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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Summary

국문요약
제1장 연구의 개요
(연구배경)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에 빠져 있고 각 국가는 경제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며,
그 중에 미래 산업을 이끌 산업 중 바이오 산업이 회자되고 있으며 이를 이끌 미래핵심 기술 중에
하나로서 유전자가위 기술이 부각됨
○

우리나라 또한 2019년 올해 2%대의 경제성장률조차 위협받고 있는 현 상황에서 미래 지속
경제성장을 견인할 동력 분야 중 하나로서 바이오 산업을 선정하고 지난 5월 22일 “바이오셀
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함

주요국 바이오 산업 발전 정책 현황
(미국) 2012년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oi-Economy Blueprint)’을 통해 5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고,
이후 바이오 기술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을 지속해 2018년에는 1,076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중국) ‘중국제조2025’(2015)를 발표하며 바이오/의료기기 등 10대 육성 산업과 산업별 발전전략 제시, ‘13차 5개
년 개혁(2017)’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과학기술 혁신 계획을 추진
(일본) 2016년부터 바이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바이오 기술 기반의 5차 산업혁명을 예견했으며 이에 생물의 세포
를 분석하고 편집하는 산업을 ‘스마트셀’ 산업이라 정의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

(연구목적) 크리스퍼 특허에 대한 분쟁 현황 및 등록 현황을 분석하고 법학적 고찰을 통해 원천 기술
을 보유하고 있으나 유일하게 미국의 특허승인을 못 받고 있는 현황을 파악하고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을 제시함
○

유전자가위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의 원천 기술은 주요3대 연구진영인 미국의 UC버클리연
구팀, 브로드연구소와 우리나라의 ㈜툴젠만이 보유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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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기술의 발전 및 특허분쟁 현황
1953년 4월 25일 네이처지에 20세기 생명과학계의 최대 사건 중 하나인 ‘DNA 이중나선 구조의
발견’이 소개되며 유전자연구가 태동되었고, 1973년 ‘제한효소’의 발견을 통해 재조합 DNA 기술을
발명함
○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하여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가위(1세대)에 해당하는 바로 이 ‘제한효
소’로 인해 유전자의 재조합이 시작됨

표 세대별 유전자가위 기술 모식도 및 특징
구분

유전자가위 기술 모식도

특징

1세대

∙ 제한효소가 징크핑거(ZFN)
∙ 단백질과 비특이 뉴클레아제(핵산 분해효소의 총칭)를 붙
여 만든 ‘인공 유전자가위’
∙ 징크핑거는 DNA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 DNA 재조합을
가능케 함

2세대

∙ 제한효소가 탈렌(TALEN)
∙ 탈렌의 아미노산 서열은 절단하는 DNA의 염기서열과 일
치하기 때문에, 탈렌의 아미노산 서열을 변경하면 결합 대
상인 DNA의 염기서열도 달리할 수 있어 단백질을 맞춤식
으로 변형하기가 더 수월해짐

3세대

∙ 제한효소가 크리스퍼(CRISPR/Cas9)
∙ 3세대 크리스퍼 기술은 교정하려는 DNA를 찾아내는 RNA와
DNA를 잘라내는 제한효소인 Cas9을 결합하여 만든 것
- DNA절단이 더욱 정확하고 비용도 적게 들어 획기적 기
술의 발전을 이룩한 것으로 평가

자료출처: 생명의 설계도 게놈 편집의 세계, NHK (2017), 바이오인 제51호 ‘생체 내 유전자편집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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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3대 크리스퍼 연구진영) 유일하게 원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연구진영으로서 미국의 UC버클
리연구팀과 브로드연구소, 우리나라의 ㈜툴젠임
○

(UC버클리 연구팀) 다우드나 교수연구팀이 이끄는 UC버클리연구팀은 원핵세포를 적용하여
최초로 크리스퍼 특허에 대한 출원을 신청함

○

(브로드연구소) MIT와 하버드대가 공동으로 참여하고 펭 장교수가 이끌고 있으며 진핵세포
를 적용하여 최초로 크리스퍼 특허에 대한 승인을 받음

○

(㈜툴젠) 김진수 교수가 연구자문으로 참여하고 있으며 진핵세포의 기작을 적용하여 최초로
크리스퍼 출원하였으나 아직 미국 특허에 승인을 못 받음

(크리스퍼 특허분쟁) 최초 크리스퍼 특허를 출원하였던 UC버클리연구팀보다 가장 늦게 출원하였던
브로드연구소가 미국에서 최초로 특허등록을 하자 UC버클리연구팀이 자신의 특허에 저촉된다고 소
송을 제기하며 분쟁 시작
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국제 특허 주요 분쟁 현황
날짜

주요 내용

2012년 5월 25일

UC버클리,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해 DNA 편집하는 기술 특허출원

2012년 10월 23일

㈜툴젠, 동물세표에 크리스퍼를 적용해 DNA 편집하는 기술
ChimercRNA(sgRNA):Cas9 특허출원

2012년 12월 12일

브로드연구소, 진핵세포에 크리스퍼를 적용해 DNA 편집하는 기술 특허출원(신속심사요청)

2014년 4월 15일

브로드연구소 관련 기술 최초 미국 특허 등록

2016년 1월 11일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에 저촉심사 제기

2016년 9월 5일

㈜툴젠, 크리스퍼 유전가가위 기술 한국, 호주 특허 등록

2017년 2월 15일

미국특허청,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결,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권 유지 결정

2017년 4월 12일

UC버클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특허법원)에 항소

2018년 9월 10일

연방순회항소법원, 항소기각 원심대로 브로드연구소 승소 판결(특허권 인정)

2019년 4월 23일

UC버클리,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원천 기술 미국 특허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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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크리스퍼 특허등록 현황 및 법학적 고찰
빅3 연구진영 중 미국의 브로드연구소가 가장 최초로 미국특허청의 등록을 하였으며, 분쟁에서 패소한
UC버클리연구팀은 지속적인 자료수정 제출을 통해 특허승인을 받아냈으나, ㈜툴젠은 아직도 심사중
○

(UC버클리 연구팀) 원천 기술 최초 (가)출원(61/652086; 2012.5.25.) ☞ 정규출원(13/842,859;
2013.3.15.) ☞ 특허등록(10/266,850; 2019.4.23)

○

(브로드연구소) (가)출원(61/736527; 2012.12.12.) ☞ 정규출원(14/054414; 2013.10.15.)
☞ 최초 특허등록(8,697,359; 2014.4.15.)

○

((주)툴젠) 진핵세포 적용 최초 (가)출원(61/717354; 2012.10.23.) ☞ 정규출원(14/438,098;
2013.10.23.) ☞ 이를 원출원으로 14/685,510과 14/685,568를 정규출원(2015.4.13.) ☞
현재 심사진행 중

(미국 특허출원 동향) 2012년 크리스퍼 주요 빅3 연구진영이 경쟁적으로 크리스퍼 원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한 이후 크리스퍼 연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
표 크리스퍼 연간 미국 특허출원 수
(단위: 개)

○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11

30

75

76

59

119

469

1,400

2,990

4,831

7,479

크리스퍼 관련 미국 특허출원인은 주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며, 우리나라는 원천 기
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과학연구원만이 주요 출원신청자로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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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크리스퍼 연간 미국 특허출원 수

자료출처: CRISPR PATENT LANDSCAPE, IP Studies (2017).

○

총 33개의 주요 특허출원인들 중 미국 22개, 중국 8개, 프랑스, 일본, 한국이 각각1개씩으로
나타났으며 유전자편집 기술 분야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이 유추됨

크리스퍼 특허에 대한 법학적 고찰
○

(법적쟁점1) 특허와 관련된 문제
- UC버클리 특허는 특허명세서의 청구항에 ‘진핵세포’라고 명시하지 않은 반면, ㈜툴젠은
‘진핵세포의 핵’ 등을 언급하였고, 브로드연구소는 ‘진핵세포에서 유전자편집에 대한 구체
적인 기술’을 특허로 청구함

○

(법적쟁점2) 생명공학 윤리와 관련된 문제와 입법
- 크리스퍼 기술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1세대 및 2세대 기술들에 비하여 쉽게 저비용으로 기
술적인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
아짐
- 윤리적 기준을 정립하기 위해 일정 응용 기술을 제한하자고 UC버클리연구팀 제안, 이에대
해 윤리적 문제는 안정성 문제로 연구를 통해 극복하자는 의견도 있는 등 규제를 위한 입
법에 대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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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바이오 산업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기타 이슈 검토
바이오 산업에서의 신지식･IP보호 관련 쟁점
○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 확보방안 모색) 크리스퍼 기술은 2015년 사이언스가 혁신 기술
1위에 선정되었고 2016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10대 기술에 선정되는 등 미래 바이오
기술 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것임
- 현재 원천 특허보유 기업은 Intellia Therapeutics(미국), Editas Medicine(미국), CRISPR
Therapeutics(스위스), ㈜툴젠(한국) 등 4개가 존재하며 각 기업은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글로
벌 제약사와 제휴하여 크리스퍼 기술을 의료 및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

○

(생물다양성 협약 및 유전자원법 대응)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인정을 전제로 하여 생물
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등에 대한 나고야의정서의 발효(2014.10.12.)에 대비하여 우리나
라는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을 제정(2017.1.17.)

유전체･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이슈 분석
○

(소유권 논쟁) 유전자를 인체유래물로 분류하고 ‘소유권’과 관련하여 법적 지위에 대한 논의
가 진행 중
① 이를 물건으로 보아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장
② 제한적인 소유권만 인정하는 주장
③ 인격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 이 중 다수설 인체유래물은 인체와 다르지만 인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인체와
동일하게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자는 입장

○

(우리나라의 유전체 특허)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의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전체나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가 특허법 제
32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
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고 규정
- 최근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관련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넘어선 유용성의 인정 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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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제5장 결 론
글로벌경제가 저성장 기조를 수년간 유지하고 있고 우리나라도 2019년 현재 2%대의 경제 성장마저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각 국가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는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
중
○

이에 미래 부가가치성장을 이끌 주요 산업으로서 바이오 산업을 주시하고 이에 대한 투자를
G2를 중심으로 공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특히 핵심 기술 분야 중에서 유전자가위 기술
에 대한 패권을 잡기위해 노력 중

○

우리나라는 크리스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3대 연구진영(UC버클리, 브로드연구
소, ㈜툴젠)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으나 특허 영향력이 높은 미국에서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등록을 유일하게 받지 못하고 있음

(특허권 확보를 위한 전략적 접근)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출원을 준비하는 발명자들은 미
국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신규성과 비자명성에 대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고 거절사유가 발생
될 경우 반박 및 보충･답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특허등록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주어야 함
- 최초 크리스퍼 특허를 등록받은 브로드연구소도 심사 중 거절사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충
설명을 개진하여 승인을 받았고, 최초 크리스퍼 특허를 출원한 다우드나 교수팀도 긴 시간
동안 수많은 거절을 받았으나, 결국 2019년 4월 23일 등록이 됨
(심사 장기화에 대한 대비) 미국 특허 심사기간이 장기화된다면, 미국 외에도 특허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출원하여 미국 외 국가들에서의 특허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못한다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몰락한 MP3 기술과 같은 역사가 되풀이 될 수 있음
- 이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크리스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전자편집 분야의
선도국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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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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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

연구의 배경

세계경제는 저성장 기조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한국도 이제는 2%대 경제성장률마저 위협받
고 있는 상황에서 각국은 미래 성장 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산업발달의 역사적 단계에서
3차 산업혁명까지의 시대를 지나 현재를 4차 산업혁명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다. 미래 새로운 변화
를 일으킬 5차 산업혁명이 온다면 그 시대를 이끌 산업 중에 가장 많이 회자되는 분야가 바이오
산업이다. 그중에서도 미래핵심 기술 분야 중 하나가 유전자가위 기술이며 제3세대 기술인 크리스
퍼에 대해서는 우리나라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특허권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특허청에서의 특허를 아직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현 이슈에 대한 관심을 고
취하고 전략방향을 잡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해 이 연구가 시작되는 동기가 되었다.
현재 우리는 4차 산업혁명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변화의 기로에 서 있고 이에 대한 많은 연구
및 분석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그렇다면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해 우리가 중점적으로 이슈화
하고 대비해야 하는 쟁점들은 무엇인지에 대해 생각해 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쟁점들 중
주요쟁점을 선정하여 분석해 보고 미래를 대비한 전략적 접근에 대해 논의해 보기로 한다.
4차 산업혁명(4th Industrial Revolution)이라고 함은 1784년 영국에서 시작된 증기기관 발
명을 1차 산업혁명, 1870년 전기를 이용한 대량 생산과 자동화를 2차 산업혁명, 1969년 인터넷
이 이끈 컴퓨터 정보 기술(IT)과 산업의 결합을 3차 산업혁명이라고 하며, 네 번째 산업혁명을 일
으킬 것이라는 의미에서 붙여진 ‘4차 산업혁명’은 빅 데이터 분석, 인공지능(AI), 로봇공학, 사물
인터넷, 무인운송수단, 3차원 인쇄, 나노 기술, 생명공학 등을 비롯하여 여러 분야에서 새로운 기
술 혁신이 나타나고 있다.
세계경제포럼(WEF)의 창시자 겸 집행위원장인 클라우스 슈바프 회장은 그의 책 <제4차 산업
혁명>에서 4번째 혁명이 기술 발전에 의해 특징지어졌던 이전의 3가지 혁명과 근본적으로 다른
점을 언급하고 있다. 4차 산업혁명이라는 용어가 본격적으로 공론화되고 이슈화 되었던 것은
2016년 다보스의 세계 경제 포럼에서 그 주제로 선정되어 논의되어진 이후이다.
포럼에서는 ‘4차 산업혁명’을 인공지능(AI), 로봇 기술, 생명과학이 주도하는 차세대 산업혁명
이라고 정의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의 태동기로 기술적으로 발전의 여지가 무궁무진하다. 물론
아직까지는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관련 기술 분야에서 미국이 단연 우위에 있는 것이 사실이
다. 하지만 아직 산업 초기 단계인 만큼 우리의 노력에 따라 미래는 달라질 수 있다. 4차 산업혁명
시대에는 데이터와 아이디어가 핵심 경쟁원천이 되고, 선도기업이 플랫폼을 선점하여 부가가치를
독점하게 될 것이라고 한다. 생산성 향상을 위해 생산방식을 스마트화하여 고도화하고, 핵심 기술
을 선도적으로 도입해야 한다. R&D 투자를 확대하여 기술경쟁력을 확보함과 동시에 끊임없이 변
화하는 소비자의 수요에 맞춰 제품과 서비스를 차별화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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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자들은 4차 산업혁명 이후의 산업혁명이 온다면 바이오 산업이 5차 산업혁명을 이끌 것이라
고 언급하고 있다. 지식재산의 특허출원량의 비교우위를 보더라도 IT 산업과 BT 산업이 양대 산
맥으로 자리 잡고 있다. 그렇다면 세계 주요 국가들은 미래의 바이오 산업에 대해 어떠한 정책적
대안점을 제시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또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분석할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
다.
그림 1 기술발전에 따른 사회변화 및 예측

자료출처: KIST 미래기술백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2030년 바이오경제 시대가 올 것이라고 전망1)하고 전 세계 바이
오 시장 규모는 2015년 1조 5,000억 달러에서 2030년 4조 3,000억 달러로 약 3배 가까이 성장
할 것으로 예상하였다. 이에 세계 주요국들은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한 전략들을 쏟아내고 실행
중이다.

주요국 바이오 산업 발전 정책 현황
(미국) 2012년 ‘국가 바이오경제 청사진(National Boi-Economy Blueprint)’을 통해 5대 전략목표를 제시하였고,
이후 바이오 기술 시장은 연평균 1.5% 성장을 지속해 2018년에는 1,076억 달러 규모의 시장으로 성장
(중국) ‘중국제조2025’(2015)를 발표하며 바이오/의료기기 등 10대 육성 산업과 산업별 발전전략 제시, ‘13차 5개
년 개혁(2017)’을 통해 바이오 산업을 뒷받침하는 국가과학기술혁신계획을 추진
(일본) 2016년부터 바이오 소위원회를 설치하고, 바이오 기술 기반의 5차 산업혁명을 예견했으며 이에 생물의 세포
를 분석하고 편집하는 산업을 ‘스마트셀’ 산업이라 정의하고, 관련 연구에 대한 지원을 이어가고 있음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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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ECD는 2009년 The Bioeconomy to 2030: designing a policy agenda (April. 2009) 이후 2018년 Meeting Policy
Challenges for a Sustainable Bioeconomy(April. 2018)까지 바이오 산업의 전망과 정책동향을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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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지난 5월 22일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 전략”을 발표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혁신
신약 의료기기의 세계시장 점유율을 현 1.8%에서 2030년 6%까지 3배 확대하는 것을 목표로 이
를 위해 100만 명 규모의 바이오 빅데이터를 구축하고, 현재 연 2조 6,000억 원 규모의 연구개발
투자를 2025년까지 4조원으로 확대한다는 것이다.
그림 2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는 기술혁신

자료출처: 日 경제 산업성(2017), “스마트셀 산업의 실현을 위한 대처”, p.2.

그런데, 바이오 산업의 핵심 기술혁신 분야인 유전자편집 기술 중 미래 국가경제의 부가가치
증대에 큰 기여를 할 것으로 예견되는 크리스퍼 기술은 미국과 우리나라만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으나, 아직도 우리나라만이 미국 특허등록을 못 받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본보고서는 유전자가
위 기술 중 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에 대한 법학적 특허 분석 및 관련 특허에 대한 출원 및 등록
현황을 분석하고 바이오 산업에서의 유전자가위 관련 기타이슈에 대해 검토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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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유전자가위 기술의 발전
1. 유전자가위 기술
유전자가위 기술이란 인간 및 동식물세포의 유전체를 교정하는 데 사용되는 유전자교정
(genome editing) 기술로 유전체에서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한 후 해당 부위의 DNA를 정교하
게 잘라내는 시스템을 말한다.
유전은 물려받아 내려오는 성질로서, 물질로부터 전달되는데 여기서 물질은 DNA를 뜻한다.
유전자가위는 타깃 DNA를 절단할 수 있는 도구로서, 타깃 DNA에 결합할 수 있는 물질과 상기
타깃 DNA를 자르는 물질을 포함한다.
병을 일으키는 유전자를 제거(Knock-Out)하거나 병든 유전자를 건강한 유전자로 치환
(Knock-In)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특정 염기서열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알아야 하고 해당 염기
서열만을 정확하게 찾아내서 분리하는(잘라내는) 유전자가위 기술이 필요하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잘못되거나 불필요한 유전자를 수정하는 것으로서 유전자 중 문제가 발생
하는 부분을 찾아내어 그 부분을 고치는 것을 뜻한다. 즉, 쉽게 얘기하면 스캐너로 문제가 일어난
곳을 찾아내어 단백질로 구성된 가위로 고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은 3세대 크리스퍼 기술을 말한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1세대 기술부터 현재의 3세대 기술까지 개발되어 왔다. 1세대 ‘징크핑거 뉴클레이즈(ZFNs･Zinc
Finger Nucleases)’, 2세대 ‘탈렌(TALENs･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s)’,
3세대 ‘크리스퍼(CRISPR-Cas9)’ 기술로 명명되어 개발 및 발전되었다.
3세대 유전자가위 ‘CRISPR/Cas9’는 타깃 DNA에 결합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RNA 및 타깃
DNA를 자르는 역할을 하는 Cas9 단백질을 포함한다. 제 1세대 ‘징크핑거’와 제 2세대 ‘탈렌’은 타깃
DNA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단백질인 데 반해, 제 3세대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Cas9)’의
타깃 DNA에 결합할 수 있는 부위는 RNA이다.
제 3세대 유전자가위 ‘CRISPR/Cas9’는 제 1세대 및 제 2세대 유전자가위들에 비하여, i) 제
조하기가 용이하고, ii) 타깃세포로 주입되기 쉬우며, iii) 타깃 DNA에 보다 정확하게 결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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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전자 기술의 태동과 세대별 유전자가위 기술
1953년 4월 25일 네이처지에 20세기 생명과학계의 최대 사건인 DNA 이중나선 구조가 발견
되었다. 유전자 기술은 발전을 거듭하여 2000년대 초 인간 게놈분석을 통하여 30억 쌍의 인간 염
기 서열이 모두 밝혀지고 그중 2만여 개의 유전자가 있다고 밝혀졌다.
1970년대 미국 존스홉킨스대 연구진이 발견해 노벨 생리학상･의학상을 동시 수상한 제한효소
는 그동안 생명공학과 제약 산업 발전에 결정적 공헌을 하여왔다.
1973년 Cohen과 Boyer에 의한 재조합 DNA 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의 발명
으로 현대 생명공학이 탄생하였다. 이러한 재조합 DNA 기술은 제한효소라는 핵심 도구로 인하여
비로소 가능하게 된 것이었다.
유전자가위는 DNA의 특정 부분을 잘라내 DNA 재조합을 가능케 하는 것으로 대표적인 게 미
생물에서 분리한 ‘천연 유전자가위’인 ‘제한효소’이다.
천연 유전자가위는 아데닌(A), 구아닌(G), 시토신(C), 티민(T)을 중심으로 30억 개의 염기쌍
(bp･base pair:A-G,C-T,A-T 등)으로 이뤄진 DNA에서 보통 염기 6쌍을 인식해 분리(절단)한다.
특정 염기서열을 인지하여 ‘자르고 붙이는’ 유전자가위(1세대)에 해당하는 바로 이 제한효소
로 인해 유전자의 재조합이 시작되었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이후 발전을 거듭하여 2003년 1세대인 ‘징크 핑거(zinc finger) 뉴클레이
즈’가 나온 이후, 2011년 말에는 2세대 유전자가위 ‘탈렌(Talem)’, 2013년 초에는 3세대 ‘크리스
퍼(CRISPR)-Cas9’ 가위 기술이 나왔다.
1세대와 2세대 유전자가위 기술들도 나름대로 장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과정이 복잡하고 비
용이 많이 든다는 약점이 있어서 시장 규모가 확대되지 못하였다. 이에 반해 3세대 기술인 크리스
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원하는 부위를 자르는 능력은 기존 유전자가위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뛰어나고, 비용마저 훨씬 저렴한 까닭에 시장 규모가 급성장하게 되었다.

가. 1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징크핑거(ZFN)
징크핑거(ZFN)는 천연 유전자가위인 제한효소의 성능을 업그레이드한 ‘인공 유전자가위’이다.
단백질과 비특이 뉴클레아제(핵산 분해효소의 총칭)를 붙여 만든 ‘인공 유전자가위’인 징크핑
거는 보통 징크 핑거 3~4개에 뉴클레아제 1개를 연결하면 징크핑거(ZFN)가 완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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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1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징크핑거

자료출처: 생명의 설계도 게놈 편집의 세계, NHK (2017).

나. 2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탈렌(TALEN)
탈렌은 설계와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비용이 많이 드는데다가 사용 중 오작동이 많이 발생하는
징크핑거 뉴클레아제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식물성 병원체인 잔토모나스(Xanthmonas)를
이용하여 개발한 것이다. 탈렌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서열은 절단하는 DNA의 염기서열과 일치하
기 때문에 탈렌의 아미노산 서열을 변경하면 결합 대상인 DNA의 염기서열도 달리할 수 있어 단
백질을 맞춤식으로 변형하기가 훨씬 수월하다.
탈렌은 징크핑거 뉴클레아제와 마찬가지로 DNA를 절단하는 효소로 Fokl을 사용하는데, 2개
의 결합체가 유전자 측면에서 접근해 들어가서 이중나선을 절단하여 세포가 복구할 수 없게 한다.
그림 4 2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탈렌

자료출처: 생명의 설계도 게놈 편집의 세계, NHK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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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CRISPR/Cas9)
3세대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교정하려는 DNA를 찾아내는 RNA(리보 핵산)와 DNA를 잘라내
는 제한효소인 Cas9를 결합하여 만든 것으로, 2012년 말에 개발되었다. 안내 역할을 하는 RNA가
교정을 목표로 하는 DNA 염기서열에 달라붙으면 Cas9이 DNA의 특정 부위를 잘라내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1세대 및 2세대와 달리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없고 DNA 절단이 더욱 정확하다.
3세대 이전 유전자가위 기술은 유전자 하나를 잘라내고 새로 바꾸는 데 수개월에서 수년씩 걸
리던 것이 크리스퍼가 개발되면서 수일 이내로 단축되었을 뿐 아니라 동시에 여러 군데의 유전자
를 손볼 수도 있게 되는 등 유전자 교정에 획기적인 발전을 이룩하였다.
그림 5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

자료출처: 생명의 설계도 게놈 편집의 세계, NHK (2017).

3.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
가. 크리스퍼(CRISPR/Cas9)의 발견
1980년대 스페인 알리칸테에서 박사과정 중이었던 모지카는 염분에 잘 견디는 해안가 박테리
아 유전체 분석 연구를 하고 있는 중에 우연히 해안가 박테리아 DNA 염기서열에서 독특하게 반
복되는 구조를 처음 발견하였다. 프란시스코 모지카는 추가 연구를 통하여 크리스퍼의 염기서열이
박테리아를 공격하는 바이러스의 염기서열과 일치함을 발견하여 해당 구조가 면역체계와 관련이
있음을 예측하는 논문을 2003년 11월 네이처에 보냈지만 거절되고 다른 생물학 저널에 실리면서
세상에 알려지게 되었다. 해당 논문은 유전자가위에 대한 논문은 아니었으나 이것을 시발점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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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포의 유전자 레벨 면역 기제와 유전자가위 관련 기술의 가능성이 태동하였다.
프랑스의 국방부 산하 기관에서 탄저균을 정밀 식별하는 기술을 개발 중인 질 베르나우드
(Gilles Vergnaud) 역시 프란시스코 모지카와 유사한 결론을 발견하였다.
1987년 일본 오사카대 소우 이시노 박사팀 역시 대장균의 유전체를 분석하다 특이한 유전자
염기서열 패턴을 발견하였다. 그런 구조가 다른 박테리아 종에서도 존재함이 알려졌지만 어떤 기
능이나 역할을 하는지 몰라 CRISPR(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란 이름을 붙였다.
프랑스 미생물학자 필립 호바스(Philippe Horvath)는 박테리아 유전자에서 발견되는 독특한
염기서열 패턴이 바이러스의 공격에 대응하는 면역체계 기능을 한다는 것을 실험으로 입증하였다.
이 과정에서 침입자 바이러스의 유전자를 잘라 기능을 못하게 하는 일종의 제한 효소(절단 효소)
인 캐스9(Cas9)의 정체를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그래서, 후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의 영문 명칭이
CRISPR/Cas9으로 불리게 되었다.
덴마크의 요구르트 회사인 ‘다니스코’ 연구자들도 크리스퍼가 면역체계에 관여하는 역할을 찾
아내었다. 연구자들은 바이러스로 유산균이 떼죽음을 당했을 때 살아남은 일부 유산균의 DNA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살아남은 유산균은 내성을 갖고 있었으며 회문 구조(21개)에서 바이러스
DNA를 발견하였다. 이 유전자를 없애자 내성이 사라졌고 연구자들은 이를 통해 크리스퍼가 면역
체계에 관여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나. CRISPR-Cas 시스템
크리스퍼란 일정한 간격을 두고 주기적으로 분포하는 짧은 회문 반복서열(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의 약자(CRISPR)로 유전자의 특정 서열을 ‘인식’해서
자르거나 편집할 수 있는 기술을 유전자가위 기술이라고 말한다.
CRISPR-Cas(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CRISPR associated) 시스템은 그 이름에서 유추할 수 있듯이 약 20~50 염기쌍이 연속되며 그 사이에는 각
각 고유하면서 비슷한 길이의 스페이서(spacer)가 자리하고 있는 규칙적 반복 배열 구조를 나타
내고 있다.
약 50%의 세균과 약 90%의 고세균에서 발견되는 이 독특한 염기서열의 수수께끼와 같은 구
조는 대장균의 스페이서가 마치 이전의 감염 기록처럼 바이러스(파지)나 플라스미드의 유전정보에
서 유래된 것으로 2005년에 보고되었다.
2007년에는 파지 유전체에 일치하는 스페이서가 이에 상응하는 파지에 대해 숙주 미생물이 면
역력을 갖게 되며, 새로운 파지의 감염이 그 유전체에서 유래하는 새로운 스페이서를 추가함으로
써 CRISPR 배열을 확장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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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Cas 시스템은 침입자인 파지나 플라스미드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세균과 고세균의
적응 면역시스템이다. 이전 감염에 대한 기억을 생성하는 척추동물의 적응면역과 유사하게
CRISPR 면역 시스템은 재감염에 대해 신속하고 확실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기능한다.
세균은 외부 유전자로부터 자신을 보호하는 면역 시스템이 있는데 세균은 외부에서 침입한 유
전자를 짧은 서열로 내부에 기억해 두었다가 이 서열에 맞는 DNA가 다시 한 번 침입하면 세균은
제한효소라는 DNA 절단 단백질을 동원해서 침입한 DNA를 잘라서 파괴한다. 크리스퍼는 이 세
균의 면역계에서 착안하여 만든 기술이다. 원하는 유전자를 인식하는 짧은 유전자 서열과 DNA를
자를 수 있는 제한효소 세트가 바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이다.

4. 유전자가위 기술의 논란
생명공학의 기술혁명이라고 불리는 유전자가위 기술은 병의 근본 원인인 DNA를 고칠 수 있는
혁신적인 기술이며 기술은 21세기 인류의 삶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
흔히 유전자치료라고 말하는 기술이 바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것이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다른 어떤 유전공학 기술보다 빠르고, 정확하고 간편하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로
수정란 유전자에 바로 조작을 가하면 유전자가 교정된 생물을 아주 간편하게 만들 수도 있다. 또
한, 내부의 DNA를 조금 바꾸는 것이기 때문에 생체 면역반응에서 완전히 자유로울 수도 있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은 비용적인 면에서도 그 이전 세대 유전자가위 기술보다 훨씬 메리
트가 있다. 세균의 면역계를 모방했기 때문에 복잡하지 않고, 복잡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어 경제성이 높다. 크리스퍼 이전에는 유전자로 조작된 생물을 얻기 위해서는 여러 세대를 거쳐
야 했기 때문에 돈과 시간을 많이 투자하였다. 그러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하면 인식
하고자 하는 유전자 서열을 얼마든지 만들어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원하는 유전자가위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다. 이러한 점에서 최근 유전자가위 기술의 상용화가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고 일반인들
에게도 큰 이슈로 회자되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크리스퍼 기술의 개발 이후 각종 동물이나 식물의 형질 개량, 질병 치료, 해충 퇴치부
터 인간 배아의 유전체를 교정하는 실험까지 여러 방면의 연구에 활용되고 있으나, 이에 따른 생
태계 파괴나 윤리적 문제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표1에서 보면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는 그 이전 세대 유전자가위 기술에 비해 유전
자 절단성공률이 높고 설계가 매우 간단하며 특히 상용화에 꼭 필요한 비용이 낮다. 그러나 한 가
지 치명적인 단점은 이전 세대의 유전자가위들과 달리 오작동에 대한 보호 장치가 없어 자칫하면
엉뚱한 부분을 잘라내 돌연변이를 일으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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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대별 유전자가위 기술의 특성
1세대 ZFNs

2세대 TALENs

3세대 CRISPR/Cas9

유전자 인식

징크핑거 단백질

TALE(Tal effector)
단백질

가이드RNA

유전자 절단

Fok1

Fok2

Cas9

유전자 절단 성공률

낮음(0~24%)

매우 높음(0~99%)

높음(0~90%)

설계 용이성

복잡함(months)

복잡함(months)

매우 간단(One day)

가격

높음($5,000)

중간

낮음($30)

자료출처: Kim, EJ. & Kim, JS. Genome Editing, IBS 유전체교정연구단, vol. 16 (2015).

크리스퍼 기술을 인간에 적용시켜 윤리적 문제가 제기된 사건이 발생하였다. 지난 2018년 11
월 중국 선전남방과기대 허젠쿠이 교수는 세계 최초로 ‘유전자편집 아기’를 출산2)하였고, 생명과
학 윤리 문제가 제기되어 과학계에서의 비판이 이어졌으며, 중국 정부에 대해 공적논의 및 이를
방지하기 위한 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중국 정부는 유전자편집, 전달 및 조절과 관련된 기술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했으며 중국 정부의
직접적인 통제를 위해 보건부의 관리를 받는다는 내용을 담은 법안 초안을 2019년 2월 26일 공개하였다.
미국, 유럽과 같은 대부분의 나라에서 번식을 목적으로 하는 유전자편집이 금지된 반면 중국은
2003년 내려진 지침에 따르면 실험 태아는 14일 이상 기를 수 없었지만 유전자편집 연구에 한해
허용하고 있었다. 그동안 중국에서 지침으로만 관리되던 생명공학 관련 연구가 법안으로 바뀌면
중국 당국이 직접 연구를 관리할 것으로, 유전자편집 연구에 제동이 걸릴 것이다.
허젠쿠이 교수에 대해서는 발표 이후 중국 정부가 곧바로 진상 조사에 착수하였으며 이는 과학
계 윤리를 훼손하고 국가 관련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임을 명시하고 강력한 처벌을 예고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은 인간의 생명을 다루는 기술이므로 앞으로 윤리적 논란은 계속되리라 예상
이 된다. 이는 규제를 통한 기술개발의 제한과 기술개발을 통해 이를 극복할 수 있다는 주장으로
나눠질 수 있다. 이를 위해 관련 정책입안자들과 전문가 분들은 고민을 해야 한다. 즉, 얼마만큼의
규제범위를 정하는 지가 관건이다. 윤리적인 이유만으로 규제만을 주장한다면 하루라도 먼저 바이
오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팔을 걷어붙인 G2를 비롯한 주요 선진국들에게 뒤쳐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인간성을 훼손하면서까지 개발에 매진할 수도 없는 것이다. 따라서 규제의 범위를 확립
하고 그 안에서 유전자가위 기술을 비롯한 바이오 산업의 발전을 위해 박차를 가해야 한다.
향후 연구를 진행한다면 바이오 산업의 기술개발에 있어서의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 고찰하고
대응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특허출원 즉 발명의 허여범위가 어떻게까지 될 것인지
에 대해서도 새로운 발명이 있을 때마다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하다.

2)

중국 선전남방과기대 허젠쿠이 교수는 2018년 11월 25일 유튜브 영상을 통해 유전자가위 기술을 이용하여 후천성면역결핍증(AIDS)을
일으키는 HIV바이러스의 감염을 막기 위해 유전자를 제거한 쌍둥이를 출산하는 데 성공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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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크리스퍼 원천 특허분쟁 개요 및 세계 빅3 연구진영
1.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원천 특허분쟁 개요
세기의 특허분쟁으로 관심을 받아왔던 유전자가위 기술 특허분쟁은 지난 2018년 9월 10일
(美)연방순회항소법원이 브로드연구소의 승소 판결을 내리며 3년 넘게 이어져 왔던 분쟁이 일단락
되었으나, 미국 및 이외 국가에서 원천 특허 및 관련 특허분쟁이 지속되고 있다. 특히 두 진영 외
에 크리스퍼 연구 빅33)중에 하나이며 원천 기술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툴젠도 미국에 아직도 특
허출원이 계류 중이며 미국 이외 국가에서 특허선점을 하기 위한 노력과 분쟁에 직면해 있다.
유전자가위 기술 중 가장 발전된 수준인 3세대 기술 크리스퍼는 UC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
와 샤르팡티에 박사(현, 독일 막스플랑크 감염생물학 연구소장) 교수연구팀에서 2012년 5월 처음
으로 원핵세포를 적용한 특허를 출원하였다.
같은 해 10월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대주주인 한국기업 “㈜툴젠”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
술과 관련하여 UC버클리보다 더욱 발전된 기술인 진핵세포를 적용하여 특허를 출원하였고, 12월
에는 하버드대학과 MIT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펭 장 교수가 이끄는 브로드연구소도 진핵세포를
적용한 특허를 출원하였고 신속심사요청을 하였다.
그런데 세 진영 중 가장 늦게 특허출원한 브로드연구소 측이 가장 먼저 특허등록을 하였고 이
에 UC버클리 측이 브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 기술은 자신의 특허에 저촉된다고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고 이를 시작으로 세기의 특허전쟁이 발발하였다.
이들의 발명과 특허출원 내용이 모두 동일하다면 물론 가장 먼저 관련 논문을 발표하고 특허출
원을 했던 UC버클리의 다우드나-샤르팡티에 팀만 특허권을 획득하는 것으로 끝났을 것이나, 특허
명세서에 기재된 구체적 내용과 범위가 조금씩 달라 분쟁이 지속되었다.
UC버클리의 다우드나연구팀은 특허명세서의 청구항에 ‘진핵세포’라고 명시하지 않은 반면, ㈜
툴젠은 진핵세포의 핵 등을 언급하였고, 브로드연구소는 진핵세포에서 유전자편집에 대한 구체적
인 기술을 특허로 청구하였다.
가장 늦게 특허를 출원한 브로드연구소가 신속심사제도(Track one)4)를 통해 도리어 가장 이
른 2014년 4월에 첫 특허등록을 받았고, 이후에도 10여 건의 관련된 특허 등록을 받았다.

3)

1. UC버클리의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와 스웨덴의 엠마뉴엘 사르팡티에 박사, 2. MIT와 하버드대의 공동연구소이자 펭 장 교수가 이끌고
있는 브로드연구소, 3. 김진수 교수가 연구를 이끌고 대주주로 있는 ㈜툴젠.

4)

신속심사제도란 미국특허청에 수수료를 더 내고 빠른 시일 내에 심사, 등록받을 수 있게 하는제도로서, 우리나라에도 이와 유사한 우선심
사제도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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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 기술 주요연구 3대진영 중에서 가장 늦게 특허출원하였던 브로드연구소가 승소를
하였던 사유는 신속심사제도를 통한 것뿐 아니라, 특허적인 측면에서도 신규성과 진보성을 인정받
았기 때문이다. 이들이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 인정을 받기까지 미국특허청에서 몇 번의 특허등
록불가 사유에 대한 자료를 받았고, 이에 대해 브로드연구소 측은 새롭게 자료를 업데이트하고 지
속적인 디펜스를 통해 최종적으로 특허등록을 받아낼 수 있었다.
우리나라 ㈜툴젠의 김진수 교수팀의 미국 특허출원은 2012년 10월로서 세포 실험까지 입증한
출원으로 펭 장 교수팀보다 빨라 펭 장 교수팀과 법적인 다툼을 해볼 만한 여지가 있었으나 막대
한 소송비용 문제로 처음 가출원하였던 세 개 중 하나는 포기하고 두 개에 대해 출원 심사 중이다.
두 개 심사 중인 출원에 대해 미국특허청이 특허등록의 결격사유를 들어 반려하고 있으나 ㈜툴젠
은 특허등록의 정당성에 대한 관련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시하고 회사 자체에 법무 업무를 확충하
고 강화하여 디펜스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크리스퍼 유전자 기술 관련 원천 기술이 있음에도 외국
에 나가서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유전자가위는 인위적으로 합성과 프로그램이 가능하기 때문에 같은 역할을 하는 다양한 유전
자가위 발명이 가능하고 각 유전자가위마다 효율과 정확성 제조 원가 등이 천차만별일 수 있어 다
양한 특허출원이 가능하고 이는 특허분쟁을 지속적으로 촉발할 수 있는 사유이기도 하다.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를 보면 청구항이 많게는 155개에 이르기도 하며 UC버클리가 출원한 최
초의 CRISPR/Cas9 관련 특허출원서는 페이지만 219p에 달하였다. 또한 생명공학과 바이오 산
업 분야에서 다양하게 응용 가능한 기술이라 많은 연구기관, 학계 그리고 산업계의 수많은 특허출
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그만큼 첨예한 특허분쟁이 촉발되고 있다.

2. 3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 주요 3대 연구진영
가. UC버클리대 제니퍼 다우드나 교수 & 엠마뉴엘 샤르팡티에 공동연구팀
세포의 면역 반응체계를 응용한 3세대 CRISPR/Cas9 유전자가위의 개념을 처음 창안하고 인
공적으로 만들어 낸 것은 미국 UC버클리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A. Doudna) 교수와 스웨덴
우메아대(Umea University) 엠마뉴엘 카펜디어 샤르팡티에(Emmanuelle Charpentier) 교수(현
독일 막스플랑크 감염생물학연구소장)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이다. 그들은 2012년 6월 28일 사이
언스지 온라인에 관련 논문5)을 최초로 발표하였다.
이 논문의 주요 공헌은 원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찾아 절단할 수 있도록 프로그래밍(설계)이

5)

A programmable dual-RNA-guided DNA endonuclease in adaptive bacterial immun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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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수준에서 가능함을 제시한 것이다. 프로그래밍(설계)이 RNA 수준에서 가능하다는 것은 자
르고자 하는 유전체 표적 염기서열에 들러붙을 수 있도록 길잡이 RNA(gRNA)의 염기배열과 실제
유전체를 자르는 Cas9효소의 중합체를 인위적으로 만들 수 있다는 뜻이다. 이를 통해 이전 세대
유전자가위에 비하여 비용 효과적이고 정확성이 높아 산업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나. 브로드연구소: MIT와 하버드대의 공동연구소
MIT와 하버드대 공동연구소인 브로드연구소(The Broad Institute)의 펭 장(Feng Zhang) 교
수가 이끄는 공동연구팀은 UC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의 연구가 원핵세포를 대상으로 한
것에 비하여 진핵세포(쥐와 인간)를 대상으로 더욱 간편하게 유전체를 잘라 교정하는 데 성공하였
다. 이들 도한 사이언스지에 2013년 2월 15일 관련된 기술을 소개하였다.
이들은 동시에 여러 표적 유전체를 교정하는 기술까지 개발하면서 상용화 기술을 한 단계 높였다.
브로드연구소는 3.5세대 유전자가위라고 알려진, 정확도와 간편성을 더욱 높인 CRISPR/Cpf16) 유전
자가위를 2015년 발표하고 인간 유전체(게놈)를 편집할 수 있음을 실험으로 보이면서 한 발 앞서
나가기 시작하였다.

3. ㈜툴젠: 김진수 교수 연구팀
김진수 교수는 2013년 1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서울대 소속이면서 한국연구재단의
‘창의연구지원사업’ 일환으로 연구비를 받아 논문을 발표하였고 브로드연구소보다 먼저 진핵세포
에 적용하여 그 기작을 밝혔다.
김진수 교수 연구팀은 김 교수가 대주주로 있는 바이오기업 ㈜툴젠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CRISPR/Cpf1이 3세대 유전자가위인 CRISPR/Cas9에 비하여 정확도가 월등히 높다는 것을 실
험으로 증명하고 해당 기술을 통하여 생쥐의 유전자를 교정해서 돌연변이 쥐를 만들어 내는 데 성
공하였다. CRISPR/Cpf1은 브로드연구소의 펭 장 교수팀이 만들었지만 DNA의 특정부위를 정확
히 잘라내는 작동 원리와 검증 방법을 김진수 교수 연구팀이 밝히고, 인간 유전체 적용 가능성을
더욱 높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김진수 교수 연구팀의 기술은 ‘Off-Target Effect’7)라고 불리는 부작용을 제어하고 정확성을

6)

CRISPR/Cpf1은 가위 역할을 하는 Cas9을 발전시킨 버전으로서 Cas9대신 Cpf1단백질 가이드 RNA를 통해 유전자가위 역할을 하는
것으로 Cas9에 비해 오류율도 현저히 낮고 Cas9이 자를 수 없는 염기서열까지 표적화하여 활용범위가 확장됨.

7)

‘Off-Target Effect’라는 부작용이란 유전자가위가 원하는 DNA 염기서열뿐 아니라 이와 유사한 염기서열을 지닌 위치에 작동함으로써
예상했던 곳과 전혀 다른 위치에 유전자 변이를 유발하는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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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할 수 있는 이전보다 훨씬 발전된 기술을 개발한 것이다.
논문 발표 순서로 보면 진핵 세포에 적용한 것은 펭 장 교수팀이 근소하게 빠르지만 미국특허
청 가출원일로 보면 김진수 교수팀의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관련 최초 특허출원일은 2012년 10월,
펭 장 교수팀의 유전자가위 크리스퍼 관련 출원일은 2012년 12월로 김진수 교수팀이 근소하게
빨랐다.
펭 장교수가 이끄는 브로드연구소가 빅3 연구진영 중에서 가장 늦게 출원하였음에도 가장 먼
저 특허등록을 받은 사유는 최초 크리스퍼 특허출원을 하였던 UC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
이 기작을 밝힌 원핵세포와는 다르게 진핵세포를 적용하여 기작을 밝혔다는 점이다. 이를 통해 진
보성과 신규성을 지속적으로 어필하여 결국 가장 먼저 특허등록을 받아내었다. 그런데, 김진수 교
수 연구팀의 경우는 비록 진핵세포 적용시기는 브로드연구소보다 다소 늦었지만 진핵세포를 적용
한 발명으로는 가장먼저 출원을 했던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김진수 교수 연구팀의 특허등록이
먼저 이루어지는 것은 자처하고 승인을 받아야 할 것이나 아직까지도 미국에서의 특허출원은 계
속거절과 반박자료 제출이 이어지고 있다. 현재는 김진수 교수 연구팀이 연구자문으로 있는 ㈜툴
젠이 이에 대한 반박자료 및 거절 이유에 대한 수정 및 보완작업을 한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
고 있다. 따라서 ㈜툴젠이 크리스퍼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승인은 언젠가는 받을 수 있을 것이라
고 확신이 드나 최근의 미국을 비롯하여 유전자가위 기술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해 정책적으로 노
력하는 점으로 미루어 볼 때 관련된 특허승인을 받는 것이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한
전차로 ㈜툴젠은 올해 어렵게 크리스퍼 원천 기술에 대해 특허승인을 받아낸 UC버클리의 다우드
나 교수 연구팀 및 가장 먼저 특허승인을 받은 브로드연구소의 특허명세서 등에 대한 분석과 그들
의 대응방안 등을 벤치마킹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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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분쟁 현황
1. 미국 특허승인의 관점변화와 주요 필요조건
2013년 미국 특허법은 선발명주의에서 선출원주의로 특허출원 심사의 관점이 변화되었고 그
이전과 이후의 특허출원 심사의 차이가 발생하게 되었다. 2013년 이전에는 누가 먼저 발명했음을
증명하느냐가 중요했지만, 그 이후에는 누가 먼저 출원했느냐가 중요해지게 된 것이다.
그림 6 미국 특허법 개정 전후의 관점변화

자료출처: 한국바이오협회.

특허분쟁에 있어서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신규성 상실과 관련된 부분이고, 미국에서 특허를
등록하기 위해서는 신규성(novelty) 및 비자명성(non-obviousness)을 충족하여야 한다.

미국 특허법의 비자명성(nonobviousness) 규정(35 U.S.C. 103)에 대한 미국 심사기준(MPEP)
Contents of a 35 U.S.C. 103 Rejection
특허법(35 U.S.C.) 제103조는, 클레임을 충족시키기 위해, 필요하다면 단일 인용참증*을 변형하거나 하나 이상의 다
른 인용참증과 조합할 수 있는 거절규정이다. 거절 이유가 특허법 제103조에 의한 것이라고 지적한 이상, 심사관은
다음의 것들을 Office Action에서 진술해야 한다.
* 선행 기술문헌중에서 심사과정에서 심사관에 의하여 인용된 문헌을 “인용참증” 또는 “인용문헌”이라고 사용함
(A) 가능하면 적절한 컬럼 번호, 페이지 번호와 행번호의 언급과 함께, 선행 기술의 관련 교시 부분
(B) 인용참증(들)에 대한 클레임의 차이점
(C) 클레임된 주제에 도달하는 데 필요한, 인용참증(들)의 변경(modification) 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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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당업자가 발명 당시에 왜 그 제시된 변경을 하려는 자극(동기부여)을 받았었을 것인지에 대한 설명
비자명성의 증거를 확립하기 위해, 세 가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첫째, 인용참증들 자체 또는 일반적으로 당업자에게 입수 가능한 지식 중 어느 하나에서, 인용참증을 변경하거나 또는
인용참증의 교시내용들을 조합하려는 어떤 암시(suggestion) 또는 동기(motivation)가 있어야만 한다.
둘째,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있어야만 한다.
셋째, 선행 기술 참증(또는 조합된 참증들)은 클레임의 모든 제한사항들을 교시하거나 암시해야만 한다.
클레임된 조합을 만들기 위한 교시 또는 암시 및 성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모두, 출원인의 개시내용에 기초하지
않고서, 선행 기술에서 발견되어야만 한다. In re Vaeck, 947 F.2d 488, 20 USPQ2d 1438 (Fed. Cir. 1991).
See MPEP § 2143 - § 2143.03 for decisions pertinent to each of these criteria.
발명자가 했었던 것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실에 대한 어떤 암시를 제공하는 것의 최초 입증책임은 심사관에게
있다. “클레임된 발명이 자명한 주제와 직결된다는 결론을 지지하기 위해서는, 인용참증들이 명시적 또는 암시적으로
클레임된 발명을 암시하거나 또는 인용참증들의 교시내용들의 관점에서 기술자(artisan)가 왜 클레임된 발명이 자명하다.”
고 깨달았을지에 대한 설득력 있는 일련의 추리과정을 제시해야만 한다. Ex parte Clapp, 227 USPQ 972, 973
(Bd. Pat. App. & Inter. 1985). See MPEP § 2144 - § 2144.09 for examples of reasoning supporting
obviousness rejections.
인용참증이 거절을 지지하는 데 이용되는 경우, 조금이라도 상관없이, 그 인용참증은 명확하게 거절의 진술에 포함되
어야 한다. See In re Hoch, 428 F.2d 1341, 1342 n.3 166 USPQ 406, 407 n. 3 (CCPA 1970).
심사관에게는, 쟁점이 초기에 구분될 수 있도록 거절의 기초에 대해 적절하게 출원인에게 알려줌으로써 출원인이 응
답할 정당한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처음에 거절되었던 출원이 특허등록된다면, 초기 거절 뒤에 숨은
근거(원리)는 특허 클레임의 범위를 해석하는 데 중요할 수도 있다. 등록된 특허는 유효한 것으로 추정되며(35
U.S.C. 282), 지식재산권을 구성(35 U.S.C. 261)하기 때문에, 서면 기록은 특허권 부여의 근거에 관하여 명확해야
만 한다. 심사관들은 통상적으로 그들의 정신적인 프로세스와 관련하여 법적 절차에서 증언하도록 강요받을 수 없기
때문에(MPEP 1701.01), 출원 절차 동안에 이루어진 결정(판단)에 대해 서면 기록이 합리적 근거(원리)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하다.

미국 내외에서의 선행 특허, 미국 내외에서의 논문 등을 포함한 간행물 발표 등이 출원자보다
먼저 타인에 의하여 실시된 것이 확인될 경우 해당 특허는 신규성 상실에 해당하여 특허로 등록되
기 어렵다.
시기적으로도 2012년 UC버클리 다우드나 교수팀의 최초 논문 발표와 특허출원 이후에 근소
한 차이를 보이며 브로드연구소 펭 장 교수팀과 한국 김진수 교수 연구팀이 논문발표와 특허출원
에 있어서 경합을 벌여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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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특허 국제 특허분쟁 현황
▹ ’12.06.28: UC버클리, 크리스퍼 기술 세계 최초 발표(Science지 온라인 게재)
- 원핵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교정 기술
* 미국 최초 가출원(61/652,086) 일자는 ’12.05.25이며, 후속 가출원 3건 포함 총 4건의 가출원을 기초로
’13.3.15에 PCT출원(PCT/US2013/032589)
▹’12.10.23: 김진수 교수, 관련 발명 미국 가출원(61/717,324)
- 진핵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교정 기술
* ㈜툴젠, 상기 가출원 등 총 3건을 기초로 ‘13.10.23. PCT출원(PCT/KR2013/009488)
▹’12.12.12: 브로드연구소, 관련 발명 미국 가출원(61/736,527)
- 진핵세포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교정 기술
* 총 5건의 가출원을 기초로 ’13.12.12에 PCT출원(PCT/US2013/074611)
- 우선심사신청
▹’13.01.29: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紙, 김 교수 논문 온라인 공개
* 제1발명의 미국 가출원(61/717,324)과 동일한 내용이지만, 국가연구개발 및 ㈜툴젠 지원 표시
▹’14.06: ㈜툴젠, 코넥스(중소기업 전용 주식시장) 상장
▹’14.04.15: 브로드연구소 관련 기술 최초 미국 특허 등록(US8,697,359)
▹’16.01.11: UC버클리, 브로드연구소 상대로 미국 특허심판원(USPTAB)에 저촉심사(Interference) 제기
* 저촉심사: AIA 도입(’13.3) 이전의 선발명주의에 따라 서로 경합하는 발명의 특허출원들(또는 등록 특허와 특
허출원)이 있을 때 어느 것이 선발명인지를 판단하는 절차
▹’16.9.5: ㈜툴젠, 한국 특허 등록 (10-1656236, 10-1656237)
▹’16.9.15: ㈜툴젠, 호주 특허 등록 (AU 201333545)
▹’17.02.15: 미 특허심판원, 저촉심사에서 브로드연구소 승소 심결
* 브로드 연구소의 등록 특허와 UC 특허출원의 청구항은 서로 저촉되지 않는다고 판단
▹’17.03.28: UC버클리 연구팀, 유럽특허청 특허등록
▹’17.04.12: UC버클리 연구팀, 미 연방 특허항소법원에 항소
▹’18.01.17: 유럽특허청, 브로드연구소 특허 취소
* 브로드연구소 미국 특허 중 가장 먼저 출원된 두 개의 특허 우선권 주장이 발명자 불일치로 인해 인정되지 않
으면서 유럽에 등록된 브로드연구소 특허 취소
▹’18.07.04: ㈜툴젠, 유럽특허청(EPO)으로부터 특허등록가능통지*
* 추후 특허등록결정통지를 받을 때까지 1년 안에 특허에 대해 이의신청을 할 수 있음
▹’18.09.10: 미 연방 특허항소법원, 항소심에서 브로드연구소 승소 판결
▹’19.04.23: UC버클리 관련 기술 부분 미국 특허 등록(10,266,850)
▹’19.05.22: ㈜툴젠의 유럽 특허에 대해 Patent Boutique 등 6개사* 이의신청
* Schlich(’18.08.22), Grund IP Group(’18.08.30), Vossius & Partner(’18.09.14), Patent Boutique
(’19.03.06), Sandea M Pohlman (‘19.05.22), KELTIE LLP (’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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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니퍼 다우드나 미국 UC버클리 화학과 교수와 당시 같은 연구실에 있던 엠마뉴엘 샤르팡티에
박사(현 독일 막스플랑크 감염생물학연구소장)팀은 2012년 미생물의 면역 시스템인 크리스퍼와 절단
단백질 캐스나인(cas9)을 활용해 미생물 유전자를 정밀 교정할 수 있는 크리스퍼-Cas9를 처음 고안하
였고, 다우드나 박사는 크리스퍼 기술의 잠재성을 알아보고 바로 미국에 특허를 출원하였다.
UC버클리의 독주 무대였던 상황은 2014년 미국 MIT와 하버드대가 공동설립한 브로드연구소
의 펭 장 교수 연구팀이 진핵생물(미생물이 아닌 동물, 식물 등을 포함하는 생물군)에 적용할 수
있는 본격적인 크리스퍼-캐스9 기술을 개발해 특허를 출원하며 변화되었다.
2015년 4월, UC버클리 측은 원천 기술을 발명하고 처음 특허를 낸 것은 다우드나 팀이고 브로드
연구소의 펭 장 박사 등은 뒤늦게 편승한 것뿐이므로, 브로드연구소의 특허는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2017년 2월 미국특허청은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가 UC버클리보다 후출원이기는 하지만
진핵세포 유도 등에 대해 신규성이 있고, 또한 기술적으로도 보다 진보한 면이 있으므로 특허를
인정한다는 심판을 내렸다.
UC버클리 측은 이 심판에 불복해 우리나라의 특허법원에 해당하는 연방순회항소법원(CAFC)
에 항소를 제기했지만, 2018년 9월 10일 이 청구는 기각되었고 원심대로 브로드연구소 특허의
진보성을 인정한다는 판결이 내려졌다.
브로드연구소의 특허를 인정한다고 해서, UC버클리의 특허가 유효하지 않다는 의미는 아니다.
두 곳의 특허가 다 유효하다고 하더라도, 후출원인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가 선출원인 UC버클리의
특허를 ‘이용’하는 관계로 결론이 난다면, 브로드연구소는 UC버클리에 일정부분 로열티를 지급해
야 할 수도 있다.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미국 뿐 아니라 유럽, 중국, 호주 등 세계 각지에서 자신들의 특
허에 대한 출원, 등록 경쟁뿐 아니라 상대방의 특허를 취소 또는 무효화하려는 공방을 치열하게
벌이고 있다. 최종 결론이 나려면 앞으로도 최소 몇 년은 더 걸릴 것으로 보이는데, 특허독립의 원
칙에 따라 국가별로 서로 다른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세기의 특허분쟁이라고 일컬었던 UC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과 MIT의 펭 장교수가 이
끄는 브로드연구소 간의 크리스퍼 특허분쟁은 2018년 9월 10일 美 연방 특허항소법원이 브로드
연구소의 손을 들어주며 막을 내렸다. 그러나 이후에도 미국을 제외한 해외 여러 국가에서의 특허
선점 및 확보를 위해 공격적인 출원이 이어지고 있다. ㈜툴젠의 경우에도 이러한 점을 상기하고
현재 미국에서의 특허심사가 장기화되고 있다면 해외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에서의 특허선점 및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미 유럽에서는 2018년 7월 14일 특허등록 가능 통지를 받았으며 그
외에도 호주, 한국, 싱가폴 등지에서 특허승인을 받아냈다. 이러한 공격적인 출원신청을 그 외에
국가에서도 확대가 필요하다. 관련되어 세 진영의 특허활동에 대해서 출원 및 등록번호별로 분석
된 자료를 다음 장에서 찾아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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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크리스퍼 기술 특허출원 및 등록 동향 분석
1. 빅3 연구진영별 크리스퍼 특허출원･등록 현황
가. UC버클리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은 2012년 5월 25일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최초 가출원을 신청한 이후
2013년 2월 15일까지 관련되어 총 4개의 가출원을 신청하였다.
표 2 UC버클리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 크리스퍼 특허 가출원 번호 (가출원 날짜)
61/652086* (2012.05.25.), 61/716256 (2012.10.19.)
61/757640 (2013.01.28.), 61/765576 (2013.02.15.)
*크리스퍼 기술 관련 최초 가출원

최초 가출원인 ‘61/652086’에 대해 1년 안에 정규출원을 해야 하며, 위 네 개의 가출원을 묶
어 2013년 3월 15일 ‘13/842,859’ 출원번호로 정규 출원하였다. 또한, 위 네 개의 가출원에 대
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같은 날 PCT출원(PCT-US2013-032589, 2013.03.15.)을 하였다. 이는
원핵세포 활용에 제한되는 특허로서, 브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로 등록된 원천 특허 ‘8,697,359’
의 식물과 동물에 활용할 수 있는 특허와는 개별적인 특허이다.
브로드연구소와의 3년간의 특허분쟁은 브로드연구소의 특허를 인정하는 것으로 종지부를 찍었
고, 다우드나 교수팀의 정규출원 ‘13/842,859’는 등록이 거절되어 왔으나 지난 2019년 4월 23일
등록번호 ‘10,266,850’로 등록되었다. 이는 브로드연구소와의 3년간의 특허분쟁 패소 후 포기하
지 않고 원천 기술에 대한 등록을 위해 노력한 결과이며 크리스퍼 원천 기술을 보유한 3대 연구진
영 중 미국의 두 진영은 특허등록을 받았으나 우리나라는 아직까지 못 받고 있는 상황이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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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UC버클리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 크리스퍼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
출원번호(출원일자)

등록번호(등록일자)

13/842,859(2013.03.15.)

10,266,850*(issued 2019.04.23.)8)

14/685,502(2015.04.13.)

10,000,772(issued 2018.06.19.)9)

14/685,504(2015.04.13.)

10,301,651(issued 2019.05.28.)10)

14/942,782(2015.11.16.)

10,227,611(issued 2019.03.12.)11)

15/138,604(2016.4.26.)

10,113,167(issued 2018.10.30.)12)

16/033,016(2018.07.11.)

10,308,961(issued 2019.06.04.)13)

* UC버클리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의 크리스퍼 원천 기술 특허.

UC버클리 다우드나 연구팀의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의 주요 동향을 보면 원천
기술을 특허출원한 ‘13/842,859’을 원출원으로 하여 8개의 특허가 분할출원되었고 그 중 2019
년 6월 4일 현재 6개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미국 이외 국가에서의 특허출원 및 등록 현황을 보면 유럽, 호주, 중국 등에 등록되었다. 유럽의
특허등록은 미국특허청의 정규출원일과 같은 날인 2013년 3월 15일 ‘EP 2013-793997’ 번호로
특허출원하여, 2017년 5월 10일 ‘EP 2800811’ 번호로 등록되었다. 호주 특허청에서는 2017년
6월 29일 ‘AU 2013266968’ 번호로 등록되었고, 중국 특허청에서는 같은 해 2017년 7월 14일
‘CN 104854241’ 번호로 등록되었다.

8)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
num.htm&r=1&f=G&l=50&s1=10266850.PN.&OS=PN/10266850&RS=PN/10266850

9)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
num.htm&r=1&f=G&l=50&s1=10000772.PN.&OS=PN/10000772&RS=PN/10000772

10)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
num.htm&r=1&f=G&l=50&s1=10301651.PN.&OS=PN/10301651&RS=PN/10301651

11)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
num.htm&r=1&f=G&l=50&s1=10227611.PN.&OS=PN/10227611&RS=PN/10227611

12)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
num.htm&r=1&f=G&l=50&s1=10113167.PN.&OS=PN/10113167&RS=PN/10113167

13)

http://patft.uspto.gov/netacgi/nph-Parser?Sect1=PTO1&Sect2=HITOFF&d=PALL&p=1&u=%2Fnetahtml%2FPTO%2Fsrch
num.htm&r=1&f=G&l=50&s1=10308961.PN.&OS=PN/10308961&RS=PN/10308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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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브로드연구소
MIT와 하버드의 공동연구소이며 MIT의 펭 장 교수가 이끄는 브로드연구소는 빅3 연구진 중
에 가장 늦게 (가)출원하였다(2012.12.12.).
표 4 브로드연구소 크리스퍼 특허가출원 번호 (가출원 날짜)
61/736527* (2012.12.12.), 61/748427 (2013.01.02.),
61/791409 (2013.03.15.), 61/835931 (2013.06.17.),
61/842322 (2013.07.02.)
* 크리스퍼 원천 기술 관련 최초 등록까지 이어진 가출원

브로드연구소는 위 5개의 가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2013년 10월 15일 출원번호
‘14/054414’로 정규출원하였다. 5개의 가출원과 정규출원에 우선권을 주장하며 PCT도 출원
(PCT-US2013-074743, 2013.12.12.)하였다.
브로드연구소의 펭 장 교수 연구팀은 미국특허청의 계속된 거절사유에 대해 우선심사 신청과
심사 중 거절사유에 대한 보충답변이 인정되어 크리스퍼 기술과 관련하여 최초로 미국특허청에서
특허등록(미국 특허 등록번호 “8,697,359”)을 받아내었다.
브로드연구소가 특허권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미국특허청으로부터 크리스퍼 기술
과 관련하여 원천 기술을 보유한 세 연구진영 중에서 최초로 등록을 받아내었으나 그때까지의 과
정이 녹록하지 만은 않았다. 그 과정을 보면 먼저 2014년 1월 17일 브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 기
술은 이미 기출원되어 있는 UC버클리의 크리스퍼와 동일하거나 UC버클리의 크리스퍼 기술을 응
용하여 용이하게 도출될 수 있다는 사유로 거절되었다. 이에 대해 2014년 1월 30일 브로드연구
소는 보정서를 통해서 UC버클리의 크리스퍼 기술이 원핵세포에 대해 기작을 밝힌 것과 다르게 브
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는 진핵세포에서 작동 가능함을 의미하는 ‘operable in a eukaryotic’을
자세히 추가 반박하여 그 차이점을 주장하였다. 또한, UC버클리의 유전자가위 기술은 크리스퍼
가이드 RNA와 Cas9 단백질은 동시에 발현할 수 있는 벡터 시스템을 전혀 개시하지 않았음을 주
장하였다.
2014년 4월 15일 미국특허청의 2014년 1월 17일자 거절사유에도 불구하고 적절한 반박과
신규성과 진보성의 입증을 통해 이를 극복하고 결국 특허등록을 받아냈던 것이다.
브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 기술 특허와 관련하여 미국 외 특허등록을 받아낸 국가를 보면 유럽,
호주, 일본 등에서 특허 등록을 받아냈다. 그런데 유럽의 경우 2013년 12월 12일 특허출원하여
(13818570.7), 2015년 2월 11일 유럽 특허 등록은 되었으나, 2018년 1월 17일 무효 처리가 되었다.
그 사유를 보면 미국 특허출원 건 중 가장 먼저 출원된 US201261736527과 US201361748427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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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원인이 PCT출원의 출원인과 일치하지 않음이 확인되어 특허가 취소14)되었다. 이 외에 호주 특허는
2016년 7월 14일 ‘AU 2013359238’ 번호로 등록되었고 일본 특허는 2017년 9월 8일 ‘JP 6203879’
번호로 등록되었다.

다. ㈜툴젠
㈜툴젠은 진핵세포의 기작을 적용하여 최조로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하였으며 이는 동물의
진핵세포에 적용해 DNA를 편집하는 기술(ChimercRNA(sgRNA):Cas9)에 관한 것이었다. 2012
년 10월 23일 가출원을 시작으로 2013년 6월 20일까지 세 건의 관련된 가출원을 신청하였다.
표 5 ㈜툴젠&김진수 교수 연구팀 크리스퍼 특허가출원 번호(가출원 날짜)
61/717324* (2012.10.23.),
61/803599 (2013.03.20.), 61/837481 (2013.06.20.)
* 크리스퍼 기술을 진핵세포에 적용한 최초의 가출원

김진수 교수 연구팀은 최초 크리스퍼 관련 기술 가출원 세 개를 묶어 미국특허청에 2013년 10월
23일 ‘14/438,098’ 출원번호로 정규출원하였다. 이를 원출원으로 2015년 4월 13일 출원번호
‘14/685510’와 ‘14/685568’ 두 개 더 정규출원하였다. 또한 위의 세 가지 가출원에 대한 우선권을
주장하며 미국에서 첫 정규출원했던 같은 날인 2013년 10월 23일 PCT출원 (PCT-KR2013-009488)
하였다.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원천 특허를 가지고 있는 세 연구진영 중 유일하게 ㈜툴젠만이 아직 미
국 특허를 등록하지 못하였으며 출원번호별로 그 내용을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
출원번호 ‘14/438098 (2013.10.23.)’의 경우 그 거절 사유는 UC버클리보다 출원이 늦고 진보
성이 없다는 이유로 거절되었고, ㈜툴젠 측은 소송비용 등의 사유로 포기하고 나머지 14/685510
과 14/685568 출원의 등록에 전략적으로 더욱 집중하기로 하였다.
㈜툴젠의 미국 특허출원은 2012년 10월로서 진핵세포 적용으로 최초로 미국 특허승인을 받은
브로드연구소의 출원보다 두 달이 빨랐고, 세포 실험까지 입증한 출원으로 법적인 다툼을 해볼 만
한 여지가 있었으나 막대한 소송비용의 문제로 포기하였다.
출원번호 ‘14/685510 (2015.04.13.)’는 아직도 심사 중이며, 수차례의 의견제출통지서를 발
행하였으나 계속 거절하여 ㈜툴젠 측은 그에 대한 보충 의견을 제출하는 것을 반복하고 있는 상황
이다. 그 주요 거절사유를 보면 ‘원핵세포에서 작용하는 시스템을 진핵세포에 적용할 때에 통상적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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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되는 기술’이라는 점과 ‘유전자가위를 연구하는 일반 기술자가 UC버클리의 유전자가위
기술(원핵세포 적용)을 응용하여 ㈜툴젠사의 유전자가위 기술(진핵세포 적용)에 용이하게 적용시
켜 발명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즉, 이와 같은 사유로 진보성과 신규성이 없다는 것이다.
출원번호 ‘14/685568 (2015.04.13.)’의 경우도 계속 심사 중인데, 앞서 출원번호 ‘14/685510’
의 발명과 Double Patenting의 관계에 있으며, 상기 US 출원 ‘14/685510’과 동일한 이유로 계속해
서 거절되고 있는 상태이다.
이에 ㈜툴젠은 미국 외 영향력이 있는 국가에서의 특허 등록을 위하여 노력을 기울였으며, 유
럽, 호주, 한국, 싱가폴 등에서 특허등록을 받아냈다. 유럽의 특허 등록까지의 과정을 보면, 미국
특허청에 정규출원하였던 날짜와 같은 날인 2013년 10월 23일에 유럽특허청에 특허출원(출원번
호: EP 2013-849670)하였으며, 2018년 7월 4일 특허등록 가능 통지(Intention to Grant)후
2018년 8월 22일 정식으로 특허등록번호 ‘EP2912175’로 승인 등록되었다.
이는 미국 외 지역에 대한 원천 특허를 인정받고 독점적 지위를 확보한 것을 뜻하나 유럽 특허
의 경우 특허등록 이후 9개월 안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어 2019년 5월 22일까지 대리인을 포함
하여 총 6개의 업체15)가 이의신청을 제기한 상태이다.
㈜툴젠 관계자에 따르면 이의제기 업체 중에는 UC버클리 및 브로드연구소의 대리인들이 포함
됐을 것으로 확신이 드나 증거는 없는 상태이며, 이의제기에 대해서는 답변자료를 제출할 예정이
고 특별한 쟁점이 없는 한 최종 특허등록이 승인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 외에 한국 특허청으로부터는 가출원 번호 세 가지에 대해서 2016년 9월 5일
‘10-1656236’과 ‘10-1656237’ 번호로 승인 등록되었고, 2017년 2월 7일 ‘10-1706085’ 번호로
승인 등록되었다. 호주의 경우는 원천 특허에 대해 2016년 9월 15일 등록번호 ‘AU 2013335451’
로 승인 등록되었다.

15)

Schlich(’18.08.22), Grund IP Group(’18.08.30), Vossius&Partner(’18.09.14), Patent Boutique(’19.03.06), Sandra M
Pohlman(’19.05.22), KELTIE LLP(’19.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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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크리스퍼 원천 특허의 상용화 현황
크리스퍼 기술은 미래 높은 부가가치를 기대하는 유전자편집 분야의 주요 기술이고 이를 선점
하기 위해서 기업들은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UC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이나 브로드연
구소와의 협정을 통해 원천 기술 특허권을 상용화할 수 있는 권리를 받았으며, 두 연구 진영에 대
한 메머드급 투자도 실행되었다.
표 6 크리스퍼 원천 특허 보유업체 현황
기업명

Intellia Therapeutics
(미국)

내용
∙
∙
∙
∙

UC버클리 다우드나 교수 기술 자문
Carbou Bioscience와 Atlas Ventures가 설립한 합작 법인
Carbou Bioscience로부터 인간 적용 크리스퍼 기술 개발 및 상업화 권리를 부여받음
Novartis로부터 투자 유치(15백만 달러)

∙ Max-Frank 연구소의 카펜티어 샤르팡티에 교수가 기술 자문
∙ Bayer와 합작 법인 설립(5년간 3억 유로 지원)
CRISPR Therapeutics
(스위스)
∙ 브로드연구소와 펭 장 교수가 공동설립
∙ Bill Gates 재단, Google Ventures 등으로부터 투자 유치(1.2억 달러)
Editas Medicine
(미국)

㈜툴젠
(한국)

∙ 기초과학연구원 김진수 박사 기술 자문
∙ 1,2,3세대 유전자가위 모두 개발
∙ Thermo Fisher Scientific(연구용 시약), Monsanto(종자) 등과 기술 제휴

자료출처: 기초과학연구원, 한국바이오협회 등 자료 편집.

그러나, 우리나라의 ㈜툴젠은 김진수 교수 연구팀이 참여하고 있으나 해외 관련 기업들과 기술
제휴 등만 이루어지고 있고 메머드급 투자를 제안받지는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3세대 크리스퍼 원천 특허보유 기업을 보면 Intellia Therapeutics(미국), Editas
Medicine(미국), CRISPR Therapeutics(스위스), ㈜툴젠(한국) 등 4개가 존재하며 각 기업은 투
자자금을 유치하고 글로벌 제약서와 제휴하여 크리스퍼 기술을 의료 및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시
도를 지속하고 있다.
4개 기업은 모두 3대 연구 진영에서 기술 자문이나 공동설립 등을 통해 원천 특허를 보유하게
되었고, UC버클리 연구팀만이 미국에서 다우드나 교수, 스위스에서는 카펜티어 교수가 각각 다른
기업에 기술 자문으로 있으나, 같은 연구진영으로 협력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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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 관련 미국 특허출원 동향
2012년 크리스퍼 주요 빅3 연구진영이 경쟁적으로 크리스퍼 원천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한 이
후 크리스퍼 연구에 대한 관심이 세계적으로 증가하였고 관련 특허출원도 급격히 증가하였다.
표 7 크리스퍼 연간 미국 특허출원 수

(단위: 개)

연도

2008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건수

11

30

75

76

59

119

469

1,400

2,990

4,831

7,479

그림 7 크리스퍼 연간 미국 특허출원 수(연도별)

(단위: 개)

자료출처: Recent patent trends in CEISPR(2019), iam, Tim Pohlman.

크리스퍼 관련 미국 특허출원인은 주로 미국이고, 그 다음이 중국이며, 우리나라는 원천 기술
을 가지고 있음에도 기초과학연구원만이 주요 출원신청자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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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크리스퍼특허 관련 국가별 주요 특허 출원인(패밀리특허수 기준)
단위:개

자료출처: CRISPR PATENT LANDSCAPE, IP Studies (2017).

총 33개의 주요 특허출원인들 중 미국 22개, 중국 8개, 프랑스, 일본, 한국이 각각 1개씩으로
나타났다. 두 그래프를 통해서 유전자편집 기술 분야에 대한 패권을 가져가기 위해 미국과 중국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다.
주요 3대 원천 기술보유 연구진영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미국 특허등록을 못 받았으며, 출원인
수도 1개 기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주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특허 확보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
향후 연구에 있어서도 특허출원번호별, 특허등록번호별 추적 분석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미국을 중심으로 크리스퍼 특허에 대해 지속적으로 동향을 파악하고 현황을
연구하는 작업이 필요할 것이다. 이는 ㈜툴젠만이 아니라 유전자가위 기술 분야에서 연구를 지속
하고 있는 국내 발명자들이나 관련하여 전략적으로 정책을 접근하는 정책입안자들에게 기초자료
로서 유용한 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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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크리스퍼 특허에 대한 법학적 고찰
1. 국내에서의 크리스퍼(CRISPR) 관련 특허 분석
크리스퍼(CRISPR)라는 단어로 검색시스템(www.kipris.or.kr)에서 검색하여 보면, 다수의 특
허들이 검색된다. 그 정도로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 관련 기술은 향후 생명공학 분야의 향
방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특허기술로 이해되고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크리스퍼
(CRISPR)16)란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의 영문 머리
글자로서 “규칙적인 간격을 갖는 짧은 회문구조 반복단위의 배열”이라는 뜻이다.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① 유전자 서열 구조를 지니는 RNA가 표적 유전자를 찾아내고, ②
CAS9 등 특정의 제한효소가 DNA 염기서열을 정교하게 자르는 유전자편집 기술이다. 그중에서
최근에 공개된 특허 중에서 의미가 있다고 판단한 일부 특허를 소개해 본다.
그림 9 크리스퍼 유전자가위에 대한 설명도

16)

위의 이미지는 다음의 포스트에서 인용한 것이다.
https://m.post.naver.com/viewer/postView.nhn?volumeNo=16783017&memberNo=30120665&vType=VERTICAL
(2019. 9. 14. 최종접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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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CRISPR 이펙터 시스템 기반 진단 특허(브로드 연구소)
미국의 브로드연구소가 출원한 다음의 “CRISPR 이펙터 시스템 기반 진단”이라는 명칭을 가진
특허를 살펴보면, 이 특허는 2019년 9월 6일에 공개된 특허(공개번호 10-2019-0104030)로서
전체 청구항이 95항에 이르고 그중에서 대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0 브로드연구소 공개번호 10-2019-0104030 대표도

청구항 1항 및 2항이 각각 ‘핵산 검출 시스템’과 ‘폴리펩티드 검출 시스템’이다.

나.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닭백혈병 바이러스(Avian leukosis virus, ALV)
저항성 조류 및 이의 제조 방법 특허(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
이와 비교하여 서울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출원한 2019. 8. 8. 공개된 특허(10-2019-0093171)
의 경우를 보면, 이 발명은 “본 발명은 CRISPR/Cas9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한 닭백혈병 바이러스
(Avian leukosis virus, ALV) 저항성 조류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CRISPR/Cas9 시스템을 통한 유전자편집을 실시하여 닭의 chNHE1 유전자 내 Trp38, Thr37 및
Gln40 중에서 선택된 하나 이상의 부위를 특이적으로 변형시켜 제조한 ALV 하위그룹 J(ALV-J)에
대한 저항성을 가진 ALV-J 저항성 조류 및 이의 제조 방법에 관한 것이다. 본 발명에 따른 닭백혈병
바이러스(Avian Leukosis Virus, ALV) 저항성 조류는 바이러스 감염의 위험이 없어 축산품으로서
의 가치가 높다. 또한, 본 발명의 유전자편집 방법은 바이러스와 수용체 간의 결합을 억제할 수 있는
특정 유전자형의 발굴 및 세포주를 활용한 바이러스-수용체 결합 연구에 활용될 수 있고, 나아가
닭백혈병 바이러스에 저항성을 가진 조류를 생산하는 시스템을 확립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는
것을 발명의 요약으로 기재하고 있는 특허로서, 그 대표도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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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주)툴젠 공개번호 10-2019-0093171 대표도

독립항 1항은 다음과 같다. 이 특허는 모두 16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1 프로모터 및 이와 작동 가능하게 연결된 chNHE1(chicken Na+ /H+ exchange 1)의 gRNA(guide RNA); 및 제
2 프로모터 및 이와 작동 가능하게 연결된 Cas9(CRISPR associated protein 9)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를 포함하는
ALV-J(Avian Leukosis Virus subgroup J, 닭백혈병 바이러스 하위그룹 J) 저항성 조류모델 제작용 재조합 벡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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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RNA-유도된 표적 DNA 변형 및 전사의 RNA-유도된 조절을 위한 방법 및 조성물 특허
(UC버클리)
또 다른 특허의 유형으로 RNA와 관련된 특허가 있다. 크리스퍼가위는 3세대 유전자가위로서
1세대나 2세대와 비교하여 보면 가이드 RNA에 의하여 유전자가위에 의해 절단할 위치를 정확하
게 표시하여 주는 점에서 상대적으로 정확한 절단이 가능하다는 점에 있다. 2017년 12월 6일에
공개된 특허(10-2017-0134766)의 경우를 보면, 이 발명은 발명의 명칭이 “RNA-유도된 표적
DNA 변형 및 전사의 RNA-유도된 조절을 위한 방법 및 조성물”이다.17) 이 발명은 가이드 RNA
와 Cas9가위의 상호작용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점을 발명의 내용으로 요약하고 있다. “본 개시내용
은 표적 서열을 포함하는 DNA-표적화 RNA를 제공하고, 변형 폴리펩타이드와 함께, 표적 DNA
및/또는 표적 DNA와 연관된 폴리펩타이드의 부위 특이적인 변형을 제공한다. 본 개시내용은 표
적 세포에서 표적 핵산의 전사를 조절하는 방법을 제공하고, 일반적으로 상기 표적 핵산을 효소적
으로 불활성 Cas9 폴리펩타이드 및 DNA-표적화 RNA와 접촉시키는 것을 수반한다. 본 방법을
수행하기 위한 키트 및 조성물이 또한 제공된다. 본 개시내용은 Cas9를 생산하는 유전적으로 변
형된 세포; 및 Cas9 이식유전자 비-인간 다중세포 유기체를 제공한다.”는 것을 발명의 내용으로
하는 이 특허의 청구항 1항은 다음과 같다.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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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명의 명칭 서열 조작 및 치료적 적용을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조성물의 전달, 유전자 조작
및 최적화 특허 (브로드 연구소)
절단하고 난 뒤의 유전자의 조작이나 최적화와 관련된 점을 연결하여 특허를 출원한 경우도 있
다. 발명의 명칭이 “발명의 명칭 서열 조작 및 치료적 적용을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조성물의 전
달, 유전자 조작 및 최적화”인 특허를 소개한다. 이 특허는 2015년 9월 18일에 공개된 특허로 공
개번호 10-2015-0105956이다. 이 특허의 요약을 보면, “본 발명은 표적 서열의 서열 조작 및 활
성의 조작을 위한 시스템, 방법 및 조성물의 전달, 유전자 조작 및 최적화를 제공한다. 전달을 위
한 부위로서 표적화되는 전달 시스템 및 조직 또는 기관이 제공된다. 또한 일부가 CRISPR 복합체
하나 이상의 구성성분을 암호화하는 벡터 및 벡터 시스템뿐만 아니라 이러한 벡터의 설계 및 사용
을 위한 방법이 제공된다. 또한 표적 인식 및 독성의 회피를 위한 향상된 특이성을 보장하기 위해,
그리고 질환 또는 병태의 상태를 변용 또는 개선시키도록 관심 대상의 게놈 유전자에서 표적 부위
를 편집 또는 변형하기 위해 진핵 세포 내 CRISPR 복합체 형성을 지시하는 방법이 제공된다.”는
것을 그 발명의 내용으로 함을 알 수 있다. 이 특허의 대표도와 청구항 1항은 다음과 같다.
그림 12 브로드연구소 공개번호 10-2015-0105956 대표도

이 특허는 이런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통해서 절단된 이후에 이에 조작을 가하는 것과 관련된
특허로 비자연적으로 생기거나 유전자가 조작된 조성물을 전달하는 단계를 포함하는 일련의 방법
에 대한 특허이다. 이 발명의 발명자인 펭 장은 제니퍼 다우드나 등과 원천 특허에 대한 분쟁을
하고 있다. 제니퍼 다우드나는 2012년 크리스퍼 유전자편집 기술에 대한 논문을 발표하였고, 이
후 2015년 기술 이용에 대한 공동회의를 개최하는 과정 등에 관여하였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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브로드연구소 공개번호 10-2015-0105956 청구항 1항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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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 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용도 특허(㈜툴젠)
마지막으로 소개하는 특허는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 단백질을 포함하는,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이의용도”라는 명칭을 가
지고 있는 ㈜툴젠의 특허이다. 2018년 3월 19일에 공개된 이 특허(공개번호 10-2018-0029092)는
“본 발명은 진핵세포 또는 유기체에서의 표적화된 유전체 교정에 관한 것이다. 보다 구체적으로,
본 발명은 표적 DNA에 특이적인 가이드 RNA 및 Cas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핵산 또는 Cas 단백
질을 포함하는, 진핵세포 또는 유기체에서 표적 DNA를 절단하기 위한 조성물, 및 그의 용도에 관
한 것이다.”라고 요약 설명되고 있다. 그 대표도는 다음과 같다.
그림 13 (주)툴젠 공개번호 10-2018-0029092 대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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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법적 쟁점 1] 특허와 관련된 문제
가. 개관
앞에서 본 것처럼 국내외적으로 다수의 특허들이 출원되고 있고 향후 경제적으로 엄청난 효과
가 있을 것으로 예견되는 상황이므로, 이에 대한 법적인 문제는 특허침해소송과 관련된 지적재산
권 문제와 생명윤리 문제(이 문제는 단순한 윤리의 문제가 아니라 법적인 문제이다)가 당면한 기
본 과제라고 할 것이다.

나. 원천 특허와 관련된 문제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관련 특허를 처음 출원한 이는 미국 캘리포니아 버클리 대학교의 다우드
나 교수 등이다. 이들은 2012년 5월에 최초로 미국특허청에 특허를 출원했고, 2012년 10월에는
김진수 전 서울대 교수가 대주주로 있는 한국기업 ㈜툴젠이 특허를 출원했다. 2012년 12월에는
하버드대학과 MIT가 공동으로 설립하고 펭 장 교수가 이끌고 있는 브로드연구소가 크리스퍼 유
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를 출원했다.

㈜툴젠 출원 특허명세서 관련 부분

이들의 특허는 그 특허의 청구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UC버클리 특허는 특허명세서의 청구항에
‘진핵 세포’라고 명시하지 않은 반면, ㈜툴젠은 ‘진핵세포의 핵’ 등을 언급하였고, 브로드연구소는
‘진핵 세포에서 유전자편집에 대한 구체적인 기술’을 특허로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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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특허의 표지

가장 늦게 특허를 출원한 브로드연구소의 출원은 우리나라의 우선심사제도와 유사한 신속심사
제도를 통해 이들 중 가장 빠른 2014년 4월에 첫 특허등록을 받았고, 이후에도 10여 건의 특허를
등록받았다. 앞에서 소개한 특허 중에서도 브로드연구소의 특허들이 다수 있다는 점으로 보아 상
업적인 측면에서 활발하게 특허출원을 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최초발명자로서 가장 먼
저 특허를 출원했던 UC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팀은 원천 특허에 대해서는 2019년 4월 23일 특
허승인을 받았다. 그리고 ㈜툴젠의 특허는 UC버클리보다 출원이 늦은데다가, 진보성이 없다는 이
유로 미국 특허출원의 등록이 거절되었다.
크리스퍼 기술은 그 기술적인 배경에서 향후 유전자 공학의 획기적인 성장 및 산업화의 기반이
될 것이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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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젠 출원 특허명세서 관련 부분

2015년 4월 버클리대학교 측은 원천 기술을 발명하고 처음 특허를 낸 것은 버클리대학교 다
우드나 교수팀19)이라고 입장을 밝히며 브로드연구소의 특허무효를 주장했다. 2017년 2월 미국
특허심판원(PTAB, Patent Trial and Appeal Board)은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가 버클리대학교보
다 후출원이기는 하지만 진핵 세포 유도 등에 대해 신규성이 있고, 진보성이 부인되지 않으므로
무효라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20) 개별적으로 특허요건별로 보면, RNA의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non-naturally occurring) 성립성 요건(patent eligibility)에 대한 미국
특허법 101조 심사는 통과할 수 있고, 진보성의 경우 브로드연구소는 자신들이 기술을 응용하는

19)

Jennifer Doudna 박사와 Emmanuelle Charpentier 박사가 주된 연구원이다.

20)

37 C.F.R. 17 § 41.203(a). In this case, the Board set out these requirements with respect to these parties:
In this proceeding, to prevail on its argument that there is no interference, Broad must show that the parties' claims
do not meet at least one of the following two conditions:
1) that, if considered to be prior art to UC's claims, Broad's involved claims would not anticipate or render obvious
UC's involved claims, or
2) that, if considered to be prior art to Broad's claims, UC's involved claims would not anticipate or render obvious
Broad's claims.
Broad will prevail and a determination of no interference-in-fact will be made if a preponderance of the evidence
indicates one of these conditions is not m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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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식이 다르고 버클리대학교의 특허방식이 공개되었다고 하더라도 자신들이 특허로 출원한 방식
의 성공이 예상(expectation of success)21)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22)에 별도로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고, 이러한 주장이 받아들여졌다고 할 수 있다. 당시 버클리대학교의 논문이
나오자 다수의 연구소들은 버클리대학교와 별개로 새로운 기술을 응용하기 위해 노력하였다는 점
에서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가 차별화되는 근거가 되었다고 보았다.23) 즉 상위개념의 기술이 공개
되었다고 하여 하위의 구체적인 응용 기술들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되는 것이 아니라24)는 것이
특허심판원의 판단이다.25) 참고로 응용 특허에 도전했던 우리나라의 ㈜툴젠이 제시하였던 기술적
과제는 다음과 같다.

21)

미국 법원에서 합리적인 성공가능성(a reasonable expectation of success)은 진보성 판단의 요소이다. Par Pharm., Inc. v. TWi
Pharm., Inc., 773 F.3d 1186, 1196 (Fed. Cir. 2014)).

22)

Although the statements express an eagerness to learn the results of experiments in eukaryotic cells and the importance of such results, none of them express an expectation that such results would be successful. 관련해서 버클리
대학 측의 전문가 증인도 브로드연구소의 방식에 의할 때 성공가능성이 예견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There is no guarantee that
Cas9 will work effectively on a chromatin target or that the required DNA-RNA hybrid can be stabilized in that
context.)는 점도 특허심판원의 판단 근거가 되었다.

23)

Regardless of how many groups achieved success in eukaryotic cells, we are not persuaded that such success indicates there was an expectation of success before the results from these experiments were known. The unpublished results of research groups are not necessarily an indication of whether ordinarily skilled artisans would have
expected the results achieved. Instead of viewing such work as evidence of an expectation of success, we consider
the number of groups who attempted to use CRISPR-Cas9 in eukaryotic cells to be evidence of the motivation to do
so, an issue that is not in dispute. We agree with Broad's argument that a large reward might motivate persons to
try an experiment even if the likelihood of success is very low.

24)

[a]n earlier disclosure of a genus does not necessarily prevent patenting a species member of the genus.

25)

AbbVie Inc. v. Mathilda & Terence Kennedy Inst. of Rheumatology Trust, 764 F.3d 8 1366, 1379 (Fed. Cir. 2014); Eli
Lilly & Co. v. Bd. of Regents of Univ. of Wash., 334 F.3d 1264, 1270 (Fed. Cir.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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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언급한 한국 공개 특허(10-2017-0134766, RNA-유도된 표적 DNA 변형 및 전사의
RNA-유도된 조절을 위한 방법 및 조성물26))의 미국 특허의 서지사항은 다음과 같다.

Inventors:

Doudna;

Jennifer A. (Berkeley, CA), Jinek;

Martin (Berkeley, CA), Chylinski;

Krzysztof (Vienna, AT), Charpentier; Emmanuelle (Braunschweig, DE)
Applicant: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University of Vienna
Charpentier;

Emmanuelle

Assignee:

The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Oakland, CA)

University of Vienna (Vienna, AT)
Charpentier;

Emmanuelle (Braunschweig, DE)

Family ID:

1000004266041

Appl. No.:

15/435,233

Filed: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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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ods and compositions for RNA-directed target DNA modification and for RNA-directed modulation of transcription
[요약]
The present disclosure provides a DNA-targeting RNA that comprises a targeting sequence and, together with a
modifying polypeptide, provides for site-specific modification of a target DNA and/or a polypeptide associated with
the target DNA. The present disclosure further provides site-specific modifying polypeptides. The present disclosure
further provides methods of site-specific modification of a target DNA and/or a polypeptide associated with the target
DNA The present disclosure provides methods of modulating transcription of a target nucleic acid in a target cell,
generally involving contacting the target nucleic acid with an enzymatically inactive Cas9 polypeptide and a DNA-targeting RNA. Kits and compositions for carrying out the methods are also provided. The present disclosure provides
genetically modified cells that produce Cas9; and Cas9 transgenic non-human multicellular org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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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특허는 2012년 5월 25일 출원된 61652086(출원번호, Application Number) 외에 10건
이상의 출원이 버클리대학교에 의해 이루어졌으며, 이 중 현재까지 10000772, 10301651,
1011316727), 10227611(출원번호 14942782), 10266850(출원번호 13842859, 이하 ‘850 특
허’) 등 5건의 특허가 등록되었다. 이 중 미국 특허심판원에서 저촉심사28)의 대상이 된 특허는

27)

2018. 10. 30. 등록된 특허.
1. A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or a nucleic acid encoding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comprises: (a) a targeter-RNA comprising: (i) a first
nucleotide sequence that is complementary to a target sequence of a target DNA molecule, and (ii) a second nucleotide sequence that hybridizes with an activator-RNA, wherein the first and second nucleotide sequences are heterologous to one another; and (b) the activator-RNA, which hybridizes with the second nucleotide sequence of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s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total of 8 to 15 base pairs,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is capable of forming a complex with a Cas9 polypeptide and targeting the complex to the target sequence of the target DNA molecule.
12. A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that comprises: (a) a targeter-RNA comprising a nucleotide sequence that is complementary to a target sequence of a target DNA molecule, and (b) an activator-RNA that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s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total of 8 to 15 base pairs,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comprises one or more of: a non-natural internucleoside linkage, a nucleic acid mimetic, a modified sugar moiety, and a modified nucleobase, and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is capable of forming a complex with a Cas9 polypeptide and targeting the complex to the target sequence of
the target DNA molecule.
19. One or more nucleic acids encoding a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that comprises: (a) a targeter-RNA comprising a nucleotide sequence that is complementary to a target sequence of a target DNA molecule,
and (b) an activator-RNA that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s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total of 8 to 15
base pairs,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is capable of forming a complex with a Cas9 polypeptide and targeting the complex to the target sequence of the target DNA molecule, and wherein the one or
more nucleic acids comprises a first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the targeter-RNA and a second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the activator-RNA; wherein the first nucleotide sequence, the second nucleotide sequence, or both,
is operably linked to a heterologous transcriptional control sequence and/or a heterologous translational control
sequence.
36. A composition comprising: (1) a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or a nucleic acid encoding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comprises: (a) a
targeter-RNA comprising a nucleotide sequence that is complementary to a target sequence of a target DNA molecule, and (b) an activator-RNA that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s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total of 8 to 15
base pairs,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is capable of forming a complex with a Cas9 polypeptide and targeting the complex to the target sequence of the target DNA molecule; and (2) one or more of: a
nuclease inhibitor, a buffering agent, a detergent, a polyamine, an adjuvant, a wetting agent, a stabilizing agent, an
antioxidant, and a complexing agent.
54. A composition comprising: (1) a Cas9 polypeptide, or a nucleic acid encoding the Cas9 polypeptide; and (2) a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or a nucleic acid encoding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comprises: (a) a targeter-RNA comprising: (i) a first nucleotide sequence that is complementary to a target sequence of a target DNA molecule, and (ii) a second nucleotide
sequence that hybridizes with an activator-RNA, wherein the first and second nucleotide sequences are heterologous
to one another; and (b) the activator-RNA, which hybridizes with the second nucleotide sequence of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s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total of 8 to 15 base pairs, wherein the non-naturally occurring DNA-targeting RNA
is capable of forming a complex with the Cas9 polypeptide and targeting the complex to the target sequence of the
target DNA molecule.

28)

저촉심사는 누가 진정한 발명자인지를 가리는 절차이다(An interference exists if the subject matter of a claim of one par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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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50 특허29)이다. 이 특허가 브로드연구소의 특허와 서로 다른 특허로서 각자 독자적으로 특허로
등록될 수 있다는 것이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단이었다.30)
이와 비교하여, 유럽특허청 심판부는 2018년 1월 24일 예비판단에서 브로드연구소의 유럽 특

would, if prior art, have anticipated or rendered obvious the subject matter of a claim of the opposing party and vice
versa.).
29)

1. A method of cleaving a nucleic acid comprising contacting a target DNA molecule having a target sequence with
an engineered and/or non-naturally-occurring Type II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CRISPR associated (Cas) (CRISPR-Cas) system comprising a) a Cas9 protein; and b) a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comprising i) a targeter-RNA that hybridizes with the target sequence, and ii) an activator-RNA
that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and the targeter-RNA are covalently linked to one another with intervening nucleotides, wherein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forms a complex with the Cas9 protein, whereby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targets the target sequence, and the Cas9 protein cleaves the target DNA molecule.
2. An engineered and/or non-naturally-occurring Type II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CRISPR associated (Cas) (CRISPR-Cas) system comprising a Cas9 protein or a nucleic acid comprising a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the Cas9 protein, and a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or a nucleic acid comprising a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wherein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comprises i) a targeter-RNA that is capable of hybridizing with a target sequence in a target DNA molecule, and ii) an activator-RNA that is capable of hybridizing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and the targeter-RNA are covalently linked to one
another with intervening nucleotides, and wherein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is capable of forming a
complex with the Cas9 protein, whereby hybridization of the targeter-RNA to the target sequence is capable of targeting the Cas9 protein to the target DNA molecule.
4. A method of cleaving or editing a target DNA molecule or modulating transcription of at least one gene encoded
thereon, the method comprising contacting a target DNA molecule having a target sequence with an engineered
and/or non-naturally-occurring Type II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CRISPR
associated (Cas) (CRISPR-Cas) system comprising: a) a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comprising i) a targeter-RNA that hybridizes with the target sequence, and ii) an activator-RNA that hybridizes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targeter-RNA and the activator-RNA are covalently linked to one another with intervening nucleotides; and b) a Cas9 protein, wherein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forms a complex with the Cas9 protein, thereby targeting the Cas9 protein to the target
DNA molecule, whereby said target DNA molecule is cleaved or edited or transcription of at least one gene encoded
by the target DNA molecule is modulated.
40. An engineered and/or non-naturally occurring Type II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CRISPR associated (Cas) (CRISPR-Cas) system comprising a) a Cas9 protein, or a nucleic acid comprising
a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said Cas9 protein; and b) a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or a nucleic acid
comprising a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said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wherein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comprises: i) a targeter-RNA that is capable of hybridizing with a target sequence in a target
DNA molecule, and ii) an activator-RNA that is capable of hybridizing with the targeter-RNA to form a double-stranded RNA duplex of a protein-binding segment, wherein the activator-RNA and the targeter-RNA are covalently linked to one another with intervening nucleotides; and wherein the single molecule DNA-targeting RNA is
capable of forming a complex with the Cas9 protein, thereby targeting the Cas9 protein to the target DNA molecule,
whereby said system is capable of cleaving or editing the target DNA molecule or modulating transcription of at least
one gene encoded by the target DNA molecule.

30)

“Broad provided sufficient evidence to show that its claims, which are all limited to CRISPR-Cas9 systems in a eukaryotic environment, are not drawn to the same invention as UC's claims, which are all directed to CRISPR-Cas9
systems not restricted to any environment. Specifically, the evidence shows that the invention of such systems in
eukaryotic cells would not have been obvious over the invention of CRISPR-Cas9 systems in any environment, including in prokaryotic cells or in vitro, because one of ordinary skill in the art would not have reasonably expected a
CRISPR-Cas9 system to be successful in a eukaryotic environment. This evidence shows that the parties' claims do
not interfere.” On January 11, 2016, the U.S. Patent and Trademark declared Interference No. 106,048 under the provisions of 37 C.F.R. § 41.2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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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European Patent No. EP 2771468)의 일부 청구항에 대하여 무효라고 판단하였다.31) 유럽
특허청은 신규성, 진보성, 기재불비, 우선권 주장 요건에 대한 판단을 한 결과 청구항 1, 2항은 유
럽 특허조약 123(2)의 기재요건을 충족하지 못했고, 청구항 14, 15항도 역시 기재요건을 충족하
지 못했다고 보았다. 그러나 16항은 기재요건 불충족으로 판단하지 않았다. 그리고 청구항 1 내지
6항과 9 내지 17항은 모두 신규성이 없어서, 7, 8항은 진보성이 없어서 무효라고 판단하였다.32)
미국 특허심판원의 판단에 대해서 버클리대학교 측은 불복해 연방항소법원(CAFC)에 항소를
제기했다. 그러나 2018년 9월 10일 버클리대학교 측의 청구는 기각되었다.33)
그리고 기존의 미국 특허심판원의 저촉심사와 그에 대한 결정과 별개로 2019년 6월 24일 미
국특허청은 버클리대학교의 특허에 대한 저촉심사를 진행하였다. 이 저촉심사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와 관련된 기술과는 별도로 브로드연구소의 크리스퍼 시스템의 이용과 관련하여 브로드연구
소의 특허를 선행 특허로 보고, 버클리대학교의 특허를 후행 특허로 본 것이 다른 점이라고 보고
있다.34)
이 상황에서 결론적으로 버클리 대학교 특허와 브로드연구소 특허가 모두 유효하게 되면, 후출

31)

1. A non-naturally occurring or engineered composition comprising:
a Clustered Regularly Interspers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CRISPR associated (Cas) (CRISPR-Cas) system chimeric RNA (chiRNA) polynucleotide sequence, wherein the polynucleotide sequence comprises
(a) a guide sequence of between 10 - 30 nucleotides in length, capable of hybridizing to a target sequence in
a eukaryotic cell,
(b) a tracr mate sequence, an
(c) a tracrRNA sequence
wherein (a), (b) and (c) are arranged in a 5' to 3' orientation,
wherein when transcribed, the tracr mate sequence hybridizes to the tracrRNA sequence and the guide sequence directs sequence-specific binding of a CRISPR complex to the target sequence,
wherein the CRISPR complex comprises a Type II Cas9 protein complexed with (1) the guide sequence that is
hybridized to the target sequence, and (2) the tracr mate sequence that is hybridized to the tracrRNA sequence,
wherein the tracrRNA sequence is 50 or more nucleotides in length.
2. A Clustered Regularly Interspers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CRISPR associated (Cas) (CRISPR-Cas)
vector system comprising one or more vectors comprising
I. a first regulatory element operably linked to a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a CRISPR-Cas system chimeric RNA
(chiRNA) polynucleotide sequence as defined in claim 1, and
II. a second regulatory element operably linked to a nucleotide sequence encoding a Type II Cas9 protein comprising
one or more nuclear localization sequences, of sufficient strength to drive accumulation of said Cas9 protein in a detectable amount in the nucleus of a eukaryotic cell;
wherein components I and II are located on the same or different vectors of the system.
12. Use of the composition of claim 1, or the vector system of claim 2 or any claim dependent thereon for genome
engineering, provided that said use is not a method for treatment of the human or animal body by surgery or therapy, and provided that said use is not a process for modifying the germline genetic identity of human beings.
17. Use of the composition of claim 1, or the vector system of claim 2 or any claim dependent thereon, in the production of a non-human transgenic animal or transgenic plant.

32)

이 결정에 대해서는 보로드연구소가 불복하여 다투었다고 한다.
https://www.broadinstitute.org/crispr/journalists-statement-and-background-crispr-patent-process
(브로드연구소의 보도자료 2019. 7. 31. 자).

33)

Regents of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v. Broad Institute, Inc. (Fed. Cir. 2018).

34)

이는 2011년으로 거슬러 올라간 것으로 참고로 미국 특허법은 2011년 9월 특허개혁법(America Invents Act) 이전의 발명에 대해서
는 구 미국 특허법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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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 브로드연구소의 특허가 선출원인 버클리대학교 특허의 이용관계가 인정되며 브로드연구소가
버클리대학교에 특허실시료를 지급해야 할 수도 있다. 참고로 브로드연구소는 다수의 미국 특허를
이미 가지고 있다.35) 버클리대학교의 경우에도 여러 건의 출원 중인 특허들이 있다.36) 크리스퍼
특허에 대한 이들 간의 분쟁은 향후 관련 특허분쟁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것이므로 그 전개를 살펴
볼 필요가 있다.

다. 특허성립성 쟁점
미국 법원은 분리된 인간 DNA의 특성에 대한 AMP v. USPTO 판결37)에서 특허가 무효라고
판단한 바 있다. 대상 특허는 유방암 진단과 관련된 특허였다. 이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진단방식은
BRCA1과 BRCA2 유전자의 변형 여부를 살펴서 진단하는 방식이었다. 인체에서 분리된 BRCA1
과 BRCA2 DNA의 변이여부를 보면 변형된 부분의 교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여부를 판
단하게 된다. 이런 교정기능이 제대로 수행되지 않으면 해당 여성에서 유방암이나 난소암의 발생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데 BRAC 유전자의 위치와 염기서열을 최초로 발견한 것이 Myriad로서 이
들에 의해 이 사건의 특허가 출원되고 등록되었다.38) 이 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인간 DNA의 특
허성에 대해서 그 자체는 자연의 산물이기 때문에 인체에서 특정한 DNA를 발견하여 이를 분리하
고 염기서열(sequences)을 알아냈다고 해서 그 이유만으로 특허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
하였다.39) 미국 연방대법원은 자연에서 존재하는 인간으로부터 분리한 전장 DNA는 비록 그것을

35)

∙
∙
∙
∙
∙
∙
∙
∙
∙
∙
∙
∙

36)

∙
∙
∙
∙
∙
∙
∙

37)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569 U.S. 576 (2013).

38)

이 사건에 대한 상세는 최승재 집필부분, 미국 특허판례연구(1), 미국 특허판례연구회편, (2013) 12-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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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U.S.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Patent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No.

8,697,359
8,771,945
8,795,965
8,865,406
8,871,445
8,889,356
8,895,308
8,906,616
8,932,814
8,945,839
8,993,233
8,999,641

-------------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claims

1-20
1-29
1-30
1-30
1-30
1-30
1-30
1-30
1-30
1-28
1-43
1-28.

U.S. Application No. 15/435,233, filed on 2-16-2017,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U.S. Application No. 15/925,544, filed on 3-19-2018,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U.S. Application No. 15/947,700, filed on 4-6-2018,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U.S. Application No. 15/947,718, filed on 4-6-2018,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U.S. Application No. 15/981,808, filed on 5-16-2018,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U.S. Application No. 15/981,809, filed on 5-16-2018,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U.S. Application No. 16/136,159, filed on 9-19-2018,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and
∙ U.S. Application No. 16/136,165, filed on 9-19-2018, which claims the benefit of U.S. Application No. 15/138,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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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간과 비용이 들었다고 하더라도 그 이유만으로 해서 특허성을 인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며, 반면 cDNA의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DNA가 단백질을 생
성하는 과정에서 조작을 가하여 얻어낼 수 있는 것이므로 특허성이 인정될 수 있다고 보았다.40)
미국 연방대법원은 프로메테우스 판결에서 자가면역질환 치료제인 티오퓨린의 최적 복용량을 결
정하는 방법의 특허성을 부정한 바 있는데41), 이와 같은 발견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것은 부
정하는 태도를 취하여 왔다. 크리스퍼의 경우 가이드 RNA의 특허성이 문제되었는데, 이 사건
RNA의 경우에는 자연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므로(non-naturally occurring) 성립성 요건
(patent eligibility)에 대한 미국 특허법 101조 심사는 통과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기존의
선례에 부합하는 결론이라고 할 것이다.
특허요건에서 신규성과 진보성, 기재요건과 같이 카테고리적으로 가능 여부를 논할 쟁점이 아
닌 특허요건을 제외하고 성립성의 경우에는 미국 특허법의 기준에 의하더라도 문제가 될 것은 아
니라고 본다.

39)

Robert Cook-Deegan, Law and Science Collide Over Human Gene Patents, https://science.sciencemag.org/content/338/6108/745 (2019. 9. 13. 최종접속)

40)

최승재, 위 24번 각주의 책 20면.

41)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No. 10–1150. Argued December 7, 2011—Decided March 20,
2012(“(a) Because the laws of nature recited by Prometheus’ patent claims—the relationships between concentrations
of certain metabolites in the blood and the likelihood that a thiopurine drug dosage will prove ineffective or cause
harm—are not themselves patentable, the claimed processes are not patentable unless they have additional features
that provide practical assurance that the processes are genuine applications of those laws rather than drafting efforts
designed to monopolize the correlations. The three additional steps in the claimed processes here are not themselves
natural laws but neither are they sufficient to transform the nature of the claims. The “administering” step simply
identifies a group of people who will be interested in the correlations, namely, doctors who used thiopurine drugs to
treat patients suffering from autoimmune disorders. Doctors had been using these drugs for this purpose long before
these patents existed. And a “prohibition against patenting abstract ideas ‘cannot be circumvented by attempting to
limit the use of the formula to a particular technological environment.’ ” Bilski, supra, at ___. The “wherein” clauses
simply tell a doctor about the relevant natural laws, adding, at most, a suggestion that they should consider the test
results when making their treatment decisions. The “determining” step tells a doctor to measure patients’ metabolite
levels, through whatever process the doctor wishes to use. Because methods for making such determinations were
well known in the art, this step simply tells doctors to engage in well-understood, routine, conventional activity previously engaged in by scientists in the field. Such activity is normally not sufficient to transform an unpatentable law
of nature into a patent-eligible application of such a law. Parker v. Flook, 437 U. S. 584. Finally, considering the three
steps as an ordered combination adds nothing to the laws of nature that is not already present when the steps are
considered separately. Pp. 8–11.”).
이 판결에 대해서는 최승재,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판결과 진단방법 특허의 특허성, IP trend,
지식재산정책 IP Policy, 2012. 3. Vol 10 92면. 신성민, Mayo Collaborative Services v. Prometheus Labs., Inc. 판결을 통해
살펴본, 한국 의료방법 발명 특허에의 시사점,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국제법무 2015, vol.7, no.1, 165-186면. 신성민은 “CAFC
의 특허인용판결 및 연방대법원의 특허기각판결은, 수지상 세포사안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대해 이를 인정한 한국의 특허법원판결(특
허법원 2001. 8. 17. 선고 2000허 6307 판결) 및 이를 부정한 대법원판결(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후 2801 판결)과 주문의
결론은 물론 이의 논거로 제시된 판단의 이유까지 매우 흡사하다. 이는 마치 사실심의 특성상 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을 통해 합목적
성을 추구하는 하급심과 법률심의 특성상 기본 법리에 충실하면서도 법적 견해의 변경이 가져올 영향력에 대해서 다소 보수적인 입장을
취하는 연방대법원의 입장을 대변하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면서, “장기적인 의료 기술의 발전을 위해서는 관련 법률의 재정비
가 긴요하고 이로 인한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 급진적인 변화보다는 단계적인 변화를 요구하게 되는바, 장기적으로는 한국의 특허법 규정
에 대한 개정을 목표로 단기적으로는 이에 대한 법원의 해석을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특허법 제29
조 제1항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에 있어서 ‘산업’의 의미를 ‘의료 산업’을 포함하는 ‘광의의 산업’으로 해석하고, ‘이용 가능성’의 의미도
‘기술의 범용성’이나 ‘발전 가능성’까지 포괄하는 개념으로 확장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는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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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법적 쟁점 2] 생명공학 윤리와 관련된 문제와 입법
가. 논의의 개관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지난 세기 지속적으로 제기한 몇 가지 문제들이 있다. 그런데 크리스
퍼-Cas9 기술은 상대적으로 기존의 1세대 및 2세대 기술들에 비하여 쉽게 저비용으로 기술적인
구현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그 어느 때보다도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① 유전
적인 특성이 다음 세대로 이어지는 경우에는 그로 인해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문제가 야기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고,42) ② 영화 <가타카>의 배경처럼 유전적인 정보에 의해서 결함이 있는 인간을
차별하거나 빈부격차에 의해서 유전적인 우열이 정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만들고, ③ 그
응용 분야에 있어서도 이미 행해지고 있는 동식물의 경우를 넘어서 인간이 그 대상이 될 경우 앞
에서 언급한 문제들 외에도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을 것이므로 이에 대해서 윤리적인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그런 점에서 윤리적인 기준을 정립하기 위하여 일정기간 응용 기술을 제한하자는 제안을 버클리대
학교 연구팀은 한 바 있다. 인류는 시험관 아기와 같이 당시에는 우려가 컸지만 이제는 많은 시술이
이루어지는 기술이나 유전자변형농작물 등의 문제에 대해서 위험을 감내하고도 사용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 일부에서는 윤리적인 문제는 결국 안전성의 문제이고, 안전성의 문제는 지속적인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극복할 수 있는 것이므로 지나친 우려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견해도 있고, 연
구윤리라고 불리는 이름의 규제가 입법적으로 이루어지면 연구에 대한 제한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된다. 그리고 이런 유형의 연구에 대한 제재는 궁극적으로 준수되기 어렵다는 문
제도 있다. 실험실에서 실험을 하는 연구자들 중에서 실제로 이를 준수하지 않고 입법적으로 금지
한 연구를 인간에 대하여 할 수도 있고, 특정한 국가의 연구진들이 의료목적이 아닌 인간개선프로
젝트나 인명살상용 무기개발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등을 현실적으로 국제적인 공조를 시작한다고
해도 유지하기 어렵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연구윤리라는 이름의 논의를 시작으로 해서 이를 규범화하는 작업
을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런 규범화작업은 특정한 국가단위가 아니라 세계적인 공조노력이 필
요하다. 이런 점에서 인간의 게놈을 크리스퍼-Cas9을 이용하여 조작하는 기술에 대한 논의는 이
미 제안되고 있다.43)

42)

표적에서 벗어난 지점의 돌연변이(off-target mutation)의 문제가 발생하여 이런 돌연변이가 대를 이어 지게 되면 이 문제는 또 다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43)

David Baltimore, Paul Berg, Michael Botchan, Dana Carroll, R. Alta Charo, George Church, Jacob E. Corn, George Q.
Daley, Jennifer A. Doudna, corresponding author, Marsha Fenner, Henry T. Greely, Martin Jinek, G. Steven Martin,
Edward Penhoet, Jennifer Puck, Samuel H. Sternberg, Jonathan S. Weissman, and Keith R. Yamamoto, “A prudent
path forward for genomic engineering and germline gene modification”, Science. 2015 Apr 3; 348(6230): 36–38.
Published online 2015 Mar 19. doi: 10.1126/science.aab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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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유전질환의 치료에의 응용이라는 편익과 사회적 비용
유전자조작 기술은 정확성이 높아짐에 따라서 유전질환을 조기에 치료할 수 있을 가능성을 높
인다. 유전자치료의 경우에는 종래의 다른 기술보다 더 정확하게 특정한 유전정보를 치환할 수 있
다는 점에서 AMP 사건에서 문제가 된 진단 기술을 통해서 확인된 유방암이나 난소암 발병 가능
성이 높은 사람이 발견되면 안젤리나 졸리처럼 유방과 난소를 적출하여 질병의 발생은 근본적으
로 제거하는 대신 당해 유전인자를 통제하는 방법으로 치료를 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에 획기적인
질병 치료방법이 될 것이라는 점에서 크러스퍼-캐스9 기술을 이용하는 것은 인류의 질병과의 전
쟁에서 큰 진보를 가지고 올 수 있다. 이미 HIV 바이러스에 적용하는 것은 진행 중인 연구인 것으
로 알려져 있다.44) 이런 점에서 이 기술의 효용은 확실하다고 할 수 있다.
반면 중국 과학자가 인간배아 대상 첫 게놈편집 실험을 하여 논란을 야기하였다.45) 사람의 배
아를 대상으로 유전자를 교정하려는 시도는 안전성의 문제와 윤리성의 문제를 야기한다. 유전적으
로 알려진 질환을 치료하는 것에서 나아가서 특정한 형질을 가진 아기를 원하는 부모에서 흰 피
부, 금발머리 등과 같은 유전적인 형질을 조작해서 만들어주는 소위 게놈 편집(genome editing
또는 gene editing) 기법이 허용될 것인가 하는 점이다. 이런 점에서 중국 연구자들이 동물 배아
나 인간 성체세포가 아닌 인간 수정란/배아를 대상으로 게놈 편집 기법을 써서 유전자 교정을 시
도한 연구결과를 정식 논문으로 발표한 것은 충분한 우려를 야기한다.46) 이런 쟁점에 대해서 논의
를 충분히 하여 결론을 내리기 위하여 모라토리움을 선언하고 그 결론에 따라서 연구를 진행하자
는 주장도 제기되지만,47) 이런 모라토리움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견해도 설득력이 있다.48)

44)

미국의 연구진이 크리스퍼캐스9(CRISPR-Cas9)유전자가위 편집 기술을 이용해 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HIV)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
HIV 감염은 흔히 에이즈라 불리는 후천성면역결핍증을 일으키는 바이러스다. 미국 템플대학(Temple University)과 네브라스카 약학대학
(Nebraska Medical Center) 연구진은 지난 3일(현지시간)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을 적용해 HIV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HIV 감염환자에게 표준 치료법인 항레트로바이러스 요법(ART)은 HIV가 복제되는 것을 막을 수 있지만 인체에서 바이러스를 완전히 제거
할 수는 없다.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가위 기술과 체내에 장기간 작용하는 아트(ART)를 이용해 쥐로부터 HIV를 제거했다.(뉴스1, 유전
자가위로 에이즈 바이러스(HIV) 제거 성공, 2019. 7. 9. 자) http://www.news1.kr/articles/?3665524. (2019. 9. 13. 최종접속)

45)

http://scienceon.hani.co.kr/267432 (2019. 9. 13. 최종접속)

46)

이번 인간 배아 게놈 편집의 첫 연구는 준쥬황(Junjiu Huang) 등 중국 중산대학(Sun Yat-sen University)의 연구진(공저 16명)이 정
자 둘이 난자 하나와 수정해 비정상인 생육불능 수정란 86개를 대상으로 중증빈혈 질환과 관련한 유전자를 대상으로 게놈 편집을 시행
한 결과를 보여주었다. <네이처>의 뉴스 보도를 보면, 이 연구 논문은 애초에는 <네이처>와 <사이언스>에 투고되었으나 거절되었으며, 이
번에 공개접근형의 다른 과학저널인 <단백질과 세포(Protein & Cell)>에 발표되었다. http://scienceon.hani.co.kr/267432 (2019.
9. 13. 최종접속)

47)

줄기세포 연구자인 폴 크뇌플러(Paul Knoepfler) 미국 데이비스 캘리포니아대학 교수는 자신의 블로그에 “단순한 가설이 아니라 실제
세계에서 논문으로 이런 연구를 보게 된다는 점이 윤리적 관점에서 매우 불편하다”면서도 “이런 연구가 윤리적 관점에서 수용될 수 있는
지에 관해 구체적 결론을 내리기에 앞서 연구가 실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더 면밀히 읽어야겠다”는 태도를 보였다.
http://scienceon.hani.co.kr/267432 (2019. 9. 13. 최종접속)

48)

다른 견해로는 중국 과학자들의 연구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이런 연구 시도를 완전히 막기는 어렵기 때문에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
로 허용하는 현실적인 방안을 모색할 필요도 있다는 주장이 있다. 크리스퍼 기법 연구자인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
단장은 “일부 연구자들의 모라토리움 선언만으로 인간 배아에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를 적용하는 것을 [현실적으로] 막을 수는 없을 것”이
라며 “동물 배아를 이용한 연구가 우선되어야 하며 인간 배아만의 특성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전면적 금지보다는 합리적 절차를 거쳐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는 견해를 제시했다. http://scienceon.hani.co.kr/267432 (2019.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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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도 향후 관련된 국제적인 논의를 지속적으로 관찰하면서 적극 참여해야 한다. 한편으
로는 관련 기술 분야의 연구를 법적으로 뒷받침하면서 특허법의 시각으로 산업화를 촉진해야 하
고,49) 다른 한편에서는 관련된 기준을 준수하여 윤리적인 논란에 휘말리지 않고 국제사회의 건전
한 일원으로서 행동할 수 있도록 준비하여야 한다.

13. 최종접속)
49)

54

이 연구도 원래 박테리아와 바이러스에 대한 기초 연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얻어진 결과물이라고 한다. 기초연구는 부족하
더라도 산업화를 위한 노력을 입법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은 필요하고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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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바이오 산업에서의 신지식･IP보호 관련 쟁점
1. 바이오 산업의 특징 및 최근의 경향
가. 바이오 산업의 특징
바이오 기술은 생명과 관련된 모든 것이라는 뜻의 ‘bios’와 인간의 지식과 기술이 수반된다는
뜻의 ‘tecknikos’라는 두 개의 그리스어가 결합된 단어로서, 바이오 산업(Bioindustry)은 생물체가
가지는 유전, 번식, 성장, 자기제어 및 물질대사 등의 기능과 정보를 생명공학 기술(Biotechnology)
을 이용하여 인류에게 필요한 유용물질과 서비스로 재가공･생산하는 고부가가치 산업을 말한다. 바이
오테크놀로지는 전통적인 발효, 육종 기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재조합 기술, 세포융합, 최근 각광받고
있는 바이오칩에 이르기까지 생물체를 대상으로 적용하는 tool의 개념이며 DNA구조 규명과 유전자
재조합 기술의 개발이 획기적인 발전의 촉매가 되는데, 결국 바이오 산업은 바이오테크놀로지를 기반
으로 인류의 보건, 식량, 환경 등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응용 분야라고 할 수 있다.50)
이러한 바이오 산업은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51)
표 8 바이오 산업의 분류
구 분

개 념

범 위

질병의 예방･치료 등에 활용되는 의약품을 개발･
생산하는 분야

저분자의약품, 바이오의약품, 천연물의약품,
재생의약품 등

식물 등의 바이오매스를 원료로 화학제품 또는
연료 등을 생산하는 분야

바이오플라스틱, 범용화학제품, 바이오연료 등

농업 등을 실용화할 수 있는 자원과 소재, 제품을
생산하는 분야

미생물 및 친환경 작물보호제, 식물공장, 바이오
매스 등

생물체 관련 분석･검출 기술 등에 IT /NT 등이
융합되는 신생 분야

생체신호 계측기기, 체외진단기기, 바이오장비 등

50)

바이오 산업의 범위 및 특성-토픽2[1].hwp, https://www.bioin.or.kr › fileDown, 1면.

51)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동향 및 이슈-의약품을 중심으로-,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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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 산업은 기술･지식 집약적인 핵심 특허 및 신기술의 의존도가 높은 고부가가치 산업이
다. 21세기 산업 성장을 주도할 분야로 주목받고 있고, 반도체/컴퓨터 등의 분야에 비하여 초기
성장단계에 있으며, 21세기 국가경쟁력을 좌우하게 될 첨단 산업 중 가장 높은 성장이 예상되는
급속 성장산업이다. 또한 세계인구의 증가와 노령화로 인해 삶의 질과 사회복지, 의료서비스 등
성장 잠재력이 크다는 특징이 있다. 21세기를 대표하는 성장 산업의 하나인 인터넷 산업과의 비교
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특징을 좀 더 잘 파악할 수 있다.52)
표 9 바이오 산업과 인터넷 산업의 비교

공
통
점

- 21세기를 대표하는 2축의 성장 산업
- 막대한 초기투자가 필요하나 일정 궤도 진입 후에는 투자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수확체증의 법칙”이 적용
- 「First Mover」의 이익이 절대적
∙ Top tier 중심으로 뭉쳐서 과점상태가 됨
- 사업영역이 넓어 Alliance와 M&A가 필수적
- 기술과 아이디어만으로만 존재하는 소규모 회사가 가능
- 벤처조직에 적합한 사업 내용

차
이
점

- Life Cycle상의 위치
∙ 인터넷 산업은 성장기에 돌입
∙ 바이오 산업은 이제 산업화 초기 단계
- Life Cycle상의 성숙속도
∙ 인터넷은 Life cycle이 짧아서 2010년 이내에 성장속도가 둔화될 전망
- 기술속도 및 난이도
∙ 기술발전속도는 상대적으로 인터넷이 빠르나 기술적 난이도는 바이오 쪽이 높아 진입장벽이 높음
- 윤리 및 법규문제
∙ 바이오 산업은 법규에 아주 민감하여 확실한 기술 또는 대비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사업화에 어려움이 있음

나. 바이오 산업 분야의 최근 경향
1) 시장 전망53)
바이오 산업 분야는 삶의 질 향상, 고령화, 만성질환 등에 따른 헬스케어 지출 증가에 따라 글
로벌 바이오 시장이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같은 이유에서 의약품 중 바이오의약품
의 점유율 확대가 예상된다. (’08년 17% → ’15년 24% → ’22년 29%로 확대될 전망)

52)

바이오 산업의 범위 및 특성-토픽2[1].hwp, https://www.bioin.or.kr › fileDown, 3-4면.

53)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동향 및 이슈-의약품을 중심으로-, 9-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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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글로벌의약품 시장에서의 바이오 의약품의 매출 비중

자료출처: World Preview 2016, Outlook to 2022, EvaluatePharma, 2016.

그 이외에 선진국의 환경규제 강화, 개인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 등에 따라 새로운 바이오 분
야 시장이 꾸준히 창출되고 있고, 관련된 국가 정책시장도 확대되어 가는 추세이다.

2) 문제점54)
바이오 산업 분야의 성장 잠재력 및 시장 확대 흐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바이오 산업은 글
로벌 경쟁력 저하(기업 생산성 저하, 기술혁신의 원천인 바이오벤처 창업 감소, 산업 규모 및 기술
역량 미미), 의약품 관련 국제통상 이슈(국제협정 최초 TPP에서 규정된 바이오 의약품 자료독점
권,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복제약 중심 국내 산업에 영향, 다국적제약사의 LCM전략 대응,
국내 바이오시밀러 기업의 숙제), 특허보호 국가 위상 및 사업화 역량 미미(국가별 바이오 특허보
호 순위 중하위권, 바이오 분야 특허이전 가치 미미, 대학 또는 출연연 중심의 출원 활동 및 신규
시장 창출 분야에서의 국내 주요출원인 부재로 인한 국내 기업의 주요국 특허출원 활동 미미)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54)

한국바이오협회 오기환, 바이오 산업을 둘러싼 동향 및 이슈-의약품을 중심으로-, 16-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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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지식재산 관련 최근 이슈
가. 일반 - 바이오 IP 이슈선정을 위한 설문조사55)
2018년 7월 한국지식재산연구원의 바이오 IP 이슈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설명자료]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19개의 이슈가 주목받고 있음을 알 수 있다.

(1) 유전자가위
크리스퍼(CRISPR) 유전자가위는 1,2세대 유전자가위에 비해 저비용으로 쉽게 제작할 수 있으
면서 정확도가 높아, 난치성 질환의 치료 및 식량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혁명적 기술로 주목받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특허권의 효력제한 규정에 ‘과학적 목적’ 등을 추가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2) 유전체, 줄기세포
유전체나 줄기세포 기술은 속성상 그 발명이 자연법칙 자체인지 인간의 창작물인지 구별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고 기준이 나라마다 차이가 있어, 줄기세포 또는 유전체 관련 기술의 개발을 위
한 연구 관련 윤리적 문제에 대한 한계를 명확히 설정하고 이를 활용한 발명에 대한 특허성 여부
에 대한 기준을 명확히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의료행위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행위를 특허대상으로 인정할지 여부에 대해 논란의 여지가 있는바, 법
해석을 통해 의료행위의 특허대상적격을 부정하는 현행 체제는 판례56), 심사기준 변경에 따른 법
적 불확실성을 초래하므로 특허법 개정을 통해 해결할 필요가 있다.

55)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바이오 IP 이슈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설명자료], 2018. 7.

56)

특허법원 2004. 7. 15. 선고 2003허6104 판결(확정)(인체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 특허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 온 근거
는, 의료행위는 인간의 존엄 및 생존에 깊이 관계되어 있는 점, 모든 사람은 의사의 도움을 통하여 질병의 진단, 치료, 경감 또는 예방할
수 있는 의료 방법을 선택하고 접근할 수 있는 권리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점, 의료행위에 관한 발명을 특허의 대상으로 하게 되면 의사가
의료행위를 수행함에 있어 특허의 침해 여부를 신경쓰게 되어 의료행위에 대한 자유로운 접근이 어렵게 되는 점 등을 들 수 있는바, 인체
를 필수 구성요건으로 하는 발명이라 하더라도 인체에 행하여지는 수술 또는 치료 방법 등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한, 그 발명을 실행
할 때 필연적으로 신체를 손상하거나, 신체의 자유를 비인도적으로 구속하여 특허법 제32조 소정의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에 해당되어 특허가 허용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업상 이용이 가능하여
특허로서 보호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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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의약용도 발명
어떠한 청구범위 기재형식을 취하느냐에 따라 개발을 주로 하는 원천 특허권자 또는 제네릭을
주로 하는 후발업체들에 미치는 유･불리가 다를 가능성이 있는바, 최근 관련 판례57)에 대해 비판
적인 일부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현행 의약품 용도 발명의 명세서 작성 기준이 외국과의 형평성
차원에서 재검토가 필요한지에 대해 고찰이 필요하다.

(5) 바이오베터(BioBetter)
기존 바이오의약품의 효능이나 투여 횟수를 개선한 개량신약으로서, 개선된 바이오의약품의
효과를 명세서상에 얼마나 충실히 기재하였는지는 중요한 요소인데 국내 바이오베터 관련 산업
경쟁력을 고려하여, 특허명세서에서 약리효과의 입증 등 제시되어야 하는 발명의 효과에 대해 적
절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할 필요가 있을지 검토가 필요하다.

(6) 바이오시밀러(Biosimilar)58)
생물세포나 조직 등을 이용하여 제조하는 바이오 의약품(생물 의약품)의 복제약으로서, 특허권
자의 자료독점권 인정여부는 논란이 없으나, 바이오 의약품의 경우 자료독점권의 인정기간과 관련
하여 국가별로 차이가 있어59) 바이오 의약품의 자료독점권 인정기간의 적절성에 대한 논의가 필
요하다.

(7) 의료용 AI
신약개발 등에서 AI를 도구로 이용한 경우 특허법에서 관련 규정이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특
허보호 기준 마련 논의가 필요하다.60)

57)

최근 우리나라 법원은 발명의 명세서에 실데나필의 기능장해의 치료 또는 예방 효과를 확인할 수 있는 약리데이터 등이 나타난 시험예
또는 이를 대신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기재가 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화이자의 비아그라 의약용도 발명이 무효라고 판결(대법
원 2015. 4. 23. 선고 2013후730 판결).

58)

바이오시밀러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30조 원으로 추정, 글로벌 의료보험 적자 재정 축소, 바이오의약품의 특허만료 등으로 2020년
까지 연평균 40~50% 수준으로 성장하여 550억 달러 규모로 고성장할 전망, 우리나라는 정부 차원의 차세대 성장동력으로 바이오시밀
러 산업을 집중육성할 계획. 2020년까지 글로벌 점유율 22%까지 목표, 12개의 바이오시밀러 승인 완료한 상태이며 36개 품목 개발
중(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바이오 IP 이슈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설명자료], 2018. 7., 10면).

59)

국가별 자료독점권 기간의 차이점은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바이오 IP 이슈선정을 위한 설문조사[설명자료], 2018. 7., 9면.

60)

이 부분에 대한 보다 상세한 쟁점 및 검토는 특허청, 인공지능(AI) 분야 산업재산권 이슈 발굴 및 연구, 2016. 12.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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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원격진료
원격진료는 의료행위와 직결되는 만큼 관련 기술의 특허취득에 대한 비판과 더불어 원격진료
관련 기술은 오픈소스로 개방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다. 이에 원격진료 관련 의료법 개정을 대비하
여 플랫폼 선점을 위한 관련 기술 보호방안(BM 특허로 보호, SW로 보호 등)을 마련할 필요가 있
다.

(9) 블록체인과 의료정보
국내외에서 블록체인을 이용하여 의료정보의 표준화, 개인에 의한 정보관리가 가능한 플랫폼
구축, 개인정보 보안 등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가 활발히 추진 중인데,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
하여 개인의 의료정보에 대한 개인정보보호의 문제를 해결하여 바이오 헬스케어 산업을 활성화할
필요가 있다.

(10) 바이오 빅데이터
의료정보, 개인건강정보, 유전분석 정보 등으로 구성된 바이오 빅데이터는 다양한 기관과 개인으
로부터 생성되기 때문에 데이터를 활용하기 위하여 데이터 연계 및 통합 정책이 필요한데,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에 따라 발생 가능한 개인정보보호 침해에 대한 대응책 마련(비식별화 조치, 정보보안
기술 적용 등) 및 무분별한 활용 등 보건의료 빅데이터의 역기능 방지대책 수립이 필요하다.

(11) 맞춤형 정밀의료
맞춤형 정밀의료의 경우 ‘의약용도 발명’, ‘블록체인과 의료정보’, ‘의료용 AI’, ‘바이오 빅데이
터’ 등 다양한 이슈와 연결되어 있는바, 맞춤형 정밀의료의 활성화를 위해 특허 심사기준, 개인정
보보호법, 저작권법 등의 개정 방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12) 생체모사 기술
다양한 약물, 소재 및 의료기기 등을 이용하여 손상된 인체의 세포나 조직, 장기를 대체하거나
재생시켜 정상 기능을 복원하거나 새로 만들어내는 의료 기술을 말하는데, 생체모사 기술을 활용
한 재생의료 연구 범위에 대한 생명윤리 문제 등을 중심으로 특허적격성 여부, 관련 규제 등의 완
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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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생물자원 정보
나고야 의정서의 채택(’10.2)에 따라 생물주권 확보 및 경쟁력 강화 등을 위해 국가 차원에서
생물자원의 보유 및 유출입 현황 등을 통합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의 마련이 중요해졌는데, 신지
식재산으로서 생물자원 정보의 관리 및 활용이 필요하므로 국가 수준의 효율적 통합･관리방안 및
민간 활용 방법 모색이 필요하다.

(14) 식물신품종과 종자
새로운 종자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 등의 지식재산권에 의해 보호받을 수 있는데, 입법례에 따
라서는 품종보호권과 특허권의 중첩보호를 허용하는 예(미국61))와 금지하는 예(유럽62))가 있다.
우리나라는 중첩적 보호가 가능한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이에 국가 전략품종의 활용방안 수
립 및 중복보호에 따른 저촉관계 규정 신설 등 법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15)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
우리나라의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는 한-미 FTA 협정문 이행을 위하여 약사법 개정으로
물질, 제형, 조성물 및 의약적 용도 관련 사항에 대하여서만 도입되었으므로, 제법 특허를 통해 보
호받고 있는 대부분의 바이오 의약품은 현행 약사법63)에 따르면 의약품 특허목록 등재 대상이 아
닌바, 의약품 허가-특허 연계제도의 적용 대상 확대를 위한 관련 법령 개정 검토가 필요하다.

(16)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연장 등록 제도
의약품 특허권 존속기간연장을 원하는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와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권이
빨리 소멸되길 원하는 후발 의약품 제조사 양자 간 입장이 첨예하게 대립하여, 후발 제약회사가
오리지널 제약사를 상대로 한 특허권 존속기간 연장등록 무효심판, 소송 제기 증가가 지속될 것으
로 전망되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연장기간 및 연장대상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

61)

식물 특허법과 식물품종보호법에 의한 보호 대상이 일반 특허권에 의해서도 보호받을 수 있음을 명확히 함으로써 보호체계의 중첩을 명
확히 함(J.E.M. AG Supply, Inc. v. Pioneer Hi-Bred Int'l, Inc. 판결, 534 U.S. 124 (2001)).

62)

1961년 및 1978년 UPOV(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 조약의 이중보호 금지 규정을 반영하여 식물품종을 특허보호대상에서 제외(유럽 특
허조약 (EPC) Article 53(b)).

63)

약사법 제50조의2(의약품에 관한 특허권의 등재)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라 등재를 신청하거나 제3항에 따라 등재 신청서
내용의 변경을 신청한 의약품 특허권이 다음 각 호의 대상 및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는 의약품의 명칭, 특허권자 등의 인적사항,
특허번호, 특허존속기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특허목록에 등재하고, 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관한 것일 것
가. 물질 나. 제형 다. 조성물 라. 의약적 용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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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특허미생물 기탁 제도
바이오 산업 발전에 따라 생물학적 물질과 관련된 특허출원이 증가하여 기탁건 수도 계속하여
증가될 전망인바, 미생물 기탁 제도가 국내에서 시행된 지 30년이 경과하여 보관기관이 경과한 기
탁물질이 계속하여 발생하게 될 것인데 이를 해결하는 방안 마련이 필요하다.

(18) 바이오 특허의 진보성 판단 기준
특허의 진보성 판단은 특허 요건 중 가장 핵심 쟁점64)이나 우리나라 특허법에서는 진보성에
관하여 한 개의 조문만 두고 있어, 실무적으로 학설과 판례 그리고 심사기준에 따르고 있는 실정
인데, 우리나라 기업이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분야에 있어 진보성 관련 심사기준을 전반적으로 검
토할 필요가 있다.

(19) 바이오 IP-규제
바이오 분야는 국민건강･생명윤리와 직결되어 있는 특성상 국민들의 안전･건강 등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사전규제가 발달하여, 새로운 혁신성장을 추진하는 데 어려
움이 있는바, 기존의 바이오 IP 규제로 인해 바이오 분야의 혁신 신제품의 신사업 시도가 제한되
어 규제샌드박스 적극 도입 등 규제 완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나. 최근 주요 쟁점 이슈 검토
앞서 본 바이오 IP 분야 주요 이슈들은 향후 지속적인 검토와 연구가 필요한 핵심 사항들인바,
이하에서는 그러한 이슈들 중 최근에 관련 논의가 있었거나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한 쟁점들 중심
으로 살펴보기로 한다.

1)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 확보방안 모색
유전자편집은 유전체의 특정 위치에서 자유자재로 디엔에이(DNA)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기술
을 총칭하는 것으로, 인공 디엔에이(DNA) 절단 효소인 ‘유전자가위’는 그중 대표적 기술이다. 특
히 크리스퍼(CRISPR)로 알려진 3세대 유전자가위는 2015년 과학전문 주간지 사이언스가 혁신
기술 1위에 선정할 정도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바이오 기술로 각광받고 있으며,65) 우리나라에서

64)

64

우리나라 특허출원의 약 60% 이상, 실용신안출원의 약 80%에서 진보성 결여가 거절이유로 제시되며, 특허법원 사건의 약 90%에서
진보성 유무가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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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지난 2018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중 하나로 선정되기도 했다.66) CRISPR/Cas9 기술은 난치
병 혹은 유전병 치료 등에서 미래 의료 분야의 혁신을 일으킬 것으로 전망되고, 2015년 Science
지 올해의 혁신 기술과 2016년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10대 기술에 선정되기도 했다. 3세대
CRISPR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시장은 연평균 36.2%로 급속히 발전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 어
려운 기술 설계로 장벽이 높고 시간도 오래 걸렸던 기존의 1세대 ZFN, 2세대 TALEN 기술에 비
해, 3세대 유전자가위인 CRISPR/Cas9 기술은 설계하기 쉽고(설계기간 수개월 → 하루), 비용도
매우 저렴(수천 달러 → 수십 달러)하여 대부분의 연구실에서 쉽게 합성 가능하다.67)
3세대 크리스퍼 원천 특허보유 기업은 Intellia Therapeutics(미국), Editas Medicine(미국),
CRISPR Therapeutics(스위스), ㈜툴젠(한국) 등 4개가 존재하며 각 기업은 투자자금을 유치하고
글로벌 제약사와 제휴하여 크리스퍼 기술을 의료 및 농업 분야에 적용하는 노력을 지속하고 있는데,
크리스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두 국가인 미국과 우리나라 중 미국은 이 분야에 대한
특허등록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리나라는 더디게만 진전하고 있는 상황이며68) 이는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음에도 몰락한 MP3 기술69)과 같은 상황이 실현될 수도 있음을 의미한다.70)

2) 생물자원 정보
(1) 생물다양성협약 및 유전자원법 대응
생물다양성 보호를 위한 포괄적인 환경협약인 생물다양성협약(Convention on Biological
Diversity, CBD)은 기후변화협약, 사막화방지협약과 더불어 리우 3대 환경협약으로서 1992년 5
월 23일에 채택되어 1993년 12월 29일에 발효되었는데 이후 생물다양성협약 제10차 당사국총회
(2010. 10.)에서 나고야의정서가 채택되고 2014년 10월 12일 발효되었으며, 우리나라는 이에 따

65)

특허청, 바이오 산업혁명, 유전자편집 기술로 앞당긴다! - 디엔에이(DNA) 교정 기술 및 활용 분야의 특허출원 증가, 2018. 7. 9. 보도
자료 1면.

66)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8년 지식재산 10대 이슈 선정.
1) 특허강국 대한민국, 4차 산업혁명 핵심 기술 분야도 리딩, 2) 지식재산의 보호가 미･중 무역분쟁의 주요쟁점으로 부상, 3) 11년만의
남북정상회담 재개, 지식재산 교류를 위한 로드맵 필요, 4) K-pop의 성공으로 지식재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확산, 5) AI, IoT, 빅데이
터 등 4차 산업혁명 핵심 특허 심사기간 단축, 6) 기술유출 처벌 강화를 위한 징벌적 손해배상제도 도입, 7) 지식재산기반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스터 플랜 수립, 8) 4차 산업혁명-워라벨 열풍 속, 의료･헬스 분야 융합 기술 연구 각광, 9) 유전자가위 및 벌크핀펫 특허분쟁,
10) 삼성전자-애플 7년간 특허분쟁 종결.

67)

김은정, 인류의 미래 재단할 3세대 유전자가위 CRISPR/Cas9, LG 경제연구원, 2017. 1. 24.

68)

주요 3대 원천 기술 보유 연구진영 중에서 우리나라만이 미국 특허등록을 못 받았으며, 출원인 수도 1개 기관에 국한되어 있는 점을
고려할 때, 미래의 주요 부가가치 창출의 원천이 될 수 있는 유전자가위 기술의 특허 확보 노력이 더욱 요구된다(김범태, 크리스퍼 기술
의 특허출원･등록 현황 분석,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8. 20., 13면).

69)

우리나라 기업인 엠피맨닷컴은 세계 최초로 MP3 플레이어를 개발하여 원천 특허를 받았으나 경영이 악화되어 미국 기업을 거쳐 NPE로
매각되었으며, NPE가 우리나라 기업들을 상대로 라이선스료를 받게 되었는데, 엠피맨닷컴은 해당 특허를 계속 보유하였다면 받았을 라
이선스료는 약 3조원 정도라고 한다. 신무연, 「특허는 전략이다」, 지식공방, 2017, 68면.

70)

김범태, 크리스퍼 기술의 특허출원･등록 현황 분석,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7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8. 20., 6면,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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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난 2017년 1월 17일 「유전자원의 접근･이용 및 이익공유에 관한 법률」(이하 ‘유전자원법’이
라고 함)을 제정하였다.71) 이러한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의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 분야 중
하나가 바이오 산업계이고,72) 이에 지난 2018년 4월 25일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서울
강남구 노보텔 앰배서더 호텔에서 바이오 산업계를 대표하는 한국바이오협회, 대한화장품협회, 한
국건강기능식품협회, 한국의약품수출입협회, 한국제약바이오협회로 구성된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바이오 산업 관련 협회 협의회(이하 협의회)’ 발족식 및 1차 회의를 개최한 바 있다.73)
생물자원에 대한 국가주권 인정을 전제로 하여 생물자원에 대한 접근 및 이용, 그리고 생물자원
이용으로부터 발생하는 이익의 공정하고 공평한 공유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
자원법은 바이오 산업 분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며74) 비록 현재까지는 그 영향이 두드
러지고 있지 않지만 향후 국제적인 동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여 국내 기업에 피해가 미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의 중요
성, 특허를 중심으로 한 지식재산권 보호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법률 전문가 풀
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것 같은데75) 시급히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나고야의정서의 발효 및 이에 따른 후속 대책으로서 우리나라가 유전자원법을 제정하는
과정에서 바이오 산업계를 중심으로 한 교육 및 홍보를 열심히 한 반면, 정작 유전자원법이 통과
된 이후 이에 대한 후속 대책에 대한 논의나 연구의 집중도가 떨어진 것이 아닌가 생각되며, 그러
한 우려가 기우에 그칠 수 있도록 지금이라도 나고야의정서 대응을 위한 전문가 풀 구성을 시작으
로 대비책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2)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지구상 전체 생물의 80% 이상이 해양생물자원이며 인류가 파악하고 있는 것만 1% 미만인 점
을 감안하면, 장래 활용 가능한 생물자원은 무궁무진하며 이러한 자원을 핵심소재로 개발하는 바
이오 산업의 성장 가능성이 가장 기대된다. 해양 바이오 산업의 세계 시장 규모는 2015년 기준

71)

다만, 동 법률안 부칙 제1조에서는 “이 법은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9조부터 제11조까지, 제15
조, 제16조, 제22조 및 제28조는 의정서가 우리나라에 효력을 발생하는 날부터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고 하여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지 못한 현재 시행은 되지 않고 있다(헌법 제60조 제1항 참고). 올해 3월 비준 및 6월 시행이 예상되고 있지만 법령 정비 미흡
과 더불어 업계에서의 대비도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http://www.bosa.co.kr/news/articleView.html?idxno=2053979(성큼
다가온 ‘나고야의정서’, 제약-바이오 대응은 3월 비준･6월 법률 시행 전망…준비기간 1년 축소 등 ‘알려지지 않은’ 악재 ‘산적’) (2017.
2. 24. 방문).

72)

Yakup.com, 바이오 산업계, ‘3월은 나고야의정서 인식 제고의 달’,
2015. 2. 24. https://www.yakup.com/news/index.html?mode=view&nid=182558

73)

https://www.bioin.or.kr/board.do?num=278723&cmd=view&bid=division

74)

동양일보, 2019. 8. 13. 식물 유전자원 일본 제치고 세계 5위 기사 내용 참고.
http://www.dy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466605

75)

강명수, 나고야의정서와 유전자원 관련 특허: 한국 교역에 미치는 영향, 무역보험연구 제18권 제1호, 한국무역보험학회, 2017. 3., 4면
참고. 앞서 본 바와 같이 2018년 4월 결성된 관련 협의회 발족식에도 법률가들의 참여를 찾아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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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37억 달러로, 2020년에는 47억 달러로 예상되며 고부가가치 제품 개발 가능성이 높아 바이오
경제 발전의 핵심으로 주목되고 있다.76) 특히 전 세계 해양생물센서스 결과 우리나라 바다는 단위
면적당 해양생물종이 세계 최대(32.3종/㎢)로, 종 다양성이 풍부하여 해양바이오 산업의 원천 소
재로서의 발전가능성이 기대되고 있다.77)
그런데 나고야의정서 및 유전자원법은 국가관할권 내 지역에 대한 생물자원이 대상이어서, 공해나
심해저와 같이 국가관할권이 미치지 않는 지역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러한 규제 사각지대에 존재하는 생물자원의 지속 가능한 이용을 위해 2006년부터 진행되어 오고
있는 것이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에서의 생물다양성(Biological diversity Beyond areas of
National Jurisdiction)’ 논의이다. BBNJ는 그동안 비공식 실무 작업반회의(2006~2015), 준비위원
회(2016~2017), 정부 간 회의(2018~2020)의 과정을 거치고 있으며, 이익공유를 포함한 다양한
이슈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는데,78) 특히 국내(해양)바이오 산업 분야에 미치는 피해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의 협상 진행을 위해 만반의 준비를 다해야 하는 상황이다. 그리고 이러한 협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등 관련 법률 전문가들이 적극적으로 포함되어 법적인 불합리나 모순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3)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
현행 우리나라의 의약품 관련 특허 존속기간연장등록 제도의 재검토 필요성에 대해서는 앞에
서도 살펴보았는데, 관련하여 최근인 2019년 1월 17일 소위 ‘솔리페나신’ 판결에서 대법원은 “존
속기간이 연장된 의약품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되는 특정한 유
효성분, 치료효과 및 용도가 동일한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해야 한다. 특허권자가 약사법에 따라
품목허가를 받은 의약품과 특허침해소송에서 상대방이 생산 등을 한 의약품(이하 ‘침해제품’이라
한다)이 약학적으로 허용 가능한 염 등에서 차이가 있더라도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이를 선택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고, 인체에 흡수되는 유효성분의
약리작용에 의해 나타나는 치료효과나 용도가 실질적으로 동일하다면 존속기간이 연장된 특허권
의 효력이 침해제품에 미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판시하였다.79) 동 판결로 인해 국내 제약사

76)

이인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 동향과 지식재산권 이슈”,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9. 11., 2면.

77)

이인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 동향과 지식재산권 이슈”,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9. 11., 1면.

78)

정부 간 회의의 진행경과 및 주요 쟁점들에 대한 보다 상세한 설명은 이인혜, “국가관할권 이원지역의 생물다양성(BBNJ) 협상 동향과
지식재산권 이슈”, 심층분석보고서 제2019-18호,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9. 11., 5면 이하 참고.

79)

대법원 2019. 1. 17. 선고 2017다245798 판결(원심인 특허법원 2017. 6. 30. 선고 2016나1929 판결은 이와 달리 존속기간이 연장
된 특허권의 효력이 제조･수입품목 허가사항에 의하여 특정된 의약품 및 그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품목으로 취급되어 별도의 제조･수입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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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동안 염 변경을 통해 특허를 회피, 회사 경쟁력을 향상시켰고 더불어, 건보 재정 절감에 큰
기여를 해 온 것에 제동이 걸려 큰 혼란을 초래하고 있는데,80) 이러한 대법원 판결의 영향과 파장
을 좀 더 면밀히 검토하고 우리나라 의약 분야 바이오 산업에 미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

4) 바이오 IP 분야 진보성 판단 기준 정립 논의
주요이슈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특허법 영역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진보성 판단이다. 그런
데 관련 규정이 매우 단순한 하나에 불과하고, 우리 대법원 판례도 다양한 기술 분야별 특수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기준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크게 주목받지는 못했지만, 향후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의 진보성 판단 기준에 있어 참고가 될 만한 사례를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찾
아보고자 한다.
일반적으로 특허법상 진보성 판단 기준에 있어서는 미국의 TSM Test(teaching, suggestion,
motivation test)와 이에 대한 한계를 지적한 미연방대법원의 KSR 판결81)이 있고, 이러한 미국
의 법리를 우리에 맞게 제시한 대법원 판결에서는 “여러 선행 기술문헌을 인용하여 특허발명의 진
보성을 판단할 때에 그 인용되는 기술을 조합 또는 결합하면 당해 특허발명에 이를 수 있다는 암
시, 동기 등이 선행 기술문헌에 제시되어 있거나 그렇지 않더라도 당해 특허발명의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 기술 상식, 해당 기술 분야의 기본적 과제, 발전 경향, 해당 업계의 요구 등에 비추어
보아 그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하 ‘통상의 기술자’라고 한다)이 쉽게 그와 같
은 결합에 이를 수 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특허발명의 진보성은 부정된다”고 판시
하였다.82) 동 대법원 판결은 우리나라 진보성 판단에 있어 중요한 기준을 제시한 이정표라 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러한 판단 기준이 다양한 발명 분야의 특수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따라서
각 발명 분야의 특수성에 맞는 진보성 판단 기준이 필요한 게 아닌가 하는 점이다. 관련하여 특허
청 심사기준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성 판단 사례들이 일부 확인되는데,83) 바이
오 산업에 특유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고 그 이외의 바이오 산업 분야에 있어 명세서 기재 요건
등에 대한 기준은 있어도 특유한 진보성 판단 법리는 확인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원 2016. 1. 21. 선고 2014허4913 판결에서는 “암 치료 의약 분야는 사

목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의약품의 범위에만 미친다고 보아, 피고 제품이 존속기간이 연장된 이 사건 특허발명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80)

후생신보, 2019. 2. 25. “염변경으로 특허 회피 불가” 제약계 맨붕(http://www.whosaeng.com/108189)

81)

KSR International Co. v. Teleflex Inc., 127 S.Ct. 1727 (2007).

82)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후3284 판결.

83)

특허청 심사기준에 의하면 4차 산업혁명 관련 발명의 진보상 판단 사례는 주로 사물인터넷(8건), 빅데이터(2건), 로봇(1건), 자율주행,
인공지능(1건), 인공지능(1건), 3D프린팅(1건)이 있다. 특허청, 특허･실용신안심사기준, 2019. 3., 9B0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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람의 생명현상을 다루는 고난이도의 결과 예측이 매우 어려운 기술 분야이고, 암의 발병 원인이
복잡하고 아직 완전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동물 모델 실험이나 실험실에서의 세포주 실험 결과를
근거로 사람에게 임상실험을 하더라도 전혀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는 분야이다. 또한, 암은 다수
의 유전자 돌연변이(를)84) 가지는데, 하나의 유전자 돌연변이를 표적으로 하는 암 치료제 개발의
성공 확률도 매우 낮고 암 치료제 개발에 막대한 비용과 시간이 든다. 이러한 암 치료제 개발의
특수성을 고려하면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으로부터 암 치료 의약용도 발견의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는 것을 넘어 선행발명으로부터 암 치료 의약용도 발견의 성공에 대해 합리적으로 기대할
수 있는 경우에만 선행발명에 의해 암 치료제 의약용도 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된다”고 하여 바이오
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한 진보성 판단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서 주목이 되었는데, 상고심인 대
법원 2019. 1. 31. 선고 2016후502 판결에서는 “의약용도 발명에서는 통상의 기술자가 선행발명
들로부터 특정 물질의 특정 질병에 대한 치료효과를 쉽게 예측할 수 있는 정도에 불과하다면 그
진보성이 부정되고, 이러한 경우 선행발명들에서 임상시험 등에 의한 치료효과가 확인될 것까지
요구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하여 원심 판결을 파기하였다. 대법원 판결의 타당성은 별론으로 하더
라도, 원심판결이 제시한 고유한 진보성 판단기준에 대해 제대로 된 문제점 지적도 없이 앞서 본
2005후3284 판결의 판시를 원용한 다음 위와 같이 추상적인 기준만을 설시한 채 원심을 파기한
것은 아쉬움이 남는다. 향후 원심 판결의 판시 사항을 참고하여 바이오 산업 분야의 특수성을 충
분히 반영할 수 있는 진보성 판단 기준 마련 논의가 있어야 할 것이다.85)

5)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86)
“정밀의료”란 일반적으로 ‘환자마다 다른 유전적, 환경적 요인과 질병 경력, 생활 습관 등을 사
전에 인지해 환자에게 적정한 약과 용량으로 알맞은 시기에 사용하여 환자별 최적화된 치료법을
제공하는 의료 서비스’라 정의한다.87) 이러한 정밀의료 서비스는 개인별 유전체 정보를 저렴한 비

84)

판결문에서는 ‘돌연변이 가지는데’로 기재되어 있다.

85)

의약의 용도발명과 관련하여 소위 ‘엔테카비르’ 사건 판결인 대법원 2015. 5. 21. 선고 2014후768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의약이라는
물건의 발명에서 대상 질병 또는 약효와 함께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부가하는 경우에 이러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은 의료행위 그 자체
가 아니라 의약이라는 물건이 효능을 온전하게 발휘하도록 하는 속성을 표현함으로써 의약이라는 물건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는 구성요
소가 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하고, 이와 같은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이라는 새로운 의약용도가 부가되어 신규성과 진보성 등의 특허요건을
갖춘 의약에 대해서는 새롭게 특허권이 부여될 수 있다”고 하였고, 그 이후 선고된 대법원 2017. 8. 29. 선고 2014후2702 판결에서는
“의약개발 과정에서는 약효증대 및 효율적인 투여 방법 등의 기술적 과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적절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을 찾아내려는
노력이 통상적으로 행하여지고 있으므로 특정한 투여용법과 투여용량에 관한 용도발명의 진보성이 부정되지 않기 위해서는 출원 당시의
기술 수준이나 공지 기술 등에 비추어 그 발명이 속하는 기술 분야에서 통상의 지식을 가진 사람이 예측할 수 없는 현저하거나 이질적인
효과가 인정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는데, 이 또한 해당 분야에 특유한 진보성 판단기준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86)

해당 부분 내용은 달리 인용 표시를 하지 않는 한 최재식, 바이오･헬스 산업 혁신을 위한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와 의료 방법발명의
산업상 이용가능성 인정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 IP Policy 지식재산정책 Vol.39,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9. 06, 77-78면 내용을 인용
한 것임.

87)

박순영, “유전체 기반 정밀의료 연구동향”, 「융합 Weekly Tip」 vol.58, Feb. 20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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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으로 빠르게 분석할 수 있는 환경의 조성, 환자의 생활 습관 정보를 실시간으로 수집하여 전송
할 수 있는 모바일 인터넷 환경의 구축, 보건 의료 빅데이터를 초고속 컴퓨팅을 통해 처리･분석할
수 있는 기술의 확산 등이 뒷받침될 때에만 실현될 수 있다. 즉, 정밀의료 서비스의 활성화에는 인
공지능(AI)･정보통신･소프트웨어 분야를 포함하는 다양한 분야의 수많은 요소 기술들이 융합되어
함께 발전하여 나가는 것과 더불어 바이오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개인에 맞춤화된 진단과 처방 등
의료 행위를 제공하는 방향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바이오 빅데이터’의 정의와 범위는 명확하게 규정된 것은 없으나, 일반적으로 빅데이터 기반
창출의 방법을 활용해 방대한 바이오 정보를 효율성 있게 정리･해석하고 그 생물학적･의학적인
의미를 밝혀 새로운 지식 및 서비스를 개발하는 것으로 생명과학과 헬스케어의 융합영역을 의미
한다. 바이오 빅데이터의 범위에는 ① 의료기관에서 치료 및 검진, 처방 시 작성된 의료(임상) 정
보 및 전 국민의 건강보험 정보, ② 유전체 등 인체유래물 정보 및 ③ 개인의 생활습관 등의 생활
정보가 포함된다.88)
이러한 바이오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의료에 활용한 대표적인 사례89)가 미국 IBM의 인공지능
슈퍼컴퓨터인 왓슨(Watson)인데,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를 분석하여 환자를 진단하여 의사에게 치
료법을 추천하는 기술이다. 우리나라에서도 이러한 기술과 빅데이터를 활용한 소비자 맞춤형의 새
로운 서비스들을 속속 선보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의료 분야에서 AI 기술 등을 활용한 혁신이 일어나 환자 중심의 맞춤형 예방, 진단, 치료와 같
은 정밀의료를 구현하고자 하는 것이다. 예컨대 고려대학교 의료원은 3개 부속병원에 정밀의료를
향한 ICT 인프라 구축을 위해 차세대 병원정보시스템을 도입 중에 있다고 한다. 이러한 노력이
실질적으로 결실을 맺기 위해서는 의료 빅데이터의 활용 활성화가 필요하다. 의료 빅데이터는 의
료 산업에 있어 핵심 자원이나, 그 보호의 중요성 못지않게 활용의 중요성이 간과되어서는 안 된
다. 의료데이터를 표준화하여 공공 및 임상연구에 활용하고 의료정보 및 IT 산업의 융합으로 바이
오헬스 산업을 육성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대한의료정보학회 등 학계는 물론 산업계와 정부가
힘을 합쳐 데이터 관련 법령 정비를 위한 논의를 지속적으로 이끌어 나갈 필요가 있다.90) 의료정
보의 특수성을 고려, 보호와 활용을 강화하되 적절히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새로운 법률을 제정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88)

심미랑･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1, 4면.

89)

바이오 빅데이터의 활용사례 및 관련 정책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상세한 내용은 심미랑･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1, 6-11면 참고.

90)

이와 관련된 의료정보의 법적 보호 및 활용에 대한 법률적 검토에 대해서는 심미랑･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
의 법제적 쟁점,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1, 12-21면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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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0 의료정보 빅데이터 사업의 현황
부처

사업명

내용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정보, 질병관리본부의 유전체 정보 등 공공기관 4곳의 데이터
를 결합해 ‘취약계층 건강관리’ 등에 사용

산업통상자원부

바이오헬스
빅데이터
플랫폼 사업

삼성의료재단 등 대형병원 39곳이 보유한 5천만 명의 의료 데이터를 표준화해 공유하는
네트워크를 구축 중

과학기술정통부

마이데이터
사업

개인이 자신의 건강검진 자료 등을 내려받아 건강관리서비스 애플리케이션(앱)에 제공하
도록 할 계획

미국의 경우, 일정한 개별적인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있는데, HIPAA(Health
Insurance Portability and Accountability Act)는 보건의료 분야에서 개인정보를 보호하는 연
방법이다. HIPAA에서는 개인식별가능 건강정보의 불법적인 획득과 제공을 금지하고, 보건후생부
(HHS) 장관으로 하여금 의회에 개인식별가능 건강정보의 프라이버시 보호에 관한 기준권고안을
제출할 것을 규정, 이에 따라 HIPAA Privacy Rule(45 CFR Part 160 및 164)을 두고 있다.
HIPAA Privacy Rule에서는 비식별화된 건강정보(de-identified health information)와 관련
하여 개인을 식별하지 아니하고, 정보가 개인을 식별하기 위하여 사용될 수 있다고 믿을 만한 합
리적인 근거가 없는 건강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명시하고 있다. 유럽은 빅데이터의 활용 시
비식별화와 관련하여 일반개인정보보호법(General Data Protection Regulation, GDPR)이
2018년 5월 25일부터 전면 적용되고 있는데, 기존에 개인정보의 범위에 명시적으로 포함되지 않
았던 위치정보, 온라인 식별자, 유전정보 등이 포함(GDPR §4①)되고 있으나, 익명정보와 가명정
보의 개념을 도입하고 익명정보는 개인정보가 아닌 것으로 보아 개인정보 보호법리의 규율을 받
지 않는 점을 참고할 필요가 있다.91)
한편, 최근 일본에서는 개인의 권리를 보호･배려하며 의료 분야의 데이터 활용을 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처리한 익명가공 의료정보 활용을 위한 구조 정비를 목적으로 한 ｢의료
분야의 연구 개발을 돕기 위한 익명가공 의료정보에 관한 법률(医療分野の研究開発に資するための
匿名加工医療情報に関する法律, 약칭: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였는데(2018.5.11.시행),92) 우
리도 이러한 입법례들을 참고하여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법적
제도적 정비를 서둘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91)

익명정보는 ⅰ) 식별되거나 식별될 수 있는 자연인과 관계되지 않는 정보 또는 ⅱ) 개인정보 주체가 식별되지 않거나 더 이상 식별되지
않도록 익명화된 정보로서 익명정보에 대해서는 GDPR의 보호원칙, 즉 개인정보 규범이 적용되지 않는다(Recital 26). 심미랑･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1, 20면.

92)

심미랑･심현주,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을 위한 의료정보 활용의 법제적 쟁점, 산업재산권 제58호, 한국지식재산학회, 2019, 1, 22면 이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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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타 - 참고 논의들
1)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 인정
우리 대법원은 최근인 대법원 2019. 1. 31. 선고 2017다289903 판결에서 “방법발명도 그러
한 방법을 실시할 수 있는 장치를 통하여 물건에 특허발명을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것이 가능한데,
방법발명이 실질적으로 구현된 물건을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적법하게 양수한 양수인 등이 그 물
건을 이용하여 방법발명을 실시할 때마다 특허권자 등의 허락을 받아야 한다면, 그 물건의 자유로
운 유통 및 거래안전을 저해할 수 있다. 그리고 특허권자는 특허법 제127조 제2호에 의하여 방법
발명의 실시에만 사용되는 물건을 양도할 권리를 사실상 독점하고 있는 이상 양수인 등이 그 물건
으로 방법발명을 사용할 것을 예상하여 그 물건의 양도가액 또는 실시권자에 대한 실시료를 결정
할 수 있으므로, 특허발명의 실시 대가를 확보할 수 있는 기회도 주어져 있다. 또한, 물건발명과
방법발명은 실질적으로 동일한 발명일 경우가 적지 않고, 그러한 경우 특허권자는 필요에 따라 특
허청구항을 물건발명 또는 방법발명으로 작성할 수 있으므로, 방법발명을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할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오히려 방법발명을 일률적으로 특허권 소진 대상에서 제외한다면
특허권자는 특허청구항에 방법발명을 삽입함으로써 특허권 소진을 손쉽게 회피할 수 있게 된다.”
고 하면서 방법발명에 대한 특허권 소진을 정면으로 인정하였다.93) 이러한 판례의 입장은 비판적
인 견해94)에도 불구하고 실무에서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고, 특히 방법발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바이오 분야 특허발명의 활용에 있어 특허권자가 부당하게 불이익을 입지 않도록 유의할 필
요가 있고, 이에 대한 대응 가이드라인 검토도 필요해 보인다.

2) 바이오 분야 IP 분쟁 관련 ADR 활성화 논의
미국은 종래 특허의 유무효나 침해 분쟁은 중재의 대상이 아니었으나, 1983년 임의 특허중재
법(제35편 제294조)의 탄생으로 중재대상이 확대되었으나, 우리나라는 현행법상 IP ADR은 기본
적으로 IP 유효성이나 침해 등이 아닌 관련 라이센스 분쟁 등에 국한되어 있다.

93)

한편,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있어 핵심 사항인 방법발명의 실질적 구현 기준에 대해 대상 판결은 “어떤 물건이 방법발명을 실질적으
로 구현한 것인지 여부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는지 여부, 그 물건에 방법
발명의 특유한 해결수단이 기초하고 있는 기술사상의 핵심에 해당하는 구성요소가 모두 포함되었는지 여부, 그 물건을 통해서 이루어지
는 공정이 방법발명의 전체 공정에서 차지하는 비중 등 위의 각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안에 따라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하여
야 한다.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물건의 본래 용도가 방법발명의 실시뿐이고 다른 용도는 없다고 하기 위해서는, 그 물건에 사회통념상 통
용되고 승인될 수 있는 경제적, 상업적 또는 실용적인 다른 용도가 없어야 한다. 이와 달리 단순히 특허 방법 이외의 다른 방법에 사용될
이론적, 실험적 또는 일시적 사용가능성이 있는 정도에 불과한 경우에는 그 용도는 사회통념상 인정되는 그 물건의 본래 용도라고 보기
어렵다”고 하였다.

94)

강명수, 방법발명의 특허권 소진에 관한 비판적 고찰, 사법 제48호, 2019. 6.; 조영선, 방법발명 특허에 대한 권리소진, 법률신문 2019. 7. 15.

72

제4장

｜

바이오 산업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기타 이슈 검토

(1) 중재법
중재법 제1조에서는 ‘사법상의 분쟁’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고 있다.
(2) 산업재산권 관련 분쟁조정
발명진흥법 제44조(조정신청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 분쟁 중에서 산업재산권의 무효 및
취소 여부, 권리범위의 확인 등에 관한 판단만을 요청하는 사항은 조정신청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쟁조정
대한상사중재원의 경우 지식재산권의 효력을 다투거나 침해여부 판단문제는 중재의 대상으로
할 수 없지만, 그 이외에 실시계약 문제, 라이선스료 문제 등에 대한 다툼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
재대상이 된다.95)
(4) 참고 판례
당해 사건이 외국 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하는지 여부와 관련하여 특허권은 등록국법에 의하여
발생하는 권리로서 법원은 다른 국가의 특허권 부여행위와 그 행위의 유효성에 대하여 판단할 수
없으므로 등록을 요하는 특허권의 성립에 관한 것이거나 유･무효 또는 취소 등을 구하는 소는 일
반적으로 등록국 또는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속관할로 볼 수 있으나, 그 주된 분쟁 및 심
리의 대상이 특허권의 성립, 유･무효 또는 취소와 관계없는 특허권 등을 양도하는 계약의 해석과
효력의 유무일 뿐인 그 양도계약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등록국이나 등록이 청구된 국가 법원의 전
속관할로 볼 수 없다.96)
(5) IP ADR 운영 현황 및 대한상사중재원의 분야별 중재 사건 현황
기존의 IP 분야 분쟁조정제도에 대해서는 접근성･인식 부족(IP 침해가 있더라도 조정을 시도
하는 경우는 드물며, 조정에 대한 인식부족 및 소송을 통한 해결 선호), 역량의 한계(기술과 산업
구조가 급변하며 조정 수요는 증가하는 추세이나, 조정위원과 사무기구의 역량은 한계에 직면), 실
효성 부족(조정은 양 당사자의 자율적 참여를 전제로 하나, 피신청인의 적극적인 참여 및 합의 유
도에 어려움)의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97)
IP 분야에서의 분쟁에 대해 ADR에 따른 해결을 확대･활성화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찬반 논란

95)

특허청, 지식재산권 중재제도 도입 및 실시방안에 관한 연구, 2009. 9., 34면.

96)

대법원 2015. 1. 15. 선고 2012다4763 판결, 대법원 2011. 4. 28. 선고 2009다19093 판결.

97)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방안, 2018. 12. 17.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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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을 수 있지만, 현재 전반적인 추세가 일반 분쟁에 있어서도 ADR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이해
되며, 이러한 경향은 IP 분야에도 마찬가지로 영향을 미치고 있다.98)
이러한 경향을 반영하듯 최근인 2019년 8월 법원행정처에서는 「IP분쟁에서의 대체적 분쟁해
결제도(ADR) 확대방안」을 주제로 한 정책연구용역을 냈는데, IP 분쟁에서의 ADR 전문기관의 필
요성에 대해 ‘생명공학과 정보 기술 등 기술이 발전하면서 IP분쟁에 고도의 기술적 전문성이 요
구’라고 하고 있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바이오 산업 분야 IP 분쟁이 ADR 활성화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고 보는 것으로 이해된다.
표 11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 제도 운영 현황99)
구분

산업재산권
분쟁조정

소관부처

특허청

운영기관

한국지식재산
보호원

한국저작권위원회

조정대상

산업재산권에 관한
분쟁( 발명진흥법
제41조 제1항)

위원회 구성

15명~40명

조정 합의에 대한
효력

저작권
분쟁조정

콘텐츠
분쟁조정

중소기업기술
분쟁조정･중재

산업기술
분쟁조정

중소벤처기업부

산업통상자원부

한국콘텐츠진흥원

대･중소기업･농어업
협력재단

한국산업기술보호
협회

저작권에 관한 분쟁
(저작권법 제112조,
제113조)

콘텐츠 거래･이용
관련 분쟁(콘텐츠
산업법 제29조)

중소기업기술의 보호
관련 분쟁(중소기업
기술보호법 제23조)

산업기술의 유출
관련 분쟁(산업기
술보호법 제23조)

20명~25명

10명~30명

50명 이내

15인 이내

문화체육관광부

재판상 화해(법원의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

ADR의 필요성이나 장점을 생각해 볼 때, 결국 분쟁 해결에 너무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모된다
는 단점을 해결하면서 당사자들의 자주적인 분쟁 해결을 지향하면 관련 분야 전문가들의 적극적
인 참여를 도모할 수 있다는 것인데, 바이오 산업 분야의 특수성이 이에 부합하는 측면이 있
다.100) 결국 IP 분쟁 해결에 대한 일반적인 ADR 절차가 마련되는 경우는 물론이거니와, 만약 그
렇지 못한 상황에서라도 특히 바이오 산업 분야에 대한 IP 분쟁에 있어서는 ADR 절차에 의한 해

98)

대륙법계 체계와는 맞지 않기 때문에 도입 여부에 대해 많은 반대가 있었던 징벌적 손해배상제도의 경우 2011년 하도급거래의 공정화
에 관한 법률에 처음 도입되었고, 이후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4년),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2015년), 개인정보보호법(2015년),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6년),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2015년),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7년), 제조물책임법(2017년), 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2018
년) 등에 도입되었다. 이런 상황에서도 지식재산권 분야에 동 제도를 도입하는 것에 대해서는 여전히 부정적인 시각이 적지 않았는데,
결국 2019년 개정 특허법 및 부정경쟁방지법에 도입이 되었다. 이와 같이 비록 지식재산권 분야가 특수한 영역이라 하더라도, 일반적
인 법 영역의 흐름이나 동향에서 자유롭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99)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지식재산 분야 분쟁조정제도 활성화방안, 2018. 12. 17. 2면.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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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이 가능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정비를 마련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적으로는 IP 관련된 모든 분쟁을 ADR로 처리할 수 있는 법적 정비가 필요하고,
다음으로 당사자들이 IP 분쟁이 발생할 경우 ADR적 해결로 합의가 자연스럽게 될 수 있는 상황
을 만들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WIPO 설문조사를 참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라. 바이오 산업 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시사점 - 정부지원 및 컨트롤타워
바이오 산업의 중요성 및 육성의 필요성, 향후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과 이를 위해 고민이
필요한 쟁점들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방향으로의 발전을 위해 정부차원의 지원과 정부가 중심이
된 컨트롤타워 구성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한국제약바이오협회 원희목(65) 회장은 이와 관
련하여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국가로 벨기에와 스위스를 지목하면서, 다음과 같이 답변하였
다.101)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국가가 있나? 벨기에와 스위스다. 인구 1,100만의 벨기에는 국토가
경상도 면적 크기다. 그곳에 글로벌 30위권 제약사 중 29곳이 R&D 센터나 지사를 설치했고, 현
재 글로벌 오픈 이노베이션(개방형 혁신) 연구 메카가 되었다. 비결은 정부 지원과 규제 완화다.
전체 국가 R&D 예산의 40%를 투입하고, 연구 종사자들의 특허세 등을 파격적으로 80% 감면해
주고 임상시험 단계를 간소화했다. 그 결과 세계 신약 R&D 파이프라인의 5%를 보유하고 있다.
벨기에는 의약품 수출액(52조원)이 총 수출액의 11%나 차지한다.”고 언급하였다.
그림 15 WIPO 설문조사: 국제 계약 체결 시 분쟁조항을 선택할 때 가장 많이 고려하는 10가지 항목

101)

중앙선데이, 규제에 묶인 환자 빅데이터, 신약 개발 발목 잡는다, 2019. 3. 30.
https://news.joins.com/article/23426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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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회장이 꼽은 스위스도 벨기에 못지않다. 연간 1,000개 산학협력 프로젝트에 연구비용의
50%를 대준다. 총 매출의 10% 이상을 R&D에 투자하는 기업엔 특별 지원을 해준다. 노바티스･
로슈 등 톱 10 업체는 매출액의 98%를 해외에서 거둬들인다.
이러한 해외 우수정책사례 연구 및 발굴을 통해 바이오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컨트롤타워
로서의 정부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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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유전체･줄기세포 특허에 대한 이슈 분석
바이오 산업은 세계 경제를 견인할 수 있는 핵심 성장 산업이다. 세계는 바이오 관련 연구의
부가가치 창출을 위해 경쟁적으로 연구･개발을 진행하고 있다.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은 식량의 고
갈 문제, 환경 문제, 에너지 문제 등의 해법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인간 게놈 프로젝
트(Human Genome Project) 이후 생물종에 대한 유전체 지도가 완성되면서, 다국적 기업과 제
약회사 및 바이오 벤처회사들은 유전자와 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을 특허로 보호받고자 집중적인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유전자 및 줄기세포 관련 발명의 보호와 특허에 대해 국내･
외에서 윤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존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규제들을 일원화하여 지
난 8월 27일에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안전･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첨단재생바
이오법’)102)을 제정하였다. 첨단재생의료 기술은 희귀한 난치병이나 생명이 위협받는 환자들에게
빠른 치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바이오 의약품(biomedicine)을 둘러싼 사건들을 계기
로 바이오의약품 산업 촉진에 특별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부각되면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된 발
명과 특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특히, 최근 3세대 유전자가위인 ‘크리스퍼(CRISPR)’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 확보가 필수적이
다. 크리스퍼 기술이란 동･식물 유전자를 결합해 특정 DNA 부위를 자를 수 있는 유전자편집 기
술이다. 치료가 어려운 것으로 취급되었던 각종 불치병을 정밀한 유전자편집으로써 완치시킬 수
있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는 크리스퍼 원천 기술은 우리나라와 미국만이 가지고 있어 관련 특허의
선제적 확보가 필요하다.
그러나 유전자를 이용한 치료가 가능한 발명에 독점배타적 권리인 특허권을 인정하는 것에 논
란이 있고, 개인의 유전정보 보호의 위험성 및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의 문제, 유전정보를 활용
하며 야기될 사회적 갈등 문제 등 사회･윤리적 문제가 함께 제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유전체와 줄기세포 발명의 성립성과 특허 적격성에 대한 윤리적 문제에 대
해 살펴본 후 발명의 성립성 및 특허적격성 인정 여부, 그리고 관련 연구범위의 제한에 대해 살펴
본다. 나아가 글로벌 시장에서 국가적 차원의 특허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제시해보
고자 한다.

102)

법률 제16556호, 2019. 8. 27. 제정, 2020. 8. 28. 시행.

77

［ 미래전략 연구 ］쟁점연구 : 보호･신지식 분야 이슈 발굴 연구

1. 유전자･줄기세포 특허 관련제도 및 현황
가. 유전자 및 줄기세포의 의의
유전자(gene)란 형질을 만들어 내는 인자로서 유전정보의 단위로, 생물세포의 염색체를 구성
하는 DNA가 배열된 방식이다. 최근 유전자를 이용한 과학 기술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체의 조직,
세포, 혈액, 유전자 등을 활용한 치료와 약품 개발이 증가하고 있다. 이 때문에 유전자를 인체유래
물을 분류하고 법적 지위를 확인하는 논의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예를 들면, 인체유래
물에 대한 소유권과 관련하여, 먼저 이를 물건으로 보아 완전한 소유권을 인정하는 주장, 제한적
인 소유권만 인정하는 주장, 인격권을 인정하자는 주장 등 여러 주장이 존재한다. 이 중 다수설은
인체유래물에 대해서 인격권만을 적용하자는 학설이다. 이에 따르면, 인체로부터 분리된 인체유래
물은 인체와 다르지만 인체에 준(準)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여 인체와 동일하게 ‘인격권’에 의해
보호하자는 입장103)이다. 현재 가장 설득력을 얻고 있는 주장이다.
한편, 줄기세포(stem cell)란 여러 종류의 신체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미분화
세포이며, 적절한 조건이 충족될 경우 다양한 조직세포로 분화할 수 있어 손상조직의 재생 치료
등에 응용될 수 있다.

∙ 전능성줄기세포: 수정란이 처음 분열할 때 형성되며, 완전한 개체로 성장할 수 있는 전능성의 성질을 지닌다.
∙ 배아줄기세포(ES, 만능성줄기세포): 전능성줄기세포들이 계속 분열하여 만든 것이다. 수정란과 배아에서 세포를 채
취하여 만들기 때문에 다양한 세포로 분화될 수 있으나 하나의 개체로서 생명체가 될 수는 없어 윤리적 문제가 발
생할 여지가 크다.
∙ 성체줄기세포(AS, 다능성줄기세포): 다양한 세포분화가 불가능하며 조직 또는 기관에 특이적인 세포로만 분화할 수
있다.
∙ 유도만능 줄기세포(iPS): 특정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발현시켜 비만능세포인 성체체세포를 유도하여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만능줄기세포이다. 수정란이나 배아에서 체세포를 채취하지 않으므로 윤리적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
로운 편이다.

그러나 인간 배아단계에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배아줄기세포의 경우 인간배아의 파괴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윤리적 문제가 생긴다. 즉, 인간이 수정된 후 배아의 발달 단계에서 언제부터 인간으로
보느냐에 따라 인간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하는 것이 생명윤리 문제를 촉발시킬 수 있다.104) 인간 배

103)

유지홍,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 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비교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8, 216면.

104)

한지영,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
재산권 제44권, 2014, 13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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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줄기세포를 이용한 ‘발명과 특허’도 이러한 논란으로부터 자유롭지 않다. 이로 인하여 유도만능줄
기세포(iPS)와 같이 인간배아를 파괴하지 않으면서 줄기세포를 추출하는 연구도 함께 이루어지고 있
다. 일본은 난치병의 극복을 위해 유도만능줄기세포의 연구개발 지원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나. 국내외 제도의 현황
1) 미국
생명공학 발명에 관한 Diamond v. Chakrabarty 판결105)에서, 자연물과 현저하게 다를 것을
요건으로 하여 생명공학의 산물도 발명으로 성립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한 이래, 미국특허청
은 과거 유전자 특허에 대해 적극적으로 지지해왔었다. 1982년 유전자 재조합 인슐린이 미국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의 승인을 획득한 이후부터 생명공학 제품들이 시장에 등
장하며 생명공학 기술이 본격화되었다.
2001년 유용성(utility) 판단 기준에 대한 심사 가이드라인을 개정하여, 유전자 특허 관련한 기
준을 보다 강화하고 명확히 하였다.106) 그러나 2013년 미국연방대법원은 Myriad 판례107)에서
유전자 특허는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무효라는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 이후 분리된 유전자 서
열을 특허대상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 나아가 법원은 유전자뿐만 아니라 분리된 단백질･미생물･
세포･항체 등도 동일하게 보아 자연의 산물과 현저하게 다르지 않은 경우에는 자연법칙에 해당하
여 특허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고 있다.
그러나 자연의 산물과 다른 경우, 즉 생명공학적 연구 성과에 대한 특허는 인정하고 있다.108)
이와 관련하여 특허법은 생명공학적 연구 성과에 특허권을 인정하되 권리 행사에 있어서 일부 제
한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미국 특허법 제287조 ©항).
미국의회는 2016년 12월 13일에 의약품, 의료기기 등 의료 제품 개발을 가속화하여 의료 제
품이 필요한 환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21세
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109)을 제정하였다. 의약품 개발과정에서 환자가 중심이 되
어 참여하는 개발을 강조하고, 의약품 규제는 환자 경험 데이터 사용을 정의하고 표준화하기 위한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이 법안을 본 따 최근 우리나라도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다.

105)

Diamond v. Chakrabarty, 447 U.S. 303, 308 (1980).

106)

USPTO, Utility Examination Guidelines, 66 Fed. Reg. 1092, 1093 (January 5, 2001).
<www.uspto.gov/web/offices/com/sol/notices/utilexmguide.pdf> (최종검색일: 2019.9.13.)

107)

Association for Molecular Pathology v. Myriad Genetics, Inc., 133 S.Ct. 2107, 2107 (2013).

108)

유지홍,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 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비교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8, 226면.

109)

https://www.fda.gov/regulatory-information/selected-amendments-fdc-act/21st-century-cures-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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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유럽(European Union)
2000년 9월에 제정된 유럽연합 기본권 헌장(Charter of Fundamental Rights of the
European Union) 제1조는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조문이며, 제3조에는 인간복제를 금지하는 조
문이다. 즉 유럽연합 기본권의 근간은 인간 존엄성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생
명과 관련한 발명의 보호와 관련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발명을 통일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유럽
연합은 1998년 7월 6일에 ‘생명공학적 발명의 보호에 관한 유럽연합의 지침(European
Directive 98/44/EU of July 6, 1998 on the legal protection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이하 생명공학 지침)’을 발효하였다. 그러나 생명공학 지침에서는 줄기세포 발명과 관
련한 윤리적 문제, 유전정보와 관련한 존엄성 및 자기결정권 문제 등에 대해서는 제대로 설명하지
않고 있으며, 줄기세포 관련 내용을 포섭하고 있지는 않다.110)

3) 일본
일본은 특허법 제2조 제1항에서 ‘발명’을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
한 것으로 정의하되, 특허 심사기준을 통하여 보완하고 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의료 방법 발명
에 대하여, 심사기준 제3부 제1장에서 산업상 이용가능성 있는 발명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
하고 있지 않아 우리나라와 유사하게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2012년 교토대 야마나카 신야 교수
가 ‘역분화 만능유도 줄기세포(iPS)’로 노벨상을 수상하면서 이를 계기로 줄기세포 치료 연구가 활
성화되었다. 2013년 기초연구부터 실용화까지 종합 추진법을 공포하였고, 2014년 11월에는 임상
시험 1~2상 후 조기시판 허가를 시행하는 방식으로 줄기세포 치료제 의약품에 대한 의약품 관련
법을 개정하였다. 이러한 법 개정으로 인해 줄기세포를 이용하는 치료를 활성화하였으며 전 세계
의 세포치료 회사가 일본으로 집결하게 되었다.111) 또한 일본 정부는 2015년 재생 의료를 포함하
여 생명과학 기초연구부터 산업화까지 총괄하는 ‘일본 의료 연구개발기구’를 출범하여 줄기세포를
이용한 연구의 컨트롤 타워를 갖추고 있다.

4) 중국
중국 전리법은 제2조 제1항에서 발명창조(发明创造)란, 발명(发明)･실용신안(实用新型) 및 디
자인(外观设计)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전리법 제2조 제2항에서 발명이란, 제품(产品)･방

110)

한지영, “인간배아줄기세포의 특허보호에 관한 유럽의 최신 동향-유럽사법재판소의 Brüstle v. Greenpeace 판결을 중심으로-”,
산업재산권 제44권, 2014, 139면.

111)

김철중, “한국서 막힌 줄기세포, 일본이 가져다 키웠다”, 조선일보,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17/07/20/2017072000213.html>, 최종검색일: 2019.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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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方法) 또는 그 개선을 위하여 제시한 새로운 기술적방안(新的技术方案)을 의미한다고 정의하고
있다. 이는 우리 특허법 제2조 제1호에 상응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발명을 범주화하여 포괄적
으로 규정하고 있는 점은 미국 특허법 제101조와 유사하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전리법 실시
세칙 제26조 및 제109조에는 생명공학의 산물과 관련하여 중국은 인체･동물･식물 또는 미생물
등 유전의 기능단위를 포함하는 재료로 정의되는 유전자원에 의존하여 완성한 발명창조에 대하여
특허를 출원할 경우에는 국무원 특허행정관리부서가 제정하는 소정의 양식에 그에 관한 설명을
작성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두고 있다.
2018년 11월, 중국의 허젠쿠이(賀建奎) 교수가 유전자가위-크리스퍼 기술을 이용하여 에이즈
에 면역력을 갖도록 유전자를 교정한 쌍둥이 아기 루루와 나나를 탄생시켰다고 발표하여 세계를
충격에 빠트린 사건이 있었다. 중국 당국도 그 심각성을 인지하였으며, 중국 전리법 제25조 제3항
에 의해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의료 방법 발명을 불특허 사유로 규정하고, 허젠쿠이 교수에 대한
관련 행위를 금지하였다.

5) 우리나라
(1) 유전체 특허
우리나라는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의 ‘산업상 이용
가능성’이 인정된다 하더라도, 유전체나 줄기세포와 관련한 연구가 특허법 제32조의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해당하는 경우 제29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특허를 받을 수 없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1988년 국제적 추세에 부합하는 생명공학 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제정하였고, 급증
하는 특허출원에 부응하여 유전자 서열 전자출원제도를 도입하였으며, 유전자서열 D/B 및 생명공
학 검색시스템을 구축하였다. 2012년에는 생명공학 분야 심사기준을 생명공학 분야 심사실무가이
드로 정비하여 활용 중이다.112) 또한 특허청은 최근 유전체, 줄기세포 관련 산업상 이용 가능성과
공서양속 위반 관련 심사기준을 정비하고 있으며, 자연계에 존재하는 물질을 넘어선 유용성의 인
정 범위를 완화하는 것을 고려하는 추세이다.113) 우리나라는 생명윤리법상 잔여배아 활용 연구를
허용하는 질환 범위를 확대하고114), 유전자 치료에 관한 연구 제한115) 완화를 검토 중이다.

112)

특허청 홈페이지, 특허/실용신안제도-생명공학과 특허,
<https://www.kipo.go.kr/kpo/HtmlApp?c=8040&catmenu=m11_02_03> (최종검색일: 2019.9.13.)

113)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연구보고서, “바이오 유망 기술 분야 지식재산 확보전략–IP 쟁점 및 개선방향을 중심으로-,” 2018, 6면.

114)

생명윤리법 제29조, 동법시행령 제12조.

115)

생명윤리법 제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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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2 생명공학 분야 심사기준에 따른 특허보호대상
구분

대상

특허여부

비고

물질

유전자(DNA서열)

특허가능

유용성이 밝혀진 경우만 가능

단백질(아미노산서열)

특허가능

단세포 생명체
(virus, bacteria)

특허가능

관련 미생물 기탁의무

동물

특허가능
단, 공서양속에 반하지 않는 것

동물 발명에 대한 심사기준 신설

인간의 신체 부분

특허불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치는 발명은 특허대상에서 배제

수술, 치료 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유전자 치료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진단 방법

사람불가, 동물가능

사람의 치료 진단 방법은 의료행위에 해당하므로
산업상 이용가능성이 없는 것으로 봄
(특허법 제29조 제1항 본문)

방법

자료출처: 특허청 홈페이지.

우리나라는 그동안 기존 약사법과 생명윤리법 등으로 나누어져 있던 규제들을 일원화하여 지
난 8월 27일에 「첨단재생바이오법」을 제정하였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의 특수성을
반영, 허가 및 안전관리 체계를 별도로 마련하여 환자의 의약품 접근성을 완화하려는 것이다. 과
거에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나지 않은 줄기세포를 투여할 수 없어 해외로 치료를 받으러 가야
했지만,116) 이 법의 제정 및 시행으로 우리나라에서도 임상연구로 등록하면 줄기세포를 증식, 배
양하고 시술할 수 있어 유전자, 줄기세포 등 관련 발명이 증가하고, 관련 특허출원이 증가할 것으
로 예측된다. 다만, 첨단바이오의약품 허가･심사 역량 강화, 조건부 허가된 의약품에 대한 안전관
리방안의 마련이 요구된다.117)
또한 바이오의약품(biomedicine)을 둘러싼 사건들을 계기로 바이오의약품 산업 촉진에 특별
법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부각되면서, 바이오 산업과 관련 발명 및 특허에 대한 사회적 관심도 높
아지고 있다. 이에 국가지식재산위원회 산하에 ‘바이오 지식재산(IP) 특별전문위원회’를 출범하여
생명공학 분야의 우수한 지식재산 창출을 위해 관련 제도개선 방향을 검토하게 되었다. 1년간 특
허 대상성과 바이오 혁신, 바이오 IP 등 3개 분과를 구성, 제도개선 방향을 논의하고, 그 결과를
국가지식재산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다.
국내에서는 유전자가위 기술 등을 활용한 연구가 상당히 제한적인데, 유전자치료를 위한 연구를
할 수 있게 보건복지부는 「생명윤리 및 안전에 관한 법률」(이하, “생명윤리법”이라 한다) 개정을 추

116)

김태환, “첨단바이오법 국회 통과…업계 ‘신약개발 기간 4년 단축 길 열려’”, 조선비즈, 2019.8.2.,
<http://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19/08/02/2019080202205.html>, (최종검색일: 2019.9.13.)

117)

서민지, “美 이어 한국도 첨단바이오의약품법 제정..인력･안전관리 절실”, Medipana, 2019.9.11.,
<http://medipana.com/news/news_viewer.asp?NewsNum=245330&MainKind=A&NewsKind=5&vCount=12&vKind=1>,
(최종검색일: 2019.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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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고 있다. 개정안에서는 유전 질환이나 암, 에이즈 등 치명적인 질병에 해당하거나 이런 질병과
상관없이 현재 이용 가능한 치료법이 없거나, 현저하게 우수한 유전자 치료법일 경우에는 연구할 수
있다.118) 그러나 이러한 개정 내용은 ‘치명적인’ 질병 또는 ‘현저하게 우수한’ 치료법의 범위가 어느
정도인지 제시하지 않기 때문에 여전히 줄기세포 연구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2) 규제샌드박스
‘한국형 규제샌드박스’가 시행된 지 1년이 되지 않았지만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성과를 도출하
였다. 우리나라는 지역혁신, 금융, 산업융합, ICT 등 산업전반을 포괄하는 4대 분야에서 규제샌드
박스를 적용하고 있어서 영국, 호주,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적용 분야가 넓은 것이 특징이다.
그러나 규제샌드박스에 대한 문제점과 우려도 함께 나타나고 있다. 특히 ICT 규제샌드박스와 ‘국
민의 안전’과 관련하여 법률적 측면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
현재 규제샌드박스는 ‘규제혁신 5법’에 터 잡아 ‘신속처리’, ‘임시허가’, ‘실증규제특례’, ‘일괄
처리’ 등 규제혁신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 「정보통신진흥 및 융합 활성화 등에 관한 특별법」 (과학기술정보통신부, ’19.1.17. 시행)119)
∙ 「산업융합 촉진법」 (산업통상자원부, ’19.1.17. 시행)
∙ 「금융혁신지원 특별법」 (금융위원회, ’19.4.1. 시행)
∙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중소벤처기업부, ’19.4.17. 시행)
∙ 「행정규제기본법」 (국무조정실, ’19.7.17. 시행)
그림 16 규제 샌드박스 3종 제도 신청 요건 및 절차

자료출처: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보도자료

118)

신현정, “유전자가위 이용 유전자 치료 길 열리나…생명윤리법 개정 추진”, 메디컬투데이, 2019.8.23.,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63043>, 최종검색일: 2019.9.13.

119)

정보통신융합법은 신속처리(제36조), 일괄처리(제36조의2), 임시허가(제37조), 실증규제특례(제38조의2) 등을 시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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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융합법상 국민의 안전을 규정하고 있는 제도는 ‘실증규제특례’와 ‘임시허가’ 제도이다.
동법 제37조 1항에서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해당 기술･
서비스의 시장출시 등 사업화를 위하여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게 임시로 허가를 신청할 수 있
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제도는 안전성 확보를 전제로 신기술 및 신제품의 신속한 시장출시를 가
능하게 함으로써 관련 산업을 진흥하는 것이 목적이다.
동조 제3항에서 임시허가를 함에 있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신규 정보통신융합 기술･
서비스의 안정성 확보 및 이용자 보호 등을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한, 임시허가를 받은 사업자는 해당 기술･서비스로 인하여 이용자에게 인적･물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때에는 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제8항). 다만,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고의 또는 과실이 없음을
증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한편, 임시허가를 받은 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하기 위하
여 책임보험 등에 가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다(제37조 제9항).120)
생각건대, 제3항에서 과기부장관이 임시허가를 내주면서 붙인 안정성 확보 조건은 임시허가
받은 사업자의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이 되는 듯하다. 즉 사업자는 임시허를 신청할 때 해당
기술 및 서비스의 안전성 검증 자료 및 이용자 보호방안을 제출하도록 하고 있으며(시행령 제40
조), 장관은 이러한 자료를 검토한 후 허가 시 일정한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신기술
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어떤 문제가 발생될지에 대한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고, 이로 인해 국민안
전과 관련해서 어떤 조건을 붙여야 할지 모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사업자가 과기부장관이 제시한 국민안전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였음에도 이용자
에게 피해가 발생하였다면 과연 사업자에게 과실을 물을 수 있을지가 문제된다. 물론 사업자가 장
관이 붙인 조건을 모두 이행하였다고 해서 과실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는 않겠지만 행정기관의 허
가에 붙은 조건은 과실 판단에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다. 또한,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이행을
위한 책임보험에 있어서 피해자 배상금 산정에 있어서도 사업자의 과실과 이용자의 주의의무 정
도를 따지게 될 것이므로 이러한 사항이 반영될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장관이 조건을 붙임에
있어서 신중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서 해당 임시허가 사항에 대한 전문성을 확보할 것이 요
구되고, 또한 해당 조건은 구체적인 모습을 띠어야 비로소 국민의 안전을 보장하고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신기술에 대해 국민의 안전을 고려하여 조건을 부과할 경우
에는 최초 1회의 조건으로는 부족하고 해당 기술과 서비스를 정기적으로 모니터링하여 부여된 조

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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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령 제42조 제3항 임시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37조 제9항에 따라 가입해야 하는 책임보험 등의 보험금액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지급보험금액은 제1호 단서를 제외하고는 실손해액을 초과할 수 없다.
1. 사망한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 원. 다만, 실손해액이 2천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2천만 원으로 한다.
2. 부상당한 경우에는 1인당 3천만 원
3. 부상에 대한 치료를 마친 후 더 이상의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그 증상이 고정된 상태에서 그 부상이 원인이 되어 신체의 장애
(이하 “후유장애”라 한다)가 생긴 경우에는 1인당 1억 5천만 원
4. 재물이 멸실되거나 훼손된 경우에는 사고당 10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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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을 현실에 맞게 추가 수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타당하며 실질적으로 국민의 안전을
담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동법 제38조의2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규정하고 있다. 즉 신규 정보통신융합 등 기
술･서비스를 활용하여 사업을 하려는 자는 일정한 사유로 사업 시행이 어려운 경우 해당 기술･서
비스에 대한 제한적 시험･기술적 검증을 하기 위하여 과기부장관에게 관련 규제의 전부 또는 일부
를 적용하지 않는 실증을 위한 규제특례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제1항). 그리고 동조 제6
항에서 실증규제특례 심의위원회는 ‘국민의 생명･안전의 저해 여부 개인정보의 안전한 보호･처리
(3호)’를 고려하여 그 타당성을 심의하도록 하고 있고, 과기부장관은 특례에 이와 관련된 조건을
붙일 수 있다(3항). 또한, 특례를 받은 사업자는 이용자의 생명･건강･안전･환경･개인정보의 안전
한 보호 및 처리 등의 요청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하며(제38조의3 제2항), 만일 특례 조
건을 충족하지 못할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제38조의4 제1항).
참여연대는 보건의료 분야가 규제샌드박스의 대상이 되는 것을 반대하고 있다.121) 문제가 된
사안으로서 최근 질환에 대한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DTC)122) 상업화, 손목형 심박계 등에 대
해 규제샌드박스를 적용한 것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침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특히 국가생명윤
리심의위원회는 유전자 검사 상용화의 위험성과 낮은 효용성을 문제 삼아 범위 확대를 중단하라
고 요구한 바 있고, 또한 손목형 심전도 기기는 안전성과 정확성 등에 관한 新의료기술평가를 받
지 않았지만 규제샌드박스로 허가해 줌으로써 향후 오진의 위험성이 존재한다는 주장이다.
반대로, 위 사건과 관련된 기업인 마크로젠은 인천 송도 주민을 상대로 대장암 등 질환을 대상
으로 한 DTC 서비스 실증특례 사업에 대한 허가를 받았고, 휴이노는 고려대안암병원과 함께 손
목시계형 심전도 장치를 활용해 심장 질환자 2,000명을 원격으로 관리하는 서비스를 하게 되었
다.123) 위 시민단체의 우려와는 별개로 헬스케어업계에서는 규제샌드박스 선정을 포기하는 사례
가 잇따르고 있다. 즉, 규제샌드박스는 2년간 한시적으로 시범사업을 허가해 주는 제도이므로 근
본적인 법규제가 해소되지 않고는 연속적인 사업을 꾸려가기 힘들어서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이는 규제샌드박스의 한계점이라고 할 수 있다.

121)

참여연대, [기자회견] 생명정보, 안전 팔아 의료민영화 추진하는 ‘규제샌드박스’ 규탄, 2019.2.20.
<http://www.peoplepower21.org/Welfare/1613174>

122)

DTC는 의료기관을 통하지 않고 유전적으로 특정 질환 발병 가능성이 어느 정도인지 가늠해 보는 서비스다.

123)

[단독] “원격의료･빅데이터 꽁꽁 묶어놓고…규제샌드박스는 희망고문”, 한경헬스, 2019.3.17.
<https://www.hankyung.com/it/article/2019031736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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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3 헬스케어 분야 주요 규제
신의료기술평가
원격의료
원격모니터링
원격조제
의료 빅데이터
의료기기 수가 산정
소비자 의뢰 유전자 검사

식약처 허가 후 안전성 및 유효성을 한국보건의료연구원이 재심사(이중규제방식)
의료인과 환자 간 원격 진료 금지
스마트폰 등을 활용한 환자 상태 실시간 모니터링 금지
온라인을 통한 처방약 조제 및 택배 서비스 금지
보건의료 빅데이터 활용 범위를 공익 목적의 연구 등으로 제한
의료기기업체 수익이 나지 않는 수준의 가격 책정
탈모 등 웰니스 관련 12개 항목만 허용, 중대 질환은 금지

자료출처: KPMG(https://home.kpmg/kr/ko) 자료 재구성.

ICT 규제샌드박스는 신산업 진흥과 국민의 안전이라는 이익을 균형있게 다루는 것이 가장 중
요한데, 특히 의료 분야는 국민들이 매우 민감하고 관심을 두는 분야이므로 정보통신융합법에 규
정된 국민의 안전과 개인정보 문제를 엄격하고 신중하게 접근하는 절차와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심의기준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이렇게 선정된 과제가 궁극적으로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
할 수 있도록 관련 법령 개정이 순차적이고 시간 내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ICT
융합 분야의 규제시스템은 규제샌드박스와 함께 ‘네거티브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124) 이
렇게 함으로써 그간 규제방식의 문제인 사전 규제로 인한 신기술의 진입 장벽을 없애고 또한 허가
후에 사후관리 소홀의 문제도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3) 바이오 3D 프린팅 기술
1980년대부터 시작된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 분야에서는 손상된 신체 조직이나 장기
를 재생하는 기술 개발이 진행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3D 프린터로 인공장기를 만드는 기술도 다
양하게 시도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이란 삼차원 형상을 구현하기 위한 전자적 정보를 자동화
된 출력장치를 통하여 입체화하는 활동125)을 의미하는데, 인공장기를 만들기 위해서 세포나 단백
질 같은 생체 재료를 잉크화하여 사용하면 인체 적합도가 높아질 수 있다. 이러한 아이디어를 통
해 인공 귀나 코, 연골 등을 만들고 있으며, 최근에는 인공관절 수술126), 유방암 수술127) 등에 접
목하는 등 점차로 바이오 분야의 3D 프린팅 기술 시장이 확대되고 있다. 3D 프린팅 기술을 이용

124)

“안되는 것 빼곤 모두 되게하라”…정부, 네거티브 규제 본격화, 매일경제, 2019.4.18.
<https://www.mk.co.kr/news/economy/view/2019/04/241896/>

125)

삼차원프린팅산업 진흥법 제2조 제1호.

126)

이권진, “[칼럼] 인공관절수술의 진화, 고령 관절염 환자 위한 ‘3D 맞춤형’ 수술”, 2019.07.22.,
<http://news.kbiz.or.kr/news/articleView.html?idxno=51718> (최종검색일: 2019.10.28.)

127)

이창진, “서울아산, 3D 프린터 활용한 유방보존술 임상 적용”, 메디컬타임스, 2019.10.28.,
<http://www.medicaltimes.com/Users/News/NewsView.html?ID=1129840> (최종검색일: 2019.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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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임상실험을 하게 되면 동물실험을 대체할 수 있고 실제 사람을 대상으로 임상실험을 하였을
때와 훨씬 더 가까운 결과값을 얻을 수 있다.128) 따라서 오랜 시간 걸렸던 동물실험에 비해 3D
프린팅 기술을 활용한 임상실험의 효율성 및 기간단축의 효과가 높다고 볼 수 있다.

2. 유전체･줄기세포 관련 윤리적 이슈
최근 유전자 및 줄기세포 관련 생명윤리법이 완화되면서 관련 연구가 확대될 전망이다. 이에
따라 유전자편집 기술의 윤리적 접근 문제에 대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가. 발명의 성립성 여부
특허제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
다.129) 특허법상 ‘발명’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으로서 고도한 것’130)을 말하며,
반면에 ‘발견(發見)’은 자연법칙 자체를 새롭게 인식하는 것일 뿐이다. 발견과 발명은 서로 다른 개
념이지만, 생명공학 관련한 발명에서는 이 두 개념 간의 경계를 확립하는 것이 쉽지 않은 문제이다.
유전체, DNA, 세포 등 유전자의 규명 혹은 분리에 관한 발명의 경우, 이미 자연에 존재하는
행위이므로 ‘발명’이 아니라 ‘발견’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유전자의 경우 DNA
내의 30억 염기 서열이 자연 상태 그대로 존재하고 있고,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자연 상태 그대로인 것이다. 따라서 특허의 대상인 발명이라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인간의
유전자는 인류 보편의 공통적 유산으로서 일반인들이 자유롭게 접근하고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인간에 대한 결정적인 정보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유전자 관련 발명에 특허를 허여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보는 것이다.131)

나. 윤리적 문제로 인한 특허적격성의 문제
생명공학 기술로 인해 인체유래물도 특허대상이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윤리적 문제
가 제기되고 있다. 즉 살아있는 인체의 구성물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경우 인체가 소유물로서

128)

신찬옥, “3D 바이오프린팅의 진화…세포까지 ‘출력’ 한다”, 2018.07.01., <https://mk.co.kr/news/it/view/2018/07/413600/>
(최종검색일: 2019.10.28.)

129)

특허법 제1조.

130)

특허법 제2조 제1호.

131)

유지홍,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 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비교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8, 2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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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품으로 전락할 수 있어 인간 존엄성이 파괴될 우려가 있다. 만약 인간 배아를 연구 대상으로 한
발명과 특허를 공서양속에 반하는 것으로 해석하게 된다면 특허 보호의 대상에서 제외하게 된다.
특히 최근에 가장 주목을 받는 생명공학 기술인 ‘크리스퍼’는 인간의 유전자를 정밀하게 편집하는
기술로서 인간의 존엄성을 해할 우려가 있어 특허법 제32조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지 문제가 된
다. 공공의 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에 어긋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있는 발명에 대해서
는 제32조에 의해 특허를 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크리스퍼 기술은 수단일 뿐이며,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결과를
필연적으로 수반하지는 않기 때문에 이 기술 자체의 윤리성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이러
한 기술을 악용한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불치병을 치유할 기회를
박탈하게 되고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 가능성을 저해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이 기술을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서는 안 되며, 산업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다. 개인정보 보호문제
미국은 2015년부터 100만 명 규모의 유전체 정보를 수집하여 빅데이터를 구축하는 사업을 진
행한 바 있다. 국가적 사업 외에도 민간 기업과 의료기관들이 개인의 DNA를 기증받아 연구에 활
용하고, 질병치료에 관련된 핵심 기술을 밝혀낸 후 특허로 출원 및 등록 후 생명공학 산업에 활용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한국인체자원 종합관리 사업(Korea Biobank Project)132)을 통해 한국인
들의 고유한 질병과 DNA 간의 상관관계를 밝혀내고, 질병을 치료하는 연구를 진행 중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은 높다. 유전자에
나타난 유전정보는 본인의 생명, 질병의 발병 시기와 확률 등 유전적 특징과 더불어 성격적 특성
등 모든 정보가 담겨 있으므로 그 자체로 본질적 정보라고 할 것이다. 이렇게 개개인의 내밀하고
본질적 정보가 담긴 유전자 특허를 허용하여 산업적으로 활용하게 될 경우, 여러 가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DNA를 이용한 발명은 개인의 특정 유전정보가 드러날 수 있다는 위험성
을 내포하고 있어 법적인 보호가 필요하다.
DNA에는 개인의 본질적 정보가 담겨 있어 이를 악용할 경우 사회 문제로 발생할 가능성도 있
다. 예를 들어 의료보험사가 유전정보를 이용하여 피보험자를 선별하게 된다면 피보험자를 부당하
게 차별할 수도 있고, 영화 <가타카>133)가 묘사하는 사회처럼 DNA를 통해 개인을 식별하고 우성

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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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체자원 종합관리 사업(Korea Biobank Project)이란 보건복지가족부(현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가 2008년 함께 추진한 사
업으로, 의료기관 등에서 부분적으로 수집･관리하는 인체자원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연구 및 이용을 활성화함으로써, 질병에 대한 새
로운 패러다임의 접근인 예측･맞춤의료, 혁신적 신약개발 등을 지원하였다. 출처: 보건복지부 2008.4.28. 보도자료 참고.
※ 인체자원: 혈액(혈청), 조직, 세포, DNA 및 병원성미생물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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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를 가진 자만을 고급인력으로 채용하는 등 여러 사회적 차별로 인하여 새로운 사회 갈등을 유
발할 수 있다.134)

라. 소유권 또는 인격권의 인정 여부
소유권(ownership, 所有權)이란 물건을 전면적이고 일반적으로 지배하는 권리로서, 사용, 수
익, 처분을 할 수 있으며 그 객체는 물건에 한한다. 반면 인격권(personal rights,人格權)이란 권
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
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이다. 인격권의 성질상 권리자 자신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므
로 양도･처분할 수 없으며 시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인간의 인체(body)는 인격적 이익이 인정되며, 민법 제751조에서 명시하고 있는 것처럼 인격
권135)의 객체이다. 그런데 유전체 또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는지에 따라 인체유
래물의 물건성을 인정하여 소유권을 인정할 것인지, 아니면 물건성을 전면 부인하여 소유권 등을
배제하고 인격권만을 인정할 것인지가 쟁점이다. 또한 인간 유전체에 대한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게 된다면 자신의 유전체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인격권이 제한되는 문제
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한다.

3. 유전체 및 줄기세포 발명 문제의 해결방안
가. 발명의 성립성 인정
유전자 특허는 유전자 특허 대상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1980년대 이후 세계적으로 특허의 대
상으로 인정되어왔다. 2000년 이후 인간 유전자 염기 서열이 밝혀짐으로써 각종 질병치료에 대한
혁신적 접근이 가능해졌고, 새로운 패러다임에 따라 질병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할 수 있
게 되었다.
유전체를 활용한 발명을 보호할지 여부는 특허제도의 목적을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133)

영화 <가타카>(Gattaca, 1997)는 인간의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인공수정을 할 수 있는 사회에서, 우수한 유전자조합을 가진
자들 및 자연적인 인공수정을 통해 열성인자를 가진 ‘부적격자’들을 다루고 있다. 일류의 우주 항공회사 ‘가타카’에서는 피 한 방울이나
머리카락, 침 등의 DNA 유전정보를 활용하여 개인을 식별하고, 우성인자를 가진 자들을 우주비행사로 고용한다.

134)

이연훈, “게놈프로젝트 완성되면 생명보험은 더 이상 필요없다?”, 한국보험신문, 2019.9.2.,
<http://www.insnews.co.kr/design_php/news_view.php?num=59148&firstsec=1&secondsec=11>
(최종검색일: 2019.9.13.)

135)

인격권(personal rights,人格權)이란 권리의 주체와 분리할 수 없는 인격적 이익을 내용으로 하는 권리로, 생명･신체･자유･정조･성명
등을 목적으로 하는 사권(私權)이다. 인격권의 성질상 권리자 자신에게서 분리될 수 없는 일신전속권이므로 양도･처분할 수 없으며 시
효의 대상도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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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은 발명자의 노력의 결과를 공개하는 대가로 특허권을 부여하여 발명을 장려하고 국가 산
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136)이므로, 이에 해당하는 발명은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는 것이
일응 타당하다. 또한, 이미 기존에 존재하였던 유전자의 기능을 알아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활용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제도의 취지를 고려하여 발명의 성립성을 인정하여 고도한 기술적 사상의
창작을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현재 우리나라는 줄기세포 연구 및 유전자가위 기술의 개발 등
생명공학 기술이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으므로 이러한 흐름 속에서 생명공학 기술 및 관련 발
명에 대해 주도권을 가지고 원천 기술을 획득하기 위해 지식재산권을 확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발
명의 성립성을 인정해야 한다.

나. 특허적격성의 제한적 인정
생명공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 인체 유래물이 특허대상이 되면서 인간의 존엄성과 관련한 윤
리적 문제가 지속적으로 대두하고 있다. 즉, 살아있는 인체의 구성물질에 대해 특허를 부여할 경
우 인체가 물건과 같은 소유물로 취급되는 등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크리스퍼 기술은 인간의 존엄과 관련하여 하나의 수단이고 가치 중립적인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인간의 존엄을 해하는 결과를 낳지는 않는다. 따라서 이 기술 자체로 윤리성
을 판단할 수는 없을 것이다. 또한, 인간 배아를 연구 재료로 한 모든 기술 연구 결과물을 특허로
보호할 수 없어 건전한 산업 육성 관점에서 특허 보호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으며137), 이러한 생명
공학 기술을 악용한 결과에 대한 우려 때문에 기술 발전을 가로막는다면, 불치병을 극복하여 불치
병 환자들을 치유할 기회를 박탈하고 세계적으로 앞서나가고 있는 우리나라의 생명공학 산업 기
술 발전의 가능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
특정한 유전자를 인위적으로 발현시키는 만능줄기세포인 유도만능 줄기세포(iPS)는 수정란이
나 배아에서 체세포를 체취하지 않아 윤리적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편이며, 일본과 미
국의 경우 유도만능 줄기세포 연구를 통해 질환 유발을 확인하거나 치료법을 개발하는 등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따라서 윤리적 문제 발생의 가능성만으로 이러한 기술을 특허법상 불특허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서는 아니될 것이다. 산업발전 및 국가발전에 이바지하는 특허법의 목적을
고려하여 특허성을 인정하되, 바이오 산업의 발전과 인간 존엄의 가치 보호 간의 정치한 균형을
유지하는 차원에서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예를 들면, 연구 목적에 한해 특허적격성을 인정하는 것
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136)

손승우, 「지식재산권법의 이해(제3판)」, 동방문화사, 2019, 210면.

137)

김형건･류화신, “인간 배아줄기세포 연구 기반 조성을 위한 법제 연구”, 한국법제연구원 연구보고서, 2014,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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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전체의 개인정보 보호
수집된 유전체 정보는 질병 치료를 위한 국가사업이나 민간 기업과 의료기관 협업에 활용하고,
또한 이를 특허로 출원･등록하여 생명공학 기술에 활용하기도 한다. 개인의 유전체 정보를 활용한
연구는 질병에 대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예측이 가능하고, 개인별 맞춤 의료가 가능하며 신약 개
발에도 활용할 수 있어서 매우 유용하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적 유용성에도 불구하고
인격권에 대한 침해의 위험성은 존재한다. 특히 유전체에는 권리주체에 대한 생명과 유전정보 일
체를 내포하고 있는 내밀하고 본질적인 정보가 담겨 있기 때문에 생명공학 산업에서도 철저한 보
안이 필요하다. 위험 관리(risk management)138)를 위해 적극적인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보
안 사고가 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만약 국가적인 사업 또는 의료 기관에서 유전체를 기증받는 등 관련 개인정보를 수집하고 이를
기술로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 해당 연구의 목적 및 활용 정도, 기간 등을 명시하여 본인에게 정
보 제공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다. 또한, 이러한 정보가 타 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한다. 또한, 수집 기간이 만료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한다. 해당 정보가 유출
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도 필요하다. 이러한 개인정보
의 보호방안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에 기초한 자원 관리가 가능하며, 유전체의 기증자의 자기결정
권 또한 보호할 수 있을 것이다.

라. 인격권으로서의 보호
유전체 또는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유전체에 대해 어떤 권리를 인정
할지가 정해질 것이다. 인간의 유전체는 개인에 대한 본질적인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비록
분리된 인체유래물이라 하더라도 그 DNA에는 특정인의 모든 유전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체세포
핵치환 기술을 통해 복제 생명이 탄생할 수 있고, iPS를 통해 모든 종류의 세포나 조직으로 분화
되어 신체에 재주입될 수도 있다.139) 생각건대, ‘인체’와 ‘분리된 인체유래물’은 동일한 것이 아니
지만 그 본질적 특수성에 있어서 인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인체와 같은 인격권을 인정
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이다. 따라서 유전체 또는 인체유래물을 ‘물건’으로 보기보다는 ‘인격권’을
부여하여 보호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한편, 인간 유전체에 대한 이익을 특허권자에게 독점적으로 보장해주게 된다면 자신의 유전체

138)

위험 관리(risk management)란 기업이 처한 위험 속에서 조직을 관리･통제하기 위한 활동의 집합으로 정의되며, 위험관리는 자산,
위협, 취약점, 정보보호대책의 구성요소로 이루어진다. 사단법인 한국산업보안연구학회, 「산업보안학」, 박영사, 2019, 102면.

139)

유지홍, “인간 유전자(DNA)의 법적지위와 개발 기술의 합리적 보호방안 - 유전자의 인격성에 근거한 새로운 체계의 제안”, 비교법연구
제18권 제1호, 2018, 21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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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접근이 제한되면서 인격권이 제한되는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개인정보의 보호방안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 및 인격권에 기초한 자원 관리를 하고, 유
전체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해야 할 것이다.

마. 지식재산 보호 및 창출 지원의 필요성
세계적으로 인체유래물 등을 활용한 사업은 미래 바이오 산업의 소재로서 신성장 동력으로 부
각되고 있으며, 미국･일본･영국 등은 국가 주도로 인체유래 생물자원 확보 및 활용을 통해 실용화
하는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 분야에서 원천 기술을 확보하고 있는 바이오 산업에 대해 특허출원 및 확보 강
화를 위한 국가지원 정책이 긴요하다. 이 점에서 정부는 원천 특허, 표준 특허 등 질 높은 지식재
산 창출을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 중점방향’으로 정하였다. 글로벌 바이오 시장에서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식재산 진출 확대와 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생명공학 발명 및 특허에 국가적
차원의 지원이 강화되어야 한다.

4. 시사점
유전체, 줄기세포를 활용한 발명과 관련한 다양한 윤리적 이슈를 살펴보고 해결안을 제시해보
았다. 이와 같은 바이오 기술 역시 실용적인 결과를 얻는 인간의 활동영역임은 분명하다. 특허제
도의 목적은 발명을 보호하고 장려함으로써 국가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므로 유전체
를 활용한 발명에 대해 특허법상 발명성을 인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아직 발생하지 않은
윤리적 문제의 가능성만으로 이를 불특허사유로 취급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다만, 그 인정범위와
관련하여 공중의 위생을 해칠 우려가 없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연구 목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
으로 보인다. 유전체에는 권리주체에 대한 생명과 유전정보 일체를 내포하고 있는 내밀하고 본질
적인 정보가 담겨 있다.
발명과 생명공학 산업 발전이라는 축 외에도 개인의 내밀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법적 보호가
필요할 것이며, 정보보호 대책을 마련하여 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하여야 할
것이다. 연구의 목적 및 활용 정도, 기간 등을 명시하여 본인에게 정보 제공의 동의를 받아야 할
것이며, 이러한 정보가 타 기관에 유출되지 않도록 정보보안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수
집의 목적이 달성된 경우 지체없이 파기하여야 하며, 만약 유출되는 경우에 대비하여 특정 개인을
식별할 수 없도록 비식별화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보안을 통해 인간의 존
엄성에 기초한 유전체 자원을 관리하고, 유전체의 기증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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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

바이오 산업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기타 이슈 검토

한편, 유전체 등 인체유래물의 법적 지위는 물건으로 보는 소유권은 적합하지 않으며, 인체에
준하는 법적 지위를 인정하고 인체와 같은 인격권으로 인정하여 보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
고 이러한 유전체 및 줄기세포 관련 발명을 생명공학에 있어 원천 기술로서 특허를 획득하는 전략
이 필요하다. 미국이나 일본 등은 윤리적인 논란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로운 유도만능 줄기세포
(iPS)를 활용하여 치료 효과를 확인하고 불치병 치료법을 개발하고 있는 만큼, 우리나라도 이러한
줄기세포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불치병 개발 및 특허 획득에 총력을 다하여야 할 것이다. 질 높은
지식재산 창출을 ‘2018년도 정부 지식재산 재원배분 중점방향’으로 정하고 있는 만큼, 국가적인
지원 정책들을 통해 수준 높은 지식재산을 창출하고 연구의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바이오 산업을
우리나라의 핵심 성장 산업으로 견인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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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

글로벌경제가 저성장기조를 수년간 이어가고 있는 현 시점에 각 국가는 경제성장을 이끌 수 있
는 성장동력을 찾기 위해 노력 중이다. 우리나라도 2019년 현재 2%대의 경제 성장마저 낙관하지
못하고 있는 경제상황에서 미중무역분쟁의 격화와 일본과의 적대적 관계 증가 등 경제적 발전을
저해하는 부정적인 환경들이 드리워져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정부나 대기업군에서도 미래지속적
인 성장을 이끌 수 있는 동력원을 찾고 있으며 그 동력 중에 하나가 바이오 산업이다. 혹자들은
현재 4차 산업혁명을 넘어 5차 산업혁명이 도래한다면 이를 이끌 수 있는 주요 기술 분야 중에
하나가 바이오테크놀로지 분야라고 말하고 있다. 이런 바이오 산업의 패권을 잡기위해 미국, 중국
등은 경쟁 중이며, 특히 미래부가가치 창출을 견인할 것으로 예견되는 핵심 기술 중에 하나인 제3
세대 유전자가위 기술 크리스퍼에 대한 특허권 확보를 위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지고 있다. 다행히
우리나라는 크리스퍼에 대한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3대 연구진영 중 하나를 보유하고 있다. 그
러나 현재 특허영향력이 가장 강한 미국에서의 특허등록이 녹록지 않고 있다. 특히, 크리스퍼 원
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유일한 미국과 우리나라 두 국가의 3대 연구진영 중에 현재 우리나라의 원
천 기술 보유 기업인 ㈜툴젠만이 미국 특허등록을 승인받지 못한 상태이다. 이에 현 상황에 대해
인지하지 못하고 있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고취시키고 정책 입안자들이나 관련 기술에 종사하시는
분들에게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는 동기가 되었다.
본 보고서는 유전자가위 기술이란 무엇이며 그중에서도 제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에 대한 특허
동향을 분석하고 법학적 고찰을 통해 우리나라 관련 연구자 및 정책 입안자들에게 전략적 접근을
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보고서의 구성을 보면 제1장은 바이오 산업의 현재 현황
과 바이오 산업 분야에서 진행되는 기술 혁신에 대해 소개하였다.
제2장은 유전자가위 기술이 발전되어 온 상황을 설명하며 제1세대 기술인 징크핑거, 제2세대
기술인 탈렌, 제3세대 기술인 크리스퍼까지의 역사에 대해 설명하였다. 1세대 및 2세대 기술에 비
해서 유전자 설계 기술이 훨씬 용이하고 그 적용 가격이 훨씬 저렴한 제3세대 기술의 발견으로 유
전자가위 기술의 상용화가 폭증하였고 대중의 관심도도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높아짐에 따라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패권을 잡기 위한 각국의 투자와 노력이 높
아지고 있으며, 특히 세계 3대 연구진영 간의 특허분쟁이 날로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2장
에서는 크리스퍼 특허분쟁과 관련된 동향을 분석하고 소개하였다.
제3장은 크리스퍼 특허 기술의 출원 및 등록 현황에 대해서 분석하였다. 특히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3대 연구진영인 UC버클리의 다우드나 교수 연구팀, MIT의 펭 장 교수가 이끄는 브로드연구소,
김진수 교수가 기술고문으로 참여하고 있는 ㈜툴젠에 대해서 각각 출원번호별로 추적하여 등록까지의
현황을 분석하였다. 현재 UC버클리와 브로드연구소는 미국특허청에서의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승인받은 상태이나, ㈜툴젠은 아직도 원천 기술에 대한 특허심사가 진행 중이다. 이에 ㈜툴젠은 미국특허
청에서는 원천 기술 외에 크리스퍼 관련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은 것이 있고 더 많은 관련 기술들을
출원등록시킬 계획이고, 미국 외의 국가에서는 주요 지식재산에 대한 영향력이 있는 국가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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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리스퍼 원천 기술에 대한 등록을 받아내었고, 또 받아내기 위해 노력 중이다. 대표적인 경우가
유럽특허청에서의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특허등록을 받아낸 것이다. 크리스퍼 기술에 대한 특허출원
및 등록 동향분석과 함께 크리스퍼 특허에 대한 법학적 고찰을 소개하였다. 여기에는 각 연구진영별
특허에 대한 분석을 하고 특허명세서의 청구항들에 대한 비교분석도 시도하였다. 이와 함께 미국특허청이
특허등록을 위해 강조하는 신규성과 진보성에 대해서도 특허명세서의 분석을 통해 찾아보았다. 법적인
쟁점은 크게 ‘특허와 관련된 문제’와 ‘생명공학 윤리와 관련된 문제’로 나누어 고찰하였다.
제4장은 바이오 산업의 이슈 중 유전자가위 기술과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되는 기타이슈들에
대해서 검토하였다. 제1절은 바이오 산업에서 신지식･IP보호와 관련된 여러 쟁점들에 대해 소개
하고 검토하였다. ‘유전자가위 기술 관련 특허 확보방안’, ‘생물자원 정보’, ‘의약품 특허 존속기간
연장등록 제도’, ‘바이오 IP 분야 진보성 판단 기준 정립’, ‘바이오 분야 빅데이터 활용 활성화’ 등
이 그것이다. 제2절은 유전체･줄기세포 특허 이슈에 대한 내용으로서 유전자가위 기술의 적용에
서도 논란이 되고 있는 생명윤리와 관련되어 분석하였다.
향후 연구에 대해서 논의해 보자면 유전자가위 기술 이외에 바이오 산업에 있어서 부가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기술 분야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하겠다. 이러한 기술별 분석을 통해 상
호 발전요인 분석, 비발전요인 분석 등을 추진하고 정책적 공통점 및 상이점을 찾아 약화된 기술
분야에 대한 정책적 지원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지속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윤리적 문제
에 있어서 세계 여러 국가들과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규제 범위에 대한 합의를 이루어 나가기 위해
이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 하겠다. 해외에서의 사례나 정책적으로 어떠한 범위에서 연구를 허여
하고 발명의 경우 어떠한 범위까지 인정하고 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향후 국제협의체제에
서 규제범위 협의에 있어서 기초자료로서 준비해 나가야 할 것이다.
유전자가위 기술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특허등록을 받기가 쉽지 않은 상황에서 미국 출원을 준비하는
관련자들은 미국특허청에서 요구하는 신규성과 비자명성에 대해 충분히 증명할 수 있게 준비하고 거절
사유가 발생될 경우 반박 및 보충･답변 자료를 지속적으로 제출하여 특허등록에 대한 정당성을 밝혀주어
야 한다. 앞서 최초 크리스퍼 특허를 등록받은 브로드연구소도 심사 중 거절사유에 대해 지속적으로
보충설명을 개진하여 승인을 받았고, 최초 크리스퍼 특허를 출원한 다우드나 교수팀도 긴 시간동안
수많은 거절을 받았으나, 결국 2019년 4월 23일 승인을 받았다.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벤치마킹하여
특허거절에 대해 신규성과 진보성을 강조할 수 있는 지속적인 답변을 해 나가야 할 것이다. 만약, 미국
특허 심사기간이 장기화된다면, 미국 외에도 특허에 대한 영향력이 높은 유럽을 중심으로 주요 국가들에
대해 선제적으로 출원하여 미국 외 국가들에서의 특허독점권을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관련 전문가들이 관심을 가지지 않고 정책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하지 못한
다면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몰락한 MP3 기술과 같은 역사가 되풀이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他山之石으로 삼아 크리스퍼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가 유전자편집 분야의 선도국
가로서 발전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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