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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치료(gene therapy)란 비정상인 유전자를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시켜 유전적
결함을 치료하는 것이다.1) 유전자치료는 질병의 증상을 치료하는 대증요법이 아니
라, 질환의 근본적인 원인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여 치료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 치
료법은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을 치료하는 신기술로 연구가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다.
글로벌 임상실험은 2015년에 실시된 2142건의 임상시험 중 일본은 30건을 수행
했으며, 이러한 수치는 7위에 기록되고 있다.2) 일본의 유전자치료 연구개발에 관한
성과는 1995년 일본에서 세계 최초로 ADA(adenosine deaminase) 결필증 환자3)에 관
한 유전자치료를 실시하였고, 이후 종양 용해성 바이러스로 ① 헤르페스 바이러스
(Herpesvirus), ② 아데노 바이러스(Adenovirus) 등을 개발하였다. 이러한 유전자치료 연



1)

변종희, “유전자치료의 현황과 전망”, 생화학분자생물학뉴스 2015년 11월호, 2면.

2)

유전자치료에 관한 임상시험 실시한 국가는 순서대로 1. 미국 1312건, 2. 영국 206건, 3. 독일 83건, 4. 다국
가 80건, 5. 프랑스 51건, 6. 스위즈 50건, 7. 일본 30건, 8. 중국 37권, 9. 네덜란드, 10. 호주의 순서이다. 존 와
일리, <http://www.wiley.com//legacy/wileychi/genmed/clinical/> (최종방문일 2016년 5월 11일).

3)

이 병에 걸린 환자는 체내 ADA(아데노신데아미나아제)라는 효소를 만드는 유전자가 문제가 있어서 발병하
는 것으로 심각한 면역부전을 일으키기 때문에 건강한 사람이라도 약간의 감염증에 걸려도 목숨을 잃는 치
명적인 병이다. 질병관리본부, 중증복합 면역결핍증 , 희귀난치성질환 교육자료, 2014,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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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 결과물은 잘 정비된 임상시험 지침과 정부의 지원이 뒷받침되었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일본에서는 2002년 유전자치료에 의한 부작용이 보고 된 이후 10년 가까
이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가 정체기를 맞이하였다.4) 이에 대한 문제점은 벡터 제조
시설이 많지 않은 것과 유전자치료의 연구비 조달 문제, 유전자치료의 개발을 주로
대학 등이 담당하고, 제약회사의 참여가 적으며, 임상연구에서 각각 다른 지침에 따
라 심사가 진행되어 임상연구에 관한 승인신청이 번잡함에 있다고 분석되었다.5) 이
에 일본 정부에서는 유전자치료 연구의 활성화를 위해 몇몇 정책방안이 제시하였고,
그 중 규제완화 측면에서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은 2015년에 대대
적인 개정이 있었다.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이 개정된 이유는 연구승인 신청 건의 증가,
다른 연구지침과 적합성 확보, 외국의 동향과 최근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의 상황변
화의 반영이 요망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2011년 10월에 지침 재검토를 위한 전문
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8차례의 검토 후 개정을 단행하였다. 간략한 개정내용은 유전
자치료 임상연구의 유용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되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와 기
타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와의 적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우리나라에서는 2000년 12월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 관리지침」을 제정
하였지만 2004년 12월에 폐지되었다.6) 이 폐지된 지침에서는 유전자치료제의 안전
성·윤리성 확보를 위해 허가범위를 정하고, 이용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유전자치료
제의 연구를 다른 치료법과 비교하여 우수함을 예측할 수 있을 때 비로서 연구를 진
행할 수 있도록 제한하는 등 국제기준에 맞출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생식세포의 유

4)

ෘ↢ഭ⋭ᄢ⤿ቭᚱෘ↢⑼ቇ⺖, ╙㧝࿁ㆮવሶᴦ≮⥃ᐥ⎇ⓥߦ㑐ߔࠆᜰ㊎ߩ⋥ߒߦ㑐ߔࠆኾ㐷ᆔຬળ⼏
㍳, 2013年 6月 4日.

5)

ᩙේජ⛗ሶ, “☨࿖(&#ࡦ࠻࡞+4$ࠟࠗ࠳ࡦࠬߦߟߡ”, 「⥃ᐥ⹏ଔ」 33Ꮞ 2ภ, 2006, 421面.

6)

폐지 이유로 유전자치료제는 정의 및 허가사항은 「생물학적제제 등 허가 및 심사에 관한 규정(식약청고시
(제2003-26호)」 (현행 「생물학적제제 등의 품목허가·심사 규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임상시험계획에
관한 사항은 의약품임상시험계획승인지침(식약청고시제2002-65호) (현행 「의약품 임상시험 계획 승인
에 관한 규정」)에서 임상시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 바, 사실상 고시의 실효성의 상실로 인해 폐지
되었다. 식품의약품안전청(현 식품의약품안전처), “유전자치료제허가및임상시험관리지침 폐지 입안예고”,
2004. 12. 13일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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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적변형을 통하여 치료하거나, 유전적 변이를 초래할 수 있는 연구에 대하여 허가하
지 않는 규정을 포함하고 있었다.
비록 국내에서 「유전자치료제 허가 및 임상시험 관리지침」이 폐지되었지만 나날
이 발전하는 의과학기술에 따라 유전자치료에 특화된 지침의 필요하게 될 지 모른다.
특히 유전자치료의 개발에 열성을 다하고 있는 국가에서는 특화된 유전자치료에 관
한 지침을 갖고 있고,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치료의 안전한 연구를 위해 특화된 지
침을 제정할 때, 참고할 수 있는 해외 주요국의 유전자 지침의 분석 및 검토는 유의미
한 연구가 될 것이다.
그리하여 이 글에서는 일본의 유전자치료에 관한 주요규제를 분석하고자 한다. 현
재 일본에서 유전자치료 관련 규제는 카르타헤나법,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
한 지침」,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이글에서는 유전자치료 임상시험의 승인을 허가하는 카르타헤나법
을 검토하고, 이후 실질적인 연구를 진행하는 것에 있어서 안전성 도모를 위한 「유전
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과 유전자치료 의약품의 안전성확보를 위한 연구
를 위해 제정된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을 차례
로 검토하고자 한다.

Ⅱට࿏လᄹಳལ਼ኃၔྦੲဤඋဤ
㜆⬍
유전자치료에 관한 임상연구를 할 경우에는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
침」이 적용되며,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연구에는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이 적용된다. 이러한 지침들과 관련된 연구에 있어서 바이
러스 벡터(vector)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카르타헤나법의 제1종 및 제2종 사용에 관한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이러한 규제체계를 도식화하자면 아래의 <표 1>과 같으며, ①
카르타헤나법, ②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③ 「유전자치료용 의약품
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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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유전자치료에 관한 주요 규제 체계
기초 연구

임상연구

임상 의약품 개발
카르타헤나법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관한 지침」

안전성의 확보에 관한 지침」

자료 : ⽷࿅ᴺੱࡅࡘࡑࡦࠨࠗࠛࡦࠬᝄ⥝⽷࿅, 「ㆮવሶᴦ≮ߣ⚦⢩ᴦ≮」, 2012, 21面.

㡝⍝㪩㿍᪁♾ㅁㄉㅹ㡁⊵ㅁៅ㈅
(1) 카르타헤나법의 개요
카르타헤나법(カルタへナ法)이란 일본의 「유전자변형생물의 사용 등의 규제에 의
한 생물다양성확보에 관한 법률(2003년 제정, 법률 제97호)」의 약칭이다.7) 카르타헤
나법은 우리나라의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에 대응하는
법으로서 약칭해서 LMO법보다는 카르타헤나법 으로 명명된다.8)
카르타헤나법의 제정은 1992년에 채택된 「생물다양성에 관한 조약」의 각국 교섭
에서 바이오테크놀로지의 규제의 필요성이 주장되었고, 의정서의 필요성에 대해서
검토하는 조항이 포함되자, 몇 차례의 작업을 거쳐 2000년에 「생물다양성에 관한조
약의 바이오안정성에 관한 카르타헤나의정서」가 채택된 것에서 시작되었다.9) 이 의
정서는 현대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의해 개변된 생물(Living Modified Organism : 이하
LMO)의 월경(越境)에 앞서, 수입국이 LMO에 의한 생물다양성의 보전 및 지속가능

7)

카르타헤나법의 원문은 농림수산성, <www.maff.go.jp/>에 가면 볼 수 있다. (최종 방문일 2016년 5월 11일).

8)

곽민희, “日本의 카르타헤나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로 인한 손해배상”, 「과학기술법연구」 제17집 제2호, 한
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2011, 115면.

9)

ਛᄩⅣႺክ⼏ળ ㊁↢↢‛ㇱળ ㆮવሶ⚵឵߃↢‛ዊᆔຬળ, 「ㆮવሶ⚵឵߃↢‛╬ߩ↪╬ߩⷙ ߦࠃ
ࠆ↢‛ߩᄙ᭽ᕈߩ⏕ߦ㑐ߔࠆᴺᓞ㧔ࠞ࡞࠲ࡋ࠽ᴺ㧕ߩᣉⴕ⁁ᴫߩᬌ⸛ߦߟߡ」, 2009年 5月, 1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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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용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 수입의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절차 등을 목적으
로 제정되었다.10) 이 의정서는 재배용 종자 등의 환경에의 의도적인 도입을 목적으로
하는 LMO의 수출입에 있어서 체약국은 사전의 통고에 의해 동의절차를 행해야 한
다. 특히 국민들의 생필품인 식료품이나 동물의 사료로서 직접 이용 또는 가공할 것
을 목적으로 하는 LMO의 수출입에 관해서는 LMO의 국내이용에 대해서 최종적인
결정을 행한 체약국이 정보교환시스템(Biosafety Clearing-House : BCH)을 통해서 수입
결정을 다른 체약국에 통보할 것 등이 규정되어 있다.11)
이에 따라 수입국은 각국의 통보를 받아서 의정서의 부속서 III의 규정에 좇아 자
국의 국내규제의 틀에 맞추어 위험성평가를 실시하고, 위험성평가에 의해서 특정된
위험성을 규제하도록 하고 있다. 일본은 이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내용을 수용하여
2001년부터 의정서에 대응한 국내조치의 필요성에 대한 검토가 시작되었고,12) 문부
과학성·농림수산성·경제산업성·환경성의 각부의 관계심의회에서 검토가 진행되
었다. 2002년 6월에는 각 부의 검토의 연합회의로서 바이오안정성의정서 관계 심의
회 등 연합회의가 개최되었고, 이 검토를 기반으로 2003년 6월에 카르타헤나법이 공
포되었다. 이후 2003년 11월에 바이오안정성의정서를 비준하고, 2004년 2월에 카
르타헤나법의 시행과 동시에 바이오안정성의정서가 발효되었다.13)
카르타헤나법은 국제적인 협력으로 생물의 다양성 확보를 위해 유전자변형생물의
사용 등의 규제에 관한 조치를 구축함으로써, 바이오안정성의정서의 원활한 실시를
확보하고, 이로써 인류의 복지에 공헌함과 동시에 현재 및 미래의 국민의 건강한 생
활의 확보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제1조). 본법은 5개의 장으로 나뉘어 전체
48조 부칙 7조로 구성되어있고 그 내용은 이하 <표 2>와 같다.

10)

ⴐ⼏㒮⺞ᩏዪⅣႺ⺞ᩏቶ, 「↢‛ᄙ᭽ᕈߩోߣᜬ⛯น⢻ߥ↪ߦߟߡ」, 2010年 10月, 79面.

11) ᷡ᳓ᩕෘ, “ㆮવሶ⚵឵߃ᛛⴚࠍขࠅᏎߊᣣᧄߩ⁁”, 「↢‛Ꮏቇ」╙Ꮞ, 2013年, ⋉␠࿅ᴺੱᣣᧄ↢
‛Ꮏቇળ, 691面.



12)

곽민희, 전게논문, 116면.

13)

일본 외무부, <http://www.mofa.go.jp/mofaj/gaiko/kankyo/jyoyaku/cartagena.html> (최종 방문일 2016년 5월 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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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카르타헤나법의 체계

제1장 총칙(제1조~제3조)
제2장 국내에서의 유전자변형생물의 사용 등에 의해 발생한 생물다양성영향의 방지에 관한 조치
제1절 유전자변형생물의 제1종 사용 등(제4조~제11조)
제2절 유전자변형생물의 제2종 사용 등(제12조~제15조)
제3절 생물검사(제16조~제24조)
제4절 정보의 제공(제25조~제26조)
제3장 수출에 관한 조치(제27조~제29조)
제4장 보칙(제30조~제37조)
제5장 벌칙(제38조~제48조)
부칙

(2) 카르타헤나법의 제1종 및 제2종 사용 승인절차와 유전자치료 임상연구
 㡝⍝㪩㿍᪁♾ㅁ㈅㉮⪕をᛥ㈅㉮⪕をㅁᘅᬹ
카르타헤나법에서 제1종 사용은 유전자변형생물의 사용 등에 있어서 환경 속으로
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것을 의미한다. 카르타헤나법은 생
물다양성 영향의 관리의 차원에서 유전자변형 생물 등의 사용규제에 관한 조치를 강
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카르타헤나법에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를
진행하기 위해선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제1종 사용’ 규정 승인절차로서 유전자치
료 임상연구에 관한 제1종사용 신청절차 등에 대해서 미리 사용규정을 정하고, 생물
다양성 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고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제4조 제2항). 이
후 주무장관(환경장관 및 각 분야의 주무장관)은 전문적인 학식을 가진 전문가의 의
견을 청취하여 승인절차를 진행한다(제4조 제4항).
그리고 제2종 사용은 환경 속으로의 확산을 방지하는 조치를 취하여 행하는 연구
등을 의미한다. 유전자변형생물 등의 제2종 사용 등을 행하는 연구자는 확산방지조
치가 주무성령으로 규정된 경우에는 그 사용하는 동안 확산방지조치를 해야 한다(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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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조). 반면, 확산방지조치가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미리 주무장관(각 분야의
주무장관)의 확인을 받은 확산방지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다(제13조).
 ㄉㅹ㡁⊵ᛩ∑ㅭ⪪〩㈅㉮⪕をᛥ㈅㉮⪕を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카르타헤나법상 제1종 사용의 승인신청을 함에 있어서 먼
저 신청서와 함께 연구로 인하여 생물다양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평가한 ‘생물다
양성영향평가서’를 제출해야 한다(제4조). 이 신청을 받은 주무장관은 제출된 신청서
와 평가서에 대해서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검토회 등을 통해서 생물다양성영향
평가의 타당성 등을 검토해야 한다(제4조 제4항). 또한 제1종 사용의 내용 및 방법에
따라서는 국민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기본적 사항(제3조)에 규정되어 있고, 여론조사
가 실시되어야 한다. 이 과정을 거쳐서 승인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주무장관은 승인
취지 및 승인된 제1종 사용 규정을 고시·공표해야 한다(제8조).
제2종 사용 등은 확산방지조치를 취하고 행하는 사용 등을 말하는데, 어떠한 조치
를 취해야 하는지 여부는 법 제12조에 근거한 주무성령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조치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조치에 관한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제13조에 기한 주무
장관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제12조에 근거한 주무성령에는 연구개발 등의 경우
의 확산방지조치와 산업상의 사용 등에 관한 확산방지조치로 나뉘어 규정되어 있다.
만일 사전에 취해야 하는 확산방지조치가 주무성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개별사용 등에 대해서 미리 주무장관의 확인을 받도록 하고 있다(제13조). 연구개발
과 관련한 유전자변형생물의 제2종 사용 등의 확인신청은 문부과학성장관에게 신청
해야 하며 그 이외의 산업상 사용 등의 확인신청의 경우에는 제2종 사용을 하고자 하
는 연구자가 행하는 사업을 소관하는 장관에게 신청한다. 이후 제2종 사용의 승인은
전문가의 의견청취는 법률로 규정되어 있지만, 제2종 사용과 관련한 확산방치조치
의 확인에 대한 의견청취는 특별히 규정된 것은 없다. 그러나 확산방지조치의 장관확
인의 단계에서, 각 분야별로 전문가 의견청취가 행해지고 있다.
정리하자면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을 연구하기 위해선 카르타헤나법상 제1종 사용
(제2종 사용이 아닌 모든 범위)과 제2종 사용(폐쇄계 이용)으로 구분하여 LMO를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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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해야 하며, 의약품제조용 LMO의 경우 제2종 사용에 포함되어 위험정도에 따라 적
정한 확산방지조치를 취했는지 여부와 LMO의 특성에 대한 안전성을 평가한다. 카
르타헤나법상 제1종 및 제2종 사용에 있어서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치료에
대해서는 사전확인신청이 필요하다. 그리고 임상시험을 실시할 경우에도 임상연구
의 경우와 동일하게 제1종 사용 등에 관한 절차가 필요하고, 치료약으로 재조합벡터
를 제조하는 경우에는 제2종 사용 등에 관한 신청도 요망된다.
<표 3> 제1종 사용과 제2종 사용의 구분
제1종 사용 등(환경방출용)
환경내 확산을 방지하지 않고 사용

제2종 사용 등(폐쇄계 이용)
환경내 확산을 방지하면서 사용

신규 LMO의 환경 내 사용 등을 하려는 자

시설형태 등 확산방지조치가 주무성령에

(개발자, 수입자 등)는 사전에 사용규정을 정하고,

정해져 있을 경우에는 당해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고,

생물다양성 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장관의

정해져 있지 않을 경우에는 사전에 주무장관의

승인을 의무적으로 받음

확인을 받은 확산방지조치를 취해야 할 의무가 있음

「ㄉㅹ㡁⊵Ớㅭ⪪ㅁ㎩㡑」ㅁᙩ㮉
(1) 후생노동성의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의 제정
우리나라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에 해당하는 후생노동성(ෘ↢ഭ⋭, Ministry of Health, labour and Welfare)은 의학연구에 관한 지침으로 총 10개의 지침을 두고
있다.14) 후생노동성은 다른 부처와 연계하여 적절한 의학연구를 수행하기 위한 지침

14) 1. 인간을 대상으로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2. 인간 게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3. 유전
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4. 수술 등으로 적출된 인체 조직을 이용한 연구 개발 지침, 5. 후생노동성이
소관하는 시험기관의 동물 실험 등의 실시에 관한 기본 지침, 6. 종 이식의 실시에 따른 공중 보건의 감염 문제
에 관한 지침, 7. 인간 수정 배아를 만들 생식 보조 의료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8. 역학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9.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 10. 인간 줄기 세포를 이용하는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okabunya/kenkyujigyou/i-kenkyu/> (최종 방문일 2016년 5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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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제정하였다.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지침」의 연혁은 1991년 10월부터 후생노동성 산하 과
학위원회에 유전자치료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발족시킴으로서 시작되었다. 이 전문
위원회에서는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를 추진하면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 폭
넓게 조사·검토한 후 이 활동에 기초하여 후생노동장관의 심의를 거쳐 1993년 4월
에는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을 확정하였다. 지침에서는 몇몇 질환에 대
해서만 유전자치료를 적용하도록 범위를 한정하고 있다. 구체적인 범위는 ① 치사성
유전성 질환, 암, 후천성 면역겹핍증후군, ② 기타 생명을 위협하는 질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치료효과가 현재 가능한 다른 치료방법과 비교했을 때 우수함이 충분
히 예측되는 질환, ③ 피험자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서 얻는 이익이 불이익을 압도
할 것으로 예측되는 질환이다.15)
이후 일본 후생노동성에서는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을 1994년 고시
하여 유전자치료제의 임상시험 시행에 관한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이 지침을 바탕
으로 일본에서 실시되는 모든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는 과학적 타당성 및 윤리성을 후
생과학심의회 그리고 문부과학성 심의회에서 심사하도록 되어 있다. 1994년에 지침
의 제정 이후 2000년, 2002년, 2004년, 2008년, 2014년, 2015년 총 6번의 개정이
있었다.
<표 4> 지침의 연혁
1994년 2월

후생노동성에서 고시 제23호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제정

2000년 10월

후생노동성 고시 제345호 : 후생대신(厚生大臣)에서 후생노동대신(厚生労働大臣)로 변경

2002년 3월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고시 제1호 : 후생노동성·문부과학성 공동지침 제정

2004년 12월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고시 제2호 :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취급과 윤리 측면을
반영하여 개정

2008년 12월

일반법인 등에 관련한 내용을 개정

2014년 11월

보조금지급에 관한 내용을 개정

2015년 10월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으로 변경

15) ⽷࿅ᴺੱ ࡅࡘࡑࡦࠨࠗࠛࡦࠬᝄ⥝⽷࿅, 「ㆮવሶᴦ≮ ߣ ⚦⢩ᴦ≮」, 2012, 22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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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의 세부내용
 㜆⬍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의 제정목적은 유전자치료의 임상연구에 관
한 준수사항을 정함으로써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의 의료상의 유용성 및 도덕성을 확
보하고 사회에 열린 형태의 적정한 실시를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지침은 유
전자치료 임상연구 실시절차 등 유전자치료 임상연구가 의료상의 유용성·안전성·윤
리성을 확보하고 적정하게 실시되기 위하여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앞서 언급한 <표 4> 지침의 연혁에서 알 수 있듯이 총 6차례의 크고 작은 개정이 있
었고, 가장 최근에 개정된 것이 2015년의 개정이다. 2015년의 개정은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에서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으로 명칭의 변
경과 함께 세부적인 내용을 별표와 양식으로 제공하고 있다.16) 2002년 지침의 시행
이후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른 개정이 2004년에 이루어졌지만 유전자치료에 대한
개념 및 심사방법의 자체에 대해서는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었다. 이후 「인간 게놈
유전자 분석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이 2013년 2월에 개정되었고, 2014년 12월에는
「역학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과 「임상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이 통합되어, 새롭게 「
인간을 대상으로 의학계 연구에 관한 윤리 지침」이 2014년 문부과학성·후생노동성
고시로 제정되었다.
이에 따라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도 신청 건수의 증가, 최근 개정된 연
구 지침과 적합성 확보, 외국의 동향과 최근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의 상황변화를 파
악하여 개정이 필요하였기 때문에 2011년 10월에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
침의 재검토에 관한 전문위원회를 설치하고 총 8차례 검토하였다. 위원회의 검토를
바탕으로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의 의료상의 유용성 및 도덕성을 확보하고 심사절차

16) (별표 1) 연구 계획서에 기재해야 할 사항 및 내용. (별표 1의 별첨)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 계획서에 관련된
품질 및 안전성 평가 항목의 기재 사항, (양식 1)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 계획 신청서, (양식 2)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 계획, (양식 3)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 계획 변경 보고서, (양식 4)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 중 보고
서, (양식 5)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 종료 보고서, (양식 6)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 중대 사태 등 보고서에 관
한 양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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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함은 물론 기타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의 적정한 추진을 위
해 다양한 개정이 진행되었다. 또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대학 등에서
의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가이드라인」 및 舊지침이 약 20년간 대학에서 유전
자치료 임상연구가 실시된 것을 바탕으로 심사절차의 간소화 및 신속화를 도모하는
관점에서 신청서 사본 등을 문부과학장관에게 제출해야 되는 규정이 폐지되었다.17)
새롭게 시행된 지침의 체계는 아래 <표 5>와 같다.
<표 5> 2015년 시행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의 체계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대상요건
제5조 유효성 및 안전성
제6조 품질 등의 확인
제7조 생식 세포 등의 유전적인 수정 금지
제8조 적절한 설명에 근거한 사전동의 확보
제9조 공중 위생상의 안전 확보
제10조 정보의 공개
제11조 피험자의 선정
제2장 연구자의 책무
제12조 연구자의 기본적인 책무
제13조 연구책임자의 책무
제14조 총괄책임자의 책무
제15조 연구기관
제16조 연구기관의 장의 책무
제3장 연구계획서
제17조 연구계획서에 관한 절차
제18조 연구계획서의 기재 사항
제19조 연구에 관한 등록·공표
제4장 윤리심사위원회
제20조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등
제21조 윤리심사위원회의 역할·책임 등

17) ⽷࿅ᴺੱ ೨揭ႎ๔ᦠ, 2012, 23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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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전동의 등
제22조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 등
제23조 대리자로부터의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절차 등
제6장 후생노동장관의 의견 등
제24조 후생노동장관의 의견
제25조 심각한 부작용 등에 관한 후생노동장관의
의견
제26조 후생노동장관의 조사 등
제7장 개인정보 등
제27조 개인정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책무
제28조 안전 관리
제29조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제8장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제30조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
제9장 연구의 신뢰성 확보
제31조 이해충돌의 관리
제32조 연구에 관한 시료 및 정보 등의 보관
제33조 모니터링 및 감사
제10장 보칙
제34조 개발 보급
제35조 시행 기일
제36조 경과 조치

Japan

 ᘅぽ
(ⅰ) 제1장 총칙(제1조, 제2조): 지침의 목적과 주요 용어
제1장 총칙은 11개의 조항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느 법률의 체계와 동일하게 제1
조(목적)은 지침이 제정된 목적에 대하여 밝히고 있다. 대략적인 내용은 유전자치료
의 임상연구에 관해 준수해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의 의
료상 유용성 및 윤리성을 확보함과 동시에 사회에 개방된 형태로서 적정하게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조(정의)는 제1호에서 제24호까지 이 지침의 용어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이
지침은 대학 및 기업에서 유전자치료 전문연구를 진행하는 자들이 주요 대상이기 때
문에 실험용어로 이루어져 있다. 제1호 ‘유전자치료 등’은 질병의 치료나 예방을 목
적으로 유전자 또는 유전자를 도입한 세포를 사람의 체내에 투여하는 것을 언급하고
있다. 그리고 제3호 ‘연구원’, 제4호 ‘연구책임자’ 및 제5호 ‘총괄책임자’는 유전자 실
험에 직접 참여하는 주체의 개념에 대하여 규정해 놓고 있다. 제6호 ‘연구기관’은 유
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이하 연구로 약칭)를 실시하는 사람, 행정기관 및 개인사업자
를 말하며, 제7호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를 실시하는 법인의 대표자 행정기관의 장
및 개인사업자이다. 제8호 ‘공동연구기관’은 연구계획서에 따라 연구를 공동으로 수
행하는 연구기관을 말한다. 제9호 ‘윤리심사위원회’는 연구를 실시 또는 계속의 적
합성과 다른 연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물리적 및 과학적인 관점에서 조사
하기 위하여 설치된 합의제 기관이다.
제10호 ‘시료’는 혈액, 체액, 조직, 세포, 배설물 등에서 추출한 DNA 등, 인체에서
유래된 몸의 일부가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는 것을 의미이다. 제11호 ‘연구에
이용되는 정보’는 실험주제의 진단 및 치료를 통해 얻은 환자 이름, 투약 내용, 검사
또는 측정 결과 등 사람의 건강에 대한 정보 등으로서 연구에 사용되는 것을 의미한
다. 제12호 ‘시료·정보’는 시료 및 연구에 이용되는 정보이다. 제13호 ‘사전동의’는

18) 이글에서 지침의 내용은 핵심적인 내용만을 소개하는바 구체적인 내용은 원문을 참고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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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시험자 또는 대락자가 실시 또는 계속하려는 연구에 관한 해당 연구의 목적 및 의
의 및 방법, 피시험자에게 발생하는 부담, 예측되는 결과(리스크 및 이익을 포함)등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듣고 그것들 이해한 후 본인의사에 근거한 동의를 의미한다.
제14호 ‘대락자’는 실험주제의 의사와 이익을 대변 할 수 있는 자로서 해당과목의 사
전동의를 받아야 하는 피시험자가 능력이 부족하다고 객관적으로 판단되는 경우 사
전동의를 할 수 있는 사람을 의미한다.
제15호 ‘미성년자 참여동의’는 미성년 피험자가 실시 또는 계속하려고 하는 연구
에 대해 알기 쉬운 말로 설명하여 해당 연구를 실시할 수 있는 것에 대한 동의를 표명
하는 것이다. 제16호 ‘최종산물’은 피험자에게 투여할 수 있는 질병의 치료 또는 예
방을 위한 유전자가 포함 된 DNA, 재조합 유전자 등을 의미한다. 제17호 ‘개인정보’
는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에 포함되어있는 성명, 생년월일 등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것이다. 제18조 ‘개인정보 등’은 제17호에 규정된 개인
정보 외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포함한 것이다. 제19호 ‘익명화’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 등을 전부 또는 일부를 삭제하고 식별불가능한 부호 또
는 번호를 병기하는 것이다.

(ⅱ) 제1장 총칙(제3조~제11조): 연구범위와 연구대상 등
제3조에서 제11조는 연구범위와 연구대상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3조(적용 범
위)는 크게 제1호(국내 연구)와 제2호(국외 연구)로 나누어져 있다. 제1호(국내연구)
는 국내(일본) 연구기관에서 실시된 연구를 대상으로 하며, 법령, 지침 등의 기준을
준수할 해야 한다. 제2호(국외 연구)는 국내(일본) 연구기관이 국외에서 연구를 실시
하는 경우에는 이 지침에 따르고 법령, 지침 등의 기준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4조(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대상요건)은 연구의 대상이 지침의 요건
에 충족해야 임상연구를 행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1호는 연구에 의한
치료·예방 효과가 현재 가능한 방법과 비교하여 성과가 충분히 예측될 수 있어야 한
다. 그리고 제2호는 피험자에게 연구로 얻을 이익과 불이익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어
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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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

유전자치료 연구의 안전성을 위한 규정인 제5조(유효성 및 안전성)은 연구는 효과
적이고 안전한 것으로 충분한 과학적 의견에 근거하여 예측되는 연구에 한정됨을 규
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6조(품질 등의 확인)은 연구에 사용되는 유전자 기타의 사람
에게 투여되는 물질에 대해서 각각의 지침에 따라 신고를 한 세포배양 가공시설에서
제조되어 그 품질, 유효성 및 안전성이 확인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7조(생식
세포 등의 유전적 조작의 금지)는 사람의 생식세포 또는 배아의 유전적 개편을 목적
으로 한 연구 및 사람의 생식세포 또는 배아의 유전적 변조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연
구를 금지하고 있다.
피험자에게 적절한 설명의무를 규정해 놓은 제8조(적절한 설명을 근거로 사전동의
확보)는 연구는 적절한 설명을 근거로 사전동의가 확실하게 확보되어 실시될 것을 요
구하고 있다. 제9조(공중 위생상의 안전 확보)는 연구는 공중위생상의 안전이 충분히
확보되어 실시되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0조(정보 공개)는 연구는 지침 제19조
의 규정된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되어 그 정보는 적절하고 정확하게 공개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제11조(피시험자의 선정)은 피시험자 선정 시 인권 보호의 관점에서
병력, 나이, 동의 능력 등을 고려하여 신중히 검토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ⅲ) 제2장 연구자 등의 책무 등(제12조~제16조): 연구참여자의 의무와 연구기관의
요건
제12조(연구자의 기본적 책무) 제1항은 연구자의 업무내용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
2항은 연구를 적정하게 실시하기 위해서 연구자의 전문지식 또는 임상 경험을 갖추
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자세히, 제1항은 제1호(피시험자 등에 대한 배려)와 제2
호(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및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 등), 제3호(교
육, 연구)로 명명되어 있다.
특히 제1항 제1호(피시험자 등에 대한 배려)는 세부적인 내용으로 5가지 사항을 정
해 놓고 있다. 첫째, 연구자는 피시험자의 생명, 건강 및 인권을 존중하고 연구를 실시
해야 한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를 실시할 때 미리 사전동의를 받아야 한다. 셋째, 연
구자는 피시험자 및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 문의, 불만 등에 적절하고 신속히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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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야 한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를 실시하면서 알게 된 정보를 정당한 이유없이 누설
해서는 안 된다. 다섯째, 연구자는 연구에 관련된 정보의 누설 등, 피시험자 등의 인권
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중대한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신속히 연구기관 및 연구책임
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그리고 제2호(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및 과학적 합리성의 확보
등)는 총 4가지로 내용을 분설해 놓고 있다. 첫째, 연구자는 법령, 지침 등을 준수하고
윤리심사위원회 및 후생노동장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구기관의 장이 허가한 연구
계획서에 따라야 한다. 둘째, 연구자는 연구책임자를 보조하는 연구에 관한 연구계
획에 관한 자료를 작성하고 해당계획을 실시하고 연구책임자에게 필요한 보고를 해
야 한다. 셋째, 연구자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혹은 과학적 합리성을 해치는 사실이
나 정보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구책임자에게 보고
해야 한다. 넷째, 연구자는 연구의 실시의 적정성 혹은 연구 결과의 신뢰를 해치는 사
실이나 정보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정보를 얻은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구책임자 또는
연구기관의 장에게 보고해야 한다.
마지막 제3호(교육·연수)는 연구자는 연구의 실시에 앞서 연구에 관한 윤리 및 해
당 연구의 실시에 필요한 지식 및 기술에 관한 교육·연수를 받아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제13조(연구책임자의 책무)는 제1항에서 연구책임자는 다음의 업무를 진행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으며 제1호~제4호로 규정하고 있다. 이어서 제2항에서는 연구의
진행상황의 관리 감독 및 유해사항 등의 파악·보고 등에 관한 내용을 몇 가지로 구
분해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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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연구책임자의 업무
t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실시에 관한 국내외 입수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토대로 연구의
연구계획서의 작성
및 연구자에 대한

의료상의 유용성 및 윤리성에 대해서 검토하고, 그 검토결과 임상연구의 수행에 필요한
체제를 갖춘 후 사전에 연구계획서를 작성하고 연구기관장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준수철저
(제1항 제1호)

t 연구책임자는 해당 연구에 관련해서 피험자에게 생긴 건강피해를 보상하기 위해서
미리 보험에 가입하는 등, 기타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진척
상황의 관리 감독 및

t 연구책임자는 연구실시와 관련된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는 등 연구의 적정한 실시 및
연구결과의 신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한다.
t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윤리적 타당성 혹은 과학적 합리성을 해치는 사실이나 정보

유해사항 등의

또는 훼손 우려가 있는 정보로서 연구의 계속에 영향을 준다고 생각되는 것을 얻은

파악·보고

경우에는 신속하게 연구기관의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필요에 따라 연구를 정지

(제1항 제2호)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실시 후의
피시험자의 대응
(제1항 제3호)

하거나 중단하거나 연구계획서를 변경해야 한다.

t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실시 후에도 피시험자가 해당 연구의 성과를 포함할 필요한
최선의 예방, 진단 및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야 한다.
t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실시 후에도 안전성 및 유효성 확보의 관점에서, 유전자치료
등에 의한 효과 및 부작용에 대해서 적절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

최종책임자인 총괄책임자의 의무는 제14조(총괄책임자의 책무)에서 규정해 놓고
있다. 총괄책임자의 주요 업무로 제1항에서 첫째, 총괄책임자는 연구의 실시에 관한
국내외 입수할 수 있는 자료 및 정보를 기초로 연구의 의료상 유용성 및 윤리성에 대
해서 검토하고, 그 검토의 결과를 바탕으로 미리 연구계획서를 작성하면서 자신이 소
속 연구기관장의 허가를 구해야 한다. 둘째, 총괄책임자는 연구를 총괄하는 다른 연
구책임자에게 필요한 지시를 주고 다른 연구책임자에 대한 교육 및 연수를 해야 한
다. 제2항은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에서 총괄책임자는 연구에 관
하여 각 연구기관 연구책임자 중에서 1명을 선임한다. 제3항에서 총괄책임자는 연구
책임자의 업무를 관리하고 다른 연구책임자로부터 의뢰된 제19조에 의한 연구의 연
구개요 등의 등록을 대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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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연구기관)은 연구기관의 운영요건으로 충분한 임상관찰 및 검사 및 이 결
과의 분석 및 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인적요건 및 시설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을 주문
하고 있다. 그리고 제16조(연구기관장의 책무)는 제1항 연구에 대한 총괄적인 감독,
제2항 연구의 실시를 위한 체제·규정의 정비, 제3항 연구의 허가, 제4항 후생노동장
관으로 보고로 규정하고 있다.

(ⅳ) 제3장 연구계획서(제17조~제19조): 계획서의 세부내용과 첨부사항
제17조(연구계획서에 관한 절차) 제1항은 연구계획서의 작성·변경에 관한 내용
을 규정하고 있다. 연구책임자는 연구를 실시하고자 할 때는 미리 연구계획서를 작성
하고 연구기관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다른 연구기관과 공동으로 연구를 실시하려
는 경우에는 각 공동 연구기관 연구책임자의 역할 및 책임사항을 명확히 한 후에 제
14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총괄책임자가 작성하는 연구계획서를 바탕으로 연구보고
서를 작성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특히 제2항은 윤리심사위원회 결정으로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책임자로부터 해당
연구기관에서의 연구의 실시허가를 요구 받았을 때는 해당 연구의 실시의 가능여부
에 대하여 윤리심사위원회의 결정을 기다려야 한다. 그리고 연구기관의 장은 다른 연
구기관과 공동으로 실시하는 연구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하는 경우에는 공
동연구기관에서의 연구의 실시허가, 다른 윤리심사위원회의 심사결과 및 해당 연구
의 진척에 관한 상황 등의 심사에 필요한 정보에 대해서도 윤리심사위원회에 제출해
야 한다. 제3항은 연구기관의 장에 의한 허가에 관한 내용으로 연구기관의 장은 윤리
심사위원회 및 후생노동장관의 의견을 존중하고 연구의 실시허가 또는 불허 기타 연
구에 대해서 필요한 조치를 결정해야 한다.
제18조는 연구계획서의 기재 사항으로 아래와 같은 사항이 기재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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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연구계획서 기재 사항
① 연구의 명칭
② 연구책임자 및 기타 연구자의 성명 및 해당 연구
의 역할
③ 연구기관 및 공동연구기관의 명칭 및 소재지
④ 연구의 목적 및 의의
⑤ 연구의 실시 방법 및 기간
⑥ 대상 질환 및 그 선정 이유
⑦ 피시험자의 선정 방침
⑧ 유전자 및 유전자 도입 방법
⑨ 특성분석과 품질시험
⑩ 피시험자의 투여에 이용되는 특수기기 및 의료재료
⑪ 비임상시험에서의 안전성 및 유효성 평가
⑫ 연구의 실시가 가능하다고 판단한 이유
⑬ 제22조의 의한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
⑭ 개인정보 등의 취급
⑮ 피시험자에게 발생하는 부담 및 예측되는 위험 및 이익
⑯ 시료·정보의 보관 및 폐기 방법
⑰ 연구기관 및 윤리심사위원회 보고 내용 및 방법
⑱ 연구비 등 연구기관의 연구와 관련된 이해충돌 및
개인수익 등 연구에 관련된 이해충돌에 관한 상황
⑲ 연구에 관한 정보 공개 방식
⑳ 피시험자 및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 등에 대한
대응

대승낙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23조
의 규정에 의한 절차
사전동의를 얻는 경우에는 제23조에 의한 절차
피험자에게 경제적 부담 또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
는 취지 및 내용
위독·해로운 현상이 발생했을 때의 대응
연구에 의해 발생된 보건피해보상 여부
피시험자의 연구를 실시한 후의 의료제공에 대한
대응
연구의 실시에 따른, 피시험자의 건강, 자손에게
계승될 수 있는 유전적 특징 등에 관한 중요한 의
견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험자에 관한
연구 결과의 취급
연구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내용 및 위탁처의 감독 방법
피험자로부터 취득된 시료 정보에 대한 미래의
연구에 이용되는 가능성 또는 다른 연구기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경우에는 그 사실과 동의를
받는 시점에서 상정되는 내용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모니터링 및 감사 실시
체제 및 절차
기타 필요한 사항

이어서 제19조는 연구에 관한 등록·공표로 연구책임자는 연구에 대하여 국립대
학의 부속 병원장 회의, 의약정보센터 또는 의사회가 설치한 공개 DB에 해당 연구의
개요를 연구계획서의 변경 및 연구의 진척에 맞게 적절히 갱신해야 하고, 또 연구가
종료했을 때에는 지체 없이 해당 연구 결과를 등록해야 한다.

(ⅴ) 제4장 윤리심사위원회(제20조~제21조): 윤리심사위원회의 역할
제20조는 윤리심사위원회 설치 등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윤리심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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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의 설치요건은 ① 심사에 관한 업무의 실시능력, ② 윤리심사위원회의 운영능력,
③ 윤리심사위원회의 중립적이고 공정한 운영능력을 요구하고 있다. 제2항은 윤리
심사위원회 설치자의 의무로서 윤리심사위원회의 조직하는 자는 해당 윤리심사위
원회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규정을 정하고, 위원 및 업무에 종사하는 자가 업무를 올
바르게 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1조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역할, 책무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제1항 역할 및
책무는 윤리심사위원회는 연구기관의 연구의 실시 여부 등에 대해서 의견을 요구 받
았을 때는 이 지침에 의거하여 윤리적 및 과학적 관점에서 연구기관 및 연구자의 이
익충돌에 관한 정보를 포함하여 공정하게 심사를 실시하여 문서로서 의견을 제시해
야 한다. 제2항은 구성 및 회의의 성립요건 등으로서 ① 분자생물학, 세포생물학 유
전학임상 약리학, 병리학 등의 전문가 및 연구의 대상이 되는 질환 관련 임상의사가
포함되어야 하며, ② 법률전문가 및 생명윤리에 관한 의견을 제의하는 것에 대한 적
합한 식견을 가진 사람을 포함과 ③ 피시험자의 관점을 포함하여 일반의 입장에서 의
견을 말할 수 있는 자의 포함, ④ 윤리심사위원회의 설치자의 소속 기관에 소속하지
않는 자의 포함, ⑤ 남녀양성으로 구성, ⑥ 5명 이상인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항은
신속심사에 관한 규정이다. 윤리심사위원회는 몇몇 심사에 대해서 해당 윤리심사위
원회가 지명하는 위원에 의한 심사를 진행한 뒤 의견을 개진할 수 있다. 신속 심사결
과는 윤리심사위원회의 의견으로 표명해야 하며, 심사결과는 모든 위원에게 보고되
어야 한다.

(ⅵ) 제5장 사전동의 등(제22조~제23조): 사전동의 중요성과 구체적 내용
유전자치료 임상연구를 실시할 때 피험자에게 사전동의를 구해야 하며 이를 제5장
에서 규정하고 있다. 제22조는 사전동의를 받는 수속 등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의 사
전동의를 받는 절차는 연구책임자가 연구를 실시하려고 할 때는 연구기관장의 허가
를 받은 연구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설명사항을 기재한 문서로 사전동의를 받
아야 한다. 제2항의 연구계획서의 변경은 연구책임자 등은 연구계획서를 변경하고
연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변경장소에 대해서 사전동의의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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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항은 사전동의를 받을 때 피시험자 등에 대한 설명해야 할 사항을 자세히 규정
하고 있다.
<표 8> 피시험자 등에 대한 설명사항

① 연구의 명칭 및 해당 연구실시에 대한 연구기관장
의 허가
② 연구기관의 명칭 및 연구책임자의 성명

⑫ 시료·정보의 보관 및 폐기 방법
⑬ 연구비와 관련된 이해충돌 및 개인수익 등 연구자
의 연구에 관련된 이해충돌에 관한 상황

③ 연구의 목적 및 의의

⑭ 피시험자 및 그 관계자로부터의 상담 등에 대한 대응

④ 연구의 방법 및 기간

⑮ 경제적 부담 또는 사례가 있는 경우에는 그 취지

⑤ 피시험자로 선정된 이유
⑥ 피시험자에게 발생하는 부담 및 예측되는 위험 및
이익
⑦ 연구가 실시 또는 계속되는 것에 동의한 후 철회
가능성
⑧ 연구가 실시 또는 계속되는 것에 동의하지 않는 것
과 동의를 철회함으로써 피험자 등이 불이익을 주
지 않는다는 내용
⑨ 연구에 관한 정보 공개 방식
⑩ 피시험자 등의 요구에 응하고, 다른 피시험자 등의

및 그 내용
⑯ 다른 치료 방법 등에 관한 사항
⑰ 피시험자의 연구를 실시한 후의 의료제공에 대한
대응
⑱ 연구의 실시에 따른 피시험자의 건강 등 유전적
특징 등에 관한 중요한 자문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에는 피험자에 관한 연구결과의 공표
⑲ 연구에 의해서 생긴 보건피해의 보상 및 내용
⑳ 피험자로부터 취득된 시료정보를 타 연구기관에
제공할 가능성이 있을 때 제공되는 정보

개인정보 등의 보호 및 해당 연구의 독창성의

피시험자의 비밀이 보전되는 것을 전제로 하여

확보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연구계획서 및

모니터링에 종사하는 사람과 감사에 종사하는

연구 방법에 관한 자료를 입수할 수 있다는 취지

사람이 피험자의 시료·정보를 필요한 범위 내에서

⑪ 개인정보 등의 취급

열람한다는 취지

제23조는 승낙자로부터의 사전동의를 받을 경우에 관한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23조는 승낙요건으로 연구책임자 등이 지침 제22조에 의한 절차에서 대승낙자로
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를 규정하고 있다. 먼저 설명해야 하는 내용에는 ① 대승
낙자의 선정방침, ② 대승낙자로의 설명사항 등이며, 설명대상은 미성년자 등으로 사
전동의를 하는 주체가 의사판단 능력이 부족한 자이다. 제2항은 연구책임자 등이 제
22조에 의거한 대승낙자로부터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에는 제1항의 ① 대승낙자 선
정방침에 따라 대승낙자를 선정하고, 승낙자에게 제22조 제3항 이외의 ② 대승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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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의 설명 사항 등을 설명해야 한다. 제3항은 연구책임자 등이 대승낙자로부터 사전
동의를 받는 경우이며, 피시험자가 중학교 등의 과정을 수료하고 있거나, 16세 이상
의 미성년자이면서 연구를 실시하는 것에 관한 충분한 판단능력을 가진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당 피시험자로부터 연구책임자 등이 사전동의를 받을 수 있다.

(ⅶ) 제6장 후생노동장관의 의견 등(제24조~제26조): 연구관련자의 보고의무
제24조는 후생노동장관의 의견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장관은 연
구기관장의 요구에 의해 미리 연구의 실시 또는 해당 연구의 중대한 변경에 관한 의
견을 표명해야 한다. 연구기관의 장은 제16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후생노동장관에
대한 의견을 요구하기 위해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제25조는 위독한 유해사항 등에
관한 후생노동장관의 의견을 구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후생노동장관은 제16조 제3
항, 제34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위독한 유해사항 등에 관한 연구기관의 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필요 시 연구에 관한 의견을 공표해야 한다. 제26조는 후생노동장관
의 조사 등에 관한 내용이다.

(ⅷ) 제7장 개인정보 등 (제27조~제29조): 피험자의 개인정보보호 및 안전관리
제27조는 개인정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책무에 관한 규정이다. 연구자 및 연구기관
의 장은 이 지침의 규정 외에 개인정보보호법, 행정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
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보호법 및 지방자치단체가 제정하는 조례 등을 준수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제2호는 연구자 및 연구기관의 장은 사망자의 존엄 및 유족 등의
감정에 비추어 사망자에 대해서 특정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대하여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것과 동일하게 제2항 및 제28조에 의하여 적절하게 취급하고 적절한 조
치를 강구해야 하고, 제29조에 준하여 적절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제28조 안전관리에 관한 규정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실시에 따른 취득된 개인정보
등, 해당 연구자의 소속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누설, 멸실 또는 훼손
의 방지, 기타 안전관리에 관하여 적절히 대응해야 한다. 또한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실시에 있어서 보유한 개인정보 등이 적절하게 취급되도록 연구기관의 장과 협력하



최신외국법제정보

Japan

면서 해당 정보를 취급하는 다른 연구자에게 필요한 지도·관리해야 한다.
제29조는 보유한 개인정보 공개 등에 관한 규정이다. 연구기관의 장은 피시험자와
관련된 개인정보에 관한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시험자 등에 설명하거나 개인정
보취급을 포함한 연구의 실시에 대한 정보를 피시험자 등에게 통지하거나 공개한 경
우를 제외하고, 연구의 실시에 따른 취득된 개인정보로서 해당 연구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것에 대해 해당 개인정보로 식별되는 특정개인 또는 그 대리인이 쉽게 알 수 있
는 상태에 두어야 한다.

(ⅸ) 제8장 심각한 부작용에 대한 대응(제30조): 연구관련자의 대응방안
제30조는 위독한 유해사항에 대한 대응 방안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은 연구자의
구체적인 대응에 관한 내용이다. 연구자는 연구의 실시에서 위험한 상황의 발생을 알았
을 경우에는 피시험자 등에게 알려야 하며, 신속하게 연구책임자에게 보고해야 한다.
제2항은 연구책임자의 대응이다.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실시에서 위독한 상황의 발
생을 알았을 경우에는 신속하게 총괄책임자에게 보고하고, 매뉴얼 등에 따라 적절한
대응을 도모해야 한다. 또 신속하게 해당 연구의 실시에 종사하는 연구자에게 유해사
항의 발생에 관한 정보를 공유해야 한다.
제3항은 총괄책임자의 대응이다. 총괄책임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보고를 받
으면, 자신이 소속된 연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그 사실을 보고해야 한다. 제4항은 연
구기관장의 대응이다. 연구기관의 장은 연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위험한 상
황이 발생했을 때 해당 매뉴얼에 따르고, 적정하고 원활하게 대응이 이뤄지도록 필요
한 조치를 강구해야 한다.

(ⅹ) 제9장 연구의 신뢰성 확보(제31조~제33조): 신뢰성의 확보방안
제31조는 이해충돌의 처리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서 연구자는 연구를 실시할
때는 개인의 수익 등 해당연구에 관련된 이해충돌에 관한 내용에 대해 그 상황을 연
구책임자에게 보고하고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대응해야 한다. 제2항에서 연구
책임자는 연구를 실시할 때는 해당 연구에 관련된 이해충돌에 관한 상황을 파악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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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보고서에 기재해야 한다. 제3항에서 연구자는 제1항과 제2항에 의한 연구계획
서에 기재된 이해충돌에 관한 상황을 피시험자에게 설명해야 한다.
제32조는 연구에 관련된 시료 및 정보 등의 보관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서 연구
자는 연구에 이용되는 정보 및 해당 정보에 관련된 자료를 정확히 표기해야 한다. 제
2항에서 연구책임자는 피시험자 등으로부터 취득된 시료 및 정보 등을 보관할 때는
매뉴얼에 따라 연구계획서에 그 방법을 기재해야 하고, 연구자가 정보 등을 정확한
것으로 기재하도록 지도·관리하고, 피시험자 등으로부터 취득된 시료 및 정보 등의
누설, 분실 등이 일어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제3항은 연구기관의 장은 피시험자
등으로부터 취득된 시료 및 정보 등의 보관에 관한 매뉴얼을 작성하고, 해당 매뉴얼
에 따라 해당 연구기관이 실시하는 연구에 관련된 피시험자 등으로부터 취득된 시료
및 정보 등이 적절히 보관될 수 있도록 필요한 감독을 해야 한다.
제33조는 모니터링 및 감사에 관한 규정이다. 제1항에서 연구책임자는 연구의 신
뢰성 확보에 노력해야 하고 연구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연구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의
한 모니터링 및 감사를 실시해야 한다. 제2항은 연구책임자는 연구기관장의 허가를
받은 연구계획서에 정하는 바에 의하여 모니터링 및 감사가 이뤄지도록 관련자를 지
도·관리해야 한다. 제3항은 연구책임자는 감사대상이 되는 연구의 실시에 종사하는
사람 및 모니터링에 종사하는 자에게 감사를 실시하면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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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ㄉㅹ㡁⊵をㅁ⽦㹱ㅁ㹱㎱◸⼱⬚䀾⛝⾹ᛩ㽅㎩㡑」ㅁᙩ㮉
(1) 총설
1990년에 미국에서 ADA(adenosine deaminase) 결필증 환자에 대한 유전자치료가 개
시되어 유용성이 인정받은 것이 일본에 알려지면서 유전자치료법에 관한 관심이 급
증했다. 그러나 당시 일본 내에서 유전자치료에 대한 이해가 낮았고, 의료행정이 혼
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11월 15일에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이 ‘의약품 유전자벡터’의 품질과 안전성
을 확보하기 위해 제정되었다.19)
이 지침은 의약품의 제조에 관한 기준인 의약품 제조 및 품질관리 기준(Good Manufacturing Practice : GMP)과 의약품 안전성에 관한 비임상시험관리기준(Good Laboratory Practice : GLP)에 준한 가이드라인으로 약사법상의 유전자치료제의 품질, 안전성
확보를 위해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한 것이다. 다만 지침에 대해서는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종류와 특성·임상에 있어 적용방법이 다양하고, 이 분야의 연구의 성과가
나날이 나오고 있기 있는바, 이 지침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옳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었다.20) 이 때문에 지침의 시행은 각각의 의약품에 대한 시험실시, 평가에 대해서는
학문의 진보를 반영하여 유연하게 대응하기 위한 목적성도 갖고 있다.

19)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은 일본 의약품의료기기종합기구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http://www.pmda.go.jp/files/000161138.pdf> (최종 방문일 2016년 5월 11일).
20) 상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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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9> 지침의 연혁
舊「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에서 유전자치료에 관한 치료효과에 관한 시험이 적용이
제외된 것에 따라 연구지침과 적합성을 갖기 위해 아래와 같이 변경됨
t 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확인하는 것과 윤리적 사항 등에 대해서도 확인을 위해 목적의 기재사
항의 변경함
2002년 3월

t 유전자치료용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는 도덕성의 확보를 위해 윤리성을 확보하기 위해 제9장
에서 명기함
t 유전자치료에 관한 임상시험을 실시하는 연구자의 자주적인 확인부터 신청을 의무화하기
위해 내용 변경함
t 연구지침의 일부를 적용하는 취지를 적용함

2004년 12월

「유전자치료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의 개정에 따른 적용하는 장명(章名)의 수정

(2) 개요
 ㈅ㆎ㜆㡂 ㈅㉙㈅㉙ ㎩㡑ㅁ㈅ㇾ⒒ᛥを⾝ㇾㅁ
제1조(목적)는 이 지침의 목적규정으로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
보를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 사항을 정하는 것이라고 명명되어 있다. 그리고 제2조(정
의)는 이 지침에 쓰이는 용어의 정의에 대하여 9개로 정리해 놓고 있다. 자세히, 제1
호 ‘유전자치료’는 질병의 치료 등을 목적으로 유전자 또는 유전자를 도입한 세포를
사람의 체내에 투여하는 것이다. 그리고 생물학의 전문용어인 제2호 ‘master cell bank’,
제3호 ‘working cell bank’에 이어 제4호 ‘vector’를 설명하고 있다. 특히 벡터는 목적유
전자를 숙주세포에 도입할 때 사용하는 운반체로서 이 지침에서 자주 등장하는 용어
이다. 제5조 ‘바이러스 벡터’는 벡터로서 이용되는 재조합 바이러스인 목적된 유전자
를 넣은 재조합 바이러스 게놈을 의미한다. 제6조 ‘비바이러스 벡터’란 바이러스 벡
터 이외의 운반체를 말한다. 제7조 ‘헬퍼’는 바이러스 벡터를 생성하기 위해서 이용
되는 바이러스 또는 그 유전자 등을 말한다. 제8조 ‘포장세포’는 헬퍼 기능을 가진 유
전자를 도입한 세포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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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ㆎㄉㅹ㡁⊵をㅁ⽦㹱㈅㉙☒♾
제1조(유전자 도입법에 따른 구분)은 유전자도입 방법을 제대로 준수해야하며, 그
에 따른 확인사항을 명시해놓고 있다. 제1호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에는 ①
바이러스 벡터의 입자 및 유전자 구조를 밝힐 것, ② 바이러스 및 헬퍼 또는 포장세포
의 선택근거를 밝힐 것, ③ 도입되는 유전물질에 대하여 밝힐 것, ④ 바이러스 벡터의
제조방법 및 정제법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제2호(비바이
러스 벡터를 이용하는 경우)는 ① 인간에게 사용되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벡터의 구조 및 성분을 밝힐 것, ② 해당 유전자도입법의 특징을 밝힐 것, ③ 도입되는
유전물질에 대하여 밝힐 것, ④ 사람에 사용되는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바이러스 벡터
의 제조방법 및 그 정제법이 적절하게 관리되고 있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
호(벡터를 이용하지 않고 직접 도입하는 경우)에서는 ① 도입방법의 이론적 근거, ②
도입되는 유전물질의 내용을 밝힐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2조(투여 방법에 의한 구분)은 표적세포의 특징을 감안해야 하며, 유전자치료용 의
약품의 투여방법이 적절하게 설계되어야 함을 요구하고 있다. 제1호는 ex vivo법을 이용
하는 경우의 주의사항으로서 세포제공자의 선택기준, 세포배양의 조작, 유전자의 도입
조작 및 유전자 도입세포를 만족시켜야 하는 기준 및 투여방법이 적절해야 하며, 제2호
의 in vivo법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투여방법 등을 표기해야 한다.
 ㈅ㆎㄉㅹ㡁⊵をㅁ⽦㹱ㅁៅᚒ◸ⳅ㿁♾◸⬍ᚭ
제3장은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 최종제품의 규격 및 시험
방법을 설정하고 제조공정의 확인 및 원료의 품질관리를 적절하게 실시해야 함을 요
구하고 있다. 이에 의하여 제1호는 적절한 순서로 시험을 진행할 것과 제2호는 세균,
외래성 비루스, 미코 플라스마, 진균 등에 의한 오염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적절한 시
험결과로 나타낼 것을 요청하고 있다. 그리고 제3호는 엔드톡신에 의한 오염 가능성
이 없다는 점을 증명해야 하며, 제4호는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으로 조제약 처방이 있
는 경우에는 이를 합리적으로 설명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마지막 제5호는 병원체 등
에 대해서 제조관리 방법을 나타내야 함을 요청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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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ㆎㄉㅹ㡁⊵をㅁ⽦㹱ㅁ⼱ㇾ⬚◸㈅ㆎㄉㅹ㡁⊵をㅁ⽦㹱⠭ㅭ⪪⼱⬚ⳅ㿁
제4장은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안정성을 유지하기 위해 유통기간을 고려하여 안정
성이 있는 시험을 실시하고, 유효기간을 설정해야 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또 유효기한
을 넘는 보존에 관하여 시험을 실시하고 안정성의 한계를 확인할 것도 요구하고 있다.
제5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 비임상 안전성시험은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서 적절한
동물종을 이용한 시험 및 시험관 내에서의 시험을 적절히 실시할 것을 요구하고 있
다. 자세히, 제1호에서는 비증식성 바이러스 벡터에 있어서는 증식성 바이러스가 출
현하지 않도록 주의 깊게 검사해야 하며, 제2호는 정상세포 또는 정상조직에 상해를
입힐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을 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호는 도입유전자의
안정성, 존재상태, 염색체에 편입될 가능성 등을 조사하고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제4호는 도입유전자의 발현산물의 안전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을 요청하
고 있다. 제5호는 증식능력의 변화, 종양형성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하며, 제6호
는 제품의 성분, 도입 유전자의 발현산물 또는 유전자가 도입된 세포에 의한 잘못된
면역반응이 생길 가능성에 대해서 설명해야 할 것을 규정하고 있다.
 ㈅ㆎㄉㅹ㡁⊵をㅁ⽦㹱ㅁ䂑∎ㅮ㎆◸㈅ㆎㄉㅹ㡁⊵をㅁ⽦㹱ㅁ㚝᷂㫅Ớ
제6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효력은 제1호에서 적절히 설계된 배양세포 및 실험
동물을 이용한 시험에 의한 유전자의 도입효율, 도입유전자의 구조 및 안정성, 기대
되는 효과 등을 검토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2호는 질병 모델동물이 있는 경우에는
그것을 이용하고, 이후 치료효과를 검토할 것을 요청하고 있다.
제7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체내 동태 등은 피험자에게 유전자치료용 의약품 또
는 유전자도입세포의 분포, 소실 등의 체내 동태에 관한 시험 내용을 충분히 설명해
야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특히 유전자치료용 의약품 또는 유전자 도입세포가 특정부
위에 투입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충분히 설명해야 한다.
 ㈅ㆎㄉㅹ㡁⊵をㅁ⽦㹱㈅㉙ⳅ⬍◸⬍⠭㈅ㆎㄍ⎕⬚⾹ᳩ㽅☙∍
제8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 제조 시설 및 설비에 관한 내용이다. 제1호는 작업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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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갖출 것과 제2호는 작업구역의 충족요건에 대하여 ① 각기 다른구역으로 구분되
어 있으며, 배양장비를 갖출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3호는 취급하는 재조합 및 유전자
치료용 의약품의 생물학적 및 면역 화학적 성상을 시험검사하기 위한 설비를 갖출 것
을 요청하고 있다. 제4호는 설비적 요건으로 ① 재조합의 보관 설비, ② 미생물 영양
분을 조제하기 위한 설비, ③ 제조 또는 시험검사에 사용하는 기구, 용기 등을 세척하
고 멸균하기 위한 설비, ④ 제조종사자의 탈의시설을 요구하고 있다. 제9장 윤리성에
대한 배려는 유전자치료용 의약품 개발에 있어서 도덕성을 요구하고 있다.

Ⅲ೦ᄹഗକඋෝੑᇚ
유전자치료에 관한 연구는 인간의 불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해 유전물질을 변형·조
작한 세포를 인체에 투여하는 방안 및 의약품 등을 개발하는 것이다. 이러한 연구성
과물의 효율적인 결과를 도출하기 위한 선행 실험대상은 인간이며, 종국적인 이득을
얻는 것도 인간이기 때문에 안전을 위한 법제의 완비는 너무나 중요하다. 지금까지
검토한 일본 유전자치료 관련 규제와 국내법의 비교검토는 다음과 같다.

㡝⍝㪩㿍᪁♾ᛥ「ㄉㅹ⚩㿾⫆┥㚝ㅁᗩᗭㅝ᷂Ớ⾹ᛩ㽅♾⍉」
일본의 카르타헤나법과 「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률」과의 차
이점은 일본법의 경우에는 LMO를 환경에 대한 확산조치를 취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제1종 사용’과 확산방지조치를 취하고 폐쇄하여 사용하는 경우에는 ‘제2종
사용’으로 분류하여 각각의 종별로 규제하고 있다는 점이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치
료 임상연구에 바이러스 벡터 등의 유전자조작생물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카르타헤
나법의 제1종 사용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하며 사전(事前)에 사용규정을 제정하여 생
물다양성 영향평가서 등을 첨부하여 주무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점이다. 또한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을 연구하는 경우에도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와 동일하게 제1
종 사용에 관한 절차가 요구되며 의약품의 특성에 따른 ‘재조합벡터’를 일본 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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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조하는 경우에는 제2종 사용 등에 주무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

「ㄉㅹ㡁⊵Ớㅭ⪪⾹ᛩ㽅㎩㡑」ᛥ「⫆⑮ㄍ⎕◸⼱⾹ᛩ㽅♾⍉」
일본의 지침은 유전자치료 연구에 특화된 법이기 때문에 상당히 자세한 규정을 갖
고 있다. 국내법상 유전자치료 연구와 관련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은 ‘제
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에서 제46조부터 제53조까지 유전자치료 연구와 관련 규
정이 있다. 국내법은 일본의 지침과 유사한 내용을 갖고 있지만, 국내법은 벌칙조항
이 적용되기 때문에 일본의 지침보다 강력한 제제를 부과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일본
은 지침의 미준수 시에는 후생노동성 등은 연구비의 제공 중단, 미사용 연구비 등의
반환, 연구비 전액반환 등의 조치를 취한다고만 공시하고 있다.21) 일본 지침에 대응
하는 동일한 규정은 아니지만, 비교 및 검토할 수 있는 국내법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표 10> 관련사항 일·한 비교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제2조 용어의 정의
제3조 적용 범위
제4조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의 대상요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2조 제16호 유전자치료
제47조(유전자치료)
제50조(유전자검사의 제한 등), 시행령 제20조(금지

제7조 생식 세포 등의 유전적인 수정 금지

또는 제한되는 유전자검사), 제21조(배아 또는 태아
대상의 유전자검사), 시행규칙 제50조(거짓표시 또는
과대광고의 판정기준 및 절차)

제8조 적절한 설명에 근거한 사전동의 확보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제2항

제10조 정보의 공개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21) 후생노동성 홈페이지, <http://www.mhlw.go.jp/stf/seisakunitsuite/bunya/hokabunya/kenkyujigyou/i-kenkyu/> (최종 방
문일 2016년 5월 11일).



최신외국법제정보

Japan

유전자치료 등 임상연구에 관한 지침
제15조 연구기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제49조(유전자검사기관), 시행령 제19조(유전자검사
기관의 변경신고사항), 시행규칙 제46조(유전자검사
기관의 신고), 제47조(유전자검사기관의 변경신고),

제16조 연구기관의 장의 책무
제17조 연구계획서에 관한 절차
제18조 연구계획서의 기재 사항
제19조 연구에 관한 등록·공표

제48조(유전자검사의 정확도 평가), 제49조(유전자
검사기관의 휴업ㆍ폐업 신고)
제46조(유전자검사기관의 신고), 별지
제47호 서식 유전자검사기관 신고서

제22조 사전동의를 받는 절차 등

제51조(유전자검사의 동의), 시행규칙

제23조 대리자로부터의 사전동의를 받는 경우의

제51조(유전자검사의 서면동의),

절차 등
제24조 후생노동장관의 의견
제25조 심각한 부작용 등에 관한 후생노동장관의
의견
제26조 후생노동장관의 조사 등
제27조 개인정보 등에 관한 기본적인 책무
제28조 안전 관리
제29조 보유하는 개인정보의 공개 등
제32조 연구에 관한 시료 및 정보 등의 보관

제52조(유전자검사의 동의 면제)
제48조(유전자치료기관), 시행령 제18조, 시행규칙
제43조(유전자치료기관의 신고),
제45조(유전자치료의 서면동의)

제52조(기록 보관 및 정보의 공개),
제53조(기록의 관리 및 열람),
제53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시행규칙
제54조(검사대상물의 제공과 폐기 등)

「ㄉㅹ㡁⊵をㅁ⽦㹱ㅁ㹱㎱◸⼱⬚䀾⛝⾹ᛩ㽅㎩㡑」ᛥ「⬡㷕oㄉㅹ
㡁⊵㈅ㅁ㛱᠙ㅭ⪪ⳅ㿁ỽㅹㅡᗩㅝễⅥㅡ」
일본의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은 식품의약품
안전처에서 공표한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과 비
교할 수 있다. 이 가이드라인은 세포치료제와 유전자치료제의 초기단계 임상시험을
설계하는 임상시험 의뢰자와 시험자를 지원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가이드라인명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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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알 수 있듯이 세포 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안전성평가, 내약성, 임상적용 타당성과
같은 평가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임상시험에 관한 권고사항을 제시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2개의 지침 모두 전문에서 지금까지 해결되지 않은 의학적 수요에 대
한 치료제 개발 가능성 때문에 유전자치료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으며, 관련연구
가 확대되고 있는 바 유전자치료제 연구와 관련된 주요사항에 대해 ‘권고사항’이라
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이다. 특히 2개의 지침 모두 ‘유전자치료제의 개발촉진’
을 목적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의약품의 종류·특성과 임상에서의 적용방법 등에 대
하여 일률적으로 지침을 적용하는 것에 대하여 경계하고 있다. 그래서 개별 의약품에
대한 시험실시 및 평가를 시행할 때는 지침의 목적을 근거로 학문의 진보를 반영하여
합리적인 근거에 따라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일본 지침에 대응
하는 동일한 규정은 아니지만, 비교 및 검토할 수 있는 국내법의 조항은 아래와 같다.
<표 11> 관련사항 일·한 비교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품질 및 안전성 확보에 관한 지침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제2조 정의

세포·유전자치료제의 초기 임상시험 디자인 가이드라인
1. 서론
2. 배경

제2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제조방법
제1조 유전자 도입에 의한 구분

3.2. 제조 관련 고려 사항

제2조 투여 방법에 따른 구분
제3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규격 및 시험법 및
제제설계

4. 임상시험 디자인

제4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안정성
제5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비임상안전성시험

3.3. 비임상시험 관련 고려사항

제6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효력 입증
제7장 유전자치료용 의약품의 체내 동태 등
제9장 윤리성에 대한 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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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상시험 디자인

Japan

이창규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연구원 / 법학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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