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TC 유전자검사에 관한
문제

가천대학교 생명과학과 남명진



유전학

- 유전자가 어떻게 작동하고 어떻게 부모로부터 자식에
게 전달되는가를 연구

- 유전형질의 기본단위는 DNA (유전자)

- 세대에 걸쳐 유전자가 유전됨



우생학

 인류를 유전학적으로 개량할 것을 목적으로 여러 조건과 인자 등을
연구하는 학문

 사회적 진화론 : 생존적자 → 유기체와 환경사이의 적응. 
사회적으로 우월하다는 것은 생물로 우수하다. 그러므로 상류계급이
경쟁에서 승리한다

 1910년경 칼 피어슨과 찰스 다벤포트은 유전자에 의해 인간의 형질이
결정된다고 믿고, 나쁜 유전자와 좋은 유전자를 구별하고 나쁜
유전자의 전파를 막으려는 우생학 운동이 시작



우생학 운동
 20세기 초 미국에서 막대한 권력과 부를 누리고 있던 유명한 가계는

(영국, 스위스, 독일, 네덜란드 이민의 자손들) 아일랜드인, 이탈리아인, 

터키인, 유태인, 아시아인, 흑인과 혼합되어 순수성이 없어지는 것을

방지하고, 다른 집단이 성장하는 것을 억제하려 했음

 강제불임법 : 1907년, 인디애나 주가 정신지체자와 범죄를 저지른

정신이상자들을 대상으로 한 강제불임법이 통과된 후 30개 주에서 통과

⇛ 1941년까지 36,000명 이상의 미국인들이 정신박약, 생활보호대상

가족에서 태어났다는 이유로 강제 불임

 이민제한법 : 1924년, 캘빈 쿨리지 대통령에 의해 통과. 미국은

미국인들에 의해 지켜져야만 한다. 생물학적 법칙은 북유럽인들이 다른

인종들과 섞일 때 열등해진다고 주장



 열등 국민: 아시아인, 흑인, 그리스인, 아일랜드인, 폴란드인,이탈리아인

우등 국민: 영국인, 스코틀랜드인, 스칸디나비아인, 독일인, 프랑스인

 캐리 버크 판결 (1927년): 정신지체자로 추정되는 캐리 버크가 17세일
때, 버지니아 정신병 시설에 수용되었는데, 이미 임신한 상태여서 딸을
낳았다. 

 시설관리자 벨은 캐리 버크가 아이를 또 낳지 않도록 불임을 시키려 했다. 
유전학자인 해리 라글린은 캐리 버크를 만나지 않고, 그녀의 정신연령에
관한 보고와 캐리가 이상한 표정을 하고 있다는 사회복지가의 보고를
근거로 캐리 버크가 “부도덕하고 매춘을 일삼았다“고 결론을 내렸다.  
대법원은 8대 1로 캐리 버크를 불임시키도록 판결내렸다

 1914년에는 44개의 대학에 우생학 과정이 존재했지만, 하버드, 예일, 
스탠퍼드대학의 총장들이 우생학 지지자가 되면서 1928년이 되면 무려
376 과정으로 늘어난다



유전학의 한계

① 열성유전 : 열성형질인 경우, 동형접합체와 이형접합체가 짝이 되면 자
손에게 장애가 나타나지 않는다

② 유전의 복잡성: 하나의 유전자가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지 않는다

③ 어떤 형질이 유전되는지 잘 알려진 것이 없다. 다벤포트는 가난과
범죄가 유전된다고 믿었다

④ 집단유전학: 집단이 안정되어 있을 때 구성원의 성질이 시간의 흐름과
더불어 평균치로 돌아가는 현상

• 1935년경 이후 새로운 유전학 사실들이 밝혀지고 인종 차별으로
인류가 완전해진다는 생각에 대한 비판으로 우생학이 쇠퇴하고 소극적
우생학으로 유전자검사가 나타남



1986년 낸시 웩슬러 – 알 권리

1987년 FBI가 강간사건을 해결하는 데 최초 사용

1991년 프랑스배우 이브 몽탕의 유족이 친자확인 소송

1998년 “지퍼게이트” 빌 클린턴 & 르윈스키

우리나라의 경우 씨랜드 화재참사사건, KAL괌

추락사건, 삼풍 백화점 등 대형 사고의 사망자 신원확인

유전자검사의 역사



검체 : 구강세포, 머리카락, 혈액, 정액, 씹던 껌, 사용한

1회용 반창고, 피웠던 담배 꽁초 등

유전자검사

 친자감별, 범인색출

 개인의적성, 소인관련검사
- 지능, 비만 등

 질병의진단과치료에관련한검사들
- 암, 치매 관련 유전자검사

 산전진단



유전자검사 방법

분석확인

표본채취

조각분리

효소처리



유전자검사의 사례

 '지퍼게이트’로 곤욕을 치르던 빌 클린턴 미국 대통령을
울게 만든 것은 유전자검사 기술

 DNA 분석을 통한 유전자검사에 의해 르윈스키의
드레스에 묻은 체액이 클린턴 것임을 밝였다



질병관련 유전자
적성 및 소인검사



ACE : 체력관련

ApoE : 알츠하이머성치매관련

Adrenergic b3R, Leptin:  비만관련
HLA-B27 : 강직성척추염관련

Phog/Shox : 저신장증/비정상성장관련

GF2R : 지능관련

S2AR : 우울관련(자살) 

DRD2 : 술중독관련

DRD2, DRD4 : 탐구, 호기심관련

DRD2 A1 : 골초 (smoking)

소인 관련 유전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급격히 발전하고 있는 생명과학기술에 있어서의
생명윤리 및 안전을 확보하여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생명과학기술을
질병치료 및 예방 등을 위하여 개발, 이용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유전자 검사와 바이오벤처



검사과정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① 유전자검사기관은

 과학적 입증이 불확실하여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신체외관이나

 성격에 관한 유전자검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자검사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금지되는 유전자검사 2017. 7. 26

 VDR, ER 유전자-골다공증

 Mt16189 유전자-당뇨병

 UCP-1,Leptin,PPARr, ADRB3 
(B3AR) 유전자-비만 관련

 5-HTT 유전자-우울증 관련

 Mt5178A 유전자-장수

 IGF2R, CALL 유전자-지능

 ACE 유전자-체력

 CYP1A1 유전자-폐암

 SLC6A4 유전자-폭력성

 DRD2, DRD4 유전자-호기심

 HLA-B27 유전자-강직성척추염

 BRCA1, BRCA2 유전자- 유방암

 Apolipoprotein E 유전자-치매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② 유전자검사기관은

 근이영양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유전질환을 진단하기 위한 목적으로만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있다



착상전 유전자검사 산전 유전자검사

검사대상 배아(8-16세포기) 자궁에 착상된 태아/혹은
모체

윤리적 문제점 • 선별 임신

• 우생학

• 배아 파괴

• 낙태로 연계

• 우생학

착상전/산전 유전자검사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질환
[시행 2016. 6. 20.] 

 시투룰린혈증은 유전적으로 특정 효소가 결핍돼 암모니아를 간에서 요소로 합
성하는데 문제가 발생하는 유전질환이다. 수유곤란과 기면 구토 보챔 등의 증
상이 나타나며 급성으로 진행돼 사망에 이를 수 있다.

 근이영양증은 근육이 점점 약해지는 유전질환이다. 환자는 대개 20세 이전에
사망한다.



제50조 (유전자검사의 제한)

③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를 제외한 경우에는 질병의

예방, 진단 및 치료와 관련한 유전자검사를 할 수 없다 [개정 2015.12.29] 

 의료기관의 의뢰를 받은 경우

 질병의 예방과 관련된 유전자검사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2016. 6. 30.]

 FTO, MC4R, BDNF 유전자에 의한 체질량지수

 GCKR, DOCK7, ANGPTL3, BAZ1B, TBL2, MLXIPL, LOC105375745, 
TRIB1 유전자에 의한 중성지방농도

 CELSR2, SORT1, HMGCR, ABO, ABCA1, MYL2, LIPG, CETP 유전자에 의
한 콜레스테롤

 CDKN2A/B, G6PC2, GCK, GCKR, GLIS3, MTNR1B, DGKB-TMEM195, 
SLC30A8 유전자에 의한 혈당

 NPR3, ATP2B1, NT5C2, CSK, HECTD4, GUCY1A3, CYP17A1, FGF5 유전
자에 의한 혈압

 OCA2, MC1R 유전자에 의한 색소침착

 chr20p11(rs1160312, rs2180439), IL2RA, HLA-DQB1 유전자에 의한 탈모

 EDAR 유전자에 의한 모발굵기. AGER 유전자에 의한 피부노화

 MMP1 유전자에 의한 피부탄력

 SLC23A1(SVCT1) 유전자에 의한 비타민C농도

 AHR, CYP1A1-CYP1A2 유전자에 의한 카페인대사





영국 일본등 11개국은 이미 도입, 일본 제외 국가에서는
금융분야에서 도입







유전자검사 서비스는 윤리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부는 연구방법만 검토한다고 한다

연구윤리에 위반되는 것이다
실증특례 IRB 심의는 승인결과나 유보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복지부가 국생위를 우회하여 민간협의체 협의를 통해 진행.
국생위는 DTC 유전자검사 항목 확대 및 상업화에 반대하였음

• 2018. 4. 30 DTC 유전자 검사 제도개선에 관한 공청회. DTC 유전자검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구성 (‘17.11.~18.4.)하여 다각적인 전문가 검토를
해왔다

• 코리아메디케어 강양구 본부장은 DTC 유전자 검사제도 개선에 관한
사회적 공론화. 

• 연세대학교 김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에서의 소비자 보호, 
개인정보보호 이슈

• 성신여대 김교수는 유전자검사에서의 검사전 서면동의와 검사 결과의
전달에 대한 법적인 관점

• 한경대 신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과 검사기관
사후 관리강화 방안

• 삼성서울병원 김교수는 국내외 검사실 인증제 시행 현황과 DTC 유전자
검사실인증제 시행방안

• 유전체기업협의회의 신대표는 국내외 DTC 유전자검사 시장의 현황과
유전자검사 시장 확대를 위한 규제개선

• 서울아산병원의 이교수는 DTC 유전자 검사의 과학적 근거기준에
관련한 전문가 의견



• 유럽은 DTC 상업검사가 불법이거나 사실상 불허상태임

• 미국의 경우 2006년부터 수많은 문제가 발생하여 2009년 모든 DTC 
검사를 불허한 바 있음. 이후 파킨슨병, 아츠하이머 대장암 등 12개
질환에 대해 DTC 유전자검사를 허용

• 미국에서는 CLIA 에서도 유전자검사기관 등록을 허가제로 바꾸었음

• 한국에서의 CLIA 인증제도는 건강보험대상이 되는 검사시설에서만
통용

• OECD 국가에서의 의료상업화정책이며 건강관리 민간 서비스와
연계한 것

• 유전체분석을 통한 건강서비스 사업은 건강관리 부분을 영리화한
것임



FDA 12개 검사 승인

• 모두 23앤드미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 2015. 2 블룸증후군

• 2017. 4 ▲고령 알츠하이머 질환 ▲ 파킨슨병 ▲셀리악병 ▲고셔병
▲제XI인자결핍증 ▲a-1 Antitrypsin Deficiency▲유전적 혈전 기호증 ▲G6P 
dehydrogenase ▲유전성 혈액색소침착증 ▲조기 발현 1˚ dystonia

• 2018. 3 유방암 및 난소암과 관련 BRCA 유전자

• 2018.11 약물 대사 유전자

• FDA의 승인은 특정 회사의 특정 검사에 한정

BRCA1 유전자의 185delAG and 5382insC 
BRCA2 유전자의 6174delT 
약물 대사 CYP2C19, CYP2C9, CYP3A5, UGT1A1, DPYD, TPMT, SLCO1B1, 

CYP2D6 등 8개 유전자에 대한 33개



DTC 유전자검사의 문제점

1) 개인건강 정보

 사기업이 개인의 유전정보를 보유

 유전정보의 3자 공유

 동의 절차



2) 윤리 문제

 충분한 설명없는 유전검사로 인한 반작용

 치료방법 없는 유전질환에 대한 불안감 조성

 설명의무의 위반

 불필요한 유전검사의 흥미위조 접근



 알기를 원하는 경우

① 음성결과가 나왔을 때의 해방감

② 양성일 경우, 자녀문제와 발병이후를 위한 대비

③ 예방차원의 치료방법을 쓸 수 있음

 알기를 원하지 않는 경우
① 양성일 경우, 인격이 황폐해지는 문제

② 타인으로부터의 차별: 의료보험차별, 고용차별



3) 의학문제

 유전자검사의 정확성

 증상에 대한 이해없이 유전정보의 공급

 소비자가 주도하는 과도한 의료

 정도관리가 안되고 있다. 현재의 유전체검사는
충분히 정보가 알려지지 않는다



유전자검사의 과제

1) 수행하여야 할 유전자검사 품목의 제한

2) 유전 상담을 통한 신중한 결정

 결론을 내는 데 있어서 신중한 결정을 내려야 하며, 
우생학 관점에서 처리하려 해서는 안 된다

2) 유전 정보에 대한 개인의 비밀은 보호되어야 하며, 
충분한 이해와 자유의사에 의한 동의가 필요하다

3) 사람으로서의 다양성을 존중해야 한다. 유전자검사의
결과에 따른 차별이 있어서는 안된다


	DTC 유전자검사에 관한 문제
	유전학
	슬라이드 번호 3
	슬라이드 번호 4
	슬라이드 번호 5
	슬라이드 번호 6
	유전자검사의 역사
	      
	슬라이드 번호 9
	유전자검사의 사례
	슬라이드 번호 11
	소인 관련 유전자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슬라이드 번호 14
	유전자 검사와 바이오벤처
	슬라이드 번호 16
	슬라이드 번호 17
	슬라이드 번호 18
	금지되는 유전자검사 2017. 7. 26
	슬라이드 번호 20
	착상전/산전 유전자검사
	슬라이드 번호 22
	배아 또는 태아를 대상으로 유전자검사 질환�[시행 2016. 6. 20.] 
	슬라이드 번호 24
	의료기관이 아닌 유전자검사기관이 직접 실시할 수 있는 �유전자검사 [2016. 6. 30.] 
	슬라이드 번호 26
	슬라이드 번호 27
	슬라이드 번호 28
	슬라이드 번호 29
	슬라이드 번호 30
	슬라이드 번호 31
	슬라이드 번호 32
	슬라이드 번호 33
	슬라이드 번호 34
	슬라이드 번호 35
	슬라이드 번호 36
	슬라이드 번호 37
	FDA 12개 검사 승인
	DTC 유전자검사의 문제점
	슬라이드 번호 40
	슬라이드 번호 41
	슬라이드 번호 42
	유전자검사의 과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