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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배아 기세포 연구: 여성, 국가, 국가 담론들 

조주  (계명  여성학과)

I. 한국의 배아 기세포 연구의 황

2004년 2월, 황우석 교수와 그 연구 은 하나의 복제된 인간배아에서 하나의 기

세포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보고하 다. 여기에는 16명의 여성 난자제공자들로부

터 추출한 242개의 난자가 소요되었다. 2005년 5월, 같은 연구 은 2세에서 56세 사이

의 연령에 걸쳐있는 11명의 환자들과 유 으로 일치하는 11개의 맞춤형 기세포를 

얻어내는데 성공했다고 발표하 다. 여기에는 18명의 여성 난자제공자들로부터 추출

한 185개의 난자가 소요되었으므로, 평균 하나의 기세포를 얻는데 17개의 난자가 

사용된 셈이다. 18명의 여성  10명은 30세 미만이었는데 이들만을 상으로 할 경

우 하나의 기세포를 얻는데 필요한 난자는 14개로 어들며, 30세미만 여성의 난자

가 30세 이상 여성의 난자보다 세 배의 성공률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 으로 보자면, 2005년의 실험은 2004년의 실험에 비해 15배 이상 효율성을 높

인 것이다. 특히 의료  용을 해서는 환자의 면역체계가 일으키는 거부반응을 피

할 수 있고 암 발생 가능성을 일 수 있도록 환자와 기세포 간에 유 으로 짝을 

이루게 하는 것이 필수인데, 2005년 실험에서 환자와 유  일치를 이루는 기세포

를 얻어내는 데 성공함으로써 재 불치병으로 알려진 여러 만성 질환들을 성공 으

로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크게 높 다. 

다른 한편,  연구들이 보여  바, 한국의 배아 기세포 추출의 방향은 불임병원

에서 보 하고 있는 냉동 잉여 배아를 사용하는데서, 복제배아와 기세포 생산을 목

으로 직  여성들로부터 기증받은 난자를 이용하는 것으로 바 었다. 복제배아는 

냉동 잉여 배아와 달리 환자와 유 으로 일치하는 맞춤형 기세포를 만들 수 있다

는 에서 연구와 치료 모두에서 훨씬 유용하기 때문이다. 배아 기세포 연구가 목

로 의료 으로 유용한 결과를 낳기 해서는 앞으로 수많은 배아와 기세포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해서는 특히 30세미만의 수많은 여성들의 난자 기증이 필요한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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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여성, 국가, 국가 담론들

배아 기세포 연구에 한 담론들은 세 수 으로 층을 이룬다. 이 층들은 여성, 

국가, 국가  담론들로 구분되는데, 우리사회에서는 유독 국민국가 담론들이 논의를 

주도하는 경향을 보인다. 

1. 여성의 입장에서 본 쟁 들

역사 으로 한국여성의 출산력은 가부장  가족, 국가, 그리고 기술의 통제아래 있

어왔다. 

1) 1960년  - 1980년

국가의 경제개발계획을 성공시키는데 있어 출산율 조 은 핵심 인 부분이었다. 한

국 여성의 출산율은, 경제개발계획이 시작되기 의 평균 6.3명에서(1960년), 4.5명

(1970년), 2.8명(1980년), 1.6명(1990년)으로 격히 감소하 다.

2) 1980년  - 1990년

가부장제 가족의 유지를 해 아들을 낳는 것은 기혼 여성의 주요 의무 다. 통

으로부터의 이 같은 강요는 태아의 성감별을 가능  하는 양수검사의 도입과 융합하

여 태아의 성이 여성일 경우 인공유산을 하는 상황을 래했다. 리 알려진 로, 한

국의 출산 성비는 양수검사라는 신기술이 도입되기 인 1980년에는 남아와 여아의 

비율이 105  100이었으나 1990년에는 117  100으로 심하게 왜곡된다. 자녀수를 

이라는 국가의 요구와 아들을 낳으라는 가부장제 가족의 요구는 신 출산기술과 목

하여 “자녀수는 이되 아들은 반드시”로 귀착된 셈이다. 

이 과정에서 인공유산은 출산율 조 의 주요 방법 의 하나로 자리 잡았다. 1984

년 당시 기혼여성의 53%가 인공유산을 경험하 다. 

2. 국민국가의 입장에서 본 쟁 들

1) 국가주의 

경제발 의 의와 (치료를 받을 수 있는 환자의 권리)를 지지하는 의견들이 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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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리의 에 기 해 이견을 내놓는 다른 목소리들을 침묵시키고 있다. 

“나는 과학자가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기업에 효자상품을 제공하며 국가에 미래

를 제시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과학은 공리주의에 바탕을 두어야지 

철학을 논하고 있을 수만은 없다. 미사여구보다 국민을 먹여 살릴 과학이어야 

한다. 건강한 삶을 릴 수 있게 해야 한다. 이를 해 기 과학의 토 를 공고

히 하고 소외 분야가 없는지 살펴야 한다.“ (황우석, 동아일보 2003/2/24)

2) 국가경쟁력 제고

한국에서 치료용 배아복제연구는 연구할 수 있는 과학자의 권리, 투자하고 이윤을 

남길 수 있는 사업가의 권리, 그리고 그 기술 상품을 이용하여 의료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개개인의 권리가 연 하여, 국제 으로 국가경쟁력을 제고시켜야 한다는 국

가  노력의 의 아래 약진하는 모습이다. 여기서 여성들의 몸은 여성 자신의 것이

기 때문에 여성들의 권리의 에서 고려되어야 하는 것으로 이해되기 보다는, 국가 

경쟁력을 한 자원으로 간주된다. 

“과기부는 황우석 교수와 윤종용 삼성 자 부회장, 신재인 과학기술총연합회 수

석부회장 등 공동 원장 3명과 산학연 문가 20명으로 구성된 ‘미래 국가유망

기술 원회’를 구성했다. 표 공동 원장은 윤 부회장이 맡았다. 첫 회의에서 

오명 부총리는 인사말을 통해 ”향후 10-20년 성장동력과 국가경쟁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기술이 무엇인가를 알아보는 것이 원회의 목 “이라고 말했다. 이날 

첫 발을 내딛은 원회는 지난달 17일 국가과학기술 원회(국가 , 원장 통

령)가 발표한 과학 기술 측조사 결과를 토 로 우리나라의 장기 인 국가경

쟁력 강화와 국민 삶의 질 향상의 원천이 될 미래 국가 유망기술 분야를 범국

가  차원에서 도출해 나갈 정이다. (연합뉴스, 2005/06/02)”

3) 국가들 간의 “경쟁” 

국제 으로 배아 기세포 연구에 정부가 재정  지원을 하는 국가는 한국, 국, 

국, 싱가폴 이상 네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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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기세포 연구에 반 하는 집단 배아 기세포 연구에 찬성하는 집단

 

 "cloning"

 "a living cloned human embryo"

 "S.C.N.T."(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human NT blastocysts"

 "hESC"(human embryonic stem cell)

3. 국가  입장에서 본 쟁 들:

생명윤리는 배아 기세포 연구에 해 지구  차원에서 보편성을 띄고 논의되

고 있는 쟁 들이다.

1) 배아는 (잠재 ) 인간인가? 

배아 기세포 연구에 찬성하는 쪽과 반 하는 쪽 모두 언어게임을 구사하고 있다. 

찬성하는 쪽은 “세포”로, 반 하는 쪽은 “인간”으로 배아를 명명한다. 여론조사도 어

떤 언어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큰 편차를 나타낸다. 연구에 반 하는 집단은 연구가 

“인간”의 의미를 하고, 생명을 괴하기 해 생명을 창조하는 것으로서, 궁극

으로 인간 생명 경시 상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들은 배아 기세포 연

구를 “복제”(cloning), “살아있는 복제 인간배아”(a living cloned human embryo)라는 

언어로 설명한다. 반면에 연구에 찬성하는 집단은 배아 기세포 연구를 “체세포 핵 

이 ”(somatic cell nuclear transfer), "인간 핵이  포배“(human NT blastocysts), "인

간 배아 기세포”(hESC)로 묘사한다. 이 언어들은 기술  과정을 정확하게 묘사하고 

있지만 그 기술과정에 함의된 윤리 / 인간  문제는 배제시킨다.

2) 여성의 권리 문제

난자 기증/ 거래의 과정에서 여성들이 난자추출이 몸에 미치는 향에 한 충분

한 정보를 제공받고, 스스로 자신의 몸에 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그에 걸 맞

는 차와 연구가 마련되어야 한다. 

"난소에 자극을 주어 난자를 얻어내는 과정을 거친 여성들의 0.3 퍼센트에서 5 

퍼센트, 많게는 10 퍼센트의 여성들이 심각한 난소 과자극 증후군을 경험하는

데, 여기에는 때로 병원에 입원해야 할 정도의 통증 유발, 신부 증, 잠재미래불

임증, 심지어 목숨을 잃는 경우도 포함된다“ (Magus and Cho, 2005. 

commentary in Sci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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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텐포드 학의 윤리학자 드 드 조(Mildred Cho)는 2005년 연구에 참여한 

여성들에게 사용된 난자제공 서면동의서를 검토한 결과, 이 여성들이 난자추출

이 얼마나 험할 수 있는지에 해 정보를 제공받은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불임이나 생명 의 가능성에 한 언 은  없었다.(The Calgary Herald 

(Alberta), May 20, 2005). 

III. 여성과 생명공학

 

배아 기세포 연구가 궁극 으로 의료  효과를 보기까지에는 수많은 실험과 실

용화 과정을 거쳐야 하고 여기에는 수많은 난자가 필요하게 될 것이다. 과학발 을 

해 기꺼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만으로 필요한 난자를 모두 확보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궁극 으로 난자의 상품화와 상업  거래를 막지 못할 것이다. 여성의 몸은 

다시 계 , 성별, 인종, 기술, 국가의 상호교차의 공간에 놓이게 된다. 어느 집단이 난

자를 매매하게 되며, 어느 집단이 의료  효과의 수혜자가 되는가의 문제는, 생명공학

의 장 빛 미래에도 불구하고 통 인 지배체계들인 계 , 성별, 인종, 국가의 구도 

아래 놓인다는 에서 변함이 없다. 

역사 으로 여성의 몸은 가부장  가족 체계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리고 지난 40

년간 여성은 출산력을 조 함으로써 국가의 경제발 계획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받았

으며, 이제 다시 난자를 기증함으로써 국가발 에 이바지할 것을 요구받고 있다. 여기

에는 두 가지 여성 정체성이 작동한다.

1. 가족과 국가를 한 “어머니” 정체성

- 한국에서 시험  아기는 1985년에 처음 탄생하 다. 1992년 재, 국에 92개의 

불임 문병원이 있고 한해 1만6천 건의 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 최  불임 문병원

으로 알려진 마리아병원에서만 2000년 6월 재 1만 번째 시험  아기가 태어났고 그

곳에서만 매년 약 2천 명 이상의 시험  아기가 태어나고 있다고 한다. 생물학  어

머니 정체성은 더욱 강화되고 있다.

- 불임 문병원이 보 하고 있는 잉여 냉동 배아 수는 10만-50만으로 추정되는데 

2005년 1월 ‘생명윤리안 에 한법률’이 발효되기 까지 지난 20년 간 불임 문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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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 의해 채취 보  이던 난자들의 보 과 사용 용도는 확인하기 어렵다. 어도 

작년까지 불임 문병원에서 시술을 받는 여성들이 잉여 배아의 보 과 사용에 한 

동의를 받는 경우는 없었다. 미국의 경우 비 리기 인 Rand Corp.의 2003년 연구에 

따르면, 40만의 냉동 배아  2.8 퍼센트(11,000) 만이 과학  연구에의 사용이 허용되

었고, 2.3 퍼센트는 “배아 입양”을, 2.2 퍼센트는 즉시 폐기를 원했으며, 시술을 받은 

여성들의  다수는 이후 다시 시술을 받을 가능성을 두고 배아를 그 로 보존하기

를 원했다. 이 기 의 추정에 따르면 11,000 배아를 모두 기세포 연구에 이용할 경

우, 약 275개의 기세포를 얻어낼 수 있다.

2. "난자 소유자" 정체성 

체외수정의 성공률에서 가장 요한 것이 난자의 질이기 때문에 고령 등으로 여성

의 난자가 건강하지 못할 때 난자공여를 통해 체외수정을 하게 된다. 난자공여는 많

은 경우 자매간이나 친인척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최근에는 형제자매의 수가 기 때

문에 난자공여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2001년에 개설된 DNA 뱅크는 표 인 난자

은행인데, 이곳에서 난자를 사려는 사람은 시술비 제외하고 6-700만원을 이 은행에 

지불한다. 일본에 팔리는 난자는 2천만원을 호가한다고도 한다. 인터넷 카페에도 난자

를 는 모임이 생기고 있다(아기모 담당자 인터뷰, 203/9/15).

- 기부와 상업  거래: 만약 배아 기세포가 실용화된다면, 이론 으로 보자면 한

국의 당뇨병 환자 50만명의 치료를 해서는 50만명의 여성, 혹은 50만번의 난자채출

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무런 경제 인 가 없이 가족을 해 혹은 국가경쟁력 제

고를 해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들도 있겠지만 난자에 한  수요는 난자 거래

를 실화 하고, 자신의 난자를 자원으로 생각해 상품화하려는 여성들의 등장을 낳을 

것이다. 

- 여성의 재생산 련 쟁 들은 결혼과 가족의 역을 넘어 시장 역으로 확 될 

것이다. 황우석 박사 의 2005년 연구결과는 난자 기부 /거래에 있어 30세 미만의 여

성이 주 상집단이 될 것을 고한다. 한국은 2004년 재 평균 혼연령이 27.3세이

며 25-29세 연령의 여성  40퍼센트가 미혼여성이다. 난자 기부/거래의 행은 결혼

여부와 무 한 난자소유자로서의 여성의 정체성을 낳을 것이며, 난자의 의미는 여성-

결혼-가족-어머니의 사회연결망에서 개인-자원-교환의 사회연결망으로 이동하여, “어

머니 정체성”과 “난자소유자 정체성”의 공존과 충돌을 낳을 것이다. 계 과 인종, 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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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에 따라 ‘어머니 정체성’과 ‘난자소유자 정체성’이 달리 호명되면서 여성들 간의 간

극을 심화시킬 것이다.

IV. 페미니스트 생명윤리의 지향

1. 인권 개념에 한 재고 

“인권운동”은 그 보편성에 한 추구가, 오히려 제1세계의 제3세계 지배에 합리  

명분을 주는 논리로 간주되어, “인권” 개념은 “서구”의 개념인 것으로 회의 인 시각

을 갖고 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문화상 주의” 역시 자국의 특정 집단의 지배

에 합리  명분을 주는 논리로 간주되어 “문화상 주의”에 회의 인 시각을 보내는 

경우도 많다. 

배아 기세포 연구는 특히 “생명”과 “여성”에 한 각국의 통과 문화, 사회구조

의 향아래 각국이 독자 인 발 과정을 거치면서 다양한 담론들을 생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우리는 배아 기세포 연구에서 문화상 주의를 주장해야 할 역들과 

인권을 주장해야 할 역들에 한 분명한 구분을 할 필요가 있다. 여성의 몸에 한 

권리는 문화상 주의의 역이 아니라 인권의 역이다. 

한편, “인권운동”은 지난 50년간 민권과 정치권을 요구하는데서 사회, 문화, 경제권

을 요구하는데 까지, 그리고 개인의 권리뿐 아니라 변두리 집단의 권리를 요구하는 

데까지 나아가고 있다. 인권운동은 국  기 으로만 실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여성 재생산 건강권은 국가  기 들뿐 아니라 풀뿌리 지역, 국가, 국가 기 들에 

각기 반 되어야 한다.

2. 발  개념에 한 재고

국가경쟁력은 좀더 포 인 의미를 띌 필요가 있다. GDP만을 국가경쟁력의 지표

로 삼는 신 시민들이 스스로 선택한 삶을 살 수 있는 능력을 배양시키는데 더 많은 

비 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3. 지역, 국가, 국가 기 들의 연 를 통한 공  공간의 창출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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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우석 교수 언론보도, 무엇이 문제인가*1)

김명진(성공회  강사)

사회에서 과학기술은 일반인들의 삶 깊숙이까지 침투해 있다. 사람들의 생활은 

과학기술의 산물에 크게 의존하고, 일견 간단해 보이는 일상에서의 선택(유 자변형

식품을 먹어도 되는지, 자외선 차단크림을 발라야 하는지, 집 주 에 소각장이 들어서

는 것에 반 할 것인지 등등)에도 과학기술과 련된 단이 지속 으로 요구된다. 

개인  차원뿐 아니라 사회 내지 국가 체의 정책(어떤 부문에 자원을 집 으로 

투입할 것인지, 상이한 정책목표들의 장단 은 무엇인지 등등)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

도 그러한 단은 깊숙이 여한다. 

그런데 오늘날 다수의 일반인들(정치인 같은 정책결정자들도 포함해서)은 그러한 

단을 해 필요한 과학기술 정보를 얻는 데 있어 직 인 경험이나 공식 교육보다

는 신문이나 방송 같은 과학언론의 역할에 크게 의존한다. 많은 경우 과학언론은 사

실상 유일하다시피 한 정보의 원천으로 군림하고 있다. 따라서 과학기술과 련된 지

식을 달하고 그것이 미칠 수 있는 사회  향에 해 짚어주는 과학언론의 역할은 

무척이나 요하다. ‘좋은’ 과학언론은 특정한 쟁 에 해 균형잡힌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일반인들이 그러한 단을 제 로 내릴 수 있도록 도와주지만, ‘나쁜’ 과학언론

은 해당 쟁 에 해 편향된 이해나 이해불가능의 느낌만을 제공해 일반인들의 단

을 해하는 까닭이다.1)

올해 5월 20일에 사이언스 인터넷 과 런던에서의 기자회견을 통해 공표된 황우석 

교수의 배아복제 기세포 연구는 발표 즉시 각계의 비상한 심을 끌었고, 그러한 

심은 두 달이 지난 재까지도 식을  모르고 지속되고 있다. 서구 과학계의 주목

을 한몸에 모은 황우석 교수는 일약 국민  웅이 되었고, 6월 말에는 한민국 ‘제 

1호 최고과학자’로 선정되는 를 안았다. 정치인들은 경쟁 으로 황 교수와의 친분

을 과시하고 연구에 한 ‘무제한 인’ 지원을 약속하면서 노벨상 수상 로비에 나설 

것을 다짐했다. 황 교수의 고향인 충남 부여군에서는 그의 생가를 단장해 지로 

만들겠다며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다. 언론사들은 황 교수의 연구에 한 심을 넘어 

* 이 은 계간지 환경과생명 2005년 가을호의 일부로 수록될 정이다.

1) Dorothy Nelkin, Selling Science: How the Press Covers Science and Technology, rev. ed. (New York: 

W.H. Freeman and Company, 1995), p. 2.



- 10 -

그의 일거수일투족을 추 하면서 시시콜콜한 신변잡기  사항까지 기사화하는 모습을 

보 다.

그러면 앞서 언 한 과학언론의 요성에 비추어 보았을 때, 이번 ‘사건’에 한 언

론의 보도는 일반인들이 황우석 교수의 연구의 내용이나 그것이 지닌 함의를 제 로 

이해할 수 있게 도와 주었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불행히도 이 질문에 한 답은 

부정 이다. 특히 발표 직후의 보도에서 국내 언론은 외신 기사에 한 선별  인용

을 통해 해당 연구의 장․단 을 충분히 따져보지도 않고 “ 명” “획기  성과” “신천

지” 등의 용어를 써가며 곧장 ‘열  모드’로 돌입했다. 한 국내 언론은 황 교수의 

연구가 내포한 윤리  쟁 들을 제 로 짚지 않은 채 ‘과학  윤리’의 립구도를 

내세워 이른바 ‘발목잡는 윤리’의 이미지를 고착시켰다. 이러한 언론의 피상 인 보도

는 일반인들에게 황 교수의 연구에 한 과도한 기 를 품게 만드는 한편으로 이후의 

논의 구도를 소하게 만들고 왜곡시킨 측면이 크다.

서구 과학계가 열 한 ‘진짜’ 이유

국내 언론은 우선 서구 과학계가 이번 발표에 열 한 상의 거죽만을 보았을 뿐, 

그러한 열 의 이면에 놓인 더 깊은 이유를 꿰뚫어보지 못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

를 이해하려면 황 교수의 이번 연구가 어떤 것이었는지를 먼  간단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황 교수의 연구는 환자 자신의 체세포 핵으로 치환한 복제 배아에서 기세포

를 유도해 낸 것으로, 과학자들이 실제 가능하리라고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시한

을 앞당겨 해당 기법을 ‘완성’시켰다. (난자 공여와 복제 배아의 괴에 얽힌 윤리  

쟁 들을 일단 논외로 한다면) 이는 분명 기세포 연구에서 의미있는 일보 진이라 

할 만하다. 이에 해 서구(주로 미국과 국) 과학자들은 “ 국의 산업 명에 비견할 

만한 사건” “난치병 치료를 향한 한 진 ” 등과 같은 찬사를 쏟아내었는데, 사실 

우리가 이번 연구를 보면서 으쓱한 기분을 갖게 된 것도 이와 무 하지 않다. 서구 

과학자들(심지어 설 인 이언 머트까지!)이 한국 과학자에 해 그런 찬사를 바치

는 일이 어디 그리 흔한 일이던가. 하지만 어도 두 가지 이유에서 이 찬사를 곧이

곧 로 받아들이기가 망설여지는데, 국내 언론은 이 둘  어느 하나도 제 로 보도

하지 않았다.

먼  서구에서의 배아 기세포 연구를 둘러싼 맥락에서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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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치를 고려해 보지 않으면 안된다. 주지하다시피 서구의 배아 기세포 연구는 

연구 목 의 배아 괴에 얽힌 윤리  우려 때문에 강한 규제를 받고 있다.2) 이런 상

황에서 돌연 서구 과학계에 모습을 드러낸 ‘이방인’인3) 황우석 교수의 연구가 난국을 

타개하기 한 하나의 ‘정치  지렛 ’로 이용될 가능성이 높다는 사실은 깊이 생각

해보지 않아도 쉽게 치챌 수 있다. 따라서 황 교수의 연구에 한 서구 과학자들의 

한결같은 ‘칭송’은 자국 정부에 규제 완화의 압박을 가하기 한 정치  수사(修辭)의 

일환으로 한 번 ‘꺾어’ 듣는 것이 필요하다.4) 이와 같은 지 은 이미 수 차례 각종 인

터넷 토론게시 에서 나온 이 있는데 주류 언론에서는 이를 철 히 무시했고, 오히

려 ‘황우석 쓰나미’가 기세포 연구 지원에 미온 인 부시 미 통령을 덮쳤다는 식

의 선정주의 인 보도로 일 했다. 이런 식의 보도는 이라크  병 등으로 손상당한 

민족  자부심을 다시 세우는 데는 혹 보탬이 될지 몰라도 황 교수의 연구가 지닌 의

미를 이해하는 데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한다.

그리고 둘째로, 황우석 교수 연구의 어떤 측면에 서구 과학자들이 열 했는가를 좀

더 세 하게 따져볼 필요가 있다. 황 교수 자신도 언론을 통해 수 차례 언 했지만, 

기세포의 유도 그 자체만으로는 난치병을 고칠 수 없다. 그것으로부터 우리 몸을 

구성하는 여러 종류의 세포들로 분화하는 메커니즘을 이해하고 분화 과정과 그 결과

물을 안정 으로 유지하는 방법을 알아내야 하는데, 아래에서 다시 설명하겠지만 이

는 매우 지난한 과제이다. 이 을 감안하면, 서구 과학자들이 열 한 이유는 기세

포를 이용한 당장의 질병 치료 가능성보다 딴 곳에 있었다고 보는 편이 더 타당할 것

이다. 유 병 환자와 동일한 유 자를 가진 기세포를 만들어냄으로써 특정 유 병

이 개되어 나가는 과정을 ‘시험 시 에서’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는 이 바로 

그것이다.5) 이는 유 병의 메커니즘을 좀더 잘 이해하고 약물의 효능과 안 성을 ‘몸 

2) 배아복제를 명시 으로 허용하고 있는 나라는 국과 우리나라뿐이며, 독일, 이탈리아, 미국 등은 

시험 수정 과정에서 남은 잔여 배아를 이용한 연구에도 제약을 가하고 있다.

3) <네이처 메디신>에 실린 한 기사는 황 교수가 서구 과학자들에게 있어 하나의 ‘수수께끼’라고 썼

다. Apoorva Mandavilli, “Profile: Woo-Suk Hwang,” Nature Medicine, 11 (May 2005), 464. 이 

기사는 황 교수(와 그를 둘러싼 한국의 연구 문화와 규제 상황)를 바라보는 서구 과학자들의 당

혹감과 의구심, 욕망을 보여주고 있다는 에서 흥미로운 자료이다.

4) 한 가지 더 감안해야 하는 것은 황 교수의 연구에 찬사를 보낸 과학자들이 부분 기세포 연구

에 직․간 으로 련된 연구자들이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그러한 찬사로부터 황 교수의 연구가 

지닌 의미를 강조해 (배아) 기세포 연구 분야의 요성을 부각시키려는 일종의 ‘동업자 의식’을 

걷어내고 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충웅, 과학은 열 이 아니라 성찰을 필요로 한다(이제이북스, 

2005), p. 231.

5) 이 은 여러 과학 에 실린 기사들에서 공통 으로 지 되었다. Gretchen Vogel, “Korean 

Team Speeds Up Creation of Cloned Human Stem Cells,” Science, 308 (20 M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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밖에서’ 검사하는 데에는 분명 큰 도움이 되는 발 이라 할 만하다. 그러나 이는 (

어도 당장은) 과학 연구를 해 의미를 갖는 발 일 뿐이며 난치병 치료와는 직  연

이 없다. 

이 두 가지 을 종합해 보면, 황우석 교수가 난치병 치료를 머지않은 가능성으로 

만들어 의지할 곳 없는 환자들에게 희망을 안겨주었고, 이 때문에 서구 과학자들이 

황 교수에게 아낌없는 찬사를 보냈다는 식의 암시를 던져 온 국내 언론의 보도는 좋

게 말하면 순진한 것이고, 좀 심하게 말하면 본질을 호도하는 것이다. 황 교수의 연구

를 둘러싼 서구 과학계의 찬사는 기세포 연구의 윤리  쟁 을 둘러싼 서구 사회의 

정치  공방과 떼어내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배아 기세포 연구의 한계와 치료의 망

아울러 국내 언론은 황우석 교수 연구의 기술  한계를 지 하고 기세포를 이용

한 치료의 망을 냉정하게 단해 달하는 작업에 상당히 인색했다. 기술  한계에 

해 한 가지 만 들어 보자. 황 교수의 연구를 소아당뇨병이나 킨슨병 같은 유

병 환자에게 용하는 것은 한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환자 본인의 체세포 핵으

로 치환해 만든 기세포는 유 병을 일으킨 바로 그 유 자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

자조작 과정을 거쳐 정상 유 자를 주입한 이후에야 질병 치료에 쓸 수 있기 때문

이다.6) 쥐 실험에서는 유  결함을 치료하기 해 이런 방법을 쓴 도 있다고 한

다. 그러나 사람의 기세포에 한 유 자조작은 DNA 재조합 과정에 내포된 불확

실성과 맞물려 그 자체로 새로운 윤리 ․기술  쟁 을 제기하며, 따라서 이를 실제 

치료에 쓰기 해서는 하나의 장벽을 넘지 않으면 안된다(그리고 사실 사고로 인한 

척수마비 같은 ‘후천 ’ 환자들에 해서는 재 임상시험 2상에 진입해 있는 성체 

기세포 연구가 훨씬 더 앞서가고 있다). 그러나 국에서의 연구 발표 때 논문의 

공동 자인 제랄드 튼 교수가 언 한 이 한계에 해 국내 언론은 약속이나 한 듯

이 모두 입을 다물었다.

1096-1097; Erika Check, “Korea's Accelerating Stem-cell Work Prompts Calls for Global Ethical 

Rules,” Nature, 435 (26 May 2005), 393; Simon Frantz, “Caution Remains over Stem Cells 

despite Breakthrough,”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4 (July 2005), 527.

6) “Stem Cells Tailored to Patients,” BBC News Online, 20 May 2005. 

[http://news.bbc.co.uk/1/hi/health/4555023.s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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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 기세포를 이용한 치료의 임상 용 시 에 한 측에서 국내 언론은 갈피

를 잡지 못하고 오락가락하는 시각을 보 다. 일부 언론은 기세포 연구를 하는 과

학자들의 말을 빌어 실제 치료에 이르기까지는 수십 년이 걸릴 수도 있다며 조심스러

운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다수의 언론은 ‘ 문 네 개를 한번에 열어젖혔고 

이제 사립문 몇 개 남았다’는 황우석 교수의 표 을 여과없이 옮기면서 난치병 치료

가 당장 앞에 다가온 듯한 장미빛 미래상을 그려냈으며, 척수마비 등의 불치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들을 직  찾아 소감을 묻는 등의 기사를 실음으로써 그런 인상을 

더욱 강화시켰다.

그 다면 이 문제에 한 외국 언론의 시각은 어땠을까? 결론부터 말하자면 훨씬 

더 조심스럽고 단을 유 하는 태도를 보 다. <네이처>는 5월 26일자 보도기사에서 

이번 연구가 실제 치료법에까지 이르려면 수 년 이상이 걸릴 것이고 아  그런 가능

성이 도래하지 않을 수도 있다고 썼다.7) 20세기 의 우생학 운동과 재의 배아복제 

문제를 서로 비교한 <뉴욕 타임즈>의 5월 29일자 기사도 여겨 볼만하다. 이 기사는 

말미에서 ‘치료용’ 배아복제에 반 하는 진 과 찬성하는 진 의 망을 서로 비시

키고 있는데, 반  진 을 표한 웨슬리 스미스는 과거 우생학 운동이 그랬듯이 치

료용 배아복제 역시 그 자체의 결함에 의해 단될 것으로 망했다. 복제동물에서 

나타나는 결함, 복제 조직에서 암 발생의 가능성, 그리고 윤리  부담이 없는 성체

기세포의 성공 등이 복제를 이용한 배아 기세포 연구에 악재로 작용할 거라는 측

이었다.8)

황 교수의 논문이 실렸던 <사이언스> 역시 6월 10일자에서 배아 기세포 연구의 

망에 한 장문의 분석기사를 실었다. 이 기사는 배아 기세포의 임상시험 ‘시도’ ― 

‘치료 성공’이 아니다! ― 까지 어도 5-10년 이상이 걸릴 거라는 다수 연구자들의 

측을 소개하면서, 배아 기세포 치료에 한 환자들의 기 가 과도하게 높아진 것

에 해 우려를 표하는 과학자들의 목소리를 담고 있다. 이에 따르면 배아 기세포 

치료는 동물실험에서도 다분히 제한 인 성과만을 거두고 있을 뿐이며(척수마비 쥐에 

한 실험에서는 다친 지 2주 이내인 쥐의 경우 기세포를 주입하자 증상이 다소 호

되었지만 손상 후 10개월 이상 지난 쥐는 아무런 차도도 없었다). 기세포가 기형

종(teratoma)이라는 이름의 무질서한 암세포 덩어리로 이될 가능성이나 동물 양

세포(feeder cell)을 사용함으로써 생기는 문제 등을 아직 넘어서지 못했다는 것이다. 

7) Check, “Korea's Accelerating Stem-cell Work.”

8) Henry Fountain, “Does Science Trump All?” New York Times, 29 M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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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기사는 이러한 측을 벗어나 내년 말 임상시험 개시를 호언하고 있는 제론 사 연

구진의 계획과 그 속에 내포된 험 요소들을 나열한 후, 한 과학자의 말을 빌어 “과

장 고를 하지 말고 환자들에게 솔직하라”고 조언하는 것으로 끝을 맺는다.9)

이런 기사들을 보면 배아 기세포 치료법의 개발 망이 극히 불확실하며 무엇이 

언제쯤까지 가능하게 될지를 단하기에도 아직 이른 시 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사립문 몇 개 남았다”는 식으로 환자들에게 과도한 기 를 품게 만드는 것이 능사가 

아니라는 얘기다. 그러나 이와 같은 외국 언론의 보도내용은 국내 언론의 주목을 거

의 받지 못했다.

난자 공여와 배아 괴의 윤리  쟁

황우석 교수 연구의 윤리  측면에 한 국내 언론의 보도는 어땠을까? 상당수의 

언론사들은 발표 기에 황 교수의 연구가 ‘배아복제에 한 윤리논쟁을 재 화’시켰

다는 을 언 해 일견 균형잡힌 시각을 보이는 듯했다. 그러나 여기서의 ‘윤리논쟁’

은 철 하게 배아가 생명이냐 아니면 세포덩어리냐, 그리고 환자의 생명을 우선할 것

인가 아니면 배아의 ‘생명’을 우선할 것인가 하는 형이상학  논의에 국한되었고, 그

나마도 이분법  틀에 갇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않았다. 실제 황 교수의 연구에 

해서는 배아의 존재론  지 에 한 물음 이외에도 던져야 할 윤리  질문들이 산

해 있음에도 그런 물음들은 쉽사리 간과되거나 수박겉핥기식으로만 제기되었다.

황 교수의 작년 연구 때부터 의혹이 제기되었던 난자 공여 문제에 한 보도를 한 

로 들어 보자. 연합통신을 비롯한 몇몇 언론사들이 발표 당일 <사이언스> 인터넷

에 황 교수의 논문과 나란히 실린 드 드 의 논평을 인용해 난자 공여의 동의 양

식과 련된 문제제기를 기사화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그도 잠시, 그 다음날 황 교

수가 ‘ 기세포의 역분화’를 이용한 인공 난자 연구를 차기 과제로 삼고 있다고 발표

하자 문제제기가 쑥 들어가고 말았다. 

사실 이런 연구를 시도하고 있는 것은 황 교수 혼자만이 아니다. 최근들어 난자 공

여의 윤리  문제를 우회하기 한 시도의 일환으로 난자의 인공  생성과 련한 연

구의 단 가 국 등에서 제시되고 있다. 그러나 기세포의 ‘역’분화를 이용한 난자

9) Gretchen Vogel, “Ready or Not?: Human ES Cells Head Toward the Clinic,” Science 308 (10 

June 2005), 1534-1538. 번역문을 필자의 홈페이지 http://myhome.naver.com/walker71/ 

EScells_toward_clinic.htm에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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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도는 기세포의 분화를 이용한 특정 세포의 유도만큼이나 어려운 일이고, 따라

서 설사 성공을 거둔다 하더라도 그것이 언제쯤이 될지 측조차 어려운 것이 실이

다. 그 다면 언제가 될지 모를 인공 난자의 생산이 이루어질 때까지 난자 공여 문제

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황 교수는 외국의 여러 명한 학들에서 공동연구 수행

을 제안해 왔다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공동연구에서 기세포 유도를 해 필요한 

수백, 수천 개의 난자는 상 으로 난자 공여에 한 규제가 미약한 한국에서 얻어

질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한국이 국제 인 난자 공 소의 역할로 락하게 되는 것

은 혹 아닐까? 이는 설사 황 교수의 주장 로 자발  난자 공여자가 을 선다고 해

도 쉽게 넘길 수 없는 문제인데도 이런 에 주목한 국내 언론은 거의 없었다.10)

이미 언 했다시피 배아의 지 에 한 논쟁 역시 심도있게 다루어지지 못했다. 배

아 기세포 연구(잔여배아를 이용하건 복제배아를 이용하건 간에)는 기본 으로 기

세포를 추출하고 나면 배아는 죽기 때문에 생명 괴를 둘러싼 논란을 피해갈 수 없

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는 언론과의 인터뷰 ― <뉴욕 타임즈>와의 인터뷰를 포함해서 

― 에서 자신은 아무런 생명도 괴하지 않았다고 거듭 주장했다.11) 어떻게 이런 ‘신

기한’ 주장이 가능한 것일까? 그것은 황 교수가 난자와 정자가 수정해 만들어진 배아

와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체세포의 핵으로 치환해 만든 복제 배아가 질 으로 서로 

다르다고 강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는 후자의 경우 난자와 정자가 합쳐진 것이 아

니므로 ‘배아’라고 불러서는 안된다고 하면서 이를 ‘핵이식 구성체(nuclear transfer 

constructs)’라고 부르자고 제안했다. 이는 연구의 본질에는 아무런 변화도 주지 않고 

용어만 재정의함으로써 배아 괴를 둘러싼 윤리  논쟁을 돌 해 보려는 략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복제 배아 역시 비록 확률은 낮지만 자궁 속에 이식되면 같이 개

체로 성장할 잠재력을 갖춘 존재라는 에서 이는 매우 험한 발상이다. <뉴욕 타임

즈> 같은 서구 언론은 황 교수의 이러한 략을 ‘이름붙이기 게임(name games)’이라

고 부르면서 이러한 ‘말장난’을 비 으로 바라보는 시각들을 소개했다.12) 그러나 국

내 언론은 자신이 아무런 생명도 괴하지 않았다는 황 교수의 주장만 여과없이 그

로 옮겼을 뿐, 그 뒤에 숨은 미묘한 쟁 들은 악하려는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았다.

10) 이 을 언론에서 지 한 것은 서울  법  박은정 교수가 인터뷰를 통해 언 한 것이 사실상 

유일했다. 박 교수는 <경향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자발 인 기증자로부터 받은 180여개의 난자

를 이용한 연구는 아직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만일 연구를 해 수천 개의 

난자를 소모한다면 이는 윤리, 인권 측면에서 큰 논란을 빚을 것”이라고 말했다.

11) James Brooke, “Without Apology, Leaping Ahead in Cloning,” New York Times, 31 May, 2005.

12) Gina Kolata, “Name Games and the Science of Life,” New York Times, 29 May,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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뛰기식 언론보도, 그것이 몰고올 역풍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 보면, 국내 언론은 황우석 교수의 연구에 서구 과학자들이 

열 한 이유와 맥락, 황 교수의 연구가 가진 한계와 그 속에 얽인 윤리  쟁 들을 

제 로 지 하지 않았고, 그런 에서 사람들이 황 교수의 연구를 이해한 후 제 로 

된 이유에서 지지 내지 반 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원천 으로 박탈했다. 이러한 국내 

언론보도의 문제 은 황 교수의 연구에 한 논의의 틀을 지나치게 한쪽으로 기울여 

놓았고, 논쟁 참여자들의 운신의 폭을 좁게 만들었다.

그 다면 이와 같은 언론보도의 성향은 앞으로 한국의 기세포 연구, 더 나아가 

한국 과학계 반에 어떠한 향을 미치게 될까? 이 질문에 답하기 해서는 서두에

서 잠시 언 한 미국의 과학사회학자 도로시 넬킨에게 잠시 귀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

다. 넬킨은 과학기술 언론보도를 비 으로 조명한 자신의 서에서 과학언론의 속

성에 해 고찰한 바 있다. 그녀는 과학언론이 정작 요한 과학 연구의 구체  내용

이나 그것이 갖는 윤리 ․사회  함의는 간과한 채 언제나 극  성취(breakthrough)나 

“ 명”에 심을 가지며, 개별 과학자들을 ‘스타’로 그려내려는 강한 경향성을 갖는다

고 지 했다. 그녀는 이러한 경향이 일반인들의 과학 인식에 한 함의를 내포한다

고 보았다. 왜냐하면 극  성취에 을 맞추면 과학의 연속 ․  성격이 왜곡되

어 과학자들로 하여  언론을 겨냥한 ‘한탕주의’ 연구에 집 하게 만들기 쉬우며, ‘스

타 과학자’에 을 맞추면 그 사람 개인의 ‘천재성’에만 집 해 테크니션, 원재료 

제공자, 포스트닥(post-doc), 박사과정 학생 등으로 구성되는 과학 연구의 실제 구조가 

일반인들에게 왜곡된 모습으로 달되기 쉽기 때문이다.13)

이번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국내 언론보도는 넬킨이 지 한 문제 을 그

로 재생산하면서 여기에 우리나라 특유의 강한 민족주의  색채를 보탠 것이라고 말

할 수 있다. 국내 언론은 황 교수의 연구를 둘러싼 윤리  쟁 은 뒷 으로 한 채 황 

교수를 거의 스토킹 수 으로 쫓아다니면서 그를 ‘스타’로 부각시키고 그가 이룩한 

‘국  선양’을 칭송하는 데 력을 쏟았다. 아울러 국내 언론은 최근 인기있는 분야의 

연구자들을 “제2의 황우석”으로 추켜세움으로써 오히려 ‘극  성취 신드롬’을 부채질

하는 데 한몫하기까지 했다. 이러한 언론의 보도방향은 단기 으로 보면 과학 연구에 

한 심을 높이고 최근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는 ‘이공계 기’를 타개하는 데 도

13) Nelkin, Selling Science. 이 책의 논지를 요약한 논문인 ｢과학과 언론보도｣가 필자의 책  과 

과학기술(잉걸, 2001)에 번역, 수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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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지도 모른다. 그러나 장기 으로 보면 극  성취 신드롬과 스타 과학자에 

한 강조는 국가 체의 과학기술 연구개발 구조를 왜곡하고 비인기 분야의 장 과학

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려 단기 인 부양을 통해 얻었던 이익을 훨씬 넘어서는 피해를 

과학계에 미칠 수 있다는 을 간과해서는 안된다.

아울러 이러한 국내 언론보도가 ‘ 의 과학이해’에 미칠 수 있는 악 향에도 주

목할 필요가 있다. 넬킨은 앞서 소개한 서에서 ‘획기 ’인 연구 결과가 나왔을 때 

언론이 “극  성취”니 “ 명”이니 하면서 당장에라도 큰일이 생길 것처럼 호들갑을 

떨다가 애 의 약속이 실 되지 않으면 이내 “그림의 떡”이었다는 둥, “일장춘몽”이

었다는 둥 하면서 태도를 180도 바꾸는 뛰기식 보도 행태를 비 한 바 있다. 이런 

보도 행태에 반복 으로 노출된 사람들은 마치 오늘날 사람들이 정치인들을 하는 

태도와 비슷한 냉소와 무 심을 나타내 보이게 되는데, 이는 과학기술이 사회에

서 갖는 요성에 비추어 볼 때 결코 바람직하지 못한 결과라는 것이다.14)

이러한 넬킨의 지 은 재의 한국사회에도 그 로 용될 수 있다. 황우석 교수는 

올해부터 복제배아 기세포를 이용한 동물실험에 들어가고 빠르면 내년 말부터 사람

에 한 임상시험에 들어가겠다고 언론에서 밝힌 바 있다. 만약 그 게 해서 빠른 시

일 내에 유 성 난치병 환자에 한 치료법이 개발된다면 ― 난자 공여와 연구를 

한 배아 괴 문제에 해 충분한 사회  숙의가 이루어진다는 걸 제로 해야겠지만 

― 이는 분명 희소식이 될 것이다. 그러나 만약 그런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다면, 다시

말해 상당수 과학자들의 우려처럼 기세포로부터 특정 세포를 안정 으로 유도해 이

를 임상에 응용하는 것이 난망한 과제임이 밝 지거나, 유 자치료의 사례처럼 임상

시험에서의 부작용으로 환자가 사망하는 등의 사고가 발생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부풀려진 기 가 책임질 수 없는 약속을 내놓은 과학계에 한 분노와 환멸로 탈바꿈

해 부메랑처럼 돌아오지는 않을까?

지  필요한 것은 기세포 연구가 제공해  수 있는 혜택에 한 기 치를 실

인 수 으로 맞추고 이에 근거해 해당 연구의 가능성과 한계, 문제 을 냉정하게 

짚어볼 수 있는 논의의 장을 복원하는 것이다. 황 교수의 연구를 “기 의 치료법”으

로 떠받들거나 “악마의 기술”이라며 비난하는 것은 어느 쪽이건 바람직한 사회  논

의과정의 일부가 될 수 없다. 기세포 연구에 한 국민  합의와 지지는 불충분한 

정보에 근거한 열 이나 막연한 반감이 아니라 해당 연구의 장․단 에 한 이해와 

숙고로부터만 나올 수 있기 때문이다.

14) 앞의 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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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배아복제와 연구 차

-2004,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논란이 된 차상의 문제- 

구 모(울산  의  인문사회의학교실)

1. 연구에 사용된 242개 난자의 출처

○ 구로부터 이토록 많은 수의 난자를 기증받을 수 있었는가? 왜 아무런 보상

도 제공되지 않았는가?

여성은 난소에 약 200만개의 난모세포를 가지고 태어나지만 사춘기까지 남아있는 

것은 4만개 정도이며 이 에서 4백 개 정도가 실제로 배란된다. 여성의 난소에서 자

연 으로 배출되는 난자는 매달 1개이다. 시험  아기 시술이나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는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므로 여성에게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게 된다. 시험 아

기시술에서 과배란유도를 해 여러 가지 약물이 사용 된다1). 과배란을 통해 한 여성

으로부터 10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한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황우석 연구 은 인간 복제배아 기세포주를 확립하

기 해 16명의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242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16명의 

난자 기증자로부터 242개 난자를 채취했다면 242개÷16명=15.13개로 여성 일인당 15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계산이 나온다. 242개의 난자를 사용하여 인간 복제배아 

기세포주 1개를 만들었다. 

2005년 <사이언스> 논문에서 황우석 연구 은 13명(비 연 3, 연 10 ?)의 여성으

로부터 채취한 총 185개의 난자에서 11개의 인간 복제배아 기세포주를 만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난자 16.8개에서 1개 세포주를 확립한 것으로서, 2004년 <사이언스> 

발표와 비교하여 효율이 15배 증가한 것이다. 

지 껏 이 게 많은 난자 기증자를 모집했던 복제 연구 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었

1) 최근에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방법은 생리 시작으로부터 3일째에 난포자극호르몬제재

(follicle stimulating hormone)를 매일 투여하기 시작하여 7-8일째에 GnRH 

(gonadotropin-releasing hormone)에 길항작용(antagonist)을 하는 Cetrorelix와 같은 약물을 

배란 시까지 함께 투여한다. 김석 . 배란유도의 최신 방법. 『I Want Baby』

http://www.itantbaby.co.kr/info/menu6/3.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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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례로 미국에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련 경비와 여성의 신체를 침해하는 

의료 시술이 야기한 불편함의 가로 수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제14 공 자인 시벨리(Jose B. Cibelli, 미국 미시건주립  동물생리학 교수)가 

2001년 미국 매사추세츠 주 우스터 소재 ACT 사에서 일하면서 인간복제 실험을 했

을 때 그는 스무 개가 채 안 되는 난자를 사용했고, 이 난자들은 이런 식으로  

보상을 받은 기증자로부터 얻은 것이었다고 한다. 반면, 황우석 교수는 한국의 난자 

기증자들이 돈을 받지 않았으며, 병자들을 돕기 한 바람과 국가  자부심에서 난자

를 제공했다고 말한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의 이 같은 주장은 설득력이 별로 없다고 

보여 진다2).

○ Nature 보도 로 은 여성 연구원으로부터 채취한 것이 사실인가? 

황우석 연구 의 2004년 <사이언스> 논문의 자는 모두 15명이다. 논문 발표 3개

월 후 <네이처>는 황우석  연구의 윤리성을 문제 삼는 특집 기사를 내보냈다. 한국

에서 황교수의 실험을 직  취재한 <네이처>는 의혹을 제기했다. 16명의 난자기증자 

에 실험에 참여했던 박사과정의 여학생 한 명이 포함되었다는 것이다.3) <네이처>

는 문제의 그 여학생이 <사이언스> 논문의 제 6 자인 구자민 교수(가천의  생명공

학부)라고 보도했다. <네이처>는 구씨가 인터뷰에서 아  아이들을 돕고 싶은 바람과 

한국에 한 사랑에서 난자를 기증했다고 보도했다. 

만약 <네이처> 보도가 사실이라면 ‘난자 기증자나 그녀의 가족, 친척, 지인 어느 

구도 이 실험으로부터 이득을 취하지 않을 것이다’고 논문이 밝히고 있는 윤리규정

을 스스로 배한 셈이 된다.4) 왜냐하면 그 여학생은 논문의 15인 공동 자의 한 사

람으로 포함되어 이미 직업상 혜택을 받았기 때문이다. <네이처>는 이 사실을 그 여

학생과의 인터뷰를 통해 알아냈으며 인터뷰 당시 자신의 난자기증이 이루어진 병원이

름까지 었다고 주장했으나 그 여학생은 자신의 어 미숙으로 빚어진 오해라며 이

2) 난자 기증자의 보상 문제에 해 황우석 교수는 자신의 말을 바꾸고 있다. 2004년 7월 16일 

외교통상부 주최로 열린 <유엔 인간복제 지 약 응 략 세미나>에서 황우석 교수는 난

자 기증자에게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3) David Cyranoski, "Korea's stem-cell stars dogged by suspicion of ethical breach," Nature 

vol.429, 6 May 2004, p.3

4) 황교수 이 사이언스의 온라인 사이트를 통해 제공한 보조 자료로서 난자공여자의 실험참

여에 한 동의과정 (Informed Consent) 등을 포함하고 있다. http://www.sciencemag.org/

cgi/content/full/1094515/D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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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부인했다. <네이처>는 황 교수와 의 일원으로 난자채취를 담당했던 한양 학교 

병원에 문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거부당했다고 밝혔다. 

구씨의 애  발언이 물의를 빚자, 황우석 교수는 16명의 여성들이 서명한 동의서 

양식을 체크해 보았지만 그녀의 이름을 찾지 못했다고 말했다. 실제로 몇몇 학생들이 

난자를 제공하겠다는 제안을 하긴 했지만 자신이 "강하게 거부했다“고 황 교수는 덧

붙 다5). 그의 이 같은 해명에도 불구하고 <네이처>는 4주 후 황우석 교수의 연구 

윤리의 의혹을 제기하는 내용을 담은 별도의 기사를  실었다6). 

문이 커지자 구자민 교수는 학교를 휴직했고, 황우석 연구 의 2005년 <사이언

스> 논문 25인의 공 자 명단에 그녀의 이름은 포함되지 않았다.

실험실의 연구원들은 혹시 압력에 못 이겨 비자발 으로 난자나 액을 기증할 우

려가 있는 취약한(vulnerable) 계층에 속하는 사람들이다. 이 계층에는 이밖에도 죄수, 

시설 수용자, 군인 등이 포함된다. 이 계층의 사람들을 피험자로 참여시킬 때는 특별

한 주의가 요망된다는 것이 교과서  설명이다. 

발표자의 2004년 2학기 서울 학교 교양강좌 <생명의료윤리>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만약 <네이처> 보도 로 여성연구원이 난자를 기증했다면 그것이 윤리 으로 문제가 

되겠는가?’라고 물었다. 총 81명의 응답자  63%인 51명이 '문제 있다‘라고 답한 반

면, 30명은 ’문제 없다‘고 답했다. 

○ 기증 과정에서 기증자로부터 자발 이고, 충분한 설명에 근거한 동의

(voluntary informed consent)를 취득하 는가? 왜 황 교수는 <네이처> 기자에

게 동의서 양식조차 공개하기를 거부했는가?

난자 채취는 매우 고통스런 과정을 동반한다.7) 난자 기증자는 과배란을 해 로

토콜에 따라 10일 이상 매일 호르몬 주사를 맞아야 하며, 난소 상태와 난포 성숙도를 

체크하기 해 질식 음  검사를 여러 번(6～8번) 받아야 한다. 

5) Nature, 같은 곳. Science, Volume 304 p.945 난자 채취가 한양 병원에서 행해졌다는 을 

고려한다면, 난자 채취와 무 해야 할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난자 기증자들의 동의서를 볼 

수 있었는지 의문스럽다.

6) Nature, Volume 429 p.490

7)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한 후 마지막으로 배란 유도를 한 융모성성선자극호르몬 주사

(human chorionic gonadotropin: hCG)를 놓고 34-36시간후에 난자를 채취하게 된다. 질식 

음 유도하에 난자 채취용 바늘을 사용하여 잘 발달된 난포로부터 난자와 난포액을 채취

한다. 이 때 바늘은 후질원개(posterior fornix)에서 질을 뚫고 난소에 도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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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자 기증 과정에서 발생하는 합병증도 문제다. 과배란 유도 호르몬 주사를 매일 

맞는 동안에 많은 여성들이 주사부 에 약간의 발 , 가려움, 팽윤이 나타날 수 있

다.8) 신 인 소양감이 오는 경우도 있다.

난자 기증 후 호르몬의 분비와 난소의 반응이 정상 월경주기로 회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배란을 해 투여된 호르몬 제재의 부작용으로 난소과자극증후군(Ovarian 

Hyperstimulation Syndrome: OHSS)이 래될 수 있다. 경한 경우 난소크기증 , 복

부팽만, 복통이 발생하는데 부분 안정을 취하는 정도로 회복된다. 그러나 다수의 난

포를 동반한 난소 증 와 함께 신 모세 의 투과성 증가로 인해 체액 류가 야기

되어 부종, 복수, 흉수, 액응고 장애, 간부   성인성 호흡곤란 증후군을 일으키기

도 한다. 증인 경우 입원 치료가 필요하다.9) 

투여한 호르몬으로 인해 난소암이 발생할 수도 있다. 한 난자의 채취를 해 질

을 통해 난소에 바늘을 삽입함으로 인하여 감염이 발생할 수도 있다. 이러한 합병증

이 발생률이 매우 낮기는 하지만, 발생시 골반염으로 발 하여 난자기증자가 이후에 

불임까지 래될 수 있다.10)

에 기술된 시술상의 불편  잠재  험들이 난자기증자들 (2004년 발표 논문의 

경우 16명, 2005년 발표 논문의 경우 13명, 여기에 기증을 거부한 여성들까지 더하여)

에게 사 에 충분히 설명되었는가? 그녀들은 충분한 정보에 근거하여 자발 으로 동

의(voluntary informed consent)를 하 는가? 그들은 자신들이 난자 기증에 동의한 이

후에도 언제든지 동의를 철회할 권리가 있음을 알고 있었는가? 기증자를 한 설명문

과 동의서 사본 1부가 기증 여성들에게 각각 배부되었는가? 기증자의 서명이 있는 동

의서의 원본을 연구책임자가 보 하고 있는가? 만약 보 하고 있다면 계 기 의 자

료 요청에 응할 용의가 있는가? 

2004년 <네이처> 기자가 황우석 교수에게 난자 기증자에게 제공한 동의서 양식 사

본을 보여주기를 요청하자 황 교수는 라이버시 보호를 이유로 이를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의서 양식의 공개는 난자 기증자의 라이버시와 아무 상 이 없

음은 자명하다. 

8) 한국희귀의약품센터 website, http://www.kodc.or.kr

9) 정기성 외. 배란유도시 발생한 증 난소과자극 후군에 한 임상  고찰, 한산부인과학

회지 1994; 37(10): 2019-2027 참조. 한산부인과학회. 부인과학, 서울:도서출  칼빈서 , 

1991:425.

10) Serafini PD, et al. Oocyte donation program at Huntington Reproductive Center quality 

control issues, Pasadena, California. in Cohen CB.(ed.) New Ways of Making Babies: The 

Case of Egg Donation. Bloomington and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199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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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에서는 지난 해 지 된 문제 들이 많이 개선되었다. 

그러나 여 히 문제 들을 지 하지 않을 수 없다. 첫째, 난자 기증 동의서에 난자 기

증에 수반되는 험성이 구체 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는 이다. 황우석 연구 의 

난자 기증 동의서 양식을 검토한 미국 스탠퍼드 학교 병원 소아과 드 드 조

(Mildred Cho) 교수는 2005년 5월 19일 인터넷에 배포된 보도 자료에서 “난자기증자

들은 불임 는 사망의 험에 해 아무런 설명도 듣지 못했다”라고 밝혔다.11) 미국

발 윤리 논란에 해 황우석 연구 의 안규리 교수(서울 학교병원 신장내과)는 조 

교수에게 피험자 설명문을 보여주고 조 교수의 사과를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

졌으나, 발표자는 어느 구에게도 그 설명문을 보았다는 얘기를 못 들었다.

난자 기증자 동의서와 련하여, 2005년 <사이언스> 논문의 특이한 은 난자 기증 

동의서 2종이 존재한다는 사실이다. 황우석 연구 이 <사이언스>에 제출한 

SOM(Supporting on-line Material)에는 두 종류의 동의서 즉, 난자 기증 동의서 A 

(기증자가 환자와 연 계가 없을 때, 난자 기증 동의서 B (기증자가 환자의 가족일 

때)가 포함되어 있다. 무슨 연유에서 연구 은 2종의 서로 다른 동의서를 비해야만 

했을까? 난자 기증 동의서 B 제4항에 있는 “본인이 기증하는 난자는 본인과 가족 

계에 있는 환자에게 우선 으로 사용하고...”라는 구 을 여겨 볼 필요가 있다는 게 

발표자의 생각이다.

SOM에 나타난 연구 의 설명을 들어보자. 우리나라 국립장기이식 리기구

(KONOS) 규정 제18조 1항을 보면 망자의 배우자  자녀가 망자의 방계 친인척에 

우선하여 이식용 장기를 수혜하도록 되어 있다. 이것과 일 되기 해 IRB는 이 연구

계획을 심의할 때 연구자들에게 기증자들의 난자가 가족 계에 있는 환자들에게 우

선 으로 쓰일 것이라는 을 설명할 것을 요구했다.

얼토당토않은 설명이다. 도 체 난자가 이식용 장기와 무슨 련이 있는가? 연구

의 설명은 난자와 장기가 유사하다는 해괴한 법 논리에 기 하고 있다. 발표자의 

2005년 1학기 서울 학교 교양강좌 <생명의료윤리>를 수강한 학생들에게 황우석 교

수 연구 이 사용한 난자 기증 동의서 2종을 보여주고 연구윤리 에서 어떤 문제

가 있는지 물었다. 61명의 응답자  66%가 난치병 환자의 가족 는 친척 여성으로

부터 난자를 채취했다면 이해 갈등(conflict of interest) 문제가 있다고 답했다. 

11) Stanford bioethicists want stronger protections for women donating eggs for stem cell 

research http://www.eurekalert.org/pub_releases/2005-05/mailtoamyadams@stanford.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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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양 학교병원 IRB 심사  승인의 법성

○ 한양 학교병원 IRB는 난자 채취 연구 계획을 심사한 후 승인하 는가? 

임상연구에 근거 법령  식품안 의약청의 의약품임상시험 리기 (KGCP)이 있는

데, 이는 생명과학의 연구 윤리와 련해서 자주 언 되는 법령이다. KGCP에는 임상

시험심사 원회(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에 한 규정들이 담겨 있다. 이 

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성을 확보하는 데 있어서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곳이

다. 흔히 IRB라고 불리는 이 원회는 계획서 는 변경계획서, 피험자로부터 서면동

의를 얻기 해 사용하는 방법이나 제공되는 정보를 검토하고 지속 으로 이를 확인

함으로써 임상시험에 참여하는 피험자의 권리․안 ․복지를 보호하기 해 시험기  내

에 독립 으로 설치한 상설 원회이다. 이 원회는 기  내에서 실시되는 임상연구

에 해 그 연구계획의 과학  타당성  윤리  건 성을 심사하여 승인하고, 연구

진행을 감독하며, 그 연구결과를 보고 받는 등 권한을 가짐과 동시에 책임을 진다. 심

사 원회는 임상시험의 윤리 ․과학 ․의학  측면을 검토․평가할 수 있는 경험과 자격

을 갖춘 5인 이상의 원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1인 이상의 의학․치의학․한의학․약학 

는 간호학 외의 공을 가진 자(  ; 변호사 는 종교인, 윤리학자)와 1인 이상의 

해당 시험기 과 련이 없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12).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경우를 보자. 황우석 연구 의 인간배아복제 연구

를 해 난자를 채취한 곳은 한양 학교병원 산부인과이고 난자채취를 한 연구 계

획의 연구책임자는 산부인과 황윤  교수로 알려져 있다. 난자 채취는 임상연구이므

로 한양 병원 IRB의 심의와 체회의를 거쳐 승인을 얻어야만 법하게 수행할 수 

있다. 한양 병원 IRB의 구성을 보면 체 15인 원  도사 1인, 타 학병원 산

부인과 의사 1인이 포함되어 있어 구성요건을 만족시키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한양 병원 IRB가 문제의 연구를 실제로 심사․승인하 는지 여부가 확실치 

않다는 의혹이 제기되었다. 만약 한양 학교병원 IRB가 문제의 연구를 체회의를 열

어 실제로 심사․승인하 다면 한양 학교병원 IRB는 회의록을 작성․보 하고 있어야만 

한다. 그것이 KGCP의 요구사항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한양 학교병원 IRB는 국가인

12) 의약품임상시험 리기 (KGCP)는 임상시험에 용되는 행정고시이므로, 엄 히 말하면, 인

간배아복제 연구는 이 기 의 용을 받지 않는다. 2005년 1월부터 시행되는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 제16조는 배아연구기  내에 설치된 기 원회가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심의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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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원회의 생명윤리 TF ( 장 박경서 상임 원)가 회의록 제출을 요구하자 이에 응

하지 않았다. 뿐만 아니라 이 부분을 취재하려는 기자들과의 도 거부했다. 한양

학교병원 IRB의 이러한 반응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양 학교병원 IRB 심사  승

인의 법성에 의문의 여지가 있다. 

아울러 IRB는 지속심사(continuing review)를 통해 원회가 승인한 연구가 과학 ․
윤리 으로 수행되고 있는 지 모니터할 권한  책임이 있다13). 그러나 여러 정황을 

종합 으로 고려할 때 한양 학교병원 IRB가 문제의 난자 채취 연구를 지속 으로 

모니터 하 다고 보기 힘들다. 

 

○ 서울  수의 의 IRB에서는 문제의 연구계획을 심사하 는가? 서울  수의

에 IRB가 설치되어 있는가?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경우를 보자. 난자 채취와는 별도로, 체세포핵이식 

연구는 서울 학교 수의  황우석 교수 연구실에서 행해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

니까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배아복제 연구의 책임자이다. 국제

보건기구(WHO)의 <생명의료 연구를 검토하는 윤리 원회를 한 운  지침>14)에 

따라 연구책임자의 소속 기 인 서울 학교 수의  IRB는 황우석 교수의 연구를 심

사했어야만 했다. 그 다면 서울 학교 수의  IRB는 문제의 연구계획서를 심사하

는가? 유감스럽게도 서울 학교 수의 는 연구계획서를 심사할 수 없었다. 왜냐하면 

서울 학교 수의 에는 IRB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서울 학교 악

캠퍼스 어느 단과 학에도 IRB는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15). IRB가 없다면, 연구책임자

가 소속된 기 의 IRB를 통과하지 않은 연구 계획이 어떻게 차 으로 법하게 수

행될 수 있었으며 그 결과가 <사이언스>에 게재될 수 있었을까? 

13) 이러한 차를 가리켜 ' 검(audit)'이라고 한다.

14) WHO/TDR. Operational Guidelines for Ethics Committees That Review Biomedical 

Research. 2000 

15) 당시 서울 학교학교의 경우 연건캠퍼스 소재 서울 학교 병원에 IRB가 설치 운 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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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비의 출처가 불명확하다

2004년 <사이언스> 발표 논문의 경우를 보자.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문제가 된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사용된 재원이 익명의 독지가가 제공한 것이라는 주장을 폈

다16). 주지하는 바와 같이 황우석 교수는 규모의 국가 연구비 지원을 받아 왔고, 

문신용 교수는 21세기 론티어사업 세포응용연구사업단의 단장이다. 두 교수가 무슨 

까닭에 자신들의 연구에 공공자 이 사용되었음을 부인하는 것일까? 그 해답은 세포

응용연구사업단 윤리 원회의 지침에서 찾을 수 있다.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 원

회( 원장 박은정 서울 학교학교 법과 학 교수)의 < 기세포연구지침 (2003. 5.)>은 

(일반원칙 제2항에서) 기세포 연구를 목 으로 인간 배아를 생산하는 것을 지하

고 있다17). 그리고 사업단에서 지원하는 모든 연구계획은 사업단 윤리 원회에서 심

사를 받도록 되어 있다. 그러니까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

원회의 규정을 반한 데 한 비난이 두려워 정부 연구비를 사용했음을 부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가 자신들의 연구에 공공자 을 사용했음을 부인하고 있으

나, 그들의 주장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 

말미의 감사의 (acknowledgment)에 “This study was supported by grants from 

the Advanced Backbone IT Technology Development (IMT2000-C1-1) to W.S.H. and 

the Center for Stem Cell Research (M102KL0100-02K1201-00223) to S.Y.M. The 

authors are grateful for a graduate fellowship provided by the Ministry of 

Education, through the BK21 program." 라고 명기되어 있기 때문이다. 감사의 이 

틀리지 않는다면 두 교수는 자신들의 연구에 정부의 공공자 을 사용했음을 인정한 

셈이 된다. 한편, 그들의 주장 로 공공자 을 사용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사이언스>

에 거짓말을 한 셈이 된다. 두 교수는 이 을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18) 

16)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연구비를 제공한 익명의 독지가가 구인지 밝히기를 거부하고 

있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 의 연구에 거액의 정부 연구비가 지원되었다는 보도가 있다. 

2004년 2월 15일자 조선일보 기사에 “...과기부 계자는 ”이번 황교수와 문교수의 세계 인 

연구성과는 세포응용연구개발사업단의 연구와도 일부 연계돼 있다“면서 ”문교수의 개별 연

구과제에 지난해 12억 9천 200만원이 지원 고 이  5억원 가량이 황교수의 연구비에 지원

다“고 말했다...”는 부분이 있다. 그 다면 이는 조선일보의 오보인가? 

17)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 원회 홈페이지 http://www.stemcellethics.org/rule_guide.html를 

보시오.

18) 이에 해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 원회 회의(2004. 2. 27)에서 

‘<사이언스>지와 의하는 과정에서 grant에 한 문의가 있었을 때, financial grant 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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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욱이, 국립서울 학교 교수인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가 국립 에서 수행된 연구

에 해 순수하게 사  자 만을 사용하 다는 주장은 타당성이 별로 없어 보인다. 

만약 국가 지원 연구비가 사용된 게 사실로 명된다면, 배아 복제 연구에 한 사회

 합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연구자 임의로 국가 지원 연구비를 사용한 경우에 

해당될 것이다. 

4. 논문 자 기재가 불투명하다

황우석 교수 의 <사이언스> 게재된 논문의 15인 공 자  제 13 자인 박기  

순천  생명과학 공 교수는 논문 발표 후인 2004년 3월 청와  정보과학기술보좌

으로 임명되었다. 잘 알려진 바 로 박기  보좌 은 정부 내에서 황우석 교수  연

구를 지원하는 핵심 인 역할을 맡고 있다. 식물 분자생물학 공자인 박 교수가 자

신의 공과 무 한 체세포핵이식 논문에 공 자로 들어가게 된 경 에 해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은 한국방송통신 학교 이필렬 교수가 쓴 <교수신문(2004. 2. 23)> 

칼럼에서 최 로 지 되었다. <네이처>는 서울발 기사에서 박기  교수가 문제의 

<사이언스> 논문에 있어서 자신이 별반 기여한 바가 없다고 말한 것으로 보도했다19). 

그러나 박기  교수는 자신이 공 자로 포함된 데 해 자신은 그 연구의 생명윤리 

부분을 담당한 공로로 공 자가 되었으며, 아무런 잘못을 범하지 않았노라고 항변했

다. 다음은 박기  교수가 인터넷 게시 에 올린   일부이다. 

제가 공동 자로 들어간 이유에 해서는... 제가 보좌 으로 임명되기 오래 부

터 생명윤리법 제정에 참여하 으며, 한 황우석 교수의 연구진과의 공동연구

를 통하여 과학사회학자, 시민단체 등과 함께 수년 동안 생명공학의 사회학  

연구를 수행하 으며, 국제학회에서 련 논문도 발표하 으며, 실험 장에 참

여하는 등 윤리문제에 해 연구진과 함께 많은 논의를 수행했기 때문이었습니

닌 technical grant의 의미에서 사업단의 지원이 있었음을 밝히고 게재논문에도 이러한 뜻으

로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여 히 이해가 가지 않기는 마찬가지이다. 필자는 

‘technical grant'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알지 못하거니와 동료 연구자들에게 문의해보아도 이

러한 표 은 사 에 들어본 이 없다고 한다. 그 다면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의 작명으로 

보이는 ’technical grant'라는 표 이 정확히 무엇을 의미하는 지 두 교수는 해명해야 할 것

이다.

19) Nature, Volume 429 p.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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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물론 체세포 복제 실험자체는 참여하지 않았으며 이를 부터 정확하게 밝힌 

바 있습니다. 특히 논문의 authorship은 으로 논문 교신 자의 권한이며... 

자연과학분야의 실험논문이지만 실험외 인 부분이 요하게 취 되는 분야이

기 때문에 황우석 교수의 연구과정에 제가 참여하 고, 제가 공동 자로 들어갔

다고 생각합니다.20)

세포응용연구사업단에는 10인의 문가로 구성된 윤리 원회가 존재한다. 그러나 

황우석 교수 의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사업단 윤리 원회에서  심의되지 않았다.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자신들이 원으로 있는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 원회가 

자신의 연구를 심의하기를 원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그 신 그는 박기  교수와 

생명윤리 문제를 상의하고 그녀를 논문의 공 자로 넣었던 것이다. 

작년의 논란이 어떤 향을 미쳤는지 모르겠으나, 2005년 <사이언스> 게재 논문의 

25인 공 자 명단에 박기  보좌 의 이름은 빠져 있다. 그럼 생명윤리 문제를 담당

한 공 자는 구일까? 들리는 바로는 이번 연구에서 생명윤리 문제를 담당한 사람은 

서울 소재 ㅎ 학교의 아무개 교수라 한다. 이 소문은 몇몇 경로를 통해 사실로 확인

되고 있다.21) 흥미로운 은 그 교수의 이름이 논문의 공 자 명단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왜 <사이언스>에 실린 두 편의 논문의 자 기재(authorship)가 이

게 달라야 하는 걸까? 필자는 이해하기 어렵다. 

ㅎ 학교의 그 교수는 2005년 4월 7일 국가생명윤리심의 원회 원으로 임명되었

다. 그리고 그 원회의 주요 임무는 황우석 교수 의 연구, 즉 체세포핵이식 연구의 

범 와 한계를 정하는 것이다. 정부 원회 구성 차의 공정성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5. 닮고 싶은 과학자? - 연구자의 충 성(充全性; integrity)

황우석 교수 의 연구는 등학교 교과서와 학교 교과서에 언 되고 있다고 한

다. 2004년 <사이언스> 논문 발표 당시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는 세포응용연구사업

20) 박기  “연구 참여 부분을 밝힙니다” 인터넷 시안 2004. 5. 8.

21) 그는 한국기독교교회 의회(KNCC)와 황우석 교수와의 만남에 황우석 연구 의 일원으로 

배석했다. “KNCC, 황우석 교수 연구 인정” 국민일보 2005. 7.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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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윤리 원회 원이었다. 그 해인 2003년 제정된 세포응용연구사업단 윤리 원회

의 < 기세포연구지침>은 기세포 연구를 목 으로 하는 인간 배아의 생산을 하

고 있다. 그런데 황우석 교수 의 연구가 바로 이런 종류의 연구 다. 세포응용연구사

업단으로부터 연구비 지원을 받는 모든 연구자들은 이 조항의 용을 받는다. 황우석, 

문신용 교수는 연구에 사  자 을 사용했음을 주장하며 이 조항을 의도 으로 피해

갔다. 

어디 이뿐인가. 황우석 교수는 2003년 한분자생물학회 윤리 원장을 역임한 바도 

있고, 2005년 1월 한국과학기술자총연합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인 새해인사 모임에서는 

<과학기술인 헌장>을 표로 낭독하기까지 했다고 한다. 황우석 교수는 이른 바 ‘닮

고 싶은 과학자’로서 청소년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할 분이다. 그러나 그의 처신은 본

보기의 그것과는 거리가 멀다.

2004년 8월 <사이언스> LETTERS 란에 황우석, 문신용 두 교수가 보낸 편지가 실

렸다22). 같은 해 3월 한국생명윤리학회 배아복제 연구윤리 특별 원회가 <사이언스> 

편집자에게 보낸 항의 서한에 한 두 교수의 응답이었다. 이들은 서한에서 그들은 

“한국생명윤리학회는, 우리 생각으로는, 립 이 아니며 새 기술을 사회에 한 

으로 보고 생명 의료의 발  속도를 제한하려 한다. 를 들어 그들은 공공연히 인간 

질병을 한 형질 환 쥐 모델을 반 하고 부모가 건강한 아기를 낳기 한 착상  

유  진단을 반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같은 주장은 근거 없는 비난이다. 필

자가 아는 한, 한국생명윤리학회는 그간 여러 차례 공개 으로 의학과 생명과학기술

의 발 을 높이 평가함을 밝힌 바 있다. 특히, 형질 환 동물이나 착상  유  진단

에 학회가 반 한다는 주장은 자신들이 지어낸 허  주장에 지나지 않는다.

22) Science vol 305 13 August 2004 pp.944-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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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의 한계 

 

김병수 (생명공학감시연 ) 

I. 제정과정. 

2000. 5.  복지부, 보건사회연구원에 생명윤리법안 연구 용역 발주 

2000. 10. 참여연  시민과학센터 ‘생명과학 인권윤리법’ 입법청원 

2000. 11. 과기부, ‘생명윤리 자문 원회’ 구성  

2000. 12. 복지부, ‘생명과학보건안 윤리법’(안) 발표.  

        임신 목  이외의 배아 생성  사용 지, 잔여배아 연구의 제한  허용 

2001. 7  과기부 생명윤리자문 원회, ‘생명윤리법 기본골격(안) 발표 

2001. 8.  69개 단체, ‘조속한 생명윤리법제정을 한 공동캠페인단’, 구성

        포 법 제정, 배아복제 지, 잔여배아의 제한  이용

2002. 7, 과기부, ‘인간복제 지 기세포연구등에 한법률(안)’ 발표

2002. 7. 생명윤리법 주  부처로 복지부 결정.  

2002. 9. 복지부,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안)’ 입법 고. 

        

① 인간개체복제 지, ② 국가생명윤리자문 원회 설치 ③ 체세포 핵이식 연구

의 원칙  지  원회를 통한 제한  허용, ④ 인간배아의 보호, ⑤ 의학  

입증이 불확실한 유 자검사 지, ⑥ 유 정보의 보호  차별 지, ⑦ 유 자

치료의 규제 등

2003. 2. 정부 단일안 발표 (과기부와 의)  

        ③ 체세포 핵이식 연구 허용  원회를 통한 범 설정 

2003. 4. 규제개 원회 통과, 법제처 심사 시작.  

        
자문  → 심의 , 잔여배아 이용 범  확 , 유 자 검사 외 조항 삽입, 부

칙 조항 완화

2003. 10. 국무회의 의결  

2003. 12. 정부 단일안 국회통과 (6개 법안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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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평가  

의의. 

○ 그 동안 리 감독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생명공학 연구·임상 분야 규제 

   ‘생명공학육성법’이 만들어진지 20년 

○ 인간개체복제 지, 인간배아에 한 리 규정,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 설치

   유 정보를 통한 차별과 무분별한 유 자 검사를 규제 

한계 

○ 기존의 사회  합의에 비해 후퇴한 내용을 담고 있음. 

   체세포 핵이식(이종간 교잡)을 명시 으로 허용/  

   잔여배아 연구를 포 으로 허용 - 생명윤리법 ? 

○ 국가생명윤리심의 원회에 7개 부처 장 이 당연직 원으로 포함, 향후 지속 으  

   로 제기될 생명공학의 윤리 사회  문제에 제 로 처하기 힘듦

○ 유 정보 활용에서 국가기 에 한 외 조항과 범 한 임 사항을 두어    

   리․감독의 사각 지 를 만들어 놓음. 

III. 법률의 구조

1장 총칙 

2장 국가생명윤리심의 원회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 

3장 배아 등의 생성 연구 

4장 유 자 검사 

5장 유 정보 등의 보호  이용 

6장 유 자 치료 

7장 감독/ 8장 보칙/ 9장 벌칙/ 부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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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문제  

국가생명윤리심의 원회

□ 구성 

제7조 

① 심의 원회는 원장 1인, 부 원장 1인을 포함한 16인 이상 21인 이하의 

원으로 구성한다. 

③ 원은 다음 각호의 자가 된다.

1. 교육인 자원부장 ․법무부장 ․과학기술부장 ․산업자원부장 ․보건복

지부장 ․여성부장 ․법제처장 

○ 7개 부처 장 이 당연직으로 포함되어 있음. 

  ◦ 원회의 2/3가 정부-산업계로 구성, - 생명공학 육성의지를 분명히 밝힌 것임.  

  ◦ 향후 제기될 다양한 생명공학 쟁 을 다루는 것이 실 으로 불가능함.  

→  당연직 원참여를 없애거나 폭 여야 함. 

→  행 1/3인 소집요건 완화 

□ 역할 

  제 6조. 

  1. 국가의 생명윤리  안 에 한 정책의 수립에 한 사항

  2. 잔여배아를 이용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상  범 에 한 사항

  3. 체세포핵이식행 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상  범 에 한 사항

  4. 지되는 유 자검사의 종류에 한 사항

  5. 유 자치료를 할 수 있는 질병의 종류

  6. 윤리 ․사회 으로 심각한 향을 미칠 수 있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는 이용에 하여 심의 원회의 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 연구의 허용 범  확 에 을 둠. =  규제완화 기구 ? 

○ 1,6항이 있으나 원 구성이나 소집 요건(1/3)을 고려하면 활발한 논의에 한계.  

○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IRB)에 한 감독 기능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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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명윤리심의 원회, 문 원회,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 간의 유기  연  부족.

 

○ 2005년 7월 15일 첫 회의 진행 

○ 7개 부처 장 , 과학 산업계 7인, 사회 윤리계 7인, 총 21인   

⊳ 법률 시행 후 7개월이나 지난 후에 첫 회의 개최  

⊳ 의원구성으로 볼 때 쟁 사항에 한 표결의 의미가 없음 

⊳ 문 원회는 아직도 구성되지 않았음.  

기 생명윤리심의 원회 

  제9조

      ②기 원회는 제1항 각호의 기 에서 행하여지는 생명과학기술의 연구․개발 

는 이용에 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  IRB가 실험을 정당화 해주는 행정  차로 변질될 가능성이 있음. 

     →  단순한 심의기구가 아니라 실질 인 결정권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원명단, 회의록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해야 함.   

배아 등의 생성연구 

□  이종간 착상 등 지 조항 

◦ ‘인간의 난자에 동물의 체세포를 융합하는 행 ’는 지하면서 ‘동물난자에 인간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행 ‘를 지하지 않음. 

◦ 이종간 핵이식을 법으로 허용하는 국가는  세계 어디에도 없음.

→ 삭제해야함. 

□ 잔여배아 연구 

제17조 

...... 잔여배아는 발생학 으로 원시선이 나타나기 까지에 한하여 체외에서 다음 

각호의 1의 목 으로 이용할 수 있다. 다만, 보존기간을 5년 미만으로 정한 잔여배

아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의권자로부터 해당 목 으로의 이용에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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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이 동의를 받아야 한다.

     1. 불임치료법  피임기술의 개발을 한 연구

     2. 근이 양증 그 밖에 통령령이 정하는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한 연구

     3. 그 밖에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령령이 정하는 연구

○ 1(α)+2(17개)+3(α) 연구 허용 범 가 범 함. 실 으로 거의 모든 연구를 허

용하는 결과를 가져왔음. 

○ 범 설정의 임의성  

○ 보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잔여배아도 연구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함.

 

→  잔여배아의 남용을 막고, 제한 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인공수정에 한 규정이 없음. 

○ 인공수정의 허용범 , 인공수정의 시술  차에 한 내용이 없음. 

○ 여성의 건강권 확보, 난자 거래, 연구용으로 수요가 늘고 있는 잔여배아 문제와 연

결돼 필요성이 시 함.  

→  인공수정에 한 내용을 추가하거나 별도 입법 필요. 

□ 체세포복제배아 

제22조 

① 구든지 제17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희귀․난치병의 치료를 한 연구 목  

외에는 체세포핵이식행 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목 에 따라 체세포핵이식행 를 할 수 있는 연구의 

종류․ 상  범 는 심의 원회의 심의를 거쳐 통령령으로 정한다.

○ 세계에서 두 번째로 허용 

○ 허용범 가 범 함. 

→  범  설정이 아니라 사안별로 허용여부를 단할 필요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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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자 검사  은행

제24조 

①유 자검사를 하고자 하는 자 .......... 보건복지부장 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 이 유 자검사 는 유 자에 한 연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하다. 

제32조 ①유 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자는.... 보건복지부장 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국가기 이 직  유 자은행을 개설하고자 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 외조항으로 인해 국가기 의 유 자 검사나 은행설립은 복지부의 리 감독을 

받지 않음.  

◦ 공공  목 으로 국가기 이 추진하는 사업이라고 해도 구속력 있는 차와 사회  

    공론화가 필요함.

◦ 최근의 국가 연구는 기업체와 력하는 방향으로 가고 있음.  

◦ 수사과정, 친자확인에서의 유 자 검사(DNA typing)는 규제하기 어려움.  

→  단서 조항 삭제. 

○ 신고제의 문제: 기본 인 요건만 갖추면 신고 후 사업 가능. 

◦ 재 신고한 116개 기   사회 으로 논란을 일으켰던 벤처기업 다수 포함 

→ 신고제를 허가제로 변경 

○ 배아  태아에 한 유 자 검사 (62개 질환 허용) 

  ◦ 선별 착상, 인공임신 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음 

→ 단서 조항을 달거나 지정된 의료기 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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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의 개정. 

   

   ◦ 생명윤리심의 원회의가 실질 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개정. 

   ◦ 심의 원회, 문 원회, 기 윤리심의 원회의 역할 강화 

   ◦ 이종간 핵이식 허용 삭제. 

   ◦ 인공시술분야에 한 규제 추가

   ◦ 유 자 검사, 은행의 외 조항 삭제.

   ◦ 상업  유 자 검사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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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세포 연구 방향의 문제 과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체 기세포*23)

권 찬 (매이  병원 산부인과 불임  습 성유산 센터 부원장, 

여성 의과학 연구소 소장 겸임)

1. 국내 기세포 연구 방향의 문제

최근 세계 최 로 국내의 연구진들에 의해 치료용 인간 복제 기세포의 확립에 

한 연구 결과가 미국에서 특별기자회견을 하고 사이언스지에 개재 허가가 되었다는 

발표가 있은 후 다수의 국내 매스컴은 “한국의 기세포 연구가 최첨단이고 의학

명의 메카로 떠올랐다”라는 기사를 매일 보도하고 있다. 한 이에 발맞추어 이미 약 

50%이상이 배아 기세포를 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국공립 연구 지원 도 연구 지

원부처의 발 빠른 후속 지원 약속에 따라 기존의 배아 기세포 연구 뿐 아니라 배아

를 활용한 복제 기세포 연구 분야에 더욱 집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결

론과 결정은 향후 국내의학을 선도하고 새로운 가치창출을 주도할 기세포 치료 술 

개발 방향과 성패에 막 한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실 여건에 기반을 두고 다양

한 과학 , 윤리 , 사회 경제  문제 을 심사숙고한 후 미래 지향 으로 내려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최근 논의 되고 있는 인간 배아를 활용한 배아 기세포  복제 기세포 연구의 

문제 을 열거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모두 인간의 배아를 상으로 함으로 필연 으

로 불임시술 과정에서 생성된 잉여배아, 목 성 생성 배아, 핵치환 기술에 의한 복제

배아  종간교잡 배아 에서 연구용 배아를 선택하게 된다. 이러한 인간배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배아의 종류와 계없이 근본 으로 인간 생명의 시작을 원시선  

신경선 등 기장기의 발생이 시작되는 14일 이후부터라고 보는 견해와 인간 배아는 

그 창출 순간부터 완 한 인간의 지 가 부여된다는 견해로 나 어지는 생명윤리 논

란을 피할 수 없다. 최근 의학, 과학, 사회, 종교계의 조건  합의에 의해 상 으로 

윤리 인 비 을 은 잉여배아의 경우 환자의 동의 하에 5년 이상 보존 거나 폐기

* 권 찬 (2004) 「국내 기세포 연구 방향의 문제 과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체 기세

포」,『시민과학』51호, pp.20-27, 참여연 시민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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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처지인 냉동 배아이기 때문에 연구  사용을 허용하고 그 외의 배아를 활용하는 

연구는 국가윤리 원회를 통해 추후 논의와 합의 도출을 한 후 허용하는 것으로 의견

이 좁 졌고 국공립 연구 지원 부처도 생명윤리법이 만들어지기 까지 이러한 의견

에 근거한 연구 지침을 고지하고 리해오고 있었다. 그러나 최근 연구비를 지원받고 

연구지침을 수해야할 연구기 과 연구자들이 연이어 종간교잡 배아  핵치환 기술

에 의한 복제배아를 상으로 한 연구 결과를 발표함으로써 연구지원부처의 리능력

을 의심  하고 있으며 더욱이 이를 알고도 묵인한 흔 이 여러 군데 노출되고 있다. 

이러한 상은 추후에도 배아 기세포연구가 질병치료에 국한되지 않고 본래의 목

과 상이한 인간 유 자 조작이나 복제에 악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 으로써 사회

 윤리  갈등을 불필요하게 유발하고 있다고 하겠다. 더욱이 동물실험에서 효율과 

안 성을 검증하고 인체 세포  조직을 상으로 실험을 진행시킨다는 고식 이고 

인도주의  실험수행 지침이 연구용 배아의 창출을 한 인간 추출 세포의 비효율  

낭비와 목 성 없는 실험으로 인해 붕괴된 후 야기되는 연구자들의 탈 윤리  상을 

이를 견제하고 감시해야할 연구지원부처가 부추기고 있는 게 아닌지 심히 우려된다고 

하겠다. 

의과학  입장에서 보아도 배아  복제 기세포를 향후 사용할 경우 체외 배양 

시 세포사멸이나 분화가 잘 일어나기 때문에 효과 으로 미분화 상태로 배양할 수 있

는 보편타당한 방법이 개발되어야 할 뿐 아니라, 임상  활용을 해서는 특정 세포

로 분화하는 과정을 이해하는 연구도 이루어져야 한다. 즉, 유도된 배아 기세포를 

원하는 시기까지 분화되지 않은 채 유지하는 기술이 확립되어야하고 이를 필요로 하

는 특정 세포로 분화시킬 수 있어야 한다. 분화가 되지 않은 배아 기세포는 실험동

물에 주입되었을 때 기형종양을 형성하므로, 이식 에 이러한 분화되지 않은 기세

포를 제거할 수 있는 기술 역시 개발되어야 하며 분화가 성공 으로 되었다고 해도 

역분화로 인한 기형화와 종양화의 가능성을 아직 완 히 배제하지 못하고 있다. 한 

배아 기세포를 세포이식 치료에 이용할 경우 가장 문제가 되는 면역 거부 반응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세포의 면역 반응은 자신과 외부의 조직을 

인식하고, 외부의 물질인 경우 표면항원의 발 에 의해 이를 면역 시스템에 노출시킨

다. 이러한 면역 거부 반응을 피하는 방법으로 재 3가지 방법이 제시되고 있다. 첫

째, 배아 기세포 은행을 통해 일치되는 세포를 제공하거나 둘째, 표면항원을 유  

공학 인 방법으로 변형시켜 만든 만능공여 세포를 제공하거나 셋째, 이식 받을 환자

의 체세포 핵치환 방법을 이용하여 만든 복제 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들이다. 그러



- 41 -

나 이러한 방법 모두 사회 , 기술 으로 쉽지 않은 것이 실이다. 이러한 기술  난

은 인간의 세포를 상으로 할 경우 연구를 수행하기 해선 필연 으로 많은 가치 

있는 난자나 배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비효율성을 갖고 있다. 재 실험을 한 잉

여 동결배아  난자는 불임 치료  체외수정  배아이식술 과정에서 확보하므로 

소량으로 제한되어 있으며 향후 생명윤리법이 발효되면 연구용 세포를 얻는 과정은 

법한 차의 강화로 인해 더욱 어렵고 제한 될 수밖에 없다. 그러므로 지난 20년간 

국내에 보 되고 있는 잉여 동결배아  수년 부터 보 되고 있는 동결 난자 들은 

배아  복제배아 기세포 확립  분화조  기술이 확립된 후 난치성 환자의 실제 

치료를 해선 그 다양성이 필연 이므로 국가 으로 요한 자원이 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생식세포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보존하기 해선 우선 검증된 연구 환경에서 

동물실험을 통한 효율성 확보가 우선된 후 체외수정센터와 기세포 연구기 의 기득

권 포기  공익  리 체계 하에서 기증된 인간의 난자와 배아의 실험이 가치를 인

정받으면서 신 하게 진행되어야 한다. 이는 실험으로 소모되는 생식세포를 이고 

우수한 형질의 기세포를 확보하여 배아 기세포 은행의 설립을 통해 세포 기증자

들과 세포 생명체의 뜻을 받들고 국가  경쟁력을 확보해야 사회  합의를 도출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그러나 재의 국내 연구는 연구 과정과 방향을 인도할 합

리  제도의 일 이고 지속 인 뒷받침 없이 세계  혹은 과시  결과만을 시함

으로써 연구의 방향이 체계 이지 않고 목  없이 표류하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으며 

생식 세포를 무분별하고 비효율 으로 낭비하는 연구가 각 기 별로 진행되고 있다. 

재 국내에서는 수백 명의 불임환자로부터 채취가 가능한 양인 수천 개의 인간 난자

와 배아를 상으로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실제 인간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는 기 

세포주는 불과 한 두개 기 에서 보유한 10개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

실이다. 이러한 연구 방향은 제한된 생식 세포 자원의 낭비를 래하게 되어 기반 기

술을 확보하더라도 치료용 생식 세포 재고가 고갈됨으로써 우수한 기세포주의 다양

성 확보가 어려우므로 환자의 치료를 해 외국의 분화 직 단계의 기세포를 비싼 

가격에 수입해야하는 처지로 락할지도 모른다.

한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복제 배아 기세포는 조직 합성이 해결되므로 임상 

용성이 매우 뛰어난 것처럼 보이지만 동물 실험에서 착상 후 기형 발생률과 유산율

이 높으며 효율성이란 측면에서도 동물실험의 결과, 기세포를 형성을 해 필수

인 내세포괴를 갖고 있는 포배 형성 율이 20-30% 정도에 지나지 않고 그 상당수가 

염색체 결손, 유 자 발 에 있어서 비정상 이라는 것이 보고 되고 있어 기세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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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할 수 있는 배아도 매우 제한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한 분화가 성공 으로 되

었다고 해도 역분화로 인한 기형화와 종양화의 가능성을 아직 완 히 배제하지 못하

고 있으며 유 자 결함에 의한 유 질환의 경우 본인의 것으로는 사용이 불가능한 한

계를 갖고 있다. 그러므로 체세포 핵이식을 이용한 복제 배아 기세포의 치료  측

면에서 고찰해도 안 성, 반복성, 편의성, 효율성, 윤리성 등의 원칙이 지켜지기 어렵

고 성체 기세포나 배아 기 세포주를 활용하는 것보다 실용성이 없으며 연구  입

장에서도 동물실험 단계로써 인간에서의 활용에 해 많은 우려와 반 가 들끓고 있

는 이 시 에서 동물실험을 통해 더욱 효율과 안 성을 입증하면서 사회  합의 도출

을 기다린 후에 인간의 생식세포를 이용한 연구시도를 하는 것이 옳다고 사료된다. 

한 확립되지 않은 기술을 의도 으로 난자를 인체에서 채취하여 용한다는 측면은 

잉여 동결 배아를 활용한다는 측면과  다르게 연구용 배아의 창출에 해당되는 인

체실험의 범주에 해당되므로 그 해석을 반드시 구분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표 1)

표 1. 임상 활용법에 따른 연구, 임상, 윤리적 측면에서의 비교

1. 환자상태에 따른 변동 요소가
많고 난치성 유전질환과 노화
질환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
다.

2. 다량의 세포 확보가 용이하지
만 은행의 활성화와 관리, 조
직항원 적합성 일치가 매우 어
렵다.

3. 대중성, 보편성이 있고 건강
한 세포를 선별 확립하므로 자
가세포 및 은행 활용의 제한요
소를 피할 수 있다

분리가 제한적이고 세포 동정이
미비하며 증식 및 분화 효율성
이 낮다.

골수나 탯줄의 세포 등의 일부
세포로 국한되나 최근 만능성
이 보고되어 희망이 높고 연구
의 집중화에 기여

성체 세포에서의 유전자 적중
기술은 성과가 없음

• 역분화, 기형화, 종양화 문제가
낮다

성체 줄기세포

1. 자가세포

2. 줄기세포 은행

3. 만능 공여 세포

1. 은행의 활성화와 관리, 조직
항원 적합성 일치가 매우 어렵
다.

2. 대상환자의 수를 고려할 때
현실성이 없고 위험성이 높으
며 난치성 유전질환과 노화질
환에서는 사용이 제한적이다.

3. 대중성, 보편성이 있고 건강
한 세포를 선별 확립하므로 핵
치환 세포의 제한요소를 피할
수 있다.

1. 생식세포의 관리에는 획기적
이며 연구 집중화에도 효율적

2. 연구적 대상은 되지만 효율성
이 낮고 만능 공여세포 출현 시
활용 가능성이 없음

3. 초보적 단계이나 유전자 적중
기술과 연동되어 성과가 있음
분화조절, 역분화, 기형화, 종양
화 문제

배아 줄기세포

1. 줄기세포 은행

2. 핵치환 세포

3. 만능 공여 세포

임상적 측면연구적 측면임상 활용 방법

윤리적 문제점: /없음, /절충, /많음

인간 배아  복제 기세포에 해서 주목해야 할 것은 의과학 분야에서 가장 앞

선 미국의 입법 사례를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고 하겠다. 즉 미하원 법사 원회의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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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복제 지규정 (법률안 Sec 302, 2001.7)은 인간복제로 생산된 배아  산출물의 연

구와 수입을 엄격히 불법화하 고 기존에 만들어진 배아 기 세포주 만을 이용한 연

구를 제한 으로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여 인간복제와 연구용 배아 창출의 원천  

쇄  인간 생식세포 자원의 보존에 힘쓰면서도 한편으로 성인  동물 기세포, 탯

 기세포 등에 2억 5천만 달러 제공과 외국의 요 체외수정 센터를 통해 비동결 

배아세포를 이용한 기세포 확립을 지원함으로써 자국의 자원을 보존하면서 타국을 

통해 기존의 우량 배아 기 세포주를 확보하여 분화 연구에 집 하고 재 실용성이 

높은 성체 기세포의 임상  활용에 박차를 가함으로써 윤리  논쟁을 피하면서 세

포 치료의 향후 주도권을 잡고자 하고 있고 이러한 경향은 일본, 독일, 국, 랑스 

등의 의과학 분야 선진국 모두 이와 유사한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있

어 꼭 국내의 정책 입안자는 참조해야 한다고 사료된다. 

2. 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성체 기세포

기세포란 아직 분화하지 않은 미성숙 상태의 세포로 체외 배양에서도 미분화 상

태를 유지하면서 무한정으로 스스로 분열, 복제할 수 있으며 개체의 발달 시기와 

치하는 장소 등에 따라 생물체를 이루는 많은 종류의 서로 다른 세포로 분화 되어나

갈 수 있는 세포들을 총칭한다. 이러한 기세포는 그 분화 능력에 따라 크게 세 가

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째, ‘만능세포’는 하나의 완 한 개체로 발생해 나갈 수 있는 

만능의 성질을 가지는 세포로 난자와 정자의 수정 이후 8세포 기까지의 세포가 이러

한 성질을 갖는다. 이 시기의 세포를 각각 분리, 자궁에 이식하면 하나의 완 한 개체

로 발생해 나갈 수 있다. 둘째, ‘ 분화능 세포’는 외배엽, 배엽, 내배엽층 유래의 

다양한 세포와 조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세포로서, 수정 4, 5일 후 나타나는 배반포의 

안쪽에 치한 내세포괴에서 유래한다. 이러한 세포가 ‘배아 기세포’이며, 다양한 

다른 조직세포로 분화되나 새로운 생명체를 형성하지는 못한다. 분화능을 지니는 

기세포는 내세포괴 외에도 태아의 생식융기 부 에서 발생하는 원시 생식세포로부

터도 유래할 수 있다. 이러한 세포를 배아 생식세포라 하며 배아 기세포와 비교할 

때 조  약한 분화능과 분열능을 지닌다. 마지막으로 ‘다능성 세포’는 이 세포가 포함

되어 있는 조직  기 에 특이 인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는 기세포로서, 태아기, 

신생아기 그리고 성체기의 각 조직과 장기의 성장과 발달은 물론 성체조직의 항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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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와 조직 손상 시 재생을 유도하는 기능에 여하고 있다. 이러한 조직 특이  다

능성 세포들을 총칭하여 ‘성체 기세포’라고도 한다. 외배엽, 배엽  내배엽층이 

형성되는 장배형성이 시작되면서 배아 기세포는 차 모든 종류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은 차 제한되고, 기세포가 포함되어 있는 조직  기 에 특이 인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는 ‘다능성 기세포’ 형태로 각 조직  기 에 존재하게 된

다. 이러한 다능성 기세포 즉 성체 기세포는 매우 희귀하게 존재할 뿐 아니라 특

성이 상이하고 분리가 매우 힘들어 아직까지는 신경, 골수, 근육, 간, 췌장 등에서 부

분 으로 발견되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제한된 분화능이란 기존의 성체 기세포의 

개념과 정의가 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 의하여 크게 변화하고 있는데, 태아  성체의 

각종 장기에 존재하면서 각 장기  조직 특이 세포로만 분화한다고 생각되었던 다능

성 기세포를 그들이 존재하고 있는 조직 외의 다른 장기  조직에 놓아두었을 경

우, 새로운 환경에 반응하여 새로운 거주지에 특이 인 세포로 분화함이 찰되었다. 

즉, 배엽성 유래의 간엽 기세포는 다른 배엽성 유래의 조직인 연골,   지방

세포로도 분화함이 찰되었고, 배엽성 유래의 조 모세포는 근육세포로, 근육모세

포는 조 세포로 분화함이 찰되었으며, 외배엽, 배엽  내배엽성 유래 조직이라

는 한계를 가로질러 외배엽성의 신경 기세포는 배엽성의 조 세포  근육세포로, 

배엽성의 조 모세포는 외배엽성의 신경세포  내배엽성의 간장세포로 분화됨도 

확인되어 기세포의 새로운 가소성이 밝 지고 있다. 더욱 극 인 사실은 외배엽성

의 성체 신경 기세포를 병아리 혹은 생쥐의 낭포 배에 주사하여 숙주  공여세포

가 “키메라”를 형성하게 한 경우, 마치 배아 기세포처럼 외배엽, 배엽  내배엽

성 유래의 각종 세포  조직으로 분화하는 것이 보고되어, 그 공여세포가 숙주세포

에 통합되어 기능 으로도 충분하게 잘 활동하는지는 아직 확인하지 못했지만, 어

도 발달생물학  에서는 이러한 상이 성체 세포일지라도 충분한 극 인 발달학

 가소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해석할 수도 있다. 한, 단순히 특별한 세포 배양 기술

을 발휘하여 세포를 탈분화시킬 수 있음을 의미할 수도 있으며, 어떠한 다른 종류의 

조직  기  특이 세포로만 분화하는 다능성 성체  태아 기세포도 특별한 세포 

발달 환경에 놓여질 경우, “만능” 혹은 “ 분화능”한 배아 기세포로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와 같은 연구는 앞으로 계속 진행해야 할 과제이다. (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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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장요소, 사이토카인(CSF, IL-3), 
스테로이드, 소염진통제

•비타민, 인슐린 등

적혈구, 백혈구, 골세포, 
지방세포

탯줄 혈액 줄기세포

•세포표면 항체로 선별 후 장기배양췌장 알파와 베타 세포, 
간세포

성체 췌장 섬 줄기세포

•스테로이드, 비타민, 성장요소(TGF-B) 
등을 첨가하여 지방세포, 근세포,        
골세포와 공배양

지방전구세포, 골세포, 
연골세포, 근세포

성체 지방 줄기세포

•근조직손상 실험 쥐

•성장요소(FGF2, EGF), 사이토카인(LIF)
근육세포, 성상세포, 신
경세포

성체 신경 줄기세포

•사이토카인(GM-CSF, LIF) 첨가

•스테로이드, 인슐린, 등의 호르몬과

소염제 등의 약물 첨가

•실험 쥐의 뇌에 이식

신경세포, 혈관, 간세포, 
적혈구, 백혈구,담낭세포, 
지방세포, 연골세포, 골
세포, 근세포, 심근세포

성체 골수 줄기세포

•면역억제 실험동물

•성장요소 및 사이토카인을 제거

•보육 층을 이루는 섬유세포를 제거

모든 배엽의 세포 즉, 뇌, 
피부, 신경, 혈관, 심장, 
근육, 뼈, 신장, 연골, 골
수, 간, 장, 췌장 등

배아 줄기세포

분화 조건분화 세포, 조직세포종류

표 2. 인간줄기세포의 분화능력

성체 기세포는 존재가 모두 확인되지 않았고, 세포의 수가 많지 않아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조직에 존재하는 성체 기세포의 숫자, 분화능력  증

식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유   사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

우 환자 자신의 자가 성체 기세포는 질병에 한 세포 치료에 사용할 수 없는 단

이 있다. 그러나 성체 기세포는 증식과 분화능력  그 활용에 있어서 제한 인 것

은 사실이지만 이미 의료 장에 기 임상 용이 되고 있으며 분화능력과 활용범

에 있어서 정 인 연구결과가 꾸 히 보고 되고 있어 발  가능성이 로 배아 

기세포에 떨어지지 않는다. 한 유 체가 안정되어 있고 기형화와 종양화의 가능

성이 거의 없음으로 인해 안 성이 높으며 자기세포를 사용하고 복제과정이 생략되므

로 편의성, 반복성, 윤리성에서 큰 장 이 있다 

성체 기세포의 정의  개념이 변화되면서 발달생물학  연구에 한 심이 증

가 되었을 뿐 만 아니라 기세포를 이용한 임상  세포치료의 경향 역시 기존의 배

아 기세포나 핵치환에 의한 복제 배아 기세포에서 성체 기세포나 만능공여 

기세포주 쪽으로 무게 심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성체의 각 장기에

서 추출한 자가 성체 기세포는 극단 인 경우 배아 기세포와 유사한 분화능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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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므로 본 세포를 세포치료에 사용할 경우, 배아 기세포 사용 시 필연 으로 동

반되는 윤리 , 도덕   법 인 문제와 논란을 해결할 수 있고, 자가 세포를 사용함

에 따라 세포 이식에 따른 면역 거부 상도 회피할 수 있다. 한 배아 기세포는 

발달 기 단계의 분화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개 외배엽, 배엽  내배엽성 조직

이 혼재되어 있는 세포들로 분화되며, 단독의 특이 세포 만으로의 분화 유도는 아직 

쉽지 않아 생체 내 이식 시 기형 종양 발생이 동반 될 수 있으나, 성체 기세포를 

성체 조직에 이식하여 성체의 세포 환경에 노출하 을 경우는 개 성체 기세포가 

유래된 기  특이 인 세포로만 분화되므로 조직에 합하지 않은 세포 혹은 조직으

로의 분화( 를 들면 신경계 속에 근육세포, 심장 속의 신경  발생)를 막을 수 있는 

장 이 있다. 그러나 성체 기세포의 임상  활용에도 아직은 많은 문제 을 안고 

있다. 모든 조직에서 성체 기세포의 존재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고, 세포의 수가 많

지 않고 분리하기가 쉽지 않으며, 나이가 들수록 조직에 존재하는 성체 기세포의 

숫자, 분화능력  증식능력이 감소하는 것으로 짐작하고 있는 것이다. 실제, 성 장

기 부 증을 보이는 환자에서 성체 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를 시도하려면 각 장

기에 존재하는 성체 기세포를 분리, 증식, 분화능력의 특성 등을 확인하게 되므로 

환자 개인마다 기세포의 분리 배양에 따른 시간    한계 이 존재하며, 

세포의 특성이 미리 확인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생체 이식에 따른 세포의 재생  기능

의 표 화가 되지 않는 많은 제약 을 극복하여야 실용 가능할 것 같다. 한 유  

 사성 질환이 있는 환자의 경우 환자 자신의 자가 성체 기세포는 질병에 한 

세포 치료에 사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 최근 이러한 성체 기세포의 한계 을 

극복하는 안으로 다양한 형질과 특성을 갖고 있는 성체 세포주 은행을 국가  혹은 

국가간에 확립하거나 세포 이식에 사용할 수 있는 만능공여 기 세포주를 확립하려

는 연구가 차 요하게 두되고 있다. 조직 합성 항원 련 유 자를 변형시키는 

유 자 기술을 이용하여 면역 불일치에 따른 거부 상을 극복한 후, 생체내외에

서의 분화 특성  생체 내 이식 시 안정성  재생  기능이 확인된 표 화된 다양

한 세포주를 냉동 보 하고 있다가 필요에 따라 세포를 녹여서 빠른 시간 내에 무한

정 증식하여 환자의 성 질환의 치료에 사용하고자 하는 개념의 연구로써 미국 등의 

선진국을 심으로 활성화되고 있다. 그러나 처음 세포주를 확립 시 성체가 아닌 태

아  배아 세포 (생물학 으로 세포의 증식과 분화 능력이 훨씬 뛰어나다고 간주됨)

를 사용할 경우 역시 윤리 인 문제가 동반될 수 있고, 세포주 확립 시 불멸화를 시

킬 경우 종양 발생 험성을 완 히 배제하지 못하는 단 이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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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체 기 세포를 이용하여 치료 가능한 구체 인 로는 ① 제1형의 당뇨병은 랑

게르한스섬이라 불리는 췌장세포에서 인슐린을 생산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량 조

이 안 되는 질환이다. 이런 환자에게 췌장세포 는 랑게르한스 섬 세포를 이식한 결

과, 인슐린 주사의 필요성을 히 감소시켰다고 한다. 따라서 배아 기세포로부터 

랑게르한스 섬 세포를 유도한다면 더 이상 인슐린을 주사하지 않고도 당뇨병을 치료

할 수 있게 된다. ② 신경세포의 소실에 의하여 많은 신경계 질환이 발병하며, 분화된 

신경세포는 더 이상 분열하지 않으므로 한 번 소실된 신경세포는 체될 수 없다. 

킨슨병은 도 민을 생성하는 세포가 죽은 것이고 알츠하미머병은 신경 달 물질을 

생산하는 세포가 죽어서 유발된다. 근 축 측삭 경화증은 근육을 활성화시키는 운동 

신경세포가 죽은 경우이다. 척추손상이나 뇌손상에 의해서도 많은 종류의 신경세포가 

소실될 수 있다. 이러한 질환의 경우 유일한 희망은 기세포로부터 새로운 신경 세

포를 분화시켜 이식해 주는 것이다. 킨슨병에 걸린 환자에게 태아에서 추출한 신경

세포를 이식한 결과 증상이 호 된 실험결과는 기세포를 이용하여 도 민을 생성하

는 세포로 분화시켜 이식하는 치료 가능성을 뒷받침 해 다. ③ 기 세포는 선천성 

면역 결핍증의 치료에도 이용될 수 있다. 재 약 70여 종의 선천 이고 유 인 면

역계 결함들이 밝 졌다. 이들 질환을 가진 사람들은 일반 으로 감염이 잘되고 종종 

빈 , 염, 설사, 종양들을 동반한다. 이 경우, 정상 인 유 자를 가지는 기세포

로부터 유래한 면역세포를 이식, 면역 기능을 다시 구축할 수 있다. ④ 나 연골에 

결함이 있는 경우 기세포로부터 분화된 세포를 손상된 부 로 이식, 손상 받은 연

골을 회복시켜 염을 치료 할 수 있다. ⑤ 심근세포와 심 의 손상으로 인한 허

성 심장병에서 골수 기세포 이식을 통해 심장 근육 세포  세포를 유도하여 

주면 증세를 호 시킬 수 있으며 최근 흡연과 당뇨에 의해 사지의 폐쇄가 래되

어 괴사성 사지 질환이 발생한 경우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고하고 있다. ⑥ 재 암

세포뿐 아니라 면역 세포까지 죽이는 고농도 화학 요법을 받는 경우, 면역 기능을 되

살리기 해 골수 기세포가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골수와 연 된 일

부의 암에서는 이러한 방법이 제한됨으로 덜 분화된 배양 기세포를 이용하여 면역 

기능을 완벽하게 되살릴 수 있다면, 독성이 좀 더 강하지만 효과가 훨씬 좋은 화학요

법을 도입, 치료를 수행할 수 있다. ⑦ 피부 화상의 경우, 재는 다른 부 에서 조직

을 이식하여 치료한다. 이 경우 다른 부 에도 흉터가 남고 충분한 조직을 구할 수 

없어 문제가 되는데, 기세포를 이용하여 피부 세포로 분화시킨 후 화상 부 에 이

식하면 이런 문제를 쉽게 해결 할 수 있다. 머리의 경우도 기세포로부터 모낭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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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를 분화시켜 머리 환자에 이식시켜주면 된다. ⑧ 최근에는 제  기세포를 이용

하여 간경화증을 치료한 례도 보고되고 있으며 지방조직에서 기세포를 추출하여 유

방성형에도 효과 으로 사용된 보고가 되고 있어 차 그 임상  용 범 가 확 되

어 가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아직은 기세포로써 치료할 수 있는 질환에 용하

기에는 상당한 한계를 지니고 있어 제한된 증식과 분화능력을 증 시키는 것이 건

이며 이를 해서는 난자나 배아의 핵질과 세포질에 담겨있는 분화와 역분화  무한 

증식과 련된 생체물질의 탐구에 한 지원이 필수 이다. 이때 발생하는 배아의 남

용과 오용, 독 의 폐해 방지를 해 난자  배아의 투명한 리체제가 확립되어야 

하며 배아 기세포 센터의 설립을 통해 다수의 치료기 의 근성을 용이하게 하면

서도 오용을 감시할 수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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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배아, 난자 그리고 여성*1)

김명희(재 천주교한마음한몸운동본부)

세계 최 , 인간배아복제!? 

지난 2월 12일 미국의 과학 문지 사이언스는 인터넷 속보를 통해 서울 학교 수

의과학교수이며 한국에서는 동물복제 문가로 잘 알려진 황우석씨를 표로하는 일

단의 한국 과학자들이 세계 최 로 사람의 체세포와 난자를 이용해 인간배아 기세

포를 만들어냈다는 발표를 했다. 

이 소식을 한 한국의 모든 신문. 방송매체들은 이 사건을 다루느라고 한바탕 

쟁을 치루었다. 한 일간지 기자는 보도제한(엠바고) 시간을 어기고 성 한 보도를 하

여 연구자들과 신경 을 벌이기도 했으며, 경쟁언론사와 직업윤리, 국익 등을 들먹이

며 취재 공방이 오고가기도 했다. 그러나 부분 언론의 태도는 이 일단의 과학자들

의 연구 발표를 하느라 매우 분주했으며 그들에게 찬사를 보내는데 만도 많은 지면

을 할애했다. 물론 통령의 측근을 비롯하여 여당.야당 할 것 없이 계속 폭로되는 비

리와 검은 돈 거래에 한 보도 등 지 의 우리 정치 상황에 식상해 있던 사람들에게

는 놀랍고 신선한 소식이 아닐 수 없을 것이다. ‘한국 과학자들 세계 최 로 인간배아

복제 성공!’이라는 문구의 세계최 는 독재와 개발 논리가 치던 시 에 자주 썼던 

참 오랜만에 들어보는 단어이다.

그러나 여성인 나는 이 소식을 처음 보도한 기자의 말처럼 사람의 난자를 이용하

므로 윤리 인 문제를 피할 수 있다고 동의할 수 없으며, 환자자신의 유 자만 이식

되므로 거부반응도 피할 수 있기 때문에 한국의 과학자들만이 이룬 쾌거라고 들떠 그

들과 함께 좋아라 할 수 만은 없는 노릇이다. 

인간배아복제,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며 그 최 의 사건이 한국에서 일어났

다는 사실은 무엇을 뜻하는 것일까? 과연 그들이 말하는 로 희귀난치병을 치료하는 

최선의 길이며 한국에 경제 인 부흥을 가져다  지름길인 것인가? 진정 여성의 난

자를 이용하는 인간배아복제 이외에는 희귀난치성질병을 치료를 한 방법은 없는 것

* 김명희 (2004) 「인간복제배아, 난자 그리고 여성」,『시민과학』51호, pp.15-19, 참여연 시민

과학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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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난자를 이용한 생명공학 인간배아복제 이외에는 우리는 잘 먹고 잘 살수 있는 

길이 없단 말인가?

인간배아복제 

모든 생물의 새로운 탄생을 해서는 생식의 과정이 필요하다. 인간도 외일 수 

없다. 인간의 새로운 탄생은 남자의 정자와 여자의 난자의 존재를 제한다. 정자와 

난자는 생식행 를 통해 결합하여 수정란을 만들고 새로운 생명으로 출발 한다. 이후 

수정란은 세포분열로 2개, 4개, 8개, 16개, 32개 ....의 세포수를 증가시킨다. 여러 번의 

세포분열을 거쳐 약 100여개의 세포들로 구성되고 세포는 태아의 신체가 될 세포 덩

이와 그를 둘러싸는 외부세포로 나뉘어지게 되는데 이 때의 배아를 포배기라고 한다. 

포배기상태의 배아는 자궁 속에 자리를 잡고 태반을 형성하고 약 10달 동안에 걸쳐 

신체기 을 형성하고 성장한 후 태아로 출생하게 되는 것이다. 이것이 개략 인 인간

의 정상 인 생식과정이다. 그러나 생명공학의 발달은 이러한 정상 인 생식과정이 

없이도 인간의 배아가 여성의 몸 밖에서 만들어지는 것을 가능하게 하 다. 

정상 수정란의 염색체 46개는 23개는 난자로부터 23개는 정자로부터 온다. 그러나 

의 생명공학 기술은 난자와 정자의 결합 없이 난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체세포로

부터 온 46개의 염색체를 갖도록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배아복제의 핵심이다. 

배아복제의 그 과정을 간략히 살펴보자! 우선 여성의 몸으로부터 일련의 난자들을 

채취한다. 채취된 난자는 미경 아래 놓여지고 연구자는 자기 맘에 가장 드는 건강

한 난자들을 고른다. 선택된 난자는 리한 바늘로 바깥이 찢어지고 그 틈으로 난자

의 핵은 밖으로 려나 본래의 자리를 박탈당한다. 수정을 기다리던 난자는 핵을 잃

고 핵이 있던 그 자리에 생명 공학의 기술은 복제되기를 원하는 사람의 체세포 핵을 

꾸겨 넣는다. 그래서 난자는 정자와 만나지 못하고도 강제로 수정란과 같은 46개의 

염색체를 가지게 된다. 이 게 난자의 핵을 제거하고 다른 체세포의 핵으로 바꿔치기 

당한 난자에 특정한 물리  화학  자극을 가한다. 이 때 가해지는 물리 , 화학  자

극이 노하우란다. 자극 받은 체세포 핵이식 난자이 일부는 마치 수정란 인양 세포분

열을 시작한다. 세포분열이 계속되어 체세포핵이식 난자는 약 100여개의 세포로 포배

기에 이른다. 이번 발표된 연구에서는 170개의 복제된 난자를 기 자극하 더니 30

개만이 체세포 핵이식을 일으키고 포배기에 이르 다고 한다. 이 포배기상태 배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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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에 이식하여 출생시키면 난자에 넣어진 체세포핵을 제공한 사람과 동일한 유 자

구조를 가진 ‘인간개체복제’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이론의 동물실험이 복제양 ‘돌리’, 

복제소 ‘ 롱이,인 것이다. 한편 포배기 상태의 배아에서 장차 신체를 구성할 세포부

분을 추출하여 기세포를 얻는 것이 소  ‘치료복제’라고 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

서는 30개의 포배기 상태의 배아로부터 단 하나의 기 세포를 얻었다고 한다. 어떤

이는 말한다 한 개의 기세포를 얻기 해 16명의 여성으로부터 얻어진 242개의 난

자를 소모하고 30 배아를 죽인 이 연구와 인간개체복제를 한 연구와의 차이가 무엇

이냐고. 

난자, 인간배아복제의 원천 어디서 어떻게 구하나?

이번에 발표된 연구에는 16명 여성들의 나자 242개가 사용 다고 한다. 242개의 채

취된 난자  연구에 합한 양질의 170개 난자가 복제에 사용되고 그  단 한 개의 

복제배아로부터 기세포를 얻었다고 한다. 1개의 기세포를 해 242개의 난자가 

괴되고 소모된 것이다. 이 게 소모되어지는 난자는 어디서 어떻게 구해지는 것일

까? 난자의 채취 그 과정을 살펴보자

난자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다. 정상 인 가임 여성의 경우, 한 달

에 한쪽의 난소에서 한 개씩의 난자가 배란이 된다. 그러므로 자연 상태에서 한번에 

한개의 난자 채취를 한, 심지어는 채취에 실패할 수도 있는 자연 배란 상태에서의 

난자채취로는 연구에 필요한 난자를 짧은 시간에 많이 채취하기에는 합하지 않으며 

시술에 드는 비용도 비싸게 먹힌다. 짧은 시간에 많은 난자를 싸게 얻기 해서는 한

번 난자 채취 시술로 많은 수의 난자를 채취해야 한다. 한번의 난자채취 시술에 많은 

수의 난자를 얻기 해서는 난서에서 난자를 싸고 있는 주머니인 난포를 키워야 하는

데 이를 해서는 난포를 키우는 호르몬 주사를 이용한 과배란 유도가 반드시 필요하

다. 

난자를 채취를 한 과배란 유도는 월경이 시작되고 3에서 5일이 지나면서 시작된

다.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기 해 여성의 몸에 매일 호르몬 주사를 놓는다. 여러 개

의 난포를 한꺼번에 키우기 해 날마다 일정 단 의 호르몬을 주사 맞는 여성은 호

르몬의  농도를 일정 기간마다 체크 받기 해 액을 채취 당해야 한다. 호르몬 

투여 후 약 1주일이 지나면 난자가 잘 자라고 있는지 보기 해 매일 생식기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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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 검사를 감수해야 한다. 난소에서 난자의 배란상태를 찰하기 한 이른바 ‘질

식 음 ’이다. 음  찰로 난자 채취를 한 한 시기라고 단이 되면 - 월

경 후 약 10에서 14일 사이 - 수술실이나 병원 진찰실 등에서 약물이나 국소 마취를 

처치한 상태에서 질식 음 를 다시 찰하면서 배란 직 의 난자를 난포 상태로 양

쪽 난소에서 흡입 채취하는데, 이 과정에서 개 10개 안 의 난자를 뽑아내게 된다. 

이번의 연구에서도 16명의 여성이 242개의 난자를 채취 당했으니 1인당 평균 15개씩

의 난자를 뽑힌 것이다. 

난자를 채취당하는 여성은 가느다랗고 긴 바늘에 난소에 찔리는 고통의 순간을 맞

아야 할뿐 아니라 부작용을 격기도 한다. 과다한 호르몬 투여로 인한 후유증이다. 가

벼운 복통서부터 복부나 가슴에 물이 차서 사망에 이르는 증의 사례도 있다. 때론 

마취로 인한 사고를 당할 수도 있다. 난자를 채취 당하는 여성의 부작용과 해서은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난포를 성숙시키는 호르몬을 주사를 매일 맞고, 호르몬 

농도 측정검사를 해 액을 채취 당하고, 차가운 병원 침 에 워 난자를 채취 당

하기까지, 숫한 고통의 시간을 감내한 기증자 그들 여성의 문제는 희귀난치병질환 연

구를 해 간과되어서는 안되는 요한 사항이다. 

기증자, 생명공학의 재료

이번 연구는 총 16명의 여성이 242개의 난자를 기증함으로서 가능했다고 연구자들

은 발표하면서 기증자들에게 감사를 표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는 아무도 

이번 연구에 해 이야기 하면서 기증한 여성들에 한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 마치 

약속이나 한 것처럼 아무도 그들에 해 묻지 않았으며 궁 해 하지도 않았다. 그들

의 난자 채취 과정의 정당성이나 합성 법성 등에 한 확인 목소리는  없었

다. 그들에겐 난자 기증자는 그  생명공학의 재료 을 뿐인 것이었다.

불임클리닉에 난자를 팔면 200만 원에서 무려 1,000만 원을 받을 수 있고, 일본 수

출용 난자를 추출하면 물경 수천만 원까지 받을 수 있다는 소문에도 불구하고 난자를 

기증한, 기꺼이 생명공학의 재료가 되어  그들은 구 을까? 난자 기증자, 그들은 

혹시 난치병아이와 함께 사회와 집안의 온갖 편견과 총을 희귀난치병 아이와 함께 

받아야 했던 가슴 아  어미나 이는 아니었을까? 여성이라는 이유로 출산과 육아의 

총체  책임을 지고가야 하는 이 땅의 실 속에서 희귀난치성질병 아이의 병 수발에 



- 53 -

힘들었던 그네들에게는 아이의 아니 희귀난치성질병 환자 그 구에게라도 조 의 도

움이 된다면 난자 기증 따 는 그 다지 고통스러운 일도 아니었을지 모른다. 

난자의 매매는 가능하지 않단다. 기증은 거룩한 것이란다. 그러나 기증된 난자는 

수천억원 심지어는 수조원의 시장성을 이야기하면서 경제  부가가치를 치는 연구

에 사용되었다. 창출될 미래의 이익이 이다지 크면서 난자는 여성에게 무상으로 기증

하란다. 그 다면 얻어질 이득의 주인은 구란 말인가? 왜 여성은 생명공학의 재료

가 되면서 조차 그 이득을 공유할 수 없는 것인가?

인간배아복제 최 , 한국 여성의 실 

여성의 난자를 재료로 이루어진 연구가 세계 인 쾌거로 인정받으며 앞으로의 살

길이 이 길이라고 ‘국가 경쟁력’이라고 공공연히 이야기한다. 희귀난치병질환을 앞장

세우고 이 사회는 여성이 생명공학의 재료가 되는 난자 공장으로 락할 것을 은근히 

강요한다. 

채취된 다량의 난자는 배양액이 든 시험 으로 옮겨지고,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 난

자는 곧이어 연구자의 탁자에서 상품을 제로 한 실험의 재료로 락한다.

그는 아니 그네들은 여성은 질병 치료라는 의명분을 해 몸속의 수 많은 난자

를 기꺼이 채취 당해도 된다고 생각하고 나아가 여성은 기꺼이 아니 당연히 난자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남성 우월 주의자는 아닐까? 이 번 기사를 

보도한 한 일간지 기자도 이번 연구가 사람의 난자를 이용하므로 윤리 인 문제를 피

해 갈수 있다고 기사에 썼다, 놀라 자빠질 일이다. 어떻게 여성으로부터 연구를 해 

량의 난자 채취해 사용한 것이 윤리 인 문제를 피할 수 있는 방편이라고 생각하는 

것일까? 

오늘날의 이 과학  쾌거는 여성이 난자를 채취당한 일은 윤리 인 문제가 아니라

고 공공연하게 이야기되고, 20만원 게 아이를 더 낳으라고, 그  여성은 난자나 아

이를 생산하는 동물로 인식되어지는 사회 풍토를 거름으로 이루어 진 것은 아닌가 

묻고 싶다.

여성인 나는 이 연구의 발표가 오늘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는 남성 심의, 갖은자 

심의 고질 인 사회 구조를 잘 보여주고 여성의 상이 어떤 실인가를 극명하게 

제시해주는 보는 것 같아 가슴이 아 다. 한 여성의 가치와 존엄성이 ‘국가 경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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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경제  가치를 한 과학  진 에 폄하되며 여성의 수천, 수만 개의 난자를 재료

로 하는 산업을 꿈꾸며 애국자인양 사람들이 치는 이 실이 참담하기만 하다.

인간배아복제의 문제는 오늘 한국의 여성 입장에서는 단순한 과학의 차원을 넘어

서는 여성성에 한 문제이고 인권에 한 문제이다. 나는 출산과 육아를 여성의 의

무로 규정하는 사회와 희귀난치성 질병아이들의 출산을 그녀들의 원죄인양 치부하는 

사회는 그냥 둔채 희귀난치성질병을 핑계로 난자를 재료로하는 인간배아복제의 허용

은 이 사회를 용납하기 어렵다. 

오늘 한국 사회의 열악한 여성인권 상황에서는 과학이 아닌 인권의 문제, 사회구조

의 문제, 성차별의 시각에서 바라보는  다른 인식이 실히 필요하다.

생명공학이 발 하고 자본이 풍부한 미국의 미시건주에서는 인간배아복제를 시도

할 경우 벌 이 100만불, 징역이 10년이라고 한다. 세계 최 로 복제양을 만들어낸 

국은 아직 인간배아복제을 발표하지 않고 있다. 과연 그들이 인간배아복제 능력이 없

어서 일까? 우리는 왜 세계 최 의 인간배아복제 국가가 될 수 있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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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과 생명공학기술

- 배아복제  연구에 한 여성의 입장 * 1)

명진숙 (한국여성민우회 사무처장)

1. 들어가는 말

 가히 ‘신드롬’이라 불릴 만하다. 황우석 교수에 쏟아지고 있는 사회  심과 기 는 

그 끝을 헤아리기가 어려운 수 이다. 삼부요인에 버 간다는 경호, 굳이 상 계를 

따질 필요 없이 그의 연구 결과가 나올 때마다 들썩이는 증시. 신문과 방송에서 언제

나 비  있게 다 지는 그의 행동. 란한 수사 덕에 ‘언어의 마술사’로 인정받는 그

의 말솜씨. 이제 황우석 교수는 ‘국민과학자’로, ‘스타과학자’로 인기연 인 못지않은 

아니 더한 인기를 리는 존재가 된 것 같다. 그래서일까? ‘세계 최 ’라는 잇따른 

연구 결과에 환호를 보내고 이 연구를 수행한 황우석 교수에 한 엄청난 지지와 지

원이 가득한 분 기에서 연구에 한 의미와 문제 을 차분히 살펴보자는 말과 주장

은 마치 잔치 집 분 기를 흐리는 경망된 행동으로, 난치병 치료를 반 하는 비인간

인 모습으로, 세계  경쟁력에서 모처럼 앞서있는 생명공학기술의 발 에 방해를 

놓은 것으로 치부되거나 무시되곤 한다.  

 생명공학기술과 련한 연구가 나올 때마다 동시에 뜨거워질 수밖에 없는 윤리  문

제에 해 본격 인 논의를 더 이상 미룰 수만은 없다. 왜냐면 첨단 과학기술의 명

사로 불리는 생명공학은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생활과 히 연결되어 있으며, 생식 

보조기술, 배아  기세포 연구, 유 자 진단  치료, 생명복제 등의 행태로 사람

들의 몸 깊숙이 계하고 있기 때문이다.2) 특히 생명공학기술이 이른바 출산과 련

한 기술을 심으로 이루어지는 상황에서 여성의 입장을 살펴보는 노력이 요해지고 

있다. 구체 으로 배아복제, 리모, 유 자 진단 등 여성의 몸을 상화하거나 수단

화하는 경향을 심화시키고, 더 나아가 여성으로부터 출산능력을 빼앗고 성인여성의 

* 이 은 계간지 환경과생명 2005년 가을호에 수록될 정임. 
2) 박은정(2001). ‘생명공학기술과 인권’.[과학기술과 인권].유네스코한국 원회(편). 당 . pp 

3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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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을 강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작년 2월과 올해 5월, 황우석 교수가 진행한 연구의 사회 , 윤리  문제 은 기

세포를 얻기 한 방법으로 인간배아복제를 했다는 것에서 비롯된다. 사실 배아복제 

성공은 국내에서 이미 몇 차례 있었다. 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이식하는 이종간 핵

이식 실험이었다3). 이와 같은 이종간 핵이식 기법은 창출된 배아에 동물의 유 물질

이 포함되어 있어 실제 임상에의 용이 어렵고, 인간과 동물의 유 자를 섞는 문제

로 윤리 인 지탄을 받았다. 이번 실험은 사람의 난자에 사람의 핵을 집어넣은 것으

로, 사람의 난자를 사용한 것이 실험의 핵심으로, 기술  진 으로 평가받고 있다. 여

성의 난자를 재료로 이루어진 연구가 세계 인 쾌거로 인정받고 국가 인 경쟁력을 

도모하는 것이라면, 앞으로 여성의 몸은, 여성의 난자는 과학기술의 진보를 이루기 

한 수단으로 마구 이용할 수 있다는 것인가?  이 은 여성의 입장에서 생명공학

기술 특히 여성의 몸을 도구화하는 인간배아복제를 심으로 문제 을 살피고자 한

다. 

  

 2. 인간배아복제와 여성

 

 작년 2월, 세계 인 과학잡지 [사이언스] 온라인 에 황우석 교수 등 14명의 연구

자들이 세계 최 로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하여 인간배아복제 기세포주를 확립

했다는 논문이 발표되었다. 올해 5월 난치병 환자의 배아 기세포 배양 성공이 알려

졌다. 인간배아복제가 주목받는 이유는 의학  가능성이 큰 기세포를 얻는 유력한 

방법  하나이기 때문이다. 기세포는 킨슨씨, 척수 손상, 뇌졸 , 심장질환, 당뇨

병 등의 치료에 이용되는 체세포를 만들 수 있는 잠재력이 있다. 이와 같이 기세

포는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방법으로 기 를 받고 있지만, 그 출처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일반 으로 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탯 , 태아조직, 성체 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4) 황우석 교수가 진행한 연구에 

한 문제 제기는 연구에 사용된 난자의 출처, 난자채취 차의 법성, 연구비 출처 

등 차의 투명성과 법성에 한 것이다. 여기에서는 여성과 련된 부분을 심으

3) 수의학분야에서 복제기술은 이미 응용범 가 넓은데, 육질이 좋은 소나 돼지, 특정 단백질이

나 의약품을 생산하는 양이나 소, 암 등 난치병의 질병모델로 쓸 수 있는 유 자변형동물 

등을 량 생산하기 하여 사용된다. 우리나라에서 인간배아복제 연구에 앞장서는 생명공

학자들의 경우, 수의학이나 축산학 공자가 많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   
4) 김병수 (2004). ‘인간배아복제성공의 다양한 의미’, 흙내 34호, 농어 사회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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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연구의 문제 을 살펴본다.    

2.1 난자의 도구화: “그 많은  난자를 어떻게 구했을까?”

 작년 2월 연구에서 황우석 교수 은 16명의 여성으로부터 기증받은 242개의 난자를 

사용했다고 한다. 242개의 채취된 난자  연구에 합한 양질의 170개 난자가 복제

에 사용되고 그  단 한 개의 복제배아로부터 기세포를 얻었다고 한다. 1인당 평

균 15개 이상의 난자를 채취했다는 계산이다. 올해 5월 발표에서는 18명의 여성으로

부터 기증받은 185개의 난자를 이용해 11개의 기세포를 얻었다고 한다. 작년보다 

효율이 15배가 높아졌다고도 한다.     

 알다시피 난자는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몸에서 채취된다. 정상 으로 임신이 가능한 

여성의 경우, 한 달에 한 쪽의 난소에서 한 개씩의 난자가 배란이 된다. 그런데 시험

 아기 시술이나 인간배아복제 연구를 해선 많은 수의 난자가 필요하므로 여성에

게 과배란 유도제를 사용하게 된다.5) 난자 채취를 한 과배란 유도는 월경이 시작

되고 3-5일이 지나면 시작된다. 여러 개의 난자를 키우기 해 여성의 몸에 호르몬 

주사를 매일 놓는다. 날마다 일정 단 의 호르몬을 주사 맞는 여성은 호르몬의  

농도를 체크받기 해 일정기간 간격으로 액을 채취당해야 한다. 호르몬이 투여된 

지 일주일 후, 난자가 잘 자라고 있는 가를 보기 해 매일 생식기를 통한 음 검

사(질식 음 )를 감수해야 한다. 난자 채취를 하기에 한 시기라고 단이 되면 

약물이나 국소 마취를 한 상태에서 배란 직 의 난자를 난포 상태로 양쪽 난소에서 

흡입 채취한다. 난자를 채취당한 여성은 부작용을 겪기도 한다. 과다한 호르몬 투여

로 인한 후유증으로 갖가지 부작용- 간장과 신장의 손상, 난소암 등-이 발생할 수도 

있다.6) 

 이처럼 난자채취가 그처럼 힘들고 어려운 과정임에도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들은 도

체 구일까? 보조생식술을 통해 자신의 아기를 가지려는 여성조차 힘들어 하는 

이 과정을 기꺼이 감수했던 여성은 어떤 사람들일까? 황우석 교수 은 연구 발표 때

마다 난자를 기증한 ‘숭고한’ 여성들에 한 감사의 인사를 빼놓지 않는다. 수 백 만

원에 난자가 버젓이 매매되는 실에서도 그들은 돈 한 푼 받지 않고 병자들을 돕기 

한 마음과 국가  자부심에서 난자를 제공했단다. 

5) 김명희 (2003). ‘여성, 생명윤리, 인간배아복제’. 녹색평론 제70호. 녹색평론사

6) 권복규 (201). ‘배아복제의 윤리  문제 ’. 한의료법학회지 제2권 제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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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마 , 한 신문에 황우석 교수가 어떻게 난자를 기증받았는가를 소개하는 이 실

렸다. 황우석 교수는 “ 기세포 실험에 쓰인 난자 기증은 연구 취지에 공감한 일부 

여성 의료진들의 자발  참여로 이 졌다”고 말했다. “경기도의 한 학병원에서 교

통사고로 걷지 못하는 김모(8)군이 ‘ 를 일으켜 주세요’고 부탁을 하자, 마치 내 아

들을 보는 것 같아 손가락을 걸고 ‘ 꼭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었다”고 했다. 황교수는 

“당시 그 모습을 본 주 의 여자 의사와 간호사들이 선뜻 난자기증에 참여해 기세

포 실험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난자기증과 련한 이야기를 찬찬히 생각해보면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

다. 지난 5월에 있었던 귀국기자회견에서 당시 황우석 교수는 “직  구인지는 모르

지만, 자신들의 난자를 기증한 숭고한 여성에게 감사드린다. 이분들의 뜻은 한민국 

과학발 의 커다란 자탑으로서 자랑스럽게 기록될 것이다”고 말했다. 신문기사 로

라면 자기가 방문한 경기도의 한 학병원의 여성의료진으로부터 기증을 받은 것일진

. 정작 기자회견 때는 구인지 모르겠단다. 진실 여부를 따질 사이도 없이 과학기

술부 인간유 체기연구사업단에서 실시한 여론 조사에 따르면, 조사 상자  57.7%

가 생명공학의 연구를 해 난자를 제공할 혹은 제공하기를 권유할 의사가 있다고 답

변한 여론조사가 발표되었다. 과학기술의 발 에 우호 인 기 이 실시한 여론 조사

인 만큼 그 의미를 더욱 세 히 따져야 하겠지만, 실험의 소재로 락한 여성의 몸과 

건강에 한 폐해와 련한 문제 을 알고서도 이 게 응답했을지 궁 하다.7)     

 지 껏 이 게 많은 난자 기증자를 모집했던 복제 연구 은 지구상 어디에도 없다.8) 

미국에서 난자를 제공하는 여성은 련한 경비와 신체의 험을 가져 올 불편함의 

가로 수천 달러를 받을 수 있다. 황우석 교수가 사이언스에 게재한 논문의 공동 자

인 시벨리교수는 2001년에 인간복제 실험을 했을 때 20여개가 채 안되는 난자를 사

용했다고 한다. 난자 확보에 실패해 연구를 단한 다른 나라와는 달리 무나도 쉽

게 난자를 구할 수 있는 우리의 상황. 최근 외국의 유명한 학과 공동 연구가 논의 

에 있고, 10월말에는 기세포은행이 설립된다고 한다. 이들과 공동 연구를 할 때 

필요한 수많은 난자들은 생명공학기술에 해 우호 이고 수용 이며 이와 련한 사

7) 얼마 , 언론의 편 인 보도와 련하여 모 신문사 과학부 기자에 항의한 이 있다. 난

자가 여성의 몸에서 꺼내지는 과정에 해 이야기할 때, 000기자는 “난자 기증이 헌 하는 

것처럼 하는 것 아닌가요”란다. 생명공학기술에 한 옹호를 해 엄청난 지면을 황우석 교

수에 할애하는 언론이 응당 소개되어야 할, 알아야 할 난자의 문제 에 해선 침묵하거나 

미약한 것처럼 다루는 실은 매우 심각한 상태이다. .   
8) 구 모(2004). ‘황우석, 문신용 교수의 치료용 인간배아복제 사례 분석-생명과학 연구윤리의 

측면에서’. 한국철학회 춘계학술 회 발표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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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  규제가 미약한 한국에서 얻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 게 되면 우리나라는 

국제 인 ‘난자공 소’로 락할 것이다.  

2.2 배아복제, 무엇이 문제인가?

 기세포란 생물체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세포로 분화할 가능성이 있는 세포로서 분

화능력에 따라 만능세포, 배아생식세포와 배아 기세포를 포함하는 분화층 세포, 

그리고 성체 기세포로 구분된다.9) 배아복제는 기세포를 얻기 한 방법인데, 배아

복제의 과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우선 여성의 몸에서 난자를 채취한 후, 난자에 들

어있는 핵을 흡입 유출시켜 제거한 다음 그 자리에 다른 핵을 신 집어 넣는다. 그

게 되면 이 난자는 수정과정을 거치지 않았음에도 46개의 염색체를 갖는 배아로서 

이른바 ‘체세포 핵이식에 의한 인간배아복제’가 이루어진다. 복제된 인간배아는 특수

한 기자극을 받게 되면 마치 수정란처럼 정상 인 세포분열을 거듭하고 이를 자궁

에 착상시키면 태아로도 성장할 수 있다. 

 배아복제에 한 윤리  논의와 우려는 다음과 같다.10) 첫째, 배아복제는 배아와 여

성의 난자를 수단화할 수 있다. 앞으로의 치료를 해 수많은 기증 난자가 필요하다. 

이는 많은 여성들이 약물과 의학  처치에 련한 상당한 험에 처하게 됨을 의미한

다. 동시에 잠재  기세포를 얻기 해 잠재  생명체인 배아가 괴되는 문제가 

있다. 둘째, 다수의 난자 시장이 형성될 것이다. 이미 난자매매가 실 으로 이루어

지고 있다. 미국의 경우 체외수정 불임 클리닉에 난자를 기증하는 여성들은 4천-1만 

달러까지 보상을 받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여  앞에서 난자 기증 고물이 

돌아다니고 있고 이를 소개하는 벤처 기업도 있다. 난자 제공과 련한 험과 련

하여 여성들은 자신의 난자를 아무런 가 없이 제공한다는 것이 가능한 것일까? 더

욱이 이런 과정에서 경제 으로 취약한 여성이 그 상이 될 가능성이 높다. 셋째로, 

배아복제는 우생학을 발할 수 있다. 복제된 배아의 생산은 물림되는 유 자 변형

에 필요한 핵심 인 요소를 제공한다. 치료 목 이든 유 자 개선이 목 이든 물림 

가능한 유 자 조각은 어떤 부정 인 향을 물려 지 알 수 없다. 넷째로, 인간개체

복제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 많은 나라들에서 배아복제에 한 실제 인 규제와 

감독을 할 수 있는 정부 기 이나 효과 인 법규가 없다. 이는 재 인간복제를 시도

9)  권 찬 (2003). ‘ 기세포 연구의 황과 그 한계’. 녹색평론 제70호. pp 151-155.
10) 문몸살림터역(2005). [우리 몸, 우리 자신]. 하나의 문화. pp 414-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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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의사나 연구자들이 성공할 가능성을 증가시킨다. 마지막으로, 배아복제에 

기 한 치료법은 이것이 실화된다고 하더라도 엄청나게 비싸기 때문에 많은 사람이 

그 혜택을 릴 수 없다는 것이다. 

 

3. 배아연구와 여성

 

 언 한 바와 같이 기세포는 배아복제, 인공수태 시술 후 남은 잔여배아, 탯 , 태

아조직, 성체조직 등에서 얻을 수 있다. 최근 분화능력이 상 으로 뛰어난 배아를 

활용한 기세포 연구에 한 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극복해야 할 문제 은 다음과 

같다. 첫째, 어떤 배아를 사용하는 가의 문제이다. 불임 시술과정에서 만들어진 잔여

배아(잉여배아라고도 함) 만을 공여받아 이용하는 방법, 공여받은 정자와 난자로 연구

용 배아를 따로 만드는 방법, 그리고 핵이식을 이용한 복제배아를 만드는 방법  종

간교잡배아 등 어떤 것을 사용하는가에 따라 다른 윤리  문제가 발생한다.  

 그런데 배아를 상으로 한 연구는 배아의 종류와 계없이 인간배아의 도덕  지

에 련한 생명윤리 논쟁이 불가피하다. 보통 배아의 도덕  지 는 3가지로 구분한

다. 인간 배아는 창출 그 순간부터 완 한 인간의 지 가 부여된다는 견해와 인간배

아는 단순한 세포 덩어리로서 특별한 도덕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없다는 견해 그리

고 ‘잠재  인간존재’로서 성장하면서 차 도덕 인 지 를 갖는다는 견해로 나  

수 있다. 인간배아의 도덕  지 를 둘러싼 논쟁은 각 나라의 생명윤리  경향과 종

교  성향에 다른 입장을 보이기 때문에 이와 련한 우리 나름의 사회  합의를 모

아내는 노력이 필요하다. 

 3.1. 엉성한 배아 보호와 리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은 출산기술의 발달과 한 연 이 있다. 실제로 배아를 상

으로 한 연구가 가능하게 된 것도 체외수정에 의한 시험  아기 시술의 발달과 련

이 있다. 우리나라는 ‘불임클리닉 왕국’이라 불릴 만큼 체외수정이 성행하는 나라  

하나이다. 국에 약 100여개 이상의 불임클리닉이 있고,  세계에서 체외수정으로 

태어나는 아이의 약 20%가 국내에서 태어난다고 한다. 불임클리닉이 활발한 만큼 체

외수정을 한 후 남은 잔여배아 한 상당하다. 

 잔여배아란 불임치료 목 의 체외수정을 하고 남은 동결보 배아로서 일정기간이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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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아 폐기 상이 되지 않은 비폐기 잔여배아와 일정기간이 지나 폐기 상이 되

는 페기 잔여배아로 나뉜다.  세계 으로 체외수정을 한 후 남은 잔여배아가 약 20

만개로 추정되는 가운데 그  50%가 국내에 보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사

실 보 된 잔여배아의 수치는 정확치 않다. 최소 10만개에서 최  150만개로 추정하

고 있다) 불임클리닉을 심으로 한 배아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고 성과를 내는 

것도 이러한 상황과 무 하지 않다. 제 로 된 규제 없이 수행되는 많은 불임 시술과 

이 과정에서 남은 잔여배아가 배아연구의 소재가 되는 것이다.

 사실 국 인공수태시술기 에서 창출되고 냉동 보존되며 이용되거나 폐기되는 인간

배아에 한 기본 인 실태 악도 거의 되어 있지 않았다는 지 이 있다. 시민과학

센터의 추산에 따르면, 1997년 한 해만도 9천여 개의 배아가 실종되었다. 인공수태시

술기 으로 등록된 국 8개 국공립의료기 에 정보 공개를 요구한 결과 2개 기 만

이 배아의 냉동 보존  페기에 한 동의서를 갖추고 있을 뿐, 부분의 기 이 부

모의 동의서 없이 연구 목 을 한 배아연구를 진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혼한 여성이라면 당연히 아이 갖는 것을 강요당하는 사회  분 기에서 여성은 불

임클리닉에서 이미 난자 출과 같은 부담스런 처치를 받고 있다. 불임클리닉에서는 

임신의 가능성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가능한 한 많은 배아를 만들 수도 있다. 그 과

정에서 여성의 난자가 과도하게 사용될 수도 있다. 시술에 필요한 것보다 많이 만들

어지는 배아는 5년이라는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연구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불임치

료의 성공률이라는 20-30%의 확률 안에 들지 못하는 사람들은 시술을 도에 포기하

고, 결국 이들은 냉동배아의 생산자로 기여하게 된다.      

3.2 사회  규제가 필요한 인공수정  

 여성의 출산과 련한 경험  능력은 보조생식술의 발달로 혜택을 리는 한편  

다른 억압  상황에 놓이고 있다. 불임을 질병으로 그래서 극복해야 하고, 그것이 가

능  보이는 기술들로 인해 여성은 수혜자이면서 동시에 피해자라는 이  치에 

놓인다. 를 들어 난자 출을 한 부담스런 과정을 거쳐야 하고 더욱이 수정하지 

않은 난자는 정자와는 달리 오랜 기간 동안 냉동할 수도 없기 때문에 난자 시장이 형

성될 가능성도 높다. 실제로 난자매매와 조선족 리모 등 사회  규제 장치가 마련

되기도 에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배아복제를 포함해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활성화된다면 여성의 난자에 한 수요가 증가할 것은 물론이고 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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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닉을 통한 여성 몸에 한 개입과 통제의 가능성은 더욱 확 될 가능성이 높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윤리 으로 문제가 있는 체외수정은 지되어야 한다. 를 들

어 성을 선택할 목 으로 선별된 정자를 이용하는 경우, 사망한 사람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미성년자의 생식세포를 이용하는 경우,  보상 등의 목 으로 

리모를 이용하는 경우, 매매한 정자와 난자를 이용하는 경우 등이다. 한 체외수

정의 횟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 불임 치료의 성공률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 반복되

는 시술은 심리 , 경제 인 피해만을 크게 할 뿐이다. 무제한 인 처치보다는 

한 수 에서 련한 기술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배아를 만

드는 수와 냉동보 기간을 엄격히 제한하는 것이 필요하다. 사회 일각에서 난자가 매

매되고, 재 불임클리닉에 보 인 잔여배아의 황조차 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여성의 몸에 한 과도한 개입과 건강상의 폐해를 입을 수 있다는 사실을 제 로 인

식할 필요가 있다. 즉 잔여배아와 련해 폐기 잔여배아에 한 리와 비폐기 잔여

배아에 한 보호 장치가 있어야 한다. 이를 해 인공수정에 한 반 인 규제가 

필요하다.  

4. 여성의 에서 생명공학기술을 이해한다는 것은.

 

 첨단의 기술을 윤리  에서 살핀다는 것은 이제 그 기술의 공공성을 인정할 수

밖에 없는 단계가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생명공학기술은 치료와 방, 그리고 복

지라는 이름으로 우리 몸에 한 개입이 정당화된다. 체외수정, 실험  치료, 배아연

구, 냉동수정란, 난자인공자궁, 유 자치료, 인간복제 등 에는 생각하지도 못했던 

역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따라서 생명공학기술시 에 맞는 생명윤리를 수립할 필

요하고 이 과정에 다양한 시각과 심을 가진 사람들의 참여가 요하다. 특히 재생

산을 기본으로 한 생명공학기술의 특성상 출산할 권리와 능력을 소유한 여성의 입장

과 경험은 요하게 다루어져야 한다. 

 사실 여성은 역사 으로 의료 역과 한 계를 맺어 왔다. 이는 생식 는 출

산과 련한 능력의 소유자로서 그리고 남성 심사회에서 겪는 육체 , 정신 , 사회

문화  억압으로 인한 피해자로서, 한 통 으로 아이와 노인 그리고 병자들을 돌

보는 일을 여성이 담하는 보호자로서 의료 행 와 면하 다. 그런데 지 까지 과

학과 의료는 남성에 의해 남성 심 인 것으로 발 하 다. 그 결과 여성의 몸을 부

정하고 종속시키는 가운데 여성에 한 편견과 차별의 근거가 되기도 하 다.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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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몸을 열등하고 불완 한 것, 불순한 것으로 보는 과정에서 여성들은 스스로 

자신의 몸을 부정하고 억압했고, 여성의 출산능력은 남성의 핏 을 잇는 도구로서 끊

임없는 사회  통제의 상이 되었다. 페미니즘과 여성운동이 여성의 몸을 해방시키

는 과정에 심을 갖게 된 것은 이러한 에서 보면 무나 당연한 것이다.  

 언 한 바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시 에는 여성의 몸에 한 개입과 이용이 정당화되

고 사람의 몸이 이러한 기술에 종속될 가능성이 심화되고 있다. 과학의 순수성이나 

가치 립성, 과학연구의 자유를 주장하는 말들은 생명공학기술이 용되는 사회  맥

락에서 면 히 검토되어야 한다. 를 들어 배아복제를 할 경우, 필요한 난자를 어디

에서 구할 것인가? 그리고 기세포연구를 해 필요한 배아를 어떻게 확보할 것인

가?, 산 유 검사와 산 유 자치료는 어떻게 할 것인가, 수정된 배아는 구의 자

궁에서 자랄 것인가? 등의 문제는 바로 여성들이 직면하는 상황이다. 오래 부터 불

임클리닉에선 난자를 몸 밖으로 꺼내어 조작하고 다시 자궁에 넣고 있으며, 이와 

련한 기술은 날로 발 하고 있다. 한편에선 부모노릇이 버거워 출산을 기피하고, 다

른 한편에선 완벽한 아이를 한 소망으로 여성의 몸을 매개로 한 유 자 검사가 성

행한다. 

 이와 같이 생명공학기술의 발달이 여성의 삶과 경험에 한 상 이 있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문가의 역으로, 남성의 역으로 생명공학기술을 여성

과는 무 한 것으로 간주하면 할수록 여성의 몸은 도구화되고 여성의 재생산 능력은 

끊임없이 상화될 것이다. 한 생명공학기술의 발달과 생명윤리를 배타 인 것으로 

보는 인식을 지양해야 한다. 생명윤리를 수립하고 이에 따른 사회  규제 장치를 만

들자는 이야기를 마치 생명공학과 련한 연구 기회를 박탈하는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런데 생명공학기술 자체의 특성을 제 로 이해하기 해선 개발기술의 내용과 더

불어 사회  맥락을 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마리아 미스가 지 하는 유 공학과 생

식기술이 결합된 생명공학기술의 기본 논제는 다음과 같다.11) 첫째, 생식기술은 여성 

자신의 필요가 아니라 자본과 과학이 그들의 성장과 진보의 모델을 유지하기 해 여

성을 필요로 했기 때문에 개발되었다. 둘째, 이러한 기술들은  세계 으로 남녀의 

사회  계가 착취와 종속에 근거하고 있는 상황에서 도입되었다. 셋째, 이러한 기

술들은 그것을 팔려는 사람들에 의해 인도주의라는 명분으로 정당화된다. 불임부부에

게 아기를 갖게 하고, 난치병을 치료하고 그 방법론  원칙은 한 개인의 곤경과 불행

11) 마리아미즈, 반다나시바(1993, 손덕수외 역,2000). [에코페미니즘].창작과비평사. pp 219-221.



- 64 -

을 강조하고 그를 돕는데 모두의 연 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목표는 여성의 생식능력

을 장악하고 이 과정에서 여성의 인간  존엄성은 무시된다. 넷째, 이런 기술 자체는 

좋지도 나쁘지도 않으며 문제는 그 용방법이라고 하면서 과학과 기술이 가치로부터 

자유로운 것을 상정한다. 

 최근 생명공학기술의 연구를 둘러싼 문제는 ‘복지’와 ‘윤리’가 충하는 모습으로 변

하고 있다. 즉 연구를 허용할 것인가 말 것인가가 아니라 어떤 조건 아래서 허용할 

것인가 하는 물음으로 바 고 있다.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을 포함한 입법화 운

동도 그 맥락을 같이한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심각하게 무시되는 것은 생명공학기술

이 기반하고 있는 근본원리로, 여성과 자연에 한 착취와 종속을 기 로 하고 있다

는 이다. 따라서 성차별 인 사회에서 개발된 과학기술의 내용 역시 성차별 일 수

밖에 없는 것을 인정한다면, 생명공학기술에 한 비  논의는 기술이 개발된 근본

논리에 주목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여성의 입장에서 극 으로 생명공학기술을 비

으로 해석하는 주된 이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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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제도의 비교분석*1)

I. 서설

체세포핵이식(복제)기술에 한 입법 내지 입법안은 각국마다 다양하게 나타난다. 

핵심 인 규제 상은 (i) 인간개체복제(reproductive cloning), (ii) 연구  치료목 의 

인간배아복제(치료복제, therapeutic cloning), (iii) 일반 인 인간배아연구의 3가지이

다.1) 치료 목 으로 복제된 배아로부터 배아 기세포를 확립한다는 에서, 치료복제 

문제는 배아 기세포연구와도 긴 히 연 되어 있다.2) 이  인간개체복제에 해서

는, 인간의 존엄을 침해하고, 무성생식이 일반 사회질서를 해치고, 극히 낮은 성공가

능성으로 인해 인간생명과 신체  온 성을 해칠 수 있다는 이유로 지해야 한다는 

국제 인 차원의 분명한 합의가 존재한다. 그에 반해 치료복제와 인간배아연구에 

해서는 나라마다 상이하게 규제하고 있거나, 재 규제안을 비하고 있는 단계에 있

다. 개체복제, 치료복제, 배아 기세포에 한 연구를 어디까지 허용할 지에 한 논

의가 어떻게 진행되어 왔는지, 주요 국제기구  국가의 입법동향  제도를 살펴보

기로 한다.

II. 주요국제기구의 입법동향

인간복제의 규제  활용은 인류미래의 사이고 일국의 규제만으로서는 불가능

하다는 문제의식에서 출발하여 국제  통일규범이 모색되고 있는 바 체세포핵이식연

구와 련하여 유엔, UNESCO, WHO 등 주요 국제기구의 입법동향에 하여 살펴보

기로 한다. 여기에서는 체세포핵이식연구를 둘러싼 문제에 심을 보이고 있는 국제

기구나 정부간 기구들이 많지만 여기서는 이들 기구들 에서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 이 은 ‘서울 법학연구소 (2004)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 개선안  생명윤리 가이드라

인 안개발』, 국가인권 원회’의 일부 임. 

1) 배아연구와 인간복제에 한 법윤리  문제 에 해서는 박은정, 생명공학시 의 법과 윤

리, 이화여자 학교 출 부, 2000 참조.

2) 즉 환자의 세포에서 추출한 핵을, 핵을 제거시킨 공여난자에 넣어 기상태의 복제배아를 만

들어, 이로부터 배아 기세포를 확립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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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제연구와 련하여 최근 공식 인 보고서 내지 결의안을 낸 기구들을 심으로만 

다루도록 한다.

1. 유엔(UN)

유엔총회는 2001년 11월 19일 인간개체복제 지 약에 한 결의안(A/Res/56/93, 

Resolution on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을 채택하 다.

그 후 인간복제와 련한 ‘인간복제 지 약’ 제정을 한 회의가 UN 제57차 총회

에서 2002년 2월과 9월 두 차례 개최되었다.

2002년 2월 25일부터 3월 1일까지 유엔특별 원회(Ad Hoc Committee)회의를 뉴욕

에서 개최하여 동 약의 규율범 와 법 인 이슈 등을 의하 고, 2002년 제57차 

유엔총회 기간동안에는 9월23일부터 27일까지 법률을 담당하는 제6 원회의 ‘인간개

체복제 지 약 성안을 한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형식으로 개최되었

다. 특별 원회 회의에서는 유 학, 생명윤리 련 문가들의 발표를 통해 정보를 교

환하고, 약 성안시 고려되어야 할 련 국제규범  약에 포함될 법  이슈에 

한 검토가 있었다. 유 학자, 생명윤리학자들의 발표를 통해서는 인간개체복제의 과학

‧윤리  험성이 부각되고 인간배아의 도덕  지 에 한 다양한 들이 제시

되었다. 

인간개체복제 지 약안의 원 제안국인 랑스는 독일과 공동으로 작성하여 설명

자료를 배포하면서, 약에 들어가야 할 법  이슈를 7가지로 나 어 항목별로 제시

하 다.3)

독일, 랑스가 인간복제 지를 우선 국제 약으로 결정하자는 의견을 제시하 고, 

3) 제시된 법  이슈는 다음과 같다: ①유성생식(sexual reproduction)에 의한 출생의 지지확인 

 복제기술의 여타 활용 등에 한 국내법  규제 심도 반 한다는 등을 포함하는 고려사

항  목 (considerations and purpose), ② 약의 이해와 이행에 필요한 기술  용어들에 

한 정의(Definitions), ③ 지방식(prohibition of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 

④ 민사 형사 행정상의 제재(sanctions)  개체복제의 유인을 제거하기 한 제재의 경제  

측면(material gains) 등을 포함하는 국내이행조치(National implementation), ⑤ 약의 실효

성을 확보하기 한 방  조치(prevention measures), ⑥ 보고  감시체계(reporting and 

monitoring mechanism), 각국들이 약을 이행할 수 있도록 하는 원조(assistance for 

implementation), ⑦ 발효 차  유보허용 여부 등을 포함하는 최종조항(final clau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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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교황청 등을 심으로 인간복제는 물론 연구용 치료복제까지 동시에 지하여

야만 실제 으로 효과가 있다는 강한 반론이 제기되었다.

개체복제 지에 한정하여 약을 성안해야한다는 입장의 표주자인 독일은, 치료

복제가 명시 으로 지되지 않는 경우에는 동 복제가 허용되는 것으로 비쳐질 수도 

있다는 우려에 해, 각국이 국내법으로 는 향후 별개의 약을 통해 복제문제에 

해 약안보다 더 엄격한 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을 강조했다. 그리고 치료복제의 

허용여부에 해서는 유럽회의(Council of Europe)에서도 10년이 지나도록 아직 결론

을 내리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을 감안할 때 유엔이 조속한 시일안에 이 문제에 한 

합의를 보기가 어려울 것이라는 망을 내놓았다. 랑스도 약의 실효성문제는 

지의 범 보다는 제재  방  조치 등을 통한 효과  통제에 의존하는 을 들어 

국, 스 스, 네델란드, 이스라엘 등의 유럽국가와, 일본, 태국, 국 등 아시아국가, 

회교권 국가들과 함께 독일의 입장을 지지했다.

이에 반해 미국은 치료복제를 규율하지 않고 개체복제만을 지할 경우 기 인간

생명의 자연자원화를 래하고, 일단 창출된 배아의 리  통제에 여려움이 있고, 

치료복제는 필연 으로 배아 괴를 가져온다는데 따르는 문제  등이 있는 만큼, 일

단 치료복제도 함으로써 시간을 확보하고, 그동안에 배아의 창출과 괴라는 윤리

 문제를 수반하지 않는 성체 기세포연구 안  방법을 모색하면서 사회 으로 수

용가능한 복제기술에 한 정책결정을 내리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을 펼쳤다. 이

러한 입장에 해 교황청, 이탈리아, 스페인 등 남미 국가들이 동조하 다. 이들 국

가들은 특별 원회의 상의 수권범 (mandate)가 유엔총회 결의 56/93에 따라 인간

개체복제로 이미 확정되고 한정되어 있다는데 이의를 제기하고, 인간복제라는 복잡한 

문제에 하여 다양한 안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종합  맥락에서 검토해야 한다

고 역설했다. 개체복제 지에 한정하여 약을 성안해야 한다는 입장에 반 하는 국

가들은 아무리 정교하고 간섭 인 규제를 하더라도 연구목 으로 창출된 배아가 자궁

에 착상되는 것을 발견해내거나 방지하기는 어렵다는 과, 개체복제를 지하고 치

료복제는 허용하는 경우, 이는 복제분야에서 과학의 완성을 허용하는 결과를 래하

고, 일단 어떤 행 가 가능해지면 군가는 반드시 이 가능성을 실화하고자 할 것

이라는 을 거듭 강조했다.

2002년 9월에 개최된 제6 원회 ‘인간개체복제 지 약성안 실무회의(Working 

Group on an International Convention against the Reproductive Cloning of Human 

Beings)’에서도 양측의 립상황은 마찬가지 다. 독일과 랑스는 규제의 방법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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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단을 좀더 구체화한 다음과 같은 수정안을 제시했다. 1) 인간개체복제 지 약의 

상이 종결된 후 바로 치료 내지 연구용 배아복제를 규제하기 한 별도의 국제문서

를 채택하기 한 작업을 UNESCO, WHO 등을 통해 착수할 것, 2) 개체복제 지

약이 발효될 때까지는 각국이 국내 으로 개체복제를 지하는 조치를 취할 것을 

구할 것, 3) 치료복제 등 여타의 기술에 해서는 각국의 단과 재량에 따라 국내법

으로 엄격한 차에 따른 허용, 모라토리움, 지 등의 규제조치를 시행할 것. 이에 

반해 미국은 1) 약의 지 상에 개체복제만 아니라 치료･연구용 등 모든 인간복제

행 를 포함시킬 것, 2) 약이 채택되기 까지는 국내조치로서 각국은 인간복제를 

목 으로 하는 여하한 기술의 연구나 실험, 개발, 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선언

할 것, 3) 인간존엄에 반하는 유 공학활동을 지시킬 것을 각국에 구할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수정안을 제시했다. 

실무회의의 토론을 통해서는 독일과 랑스의 안이 부분의 유럽국가와, 아시아, 

그리고 회교권국가들의 지지를 받는 우세한 안임이 드러났다. 독일과 랑스안은 인

간개체복제에 해서는 국제 으로 약을 통해 지하고, 치료복제에 해서는 각국

의 국내조치에 임하여 각국의 자율  단과 재량으로 규제조치를 취하도록 하자는 

것으로서 실을 감안할 때 가장 설득력이 있는 안이라고 말할 수 있다. 반면 미국은 

인간에 용하는 모든 형태의 복제활동을 완 히 국제 으로 지하고 국내 으로도 

이를 시행할 것을 요구하는 안으로서 사실 그러한 내용을 총회의 결의로 하기에는 무

리가 따를 수밖에 없다. 독일과 랑스는 표결에 들어가도 승산이 있다고 단하고, 

제6 원회가 종결되기  실제로 이를 시도하려 한 듯하나 미국과의 정치  마찰을 

더 이상 증폭시키지 않기 해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4)

4) Hans Lilie, "Biorecht und Politik am Beispiel der internationalen Stammzelldiskussion", in: 

Strafrecht Biorecht Rechtsphilosophie. Festschrift fuer Hans-Ludwig Schreiber zum 70. 

Geburtstag, C. F. Mueller Verlag, Heidelberg, 2003, 739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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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UN 총회 결의안 비교

독일, 랑스안 미국안

지 상 인간개체복제
개체복제  치료‧연구용 등 모든 인간

복제 활동

치료‧연구복제

규제

o 개체복제 지 규정이 여하한 목 을 

한 어떠한 형태의 인간복제도 암묵

으로 승인하지 않겠다는 을 명시

o 개체복제 지 약 상종결후 바로 

별도 국제문서로서 채택하기 한 검토

를 개시

o 개체복제와 함께 약에 구성

o 각국이 치료‧연구복제를 허용하지 말 

것을 엄숙히 선언

o 치료복제의 안으로 성체 기세포 

활용가능

약발표이  

규제조치

o 개체복제 지 약이 발효될 때까지 

각국이 국내 으로 개체복제 지조치를 

채택하도록 요청

 - 인간의 존엄에 반하는 여타 형태의 

인간복제에 한 지 는 모라토리움 

채택을 각국에 구

o 유엔총회 결의를 통해 인간존엄에 반

하는 유 공학 활동 모라토리움/ 지선

언

이들에 한 토의 결과 충에는 실패하 고, 2003년 9월 제58차 UN총회에서 다시 

계속 의하기로 결정하 다.

2003년에 열리는 유엔총회의에서는 인간개체복제만 아니라 치료복제도 지할 것

인가라는 핵심쟁 과 함께 제재방법, 국내이행조치 등이 토의되었다. 그러나 제58차 

유엔총회는 이번에도 국제 약으로 인간개체복제를 지하는 논의를 1년간 늦추기로 

진통 끝에 2003년 12월 9일 합의하 다. 이에 따라 국가간에 첨 하게 립을 빚어왔

던 인간개체복제 지논의는 유엔총회에서 2004년 9월 시작되는 회기부터 의제에 포

함되도록 하 다.5)

인권존 을 주요목 으로 삼고 있는 유엔이 어느 한 국가의 규제만으로는 처가 

불가능하며 심각하고 한 윤리  문제를 야기할 수 있는 인간개체복제를 지하는 

약을 유엔차원에서 성안하고자 한 것은 시기 으로 한 조치 다고 평가할 수 

있다. 다만, 유엔 특별 원회회의는 실 으로 복제기술을 가진 국가가 많지 않고 

부분의 국가에서 특히 치료복제의 허용여부  허용기 , 배아연구  기세포연구 

5) 유엔총회의 이번 결정은 2003년 11월 5일 총회 법사 원회가 찬성 80, 반  79, 기권 15표로 

인간개체복제 지방안에 한 논의를 2년간 연기하는 동의안을 통과시킨데 이은 것으로 유

엔주재 외교 들은 이번에 표결없이 연기 기간을 1년으로 하는데 합의했다(동아일보 2003년 

12월 1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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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에 한 국내  입장이 정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개최됨으로써, 우리나라를 비롯한 

많은 표단들이 공식입장 표명을 유보한 회의 다고 할 수 있다. 재로서는 인간개

체복제 지 약 성안을 한 유엔특별 원회에서 국가들간의 립된 주장들을 충하

여 약을 성공시키는 일이 쉽지는 않을 것처럼 보인다.

결국 2004년 10‧11월 국제연합 제6 원회에서 ‘인간복제 지 약을 한 유엔회의’

가 개최될 정인데, 인간개체복제만을 하자는 독일‧ 랑스 등 심의 제안(벨기에

안)과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배아복제)를 모두 하자는 미국 심의 제안(코스타리

카안)간의 논의가 주가 될 것으로 보인다.6)

2. 유네스코(UNESCO)

유네스코는 1993년 국제생명윤리 원회(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 IBC)7)를 

설치하 고, 1998년 유네스코총회는 회원국 가운데 36개국으로 이루어지는 정부간생

명윤리 원회(Intergovernmental Bioethics Committee, IGBC)를 조직하여 운 해오고 

있다.

1995년부터 2년에 걸쳐서 IBC는 인간개체복제를 시한 복제문제에 해 검토하기 

시작하여 1997년 총회에서 '인간게놈과 인권에 한 보편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Human Genome and Human Rights)'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그 이듬해 유엔총

회에서도 확인된 이 선언은 제11조에서 다음과 같이 인간개체복제행 를 명시 으로 

하고 있다: “인간 조엄에 배되는 행  즉, 인간복제 등은 결코 허용되지 않는다. 

국가  국제기구들은 이러한 행 를 식별해내고 국가 으로나 국제 으로 이 선언에

서 제시된 원칙들이 존 되는지를 감시할 한 수단을 취하기 해 력해야 한

다.”

2001년 5월 14-16일 사이에 리에서 열린 IGBC도 이 선언 제11조의 내용을 확인

하고 회원국들로하여  인간개체복제 지입법 등의 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권

6) 재 유엔에는 윤리  문제 을 들어 모든 종류의 인간복제  연구를 면 지하는 L-2 결

의안(미국, 교황청, 카톨릭국가)과, 인간복제를 지하되 치료목 의 인간복제 연구는 자국 

법령에 따라 허가할 수 있도록 하는 L-8 결의안(일본, 국, 싱가포르 등 아시아국가)이 동시

에 상정되어 있다.

7) 생명윤리 분야에서 국제  성격을 띠는 유일한 이 기구는 과학자, 법률가, 사회학자, 철학자, 

문화인류학자 등 문화 ･학문  배경이 다양한  세계의 36인의 문가들로 이루어진 기구

로서 생명과학을 둘러싸고 제기되는 윤리 ･법  이슈들을 검토하고 이에 필요한 조처를 유

네스코를 통해 각국에 권고하는 일을 맡아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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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했다.

유네스코의 생명윤리 은 1998년 2월 26일 “인간개체복제: 윤리  이슈들

(Reproductive Human Cloning: Ethical Issues)”라는 문건을 내놓은 바 있으며 그후 

복제와 련한 각국의 입법내용에 해 조사하여 매년 발표하고 있다. IBC는 2001년 

“치료  연구목 의 배아 기세포 사용(The Use of Embryonic Stem Cells in 

Therapeutic Research)”이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내놓았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IBC는 

기세포를 얻기 한 목 의 배아연구와 치료복제 가능성에 해 다소 우회 이고 

결정유보 인 태도를 견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이 분야의 윤리  이슈가 다양

한 철학  종교  문화  가치와 연 되어 있음에 비추어 “인간 기세포연구는, 연구

를 지할 것인지 등을 포함하여 련 이슈들에 해 어떤 입장을 취할 것인지를 둘

러싼 국가  차원의 논의가 요망되는 주제”라는 결론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요컨  

치료복제의 윤리  수용가능성에 해서는 국제 으로 통일된 규범  기 을 제시하

기 보다는 각국의 다양한 문화 ･철학 ･사회  배경에 따른 입법과 정책에 맡기자는 

복수주의  근(pluralistic approach)을 선호하고 있는 것이다. 

 IBC는 개별국가들로 하여  배아연구가 지되는 국가들로부터의 수출  수입

과 련한 문제 등에 한 규제책을 마련할 것을 구했다. 이밖에도 IBC는 기세포

를 배아가 아닌 성체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새로운 기술  가능성에 해서도 평

가하면서 “이 새로운 기술들의 이익과 험을 신 하게 산정할 것과, 이러한 에

서 핵이식은 오로지 치료  연구를 해서만 사용할” 것을 환기시키고 있다.

랑스와 독일이 2002년 9월 유엔 제6 원회에 제출한 “인간복제 지국제 약”성안

을 해 제안서에 따르면 유네스코는 복제문제에 한 과학 ･윤리  분석을 통해 국

제 약성안을 해 지속 으로 조언을 하도록 되어 있다.

3. WHO(세계보건기구)

세계보건기구는 1997년 5월 그 다음해 다시 5월에 총회에서 인간개체복제는 “윤리

으로 허용될 수 없고 인간의 존엄과 정합성에 반한다”는 결의안을 채택하 다

(Resolution WHA50.37와 WHA51.10). WHO는 잔여인간배아나 태아조직으로부터 

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 그리고 치료목 으로 체세포핵이식을 통해 복제된 인간배아

로부터 기세포를 수립하고자 하는 연구에 해서는 유네스코보다는 더 극 인 평

가를 내리고 있다. WHO의 총회는 “윤리 으로 수용할 수 있는 과학활동의 자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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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하고 그 용 혜택을 리는 권리를 보장할” 필요가 있음을 인정하고 있다.

2002년 1월 WHO집행 원회에서는 체세포핵이식배아로부터 기세포를 수립하는 

연구의 과학  유용성과 안 성에 해 계속 보다 많은 토론이 필요하다는 이 강조

되었다. 즉 배아복제연구의 허용여부  그 타당근거, 개체탄생 방책 등은 아주 어

렵고 심각한 문제인만큼 섣부른 결론을 내리기보다는 시간을 두고 국제무 에서 더 

토론할 것을 제안한 것이다. 총회는 인간복제의 윤리 ･과학 ･사회 ･법  향에 

한 계속 인 평가작업, 개체탄생이 아닌 건강을 한 목 의 련기술 사용에 한 

지침을 만들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사무총장은 최근 윤리 (Ethic Unit)을 구성했

다. WHO는 2002년 9월 “인간복제 지국제 약”성안을 한 유엔 제6 원회에 옵서

버로 참여하여, 국제규약을 통해 인간복제를 지해야할 시 성을 강조하면서 인간개

체복제 지 약을 늦기 에 빨리 체결할 것을 구했다.

4. OHCHR(유엔 인권고등 무 실)

OHCHR은 특별히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인간복제에 해 기구차원의 공식  입장

을 밝힌 바는 없다. 다만 지난 2002년 1월 24-25일에 걸쳐 제네바에서 개체복제를 포

함한 생명공학 반의 인권문제를 다루기 한 문가회의를 개최하여 그 결론을 문

건으로 내놓았다(High Commissioner's Expert Group on Human Rights and 

Biotechnology: Conclution).8) 

의 결론에 따르면 인간복제는 인권의 에서 많은 복잡한 문제를 제기할 것이

므로 OHCHR 차원에서 우선 인 심을 두고 다루어 져야 하며, 특히 여성과 어린

이, 그리고 건강과 함께 기술발 의 혜택을 릴 권리를 가지고자 하는 사람들의 

심이 고려될 필요가 있다. 이 에서 이 문가회의는 치료용 배아복제연구를 통한 인

류 건강권의 증 라는 도 환기시키고 있다. 한 복제기술과 련하여 규제나 

지의 촛 은 복제 즉 체세포핵이식기술 자체가 아니라 유 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

을 복제하려는 “의도”여야 한다는 도 밝히고 있다.

III. 주요 국가의 입법동향

8) http://www.unhchr.ch/french/html/intlinst.h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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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국의 입법동향은 여러 가지 존재양식으로 존재한다. 법으로 명문화된 형태, 법으

로 확정되지 않은 법률안의 형태, 권고안 등의 보고서 형태로 존재한다. 개별국가별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주요 국가의 배아연구 황

배아연구의 경우에 해서는 국 인 규제가 존재하고, 주요 쟁   매우 민감하

다. 국 인 규제로는 유럽 생명윤리 약, 유네스코 선언, 국제보건기구 결의안 등을 

들 수 있다. 컨  미국에서 인간배아연구는 그것에 연방자 을 사용하는 것만 불법

일 뿐, 그 연구 자체는 불법이 아니다. 한 이 때 사용할 수 있는 기세포의 출처는 

오직 불임치료용으로 보 인 잔여배아 그리고 사망한 태아의 조직만 허용하고 있

다. 미국의 경우에는 아직 련법이 제정되지 못하고 있으나, 일본의 경우, 2000년 10

월 30일에 일본 참의원 본회의에서 ‘인간에 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 한법률’이 가결

되어 2001년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부분의 주에서는 인가체세포복제

를 지하는 법률규정을 두고 있다. 일본과 우리나라의 경우 법률의 내용에 ‘용어정

의’를 포함하고 있다. 

<표 주요국가의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황>

국가명 법률명(제정명칭)
체세포복제 

배아연구
비고

국 인간수정 발생에 한법률(1990) 허용

랑스 인체존 에 한법률(1994) 지
UN(인간복제 지 약)

에서 연구허용 입장표명

독일
배아보호법(1990)

배아 기세포법(2002)
지 상동

미국 (인간복제 지법)
지입법 (하원통

과)

UN에서 연구 지를 

강하게 주장

일본 인간에 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 한법률 잠정 지
연구허용을 한 

세부지침 마련

우리나라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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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주요국가의 잔여배아에 한 입법 황>

국가명 법률명칭 배아연구(냉동잔여배아)

국 인간수정 발생에 한법률 14일까지 허용

랑스 인체존 에 한법률 7일까지 허용

독일 배아보호법 지(단, 수입된 기세포의 사용은 허용)

미국 (인간복제 지법) 이미 생산된 기세포에 해서만 연구허용

캐나다 인간생식 유 공학에 한법률 허용

일본 인간에 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 한법률 허용

국 인간복제기술법 허용

우리나라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 허용

(1) 미국

연방연구기 의 연구에 해서 체외수정연구를 심사해왔던 윤리자문 원회(Ethics 

Advisory Board)가 폐지되면서 그 동안 배아연구는 미국에서 민간의 지원에 맡겨지

게 되었다. 그 후 미국 국립보건원은 이 분야의 연구에 해서 연방의 재정지원이 가

능하도록 하기 해 지침을 마련하고자 연구패 을 조직했고, 이에 따라 만들어진 ‘인

간배아연구패 (Human Embryo Research Panel, 1994)' 보고서는 가장 진보 인 허용

정책의 흐름을 변한다. 이 연구패 이 국립보건원에 제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우선 인간배아연구는 3가지 이유에서 허용되어야 한다고 본다. 첫째, 불임부부나 유

병을 앓는 환자에게 이익을  것이며, 둘째, 배아는 존 될 지 에 있기는 하나 아직 

개성, 감각발달 등이 결여된 상태이므로 인격체로 볼 수 없다는 것, 셋째, 정부차원의 

지원이 없어도 사기업 혹은 외국에서 이 연구가 진행될 것이므로, 국가가 지원하여 

이 연구가 윤리 ‧과학 으로 수용가능한 범  안에서 행해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덜 험하리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00년 8월에 제정된 ‘인간간세포연구 NIH지침’(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Guidelines for Research Using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2000.8.25. 65 

FR 51976)은 연방의 공  자 의 지원을 받는 연구자는 배아간세포를 직  만들 수 

없고, 민간의 지원으로 만들어진 간세포를 이용해서만 연구를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즉 연방자 으로 간세포를 연구하는 과학자들은 오직 불임치료용으로 냉동보 인 

잔여배아와 사망한 태아의 조직만으로 연구할 수 있고, 연구목 으로 창출된 배아와 

체세포복제를 통해 만들어진 배아를 사용한 간세포연구는 할 수 없게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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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차원에서 미국 하원은 2001년 8월 부시 통령이 제안한 체세포핵이식술에 의

한 인간개체 탄생목 의 복제와 치료목 의 복제를 모두 지하는 법안인 인간복제

지법(Human Cloning Prohibition Act)을 통과시켰으나 상원은 이 법이 치료복제까지 

하고 있는 것에 반 하여 법안을 부결시켰다.9)

2002년 4월 부시 통령은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 모두에 해 반 하는 입장을 

재천명하고, 상원에 해 법안을 통과시켜  것을 다시 강력하게 구했다. 2002년 7

월 10일 통령자문기구인 국가생명윤리자문 원회(NBAC)10)는 인간개체복제를 지

하고 치료복제에 해서는 일정기간 모라토리엄을 선언할 것을 내용으로하는 보고서

를 내놓았다. 따라서 재 미국에는 연방차원에서는 인간복제를 명문으로 지하는 

법은 아직은 없는 상태이다. 다만 정부정책 차원에서 치료용 배아복제를 하고, 이미 

생산된 특정 기세포들에 해서만 국립보건원(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지침

에 따라 정부지원을 받는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Guidelines for Research Using Human Pluripotent Stem Cells, 2000.8.25. 65 FR 

51976, 개정 2000.11.21. 65 FR 69951).11)

주 단 에서는 재 캘리포니아주, 루이지애나주, 미시건주,로드아일랜드주, 버지니

아주, 아이오와주 등 6개 주가 인간복제 지법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22개 주 이상이 

인간복제를 지하는 법안을 상정해 놓고 있는 상태이다.

미국은 2002년 2월 그리고 9월에 유엔에서 개최된 “인간복제 지국제 약”성안을 

한 특별 원회와 제6 원회에서 치료용 배아복제가 기술 으로 인간 개체복제와 연

결되어 있고, 잔여수정란을 이용한 기세포연구나, 인간복제배아를 이용한 기세포 

연구가 모두 인간배아를 괴한다는 에서는 동일하다는 사실을 강조하면서, 부시가 

주장한 로 인간개체복제와 치료복제를 포 으로 논하여 규제해야한다는 입장

(comprehensive approach)을 고수하고 있다. 이는 약성안 제안국인 독일과 랑스

를 시하여 국, 일본, 국, 스 스, 캐나다, 스웨덴, 벨기에, 러시아, 이스라엘 등

이, 사안의 시 성에 비추어 우선 인간개체복제를 지하는 국제 약을 체결하고 치

료복제에 해서는 다음 단계에서 논하자는 이른바 단계  근(step by step 

approach)을 주장하는 것과 상반된다. 미국은 안  연구로서 성체 기세포연구에 

주력할 필요성도 언 하고 있다.

9) 상원에서 재차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고 상되고 있다.

10) http://bioethics.gov/cgi_bin/bioeth_counter.pl

11) http://www.nih.gov/sigs/bioeth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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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

국에서는 1990년에 제정된 인간수정 발생에 한법률(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에 따라 정부의 허가를 받지 않는 한 인간배아복제는 지되어 

있는 것으로 인식되어 왔다. 동법 제3조에 따르면 “인간의 세포나, 배아 혹은 배아발

생물에서 추출한 핵으로 배아세포의 핵을 치환하는 것”은 지된다. 그리고 2001년 1

월 치료기술개발을 목 으로 배아복제를 통한 배아간세포연구를 허용하는 법률이 상

원을 통과했다. 그러나 이 경우에도 인간의 체세포를 다른 동물의 종의 난자와 결합

시키는 식의 배아복제는 지하고 있다.

2001년 11월 15일 고등법원(The High Court)은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만들어진 배

아는 이 법의 용을 받지 않는다는 결을 내렸다. 례에 다르면 동법은 복제  

체세포연구 등에 한 한 규정을 미비하고 있고, 난자와 정자의 결합에 의해 형

성된 배아에만 용되고 있으므로, 핵치환(cell nuclear replacement)에 의해 형성된 

조직은 배아가 아니어서 동법의 용을 받지 않는다고 결한 것이다. 이에 따라 

국에서는 지난 2001년 12월 인간개체복제법(Human Reproductive Cloning Act)이 새

로 제정되었다. 이 법은 “수정이외의 방법으로 만들어진 인간배아를 여성의 자궁에 

이식하는 자는 처벌”한다고 명시 으로 규정함으로써 인간을 탄생시키는 목 의 개체

복제를 지하고 있다.

국의 인간수정 발생에 한법률에 의하면, 인간배아를 사용하는 모든 연구는 국

가기 (HFEA)의 허가에 따라서 기증자의 동의를 받아서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단, 

배아기증에 해서는 가를 지불하지는 못하게 했다. 배아연구를 공식 으로 허용하

는 나라들은 수정 후 혹은 난자에 체세포핵이 이식된 지 14일까지로 연구기한을 못받

고 있다. 이 시 에서 각 배아에게 고유한 개체  발 이 시작된다고 보기 때문이다. 

마찬가지로 이 법에서도 원시선이 나타기 까지는 즉 14일 이 까지는 불임, 선천성

지병, 유 인자  염색체 비정상, 유산, 피임 등의 목 의 경우, 배아생산  배아연

구를 허용하고 있다. 국 국무성(Secretary of State)은 2001년 1월 이 인간수정 발생

에 한법률에 따른 '인간수정 발생(연구목 )에 한규정(The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Research Purposes) Regulations 2001)‘을 제정하여 치료복제 등 인

간배아에 한 연구의 범 를 - 치료복제를 직  허용하는 것이 아니라 치료복제를 

한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식으로 - 확 시켰다. 즉 배아의 발달에 한 지식을 넓히

거나(increasing knowledge about the development of embryos), 심각한 질병에 한 

지식을 넓히거나(increasing knowledge about serious desease), 혹은 심각한 질병 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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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발 에 용될 지식을 가능하게 하기 한(enabling any such knowledge to be 

applied in developing treatments for serious disease) 목 의 경우 연구를 허가할 수

(a licence for research may be issued) 있도록 한 것이다. 

한 국은 자궁에 이식하고 남은 배아만 가지고 연구하는 게 아니라 더 나아가 

연구용 배아생산도 허용하고 있다. 다만 이때도 배아를 다른 종에 이식하는 연구, 핵

이식연구, 배아세포에 한 유 자변형연구는 지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배아

를 치료에 사용하는 것도 지하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배아를 치료에 사용하는 

것도 지하고 있다. 반시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형 는 벌 형을 부과하고 있다.

거기서 더 나아가 2002년 1월 항소법원(The Court of Appeal)은 체세포핵이식에 

의해 복제된 배아도 인간수정 발생에 한법률상의 배아로 분류시켜 이 법의 용

상에 포함된다고 해석함으로써 지난 2001년 고등법원이 내린 결정을 기해버렸다. 

이 결을 계기로 국 인간수정 발생 리청(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은12) 치료복제를 허가할 수 있는 길을 열게 되었다. 

따라서 국에서는 재 인간개체목제는 법률로 지되어 있지만, 치료복제를 한 

연구는 행정당국의 허가에 의해 법에 따라 공식 으로 인정되고 있다. 국은 최근 

기세포은행을 설립하기도 했다. 2004년 6월에는 뉴캐슬 학 연구 이 신청한 복제

배아 기세포 실험이 세계 최 로 공식 승인받은 바 있다.

이와 같은 국 정부의 태도는 유럽에서 기세포 연구 분야 등에서 타국의 추격

을 따돌리고 기술우 를 하고자 하는데서 나온 것으로서, 명분과 실리를 동시에 살

리고자한 정책 안으로 평가된다.

(3) 독일

1990년 12월에 제정된 독일의 배아보호법(Gesetz zum Schutz von Embryonen)은 

배아는 생명의 잠재력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자궁에 이식하고 남은 배아에 한 

괴 인 연구를 일체 지한다. 따라서 타인, 태아, 사자오 동일한 유 정보를 가진 배

아의 창출은 지되며, 생식세포의 인  변경도 지된다. 연구용 배아창출도 지

되어 있다. 따라서 독일에서는 불임치료 목  이외의 체외배양을 지하므로 원칙

으로 잉여수정란이 나올 수 없게 되어 있다.

 이 법 제6조 제1항에서는 “사람의 배아나 다른 배아, 태아 사람 는 사망한 자와 

12) 1991년에 의 법률에 근거하여 설치된 기 으로서 인공수정, 인간배아연구 등에 한 규

제, 면허, 정보 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웹 주소는 www.hfea.gov.u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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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유 인자를 같도록 인 으로 조작한 자는 5년 이하의 자유형 는 벌 형에 

처한다”고 정하고 있다. 동조 제2항에서는 제1항에 규정된 배아를 부녀에게 이식한 

자도 동일하게 처벌하며, 제3항에서 미수범도 처벌하고 있다. 한 제2조에서 임신이

외의 목 으로 사람의 배아를 체외에서 배양시키는 행 를 일체 하고 있다. 배아는 

생명의 잠재력을 지닌다고 보기 때문에 자궁에 이식하고 남은 배아에 한 괴  연

구를 일체 하고 있는 것이다.

독일은 이처럼 인간개체복제, 치료복제, 배아연구를 엄격히 해오고 있다. 그러나, 

2002년 6월 배아 기세포법(Gesetz zur Sicherstellung des Embryonenschutzes im 

Zusammenhang mit Einfuhr und Verwendung menschlicher embryonaler 

Stammzellen, StZG)을 제정하여 외국에서 수입한 기세포의 사용은 허용함으로써 

배아 기세포연구의 길을 열어놓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2002년 1월 1일 이 에 외국에서 불임치료를 해 쓰고 남은 잔여

배아로부터 합법 으로 확립되거나 배양된 기세포나 기세포주를 수입하여 연구목

으로 사용하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즉 배아로부터 기세포를 확립하는

(establishing) 행 는 불가피하게 배아를 괴하기 때문에 ‘인간존엄과 생명권 보호’차

원에서 원칙 으로는 지되나(제1조), 독일 밖에서 이미 만들어진 기세포를 수입하

는 것에 해서는 외로 한다는 것이다. “ 지된 나무로부터 획득된 열매”를 외

으로 엄격한 제조건 하에서 사용가능하도록 한다는 식이다. 독일 내에서의 배아

기세포 확립 내지 기세포 화립 목 의 배아 생산은 이미 배아보호법상으로도 지

되어 있다.13) 결국 불임치료 이외의 목 을 한 모든 인간배아연구는 엄격히 지되

어 있기 때문에 재 독일은 규제가 없는 수입배아를 연구에 사용하고 있다.

수입가능한 기세포주는 일반 체세포와 같게 취 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배아연

구의 자유는 인간존엄 보호 차원에서 제한되지만, 이미 존재하는 배아 기세포에 

한 연구는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독일법의 이러한 태도는 윤리와 정치  실  요청

사이에서 나온 일종의 타 책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 법은 일부 법학계 그리고 련 

자연과학계로부터, 배아 기세포를 지나치게 과보호하는 무 엄격한 법이라는 반발

을 사고 있다.14) 한 외국으로부터 들여온 것은 인간존엄이나 생명 보호의 상이 

13) 그러나 엄격하게 해석하면, 배아보호법의 상은 배아 즉 능세포(totipotente Zelle)이기 

때문에, 만능세포(pluripotente Zelle)인 기세포는 이 법의 규율 상으로 볼 수 없을 것이

다.

14) 이에 해서는 Jochen Taupitz, Die Aufgaben der Zentralen Ethik-Kommission fuer 

Stammzellenforschung, in: Strafrecht Biorecht Rechtsphilosophie. Festschrift fu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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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는다고 간주하는 윤리  이 성 때문에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소  지구

화시 에서 인간존엄 내지 인권에 한 한 우리는 세계법 내지 보편윤리에 구속되어

야 한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이 법은 의 조건을 갖춘 기세포에 해서, 앙 기세포연구윤리 원회(Die 

Zentrale Ethik-Kommission fuer Stammzellenforschung)의 윤리  타당성 심사를 거

쳐서15), 최종 으로 정부가 허용여부를 정하도록 되어 있다. 재 독일의 기세포 

연구자들은, 2002년 1월 1일 이 에 만들어진 기세포는 이미 오래되었고 질도 떨어

지는 등 여러 문제 을 안고 있다고 보기 때문에, 정부에 해 법을 완화시켜  것

을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다.

(4) 랑스

랑스는 1980년 까지만 해도 배아연구를 허용했다가 1994년에 법을 개정해서 시

험 내 배아연구를 일체 지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랑스는 1994년에 제정한 인체

존 에 한법률(La Loi relative au respect du corps humain) 제3조에 따르면, “ 구

도 사람의 종의 완 성을 침해할 수 없다. 사람의 선별의 조직화를 목 으로 하는 모

든 우생학상의 행 는 이를 지한다. 유 성의 질병 방 내지 치료를 목 으로 하

는 연구이외에는 후손의 유 형질을 변질시키기 한 어떠한 재생산도 행해져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즉 연구  상업  목 의 인간배아 창출, 취득, 사용을 하

고 있다. 다만 외 으로 부부로 결합하는 남녀가 동의한 경우 그들 배아에 해서 

치료목 으로, 그리고 배아에게 해롭지 않은 범  안에서 연구가 가능하다. 법 반시

에는 최고 20년 이하의 징역형까지도 부과하고 있다. 

랑스의 건강 생명과학국가윤리 원회(The National Consultative Ethics 

Committee on Health and Life Science, CCNE)16)는 유 질환의 치료와 방을 한 

목 을 제외하고는 후손의 유 형질의 조작을 하고 있는 이 조문을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인간복제를 명백히 하는 규정으로 해석한다고 공식 으로 밝힌 바 있다. 그 

후 시락 통령의 요청으로 CCNE가 1997년 4월 22일에 제출한 의견서는 인간복제가 

인간존엄과 자유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지되어야 함을 명시 으로 밝히고 있다.

Hans-Ludwig Schreiber zum 70. Geburtstag, C. F. Mueller Verlag, Heidelberg, 2003, 903면 

이하 참조.

15) 제6조 4항

16) http://www.ccne_ethique.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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랑스에서는 지난 2001년 6월 인간개체복제를 명시 으로 하는 내용의 법안이 

의회에 제출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배아연구를 외 으로만 인정하고 있는 랑스

는 부부로 결합하는 남녀가 동의한 경우 이들의 배아에 해 치료목 으로, 그리고 

배아에게 해롭지 않은 범 안에서 배아연구를 인정하고 있으나, 치료복제는 허용하고 

있지 않다. CCNE는 부모가 더 이상 냉동보 을 원하지 않는 배아를 가지고 기세

포를 수립하는 연구를 권고한 바 있다. 재는 수입된 기세포에 한하여 연구가 허

용되고 있다.

이미 확립된 인간배아 기세포의 연구에 해서는 아직 법이 정한 바가 없다. 즉 

법이 하고 있지 않은 만큼 허용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다만 새로운 배아

기세포의 획립은 지되어 있다. 태아로부터 세포물질(cellmaterial)을 추출하는 것은 

허용되어 있다.

한편 지난 2002년 1월 하원에서 특정목 을 한 배아연구를 허용하는 동법의 개

정안이 통과되어 상원에 계류되어 있는 상태에 있다. 이 법은 양성생식에 의하지 않

는 인간  배아복제가 지되나, 재 과학의 수 에서 안이 없는 의학  목 을 

해 국가 감독기 의 허가에 따라 배아  배아 기세포의 연구를 허용하고 있다. 

(5) 일본

일본은 지난 2000년 ‘인간에 한복제기술등의규제에 한법률(ﾋﾄに關すゐクロㅣン技

術等’の規制に關する法律)을 만들어 복제된 인간개체, 인간성 혹은 동물성 개체(교잡

개체), 기타 유사개체 등의 탄생을 래할 수 있는 복제기술  유사기술을 규제할 

수 있게 되었다. 이 법률과 이 법률에 근거하여 문부과학성이 만든 지침에 의하면 일

본에서는 체세포핵이식을 통한 개체복제는 지되며 재로서는 치료복제도 지된 

상태이다. 

의 법률은 복제기술이 와 같은 개체들의 탄생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로서 인간

존엄, 인간생명  신체의 안 , 사회질서 유지에 심 한 향을 끼칠 수 있는 복제기

술로 만들어진 특정배아들을 인간과 동물의 자궁에 이식시키는 행 를 지하고 이런 

배아들의 생산, 양도, 수입 등을 규제하기 해 만든 것이다. 이 법은 복제기술 는 

특정한 융합 내지 결합기술에 의해 만들어진 배아(특정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

에 이식하는 것을 지하고 있다. 이런 특정배아의 생산, 양도, 수입에 해서는 문부

과학성 장 이 ‘특정배아의 취 에 한 지침’을 정해 엄격한 감독 하에 허가하도록 

정했다. 이 법은 제4조 제1항에서 아홉가지의 특정배아들을 열거하고, 제3조에서 특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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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아들 에서 인간체세포핵이식배(복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

합배를 동물 는 인간의 자궁에 넣어서는 안된다고 못박고 있다. 

 동법 제4조 제1항에서 열거하고 있는 특정배아들은 인간배분할배(human split 

embryo), 인간배핵이식배(human embryonic clone embryo), 인간체세포핵이식배(복제

배, human somatic clone embryo), 인간집합배(human-human chimeric embryo), 인

간동물교잡배(human-animal amphimictic), 인간성융합배(human-animal hybrid 

embryo), 인간성집합배(hman-animal chimeric embryo), 동물성융합배(animal-human 

hybrid embryo), 동물성집합배(animal-human chimeric embryo) 등이다. 이러한 배아

들이 인간 혹은 동물의 자궁에 이식되면 복제된 인간개체, 인간동물교잡개체 등으로 

발 될 수 있으므로 인간의 존엄에 배될 수 있는만큼, 법 동항에서 문부과학성(문

교, 문화, 과학, 기술, 체육)으로하여  특정배아의 작성, 양도, 수입 등에 한 지침을 

마련할 것을 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1년 12월 5일 문부과학성 고시 제173호로 ‘특정배아 취 에 한 지

침(特定胚’の取扱いに關する指針)이 마련되었다. 이 지침은 제1조에서, 다른 연구방법

으로는 얻을 수 없는 과학지식을 얻으려는 경우, 충분한 문 자격을 갖춘 사람에 한

하여 특정배아의 만드는 것이 가능하다고 정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9종류의 특정배

아 에서 동물성집합배만 만들 수 있으며 그 경우에도 인간의 수정란은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즉 핵이 제거된 인간배아나 난자만 사용하여 동물성집합배를 만

들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인간에 한 복제기술 등의 규제에 한 법률’ 제3조에서 

언 한 4종류에 속하지 않는 특정배아들에 해서도 지침 제9조는 “ 재로는” 인간 

는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한다고 정하고 있다. 즉 인간체세포핵이식배(복

제배), 인간동물교잡배, 인간성융합배, 인간성집합배는 그 윤리  심각성과 험 때문

에 로 동물이나 인간의 자궁에 이식되어서는 안된다고 법률로 못박고, 이것보다 

덜 심각하다고 볼 수 있는 나머지 유형의 특정배아들도 당분간은 지침으로 자궁착상

을 한다는 취지인 것이다. 그러므로 재로서는 일본에서 체세포핵이식에 의한 치

료복제가 지되어 있는 셈이다.

이밖에도 일본은 2001년 문부과학성 고시 제155호로 ‘인간 기세포수립 사용에

한지침’(ﾋﾄES細胞の樹立及び使用に關する指針)을 발표하 다. 이 지침은 인간 기세포

의 수립  사용과 련하여 인간존엄이 침해되지 않도록 생명윤리의 에서 수

해야할 기본사항에 해서 정한 지침으로서, 문부과학성 산하 과학기술회의생명윤리

원회인간배아연구소 원회가 2000년 3월 6일에 제출한 보고서인 ‘인간배아성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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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를 심으로한 인간배아연구에 한 기본  고찰방향’에 기 하여 만든 것이다. 

의 지침은 문에서 배아 기세포가 의학, 생물학에 상당한 발 과 공헌을 할 수 

있으나, 기세포를 얻기 해서는 인간생명의 시작인 인간배아를 필요로 한다는 

에서, 그리고 기세포는 모든 형태의 배아세포로 분화할 수 있다는 에서 생명윤리

 문제를 지니기 때문에 신 한 배려를 필요로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제2조에서는 

배아 기세포의 수립  사용은 재로서는 기 연구에 국한하며, 이 지침과 다른 별

도의 기 이 나오지 않는 한 인간배아 기세포나 이로부터 얻은 세포를 인체에 용

하는 임상연구와, 의료  그 유사 역에서의 사용은 한다고 못박고 있다. 

제4조는 배아 획득  배아 기세포 분배와 련하여 최소한의 경비지 이외에는 

무상으로 한다는 것, 제6조는 폐기될 배아를 상으로 14일 이 까지만 연구에 이용

한다는 것을 정하고 있다. 제7조는 인간배아 기세포의 수립  사용은 이 지침에 의

해서만 가능하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제9조에서는 배아 기세포의 수립  분배기

은 기술 , 재정  인  자격을 갖추고, 윤리  기술  사항에 한 규칙을 보유하고, 

윤리심사 원회(IRB)를 설치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IRB는 생물학자, 의학자, 법학자, 생명윤리에 해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자, 일반

의 입장을 신하여 의견을 말할 수 있는 자로 구성되며, 수립기 에 속하거나 련

되어 있지 않은 2인 이상이 구성원으로 포함되어야 한다(제13조)  이 조문에 따르

면 수립기 의 IRB는 수립계획서의 과학 ･윤리  타당성을 종합 으로 심사하며, 수

립기 의 장에게 유의사항, 개선사항 등에 하여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밖에도 기세포 수립의 진행사항 내지 결과에 해서도 보고받고 경우에 따라 조사

를 할 수도 있도록 했다. 

인간배아 기세포 수립책임자는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담은 수립계획서를 가능한 

한 평이한 용어로 작성하여 배아제공동의서와 함께 IRB에 제출하여 계획서가 지침과 

IRB 권고사항을 수하고 있는지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제14조). 그리고 이 수립계

획은 궁극 으로 문부과학 신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문부과학 신은 허가하기 에 

과학기술･학술심의회 생명윤리･안 부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이 지침에 따르면 

기세포 취 자는 다음의 행 를 해서는 안된다: 1) 인간배아 기세포를 이용하여 만

든 배아를 인간 혹은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방법으로, 인간배아 기세포로부터 개

체를 생성시키는 행 , 2) 인간배아 기세포를 인간배아에 도입하는 행 , 3) 인간배

아 기세포를 인간태아에 도입하는 행 , 4) 인간배아 기세포로부터 생식세포를 만

드는 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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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문부과학 신으로하여  인간 기세포의 수립  사용과 련하여 의료

와 련있는 -후생노동, 경제산업 분야- 행정부서와 긴 히 연계하여, 정보제공 등 

조하도록 정하고 있다(제39조) 그리고 부칙에는 생명과학의 발 과 사회동향을 살펴

서 3년 후에 재검토하도록 하는 일몰규정을 두고 있다.

한편 2004년 6월에는 배아복제 연구를 제한 으로 허용하겠다는 정부의 입장을 발

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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