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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2013년, 미국 캘리포니아의 한 공립학교에 다니는 학생인 Colman Chadam

은 낭포성 섬유증(Cystic Fibrosis, 이하 ‘CF’라 한다) 유전자 보인자인데, CF
의 교차 감염을 우려한 다른 학부모들의 이의 제기로 인해, 자신을 강제로 전학
시킨 학교의 조치가 프라이버시를 침해하고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를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하였다.

Chadam은 해당 학교에 입학할 당시, 과거 심장수술을 할 때 받았던 유전자 
검사 결과를 포함한 신입생 건강보고서(Report of Health Examination For 
School Entry)를 학교에 제출 했었는데, 그 내용이 학교를 통해 다른 학부모들
에게 알려짐으로써 자신이 차별을 받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그는 CF 
유전자를 갖고 있었지만 질병은 전혀 발현되지 않은 상태였고, 전문가에 의해 
이러한 경우는 교차 감염의 위험이 없다고 밝혀져 더욱 논란이 되었다.  이 사
건은 유전정보의 활용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회적 부작용의 예를 잘 보여
준다.1)

우리나라는 지난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에서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
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였고(제50조제3항제2호),2) 이에 국내의 한 보
험회사에서는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Direct-to-Consumer) 
유전자 검사를 별도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
된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3)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 검사 시장이 아직 큰 

1) “Palo Alto DNA-privacy case could have wide implications”(2016. 1. 26.) [https://www. 
paloaltoonline.com/news/2016/01/24/palo-alto-dna-privacy-case-could-have-wide-im-
plications 최종방문일 2017.6.23.] 참조.

2) 예방 목적의 유전자검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여 유전자검사 분야의 경쟁력을 확보를 위
해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를 보건복지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법제처 개정이유). 비의료기관을 통해 할 수 있는 검사는 
12가지 항목(체질량지수, 중성지방농도, 콜레스테롤, 혈당, 혈압, 색소침착, 탈모, 모발굵
기, 피부노화, 피부탄력, 비타민 C농도, 카페인대사)으로 제한되어 있다(보건복지부고시 
제2016-97호, 2016.6.20.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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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이 아니지만 관련 규제가 점차 완화됨에 따라 유전정보의 활용도 크게 늘어
날 것으로 예견된다.4)

아래에서는 이러한 유전정보의 활용 증가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중요한 문
제 중 하나인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와 관련하여,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독립
된 법률을 마련하고 있는 미국(2008년), 캐나다(2017년)와 유전자 검사에 관
한 법률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독일(2010년) 및 협약
(2005년)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을 규율하고 있는 영국을 중심으로 각 나
라의 규율 현황을 살펴보고자 한다.

II.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의 형식과 내용 일반 
1.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형식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는 크게 i) 실정법에 의한 규제와 ii) 실정법 외의 
방법에 의한 규제로 나눌 수 있다. 전자는 다시 ⓐ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별
도의 법이 있는 경우, ⓑ 유전체 연구 혹은 유전자 검사 등 유전정보와 관련이 있
는 법에서 유전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경우, ⓒ 일반적 차별금지법만 있는 경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후자는 ⓐ 정부에서 지침 ․ 권고 등 형식으로 금지하는 경
우, ⓑ 관련 단체들이 정부와 자발적으로 협약을 맺는 경우, 혹은 ⓒ 법원 판례를 
통해 유전자정보차별에 관한 기준이 형성되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3) DTC 유전자 검사는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 검사기관이 직접 소비자에게 서비스를 제공
하는 방식의 검사이다. 보험회사가 가입자에게 DTC 검사 서비스를 제공하더라도, 해당 
보험회사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제공받지 않는다. 검사에 대한 동의와 검사결과 회신은 
서비스를 신청한 개인과 유전자 검사기관 사이에서 별도로 이루어진다.; “라이나 생명 고
객님 DNA 분석해드립니다”, ｢서울경제｣, 2016. 6. 28. 

4) 2016년 11월 20일 기준 국내 유전자 검사기관은 의료기관이 91곳, 비의료기관이 94곳으로 
총 185곳이며, 비의료기관 가운데 DTC 유전자 검사 시행 신고기관은 21곳으로 22.3% 수
준이다.; 김지훈, “국내 개인 의뢰 유전자 검사(DTC) 동향”, ｢BRIC View 동향리포트｣, 
2017. 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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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내용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행위의 규제 내용은 i) 유전자 검사 실시 자체와 관

련된 측면, ii) 유전자 검사 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측면으로 나누어진다.  
먼저 유전자 검사의 실시와 관련된 문제는 다시 ① 타인으로 하여금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 자체를 금지하는 경우(유전자 검사 요청의 금지), ② 타
인에게 유전자 검사를 받을 것을 요청하면 상대방이 그에 응하여 자유로운 의
사로 하는 것은 허용하되, 타인으로 하여금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하는 것
은 금지하는 경우(유전자 검사 강요의 금지)로 구별해볼 수 있다. 사실 타인에
게 유전자 검사를 실시하도록 하는 것 그 자체가 항상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
행위가 되는 것은 아니지만, 그와 밀접한 전 단계의 행위이므로 유전정보 차별
금지의 규율 범위에 포함되는 경우가 많다.5) 

다음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의 활용과 관련된 측면을 보면, ① 활용을 전면적
으로 금지하는 경우, ② 활용이 금지되는 영역을 명시하는 경우, ③ 활용이 허
용되는 영역을 명시하는 경우, ④ 활용을 허용하되 그것에 근거한 차별의 비합
리성을 문제로 삼는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다. 

III. 한국의 규율 현황
1. 헌법상 평등원칙

헌법 제11조 제1항은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 종교 

5) 물론 구체적인 사례에서 요청과 강요에 대한 해석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예를 들어
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에게만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경우에, 
그것이 상대방의 자유의사에 미치는 영향이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다. 실제 미국에서는 직장 
내 건강보험과 연계된 건강관리프로그램(Workplace Wellness Program)을 운영하는 고용
주들이 많은데, 건강검진을 받는지 여부에 따라서 차등적인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차별인지가 논란되고 있다.; EEOC v. Honeywell Int'l, Inc., 2014WL5795481(D. Minn., 
November 6,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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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 경제적 ․ 사회적 ․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
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고 하여 평등원칙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6) 
헌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차별금지를 규정하고 있으므로, 합리적 근거 없는 
유전정보 차별은 헌법이 선언한 평등이념에 위배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7) 

후술하는 생명윤리법의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역시 헌법의 평등
원칙에 근거한 것이며, 이로부터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도출된다.8) 또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금지 규정이 없더라도 헌법
이념에 위반되는 형태의 차별이 모두 허용되는 것은 결코 아니며, 나아가 법령
의 형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구체적인 내용을 규정한다면 그 내용은 헌
법상 평등원칙에 부합하는 것이어야 한다.9)

6) 비록 헌법에 ‘평등권’이라는 명시적인 표현은 없지만 헌법재판소 판례는 주관적 권리로서
의 평등권도 인정한다. 

7) “헌법 제11조 제1항의 평등의 원칙은 일체의 차별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을 의미
하는 것이 아니라 입법과 법의 적용에 있어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고 따라서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 내지 불평등은 평등의 원칙에 
반하는 것이 아니다. 그리고 합리적 근거 있는 차별인가의 여부는 그 차별이 인간의 존엄
성 존중이라는 헌법 원리에 반하지 아니하면서 정당한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
하고도 적정한 것인가를 기준으로 판단되어야 한다.” 헌재 1994.2.24. 92헌바43.

8) 다만 사인에 의한 평등권 침해인 경우에는 기본권의 대사인적 효력의 인정 여부가 문제된
다. 대법원은 “헌법상의 기본권은 제1차적으로 개인의 자유로운 영역을 공권력의 침해로
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어적 권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 헌법의 기본적인 결단인 객관적인 
가치질서를 구체화한 것으로서, 사법(私法)을 포함한 모든 법 영역에 그 영향을 미치는 
것이므로 사인간의 사적인 법률관계도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에 적합하게 규율되어야 한
다. 다만 기본권 규정은 그 성질상 사법관계에 직접 적용될 수 있는 예외적인 것을 제외하
고는 사법상의 일반원칙을 규정한 민법 제2조, 제103조, 제750조, 제751조 등의 내용을 
형성하고 그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법관계에 효력을 미치게 된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법원 2010.4.22. 선고 2008다38288 전원합의체 판결.

9) ｢헌법｣ 제32조 제4항의 “여자의 근로는 특별한 보호를 받으며, 고용 ․ 임금 및 근로조건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규정,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양성평등기본법｣은 
모든 영역에서의 자의적인 차별을 금지하고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고자 한 헌법의 평등원
칙을 구현하기 위한 규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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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률상의 규율 
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국내법 중 유전정보 차별에 대하여 직접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유일한 규정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제46조(유전정
보에 의한 차별 금지 등)이다. 현재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독립된 법률이나 지
침은 없고 유전체 연구, 유전자 검사와 같이 유전정보와 관련이 있는 내용을 다
루는 법률인 생명윤리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

제46조 제1항은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한다는 선언적 내용을 담
고 있다. 유전정보 차별이 금지되는 영역으로는 ‘교육 ․ 고용 ․ 승진 ․ 보험 등 사
회활동’이라 규정하여, 직접 열거하고 있는 영역 뿐 만 아니라 사회활동 전반에
서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원칙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고 있다.10) 

동조 제2항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유형으로 유전자 검사의 실시 및 
결과 제출의 ‘강요’만을 규정하고, 그것의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다. 또  
‘누구든지’ 강요하여서는 안 된다고 하여 차별행위의 주체를 제한하지 않았다. 
그리고 예외적인 ‘허용’ 사유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라고 하
여 생명윤리법에서 직접 다루지 않고 있으며, 예외적인 활용에 따르는 의무나 
관리 ․ 감독 책임에 관한 규정도 없다.11) 

동조 제3항은 환자 본인 외의 제3자에게 제공하는 진료기록이나 의무기록
에 유전정보를 포함시키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12) 제2항과 달리 
유전정보가 포함된 의무기록의 제3자 제공에 대한 예외는 ‘해당 환자와 동일

10) “누구든지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 ․ 고용․ 승진 ․ 보험 등 사회활동에서 다른 사람을 차별
하여서는 아니 된다.”

11)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누구든지 타인에게 유전자검사를 
받도록 강요하거나 유전자검사의 결과를 제출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

12) “의료기관은 ｢의료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환자 외의 자에게 제공하는 의무기록 및 진료
기록 등에 유전정보를 포함시켜서는 아니 된다. 다만, 해당 환자와 동일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의 요청이 있고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조치를 한 경우
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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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질병의 진단 및 치료를 목적으로 다른 의료기관이 요청하는 경우’라고 구체
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 단서 조항은 해당 정보의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차별의 위험에 대한 고려 없이 특정 목적이 있는 경우로만 한정하고 있어 
다른 예외 인정가능성에 대해서도 고려가 필요해 보인다.

나아가 앞의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에 대해서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는 벌칙 조항을 두고 있어, 
외견상 유전정보 차별을 상당히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듯하지만, 권리보호 
기능을 실질적으로 수행하는지 여부는 미지수이다.13) 

왜냐하면 제1항은 차별금지에 대한 선언적 내용만 담고 있을 뿐, 구체적으
로 어떠한 행위를 차별행위로 볼 것인지에 관한 해석 기준이 전혀 마련되어 있
지 않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만약 보험약관상 적법하게 고지의무의 대상으로 
규정되는 어떤 병력이 유전정보에도 해당하는 경우, 보험회사가 그 정보에 근
거하여 보험인수를 거절했다고 하더라도 위 제1항의 규정만을 근거로 보험회
사의 행위를 위법하다고 단정하기는 힘들 것이다. 또 제2항에서는 유전자 검
사의 실시 및 결과 제출의 ‘강요’만을 금지하고 있을 뿐 ‘요청’에 대해서는 언급
이 없으므로 피검사자인 본인의 동의를 얻어 검사를 받도록 하거나 결과를 제
출하도록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남아 있다.

그러므로 아직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을 받았음을 이유로 적극적으로 소
송이 제기된 사례는 없지만, 이를 유전정보 차별의 발생 또는 발생가능성이 없
다거나 법적 규제가 완벽한 까닭이라고 해석할 것은 아니다. 그보다는 오히려 
유전정보 차별 및 차별금지 규정의 존재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인해 분쟁이 표
출되지 않은 상태인 것으로 분석하는 쪽이 좀 더 현실에 가까울 것이라고 본다. 

나. 고용, 보험 및 교육 영역에서의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서는 성별 ․ 국적 ․ 신앙 ․ 사회적 신분을 

13) 생명윤리법 제67조(벌칙)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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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유로 한 근로조건의 차별을 금지하고 있다. ｢보험업법｣ 제97조(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제1항 제10호는 “정당한 이유 없이 ｢장애인
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장애인의 보험가입을 거
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129조(보험요율 산출의 원칙) 제
3호는 “보험요율이 보험계약자 간에 부당하게 차별적이지 아니할 것”을 규정
하고 있다. ｢교육기본법｣ 제4조(교육의 기회균등)는 “신체적 조건 등을 이유
로 교육에서 차별받지 아니함”을 규정하고 있다.

IV. 외국의 규율 동향
1. 미국의 경우 

가. 개관 
미국은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GINA)｣을 별도로 제정해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문제를 다루
고 있다.14) 1995년에 법안이 의회에서 소개된 후 13년에 걸친 입법 노력 끝에 
통과된 것이다.15) 미국은 1964년부터 ｢미국 시민권법 제7편(Title Ⅶ of the 
U.S. Civil Right Act)｣을 제정한 이래 인간의 존엄과 가치와 평등권을 실현하
기 위하여 많은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 왔고, 이에 기초하여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 (ADA), Health Informatio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16), Affordable Care Act (ACA) 등 장애나 건강정보에 기초한 
14)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P.L. 110-233, 122 Stat. 881). 
15) 2003년에 들어서 처음으로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이라는 명칭으로 제출 된 

후 2007년까지 4회에 걸쳐 동일한 명칭의 법안이 제출되었다. 이 법안과 동일한 내용의 
법안이 2008년 다시 제출되었고, 같은 해 4월 24일 상원 통과(투표결과 찬성 95 반대0), 
5월 1일 하원 통과 (찬성 414 반대1) 후 5월 21일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서명함으로써 
시행되게 되었다[해외법제뉴스 - “미국의 ｢유전자 정보 차별금지법(GINA; Genetic 
Information Non- discrimination Act of 2008)｣”, 법제, 2009. 1., 참조].

16) HIPAA는 고용주가 제공하는 직장단체보험(employer-sponsored group health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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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금지하는 내용의 법이 시행되고 있다. 특히 ‘오바마케어법’으로도 불리
는 ACA는 건강보험에서 ‘기존의 건강상태(preexisting conditions)’에 근거
하여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서 GINA와 함께 건강보험에서의 유전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 

나. 적용 범위 
제1절의 건강보험편은 ‘group health plan, health insurance’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열거하고 있지 않은 ‘life insurance, disability insurance, long- 
term care insurance’에 대해서는 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제2절의 
고용편은 피고용인이 15인 미만인 경우에는 대체로 적용되지 않는다.17) 

다. 특징
(1) 유전정보의 정의 
GINA에서는 유전정보의 범위를 상당히 넓게 규정하고 있다. 유전정보를 

“i) 개인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정보, ii) 그 개인의 가족의 유전자 검사에 관한 
정보, iii) 그 개인의 가족(4촌 이내)의 발현된 질병 또는 장애에 관한 정보(가
족력), iv)  유전자 검사, 유전상담, 교육 등 유전자 서비스가 포함된 임상시험
에 참여한 개인 또는 그 가족에 관한 정보”로 정의하여, ‘가족력’까지 유전정보
에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18) 

에서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을 금지한다. 
17) “The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of 2008 Information for Researchers and 

Health Care Professionals”, Departmen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HHS) (April 6, 
2009) [https://www.genome.gov/pages/policyethics/geneticdiscrimination/ginainfodoc.pdf 참
조].

18) 여기서 가족의 유전자 검사에는 임신한 여성의 태아나, 보조생식술을 통해 생성된 배아
의 유전자 검사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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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정보 요청 등 금지
GINA는 위에서 본 것과 같이 유전정보를 정의하고 있지만, 어떠한 행위가 

유전정보에 근거한 차별인지를 정의하고 있지는 않다. 이 법이 적용되는 영역
에서는 유전자 검사와 그 결과제공을 ‘요청, 강요하거나, 나아가 검사결과를 
사는 것도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러한 행위를 모두 차별행위로 폭넓게 
이해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19) 이 법이 적용되는 보험의 보험자는 유전정보
를 근거로 보험의 인수와 보험료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고용주는 유전정보를 
근거로 채용 ․ 해고 ․ 근로조건 등을 결정해서는 안 된다. 

(3) 적용 예외 규정 
(가) 보험의 경우 
① ‘이미 질병이 발현된 경우(based on the manifestation of a disease or 

disorder)’에는 보험자가 그 정보를 기초로 보험가입 자격을 심사하거나 보험
료를 산정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② 또 ‘보험금 지급결정(determination 
regarding payment)’을 위해 그 목적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의 유전정
보를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 ③ 또 연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도 예
외가 인정된다. 다만 인간대상 연구에 관한 연방 규정인 Common Rule 
(45CFR46)을 준수해야 하고, 이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를 보험인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금지되는 등 엄격한 요건 하에서만 가능하다.

(나) 고용의 경우
① Wellness Program의 일환으로 행해지는 경우, ② Family and Medical 

Leave Act of 1993(29 U.S.C. 261)에 따른 권한 있는 요청이 있는 경우, ③ 작

19) A group health plan, and a health insurance issuer offering health insurance coverage in 
connection with a group health plan, shall not request, require, or purchase genetic in-
formation for underwriting purposes; shall not request or require an individual or a family 
member of such individual to undergo a geneti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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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장 독성의 생물학적 영향을 감시하기 위한 경우, ④ 법 집행을 위해 DNA 분
석이 필요한 경우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4) 개별 주법과의 관계
GINA는 연방 차원의 규정이므로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규정을 갖고 있

는 주의 경우에는 GINA와 주법이 함께 적용된다. 2017년 기준으로 건강보험
에 관한 유전정보 차별금지법을 두고 있는 주가 47개, 고용에 관한 법을 두고 
있는 주가 35개이다.20) 이들 가운데는 California와 같이 GINA 보다 더 엄격
하게 유전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주도 있다. 

2. 캐나다의 경우 
가. 개관
2017년 3월 ｢Genetic Non-Discrimination Act(Bill S-201)｣가  하원(House 

of Commons)을 통과하였고, 같은 해 5월에 왕실재가(Royal Assent)를 받아 
캐나다에서도 유전정보를 근거로 한 차별금지 규정이 마련되었다.21) 입법안
이 처음 제시된 것은 2013년으로, 제안한 쪽에서는 “모든 캐나다인들이 차별
에 대한 두려움 없이 유전자 검사의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 하고, G7 국가 중 유
일하게 유전정보 차별을 금지하는 법이 없는 국가임”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이에 대해 트뤼도 국무총리(PM, Justin Trudeau)는 “각 지방의 보
험 산업에 관한 자치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라고 비판하였으며, 캐나다 보험협
회(The Canadian Life and Health Insurance Association, CLHIA)는 “보험금

20) 유전정보의 획득을 금지 주(27개), 보험 인수 결정시 유전정보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45
개), 위험 및 보험료 산청시 유전정보의 사용을 금지하는 주 (42개), Mark A. Rothstein, 
“Understanding Genetic Discrimination Laws”, ELSICon2017 학술행사(2017.06.05.) 발표자
료 참조. 

21) 2016. 4. 상원 통과 [https://openparliament.ca/bills/42-1/S-201/?tab=mentions 마지막 방
문 2017.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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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급가능성을 포함하여 의도하지 않은 결과가 발생할 수 있음”을 이유로 이 
법안에 대한 반대의 뜻을 공식 표명했었다.22)

나. 적용 범위
S-201은 금지되는 행위에 대해서 제3, 4조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데, 보험

과 고용 뿐 만 아니라 ‘일반적인 거래’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a)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제공, (b) 계약 또는 협의의 체결이나 지
속, (c) 계약 또는 협의의 특정한 조건의 제공이나 지속, 이 (a)~(c)의 조건으
로 ‘유전자 검사를 요청하거나 또는 유전자 검사 결과 공개를 요청하는 것’이 
금지되고, ‘유전자 검사 거부 또는 검사 결과 공개 거부’를 이유로 위 (a)~(c)
를 거절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이 법의 제정으로 ｢Canada Labour Code｣, 
｢Canadian Human Rights Act｣도 개정되어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내용이 
추가 되었다. 

다. 특징 
(1) 유전자 검사의 정의
S-201에서는 유전정보를 정의하지 않고, ‘유전자 검사’에 관한 정의 규정

을 두는 방식으로 규정하고 있다(제2조). 이 법에서 유전자 검사는 “질병 또는 
수직적 전이 ‘위험의 예측 또는 모니터링, 진단 또는 예후판단을 목적’으로 
DNA, RNA, 염색체를 분석하는 검사”를 의미한다. 따라서 미국과 같이 예측적 
유전자 검사와 진단적 유전자 검사가 모두 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된다. 

22) “Canada passes genetic non-discrimination bill”, ｢BioNews｣ (2017.3.13.) [http://www. 
bionews.org.uk/page_790464.asp (마지막 방문 2017.5.28.)], “Canada’s new genetic privacy 
law is causing huge headaches for Justin Trudeau“, ｢Science｣(2017.3.10.) [http://www. 
sciencemag.org/news/2017/03/canada-s-new-genetic-privacy-law-caus-
ing-huge-headaches-justin-trudeau (마지막 방문 2017.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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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검사강요 등 금지
S-201에서는 유전자 검사를 받는 것 또는 검사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계약

의 조건으로 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다. 또 고용의 영역에서는 피고용인이 검사
를 받는 것 또는 검사 결과의 공개를 거절한 것을 이유로 해고, 정직, 벌점부과 
등 불이익한 조치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그러므로 고용주가 피고용인으로 
하여금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강요(require)’를 할 수 없음은 명백하나, ‘요청
(request)’을 할 수 있는지 여부는 불분명하다. 또 “고용주는 피고용인의 서면 
동의 없이 유전자 검사 결과를 받거나 그것을 활용해서는 안 된다.”고 하여, 피
고용인의 동의가 있으면 고용주가 유전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것으로도 해석
이 가능하다.

(3) 적용 예외 규정 
i)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의사와 약사 및 ⅱ) 의학 ․ 약학 또는 과학 연구자

에게는 이 법의 제한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 S-201은 미국의 GINA와 달리 
예외규정을 통해 알게 된 정보의 활용목적에 대한 제한이 별도로 없고, 제5조
의 서면동의에 관한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3. 영국의 경우 
가. 개관
영국은 ｢Data Protection Act 1998(DPA)｣에서 ‘sensitive personal data’

에 ‘his physical or mental health or condition’이 포함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유전정보 차별 금지에 대한 조항이 명시되어 있지는 않다. 영국에서 보
험과 관련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정부와 보험협회의 자발적 협약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고용의 경우에는 Information Commissioner’s 
Office(ICO)의 ‘Employment Practices Code(EPC, 2011)’를 통해 고용주들
의 DPA 준수를 장려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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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보험영역  
(1) 협약의 원칙과 목적 
영국 정부와 보험협회(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는 ｢Concordat 

and Moratorium on Genetics and Insurance(이하 ‘이 협약’이라 한다)｣를 
2005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이 협약은 보험회사의 유전정보 사용에 대한 유예
를 선언하고 있지만, “별도의 합의가 없는 한, 보험회사는 모든 소비자의 이익
을 위하여, 공평하게 위험을 평가하기 위해, 모든 관련 정보에 접근하여야 한
다.”는 것을 기본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  즉, ‘소비자의 보험에 대한 공평한 
접근권’과 ‘상업적 실행가능성, 장기적이고 공정한 보험 시장의 필요성’의 균
형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협약은 3년 미만의 주기로 재검토를 하
는 것으로 정했고, 현재 지난 2014년에 이어 2016년에 재검토한 후 2019년까
지 기존의 협약을 더 연장하는 것으로 되어있는 상태이다. 그리고 보험회사의 
ABI 가입조건으로 이 협약의 채택을 규정하여, 간접적인 방식으로 보험회사
들의 참여 강제가 이루어지고 있다.23)

(2) 협약의 적용영역
이 협약에서는 염색체 구조검사(세포유전학적 검사), 특정 유전자의 DNA 

패턴 이상(분자유전학적 검사)과 같은 ‘예측적(Predictive) 유전자 검사’와 증
상을 확인하고 진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진단적(Diagnostic) 유전자 검
사’를 구별하여, 전자만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다. 또 혈액 ․ 소변 검사, 간 기능 
검사 등과 같은 비유전학적 의학적 검사에 대해서도 적용되지 않는다. 예측적 
유전자 검사는 주로 가족력이 있는 경우 개인의 질병 소인을 예측하기 위한 목
적으로 많이 행해지는데, 이러한 검사를 받은 사람도 이 협약으로 인해 그 결과

23) “Concordat and Moratorium on Genetics and Insurance”, HM Goverment &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2014. “Insurance, Privacy and the Concordat and Moratorium“, Genetic 
Alliance UK (2016.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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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공개하지 않고 상당한 수준의 보장이 되는 보험에 가입을 할 수 있게 되었
다.  또 영국의 경우 생명보험이나 CI(Critical Illness)보험 외에 ‘소득보장보
험, 여행보험, 사(私)의료보험, 기타 일회성 또는 연간 정책, 장기요양보험 정
책’에도 이 협약을 적용하고 있다. 즉, 유전자 검사는 예측적 검사로 한정하였
지만, 미국의 GINA가 명시적으로 적용제외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는 생명보험
과 장기요양보험도 적용대상으로 삼고 있는 것이다. 

하지만, 예측적 유전자 검사 결과라도 “i) 유전 방식이 비교적 단순한 단일 
유전자 질환(monogenic), ii) 성인기까지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late- 
onset), iii) 질병으로 발전할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인 경우(high penetrance)”
에는 보험자가 사용 할 수 있다. 영국이 예측적 검사로 적용대상을 한정하면서
도 또 다시 검사 결과를 활용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모든 소비자의 
이익을 위하여 공평하게 위험을 평가함으로써 공정한 보험시장을 만든다.’는 
협약의 기본 취지를 관철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3) 협약의 특징 
이 협약에는 모라토리엄이 적용되는 ‘financial limits’를 두고 있다.24) ① 이 

한도를 초과하는 보험의 경우에 해당하고, 그리고 동시에 ② 전문가 위원회의 
평가 및 정부의 승인을 거친 유전자 검사 결과인 경우에 보험회사가 고객에게 
공개를 요청할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현재 이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은 ‘보장내용이 £500,000를 초과하는 생명보험에서 헌팅턴 무도병 검사 결
과’인 경우가 유일하다.

또 자신의 유전자 검사 결과가 보험인수 결정에서 고려되기를 원하는 보험
청약자가 보험회사에 결과를 공개하는 것은 허용된다. 그리고 보험자는 청약

24) 26. The terms of the Moratorium are as follows. I. Customers will not be required to dis-
close the results of predictive genetic tests for policies up to £500,000 of life insurance, 
or Up to £300,000 for critical illness insurance, or Up to paying annual benefits of £30,000 
for income protection insur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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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의 위험도를 계산하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동의하에 ‘가족력, 진단적 유전
자 검사 결과, General Practitioner의 보고내용’ 등과 같은 건강정보를 요청하
는 것은 가능하다. 

다. 고용영역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에서는 유전자 검사결과를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정보’ 중 하나로 열거하고 있다. Human Genetics Commission이 
고용주들에게 고용의 조건으로 유전자 검사를 받도록 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
는 방식으로 이를 규율하고 있다. 

다만, 특정한 유전적 상태가 다른 사람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것이 명백한 경
우 또는 특정 근무환경이나 행동이 특정 유전적 변이를 가진 근로자에게 구체
적인 위험을 가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석한다.25) 

4. 독일의 경우 
가. 개관
독일은 2010년 1월부터 시행된 ｢인간에 대한 유전자 검사에 관한 법률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이하 ‘GenDG’라 한
다)｣에서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제4장에서는 보험, 제5장
에서는 고용에서의 유전자 검사의 문제를 규정하고 있다.26) 

25) “The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 94면 참조.
26) 김나경, “독일 유전자검사법의 규율 구조 이해”, 의료법학(제17권 제2호), 2016, 94면. 

[https://www.gesetze-im-internet.de/gendg/BJNR252900009.html, 최종방문일: 2017. 5. 
27.].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253

나. 특징 
(1) 보험영역 
보험자는 유전자 검사의 실시 또는 결과 제출을 강요해서는 안 된다. 단, 보

험금이 30만 유로가 넘는 고액보험 중, ‘생명보험, 직업무능력보험, 소득무능
력보험, 연금보험’은 기존에 이루어진 유전자검사결과를 제출하도록 하고 있
다(제18조제1항).27) 그러나 기존의 질병과 장애에 대해서는 반드시 보험회
사에 알려야 한다(제18조제2항). 

(2) 고용영역 
고용의 경우 특정 근로 장소 또는 특정 근로 활동이 원인이 되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 또는 장애와 관련이 있는 유전적 특징을 결정하기 위해서 필
요한 범위 내에서만 ‘직무 관련 의학검사(occupational medical examina-
tions)’로써 필요한 진단적 유전자 검사를 할 수 있다(제20조제2항). 그러나 
고용관계, 승진, 고용상 지시, 해고 등과 관련하여 유전적 특징을 이유로 차별
해서는 안 된다. 또 피고용인이 유전자 검사를 받거나 그 결과를 공개하는 것을 
거절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제21조).28)

V. 시사점
1. 유전정보 활용 허부에 따르는 이해조정의 필요성

미국, 캐나다 및 독일은 모두 고용과 보험 영역에서의 유전정보 활용을 원칙
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유전정보의 활용을 전면 차단하는 경우 그 검사

27) 석종욱, “독일 유전자 진단법 Das Gendiagnostikgesetz”, 최신 외국법제정보(2010-04호), 
한국법제연구원, 80면.

28) 석종욱, 앞의 글, 8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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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알고 있는 보험청약자에 의한 역선택으로 인한 보험재정 위협의 문제
를 방지할 수 없고, 또 근로환경이나 활동으로 인하여 건강상 위험이 발생할 가
능성이 높은 유전적 소인을 가진 근로자의 건강보호 기회를 상실하게 한다는 
문제가 있다.  2016년 캐나다 보험계리협회(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가 발표한 보험인수시 유전자 검사결과의 활용이 CI보험의 위험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보고서에 의하면, “유전자 검사 결과의 활용을 금지함으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보험금 청구가 26% 가량 증가할 것이고(남성의 경우 16%, 여성
의 경우 41%), 30~65세 가입자의 CI 보험료가 상승할 것”이라고 한다.29) 

그러나 한편으론 보험재정의 안정 혹은 피고용인의 건강 보호를 목적으로 

29) ｢Genetic Testing Model for CI: If Underwriters of Individual Critical Illness Insurance Had 
No Access to Known Results of Genetic Tests｣, Canadian Institute of Actuaries, 2016.1.

활용금지 활용허용
보험 보험의 원리와 상충 비(非)보험자의 증가
고용 피고용인의 건강보호 기회 상실 평등한 고용의 기회 위협

<표 5-1> 유전정보 활용 허부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보험의 종류 생명보험, 장애보험, 

장기요양보험
생명보험
직업무능력보험
소득무능력보험
연금보험

고액보험 고액보험 고액보험 
연구 연구 목적인 경우 연구자인 경우
질병과 장애 발현된 질병 장애 기존의 질병 장애 
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 사업장 안전
피고용인 수 15인 미만 
기타 보험금 지급결정,

Wellness Program,
법집행 

의료인인 경우

<표 5-2> 유전정보차별금지 규정 적용제외 기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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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정보의 활용을 허용하게 되면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는 사람들이 증가
할 것이고, 평등한 고용의 기회가 보장되기 힘든 상황이 될 수 있다는 문제가 
또한 야기된다. 그러므로 유전정보의 활용 허부를 둘러싼 딜레마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그 금지와 허용의 경계를 세밀하게 조정하여야 한다. 

2. 유전정보 및 유전자 검사의 정의
아래 <표 5-3>을 보면 유전정보 및 유전자 검사에 대한 정의는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 범위의 확정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미국 캐나다 영국 
본인의 유전자 검사 결과 적용 적용 적용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적용 알 수 없음 적용 

가족력 적용 알 수 없음 적용 X 
예측적 유전자 검사 적용 적용 적용 △(예외인정)
진단적 유전자 검사 적용 적용 적용 X

<표 5-3> 유전정보차별금지 규정이 적용되는 유전정보의 범위

미국의 경우에는 법이 적용되는 보험의 종류를 주로 건강보험에 한정하되 
건강보험에 대해서는 가족력(family medical history)을 활용하는 것도 차별
에 속하는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를 도모하고 있다. 반
면에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영역을 넓게 잡으면
서 유전자 검사의 종류도 구별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규율의 타당성 뿐 만 아니
라 보험 산업에 대한 지방의 자치권에 대한 논란이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보인
다.30) 

30) 미국은 연방법 외에도 주에서 제정한 유전정보 차별금지법이 존재하는 반면, 연방제 국
가라는 공통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는 아직 각 지역 단위의 법이 존재하지 않는
다. 그리고 캐나다의 경우 보험 산업에 대한 행정권한은 각 지역이 갖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연방법으로 유전정보 차별을 규정하는 것의 위헌성이 문제 되었다. 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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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경우에는 미국이 명시적으로 제외하고 있는 생명보험을 포함하여 
여행보험, 사(私)의료보험과 같이 공공성이 낮은 보험도 법의 적용대상으로 
삼는 대신에, 보험회사가 활용할 수 없는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매우 한정함으
로써 보험의 원리와의 조화를 도모하고 있다는 특징이 있다. 

우리나라 생명윤리법은 보험이나 유전자 검사의 종류를 세분하여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규율의 타당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어느 범위까지 법의 적용대상
으로 삼을 것인지 명확하게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일례로  GINA의 경우
에는 ‘증상이 발현된 질병에 관한 정보’와 ‘유전정보’의 구별의 모호함으로 인
한 법 적용상의 어려움이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다.31) 

3. 관련 규정의 고려
미국의 경우 GINA가 적용되지 않는 영역에서는 Americans with Disabilities 

Act(ADA), Health Information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HIPAA), 
Affordable Care Act(ACA)와 같은 관련 규정들에 의해 보호를 받는다. 그럼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호가 충분하지 못하다는 지적이 있다. 예를 들어서 이
미 증상이 ‘발현(manifested)’된 질병인 경우에는 GINA에 의해서 보호를 받
지 못하는데, 그것이 ADA가 적용될 수 있는 ‘장애(disability)’에도 해당하지 
않는 경우 법적 공백이 발생한다(<표 5-4>).

또 GINA에서 고용의 경우 ‘Wellness Program’으로 유전자검사가 시행되는 
것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는데, 2016년 5월에 발표된 ｢House 
Resolution 1313｣은 피고용인이 건강검사를 받는지 여부에 따라 직장 내 건강
보험에 관한 인센티브를 차등적으로 부여하는 것을 허용하고 있어서 GINA를 

찬성 측은 유전정보차별금지 위반에 대한 형사처벌 규정이 법에 포함되어 있고, 형사처
벌 권한은 연방이 갖고 있기 때문에 합헌이라고 주장한다. Yann Joly, “A need to redefine 
privacy in the context of a data intensive health system”, 연세대 ELSI 센터 제5차 Genomic 
ELSI Forum 강연(2017.6.15.)참조. 

31) Anya E. R. Prince, Benjamin E. Berkman, “When Does an Illness Begin: Genetic 
Discrimination and Disease Manifestation”,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2012, p.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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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무력화시킨다는 논란이 있다.32)
이러한 사례들에 비추어 봤을 때 유전정보 차별금지에 관한 규율을 함에 있

어서는 중첩되거나 상충하는 규정이 없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고 조율하는 것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개인정보 보호법｣은  유전정보를 민감 정보로 분류하여 원칙적
으로 처리를 제한하면서 예외적으로 법령에 근거가 있거나 정보주체의 민감정
보 처리에 대한 동의가 있는 경우에 처리를 허용하고 있다(제23조). 그러나 정
보주체의 유전정보처리에 대한 동의가 유전정보 차별을 정당화하는 근거로 무
분별하게 원용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보주체의 유전정보 처
리에 대한 동의가 있더라도 유전정보에 근거하여 고용이나 보험에 있어서 합
리적 근거 없이 차별을 가하는 것이 허용되는 것이 아님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반대로 생명윤리법 제46조(유전정보에 의한 차별)에서는 유전자 검사 결과
의 제출의 강요를 금지하고 있지만,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에 관
한 법률(2017.12.30.부터 시행 예정)｣ 제12조(장애인 건강보건정보사업)에 
근거하여 장애인 건강보건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유전자 검사 결과의 제

32) “Opposition grows to ‘workplace wellness’ bill that would scale back genetic privacy”, 
｢STAT News｣ 기사, (2017.3.13.). “House Republicans would let employers demand 
workers’ genetic test results”, ｢STAT News｣ 기사, (2017.3.10.). Michael Hiltzik, “The 
workplace wellness program scam strikes again: Employers could demand your genetic in-
formation”, ｢Chicago Tribune｣ 기사 (2017. 3. 15).

Asymptomatic Epigenetic marks 
Biomarkers

Endophenotypes
Mild symptoms

“Substantial Limitation 
of Major Life Activity?”

“Manifestation of 
Disease”

ADA NO NO YES
GINA YES NO NO

자료: Mark A. Rothstein, “Understanding Genetic Discrimination Laws”, The 4th ELSI 
Congress 학술행사(2017.06.05.) 발표자료.

<표 5-4> ADA와 GINA의 적용영역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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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을 요청하는 것은 허용될 수 있다. 다만, 이와 같이 특별한 목적을 위하여 예
외적으로 유전자 검사 결과를 제출 받은 경우 그 결과의 목적 외 사용을 금지하
고 정보의 처리 현황을 엄격하게 관리 ․ 감독할 수 있는 명시적인 규정은 없으
므로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 

4. 전문가 집단의 협력 
보험 및 고용은 우리 사회의 중요한 축을 이루는 부분으로서 이에 대한 규율

은 그 분야에 대해 깊이 이해하고 있는 전문가들의 거시적인 안목이 필요하다. 
또 유전자 검사는 질병의 확인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지만 확률적으로 미
래의 위험을 예측하고자 하는 것이 주된 목적인바, 사실 의료진이나 연구진 사
이에서도 합의되지 않은 유전적 변이가 있고, 아직 유전자 검사결과와 상관관
계가 명확하게 연구되지 않은 질병이 많으므로, 유전정보의 차별에 관한 규율
은 법적 관점에서만 접근할 것이 아니라 유전정보에 관한 전문가들의 협력을 
바탕으로 그 접근이 이루어져야 한다. 

5.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인식의 제고
영국의 경우 보험영역에서의 유전정보활용에 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험협회가 자발적으로 정부와 협력하고 있다.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문제는 
규범적 차원에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사회 
전체의 공동인식과 상호연대가 매우 중요하다. 유전정보는 모든 사람이 가지
고 있기 때문에, 유전정보로 인한 차별의 문제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아직 유전정보라는 것이 생소한 사람
이 많고, 관련 규정의 존재에 대한 인식도 매우 낮은 편이다. 미국에서는 법 시
행 2년 후(2010년) 실시된 법인식도 조사에서 ‘법을 알고 있다는 응답자’가 
20% 미만으로 매우 낮은 비율을 보였고, 법 시행 6년 후인 2014년도의 조사에
서도 ‘여전히 법이 친숙하지 않다고 한 응답자’의 비율이 79%에 이르렀던 것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문제-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259

으로 나온 연구가 있다.33) 그러므로 유전정보 자체 및 그 차별의 문제점에 관
한 사회일반의 인식을 향상시키는 노력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본다.  

VI. 결론
한국은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표면화된 단계에 있지 않지만, 향후 정밀

의료가 보편화 되고 유전체 연구가 증가함에 따라 이와 관련된 문제가 발현될 
것으로 예상된다.34) 미국, 영국, 캐나다, 독일의 규율 동향을 통해서 살펴본 바에 
의하면, 과거의 ‘유전자 결정론’에 입각한 유전자 검사 실시 및 그 결과 제출 요청의 
폭넓은 금지는 오늘날의 유전정보에 대한 이해와 다소 맞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험재정의 건전성과 피고용인의 직장생활과 관련된 위험을 관리하는 데 필요한 
범위 내에서는 유전정보의 활용을 허용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규율을 현실에 맞게 하려면 기존의 관련 규정과의 관계를 사전에 검
토하여서 규범 상호간의 중첩이나 충돌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여야 할 것
이다. 또 보험, 고용 및 유전정보에 관한 전문가들의 상호 협력을 통해 이해관
계자의 의견을 다양하게 반영하여 실용적이고 탄력적인 기준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13년에 걸쳐서 완성된 GINA도 여전히 실효성이 문제되고 있는 점
을 교훈 삼아서 여러 규제안의 장 ․ 단점을 충분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
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33) Robert C. Green, Denise Lauenbach. et al., “GINA, Genetic Discrimination, and Genomic 
Medicine”, The New England Journal of Medicine, 2015. 1., p.398.

34) 미래창조과학부가 발표한 <대한민국 미래 책임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에 ‘정밀의료 
기반구축’이 포함된 바 있다. [2016. 8. 10. 미래창조과학부 보도자료 ”대한민국 미래 책임
질 9대 국가전략 프로젝트 선정“ 참조. http://www.msip.go.kr/web/msipContents/contents 
View.do?cateId=mssw311&artId=1306927&snsMId=NzM%3D&getServerPort=80&snsLin
kUrl=%2Fweb%2FmsipContents%2FsnsView.do&getServerName=www.msip.go.kr (최종
방문일 2017. 5.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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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유전정보 차별금지의 법적 문제

- 외국의 규율 동향과 그 시사점을 중심으로 -

양지현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협동과정 석 ․ 박사통합과정,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김소윤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의료법윤리학과 교수, 연세대학교 의료법윤리학연구원)

인간게놈프로젝트의 시작과 함께 그 사회적 부작용의 하나로 거론되었던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가 아직 우리나라에서 크게 부각된 적은 없다 . 그러나 2016년 6월 30일부터 
시행된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의 유전자검
사를 예외적으로 허용하자, 국내의 한 보험회사가 신규 암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DTC 
유전자 검사를 별도의 무료 서비스로 제공하겠다고 하여 유전자 검사와 관련된 사회적 
변화를 실감케 한 바 있다. 정밀의료가 의료의 새로운 표준으로 성큼 다가온 현 시점에서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율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문제가 되었다. 우리나라는 생명윤리
법 제46조, 제67조에서 유전정보를 이유로 한 차별의 금지와 그 위반행위에 대한 벌칙을 
규정하고 있지만, 이러한 광범위한 원칙 규정만으로는 보험, 고용 등 구체적인 유전정보 
활용 영역에서의 문제점들을 충분히 해결할 수 없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은 상이한 
방식으로 유전정보 차별의 문제를 다루고 있다. 미국의 ｢Genetic Information Non- 
Discrimination Act｣의 경우, 건강보험과 관련된 부분은 기존의 법에 유전정보 차별금지
에 관한 내용을 추가하는 형식을 취하고 있다. 또 개인과 그 가족의 유전자 검사 결과 외에 
‘가족력’까지 포함하여 유전정보의 범위를 매우 넓게 규정하고 있다. 캐나다는 2017년 
비교적 최근에 법을 제정하였는데, 보험과 고용 외에 ‘상품이나 서비스의 거래’에까지 
적용범위를 확장하고 있다. 영국은 유전자  검사 중 ‘개인의 예측적 유전자 검사’에 대해
서만 다루고 있는데, 보험의 경우 영국정부와 보험협회의 ‘협약’을 통해 유전정보의 활용
을 2019년까지 유예하는 방식으로 규율하고 있고, 고용의 영역은 ICO가 만든 
‘Employment Practices Code(2011)’가 기준으로 활용되고 있다. 독일은 유전자 검사
에 관한 법 ｢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에서 고용과 보험
에서의 유전자 검사 및 그 결과 제출 요구의 원칙적 금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이 각 
나라마다 규율형식, 적용범위 뿐만 아니라 규율의 실효성에 대한 평가도 매우 상이하다.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았을 때 우리나라의 유전정보 차별에 관한 규제 역시 관련 규정의 
검토, 전문가 집단의 참여 및 이해관계자의 협력을 통해 여러 규제안의 장 ․ 단점을 충분
히 검증한 후 입법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주제어: 유전자 정보, 유전자 차별, 유전정보차별금지법, 정밀의료, EL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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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ith the onset of the Human Genome Project, social concerns about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ve been raised, but the problem has not yet been high-

lighted in Korea. However, non-medical institutions’ genetic testing which is related 

to disease prevention could be partially allowed under the revised “Bioethics and 

Safety Act” from June 30, 2016. In the case of one domestic insurance company, 

DTC genetic testing was provided for the new customer of cancer insurance as a 

complimentary service, which made the social changes related to the recognition 

of the genetic testing. At a time when precision medicine is becoming a new standard 

for medical care, discipline on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has become a prob-

lem that can not be delayed anymore. Article 46 and 67 of the Bioethics Act stipulate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on grounds of genetic information and penalties 

for its violation. However, these broad principles alone can not solve the problems 

in specific genetic information utilization areas such as in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States, Canada, the United Kingdom, and Germany have different regu-

lations that prohibit genetic information based discrimination. In the United States,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takes a form that adds to the existing 

law about the prohibition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addition, the range 

of genetic information includes the results of genetic tests of individuals and the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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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milies, including “family history”. Canada has recently enacted legislation in 2017, 

expanding coverage to general transactions of goods or services in addition to in-

surance and employment. The United Kingdom deals only with ‘predictive genetic 

testing results of individuals’. In the case of insurance, the UK government and 

Association of British Insurers (ABI) agree to abide by a policy framework 

(‘Concordat’) for cooperation that provides that insurers’ use of genetic information 

is transparent, fair and subject to regular reviews; and remain committed to the volun-

tary Moratorium on insurers’ use of predictive genetic test results until 1 November 

2019, and a review of the Concordat in 2016. In the case of employment, The ICO’s 

‘Employment Practices Code (2011)’ is used as a guideline. In Germany, Human 

Genetic Examination Act(Gesetz über genetische Untersuchungen bei Menschen) 

stipulates a principle ban on the demand for genetic testing and the submission of 

results in employment and insurance. The evalu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regulatory 

framework, as well as the form and scope of the discipline is different from country 

to country. In light of this, it would be desirable for the issue of genetic information 

discrimination in Korea to be addressed based on the review of related regulations, 

the participation of experts, and the cooperation of stakeholders.

Keyword: Genetic Information, Genetic Discrimination,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Precision Medicine, ELSI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