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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의 글

다시 학교로 돌아와 대학원 과정을 시작하기까지 많은 고민들이 있었고, 논문을 

완성하기까지 또 수많은 우여곡절을 거치면서 정말 논문을 마치고 감사의 글을 쓸 수 

있을까 생각했었기에 이렇게 글을 쓰고 있는 지금 가슴이 벅찹니다. 저 혼자만의 힘

으로는 결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다는 걸 알기에 이 과정을 함께 지켜봐주시고 도움을 

주신 많은 분들께 글로나마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먼저, 다시 간호학을 공부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고 논문의 시작부터 마무리까지 

제가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주신 오의금 교수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긴 시간 많은 시행착오에도 믿고 기다려주신 교수님의 배려와 격려 

덕분에 부족하나마 논문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언제나 제본 가득 열정

적으로 지도해주신 김상희 교수님, 교수님의 세심한 조언 덕분에 제 논문의 부족한 

부분이 조금씩 채워질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연구년 이심에도 

흔쾌히 논문 지도를 맡아주신 김민식 교수님, 항상 따뜻하게 격려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학부 과정에서부터 지금까지 배움의 길을 걸어오는 동안 넘치는 

열정과 애정으로 지도해주신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모든 교수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직장 생활과 학업을 병행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시고 격려해주신 국가생명윤리정책

연구원, 그리고 백수진 팀장님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함께 전국방방곳곳을 누비며 

가까운 곳에서 제 논문에 관심을 가지고 응원해 준 은주, 수영 선생님을 비롯한 평가팀 

식구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대학원 생활을 함께 한 동기이자 논문 선배로서 많은 힘이 되어 준 주영, 은진, 

영경, 종민, 효진 선생님, 모두 고마웠습니다. 선생님들과 함께여서 즐거운 대학원 생활

이었고 함께 할 수 없어 너무나 아쉬웠던 1년 이었습니다. 그만 포기하고 싶던 순간

순간 마다 나에게 힘을 주고 용기를 북돋아주었던 고마운 친구들, 엄마 같은 무한한 

사랑으로 나를 보듬어주는 내 영혼의 단짝 미정, 함께 꿈꾸었던 대학원 생활을 하지는 



못했지만 것보다 중요한 인생 과업을 훌륭히 해내고 있는 희선, 언제나 날 위해 기도

해주고 마음의 안식처가 되어주는 연수, 내가 아는 나보다 나를 더 멋진 사람으로 

기억해주고 자랑스러워 해주는 가은, 서로 바빠 연락은 자주 못하지만 언제나 내 마음

의 든든한 지원군 소영, 동생이지만 언제나 나보다 어른스런 모습으로 나를 부끄럽게 

하는 늘 그리운 희연에게 사랑하고 고맙다는 말을 하고 싶습니다. 언제나 내 고민을 

함께 해 주고 내 인생의 좀 더 큰 그림을 그려갈 수 있도록 진심어린 조언과 격려를 

아끼지 않는 영원한 나의 멘토 김지회 선생님께도 감사와 그리운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다 적진 못하지만 도구 개발부터 자료 수집까지 자신의 일처럼 도움의 

손길을 아끼지 않았던 주변의 선생님들과 친구, 선․후배님들, 무엇보다 생면부지 모르는 

사이임에도 자료 수집에 흔쾌히 응해준 대학원생 분들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언제나 헌신적인 사랑과 믿음으로 나를 지켜주시는 부모님, 엄마, 아빠

의 무한한 믿음이 때론 부담될 때도 있었지만, 제가 꿋꿋하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가장 든든한 버팀목이자 원동력입니다. 언제나 엄마, 아빠의 자랑스러운 딸이 될 수 

있도록 할게요. 다 표현하지 못하지만 항상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지난 3년 동안 이 길을 가는 게 맞는지 끊임없이 제게 되묻기도 했고 해내야 할 몫

이 제가 가진 그릇에 비해 너무 버겁게 느껴지기도 했지만, 되돌아보면 한 학기 한 

학기를 이겨낸 성취감이 저를 한 뼘씩 성장시켜준 소중한 시간이었고 주변에 저를 

지켜준 많은 분들이 있음에 마음 따뜻했던 시간이었습니다. 이 작은 결실을 이루어

내기까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 번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글을 마칩

니다.

2017년 6월

이고은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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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

본 연구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해 시도된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자료 수집은 간호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체육학 등을 전공으로 국내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과정을 수료한 연구자 650명을 대상으로 이메일을 발송하여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인터넷 설문조사를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설문에 응답

한 대상자는 총 165명 이었으며, 이 중 124개 자료가 최종 분석되었다. 통계 분석은 

SPSS/WIN version 21.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있어 평균 연령은 30.84±5.20세였으며, 여자가 

79.8%로 남자보다 많았다. 전공은 간호학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학 

20.2%, 사회복지학 14.5%, 아동학 11.3%, 체육학, 10.5%, 교육학 8.1%, 보건학 

7.3% 순으로 분포하였다. 학위 수준은 석사 과정 중인 학생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박사 과정 중 22.6%, 석사 20.2%, 박사 5.6% 순이었다. 연구 참여 횟수는 평균 

2.02±1.98회였으며, 71.8%의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경험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67.7%의 연구자가 소속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다고 답하였으며, 37.9%, 

71.8%의 연구자가 각각 최근 2년 간 심의 신청 및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을 보유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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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은 IRB 심의 및 연구자 

준수 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객관적 이해 정도로서 24점 만점 기준 평균 16.01 

±4.04점, 정답률 66.7%로 낮은 수준이었다. 영역별로는 ‘IRB 심의 대상’에 대한 

정답률이 48.8%로 가장 낮았다.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IRB 심의 준비에 

대한 연구자의 주관적 인식 정도로서 80점 만점에 평균 39.95±19.81점 수준이었

으며, ‘연구계획서 작성(10점 만점 기준 5.92±2.74점)’ 및 ‘동의서 설명문 작성

(5.81±2.72점)’ 등 신규과제 심의 보다 ‘연구계획변경(4.48±2.88점)’, ‘지속심의

(4.31±2.79점)’, ‘종료보고(4.24±2.77점)’ 등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심의 

신청 방법에 대한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는 IRB 심의 및 관련 교육 ․ 안내 

등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5점 만점에 평균 3.49±0.56점으로 

보통보다 약간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심의의 필요성(3.83±0.80점)’에 비해 ‘심의

의 유익성(3.19±0.70점)’, ‘심의 권한(3.00±0.86점)’에 대해 덜 긍정적이었으며, 

‘교육 및 안내의 필요성(3.96±0.64점)’에 비해 실제 제공되는 ‘교육 및 안내의 

적절성(3.05±0.90점)’에 대한 점수가 낮았다. 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의 75.0%, 

71.2%가 ‘심의 서류 작성’, ‘최종 승인까지 소요시간’ 등 심의 절차상의 문제를 IRB 

심의 시 어려운 점으로 꼽았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55.6%)’, 특히 ‘신규과제 외 계획변경, 지속심의 등 심의 신청(50.8%)’에 

대한 교육 및 ‘심의 서류 간소화(49.2%)’, ‘심의 서류 별 예시 템플릿 제공(46.0%)’ 

및 ‘심의 결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공개(44.4%)’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의 유의한 차이로는 간호 및 

보건학 전공자들의 객관적 지식 수준이 타 전공자들에 비해 높았으며(F=23.99, 

p<.001), 소속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거나, 최근 2년간 IRB 심의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 지식 수준(t=-4.347, p<.001, t=-3.852, p<.001)과 주관적 

지식 수준(t=-4.172, p<.001, t=-9.783, p<.001)이 모두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대학원생보다 연구원, 실무자의 경우(F=8.185, p<.001), 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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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간 참여한 교육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경우(F=8.206, p=.001)

에 IRB 심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5.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r=.327, 

p<.001), 그리고 객관적 지식과 태도(r=.221, p=.014)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

관계를 나타낸 반면,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태도 간에는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748).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의 향상 및 긍정적인 문화 형성을 위해서는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에 대한 

보다 실제적인 교육 프로그램 및 안내의 제공 등 중재 방안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IRB 심의 진행에 있어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이나 교육 및 개선 

요구 사항들을 확인함으로써 연구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효과적인 교육 프로그램

을 개발하고 실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핵심되는 말 : 사회행동과학연구,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 지식, 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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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지난 2013년 2월 기존에 배아 및 유전자 등 생명과학기술 분야에 한정되어 있던 

생명윤리정책의 영역을 확대하여 인간 및 인체유래물 연구에 대해서도 생명윤리 및 

안전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연구대상자 등의 권리와 건강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함)이 전면 개정되었다. 이처럼 

생명윤리법의 적용 범위가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병원뿐

만 아니라 대학이나 일반 연구 기관에도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이하 ‘IRB’라 함)의 설치가 의무화되었고, 기존에 임상시험이나 특수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임상연구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었던 IRB 심의 의무 역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 SBR; 이하 ‘SBR’이라 

함)에까지 대폭 확대되었다(백수진, 권복규, 2007). 

일반적으로 연구자는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학자가 

지켜야할 책임으로서 연구 윤리 준수 의무를 가지게 되며, 특히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의 보호에 대한 책임이 수반된다(이인재, 2014; 

최경석, 2009; Shamoo & Resnik, 2009). IRB는 연구대상자의 보호를 위한 대표적

인 장치로써 연구 윤리를 다루는 각종 국제 규범들에서 연구의 수행에 앞서 IRB의 

사전 승인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생명윤리법에서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

에서 연구계획서 심의와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내에 IRB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년부터이지만,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대학 등 모든 연구

기관에 IRB 설치 및 심의 의무가 부여된 것은 2013년 생명윤리법이 전면개정 되면서

부터라고 할 수 있다(백수진, 권복규, 2007). 실제로 2006년부터 격년으로 수행된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는 IRB를 설치하여 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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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것으로 응답한 대학이 조사 대상 218개교 중 불과 7.8%(17개교) 였던데 

반해, 2013년에는 조사 대상 168개 대학 중 63.1%(106개교)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IRB를 설치 운영 중인 106개 대학 중 67개교(63.2%)는 2013년 개정 생명윤리

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재, 최경석, 홍석영, 2007; 이인재 

등, 2014). 그리고 이와 같은 IRB 심의 범위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병원에서 

시행되던 침습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설문조사, 참여관찰, 인터뷰 등의 방법으로 수행

되는 SBR에서의 연구대상자 보호와 IRB 심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진경, 김택중, 2016).   

연구의 수행에 있어 IRB 심의가 갖는 의의는 연구의 과학적 ․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함으로써 연구의 안전성을 담보하고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것이며, 나아가서는 

윤리적인 연구 환경을 조성함으로써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이다(차승현, 2012). 

그리고 이와 같은 연구자와 IRB 간의 선순환 구조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연구자들

의 IRB 심의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문화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하지만, 국내에서는 생명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새롭게 IRB의 설치 및 심의 의무가 

부여된 대학의 경우 아직까지 법률의 개정이나 이에 따른 변화를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경우도 있으며, 연구자들의 인식과 문화 역시 여전히 미비한 실정이다(김시형,  

추정완, 2015; 김은애, 2014a, 2014b; 이인재 등, 2014; 정인숙, 권영규, 조용석, 

이은주, 2013). 2014년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대학 내 연구자의 

44.9%만이 본인의 소속 대학에 IRB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더욱이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IRB 심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의약학 분야 전공자에 비해 사회과학, 예술 및 체육학, 인문학 전공자에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이인재 등, 2014). 그러나 이러한 현실에도 불구하고 인간 대상 

연구 윤리 및 IRB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수준 조사는 대부분 임상연구자들을 대상

으로 수행되거나(권지혜, 유종향, 김윤영, 김호석, 이시우, 2011; 김지선, 2006; 손순영, 

2011; 엄애용, 안영하, 추정완, 우제창, 오정균, 2014)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지식 

및 인식 조사의 일부로 IRB 심의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오의금, 김상희, 유재용, 

2012; 정인숙, 구미옥, 김금순, 이광자, 양수, 2010), 전체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

의 IRB 심의나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원칙에 대한 지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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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한계가 있다. 또한 국외에서는 연구자들의 IRB 심의 관련 태도 및 개선 요구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어 온 반면(Ashcraft & Krause, 2007; Ferraro, Szigeti, 

Dawes, & Pan, 1999; Guillemin, Gillam, Rosenthal, & Bolitho, 2012; Kotzer & 

Milton, 2007; Liddle & Brazelton, 1996; Paul, 2000), 이에 대한 국내 연구 결과

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으며, 몇몇 연구에서 IRB 심의 준비에 많은 연구자들이 어려움

을 느끼고 있는데 반해 이에 대한 적절한 교육 및 안내가 부족함을 언급하고 있는 것

이 전부인 실정이다(박준규, 2015; 손순영, 2011; 오의금 등, 2012; 정인숙 등, 

2010). 더욱이 Valutis와 Rubin(2010)의 연구에서는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정도가 

IRB 심의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으며, 이인재 등(2014), Ashcraft와 

Krause(2007), Liddle과 Brazelton(1996)의 연구에서는 IRB 심의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가 IRB 승인 없이 연구를 진행하는 등 연구 윤리 미준수로 이어지는 결과를 보고

하고 있어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에 대한 

파악이 반드시 필요하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서은주(2008), 오의금 등(2012), 허유성

과 김정연(2012)의 연구에서 학위 수준이 낮고, 연구 경험이나 논문 출판 경험이 없는 

경우에 연구 윤리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로서 출발선 상에 있는 대학원생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을 파악하고 

이들이 IRB 심의에 대해 어떠한 입장과 개선 요구를 가지고 있는 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그리고 이러한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이들에게 실질적

으로 필요한 효과적인 교육 및 지원 방향이 마련되어야 하며, 이는 나아가 대학원생

들이 신진 연구자로서 IRB 심의에 대한 충분한 지식과 긍정정인 태도를 바탕으로 심의

를 준비하고 윤리적으로 연구를 수행해 나갈 수 있기 위해 매우 의미있는 일이라 

하겠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사회행동과학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될 

대학원생들을 대상으로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자들

의 원활한 IRB 심의 진행 및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

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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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의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

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원활한 IRB 심의 진행 및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구체적인 목표

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을 파악한다.

2)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한다.

3)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비교한다.

4)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확인

한다.

3. 용어의 정의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

사회행동과학연구(Social Behavioral Research, SBR)란 대체로 인간의 행동, 태도, 

신념 및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 문제를 통해 개인 뿐만 아니라 개인이 속한 조직이나 

사회, 국가 등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연구 활동을 포괄

하는 것으로서(Harvard CATALYST, 2014), 간호학, 경영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식품영양학, 심리학, 아동학, 인류학, 체육학, 행정학 등 상당 수 학문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여기에 포함된다(서이종 등, 2013). 본 연구

에서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는 해당 학문 분야 중 IRB 심의를 주로 의뢰하는 것

으로 파악된 간호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체육학 등을 전공

으로 국내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과정을 수료한 자로서 인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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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를 주로 수행하는 자를 의미한다.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본 연구에서 IRB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가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연구계획서 심의와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적절히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 독립적 

윤리 기구를 의미한다.

3)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 IRB 심의에 대한 지식이란 연구 수행 과정에서 필요한 IRB 심의 및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자들의 객관적 지식 정도와 IRB 심의 준비에 

대한 연구자들의 주관적 지식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정인숙 등(2013)이 개발한 

도구를 본 연구자가 수정 ․ 보완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4)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IRB 심의에 대한 태도란 IRB 심의와 관련 교육 및 안내 등에 대한 

연구자들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본 연구자가 선행 연구 결과 등을 토대로 개발

한 도구로 측정한 점수이다. 점수가 높을수록 IRB 심의와 관련 교육 및 안내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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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문헌고찰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조사하기 위해서는 

우선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 윤리 및 SBR에서 IRB 심의의 특징과 실태, 연구자

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에 본 장에서는 

문헌고찰을 통해 국내외 관련 연구 동향을 살펴봄으로써 본 연구의 필요성을 확인

하고자 한다. 

1.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연구 윤리

생명과학기술의 급속한 발전은 인류의 생활 환경에 다양한 변화를 가져왔을 뿐만 

아니라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나 개인의 권리 등 인간에 대한 가치 및 윤리적인 가치

에도 많은 변화를 일으켜 왔다(한성숙, 안성희, 구인회, 이미송, 2007). 그리고 이러한 

시대적 변화와 함께 대학이나 연구 현장에서 연구 윤리의 중요성 또한 날로 강조되고 

있다.

연구 윤리는 책임 있는 연구(Responsible Condict of Research, RCR) 또는 바람

직한 연구 실천(Good Research Practice)을 위해 연구자가 연구를 계획하고 수행하며 

결과를 보고하고 출판하는 전반적인 과정에서 과학자로서 지켜야 할 윤리적 원칙 

또는 행동 양식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연구 진실성(research integrity)과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ethics in human participants research)로 크게 나뉜다. 연구 진실성

이 데이터의 조작이나 표절 등과 같은 연구 부정 행위(research misconduct) 방지를 

의미한다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권리와 안전의 보호를 

위해 후자의 의무가 추가적으로 부여된다(이인재, 2014; 최경석, 2009; Shamoo & 

Resnik, 2009).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의 보호에 대해 관심

을 가지게 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이후부터라고 할 수 있다. 2차 세계대전 말 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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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통제 하에 강제 수용소 수감자들에게 동의 없이 인체실험을 수행하고 그 과정에서 

연구대상자들에게 비윤리적인 행위를 자행하여 심지어 사망에 이르게 한 사건이 밝혀

지면서 이러한 비윤리적인 인체실험이 반복되지 않도록 연구대상자를 연구에 참여시킬 

때 지켜야할 원칙으로서 뉘른베르크 강령(the Nuremberg Code, 1947)을 정립하게 

되었다. 뉘른베르크 강령은 세계 최초의 연구 윤리 강령으로서 허용 가능한 의학 연구

의 범위를 정하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연구대상자의 자발적 동의’ 확보를 의무화

했다는 데 그 의미가 있으며, 이를 기초로 하여 임상에서 수행되는 의학연구에서의 

연구 윤리를 중심으로 헬싱키 선언(the Declaration of Helsinki),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 CIOMS(Council for International Organizations of Medical 

Sciences) 가이드라인, ICH-GCP(International Conference on Harmonization- 

Good Clinical Practice) 등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대한 여러 국제적 지침과 

가이드라인 등이 제정되었다. 특히 1979년 미국 생의학 및 행동학 연구에서의 피험자 

보호를 위한 국가위원회(National Commission for the Protection of Human 

Subjects of Biomedical and Behavioral Research)에서 발표한 벨몬트 보고서(the 

Belmont Report)는 임상의학연구 뿐만 아니라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모든 연구에 

있어 기본 윤리 원칙을 제시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김옥주, 조진호, 유싱호, 이준석, 

최은경, 2007; 서이종 등, 2013; 이소형, 2015). 

반면 국내에서 연구 윤리에 본격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된 것은 2000년대 초반 

이른바 황우석 교수 사태를 겪으면서부터이다. 줄기세포를 둘러 싼 논쟁이 연구부정

행위로 이어지면서 개인은 물론 국내 연구 전반의 과학성과 윤리성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고, 이를 통해 연구자가 연구 윤리를 위반할 경우 연구의 가치를 

인정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개인은 물론 그가 속한 사회나 국가 전체의 신뢰 손상 

등 엄청난 손실을 초래한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는 역설적으로 학문 

분야 전반에서 연구윤리의 중요성을 깨닫는 계기가 되었으며, 국가에서도 「연구 윤리 

확립을 위한 지침」을 과학기술부 훈령으로 발표하는 등 연구 윤리 문제가 정책적

으로 중요한 함의를 지니게 되었다(김동규, 김현수, 2015; 서이종 등, 2013; 최은경, 

김수연, 김옥주, 2008; 한성숙 등, 2007). 

2014년도 발표된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에 따르면 2014년 우리나라 경제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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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 천 명당 연구원 수는 전년대비 0.6명 증가한 13.0명으로 이는 일본 10.0명, 

프랑스 9.3명, 독일 8.4명, 미국 8.1명 등과 비교해 주요국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

이며, 석사 학위 이상 연구원 수 또한 계속적인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다(미래창조

과학부, 2015). 그러나 이러한 연구자 규모의 양적 증대에 비해 연구자들의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 수준은 여전히 낮은 상태이며, 또한 학위 수준이 낮고, 연구 경험

이나 논문 출판 경험이 없는 경우에 연구 윤리에 대한 지식이나 주관적 인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서은주, 2008; 오의금 등, 2012; 허유성, 김정연, 2012). 

이처럼 연구 윤리에 대한 개념이 정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 연구자 

본인이 의도하지 않은 연구 윤리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더욱 위험하다 

할 수 있다(박준규, 2015). 더욱이 오의금 등(2012)의 연구에 따르면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이나 지식 수준이 연구에 대한 자기효능감과 정적 상관관계가 있다고 하였

으며, 이는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과업들을 스스로 잘 해낼 수 

있다는 신념이나 자신감으로서 좋은 연구를 수행하는 연구자의 능력과 관련성이 높다

고 밝히고 있어(Multon, Brown, & Lent, 1991) 연구자로서 출발선상에 있는 대학원

생들이 연구 윤리에 대한 올바른 개념 정립을 바탕으로 책임있는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하겠다.

2. 사회행동과학연구(SBR)에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

IRB는 인간 또는 인체유래물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나 배아 또는 유전자 등을 취급

하는 생명윤리 및 안전의 확보가 필요한 기관에서 연구계획서 심의 및 연구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 감독 등을 통해 연구자 및 연구대상자 등을 보호할 수 

있도록 설치된 자율적 ․ 독립적인 윤리기구이다. 생명윤리법에서는 IRB의 업무로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 연구대상자등으로부터 적법한 절차에 따라 동의

를 받았는지 여부, 연구대상자등의 안전에 관한 사항, 연구대상자등의 개인정보보호 

대책, 그 밖에 기관에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사항에 대해 심의하도록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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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해당 기관에서 수행 중인 연구의 진행과정 및 결과에 대한 조사 · 감독 업무를 

수행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4년 국가연구법(National Research Act)을 제정하여 모든 인간 

대상 연구기관에 IRB를 설치하도록 정부 규제를 시행함과 동시에, Common Rule에서 

연방행정기관에 의해 수행되거나 지원되는 모든 인간 대상 연구에 IRB 심의 원칙을 

적용해 온 것과 달리(박수헌, 2013), 국내에서 모든 인간 대상 연구에 대해 IRB 설치 

의무가 부여된 것은 불과 2013년부터이다. 국내에 IRB 제도가 도입된 것은 1995년

부터 이지만,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의료기관 만을 그 대상으로 하였고, 2005년 생명

윤리법의 제정에 따른 IRB 적용 범위 역시 유전자연구, 배아연구 등 특수 분야 연구

에 한정되어 있었다. 그러나 2013년 2월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법이 시행되면서 법 

적용 범위가 배아 및 유전자 등에 관한 생명과학기술 분야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전체로 확대됨에 따라 IRB 심의 대상 역시 기존의 병원에서 시행되던 임상시험

이나 특수 분야 연구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 대폭 확대되었고, 

IRB 설치 의무 또한 병원을 넘어 일반 대학이나 연구소 등까지 확대되었다. 실제로 

2006년부터 격년으로 국내 대학 및 정부출연연구소를 대상으로 수행된 국내 연구

윤리 활동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06년에는 IRB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응답한 대학이 조사 대상 218개교 중 17개교로 불과 7.8%였던데 반해, 2013년

에는 조사 대상 168개 대학 중 106개교(63.1%)로 대폭 증가하였으며, 특히, IRB를 

설치 운영 중인 106개 대학 중 67개교(63.2%)는 2013년 개정 생명윤리법의 시행에 

따라 처음 설치된 것으로 나타났다(이인재 등, 2007; 이인재 등, 2014).  

개정된 생명윤리법에 따른 인간 대상 연구는 ① 사람을 대상으로 물리적으로 개입

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 조작하거나 연구대상자의 환경을 조작하여 자료를 

얻는 연구 ② 의사소통, 대인 접촉 등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수행하는 연구: 연구대상자

의 행동관찰, 대면(對面) 설문조사 등으로 자료를 얻는 연구 ③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 연구대상자를 직접·간접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이용하는 연구를 포함한다. 그리고 이와 같은 IRB 심의 범위의 확대는 자연스럽게 

기존에 병원에서 시행되던 침습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인문사회학 분야에서 주로 

수행되는 설문조사, 행동과학연구, 인터뷰 및 설문조사 연구 및 스포츠생리학 등 인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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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연구에서 연구대상자의 보호 및 IRB 심의에 대한 관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었다

(김진경, 김택중, 2016). 

SBR의 경우 설문조사, 인터뷰, 오디오 및 비디오 기록, 포커스 그룹, 참여 관찰, 

인터넷 연구 등 연구대상자에 대한 다양한 상호작용과 개입을 통해 연구에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게 되므로(서이종 등, 2013), 연구의 위험을 평가하는데 있어 개인의 

정보 보호와 사생활 보호가 주요한 요소가 된다(김옥주, 최은경, 2006; Citro et al., 

2003; Diener & Crandall, 1978). 기존에는 SBR의 이러한 연구 특성상 병원에서 

수행되는 침습적인 중재 연구에 비해 신체적 위해의 가능성이 적다는 점에서 윤리적

인 문제 또한 적은 것으로 여겨져 왔지만, 생명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인간 생명의 

존엄성이나 개인의 권리 및 정보에 대한 가치가 높아지면서 SBR에서 개인정보보호 

및 사생활 보호 측면에서의 연구대상자 보호 또한 중요한 의미를 가지게 되었다(김옥주, 

최은경, 2006; 한성숙 등, 2007). 

이처럼 전부 개정된 생명윤리법의 시행이 인간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모든 

기관에 IRB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연구대상자 보호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는 계기

를 만든 것은 분명 의미있는 변화이다. 하지만, 많은 연구들에서 SBR에 적절한 심의

를 위해서는 SBR 본연의 연구 특성을 고려하여 기존의 임상시험 등과 다른 관점에서 

연구의 위험 이익 평가와 연구대상자 보호가 필요함에도 SBR에 대한 심의의 역사가 

짧은 만큼 참고할 만한 근거 규정이나 가이드라인이 부족하여 IRB와 연구자 모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김시형, 추정완, 2015; 김은애, 2014a, 2014b; 

정인숙 등, 2013). 더욱이 Heitman 등(2007)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관련 규정이나 

IRB 심의 절차에 대한 적절한 교육이 뒷받침되지 않는 상태에서 이처럼 강화된 규정 

및 IRB의 역할은 연구자들에게 부담을 야기하고, IRB가 연구를 방해한다는 인식을 

가지게 한다고 보고하고 있어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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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 

과학기술의 발달과 함께 연구대상자 보호를 비롯한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고조

되면서 연구 수행과 관련한 각종 규정 및 정부 규제의 강화와 더불어 IRB의 역할 

또한 연구계획서에 대한 심의뿐만 아니라 연구의 수행 과정과 결과에 대한 조사 ․ 감독 등을 

통한 연구대상자 보호로 점차 확대되고 있다. 모든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IRB 심의에 대한 의무가 제도화된 지금의 연구 환경에서 IRB가 제재 장치가 아닌 

연구대상자 보호를 위한 첨병 장치로서 바람직한 연구 수행을 지원할 수 있기 위해서

는 연구자들의 IRB 심의 및 관련 규정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긍정적인 문화가 뒷받침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의 파악이 필요

하다 하겠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

먼저 IRB에 대한 연구자들의 인지 정도에 대한 연구 결과들을 살펴보면, 미국에서

는 연구자들이 “본인 기관의 IRB 정책과 절차에 관하여 얼마나 잘 알고 있는가?”

라는 질문에 평균 4.33±0.902점(5점 만점 기준)의 높은 수준의 인식을 보인 반면

(Valutis & Rubin, 2010), 국내에서는 상당수의 연구자들이 IRB의 존재 자체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5년 국내 생명공학연구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

조사 결과, 전체 969명 응답자 중 41.7%가 IRB를 “모른다”고 응답하였으며, 39.5%

는 “이름은 알지만, 활동에 대해서는 잘 모른다”고 하였다(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2006). 허유성과 김정연(2012)의 연구에서는 “나는 IRB라는 용어를 들어본 경험이 

있다”라는 문항에 대해 특수 교육 전공 대학원생과 전문가 집단에서 모두 5점 만점에 

평균 2.09±1.22점, 2.85±1.53점으로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으며, 이는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평균 인식 수준(3.58점)보다도 낮은 수치였다. 또한 국내 연구윤리 활동

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2012년에는 조사에 응답한 대학 내 연구자 중 단 

28.5%만이 본인의 소속 대학에 IRB가 설치되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반면, 2014년에는 그 비율이 44.9%로 약 2배 상승하여, 생명윤리법의 전면 개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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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긍정적인 결과로 분석되기는 했지만(이인재 등, 2014), 여전히 IRB에 대한 대학 

내 인식은 미약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한편, IRB에 대한 인지 정도는 전공 계열에 따라서도 차이를 보였는데, 김옥주 등

(2007)의 연구에서 의약학계열 대학원생의 경우 IRB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다”

는 응답이 59.6%를 차지한 반면, 보건대 및 생명과학계 대학원생의 경우 각각 

28.6%, 15.9%로 나타났으며, “이름만 들어봤고 구체적으로 모른다” 또는 “모른다”는 

응답이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생명윤리법 개정 후인 이인재 등(2014)

의 조사 결과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조사에 참여한 대학 내 연구자 중 

43.2%만이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IRB 심의를 받는다고 응답하였으며, 

전공 분야 별로 비교했을 때, 의약학 분야 전공자의 경우 인간 대상 및 인체유래물 

연구 수행 시 IRB 심의를 받는다고 응답한 비율이 89.9%였던 반면, 사회과학, 예술 

및 체육학, 인문학의 경우 그 비율이 32.5%, 29.9%, 20.3% 수준으로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또한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함에도 IRB 심의를 받지 

않는 주요한 사유로 ‘IRB에 대한 인식 부족’을 꼽고 있어 대학 내 특히 SBR 분야

에서 IRB 심의에 대한 인식이 여전히 많이 부족한 수준임을 그대로 보여준다 하겠다.

인간 대상 연구 윤리 및 IRB 관련 규정에 대한 지식 수준 조사 연구는 국내 IRB의 

역사와 마찬가지로 임상연구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며, 여기에는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김지선(2006)의 연구와 체질의학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권지혜 등(2011)의 연구, 병원 및 연구기관 소속 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손순영

(2011), 엄애용 등(2014)의 연구가 있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상당 수 연구자들이 

뉘른베르크 강령, 헬싱키 선언, 벨몬트 보고서 등 인간 대상 연구 윤리와 관련된 기본 

원칙들에 대해 그 존재 자체를 모르거나, 있다는 것은 알지만 제대로 알지는 못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동의 획득 시 방법’, ‘서명이나 서명 일자의 자필 기입 

여부’, ‘사본 제공 필요성’ 등에 대해서는 모든 연구에서 70% 이상의 정답률을 보인 

반면, ‘동의서에 연락처 기재 여부’나‘ 연구 문서의 보관 기한’ 등에 대해서는 정답률

이 10% 대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연구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모두 

임상연구자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식 수준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항목의 상당 부분이 연구자 스스로 판단한 주관적 인식도를 평가하고 있으며 더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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객관적 지식 평가 항목과 주관적 지식 평가 항목이 혼재되어 있어 실제 연구자들의 

객관적인 지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오의금 등(2012), 정인숙 등(2010)의 연구에서는 간호학 전공 연구자를 대상으로 

연구윤리 전반에 대한 조사의 일부분으로서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을 

확인하였다. 정인숙 등(2010)의 연구에서는 표절, 중복출판, 이해상충, 저자됨, 사생활

과 기 보호, IRB, 설명 동의, 주요 연구윤리지침 등 연구윤리에 대한 전반적 지식 

점수가 교수의 경우 100점 만점에 평균 75.4점, 대학원생은 61.6점 수준으로 나타난 

데 반해, IRB와 관련한 지식 점수는 교수 70.8점, 대학원생 59.2점으로 전반적 연구 

윤리에 대한 지식 수준 보다 낮았다. 또한 ‘IRB 심의가 필요한 연구 대상’, ‘IRB 심의 

과정’, ‘IRB 심의를 위한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해 응답자의 31.7%, 29.2%, 

27.3%가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오의금 등(2012)의 연구에서는 

‘자발적 동의 필요’, ‘벨몬트 리포트의 세 가지 윤리적 원칙’에 대해서는 모두 90% 

이상의 높은 정답률을 보인 반면, ‘연구 종료 후 데이터 보관 기한’에 대해서는 

68.6%로 앞서 언급한 임상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이해 수준이 

낮은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연구대상자 보호 및 비  보장’에 대한 주관적 인식 

수준은 5점 만점 기준 3.71±1.15점으로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평균 인식 수준

(2.91±0.89점)보다 높게 나타난 반면, ‘IRB 서류 준비 및 과정’에 대한 인식 수준은 

2.74±1.36점으로 평균보다 낮은 수준을 보였다. 하지만, 이들 역시 간호학 분야 연구자

만을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지식 수준의 일부로 IRB 심의

에 대한 내용을 확인하고 있어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나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원칙에 대한 지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조사한 것은 2013년에 수행된 정인숙 등의 연구가 유일하였다. 정인숙 등은 대학원생의 

연구윤리 인식 제고를 목적으로 연구윤리캠프 프로그램 개발 연구를 시행하였으며, 

해당 연구프로그램의 효과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써 프로그램 전후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 주관적 지식 수준 조사가 이루어졌다. 그 결과 객관적 지식은 36점 만점

에 캠프 전 26.2±3.3점, 캠프 후 32.2±4.1점, 주관적 지식은 40점 만점에 캠프 전 

16.7±6.8점, 캠프 후 30.6±5.1점으로 모두 유의미한 향상 효과를 보였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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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전 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확인된 연구자들의 지식 수준을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설문조사연구는 IRB 심의가 필요하다(57.6%)’, ‘인체유래물은행에서 받은 검체

로 하는 연구는 심의가 필요하다(15.2%)’, ‘선배가 조사한 설문조사 결과를 분석하는 

2차 연구인 경우는 IRB 심의가 필요하다(45.5%)’, ‘IRB에서는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타당성만을 검토한다(48.5%)’와 같이 IRB 심의 대상 및 역할에 대해 전체 정답률

(72.8%)에 비해 특히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주관적 지식에 있어서는 각 10점 만점

에 ‘생명윤리위원회의 기능’ 4.8±1.9점,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4.1±1.8점, 

‘IRB 제출용 동의서 작성원칙’ 3.9±2.0점, ‘IRB 제출용 연구계획서 작성원칙’ 

3.9±1.9점으로 실제적인 IRB 서류 작성에 대해 보다 낮은 인식 수준을 보였다. 이 

연구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유일한 종합적 지식 평가

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지만, 일개 대학의 33명의 연구대상자만을 대상으로 진행

된 결과였다는 점에서 그 결과를 일반화하기 어렵다는 제한점이 있었다.

또한 연구대상자들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지식 수준을 분석한 결과에서는 학위 수준, 

연구 경력, 교육 참여 경험 및 교육 횟수 등에 따라 지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김지선, 2006; 서은주, 2008; 오의금 등, 2012; 허유성, 

김정연, 2012).

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태도

먼저 IRB 심의에 대한 연구자들의 태도와 관련한 국외 연구 결과를 살펴보면, 국외

에서는 IRB 심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IRB 심의에 대한 연구자들의 지식 정도 보다는 

인식 및 태도에 대한 연구가 보다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으며, 대부분의 연구자들

이 IRB 심의의 근본적인 목적에 대해서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Council, Smith, Kaster-Bundgaard, & Gladue, 1999; Ferraro 

et al., 1999; Guillemin et al., 2012; Liddle & Brazelton, 1996; Valutis & Rubin, 

2010). Guillemin 등(2012)은 모든 응답자들이 IRB가 연구대상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는 근본적인 목적에 동의하는 한편, IRB 심의를 통해 연구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으며, 연구진이 아닌 다른 사람이 연구 계획을 면 히 검토했다는 사실이 연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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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스로를 안심시킨다고 하였다. 또한 Valutis 등(2010)의 연구에서는 IRB 심의가 

연구 윤리를 배우는데 도움이 된다는 데에 5점 만점에 평균 4.15±0.81점의 만족도를 

보였다.

이처럼 연구자의 대부분이 IRB가 연구참여자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는 데에는 

동의했지만, IRB 심의 범위에 대해서는 이견을 보였다. 특히 연구자들은 IRB가 연구

설계나 방법적인 측면에 대하여 지나치게 관여하는 것에 반감을 가지면서, IRB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는 견해를 보였으며(Ferraro et al., 1999; Guillemin et al., 

2012; Liddle & Brazelton, 1996), IRB가 과도하게 신중하거나 연구의 위험에 대해 

과장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였다(Ashcraft & Krause, 2007). Ferraro 등(1999)의 

연구에서는 IRB 심의 결과가 일관되지 못하거나, 비합리적고, 지나치게 요식적이라는 

의견이 있었으며, 설문에 참여한 교수 중 8%는 IRB의 지나치게 제한적이거나 비합리적

인 요구로 인해 연구를 수행하지 못한 경험이 있다고 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75%는 

IRB가 연구 방법 및 설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그러한 변경이 연구

대상자의 실제적인 보호와 거의 관계가 없었다고 하였다. 

연구자들이 연구 방법에 대한 과도한 변경 요구와 더불어 불만을 제기한 사항은 

IRB 심의 절차 및 그로 인한 심의 지연이었다(Ashcraft & Krause, 2007; Kotzer & 

Milton, 2007; Liddle & Brazelton, 1996; Paul, 2000). Kotzer 등(2007), Malouff

와 Schutte(2005)는 IRB가 연구계획서 제출 및 심의 과정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으며, Ashcraft 등(2007)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15%가 승인이 지연되는 사유로 

‘IRB 심의 절차와 방법의 비효율성(자주 개최되지 않는 회의, 명백하지 않거나 유동적

인 기준)’을 꼽았다. Council 등(1999)의 연구에서는 응답자의 53%가 IRB에서 연구자

가 수행하는 연구의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하였으며, 본인이 

IRB를 변화시킬 수 있다면 ‘심의 절차 및 과정, 문서 작업(32%)’, ‘연구 유형에 따른 

IRB의 이해(38%)’를 개선하고 싶다고 응답하였다. 또한 Liddle 등(1996), Ferraro 등

(1999)의 연구에서도 심의에 요구되는 서류 작업이 너무 많고 작성 방법이 까다로우며, 

연구대상자의 보호보다는 서류 작성이나 심의 절차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의견을 

제기하는 한편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작성 서류에 대한 명확한 지침 제공이 부족하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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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국외에서는 IRB 심의에 대한 연구자들의 태도 조사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

어진 반면, 국내 연구는 매우 제한적으로 진행되었다. 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임상

시험 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를 조사한 손순영의 학위 논문(2011)에서는 IRB 

심의 준비 과정에 대해 연구자들이 서류작성이 까다로우며(43.3%), 형식적인 서류가 

많다(36.8%)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고, 응답자의 24.9%는 “서류 작성에 대한 안내가 

부족하다”고 답하였다. 또한 응답자의 38.8%가 “IRB 심의가 연구에 도움을 준다”고 

응답한 반면 17.9%는 “연구에 방해가 된다”고 답하였다. 또한 이인재 등(2014)의 

조사에 따르면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유래물 연구를 수행함에도 IRB 심의를 받지 

않는 주요한 사유로 응답자의 29.0%가 “심의를 받을 필요성을 못 느낀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결과는 일부 연구자들이 IRB 심의 절차가 까다롭고 

번거롭다거나 IRB 심의로 인해 연구 지연 등이 우려된다는 등의 사유로 연구 시작 

전에 또는 연구 도중 계획이 변경된 경우 IRB 심의 없이 연구를 진행하는 경우가 

있다는 Ashcraft와 Krause(2007), Liddle과 Brazelton(1996)의 연구 결과와 더불어 

IRB 심의에 대한 긍정적 문화 형성의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주는 내용이라 하겠다. 

이와 같이 많은 연구 결과들에서 연구자들이 IRB 심의 준비 절차가 까다롭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IRB 심의에 필요한 서류 준비 과정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IRB가 심의에 필요한 서류를 간소화하고 

연구자들에게 심의 준비에 필요한 교육 및 지침을 제공해야 한다는 의견이 계속적

으로 제기되고 있다(정인숙 등, 2013; Ferraro et al., 1999; Kotzer & Milton, 

2007). IRB 심의를 포함한 연구 윤리 관련 교육에 대한 태도를 조사한 결과를 살펴

보면, 많은 연구자들이 높은 교육 요구도를 가지고 있는 반면에, 기관에서 실제 제공

되고 있는 교육이나 교육 이수 경험은 연구자들의 교육 요구도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강은희, 김은애, 권복규, 조은희, 2006; 김지선, 2006; 정인숙 등, 2010). 

김지선(2006)의 연구에서는 설문에 참여한 임상연구자의 38.7%가 소속 기관에서 

교육이 정기적으로 시행되고 있는지 모른다고 답하였고, 8.9%는 교육이 실시된 경우

가 없다고 하였으며, 연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시행되는 교육이 있다고 답한 경우는 

25.6%에 불과하였다. 정인숙 등(2010)의 연구에서는 연구자들이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교육을 받아본 경험은 54%에 그쳤으며, 



- 17 -

설문에 응답한 대학원생의 39.3%만이 대학원 교육과정 동안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

이 충분하다고 답하였다. IRB 심의와 관련하여 연구 윤리 교육에 포함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조사된 교육 내용으로는 ‘연구계획서 및 논문 작성법’, ‘인간 대상 연구 수행에 

필요한 윤리 원칙 및 유의사항’ 등이 있었으며(강은희 등, 2006; 김미정, 2015), 

김미정(2015), 오의금 등(2012), 정인숙 등(2010), 홍석영 등(2005)은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의 경우 단순한 지식 위주의 교육보다는 다양한 사례 및 실습 

중심의 교육이 필요하다고 제언하였다.

이상의 선행 연구 결과 들을 종합하면, 생명윤리법의 개정에 따라 기존에 임상시험

이나 특수 분야 연구를 수행하는 임상연구에만 제한적으로 부과되었던 IRB의 설치 

및 심의 의무가 모든 인간 대상 연구기관에까지 대폭 확대되었지만, 국내 연구자들의 

IRB 심의와 관련된 전반적인 인식은 아직까지 부족한 수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단 한 편에 불과했으며, IRB 심의와 관련한 연구자들의 지식과 태도에 대한 

연구는 대부분 임상연구자를 대상으로 하거나, 전체 연구 윤리의 일부분으로서 제한적

으로 다루어지고 있었다. 하지만, 의약학 계열 전공자와 인문사회과학 등 타 계열 

전공자 간에 IRB에 대한 인식에서 큰 차이를 보였던 점을 고려한다면(김옥주 등, 

2007; 이인재 등, 2014),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보다 

필요하다 하겠다. 더욱이 학위 수준이 낮고, 연구 경험이나 논문 출판 경험이 없는 

경우에 연구 윤리에 대한 지식 수준이 더욱 낮은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는 점(서은주, 

2008; 오의금 등, 2012; 허유성, 김정연, 2012)에서 연구자로서 출발선 상에 있는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앞으로 사회행동과학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연구를 수행하게 될 

대학원생들을 중심으로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연구자들의 원활한 IRB 심의 진행 및 윤리적인 연구 수행을 

위한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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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하기 위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 연구 대상자 

본 연구의 대상자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중 IRB 심의를 주로 의뢰하는 것으로 파악

된 간호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체육학 등을 전공으로 국내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과정을 수료한 자를 표적 모집단으로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및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에 의해 추출하였다. 

연구에 필요한 최소 대상자의 수는 Cohen의 power analysis 공식에 근거한 

G*power 3.1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참고할 수 있는 선행 연구가 없었기 때문에 

효과 크기는 중간 정도인 .25로 하였으며, 상관관계 분석, 유의수준(α) .05, 검정력

(1-β) .80로 하여 필요한 최소 표본의 수를 계산하였을 때 123명으로 산출되었다. 

그러나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의 이메일 발송을 통해 진행된 인터넷 설문조사에서 

응답률이 약 11~23%였던 점을 고려하여(민정애 등, 2007; 안영주, 김정은, 2013; 

이월숙, 2015), 650명에게 이메일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발송하였다.

연구대상자의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다. 

- 국내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과정을 수료한 자

- 인간을 대상으로 사회행동과학 연구를 주로 하는 자 (예. 간호학, 경영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학, 사회복지학, 식품영양학, 심리학, 아동학, 인류학, 체육학, 행정학 

등)

- 의사소통이 가능하며 본 연구의 목적을 이해하고 연구 참여에 동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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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본 연구는 구조화된 자가보고식 설문지를 활용하여 변수를 측정하였다. 설문지는 

선행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IRB 심의에 대한 지식

(객관적 지식 및 주관적 지식) 32문항, IRB 심의에 대한 태도 17문항, IRB 심의 및 

교육 관련 요구 3문항, 대상자 특성(일반적 특성,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관련 특성, 

연구 윤리 교육 관련 특성) 12문항의 총 64문항으로 구성되었다. 

본 연구자에 의해 개발된 측정도구는 전문가 그룹(측정도구 개발 경험이 있는 간호학 

교수 2인, 생명윤리 전문가 4인, 석사 학위 이상을 소지한 경력 5년 이상 IRB 행정

담당자 2인)으로부터 검토를 받아 내용타당도를 확보하였다. 모든 문항에서 내용타당도 

계수(Item-Content Validity Index, I-CVI)가 0.8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전문가 

그룹의 의견을 토대로 모호한 표현의 수정 및 지식 측정 문항과 태도 특정 문항의 

순서 변경 등 도구를 수정 ‧ 보완하였다. 본 조사에 앞서 연구대상자 선정기준에 부합

하는 연구자 10명을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실시하여 이해하기 어렵거나 의미가 명확

하지 않은 문항이 있는지 확인 후 측정 도구를 완성하였다. 설문지 완성 시간은 최단 

3분44초에서 최장 47분19초까지로 최단 ․ 최장 소요시간을 제외했을 때 평균(mean) 

10분41초, 중앙값(median) 9분00초로 확인되었다.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

(1) 객관적 지식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측정 도구는 생명윤리법 상 인간 대상 연구에 적용

되는 내용을 기본으로 하였으며, 생명윤리법에서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 시 연구자

가 준수해야 할 의무에 대해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임상시험관리

기준(Korea Good Clinical Practice, KGCP) 제7호에서 시험자의 의무로 명시하고 

있는 사항 중에 전체 인간 대상 연구에 적용이 필요한 항목들을 확인하고 이를 바탕

으로 정인숙 등(2013)이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 윤리 교육 프로그램 전후 생명



- 20 -

윤리와 관련한 객관적 지식의 변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자가보고용 설문지

를 저자의 승인 후 수정 ‧ 보완하여 개발하였다. 도구는 ‘IRB의 주된 설립 목적은 

연구의 과학적, 학술적 타당성 확보 보다는 윤리적 타당성 확보에 있다’, ‘연구대상자

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 없는 연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하더라도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등 전체 24문항으로 IRB 설치 목적(1문항), IRB 심의 대상(4문항), 연구

계획서 및 설명문 작성 원칙(4문항), 동의 절차(7문항), IRB 심의 및 심의면제 절차

(5문항), 개인정보보호(2문항), 문서 보관(1문항)으로 구성되었다. 측정은 각 문항에 

‘그렇다’, ‘아니다’ 또는 ‘잘 모르겠다’로 응답하도록 한 뒤, 정답인 경우 1점, 오답인 

경우 0점을 부과 후 합산한 점수로 계산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0점에서 최고 24점

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측정 도구의 I-CVI는 각 문항별로 0.8~1.0 

수준이었으며. 신뢰도는 K-R 20(Kuder-Richardson fomula)=.776 이었다.

(2) 주관적 지식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 측정 도구는 신규과제 심의 신청 시 필요한 심의 

신청서, 연구계획서, 동의서 및 설명문, 연구대상자 모집공고문 작성을 비롯하여 연구

계획변경, 지속심의(중간보고), 종료보고 등 IRB 심의 준비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얼마나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연구 결과 및 IRB 

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 5인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총 8문항으로 개발하였다. 10점 

Likert 척도로 측정하였으며, ‘전혀 모른다’ 1점에서부터 ‘매우 잘 안다’ 10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였다. 최종 점수는 각 문항 별 점수를 합산한 값으로 산출하였으며, 

점수의 범위는 최저 8점에서 최저 80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 수준이 높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 

측정 도구의 I-CVI는 모든 문항에서 1.0이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960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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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태도

IRB 심의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는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와 관련한 교육 및 안내 

등에 대해 연구자가 어떻게 생각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한 것으로 선행 연구 결과 및 

IRB 심의 경험이 있는 연구자 5인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개발하였다. 

도구는 ‘IRB 심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은 심의 준비 및 연구 수행에 유용하다’ 등 총 17문항으로 

IRB 심의의 필요성(2문항), 심의 권한(3문항), 심의의 유익성(4문항), 심의 관련 교육 

및 안내의 필요성(5문항), 심의 관련 교육 및 안내의 적절성(3문항)에 대한 연구자의 

의견으로 구성되었으며, 심의 관련 교육 및 안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최근 2년 간 

IRB 심의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5점 Likert 척도로 각 문항에 

대해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지 점수를 부과하였으며, 

부정문 형태의 문항은 역환산 후 반영하였다. 최종 점수는 총 합산 점수로 할 경우 

최근 2년 간 심의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와 없는 경우에 합산 점수의 범위가 다를 수 

있어 전체 문항별 점수를 평균한 값으로 산출하였다. 점수의 범위는 최저 1점에서 

최저 5점까지로 점수가 높을수록 IRB 심의와 관련 안내 및 교육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인 것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IRB 심의에 대한 태도 측정 도구의 I-CVI는 

모든 문항에서 1.0이었으며. 신뢰도는 Cronbach’s alpha=.880 이었다 

또한 IRB 심의 시 연구자들이 느끼는 어려움과 원활한 IRB 심의 및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 및 개선 요구 사항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기 위해 

3개 문항을 추가로 구성하였고, 심의 시 어려움에 대해서는 최근 2년 간 IRB 심의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에만 응답하도록 하였다. 문항별로 최대 3개까지 선택지를 

고를 수 있도록 다중선택형 문항으로 구성하였고, 필요한 경우 자유롭게 의견을 

기술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대상자 특성

대상자의 특성은 IRB 심의 및 연구 윤리를 주제로 진행한 선행 연구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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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하여 일반적 특성과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관련 특성, 연구 윤리 교육 

관련 특성에 대해 총 12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일반적 특성은 성별, 연령, 전공, 직업, 

학위 수준의 5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관련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 참여 및 연구책임자 경험, 소속기관의 IRB 설치 유무, 최근 2년 간 IRB 심의 

신청 횟수의 4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연구 윤리 관련 교육 특성으로는 최근 2년 간 

관련 교육 이수 횟수 및 교육 이수 방법과 만족도의 3가지 문항으로 구성하였다.   

4. 자료수집 방법 및 절차 

본 연구는 자료수집에 앞서 연세대학교 간호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로부터 

승인을 받은 후 진행하였다. 자료수집은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시행되었으며, 보다 다양한 지역 및 학교의 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온라인 

설문조사로 진행하였다. 온라인 설문조사는 웹페이지에 설문조사 폼을 구성한 후, 

이메일로 해당 웹페이지 링크가 포함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발송하여 연구에 

관심이 있는 경우 링크를 통해 설문조사 참여 웹페이지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연구의 선정 기준에 적합한 연구대상자를 모집하기 위해 이메일 발송에 앞서 IRB 

심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국내 2개 대학교 IRB를 대상으로 최근 2년 간 

IRB에 심의를 주로 의뢰하는 전공 분야를 조사하였고, 그 결과 SBR을 수행하는 학문 

분야 중 간호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체육학 등의 전공을 

중심으로 IRB 심의가 주로 의뢰되고 있음을 파악하였다.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해당 학과가 운영되고 있는 국내 주요 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 연구원 및 

교육 조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연구자의 연락처 정보를 수집하였으며, 한국교육 

학술정보원(www.riss.kr)에 2014년 이후 해당 학문분야에서 발표된 학위논문을 통해 

공개된 연구자 정보를 추가로 수집하였다. 이렇게 편의표집된 대상자와 눈덩이 

표집을 통해 모집한 대학원 재학생 및 수료생 총 650명을 대상으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및 설문지 접속 링크가 포함된 이메일을 발송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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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읽고 웹페이지에 접속한 연구자에게는 설문 참여에 앞서 

본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연구 기간과 목표 대상자 수,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보호, 연구에 자발적 참여와 철회가 가능한 점 등을 기술한 연구대상자 설명문

을 제공하고 이에 동의하는 사람만 설문을 진행하도록 하였다. 본 조사 시작에 앞서, 

국내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과정을 수료하였으며,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행동과학 연구를 주로 하는 연구자인지, 본 설문에 처음으로 참여하는지 

여부를 최종적으로 확인한 후 설문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이메일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발송한 650명의 대상자 중 165명(회수율 25.4%)이 설문지를 작성

하였고, 그 중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41부를 제외한 124부(전체 

응답자의 75.2%)를 최종 결과 분석에 사용하였다. 설문지를 작성한 응답자에게는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로 3000원 상당의 온라인 상품권을 제공하였다.

5. 윤리적 고려 

본 연구에 대한 과학적 ․ 윤리적 타당성에 대한 검토를 위해 연세대학교 간호 

대학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은 후 연구를 진행하였다(IBR No. 

간대 IRB 2016-0034-1). 연구대상자 설명문을 통해 연구대상자에게 연구의 목적과 

연구 방법, 연구 기간과 목표 대상자 수, 연구 기대효과 및 위험, 연구 참여에 대한 

보상, 개인정보보호, 연구에 자발적 참여와 철회가 가능한 점 등을 충분히 설명하고, 

여기에 자발적으로 동의하는 경우에만 동의 여부에 체크 후 설문조사를 진행하도록 

하였다. 설문지 내용 중에 연구대상자의 개인 식별 정보는 포함되지 않았으며, 답례품 

제공을 위해 수집한 연구대상자의 핸드폰 번호는 답례품 제공 후 즉시 폐기하였고, 

연구대상자가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기입하지 않도록 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암호를 설정하여 보안을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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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료 분석 방법

수집된 자료는 SPSS/WIN version 21.0 통계 분석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분석결과의 통계적 유의성은 기본적으로 양측 유의수준 5% 이하에서 판단하였다. 

구체적인 자료 분석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관련, 연구 윤리 교육 관련 특성은 

각각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2) 대상자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각각 빈도와 백분율, 평균과 표준편차 

등의 기술통계로 분석하였다.

3)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는 각 군 별 표본수가 30개 

이상이거나, 10-30개 사이라도 Kolmogorov-Smirnov test를 통해 정규성이 검정

되는 경우, 각 변수의 특성에 따라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일원배치 분산분석 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는 등분산을 만족하는 

경우 Scheffe test, 등분산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 Dunnett T3 방법을 활용하여 

사후검정을 시행하였다. 각 군 별 표본수가 10-30개 사이이면서 정규성이 만족

되지 않는 경우 비모수 검정 방법을 사용하였으며, Mann-Whitney test, Kruskal- 

Wali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Kruskal-Walis test 결과에서 유의한 변수는 

사후검정을 위해 두 군씩 쌍을 지어 각각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였으며, 

Bonferroni’s method로 유의 수준을 보정하였다.

4) 대상자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 간 상관관계는 Pearson 상관분석을 이용

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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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연구결과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특성은 일반적 특성,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관련 특성, 연구 윤리  

교육 관련 특성으로 구분하였으며,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다.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은 여자가 79.8%로 남자보다 많았으며, 연령은 평균 

30.84±5.20세였다. 대상자의 전공은 간호학이 23.4%로 가장 많았으며, 심리학 

20.2%, 사회복지학 14.5%, 아동학 11.3%, 체육학 10.5%, 교육학 8.1%, 보건학 

7.3%, 식품영양학, 경영학 등 기타 4.8% 순으로 분포하였다. 직업은 대학원생이 

63.7%로 가장 많았으며, 간호사, 교사, 사회복지사 등 실무자가 19.4%, 연구원 

16.9%로 나타났다. 학위 수준은 석사 과정 중인 학생이 51.6%로 가장 많았으며, 

석사 20.2%, 박사 과정 중 22.6%, 박사 5.6% 였다.

연구 및 IRB 심의 관련 특성에 있어 연구 참여 횟수는 평균 2.02±1.98회로 대상자

의 22.6%가 연구 경험이 없다고 응답하였고, 연구에 1번 참여해 본 대상자가 33.1%

로 가장 많았으며, 71.8%의 연구자는 연구책임자 경험이 없다고 하였다. 소속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67.7%의 대상자가 “설치되어 있다”라고 

답한 반면, 19.4%는 “없다”, 12.9%는 “잘 모르겠다”고 응답하였다. 최근 2년 간 IRB 

신청 횟수는 평균 0.76±1.31회였으며, 62.1%의 대상자는 심의 신청 경험이 없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연구 윤리 교육 관련 특성으로는 최근 2년 간 평균 1.06±1.00회의 교육 경험을 

보유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상자의 28.2%는 교육 이수 경험이 없었고, 관련 교육을 

1회 이수했다고 답한 응답자가 49.2%로 가장 많았다. 교육 방법은 온라인 교육을 

이수한 경우가 32.3%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 만족도는 5점 만점에 평균 3.10±0.83점

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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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 Standard deviation   † N=89

특성 변수 구분 N(%) Mean±SD *

일반적 특성 성별 여자 99(79.8)

남자 25(20.2)

연령 < 30세 51(41.1) 30.84±5.20

30-34세 55(44.4)

≥ 35세  18(14.5)

전공 간호학 29(23.4)

심리학 25(20.2)

사회복지학 18(14.5)

아동학 14(11.3)

체육학 13(10.5)

교육학 10(8.1)

보건학 9(7.3)

기타 6(4.8)

직업 대학원생 79(63.7)

실무자 24(19.4)

연구원 21(16.9)

학위 수준 석사 과정 중 64(51.6)

석사 25(20.2)

박사 과정 중 28(22.6)

박사 7(5.6)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관련 특성

연구 참여 횟수 0회 28(22.6) 2.02±1.98

1회 41(33.1)

2회 16(12.9)

3회 16(12.9)

≥ 4회 23(18.5)

표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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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D : Standard deviation   † N=89

특성 변수 구분 N(%) Mean±SD *

연구 수행 및 

IRB 심의 

관련 특성

(continued)    

연구책임자 경험 없다 89(71.8)

있다 35(28.2)

소속기관의

IRB 설치 유무 

없다 24(19.4)

있다 84(67.7)

잘 모르겠다 16(12.9)

최근 2년 간 

IRB 심의 신청 

횟수

0회 77(62.1) 0.76±1.31

1회 24(19.4)

2회 12(9.7)

≥ 3회 11(8.9)

연구 윤리 교육 

관련 특성

최근 2년 간 

관련 교육 이수 

횟수

0회 35(28.2) 1.06±1.00

1회 61(49.2)

2회 21(16.9)

≥ 3회 7(5.6)

교육 이수 방법 
† 온라인 교육 40(32.3)

집단 교육 20(16.1)

온라인 & 집단 교육 29(23.4)

교육 만족도 
† 매우 불만족(1) 4(3.2) 3.10±0.83

불만족(2) 12(9.7)

보통(3) 46(37.1)

만족(4) 25(20.2)

매우 만족(5) 2(1.6)

표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 (continued)                               
( N=124 )



- 28 -

2.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대상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은 <표 2>와 같이 나타났다. 객관적 

지식은 24점 만점에 최저 0점에서 최고 23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총점은 

16.01±4.04점, 평균 정답률은 66.7%로 나타났다. 영역별로는 ‘IRB 심의 대상’에 

대한 정답률이 48.8%로 가장 낮았으며, 그 외 ‘심의 및 심의 면제 절차(54.0%)’, 

‘문서 보관(61.3%)’, ‘개인정보보호(65.7%)’ 영역에서 전체 평균보다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구분 항목 수 최저 최고 Mean±SD 정답률(%)

2. IRB 심의 대상 4 0 4 1.95±0.89 48.8

5. 심의 및 심의 면제 절차 5 0 5 2.70±1.32 54.0

7. 문서 보관 1 0 1 0.61±0.49 61.3

6. 개인정보보호 2 0 2 1.31±0.60 65.7

3. 연구계획서 및 설명문 작성 원칙 4 0 4 2.99±0.95 74.8

4. 동의 및 동의 면제 절차 7 0 7 5.59±1.39 79.8

1. IRB 설치 목적 1 0 1 0.85±0.36 84.7

총점 24 0 23 16.01±4.04 66.7

표 2.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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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은 <표 3>과 같았다. ‘동물

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문항에 대해 8.9%로 

가장 낮은 정답률을 보였으며, 이 외 ‘연구 계획이 변경된 경우, 연구 종료 시 변경된 

연구 계획에 대해 IRB 보고해야 한다(16.9%)’,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 포함된 자료

(data)를 분석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37.1%)’, ‘증례기록서에는 

연구대상자의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data)가 포함되어야 한다

(40.3%)’, ‘연구대상자 모집 절차에 있어 대상자 수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해야 한다

(46.0%)’ 문항에서 50%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반면, ‘IRB에 제출하는 연구

계획서는 연구 목적, 방법 등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번 동의하면 중도 철회가 불가능하다’,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했다면, 연구에서 수집된 대상자의 개인정보를 추가 동의 없이 다른 연구

에 이용할 수 있다’ 문항에 대해서는 91.1%로 가장 높은 정답률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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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RB 설치 목적, 2 : IRB 심의대상, 3 : 연구계획서 및 설명문 작성 원칙, 4 : 동의 및 

동의면제 절차, 5 : 심의 및 심의면제 절차, 6 : 개인정보보호, 7 : 문서 보관 

구분 
* 문항

정답률

(%)

정답자수

(N)

2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8.9 11

5
연구 계획이 변경된 경우, 연구 종료 시 변경된 연구 계획에 대해 

IRB 보고해야 한다.
16.9 21

2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 포함된 자료(data)를 분석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37.1 46

6
증례기록서에는 연구대상자의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data)가 포함되어야 한다.
40.3 50

3
연구대상자 모집 절차에 있어 대상자 수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해야 

한다.
46.0 57

5
연구계획서에 대한 IRB 심의가 진행 중인 상태에서 연구대상자 모집

은 할 수 있다. 
58.1 72

5
심의 면제 대상 연구의 경우, 면제 가능 여부에 대한 IRB 확인 없이 

연구을 수행할 수 있다.
59.7 74

5
지속심의는 승인된 연구에 대하여 연구의 위험의 정도에 따라 연 1회 

이상 지속적으로 하는 IRB 심의이다.
61.3 76

7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IRB 승인 통보서 등 모든 연구 관련 자료는 

연구 종료 후, 즉시 폐기해야 한다.
61.3 76

4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의 경우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한데, 이 때 

아동은 18세 미만을 말한다.
62.9 78

4
동의서가 작성되면, 작성된 동의서 원본은 연구자가 보관하고, 연구

대상자에게는 사본을 제공한다.
71.8 89

2
특정 연구대상자에게 설문조사만을 수행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72.6 90

5
자료 수집과 결과 분석이 모두 완료된 후에는 연구 종료에 대한 IRB 

심의를 받아야 한다.
74.2 92

2
연구대상자에 대한 물리적 개입이 없는 연구는 개인식별정보를 수집

하더라도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
76.6 95

표 3.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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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IRB 설치 목적, 2 : IRB 심의대상, 3 : 연구계획서 및 설명문 작성 원칙, 4 : 동의 및 

동의면제 절차, 5 : 심의 및 심의면제 절차, 6 : 개인정보보호, 7 : 문서 보관 

구분 
* 문항

정답률

(%)

정답자수

(N)

3
연구 참여에 대한 답례를 제공하는 경우, 사례비의 금액이나 선물 등

을 동의서에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한다.
79.0 98

4
연구대상자의 연구 참여에 대한 의사가 확실하다면, 연구 참여 동의는 

구두 동의로 충분하다.
80.6 100

4
연구대상자에게 동의를 받을 때에는 서명과 서명 날짜 모두 자필로 기입

해야 한다.
81.5 101

4
관찰연구이고 연구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추가적인 위험이나 불편함이 

없다면 연구대상자의 동의 없이 연구 가능하다.
82.3 102

3
설명문 및 동의서는 연구의 전문성을 위해 가능한 학술적이고 전문

적인 용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83.1 103

1
IRB의 주된 설립 목적은 연구의 과학적, 학술적 타당성 확보 보다는 

윤리적 타당성 확보에 있다.
84.7 105

4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자발적으로 참여했다는 의미는 개인의 자유의지

에 위한 참여를 뜻한다.
88.7 110

3
IRB에 제출하는 연구계획서는 연구 목적, 방법 등이 가능한 구체적으로 

작성되어야 한다.
91.1 113

4
연구대상자가 연구에 참여하기로 한 번 동의하면 중도 철회가 불가

능하다. 
91.1 113

6
연구대상자가 연구 참여에 동의했다면, 연구에서 수집된 대상자의 개인

정보를 추가 동의 없이 다른 연구에 이용할 수 있다. 
91.1 113

총점 66.7 82.7

표 3.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의 문항별 정답률

      (continued)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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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

대상자의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 수준은 <표 4>와 같이 나타났다. 주관적 

지식은 총점 80점 만점 기준 최저 8점에서 최고 80점의 분포를 보였으며, 평균 

39.95± 19.81점으로 나타났다. 문항별 전체 평균 점수는 10점 만점에 5.00±2.48점

으로 나타났으며, ‘종료보고 신청 방법(4.24±2.77점)’, ‘지속심의(중간보고) 신청 방법

(4.31± 2.79점)’, ‘연구계획변경 심의 신청 방법(4.48±2.88점)’,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4.93±2.84점)’ 항목에 대해서는 주관적 지식 수준이 평균보다 낮았다. 

* Total mean score±SD

구분 최저 최고 Mean±SD

8. 종료보고 신청 방법 1 10 4.24±2.77

7. 지속심의(중간보고) 신청 방법 1 10 4.31±2.79

6. 연구계획변경 심의 신청 방법 1 10 4.48±2.88

5. 기타 신규과제 심의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 1 10 4.93±2.84

1. 심의신청서 작성 방법 1 10 5.00±2.97

4.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방법 1 10 5.27±2.67

3. 동의서 및 설명문 작성 방법 1 10 5.81±2.72

2.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 1 10 5.92±2.74

총점 8 80
39.95±19.81

(5.00±2.48)*

표 4.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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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

대상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는 <표 5>와 같았다. 전체 태도 평균은 5점 만점에 

3.49±0.56점 이었으며, 영역별로는 ‘교육 및 안내의 필요성(3.96±0.64점)’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보인 반면, ‘IRB 심의 권한’ 영역에서 3.00±0.86점으로 가장 낮은 점수

를 나타냈다. 문항별 점수는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항목에서 4.27±0.72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 외 ‘IRB 심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4.21±0.84점)’,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4.13±0.78점)’, ‘IRB 심의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

할 수 있다(4.00±0.71점)’ 문항에서 4점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반면 ‘IRB 

심의 시 요구되는 내용에는 요식적인 사항이 많다’ 항목에서 역코딩 점수가 2.39± 

0.97점으로 가장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 이 외에 ‘연구의 과학적 ․ 학술적 타당성

에 대한 심의는 IRB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역코딩 시 2.68±1.17점)’, ‘IRB 심의 

절차는 원활한 연구 진행을 어렵게 한다(역코딩 시 2.74±1.00점)’, ‘IRB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만을 심의해야 한다(역코딩 시 2.74±1.12점)’ 문항에서 3점(보통) 미만

의 점수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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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52   † 역코딩 문항 

구분 문항 최저 최고 Mean±SD
전체

순위

심의의 

필요성

(3.83±0.80)

사회행동과학 연구(SBR)의 경우, IRB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 †
1 5 3.44±1.19 10

IRB 심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
1 5 4.21±0.84 2

심의 권한

(3.00±0.86)

연구의 과학적 ‧ 학술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는 

IRB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 †
1 5 2.68±1.17 16

IRB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만을 심의해야 한다. † 1 5 2.74±1.12 14

IRB는 연구 계획에 대해 심의할 뿐만 아니라 승인

된 연구의 수행 과정 또한 관리‧감독해야 한다.
1 5 3.57±0.99 9

심의의

유익성

(3.19±0.70)

IRB 심의 시 요구되는 내용에는 요식적인  사항이

많다. †
1 5 2.39±0.97 17

IRB 심의 절차는 원활한 연구 진행을 어렵게 한다. † 1 5 2.74±1.00 15

IRB 심의는 연구의 질(Quality)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한다.
1 5 3.65±0.96 8

IRB 심의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2 5 4.00±0.71 4

교육 및 안내의 

필요성

(3.96±0.64)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이 제공된다면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
1 5 3.71±0.92 7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안내는 심의 준비 

및 연구 수행에 유용하다.
2 5 3.85±0.80 6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은 심의 준비 

및 연구 수행에 유용하다.
1 5 3.85±0.81 5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은 반드시 

필요하다.
1 5 4.13±0.78 3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안내는 반드시 

필요하다.
1 5 4.27±0.72 1

표 5.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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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52   † 역코딩 문항 

구분 문항 최저 최고 Mean±SD
전체

순위

교육 및 안내의 

적절성 *

(3.05±0.90)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5 3.02±0.94 13

IRB 심의 준비 및 심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5 3.02±0.98 12

신규과제 승인 후 연구의 수행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가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
1 5 3.12±1.02 11

총점 3.49±0.56

표 5.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 (continued)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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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시 어려운 점과 원활한 IRB 심의 및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

하는 교육 내용 및 개선 사항에 대한 응답 결과는 <표 6>과 같았다. 

IRB 심의 시 어려운 점에 대해서는 ‘작성해야 할 서류와 내용이 너무 많다’는 응답이 

75.0%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 ‘최종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71.2%)’,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내용이 까다롭다(51.9%)’ 등을 주로 꼽았다. 기타 응답으로는 

“외국인 교수 또는 학생을 위한 영문 매뉴얼 및 서식 준비가 미흡하다”, “심의 결과

에 일관성이 없다”, “심의 위원들이 본인의 연구 성격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듯하다”, 

“IRB 담당자들이 친절하지 않아 질문하기 어렵다” 등의 답변이 있었다. 

원활한 IRB 심의 및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으로는 응답자 

중 55.6%가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을 꼽았으며, 이 외 ‘신규과제 외 계획변경, 

지속심의 등 심의 신청 관련 사항(50.8%)’, ‘인간 대상 연구의 수행과 관련한 법률 및 

지침(46.8%)’,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의 사항(38.7%)’,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및 적절한 모집 방법(36.3%)’, ‘취약한 연구대상자 대상 연구 시 유의 사항

(35.5%)’ 등에 특히 관심을 보였다. 기타 응답으로는 “연구 수행 시 위반 ․ 미준수에 

대한 기준과 위반 ․ 미준수 발생 시 보고 및 처리 절차에 대해 교육이 필요하다”는 

답변이 있었다.

원활한 IRB 심의 및 연구 수행을 위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는 ‘심의 서류 간소화’에 

대한 요구도가 49.2%로 가장 높았고, 이 외 ‘심의 서류 별 예시 템플릿 제공

(46.0%)’, ‘심의 결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공개(44.4%)’, ‘심의 서류 접수 시 

연구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나 질문 예시 제공(36.3%)’, ‘IRB 홈페이지 등에 심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게시(34.7%)’ 등이 주요 개선 요구 사항으로 

나타났다. 기타 응답으로는 ‘심의 절차의 신속화’, ‘심의 기준의 일관성’ 등에 대한 

요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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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체크   † N=52 

구분 항목 N(%) 
* 

심의 시 

어려움 †

작성해야 할 서류와 내용이 너무 많다 39(75.0) 

최종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37(71.2)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내용이 까다롭다 27(51.9) 

서류 서식이 본인의 연구에 해당하지 않는 내용이 많다 21(40.4) 

IRB 심의 결과 보완 사항을 납득하기 어렵다 20(38.5) 

e-IRB 사용 방법이 어렵다 12(23.1) 

사용되는 용어들이 생소하다 11(21.2) 

IRB 심의 결과 보완 사항이 잘 이해되지 않는다 10(19.2) 

기타 5(9.6) 

교육 요구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 69(55.6) 

신규과제 외 계획변경, 지속심의 등 심의 신청 관련 사항 63(50.8) 

인간 대상 연구의 수행과 관련한 법률 및 지침 58(46.8)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의 사항 48(38.7)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및 적절한 모집 방법 45(36.3) 

취약한 연구대상자 대상 연구 시 유의 사항 44(35.5) 

동의서 작성 및 적절한 동의 획득 방법 40(32.3) 

IRB 심의 및 심의 면제 대상 35(28.2) 

연구 관련 문서의 보관 및 관리 방법 19(15.3) 

기타 1(0.8) 

표 6.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 관련 추가 의견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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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복체크   † N=52 

구분 항목 N(%) 
* 

개선 요구 심의 서류 간소화 61(49.2) 

심의 서류 별 예시 템플릿 제공 57(46.0) 

심의 결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공개 55(44.4) 

심의 서류 접수 시 연구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나 질문 예시 제공 45(36.3) 

IRB 홈페이지 등에 심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게시 43(34.7) 

심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연구자 안내서 제공 41(33.1) 

심의 결과 수정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한 명확한 피드백 제공 39(31.5) 

IRB 운영지원인력의 전문성 37(29.8) 

IRB 위원의 전문성 28(22.6) 

IRB와 연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 16(12.9) 

기타 4(3.2) 

표 6.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 관련 추가 의견 (continued)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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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기관생명윤리위원회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연구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는 

<표 7>과 같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라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항목은 

성별, 연령, 전공, 소속 기관의 IRB 설치 유무, 최근 2년 간 심의 신청 경험으로 확인

되었다. 성별에 있어서는 여자가 남자보다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았으며(t=3.235, 

p=.002), 간호 및 보건학 전공 대상자들의 객관적 지식 수준이 타 전공 대상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23.99, p<.001). 또한 소속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거나(t=-4.347, p<.001), 최근 2년 간 IRB 심의 신청 경험이 있다(t=-3.852, 

p<.001)고 응답한 대상자의 객관적 지식 수준이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모두 유의미

하게 높았다. 

대상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성별, 연령, 학위 수준, 연구 

참여 및 연구책임자 경험, 소속 기관의 IRB 설치 유무, 최근 2년 간 심의 신청 경험 

및 교육 이수 횟수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다. 여자가 남자보다 

주관적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으며(t=2.106, p=.037), 연구 경험(F=14.160, p<.001)

이나 연구책임자 경험(t=-3.024, p=.003)이 있는 경우에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 

지식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또한 소속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거나, 최근 2년 간 

IRB 심의 신청 경험이나 교육 이수 경험이 있다고 응답한 대상자에서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주관적 지식 수준이 모두 유의미하게 높게 나타났다(p<.001).

IRB 심의에 대한 태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대상자의 특징은 연령, 전공, 직업, 

교육 만족도였다. 전공 및 직업에 있어서는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등 인문

사회학 계열 전공 대상자들보다 간호 및 보건학 계열 전공자들이(F=9.077, p<.001), 

대학원생보다 실무자, 연구원들이(F=8.185, p<.001)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냈으며, 

최근 2년 간 연구 윤리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 교육에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보인 경우에 IRB 심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F=8.206,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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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89   †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등  ‡ Mann-Whitney test   § Kruskal-Wallis test   || Scheffe test   ¶ Dunnett T3

변수 구분 N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태도

Mean±SD
t or F

(post-hoc)
p Mean±SD

t or F

(post-hoc)
p Mean±SD

t or F

(post-hoc)
p

성별 여자 99 16.58±3.78 3.235 .002 41.81±20.06 2.106 .037 3.51±0.53 0.819 .414

남자 25 13.76±4.30 32.60±17.23 3.40±0.67 

연령 < 30 a 51 15.35±3.22 -

(a≠b)‡

.038§ 36.61±18.82 3.510

(a<c)||

.033 3.35±0.59 3.888

(a<b)||

.023

30-34 b 55 16.47±4.73 39.55±19.90 3.64±0.48 

≥ 35 c  18 16.44±3.76 50.67±19.56 3.43±0.61 

전공 간호/보건학 a 38 18.71±2.12 23.99

(a>b,c)¶

<.001 42.63±19.15 1.102 .336 3.76±0.45 9.077

(a>b)||

<.001

인문사회학 등 †, b 73 15.11±3.93 39.75±20.25 3.32±0.58 

체육학 c 13 13.15±4.85 33.23±18.89 3.63±0.43 

직업 대학원생 a 79 15.63±4.18 1.166 .315 39.75±18.96 1.094 .338 3.34±0.57 8.185

(a<b,c)||

<.001

연구원 b 21 17.10±4.15 44.95±23.21 3.77±0.50 

실무자 c 24 16.29±3.34 36.25±19.32 3.72±0.39

표 7.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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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89   †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등  ‡ Mann-Whitney test   § Kruskal-Wallis test   || Scheffe test   ¶ Dunnett T3

변수 구분 N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태도

Mean±SD
t or F

(post-hoc)
p Mean±SD

t or F

(post-hoc)
p Mean±SD

t or F

(post-hoc)
p

학위 수준 석사 과정 중 a 64 15.70±4.28 0.962 .385 34.20±20.01 -

(a≠c)‡

.003§ 3.41±0.59 1.066 .205

석사 b 25 17.00±3.27 43.12±17.52 3.65±0.40 

박사 과정 중/ 

박사 c

35 15.86±4.07 48.20±17.92 3.50±0.59 

연구 참여 횟수 0회 a 28 14.96±3.98 1.233 .295 24.54±16.16 14.160

(a<b,c)||

<.001 3.52±0.53 - .657§

1회 b 41 16.22±4.62 41.66±17.23 3.49±0.56 

≥ 2회 c 55 16.38±3.56 46.53±19.33 3.47±0.58 

연구책임자 경험 없다 89 15.60±4.15 -1.833 .069 36.69±19.46 -3.024 .003 3.46±0.58 -0.805 .422

있다 35 17.06±3.56 48.26±18.44 3.55±0.51 

소속기관의

IRB 설치 유무 

없다/잘모르겠다 a 40 13.88±4.32 -4.347 <.001 29.85±17.76 -4.172 <.001 3.53±0.49 0.626 .533

있다 b 84 17.02±3.48 44.76±18.99 3.47±0.59 

최근 2년 간 

IRB 심의 신청 경험

없다 77 14.97±3.94 -3.852 <.001 30.23±17.23 -9.783 <.001 3.56±0.50 1.843 .068

있다 47 17.70±3.62 55.87±11.91 3.37±0.63 

표 7.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continued)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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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89   †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등  ‡ Mann-Whitney test   § Kruskal-Wallis test   || Scheffe test   ¶ Dunnett T3

변수 구분 N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태도

Mean±SD
t or F

(post-hoc)
p Mean±SD

t or F

(post-hoc)
p Mean±SD

t or F

(post-hoc)
p

최근 2년 간 

관련 교육 

이수 횟수

0회 a 35 15.00±4.14 3.027 .052 28.14±19.17 15.193

(a<b<c)||

<.001 3.52±0.61 0.089 .915

1회 b 61 15.92±4.12 40.74±18.82 3.47±0.56 

≥ 2회 c 28 17.46±3.38 53.00±13.35 3.49±0.51 

교육 이수 방법 * 온라인 교육 40 16.10±4.36 1.555 .217 41.78±17.85 2.608 .079 3.38±0.55 1.204 .305

집단 교육 20 15.55±3.91 41.25±19.96 3.60±0.62 

온라인 & 집단 

교육

29 17.41±3.22 50.79±16.15 3.52±0.48 

교육 만족도 * (매우)불만족 a 16 15.63±5.49 - .423‡ 38.25±16.70 1.484 .233 3.07±0.55 8.206

(a<b,c)||

.001

보통 b 46 16.07±3.68 44.78±17.68 3.47±0.53 

(매우)만족 c 27 17.44±3.20 48.04±19.35 3.71±0.41 

표 7.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의 차이 (continued)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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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 태도 간 상관관계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태도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는 

<표 8>과 같았다.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주관적 지식 수준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r=.327, p<.001), 마찬가지로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높을수록 IRB 심의에 대한 태도 또한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r=.221, 

p=.014). 반면,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았다(p=.748).

  

변수
객관적 지식 주관적 지식 태도

r(p) r(p) r(p)

객관적 지식 1

주관적 지식 .327(<.001) 1

태도 .221(.014) .029(.748) 1

표 8.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태도 간 상관관계

                       ( N=1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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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논 의 

본 연구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를 대상으로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를 파악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실제 IRB 심의를 진행하고 연구를 수행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논의를 하고자 한다.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지식

본 연구에서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을 객관적 지식

과 주관적 지식으로 나누어 평가하였으며 지식 수준은 모두 낮게 나타났다.

먼저, 본 연구에서 연구자들의 객관적 지식 수준은 IRB 심의 및 연구자가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연구자의 객관적 이해 정도로서, 총점 24점 만점에 평균 16.01±4.04점

으로 100점 환산 기준 66.70±16.81점의 지식 수준을 보였다. 이는 본 연구에서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측정 도구를 개발하는데 참고한 정인숙 등(2013)의 연구

에서 일개 대학원의 간호학과, 심리학과, 스포츠관련학과 학생 33명의 교육 프로그램 

전 생명윤리 관련 객관적 지식 수준이 100점 만점에 72.8점으로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또한 Heitman 등(2007)과 정인숙 등(2010)의 연구에서도 연구 윤리 

전반에 대한 지식 수준의 일부로서 대학원생들의 IRB 심의 관련 지식을 측정했는데, 

측정 도구가 달랐기 때문에 결과를 단순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해당 연구에서 IRB 

심의 관련 항목에 대한 객관적 지식 점수가 100점 환산 기준 70.8점, 59.2점이었던 

것과도 유사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 최근 2년 간 교육 이수 경험에 따라 객관적 

지식 수준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교육 이수 경험이 전혀 없는 대상자

가 전체 응답자의 28.2%,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응답한 연구자 중에서도 온라인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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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 경험만 있는 경우가 32.3% 였으며, 정인숙 등(2013)의 연구에서 연구윤리

교육 프로그램 전후 생명윤리관련 관련 객관적 교육 수준이 유의미한 상승 효과를 

보였던 점을 고려한다면,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IRB 심의와 관련한 다양한 교육 

기회 제공을 통한 IRB 심의에 대한 이해 도모가 필수적이라 생각된다.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에 있어 정답률이 낮았던 영역 및 세부 문항들

을 살펴보면, ‘IRB 심의 대상(48.8%)’, ‘심의 및 심의 면제 절차(54.0%)’, ‘문서 보관

(61.3%)’, ‘개인정보보호(65.7%)’ 영역에 대한 정답률이 전체 평균(66.7%) 보다 낮게 

나타났다. 문항별 정답률에 있어서는 ‘동물을 대상으로 하는 실험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8.9%)’, ‘연구 계획이 변경된 경우, 연구 종료 시 변경된 연구 계획

에 대해 IRB에 보고해야 한다(16.9%)’, ‘국민건강영양조사 등에 포함된 자료(data)를 

분석하는 연구는 IRB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37.1%)’, ‘증례기록서에는 연구대상자

의 이름 등 개인식별정보를 비롯한 모든 자료(data)가 포함되어야 한다(40.3%)’, 

‘연구대상자 모집 절차에 있어 대상자 수는 가능한 최대로 확보해야 한다(46.0%)’ 

문항에서 50% 이하의 낮은 정답률을 보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본 연구에서 보다 

원활한 IRB 심의 및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에 있어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의 사항’에 대해 각각 55.6%, 

38.7%의 응답률을 보였던 것과 상응하는 결과로 정인숙 등(2010, 2013)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27.7%, 45.5%가 연구 윤리 영역 중 ‘사생활 및 기  보장 방법’이나 ‘IRB 

심의가 필요한 연구 유형’에 대해 어려움을 호소했던 것이나, 김지선(2006), 엄애용 

등(2014), 오의금 등(2012), 정인숙 등(2013)의 연구에서 ‘문서 보관 기한’에 대한 

이해 수준이 낮게 나타났던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이처럼 연구자들이 인간 대상 

연구를 수행하는 데 있어 기본적인 윤리 원칙에 비해, 실제 IRB 심의를 진행하는 데 

있어 심의 대상이나 심의 및 심의 면제 절차, 연구를 수행하는데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방법 등에 대한 객관적 지식 수준이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교육과 안내

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하겠다. 한편, ‘IRB 심의 및 심의 대상’에 대해서는 교육 

요구도가 28.2%로 낮았던 데 비해 관련 문항에 대한 정답률은 낮은 것으로 나타나 

연구자들이 스스로 인식하고 있는 이해 수준보다 객관적 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Tartaro와 Levy(2014)의 연구에서 형사사법학회(Academy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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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minal Justice Sciences) 회원 397명을 대상으로 5가지 연구 윤리 시나리오를 

주고 IRB 심의 절차에 대해 물었을 때, 심의가 필요한 연구 유형에 대해서는 정답률

이 95.% 이상으로 높게 나타났던 데 비해, 보다 구체적으로 신속심의나 심의면제가 

가능한 연구 유형에 대해서는 정답률이 약 65%에 그쳤던 점을 고려할 때, 연구자들

이 본인의 연구 현장에서 실제적으로 접할 수 있는 연구 상황에 필요한 연구 계획이나 

연구대상자의 개인정보보호방법, IRB 심의 절차, 문서 보관 방법 등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한 파악과 이를 바탕으로 한 보다 실제적인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여겨진다.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지식 수준은 IRB 심의 준비에 대해 연구자 

스스로 잘 알고 있다고 인식하고 있는 정도를 의미하는 것으로서 총점 80점에 평균 

39.95±19.81점(100점 환산 기준 49.94±24.76점)의 수준을 나타냈다. 주관적 지식 

측정 도구는 본 연구자가 개발한 것으로 다른 연구와 직접적인 결과 비교는 어렵지만,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의 IRB 서류 준비 및 과정에 대한 인식 수준을 측정한 오의금 

등(2012)의 연구와 비교했을 때 5점 만점에 2.74±1.36점(54.8±27.2점)이었으며, 본 

연구에서 간호학 및 보건학 계열 전공자의 주관적 지식 점수가 42.63±19.15점

(53.29±23.94점)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IRB 심의 준비에 대한 주관적 지식은 선행 

연구와 유사한 수준이었다.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 수준을 문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연구계획서 작성 방법’에 대한 주관적 지식 점수가 10점 만점에 5.92±2.74점으로 

가장 높았으며, ‘동의서 및 설명문 작성 방법’ 5.81±2.72점,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작성 방법’ 5.27±2.67점, ‘심의신청서 작성 방법’ 5.00±2.97점, ‘기타 심의에 필요한 

서류 준비 방법’ 4.93±2.84점, ‘연구계획변경 심의 신청 방법’ 4.48±2.88점, ‘지속

심의(중간보고) 신청 방법’ 4.31±2.79점, ‘종료보고 신청 방법’ 4.24±2.77점 순으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연구자들이 신규과제 심의보다 연구 수행 중에 필요한 계획변경

이나 지속심의(중간보고), 종료보고를 위한 심의 준비를 어려워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보다 원활한 IRB 심의 및 연구 수행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교육 

내용에 있어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55.6%)’, ‘신규과제 심의 외 계획변경, 지속

심의 등 심의 신청 관련 사항(50.8%)’에 대한 교육 요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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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과제 뿐만 아니라 계획변경, 지속심의(중간보고) 등 연구 수행에 필요한 심의 

준비 전반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다 하겠다.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에서는 

먼저 전공에 따라 간호 및 보건학 전공 연구자들의 객관적 지식 수준이 교육학, 사회

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체육학 등 타 전공 연구자들에 비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F=23.99, p<.001). 선행 연구에서 IRB에 대한 인지도나 인간 대상 연구 및 인체

유래물 연구 시 IRB 심의를 받고 연구를 진행하는 비율이 의약학 분야 대학원생과 

타 전공 계열 대학원생 간에 차이를 보였던 것과 유사한 결과였다(김옥주 등, 2007; 

이인재 등, 2014). 이는 간호 및 보건학 전공자의 경우 전공 특성 상 생명윤리법 개정 

이전부터 병원에서 시행되는 임상시험 등과 관련하여 IRB 심의에 노출될 기회가 

많았던 반면, SBR 분야에서는 이전까지 IRB 심의에 대한 법적 의무가 없었으며, 

기관이나 학회 내부 규정에 의해 IRB 심의가 자율적으로 운영되어 오면서 해당 학문 

분야 내의 문화적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보인다. 따라서 SBR 분야에서도 시대적 

변화에 맞춰 해당 학문 분야 내에서 IRB 심의와 이를 바탕으로 한 연구대상자 보호가 

자연스럽게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학계 차원의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마찬가지로 소속 기관의 IRB 설치 여부에 따라 객관적 ․ 주관적 지식 수준에 모두 

유의미하게 차이가 있었다는 결과(t=-4.347, p<.001, t=-4.172, p<.001) 역시 IRB에 

대한 접근성 및 문화적 경험의 중요성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또한 연구 경험에 

있어서는 잭관적 지식의 경우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고, 연구 수행 경험이나 연구책임자 

경험이 있는 경우에 주관적 지식이 모두 높게 나타났던 반면(F=14.160, p<.001, 

t=-3.024, p=.003), 심의 경험에 있어서는 최근 2년 간 심의 신청 경험이 한 번 이상 

있는 경우에 심의 경험이 없는 경우보다 객관적 ․ 주관적 지식 수준이 모두 유의미

하게 높게 나타났다(t=-3.852, p<.001, t=-9.783, p<.001). 마찬가지로 정인숙 등

(2013)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 원칙, 심의 신청 절차 등에 

대한 교육과 함께 연구계획서 및 동의서 작성과 점검 등 실습 과정을 포함한 연구

윤리 캠프를 진행 후 생명윤리 관련 지식 변화를 측정했을 때, 객관적 ․ 주관적 지식 

수준이 유의미하게 향상되는 효과를 보였으며(p<.001), 프로그램 후 연구계획서 작성

이나 동의서 작성 등에 대한 수행 자신감 또한 유의미하게 상승하는 것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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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6.98, p<.001), 교육 방법에 있어 단순한 지식 전달 위주의 일회성 교육 보다는 

다양한 사례나 실습을 포함한 체계적인 교육 프로그램의 제공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

된다. 한편, 본 연구에서는 학위 수준이나 연구 경험, 관련 교육 경험 등에 따른 IRB 

심의 관련 객관적 지식 수준에 차이가 없었지만, 김지선(2006), 오의금 등(2012), 

허유성과 김정연(2012)의 연구에서는 학위 수준이나 관련 교육 경험에 따라 연구 

윤리나 IRB에 대한 인식 및 지식 수준이 높은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이 주관적 지식(r=.327, p<.001)

이나 태도(r=.221, p=.014)와 모두 양의 상관관계가 있음을 고려할 때, 연구자의 객관

적 지식 수준을 높일 수 있는 다각도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2.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심의에 

대한 태도

본 연구에서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는 IRB 심의와 관련 교육 및 안내 등

에 대한 연구자의 생각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5점 만점에 평균 3.49±0.56점으로 나타

났다. 선행 연구들에서 IRB 심의에 대한 태도를 종합적으로 점수화한 결과가 없어 그 

수준을 비교하기는 어렵지만, 이는 ‘매우 그렇지 않다’ 1점에서부터 ‘매우 그렇다’ 5점

까지 점수를 부과한 결과로 보통 수준 이상의 긍정적 태도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IRB 심의에 대한 태도를 하위 영역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살펴보면, IRB 심의

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3.83±0.80점을 보인데 비해 심의의 유익성이나 심의 권한에 

대해서는 3.19±0.70점, 3.00±0.86점으로 필요성에 대한 점수 보다 낮게 나타나, 

연구자들이 연구대상자의 보호라는 IRB의 기본적인 취지에는 동의하지만 연구대상자

의 보호와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연구의 설계나 방법적인 측면에 관여하는 것에 대해

서는 반감을 가질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들(Ferraro et al., 1999; Guillemin et 

al., 2012; Liddle & Brazelton, 1996)과 방향을 같이 한다고 볼 수 있다. 또한 IRB 

심의 관련 안내 및 교육에 대해서도 연구자들이 그 필요성에 대해서는 3.96±0.6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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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높게 인식하고 있는 반면, 실제 제공되고 있는 교육 및 안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3.05±0.90점으로 평가하고 있어 IRB 심의 관련 안내 및 교육이 연구자들의 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자들의 IRB 심의와 관련한 태도에 대해 문항별로 살펴보면, 심의의 필요성에 

있어서는 ‘IRB 심의는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는 데에 

4.21±0.84점으로 응답자 중 17명을 제외한 86.3%가 4점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사회행동과학 연구(SBR)의 경우, IRB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지 않다’는 데

에는 역코딩 결과 3.44±1.19점으로 전체 인간 대상 연구에 비해 IRB 심의 필요성을 

덜 느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여전히 많은 연구자들이 SBR의 경우 신체적

으로 가해지는 직접적인 위험이 적다는 점에서 SBR의 위험이나 IRB 심의의 필요성

을 과소평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SBR의 경우 신체적

인 위해는 적을지라도 연구대상자에게 가해지는 직 ․ 간접적 위해는 오히려 더 광범위

할 수 있으며(김옥주, 최은경, 2006), 연구자 스스로 IRB 심의의 필요성을 느끼지 

못할 경우 IRB 심의 없이 연구를 진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에서(이인재 등, 

2014)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 속임의 문제와 같이(김옥주, 최은경, 2006; Citro et 

al., 2003; Diener & Crandall, 1978) SBR이 갖는 주요한 특징과 이에 필요한 연구

대상자 보호 대책 등 IRB 심의의 중요성에 대한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

IRB의 권한에 있어서는 IRB가 기본적인 심의 뿐만 아니라 승인된 연구의 수행 

과정에 대한 관리 ‧ 감독 역할까지 수행해야 한다는 데에 3.57±0.99점으로 대체로 

동의하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에 ‘IRB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만을 심의해야 한다’, 

‘연구의 과학적‧ 학술적 타당성에 대한 심의는 IRB의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다’에 대해

서는 역변환 시 2.74±1.12점, 2.68±1.17점으로 각 문항에 대해 45.2%, 50.0%의 

응답자가 “그렇다” 또는 “매우 그렇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Ferraro 등

(1999)의 연구에서 응답자의 75%가 IRB의 역할 범위에 대해 연구 방법 및 설계에 

대한 변경을 요구해서는 안 되며, 또한 그러한 변경이 연구대상자의 실제적인 보호와 

거의 관계가 없었다고 느끼고 있었던 점이나 Guillemin 등(2012), Liddle과 

Brazelton(1996)의 연구에서 IRB가 연구의 방법론적인 측면에 대해 관여하는 것이 

IRB의 권한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는 연구자들의 의견과 같은 맥락이라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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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연구대상자의 보호는 기본적으로 과학적으로 타당한 연구의 수행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생명윤리법에서도 IRB의 업무 중 하나로서 연구계획서의 윤리적 

‧ 과학적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법적인 책임을 부여하고 있는 만큼 연구자는 IRB의 

심의 권한을 이해하고 IRB와 연구자 간의 원활한 의사소통을 바탕으로 상호 협력 하

에 연구대상자 보호라는 하나의 목적을 지향해 갈 수 있어야 할 것이다.

IRB 심의의 유익성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이 ‘IRB 심의를 통해 연구대상자의 권리와 

안전을 보호할 수 있다’, ‘IRB 심의는 연구의 질(Quality)을 향상시킬 수 있다’에 

4.00±0.71점, 3.65±0.96점으로 평균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 반면 ‘IRB 심의 

절차가 원활한 연구 진행을 어렵게 한다’거나 ‘IRB 심의 시 요구되는 요식적인 사항

이 많다’는 데에 역변환 시 2.74±1.00점, 2.39±0.97점으로 부정적인 태도를 나타냈다. 

이는 선행 연구들에서 IRB가 연구의 질을 향상시킨다는 데에는 대체로 동의하는 

한편, IRB 심의 절차의 비효율성(Ashcraft & Krause, 2007; Council et al., 1999), 

까다롭거나 형식적인 서류 작업, 비합리적인 요구 사항, 승인 지연(손순영, 2011; 

Ferraro et al., 1999; Liddle & Brazelton, 1996) 등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점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심의 경험이 있는 대상자 중 50% 이상이 IRB 

심의 시 어려움으로 ‘작성해야 할 서류와 내용이 너무 많다(75.0%)’거나, ‘작성해야 

하는 서류와 내용이 까다롭다(51.9%)’, ‘최종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너무 길다

(71.2%)’를 꼽았던 것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볼 수 있다. 무엇보다 이인재 등

(2014), Ashcraf와 Krause(2007), Liddle과 Brazelton (1996)의 연구에 따르면 승인 

지연에 대한 우려가 IRB 심의 절차 없이 연구를 수행하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

에서 IRB 스스로 심의 절차 간소화 및 승인 기간 단축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과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4.13±0.78점, 

4.27±0.72점으로 연구자들 대부분이 그 필요성을 공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관련 안내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응답자 중 11명을 제외한 91.1%의 응답자가 4점 

이상의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또한 교육 및 안내가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유용

하다는 데에도 3.85±0.81점, 3.85±0.80점으로 대체로 긍정적이었으며, 응답자의 

68.6%는 교육 제공 시 적극적으로 참여하겠다고 답하였다. 

반면, 교육 및 제공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모두 평균 이하의 만족도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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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RB 심의 신청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은 ‘IRB 심의 및 심의 준비에 대한 교육이 충분히 

제공되고 있다’에 대해서는 3.02±0.94점의 만족도를 보인 한편, ‘심의 준비 및 심의 

신청 절차에 대한 안내’, ‘신규 과제 승인 후 연구 수행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사항에 

대한 안내’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각각 3.02±0.98점, 3.12±1.02점의 만족도를 나타냈다. 

이는 정인숙 등(2010)의 연구에서 연구 윤리 교육에 대한 요구도는 교수 91.3%, 

대학원생 88.0%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대학원 교육 과정 동안 연구 윤리에 대한 

교육이 충분함’이라고 응답한 비율은 교수 28.6%, 대학원생 39.3%로 훨씬 낮았던 것

과 유사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연구자들의 이러한 교육 및 안내 요구도를 

반영한 IRB 차원의 교육 등 지원 활성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하겠다. 교육 내용으로는 

연구자들이 주된 교육 요구 사항으로 꼽았던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 ‘신규과제 

심의 외 계획변경, 지속심의 등에 대한 심의 신청 관련 사항’, ‘인간 대상 연구의 수행

과 관련한 법률 및 지침’,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며, 교육 방법에 있어서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단순 지식 전달 위주의 교육 

보다는 실제 사례별 연구계획서 및 심의신청서 작성 실습 및 토론, IRB 모의 심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포함한 교육의 제공이 필요하다 하겠다(김미정, 2015; 오의금 등, 

2012; 정인숙 등, 2010; 홍석영 등, 2005). 또한 연구자들은 원활한 연구 수행 및 

IRB 심의를 위해 필요한 개선 요구 사항으로 IRB와 연구자 간의 의사소통 활성화나 

IRB 위원 및 운영지원인력의 전문성 강화 등 IRB 심의 내용보다는 앞에서 언급한 바

와 같이 ‘심의 서류 간소화(49.2%)’를 가장 우선적으로 꼽았으며, ‘심의 서류 별 예시 

템플릿 제공(46.0%)’, ‘심의 결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공개(44.4%)’, ‘심의 

서류 접수 시 연구자들이 많이 범하는 오류나 질문 예시 제공(36.3%)’, ‘IRB 홈페이지 

등에 심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게시(34.7%)’와 같이 심의 준비에 

필요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가이드에 대한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파악되었다. 

그러나 김시형과 추정완(2015)의 연구에 따르면 미국 대학의 IRB는 표준운영지침을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되어 있으며, 여기에는 IRB 심의 기준 및 절차 등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어 연구자들이 이를 바탕으로 심의 절차를 이해하고 심의를 준비할 수 

있도록 돕고 있는데 반해 국내 대학 IRB의 경우 SBR 및 해당 연구의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이 부족한 상태이며, 또한 대체로 이를 공개하지 않고 있어 연구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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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더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하였다. 생명윤리법에 따라 IRB는 연구자를 위한 윤리

지침을 마련하여 제공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IRB는 SBR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자들이 준수해야 할 규정 및 절차들을 

보다 쉽게 이해하고 준수할 수 있도록 구체화된 연구자 윤리지침 및 매뉴얼 등을 

제공할 필요가 있다.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태도를 분석한 결과로는 연령, 전공, 직업, 

교육 만족도에 따라 IRB 심의에 대한 연구자의 태도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령에 있어 30세 이상 35세 미만 연령대 대상자에서 30세 미만의 대상자보다 IRB 

심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으며(F=3.888, p=.023), 교육학, 사회복지학, 심리

학, 아동학 등 인문사회 계열 전공자보다 간호 및 보건학 계열 전공자들이(F=9.077, 

p<.001), 대학원생보다 실무자, 연구원들이(F=8.185, p<.001) 긍정적인 태도를 나타

냈다. 이러한 결과들은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비교

했을 때, 모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지만, 태도 점수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또한 객관적 지식과 태도 간에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에서 연구자들을 

위한 체계적인 교육과 안내 등을 통해 IRB 심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을 확립하고 

긍정적인 문화를 형성해가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최근 2년 간 연구 윤리 

관련 교육 이수 경험이 있는 경우 참여 교육에 불만족한 경우보다 보통 이상의 만족도

를 보인 경우에 IRB 심의에 대해 긍정적인 태도를 보인다는(F=8.206, p=.001) 결과 

또한 이러한 제언을 뒷받침한다 할 수 있다. 

무엇보다 선행 연구들에서 IRB 심의에 대한 태도가 IRB 심의 및 관련 규정의 준수

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고하고 있고(이인재 등, 2014; Ashcraft & Krause, 

2007; Liddle & Brazelton, 1996), 이는 곧 연구대상자들의 안전 및 권리 보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에서 IRB 심의에 대한 긍정적 태도 변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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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의 제한점

본 연구의 제한점은 다음과 같다.

1) 방법론적 측면에서 본 연구는 이메일로 발송된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대상자를 모집 후 인터넷 설문조사 방법으로 자료 수집을 진행하였기에 중복 참여 

가능성, 불성실한 응답 등으로 인한 자료의 신뢰도에 대한 우려를 배제하기 

어렵다. 중복 참여 가능성을 배제하고자 시스템 상에서 동일한 인터넷 접속 

주소에서 1회 이상 설문 참여가 불가능하도록 제한하였고, 불성실한 응답을 

제외하고자 전체 165개 응답 중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41부(24.8%)를 제외하였으나, 인터넷 설문조사 참여자의 특성을 고려한 연구 결과 

해석이 필요하다.

2) 측정 도구의 측면에서는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한 표준화된 도구가 개발되어 있지 않아 선행 연구 및 연구자들과의 면담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자가 개발한 설문지를 이용하였고, 신뢰도와 타당도 

검사를 통해 유의한 측정도구임을 검증하기는 하였으나, 다른 연구 결과들과 

비교하는 데 제한점이 있으며,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서는 측정도구를 보완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SBR 심의에 대한 표준화된 지침이 아직까지 

제한적인 관계로 SBR에 특징적으로 요구되는 원칙이나 심의 기준에 대해 

연구자들이 이해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측면이 있다는 

점에서 본 도구를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3) 통계적 측면에서 우선 표본 추출에 있어 편의 표집(convenience sampling) 및 

눈덩이표집(snowball sampling)과 같은 비확률표본추출법을 사용했기 때문에 

모집단에 대한 대표성이 떨어지며 따라서 결과를 일반화하는 데에도 한계가 

따른다(이은옥 등, 2009). 결과 분석에 있어서는 그룹별 대상자 수가 30개 미만인 

경우, Kolmogorov-Smirnov test를 사용한 정규성 검정을 시행하였고, 일부 

그룹의 자료가 정규성을 띤다고 가정할 수 없어, 비모수적 분석 방법을 사용해야 

했기 때문에 평균의 차이를 비교할 수 없었으며, 검정력이 낮다는 한계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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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IRB 심의에 대한 지식, 태도를 비교하는데 있어 

다중회귀분석을 시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각 변수 고유의 영향을 분석하기 

어려우며, 특히 연령과 학위 수준, 연구 경험과 심의 신청 경험 또는 성별과 전공 

등 변수의 경우 다중공선성(multicollinearity)이 존재 가능하다는 점에서 이를 

고려한 결과의 해석이 필요하다(배정민, 박경훈, 2012). 따라서 본 연구 결과의 

일반화를 위해서는 모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충분한 수의 연구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 및 다중공선성을 고려한 회귀분석 등 추가적인 통계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생명윤리법의 전면 개정에 따라 연구 수행 

에 있어 IRB 심의가 의무화된 대학 내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이 많은 혼란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예상됨에도 이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 결과가 없었던 

상황에서 해당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파악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확인된 연구자들의 어려움이나 교육 

및 개선 요구 사항들은 연구자들에게 실제적으로 필요한 교육을 제공하고 실무적인 

개선안을 마련하는데 있어 기초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또한 나아가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이해 수준을 높이고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함으로써 

원활한 IRB 심의 및 연구 수행을 가능하도록 하고 궁극적으로는 연구대상자를 

보호하고 연구의 질을 향상시키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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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결론 및 제언

 

1. 결 론 

본 연구는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파악함으로써, 원활한 IRB 심의 진행 및 연구 수행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효과적인 

중재 방안을 마련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시도된 횡단적, 서술적 

조사 연구이다. 

2016년 10월 10일부터 2016년 12월 30일까지 간호학, 교육학, 보건학, 사회 

복지학, 심리학, 아동학, 체육학 등을 전공으로 국내 대학원 석 ․ 박사 과정에 재학 

중이거나 과정을 수료한 연구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설문조사를 통해 자료 수집을 

시행하였다. 연구도구는 선행 연구에 기반하여 본 연구자가 자체 개발한 구조화된 

설문지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165개의 자료 중 무응답 항목이 있거나 불성실한 

응답을 한 41부를 제외한 124개 자료를 대상으로 SPSS/WIN version 21.0 통계 

분석 프로그램으로 기술통계, 독립표본 T-검정, 일원배치 분산분석, Pearson 

상관분석 등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 주관적 지식은 대체로 

낮은 수준이었으며, IRB 심의 대상 및 신규과제 외 연구계획변경, 지속심의, 

종료보고 등 심의 신청 방법에 대해 특히 낮은 지식 수준을 보였다.

2)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는 보통 보다 약간 긍정적인 

수준이었다. 심의의 필요성에 비해 심의의 유익성, 심의 권한에 대해 덜 

긍정적이었으며, 교육 및 안내의 필요성에 대한 인식에 비해 실제 제공되는 교육 

및 안내에 대한 만족도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IRB 심의 시 어려운 점으로는 

심의 서류 작성의 어려움, 최종 승인까지 소요시간 등 심의 절차 상의 문제를 

주로 들었으며,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에 대한 교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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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심의 서류 간소화, 심의 서류 별 예시 템플릿 제공 및 심의 결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공개 등을 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특성에 따른 지식과 태도의 유의한 차이점으로는 

간호 및 보건학 전공자들의 객관적 지식 수준이 타 전공자들에 비해 높았으며, 

소속 기관에 IRB가 설치되어 있거나, 최근 2년간 IRB 심의 신청 경험이 있는 

경우에 객관적 ․ 주관적 지식 수준이 높았다. 또한 대학원생보다 연구원, 실무자의 

경우, 최근 2년 간 참여한 교육에 대해 보통 이상의 만족도를 나타낸 경우에 IRB 

심의에 대해 보다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4)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객관적 지식과 주관적 지식, 태도 

간에는 유의한 정적 상관관계를 나타낸 반면, IRB 심의에 대한 주관적 지식과 

태도 간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2. 제 언 

본 연구의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제언을 하고자 한다.

1) 교육적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IRB 심의와 관련한 교육의 필요성에 대해 

높게 공감하고 있는 반면, 실제적인 교육 제공은 연구자의 요구 수준에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점에서 IRB 심의와 관련한 지식 향상과 더불어 실제 원활한 

IRB 심의 진행 및 연구 수행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의 지원이 필요하다. 교육 

프로그램의 내용 구성에 있어서는 연구자들이 필요로 하는 주제로 나타났던 인간 

대상 연구의 수행과 관련한 법률 및 지침, IRB 심의 서류 작성 방법, 신규과제 

심의 외 계획변경, 지속심의 등에 대한 심의 신청 관련 사항,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한 유의 사항 등이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교육 방법에 있어서도 

단순한 지식 전달의 교육이 아닌 실제 사례별 연구계획서 및 심의신청서 작성 

실습이나 관련 주제에 대한 토론, IRB 모의 심의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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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함으로써 교육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IRB 

자체적으로 이러한 양질의 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는 

점에서 연구윤리정보센터, 대학연구윤리협의회 등 연구 윤리 단체 및 각 학문 

분야별 주요 학회를 중심으로 대학 내 IRB 심의 문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며,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 국가 차원에서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이 함께 이루어 져야 하겠다. 

2) 실무적 측면에서는 많은 연구자들이 작성해야 할 서류가 너무 많고 까다로우며, 

최종 승인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길다고 느끼고 있어 심의 서류 간소화, 정규 

회의의 확대 개최 및 신속심의 제도의 효율적 활용 등을 통한 승인 소요 시간 

단축 등 IRB 차원의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연구자들의 심의 서류 작성에 

대한 불편함 감소나 반복된 수정 요청 및 재심의 등으로 인해 지연되는 심의 기간 

단축을 위해 심의 준비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안내 게시 및 심의 서류 별 작성 

예시 템플릿 제공, 심의 서류 접수 시 또는 심의 결과로 자주 지적되는 사항에 

대한 공개 등 실제적인 지원 방안의 마련을 제언하는 바이다.

3) 정책적 측면에서는 IRB 심의에 대한 실제적인 교육 및 안내를 위해 근본적으로 

IRB 심의에 필요한 구체적인 지침의 마련이 요구된다는 점에서 SBR 특성에 맞는 

IRB 표준운영지침의 마련이 필요하다 할 수 있으나, 국내에서는 SBR IRB의 짧은 

역사만큼 기관 IRB에서 참고할 만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생명윤리법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2조에서 IRB 운영의 적절한 감독 

․ 지원을 위한 보건복지부장관의 업무로서 IRB 표준운영지침 작성 지원을 규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 정책적 측면에서 SBR 고유의 특성을 반영한 IRB 표준운영지침을 

마련하고,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언 하는 바이다.

4) 연구적 측면에서는 본 연구에서 이전까지 진행된 연구와 달리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의 IRB 심의에 대한 지식과 태도를 종합적으로 측정하였다는 데에는 

의의가 있지만, 본 도구가 실제 SBR에 특징적으로 요구되는 윤리 원칙이나 심의 

기준 등을 포함하지 못했다는 점에서 이 점을 보완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본 연구의 대상자 중 대다수가 심의 신청 경험이 없었다는 점에서 심의 



- 58 -

신청 경험이 있는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자의 IRB 

심의에 대한 태도 및 실제적인 요구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한 질적 연구를 

제언한는 바이다. 통계적으로는 일부 대상군에서는 정규성 검정이 어려웠다는 

점에서 연구 결과를 일반화하기 위해 보다 많은 연구대상자를 대상으로 한 반복 

연구가 필요하며, 연구 대상자에 있어서도 대학원생 뿐만 아니라 현재 연구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는 연구자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행동과학 분야 

연구자들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전공 분야별로 IRB 심의에 

대한 지식 수준이나 태도 등에 차이가 있었던 점을 고려할 때 각 학문 분야 별 

연구 윤리 문화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마지막으로 대학 내 IRB 심의 

문화가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 IRB의 안정적인 운영이 기본이 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대학 내 IRB 위원이나 운영지원인력을 대상으로 한 IRB 운영 실제에 대한 

연구를 제언하는 바이다.



- 59 -

참 고 문 헌

강은희, 김은애, 권복규, 조은희. (2006). 연구윤리교육에 대한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의견 및 요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9(2), 187-202. 

권지혜, 유종향, 김윤영, 김호석, 이시우. (2011). 체질의학임상연구자들의 임상연구 

윤리에 대한 인식 및 태도 조사. 사상체질의학회지, 23(4), 514-525. 

김미정. (2015). 국내 임상시험실시기관의 임상시험윤리교육 현황 조사 연구. (국내

석사학위논문), 가톨릭대학교 생명대학원, 서울. 

김시형, 추정완. (2015). 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심의 기준에 관한 연구. 생명윤리정책

연구, 9(2), 25-56. 

김옥주, 최은경. (2006). 관찰 연구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보호. 한국역학회지, 

28(2), 129-137.

김옥주, 장인진, 조진호, 유싱호, 이준석, 최은경. (2007). 생명과학연구자들을 위한 

인간 대상 연구 윤리. 서울: 한국보건산업진흥원. 

김은애. (2014a). 전부개정 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의 연구대상자 보호 

측면에서의 의의와 한계. 생명윤리, 15(2), 15-35. 

김은애. (2014b). 학술연구논문 :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대학 생명

윤리위원회의 구성, 운영에 대한 제언 : 국내외 인증기준 상의 요구사항을 반영

한 실질적 방안을 중심으로. 법학논집, 18(4), 269-294. 

김지선. (2006). 임상시험심사위원회에 대한 IRB 위원과 임상연구자의 인식도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김진경, 김택중. (2016). 사회행동과학연구(SBR)의 연구자-연구대상자 관계에서 도덕 

판단 원리로서 “공감”의 의의. 생명윤리, 17(2), 1-15. 

미래창조과학부. (2015). 2014년도 연구개발활동조사보고서. 경기: 미래창조과학부.

민정애, 최석주, 정경란, 오수영, 김종화, 노정래. (2007). 임상연구 : 지연 임신의 임상 

현황에 대한 국내 조사. 대한산부인과학회, 50(1), 79-84. 

박수헌. (2013). 인간대상연구에 있어서 기관생명윤리위원회의 역할에 관한 한국과 

미국의 규제법 비교. 생명윤리정책연구, 7(1), 1-30.



- 60 -

박준규. (2015).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학생들의 연구윤리의 기초지식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서울.

배정민, 박경훈. (2012). (그림으로 이해하는) 닥터 배의 술술 보건의학통계. 서울 : 

한나래아카데미.

백수진, 권복규. (2007). 임상시험심사위원회와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의 개선방향에 

관한 고찰. 생명윤리정책연구, 1(2), 141-156.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2006). [SciON] 설문결과보고서 - 줄기세포 사건, 수업

료만큼 배웠나?. 경북 ; 생물학연구정보센터(BRIC). Retrieved from. http:// 

www.scion.net/survey/report/.

서은주. (2008). 생명과학 연구자들의 연구윤리 의식에 관한 조사. (국내석사학위논문), 

강릉대학교, 강릉. 

서이종. (2010). 사회과학 및 행동과학 연구의 생명윤리. 대한외과학회 학술대회 초록집, 

305-314.

서이종, 김도균, 김미경, 김옥주, 박성호, 박재학, & 홍성욱. (2013). (학문 후속세대를 

위한) 연구윤리. 서울: 박영사.

손순영. (2011). 임상시험 연구윤리에 대한 임상연구자들의 인식 및 태도 조사. (국내

석사학위논문), 고려대학교 보건대학원, 서울.

안영주, 김정은. (2013). 해외 교환학생 프로그램에 참가한 미국 대학생들의 음식 

선호도와 이문화 커뮤니케이션 불안감과의 관계. 동북아관광연구, 9(1), 

193-213. 

엄애용, 안영하, 추정완, 우제창, 오정균. (2014). 국내 생명윤리 분야 연구자의 생명

윤리 기준 준수사항 실태조사. 한국산학기술학회 학술대회논문집, 954-956. 

오의금, 김상희, 유재용. (2012). 간호학 전공 대학원생들의 연구윤리에 대한 인식, 

자기효능감 및 지식수준.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5(2), 244-257. 

이소형. (2015). 임상시험 실시 기관 내 시험대상자 보호 업무의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국내석사학위논문),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서울. 

이월숙. (2015). 신규간호사의 역할 이행 예측모형. (국내박사학위논문), 연세대학교 

대학원, 서울. 



- 61 -

이은옥, 임난영, 박현애, 이인숙, 김종임, 배정이, 이선미. (2009). 간호연구와 통계

분석. 파주 : 수문사.

이인재. (2014). 연재11.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윤리. 대한피부미용학회지, 12(2), 

141-146. 

이인재, 최경석, 홍석영. (2007).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 조사・분석. 서울: 한국

연구재단.

이인재, 김영목, 추정완, 박원열, 김홍규, 송선영, 권현주. (2014). 국내 연구윤리 활동 

실태조사 연구. 서울: 한국연구재단.

정인숙, 구미옥, 김금순, 이광자, 양수. (2010). 간호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요구도 조사. 

한국간호과학회, 40(4), 515-523. 

정인숙, 권영규, 조용석, 이은주. (2013). 대학원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윤리 캠프와 

상담실 운영: 연구대상자 보호를 중심으로. 서울: 한국연구재단.

차승현. (2012). 전부개정에 따른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적용범위 변화: 인간

대상연구를 중심으로. 생명윤리포럼, 1(2), 38-44. 

최경석. (2009). 생명윤리와 연구윤리. 사고와 표현, 2(1), 173-201. 

최은경, 김수연, 김옥주. (2008). 줄기세포 연구자의 연구 윤리 일반에 관한 인식 및 

절차. 생명윤리, 9(2), 1-16. 

한성숙, 안성희, 구인회, 이미송. (2007). 생명과학 연구자의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을 위한 기초연구 - 연구윤리 경험, 교육현황 및 요구. 한국의료윤리학회지, 

10(1), 83-98. 

허유성, 김정연. (2012). 특수교육 분야의 인간대상 연구윤리 실태 및 발전방향 탐색. 

특수교육 저널 : 이론과 실천, 13(4), 233-259. 

홍석영, 이상욱, 구영모, 조은희. (2005). 연구논문 : 생명과학 연구윤리 교육과정 개발

을 위한 연구자들의 의견 조사 연구. 생물교육(구 생물교육학회지), 33(1), 

82-94. 

Ashcraft, M. H., & Krause, J. A. (2007).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ers’ 

experiences with their IRBs. Ethics & behavior, 17(1), 1-17. 

Citro, C. F., Ilgen, D. R., Marrett, C. B., & National Research, C. (2003). 



- 62 -

Protecting Participants and Facilitating Social and Behavioral Sciences 

Research. Washington, D.C.: National Academies Press. 

Council, J. R., Smith, E. J., Kaster-Bundgaard, J., & Gladue, B. A. (1999). 

Interactions concerning risky research: Investigators rate their IRBs 

(and vice versa). In Chastain, G. D. (Ed.), & Landrum, R. E. (Ed.), 

Protecting human subjects: Departmental subject pools and institutional 

review boards(pp. 183-199). Washington, DC, US : American Psychological 

Association,   

Diener, E., & Crandall, R. (1978). Ethics in social and behavioral research. 

Chicago : University of Chicago Press.

Ferraro, F. R., Szigeti, E., Dawes, K. J., & Pan, S. (1999). A Survey Regarding 

the University of North Dakota Institutional Review Board: Data, 

Attitudes, and Perceptions. The Journal of Psychology, 133(3), 272-280. 

Gu, J., Wang, Q., Wang, X., Li, H., Gu, M., Ming, H., . . . Wu, H. (2014). 

Assessment of registration information on methodological design of 

acupuncture RCTs: a review of 453 registration records retrieved from  

WHO International Clinical Trials Registry Platform. Evidence-Based 

Complementary and Alternative Medicine, 2014. 

Guillemin, M., Gillam, L., Rosenthal, D., & Bolitho, A. (2012). Human research 

ethics committees: examining their roles and practices. Journal of 

Empirical Research on Human Research Ethics, 7(3), 38-49.

Heitman, E., Olsen, C. H., Anestidou, L., & Bulger, R. E. (2007). New graduate 

students’ baseline knowledge of the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Academic Medicine, 82(9), 838-845.

Kotzer, A. M., & Milton, J. (2007). An education initiative to increase staff 

knowledg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 guidelines in the USA. Nursing 

& Health Sciences, 9(2), 103-106. 

Liddle, B. J., & Brazelton, E. W. (1996). Psychology Faculty Satisfaction and 



- 63 -

Compliance with IRB Procedures. IRB: Ethics & Human Research, 

18(6), 4-6. 

Malouff, J. M., & Schutte, N. S. (2005). Academic psychologists’ perspectives 

on the human research ethics review process. Australian Psychologist, 

40(1), 57-62. 

Multon, K. D., Brown, S. D., & Lent, R. W. (1991). Relation of self-efficacy 

beliefs to academic outcomes: A meta-analytic investigation, Journal of 

Counseling Psychology, 38(1) : 30-38.

Paul, C. (2000). Health researchers’ views of ethics committee functioning in 

New Zealand. The New Zealand medical journal, 113(1111), 210-214. 

Shamoo, A. E., & Resnik, D. B. (2009). Responsible conduct of research: 

Oxford University Press.

Tartaro, C., & Levy, M. P. (2014). Criminal justice professionals‘ knowledge of 

institutional review boards (IRBs) and compliance with IRB protocol. 

Journal of Criminal Justice Education, 25(3), 321-341. 

Tashakkori, A., & Teddlie, C. (2003). Handbook of mixed methods in social 

&amp; behavioral research. Thousand Oaks, Calif. : SAGE Publications.

The Harvard Clinical and Translational Science Center(Harvard CATALYST). 

(2014). SBER 101. Overview of Social, Behavioral, and Educational 

Research. Retrieved from. https://catalyst.harvard.edu/programs/regulatory/

sber.html.

Valutis, S., & Rubin, D. (2010). IRBS AND SOCIAL WORK: A SURVEY OF 

PROGRAM DIRECTORS’ KNOWLEDGE AND ATTITUDES. Journal of 

Social Work Education, 46(2), 195-212. 



- 64 -

부록 1. 기관생명윤리위원회(IRB) 승인서



- 65 -

부록 2. 연구대상자 모집 공고문 



- 66 -

부록 3. 연구대상자 설명문 및 동의서



- 67 -



- 68 -



- 69 -

부록 4. 설문지



- 70 -

페이지 1



- 71 -

페이지 2



- 72 -

페이지 3



- 73 -

페이지 4



- 74 -

페이지 5



- 75 -

페이지 6



- 76 -

페이지 7



- 77 -

ABSTRACT

Knowledge and Attitude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on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Review

Lee, Goeun

Department of Nursing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is a descriptive survey research to examine knowledge and 

attitude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on Institutional Review Board(IRB) 

review. The data was collected by internet surveys from Oct. 10, 2016 and 

Dec. 30, 2016 by sending e-mails to a total 650 of researchers as a survey 

target who are studying at a graduate school or have completed a course in 

Korea with a major in Nursing, Education, Public health, Social welfare, 

Psychology, Paedology, Physical Education, etc. Data collection instruments 

used the structured questionnaires developed by the researcher based on 

advanced researches. A total of 165 answered the survey and 124 of them 

were finally analyzed. The data were analyzed using SPSS/WIN version 21.0 

for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alysis of 

variance(ANOVA), Pearson’s correlation, etc.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 

1. The characteristics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were that average age 

was 30.84±5.20 years, female dominated with 79.8%. The major in Nursing 

was the most with 23.4%, followed by Psychology 20.2%, Social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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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5%, Paedology 11.3%, Physical education 10.5%, Education 8.1%, Health 

science 7.3%. The students in the master's course were a majority (51.6%), 

average research experience was 2.02±1.98 times, and 71.8% of the 

researchers did not have experience as research director. In addition, 

67.7% of the researchers answered that IRB was installed in their 

organizations, 37.9% of the researchers and 71.8 of the researchers 

respectively had experience in applying for IRB review and related 

education for the last two years.

2. The objective knowledge means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objective 

understanding on IRB review, and the level of objective knowledge was low 

(mean score 16.01±4.04 out of 24, average correct answer was 66.7%). 

The area of lowest objective knowledge was ‘Subjects for IRB 

review(average correct answer rate 48.0%)’. The subjective knowledge 

means the level of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subjective awareness on 

preparation for IRB review, and the level of subjective knowledge was 

39.95±19.81 out of 80. The score for ‘Application for review of protocol 

modifications(mean score 4.48±2.88 out of 10)’, ‘Application for continuing 

review of research(4.31±2.79 out of 10)’ and ‘Application for review of 

research closure(4.24±2.77 out of 10)’ was lower than ‘Writing research 

proposal(5.92±2.74 out of 10)’, ‘Writing informed consent(5.81±2.72 out of 

10)’.

3. The attitude means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thinking on IRB review, 

education and guide, and attitude score was slightly more positive than 

normal(mean score 3.49±0.56 out of 5). It was less positive about ‘Merit of 

IRB review(mean score 3.19±0.70 out of 5)’, ‘Authority of IRB(3.00±0.86 

out of 5)’ than ‘Need for IRB review(3.83±0.80 out of 5)’, and the score of 

‘Need for education and guide(3.96±0.64 out of 5)’ was lower th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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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ropriateness of education and guide(3.05±0.90 out of 5)’. Researchers 

cited ‘Writing document for IRB review(75.0%)’ and ‘Period of time for 

approve(71.2%)’, etc. as difficulties in deliberation, wanted ‘Education about 

document preparation for IRB review(55.6%)’, ‘Education about application 

for review of protocol modifications and continuing review of research, 

etc.(50.8%)’, ‘simplification of IRB review document(49.2%)’, ‘Sample 

template for IRB review document(46.0%)’, ‘Disclosure of matters frequently 

referred to as IRB review results(44.4%)’, etc.

4. Significant differences of knowledge, attitude according to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characteristics was that the level of objective knowledge 

among majors in Nursing, Health science was higher than the others 

(F=23.99, p<.001). Researchers who had installed IRB in their institutions or 

who had applied for IRB review within the last two years had greater 

objective knowledge (t=-4.347, p<.001, t=-3.852, p<.001) & subjective 

knowledge than otherwise (t=-4.172, p<.001, t=-9.783, p<.001). In addition, 

research workers, practitioners showe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IRB review than Graduate students (F=8.185, p<.001), and the participants 

who had satisfied more than the average related to educations in the last 

two years showed a more positive attitude toward the IRB review than the 

others (F=8.206, p=.001).

5.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objective knowledge on IRB review was 

significantly and positively correlated with subjective knowledge (r=.327, 

p<.001), attitude (r=.221, p=.014). However, researchers' subjective 

knowledge was not significantly correlated attitude (p<.748).  

Based on the study results, in order to improve the knowledge level on IRB 

review among social behavioral researchers and to form a positive cul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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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re practical training programs and guide on the topics that researchers 

need should be provided. The main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utilized as a 

foundation to develop effective educational programs that are actually 

necessary for researchers and to establish practical improvement plans by 

confirming the difficulties felt by researchers and the educational and 

improvement requirements on IRB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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