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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 연구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김옥주, 최은경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의사학교실

역학 연구에서 찰연구는 매우 요한 치를 차

지하고 있다. 에는 찰연구는 피험자에게 직

인 조작을 가하지 않기 때문에 재 연구(intervention 
study)에 비해 윤리 인 문제가 별로 없다고 여겨져 왔

다. 그러나 최근의 국제 지침은 찰연구는 연구에 의

한 직 인 신체 인 해(physical harm)의 가능성

은 을 수도 있으나 피험자에게 미치는 해는 재

연구보다 더 클 수도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1,2]. 를 들어 가정 폭력에 한 찰연구를 주의깊

게 수행하지 않으면 피험자를 더 큰 폭력에 노출시킬 

수도 있으며, 사회 으로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

우에는 피험자가 사회 이며 경제 인 해를 받게 될 

수도 있다.
부분의 찰연구는 설문조사와 신체계측, 의무기

록 등 개인의 정보에 기 하기 때문에 개인의 정보보

호와 사생활 보호가 요한 연구윤리의 문제로 두된

다. “사생활 보호(privacy)”란 다른 사람이 자신을 조

사 는 찰하는 것으로부터 보호를 주장할 수 있는 

자신에 한 권리를 의미한다. 사생활에 한 존 은 

본인이 밝히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개인의 정보나 질

병, 는 행동에 해서 밝히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3,4,5]. 따라서 사생활 보호권은 개인이 사생활의 비

을 지키고 자신이 선택한 시기, 방법, 상 외에 개

인 정보를 제공하도록 강요당하지 않을 권리이다. 이
와 연 된 개념으로 “기  보호(confidentiality)”는 개

인이 사 정보 는 민한 정보에 해서 특정 목

으로 다른 사람에 해서 밝히기로 결정하 으나, 그 

외의 타인에게는 공개하지 않기로 한 정보에 한 보

호이다. 분명한 윤리  정당성이 없으면 정보 획득 시 

이루어진 상호 이해에 어 나는 방식으로 정보가 노출

되는 것을 방지해야 한다는 것이다. 역학 연구에서는 

연구참여자의 사생활 보호권을 존 해야 하고 기  유

지를 극 으로 지켜야 한다. 역학 연구에서 이에 

한 외가 가능한 경우는 공  보건 상 응  상황이 발

생하 거나, 공 이나 타인에 한 심 한 이 있

는 상황 등 법  요구 사항처럼 더 큰 도덕  요구가 

있을 때만이다. 
찰연구에서 요구되는 생명윤리와 연구윤리는 기

보장과 사생활 보호를 포함하지만 이보다 더 범

하다. 인간을 상으로 하는 연구(human subject res- 
earch)에서 지켜야 할 생명윤리의 원칙과 국제 지침, 
국내의 법률이 수되어야 한다[6,7,8,9]. 벨몬트 선언

과 헬싱키 선언이 밝힌 바와 같이 연구에서 참여자에 

한 존 을 하여야 하며, 이를 해서는 참여자의 자

발  동의는 필수 이다[10,11]. 한 개인과 사회가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이득이 연구 참여로 인해 

상되는 험이나 해악보다 커야지만 연구는 정당화된

다. 사회의 특정한 집단에만 연구의 험과 이익이 돌

아가지 않도록 모든 계층으로부터 골고루 연구 참여자

를 모집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근 정보기술의 발달과 

유 학의 발달로 인해 개인 정보 보호에 한 우려와 

심이 증가하여, 이에 한 법률이 제정되고 있다. 미
국의 경우 환자의 개인 건강정보를 연구에 사용할 경

우 정보 당사자의 승인(authorization)을 받도록 하고 

있다. 개개인으로부터 인구 기반의 찰 연구에 하

여 일반 의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

우 2005년 1월 1일부터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

이 발효되어 모든 유 검사에 한 동의를 받도록 하

고 유  정보에 의한 차별을 지하도록 법 으로 규

정하고 있다. 과학 연구는 사회의 지지와 신뢰를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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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과학기술의 발 에 따른 연구

의 윤리·사회  문제를 검하고, 사회가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것은 요하다[13]. 
다양한 연구가 여러 가지 다른 윤리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나, 이 논문에서는 찰 연구에서 특히 고려되어야 

할 생명윤리의 문제와 개인 정보 보호 문제를 검토하고 

연구자들이 수하여야 할 사항을 제시하고자 한다.  

1. 연구 참여에의 동의(informed consent)   

찰연구를 해 환자나 피험자의 정보나 시료가 

모아질 당시에 연구에 사용할 분명한 의도가 있었다

면, 정보의 주체 는 검체 제공자로부터 반드시 동의

를 구하여야 한다[13]. 피험자 동의를 한 설명서는 

잠재 인 인간 연구 참여자에게 측되는 차, 험, 
이익을 포함하는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 연구에 참여

하는 것을 결정할 수 있도록 만들어져야 한다. 코호트

와 같이 개인 정보와 시료를 수집하고 보 하여 향후 

연구에 사용하는 경우, 이에 한 동의를 얻는 것은 

재 국제 으로 해결하기 쉽지 않은 윤리  문제로 부

상하고 있다. 최 의 국제 의학연구 윤리 규약인 뉘른

베르그 강령에서 강조하고 있는바, 연구윤리의  

제는 연구참여자의 자율성 존 (respect for autonomy)
이다. 이를 최 한 보장하기 해서는 부당한 압력이 

없는 상태에서 연구에 한 정보를 받고 이해한 후에 

자발 으로 동의하는 것이다. 그러나 부분의 코호트 

연구는 이후에 내포된 환자- 조군 연구(nested case 
control study)에서는 어떠한 목 으로, 어떤 방법과 

개인정보를 사용하여 연구할 것인지가 자료와 시료를 

수집하는 시 에서는 알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참여자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란 쉽지 않다. 특히 생명

의과학 연구분야는 속히 발 하기 때문에 속도가 매

우 빠른 따라서 차후에 모아진 자료와 시료를 가지고 

연구를 할 때마다, 개별 참여자에게 동의를 받아야 하

는가의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규모 찰 역학연구

의 경우, 추후 개별 피험자 이 용이하지 않기 때문

에, 어떻게 하면 연구참여자의 자율성을 최 로 존

하면서 연구를 진행할 것인가가 과제가 된다. 
차후에 수행할 구체 인 연구를 모두 알 수 없다고 

하더라도, 재 수행하는 연구의 목 과 특성을 가능

하면 구체 으로 동의서에 기술하여야 한다[14,15]. 
특히 모으는 자료와 시료로 미래에 실시하게 될 특정 

유형의 연구에 하여 측할 수 있다면, 이를 동의서

에 명시하여야 한다[16]. 를 들어 암에 한 연구를 

하여 장기간 추 을 하는 코호트 연구의 경우, 연구

의 목 과 연구 디자인을 설명하고, 앞으로 을 다

시 하여 정보와 시료를 다시 요청할 수 있다는 이 명

시되어야 한다. 
찰연구에 한 동의에서 최근의 논쟁 은 미래의 

연구를 측하기 어려운 상태에서 자료나 시료를 모을 

때에 한번 동의를 받는 것이 충분한가의 여부이다

[15,16,17,18]. 재 외국에서는 이에 한 통일된 양식

은 없으며 처음에 시료를 모을 때 피험자가 여러 가지

의 선택을 하는 동의서가 많다. 경험  연구에 의하면 

부분의 피험자들은 시료 채취할 때 한 번의 동의로 

미래 연구에 계속 사용하는 것을 선호하기 때문에, 도
에 피험자가 단할 수 있는(opt-out) 권리를 보장하

면 한 번의 동의로 이후의 연구에 마음 로 사용할 수 

있게 허락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18]. 많은 연구자

들은 이 주장에 동감하나[15], 재 국제 사회의 윤리

원회에서는 쉽게 받아들여지지는 않는 주장이다.
찰연구에서 동의서 취득이 항상 가능한 것은 아

니다. 동의서 취득이 면제가 되는 경우는 연구가 아닌 

다른 목 으로 집 된 규모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연

결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각 사람에게 동의를 받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연구

가 최소한의 험만을 내포하고 있는지, 기 보장에 

한 철 한 장치가 마련되어 있는지를 제3의 독립

인 심사 기구인 연구윤리심의 원회(IRB)에서 면 하

게 검토한 후에 동의서 면제 는 변경을 허용하여야 

한다. 미국의 경우는 연방 규정에 의해 다음 경우를 모

두 만족시켜야지만, 동의의 면제나 변경이 가능하다고 

허가하고 있다. 1) 최소한의 험만을 포함하고 있는 

연구, 2) 동의의 면제나 변경이 피험자의 권리나 복지

에 향을 주지 않는 연구, 3) 동의의 면제나 변경 없

이는 연구가 실제 수행될 수 없는 경우, 4) 피험자가 

참여한 이후 합한 정보를 추가 으로 얻을 수 있는 

경우이다. 인구 식별자를 사용하게 된다면, 특정 경우

를 제외하고는 각 피험자에게 연구 참여 이 에 충분

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구해야 한다. 
찰 연구가 마약 복용, 성  취향, 범죄활동 등의 

민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 윤리 원회에서 서면

으로 동의를 받는 것을 면제를 허락할 수 있다.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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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피험자와 연결된 유일한 기록이 동의서이며 기  

유지가 깨어지는 것이 연구의 주 험일 경우, 즉 연구

에 특별히 서면동의가 필요한 차를 포함하지 않는 

경우에 윤리 원회는 연구자가 피험자들로부터의 서

면 동의를 면제하도록 허락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연구에 해서는 구두나 설명문으로 통하여 

충분한 설명을 하여야 한다. 어떤 경우에는 동의를 받

는 것이 오히려 연구의 타당성에 향을 미치고 피험

자를 보호하지 못하게 하는 수가 있다. 를 들어 청소

년의 비행에 한 설문연구를 학교 담임선생님을 통해

서 설문을 수행하고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 동의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참여의 자발성도 문제가 되지만, 
담임선생님에게 기  설이 될까  두려워서 사실을 

그 로 밝히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찰연구에서 동의가 필요한 경우,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연구를 해 모으는 정보와 련된 사항을 

충분하게 설명하여야 한다. 1)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 
2) 정보에 근하는 사람, 3) 정보의 부 한 유출을 

방지하기 한 보호 장치, 4) 정보 유출로 인해 생겨날 

수 있는 험을 알려야 한다[17]. 한 연구자는 피험

자에게 연구 출 물의 데이터는 개인이 아닌 집합으로

서만 표 되고 개별 데이터는 드러나지 않음을 서면으

로 보증해야 한다. 한 연구자는 연구디자인에서 피

험자가 모르는 질환의 존재와 같이 연구 결과로 얻어

진 정보가 피험자에게 알려지는가의 여부를 명확하게 

알려야 한다. 
법 으로 유효한 동의를 할 수 없거나 자발 인 동

의를 하기 어려운 취약한 피험자(vulnerable subject)
를 상으로 하는 찰 연구의 경우에는 법정 리인

의 동의와 가능하면 피험자들의 승낙(assent)을 받도록 

한다. 를 들어 어린이의 경우, 나이와 성숙 정도에 

따라 그들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최 한의 설명을 

하고 동의를 구하여야 한다. 한 취약한 피험자의 입

장을 변할만한 사람에게서 조언을 구하는 것을 고려

해야 한다. 
최근에는 국제 으로 유  연구와 련된 동의문제

가 주요한 문제로 부각되었다. 국내에서도 2005년 1월 

1일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이 통과되어 유 자 

련 연구는 반드시 검체를 채취할 때에는 법정 동의

서를 받고 윤리 원회의 심의 받도록 되어있다[20]. 
재 보건복지부 지침에 따르면, 2005년 이 에 모아진 

검체는 익명화(anonymization)과정을 거쳐서 유 자 

연구에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으나 그 이후에 모아진 

검체는 법정 동의서를 받지 않았으면 사용하지 못하게 

되어있기 때문에[21], 장차 유 자 검사가 포함될 것으

로 견되는 장기 코호트 연구에서는 유 자 연구동의

서를 구득하는 필수 이다.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찰 연구는 다른 연구와 마찬가지로 연구비 지원

의 출처와 상 없이 독립 인 연구윤리심의 원회

(IRB)에서 연구계획을 심의 받아야한다. 그러나 측

되는 해(harm)가 거의 없는 경우는 연구윤리 원회 

심의의 면제가 된다. 를 들어 피험자가 어른이며 익

명화된 자료로서 공개 으로 얻을 수 있는 자료만을 

사용하는 연구는 IRB 심의의 면제가 된다. 행정 으로 

심의 면제가 된다는 확인을 받기 해 IRB에 서류를 

제출할 수 있다. 익명의 자료를 수집하는 경우에도 집

단이나 그룹이 오명을 쓰게 되거나(stigmatization), 민
감한 정보를 수집하는 경우에는 IRB에 상의를 하고 

심의를 받는 것이 권장된다[2]. 아동을 상으로 하는 

설문조사나 인터뷰는 '심사 면제'가 아니며, IRB 심사

가 필요하다. 
찰연구에서 피험자가 식별 가능하도록 정보를 수

집하는 경우나 피험자가 범죄나 불이익에 노출될 수 

있는 정보가 수집될 경우 등은 통상 '심사 면제'에서 제

외된다. 미국의 경우에는 '심사 면제'로 규정되는 연구 

 1) 피험자가 직 으로 혹은 식별자로 인해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정보가 기록되는 경우, 2) 결과가 알

려졌을 때 피험자가 범죄나 불이익의 험에 노출될 

수 있거나 피험자에게 상, 고용상 불이익  불명

를 래할 수 있을 경우는 ‘IRB 심의 면제’에서 제

외된다. 즉, IRB의 사  심의를 받고 연구기간 동안 

IRB의 윤리  감독(ethical oversight)을 받아야 한다.  
 피험자의 주변 환경을 개입하거나 조작하는 찰 연

구 역시 IRB 심사를 필요로 한다. 를 들어, 응 상황

에서의 반응을 연구하는 연구자는 공공 장소에서 상황

을 조작하여 사람들의 반응을 찰할 수 있다. 몇몇 연

구자들은 '응 상'을 연구하기 해 연구보조원의 도

움을 받아 지하철에서 심장마비를 연출하거나, 공원에

서 폭력 상황을 꾸민 다음 주변 통행인의 반응을 기록

한다. 이런 경우 정말 의학  응 상황이 발생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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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리  스트 스가 유발될 수 있으므로 IRB의 심사가 

필요하다. 한 사생활 유지가 이루어져야 하는 장소

나 환경에서 찰이 필요한 경우 역시 IRB의 심의가 

반드시 필요하다.
건강이나 질병 련 기록을 사용하는 찰 연구는 

연구의 성격과 기  IRB 방침에 따라 심사에서 제외

하거나, 신속 심사를 하거나 는 정식 심사를 수행한

다. 공개된 공공 자료만 사용할 경우에는 부분 'IRB 
심사 면제'가 된다. 그러나 의무기록을 사용하는 경우

에는, 부분 연구의 어느 단계에서 개인 식별자를 사

용해야하므로 사생활 보호를 수하고 기 유지를 

한 합한 차가 마련되어 있는지 IRB 심사가 필요

하다. 
역학 연구 심사에 있어 IRB는 역학 연구자들이 다

음을 수하는 지 확인하여야 한다[22].  

1) 수집된 정보의 기 유지를 한 합한 차가 

마련되어 있는가?  

    가. 가 정보에 근할 권한을 지니는가?
    나. 원 기록에서 개인 정보는 언제 어떻게 분리

되는가?
    다. 연구가 종결된 후 정보를 보존할 것인가?  

2) 인터뷰 기법과 설문지에 한 설명

3) 인터뷰 이 에 피험자에게 충분한 설명에 근

거한 동의를 받았는가? 

역학연구자들은 IRB의 심의를 해 해당 찰연구

로 인해 상되는 험과 이익을 기술하도록 요청을 

받는다. 연구 자료의 정확성에 한 자료의 확보를 

해 근거 자료를 일정 기간 보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부분의 환자- 조군 연구에서 연구자는 의료 기

록을 검토하고 피험자에 해 설문조사하며, 피험자가 

사망했을 경우 때로는 가족을 인터뷰하거나 설문조사

하게 된다. 피험자 혹은 가족을 인터뷰하는 경우는 

IRB 심의가 필요하다. IRB는 연구자가 피험자 동의를 

하게 구했는지, 피험자와 한 방식으로 했

는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환자- 조군 연구가 기록 검

토에만 국한된 경우, 연구 성격에 따라 신속 심사나 심

사 면제의 상이 된다.

 3.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찰 연구에서 주요한 윤리  고려사항은 피험자의 

사생활을 보호하는 것과 정보의 기  유지이다. 사생

활보호는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와 련이 있다. 
의료, 고용, 보험, 학교기록 등 인의 일상이 된 기

록은 다량의 정보를 구할 수 있는 자원도 되지만, 부

분 사생활과 한 련이 있는 정보들이다. 피험자

가 곤경에 처할 가능성이 없는 역학 연구에 있어서도, 
각 개인이 동의하지 않은 채 기록에 근하는 것은 사

생활 침해가 될 수 있으나, 각 개인의 동의 없이 기록 

검토가 이루어지더라도 데이터베이스 간의 개인 식별

자가 연결되지 않거나 연결될 수 없다면 피험자가 

험에 처하지 않는다고 보아도 무방하다. 보통 역학 연

구에서는 데이터베이스 간에 연결을 자주 활용하기 때

문에 역학 연구에서는 피험자의 사생활이 히 보호

되고 있는가의 확인이 요하다. 
21세기로 들어오면서 컴퓨터 기술의 발 과 규모 

데이터베이스를 다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것이 

용이해짐에 따라서 개인 건강과 련한 정보의 기 성 

유지가 가능한가에 한 우려가 범 하게 제기되었

다. 이에 응하여 여러 나라에서는 건강 정보의 기

성과 련된 엄격한 법률을 고려하거나 용하고 있다

[23,24]. 를 들어 미국은 보험 청구 등의 통상 인 진

료 련 업무 이외의 연구 등의 목 으로 개인의 건강 

정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환자의 승인(authorization)
을 구하도록 법률을 제정하 다. 이러한 법률은 일반 

의 우려를 반 한 것이지만, 공  보건에 련된 

연구나 정책을 시행하는 데에는 실 인 장애가 되는 

것도 사실이다. 역학자를 포함한 연구자들은 이러한 법

률은 개인의 사생활을 실제로 보호하지 못할 뿐 아니라 

연구의 가치를 손상시키며 공공의 이익을 해 연구를 

수행하는 것을 방해한다고 지 해왔다[25]. 어떤 이는 

연구의 요성 한 사생활 보호만큼 요하다고 주장

하기도 하고,  다른 이는 연구의 가치가 사생활 보호

의 권리보다 우선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한다. 실

의 연구 수행에서는 기 유지와 사생활 보호와 련된 

법률을 수해야 하며, 여기에는 데이터 공유나 데이터 

집산이 포함된다. 
최근 유 학의 발 은 유  정보의 기  유지와 부

합한 사용과 련된 우려가 증폭되고 있다. 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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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고용주는 유  정보를 이용하여 고용을 거부하거

나, 보험회사는 보험 가입을 거 할 수 있다. 우리나라

에서는 생명윤리  안 에 한 법률에서 유  정보

에 의한 일체의 사회  차별을 지하고 있으며, 유
자은행의 장은 정보보호에 만 을 기할 책임을 부과하

고 있다. 
어떤 찰 연구는 방 한 의료기록을 조사한 다음 

소수의 잠재  피험자를 선별해내기도 한다. 이 경우 

조사 상이 되는 의료 기록의 소유자 모두에게서 동

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선정된 몇몇에게서만 동

의를 받아도 되는지에 해서는 아직 합의가 없다. 일
종의 안으로서 자료에 근할 권한이 있는 간자를 

이용하기도 한다. 간자가 기록을 조사, 한 피험

자를 선정한 이후에 선정된 피험자를 상으로 동의를 

받게끔 하는 것이다. 기록이 산화되어 있을 경우 모

든 기록을 심사하지 않고도 한 피험자를 선정할 

수 있으며, 보다 간편해진다. 그러나 기록이 산화되

어 있지 않다면, IRB는 연구자가 기록을 스캔 ․ 조사

할 수 있는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이때 요하게 심사

해야 할 지 은 기록에 포함되어 있을 정보가 민감한 

종류의 것인가이다. 를 들어 성병이나 낙태 여부 등

의 기록의 조사는 당사자가 민감하게 받아들일 수 있

지만, 발목 골 이나 비염 치료 등의 기록은 덜 민감해

할 수 있다.
최근 수행된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공단 자료를 이용

한 찰연구는 정보 주체의 동의를 일일이 받지 않았

으나 IRB의 심의를 받아 수행한 것이다. 이와 같이 

규모 데이터베이스를 사용하는 연구는 그 자료의 성격

상 수십 수백만명의 사람에게 일일이 동의를 받기 어

렵다. 따라서 개개인의 권리를 침해할 가능성을 최소

화하면서 연구나 공공 정책에 사용될 유용성을 극 화

하여야 한다[26]. 이러한 연구가 올바른 방향으로 활성

화되기 해서는 연구에 직  련이 없지만 자료에 

해서 책임을 가지는 ‘정직한 간자(honest broker)’
에 의해 자료가 익명화되거나 코드화된 형태로 가공되

어, 사회 , 윤리  문제를 최소화한 상태의 자료를 연

구자에게 제공하는 것이 요하다. 한 자료 리의 

책임에 한 한 차를 마련하고, 자료의 안 성 

확보를 한 기술  장치를 마련하여 사회로부터의 신

뢰를 확보하여야만 장기 으로 이러한 종류의 연구가 

지속될 수 있다. 자료를 제공하는 ‘정직한 간자

(honest broker)’와 기 의 윤리 원회는 연구자들 사

이에서 어느 범 로 기록에 해 근 가능하도록 허

락 받았는지, 연구자가 기 유지와 사생활 보호의 의

무를 충실히 이행하 는지를 검할 필요가 있다.  

4. 자료의 보안 유지 

찰연구에서 기  유지를 보장하기 해서 연구자

는 실질  보호 장비(잠  수 있는 일 캐비닛, 자물쇠

로 채워진 방 등)와 보안 장치(암호 근, 암호화)를 사

용하여 인증되지 않은 근으로부터 기록을 보호해야 

한다. 백업 일과 테이 , 기록 수집물들 역시 같은 방

법으로 보호해야 한다. 연구진을 훈련하는 과정에서도 

기 유지 보호 장치의 요성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원 명령과 같은 비상시를 제외하고는 찰 연구 

 구한 개인 정보는 기 을 유지해야 한다. 기  유지

를 지켜야 하는 데에는 ‘인간 존 ’의 윤리 원칙 뿐 아

니라, ‘악행 지’의 윤리 원칙을 지켜야 하기 때문이

다. 찰연구는 신체의 험(risk)는 없는 경우라도 제

3자에게 정보를 공개됨으로, 고용, 주거, 건강 보험에

서의 차별 등 개인에게 해(harm)를 가할 수 있기 때문

이다. 연구 참여자의 신원과 기록은 기 로 남겨져야 

한다. 
연구자들은 참여자가 식별 가능한 방식으로 출 되

거나 데이터가 유포되지 않도록 한 방법을 사용해

야 한다.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 식별 정

보를 유포하지 않고도 기  유지가 괴될 수 있다. 
를 들어 소규모 마을에서 의료인에 한 정보가 공개

된다면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 없이도 환자를 식별할 

수 있다. 그러므로 추가 정보 없이는 환자를 추론할 수 

없는 방식으로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연구 정보가 고

도로 민감하거나 험한 결과를 래할 수 있는 종류

라면 구도 식별 할 수 없는 형태로 정보를 표 해야 

한다. 집단의 기 을 유지할 수 없거나 괴된다면, 연
구자는 집단 낙인화나 구성원 차별을 방지하는 단계를 

밟아야 한다.
기  정보 보호의 의무가 기  정보 획득 자체를 막

지는 않는다. 의료상 기  정보나 개인을 식별할 수 있

는 요 기록은 역학 연구나 실천에서 요하다. 기

에 질환을 발견하거나 정보 제공자나 정보 제공자와 

한 사람의 질병 진행을 막기 해 수집된 기록에

서 정보 제공자를 식별하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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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연구 윤리에 한 WHO CIOMS의 지침에 의하면 

찰연구에서 연구 참여자에 한 정보는 다음과 같이 

나눠진다[1,2].

1) '연결되지 않는 정보'는 정보 제공자에게 연결되

거나 (추론을 통해서도) 정보 제공자가 연상되

지 않는 정보이다. 정보 제공자가 구인지 연구

자가 알지 못하거나 알 수 없기 때문에 기  유

지가 문제되지 않는다. 

2) '연결되는 정보'는 다음을 세가지 종류가 있다. 첫
째는 익명의 정보로서, 정보 제공자만이 알 수 있

는 암호나 그 외 방법을 통하지 않고서는 정보와 

정보 제공자를 연결 지을 수 없다. 연구자는 정보 

제공자의 정체성을 알 수 없다. 둘째는 무명의 정

보로서, 정보 제공자와 연구자가 아는, 개인 식별 

정보가 포함되지 않은 암호에 의해서만 정보 제

공자와 연결되는 정보이다. 셋째, 유명(有名)의 

정보로서, 개인 식별 정보(보통 성명)를 통해 정

보 제공자와 연결되는 정보이다. 

찰연구에서 연구자는 개인 식별 정보가 불필요해

지면즉시 분리시켜야 한다. 개인 식별 정보 없이 연구

를 수행할 수 있으면 개인 식별 정보를 사용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개인 식별 정보를 삭제하는 것이 참여자

의 건강상 이익을 상실하는 결과를 래하는 경우는 

개인 식별 정보를 그 로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만약 개

인 식별 정보가 연구 기록과 연 된 채 남아 있어야 한

다면 IRB에 근거를 명확히 밝 야 하며, 기 을 유지

하는 한 방법을 아울러 설명해야 한다.
때로 법률은 사생활 침해를 요구하는데 이는 공  

보건과 안 에 이 되는 특별한 경우에만 가능하

다. 만약 법 조항이 사생활을 침해하는 정보 공개를 요

구하는 경우, 연구자들은 연구 참여자의 사생활을 보

호할 도덕  요성보다 법 조항 수에 더 비 을 두

어야 한다. 만약 연구자가 사생활 유지의 의무를 반

해야 할 경우, 연구에 참여하는 피험자들은 그 이유와 

해당 조건에서 자신의 권리를 고지 받아야 한다. 사생

활 침해 결정은 상부기 과 윤리 원회 원장, 그 외 

책임 있는 문가와의 자문 이후에 이루어져야 한다.
 

5. 지역사회의 동의와 보호 

찰연구의 상이 지역사회(community)의 특성을 

연구하는 경우 연구 참여에 한 동의는 연구가 수행

되는 지역 사회 내에서 획득되어져야 한다.  를 들어 

‘특정 종교 공동체’에 소속된 사람들이나 동성애자의 

건강행태를 연구한다고 할 때, 연구 지침들은 모두 연

구자들이 연구 상이 되는 집단의 문화를 존 할 것을 

요구한다[28]. 연구 상과 인구의 규모  구성 등을 

신 하게 선택할 뿐 아니라 연구의 기획 단계에서부터 

연구자들이 해당 집단의 자문과 조언을 받아서 연구를 

설계하고 수행할 것을 요구한다. 지역사회에 자문을 

구하거나 지역사회의 동의가 연구 상이 되는 개개인

의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를 체하지 않으므로 

연구 참여자에게 개별 인 동의는 별도로 받아야 한

다. 지역사회를 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의 

동의와 연구에의 참여 과정이 해당 지역사회에 한 

해를 피하거나 최소화할 수 있다. 

6. 결론

찰연구의 경우 재연구에 비해 피험자에 한 

해 정도가 가볍다고 생각하여 생명윤리 측면을 소홀히 

하는 경우도 있으나, 때로는 재연구 이상으로 커다란 

피해를 주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고 피험

자를 보호할 수 있는 충분한 조치가 필요하다. 찰연

구에서 다루는 특정한 정보 자체가 직 , 간 으로 

피험자의 안 에 결정  향을 미칠 수 있다. 아울러 

특정 정보에 한 고유한 권한이 구에게 속하는가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사회 반 으로 정보의 가치와 

향력이 커질수록 찰연구의 생명윤리는 더욱 요

해 질 것이다. 찰연구의 윤리성을 확보하기 해서는 

다루어지는 정보의 성격과 이동 경로를 면 하게 검토

하여 피험자의 안 와 권리를 빈틈없이 보장하면서도 

연구의 사회  이득을 성취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찾아내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이러한 과정에서 참여자 

개인  소속 지역사회의 동의 차를 요하게 고려해

야 하며, 연구윤리심의 원회의 심사를 통해 구체 인 

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 유 자 연구 등 찰연구 방

법의 발 과 아울러 다루어지는 정보의 변화에 따라 생

명윤리  측면 한 같이 발 해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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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ioethics and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in Observational Studies

Ock-Joo Kim, Eun Kyung Choi

Department of History of Medicine and Medical Humanities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Observational studies constitute an important part of epidemiologic research. Researchers need to recognize that some 
of the observational studies may result in serious damage to the participants, and it is very important to understand 
that which aspect of such studies may pose a risk to the participant. The key element of an observational study that 
may raise an important ethical issue is specific information itself. Researchers need to make sure who has the right 
to make decision on the information, and by what pathways the information flows. Informed consent is an essential 
component involved in handling the information associated with participants' interest.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 
should oversee the study design and procedures to ensure the study procedures respect the rights of the participants 
and communities they belong to and protect them from any harm. Modern technologies add new dimensions to 
observational studies because of genetic information and large scale database systems that are linked with the study. 
Data security need to be assured by various procedures and legal protections. As the value of information becomes 
greater in the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bioethics and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lso becomes greater 
in the observational studies. 

Key Words: Observation, Bioethics, Personal, Record


	관찰 연구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1. 연구 참여에의 동의(informed consent)
	2. 연구윤리심의위원회(IRB)의 심의
	3. 대규모 데이터베이스와의 연결
	4. 자료의 보안 유지
	5. 지역사회의 동의와 보호
	6.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