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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ew Breeding Techniques (NBTs)’ have been one of

hot issues, since their future will be affected profoundly by

national as well as international regulatory landscapes. In this

review, we compare characteristics of NBTs with conventional

and genetic modification, and analyze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GMO) regulatory systems in the context of possible

regulation of NBTs. NBTs are very heterogeneous in terms of

principles, methodologies, and final products. As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 is defined in the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CPB) as an organism containing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s obtained by the use of modern biotechnology,

CPB as well as other national legislations locate itself somewhere

in the middle between product-based and process-based regulations.

It is also noted that jurisdictions with regulatory systems more

oriented to product-based one tend to be more productive and

decide or may decide to exempt site-directed nucleases-1 from

GMO regulation. In this context, Korean legislations are reviewed

to clarify the commons and differences in GMO definitions. Act

on Transboundary Movement of LMO Act, Food Sanitation Act

and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are

three major acts to regulate GMOs. It is noted that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definition of LMO or GM food/products

especially between the LMO Act and the Food Sanitation Act.

Such differences may cause conflicts between Acts when policy-

decision regarding the regulation of NBTs is mad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organize legislations before policies regarding

the regulation of any techniques from biotechnology are made.

Keywords Breeding · EU Court of Justice · Gene editing · New

Breeding Techniques · Regulation

서 론

유전자변형(GM, genetic modification)은 전통육종(conventional

breeding)을 이용한 농작물 신품종 육성의 여러 가지 기술적 문

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서 1990년대 중반 이후

그 상업적 활용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1]. 그러나 환경단

체 등의 반대 캠페인에서 비롯된 사회적 논란과 국가, 지역 및

세계 수준의 복잡한 규제 체계, 그리고 이에 따른 천문학적인

제품 개발 비용 등으로 인해 이 기술의 잠재력이 크게 훼손됐

다는 점도 부인하기는 어렵다[2]. 한편 생명과학 분야의 눈부신

발전에 힘입어 유전자변형 혹은 전통육종으로 분류하기 어려운

다수의 “신육종기술”(NBTs, new breeding techniques)이 출현했

다. 2007년 EU 회원국들의 요청에 의해 유럽연합 집행부가 설

치한 작업반에서 발굴한 site-directed nucleases (SDN)를 이용

한 유전자 교정(gene 혹은 genome editing), oligonucleotide-

directed mutagenesis (ODM), cisgenesis와 intragenesis, 역육종

(reverse breeding), 아그로 접종(agro-infiltration), 접목(grafting),

RNA-dependent DNA methylation (RdDM) 등은 이 후 다수

의 규제 관련 보고서에서 공통적으로 다룬 신육종 핵심기술이

라고 할 수 있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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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육종기술의 개발이 진전되어 일부 기술의 실용적 활용이 현

실화됨에 따라 관련 기술과 제품이 유전자변형 생물체(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의 한 부류로서 규제될 것인지가

초미의 관심사로 떠오르고 있다[10-11]. 특히, 유전자변형 생물

체가 지나치게 엄격하게 규제되고 있다고 생각하는 관련 과학

자와 산업체 관계자들은 신육종기술과 그 제품이 GMO와 같은

운명에 처하게 될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 심각하게 우려하고

있다[11-12]. 반면, 유기농업 관련자들은 신육종기술에 대해서도

GMO와 마찬가지로 반대의 입장을 표명하고 있다[13].

신육종기술 중 규제 여부에 대한 관심이 가장 큰 것은 유전

자 교정이라고 할 수 있다. 유전자 교정은 zinc-finger nuclease

(ZFN),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TALEN),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 associated (CRISPR/Cas9) 등을 이용하여 목표 생물체

내의 유전체 특정 위치를 특이적으로 절단한 후 생물체 자체의

DNA 복구과정에서 변이 발생을 유도하는 기술이다[3-8]. 2018

년 4월 미국 농무부(USDA)는 유전자 교정 산물을 GMO 규제

대상으로 삼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표명하였다[14]. 반면에,

2018년 7월 유럽사법재판소는 전통적 방법이 아닌 새로운 변이

창출 기술로 개발한 생물은 GMO 규제 대상에 포함된다고 판

결하였고 유럽연합 집행부가 이에 따른 적절한 규제체계를 마

련할 것을 주문하였다[15,16]. 이처럼 서로 상반되는 결정은 양

국 GMO 규정의 차이로 인한 것이다. 이로 인해 유전자 교정,

더 나아가서는 신육종기술에 대한 규제가 앞으로 어떻게 진행

될 것인지 예측하기가 더 어려워졌다고 할 수 있다[17].

국내에서도 신육종기술, 특히 유전자교정 산물의 규제 가능

성에 대해 높은 관심과 우려를 표하고 있다[12,18]. 이들을

GMO에 포함시킬 경우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으면서도 막대

한 규제 비용과 시간의 소요로 실용화 확산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유전자변형 기술의 전철을 밟을 것이라고 걱정하는 것이

다. 따라서 본 보고에서는 신육종기술의 개요와 유전자 교정을

중심으로 한 각 국의 규제 전망 그리고 국내 유전자변형 생물

체 규제 규범을 비교, 검토하여 향후 신육종기술 규제 정책 수

립을 위한 참고자료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신육종기술의 개요

유전자교정

변이창출은 품종 개발의 핵심 요소 중 하나라고 할 수 있지만

자연 혹은 유도(방사능, 화학물질 처리) 돌연변이는 발생 확률

이 매우 낮고, 무작위적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그 활용이 제한

적이다. 유전체 염기서열 분석 기술과 생명과학의 발달에 힘입

어 개발된 유전자교정은 기존 기술에 비해 변이 창출의 정확도

와 효율성을 크게 향상시켰다. 이 기술의 핵심은 ZFN, TALEN

과 CRISPR/Cas9 등의 위치특이적 핵산분해효소(SDN) 시스템

을 이용하여 유전체의 특정부위를 선택적으로 절단(DSBs;

double strand breaks)하는 것이다. 이후에는 생물체 고유의 기

작에 의해 절단부위의 복구가 일어나며, 이 과정에서 염기 중

일부가 소실되거나(deletion), 단편이 삽입되거나(insertion) 혹은

다른 염기로 치환(substitution)되어 변이를 일으킨다[7].

ZFN을 이용한 유전자 교정 기술은 1996년 미국 존스홉킨스

대학의 Chandrasegaran 박사연구팀이 cys2-his2 zinc-finger 도

메인에 Fok1 nuclease 도메인을 결합하여 DNA의 특정 염기서

열 부위를 절단하는 새로운 제한효소를 제작한 것에서부터 시

작되었다[19,20]. 30개의 아미노산이 ββα 구조를 이루는 zinc-

finger 모듈 하나는 triplet nucleotide 하나와 선택적으로 결합한

다. A, T, G, C 4개의 염기로 만들 수 있는 64개의 triplet 전

체에 대응할 수 있는 ZF 모듈은 아미노산 서열을 조금씩 바꾼

combinatorial library 선발이나 구조 디자인을 통해 확보되었다.

대부분의 생물체는 DNA 내 18-24 nucleotide sequence의 독특

한 서열을 갖고 있다. 이를 인식하는 데에는 6-8개의 ZF

module이 필요하며, dimer로 작용하는 ZFN의 특성상 ZF 도메

인 당 3-4개의 ZF module을 구성하면 대상 생물체 DNA 염기

서열 특이적으로 작동할 수 있다[20-23].

Pseudomonas속 박테리아에서 발견된 transcription activator-

like effector (TAL effector)에는 각각이 33-35 아미노산으로 이

뤄진 10-30개의 tandem repeat로 구성된 DNA 결합도메인이 있

다. 각 repeat는 DNA 염기 하나를 인식하는데, 염기 특이성에

는 repeat 내의 12,13번에 위치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repeat

variable diresidue가 관여한다[21-24]. 즉 Asn-Ile는 A, Asn-Gly

는 T, His-Asp는 C를 인식하고 Asn-Asn은 G와 A를 인식하는

데, 이 경우 A보다는 G에 대한 specificity가 더 높다. 또한

TAL effector와 결합하는 target DNA sequence의 5'은 항상

thymidine이라는 특성이 있다. TALEN은 TALE의 DNA 결합

도메인에 FokI nuclease 도메인을 결합하여 만든 SDN으로서

ZFN에 비해 설계와 제작이 쉽다는 장점이 있다. 또한 repeat의

숫자를 늘림으로써(repeat extension) 길이가 더 긴 DNA와 선

택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가능하여 타겟 site 선정에 있어서의

제한이 적다. 그러나 ZFN에 비해 단백질 크기가 커서

packaging과 delivery가 어려울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CRISPR/Cas9은 RNA-guided DNA cleavage라는 박테리아의

면역체계를 유전자 교정에 활용한 시스템이다[22-24]. 박테리아

는 외래 DNA로부터 protospacers를 수집해서 자신의 유전체 내

에 삽입시킨 후, 짧은 guide RNA를 발현시켜 protospacer와 서

열이 맞는 모든 DNA를 파괴시킴으로써 외부의 침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한다. 박테리아 Streptococcus pyogenes가 가진

CRISPR/Cas type II-A에는 CRISPR RNA (crRNA), trans-

activating crRNA (tracrRNA), Cas9 protein 등 3개의 유전자

가 coding되어있다[22,25]. 박테리아 유전체의 CRISPR loci에

삽입된 외래 DNA 단편(spacer)의 전사와 process에 의해 CRISPR

RNA (crRNA)가 생산된다. 이 후 crRNA annealing에 의해 trans-

activating crRNA (tracrRNA)가 만들어지며 tracrRNA-Cas9이

crRNA와 매칭되는 서열의 외래 DNA를 절단한다. Cas9의 타

겟 인식에는 crRNA의 seed sequence와 crRNA 결합 부위 위

쪽에 보존된 2개의 nucleotide를 포함하는 protospacer adjacent

motif가 필요하다. 유전자교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개발

된 simplified version은 Cas9과 단일 guide RNA로 구성된다.

tracrRNA와 short, mature crRNA를 결합한 형태인 guide

RNA는 타겟 부위를 인식하고 결합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ZFN,

TALEN과 달리 CRISPR/Cas9은 유전자교정 타겟에 따라 결합

도메인을 디자인할 필요 없이 guide RNA 중 20 bp만 재설계하

면 된다. 따라서 다양한 타겟에 대한 적용성이 우수하고 효율

이 높으며 다중 guide RNA를 사용할 경우 한 번에 다수의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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겟을 교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23].

유전자교정에서의 변이는 SDN에 의해 절단된 타겟 DNA의

복구 과정 중에 발생한다[26]. 동식물 등 진핵세포의 일반적인

복구 과정인 ‘비상동말단연결’(Non-homologous end joining)은

repair template 없이 절단된 DNA 사슬을 연결하는 것으로, 이

과정에서 무작위적으로 변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이

를 SDN-1로 분류한다. 복구에 repair template가 필요한 ‘상동

유도수선’(Homology-directed repair)은 절단부위와 염기서열 상

동성을 갖지만, 일부 서열을 변경시킨 repair (혹은 donor)

DNA를 의도적 변이 창출의 가이드로 이용한다. Repair DNA

를 어떻게 제작하느냐에 따라 변이 산물을 SDN-2 (SDN-1 변

이체와 동일하거나 유사)와 SDN-3 (Repair DNA에 수 kb에

달하는 단편을 삽입하여 새로운 유전자를 도입)로 구분할 수 있다.

유전자교정 기술의 개발이 활발해짐에 따라 이를 활용한 제

품의 개발도 점차 늘어나고 있다. 미국 USDA에서 수행하고 있

는 유전자변형 생물체 규제 시스템의 하나인 ‘Am I regulated’

프로그램에 따르면, 2015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규제대상여

부에 대한 문의가 진행된 유전자교정 산물의 숫자는 26건에 달

한다[27]. 이 중 Calyxt사에서 개발한 저온저장성 개선 감자[28],

오일성분 개선 콩[29]은 TALEN 기술이 적용된 예이며,

Corteva사에서 waxy1 유전자를 knock-out시킨 옥수수에는

CRISPR기술이 적용되었다[30]. 이외에도 갈변저항 버섯[31],

Powdery mildew 병 저항성 밀[32], 제초제 저항성 담배[33] 등

도 각각 CRISPR, TALEN, ZFN 등의 유전자교정 기술을 적용

하여 육성한 제품이다.

우리나라도 상당한 유전자교정 기술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18]. 기초과학연구원의 김진수박사 연구팀은 상당수의 관련 원

천 기술 특허를 확보하고 있으며 툴젠 등의 기업과 경상대, 경

희대, 서울대, 전남대, 포항공대 등의 대학에서 다양한 기초응

용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한편 농촌진흥청에서는 기술의 농업적

활용을 위해 신육종기술 연구프로그램을 기획하는 등 이 분야

의 경쟁력과 기술 확보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ODM

ODM에서는 유전자 교정과 달리 SDN을 이용하지 않고 20-100

nt 정도의 oligonucleotide를 이용해 변이를 유도한다[5,7-8,34].

Oligonucleotide는 바꿀 염기를 제외하고는 타겟 시퀀스와 동일

하게 합성한다. 이를 대상 생물체의 세포에 넣으면 타겟 부위

에 결합하며, 이때 발생하는 mismatch를 세포의 DNA 수선체

가 제거한다. 이 과정에서 도입된 oligonucleotide가 template로

사용될 경우 1개 혹은 여러 염기의 치환, short deletion 또는

insertion과 기존 변이의 reversal 등 의도한 변이가 발생하며

template로 이용된 oligonucleotide는 분해된다. ODM에서는

DNA 절단 없이 oligonucleotide를 이용하여 게놈상의 원하는 위

치에 자연적인 allelic 변이를 유도하므로 변이체 획득 효율이

최대 0.05%로 낮은 편이다. 또한 DNA나 RNA 형태의

oligonucleotide를 식물 세포의 원형질체에 넣어야 하므로 원형

질체 배양과 식물체 재분화 체계가 확립된 대상으로 활용범위

가 제한된다. 다만 ODM은 방사능 또는 화학물질 처리와 같은

전통 변이 창출 기술에 비해 변이의 무작위성을 제거할 수 있

다는 장점이 있다. 캐나다에서는 ODM으로 제초제 저항성 유

채를 개발하여 상업화를 위한 CFIA와 Health Canada 승인을

받은 바 있다[34].

Cisgenesis와 intragenesis

Cisgenesis와 intragenesis의 기본 원리는 유전자변형 생물체를

생산하는 transgenesis와 동일하다[7-9,35]. 다만 transgenesis에

이용하는 유전자는 동식물, 미생물 등 그 유래에 제한을 두지

않는 것에 반하여 cis(intra)genesis에서는 대상 생물종 혹은 교

배가 가능한 근연종 유래의 유전자를 이용한다. Cisgenesis와

intragenesis는 도입유전자의 구조에 차이가 있다. Cisgenesis에

서는 내재 유전자 세트를 가공하지 않고 본래 가지고 있던

promoter, 조절부위, intron과 exon을 그대로 형질전환에 이용한

다. 반면에 intragenesis에서는 서로 이질적인 유전자와 promoter

등을 결합시키거나 intron이 제거된 mature cDNA 유전자로 만

들어 이용한다. 내재서열을 이용한 RNAi 기술도 intragenesis로

분류된다. Cisgenesis에서는 도입유전자가 본래의 조절 기작에

따라 발현되므로 발현 강도 정도에만 변화를 일으키지만,

intragenesis에서는 유전자 발현 정도, 발현 패턴의 조절도 가능

하다. 이런 측면에서 볼 때 cisgenesis가 intragenesis보다 더 자

연적인 것에 가깝다고 할 수 있다.

Cisgenesis와 intragenesis로 형질전환체를 만들 때 고려해야

할 또 다른 요소는 형질전환 과정 중 식물체로 이전되는

agrobacterium의 T-DNA와 기타 외래 DNA단편이다. 식물에도

Plant transfer DNA라는 T-DNA와 유사한 성질을 가진 DNA

시퀀스가 존재하며, 이를 형질전환에 활용하면 T-DNA단편 삽

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외에 vector backbone, 선발 마

커 등 형질전환체에서 발견할 수 있는 비식물 유래 DNA단편

을 형질전환 식물 유전체에서 배제하기 위해서 무선발 형질전

환, cotransformation, recombination site를 이용한 형질전환체

선발 후 마커 유전자 제거 등의 전략이 사용되기도 한다. Cisgenesis

나 intragenesis 기술을 활용하여 개발한 작물의 예로 역병 저항

성 감자(cisgenic)가 포장 시험 중이며[36], cisgenic 곰팡이병 저

항성 사과[37], intragenic 딸기[38] 등도 보고된 바 있다.

역육종(Reverse Breeding)

역육종은 우수 형질의 1대 잡종으로부터 부모세대의 inbred line

을 확보하여 잡종강세 종자를 지속적으로 생산하기 위한 전략

이다[3-8,39-41]. 잡종강세는 1대 잡종 작물이 부모세대보다 크

기와 성장, 생산 측면에서 우수한 형질을 보이는 현상을 말한

다. 그러나 이러한 잡종강세는 많은 조합의 시행착오적(trial and

error) 교배를 통해서만 획득할 수 있고 어떤 부모계통을 교배

해서 잡종강세를 획득했는지 불분명할 때도 있다. 이 경우 후

대를 전개하면 생식생장기의 재조합으로 인해 유전자가 서로 뒤

섞여 잡종강세의 소실로 이어지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역

육종에서는 잡종식물의 유전자재조합을 억제하고 반수체 육성

과 double haploid 획득을 통해 잡종강세 후대 생산이 가능한

부모계통(inbred line)을 육성한다.

역육종에 적용되는 기술의 핵심은 생식생장기의 유전자 변이

혹은 meiotic crossover를 억제하는데 있다. 이를 위해서 RNAi

나 small interfering RNA (siRNA)에 의한 전사 후 유전자침묵

(Post-transcriptional gene silencing)으로 meiotic recombination에

필수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한다. 애기장대의 asy1, 벼의

asy1 유사유전자인 pair2 등과 dmc1, sds, ptd, spo11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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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over 관여 유전자가 유전자 침묵의 대상이 될 수 있다.

Meiotic recombination 억제를 위해 이용된 PTGS나 dominant

negative mutation에서는 형질전환 기술이 일시적으로 활용되지

만, 후대 육성과정에서 transgene이 제거된 null mutant 선발을

통해 transgene이 제거된 최종 산물이 확보된다[39-41].

아그로 접종(agro-infiltration)

아그로 접종은 외래 유전자를 타겟 식물 유전체에 영구적으로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식물체 내에서 일시적으로 발현시켜 도

입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거나 이용하는 기술이다. 예를 들어

바이러스 같은 식물 병원균 유전자를 agrobacteria의 plasmid에

넣은 후 식물 잎에 접종함으로써 식물의 병저항성 유전자 발현

을 유도, 동정하여 이 후의 작물 육종에 활용할 수 있다. 또한

인간 growth hormone과 같은 고가의 단백질 유전자를 식물체

에서 일시적으로 발현시켜 바이오 의약품 소재 생산에도 활용

할 수 있다. 아그로 접종에서는 외래 유전자가 host cell의 게놈

에 영구적으로 삽입되지 않고 일시적으로 발현되므로 유전체 염

기서열의 변화를 가져오지 않는다[3-8,42-43].

GM 대목 이용 접목(Grafting on Genetically Modified Rootstock)

접목은 원예와 임목에서 널리 이용되는 기술로, 작물의 접수

(scion)를 동종 혹은 유사한 종의 대목(rootstock)에 접목하여 대

목의 우수한 형질을 접수의 농산물 생산에 활용하는 것이다. 유

전자변형 작물을 대목으로, 일반 작물을 접수로 하여 접목하였

을 경우 접수에서 생산하는 생산물의 유전자 변형은 일어나지

않는다. 다만 대목과 접수를 연결하는 관다발 조직을 통해 물

질의 이동이 일어나는데 물, 당류 등 소분자뿐만 아니라 RNA,

단백질과 같은 거대 분자의 이동도 보고된 바 있다. 유전자변

형 대목이 생산한 RNA가 접수로 이동하여 접수의 유전자발현

에 영향을 미친다면, 이는 접수 식물을 형질전환하여 유전자변

형 작물을 만드는 것과 비교했을 때 접수의 유전체 염기서열에

변화가 없다는 것을 제외하면 동일한 효과를 보여준다[3-8,44].

RNA-dependent DNA Methylation (RdDM)

RdDM은 타겟 유전자와 homology가 있는 double strand RNA

(dsRNA)를 이용하여 유전자의 특정 염기에 메틸기를 부가함으

로써 발현을 조절하는 기술이다. 세포 내에 넣어준 dsRNA를

식물의 방어 기작이 인식하면 DICER 단백질이 dsRNA를 분해

하여 24 nt의 siRNA로 만든다. 이렇게 만들어진 siRNA는 식

물 방어 기작을 자극하여 DNA methylation 과정을 일으키고,

타겟 사이트에 메틸화를 일으키게 된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얻

은 형질의 변화는 유전자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는 epigenetic

modification이다. 다만 메틸화한 DNA 염기의 물리적 성질 변

화에 따른 염색체 구조 변화와 특정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몇

세대에 걸쳐 유지된다[3-8,45].

작물의 RdDM 유도는 dsRNA를 생산하는 식물 바이러스를

이용(VIGS, virus induced gene silencing)하거나 dsRNA를 코

딩하는 유전자를 이용한 형질전환 등을 통해 이뤄질 수 있다.

VIGS의 경우 dsRNA를 생산하는 virus 유래 sequence는 생식

생장 과정에서 없어지고 후대로 전이되지 않으며, 이를 이용한

형질전환체는 후대육성 중 선발을 통해 유전자 제거가 가능하

다. 따라서 RdDM으로 생산된 식물체는 외부에서 넣어준 유전

자와 내재 DNA 염기서열의 변화가 없는 형질 변이가 가능하다.

전통육종과 유전자변형 그리고 신육종기술의 비교

전통육종과 유전자변형 그리고 신육종은 공통적으로 작물의 형

질을 개선하는데 활용되는 기술이다[7]. 그러나 자연 발생 혹은

유도 변이체를 선발하거나 교배를 통해 우수 형질이 도입된 품

종을 육성하는 전통육종과는 달리 GM과 신육종기술은 ‘현대생

명공학’을 이용하여 유용한 신형질을 가진 우수 품종을 육성하

는 기술이라는 점에서 차이를 보인다. GM에서는 유전자 분리,

재조합, 게놈 삽입 등을 통해 새롭게 도입된 유전자의 기능에

서 유래된 새로운 형질을 대상 생물체에 부여한다. 반면 신육

종은 적용 기술에 따라 다양한 방식으로 영구적이거나 일시적

인 작물 형질 변경이 가능하다. 이와 같이 전통육종과 GM 그

리고 신육종은 각각 유사성과 차별성을 가지고 있지만 각 기술

이 처한 규제 환경은 매우 다르다. 전통육종은 교배로부터 방

사능/화학물질 처리에 이르기까지 특별한 규제 없이 해당 기술

을 이용할 수 있지만, 유전자변형은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격하

고 복잡한 규제 대상이며 신육종기술의 규제와 관련된 각 국의

정책 결정은 아직까지 현재 진행형으로 향후 결정의 향방에 따

라 잠재력 구현 등 기술의 운명이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지만

다양한 사회 및 환경적 요인 등 규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단기

간 내에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17].

현재 엄격한 규제 대상인 GMO, 규제 범위 밖에 있는 전통

육종과 신육종기술 사이의 유사점과 차이점은 신육종기술의 규

제 여부를 결정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고려사항 중의 하나일 것

이다. 2017년 유럽연합의 High Level Group of Scientific

Advisor SAM (Scientific Advice Mechanism) 보고서를 통해

변이 발생의 무작위성, 외래유전자의 존재, 검출과 동정 등의

측면에서 각 기술을 비교한 바 있다[7]. Table 1에서 정리한 바

와 같이 전통육종은 변이의 무작위성과 비의도적 변이 창출 가

능성이 매우 높다. 반면에 GM 기술의 경우 상대적으로 무작위

적 변이 발생 가능성은 낮으나 transgene의 삽입 위치 등으로

인한 비의도적 변이가 발생할 수 있다. 신육종기술의 경우 무

작위적 또는 비의도적 변이발생 가능성이 가장 낮다. SDN-1, 2

기술의 산물은 전통육종과 동일하지만 변이발생 위치는 정확히

조절될 수 있으며 SDN-3의 경우 GM 기술과 같은 효과를 정

확한 위치에 발생시킬 수 있다. 그리고 cisgenesis와 intragenesis

의 비의도적 변이 발생가능성은 GM 기술과 동일하고, ODM의

무작위 또는 비의도적 변이발생 가능성은 매우 낮다. 역육종은

중간에 형질전환단계가 포함되어 있지만 최종산물을 만드는 과

정에서 전통육종의 기술을 활용하여 도입유전자를 제거하며, 이

단계에서 전통육종과 같은 정도의 비의도적 변이가 발생할 가

능성이 있다. 아그로 접종, 접목, RdDM은 대상 생물 유전체의

DNA 염기서열 변이를 유도하지 않으므로 변이 발생 가능성은

없다고 할 수 있다.

현대생명공학으로 새롭게 조합된 외래 DNA의 존재와 관련

된 경우, 방사능 등 인위적 손상 복구과정에서의 변이나 교배

가능한 생물 종 간의 유전자 교환이 일어나는 전통 육종은 원

리 상 외래 DNA를 이용하지 않는다. GM 기술의 경우에는 외

래 DNA가 존재하며, 신육종기술은 적용 기술에 따라 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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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NA의 존재 여부가 다르다. 먼저 SDN-1, 2의 산물 내에는 외

래 DNA가 없으나 SDN-3에서는 외래 DNA가 도입된다. 자체

의 유전물질만을 이용하는 cisgenesis는 기술의 발전에 따라 외

래 DNA를 이용하지 않을 수 있어 외래 DNA의 존재를 배제

할 수 있으나, intragenesis는 유전자 가공 과정에서 외래 DNA

의 이용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외래 DNA가 있을 수 있다.

역육종과 RdDM은 중간단계에서 일시적으로 외래 DNA를 도

입하고 후대 선발과정에서 제거하거나 중간단계에서 외래 DNA

의 사용을 배제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ODM, 아그로접종, 접

목 등의 기술이 적용된 산물에는 외래 DNA가 없다.

변이의 검출과 동정은 대상 생물 종의 유전체에 어떤 변이가

일어났는지 그리고 그 변이가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확정하는 것

이다. 여기에는 주로 단백질과 DNA 분석이 활용된다. 단백질

분석에 있어서는 항체-항원 반응 메카니즘을 이용하여 변이체

가 생산하는 단백질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항체를 이용해서 검

색키트, 웨스턴 분석 등의 기술을 활용한다. DNA 분석에는 유

전체 염기서열 전체의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 타겟

단편의 분석(PCR) 혹은 변이와 연관된 마커 분석 기술 등이 널

리 이용된다. 전통육종 산물은 일반적으로 마커나 유전체서열

분석을 통해 검출이 가능하지만, 단백질과 DNA 서열 분석으로

대상 생물체에 발생한 변이 모두를 검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다른 기술과 달리 전통 육종 산물은 형질도입과 관련된

정보를 확보하기 어려워 분석 결과의 불확실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GM 기술의 경우 개발에 활용된 유전자 정보(DNA

서열, 단백질 서열, 구조 등)가 확보되어 있으므로 검출과 동정

이 가능하며, 도입 유전자의 삽입위치 동정 등을 통해 비의도

적 변이의 발생을 예측할 수 있다. 신육종 기술에 있어서는 변

이와 관련된 정보가 있을 경우 검출이 가능하지만, 정보가 없

을 경우에는 전통육종에 의한 변이 발생과 구별할 수 없는 경

우가 있다. 즉 전통육종 산물과 매우 유사한 ODM, SDN-1, 2

산물은 변이발생 위치 정보를 활용할 경우 검출이 상대적으로

용이하지만 최종산물을 전통육종과 구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SDN-3, cisgenesis, intragenesis의 경우 검출과 동정 가능성은

형질전환과 동일하다. 마지막으로 역육종, 아그로접종, 접목,

RdDM은 대상 생물 유전체의 유전자변형을 유도하는 기술이 아

니므로 변이 발생 검출과 동정의 대상이 아니다.

각 국의 신육종기술 규제 정책 동향

앞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신육종기술의 규제 체계는 아직 확

립되지 못한 실정이다. 그러나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신육

종기술 중 유전자교정의 규제와 관련된 정책을 결정하였거나 정

책 결정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 장에서는 각 국의 사례를 통해

유전자교정 규제와 관련된 현황을 기술하였다.

미국

미국은 세계 각 국 중 유전자 교정에 대한 정책적 입장을 가장

명확하게 밝힌 국가이다. 2012년 ZFN 기술로 육성한 옥수수에

대해 규제하지 않는다는 결정을 내린 후, 2015년부터 2018년

10월까지 “7 CFR part 340”의 ‘Am I regulated?’ 컨설팅 프로

그램을 거쳐 규제가 면제된 케이스가 26건에 이르며[27], 2018

년 4월 미국 농무성은 유전자교정으로 육성한 작물은 더 이상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하였다. 발표에 따르면 유전자가

Table 1 Comparison of conventional breeding, genetic modification and new breeding techniques in terms of uncertainty, presence of foreign novel

recombinant DNA, detection and identification. Reorganized from the description of reference [7]

Randomness/ 
Unintended genetic 

change

Novel Recombinant DNA
Detection Identification

Intermediate Stage Final Product

Conventional 
Breeding

High N/A N/A Difficult N/A

GM Low Yes Yes Easy Possible

 New Breeding 
Techniques

Gene Editing

 SDN-1 Very Low Yes/No No
Easy with 

Information
Impossible

 SDN-2 Very Low Yes/No No
Easy with 

Information
Impossible

 SDN-3 Very Low Yes Yes
Easy with 

Information
Possible

ODM Very Low No No
Easy with 

Information
Impossible

Cisgeneis/ 
Intragenesis

Low Yes Yes
Easy with 

Information
Possible

Reverse Breeding N/A Yes No N/A N/A

Agro-infiltration N/A N/A N/A N/A N/A

Grafting N/A N/A N/A N/A N/A

RdDM N/A Yes No N/A 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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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되거나 내재 유전자가 더해지는 경우에는 규제 대상이 아

니다[14].

캐나다

캐나다는 대표적인 산물 중심의 규제 국가로서 방법에 상관 없

이 새로운 형질을 보이는 작물은 규제 대상으로 삼는다. 유전

자교정 산물도 기존 정책에 따라 적용 기술이 아니라 산물의

신규 형질 여부가 규제 여부를 결정하는 요인이다[46].

아르헨티나와 남미

대부분의 남미국가들은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에 따

라 자국의 규제체계를 확립하였다. 아르헨티나의 경우 바이오안

전성 의정서의 당사국은 아니지만 자국의 법(Resolution no.

701/2011)에서 GMO를 바이오안전성 의정서의 정의와 동일하게

규정했다. 유전자교정과 관련된 아르헨티나의 입장은 Resolution

no.173/2015에 잘 나타나 있는데, GMO로서의 규제 여부는

case-by-case 분석을 통해 결정하며 transgene이 없을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한다[47,48]. 칠레와 브라질 그리고 콜롬비아

는 아르헨티나의 정책적 결정을 따라가는 추세로 칠레는 2017

년, 브라질은 2018년 1월에 transgene이 없으면 규제하지 않을

것임을 발표했다. 최근에는 콜롬비아 정부가 유전자교정으로 육

성한 카카오를 규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발표했다[49].

유럽연합

유전자교정과 관련된 유럽연합의 정책 결정은 일정 부분 혼란

상태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GMO 규제를 엄격하게 시행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2006년 네델란드 유전자변형위원회(Commission

on Genetic Modification) [3], 2011년 유럽연합집행위원회 공동

연구센터(European Commissions Joint Research Center) [5],

2017년 EC 과학자문단(EC SAM; Science Advice Mechanism) [7]

등에서 신육종기술의 특성을 검토한 후 transgene이 없는 신육

종기술 산물은 규제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제안하는 등 전향적

정책 결정의 가능성을 보였다. 그러나 2018년 7월25일 유럽사

법재판소에서 비자연적으로 발생하는 모든 변이체는 규제 대상

이며, 단 방사능 변이와 같이 오랜 기간 동안 익숙한 것은 규

제에서 예외를 둔다고 판결함으로써 향후 유럽연합 집행위의 후

속조치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15]. 앞으로 예상되는 유럽연합

집행위의 후속조치 시나리오로는 사법재판소의 평결을 수용하

여 유전자교정 산물을 GMO의 범주에서 규제하거나 GMO 규

제 규정(Directive 2001/18/EC) 중 규제 예외를 기술한 Annex

1B를 개정하여 유전자교정 산물의 일부(예를 들어 SDN-1, 2)

를 규제 예외 대상으로 삼거나 GMO 규제 체계의 전면적 개편

을 예상할 수 있다[50]. 한편 EU 체제에서 벗어나려는 영국의

BREXIT가 끝난 후 영국의 유전자교정 규제와 관련된 입장은

역내의 규제 흐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이며, 현 시점에

서는 영국이 BREXIT 후 규제에 대해 유연한 입장을 취할 것

으로 예상된다[51].

뉴질랜드와 호주

뉴질랜드 환경보호 당국은 2014년 유전자교정 산물을 GMO 규

제에서 제외한다고 결정하였지만 법원 판결에 의해 이 결정이

번복됐다. 이에 따라 뉴질랜드는 2016년부터 SDN-1까지도

GMO로 규제하고 있다[52]. 호주는 아직 정책적으로 최종 결정

을 내리지는 않았지만 신육종기술의 특성이 전통 육종에 가까

울 경우(SDN-1 등) 규제를 하지 않고 SDN-3와 같이 형질전환

에 가까울수록 규제를 한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53].

중국

중국도 아직 유전자교정 규제 정책을 확립하지 않은 상태다. 다

만 최근 월스트리트 저널 보도에 따르면, 중국 정부는 이 기술

과 관련된 기술 경쟁력 확보에 관심이 많으며 관련 규제도 전

향적인 입장을 취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54].

이스라엘

이스라엘의 National Committee for Transgenic Plants는 2016

년 유전자교정 산물도 Seed Act의 정의와 가이드라인에 따라

규제하기로 결정하였다. 여기에 따르면 식물 유전체에 외래

DNA가 들어가지 않았으면 규제 대상이 아니다[55].

일본

2018년 일본 환경성은 유전자교정 기술로 만든 생물의 규제에

대한 정책안을 결정하고 이에 대한 공개의견 수렴 절차를 완료

하였다. 이 정책안의 요지는 SDN-1은 규제대상이 아니고, SDN-

2와 3은 규제 범위에 포함하되 self-cloning 및 natural occurrence

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일본의 기존 Living Modified

Organism (LMO) 정책을 유전자교정에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여기에서 self-cloning이란 숙주와 동일한 분류학적 종에 속하는

생물의 핵산만을 도입하는 것이며, natural occurrence는 숙주가

속한 종과 자연조건에서 핵산을 교환하는 종에 속하는 생물의

핵산을 도입하는 것을 말한다[56].

기타 국가

말레이시아는 아직 신육종기술의 산물에 대한 정책을 결정하지

는 않았다. 그러나 역육종과 RdDM 등을 제외한 cisgenesis,

intragenesis, 합성생물학, 접목의 경우 GMO로 규제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며, 유전자교정과 일시 발현 기술의 규제에

대해서는 아직 예상하기 어렵다[57]. 인도의 경우 1989년에 제

정된 법률에서 정의한 ‘gene technology와 genetic engineering’

에 따라 규제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며 현재는 적절한 가이드라

인과 표준 집행 규범을 준비 중이다[58].

각 국의 GMO 규제 체계와 신육종기술 규제 전망

2018년 11월 현재 EU를 비롯한 세계 171개국이 가입한 카르타

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CPB, Cartagen Protocol on Biosafety)

는 유전자변형생물체(LMO)의 국가간 이동을 규제하는 국제협

약이다. 또한 의정서는 그 이행을 위해 당사국들이 구축했거나

구축 중인 법률과 아르헨티나 등 일부 비당사국의 GMO 규제

를 위한 법률 제정의 기반이 되었다. 따라서 신육종기술 규제

여부와 관련된 각 국의 GMO 규제 체계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 CPB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59]. CPB는 제3조 (g)항에서

규제 대상이 되는 LMO를 ‘현대생명공학을 이용하여 얻어진 새

로운 조합의 유전 물질을 가진 살아있는 생물체’로 정의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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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i)항에서는 현대생명공학을 재조합 DNA나 세포 혹은 세

포 내 소기관에 핵산을 직접 주입하는 것을 포함한 생물체에

핵산 기술을 적용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즉 CPB는 현대

생명공학기술(process)을 이용해서 만든 생물체 중 새로운 조합

의 유전물질을 가진 것(product)을 LMO규제 대상으로 삼았다.

이 규정에 대해 Atanassova와 Keiper는 현대생명공학기술 이용

이라는 점을 들어 과정 중심(process based)의 규제라고 했다[8].

반면에 Ishii와 Araki는 새로운 조합의 유전물질을 가진 생물체

가 규제 대상임을 들어 산물 중심(product based) 규제라는 결

론을 내린 바 있다[60].

세계 각 국의 LMO 규제 중에서 완전한 산물 중심 규제 체

계를 갖춘 나라는 캐나다라고 할 수 있다. 캐나다의 경우 ‘새

로운 형질(novel trait)를 가진 작물’은 모두 규제대상으로 삼는

다. 미국도 이와 유사하게 식물해충과 잡초, 건강에 해로운 독

성 물질을 포함하는 식품과 환경에 비합리적일 정도로 악영향

을 끼치는 살충제 등을 규제 대상에 포함시켰다. 즉 적용된 기

술에 상관없이 산물의 형질을 규제 결정에 있어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삼았다. 반면에 산물의 성질에 상관 없이 적용기술만

을 대상으로 규제하는 완전한 과정 중심 규제 국가는 없다고

할 수 있다. Table 2에서는 Ishii와 Arakirk가 조사한 34개국

중 30개국을 대상으로 카르타헤나 관련법에 명문화된 GMO 정

의를 분석했다[60]. 표에 따르면 30개국을 방법에 상관없이 산

물의 성질에 따라 규제하는 캐나다와 미국 2개국(그룹 1), ‘비

자연적 방법’으로 ‘유전적 변이’를 일으킨 생명체로 정의한 국

가는 EU를 비롯한 8개국(그룹 2), ‘현대생명공학 혹은 유전공

학’을 이용해 ‘유전적 변이’가 일어난 생명체로 정의한 국가는

호주를 비롯한 8개국(그룹 3), 마지막으로 ‘현대생명공학/유전

공학’ 기법으로 ‘새로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하게 된 생물체

로 정의한 국가가 아르헨티나 등 10개국(그룹 4)로 분류할 수

있다. 각 그룹간의 차이는 규제 대상인 기술과 산물의 범위를

넓게 잡느냐 혹은 좁게 설정하느냐인 것으로 보인다. 즉 전형

적인 산물 중심 규제 국가인 캐나다와 미국의 경우(그룹 1) 적

용 기술을 제한하지 않고 있으며 과정 중심 규제의 특성을 뚜

렷하게 보이는 유럽연합 등(그룹 2)은 다른 그룹에 비해 규제

대상인 적용 기술과 산물의 범위를 상대적으로 넓게 설정했다.

한편 그룹 3에 속하는 국가들은 그룹 2에 비해 규제 대상 기

술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으며 그룹 4의 경우 그룹 2에 비해서

는 규제 대상 기술의 범위를, 그룹 3에 비해서는 산물의 범위

를 제한하고 있다.

Ishii와 Araki의 분석에 따르면 과정 혹은 산물 중심 등 GMO

규제범위의 차이는 GMO의 재배와 활용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다[60]. 그러나 Table 2에서 정리한 각 국의 GMO 규제 범위와

위에서 기술한 유전자교정 규제 정책이 가시화된 사례를 비교

해보면, 그룹 2에 속하는 유럽연합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그룹

1의 캐나다와 미국, 그룹 3의 호주와 브라질, 그리고 그룹 4의

아르헨티나, 콜롬비아, 일본, 중국 등은 신육종기술, 특히 유전

자교정 기술에 대해 전향적 입장을 취하고 있으며 최소한 SDN-

1에 대해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했거나 제외할 것이 예상된다.

Ishii와 Araki의 분석에 따르면 대한민국도 일본 등과 같이 산

물 중심의 GMO 규제체계를 갖추고 있다[60]. 또한 Table 2의

분석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규제 대상 기술과 산물의 범위

를 좁게 설정한 그룹 4에 속한다. 현재 대한민국에서는 민간 차

원에서 신육종기술에 대한 규제 가능성 혹은 타당성에 대해 논

의를 진행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도 이 문제에 대해 다각적인 검

토를 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

한민국과 같은 그룹에 속한 국가들 다수가 유전자교정 기술이

적용된 SDN-1을 규제 대상 밖에 두는 정책을 취한다는 국외

동향은 앞으로 정부의 정책 결정에 참고할만한 가치를 가진다

고 할 수 있다.

국내의 신육종기술의 규제 여부와 관련해서 검토해야하는 또

하나의 과제는 GMO 규제와 관련이 있는 국내법 간의 관계이

다. 현재 국내에는 카르타헤나 바이오안전성의정서 이행을 위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국가간 이동 등에 관한 법(LMO법)’ 이외

에도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등이 GMO 표시제

와 유전자변형 식품의 안전성 심사에 대한 규정을 담고 있다

[61-63]. LMO법에서는 LMO를 “인위적으로 유전자를 재조합하

거나 유전자를 구성하는 핵산을 세포 또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직접 주입하는 기술(현대생명공학기술)을 이용하여 새롭게 조합

된 유전물질을 포함하는 생물체”로 정의하고 있다. 그러나 식품

위생법에서는 유전자변형식품 등을 “현대생명공학기술을 활용

하여 재배ㆍ육성된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등을 원재료로 하

여 제조ㆍ가공한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로 정의하여, 산물의 특

성 혹은 성질에 대한 규정 없이 현대생명공학 기술로 재배 육

성된 산물을 규제하도록 하였다. 이 규정을 Table 2에 따라 분

Table 2 Classification of countries or jurisdictions based on the definition of GMO described in Laws related to Cartagena Protocol on Biosafety in

terms of the characteristics of process and product. Reorganized from the supplement Table 1 of reference [60]

Product

Wide Narrow

No Limit Mutation Novel Combination of Genetic Material Product Properties

Process

Wide No Limits
(Group 1) Canada, 

USA (2)

unnatural way
(Group 2) Burkina Faso, Czech Rep., 
EU, New Zealand, Portugal, Romania, 

South Africa, Spain, UK (9)

Narrow

Modern 
Biotechnology 

or genetic 
engineering

(Group 3) Australia, Bolivia, Brazil, 
China, Honduras, India, Pakistan, 

Slovakia (8)

(Group 4) Argentina, Bangladesh, 
Colombia, Costa Rica, Japan, Mexico, 
Philippines, Korea, Russia Fed., Sudan, 

Uruguay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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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하면 식품위생법은 거의 완전한 과정 중심의 규제체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서는 유전자변형농수산물

을 ‘인공적으로 유전자를 분리하거나 재조합하여 의도한 특성

을 갖도록 한 농수산물’로 정의하고 있으나, 이 법은 농수산물

의 표시와 관련된 규제를 규정한 법으로서 안전성 평가, 심사,

승인 등의 규제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은 없다. 이와 같이 우리

나라의 유전자변형 생물체 규제관련 법 3종에 기술된 유전자변

형의 정의는 각기 다르다. 특히 안전성 심사, 승인 등의 규제

관리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LMO법과 식품위생법에서 기술

한 유전자변형 생물체 혹은 식품의 정의에 따른 규제 방향이

산물 중심(LMO법)과 과정 중심(식품위생법)으로 나뉘어 있어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져서 유전자교정을 비롯한 신

육종기술에 대한 규제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국내 법률간의 여

러 가능성을 미리 검토하여 규제 체계를 재정비할 필요가 있다.

결 론

국제 사회에서 그리고 각 국가별로 GMO를 규제하는 것은 현

대생명공학 기술의 현재 및 잠재적 위해 가능성을 검토하여 기

술의 안전한 사용을 보장하기 위함이다. 지난 20여년에 걸친 산

업적 활용 경험에 비춰볼 때 GMO가 인간과 환경에 위협적인

존재인 지에 대해서는 의문이지만, 현존하는 법률적, 제도적 규

제 장치에 따라 매우 엄격하게 관리되어왔다. 이에 따라 GMO

개발과 상업화에는 필요 이상의 막대한 개발 및 규제 비용이

소요되었고, 이는 시장 진입장벽의 확대와 시장 집중화로 연결

되어 소수의 다국적 거대기업만이 기술 혁신의 과실을 따먹는

결과로 이어진 것도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특정 기술의 위해성에 대해 일반화하여 기술하는 것은 불가

능하다. 신기술의 위해성에는 제품의 특성(생리 대사, 생화학적

형질특성 등)뿐만 아니라 재배 중 환경의 변화, 영농방식 등 다

양한 요인이 영향을 미치므로 일반화하여 비교할 수 없다. 다

만 의도하지 않은 위해성은 변이의 무작위성에 의해 발생할 가

능성이 높다는 점을 고려하면 각 기술의 비의도적, 무작위적 변

이 창출 가능성을 비교하여 위험가능성을 간접적으로 비교할 수

는 있을 것이다.

이 보고에서 우리는 신육종기술로 분류되는 작물의 새로운

변이 창출에 대해 검토했다. 이들 중 일부는 최종 산물 내에 새

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포함(cisgenesis, intragenesis, SDN-3

등)하며 나머지는 신작물 육성 중간단계에서는 포함하지만 최

종적으로 제거(역육종, RdDM, SDN-1, SDN-2)하거나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의 도입(transgenesis)과정을 거치지 않는다(접목,

아그로 접종, ODM, SDN-1, SDN-2). 따라서 신육종기술 중

LMO법과 관련해서 규제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야 할 기술로는

최종적으로 새롭게 조합된 유전물질을 가지고 있는 cisgenesis,

intragenesis, SDN-3와 중간단계에서 transgenesis를 거치는 역육

종, RdDM, SDN-1, SDN-2를 들 수 있다. 위에서의 비교 검토

한 바에 따르면 신육종기술이 적용된 육종 산물은 모두 전통육

종과 GM 기술에 비해 무작위적 변이발생 가능성이 낮으며, 비

의도적 변이 발생의 가능성도 낮다고 할 수 있다. 또한 SDN-1

과 -2의 경우 창출된 변이가 기술 특성상 방사능 혹은 화학물

질 처리에 의한 변이 창출과 변이 위치를 정확하게 조절할 수

있다는 점을 제외하곤 동일하다는 점에서 산물의 차별화는 불

가능하다.

유전자교정과 관련된 국제 동향을 분석한 결과 산물 중심의

경향을 보이는 GMO 규제 체계를 채택한 국가들은 외래 유전

자(transgene)가 없는 경우 GMO 규제에 포함시키지 않는 경향

을 보였다. 한편 과정 중심의 규제 국가인 뉴질랜드와 유럽연

합은 SDN-1을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려는 움직임을 보이다가

사법기관의 제동이 걸린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사법기관의 유

일한 판단 기준이 기술 간의 실질적 차이가 아닌 관련법에 기

술된 규제 대상이라는 점에서 실제로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하

는 부서와는 입장이 다르다는 것이 이러한 결과로 이어졌다고

생각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변형 작물 혹은 농산물을 규제하는

양대 축인 LMO법과 식품위생법이 서로 다른 규제 개념을 가

지고 있어 유전자교정 등 신기술의 규제여부를 결정하는데 논

의가 필요하다.

지난 20여년간 우리는 유전자변형 작물의 규제체계를 운영하

면서 적지 않은 시행 착오와 경험을 쌓았다. 신육종기술을 어

떠한 방식으로 규제, 관리할 지를 결정하고 이에 걸맞은 규제

체계를 구축함에 있어서 기술 산물의 불확실성, 실질적 위해가

능성, 규제 정책 집행 가능성 및 규제로 인해 얻을 수 있는 이

익과 문제점 등을 면밀하게 검토해야 한다. 이러한 과정에서 그

동안 유전자변형 작물을 대상으로 집행했던 규제 정책의 경험,

도출됐던 문제점 등도 함께 고찰해서 합리적인 정책 결정을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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