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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연구로 발생한 이익에 대한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 제공자의 권리*
52)

유 호 종

【주제분류】윤리학, 현대응용윤리학

【주요어】인체유래물, 유전정보, 특허권, 인격권, 재산권, 인체유래물은행

【요약문】오늘날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는 환자 등이 제공한 인체유래물과 유

전정보를 많이 이용한다. 하지만 그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연구

자가 모두 갖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윤리적 관점에서 볼 때 이 금전적 이익을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도 분배해야 하는지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우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를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이나 이식의 경우와 비교해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만 이익 발생이 정당화되는 이유를 밝혔다. 다음으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도 이 금전적 이익을 분배받아야 한다는 주장의 타당성

을 밝히기 위해 그런 입장에서 내세울 만한 ‘특허권 공유 논변’과 ‘투자 논변’

을 검토하였다. 그러나 특허권 공유 논변의 경우, 현행 특허 제도는 특허권을 

발명자가 독점하게 하고 있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그 예외를 인정받을 만

한 이유가 없으므로 설득력이 없다. 투자 논변의 경우는 이 논변이 성립하려면 

먼저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전제되어야 하는데 그런 허용은 힘들다는 

문제점이 있다. 이상에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은 

적어도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는 현재처럼 모두 연구자가 갖게 하는 것이 옳다

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 본 연구는 보건복지부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의 지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과
제번호 : HI13C2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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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인체유래물은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1)의 규정에 따르면 ‘인체

로부터 수집하거나 채취한 조직⋅세포⋅혈액⋅체액 등 인체 구성물 또는 

이들로부터 분리된 혈청, 혈장, 염색체, DNA, RNA, 단백질 등’2)이고 ‘유

전정보’는 ‘인체유래물을 분석하여 얻은 개인의 유전적 특징에 관한 정보’

이다.3) 오늘날 의학 및 생명공학 연구의 상당수는 이 ‘인체유래물과 유전

정보’4)를 연구재료로 사용하여 이루어진다. 

이 인체유래물등을 사용한 연구는 경제적이나 금전적으로 큰 이익을 발

생시킬 수 있다. 이 이익은 주로 연구 결과로 획득한 특허를 통해 실현된

다.5) 가령 특이한 바이러스 항체를 가지고 있었던 존 무어(John Moore)의 

혈액과 조직을 사용하여 개발된 미국 특허 4,438,032번의 ‘Mo’ 세포주 사

용권은 1,500만 달러에 생명공학 회사인 제네틱스 인스티튜트와 제약회사

인 산도즈제약에 이전됐다.6) 

그런데 이렇게 발생한 이익은 현재 모두 연구자7)가 갖게 된다. 반면 연

구를 가능하게 했던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는 그 이익의 일부도 분배

되지 않는다. 미국의 경우 존 무어가 연구자인 데이비드 골디(David 

Golde)를 상대로 벌인 재판이 이런 상황을 잘 보여준다. 이 재판에서 캘리

포니아 대법원은 골디가 무어로부터 분명한 동의를 받지 않고 그의 인체유

1) 공식 약칭은 ‘생명윤리법’으로 이 논문에서도 이 약칭을 자주 사용할 것이다. 
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1호.
3) 위의 법률 제2조 제14호.
4) 생명윤리법에서는 인체유래물과 유전정보를 합쳐 ‘인체유래물등’으로 약칭한다는 규

정이 있다(제37조 제4호). 이글에서도 앞으로 필요할 때는 이 약칭을 사용할 것이다. 
맞춤법 상으로는 ‘인체유래물 등’으로 띄어 써야 할 것이나 법률에 ‘인체유래물등’으
로 썼으므로 여기서도 그렇게 붙여 쓸 것이다.

5) Overgaard, Meghan M. “Balancing the Interests of Researchers and Donors in the 
Commercial Scientific Research Marketplace” BROOKLYN LAW REVIEW, 
Vol.74 No.4(2009), p. 1473.

6) Dickenson, Donna, 인체쇼핑, 이근애(역), 소담, 2012, 45-54면. 
7) 이 논문에서 ‘연구자’는 개개인으로서의 연구자 이외에 연구자가 속한 연구기관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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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물을 사용한 점에 대해 책임을 물었을 뿐 무어에게 특허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을 권리가 있다는 것은 부인하였다.8) 또한 유사한 다른 재판

들에서도 미국 법원은 환자나 다른 연구 참여자들이 그들의 분리된 인체구

성물들에 대해 재산권을 갖는다는 것을 인정하지 않았다.9)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연구 결과로 발생한 경제적 이익에 대해 인체유래

물등의 제공자에게는 권리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하기 위해 인체유래물 기

증 때 사용하는 동의서에 다음과 같은 단서조항을 집어넣었다. 

연구결과에 따른 새로운 약품이나 진단도구 등 상품개발 및 특허출원 등에 

대해서는 귀하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으며, 귀하가 제공한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는 학회와 학술지에 연구자의 이름으로 발표되고 귀하의 개인

정보는 드러나지 않습니다.10)

하지만 인체유래물등을 사용한 연구에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연구

자가 독점하는 이런 현실에 대해 과연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많은 의

문이 제기되고 있다. 상당수 사람들은 그 이익이 제공자에게도 분배되어야 

한다는 직관을 가지고 있다. 가령 연구에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할 의사가 있

다는 한 사람은 “연구자가 연구 결과를 토대로 상업적 이득을 취한다면 당

연히 저도 연구에 기여했기 때문에 정당한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생각해

요”라고 말한다.11) 어떤 이는 연구의 이익을 연구자가 독점하는 현실에 대

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만 일방적으로 이타주의를 요구하는 것으

로 ‘착취’의 모습을 숨기고 있다’라며 반감을 나타내기도 한다.12) 그리고 

8) Dickenson, Donna, op.cit., pp. 45-54.
9) Allen, Monica J. & Powers, Michelle L. E. & Gronowski, K. Gronowski & 

Gronowski, Ann M. “Human Tissue Ownership and Use in Research: What 
Laboratorians and Researchers Should Know” Clinical Chemistry, Vol.56 No.11 
(2010), p. 1681 

10)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 41호 서식 ‘인체유래물등의 기증동

의서’.
11) 신미이, ｢동의의 문제와 상업적 이용｣, 생명윤리포럼, 국가생명윤리정책연구원, 제3

권 제2호(2014), 4면. 
12) Dickenson, Donna, op.cit., pp. 71-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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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은 연구 집단에서도 발견된다. 연구자와 임상의사, 

의학유전학회 회원들을 대상으로 한 한 델파이 조사에 따르면 바이오뱅크 

데이터 사용으로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제공자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라

는 물음에 대해 그럴 필요가 없다는 의견 이외에 이익의 20%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에서부터 50%나 60%를 돌려주어야 한다는 의견까지 제시되

었다.13) 

이렇게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연구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을 연구자뿐만 

아니라 제공자도 분배받아야 하는가를 두고 입장 차이가 나타나고 있다. 학

문적으로도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재산권을 부정하는 입장과 그런 부정이 

제공자에게 불공정하므로 재산권을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 계속 논쟁을 

벌이고 있다.14) 따라서 이 중 어떤 입장이 옳은지 검토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의학 연구자들이 그 연구 결과로 이익을 얻는 경우가 점점 더 많아지고 있

고15) 인체유래물등 제공자도 그 제공에 대해 보상받고 싶은 욕구를 더 크

게 느끼게 되는16) 현재의 상황에서 이런 필요성은 더욱 커진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연구자뿐 아니라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도 분배받아야 옳은가’에 

대해 논할 것이다. 글의 순서로, 우선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성격을 알기 위해 이 연구의 과정을 혈액,조직,장기를 수혈하거나 

이식하는 과정과 비교해 보고(II장) 혈액,조직,장기의 사용 때와는 달리 인

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만 금전적 이익 발생이 허용되는 까닭을 밝힐 것이

다(III장). 다음으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가 이익 분배를 주장하는 근거

로 연구자와의 특허권 공유를 드는 것이 타당한지와(IV장) 인체유래물등

을 투자한 것으로 주장하는 것이 타당한지 살펴볼 것이다(V장) 

13)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차세대유전체사업단 ELSI 센터 보고서, 2013, 146-147면.
14) Faria, Paula Lobato, “Ownership Rights in Research Biobanks:Do We Need a New 

Kind of ‘Biological Property’?” in Solbakk, Jan Helge & Holm, Søren & Hofmann, 
Bjørn Hofmann, ed. The Ethics of Research Biobanking, Spinger, 2009, pp. 263-276.

15) Overgaard, Meghan M., op. cit., p. 1473.
16) Ashburn, Ted T. & Wilson, Sharon K. & Eisenstein, Barry I., “Human Tissue 

Research in the Genomic Era of Medicine : Balancing Individual and Societal 
Interests”, Arch Intern Med. Vol.160 No22(2000), p. 3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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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 또는 이식과의 비교

사람들은 의학과 관련해서 연구용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것 외

에 다른 용도로도 인체의 일부분을 제공한다. ‘혈액관리법’에 따른 혈액의 

제공,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17)에 따른 조직의 제공,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18)에 따른 장기의 제공이 그것이다. 이때의 제공은 혈

액 수혈이나 조직 및 장기의 이식용으로 사용되어 환자를 치료할 수 있게 

하기 위한 것으로19) 연구에 사용되도록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는 경우와 

다르다.20) 이렇게 목적에서 차이가 있지만 혈액, 조직, 장기가 제공되어 사

용되기까지의 과정과 방식은 인체유래물등이 제공되어 사용되기까지와 상

당히 유사하다.21) 따라서 인체유래물등의 경우에서 발생하는 이익의 성격

을 알기 위해서는 이 경우를 혈액, 조직, 장기의 경우와 비교해 볼 필요가 

있다. 

혈액, 조직, 장기가 제공되어 이것이 수혈이나 이식에 사용되기까지 관

여하는 사람들은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 먼저 혈액, 조직, 장기를 제

공하는 ‘제공자’와 이것을 제공자로부터 받아서 보관하고 관리하는 ‘관리

자’, 그리고 관리자로부터 다시 이것을 넘겨받아 수혈이나 이식에 실제 사

용하는 ‘사용자’가 그들이다. 가령 혈액의 경우 무상으로 자기 혈액을 제공

하는 헌혈자가 제공자이고, 이 혈액을 채혈,검사,제조,보존, 공급하는 혈액

원이나 혈액제제제조업자가 관리자이며 관리자로부터 받은 혈액을 환자에

게 수혈시키는 의료기관과 의료인이 사용자가 된다. 

17) 약칭은 ‘인체조직법’이다.
18) 약칭은 ‘장기이식법’이다. 
19) 이 이외에 현행의 국내법 체계는 인체와 관련하여 ‘시체해부 및 보존에 관한 법률’, 

‘장사등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을 두고 있다. 송영민, ｢사체 및 인체로부터 파생

된 물질의 귀속권자｣ 의료법학, 제4권(2003), 398면. 
20) 이정현⋅박인걸, ｢인체유래물질의 재산권의 허용범위와 그 이용을 위한 관련법규의 

정비방안｣, 의료법학, 제37집(2010.2), 48면. 
21) 그 자체로 본다면 ‘인체유래물’은 ‘혈액’, ‘조직’, ‘장기’를 그 안에 포함하는 유개념이

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의 ‘인체유래물’은 정확하게는 ‘연구 목적으로 사

용되는 인체유래물’을 가리킨다. 그리고 이 논문에서 말하는 ‘혈액, 조직, 장기’ 역시 

연구 목적이 아니라 수혈이나 이식에 쓰이는 것들만을 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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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구분은 조직이나 장기는 물론이고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서

도 유사하게 행할 수 있다. 그 결과를 표로 나타내어 보면 다음과 같다.22) 

제공자 관리자 사용자 

혈액 헌혈자
혈액원
혈액제제제조업자

의료기관

조직 조직기증자
조직기증자등록기관
조직기증지원기관
조직은행

조직이식의료기관

장기 장기기증자
장기이식등록기관
장기구득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장기이식의료기관

인체유래물등 인체유래물기증자
인체유래물연구자
인체유래물은행
유전자검사기관

인체유래물연구자 

<표 1>. 혈액, 조직, 장기 및 인체유래물등의 제공과 사용 과정에서의 관련자 

이중 혈액, 조직, 장기의 경우에는 제공자, 관리자, 사용자 중 누구도 자

기 역할을 하는 과정에서 경제적으로 이익을 취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 따

라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라는 문제 자체가 생기지 않는

다. 그리고 인체유래물등의 경우에도 그 제공자와 관리자에게는 금전적 이

익이 발생하지 않는다. 제공자는 자신의 인체유래물등을 무상으로 기증하

며, 이것을 받은 관리자 역시 사용자인 연구자에게 넘길 때 ‘인체유래물 등

의 보존 및 제공에 든 경비’의 지급만을 요구할 수 있다.23) 따라서 연구자로

부터 이에 해당하는 금액을 받아도 관리자는 들어간 비용을 보전할 뿐 이익

을 남기지는 못한다. 

반면 인체유래물등의 사용자인 연구자만은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연구자

의 경우에도 연구과정에서 관리자에게 지급하는 경비 등을 포함하여 여러 

비용이 발생한다. 하지만 연구 결과로 특허를 획득하면 들인 비용보다 훨씬 

높은 가격에 특허권을 팔거나 실시를 허락함으로써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22) ‘혈액관리법’, ‘인체조직법’, ‘장기관리법’, ‘생명윤리법’ 참조.
23)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38조, 제43조, 제5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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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그리고 연구자가 이렇게 이익을 얻는 것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이

렇게 현재 혈액, 조직, 장기의 경우에는 법적으로 그 누구도 금전적 이익을 

취할 수 없어 그 전 과정에 걸쳐서 금전적 이익의 발생이 허용되지 않는다. 

이에 대해 인체유래물등의 경우에는 연구자가 이익을 취할 수 있어 그 과정 

중에 이익 발생이 용인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Ⅲ.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금전적 이익 발생의 정당성

이 글의 주 목적은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결과로 발생하는 이익이 현재처

럼 연구자에게만 돌아가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한지 답하는 것이다. 그런

데 앞 장에서 행한 혈액, 조직, 장기의 경우와의 비교를 보면 더 우선적으로 

떠오르는 의문이 있다. 그것은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 또는 이식 과정에서

는 금전적 이익 발생을 허용하지 않으면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는 허

용하는 것이 정당한지 하는 것이다.

만약 인체유래물등에서의 금전적 이익 발생 역시 정당한 것이 아니라면 

‘이 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하는가’라는 우리의 본래 물음에 답하는 것은 

의미가 없게 된다. 정당하지 않은 이익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가 

아니라 ‘어떻게 발생하지 않도록 할 것인가’를 탐구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본래 물음을 다루기에 앞서 ‘혈액,조직,장기의 경우와는 달리 인체

유래물등의 연구에서는 이익 발생을 허용하는 것이 윤리적으로 정당화되

는가’라는 물음부터 검토해 보자. 

이를 위해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두 경우에 있어 투입과 산출의 관계이

다. 혈액, 조직, 장기의 경우 처음 투입된 것과 그로부터 산출된 것은 그 수

나 양에서 기본적으로 동일하다. 가령 헌혈자가 320cc의 혈액을 제공했다

면 환자에게 수혈할 수 있는 혈액량도 비슷하다. 또한 1개의 신장이 기증되

었다면 환자에게 이식되는 신장도 1개로 동일하다. 반면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는 제공된 인체유래물등의 수나 양에 비해 산출되는 생산품의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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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양이 훨씬 많을 수 있다. 가령 100명으로부터 제공받은 인체유래물등을 

연구하여 디엔에이 칩(DNA chip)을 개발한다면 이 제품을 수십만, 수백만 

개 생산하여 그만큼 많은 사람들에게 제공할 수 있다. 

산출에서의 이런 차이는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이나 이식에 비해 인체

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의 경우 그 과정에서 추가되는 사용가치가 훨씬 클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그리고 이렇게 추가되는 가치가 클 경우 금전적 

이익 발생을 허용하기도 더 쉬울 것이다. 금전적 이익의 원천은 부가되는 

사용가치에 있을 때가 많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런 사용가치 추가라는 점만으로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

에서만 금전적 이익 발생이 허용되는 것이 정당화되기는 힘들다. 왜냐하면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과 이식에서도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부가되는 

사용가치보다는 작을지 몰라도 상당한 가치 증가가 일어나기 때문이다. 가

령 건강한 사람의 간 일부는 적출되어도 그 사람의 건강을 심각하게 해치지 

않지만 이것이 간부전 환자에게 이식되었을 때는 환자의 생명을 살리게 된

다. 그만큼 간의 이식을 통해 추가되는 사용가치는 크다. 그럼에도 간과 같

은 장기의 제공 및 이식에서 누군가 금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만 이익 발생을 허용하는 것을 정당

화시키는 다른 어떤 차이점이 있을까? 여기서 주목할 만한 것이 투입된 것

과 산출된 것의 동일성 여부이다. 혈액, 조직, 장기의 경우에는 제공된 혈

액,조직,장기가 처음의 것 그대로, 또는 동일성을 잃지 않는 작은 범위 내에

서 변형되어 환자에게 사용된다. 따라서 처음 제공된 혈액, 조직, 장기가 인

체의 일부분이듯이 나중에 환자에게 사용되는 것 역시 인체의 일부분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인체의 일부분인 것은 뒤에서 자세히 보겠지만 인격

권의 대상이 되며 인격권의 대상에는 재산권을 부여하기가 쉽지 않다. 

반면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산출되어 이익을 발생시키는 것들은 사

정이 다르다. 유전공학의 특허 대상은 재조합 단백질, 형질전환체, 모노클

로날 항체, 재조합 벡터, 안티센스, 융합세포, 디엔에이 칩 등으로24) 인체유

24) 이처영, 생명공학 특허전략, 개정판, 대광서림, 2003, 89-9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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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물등을 이용한 연구에서 특허 대상이 되는 것도 바로 이런 것들이다. 그

런데 이것들은 처음에 연구에 사용된 혈액, 세포, 조직 등과 같은 인체유래

물과 더 이상 같은 것이 아니다. 이 점은 이 산출물들이 ‘발견’된 것이 아니

라 ‘발명’된 것으로 간주되었기 때문에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었다는 점에서

도 확인할 수 있다. 발명은 인간이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는 것으로, 발명된 

것은 그 재료였던 것과 동일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연구에 제공된 인체유

래물등은 인간 몸의 일부분이지만 이것을 사용한 연구의 결과를 이용하여 

만든 이런 산물들은 더 이상 인간 몸의 일부분으로 볼 수 없다. 

이렇게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나온 산물들은 더 이상 인체의 일부분

이 아니어서 인격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그리고 인격권의 대상이 아니므

로 다른 많은 물건들에서처럼 그것에 특허권과 같은 재산권을 부여하는데 

큰 무리가 없다. 이렇게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것들은 그것을 사용하여 금

전적 이익을 취하는 것이 충분히 정당화된다. 따라서 이런 재산권의 대상이 

되는 산물을 결과하는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는 혈액, 조직, 장기의 경우

와는 달리 금전적 이익 발생을 허용하는 것이 정당화된다고 말할 수 있다. 

Ⅳ. 특허권의 공유 가능성

앞장에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금전적 이익이 발생하는 것은 윤리

적으로 정당화된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이제 이 이익이 어떻게 분배되어야 

하는가라는 본래의 물음으로 돌아와 보자. 이 이익이 연구자뿐만 아니라 인

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도 분배되어야 하는지 검토하는 한 방법은 그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내세울 수 있는 근거를 찾아 그 타당성을 살펴보는 

것이다. 

현재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의 산물에서 이익이 발생할 때 그 이익

은 대개 특허를 통해 실현된다. 이 특허 이익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

도 분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연구로 획득된 특허권이 연구자

에게만 귀속되는 것이 아니라 제공자에게도 속한다는 점을 근거의 하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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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것이다. 즉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결과에 대해 특허권이 부여될 때 이 특

허권을 연구자와 함께 제공자도 공유하므로 이 특허권에서 발생하는 이익

을 제공자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다. 이제 이런 근거가 타당한지 

검토하기 위해서는 먼저 특허가 본래 어떻게 정당화되는 것인지부터 되새

겨 볼 필요가 있다. 

1. 특허의 목적과 특허권의 귀속

특허의 정당화에 대해서는 학문상으로는 크게 자연권적 관점과 도구적 

관점이 맞서 있다. 이 두 관점은 모두 이론적 타당성과 함께 한계도 가지고 

있다. 그렇다고 이론적 정당화의 이런 한계 때문에 특허 제도 자체를 부정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허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좀 더 정합적인 이론이 

앞으로 나올 수 있고, 무엇보다 현재 특허는 이미 우리 삶의 현실이 되어 버

렸기 때문이다.25)

이론적으로는 이 두 관점 중에서 어느 하나가 확실하게 더 큰 설득력을 

갖고 있다고 보기 힘들지만 오늘날 사회적, 법적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것

은 도구적 관점이다. 가령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그 법의 목적을 “발명을 

보호⋅장려하고 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기술의 발전을 촉진하여 산업발

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26)라고 규정하여 최종적으로 산업발전을 

위한 수단으로서 특허를 바라보고 있다. 이런 도구적 관점은 미국 역시 마

찬가지이다. 미국에서도 보상을 주어야 기술혁신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다는 점에서 특허제도를 두고 있다.27) 더 나아가 역사적으로 보면 어느 나

라 할 것 없이 특허 제도는 경제 정책적인 차원에서 도입하고 운영되어 왔

다고 볼 수 있다.28) 이렇게 현실적으로 특허제도는 발명자에게는 특허발명

의 독점적 실시라는 이익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발명에 대한 동기를 부여

하여 궁극적으로는 산업발전이라는 공공의 이익을 도모하려고 마련된 제

25) 김상득, 유전자윤리학, 철학과현실사, 2009, 229-236면.
26) ‘특허법’ 제1조.
27) 최승재, 미국특허법, 법문사, 2011, 24면.
28) 박은정, 생명공학 시대의 법과 윤리,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2000, 44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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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29)라고 말할 수 있다. 

이렇게 도구적인 관점에서 특허를 정당화하고 있는 현행 특허제도에서

는 특허권을 원칙적으로 발명자에게만 귀속시킬 뿐 발명에 도움을 준 다른 

사람이 있다고 하여 그들에게 공동으로 특허권을 부여하지는 않는다. 그것

은 특허권을 발명자에게 독점적으로 주었을 때 특허제도를 통해 거두고자 

했던 ‘발명의 촉진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효과를 가장 잘 거둘 수 있을 것

이기 때문일 것이다. 심지어 특허법은 동일한 발명을 한 사람들이라도 특허

출원이 하루라도 빠른 발명가에게 모든 권리를 주고 나머지 발명가들에게

는 아무런 권리도 부여하지 않는다.30) 이것은 그 발명가들이 기울인 노력

의 크기는 하루가 빨라 특허를 받은 사람이나 하루가 늦어 특허를 받지 못

한 사람이나 큰 차이가 없을 것이라는 점 등에 주목한다면 부당해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의 본래 목적에 비추어 보면 정당화될 수 

있다. 

인체유래물등의 공급 및 사용 과정에 관여하는 제공자, 관리자, 연구자 

중에서 특허 대상이 되는 연구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발명자’는 연구자이

다. 따라서 현재의 특허제도에 따른다면 발명자인 연구자에게 특허권이 모

두 귀속되어야 한다. 문제는 발명자가 특허권을 독점하는 것이 대개의 경우 

‘발명 촉진을 통한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의 목적을 가장 잘 달성하게 하지

만 예외적으로 발명자가 다른 사람과 특허권을 공유해야 특허의 이런 목적

이 잘 달성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체유래물등의 연

구가 이런 예외적인 경우에 해당되는 것은 아닌지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2.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특허권의 역할

이를 위해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특허권을 통한 금전적 이익 부여가 

관련자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질지 따져 보자. 먼저 연구자의 경우이다. 인

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는 연구자에게 많은 노력과 경제적 비용을 요구

29) 이처영, 앞의 글, 15면.
30) ‘특허법’ 제3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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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그런데 그 연구가 아무 성과도 거두지 못하고 실패로 끝날 때가 많다. 

가령 100명의 인체유래물등을 사용한 연구가 아무 산물도 내지 못한 채 끝

나는 경우 그 인체유래물등은 처음의 가치도 유지하지 못한 채 사라지게 된

다. 그런 경우 연구자는 특히 충분한 연구비를 지원받지 못한 상황에서는 

그 연구 과정에서 들인 노력과 경제적 비용에 대해 보상받지 못하여 상당한 

손실을 입게 된다. 

대신 연구자는 연구에 성공하면 보상을 받게 된다. 이때의 보상으로는 

우선 연구를 통해 진리를 규명하고 학문을 발전시킨데 대한 보람과 명예가 

있을 것이다. 안정된 일자리 획득, 연구 업적 축적, 직업적 명성, 수상 등의 

보상도 있다.31) 지금까지 많은 연구자들은 이런 비경제적 보상만을 위해서

도 기꺼이 연구에 참여하였다. 하지만 연구에 실패했을 때 져야 할 손실과 

부담이 매우 크면 이런 비경제적 보상의 기대만으로는 그 연구 수행에 대한 

충분한 동기가 연구자에게 부여되기 힘들다. 이런 경우에 연구자에게 연구

에의 충분한 동기를 부여하려면 연구가 성공했을 때 비경제적 보상과 함께 

특허권 획득에 의한 큰 경제적 보상도 함께 주어지도록 해야 할 것이다.32) 

이에 비해서 제공자의 경우는 의학이나 생명과학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자부심과 같은 보상만으로도 자기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에 대한 충분한 동

기를 갖는 사람들을 상대적으로 쉽게 찾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왜냐하

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은 대개 일회적으로만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드

는 노력과 고통도 크지 않기 때문이다. 가령 환자는 검사나 수술 과정에서 

나온 자기의 인체유래물에 대해 폐기하는 대신 연구에 쓰도록 동의할 수 있

다. 이 경우 이미 분리되어 있는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는 것이므로 환자는 

추가적인 고통을 느낄 필요가 없다. 그리고 인체유래물 제공을 위해 따로 

채취를 하는 경우에도 제공자가 지는 부담은 대개 크지 않다. 가령 인체유

31) Andrews, Lori B. & Nelkin, Dorothy, 인체시장, 김명진⋅김병수(역), 궁리출판, 
2006. 83면. 

32) 미국에서도 지적 재산권의 상업화 허용이 가치있는 발견들을 하게 하는 가장 효과적

인 수단이라는 인식하에 연방기금으로 이루어진 연구 결과들에 대해 특허를 인정하는 

바이돌 법(BayhDole Act)이 제정되었다.
Ashburn, Ted T. & Wilson, Sharon K. & Eisenstein, Barry I., op.cit., pp. 333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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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물 제공을 위해 채혈하는 피의 양은 헌혈 때의 경우보다 작다. 이렇게 인

체유래물등의 제공에 드는 노력과 부담이 크지 않으므로, 특허권의 가능성

을 부여하지 않아도 이타주의적 동기에서 그 제공에 기꺼이 응하려는 사람

들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다음으로 인체유래물등의 관리자의 경우 제공자로부터 무상으로 인체유

래물등을 받아서 연구자에게 넘길 때는 인건비를 포함한 비용을 받는다. 이

것은 연구자의 연구가 실패하게 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이렇게 관리

자는 연구 결과와 상관없이 비용을 보전받으므로 손실에의 위험을 거의 지

지 않는다. 따라서 관리자의 경우에도 특허권의 가능성이 없어도 자기 인건

비를 버는 직업 활동의 차원에서 관리 활동에 대한 충분한 동기를 갖는 사

람을 찾기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상 보았듯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 및 사용의 과정에서 사용자인 연구

자는 제공자나 관리자와는 달리 그 활동에 있어 많은 노력을 들이고 손해의 

위험을 감수해야 할 때가 많다. 따라서 활동에의 충분한 동기를 갖게 하는

데 특허권에 대한 기대가 추가될 필요성이 가장 크게 큰 것은 바로 사용자

일 것이다. 그리고 이 특허권이 제공자나 관리자와 공유되어 그만큼 연구자

의 몫이 작아지게 된다면 특허권의 가능성이 연구자에게 충분한 동기 부여

를 하는 것은 그만큼 기대하기 어려워진다. 이렇게 보았을 때 인체유래물등

의 연구에 있어서도 다른 분야의 연구에서와 마찬가지로 연구 결과로 나온 

특허권은 연구자가 독점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러할 때 연구활성화를 통

한 산업발전이라는 특허의 목적이 가장 잘 달성될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이상의 논의만으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특허권을 연구자가 

독점하는 것이 연구활성화에 가장 도움이 된다는 것이 확실하게 증명된 것

은 아니다. 특허권을 연구자가 제공자와 공유해야 인체유래물등이 차질없

이 공급되어 연구가 더 활성화될 가능성도 여전히 남아있다. 하지만 다음 

장에서 자세히 논의하겠지만 그런 가능성은 커 보이지 않는다. 

또 한가지 중요한 사실은 현행의 특허제도는 모든 연구에 있어 특허권을 

발명자가 독점하게 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런 상황에서 인체유래물등의 연

구에서는 특허권을 제공자도 함께 공유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현행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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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 제도의 근간을 바꾸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런 강한 주장을 하려면 그만큼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있어 특허권 공유가 

특허권 독점보다 연구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다는 분명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분명한 증거가 없는 한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도 현행

의 특허 제도와 일관되도록 연구자에게 독점적으로 특허권을 부여해야 할 

것이다. 이상을 볼 때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로 획득한 특허권을 제공자가 연

구자와 함께 공유해야 한다는 근거를 들어서 특허 이익을 제공자에게도 분

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설득력을 갖기 힘들어 보인다. 

Ⅴ. 인체유래물등의 투자 가능성

연구 결과로 발생한 특허 이익을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도 분배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특허권 공유를 그 근거로 내세우는 것은 설득력

이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특허 이익 분배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다른 근거를 내세워야 하는데 그 근거로 제시할만한 가장 그럴듯한 대안은 

제공자가 자기 인체유래물등을 연구자에게 무상으로 기증한 것이 아니라 

투자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다. 즉 연구에서 특허 이익이 발생하는 경우 

그 이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제공자가 자기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한 것으

로 보는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볼 수 있으려면 우선 이런 조건에 대한 제공자와 연구자

의 명시적인 사전 계약이 전제되어야 한다. 또는 이런 계약이 가능함을 제

공자가 알았더라면 기꺼이 그렇게 계약했을 것으로 생각되어야 한다. 실제

로 미국에서는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가 이것을 이용한 연구로부터 발생

하는 지적 소유권의 상당부분을 갖겠다는 점을 물질이전협약에 삽입하는 

경우가 있다. 그리고 이런 사전계약에 따라 발생한 이익의 일부를 분배받는 

사례들이 있다.33) 

33) 김장한, ｢유전 역학적 연구와 생명윤리 및 개인정보 보호｣, 한국역학회지, 제29권 제1
호(2007), 17-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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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이런 사전계약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계약을 정당한 것으로 인

정할 수 있는지는 따져 보아야 한다. 이런 계약이 계약으로 성립하려면 사

람들이 자기 인체유래물등을 금전적 이익을 위해 투자하는 것이 가능해야 

한다. 그리고 이것이 가능하려면 인체유래물등의 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어

야 한다. 애당초 매매될 수 없는 것을 금전적 이익을 목적으로 투자하는 것

은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인체유래물등의 매매가 정당화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그동안 많은 논

란이 있어 왔다. 물론 현행법으로는 혈액, 조직, 장기의 매매와 함께 인체유

래물등의 매매도 금지되어 있다. 하지만 이런 금지가 윤리적인 관점에서도 

옳은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고 있다. 따라서 인체유래물등의 매매가 윤

리적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것인지부터 검토해 보자. 

1. 인격권과 재산권의 대립

인체유래물등은 사람의 신체를 이루고 있었던 것이다. 그런데 사람은 자

기 신체에 대해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 인체유래물등은 신체라는 이 인격권

의 대상으로부터 분리되어 나온 것이다. 이런 점을 볼 때 인체유래물등의 

가치를 인간 자체의 가치와 동등시하는 ‘신성화’는 물론 잘못된 것이지

만34) 그것이 다른 일반적인 물건과는 다른 특별한 가치를 갖고 있을 것이

라는 점은 인정해야 할 것이다. 가령 인체유래물등은 그 상징적 성격 때문

에 여전히 인간 존엄성을 함축하고 있다35)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사람들은 

자기의 인체유래물등이 함부로 다루어지거나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쓰였

을 때 신체권이나 정조권 같은 인격권이 침해되었을 때와 비슷한 큰 분노나 

모욕감을 느낀다. 이런 점들을 볼 때 사람들은 자기의 신체뿐 아니라 그 신

체로부터 분리된 인체유래물등에 대해서도 인격권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

할 수 있다. 

34) Knoppers, Bartha M., “From Tissues to Genomes”, G3⋅Genes/Genomes/Genetics, 
Vol3(2013.8), pp. 1203-1204.

35) Kirchhoffer, D.G. & Dierickx, K. “Human dignity and human tissue: a meaningful 
ethical relationship?” J Med Ethics. Vol.37(2011), pp. 552-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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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문적으로도 자기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인격권을 부정하는 논의는 찾

기 힘들다. 반면 인체유래물등이 재산권의 대상이어서 매매가 허용될 수 있

는지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린다. 현대 사회에서 대부분의 물건들은 재산

권의 대상이 된다. 하지만 인격권의 대상에는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을 때가 

많다. 인격권의 대상은 그 인격권을 가진 사람의 인격적 이익과 관련하여 

특별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데 이 가치는 그것이 또한 재산권의 대상이 될 

때 손상되기 쉽기 때문이다. 삶 속에 나타나는 좋은 것은 상품화되면 변질

되거나 저평가되기 쉬우며36) 값을 매길 수 없는 대상에 값을 매기는 행위

는 필연적으로 그것의 가치를 떨어뜨린다고 한다.37) 이것은 어떤 것에 값

을 매기는 순간 그 대상은 다른 대상과 비교되고 교환될 수 있는 것으로 드

러나 그 대체불가능하고 비교 불가능한 목적적 가치가 간과되기 쉽기 때문

일 것이다. 

따라서 인격권의 대상이 갖고 있는 고유한 가치를 지키려면 그것이 매매

될 수 없도록 재산권을 부정할 필요가 있다.38) 가령 인격권의 대표적인 대

상은 인간 생명인데 “만약에 인간 생명이 상업적인 매매의 대상이 된다면 

인간 생명은 이미 절대적 가치가 아니라 상대적인 가치로 전락하고 말 것이

다.”39) 그리고 이것은 인체유래물등도 마찬가지이다. 인체유래물등이 갖는 

특별한 가치가 손상되지 않게 하려면 그것에 재산권을 부여해서는 안된다.

문제는 어떤 것에 재산권이 부여되지 않아 매매의 대상이 되지 않으면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히 공급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이다. 사람들

의 경제적 동기는 매우 강력한 것이어서 어떤 것을 돈을 받고는 기꺼이 내

36) Sandel, Michael J., 돈으로 살 수 없는 것들, 안기순(역), 와이즈베리, 2012, .26-28면.
37) 정창록, ｢장기 매매의 도덕성 논쟁과 장기보상제도”｣, 한국의료법학회지, 제21권 제2

호 (2013), 36면. 
38) 영미권의 경우 ‘인격권’에 대응하는 개념을 찾기 힘들다. 그래서 영미 학자들은 인체

유래물에 대해 ‘인격권 대 재산권’의 대립을 논하는 대신 ‘프라이버시권 대 재산권’과 

같은 대립을 논한다.(Roche P., “The Property/Privacy Conundrum over Human 
Tissue” HEC Forum, Vol 22(2010). pp. 197-209) 그런데 프라이버시권은 인격권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다. 이런 점 때문에 인체유래물에 대해 ‘프라이버시권 대 재산권’
의 대립을 논하는 영미권의 논의는 ‘인격권 대 재산권’의 대립에 대한 우리의 논의와 

내용적으로 유사해 질 수 있다.
39) 김상득, 생명의료윤리학, 철학과 현실사, 2000, 224-2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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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으려고 하지만 무상으로는 잘 내어놓으려고 하지 않는다. 가령 현재 시장

에서 팔리고 있는 여러 상품들에 대해 매매를 금지하고 대신 무상으로 기증

만 할 수 있게 한다면 그것들이 사회에 공급되는 양은 대폭 줄어들 것이다. 

또다른 예로 스포츠의 경우에도 훌륭한 선수와 경기를 더 많이 볼 수 있으

려면 아마추어 체제를 프로 체제로 바꾸어야 한다. 

여기서 우리는 한 대상에 두 가지 대립되는 경향이 함께 나타나 긴장이 

발생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된다. 그 하나는 그 대상의 매매를 

금지해야 그것의 가치가 잘 지켜지는 경향이다. 다른 하나는 그것의 매매를 

허용해야 사회적으로 필요한 만큼 충분하게 공급되는 경향이다. 특히 인격

권의 대상이 되는 것들에서 이런 두 경향간의 긴장이 분명하게 나타날 때가 

많다. 

2.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공급 증가에 미치는 영향

인격권과 재산권간의 긴장이 나타나지 않는 대상은 그 매매 허용 여부를 

쉽게 결정할 수 있다. 가령 공산품의 경우는 매매를 허용해야 잘 공급되는 

경향만 있고 매매를 금지해야 그 가치가 잘 지켜지는 경향은 없어 긴장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런 경우에는 매매를 허용하여 그것이 사회에 충분히 공

급되도록 하면 된다. 반대로 인격권의 대상이 되는 것 중에는 매매를 허용

해야 잘 공급되는 경향은 없고, 매매를 금지해야 그 가치가 잘 지켜지는 경

향만 있는 것이 있을 수 있다. 이런 경우라면 당연히 매매를 금지하여 그 가

치를 지켜야 한다. 

반면 두 경향이 모두 있어 긴장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두 경향 중 무엇이 

우리에게 더 중요한지를 판단하여 매매의 허용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가령 

매매 허용시 훼손되는 가치가 너무 크고 중대한 것은 사회에 필요한 만큼의 

공급이 이루어지지 못하더라도 매매를 금지해야 한다. 이와 달리 매매 금지

시 사회에서 반드시 필요한 양도 공급되지 못하는 것이라면 어느 정도의 가

치훼손을 감수하더라도 매매를 허용해야 한다. 

물론 이런 판단은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예를 들어 ‘성(sex)’이 그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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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매매를 허용하면 성이 인간에게 갖는 고유한 의미와 가치 중에 훼손되

는 부분이 있다. 그렇다고 성의 매매를 금지시키면 인간의 원초적인 욕구인 

성욕을 충족시킬 수 있는 방도를 찾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 이 중 어

느 것이 더 심각한 문제인지는 간단하게 판단하기 어렵다. 이것이 성매매 

허용 여부를 둘러싸고 사회적 논쟁이 계속되는 한 이유라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인체유래물등의 경우는 어떠한가. 인체유래물등에서는 먼저 

이런 긴장이 나타나는지 자체가 논란이 될 수 있다. 인체유래물등은 인격권

의 대상으로서 그것의 매매가 그 특별한 가치를 적어도 어느 정도는 훼손시

킨다는 점은 분명해 보인다. 가령 인체유래물이 동물의 사료로 쓰일 때 우

리가 직관적으로 느낄 인간 존엄성의 훼손 정도보다는 덜하겠지만 인체유

래물이 돈으로 사고 팔리는 상황을 상상할 때도 우리는 직관적으로 인간 존

엄성의 훼손을 느낄 수 있다. 반면 매매가 허용되어야만 연구에 꼭 필요한 

정도 이상으로 인체유래물등의 공급이 일어날 것인지는 더 따져 보아야 한

다. 매매가 허용되면 돈을 받고 자기의 인체유래물등을 팔려는 사람이 추가

로 나타나기는 할 것이다. 가령 과학적으로 흥미롭고 상업적 가치가 커 보

이는 유전자를 가진 한 가족은 그들이 원하는 만큼의 경제적 보상이 주어지

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알았을 때 연구에 참여하는 것을 거절하였다.40) 이

런 가족에게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게 만들려면 돈을 받고 팔게 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다. 

이런 경우가 있긴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매매 허용이 인체유래물

등을 제공하려는 사람의 수를 크게 늘릴 것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것은 우선 매매 허용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에게 돌아갈 금액이 대부

분의 경우 크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 점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지금과 

같은 인체유래물은행 체제에서 인체유래물 매매가 허용되었을 경우를 상

상해 볼 필요가 있다. 인체유래물은행 체제란 인체유래물은행이 인체유래

물등을 수집하고 배분하는 데 있어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체제이다. 현재까

지 알려진 바로는 인체유래물등을 이용한 연구가 사회적으로 가장 효율적

으로 이루어지게 만들 수 있는 체제는 바로 이 인체유래물은행 체제이다. 

40) Ashburn, Ted T. & Wilson, Sharon K. & Eisenstein, Barry I., op, cit., pp. 3330-3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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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우리나라를 비롯한 여러 나라에서 이런 체제를 국가 주도로 구축하

고 있다. 

만약 이 인체유래물은행 체제에서 인체유래물등이 매매의 대상이 되면 

인체유래물은행은 방대한 양의 인체유래물등을 돈을 주고 그 제공자로부

터 구입하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렇게 수집된 인체유래물등은 학술적 가치

를 갖는 것은 많을지라도 경제적으로 중요한 가치를 갖는 것은 소수이다. 

가령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이 2008년 시작된 이후 1기인 

2008년부터 2012년까지 일반인 36.5만명, 질환자15.6만명 등 총 52.1만명

에게서 인체자원을 제공받았다. 그런데 이 인체자원을 이용한 연구에서 

2009년부터 2013년까지 출원 또는 등록된 특허의 수는 12건에 머물

다.41) 그리고 이 특허들 중 실제로 실시가 되어 큰 이익을 창출하는 것은 더 

적을 것이다.

이것은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결과로 발생할 경제적 이익의 크기에 한계

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그 이익의 크기를 예상하여 그 중 연구자 

몫을 뺀 나머지를 인체유래물 구입 당시의 인체유래물 제공자의 수로 나누

면 그 액수는 별로 크지 않을 것이다. 가령 우리나라 인체자원은행 사업의 

경우 예상되는 한정된 특허 이익 중에서 연구자 몫을 먼저 뺀 나머지를 

52.1만명으로 나누었을 때 그 금액은 결코 크지 않을 것이다. 이런 작은 금

액의 지불은 사람들로 하여금 그들의 인체유래물을 제공하도록 충분한 동

기를 불어넣기 힘들 것이다.42)

따라서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은 무상 기증만 가능할 때와 비교할 때 

새로 경제적 동기에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하려는 사람을 생기게 하겠지

만43) 그렇더라도 그 수는 많지 않을 것이다. 반면 매매가 허용되면 거꾸로 

이타주의적 동기에서 인체유래물등을 무상으로 기증하려는 사람들의 수는 

41) 김태억, 국립중앙인체자원은행 자료⋅자원 활용성과 분석 시스템 개발, 질병관리

본부 정책연구용역사업 최종결과보고서, 2015. 2.15. 67면.
42) Truog, Robert D. & Kesselheim, Aaron S. & Joffe, Steven, “Paying Patients for 

Their Tissue:The Legacy of Henrietta Lacks, SCIENCE, Vol.337(2012.6), p. 38.
43) Kominers, Scott D. & Becker, Gary S., “Paying for Tissue:Net Benefits”, SCIENCE, 

Vol.337(2012.6), pp. 1292-12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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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것이다.44) 매매가 허용되는 상황에서는 자기 인체유래물등을 무상 기증

하는데 의미를 부여하기가 더 힘들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전체로 따져보

았을 때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반드시 그 공급을 늘릴 것인지는 확실

하지 않으며 공급을 늘린다고 하더라도 그 양은 많지 않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그 공급량을 늘릴 것이라는 점을 

들어 매매 허용을 주장하는 것은 쉽지 않다. 더군다나 인체유래물등의 매매 

허용이 그 공급량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그렇게 공급량을 늘리는 것이 의미

를 갖지 못할 때도 있다. 그것은 무상 기증으로 제공되는 인체유래물만으로

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양을 충족시키는 경우이다. 그런 경우에도 매매 

허용이 정당화되기는 힘들다. 

현재 우리나라는 무상으로만 인체유래물을 제공할 수 있게 되어 있다. 

하지만 한국인체자원은행사업 1기 동안 52.1만명이 인체자원을 제공하였

다. 이것은 목표했던 50만명을 넘어서는 성과이며 그 수는 2014년에 67만

명으로 늘어났다.45) 그리고 2011년 기준으로 이렇게 수집된 인체유래물등

에서 인체자원중앙은행은 3.6%만을 분양하고 단위은행은 3.0%만을 분양

했는데46) 이로부터 연구에 필요한 양을 충족시키고 남을 수 있는 양의 인

체유래물이 수집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제로 인체자원은행사업과 관련

한 평가에서 수집된 자원의 질관리 및 효과적인 활용방안 문제는 자주 거론

되지만 인체유래물 수집의 어려움에 대한 문제제기는 찾기 힘들다. 이런 점

들을 보았을 때 설혹 매매 허용이 인체유래물등의 제공량을 대폭 늘린다고 

해도 그런 이유로 매매 허용을 정당화시키기는 힘들어 보인다. 

3.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의 경우

앞에서 보았듯이 전체적으로는 인체유래물등에 대한 매매를 허용하지 

않아도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인체유래물등을 확보하는데 큰 무리가 없어 

44) Truog, Robert D. & Kesselheim, Aaron S. & Joffe, Steven, op.cit. pp. 37-38. 
45) 질병관리본부, 앞의 자료, 6면. 
46) 김태억, 앞의 보고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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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인다. 문제는 인체유래물등에서는 소수의 사람들만이 가진 것으로, 그것

을 연구하면 큰 특허 이익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큰 특이한 것이 있는데 그

것을 가진 사람이 유상으로만 제공하겠다고 하는 경우이다. 이런 인체유래

물등은 그 특이성 때문에 인체유래물은행에 아무리 많은 양의 인체유래물

등이 수집되어 있다고 해도 그것으로 대체할 수 없다. 이런 경우에 그 특이

한 인체유래물등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그 값을 지불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이런 경우까지 고려할 때 인체유래물등의 매매에 대해 이론적으로 생각

해 볼 수 있는 방안은 세가지이다. 첫째는 인체유래물등의 매매를 전면적으

로 허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이 방안은 소수의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의 공급

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매매가 정당화되기 힘든 훨씬 더 많은 경우들에서

까지 인체유래물등의 매매를 허용한다는 점에서 받아들이기 힘들다. 둘째

는 원칙적으로 인체유래물등의 매매를 금지하되 무상 기증만으로는 구하

기 힘든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에 대해서만 매매를 허용하는 것이다. 이런 방

안은 잘 실현되기만 한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다. 하지만 문제는 이런 이

중적인 지침이 현실에서 얼마나 제대로 준수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다. 왜

냐하면 이렇게 매매금지 규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어떤 경우가 그 

예외에 속하는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그런 이유 등으로 결국 그 규칙 자

체가 흔들리게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셋째 방안은 예외를 인정

하기 않고 인체유래물등의 매매를 금하는 것이다. 그렇게 하면 매매금지 규

칙은 전반적으로 잘 준수가 될 것이다. 하지만 대신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은 

잘 공급받지 못하게 되어 그것을 이용한 연구는 포기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

하게 된다.

위의 세가지 방안 중 첫째는 설득력이 없다는 것이 분명해 보인다. 따라

서 고려해볼만한 것은 둘째와 셋째이다. 이 두 방안 중 어느 것이 더 바람직

한지 판단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고려해 보아야 한다. 그 하나는 무상

으로는 기증받을 수 없는 이런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이 어느 정도나 있을 것

인가 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매매 금지 규칙에 대한 예외를 인정할 때 그 

규칙을 지켜야 한다는 생각이 약화되어 지켜져야 하는 경우에서도 지켜지

지 않는 현상이 어느 정도나 발생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가령 특이한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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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래물등의 경우가 적지 않고 매매 금지의 예외를 인정해도 그 규칙 준수가 

약화되는 정도가 작다면 이런 경우에는 둘째 방안에 따라야 할 것이다. 반

면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의 경우가 적고 예외 인정 시 규칙 미준수가 크게 

나타난다면 셋째 방안을 따라야 할 것이다. 

다른 인체유래물등과 대체될 수 없고 기증으로는 제공받기 힘든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이 연구에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있을지는 쉽게 짐작하기 힘

들다. 하지만 가령 우리나라의 경우 지금까지 인체유래물등의 무상 기증만 

가능했지만 그래서 어떤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을 구하지 못해 연구가 진행

되지 못했다는 사례는 거의 눈에 띠지 않는다. 이에 반해 인체유래물등의 

매매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 그것이 미칠 규칙 준수 약화 현상은 좀더 

우려할만해 보인다. 현재 우리나라는 혈액,조직,세포의 제공과 인체유래물

등의 제공에서 모두 무상 기증만을 허용하고 있다. 이렇게 매매 금지 규칙

이 일괄적으로 적용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일부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발생

하는 혼란은 그만큼 클 것이다. 

이상을 보았을 때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인체

유래물등의 매매를 전면적으로 금지하는 셋째 방안을 따르는 것이 바람직

해 보인다. 그렇다면 연구 결과로 발생할 특허 이익을 분배받는 조건으로 

인체유래물등을 ‘투자’하는 것도 예외없이 금지해야 한다. 그리고 이런 투

자를 근거로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가 특허 이익을 분배받는 것도 허용해

서는 안된다. 

하지만 인체유래물등의 매매와 투자의 전면 금지가 어느 국가나 어느 시

대에도 적용되어야 하는 절대적인 성격의 정책은 아닐 것이다. 가령 우리나

라의 경우에도 앞으로 과학 발전에 따라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을 필요로 하

는 연구가 크게 늘고 그 특이한 인체유래물등을 돈을 주고만 구할 수 있는 

경우 예외적으로 인체유래물등의 매매를 허용해야 할 것이다. 그래서 특이

한 인체유래물등을 가진 사람이 투자 목적으로 이 인체유래물등을 연구자

에게 제공하고 연구 결과로 발생한 특허 이익을 분배받는 것도 예외적으로 

인정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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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현재는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로 발생하는 금전적 이익을 연구자가 독점

하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과연 정당한지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그래서 이 

논문에서는 인체유래물등의 연구 결과로 발생한 이익을 어떻게 분배해야 

윤리적으로 정당한지에 대해 검토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서 금전적 이익 발생이 허용될 수 있는지부터 따져 보았다. 그 결과 

혈액, 조직, 장기의 수혈이나 이식의 경우와는 달리 인체유래물등의 연구에

서는 이익 발생이 정당화된다는 것을 밝혔다. 다음으로 이 이익이 인체유래

물등의 제공자에게도 분배되어야 한다는 입장에서 내세울만한 ‘특허권 공

유’ 논변과 ‘인체유래물등의 투자’ 논변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 두 논변 

모두 설득력이 약하다는 점을 밝혔다. 이로부터 적어도 현재의 우리나라 상

황에서는 지금까지 그래왔던 것처럼 연구로 발생하는 이익을 연구자가 모

두 갖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에 이르 다. 

여기서 한가지 주의할 것은 인체유래물등의 연구로 발생한 금전적 이익

에 대해서 그 제공자의 분배받을 권리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제공자의 

모든 권리가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는 그 

제공을 위해 채혈 등 추가적인 처치를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 이런 경우 

그 들인 시간이나 느낀 불편함에 대해 보상하는 차원에서 어느 정도의 금액

을 지불하는 것은 드물지 않는데47) 이 정도의 보상에 대한 권리는 제공자

가 가질 수 있다. 그것은 이런 정도의 보상은 인체유래물등의 상품화를 함

축하지 않아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인간을 직접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도 연구대상자에게 교통비와 들인 비

용을 보상하는 것은 정당한 것으로 간주되고 있다.48) 

그리고 인체유래물등의 제공자는 무엇보다도 앞에서 보았듯이 자기 인

체유래물등에 대해 인격권을 갖고 있다. 따라서 제공자는 자기 인체유래물

등을 팔거나 투자할 수는 없어도 인격권에 근거해서 그것을 연구에 사용되

47) Ashburn, Ted T. & Wilson, Sharon K. & Eisenstein, Barry I., op.cit., pp. 3330-3381.
48) 김장한, 앞의 글,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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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기증할지의 여부와 어떤 연구에 사용되도록 할지 결정할 권리를 갖고 

있다. 인체유래물은행과 연구자는 제공자의 이 자기결정권을 잘 존중하기 위

해서 충분한 정보 제공을 해야 하고 선택의 기회를 확실하게 보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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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uman Material Donors’

Right to Research Profits

You, Ho-jong

These days, medical and biotechnological research are often performed 

using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Actually, among 

researchers and donors, only researchers benefit financially from such 

research. This paper examines just distribution of such profits. First, this 

paper compares research using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with blood transfusion, the transplantations of tissues and organs. Next, 

this paper examines the basis of assertion that patent-protected profits 

must be distributed not only to the researchers but also to the donors. 

The possible basis is ‘sharing of patent right argument’ and ‘investment 

argument’. This paper testifies that the former argument is not 

persuasive because inventors monopolize the patent-protected profits in 

the current patent system and there is no reason to think that research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are exceptions of the 

system. This paper testifies the latter argument is not persuasive, either. 

The investments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presuppose 

the justification of their trading. However, trading of human materials 

and genetic information cannot be justified. Therefore, this paper 

concludes that the researchers’ monopoly on patent-protected profits can 

be just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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