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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복제가 기존 법률질서에 주는
충격과 대응

인하대학교 법과대 지적재산권학 전공 교수  金 守 東

前 特許廳長

I. 서

  사회에서 가장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으며 21세기 양  세계  기간산업으로 성장하고 있

는 것에는 생명공학분야와 정보화분야가 있다. 이 두 산업분야는 고부가가치 산업으로서 

모든 국가의 략  핵심기술로 고려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경 없는 경제 쟁 시 를 이끌어 

가고 있는 분야라고도 할 수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분야는 많은 연구가 선행되어야 하며, 연구 

성공 시에는  세계 시장을 석권할 수 있다. 그리하여 앞 다투어 모든 나라들이 생명공학분야에 

막 한 연구비 등을 투자하고 있으며, 그런 결과로 인해 생명공학의 분야는 인간질병의 치료, 

농작물의 획기 인 수확 등 각종의 결과를 낳게 되었으며, 공상과학 화에서나 볼 수 있었던 인

간복제와 같은 일들이 실로 다가오고 있다.

  그런데 과학기술의 발 은 언제나 법  논의에 앞서 이루어져 왔고, 법  논의는 언제나 과학

기술의 발 을 뒤따라 갈 수밖에 없는 것이다. 생명공학의 산업 인 측면에서의 부신 발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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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하여 이를 보호, 육성 혹은 규제하는 수단으로서의 법률은 법체계의 미비, 해석상의 상이함 등

으로 인하여 실제 용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존재하고 있다. 국내에서도 1983년 제정된 생명

공학육성법이 몇 차례의 개정을 거친 바 있으나, 이 법의 목 은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육성

하여 생명공학을 보다 효율 으로 육성․발 시키는데 있고 생명공학으로 인한 폐해를 규제하기 

한 것은 아니었다. 이러한 문제들이 존재하는 가운데 1997년  국 로슬린 연구소의 머트 

박사 이 창조해 낸 복제 양 돌리1)의 출 은  세계에 걸쳐서 윤리 ․과학 ․법률 으로 

엄청난 논란거리를 제공하 을 뿐만 아니라 군가에 의하여 성공하 을 지 모르는 인간복제에 

해서 미국을 비롯한 세계 각국 정부로 하여  법률 ․정책 으로 규제․경고  하는 직 인 

계기를 래하 다.

  그러나 인간복제와 같은 획기 인 기술이 발  일로에 있지만, 그를 통제할 수 있는 법은 미비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법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인간복제가 실로 다가온 

지 에 발생될 수 있는 문제의 해결책을 모색해야 하는 것은 당면과제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들을 살펴보기 해 이 에서는 인간복제의  상황을 살펴보고, 인간 복제가 

기존 사회에 미치는 향을 살펴볼 것이다. 특히, 기존 사회에 미치는 향  기존 법질서에 주

는 충격을 각 법마다의 계에서 살펴보고 기존 법질서의 변형 필요성을 살펴보기로 하겠다.

Ⅱ. 인간 복제 기술의 발  황

1. 인간 복제 기술의 개념

  인간 복제라는 말은 체세포 핵이식 기술을 이용한 생명 복제기술을 인간에게 시행하는 것을 말

한다.2) 복제에 있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지만 일반 으로 사람들이 거론하는 인간복제는 다음

에 서술될 인간개체복제 는체세포복제를 의미한다.

  인간복제는 여성에게 미성숙란의 성숙을 진하는 호르몬의 투여 후에 여성의 난소로부터 난자

만을 체외로 꺼내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 난자로부터 23개의 염색체를 제거하여 무핵란 혹은 탈

핵란을 만든다. 이 무핵란에 복제될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얻어진 46개의 염색체를 세포융합 등

의 방법으로 도입한다. 하지만 이 46개의 염색체는 생식세포간의 결합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

1) 복제 양 돌리는 다 자란 암컷 양의 젖샘(유선) 세포에서 만들어진 세계 최 의 클론 동물이다.

    (http://web.edunet4u.net/～hyb83/dolly.htm<2004.5.30>).

2) 김병일․이 문, 인간 기세포(Embryonic Stem Cell)의 특허보호 문제에 한 연구, 한국발명진흥회 

지식재산권연구센터 연구보고서, 2002,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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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복제할 인간의 체세포로부터 직  획득한 것으로 체세포를 공 한 인간과 동일한 유 정보를 

갖게 된다. 이 난자를 기나 화학물질 등으로 자극하여 태아로의 분화가 가능하도록 활성화시키

고 실험 에서 배양한 후에 여성의 자국에 인공 으로 착상시켜 아기로 출산시킨다.3)

  인간복제는 방법에 따라서 인간개체 복제, 인간배아, 복제, 장기 복제로 구분될 수 있다. 이하

에서는 각각의 방법을 자세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1) 인간개체복제(human individual cloning)

  인간개체복제는 한 인간과 유 으로 동일한 다른 인간을 만드는 방법이다. 여기에는 크게 

수정란분할과 체세포핵이식의 두 가지 기술이 있다. 수정란 분할법은 수정란이 4～8개의 세포로 

분열한 상태에서 각각의 할구(세포)들을 여러 물리, 화학, 생물학 인 수단을 사용하여 분리해 

내는 기술이다. 이 게 갈라진 세포들은 다시 완 한 개체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으므로 

각각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인공 인 일란성 다태아( 둥이)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다. 체세포 

핵이식법은 복제양 돌리를 만드는 데 사용된 것과 마찬가지로 성체의 체세포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성체의 체세포 핵을 분리해 내어 여러 가지 처리를 거쳐 재 로그래  시킨 후 수핵 세포질

(사람, 혹은 다른 동물의 난자)과 수정시켜 새로 분화하게 만드는 방법이다. 이 수정란을 자궁에 

착상시킨다면 핵을 떼어낸 성체와 유 으로 동일한 새로운 아기가 탄생하게 된다.4)

  인간개체 복제술의 이 은 무엇보다도 불임부부에게 새로운 희망을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성세포(정자)에 문제가 있어서 정상 인 방법으로는 수정이 불가능한 부부를 해 여러 가지 방

법들이 강구되어 왔지만 체세포 핵이식을 이용하면 정자가 없어도 수정이 가능하므로 이 문제를 

완 히 다른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수핵 세포질로 어머니의 난자를 이용하고 

세포핵으로 어머니, 혹은 아버지의 체세포를 이용한다면 어머니와 꼭 닮은 딸, 혹은 아버지와 꼭 

닮은 아들을 낳을 수도 있는 것이다.  수정란의 배분리 기술을 이용하면 자궁에 이식하기 에 

수정란을 검사하여 결함이 있는 것을 걸러 내거나 혹은 그 유 자만을 교정하여 원하는 건강한 

아기를 얻을 수 있다. 이는 재의 산 의 진단기술이 착상 까지 확장되는 것을 의미한다.5)

(2) 인간배아복제(human embryonic cloning)

  인간배아복제는 인간개체복제가 기술 으로는 동일하나 그 목 이 개체를 얻으려는 것이 아니

3) 조인래,인간복제의 방법과 역사, 기독교 학설립동역회, 1993, 2면.

4) 유네스코 한국 원회,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2차 시민패녈 비모임자료집」(http://www.unesco.or.kr

/cc/archive.html 참조 <2004. 6. 29> )

5) 김형철,인간복제에 한 윤리  평가, 「연세학술 논술 제26집」, 1997, 142-14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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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완 히 분화되기 의 배아 기세포6)(embryonic stem cell)를 얻거나 그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일반 인 발생학의 에 의하면 인간의 수정란은 수정 후 략 14

일에 원시선(primitive streak)이 나타나면서 배아단계로 들어간다. 이때부터 8주째까지는 각종 

기 이 형성되는데 이 시기를 배아기(embryonic period)라고 부르며 이후로는 이미 형성된 

기 과 신체부 가 자라는 태아기(fetal period)로 넘어간다. 이 배아의 형성과정은 임상의학과 

기  생물학의 발 에 매우 커다란 의미가 있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이 여기에 심을 보이고 있

으며 배아기간세포는 알츠하이머, 당뇨병 등 여러 질환을 치료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7)

  재 백 병, 킨슨병, 당뇨병 등에 걸린 환자에게 장애가 생긴 세포를 신하는 정상 세포를 

외부에서 배양, 주입하여 치료하려는 시도가 행해지고 있다.8) 그러나 면역학  거부반응의 문제 

때문에 주입하는 정상 세포는 배아 기세포(embryonic stem cell)로부터 얻은 것을 사용한다. 

이 단계의 세포는 아직 면역 반응을 일으킬 만큼 성숙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배아복

제 연구를 통하여 인간 세포가 난자 없이도 제 로그래  되는 과정을 이해하게 되면 환자 자신

의 세포를 역분화시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면역학  거부반응의 문제나 배아 세포를 사용하는데 

한 윤리 인 문제를 일 수 있다. 아울러 이 과정을 더욱 완벽하게 이해한다면 심지어는 손상

된 장기나 신체 부분을 세포 하나로부터 재생시킬 수 있다는 기 도 할 수 있다.

(3) 장기복제(organ cloning)

  한 개의 세포를 이용하여 그 세포가 원래 속해있던 체 장기를 복제하려는 것은 아직은 꿈에 

불과하지만 세포의 역분화 과정이 완 히 이해된다면 불가능한 일이 아닐 수도 있다. 그러나 

근육이나 연골, 피부와 같은 조직을 체외에서 배양하여 이를 필요로 하는 환자에게 이식하려는 

연구는 재 진행 이다. 최근에 성공한 사람 귀 모양의 연골세포를 쥐에게서 배양한 실험 등이 

이에 속한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연구에서는 수정란을 사용하지 않으므로 심각한 윤리 인 문제

는 제기되지 않고 있다.9)

  아직은 SF 인 상상에 불과하지만 복제인간이 가능하게 된다면 신체가 손상을 입거나 병이 들

6) 정자와 난자가 만난 수정란이 세포 분열을 거듭하면서  나 심장 등의 인체 각 부분의 장기로 분화되는

데, 기세포(stem cell)는 수정란에서 모든 장기가 만들어지는 근원이 되는 세포로서, 몸을 구성하는 210 

종류의 세포로 자랄 수 있어 생명의 근간이란 의미에서 붙여진 이름이다.(http://news.empas.com/show.

    tsp/li/yt/20040212n01015 참조 <2004.5.30> ).

7) 유네스코 한국 원회, 앞의 자료집.

8) 서정선, 인간복제,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2차 비모임 문가 발표문」, 1999, 10-11면.

9) 유네스코 한국 원회, 앞의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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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을 때 스스로의 신체를 복제하여 이식함으로써 다시 완 한 육신을 갖추게 될 수도 있을 것이

다. 이는 어떤 면에서는 인간이 생할 수 있다는 의미이며 때문에 특정 종교집단에서는 복제기

술의 개발을 옹호하기도 한다.  부모가 없고 따라서 사회 으로 열외인 복제인간들을 량 생

산하여 노동자나 군인으로 사용한다는 아이디어도 있지만  인류 사회에서는 쉽게 가능할 것 같

지는 않다.

2. 기술의 발전 현황

(1) 국내에서의 복제연구 현황

  국내 복제기술은 선진국과 등한 수 , 아니 어쩌면 더 높은 수 에 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 근래에 우리나라 복제연구 분야의 문가들의 연구는 세계를 놀라게 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문가들을 엄청난 액수로 스카우트 하려는 것에서도 볼 수 있다고 할 것이다. 이에 국내의 연구 

경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지난 98년에 경희  불임클리닉 김승보 교수는 시험  아기시술 때 수정하지 못하고 버리는 

난자세포의 핵과 몸을 구성하는 세포의 핵을 바꾼 뒤 자궁 내 이식  단계인 4세포기 배아단계

까지 세포분열을 유도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복제인간을 만들 수 있는 바로  

단계로, 4세포기 배아단계에서 자궁에 이식만 하면 복제된 태아가 태어나는 것이다. 99년 2월에 

서울  황우석 교수는 체세포 복제 방법으로 젖소  롱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했다. 수컷 동

물복제는 암컷의 동물복제보다 어려운 것으로 평가되었던 분야로 국내 유  공학 수 이 세계  

수 에 있음을 증명했다. 4월에는 젖소와 한우의 귀에서 각각 떼어낸 체세포를 복제해 한우 

진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 다. 5월에는 KAIST의 과학센터 이 인간의 백 구 증식인자

(G-CSF)를 젖에서 분비하는 형질 환 흑염소인 메디를 복제하 다. 메디가 젖을 통해 만

들어낸 G-CSF는 인체 내에서 극히 미량만이 생산되는 생리활성물질이다. 이 물질은 조 세포로

부터 백 구의 성장  분화를 진시켜주는 단백질로 항암제 투여 후나 골수 이식수술 후, 에이

즈 치료 때 발생하는 백 구 감소 상을 막아 다. 메디를 이용해 G-CSF를 생산할 경우 

재 생산단가의 약 1% 정도로 추출해 낼 수 있어 상품화에 성공할 경우 엄청난 경제  이익을 거

둘 것으로 기 하고 있다. 한 지 은 인간에게 이식 가능한 장기를 가진 돼지를 생산하는 연구

가 진행 인 것으로 알려졌다.10)

  미국 시애틀에서 발표된 여성의 난자에 성인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는 방법으로 배아를 복제

10) 성기, {英 인간배아복제 허용} 국내 복제기술 선진국 수 (http://www.biofair.co.kr/news

     /bionews38.htm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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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으며, 이 배아에서 기세포를 얻는데 세계 최 로 성공했다는 요지의 서울  황우석 교수

의 특별기자회견은  세계를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황우석 박사가 추진하고 있는 연구는 

배아복제연구, 인공장기 이식기술 개발 등이며, 이를 통하여 당뇨벙, 뇌졸 , 알츠하이머성 치매, 

피킨슨병 등의 질병의 치료에도 획기 인 결과를 낳을 것으로 보인다.11) 한, 서정원 박사의 

애비없는 생쥐가 탄생함으로 인해서 인간복제 기술의 발 은 실로 세계 최고의 수 이 

아니라 할 수 없다.

  마리아병원 생명공학연구소의 박세필 박사는 지 의 윤리  논쟁이 과학자들의 발목을 잡아서

는 안된다고 말한다. 21세기는 생명과학의 시 이고 세계 국가들이 생명과학 기술의 선 을 

해 뛰고 있는 상황에서 이러한 논쟁으로 시간을 소모하고 있다면 우리의 기술이 뒤떨어질 수밖

에 없다12)고 말하고 있다.

(2) 국외에서의 복제연구 현황

  최 의 핵 이식 실험은 개구리의 핵을 난자에 이식시키려는 것이었다. 이 실험은 1952년 

로버트 릭스(Robert Briggs)와 토마스 킹(Thomas J. King)에 의하여 시도되었으나 

수정란이 발아하는 데까지 이르지는 못했다. 1970년 에 이르로 존 거든(John Gurden)에 

의해 수정란이 발아단계까지 진척되었으나 올챙이단계까지 발생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1984년 스틴 러드슨(Steene Willadsen)은 64내지 128할구를 이용하여 소와 원숭이를 

복제하는 데 성공하 다.13) 1997년 국 로슬린 연구소의 아이언 머트(Ian Wilmut)와 

그의 연구 은 복제양 돌리를 탄생시켰다. 최 로 체세포 핵을 제거한 난자에 합시켜 

발생시킨 복제양 돌리의 업 은 여태까지 포유동물의 체세포를 이용한 복제는 불가능하

다고 여겼던 것을 가능  한 것이고 다 자란 체세포의 핵을 이용하여 생식  수정 없이 포유

류 동물의 생명을 발생시켰다는 이다. 즉, 과거의 복제는 배아의 세포주로부터 이루어진 복

제 으나, 돌리를 복제한 기술은 성체세포에서 복제한 최 의 복제양이라는 에서 다르다. 

한 로슬린 연구소는 복제양 돌리에 이어 복제양 폴리를 탄생시켰다. 폴리는 인간 유 자를 

가지고 있어 인체에서만 만들어지는 단백질을 합성할 수 있다는 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고 

한다. 인간 유 자가 곧 인간은 아니지만 새로운 복제양 폴리는 인간 유 자가 곧 인간이 아

니라는 같은 논리로 인간유 자를 가지고  다른 어떤 실험을 할지 모른다.14) 그밖에 미국

11) 김완묵, 배아복제 경제  가치, 매일경제, 2004.8.10, A4면.

12) 박세필, 「인간복제 어떻게 되어가고 있나」, 과학과 기술, 2001.11, 57-61면.

13) 박충구, 「생명복제 생명윤리」, 75면.

14) 이인경, 인간 유 자복제․조작 시 의 윤리, 「연세학술논집 제26집」, 1997, 1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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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ACT사는 인간의 세포핵을 채취하여 젖소의 난자에 착상시키는 연구를 진행 이고, 호주

에서는 130여년 에 멸종된 태즈마니아 호랑이의 DNA를 추출하여 복제하려는 계획을 추

진 이며, 일본에서는 우유에서 채취한 세포를 이용하여 소를 복제하 고, 하와이 학 연구

은 수컷 생쥐의 체세포 복제에 성공을 하 고, 이탈리아에서는 쥐 고환에서 추출한 정소에

다 무정자 남성의 정자를 배양하여 인공수정을 하 다.15)

Ⅲ. 기존 사회에 미치는 향

1. 종교․윤리적 문제

  유일신이 인간을 창조하 으며 인간의 생명을 장하고 있다고 믿는 기독교(개신교, 천주

교)계에서는 생명은 창조주의 고유 역이라는 교리에 의거하여 인간 생명을 인 으로 조

작하는 행 를 신에 한 모욕이자 도 이라고 보고 있다. 불교의 입장에서는 생명복제가 

우주의 섭리인 다르마(Dharma)를 괴하는 행 로 생태계 괴를 비롯한 엄청난 후유증을 

낳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특히, 보은의 정의 감소, 인간성의 상실, 생명을 해 타인의 생명

을 이용하는 욕망의 결과에 해서는 회의 이다. 한, 유교의 입장에서는 무성생식과 같은 

인간복제가 이루어지면 생물  인간탄생에 한 기존의 념에 큰 혼란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한 인간 , 자연 , 도덕  자체가 크게 변할 것이며 인간형이 다수 출 하여 획일  

이념과 사고의 조작도 가능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칠 것이다. 그러므로 인간복제는 앞으

로 인류문명사에서 인류생존과 사회  질서유지에 인간의 책임을 안겨  것으로 본다.16)

  윤리 으로는 인간복제가 인간의 존엄성을 단히 훼손할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인간의 

존엄성이 그 생명과 인격은 으로 고유하며  우주에서 유일한 것이라는 사실에 기반

을 둔다고 한다면 인간복제의 가능성은 이를 근본에서부터 뒤흔드는 것이다. 물론 복제인간

이 원래의 개인과 같지 않다는 반론도 가능하지만 지 까지 신성한 것으로 여겨왔던 인간

의 생명을 인간이 조작한다는 사실 자체가 인간의 존엄성을 훼손한다는 주장도 만만치 않다. 

아울러 인간복제 연구  시술 과정에서 수많은 수정란이나 배아가 희생될 것이 분명하기 때

문에 이것 한 인간 생명의 존엄성에 반한다는 주장도 있다.

  지난 8월 22일에 교황 요한 바오로 2세는 메시지를 통해 모든 기계  진보가 인류를 격려

15) 유네스코 한국 원회, 생명복제기술의 안 과 윤리, 「생명복제기술 합의회의 1차 시민패  비모임 자료

집」, 1999, http://www.unesco.or.kr/cc/archive.html

16) 정동신, 생명복제와 인간복제에 한 연구, 「청주과학 학 논문집 제24집」, 1998, 26-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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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힘에 한 생각은 잘 알려져 있지만, 인간 복제는 신의 창조 역을 능가하려는 거만

한 시도라고 비난하기도 했다. 이 같은 교황의 언 은 국의 과학자들에게 의료연구 차원에

서 태아복제가 허용된 지 2주도 채 지나지 않아 나온 것이었다.

2. 사회적 문제

  인간복제가 가능해 진다면 재 인류 사회의 근간을 이루는 결혼과 가족 제도가 심각한 

기를 맞을 것이다. 친족 계가 혼란에 빠질 것은 물론이고 반드시 결혼을 하거나 남녀가 

결합하지 않아도 아기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등장하게 될 것이며 

독신자나 동성애자 커 들도 부모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복제기술을 통해 부모가 되려는 

이들은 가  우수한 유 형질을 가진 아기를 낳으려 할 것이기 때문에 새로운 우생학  

차별과 그에 따른 사회 계 이 생겨날 지도 모른다. 이런 상황은 심각한 사회불안의 요소가 

될 것이다. 나아가 인류 사회갈 보통 인간과 복제인간의 두 부류로 분열될 가능성도 존재한다. 

 통 인 성역할과 남녀 개념 역시 커다란 환을 겪게 될 것이다.

3. 기술적 부작용의 문제

  국내외에서 동물복제의 가로 알려진 서울  황우석 교수의 연구발표에 따르면, 리모 

자궁에 정상 으로 착상된 복제 배아를 가운데 출산 뒤까지 자란 동물은 체의 25%밖에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 나머지는 유산, 기형체, 사증후군, 거 체 증후군으로 얼마 살지 못하고 죽었다고 한

다. 이 기술이 그 로 인간복제에 쓰인다면 사회 으로 매우 큰 장이 올 것이라고 주장했

다. 실제 으로 복제탄생 제1호인 돌리의 경우, 노화 상이 같은 출생 나이의 양보다 

속히 진행되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다. 돌리의 유 자를 분석한 결과, 세포 노화의 지표로 

알려진 텔로미어(Telomere)유 자가 정상 양보다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만큼 노화가 

일  온 것이다. 이 때문에 돌리는 퇴행성 염을 앓았고, 걸음걸이가 비정상 인 행태를 

보인데다가, 진행성 폐질환을 앓고 있는 것으로 드러나 도축했다고 돌리를 복제한 스코틀랜

드 에딘버러의 로슬린 연구소는 2003년 2월 14일( 지시각) 밝혔다. 만약 를 들어 사고

로 죽은 아이를 신해서 복제인간 아이를 키우는 부모가 있다고 했을 때, 아이에게 노화가 

생겨 부모보다 빠른 속도로 늙게 된다면, 그것을 알게 된 부모에겐  하나의 슬픔이 될 것

이고, 이것은 사회문제로까지 이될 염려가 있다.

인간배아 기세포의 배양도 장기에 생긴 질환엔 당장 응용이 어렵다. 세포를 장기 형태로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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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는 기술은 아직 개발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간이나 콩팥 등 이식용 장기를 생산할 

수 있게 된 것은 아니다. 배아 신 다 자란 성인의 골수 등에서도 치료용 기세포를 얻는 

것이 가능하고, 이 것이 난자 등을 이용하지 않으므로 윤리 이긴 하지만, 성체 기세포는 

이번에 개발된 배아 기세포와 달리 량 배양이 어렵고, 원하는 종류의 세포를 선택 으로 

분화시키는 기술이 까다로워 실용화까진 앞으로도 많은 시간이 소용될 망이다.

4. 법률적 문제

  행 법률상의 가장 큰 문제는 연과 가족 공동체에 기반을 둔 법리가 모두 혼란에 빠진

다는 것이다. 우선 복제된 인간의 법률  지 를 어떻게 볼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아버지의 

복제인간은 내게 형제인가 작은아버지인가, 혹은 아무 것도 아닌가? 이는 혼인과 가족제도에 

기반을 둔 행 법률로는 해결될 수 없는데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고 유산 상속과 보험 등 

친족제도와 련된 모든 법률에까지 미친다.  헌법에 보장된 인간의 자유와 평등권은 인간 

종의 단일성과 균질성을 제로 한 것으로 복제된 인간이 등장한다면 이 한 큰 혼란에 빠

질 것이다. 아울러 모자보건법과 형법상의 낙태죄 등 임신  출산과 련된 법규들도 용

이 어려워 질 것이다.

  에 언 한 문제들 외에도 헌법상, 민법상, 형법상, 특허법상 등 산재해 있는 법  문제가 

많이 존재한다. 따라서 인간복제가 각 법에서 불러올 수 있는 구체 인 문제들을 후에 을 

바꾸어 다시 살펴보도록 할 것이다.

Ⅳ. 기존 법질서에 주는 충격

1. 각 법에서의 쟁점

(1) 헌법에서의 문제

  헌법상 발생 될 수 있는 문제로는 신체의 자유와 평등사상 등의 기본권 인 문제, 국가의 

존재를 제로 한 정부의 권력구조의 문제, 양심의 자유문제, 종교의 자유에 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다.

  우리 헌법 제10조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

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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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다고 규정함으로써 인간의 존엄성에 해서는 국가 인 자연권이라 인정하고 있다.17)

한, 헌법상 인간이란 나이, 성별, 사회  지 , 재산, 종교, 인종, 국 , 장해유무 등에 따라 

차별받지 않는 존재 그 자체로서 의미를 지닌 인간을 일컫는다. 이 듯 인간은 최고법인 헌법에

서 존 되고 보호되어야 하는 존재인데 인간복제가 이루어진다면 인간 신체의 자유와 평등사상 

등 인간  면 인 기본권에 있어 기존의 방식과는 히 다른 차원으로 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인간의 기본권을 보장하는 것이 국가의 기본의무라고 선언하고 있는데, 만일 인간복제

가 이루어진다면 다양한 인간 공동체는 부정하게 되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모두 같은 이념과 

사상을 가진 복제인간으로 말미암아 국가사회가 획일화된 체제가 된다. 다양한 의견의 제시가 

원 으로 불가능해지고, 국가가 보호해야할 유일존재로서의 인간이 사라지게 되어 존립목 을 

잃게 된다. 만약 그와 같이 된다면 공동체의 가치상실로 사회 인 정체를 가져와 그 체제는 필연

으로 무 지게 될 것이다.18) 한, 개량된 인간에 의한 재래인간의 멸종이 일어날 수 있을 것

이다.19) 복제인간은 우생학 으로 인간개량을 지향할 수밖에 없다. 유 자조작에 의하여 보다 

머리가 우수하고, 건강한 신체를 비롯하여 다양한 재능을 가진 인간이 생산될 것이다. 그 과정에

서 재의 인종은 멸종을 하게 되고, 재의 인종과는 여러 면에서  다른 새로운 종의 인간

이 등장하게 될 것이다. 지  개량되어 사육되고 있는 젖소나 돼지를 보면 쉽게 그 험성을 

견할 수 있다.

  그리고 헌법 제10조에 못지않게 발생될 수 있는 문제는 헌법 제22조 과학기술연구의 자유와 

그 한계에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헌법 제22조에서 학문의 자유를 인정하고 있으므로 과학

자는 얼마든지 자신의 분야를 연구할 자유가 있다. 그러므로 과학자나 의학자의 학문연구는 인간

정신의 자유로운 추구, 의학  경제  이익, 그리고 인류복지를 가져다주는 활력의 한 원천으로

서 마땅히 보호하고 육성해야 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과학기술의 활용에서 오는 험이나 

오용가능성은 개인과 사회에 부담을 주는 것으로서 규제되어야 함은 말할 필요도 없다. 학문 연

구 성과의 작용으로서의 첨단유 공학기술, 의학기술은 오늘날 연구자 자신들도 측하지 못할 

정도로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변해가고 있으며, 그 기술이 인간의 생명, 건강, 환경에 미치는 

향이 확실히 측되지 않는 가운데 곧바로 범 한 용을 불가피하게 만드는 측면 때문에, 

17) 김철수, 「헌법학개론(제11 정신 )」, 박 사, 1999, 245면.

18) 황무임, 인간배아 복제에 한 헌법  고찰, 「복지행정연구 제17집」, 안양 학교 복지행정연구소, 

2002, 8면.

19) 황무임, 의 논문,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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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의 연구의 자유에 한 규제보다 더 강한 규제를 받는다고 볼 수밖에 없다.20)

(2) 민법에서의 문제

  민법상 문제가 되는 것으로는 태아의 법  지 의 문제, 권리능력과 행 능력의 문제, 불법 

행 시 손해배상의 문제 그리고 친족․상속의 문제 등이 발생할 수 있다.

  첫째, 민법상 태아는 법 으로 어떠한 지 를 갖느냐가 문제되는데, 우선 우리 민법의 규정을 

보면 특별히 법에서 정한 경우에만 생존한 것으로 보는 개별주의의 원칙21)을 따른다. 그런데 특

별히 법에서 정한 규정을 만족하기 해 태아의 복제가 성행될 수 있다. 나쁜 의도로 태아를 복

제하고 이를 상속이나 인지청구권 등에서 이용한다면 불법 인 일들이 빈번히 발생하게 된다. 

한, 우수한 인간을 자식으로 만들기 해 우수한 인력의 체세포 등을 복제하여 자식을 얻게 된다

면 인간의 개성과 자유를 유린당하는 것이 될 것이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을 복제한다면 언제 

권리능력을 취득하는지가 문제가 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규정은 사람은 생존하는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22)라고 한다. 따라서 태어날 때 권리능력을 취득하고 사망으로 권리능력을 

상실하게 된다. 그런데 문제는 언제를 태어날 때로 보는지 언제를 사망한 것으로 볼지가 문제가 

된다. 사법상으로는 인간의 탄생23)은 부 노출설이 통설이며, 사망은 호흡정지설과 근자에 받

아들여지고 있는 뇌사설이 있다. 따라서 인간의 복제가 있는 경우에 특히 시험 에서 인간이 

탄생하는 경우와 같은 때에는 언제 권리능력을 인정해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행 능력의 문제인데 복제된 인간을 완 한 인격체를 가지고 충분히 법  행 를 할 수 있는 

행 능력자로 볼 것인지 아니면 불완 한 인간으로서 법 인 행 를 할 수 없는 행 무능력자로 

볼 것인지가 문제될 수 있다. 한, 행 무능력자로 본다면 한정치산자, 미성년자, 치산자 어디

에 해당할지도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복제인간이 불법행 를 한 경우이다. 이러한 경우에 과연 한 인간으로서 불법행  주체

가 되어 손해배상을 복제인간 자체에게 인정해야 할지, 만일 부모가 있어서 복제인간이 자식이 

된다면 부모 등의 감독자 책임24)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다. 한 반 로 복제인간이 

20) 박은정, 「생명공학시 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 학교 출 부, 2000, 337면.

21) 태아를 보호하는 입법에는 개별주의원칙과 일반원칙으로 나뉜다. 우리 법은 특별한 경우 즉, 손해배상의 

청구, 상속, 유증, 인지청구, 사인증여의 경우에 한하여 이미 태어난 것으로 본다.

22) 민법 제3조.

23) 인간의 탄생에 한 학설로는 통설, 일부노출설, 부노출설, 독립호흡설이 있다.

24) 민법 제7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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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으로 인정받지 못한다면 복제인간이 지른 일을 그 주인이 책임져야 하는 공작물 책임25)

이나 동물 유자의 책임26)을 져야 하는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친족 계에 있어서 복제인간이 기존의 가족사회에 등장하게 될 경우 부부공동체의 해체

상은 물론이고, 가사 통 인 혼인 계가 지속된다고 하더라도 친족개념에 일  혼란을 가져

오게 된다. 이때 기존의 가족 계는 무 지게 된다. 우리의 가족법은 연의 연락이 서로 있는 

자를 족이라고 한다. 부모형제가 형 인 족이다. 삼 이나 고모는 부계 족이고, 외삼

이나 이모는 모계 족이 된다. 자연 족은 원칙 으로 출생에 의하여 발생하게 된다. 아버지의 

복제인간은 연의 연락이 있다. 그 다면 아버지의 복제인간이 족으로 보아야 하는가의 문제

가 발생한다.

  넷째, 복제인간에 한 상속문제이다. 상속제도는 시 와 체제에 따라서 변하 지만 동서고

을 막론하고 존재하고 있다. 러시아에서도 볼세비키 명 직후인 1918년 상속 제도를 폐지하 다

가 1922년 이후에는 다시 부활시켰고27) 북한도 민법 제63조  가족법 제46조 내지 제53조를 

두어 이를 정식으로 인정하고 있는 것처럼 자본주의사회는 물론 사회주의체제에서도 상속제도는 

가계를 속시키고자 하는 인간의 본능에 기 한 제도로서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만약 복제인

간이 생산된 경우 그에게도 가족의 일원으로서의 상속권을 인정할 것인가? 인정한다면 그 상속순

나 상속지분은 어떻게 되는가? 상속순 나 상속지분을 바꾸기 하여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상속권의 침탈행 를 한 경우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등등 여러 문제가 야기될 것이 분명

하다. 상속상의 문제는 의 가족 계의 설정과 불가분의 계를 이루는바, 우리 인간이 지 까

지  상하지 못하던 새로운 환경의 조성, 그것도 과히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에서 개되는 

문제 으로 인하여 인간의 복제는 종래의 기존질서를 괴함으로써 인류를 말할 수 없는 혼란으

로 빠뜨리게 할 우려가 있다.

(3) 형법에서의 문제

  형법에서의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는 복제인간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와 범죄의 객체가 

되는 경우로 나 어 볼 수 있다.

우선 복제인간이 범죄의 주체가 되는 경우가 문제될 수 있는데, 복제인간이 타인의 재물이나 

신체에 손상을 가한 경우에 인간으로 인정될 수 있다면 그것은 범죄행 에 해당하고 범죄자가 

25) 민법 제758조.

26) 민법 제759조.

27) 김주수, 「친족․상속법」, 법문사, 1991, 46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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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수 있다. 따라서 인간과 마찬가지로 구 이나 벌  등의 처벌을 받게 될 수 있다. 하지만 인간

으로서의 지 를 인정받지 못한다면 복제인간은 한낱 사물이나 동물 정도에 해당되어 그 복제

인간의 주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그러나 문제는 형법의 최종  

용의 성질을 볼 때 그런 경우에는 민법상 책임으로 한정될 것이라고 보아진다.

   한편, 복제인간이 범죄의 객체가 될 때 문제될 수 있는데, 과연 복제인간에게 손상을 입히

거나 죽 을 때 그러한 것이 단순히 타인의 사물에 해를 입힌 것으로서 손괴죄28)를 용할 수 

있을지 아니면 독립  인간으로 보아 상해죄29)와 살인죄30)를 용하여 처벌할 수 있을지가 문

제될 수 있다. 이러한 문제는 특히 타인을 교사31)하여 살인을 하거나 해를 입힌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다. 교사를 한 경우에 과연 교사범으로 처벌할 수 있을지 아니면 민법상 손해배상의 문

제로 처리될 수 있을지가 문제될 수 있다. 그리고 더 나아가 복제인간과 인간이 력하여 죄를 

범한 경우에 공범32)으로 처리하여 처벌을  것인지 아니면 인간의 단독범으로 할 것인지도 

큰 문제로 부각될 수 있을 것이다.

(4) 특허법에서의 문제

  특허법상 문제될 수 있는 것으로는 과연 복제인간을 특허의 상으로 할 수 있을 것인가이다. 

우리나라의 특허법에 의해 보호 상이 되는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  사상의 창작으

로서 고도한 것33)이라 정의된다. 즉 자연법칙을 이용하지 않은 수학공식이나, 암기방법 등은 

발명이라 할 수 없지만 부분의 자연과학과 기술개발 연구결과들이 보호의 상으로 하고 있다. 

그리고 특허를 받을 수 없는 발명으로는 공공의 질서 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 의 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34)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보호 상으로서의 

산업상 이용가능한 발명의 정의와 불특허 상의 규정은 발명자가 특허를 받느냐 못받느냐를 결

정하는 요한 문제로 법한 차와 증거자료에 따라 엄격한 심사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우리나

라뿐만 아니라 거의 모든 나라에서 이를 특허법에서 정하고 있다. 인간복제가 자연법칙을 이용한 

28) 형법 제366조 내지 제370조.

29) 형법 제257조 내지 제261조.

30) 형법 제250조.

31) 형법 제31조.

32) 형법 제30조.

33) 특허법 제2조 제1호.

34) 특허법, 제3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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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것은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고, 공서양속을 해한다는 이유로 특허

를 하여 할 수 없다는 것이 일반 이다. 하지만 특허보호의 여부에 해서 각국은 법률 인 원리

에 의하기보다는 오히려 지극히 정책 인 측면에서 근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인간복제의 

특허 부여 여부는 시 가 흐름에 따라 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본다. 그러므로 이러한 인간복제의 

특허성 인정여부는 특허법이나 심사기 으로 단하는 것이 옳다고 본다.35)

  우리나라의 심사 실무는 인간 배아 복제에 한 특허 출원은 행 특허법, 생명공학분야 심사

기   의약분야 심사기 에 따르면 복제인간을 만드는 등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거나 공서

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규정)으로 

볼 수 없어 특허 받을 수 없다.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 에서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규

정에 하여 인간을 특허 상에서 제외시키도록 하고 있으며,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는 결과

를 래할 수 있는 발명은 공서양속 기 에 배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

에 인간 배아 복제에 한 특허 출원은 역시 특허 받을 수 없다고 해석된다. 한편 의약분야 심사

기 에서는 기 배출된 사람의 액, 종양, 모발 등을 원료로 이용하여 의약을 제조하는 발명은 

산업에 이용할 수 있는 발명으로 보아 특허 가능한 것으로 기재하고 있다. 를 들어 인간의 

삼세포주의 경우 기 배출된 것으로 인정되어 기탁 가능한 미생물로 보아 특허 허여되고 있다. 

그러나 인간 배아 간세포의 특허 상 여부에 하여 살펴보면 기 배출된 인간의 암세포주와 

같이 특허 허여 상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나 인간의 배아 간세포는 인간의 수정란으로부터만 

얻을 수 있으므로 배아를 인간으로 본다면 간세포를 얻기 해서는 이를 괴해야 하므로 인간의 

존엄성을 손상시키고 공서양속을 해치는 발명에 해당하고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있는 발명으로 볼 

수 없어 특허 받을 수 없다 하겠다. 하지만 배아간세포의 막 한 임상  산업  응용성 때문에 

국 등지에서 인간 배아의 배양이 수정 후 14일까지 연구를 허용하는 추세를 반 할 때 배아를 

인간으로 보아야 할 것인가와 인간 배아 간세포의 특허성 여부는 국제 인 논의 동향  국내산

업에 미치는 효과 등을 고려하여 숙고하여야 할 문제이다.36)

(5) 국제법에서의 문제

  국제법상의 복제인간(Human Clone)의 권리의무에 하여 살펴보면, 국제법인 국제연합

(UN) 헌장은 그 문과 본문규정에서 여러 차례 인간의 기본권과 인간의 가치와 존엄성을 강조

하고 있고,  국제연합은 인권에 한 UN헌장의 규정을 구체화할 목 으로 1948.12.10, 

35) 이성우, 특허법과 생명윤리기본법의 역할, 「생명윤리 기본법 무엇이 문제인가 보고서」, 국가과학기술

연구회, 2001, 54면.

36) 임혜 , 배아 복제  배아 간세포 기술의 특허 황과 망, 특허청 생명공학세미나 자료,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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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인권선언을 채택하여으며, 이어서 1966.12.16 두 개의 인권규약을 체결하 다. 유럽의 

여러 국가들도 1950.12에 유럽인권조약즉 가맹국들은 인권  기본  자유의 보호를 

한 조약을 체결하 다.37) UNESCO는 산하에 IBC(International Bioethics 

Committee)를 설치 운 하여 인간유 자와 인권에 한 선언(Universal Declaration on the 

Human Genome and Human Right)에서 인간복제를 지하도록 하 고, 세계보건기구

(WHO)도 제15차 총회에서 인간복제는 윤리 으로 받아들여질 수 없으며, 인간의 존엄성과 

도의에 반하는 것이라는 결의를 채택한 바 있다.38)

2. 기존 법질서 변형의 필요성

  인간복제가 실로 이루어진다면 와 같은 여러 법  문제가 발생될 것이 자명하다. 그 다면 

이러한 문제들을 간과할 수 없고 실에서 최 의 문제해결을 해 우리는 련법을 개정하고 

새로운 입법을 행하여야 한다. 헌법 인 문제, 민법 인 문제, 형법 인 문제 등에 있어서 가장 

요한 이슈는 복제인간을 하나의 독립된 인격체로 볼 것이냐이다. 하나의 독립된 인간으로 본다

면 기존의 인간사회 법질서를 그 로 용하면 되겠지만, 문제는 복제인간이 과연 인간과 아주 

같은 인간성을 갖고 다른 사회  문제를 낳지 않는다는 한도에서만 인정될 수 있는 것이다. 그

리고 복제인간을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의 물건으로 본다면 그것의 리가 용이하지는 않을 것

이라고 본다. 이러한 문제 들이 발생하는 것은 그리 멀지 앟은 실일 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복제인간의 문제는 신 히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며 만일 

인정한다고 하면 공상 화의 끔 한 장면처럼 되지 않기 해선 한 통제와 육성이 조화를 이

루어야 할 것이다. 그러기 해서는 반드시 강력한 입법조치와 개정을 통하여 법의 공백상태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만 할 것이다. 결론 으로 볼 때, 인류 멸망을 가져올지도 모르는 

부작용을 막기 해서 사  입법조치와 guide line의 채택은 필수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인간복제를 통한 치료 등의 유익한 행 를 해서는 장려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마련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37) 조상근․김용 , 복제인간과 그 법률 계, 「사회과학논문집 제19권 제2호 통권 33호」, 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00, 14면.

38) 신 호, 생명공학육성법 개정안 검토를 심으로, 「인간복제에 한 법  응 외국의 규제동향」, 

     참여연  과학기술민주화를 한 모임 토론회 자료, 1999.(http://www.ksdn.or.kr/resource/eco/eco08

     /e080018.htm 참조 <2004.8.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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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간복제와 관련된 국내외의 입법례

(1) 외국의 입법례

  각 국의 입법례를 살펴보면 엄격규제형, 연구자유 존 형, 기타로 분류할 수 있다.

  국의 경우 잘 알려져 있다시피 재  세계 으로 치료용 배아 복제를 2001년 1월 22일에 

상원, 하원을 거쳐서 국가법으로 명시 으로 허용했는데 명시 으로 국법에 허용한 나라는 국

이 유일하다. 그것도 엄격한 국가 감독 하에서 국도 제한 으로 허용하고 있을 뿐이다. 주요내

용은 인간배아를 사용한 모두 연구는 이미 국의 경우에 90년에 제정된 인간수정  발생학법

에 따라서 국가기  HFEA의 인가를 받아서 하게 되어 있다. 한 배아복제 연구의 경우에도 

HEFA는 해당 연구의 목표를 성취할 아무 다른 수단이 없다는 것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이 연구

를 착수하게 허가를 하게 되어 있다. 국 정부는 한 유럽에서는 최 로 의학 연구 목 의 

인간 배아 복제를 승인했다.39) 그리고 더 나아가 국은 맞춤아기의 출산을 허용함으로써 심각

한 병을 앓고 있는 어린이들의 부모에게 허용하고 있다.40) 다만, 이러한 인간 배아 복제도 아기 

본인을 한 유 자 조작은 허용되지 않으며, 생식용 복제는 형사 범죄로 간주되고 있다.

  두 번째 미국의 경우는 배아복제를 허용하는 나라로 언론에 잘못 알려져 있는데, 실제로 미국

은 그 지 않다. 미국은 1980년  에 이건 정부의 결정 이래로 인간 배아연구에 해서 

연방 정부의 자 지원이 일체 지되어 왔다. 다만 미국은 정부차원과 민간차원을 이원화해서 쭉 

정책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민간차원의 연구자원은 연방정부가 간섭하지 않는 통이 있을 뿐

이다. 이 배아 간세포 연구와 련해서는 2000년 8월 25일에 제정된 인간 간세포 연구 NIH(미

국 국립보건원)지침이 제정되었는데, 이 지침에 따르더라도 연방자 의 지원을 받는 과학자들은 

배아 간세포를 직  만들 수는 없고 민간자  지원으로 만들어진 간세포를 연방자 을 가지고 

연구를 하는 과학자들이 넘겨받아야만 연구를 할 수가 있다. 그런데 이때 주목해야 될 은 이때 

사용할 수 있는 간세포의 출처가 자유로운 것이 아니고 제한을 했다는 것이다. 즉 연구목 으로 

창출된 배아나 체세포 복제를 이용해서 만들어진 배아는 이 경우에도 NIH지침에 지가 되어 

있다. 오직 불임치료용으로 보 인 잉여배아 그리고 사망한 태아의 조직을 이용한 간세포 연구

만 미국도 허용을 한 것이다. 근본 으로 미국은 형법  제한보다는 행정 (연구비지원 단, 국

가의 허가) 는 민사 (연구성과의 몰수, 손해배상의 청구) 규제를 통하여 인간복제를 지하면

39) 오병상,  국, 인간 배아복제 허용, 앙일보, 2004.8.12., 15면.

40) 경식, 英맞춤아기출산 허용, 매일경제, 2004.7.23., A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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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일정한 분야의 연구는 제도 으로 보장하겠다는 입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41)

  세 번째 일본의 경우는 2000년 11월 30일에 참의원에서 통과된 인간에 한복제기술등의규제

에 한법률에 따르면 복제기술 는 특정융합 결합기술에 의해 제작된 배아, 이것은 일본법에 특

정 배아라고 지칭을 했는데 이런 특정배아를 사람이나 동물의 자궁에 이식하는 것을 지하 으

며 이런 특정배아의 창출과 양도  수입은 문부과학 신이 특정배아의 취 에 한 지침을 따로 

제정해서 엄격히 규제하고 감독을 하도록 되어 있다. 그래서 특히 배아복제의 경우에 이것을 

허용을 한다. 지를 한다는 명시 인 언 이 없고 아마 문부과학 신이 제정하는 지침에 따라서 

선별 으로 허용하는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 다음에 국, 미국, 일본의 경우는 상당히 외 이고 세계에 있는 부분의 나라는 사실은 

그 다음 번에 속해있는 네 번째나 다섯 번째에 속한 나라들이다. 네 번째의 독일, 랑스, 이태

리, 오스트리아, 스 스, 아일랜드, 헝가리, 폴란드, 덴마크, 노르웨이, 튀니지아, 라질, 페루 

등의 많은 나라들은 불임치료 이외의 목 을 한 모든 인간 배아연구는 엄격히 아직도 지를 

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섯 번째로 그 이외에 캐나다, 스웨덴, 핀란드, 스페인, 네덜란드, 벨기에 등은 연구목 의 

배아창출이나 배아복제는 지하지만 불임치료용으로 만들어진 잉여배아의 연구목  사용, 그러니까 

배아 간세포 연구는 허용을 하고 있다.

(2) 국내의 입법례

1) 생명 윤리 관련 법률의 제정 경과

  983년에 생명공학연구의 기반을 조성하고, 생명공학을 효율 으로 육성․발 시키기 해 

제정된 생명공학육성법, 2000년에 들어오면서 인간배아 기세포연구가 발 하고 인간배아복제에 

성공하자 인간배아연구를 규제하기 해 마련된 과학기술부 생명윤리자문 원회의 생명윤리기본법

(가칭), 생명윤리기본법의 기본 골격이 과학계의 의견을 제 로 수렴하지 못한다고 단되어 

생명윤리자문 원회의 건의서를 토 로 만들어진 과학기술부 인간복제 지 기세포연구등에

한법률, 그리고 정부주도의 생명윤리  안  련 입법안으로 보건복지부가 별도로 추진한 생

명윤리 안 에 한법률이 있었다.42)

  이러한 생명 윤리 련 법률의 제정과 기존 법률의 개정이 논의되는 가운데 요한 쟁 으로 

41) 신 호, 앞의 논문.(http://www.ksdn.or.kr/rescouse/eco/eco08/e080018.htm 참조 <2004.8.23>)

42) 박은정, 생명윤리 련 법률의 제정 방향, 생명공학육성과 생명윤리의 조화를 한 토론회, 생명공학연

구원, 2003, 3-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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떠오른 것들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었다. 먼 , 포  생명윤리기본법을 만들 것인가 아니

면 주요이슈별 개별 법률을 만들 것인가가 첫 번째 문제 고, 둘째로 연구의 허용범 를 어디까

지로 할 것인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가생명윤리 원회의 상과 역할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가 

주요한 쟁 이었다.

2) 현행 생명 윤리 관련 법률

  와 같은 법률의 제정 경과를 거쳐서 제정되고 개정된 것이 행 법령이다. 이하에서는 행 

생명 윤리 련 법률인 생명공학육성법,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에 해서 간단히 살펴보기로 

하겠다.

  먼 , 생명공학육성법은 983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으며, 2003년 12월 30일에 개정되어 

공포 되고 2004년 7월 1일 개정되는 내용이 시행되어진다. 총 20개의 조문으로 구성되고 생명

공학의 육성과 발 에 그 목 이 있다고 할 것이다.43) 한, 생명공학육성법 시행령이 2004년 

7월 1일에 개정된 내용이 시행된다. 이 법은 생명공학의 육성과 발 에 그 목 을 두어 인간

복제의 오․남용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 당하지 않다고 볼 수 있다. 그리하여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이 2004년 1월 29일 제정 공포되었다. 이 법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되어

지며, 인간복제에 한 직 인 규제를 하는 련 법률이 될 것이다. 생명윤리  안 에 한법

률은 55개의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훼손하는 것을 지하고 질병치

로에 목 을 두고 있다.44) 한, 인간복제와 련된 배아의 생성, 련기 의 설치, 그리고 이 

법을 반했을 경우의 벌칙 등 인간복제와 련된 종합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Ⅴ. 결어

  뉴 니엄이 개시 된지 이제 4년, 인류는 고된 로 「지식 시 」의 문을 들어서 더 한층 

이를 심화시켜 나가고 있다. 이 시 의 심화두로는 이념도 민주화도 민족주의도 평화도 아닌 

지식이 차지하고 있다. 앨빈 토 러의 권력이동은 서서히 진행되어 정치 권력자, 자본가에게서 

지식 문가로 옮아가고 있다. 그 변화의 첨단에 IT, BT, NT 등 첨단기술 지식인이 자리하고 있다. 

그 근본  원인은 이 분야의 가공할 부가가치 창출력이 개인, 기업, 국가의 부와 권력을 뒤흔들

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에서도 발군의 부가가치 창출력을 내재하고 있는 것이 BT분야이고  BT

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인간복제 기술이다. 따라서 세인의 이목이 집 된 이곳에 우리도 

43) 생명공학육성법 제1조.

44) 생명윤리 안 에 한법률 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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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진할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 분야가 내포한 양면성 즉, 밝은 미래에의 약속과 인류 멸에의 

험이라는 두 테마를 여하히 조화시켜 나갈 것인가 하는 문제가 숙제로 남아 있다는데 있다.

  근래 자연과학의 발  속도는 부셔서 사회과학, 인문과학이 따라잡기 어려울 만큼  멀리 

달아나고 있다. 그러나 인간복제라는 문제는 자연과학의 승리에만 맡기기에는 무나도 험천만 

한 수 이다. 인간복제의 문제는 기술의 발 도 요하지만 사회과학  인문과학의 한 조화 

속에서 인간의 내재  한계 을 찾아내고 자율규제의 원칙을 확립하고 새로운 질서를 정립하면서 

발 냏 나가지 않는다면 인류공멸의 우려가 실로 나타날 수도 있는 분야이다.

  인간 복제 기술은 재로서 자연과학의 총아로 주목받고 있는데 머무르고 있으나 그  향

으로서 사회과학속의 법질서, 지재권 형성운용, 경제학, 인문과학속의 종교, 인류, 사회학 등 각 

분야에 메가톤  충격이 고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분야의 연구는 아직 보 단계에 머물고 

있기만 하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복제가 인류 각 분야의 기존 질서에 끼칠 가공할 충격의 내용을 좀더 구체

으로 시하고 이에 비한 새 질서의 형성을 하여 각 분야별로 시 한 연구 노력의 필요성

과 나아갈 방향을 제시하는데 일차  뜻이 있다. 앞으로 이 분야에서 더 많은 각계의 연구 노력

이 활발히 진행되어 불확실한 미래에 올바른 길잡이가 되어 주었으면 하는 마음 간 하다.

[주제어] 인간복제, 배아복제, 정기복제, 기세포, 생명윤리, 인간복제 련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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