백이면 백, 연구윤리 (논문표절이나 보고서표절 등)에 

과거의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국내파 박사들 뿐만 아니라 해외 특히, 미국 하버드에서 공부했던 

사람까지 이러한 연구윤리에 문제가 있었다는 건, 아무래도 한국 정서가 과학자들을 이렇게 몰고 가는게 아닌가 

싶네요. 이러한 연구윤리 시스템도 정착되지 않았던 환경에서 과학에만 몰두하였던 일개 한 과학자에게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분위기, 역시 대한민국 답습니다. 제발, 관련 제도나 기반 인프라 시스템을 잘 갖추어 

연구원들은 연구에만 몰두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해주십시오. 그리고, 정부에 부탁드리는 건데, 

국가적 자산을 국가가 나서서 지켜줘야 합니다. 모든 책임을 한 사람에게 전가하지 말고, 전후사정 잘 

살펴보시고, 누가, 어떻게 무엇을 잘 못 하였는지, 어떠한 점은 정부에서 지켜줘야 했는지에 대한 냉철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공과는 확실하게 따져야 하며, 우리나라의 소중한 국가적 자산은 지켜야 합니다. 

 

병원근무자인데요 (2008.07.07) 

오히려 지난번 사건을 계기로 지나친 규제정책이 시행되어.. 연구환경이 더 열악해 졌습니다. 적당한 

연구윤리는 반드시 있어야 하겠지만.. 적용가이드가 불분명해서.. 지레 놀란 교수님들이 무조건적으로 규제만 

하시려고 듭니다...웬만한 연구는 동의서에 발목잡혀 진행하기가 너무 힘드네요....  

  

저도 동감 (2008.07.07) 

밑에 대학원생 의견에 저도 동감합니다 또 어느 하나가 잘나간다 하면 막 몰아세우고 그것이 최고인양 전 

국민에게 알리겠다는 일념으로 다투어 보도해대는 언론도 문제 인것 같아요  

  

대학원생 (2008.07.07) 

어린 제가 감히 작은 의견을 올리자면, 한국은 과학을 하기 힘든나라인것 같아요. 충분한 시간은 주지 않고 

무조건 높은 퀄리티의 논문이나, 결과만을 원하는?..... 그러한 배경에서 시간에 쫒기고 하다보니, 이런 일이 

터진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사회적인 모습이 논문조작 사건을 일으킨 원인이 된 것이지, 그 

자신이 처음부터 원해서 그렇게 되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adamas (2008.07.07) 

부끄럽습니다만 저두,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만든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제대로 아는 바가 없네요. 

홍보부족인지, 저의 관심부족인지.. 그리고 처음 실험실에서 연구를 시작하는 사람들부터 이런 교육이 철저히 

진행되면 좀 더 실효성이 높아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개인으로 본다면 연구 윤리, 진실성 확보 참 중요하고 

당연하다고 생각되지만 사실상 실적물과 연구비, 그리고 보스의 성향 등을 생각해보면 참 쉽지많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그럴때마다 자리를 박차고 나갈 수도 없구요. 실험은 가설대로 안되고, 자꾸 압박을 

받아보면 심적으로 유혹이 커지는 건 사실입니다. 저렇게 거창하게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까지는 아니더라도 

나 스스로도 알게 모르게 무심코 행해지는 것들도 있을 테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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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겁한자 (2008.07.07) 

여기 이곳에서도 하고 싶은 말을 다 못하겠네요.. 교수라... 대체 교수가 뭔가요? 연구윤리??!! ....들인시간과 

돈이 아까워.. 졸업은 해야 겠기에.. 더 이상 말을 아껴야 겠습니다.. 비겁한 제가 싫습니다..  

  

illuminati (2008.07.06) 

교수들 조차 연구윤리에 대한 기본적인 개념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교수들은 스승이 아닌 선생이고 연구자가 

아닌 사업가 같네요...   

  

유형석 (2008.07.05) 

성과주의에 폐단 .....  

  

research (2008.07.05) 

저도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는 본적도 교육이 있다는 내용도 들어보지 못한 것 같습니다. 혹시 교수님들 아니면 

소장님들 급에서는 혹시 있었는지 모르나 밑의 사람으로써 교육을 받거나 한적은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실험을 

하고 하는것은 연구원들인데 왜 밑에까지 오지 못하는지 안타깝습니다. 진실해야 할 것이 과학이라고 

생각합니다. 과학은 의학과도 뗄 수 없는 사이입니다.결과가 나오면 임상까지 하게 되니까요... 행여 조작으로 

인해 우리는 많은 사람의 희망을 짓밟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대두 되었을때만 반짝하고는 시간이 지나면 

묻히게 되는... 전혀 관심 없다가 무언가 터지고 나면 역시 다들 그렇다는 둥 반성이 없다는둥 그렇게 싸잡아 

과학자를 몰아 세우는 언론 매체도 같이 반성하고자 합니다. 우선 터트리고 보자는 식의 그런 이슈화하는 

매체들이 미래의 과학도의 꿈을 깰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과학자뿐만 아니라 모두가 해결해야 할 의식의 

문제에 관심 가져주고 따뜻한 격려도 그리고 질타도 아끼지 말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산야초마을  (2008.07.04) 

나도 연구소에 다닐때 조작된 결과를 가지고 상사와 갈등이 있었구, 회의를 느껴 퇴사하였으나, 그 연구원은 

계속해서 자리를 보전하고 있다. 또한 연구 참여한 과제에서 논문도 쓰지도 못하고, 오히려 실험하랴, 발표자료 

만들랴, 시료채집하러 다닐랴... 어휴 너무 힘들었다... 그리고 아쉬운점은 국가에서 지속적인 연구비 지원이 

있었으면 좋은 결과도 낼 수 있었는데, 꼭 약속된 기간안에 결과가 없으면, 후속 연구에도 차질이 생기고, 결국 

앞선 연구결과를 계속하지 못하고 사장되어버린다. 연구실에서 실험하는 사람이라면 꼭 연구결과를 낼 용기를 

가지고 하는데 시간에 억매여서 마무리 못하는것도 있다고 사료된다. 꼭 기간내에 최상의 결과를 얻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연구의 진행정도, 성취정도 등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좀더 기간을 할애해서라도 꼭 최상의 결과를 

얻도록 유도했으면 한다... 정말로 아쉬운 연구가 사라져서 아쉽기만 하다. 최근엔 비슷한 연구를 수행한다고 

하는데, 실험재료확보부터 다시하고 있더라.. 얼마나 시간과 돈의 낭비면 열정의 낭비인지... negative 결과도 

최상의 결과를 얻기위해선 거치는 과학의 산물이 아닐까? 그리고 데이터나 사진을 조작하는건 ??? 실험을 실제 

수행하는 대학원생들에겐 독이든 성배일 수 밖에 없다.   

  

전사 (2008.07.04) 

가이드라인 제시 후 총체적인 교육이 절실한 시점인듯 합니다. 10년간 생명과학을 공부하고 연구하였지만 

연구윤리에 관해서 단 한번의 교육이나 세미나를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연구 윤리를 접한 곳은 뉴스 

뿐이었습니다. 솔찍히 전 지금도 가이드라인의 내용조차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만들면 다가 아닙니다. 

학부 때부터 이 가이드라인을 기준으로 체계적인 교육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immune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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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생들은 연구윤리가 뭔지도 모르고 들어오는 사람이 많습니다. 랩노트 진실하게 작성하는 법, 실험결과 

나타내는 법 등 기본적인 연구윤리를 교수님이나 상부에서 처음부터 교육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 학부생, (2008.07.04) 

멋진 생명과학도를 꿈꾸는 학생입니다. 댓글을 쭉 읽어보니 속상하네요. 아직 현실을 체감하지 못하고 있는데 

앞날이 걱정되네요. 생명 윤리의식에 대한 전공 과목은 전무합니다. 교양과목도 일부러 찾아서 들어봤지만 매우 

부실했습니다. 수업 듣고 답답했습니다. 대학에서 전문적인, 철학적인, 보다 고차원적인 윤리의식에 대한 강의 

개설을 추진할 수는 없는지.  

  

patrick (2008.07.04) 

여러분야에서 고생하고 있는 연구자들에게 더욱 더 연구환경이 좋아졌으면 하는 생각뿐임이다. 권위적인 실험실 

분위기의 변화도 필요하고, 기존의 연구자들의 마음가짐이 변화가 있으면 좋겠네요. 모든 연구자들 여러분 

화이팅 힘내세요..!!!!! 세상에 많은 이들이 그대들을 기억 못할찌 모르지만 그래도 세상 한쪽에선 당신들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알아주세요....   

  

nature (2008.07.04) 

CNS 급만 강조되고, 중요시 여기는 국내 연구 풍토가 만들어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더구나 실적을 

중요시하고.. 정말 중요한 것은 새로운 (novel)한 아이디어이고 그것에 대한 연구인데 말이죠... 왜 

연구책임자들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에서 ideal하게 지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그런 행동을 하는지 

모르겠습니다...젊고 패기있는 연구자들이 당당히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biochem (2008.07.04) 

기본이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연구자 뿐만 아니라 학부에서부터 과학의 윤리성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논문조작에 관한 내용뿐 아니라 과학 자체에 대한 철학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은빛날개 (2008.07.04) 

과학자는 참신하고 정직하고 과학의 진실을 추구 하여 사회 발전에 기여하는 사명감으로 살아야 겠습니다.   

  

젊은 교수 (2008.07.04) 

교수들 가운데 외국 문헌과 국내 문헌에 중복게재하는 경우가 아직도 있습니다. 중복게재를 근절하게 위해서는 

엄격한 규제, 본인의 사괴문 공고 등 좀더 강력한 제제가 필요합니다. 제도가 개선되고 마련되어야 사람들의 

행동을 바꿀수 있습니다.   

  

연구원 (2008.07.04) 

모병원 내과, 피부과 과장님들과 실험을 하고 논문을 작성하려니 실험도 하지않은 내과 주임과장이며 

연구소소장이란 분이 자기가 교신저자를 해야한다고 엄포하더군요.. 외국같으면 상상불가.. 논문아이디어 

총지휘를 맡으신 피부과 선생님은 어이없어합니다.. 그 내과 연구소소장이란분 10년동안 sci논문 하나 없다가 

부하직원이 논문내려하니 배알이 꼬였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피부과 과장님을 만나 술한잔 하면서 한국은 정말 

어려운 환경이란걸 느꼈습니다..   

  

날쎄.. (2008.07.04) 

현 대학의 제도적 문제로 누구의 잘못이라 꼬집에 말할수 없음에, 현 우리사회는 누가 하나 죽어야 제대로 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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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본을 만들고 싶어하는듯하다.. 나는 나 님께서 말씀하셨듯 업적강요로 업적을 만들어야 업적의 결과로 지원이 

이루어지는 현 제도엔 분명 문제가 있다. 현재 이 나라의 논문은 재현성이 너무나도 떨어져, 논문만을 보고 그 

실험을 똑같이 진행함에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다. 이건 누구의 잘못인가? 논문을 쓴다한들 과연 누구를 위해 

논문을 써야하는지 의아해질때가 많다..  

  

정가영 (2008.07.04) 

윤리의식이라는 관점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봅니다. 차세대 과학도들에게 과학계의 잘못된 관행은 

근절시키고 연구윤리의식을 심어주면서 서서히 개선 할 수밖에 없는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나는 나! (2008.07.04) 

정말 많이 공감하는 부분이다. 과학계의 가장 잘못된 관행은 바로 연구를 연구답게 하지 못하게 하는 

평가제도에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교수들은 평가제도에 자신을 짜맞추기 위해 석박사 학생에게 계속적인 

업적을 강요한다. 이런 일들의 세습은 결국 국가 과제 수행을 위한 연구비 획득을 위해 이루어 진다. 그리고 

국가 과제의 연구비 수해는 이름이 알려진 교수나 높은 수준의 저널에 논문을 투고한 사람만이 정말 진실한 

연구를 수행할 수 있는 것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돌아간다. 국가 과제의 검토는 그 본 내용과 실험에 

대한 아이디어 그리고 열정이 평가되어야 하는데 책임교수의 업적이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은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보다 공정하고 바른 연구비의 책정이 있어야만 진실로 연구를 하고자 하는 연구자들에게 

힘이 될 것이라 생각한다.   

  

연구인 (2008.07.04) 

현재 주위에서 석박사 논문을 pass 한 사람들을 보면, 학문적인 독창성보다는 기존의 실험테마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그 내용 또한 질적 향상을 보이지 않고 있는 듯하다. 대학내의 논문지도교수들의 논문 평가가 

엄격하지 못한 것 같으며, 많은 수정이 필요한 졸업논문의 경우는 어느 정도 편집만 하면 관대하게 통과시키는 

경우를 많이 봐왔다. 또한 도저히 박사급 졸업논문 수준이라고 생각할 수 없는 수준 낮은 짜집기식 논문도 담당 

교수들은 관대히 통과시킨다. 개인적인 생각으로 볼땐, 이러한 수준미달의 석박사의 배출은 양적인 고학력자만 

창출할 뿐, 질적인 인재 발굴에는 악영향을 준다고 본다. 또한 국내 학술지에 대한 질적 평가도 필요하다고 

본다. 저널 관련 교수들끼리 그 저널에 논문 올려주기 등도 봐왔고, 쓰기만 하고 영어문법만 조금 수정하면 

reject 없이 자연스럽게 실려, 양적으로만 풍부한 논문집을 보고 있자면, 짜증이 날 정도다..  

  

김용훈 (2008.07.04) 

실적위주의 과학풍토속에서는 고쳐지기 힘들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 전반적인 의식 개선 및 정부의 재정 지원이 

시급한것 같습니다.  

  

김진욱 (2008.07.04) 

실적이 되어야 하니.. 어느정도 알면서도 약간의 편법이 사용되는거 같다. 너무 실적위주로만 가다보니 

그런일이 발생되는듯 실패도 차후에는 성공으로 가는 길의 하나인데 말이다  

  

infection (2008.07.04) 

단시간에 무리한 성과를 요구하는것...공장 기계에서 제품생산해내듯 들어간 시간에 비례하는 결과물을 

요구하고있기에 이러한 폐단이 생기는것 아닐까요...말 그대로 연구인데...시행착오로인한 실패도 있을 수 

있는데 실패하게되면 그 이후는 펀드따기가 어렵죠...  

  

끌끌 (2008.0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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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위주의 폐단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사회가 물질만능주의로 물든면서 정부는 순수한 과학쪽도 

성과만능주의로 몰아세우고 있으니 조작을 종용한다고 볼 수 있죠. 하지만 대다수의 연구자들이 아직 순수한 

윤리의식을 가지고 있으니 그나마 다행입니다. 다만 아직도 주위에서 논문을 조작하여 내는 사람이 사회적 

환대를 받는 것을 보면 마음이 씁슬합니다.  

  

서치 (2008.07.04) 

박이호 님 말씀대로 제대로 된 윤리의식을 가진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도 와야하고, 제도적으로 과학자들이 

자신의 전문가적 위치와 양심을 제대로 지킬 수 있도록 개선도 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박이호 (2008.07.04) 

단시간내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사람들의 의식은 쉽게 바뀌는게 아니고 제대로된 윤리의식을 

교육받고 자란 세대가 주류를 이루는 시기가 와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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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설문지 

 

제57차 연구윤리 의식 개선에 관한 설문조사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과 BRIC은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연구윤리 의식에 관한 설문조사를 공동

으로 실시하고자 합니다.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3년이 지난 현재,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은 얼마나 개선되었고 사

회적으로나 제도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지 연구자들이 느끼는 바를 솔직히 답변 해 주시면 감

사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문제점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고 앞으로 어떤 부분을 좀더 개선/보완해 나

가야 하는지 다함께 생각해 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본 설문결과는 언론보도 자료로 활용될 수 있으며, 참여자 개인 정보는 절대 제공되지 않습니다.  

많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 조사대상 : 생명과학분야 연구자 

□ 조사주체 : SBS <그것이 알고 싶다>팀 / BRIC 

□ 조사시행 : SciON 

□ 조사내용 :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 개선 (총 10 문항) 

□ 조사방법 : SciON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 

□ 조사기간 : 7월 4일(금) ~ 8일(화) 오후 5시(한국시간), 5일간 

 

Q1. 귀하의 직책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대학생  

2) 대학원생  

3) 연구원  

4) 교수, 책임자  

5) 기타  

 

Q2. 귀하의 소속기관은 다음 중 어디에 해당합니까?  

1) 대학  

2) 정출연  

3) 기업  

4) 병원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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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은 우리사회 전반의 다양한 문제점을 드러낸 계기였습니다. 사건 이후 

개선이 가장 미흡한 문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연구윤리에 대한 연구자들의 의식  

2) 정부의 과학정책 수립과 실행과정에 있어서의 투명성  

3) 과학기사 생산에 대한 언론의 책임감  

4) 생명윤리에 대한 사회적 고민과 합의  

5) 기타 (                 ) 

 

Q4.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제기된 여러 가지 문제들 중 연구자들의 연구윤리에 관한 의식이 

국내 학계 전반적으로 얼마나 개선됐다고 생각하십니까?  

1) 상당히 개선됐다 (Q4_1.로 이동)  

2) 어느 정도 개선됐다 (Q4_1.로 이동)  

3) 사태 직후에는 개선되는 듯 했으나 시간이 흐르면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갔다  

4) 별다른 개선이 없었다 

5) 오히려 더 악화됐다 

 

Q4_1.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이 개선됐다면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이

라고 생각하십니까?  

1) 충격적인 사건으로 인한 철저한 자기반성 

2) 연구 부정행위가 제보자나 제3자에 의해 드러날 수 있다는 경계심 

3) 교육과학기술부가 마련한 가이드라인 등 제도적 안전장치 

4)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과 제도 마련 

5) 한국 과학자의 연구결과에 대한 해외학계의 보다 철저한 검증절차 

6) 기타 (                       ) 

 

Q5. 본인 자신만 보았을 때 연구윤리 의식이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으로 인해 얼마나 변화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큰 변화가 있었다  

2) 어느 정도 변화가 있었다  

3) 크게 변화가 없었다  

4) 전혀 변화가 없었다  

5) 모르겠다  

 

Q6.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연구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제도적 안전장치 마련에 아쉬움이 

있다면 어떤 점이 특히 미흡하다고 보십니까?  

1) 제보자 보호에 관한 법적 안전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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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상급자의 부정행위 지시를 거부할 수 없는 권위적인 연구실 문화 개선책  

3) 연구 부정행위에 대한 기준 및 처벌수위 미흡 

4) 정부의 과학정책 수립 과정과 연구비 지원에 대한 투명성 확보방안 

5) 미흡한 점이 없다  

6) 기타 (                      ) 

 

Q7. 현재 연구자의 연구윤리 부정행위에 대한 국내 학계의 징계가 어떠하다고 생각하십니까?  

1) 매우 관대하다 

2) 다소 관대하다  

3) 다소 엄격하다 

4) 매우 엄격하다  

5) 모르겠다 

 

Q8.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언론의 과학관련 기사보도에서 얼마만큼 개선의 변화가 있다고 생

각하십니까?  

1) 많은 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2) 어느 정도 개선의 변화가 있었다  

3) 개선의 변화를 느끼지 않고 있다  

4) 전혀 개선의 변화가 없다  

5) 오히려 더 악화 되었다  

6) 모르겠다 

 

Q9.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 이후 귀하의 소속기관(대학, 연구소 등)에서 시행하는 연구윤리관련 교

육(세미나, 강의 등)을 받으신 경험이 있습니까?  

1) 있으며,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 있으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3) 없으나,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4) 없으며, 소속기관의 연구윤리 관련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Q10. 교육과학기술부(구 과기부)에서 만든 “연구 윤리와 진실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은 연구윤

리와 진실성 확보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기여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1) 크게 기여하고 있다  

2) 어느 정도 기여하고 있다  

3) 기여하는 바가 미미하다 (Q10_1.로 이동) 

4) 기여하는 바가 전혀 없다 (Q10_1.로 이동) 

5) 모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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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0_1.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1) 법적인 강제조항이 없어 실효성이 없다 

2) 홍보가 부족하여 가이드라인의 내용을 잘 모른다  

3) 가이드라인이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 

4) 소속기관 자체의 연구윤리 규정이 마련되어 있어 활용도가 떨어진다  

 

 

 

 

- 이 상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