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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정밀의료 이니셔티브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이하 PMI)는 많은 국가들이 ‘정밀의료’라는 용어와

개념에 주목하게 된 계기가 되었다. 그 동안의 의료서비스는 환자의 증상에 따라

의사가 병명을 진단하고, 진단 받은 질병에 해당하는 표준적 치료방식을 행해왔다.

하지만 정밀의료는 같은 질병을 보유하고 있다 하더라도 환자 개인에 따라 치료나

약 처방을 달리하여 효과를 극대화하고 부작용을 최소화 한다는 새로운 의료의 패

러다임을 의미한다. 사실 정밀의료가 지향하는 방향과 유사한 의학 연구나 용어들

은 PMI 이전에도 존재해왔다. 미국의 인간게놈프로젝트 (Human Genome Project,

HGP) 이후 유전자 분석 기술은 지속적으로 고도화되었고 시간 및 비용은 대폭 감

소함에 따라 다양한 인간 유전체 의학 연구가 이루어졌다. 해외 유명 배우가 암 발

병 가능성이 높은 유전자를 보유했다하여 선제적 수술을 감행한 사례도 이미 대중

에게는 잘 알려져 있다. 다만 정밀의료는 이러한 임상정보 이외에도 최첨단 기술들

을 활용하여 개인의 생활습관(Life Style), 환경 등의 정보들을 수집ㆍ분석하고 인

구통계학적 요소로 세분화(sub-population) 한다는 점에서 기존의 연구나 사업들과

차이가 있다. 정밀의료가 실현될 경우 가속화되는 고령화, 만성질환, 약물 부작용으

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인류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는 기대를 모은다.

하지만 정밀의료를 둘러싼 우려의 시선이나 한계에 대한 지적도 있다. 우선 정밀

의료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전문 인력의 지속적인 투

입이 있어야 한다. 한정된 예산이나 인적 자원 배분의 문제를 감안할 때 다른 분야

의 공중보건 연구나 사업이 상대적으로 간과될 우려가 있다. 또한 정밀의료에서의

핵심정보로 볼 수 있는 유전정보는 특정 질병과의 직접적인 상관관계를 설명하는

데 제한적이라는 점과 개인의 건강상태는 시간의 흐름이나 환경에 따라 끊임없이

변동된다는 점도 한계로 지적할 수 있겠다. 이외에도 정밀의료에서 요구되는 정보

의 양과 종류가 워낙 다양하고 방대하기 때문에 정보 보안기술이나 개인정보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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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책도 필요하다. 즉, 정밀의료 추진에 앞서 정밀의료가 지니는 한계나 예상되는 문

제점을 정확히 인식해야 하고, 기존의 정책이나 규율의 틀과는 차별화된 관리 방안

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정밀의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알아보고 정밀의료에 대한

대중의 참여와 자발적 정보기증을 위해 개인정보에 대한 정책 보완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따라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지니는 가치를 살펴보고 정밀의료

에서 개인정보 취급함으로써 제기될 수 있는 쟁점들을 짚어 보았다. 이후에는 외국

법제도와의 비교 분석을 실시하였고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다만, 아직까지 국내는

정밀의료 추진의 초기단계에 있고 개념의 정립이나 단계별 추진 전략도 명확치 않

았기 때문에 본 논문에서는 정밀의료에 대해 미국의 ‘Precision Medicine’의 개념을

중심으로 논하였다.

현대사회에서의 개인정보는 경제적 가치를 지니고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거나 산

업 발전의 주요 기반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에

서 규율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은 제정 당시 변화하는 미래의 상황까지 예측하기

란 쉽지 않았기 때문에 정밀의료와 같은 새로운 패러다임에 곧바로 적용하는 데는

무리가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한 일본이나 유럽연합 등에서는 수년 만에 개인

정보 규정을 개정하여 변화하는 환경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자 하였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도 수차례 개정은 있었으나 개인정보의 보호 측면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이 대부분이었고, 아이러니하게도 IT 강국이라 자부하는 우리나라 산업의 발전

을 위축시키는 요인으로도 지적된다. 특히 국내에서는 개인정보를 판단하는 기준으

로 ‘식별가능성’ 이라는 요건을 두고 있는데, 최근 기술의 급속한 발전에 따라 현실

적으로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는 거의 없다고 보여 진다. 즉, 개인정보의 판단 표

지로서의 식별가능성은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고 기준이나 범위가 애매하다. 또한

정밀의료에서 수집되는 정보에는 의무기록과 같이 개인의 건강상태를 직접적으로

평가할 수 있는 건강정보도 있지만 여러 정보들과 결합하여 질병의 원인을 규명하

는 데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는 비교적 낮은 수준의 건강정보들도 존재한다.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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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폰이나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을 통해 쉽게 얻을 수 있는 활동량 정보들이 이에

해당되는데 이러한 정보들이 진료 기록이나 검사 결과 등과 동등한 무게의 민감 정

보로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도 불명확하다. 이 밖에도 정밀의료의 기반 기술로서

활용될 IoT, 빅데이터 분석 등의 환경에서는 현행의 사전 동의원칙이 준수되기에

제약이 따를 수 있고, 최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처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 정밀의료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을 살펴보았을 때, 정보의 누출로

인한 개인의 피해도 간과할 수 없다. 정밀의료는 기존 의학 연구 분야에서 쓰이지

않았던 IoT, 인공지능, 빅데이터 등의 신규 ICT기술을 이용하여 개인의 일상생활

속 정보가 수집ㆍ분석되기 때문에 정보 주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많은 양의 정보

가 수집되고 자칫 원치 않은 시점에 대중에 공개될 수도 있다. 또한 정밀의료의 핵

심정보로 여겨지는 유전정보는 특정 조건하에서 표현되는 ‘잠재성’ 과 본인의 의지

와 관계없이 부모로부터 물려받은 ‘무책임성’을 지니며, 존재 자체가 변하지 않는

‘불가변성’을 지닌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보험가입의 거절이나 고용, 승진에서의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농후하다.

따라서 저자는 미국, 유럽연합, 일본과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통해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보호 방안을 제언 하였다. 먼저 기존의 ‘식별가능성’ 이라는 요건 외 ‘합리

적 판단’ 이라는 요건을 추가하고 기준을 마련하여 개인정보 여부의 판단근거를 보

강해야 한다고 하였다. 그리고 미국 HIPAA에서 제시하고 있는 PHI와 같이 건강정

보를 특정 유형으로 구분할 것을 명시하였다. 또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로서 기

존의 익명처리 방식보다는 유럽연합 GDPR의 가명처리방식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하

였고 최초 수집ㆍ활용 목적과 양립 가능한 목적의 개념이 도입되어야 할 것으로 보

았다. 유전자 차별 금지에 대해서는 기존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

고 있는 일부 유전자 검사의 제한 방식보다는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차별이 이루어

져서는 안 되는 분야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구분하여 규율할 필요가 있다.

핵심되는 말 : 정밀의료, 맞춤의료, 유전자 차별, 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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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1. 연구의 배경 및 필요성

과거의 의료행위는 의사가 환자의 증상을 살피고 의사 개인의 직감과 경험을 바

탕으로 진단이나 처방이 이루어지는 형태였고, 보험회사에서도 의사의 치료행위에

대한 신뢰를 기반으로 의료비를 지불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병원의 명성, 병상 수,

많은 임상 케이스를 경험한 유명 의사의 근무여부 등이 환자가 병원을 선택하는 데

있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하지만 현재의 의료행위는 환자 코호트 데이터를

바탕으로 이루어진 연구 논문 등을 기반으로 근거중심(Evidence-based Medicine)의

의료행위가 대세를 이루고 있다. 보험회사들도 임상연구를 통해 검증되지 않은 약

물에 대해서는 의료비를 보장하지 않는 시대가 되었다.1) 이러한 추세로 미루어볼

때 미래의료는 현재 보다 더 많은 근거가 요구되고 이를 위해서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많은 정보들이 수집ㆍ분석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미래의료의 패러다임을 포괄적으로 설명할 수 있는 용어로 최근 정밀의

료가 주목을 받고 있다. 정밀의료는 2015년 1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정밀의료 이

니셔티브(PMI;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이하 PMI)를 통해 전 세계에 널리 알

려지게 되었다. PMI 에서는 정밀의료에 대해 ’평균적으로 환자에게 적용되어온

전통적인 치료법과 달리 유전자, 환경 및 생활양식 등의 개인차를 고려한 혁신적인

의료의 접근 방식‘이라고 설명하였다.2) PMI 이전에는 정밀의료의 본질과 유사한

개념으로 ’개별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라는 용어가 사용되었다. 개별

맞춤의료는 ‘각 개인별 (For each Individual) 유전정보를 분석하여 미래의 질병을

1) 김태순. 정밀의료 선점 위해 세계는 ‘총성 없는 전쟁’ . 바이오스펙테이터 오피니언. 2016
년 11월 8일자.

2) ObamaWhiteHouse, What is the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Access at
<https://obamawhitehouse.archives.gov/node/333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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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측하거나 치료법을 달리하는 것’을 의미한다.3) 하지만 후생유전학4)을 입증하기

위한 여러 연구결과들을 통해 동일한 DNA라 할지라도 환경, 생활습관 등의 후천

적 영향에 의해 표현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이 밝혀졌고, 유전정보만으로 질병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5) 이에 반해 PMI에서 설명

하고 있는 정밀의료는 특효를 보이는 소수의 개인만을 위한 치료법이나 예방법의

개발을 넘어 질병에 대한 인구집단의 계층화(sub-population) 관점에서 접근하고자

한다는 점과 수집ㆍ분석되는 정보의 종류나 양에서 기존의 맞춤의료와는 확연한 차

이가 있다.6)

정밀의료의 추진 및 시장의 선점을 위해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이 발맞추어

관련 정책마련 및 산업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우리나라도 정밀의

료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각종 산업지원 및 정책마련에 힘쓰는 모습이다. 우리나라

의 경우 주요 선진국들과 견주어도 뒤지지 않는 높은 수준의 의료기술을 보유하고

있고, IT 강국이라 자부할 수 있는 과학기술을 확보하고 있다. 따라서 정밀의료 추

진을 위한 기술적인 인프라는 일정 수준 갖추어졌다고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정

밀의료 추진을 위한 정책이나 사회적 제도면에서 개선해야 할 과제가 많다. 가장

먼저 정밀의료에 대한 개념이 혼재되어 있고 그 범위 또한 명확하게 구분되어 있지

않다. 국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밀의료가 미국의 PMI에서 정의하고 있는 정밀

의료를 의미하는 것인지 또 다른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해나 설명이 부

3) Dale B.Hahn, Wayne Payne, Ellen Lucas, Focus on Health, 11th edition ;2013, 한정순
외(옮김). 생활과 건강, 서울:정담미디어;2015.

4) DNA 염기서열은 똑같아도 유전자가 발현되는 표현형은 달라질 수 있다는 개념으로 유전
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적 영향을 연구하는 학문. (김우재. 유전은 운명? - 후성유
전학은 무얼 말해주는가. <사이언스온 리뷰>.2010.5.31.

5) Fraga, M. F. et al. Epigenetic differences arise during the lifetime of monozygotic
twins. Proc. Natl Acad. Sci. USA 102, 10604–10609, 2005.

6) 미국 국립보건원장 Francis Collins와 오바마대통령과의 면담 중 어떤 대통령으로 남고 싶
은지에 대한 질문에 오바마 대통령은 “정밀의료를 시작한 대통령으로 남고 싶다” 라고 대
답하였다는 일화를 통해 정밀의료가 단순 새로운 의학의 트렌트를 넘어 사회전반에 걸친
큰 변화를 내포한다는 의미로 해석이 가능하다. 임태환. 빅데이터 시대, Precision
Medicine 의 의미. 2016 한국보건연구원 연례 컨퍼런스 기조 연설중에서. <주제: 국가주
도형 보건의료 근거창출 미래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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족하다. 또한 바이오뱅크 등을 활용한 기존 연구와 정밀의료간의 차이에 대해 전문

가들조차 일치하지 않아 정책 및 사업에서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뿐만 아니

라 정밀의료 연구의 기반인 개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제도적 장치도 미흡

한 편이다. 정밀의료에서 수집ㆍ분석되는 정보에는 개인의 민감 정보가 다수 포함

되어 있어 정보의 누출이나 악용으로부터 철저히 보호해야 하는 동시에 개인정보

자체가 정밀의료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지니는 경제적 가치를 감안하여 적극 활

용하여야 한다는 딜레마도 존재한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본격적인 정밀의료 연구

추진에 앞서 정밀의료의 개념과 특징에 대해 정확히 알아보고 개인정보의 보호와

활용 두 가지 사안에 대해 적절한 균형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2. 연구의 목적

본 논문은 국내에서 정밀의료 연구에서 개인정보 관련 제기될 수 있는 쟁점을

분석하고 그에 대한 정책방향을 제시하는 데 목적을 갖는다. 목적을 위해 정밀의료

의 개념과 특징을 알아보고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와 성격에 대해에

살펴보고자 한다. 이후 국내 환경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쟁점을 정리하고

각 쟁점에 대응하는 외국의 법제도를 참고하여 시사점을 도출한 후 국내법과의 비

교 법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3. 연구의 방법

연구방법으로는 주로 문헌고찰을 활용하여, 정밀의료의 개념이나 동향을 탐색하

고 정밀의료가 기존의 연구와 다른 특징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를 파악하고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 정밀의료의 기반 기술 환

경하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의 문제점을 도출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연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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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성과 적실성을 높이고자 정밀의료 관련 분야에 종사하는 전문가를 선정하여

1:1 인터뷰를 실시하였고 그 내용을 참고하였다.

인터뷰는 Lincoln 과 Guba(1985)의 질적 연구의 평가기준을 참조하여 진행하고

자 노력하였다. 현상을 생생하고 충실하게 해석하고자 녹음을 실시하였고, 연구 참

여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만 행하였다. 인터뷰 종료 후 녹음자료를 반복적으로 듣

고 읽어 주요 개념을 추출하였고, 신뢰성(credibility)을 확보하고자 하였으며, 본 연

구결과의 적용성(applicability)을 높이기 위해 본 연구 참여자만의 특별한 경험 및

의견이 아닌지를 충분히 고려하였다. 또한 중립성(neutrality)을 갖기 위해 연구자

는 주요개념 및 본질을 추출하는 과정에서 편견을 배재하고 판단중지를 위해 노력

하며 연구가 진행되는 도중에도 연구 대상자의 경험을 객관적으로 보기 위해 노력

하였다7). 동시에 인터뷰 도중 참여자의 억양, 몸짓, 표정 등의 비언어적 요소를 메

모하였고 인터뷰 종료 후 현상학적 접근방법인 Colaizzi(1978)8)의 분석절차를 적용

하여 자료를 정리하였다.

7) Lincoln, Y. S., & Guba, E. G. (1985). Naturalistic inquiry (Vol. 75). Sage.
8) Colaizzi PF. Psychological research as the phenomenologist views. In: Valle RS, King
M, editors. Existential-phenomeno- logical alternatives for psychology. New York:
Oxford Uni- versity Press; 1978. p. 48-71.



- 5 -

제 2장 정밀의료와 개인정보

1. 정밀의료의 개념

‘정밀의료’ 라는 용어는 2011년 UCSF(University of California, San Francisco)

의 Susan Desmond-Hellmann과 Memorial Sloan Kettering Cancer Center의

Charles Sawyers의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리포트를 통해 처음으로 사용

되었다. 여기에서는 ‘정밀의료는 궁극적으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질병의 뿌리와 정

확한 치료법 개발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위해 기술, 과학, 의료기록을 이용하는 것’

으로 정의한 바 있다. 이후 2015년 오바마 대통령이 연두교서에서 발표한 정밀의료

추진계획(Precision Medicine Initiative, 이하 PMI)은 ‘정밀의료’ 라는 용어를 전 세

계의 관심을 집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PMI추진의 핵심기관인 국립 보건원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에서는 정밀의료에 대해 ‘질병 치료 및 예방을

위해 모든 사람에게 적용하는 one-size-fits-all 방식과 달리 개인의 유전정보, 환경,

생활습관 등의 차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질병 치료 및 예방에 적용하는 새로운

접근방법’ 이라고 설명하였다.9)

한편,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에서도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미래 신성장 동력 확

보’를 위해 정밀의료 기술 개발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복지부에서는 정밀의

료에 대해서 ‘유전체 정보, 진료ㆍ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라 정의하고 정확한 진단과 치료

의 효과를 가능하게 하는 의료의 패러다임이라고 덧붙였다. 더불어 정밀의료가 실

현될 경우, 치료의 효과 증대, 신약 개발, 약물의 부작용이나 진단의 오류 최소화

등을 가능케 하여 결국 국민의 건강수명을 연장하고 의료비를 절감할 수 있을 것이

9)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유전체ㆍHealth-ICT 융합 기반 정밀의료 기술개발. 2016년도 예
비타당성조사 보고서. 2017.1.



- 6 -

라 예측하였다. 10)

이와 같이 정밀의료에 대한 정의들 간 약간의 차이는 존재하나, 개인에게 최적

화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기존의 병원 진료 정보 외 유전정보, 생활습관정

보 등 다양한 데이터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대체로 유사하다고 보여 진다. 다만, 이

러한 정밀의료를 기존의 의료패러다임과 전혀 다른 새로운 개념으로 보기에는 무리

가 있다. 과거 전통적으로 행해져 온 표준적인 치료 또는 약 처방이 모든 환자에게

유효하지 않다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환자 개인별 맞춤 치료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고, 미국에서 시작된 인간 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이하 HGP)

가 2003년 종료되면서 개인 맞춤 치료에 대한 기대감은 커졌다. 실제 여러 연구 등

을 통해 특정 약에 대한 개인별 수용성 차이가 밝혀졌고, 이를 활용한 맞춤형 처방

또는 치료도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11)

하지만 유전정보만으로는 질병의 복잡성을 설명하기에는 여러 한계점이 존재한

다. 먼저 해당 질병에 대한 특정 유전적 변이를 지닌 극소수의 환자에게만 효과를

보이고 나머지 환자들은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과 과거보다는 비용이 대폭 감소

하였으나 상대적으로 여전히 높은 비용 역시 한계로 지적할 수 있다.12) 또한 동일

한 DNA를 보유하고 있어도 개인의 생활습관, 환경과 같은 후천적 영향에 따라

DNA가 활성화되거나 비활성화 될 수 있다는 후성유전학 등의 연구결과에서도 유

전정보의 한계를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질병의 복잡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전

자검사 결과 등의 임상정보 뿐 아니라 환경정보, 라이프로그 등의 일상생활 속 다

양한 정보들과의 결합이 필요해 보이며, 이러한 의료의 패러다임을 통칭하는 용어

로 정밀의료가 적절해 보인다.

10) 보건복지부. (보도참고자료) 복지부, 정밀의료를 통해 “개인 맞춤의료 실현” 및 “미래 신
성장 동력 확보” 추진. 2016.8.9.

11) 이일학, 김성혜, 유승협, 김소윤. 유전체 맞춤의학 연구와 위험의 개념 이해. 생명윤리정
책연구. 2012; 6(2):23-40.

12) 윤수영, 의료 미래 바꿀 정밀의료 (밸루체인으로 본 글로벌 트렌드와 과제). LG경제연구
원 보고서. 2016.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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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정밀의료의 특징

2.1 정밀의료 코호트

정밀의료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들과 마찬가지로 코호트의 구축이 필요하다.

코호트 연구(Cohort study)는 일반, 특정 인구집단을 연구대상으로 정하고 그 대상

자들을 질병의 발생과 연관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잠정적 위험요인(risk factor)에

따라 분류 한 후 일정기간 동안 추적 관찰하여 연구하려는 질병의 발생률을 비교하

는 역학적 연구 방법 이다. 코호트 연구의 대상은 질병에 아직 이환되지 않은 사람

을 대상으로 하는 전향적 코호트 연구와, 위험요인에 대한 노출과 질병 발생이 과

거에 이루어진 집단과 발생하지 않은 집단 간의 비교를 하는 후향적 코호트 연구가

있다.13) 즉 기존의 코호트 연구는 어떠한 특정 질병이나 이벤트에 대한 원인을 밝

히기 위한 노력이고 이를 위해서는 데이터의 수집이 필수적이다. 정밀의료 연구를

위해 미국은 100만 명 이상의 코호트를 구축하는데 목표를 두었고, 전체 예산 중

약 60%의 예산을 투자하겠다고 하였다.14) 우리나라는 10만 명의 모집을 목표로 하

였고, 그 밖에 국가에서도 각국의 목표를 밝히며 코호트 구축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하지만, 정밀의료 연구를 위한 코호트는 기존 연구의 코호트와는 다른 차원

으로의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기존의 코호트 연구는 특정 질환이나 사건 발생의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데

목적을 두는 데 반해 정밀의료 코호트는 어떠한 특정 목적을 명시하지 않고도 참여

자들을 모집한다. 앞서 설명하였듯 정밀의료는 개인들의 인종, 환경, 생활습관, 유전

정보 등을 수집하고 일정 부분을 공유하고 있는 소그룹이 특정질병에 대해 보이는

민감도, 예후, 치료법 등을 분석하는 것이 핵심이다. 결국 이 그룹의 양이 작아질수

13) 최기춘 외. 국민건강보험 코호트 구축방안 연구. 국민건강보험 건강보험정책연구원.
2010:57-71.

14) 문상훈, 김영진, 김봉조. 미국정밀의료 프로젝트 소개. 주간건강과 질병. 2016;9(4):70-72.



- 8 -

록 정확도는 높아질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정보의 양이 핵심이다. 15) 따라서 정밀

의료는 다양한 인종, 성별, 소득수준 등 다양한 계층의 정보들을 수집하여 특정질병

에 대한 계층화한 일종의 모델을 마련하는 데 목적이 있기 때문에 기존 연구와는

정보의 수집 양이나 종류에서 전혀 다른 차원이다. 이러한 특징을 인식하여 미국은

당초 “PMI-Cohort Program” 라고 명명했던 코호트 구축 사업을 지난해 “All of

Us Research Program” 으로 변경했다. 16) 단순 용어의 변경으로 보기에는 시사하

는 바가 크다. “All” 이란 단어를 통해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에 대해 예측할

수 있고, “Us” 라는 단어의 사용은 연구참여 대상자에 대한 개방성을 의미하여 전

국민적 참여를 독려하는 일종의 캠페인으로 비춰진다.

정밀의료의 코호트도 여느 임상연구와 마찬가지로 최초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은 후 필요한 정보를 수집하지만 연구 참여자의 지위 면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은 단순 시료 제공자 수준에 그친다고 보여 지나, 정

밀의료 코호트 참여자는 연구의 중요한 파트너로서의 지위를 갖고 연구의 전 과정

을 공유 받고 확인할 수 있다. 17) 특히 미국에서는 ‘PMI Privacy and Trust

Principles’을 통해 연구 참여자를 연구의 중요한 파트너로 인식함을 밝히고 있고,

참여자의 권리 및 연구자와의 소통이 중요함을 강조하고 있다.

정밀의료 연구에서 수집하는 정보의 종류나 양적 측면에서도 기존의 의학 연구

와는 차이를 보인다. 기존 의학 연구에서는 특정질병의 소인을 밝혀내기 위해 혈액

검사, 유전자검사, 문진 등의 정보를 수집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지만, 정밀의료에서

는 기존 연구에서 수집되는 정보 이외에도 개인의 일상생활 속 건강에 영향을 미칠

15) Vodovotz Y and An G. 는 언급한 “reductio ad absurdum” (오류로의 귀류)을 생각해볼
수 있다. 결국 Precise한 통계적 확신을 갖기 위해서는 sub-population의 크기가 작으면
작을수록 동질성이 강하다고 볼 수 있는데, 결국 그 크기는 1로 좁혀져야 하는 것이고
이러면 정밀의료를 하는 이유가 없다라는 내용이다. 즉 오류로의 귀류 현상을 의미한다.
(Vodovotz Y and An G. Elsevier Connect.2015)

16) 미국 NIH 홈페이지 (https://www.nih.gov/research-training/allofus-research-program)
17) 문상훈 등(2016). 전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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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한다. Dale B.Hahn 등의 공동저서 ‘Focus on Health’ 에

서는 ‘전인적 건강 (Holistic Health)’을 설명하며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요

인으로 신체 기능 차원을 넘어 다양한 차원의 상호작용을 통해 위험요인 및 원인을

분석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를 참고하였을 때, 정밀의료에서 수집되는 정보에는 신

체차원의 임상적 정보 뿐 아니라 다양한 차원의 분석을 위한 각종 정보들이 포함된

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Dale B.Hahn 등이 전인적 건강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

한 요소를 중심으로 정밀의료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다음 표1과 같이 정리하

였다.18)

18) Dale B.Hahn(2013), 전게서, pp.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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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집 가능 정보

신체차원

개인의 신체 구조적 특징을 뜻하며 건강을

이루는 핵심요소

ex) 몸무게, 체력, 지구력, 면역력 등.

진료정보, 검사정

보, 유전정보,

일반 건강정보 등

감정차원

신체차원에 의해 인간의 건강에 많은 역할

을 미치는 요소.

ex) 스트레스, 불안감, 행복감 등

SNS 정보,

라이프로그

문진정보 등

사회차원

사교력과 문화 감수성을 의미.

ex) 가족과의 교류, 이웃과의 활동, 직장생

활, 친구와의 교류 등

SNS 정보,

구매이력정보,

위치정보 등

지성차원

정보를 처리하고, 행동에 옮기는 능력, 가치

관이나 믿음을 정리하고 결정을 내리는 능

력을 의미.

학력정보

두뇌기능정보 등

영성차원

생명체에 대한 태도, 인간의 본성, 타인을

대하는 태도 등과 같은 넓은 믿음체계

ex) 종교적 가치관 등

SNS정보, 종교정보

등

직업차원

현대사회에서 직장은 소득을 얻는 장소를

넘어 분쟁조절, 업무분배, 지성성장 등의 기

술을 익힐 수 있는 존재로서의 의미.

직업정보, 위치정

보, 문진정보 등

환경차원

Dale B.Hahn 등은 전인적 건강에서 환경

차원을 제외하였지만, 일부학자들은 환경차

원도 중요한 차원의 지표로 여기고 있음.

기온ㆍ기후정보, 환

경오염. 대기의 질

정보 등

표 1. 정밀의료에서 수집 가능한 데이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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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정밀의료와 맞춤의료

아직 정밀의료(Precision Medicine)와 개별 맞춤의료(Personalized Medicine) 두

용어를 혼동하여 사용하는 경우가 많다. 실제 국내에서 정밀의료를 다룬 관련 신문

기사나 심포지엄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밀의료의 개념이 각기 달라 혼란스럽다.

이 중 대부분은 유전정보의 분석을 활용한 개별 맞춤의료에 가까운 정의를 하고 있

어 정밀의료 정책 마련이나 사회적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데 어려움이 따른다. 물

론 두 용어 모두 전통적으로 행해져온 표준적인 치료방식이 아닌 개인에게 최적화

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고 이를 통해 의료비 지출의 절감이나 건강

수명의 증대를 이루고자 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으나, 실현 방법에 있어서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된다.

먼저 미국에서 ‘Personalized’ 또는 ‘Individualized’ 대신에 ‘Precision’ 이라는 단어

를 사용한 점에 대해 주목할 필요가 있다. 미국 국가연구위원회(National Research

Council)에서는 정밀의료는 특정 개인을 위한 특별한 약이나 의료기기를 만드는 것

이 아니라, 특정 질병에 대해 공통적 특징을 보이는 소그룹(sub-populations)으로

분류하는 것이 핵심임을 강조하였다.19) 즉, 성별, 인종, 유전형질 등을 공유하고 있

는 소그룹이 특정 질병에 걸릴 확률, 특정질병에 대한 치료법, 예후 등을 밝히고

개인을 어느 소그룹에 적용하여 치료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것이 본질이라는 것이

다. 20) 즉, 정밀의료는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ㆍ분석하

여 특정질병에 대해 감수성을 지닌 소그룹으로 분류하고, 이를 개인에 적용한다는

점에서 특정 개인만을 위한 맞춤의료와는 다른 의미를 지닌다. 21)

19) National Research Council (US) Committee on A Framework for Developing a New
Taxonomy of Disease, Toward Precision Medicine, 2011.

20) NRC defined Precision Medicine as Classify individuals into subpopulation that differ
in susceptibility to particular disease, biological and prognosis of those disease they
may develop, respondse to a specific treatment.

21) the focus of “precision medicine” is to explore how treatment or prevention
approaches can be developed based on the combination of genetic, environmental,
and social factors which could be targeted to individuals or populations. [CDC,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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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정밀의료

(Precision Medicine)

맞춤의료

(Personalized Medicine)

개념

개인의 건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정보를 수집ㆍ분석하

여 특정질병에 대한 감수성을 보

이는 소그룹(sub-population)을

분류하고, 개인을 이에 적용한다

는 개념.

각 개인별 (For each

Individual) 유전정보를 분석하

여 미래의 질병을 예측하거나

치료법을 달리하는 개념

핵심 정보

라이프로그, 임상정보, 유전자

정보, 약처방ㆍ구매정보, 구매결

제 정보, SNS(트위터, 페이스북

feed 등) , 환경정보 등

임상정보, 유전자정보

(mainly based on

Genomics)

핵심 기술
유전자분석기술(NGS), 빅데이

터 , IoT, 클라우드컴퓨팅, 인공

지능, 모바일 헬스 등

유전자분석기술(NGS)

코호트

(목적) 특정 질병이나 사건의

인과관계를 규명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데이터 수집을 통해

Population Level을 분류하기 위

함

(연구참여자의 지위) 연구의

파트너로서 연구의 전과정에 적

극적으로 참여하고 정보를 공유

받을 수 있음.

(목적) 특정 질병이나 사건

의 인과관계를 분석하기 위함.

(연구참여자의 지위) 시료의

제공자 역할, 담당의사의 요청

에 의해 제공되는 경우도 많

음22).

질병 원인분석

차원

신체차원, 감정차원, 사회차원,

지성차원, 영성차원, 직업차원, 환

경차원 등

신체차원

표 2. 정밀의료와 맞춤의료의 비교23)

Shift From Personalized Medicine to Precision Medicine and Precision Public Health:
Words Matter!, 2016.4.21.] <https://blogs.cdc.gov/genomics/2016/04/21/shift>

22) 신미이. 동의의 문제와 상업적 이용. 생명윤리포럼. 2014; 3(2):2.
23) 해당 표의 내용은 저자의 주관적인 견해를 바탕으로 작성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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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밀의료 추진 동향

아직까지 의료계에서 조차 다소 생소한 개념인 정밀의료를 전 세계에 알리고 본

격적인 추진계획을 밝히고 나선 미국은 13년간 영국, 독일, 일본 등과 추진한 인간

게놈프로젝트와 유전체 분석기술의 확보, 대량의 데이터 사용 기술 발전 등의 성과

를 통해 정책 추진을 뒷받침하고 있다. 24) 미국 이외의 주요 국가들도 정밀의료의

핵심인 코호트 구축과 유전체 분석 연구, 병원 정보 연동 시스템 구축 등 정밀의료

추진을 정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또한 정밀의료 연구는 기존의 의학연구에

서 활용되지 않았던 각종 기술들과의 융합도 필수적이다. 개인의 일상 생활 속 행

동, 환경 등의 정보를 수집하기 위해서는 사물인터넷 기술과 같은 센싱 기술이 필

수적이고 대량의 정보를 보관하고 공유해주는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과 정보의 분석

에 필요한 빅데이터 분석기술, 인공지능 등의 기술이 요구된다. 따라서 정밀의료 추

진을 위한 각국의 정책동향과 기반 기술 동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3.1 정책 동향

3.1.1 미국

미국은 다양한 인종과 특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인 국가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질

병의 진단과 치료법을 표준화하기에 어려움이 있고, 치료에 따른 반응과 효과가 다

르거나 부작용이 발생해 왔다. 2015년 1월, 미국의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신년 국정

연설에서 의료비 지출을 획기적으로 줄일 수 있는 예방의학을 정착시키고자 정밀의

료추진계획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를 발표하였다. 25) 이를 위해 5가지의 추

진방향을 설정하고 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4가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24) 김성기. 정밀하지 못하고 거칠고 엉성한 복지부의 ‘정밀의료 육성 프로젝트’. <라포르시
안>. 2016년 08월 11일자.

25) The White House.THE PRECISION MEDICINE INITIATIVE.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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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2019년까지 참여자의 자발적인 참여로 1백만명 이상의 코호트 구축을 목표

로 하였다. 여기서 수집되는 정보에는 다양한 개인의 일상생활정보, 유전체정보 등

이 포함된다. 초기에는 PMI –Cohort Progrm 으로 명명하며 출발하였으나, 2016년

에 ‘All of Us Research Program’ 으로 명칭을 변경하며 기존 임상연구의 코호트

사업과는 차이가 있음을 강조하고 있다. 두 번째 추진방향은 개인 맞춤형 암 치료

및 예방법 개발이다. 미국 국립 암연구소(NCI; National Cancer Institute)는 정밀의

료추진계획을 통해 개인의 특성이 최대한 고려된 맞춤형 치료법 및 예방법을 밝히

고 개발하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단기 목표로는 기존의 암 치료제에 대한 환자별

민감도 및 효능에 대해 검증하는 데 두고 있고 이를 통해 얻은 결과를 데이터베이

스화 하여 특정 질병에 대한 개인 및 인구집단의 특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세 번

째 추진방향은 프라이버시 보호 및 신뢰구축에 대한 내용이다. 정밀의료 코호트는

지원자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데, 자신의 정보에 대한 보호 기술 및 장치

에 대한 신뢰 없이는 이루어질 수 없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이에 개인정보의 법

제도적 보호 및 안전한 데이터 관리를 위한 프라이버시 보호대책 수립 및 강력한

보안시스템 구축이 본 방향의 목표이다. 네 번째 추진방향으로는 기존 규제 검토

및 정보 공유 플랫폼 개설에 대한 내용이다. 미국 내 현존하는 규제나 기준이 정밀

의료추진계획과 관련된 연구 및 프로젝트와 상충되는 경우 그 범위를 조정하고 개

선하고자 하였다. 또한 미국의 식품의약청(FD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은

각 연구참여자들간에 원활한 정보공유가 가능하도록 온라인 플랫폼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다섯 번째로 오바마 정부는 정밀의료추진계획의 성공을 위해서는 반드

시 정부와 민간기관 간의 협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위해 병원, 대학, 기

업 등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각 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의 임상데이터를 코

호트 구축을 위해 활용할 계획을 갖고 있다. 위 5가지 정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

해 대규모 코호트 구축 (All of Us Research Program) 개인맞춤형 암치료법ㆍ예방

법 개발, 공유플랫폼 구축, 데이터 공유 표준 제정과 같은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

다.26)

26)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미국정밀의료추진계획 추진현황.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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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영국

영국 보건부는 2012년 10만명에 달하는 암환자 등을 대상으로 게놈을 분석하여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겠다는 계획으로 ‘10만 게놈 프로젝트’에 착수하였다. 이 프로

젝트는 영국 보건부가 설립한 게노믹스 잉글랜드(Genomics england)가 수행 주체

로 2017년까지 진행되며 투입되는 예산은 총 3억 파운드(한화 약5200억원)이다. 27)

또한 2015년 8월 혁신 전담 정부기관인 Innovate UK가 지원하는 정밀의료 혁신센

터 구축계획을 발표했다. 이 센터는 영국의 미래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산ㆍ학ㆍ연

공동연구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캐터펄트 (Catapult) 센터 중 하나로 신설될 예정이

며 헤트쿼터를 캠프리지에 설립할 계획이다. 또한 정밀의료 캐터펄트 네트워크 구

축을 위해 멘체스터 등 6개 신규 지역센터를 추가 개설하여 영국 전역에 정밀의료

및 헬스케어 분야의 기술혁신을 선도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또한 Innovate UK이

주관하여 암연구센터(Cancer Research UK), 국가건강시스템(National Health

System, NHS) 등과 영국의 정밀의료 현황 및 시설을 확인할 수 있는 지도 서비스

(A Map of the Precision Medicine Landscape) 제공했다. 이 지도에는 종양, 감염

병, 근골격계 질환 등의 중점질환에 대한 지역 별 의료 인프라와 400개 이상의 정

밀의료 관련 시설이 포함되어 있고 직접 다운로드가 가능하다. 28)

3.1.3 중국

중국 정부는 미국, 영국 등의 선진국이 정밀의료분야의 계획을 발표하자 본격적

인 정밀의료추진계획을 가동하였다. 2015년 2월 시진핑 주석의 지시에 따라 19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국가정밀의료전략전문가위원회’가 구성되었고 2030년까지 정밀의

료 분야에 600억 위안(한화 약 10조 1520억원)을 투입하기로 결정했다. 한달뒤인

2015년 4월에는 중국 과기부와 주요부처가 공동으로 정밀의료연구 계획 제정사업에

27)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주요국가별 유전체분석 프로젝트 현황. 2015.10.2.
28)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영국의 정밀의료 추진현황.201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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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수하였고, 2016년 3월에는 ‘정밀의료연구’ 중점 전문프로젝트(2016년~2020년)를 발

표하였다. ‘정밀의료연구’ 중점 프로젝트 5개 과제로는 1) 차세대 임상용 생명체학

기술 연구개발, 2)대규모 군층 연구, 3) 정밀의료 빅데이터의 자원통합ㆍ저장ㆍ이용

ㆍ공유 플랫폼 구축, 4)질병 예방ㆍ진단ㆍ치료 방안의 정밀화 연구, 5)정밀의료 집

적응용시범 시스템 구축 이 있다. 29) ‘정밀의료연구’중점 전문프로젝트에서 예산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는 않았으나, 기존 중점 전문프로젝트의 중앙재정 예

산규모를 보면 10억 위안 이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은 의료기관은 분산되

어 있어 정보의 공유 및 보급이 쉽지 않은데 비해 중국은 암 분야만 하더라도 자국

내 300여개 병원에 70% 이상의 암환자가 집중되어 있어 정밀의료 연구를 위한 정

보 공유 측면에서는 유리할 것으로 분석된다. 30)

3.1.4 일본

일본은 2012년 6월, ‘의료혁신 5개년 전략’에서 맞춤의료를 주요 과제로 언급하며

의료산업을 주요 성장 산업으로 육성해왔고 최근 정밀의료에 대한 세계적 추세에

발맞추어 2015년 7월 ‘게놈의료실현추진협의회’를 구성하여 게놈의료 실용과 추진을

결정하였다. 특히 암, 치매, 희귀질환의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3개의 바이오뱅크에

축적되어 있는 약 40만명의 유전정보를 활용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게놈의료 관

련 사업은 후생노동성과 문부과학성에서 주도적으로 진행하며 2016년 기준 후생노

동성은 ‘게놈의료 실용화 제도추진’에 44억엔(한화 약 500억원), 문부과학성은 ‘게놈

의료 실현 추진 플랫폼’ 사업에 19억엔(한화 약 220억)의 예산을 확보했다. 또한

2016년 1월 암 관련 게놈진료가 본격적으로 시행하며 기존의 표준적 치료법에 대해

효과가 없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지속적인 임상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31)

29) 한중과학기술협력센터. 중국의 정밀의료기술 발전동향.2016.8.31
30) 바이오스펙테이터. 정밀의료 선점 위해 세계는 ‘총성없는 전쟁’. 2016.11.08.
31)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일본 정부의 게놈의료 추진현황. 2016.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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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5 프랑스

프랑스는 2016년 6월 정밀의료 실현을 목표로 5년간 6억 7천만 유로 (약 8,500억

원)를 투자하는 ‘게노믹 메디신(Genomic Medicine) 2025’를 발표했다. 10년 이내에

게놈의료 분야에서 선도적인 역할을 하겠다는 포부를 밝혔고 , 프랑스의 '생명 및

보건과학을 위한 연합인 ‘AVIESAN’ 이 ‘지노믹 메디신(Genomic Medicine) 2025’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구체적인 지표를 통해 평가할 예정이다. 또한 2020년 까

지 전국에 12개의 유전체시퀀싱 서비스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대량의 데이터와 처리

하고 유익한 정보를 도출해내기 위한 2개의 국립센터를 설립할 계획이다. 32)

3.1.6 국내

정밀의료와 관련된 국내 정책 및 사업으로 가장 먼저 1999~2013년에 진행된 21

세기 프론티어 연구개발사업 중 하나인 인간유전체기능연구 사업이 있다. 이 사업

에서는 인간 유전자원의 확보, 신규 질병 유전자의 정밀 분석 등 염기서열 자료구

축을 목표로 10년간 약 1,000억원을 지원받았다. 이후 추진된 포스트게놈 다부처 유

전체사업에서는 그동안 각 부처별로 수행해온 유전체사업을 다부처사업으로 통합하

여 질병에 대한 개인 맞춤형 진단 ㆍ치료법 개발, 유전체 분석기술 기반 확보, 원천

기술개발 등에 힘쓸 계획이다. 이 사업은 2014년에서 2021년 약 8년간 진행되며 약

5,8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2015년 10월에는 우리나라 보건복지부와 미국 보건후

생부 간에 ‘한미 정밀의료/메르스 연구 협력의향서’를 체결하였다. 주로 한미 공동

연구 프로그램 개발 및 재원조달방법 모색, 교육지원, 정보교환 체계 마련 등에 대

한 양국간 합의에 대한 내용이다. 2016년 8월에는 대통령 주재 과학기술 전략회의

에서 정밀의료를 9대 국가과학기술전략프로젝트33) 중 하나로 선정하고 정밀의료를

32) Genomics Education Programme. French plans for a genomic healthcare future.
2016.07.04.
(https://www.genomicseducation.hee.nhs.uk/news/item/266-french-plans-for-a-
genomic-healthcare-future)

33) 인공지능, 가상/증강현실, 자율주행차, 경량소재, 스마트시티, 정밀의료, 바이오신약, 탄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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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체 정보, 진료·임상정보, 생활습관정보 등을 통합 분석하여 환자 특성에 맞는

적합한(맞춤형) 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으로, 진료의 정확도와 치료 효과를 동시

에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의료 패러다임”이라고 정의하였다. 보건복지부는 정밀의료

기술개발을 위해 일반인 최소 10만명의 유전정보, 진료정보, 생활습관 정보 등을 수

집ㆍ저장하는 “정밀의료 코호트”를 구축하고 축적된 정보를 기업이나 병원 등의 민

간 연구주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연구 자원 연계ㆍ활용 플랫폼” 구축하여 정밀의

료 기술기반을 마련할 계획을 밝혔다. 그러나 2017년 1월 미래창조과학부 산하 기

관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은 복지부가 제시한 정밀의료 추진계획의 상당 부분이

구체적이지 못하고 일부 정밀의료와의 연관성도 낮다는 평가의 보고서를 발표했

다.34) 보고서에서는 기술적, 정책적, 경제적 타당성을 분석하였고 이를 근거로 국가

전략프로젝트로서의 정밀의료 사업이 당초 예산의 20% 수준인 745억 규모로 대폭

삭감되었다. 35)

3.2 기술 동향

3.2.1 유전자 분석기술

유전정보가 현대 의학 연구 분야에서 지니는 가치를 감안할 때, 유전자 분석기술

은 정밀의료의 핵심기술로 볼 수 있다. 이러한 DNA 염기서열 해독기술은 1970년

초 미국 코넬대학의 레이 우 교수에 의해 최초로 개발되었다. 이후 1977년 영국

MRC(Medical Research Council)의 프레더릭 생어는 레이 우 교수가 개발한 방법

을 활용하여 획기적인 염기서열 분석방법을 개발하여 생애 두 번째 노벨상을 수상

하였다. 이후 1986년 로이후드는 생어 염기서열 분석방법에서 사용된 방사선물질을

형광물질로 대체하고 컴퓨터 기반의 고도화된 데이터 분석으로 자동화된 DNA 염

자원화, 미세먼지 등 9대 분야(자료: 미래 창조과학부 뉴스(2016. 8. 24))
34)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2017). 앞의논문.
35) 전자신문. “‘정밀의료’ 국가프로젝트, 예산 대거 삭감...추가확보 총력”.2017.1.4.
< http://www.etnews.com/201701040001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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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서열 해독기술을 고안했다. 이 방식은 다수의 모델 생명체 유전체 분석에 기여하

였으나, 샘플의 운반 등에서 수작업을 극복하지 못하여 오류가 발생하였다. 이후에

도 모세관 전기영동 (calillary electrophoresis) 기반 DNA 염기서열 해독시스템이

등장하였는데, 이는 1988년부터 시작된 HGP (Human Genome Project)의 주된 기

술로 활용되어 프로젝트 기간 단축에 기여하였다. HGP를 통해 인간 유전체지도가

완성된 후 2세대 염기서열 해독기술인 차세대 염기서열 해독기술 (Next Generation

Sequencing, NGS)이 등장하였다. 2004년 스위스 기업인 Roche는 NGS 기술 상용

화에 성공하였고 이로 인해 소요기간 및 비용이 대폭 감소하였다. 이후 Illumina,

Thermo Fisher 등의 기업들이 줄지어 NGS 플랫폼을 개발하였고 이중 Illumina 의

분석기기가 현재까지도 압도적인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최근에는 3세대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단일분자 염기서열 해독법 (Single-molecule sequencing)은 단일 가

닥 DNA 염기서열을 해독함으로써 각종 오류를 줄일 수 있다. 이 기술은 PacBio

사 가 선도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고 Roche를 비롯한 관련 기업들간의 경쟁도 가

속화되고 있다. 해독기술에 대한 치열한 기술경쟁은 유전체 해독에 있어 높은 정확

도와 비용절감 등으로 이어질 수 있고 정밀의료 연구에서도 크게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

3.2.2 빅데이터 분석기술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정밀의료는 기존 의학연구와 달리 수집되는 정보의 경로

가 다양하고 분석할 수 있는 데이터의 양 또한 방대하다. 우리가 흔히 쓰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살고 있다’는 표현과 같이 현대사회에서는 컴퓨터 뿐 아니라 스마트폰,

IoT 기술 등을 통해 엄청난 양의 데이터가 지속적으로 생성되고 있다. 이렇게 현재

의 관리 및 분석 체계로는 감당하기 어려운 수준의 대용량 데이터를 빅데이터 (big

data) 라고 정의할 수 있다. 36) 단, 반드시 절대적으로 많아야 하는 것만을 의미하

는 것은 아니고 한정된 시간과 비용 내에서 처리하기 어려운 크기의 데이터를 모두

36) 김정숙. 빅 데이터 활용과 관련기술 고찰. 한국콘텐츠학회. 2012;10(2).3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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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라고 부를 수 있겠다. 37) 빅데이터에 대한 표준적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지금까지 논의된 빅데이터는 양(Volume), 속도(Velocity), 다양성(Variety), 복잡성

(Complexity) 등의 특징을 갖고, 단순 데이터는 물론 정형 , 비정형 데이터의 수집,

관리, 분석 등을 포함하는 것으로 종합할 수 있다. 38) 또한 이러한 특징을 이용하여

새로운 서비스 및 가치를 창출하는 것 까지도 빅데이터의 범주로 포함할 수 있다.

39) 국내외에서 논의되는 빅데이터에 대한 정의를 살펴볼 때, 빅데이터가 갖는 가치

는 단순 데이터의 수집이나 마이닝을 통한 서비스 창출에 그치지 않고 미래를 예

측하고 고객의 요구사항을 발견하며, 개인이나 사회의 리스크 경감을 위한 서비스

가 가능하도록 하는데 있다. 40) 빅데이터 자체로는 단순 정보의 집합체에 불과하나,

정보의 수집, 분석 기술과 접목하게 될 경우 방대한 양이 되고 이를 통해 가치있는

결과의 예측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정밀의료 뿐 아니라 미래 인류의 생활에서 필요

한 핵심적인 기술로 여겨진다. 빅데이터의 분석기술을 통해 도출된 정보는 한 기업

의 경영자가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촉진하는 등 통찰력을 높아주기도 하

고 정부의 정책개발, 기업의 신상품 개발 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3.2.3 클라우드 컴퓨팅

정밀의료에서 수집되는 정보의 가치와 양 등을 감안하였을 때, 데이터의 안전한

저장과 공유를 위해 기술이 요구된다. 기존 PC, 서버 등의 물리적 저장소에 보관하

게 될 경우 과부하에 따른 장애나 오류가 발생할 수 있고, 관리를 위한 막대한 비

용이 수반될 수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이 주목을 받고 있

고 정밀의료 뿐 아니라 4차 산업을 연결 짓는 중요한 기술이라 할 수 있겠다.

클라우드 컴퓨팅(Cloud Computing)은 집적·공유된 정보통신기기, 정보통신설비, 소

37) 윤석진. 개인정보보호와 빅데이터 활용의 충돌,.그 문제와 입법정책 과제. 중앙법학회.
2015;17(1).

38) 장병열, 김영돈. “빅데이터 기반 융합 서비스 창출 주요정책 및 시사점”. 과학기술정책연
구원.2013;23(3).

39) 윤석진. 빅데이터 법제에 관한 비교법적 연구. 한국법제연구원;2014:21.
40) 가회광. 빅데이터 도입의도에 미치는 영향 연구[박사학위논문].서울:중앙대학교;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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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트웨어 등 정보통신자원을 이용자의 요구에 따라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탄력적으

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보처리체계를 말한다.41) 리서치 회사 가트너는 클라우

드 컴퓨팅의 2016년 세계 시장규모는 1,153 억 불로 2019년까지 16.9%(CAGR)의

고속 성장을 예상하였고, 국내 시장의 경우 규모는 7.5억 불로 2019년까지 17.7%의

성장이 예상되어 세계시장 성장률을 웃돌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지표의 성장

률은 소프트웨어 산업 전체의 성장률보다 약 7배 높은 것으로 클라우드가 국내 소

프트웨어 산업의 중심이 될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클라우드 컴퓨팅은 사람의 중재

없이 필요한 만큼 자동적으로 확보하여 사용이 가능하고 이질적인 클라이언트 플랫

폼을 통해서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리고 제공자의 자원은 다중-임대 (Multi-tenant)

방식으로 다중의 사용자에게 풀 형태로 유지되며 자원의 신속한 확장과 축소가 가

능하다. 또한 서비스 형태의 미터링 기능을 이용하여 사용의 자동적인 통제 및 최

적화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 42)

3.2.4 IoT

정밀의료 연구는 기존 의학 연구들과 달리 임상적 데이터 이외에도 개인의 생활

속 정보를 수집한다는 데 특징을 지닌다. 이러한 개인의 일상생활을 기록하기 위해

서는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이하 IoT) 기술이 필수적으로 활용된다. 1999

년 Procter & Gamble 회사 Auto-ID Center의 케빈 에쉬튼(Kevin Ashton)에 의해

처음으로 IoT 라는 용어가 알려졌고, 모든 사물이 인터넷으로 연결된다는 의미로

정의하였다. 43) 사물인터넷에 대해 국제적으로 통용되거나 합의된 정의는 존재하지

않으나, 여러 기관들 공통적으로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람, 사물, 정보, 처리장치가

서로 연결되어 정보를 공유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 사물인터넷의 핵심기술은

41) 미래창조과학부, 클라우드 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법률, 2015.
42) 김두현. 클라우드 컴퓨팅 기술 구성과 현황. 한국정보통신기술협회. 2016.
43) Kevin Ashton, That 'Internet of Things' Thing: In the real world, things matter

more than ideas, RFID JOURNAL,2009, See available at
http://www.rfidjournal.com/articles/view?4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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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싱, 인터페이스, 네트워킹 기술로 구분할 수 있다. 센싱 기술이란 온도, 습도, 위

치, 속도 등과 같은 물리적인 양을 측정하는 기술로서 사물인터넷에서는 다양한 디

바이스의 센서를 통해 수집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공유가 가능하도록 기본적인

신호처리와 알고리즘 수행이 가능한 스마트 센서 기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사물인

터넷에서의 인터페이스 기술은 인간, 사물, 서비스 간 특정 기능을 수행하는 응용서

비스와 연동하는 기술을 뜻한다. 사물인터넷의 다양한 서비스 구현을 위해 정보의

검출, 가공, 처리, 저장 등의 ‘검출정보 기반 기술’, ‘위치정보 기반 기술’ , ‘보안 기

술’, ‘온톨로지 (인간이 보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컴퓨터가 처리할 수 있는

형태로 표현된 모델)’ 기술을 활용하여 인터페이스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사물인터

넷에서의 네트워킹 기술은 산재하는 다양한 디바이스들의 물리적인 연결을 수행하

는 유무선 네트워킹 기술이고, WPAN(Wireless Personal Area Networks), 와이파

이(Wirelwss Fidelity), 3G·4G·LTE(Long Term Evolution), 블루투스 등을 이용한

다. 현재 초기 단계인 IoT 산업은 가정용 기기 및 제조업 분야에 대한 향후 수요를

예측한 정부의 지원 확산으로 시장 성장 단계에 접을 것 이다. 전 세계 사물인터넷

관련 기술 및 서비스 매출이 2012년 4조 7000억 달러에서 연 평균 8.8% 의 성장으

로 2017년에는 7조 3000억 달러, 2020년에는 약 8조 9000억 달러의 대규모 시장을

형성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현재 각종 사물 중 인터넷과 연결이 가능한 사물은

전체의 0.6% 이기 때문에 향후 성장 가능성은 매우높으며 인터넷과 연결가능한

사물은 2015년 약 48억 개에서 2020년에는 250억 개까지 증가하여 인프라의 급격한

확대가 예상된다.

3.2.5 인공지능

최근 IoT 기기, 스마트폰, SNS의 활용이 늘어나면서 이를 통해 얻어지는 정보들

역시 정밀의료에서 중요한 데이터로 활용될 수 있다. 다만, 이러한 데이터들은 대부

분 구조화되지 않은 자료들이기 때문에 기존의 컴퓨터로는 해석이 어려운 경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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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할 수 있다. 44) 하지만 기계학습(machine learning)이라는 기술이 도입되면서

컴퓨터 스스로 자료를 이해하고 결과를 예측하는 데 기여할 수 있게 되었다. 특히

최근 이세돌과 알파고(AlphaGo)와의 바둑 대결을 통해 세간의 화제를 모은 딥 러

닝(Deep learning) 기술이 그 예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기술은 정밀의료분야에서 수

집ㆍ활용되는 대규모의 자료의 빠르고 정확한 처리를 위해 필수적인 기술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의사결정을 돕는 도구로서의 인공지능 기술은 대부분 인지 컴퓨팅

기술을 활용한다. 인간은 어떠한 환경이나 상황에서 기존에 본인이 경험했던 사항

을 바탕으로 가장 신뢰도와 결과가 좋았던 방향으로 결정을 내리는 데 이러한 사고

방식 자체가 일종의 알고리즘과 같다. 즉, 이렇게 인간의 관찰, 이해, 평가, 결정하

는 과정을 컴퓨터로 구현한 것이 인지 컴퓨팅의 원리라고 볼 수 있다(Modha et

al., 2011). 이러한 과정을 컴퓨터로 구현하기 위해서는 표3과 같은 5가지의 핵심기

술이 필요하다.

핵심기술 설명

자연어 처리 (natural

language processing)

인간이 쓴 글이나 문장을 컴퓨터를 통해 이해하는 기술

인간과 컴퓨터 간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기 위한

기술로 자동번역, 문서처리, 채팅 등에서 활용됨

기계학습
대량의 자료를 읽어 알고리즘을 발견하고 이를 기반으로

변화를 예측하는 기술로 딥러닝도 여기에 해당됨.

패턴인식
인간이 인지하는 시각, 발화, 문자, 기호 등을 관찰하여

분류하는 기술 (Bishop, 2006).

지식표현과 추론
복잡한 정보를 구조화하는 기술

시멘틱(semantic), 온톨로지(ontology), 추론엔진(inference

engine) 등이 해당됨(Maedche, 2012).

지능관리 행위
로봇의 동작을 위한 전략이나 행동방향 및 순서를 정의하는

기술

표 3. 인공지능 핵심기술 45)

44) Slabodkin (2016) 은 사물인터넷(internet of things, IoT), 모바일(mobile), 소셜(social)의
세 가지 기술을 통해 생성된 빅데이터 중 80% 이상이 비 구조화된 자료라고 하였다.

45) 이강윤, 김준혁. 인공지능 왓슨 기술과 보건의료의 적용. Korean Medical Education
Review 2016; 18(2): 51-57. 재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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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인공지능은 최근 보건의료계에서도 주요 쟁점으로 부상하고 있고, 병원의

정책에 따라 진료에 활용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로 미국 IBM 사의 왓슨 온콜

로지 솔루션을 살펴볼 수 있다. IBM은 세계 최대 규모의 민간 암 센터인 메모리얼

슬로언 케터링 암 센터(Memorial Sloan-Kettering Cancer Center, MSKCC)와 왓

슨 온콜로지 솔루션(Watson Oncology Solutions)을 개발했다. 유방암과 폐암을 시

작으로 조직을 구성하였고, 임상 전문 기술과 분자 및 유전자 데이터의 통합, 각종

치료 및 진단사례를 저장하여 근거 중심의 솔루션을 개발하려 하였다. 종양학 의사

가 환자에게 제공하는 진료지침이나 연구논문, 환자의 의료정보를 비교하여 지원

가능하도록 왓슨을 훈련시켰다. 왓슨은 자연어 처리 기술을 통해 국립종합 암네트

워크(National Comprehensive Cancer Network) 및 각종 논문, 의료진의 진료 성공

사례 등을 이해하는 등 비정형 데이터를 활용하였다. 이를 통해 왓슨 온콜로지 솔

루션은 의료진 및 환자들에게 진료 방향의 결정을 위한 리스트를 제공하고 암의 진

단과 치료를 시작하는 수련생들에게 좋은 교육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다. 46)

4.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4.1 개인정보의 개념

개인정보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하기는 어려운 면이 있으나 보호할 가치가 있는

개인정보의 측면에서는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한정한다고 볼 수 있

다. 따라서 개인에 관한 정보는 분명하나 익명처리 되어 누구의 정보인지 식별이

어렵다면 이는 개인정보에 속하지 않게 된다. 47) 국내 법령상에서의 개인정보 정의

를 살펴보면,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1항에서는 개인정보를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46) 이강윤(2016). 전게 논문.
47) 황인호, “개인정보보호제도에서의 규제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2002; 30(4):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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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아볼 수 있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라고 하였다.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2조 제6호에서도 ‘개인정보보호법’과 유사한 문장과

의미로 정의하고 있고, 헌법재판소에서는 개인정보를 “개인의 신체, 신념, 사회적

지위, 신분 등과 같이 개인의 인격주체성 을 특징짓는 사항으로서 그 개인의 동일

성을 식별할 수 있게 하는 일체의 정보라고 할 수 있고, 반드시 개인의 내밀한 영

역이나 사사(私事)의 영역에 속하는 정보에 국한되지 않고 공적 생활에서 형성되었

거나 이미 공개된 정보까지 포함”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다.48) 또한, 1980년 경제

협력개발기구(OECD)에서 채택한 ‘프라이버시 보호와 및 개인데이터 유통에 관한

가이드라인의 이사회의 권고(Guidelines on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Transborder Flows of Personal Data)’ 에서도 개인정보에 대해 “식별되었거나 식

별될 수 있는 정보주체의 모든 정보” 라고 정의하였다. 49)

국내외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 중 식별가능한 정보로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가족관계 등의 신분관계정보, 신용, 소득, 재산 등의 경제관계 정보, 학력, 직

업 등의 사회관계정보, 신장, 체중, 지문 등의 심신관계정보, 사상, 종교, 가치관 등

의 내면관계정보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속성에 의한 구분도 가능한데, 직접

적으로 알아볼 수 있는 속성의 정보와 다른 정보와 결합하였을 때 알아볼 수 있는

속성의 정보로도 나눌 수 있다. 특히 현대사회에서는 전자는 물론 후자와 같은 복

합 개인정보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볼 수 있다. 이 밖에도 대게의 개인정보보

호 법제들에서는 개인정보 중에서도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해 별도로 구분하여 다루

고 있는데, 민감정보는 사상, 종교 등의 내면적 정보나 성생활, 건강 등의 개인적ㆍ

사회적 정보로서 유출 시 기본적인 인권 침해가 예상되는 정보라고 볼 수 있다. 50)

48) 헌재 2005.05.26, 99헌마513, 판례집 제17권 제1집, 668, 682.
49) Access at

http://www.oecd.org/internet/ieconomy/oecdguidelinesontheprotectiono

fprivacyandtransborderflowsofpersonaldata.htm, (2017.4.21.마지막 방문.)
50) 윤종수. 개인정보보호법제의 개관. 정보법학. 201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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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개인정보의 특징

오늘날 고도의 정보통신기술 발달로 각종 분야와의 융합이 이루어지고 있고, 이

는 국가 경제 발전의 원동력이자 생활의 편의를 가져다주는데 큰 역할을 하고 있

다. 산업의 활성화와 서비스 발전의 중심에는 데이터의 수집과 분석이 필수적인데

개인정보 역시 이러한 데이터의 일부로서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예전에는 개인정

보의 가치에 대해 관심이나 인식이 크지 않았으나 이러한 사회적 환경에서 개인정

보가 갖는 가치와 특징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개인정보는 하나의 인격적 가치로서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다. 보호해야할

개인정보로서의 가치를 설명하기 위해 ‘프라이버시(Privacy)’ 라는 용어의 의미를

생각해 볼 수 있다. 개인의 프라이버시권은 1880년 미국의 토마스 쿨리(Thomas

Cooley) 판사가 ‘홀로 있을 권리 (the right to be let alone)’를 주장51)하면서 알려

졌다. 이후 많은 판례나 논문에서 인용되고 있으나 프라이버시 자체로는 법률적 개

념이라기보다 사회 문화적 개념의 성격이 강하여 법적 측면에서의 특정 권리와 직

접 연결시키기는 어려움이 존재한다. 하지만 사전적 의미 또는 미국에서 프라이버

시권을 인정한 과정 등을 살펴볼 때, 우리나라의 헌법과 연결하여 법률적 개념으로

이해가 가능하다. 헌법 제10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

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지닌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제 17조에서는 “모든 국

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라고 하였다. 대법원의 판결에서

도 “헌법 제10조와 제17조의 규정은 개인의 사생활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공

개되지 않은 소극적 권리는 물론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의 정보를 적극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권리도 보장하려는 데에 취지가 있다”고 설시하며 헌법 제10조 및

제17조에 의해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 보장된다고 판단한 판례가 있다. 52) 즉, 개인

51) 조재현. “개인정보보호와 프라이버시 영향평가”. 헌법판례연구. 2005;7:116.
52)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4278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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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프라이버시권은 소극적인 ‘홀로 있을 권리’로의 접근을 넘어 자신의 정보에 대해

정보주체가 자유롭게 결정하도록 하는 ‘자기결정권’을 의미하는 적극적 개념으로 확

장하여 해석이 가능하다. 따라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통해 인격적

가치에서 파생된 개인의 정체성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호해야 하는 측면을 지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53)

한편, 현대사회에서는 개인정보를 활용한 경제적 부가가치 창출 비율이 점점 커

지면서 개인정보의 재산적 가치 또한 부각된다.54) 개인은 자신의 정보를 제공함으

로써 일정한 혜택을 얻게 되는데, 요즘 흔히 이용할 수 있는 맞춤형 서비스 등이

그 예이다. 또한 국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는 공적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도 개인정보는 일종의 공공정보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공공정보는 문제의 현상을

파악하고 해석하는 데 타당성과 신뢰감을 높여주는 요인으로 작용하여 공공기관 등

의 수요자 맞춤형 서비스 발굴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 2013년 통계청의 사회조사

설문에서 국민에게 필요한 복지서비스로 ‘건강관리ㆍ증진서비스’ 가 선택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39.4%)55). 보건의료계에서 이러한 국민적 요구에 부흥할 수 있는 환

자 중심의 건강관리 서비스를 개발하고자 할 때, 개인정보의 분석은 필수적이며 이

에는 진료정보 뿐 아니라 행정정보 등도 해당될 것이다.56) 본 논문에서 논하고 있

는 정밀의료 역시 공공목적의 보건의료서비스의 일환으로 볼 수 있어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가 갖는 가치를 파악하는 데 의미가 있다. 일각에서는 공공정보로서 개인

정보가 갖는 경제적 가치를 바탕으로 저작물이나 발명품처럼 재산적 권리를 인정해

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이 주장은 개인정보에 대한 추상적이고 모호한 법제도 마

련보다는 개인정보의 제공에 대한 보상과 피해에 대한 구제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

이 더 효과적이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57) 하지만 개인정보를 단지 경제

53) 박상구, “전자거래와 개인정보보호”, 재판자료, 2003;99: 505.
54) 박미정. 공공정보의 이차활용을 위한 법제도에 관한 연구[박사학위논문]. 서울:연세대학
교, 2014.

55) 2013년 사회조사 결과, 2013. 통계청.
56) 박미정(2014). 전게논문.
57) Lawrence Lessig, 「Code: And Other Laws of Cyberspace, Version 2.0」,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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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이익의 수단으로만 보기에는 인격적 가치가 상대적으로 간과될 가능성이 있고,

개인의 이익이 아닌 공공의 이익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도 작용할 수 있다는 비

판도 제기될 수 있다..58)

Books. 2006:230
58) 윤종수(2011). 전게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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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정밀의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쟁점

제2장에서는 정밀의료가 기존의 의학연구들과 비교했을 때 지니는 특징과 관련

정책 및 기술에 대해서도 살펴보았다. 또한 정밀의료 연구 뿐 아니라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지니는 가치와 특징도 알아보았다. 정밀의료가 지니는 파급력과 공익적

목적을 감안하였을 때, 개인정보로서의 데이터는 활용의 가치를 지니는 반면, 인간

의 존엄성에 따른 보호의 가치 또한 간과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정밀의료에서 제기될 수 있는 개인정보 쟁점을 정리하기로 하였고, 쟁

점 도출을 위한 연구의 적실성과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 전문가 인터뷰를 진행하였

다. 연구 대상자 현황은 표4와 같다.

특성

대상자
A B C

전문분야
빅데이터,

머신러닝
의료정보 모바일 헬스

근무지 대학 병원 기업

경력년수 12년 8년 16년

표 4. 연구대상자 일반적 특성

연구 대상자 3인은 의료정보, 빅데이터, 모바일 헬스 각 분야 7년 이상의 연구

및 실무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선정하였다. 인터뷰는 반구조화된 질문지의 문항을

중심으로 자유로운 분위기에서 진행하였고, 질문 문항은 크게 정밀의료의 개념,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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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정보의 보호 및 활용에 관한 쟁점, 법제도 개선사항으로 나뉘어져 있다. 정밀의료

의 개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는 대상자 3인의 답변은 그 문장의 의미와 맥락에서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3인 모두 유전정보를 활용한 개인 맞춤의료의 개념과

는 차이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었고, 특히 기술의 발달에 따라 정밀의료에서 수집ㆍ

분석되는 자료의 종류와 양에 대해서도 강조하였다. 또한 정밀의료의 필요성에 대

해서는 대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었으나, 국내에서 정밀의료를 추진하기 위해서 해결

해야 할 몇 가지 문제점에 대한 해결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인터뷰 분석 결과는 다

음 표 5와 같이 정리하였고, 내용을 참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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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 하위범주 개념

정밀의료에

대한 이해

정밀의료의 개념

Individual 및 Population 모두 고려한 새로운 의료패러다임, 기존 EMR 데이터에 일상생활정보, 환경정보, 유전정보

등을 결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 및 예방법을 제공하는 미래의학의 개념, 다양한 기술의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디지털 데이터화 할 수 있는 정보들이 많아지고 이러한 정보를 참조하여 의료진이 환자를 치료하거나 약을

처방할 때 기존의 방식보다 더욱 정확한 진단을 가능하도록 하는 개념

정밀의료의 필요성

불확실성이 존재하나, 장기적 관점에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여겨짐,

정밀의료를 추진할 것이라면 우리 환경에 맞는 접근과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 맞다고 봄,

정밀의료에 대한 빅 픽쳐를 당장 이루겠다는 조급한 방식의 접근은 맞지 않고 현실성을 고려하여 단계별로 구분하고

검증을 통해 나아가는 방식으로 접근, 너무 앞서간 우려로 인해 걸음마도 떼지 못하는 상황에 대한 아쉬움.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

쟁점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개인정보보호법의 엄격함에 대한 아쉬움. 개인정보의 포괄적 범위, 건강정보의 정의 모호, HIPAA에서의 PHI 참조

필요, 개인의 백그라운드에 따라 식별가능성이 다름, 완벽한 익명화 불가능, 직접식별정보가 제거된 유전정보 및

라이프로그 데이터를 개인정보로 볼 것인지 의문, 정보가 많아지면 개인 식별의 가능성이 높아지기 때문에 기술적

조치 필요,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피해를 보상할 방법 필요, 법제도를 방어수단으로만 활용하고 있는 아쉬움, 미국은

일정 요건을 충족하면 실행하고 책임을 부여하는 방식인데 우리나라는 문제가 생길 것을 대비하여 모두 제재하는

방식이 아쉬움, 예상되는 문제에 대해 모두 준비하고 해라 라는 식은 비효율적임,

개인의 사생활 침해
대학병원 전산시스템 해킹 등에 대한 우려. SNS의 해킹이나 IoT 센서의 해킹으로 개인의 수치심을 일으킬 만한

사진이나 위치, 결제정보 등에 대한 위험성. 이를 활용한 타겟 광고로 인한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우려.

유전자 차별
유전정보 누출로 인한 취업, 사회적 차별에 대한 위험존재 (단, 유전자검사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고 지적,

TV속 친자확인정도로 생각하는 좁은 시각은 지양되어야함), 유전자편집기술 등으로 인한 신인류의 탄생 가능성,

유전자조작, 비윤리적 행위 가능성 존재

표 5 . 연구 대상자 3인 인터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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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1.1 정보의 구분 및 범위 문제

우리나라를 비롯한 대부분의 국가들은 개인정보에 대해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 뿐 아니라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되어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로 정의하고 있다. 즉, 개인 식별성이 없는 데이터는 보호해야할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인 식별성이 없는 정보는 거의 없다. 이름이나 주민등

록번호와 같은 직접적인 식별이 가능한 정보를 제거하였다 하더라도 나머지 정보끼

리 결합하였을 때, 다른 사람과 구별이 되는 정보인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의 대상이

된다. 59) 즉, 개인 식별가능성에 대한 의미와 범위는 무한히 확장이 가능하고 애매

하다.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서는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를 ‘민감정보’로 규정하였는데, 개인의 사상이나 신념, 정치적 견해, 건강

등의 정보가 그에 속하며 철저하게 보호해야 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정밀의료에서

수집ㆍ이용되는 정보들은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대부분 민감정보에 해당한다. 이

중 개인의 건강을 나타내는 정보의 경우 그 의미는 추측은 가능하나 범위가 불분명

하다. 최근에는 다양한 생체측정기기를 통해 개인의 건강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정

보들이 수집ㆍ활용되는데 이러한 정보도 분명 건강정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개인 건강관리 목적으로 구입하여 이용하는 개인건강기기(PHD, Personal

Health Device)를 통해 얻은 정보를 민감 정보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도 분명치 않

다. 민감 정보로 분류한다 하더라도 단순히 신장, 체중과 같은 정보가 약 처방내역

이나 의무기록 등과 동등수준의 민감 정보로 보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한 의문이 제

기된다. 즉, 개인의 민감정보에 해당하는 건강에 대한 정보의 정의와 범위가 막연하

고 등급의 분류도 되어 있지 않다.

59) 이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단국대학교 법학연
구소 <법학논총>. 2013;37(1):509-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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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사전 동의 및 목적 외 이용의 문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 2항 제1호에서는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허용함을 명시하고 있다.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위한 동의의 방

식으로는 정보주체에게 명시적 동의를 얻어야 하는 옵트인 (opt-in) 방식과 우편,

이메일, 브로슈어 등을 통해 정보주체에게 개인정보의 수집 및 처리를 알리고 정보

주체가 별도의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 한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옵트아웃

(opt-out) 방식이 있다. 우리나라는 엄격한 옵트인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자유로운

동의권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보호법 제16조 제2항 및 제22조 4항을 통해 동의

하지 않은 정보주체에 대해 재화나 서비스의 제공을 거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동법 제22조 제1항에서는 구분동의의 원칙, 2항에서는 필수정보와 선택정보의 구분

을 명시하고 있다. 즉, 동의여부에 대한 자유로운 선택을 보장하고 있어 옵트인 방

식의 성격에 “선택적 동의” 방식을 취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60)

하지만 정밀의료의 기반 기술을 통해 수집되는 정보들은 정보 주체가 인지하지

못하는 사이에 수집되기도 하고 정형 데이터 뿐 아니라 비정형데이터도 포함되어

있어 현행의 사전 동의 원칙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동시에 개인

정보보호법 제 15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시 목적, 보유기간,

거부권 행사 등의 내용에 대한 충분한 고지의무 이행도 사실상 어렵게 된다. 특히

IoT 센싱 기기들이 소형화됨에 따라 정보수집에 대해 설명하거나 동의를 받을 만

한 디스플레이가 없는 기기들이 많고, 설령 있다하더라도 ‘충분한 이해 하의 동의

(Informed consent)’ 가 이루어지기에는 제약이 따른다. 수집 뿐 아니라 분석 과정

60) 정보주체로부터의 동의와 관련된 조항으로 개인정보보호법 제 15조 “개인정보보호법에서
정의하고 있는 개인정보의 개념과 일치할 경우 이를 수집⋅이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
로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함”, 동법 제17조 제1항 “제3자에게 제공할 경우에도
개인의 동의를 반드시 얻어야 함)”을 들 수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시에도 정보주체로부터의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고 (제18조 2항),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가 목적 외 용도로 이용할 경우에도 반드시 정보주체의 동의가 필요하다.(제19조). 이
창범, 개인정보보호법제 관점에서 본 빅데이터의 활용과 보호방안,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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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다. 특히 빅데이터 분석기술은 여러 상관관계 분석을

통해 가치를 이끌어 내는 과정을 수반하기 때문에 최초의 수집 목적과 다른 방향으

로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하지만 이때마다 개별적으로 변경내용과 사유

를 고지하고 동의를 얻어야 한다면 시간과 비용 측면에서 비효율적이며 이럴 경우

굳이 빅데이터 분석 기술을 도입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61) 이 밖에도 동의절차가

정보 처리자의 책임을 면제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고 마치 동의만 얻으면 모든 것

들이 허용된다는 ‘동의 만능주의’ 인식으로 발전될 가능성도 존재한다.62)

1.3 비식별조치의 법적 근거 미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 제2항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여기서의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는

기술적인 비식별조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여 지는데, 동 법 제2조와 제3조 제7항

등에서 설명하고 있는 비식별조치의 개념이 동일하지 않다. 제 18조 제2항 제4호에

서는 익명처리된 정보를 의미하는 반면, 제2조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해당 정보만

으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것’

이라고 설명하며 가역의 가능성이 있는 가명 처리된 정보와 유사한 정의를 하고 있

다. 또한 제3조 7항에서는 ‘개인정보 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해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라고 명시하며 직접적으로 익명처리를

언급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에 대

해 별도의 조항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각 조항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에서도 익명

처리와 가명처리의 개념이 혼재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63)

61) 윤석진(2015). 전게 논문.
62) 박미사. 신규 ICT환경에 따른 개인정보보호 법규 정비에 관한 연구[석사학위논문]. 서강
대학교, 2016.

63) 국내법 중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9호에서 익명화에 대해 언급하고 있
는데, “개인정보를 영구적으로 삭제하거나, 개인 식별정보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당기관
의 고유 식별번호로 대체하는 것” 으로 명시하였다. 여기서의 해당기관의 고유 식별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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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개인정보"란 살아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영

상 등을 통하여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해당 정보만으로는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더라도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

는 것을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개인정보

보호 원칙) 7항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익명에 의

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제18조 2항 4호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

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표 6. 개인정보보호법 상에서의 정보의 비식별화 조항

한편 2016년 6월 30일 개인정보보호 관련 담당부처 합동으로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을 발표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기존의 각 부처별 안내서, 지침, 가

이드라인 등은 일괄 폐지하고 2016년 7월 1일부터 해당 가이드라인을 적용하도록

하였다.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정보주체를 알아 볼 수 없도록 비식별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추정하고 ‘비식별정보’에 한하여 빅데이터 분석을 허용한다

고 하고 있다. 여기서의 비식별 처리는 미국이나 일본과 같은 익명처리에 대한 내

용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보호법 상 익명처리와

가명처리가 구분되지 않은 상황에서 2016년 개인정보 비식별 조치 가이드라인에서

비식별처리 정보를 익명처리 정보로 추정하고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제에서 제외하는

것은 성급하게 개인정보의 활용에 치우친 내용이 아니냐는 비판도 지적될 수 있다.

또한 동 가이드라인에서는 가명처리도 익명처리의 한 방식으로 포함하여 가명처리

정보가 개인정보보호법의 법적 테두리를 벗어나는 문제도 야기될 수 있다.64)

라는 용어는 병원의 환자번호로 생각될 수 있는데, 미국의 HIPAA에서는 환자번호도 개
인식별정보로 보고 있다. 또한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인체유래물은행관련 개인정
보보호 및 익명화부분에서 직접식별정보와 잠재적 식별정보를 나타내고 있다. 직접식별
정보에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운전면허증번호,계좌번호,이메일주소, 의무기록번호, 환자등
록번호, 각종 자격증번호, 학번, 차량번호, 주소, 저화번호, 팩스번호, URLs,IP, 기타 개인
을 특정할 수 있는 모든 기호 들이라고 안내하고 있다. 비교적 자세하고 합리적인 가이
드라인으로 보여지고, 미국 HIPAA의 PHI 와 대부분 유사하다.

64) 박노형, 빅데이터관련 주요국가의 개인정보보호 법제도 분석에 따른 한국개인정보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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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생활 침해

우리나라 헌법 제17조에는 “모든 국민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침해받지 아니

한다.” 라고 규정하며 개인 사생활에 대한 권리 보장을 밝히고 있다. 정밀의료 연구

에 자신의 정보를 기증하고 참여함으로써 기증자 개인의 사생활 보장 권리가 침해

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최근 외부로부터의 해킹, 개인정보처리자의 악용 등으

로 개인의 사생활이 침해된 사례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듯, ICT 기술의 발전으로

인한 생활의 편리함 이면에는 개인사생활 침해의 우려는 지속되고 있다.

정밀의료가 기존 의학 연구들과 가장 큰 차이를 보이는 요소는 수집ㆍ분석되는

정보의 종류와 양이다. 최근 센서 가격의 하락과 스마트폰의 높은 보급률, IoT 기

술의 발전으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일상 생활 속 많은 정보가 기록되고 있다. 이

러한 정보를 의미하는 ‘라이프로그’ 는 스마트폰, 웨어러블 디바이스 등의 지능형

가젯(Gadget)을 통해 개인의 일상생활 속 모든 정보를 수집, 기록하고 이를 유용한

정보로 분류해주는 일종의 기술을 통칭하기도 한다. 65) 라이프로그 데이터들을 기

초로 하여 개인의 소비패턴, 기호 등에 정보를 파악할 수 있고 질병이나 위험 예측

과 같은 가까운 미래에 대한 분석정보 등을 생성할 수 있다. 또한 내가 보고 있는

장면을 촬영할 수 있고, 음성인식을 통해 메시지를 전송하기도 하며 인터넷을 통해

검색할 수 도 있다. 66) 이 때 개인정보의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성이 제기되는

데,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이란,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하고 관리할 수 있는 권리

이며 어느 범위까지 공개하고 이용될 것인지에 대해 정보주체자가 결정할 수 있을

권리를 뜻한다. 67) 즉 자신의 정보를 스스로 통제할 수 없을 때 사람들은 분노와

개선의 검토, Naver Privacy White Paper,2016
65) 임혁, 김태성. 라이프로그 시스템(Life log system)의 개인정보 생명주기(Life cycle) 단계
별 프라이버시 노출에 대한 위험성. 한국경영정보학회 춘계공동학술대회. 2014:900-905.

66) 정수진. 유비쿼터스 기술의 적용사례 및 사회변화에 대한 고찰 [석사학위논문], 울산대학
교, 2013.

67) 헌법재판소 2005년 5월 26일 선고 99헌마513; 대법원 2014년 7월 24일 선고 2012다
49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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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욕감, 무력감 등을 느끼게 되고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이 따를 수 있다. 최근 스

마트폰 어플리케이션을 통한 서비스 가입 시 불필요한 개인정보의 과다 수집으로

각종 마케팅의 수단으로 이용되기도 하고, 이용자들이 어플리케이션의 사용을 위해

무심코 ‘전체동의’ 버튼을 누른다는 점을 악용한 피해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외에도

개인의 위치정보 활용한 서비스 이용 시, 위치 정보의 노출로 특정 장소나 방문 시

간 등이 공개되어 특정 개인의 집이나 직장 등의 주소가 알려지고 이로 인한 2차

피해의 가능성도 존재한다. 68)

또한 사생활의 자유로운 형성이나 전개를 방해할 가능성도 제기될 수 있다. 영미

국가에서는 ‘홀로 있을 권리 (a right to be let alone)’를 가장 기본적인 프라이버시

권으로 간주하고 있는데, 이는 혼자 있고 싶을 때 누군가의 간섭으로 인한 불쾌감

을 느끼지 않도록 보호받아야 할 권리를 의미한다.69) 정밀의료에서는 각종 기술

등을 활용하여 사용자 시점의 영상, 음성, 활동량, 건강정보, 위치정보, 웹 로그기록,

사진, 스케쥴 등의 정보를 수집할 수 있고 그 범위 또한 방대하다. 70) 이렇게 생성

된 데이터들을 빅데이터 분석 기술 등을 활용하여 개인에게 최적화된 서비스를 제

공하여 기존의 번거로움을 없애고 편리함을 가져다준다는 점에서 현대사회에서 중

요한 서비스가 되고 있다. 대표적인 서비스로 맞춤형 신문기사, 맞춤형 광고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타겟팅 서비스로 인해 개인이 원치 않는 시점에 전화나 문자

메시지를 받을 수 있고 인터넷 검색 중 불필요한 광고가 표시되어 개인에게 불편함

을 줄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맞춤형 서비스는 확률적 근거에 기반한 예측적 성격이

강하다고 할 수 있는데, 질병의 위험도를 예측하는 각종 서비스 등은 발생하지도

않은 질병에 대해 과도한 걱정을 불러일으킬 수 있고, 이로 인해 오히려 역효과가

일어날 가능성도 분명히 존재한다. 71)

68) 임혁, 김태성(2014). 전게 논문.
69) 유호종 등. 유전정보 기증으로 발생 가능한 피해의 유형과 확률. 생명윤리정책연구.

2014; 8(2):87-108.
70) 오준호, “라이프로그의 일상성과 서사성”, 한국영상학회 논문지. 2009;7(1):89-205.
71) 유호종 등(2014). 전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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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 차별

2003년 인간게놈 프로젝트 종료 이후, 포스트 게놈 시대에 진입하면서 생명과학

기술 뿐 아니라 의학 및 공중보건학적 개념까지 바뀌게 되었다. 이는 인류를 질병

으로부터 좀 더 자유롭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지만 의도치 않은 개인의 프라이

버시, 건강격차, 유전자 차별과 같은 새로운 윤리적, 사회적 쟁점을 낳게 되었다. 72)

유전정보는 정밀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도 핵심적인 정보가 될 뿐 아니라 다른 정보

들과의 결합으로 유용한 결과물을 이끌어 내기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 하지만 이러

한 유전정보가 의학목적 외 사용되거나 누출되었을 때 배제, 오명, 각인 등의 차별

이 발생하게 된다. 비용의 감소와 실시기관의 확대 등으로 유전자 검사 건수는 증

가하고 있고, 유전정보를 활용하는 정밀의료 등의 각종 연구에서 유전자차별은 중

요한 윤리적 쟁점으로 보여 진다. 일반적으로 유전자차별은 ‘개인의 DNA 또는 유

전정보 변이로 특정 질환 발생가능성을 확인하는데 이러한 가능성 때문에 보험의

가입이나 승진, 고용 등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그 기회를 박탈당하는 경우’를

의미한다.73) 유전정보는 특정조건하에만 표현되기 때문에 ‘잠재성’을 갖고, 본인의

의지와 행동과는 달리 부모에게 물려받았다는 점에서 ‘무책임성’을 지니며, 타고난

정보가 변하지 않고 생애전체에 걸쳐 갖게 되는 ‘불가변성’과 개인 뿐 아니라 가족

과 공유된다는 점에서 ‘가족공유’의 특징을 갖는다. 74)

특히 유전정보는 개인의 질병발생 가능성 즉 잠재성을 지니기 때문에 각종 연구

에서 이러한 잠재성에 근거한 치료법 개발로 유전정보의 가치를 높이 평가해왔다.

하지만 이는 예측적 성격의 확률로서의 가치에 불과하고, 특정질병을 어느 한 유전

자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지만, 제한적인 기회에서는 차별이 존재할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승진이나 고용 등 경제적 가치와 직결되는 기회의 박탈로 경

72) 김상현. 생명과학기술의 또 다른 그늘. 과학기술학연구, 2014;14(1):59-85.
73) 미국 NIH 국가인간게놈연구 연구소(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캐나
다 유전적 공평성을 위한 협회(Canadian Coalition for Genetic Fairness)

74) 김상현(2014). 전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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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피해를 입게 될 수 있다. 75) 그리고, 유전정보는 개인 뿐 아니라 가족, 친척들

과 공유된다는 특징으로 인해 누출될 경우 2차적인 피해로도 이러질 가능성이 있

다. 또한 유전적 소인이나 조건의 증상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유전자차별의 의도가

행동으로 표현될 때 우생학으로의 발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과거 사회개혁을

위한 수단으로 우수한 유전형질을 지닌 사람에게 재생산을 장려하고 유전적 결함이

있는 사람들의 재생산을 억압하였던 역사적 사실에서 우생학의 비윤리적 측면을 살

펴볼 수 있다. 비단 사회 개혁의 수단이 아니더라도 흔히 특정 유전질환의 사람에

게 불쾌감을 표시하거나 인권을 유린하는 행위도 유전적 차별을 넘어 우생학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최근 크리스퍼 유전자가위76) 기술이 주목을 받으면서 학계에서 생

명윤리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유전정보에 따라 건강지위차별이 발생하는

영화 가타카77)에서의 상황이 결코 현대사회에서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은 없

다.

75) Visscher 등은 genome-wide를 통해 10-20% 만이 어떠한 질환을 설명할 수 있다고 하
였다. 특히 암은 굉장히 다양성이 있는 질병이기 떄문에 여러개의 유전체가 관여하고,
또한 한 개의 유전체는 굉장히 여러 질병에 연결되어 있다. (Visscher PM. Am J Hum
Genet, 2012)

76) 유전자 가위는 동식물 유전자에 결합해 특정 DNA부위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
로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유전자 편집 (Genome Editing) 기
술을 뜻함. (위키백과 키워드검색 , 최신검색일: 2017.3.28.)

77) 영화 가타카(Gattaca)는 1997년에 만들어진 SF 영화이다. 앤드루 니콜이 감독을 맡았으
며, 이선 호크, 주드 로, 우마 서먼 등이 출연했다. 유전자 조작으로 태어난 사람들이 사
회 상층부를 이루는 반면, 전통적인 부부관계로 태어난 사람들은 열등한 것으로 취급받
아 사회 하층부로 밀려나는 디스토피아적인 미래를 배경으로 한다.(위키백과 키워드검색,
최신검색일: 2017.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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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외국의 법제도

제3장에서의 전문가 인터뷰 분석내용을 참고하여 정밀의료에서 제기될 수 있는

문제로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문제와, 개인 사생활 침해 및 유전자 차별의 가능

성을 도출 하였다.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에 대한 지적은 개인정보의 이용

측면에 비중을 두었다고 볼 수 있겠고, 개인의 사생활 침해 및 유전자 차별 문제는

인격권으로서의 개인정보의 가치를 중시하는 정보 보호 측면에 가까워 보일 수 있

다. 하지만 각 쟁점들이 어느 한 측면에 치우친 문제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

단된다. 사생활 침해 방지 및 유전자 차별에 대한 금지와 관련된 법은 1차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한 성격이 있지만, 정밀의료에서는 개인의 참여 및 정보기

증을 원활히 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를 개선하였을 때 변화하는 환경에서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으로 개인정보를

보호할 수 있는 방안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저자는 개인정보의 보호와 이용의 무게

중심보다는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문제 전반에 참조할 만한 외국의 법제도를 중

심으로 살펴보았다.

1. 미국

1.1 건강보험의 이동 및 책임의 법 (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HIPAA)

미국은 우리나라와 달리 각 개별법에서 개인정보를 규율하고 있다. 이 중 정밀의

료에서의 개인정보 쟁점과 연관성이 높은 법으로는 미국의 ‘건강보험 이동성 및

책임의 법’(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 이하 HIPA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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꼽을 수 있다. 특히 여기서는 HIPAA에서는 보호해야 할 건강정보(Protected

Health Information, 이하 PHI)를 특정하고 18개의 유형으로 분류했다는 점을 주목

할 만하다. PHI는 의료서비스 제공자 등 HIPAA의 프라이버시 규칙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를 보호할 의무를 갖는 개인정보 처리자가 보유하거나 전송하는 ‘개별적으

로 식별 가능한 정보’를 의미한다. 여기서의 ‘개별적으로 식별 가능한 정보’ 는 개인

의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 건강이나 상태, 개인에 대한 의료서

비스 제공, 그에 대한 과거, 현재 또는 미래의 납입과 관련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또는 합리적인 근거로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이용될 것이라 믿을 수 있

는 정보를 지칭한다. 78)

HIPAA에서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로서 전문가결정방식과 세이프하버방식 두

가지 접근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이는 완벽한 비식별화방식 이라기보다는 재식별의

위험이 낮은 정보를 생성하고 이를 공유하기 위한 실용적 의도로 해석된다.79) 먼저

세이프하버 (Safe Harbor Method) 방식은 앞서 설명한 18개의 PHI를 제거한 경우

비식별 되었다고 인정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기술적으로 완벽한 비식별화조치는 어

렵다는 한계가 지적될 수 있고 이에 대한 대안으로 전문가결정 방식이 있다. 전문

가결정 방식은 전문가가 데이터를 검토하여 재식별의 가능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비식별조치를 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적절한 지식과 경험을 지닌 자가 통용되는

통계방식, 과학적 규칙 등을 적용하여 개인정보를 수령할 것으로 예측되는 이가 단

독으로 재식별할 수 있는 위험성을 아주 작게 결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80)

78) 오병철. IoT환경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연구. NAVER Privacy White Paper.
2016.

79) 박노형(2016). 전게 논문.
80) 박노형(2016). 전게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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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PAA PHI

ⓐ이름

ⓑ주(state) 보다 작은 모든 지리적 행정구역으로서, 거리 주소, 시,

카운티, 지구, 우편번호 및 그와 동등한 지리적 코드

통계국(Bureau of the Census)으로부터 공개적으로 이용가능한 데이터에

따라 (1), (2) 의 경우 우편번호 앞의 세자리는 제외함.

(1) 앞 세 자리가 동일한 모든 우편번호를 조합하여 형성된 지리적

단위가 20,000명 보다 많은 수를 포함하고,

(2) 20,000명 이하의 수를 포함하는 이러한 모든 지리적 단위의

우편번호의 앞 세 자리가 000으로 변경된 경우

ⓒ생일, 입원일, 퇴원일, 사망일 등 개인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일자(년도 제외)에 대한 일자의 모든 요소 및 89세보다 많은 연령과

이러한 나이를 나타내는 일자(년도 포함)의 모든 요소 (단, 90세 이상의

단일 범주로 종합할 수 있는 연령, 요소는 제외함)

ⓓ전화번호 ⓔ팩스번호 ⓕ이메일주소 ⓖ사회보장번호 ⓗ의료기록번호

ⓘ의료보험 수혜자번호 ⓙ계좌번호 ⓚ자격증이나 면허번호 ⓛ차량번호판

번호를 포함한 차량 식별정보 및 일련번호 ⓜ기기 식별자 및 일련번호

ⓝ웹 URL ⓞ IP 주소 ⓟ 지문, 성문을 포함한 생체인증 식별자

ⓠ얼굴전체의 사진 및 그와 유사한 이미지 ⓡ 기타 고유한 식별번호,

코드

표 7. HIPAA 프라이버시 규칙에서 정의한 PHI

1.2 미 연방규정 (45 CFR 46)

2017년 1월, 미국 보건복지부(HHS)와 15개의 연방기관은 연구에 참여하는 인간

을 보호를 위한 미 연방규정 ‘45 CFR(Code of Federal Regulations) 46’ 최종 개정

규칙을 발표했다. 45 CFR 46은 벨몬트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HHS가 수행하거나

지원하는 연구에서 인간 대상 보호를 위해 작성된 규정이다. 1991년 14개의 연방부

처와 기관이 HHS의 45 CFR 46 Subpart A를 공통 규칙으로 채택하여 현재까지

준수되고 있다. 45 CFR 46 은 Subpart A부터 E까지 나뉘어져 있고 이 중 Subpart

A 에서 인간 대상 연구에서의 보호 정책을 다루고 있다.81) 이번 개정은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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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 대상 연구 환경을 적절히 반영하기 위한 최근의 노력으로 볼 수 있어 의미가

있다. 이번 개정 규칙에서는 기존의 불필요한 행정적 부담을 줄이는 동시에 연구에

참여하는 개인의 보호도 강화하는데 목적을 두었다. 이번 개정을 위해 HHS 및 일

반 규칙 제정 기관들은 2015년 9월,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을 게

시하여 2,100여개의 의견을 수렴하였고 다방면의 검토과정을 통해 최종 규칙에 반

영하였다. 최종 규칙은 협동 연구에 관한 내용 (45 CFR 46.114)을 제외하고 2018년

1월 19일부터 실시된다. 82)

Ÿ 정보주체의 이해 향상을 위한 충분한 설명 하의 동의 문서 마련과 프로세스

개선함.
Ÿ 특정 연방 기금으로 실시되는 임상 시험의 경우 동의서 양식을 공공 웹사이

트에 공개해야 함.

Ÿ 일부 공동 연구에 대해 sIRB 검토 필요.

Ÿ 미래의 2차 연구를 위해 저장된 식별가능 자료 또는 식별가능 표본에 대한

포괄적 동의 허용.

Ÿ 특정 최소 위험 연구에서의 불필요한 모니터링 제거

Ÿ 주제의 위험수준에 따라 새로운 면제 범주 수립

Ÿ 건강 관련 행동 결과를 포함하는 임상시험의 정의 채택

표 8. 45 CFR 46 최종 규칙 주요 변경 내용

1.3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

2012년 2월 미국 오바마 대통령이 발표한 “네트워크세계에서의 소비자정보 프라

이버시: 글로벌 디지털 경제에서의 프라이버시 보호 및 혁신 촉진을 위한 기본 구

상”에서 제시한 소비자 프라이버시 권리장전(A Consumer Privacy Bill of Right)을

81) HHS 홈페이지, 45 CFR 46 FAQs, Access at
<https://www.hhs.gov/ohrp/regulations-and-policy/regulations/45-cfr-46/index.html>

82) HHS. Final rule enhances protections for research participants, modernizes oversight
system. January 18,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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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는 개인정보와 관련된 개인의 권리와 그 정보를 처리하는

기업의 의무를 설정하는 것이 목적이며, 개인의 권리는 미국 내에서 인정되는 정보

실행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또한 개인정보의 상업적 이용 전반에 적용되고, 특정

개인과 관련된 모든 정보를 개인정보의 범위로 포괄하고 있다. 특히 소비자에게 보

장되는 권리 중 ‘목적 제한적 수집 (focused collection)’ 에 의해 기업은 개인정보가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경우 확실하게 폐기 처리하거나 비식별처리를 이행해야 함

을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도 소비자 프라이버시 강화를 위한 법안으로 2011년 2월

캘리포니아 주 하원의원 Jackie Speier가 발의한 ‘온라인 추적방지법안 (Do Not

Track Me Online Act of 2011)과 같은 해 4월 상원의원들이 발의한 온라인 프라이

버시권 보호 법안(Commercial Privacy Bill of Rights Act of 2011)이 있다. 온라인

추적 방지법 안에서는 주로 타겟형 광고로 이용되는 온라인 추적으로부터 소비자가

사후동의거부 조치 할 수 있는 권리를 규정하고 있다. 83) 하지만 미국에서의 프라

이버시 보호의 문제는 수정 헌법 제1조 상의 표현의 자유의 보장이라는 상대적으로

우월한 헌법가치와 상충되는 현실 속에서 정보의 보호 측면에서는 다소 소극적인

면을 보인다. 개인의 프라이버시 못지않게 국민의 알권리를 중요시 하고 표현의 자

유를 민주주의의 핵심으로 여기고 있어 자칫 프라이버시 보호로 제한적 상황을 초

래할 분위기에 대한 우려가 존재한다. 84)

1.4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GINA)

유전자 차별 금지에 관한 법률로는 2008년 제정된 ‘유전자정보차별금지법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이하 GINA)’ 이 존재한다. 이 법은

건강보험 및 고용분야에서 부당하게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83) 최경진. “잊혀질 권리의 국내·외 법제 동향과 시사점”, 「잊혀질 권리」보장을 위한 세미
나 .2015:14.

84) 정영화. 헌법상 정보 프라이버시로서 ‘잊혀질 권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논고 .
2012;39:574-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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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개의 절로 나뉘어 있는데, 제1절에서는 건강보험과 관련하여 단순히 장차 질병

으로 발전할 수 있는 유전자를 소지하였다는 이유로 현재 건강한 사람의 보험 가입

을 거부하거나 할증된 요금을 부과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다루고 있다. 제2절

에서는 고용주들이 근로자의 유전자정보를 고용, 해고, 인사, 승진에 반영하는 것

역시 금지하고, 제3절에서 이 법과 관련한 위헌문제가 제기된 경우에도 제기된 부

분 외의 규정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85)

하지만 최근 미국에서 GINA의 규정의 한계를 이용하여 그의 목적이나 성격을

벗어나는 사례가 있어 논란이 되고 있다. 2017년 3월 미국 의회 하원에서는 고용주

가 직원들에게 corporate wellness program 의 차원에서 유전정보를 요구할 수 있

으며 이를 거절하는 직원에게는 건강보험료를 30% 까지 올릴 수 있는 법안이 통

과되었다. 상원의 심의를 거쳐야 최종 입법이 되겠지만 이 법안을 통해 유전자 차

별이 공공연하게 인정되는 현실이 먼 미래의 문제가 아님을 시사한다. 미국의 유전

자차별 금지법 GINA에서는 고용이나 건강보험에서의 유전자차별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생명보험이나 장기 간병보험의 가입 등에 대한 규정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법적 한계를 지닌다. 이 법안에서는 고용주에게 제공되는 정보에 근로자의 직접적

인 이름이 포함되지 않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인원이 많지 않은 소규모의 회사에서

는 유전자 프로필과 특정 직원의 매칭이 그다지 어려운 일이 아닐 것이며, 유전자

검사를 의뢰받은 기관의 직원이나 담당자에 의한 유출로 이차적인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도 존재한다. 86)

85) 김상현(2014), 전게논문, pp.71-74.
86) Sharon Begley.House Republicans would let employers demand workers’ genetic test

results. STAT.2017.3.10.

Access at <https://www.statnews.com/2017/03/10/workplace-wellness-genetic-testing/>



- 46 -

2. 유럽연합(EU)

2.1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

유럽연합은 기존의 정보보호지침(Directive) 형태보다 강력한 구속력을 지니는

일반정보보호규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이하 GDPR)을 2016년 4월

27일에 입법하였고, 유예기간을 거쳐 2018년 5월 25일 실시를 앞두고 있다. 이는 16

년여 만에 이루어진 개인정보보호 입법으로서의 각별한 의미를 지니고, 인터넷 상

에서의 개인정보 처리와 회원국 간의 단일한 규율 정비에 대한 필요성에 의해 제정

되었다. 유럽연합의 GDPR에서 개인 프라이버시 관련 조항으로 ‘잊힐 권리 (Right

to be forgotten)’를 새롭게 도입했다. GDPR 제 17조 제1항 전단에서 정보주체가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해 삭제를 요청할 권리를, 후단에서는 정보처리자는 수집 또

는 처리 목적에 비추어 더 이상 필요치 않은 정보, 정보주체가 정보처리에 대한 동

의를 철회하여 정보처리에 대한 더 이상의 법적근거가 없을 경우, 개인정보가 불법

처리 된 경우 등 일정한 사유가 있을 경우 지체없이 정보를 삭제해야 할 의무가 있

다고 규정하고 있다. 87) 또한 제 2항에서는 개인정보를 공공에 노출시킨 자로서

개인정보를 삭제할 의무가 있는 자에 대해 기술력, 비용을 고려하여 개인정보 처리

자에게 정보주체가 링크, 복사, 복사본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사실을 알리기 위해

합리적 조치를 취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 88) 단, 표현의 자유나 정보의 자유에 대

한 권리행사를 위한 경우, 공익적 업무를 수행하거나 유럽연합이나 회원국의 법적

의무 준수, 정보처리자가 공적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 등에 해당되면 적용되지 않는

다. 89) 또한 제21조 제6항에서는 정보 주체가 연구 프로세스에 반대할 권리(Right

to object)가 있음을 명시하였고90), 제22조 제1항에서는 정보주체에게 법적 영향을

87) GDPR 제17조 제1항
88) GDPR 제17조 제2항
89) GDPR 제17조 제3항
90) GDPR 제21조 제6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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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칠 수 있는 자동 처리 프로세스나 프로파일링에 대해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하였

다.91)

한편, 유럽연합에서도 개인정보의 판단 근거로 ‘식별가능성’을 주요 지표로 삼고

있었으나, 이번 GDPR에서는 ‘합리성’ 이라는 요건이 추가되어 개인정보의 판단근거

를 보강하려는 노력을 엿볼 수 있다. EU 일반정보보호규칙 해설 (recital)에서는

“개인의 식별가능 여부를 결정하려면, 그 개인을 식별하기 위해 개인정보처리자 또

는 제3자에 의해 사용되는 합리적인 종합적 판단을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되는 모든

수단을 고려해야 한다”고 밝히고 있고 여기서의 합리적인 종합판단이란 개인의 식

별을 위해 비용과, 시간, 처리 기술 등을 의미한다. 또한 유럽연합은 GDPR을 통해

가명처리(pseudonymization)방식의 비식별조치를 새롭게 도입하였다. GDPR에서는

익명처리와 가명처리는 명확히 구분하고 있는데, 제 4조 등에서 가명처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의하였고 해설전문 제26항에서 익명 처리된 정보는 GDPR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92) 여기서는 가명처리에 대해 ‘추가적 정보의 이용 없

이 개인정보가 더 이상 정보주체에게 귀속될 수 없는 방식’이라고 정의하고 있고,

개인 식별이 가능한 추가적 정보는 별도로 보관하고 개인정보가 식별되었거나 식별

이 가능한 자연인에 귀속되지 않도록 기술적, 관리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규정

하고 있다.93) 이러한 조치와 더불어 감독 책임자 선정이 이루어질 경우, 개인정보

처리자는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스스로 가명 처리하여 활용이 가능하다.

GDPR은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에 대하여 비교적 유연하게 접근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GDPR 제 6조 4항을 보면, 정보주체의 동의를 얻은 경우, 제23조 제 1

항에 명시된 일련의 목적 보호를 위하여 EU 또는 회원국의 법률에 근거할 경우,

94) 최초 개인정보 수집 시에 제시된 목적과 양립하는 다른 목적이 있을 경우라고

91) GDPR 제22조 제1항
92) GDPR Recital (26).
93) GDPR 제4조 제5호.
94) GDPR 제23조 제1항에 규정된 목적으로는 국가안보, 방위, 공공안전, 범죄의 예방,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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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하고 있다. 특히 최초 목적과 양립하는 다른 목적의 허용에 대해 주목할 필요

가 있어 보인다. 이는 한정적으로 명시된 동의나 법률에 따른 예외사유 이외의 목

적 외 처리를 폭 넓게 인정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초 목적과 양립 가능한

지에 대해서는 최초 수집 목적과 추가 처리가 필요한 목적 사이의 연관성, 정보 주

체와 정보 처리자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보 수집의 전후 상황, 민감정보 및 범죄기

록 처리 여부 등 처리되는 개인정보의 특성, 추가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는 결과, 적절한 안전장치로 암호화(encryption) 또는 가명처리(pseudonymisation

) 여부로 규정한다. 추가적 처리를 위한 목적이 이러한 기준에서 양립한다고 판단

될 경우 별도의 동의나 법적 근거 없이도 허용된다. 95)

2.2 프랑스, 독일의 유전자 차별 금지 법

유럽연합 차원에서 별도의 유전자차별 금지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주요 회원

국 개별적으로 관련 법령을 제정하여 실시하고 있다. 프랑스는 노동법전, 성차별,

연령차별, 장애인 차별 등의 차별금지에 대한 개별법들이 존재하고 있었으나, 성적

취향, 유전자 정보에 대한 차별 등 새롭게 대두되는 차별문제에 대한 법률의 필요

성을 인식하였다. 이에 2008년 차별과의 투쟁영역으로 공동체법의 적용과 제반 조

건에 대한 법률 2008-496호를 제정하였다. 독일에서도 2009년도에 제정된 유전자

진단법을 통해 유전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유전자 검사 시 검사자 본인의 동

의를 얻어야 하는 등 당사자의 결정권을 존중해야 한다는 내용을 주로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당사자가 스스로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는 반드시 의료적 목적을 지녀야

하고, 고용주가 유전자검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금지하며 보험사는 유전정

보에 대한 접근이 불가하다고 규정하고 있다. 96)

적발, 기소 또는 형사처분 집행(공공안전 확보 및 공공안전에 대한 위협의 예방을 포함),
그밖에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공익상 중요한 목적으로, 특히 유럽연합 또는 회원국의
중요한 경제적 또는 재정적 이익, 사법독립과 사법절차의 보호, 직업적 윤리의 위반에 대
한 예방, 조사, 적발 및 기소, 상기 언급된 사항에 대한 공공기관의 감독 및 조사, 정보주
체의 보호와 정보주체가 아닌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 민사청구의 집행이 존재한다.

95) GDPR Recital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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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일본

3.1 개인정보보호법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제24조 제 2항 (이용 목적의 통지 요구), 제25조 제1항

(보유개인정보의 공개 요구), 제26조 제1항 (정정요구), 제27조 제1항 및 제2항 (이

용정지 요구)를 통해 정보주체가 자신의 정보에 대해 일정 권리를 행사할 수 있음

을 규정하고 있다. 이 법률에 따라 개인정보를 취급하는 사업자는 정보주체로부터

본래의 합법적인 목적과 반하여 취급되었다는 이유나 부정한 수단에 의한 취득이라

는 근거에 의거하여 이용의 정지를 요청받고 요청의 이유가 판명될 경우, 필요한

한도 내에서 지체 없이 이용정지를 행해야 한다. 단, 동법 제50조에서 명시한 방송

사, 신문사 등이 보도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취급한 경우, 저술 목적, 학술연구목적,

종교활동목적, 정치활동목적에 해당할 경우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외를 둔다.

97)

한편, 일본은 최근 빅데이터 등의 산업 활성화와 신규 ICT 환경 속에서의 개인

정보 쟁점을 해결하고자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정을 추진하였고, 2015년 9월 3일에

중의원 본 회의에서 가결ㆍ성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었다.98) 일본의 개

인정보보호법 개정안에서는 개인정보에 대해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고자 하였

는데, 제2조 제1항 제2호에서 명시하고 있는 ‘개인 식별부호’가 추가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개인 식별부호는 특정개인의 신체 일부 특징을 전자정보로 변환한 글자, 숫

자, 기호 등의 부호로서 바이오인식정보,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이에 해당되며,

서비스의 이용이나 제품의 구입과 관련한 개인 카드, 특정이용자의 식별이 가능하

96)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 유전적 차별 금지법, 캐나다 연방 하원 통과. BioNwatch:17-28.
2017.4.13.

97) 최경진(2015). 전게 논문.
98) 허중혁,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5월 30일 전면시행, 법률신문, 2017.3.22.
(https://www.lawtimes.co.kr/Legal-News/Legal-News-View?serial=108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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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록 할당, 기재, 기록 된 회원번호 등이 해당된다. 99) 또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

안에서 새롭게 등장하는 개념은 ‘익명가공정보’ 이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 제2조

제9항에서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개인정보를 가공하여 얻을 수 있는 정보

로, 복원이 불가능하도록 만든 정보라고 정의하고 있다. 즉 개인정보의 정의에서 명

시한 개인정보로 식별될 수 있는 부분을 삭제하고 복원이 어렵도록 가공하여 익명

처리정보화 한다는 것이다. 일본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익명가공정보를 개인정보로

보지 않으나, 완벽한 익명처리는 불가능하다는 점을 인식하여 익명처리정보의 가역

이나 재식별을 위한 행위를 금지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100)이 밖에도 개인정보보

호법 15조에서는 개인정보취급자가 개인정보를 취급할 경우 가능한 한 이용목적을

특정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용목적이 변경될 경우에는 기존의 이용목적과

관련성이 있다고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범위를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개정 전에는 최초의 이용목적과 ‘상당한’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이 문언이 삭제된 점이다. 101)

3.2 차세대 의료기반법

일본은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치료 이력 등의 의료정보를

‘익명 가공’하여 의료기관 외에서도 연구할 수 있도록 하는 ‘차세대 의료 기반법’을

2017년 4월에 참의원 본회의에서 가결, 성립하였다. 그 동안에는 각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에서 환자의 진료정보를 보유하고 특정 연구 목적 외에는 의료기관 간 공유

가 허용되지 않았다. 하지만 일본 정부는 저출산 고령화를 극복하기 위한 효율적인

연구나 정책 마련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판단하여 이번 회의에서 틀을 제도화 하였

다. 2018년도에 시행을 앞두고 있는 차세대 의료기반법에서는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하였고 관리 방침을 책정하였으며 익명가공 의료정보 취급

99) 한은영(2015). 전게 논문.
100) 박노형(2016). 전게 논문.
101) 박노형(2016). 전게 논문.



- 51 -

자의 인증 요건 등을 정하고 있다. 또한 법령에서 정하는 개인정보보호 안전기준을

충족하는 ‘인정 사업자’는 환자 본인이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지 않는 한

정보의 이용이 가능한 옵트아웃 (opt-out)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102)

3.3 인간 유전체ㆍ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한 윤리지침

일본에서는 유전자차별에 대해 2001년부터 ‘인간 유전체ㆍ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

한 윤리지침’ 이라는 정부 가이드라인 형태로 금지하고 있다. 동 법에서는 유전자정

보를 취급하는 모든 기관에서는 반드시 정보처리 관리자를 선임하여야 하고, 외부

로 검사 대상물 이동 시에는 반드시 익명화 조치를 해야함을 규정하고 있다. 이 밖

에도 사회적 차별, 양육 거부, 치료 등 악영향이 우려되는 사항에 대한 규제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103)

4. 우리나라 법제도와의 비교

4.1 개인정보보호법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의 사생활 비밀 등을 보호함으로써 국민의 권리

와 이익을 증진하고 인격적 가치를 구현하는 것을 목적으로 삼고 있어 상대적으로

도 엄격하게 개인의 사생활 보호를 규율하고 있다고 판단된다.104) 하지만 정밀의료

에서 개인정보를 수집ㆍ활용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는 부족함이 있다. 먼저 개인정

보 정의의 모호성을 지적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와 같은 일반법 형태를 취하고 있

102) 법제처 홈페이지. 일본, ‘차세대 의료기반법’ 성립, 1년이내에 시행. 2017.05.12.
<http://world.moleg.go.kr/World/Nation/JP/trend/43423?astSeq=159>

103) 생명공학정책연구센터(2017). 전게서.
104) 개인정보의 삭제 요구권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제1항), 개인정보 처리정지 요구권 (개인

정보보호법제37조제1항), 정정ㆍ삭제요구 및 처리정지 요구에 대한 예외규정(개인정보
보호법제58조) 등을 참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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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일본과 유럽연합에서도‘식별 가능성’을 개인정보의 주요 판단 근거로 삼고 있었

고 일부의 표현이나 단어의 차이는 존재하나 대체로 의미가 유사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일본이나 유럽연합에서도 개인정보의 명확한 정의 문제는 극복하지 못한 것

으로 보이고, 현대사회에서 개인정보가 지니는 다양한 특징과 가치를 감안할 때 그

정의를 명확히 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고 판단된다.105)

하지만 개인정보의 판단 근거를 보강하기 위한 노력으로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

의 개정을 통해 ‘개인 식별부호’라는 개념을 추가하였고, 유럽연합의 GDPR에서는

식별 가능성 외 ‘합리성’의 요건을 추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밀의료 연구

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그 목적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에 해당한다고 하는데 무리

가 없고,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는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23조에서도 민감

정보로서 보호하고 있는 만큼 ‘건강정보’에 대한 구분이 요구된다. 특히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휴대용 의료기기 등을 통해 생성되는 다양한 생체정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며 이를 민감 정보로서의 건강정보와 차등을 두는 방안도 반드시 모색되어야

한다.

또한 앞서 IoT, 빅데이터 등의 정밀의료 기반 기술들을 통해 최초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의 정보 수집 및 분석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해 확인하였다. 즉, 정밀의료

연구에 대해 기존의 의학 연구들과는 다른 차원의 접근이 요구되는 만큼 근거 법제

도의 마련도 불가피 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의 GDPR 제6조 제4항에서는 개인

정보의 목적 외 처리를 허용하는 경우로 최초 수집 목적과 양립 가능한 목적에 부

합하는 경우를 명시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정밀의료에서의 적절한 개인정보 이용을 위해서는 개인정보의 비식별조치에 대

한 명확한 가이드라인 및 법제화가 필요하다. 2016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

인정보 비식별조치 가이드라인에서는 익명화의 한 방법으로 가명조치를 포함하는

105) 문제완, 개인정보의 개념에 관한 연구, 공법연구 제42집 제3호, 2014. 2, pp.72.



- 53 -

등 혼란스러운 부분이 있다.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비식별조치에 대한 별도 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으나, 제 18조 제2항 제4호 (특정 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 제3

조 7항 (개인정보의 익명처리가 가능한 경우 익명에 의하여 처리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을 통해 익명화를 언급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미국 하버드대 라타냐 스위니

교수팀이 발표한 논문에서 우리나라 처방전 데이터에 실린 주민등록번호를 100%

복원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혀 익명화 방식의 허술함이 지적된 바 있다.106) 이렇듯

익명처리방식은 기술적으로 충분히 가역의 가능성이 존재하고, 익명화된 정보는 개

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는 점에서 개인정보보호 측면에서의 위험성이

제기될 수 있다.

4.2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 제46조 제6장 유전자치료 및 검사 등’

1항에서는 유전정보를 이유로 교육ㆍ고용ㆍ승진ㆍ보험 등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

을 규정하고 있고, 제50조에서는 과학적 증명이 불확실하고 검사대상자를 오도할

우려가 있는 유전자 검사에 대해 제한하고 있다. 즉, 우리나라는 유전자 차별에 대

해 상대적으로 강력한 법적 근거를 갖고 있고 오명이나 낙인 등과 같은 유전정보의

특수성에 기인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고려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만, 정밀의료

연구에서 유전정보가 지니는 가치와 비중을 감안하였을 때 유전자차별에 대해 보다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규제할 필요가 있다. 현재 동법에서는 유전정보로 인해 차별

해서는 안 되는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제한해야 할 유전자 검사에

대해 나열하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체 전장 분석

(whole genome sequencing)이 가능해진 점107)을 감안하였을 때 현행과 같이 특정

검사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판단된다. 즉, 특정 유전자검사

106) 연합뉴스, 의료빅데이터 개방하는데...“주민번호 암호화 허술”, 2016년 9월 26일자 기사.
107) 김한나, 정창록, 김소윤. (2015). 한국의 인간 유전체 연구에 있어 개인 프라이버시권과

국제데이터공유원칙 적용의 문제점. 한국의료법학회지, 23(1), 11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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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규제보다는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차별하지 않아야 할 분야에 대해 구체적

으로 제시하고 이에 대한 처벌조항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아직 국내에서

는 유전자차별에 대한 구체적 사례가 축적되지 않았고, 홍보 역시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도 필요하다.108)

108) 김상현(2014). 전게논문, pp.5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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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쟁점 미국 유럽연합(EU) 일본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
법과의 상충

개인(건강)정
보 판단 기준

보호받는 건강정보(PHI)
(HIPAA)

식별가능성 ,합리성(추가)
(GDPR)

식별가능성, 개인식별부호(추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식별가능성 (개인정보보호법)

사전 동의 및
목적 외 처리

PHI 제거한 경우 허용
(HIPAA), 충분한 설명하의
동의 마련 (45CFR46),

포괄적동의 허용 (45CFR46)

양립가능한 목적 허용
(GDPR)

합리적으로 판단되는 범위 내 허용
('상당한관련성'부분삭제)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한정적인 예외규정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2항)

비식별조치
익명조치(세이프하버방식,
전문가적 결정방식)

(HIPAA)

가명처리(추가),익명처리
(GDPR)

익명가공정보의 도입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익명가공 의료정보
(차세대의료기반법)

익명처리,가명처리 개념 혼재
(2016 개인정보비식별조치가이드라인)

개인 사생활 침해
소비자프라이버시권리장전,
온라인추적방지법안,

온라인프라이버시권보호법안

일반정보보호규정(GDPR)
제17조 Right to be forgotten
(잊혀질권리및삭제권),
제21조 Right to object

(반대권)
제22조 Right Not to be
Automated individual

decision- making, including
profiling (자동화된 의사결정
및 프로파일링 거부권)

이용목적의 통지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24조제2항),
보유개인정보의공개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25조제1항),
보유개인정보의정정요구

(개인정보보호법제26조제1항),
보유개인정보의이용정지요구
(개인정보호보법제27조제1항,2항)

개인정보의 삭제요구권
(개인정보보호법제36조제1항),
개인정보처리정지요구권

(개인정보보호법제37조제1항),
정정ㆍ삭제요구및처리정지요구에대한예외규정(개인정

보보호법제58조)

유전자 차별
유전자차별금지법 (GINA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2008)

회원국가 개별적으로 존재
(프랑스)차별과의투쟁영역에
서공동체법적용을둘러싼제반
조건에대한법률2008-496호(20
08),(독일)유전자진단법(2009)

‘인간 유전체ㆍ유전자 해석 연구에
관한윤리지침’(2001)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
제6장 유전자치료및검사등(2005)

표 9.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관련 법제도 비교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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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정책방안

앞의 제4장에서는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쟁점들과 관련이 있는 외국의 법제

도를 살펴보았고 우리나라 법제도와의 비교법제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을 통해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은 외국과 비교했을 때도 비교적 엄격하게 개인의 사생활

을 보호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었으나,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근거 법으로서

는 부족한 면이 있었고,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규율하고 있는 유전자

차별금지에 대해서도 보다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보강이 필요가 있다고 보았다. 외

국의 법제도 중 국내 정책마련에 참고가 될 내용들을 중심으로 다음과 같이 제시하

였다.

1. 개인정보 식별요건 강화 및 건강정보의 구분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정보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주요한 기준으로

‘식별가능성’을 주요 근거로 삼고 있다. 하지만 ‘식별가능성’에 대한 기술수준, 실무

적 기준이 명확하지 않아 활용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문제점을 지적하였다.

이 문제점에 대해 주요국의 입법사항을 살펴본 결과, 우리나라와 크게 다르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다만, 개인정보를 판단할 수 있는 요건 내지 표지의 기준을 보강

할 필요성은 높다고 보여 지고, 유럽연합이나 일본에서도 최근 개정안에 이에 대한

노력이 반영되었다. 일본의 개인정보보호법에서는 개인 식별부호의 개념을 추가하

였고, 유럽연합의 GDPR에서는 식별가능성 외 ‘합리성’의 요건을 추가하여 판단기준

을 보다 구체적으로 나타내고자 하였다. 우리나라도 유럽연합의 GDPR 과 같이 ‘합

리성’이라는 기준을 덧붙여 다양한 요소를 종합한 사회 평균적 시각을 제시할 필요

가 있다. ‘합리성’의 요건을 마련하여 추가적인 개인정보의 판단 요건으로 활용할

경우, 개인정보 관련 법률의 무한한 확장이나 남용을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109)

109) 최경진, EU GDPR의 분석 및 시사점, NaverPrivacyWhitePaper;2016,pp.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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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정밀의료에서 수집되는 정보는 목적에 따라 개인의 건강정보라고 볼 수 있

는데, 이에 대한 구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23조에

서는 개인의 건강과 관련된 정보를 민감 정보라고 통칭하고 있어 건강정보에 대한

정의가 불명확하였다. 따라서 우리나라도 미국의 HIPAA에서 제시한 18개의 PHI와

같이 보호해야 할 건강정보의 유형을 구체적으로 제시할 필요가 있고, 나아가 민감

정보로서 취급해야 할 건강정보와 일반적인 건강정보에 대한 차등을 두어야 한다.

최근 각종 웨어러블 디바이스나 휴대용 의료기기를 통해 생성되는 정보도 정밀의료

에서 수집ㆍ이용되는 유용한 정보일 것인데, 이 정보들을 개인의 의무기록, 병리검

사결과 등과 동등한 수준의 무게로 취급할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될 수 있다.

국내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110)에서는 개인정보보호 및 익

명화를 설명하면서 개인 식별정보에 대해 비교적 구체적으로 제시해놓았고, 익명화

방식 및 절차에 대해서도 설명하고 있다. 다만 인체 유래물을 기준으로 하였다는

점에서 한계가 있고 일부 표현의 모호성도 지적되기는 하나111), 내용의 보강을 통

해 정밀의료에서의 건강정보 정의 및 차등화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2. 포괄적 동의 및 양립 가능한 목적의 도입

정밀의료의 실현을 위해서는 개인의 단일 시점 정보가 아닌 종단적 정보가 필요

하고 이를 위해 기존의 의학 분야에서 사용되지 않았던 다양한 기술들이 활용될 것

임을 앞에서 살펴본 바 있다. 이 때 수집되는 정보의 종류에 따라 적용되는 법령이

다르고 각 법령마다 다른 동의 방식을 요구하고 있을 경우 정보주체로부터 모든 동

의서를 받는 것은 많은 제약이 따른다. 따라서 정밀의료에 필요한 다양한 정보의

기준을 정하고 이에 대해서는 개인의 포괄적 동의가 인정되는 환경과 법적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상의 개인정보의 목적 외 처리

110) 보건복지부 지정 기관생명윤리위원회 정보포털
http://www.irb.or.kr/Home/html/menu01/regulationTarget.aspx#map2

111) 박미정(2014). 앞의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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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에 ‘최초의 목적과 양립 가능한 목적’을 추가하고 이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

기준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최초 목적과의 연관성, 정보 주체와 정보 처리자 와의

관계를 고려한 정보 수집의 전후 상황, 추가적 처리로 인해 정보주체에 미칠 수 있

는 결과, 적절한 안전장치를 고려한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정보의 처리를 허

용하는 것이다. 최초 목적과 양립 가능한 목적을 도입할 경우, 형식적인 동의절차로

인한 번거로움이나 불필요한 비용의 발생을 줄일 수 있고, 정보주체에게도 신중한

절차로서의 인식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단, 최초 동의과정에서 정보주체에게 반

드시 양립 가능한 목적의 기준 및 처리에 대해 충분히 설명이 이루어져야 하고 동

의를 얻은 경우에만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3. 가명처리정보 도입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법 제 18조 제2항에서는 개인정보의 목적 외 이용ㆍ제공

에 대해 한정적으로 명시하고 있는 점을 지적하였다. 특히 정밀의료 연구와 관련이

있는 제4호에서는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으로 특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

는 형태로 제공하는 경우’ 에는 허용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여기서 개인정보의 목적 외 제공 및 이용이 아닌 ‘제공’ 만을 명시한 점을 통해 ‘특

정개인을 알아볼 수 없는 형태’는 익명처리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익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로 보지 않기 때문에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않기

때문에 ‘이용’이라는 용어를 제외한 것이라는 분석이 가능하였다. 하지만 익명처리

정보라 할지라도 기술적으로 완벽한 가역의 불가능을 보장하지 못하기 때문에 익명

처리정보를 개인정보보호법의 규정에서 제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따라서 유

럽연합의 GDPR에서 도입한 가명처리의 개념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가명처리 정

보는 개인 식별에 이용되는 추가적 정보를 별도보관하고 기술적인 안전장치와 담당

자를 지정할 경우 스스로 개인정보의 가명처리가 가능하다. 동시에 가명처리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익명처리방식에 비해 효율적인 조치로 보여

진다. 반면 2016년 정부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개인정보 비식별화조치 가이드라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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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가명처리도 익명처리로 보고 있어 상호 모순적이라는 지적도 받고 있다. 따라

서 비식별조치에 대한 국제표준화에 참여하거나 전문가들의 여러 의견을 취합한 후

수정과 보완을 반복할 필요가 있다. 나아가 가이드라인의 법적 지위나 개인정보보

호법 상에서 비식별조치에 대한 구체적인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을 감안하여 가

이드라인에 머무르지 않고 법제화를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4. 유전자차별 금지 법안 정비

유전정보를 활용한 의학연구는 향후 보건의료의 새로운 패러다임임은 분명하고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고 불필요한 의료비를 절감하며 의약품의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더불어 인간 게놈 프로젝트 이후 급

격히 감소한 시간 및 비용의 측면을 비추어 봤을 때 유전정보는 정밀의료에 있어서

도 기여하는 바가 크다고 할 수 있다. 다만, 유전자 검사로 얻어진 개인의 고유한

유전정보가 누출되거나 악용되었을 경우 벌어질 수 있는 프라이버시 침해, 건강 불

평등, 차별과 같은 사회적 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와 법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

어야 함은 분명하다.112) 2012년 3월 전국 만 19세 이상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

로 한 “차세대 맞춤의료 유전체 연구 대국민 인지도 조사”에서, 제공 가능한 정보

로 ‘개인의 생활 습관’ 이나 ‘수술 중 수집된 신체 조직’ 보다 ‘고유한 유전정보’가

낮은 순위를 보이며 자신의 유전정보 제공에 대해 경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암 발병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에 대한 수용도’에서도 ‘배우자로 받아들임’이

라고 응답한 비율이 21.8% 였고 ‘직원으로 채용함’을 응답한 비율도 절반을 넘지

않았다.113) 이처럼 유전정보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임은 분명하고 점차 보편화되어

가는 유전자 검사와 정밀의료 등에서 지니는 파급력 등을 감안하였을 때, 유전자

112) 김상현, 김한나, 이일학, 김소윤. (2013). 유전자 맞춤의학(Personalized Genomic
Medicine)의 사회적 함의. 생명윤리, 14(2), 29-39.

113) 박대진, 유전자 맞춤의학 과제는 ‘일반국민 인식’ ,<데일리 메디>, 2012년 5월 6일자.
Access at
<http://dailymedi.com/print_paper.php?number=754235&news_article=nm_news_article
&target=print_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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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별을 규율하는 별도의 단독법안 제정 및 거버넌스의 마련이 시급하다고 판단된

다. 현재 미국의 유전자 차별금지법(GINA: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 캐나다의 캐나다 권리와 자유헌장(The Canadian Charter of Rights and

Freedoms)과 캐나다 인권법(the Canadian Human Rights Act), 우리나라의 ‘생명윤

리 및 안전에 관한 법’ 등에서 유전자 차별을 금지하고 있으나 동서양을 막론하고

법과 현실 간의 괴리는 여전히 존재하고 가시적인 법조항을 피한 유전자 차별 사례

는 여전히 존재하고 있다.114) 특히 우리나라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는

유전정보로 인해 차별해서는 안 되는 분야에 대해 간략하게 언급하고 있고, 부정확

한 근거에 기반을 둔 유전자 검사들이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고자 하는 조항을 두고

있다. 하지만 유전자 분석 기술의 발전에 따라 유전체 전장 분석(whole genome

sequencing)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특정 검사만을 제한하는 것은 법적 실효성이 떨

어질 수 있다. 또한 개인의 유전정보를 수집 목적 외 이용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처벌로 인한 벌금이나 조치보다 클 경우, 이익을 얻는 집단이나 개인은 처

벌을 감수하고서라도 불법을 저지를 가능성도 충분히 고려해 볼 만 하다. 이 외에

도 우리나라는 유전성 질환을 지닌 사람에 대한 사회적 지원이나 복지제도가 미비

하다는 점과 유전정보 활용에 대한 사회적 함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도 문제

점으로 지적할 수 있겠다.115) 따라서 현행의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에서 다

루고 있는 유전자차별 금지 조항의 보강이나 유전자 차별 금지에 대한 단독법안을

제정함으로써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114) 김상현 외 (2013), 앞의 논문.
115) 김상현 외 (2013), 앞의 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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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결론 및 고찰

인구의 고령화와 만성질환자의 증가 등으로 발생하는 사회경제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 주요 선진국들을 중심으로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다. 전통적으로 행해

져 온 표준적 치료 방식이 아닌 개인에게 최적화된 치료법과 예방법을 제공하기 위

한 각종 연구들이 이에 해당되고, 정밀의료가 이러한 연구들의 중심에 있다고 보여

진다. 본 논문에서는 정밀의료 연구 또는 사업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함으로써

겪을 수 있는 사생활 침해문제나 유전정보 누출로 인한 각종 차별을 우려하였고,

개인정보의 활용 측면에서 현행 개인정보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도 짚어 보았다. 특

히 최근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4차 산업시대를 준비하고 있는 국내에서도 개인정보

의 문제는 여느 때 보다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정밀의료에서 개인정보는 필수불가

결의 활용 가치를 지니고 이를 통한 공적목적의 달성과 각종 분야에서의 경제적 효

과 역시 기대된다. 따라서 정밀의료 연구 또는 산업에서 개인정보의 활용을 근거할

법제도 마련이 요구되며, 현행법의 개정 또는 특별법 형태의 단독법안 추진도 충분

히 고려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정밀의료에서 다루는 개인의 민감한 정보들이 관리

의 소홀이나 외부로부터의 공격 등으로 대중에게 쉽게 공개되어 악용될 경우에 대

해서도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 정밀의료는 기존의 의학연구들과 달리 최첨단의 ICT

기술을 활용하여 정보를 수집ㆍ분석될 수 있고, 유전정보와 같은 질병 예측 목적의

각종 정보들도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광범위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다만,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를 더 이상 보호냐 활용이냐

의 이분법적인 논리로 쟁점들을 해결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사생활 침해 및

유전자 차별 금지에 대한 법령의 정비 및 규정의 강화는 개인정보의 보호 목적과

동시에 정밀의료 연구 또는 사업에 개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원동력으로

도 작용할 수 있어 개인정보의 이용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또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과의 상충 문제를 개선하고자 하는 노력은 변화하는 환경에서의 개인정보 특

성을 반영한다는 측면에서 보다 합리적이고 구체적인 개인정보 보호가 이루어질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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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성이 높다. 즉,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문제는 법익형량의 논리가 아닌 지속적

인 평가와 모니터링을 통해 적절하게 대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추가로 국내에서의 정밀의료 추진을 위해서는 별도의 관리조직을 신설하여 운영

할 것을 제안한다. 이러한 거버넌스에서는 정밀의료의 전반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

를 담당하고 윤리문제에 대한 지속적인 연구도 실시해야 한다. 또한 정밀의료에서

개인의 자발적 정보기증과 참여를 독려하기 위한 사회적 공감대 마련을 위한 노력

도 중요할 것이다. 이 밖에도 정밀의료 연구 또는 사업 참여에 대한 동의서 설계나

정보 기증에 따른 상업적 이득 분배도 심도 있게 다루어 져야 할 것이다. 관련 정

책의 수립이나 조정의 역할도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데,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기

업, 시민 단체, 정부 등 정밀의료와 관련된 주요 이해관계자들로 구성된 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할 수 있다.116) 단, 위원으로 위촉된 구성원 증 복수의 이해관계에

놓여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해당 집단의 의견을 대표하기에 다소 부적합하다

고 판단될 수도 있어 위원 선정을 위한 합리적 기준 내지 추천방식도 고민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아직까지 국내에서의 정밀의료 추진 계획

이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고 단계별 추진 전략에 있어서도 미흡한 부분이 지적

되고 있다.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모을지, 누가 취급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합

의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과연 국내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정밀의료가 미국의

PM(Precision Medicine)을 의미하는 것인지 기존의 유전체 의학연구의 연장선인지

에 대해서도 의견 또한 분분하다. 국내에서의 정밀의료 추진 계획 또는 관련 정책

에 대해 보다 구체적으로 공표되었을 때, 개인정보 쟁점들을 예상 또는 진단하기

쉬울 것으로 보인다. 이에 대해 추가적으로 연구하도록 하겠다. 둘째, 본 논문에서

제시한 정밀의료에서의 개인정보 쟁점들은 연구에 참여한 연구 대상자 3인과의 인

터뷰 내용을 참조하였고 저자의 주관적 견해가 반영되어 나열되었다. 추후 정밀의

116) 김소윤, 유전체 맞춤의료의 전망과 법적과제, 한국의료법학회 월례집담회, 2014.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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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대한 설문이나 포럼, 공청회 등을 통해 풍부한 개인정보 쟁점들을 도출하고

연구를 지속할 필요가 있겠다.

미국을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 비교하였을 때 추진 방식이나 규모의 차이는 있겠

으나 국내에서의 정밀의료 연구는 추진가능성은 높다고 보여 지고, 현재도 정밀의

료 기반 마련을 위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에 정부주도의 한국형

정밀의료 추진계획이나 관련 산업, 정책 동향을 살피고 개인정보 쟁점에 대한 지속

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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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oward

Precision Medicine

- Focusing on a comparative review with US ,EU, Japan -

Saekyun J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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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alization of precision medicine will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ultimate quality of life by reducing the expenditure of medical

expenses due to chronic diseases and geriatric diseases accompanied by

aging, However, there is also a concern about looking at precision

medicine. First, public health research in other areas is likely to be

overlooked because Precision Medicine takes a long time to get valuable

results, and a huge amount of money and labor is put into it. In

addition, genetic information that can directly explain the direct

correlation with a specific disease is only a small part, and it is also

pointed out that the health condition of an individual constantly changes

according to the flow of time or environment. In addition to these

physical limitations, ethical issues such as personal privacy pro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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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genetic discrimination should be considered. Excessive anxiety and

the establishment of concrete measures at the early stage of Precision

medicine may serve as a factor in delaying the business, but sufficient

prior research and social consensus processes will be necessary for

clearly anticipated issues.

In this paper, we have reviewed the concepts and features of Precision

medicine and suggested that the right policy for personal information

should be established as a means to establish the virtuous cycle structure

of voluntary information donation, which is seen as the core of precision

medical care. Therefore, we examined the value of personal information

in contemporary society and examined the issues that may arise from the

handling of personal information in Precision Medicine. In addition, a

comparative analysis was conducted between the foreign legal system

and Korea '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nd implications were

derived.

Key words: Precision Medicin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genetic

discrimination, Personalized Medicin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