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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바이오안전성의정서와 LMO 법률

LMO 법에 따라 시험·연구용은 교육과학기술부, 산업용은
지식경제부, 농업·축산·임업·수산용은 농림수산식품부,

1992년에 생물다양성의 보존과 지속가능한 이용을 목표로

해양용은 국토해양부, 환경정화용은 환경부, 보건의료용은

하는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보건복지가족부 등 모두 6개 부처가 LMO의 용도에 따른 안

Diversity, CBD)이 유엔환경계획(UNEP)의 후원으로

전 관리 업무를 나누어 담당하고 있다.

채택되었다. 생명공학기술의 발전과 유전자변형생물체
(Living modified organisms, LMO)의 상품화 및 상업
적 재배 증가는 환경과 인체 건강에 대한 우려를 낳게 되었

2. 연구개발 단계에서의 안전관리

고, LMO의 이용은 적절한 안전조치 및 규제와 함께 이루어

LMO 법률은 LMO의 수출입 뿐 아니라 연구, 생산, 운반,

져야 한다는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현대생명공학

취급, 판매 등 LMO 이용 전 분야에 대한 규제 및 안전관리

기술의 잠재적 위해성으로부터 환경이나 인체 건강의 안전

를 의무화하고 있다. LMO를 개발하거나 이용하는 실험을

을 보장하기 위하여 CBD 당사국들은 2000년 1월에 바이오

하는 연구시설은 LMO의 위해정도에 따라 4개의 안전관리

안전성의정서(Biosafety Protocol)를 채택하여 LMO의 국

등급으로 분류되며(그림 1), 이 중 1·2등급 연구시설은 교육

가간 이동 등에 따른 규제를 마련하게 되었다. 우리나라는

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한 3·4등급 연구시

의정서의 국내이행법률인“유전자변형생물체의 국가간 이

설 중 인체위해성 관련 시설 설치·운영은 보건복지가족부

동 등에 관한 법률”
(LMO 법률), 시행령과 시행규칙 및 통합

장관에게, 환경위해성 관련 시설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고시를 제정하고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되었다.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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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시작되었고, 12년만인 2007년에 그 재배면적은 67배 증
가하였으며, 2007년 현재 캐나다, 호주, 브라질, 아르헨티
나, 중국 등 모두 23개국에서 유전자변형 작물을 재배하고
있다(James 2007).
현재 재배되고 있는 작물은 콩, 옥수수, 목화, 유채가 대부
분을 차지하며, 그 특성은 제초제내성과 해충저항성으로 크
게 나눌 수 있다. 제초제내성 유전자변형 작물은 글라이포세
그림 1. LMO 연구시설의 안전관리등급 (교육과학기술부, 2008)

이트(glyphosate) 또는 글루포시네이트(gluphosinate) 제
초제에 대해 내성을 나타내므로 농민들의 잡초방제를 용이하

시험·연구용 LMO를 수입하는 경우에는 인체에 위해한

게 해주는 잇점이 있기 때문에 널리 재배되었다. 대표적인 작

LMO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 외의

물로 몬산토(Monsanto)사가 개발한 글라이포세이트 제초제

LMO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신고를 하여야 한다. 또한

내성 라운드업레디(Roundup Ready) 콩이 있다.

(1) 종명까지 명시되어 있지 아니하고 인체병원성 여부가 밝

MON810 옥수수로 대표되는 해충저항성 유전자변형 작물의

혀지지 아니한 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2) 척추동물에 대하

다수는 토양 세균 Bacillus thuringiensis (Bt) 로부터 유

여 몸무게 1 kg 당 50% 치사독소량이 100 ng 미만인 단백

래한 Cry 단백질을 생산하여 해충에 대한 살충 효과를 나타

성 독소를 생산할 능력을 가진 유전자를 이용하는 경우, (3)

내도록 개발된 것으로서 여러 종류의 Bt 옥수수와 Bt 목화가

자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는 방식으로 생물체에 약제내성

상품화되어 있다.

유전자를 의도적으로 전달하도록 하는 경우, (4) 국민보건상
국가관리가 필요한 병원성미생물을 이용하는 경우 등 4가지
에 해당되는 LMO의 개발·실험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의

4. 유전자변형 작물의 위해성평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리고, (1) 포장시험 등 환경방출과 관

유전자변형 작물 위해성평가의 출발점은 새로운 유전자변

련한 실험을 하는 경우, (2) 그 밖에 지식경제부장관이 바이

형 작물의 여러 가지 특성을 모품종을 포함하여 유전자변형

오안전성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해 가능성이 크다고 인정

되지 않은 작물과 비교하는 것이다. 비록 복잡한 위해성평가

하여 고시한 유전자변형생물체를 개발 또는 실험하는 경우

과정을 거치지 않았지만, 일반 작물은 인류 역사 속에서 안

에는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을 받

전하게 이용되어 왔기 때문에 이것을 기준으로 위해성 여부

지 않고 LMO 개발·실험을 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
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는 등 큰 처벌을 받게 된다.

3.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과 상업적 재배
1978년 인슐린 생산 유전자변형 대장균, 1981년 유전자변
형 슈퍼마우스의 생산 등 미생물과 동물에 적용되었던 생명
공학기술은 식물에도 적용이 되어 1994년 칼젠(Calgene) 사
가 개발한 유전자변형 토마토 Flavr Savr가 상품화되었다.
그 후 1996년부터 유전자변형 작물의 상업적 재배가 미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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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전자변형 작물 신품종의 식품안전성 평가 (König 등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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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판단할 수 있다. 유전자변형 작물의 식품으로서의 안전성

중국의 유전자변형 벼 재배가 가져올 수 있는 문제, 특히 안

은 그림 2와 같이 모식물, 도입유전자, 유전자산물(새롭게 발

전성과 규제 문제에 초점을 맞춘 기사가 실렸다(Qiu

현되는 단백질 또는 기타 산물), GM 작물 등 크게 4가지의

2008). 환경위해성 측면에서 본다면 유전자변형 벼로부터

영역에서 평가된다.

중국의 야생벼와 잡초성벼로의 유전자이동이 큰 문제가 될

식품안전성 평가 중 가장 중요한 항목은 독성, 알레르기

수 있다. 야생벼의 유전적 다양성은 벼의 육종을 위하여 중

성, 영양학적 평가이다. Delaney 등(2008)에 따르면 현재

요한 유전자풀(gene pool)이 될 수 있으나, 이미 중국에서는

까지 상품화된 유전자변형 작물의 발현단백질(Cry1Ab,

멸종 위기에 처해 있으며, 유전자변형 벼로부터 야생벼로 유

Cry1Ac,

Cry1F,

전자이동이 일어난다면 생물다양성은 크게 훼손될 수 있다.

Cry9C, VIP3A, PAT, CP4 EPSPS)을 마우스에 경구 투

또한 잡초성벼로 유전자이동이 일어난다면 잡초성벼의 방제

여하여 급성 독성을 평가하였을 때 매우 높은 용량에서도 독

를 더욱 어렵게 하여 벼 수확량을 감소시킬 수 있다.

Cry2A,

Cry3A,

Cry3Bb1,

성이 나타난 사례는 없다. 알레르기성 평가는 일반적으로
FAO/WHO (2001)가 제시한 가이드라인에 따르고 있다. 우
선 공여생물체의 알레르기성을 검토하고, 아미노산의 서열
상동성, 혈청 스크린, 펩신에 대한 저항성, 동물모델실험 등
의 결과를 평가함으로써 최종적인 판단을 내리게 된다.

5. 수입 유전자변형 작물 위해성심사 및 수입 현황
식용으로 수입되는 유전자변형작물의 위해성심사 및 수입
현황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유전자재조합식품(GMO)정보

유전자변형으로 인한 의도적인 효과 뿐 아니라, 비의도적

홈페이지(http://gmo.kfda.go.kr)에서 조회가 가능하

인 효과의 유무를 평가하기 위하여 농업적 특성과 같은 표현

다. 2008년 11월 현재 60종류의 유전자변형작물이 식용으로

형의 변화 뿐 아니라 분자생물학적 분석, 영양성분, 항영양
소와 독소 등의 변화를 검토한다. 최근에는 GC-MS, LCMS, NMR 등의 정밀분석기기로 대사산물의 프로파일을 비
교함으로써 비의도적인 변화를 찾아내기 위한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
환경위해성 평가는 유전자변형 작물로부터 화분이나 종자
를 통하여 유전자가 이동될 가능성, 농업환경에서 방제하기
어려운 잡초가 되거나 자연생태계를 침입할 가능성, 표적생
물이 아닌 비표적생물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 토
양생태계를 교란할 가능성 등을 평가한다. 미국에서는 제초
제내성 벤트그라스(bentgrass) 시험지역으로부터 21 km 떨

<표 1> 국내에 식용 또는 사료용으로 수입이 승인된 유전자변형작물의 수
작물

특성

승인제품 수 승인제품 수
(식용) (사료용)

콩

제초제내성

1

1

옥수수

해충저항성

3

3

옥수수

해충저항성(후대교배종)

1

1

옥수수

제초제내성

4

4

옥수수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7

5

13

12

해충저항성

3

3

제초제내성

3

3

7

5
-

옥수수
목화
목화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후대교배종)

해충저항성 및 제초제내성

어진 곳에서도 동종 또는 근연종으로의 교배가 일어났음이

목화

밝혀진 사례가 있다(Watrud 등 2004). 유전자변형 작물로

감자

해충저항성

2

부터 야생에서 생육이 가능한 식물로 교배를 통하여 유전자

감자

해충저항성 및 바이러스저항성

6

-

이동이 일어나는 경우, 유전적 다양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유채

제초제내성

6

6

사탕무

제초제내성

1

-

알팔파

제초제내성

3

1

60

44

수 있다. 특히 식물의 적합도(fitness)를 높이는 유전자가 야
생의 잡초나 침입식물로 전이되는 경우가 발생하면 생태계

(후대교배종)

합계

에 심각한 교란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최근 Nature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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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 승인을 받았다. 식용으로 허가받은 품목 중 44종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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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진흥청으로부터 사료용으로도 수입승인을 받은 상태인
데, 환경위해성 심사 현황은 한국농업생명공학안전성센터
(http://www.niab.go.kr/bio/index.jsp)에서 조회
가 가능하다.
현재까지 수입승인을 받은 작물은 콩, 옥수수, 목화, 감자,
유채, 사탕무, 알팔파 등 7가지이며, 이들의 특성은 제초제내
성, 해충저항성 또는 두 가지 특성을 모두 갖는 것이 대부분
이다(표 1). 또한 두 가지 이상의 유전자변형 작물을 교배함
으로써 여러 가지 특성이 발현되도록 만든 후대교배종의 승
인 건수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6. 맺는 말
현재는 제초제내성, 해충저항성 등 제1세대 유전자변형
작물이 주로 재배되고 있지만, 최근에는 다양한 특성을 가진
새로운 유전자변형 작물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정항
체나 백신, 산업용 고분자 화합물 등을 생산하도록 만든 제3
세대 유전자변형 작물 뿐 아니라, 중금속의 정화와 유해화학
물질 탐지용으로 개발된 작물, 화색이 바뀐 꽃 등 생명공학
은 다양한 종류의 유전자변형생물체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
렇지만, 유전자변형 작물이 식품으로서 안전하지 않으며,
환경에도 위해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소비자들의 우려와 관
심 또한 점점 증가하고 있다. 생명공학기술의 역사가 상대적
으로 짧아, 충분히 검증이 되지 않았다는 것이 그 이유 중의
하나이다. 이와 같은 소비자들의 우려로부터 생명공학기술
이 신뢰를 얻으려면 유전자변형생물체의 적절한 규제와 관
리 및 위해성 평가를 통한 생명공학기술의 안전성 확보가 필
수적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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