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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Myung-kyun & Kim, Dong-giun. “Designer Baby from a Bioethical Perspective.” Studies in 

English Language & Literature 45.2 (2019): 1-18. This article is to study that biotechnologists may create 

designer babies with the development of biotechnology in the future and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creation of life and bioethics. The term ‘designer baby’ first appeared in 2004. The term was not defined 

on a scientific basis, but was coined by a journalist. A designer baby is a human embryo which has been 

genetically modified, usually following guidelines set by the parent or scientist, to produce desirable traits. 

This technology of genetic editing is the subject of ethical debate, bringing up the concept of genetically 

modified ‘superbabies’ to interbreed with and eventually replace modern humans. No matter how well 

scientists conduct their research with good intentions, they should stop it themselves if their work can lead 

to destruction of the natural order. Man wants to live a long life without a disease. But manmade 

technology should not break the order of society. In order to concentrate on research on biotechnology that 

can cure incurable diseases and serious diseases without violating bioethics, laws, institutions and ethical 

frameworks should be created to make an environment for stable research. (Chosun University · Silla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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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들어가며

과학이 더욱더 진보되고 발전되어가는 21세기는 과장된 부분은 다소 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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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윤리적인 측면을 옹호하는 종교계와 과학의 발전을 최우선시하는 과학계의 

관계가 거의 전쟁을 방불케 하는 상황으로 전개되어간다고 하여도 심한 표현은 

아니다. 특히, 인간의 생명에 관한 생명공학의 발전과 인간 존중의 가치를 중요

시하는 생명윤리적 관점의 인간 존중의 가치에 대한 논쟁은 더욱더 치열해지고 

있다. 앤드류 러스티그(Andrew Lustig)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최근의 종교적 참

여의 두 가지 특징을 주목할 만한 것이라고 하였다. 첫 번째는 과학과 종교는 전

쟁(warfare)으로 불릴 정도는 아니다라는 것과 둘째는 논의하고 있는 문제들이 

그리 단순하지는 않다라는 것이다(8-9). 앤드류 러스티그의 이러한 주장에도 불

구하고 과학과 종교는 인류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생명공학의 발전과 생명윤

리적인 관점에서 인류의 창조와 가치에 대한 평가가 치열한 공방전을 펼치고 있

다. 특히, 불치병을 치유하고, 새로운 질병에 대처하고, 미래의 세계에서는 질병 

없이 평화롭게 살기위한 생명공학의 발전을 지지하는 과학계의 지지자들과 인간

의 가치가 더욱더 중요시하다는 생명윤리학자들의 주장은 갈수록 대립하는 강도

가 거세어지고 있다.

이러한 논쟁을 더욱더 첨예화하게 만들어 버린 것은 우월한 유전인자를 가진 

아이는 낳고 번식시켜야 하지만 열악한 유전인자를 가진 인구의 증가는 억제하

는 것이 좋다고 생각하는 우생학적 측면의 한 부분인 원하는 대로 유전자를 수정

해 탄생시키는 ‘디자이너 베이비’(Designer Babies, 맞춤아기)이다. 과연 미래사

회에서는 디자이너 베이비의 범주를 어디까지 허용할 것인가? 이 문제야말로 생

명윤리적인 관점에서 가장 고심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용어는 2004년에 처음으로 등장하게 되었다. 이 용어는 과학적인 토대에서 정의

가 내려진 것이 아니고 기자에 의해 생겨났다. ‘디자이너 베이비’는 특정한 유전

자와 관련된 유전적인 속성이 있는 지, 없는 지를 증명하기 위해 시험관 수정과 

함께 유전 성질이 인공적으로 선택된 아기로 정의가 되었다. 유전학의 발전은 이 

‘디자이너 베이비’라는 개념을 만들어 냈고, 그럼으로 인해 부모와 의사들은 유

전적 장애에 대한 배아를 유전자 배열 상으로 구별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유

전적 선택은 결국 우생학을 현실에 그대로 반영하는 것이다. 열성인 유전자는 철

저하게 배제하고 우성인 유전자만을 가지고 있는 아기를 사전에 맞춤형으로 출

산하게 된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변모하게 되겠는가.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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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남녀가 사랑을 통하여 태어날 아이의 성별과 상관없이 출산하는 형태가 아닌 

인간이 남, 녀 성별을 인식해서 원하는 성별의 아이를 출산하게 되고 출산하기 

전에 유전자 식별을 통하여 우성인 아이만을 출산하게 된다면 인간의 범주를 벗

어나는 또 다른 창조의 산물이 되는 것이다. 우생학은 유전론에 근거하여 열성 

형질 또는 부적자(the unfit)의 제거를 강조하면서 계급적·인종적 차별을 정당화

하거나, 인간의 삶의 질 확보를 위해 환경적 개선을 도모하는 과학으로 활용되기

도 했으며, 최근에는 우생학이 상업적인 유전학 기술의 도구라고 비판받는 등 우

생학을 수용한 국가의 정치적 · 사회적 · 문화적 특성이나 주도 세력의 이해관계

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여지가 많다고 우려하였다(김호연 2-3).

  이것이야말로 메리 셸리(Mary Shelley)의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

(Frankenstein: or The Modern Prometheus)에 나오는 괴물의 탄생과 무엇이 

다르겠는가. 작품 �프랑켄슈타인�에서 빅토르 프랑켄슈타인(Victor Frankenstein) 

박사는 자연과학에 심취해서 새로운 생명체를 만들기를 갈망하였고 수없이 많은 

실험을 통해 죽은 자들의 신체를 모아서 새로운 인간의 종을 창조한다. 작품에서

는 유전인자에 대한 언급이나 유전자변형과 유전자 조작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모든 생명체의 발생을 자연과학의 토대로 생각하였다는 것이 대단한 일이며, ‘디

자이너 베이비’와 같이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라는 측면에서는 다를 것이 없다. 

즉, 죽은 자들의 신체 일부를 모아서 우수한 종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프랑켄슈타

인 박사나 아이가 뱃속에 있을 때 유전자를 변형시켜서 최고의 IQ, 최고의 신체, 

큰 키, 잘생긴 얼굴 등 원하는 고품질 아기를 만들기 위한 기술인 디자이너 베이

비를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이나 모두 다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는 자연의 질서

를 파괴하는 행위인 것이다. 

특히, 2008년 영국에서 허용한 디자이너 베이비는 유전적인 질환이나 심각한 

질병에 걸린 환자들을 치료하기 위한 치료방법이었으나 질병치료와는 다른 개념

이 들어온 것이다. 그리고 생명공학자들은 한결같이 디자이너 베이비는 미래에 

거부할 수 없는 기술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다. 돈 많은 부모들이 자신들의 능력

을 이어받을 수 있는 우수한 형질의 자식을 만들기 위해 미래에는 많은 이들이 

선호하는 기술이 될 것이다. 우수한 아이 최고의 아이를 갖기 위한 모든 부모의 

열망은 한결같기 때문이다. 이러한 열망 때문에 희귀질환 등 질병치료수단이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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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최고의 아이를 만드는데 사용하는 기술로 변형될 것이며 이러한 변형에 대한 

우려가 논쟁으로 확산되고 있다. 

디자이너 베이비의 기술은 착상 전에 유전자 진단 즉 유전자 분석을 포함한 

체외수정을 통해서 진행되는데, 엄마의 혈액에서 태아의 DNA를 검진하고 임신 

여성의 혈액검사를 포함하여 태아의 건강문제를 감지하는 산전 검사를 통해 가

능하다. 그러나 아이의 부모들은 검사 시에 우선적으로 성 선택을 하게 되고 본

인들이 원하는 성을 출산하게 되면 세상은 성비의 불균형이 될 것이다. 생명윤리

학자들이 바로 이러한 부작용에 대해서 우려하는 것이다.1

인류는 이미 유전자를 수정하는 기술을 가지고 있으며 유전자 교정 도구 ‘크

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유전자 가위를 통해 그 기술을 더욱더 고도화시키고 있다. 많은 생명

윤리학자들은 우려했던 것들이 더욱더 현실화되고 있기에 기술의 진보와 더불어 

생명윤리적인 부분도 함께 논의를 하여 윤리적인 틀을 만들자고 주장하는 것이

다. 이러한 생명윤리적인 틀이 형성되지 않고 과학적인 발전만을 중요시한다면 

결국 인류는 인류가 만든 기술에 의해 대재앙을 맞을 수 있기 때문이다. 본 연구

에서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생명의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

고 생명과학자가 이러한 생명의 창조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생명윤리적인 태

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II. 생명공학과 생명윤리 

유전자 정보를 조작하는 생명공학이 발전될수록 우려가 되는 부분이 바로 인

간 생명 존중의 가치를 중요시하는 생명윤리적인 부분이다. 생명윤리는 윤리적

인 한 부분으로 1970년대 유전공학이 가장 널리 알려졌던 미국에서부터 시작되

었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생명의 존중을 중요한 가치로 생각하고 있는 생

명윤리는 생명공학과 더불어 제대로 갖추어진 연구 영역이자 학설로 자리 잡고 

  1 ‘Are three-person designer babies ethical?’

http://www.kurzweilai.net/are-three-person-designer-babies-ethica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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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생명윤리의 Bio는 윤리적 의사 결정이 유전공학 그리고 생물공학 또는 의

학의 영역에서 찾아야 한다는 사실로부터 나온다. 이 학문들은 생명체이거나 죽

는 인간을 유전자들의 병렬 등과 같이, 기계적으로 재생산할 수 있고 조작할 수 

있는 분자들의 축적으로 치부한다. 이러한 과학의 발전으로 미래의 생명윤리적

인 차원에서 우려하는 것이 디자이너 베이비, 복제인간 등이다. 물론 디자이너 

베이비나 “새로운 인간의 종으로 분류”(이복기 162-63)해야 하는 복제인간을 

모두가 반대하는 것이 아니며 일부 생명윤리를 지지하는 학자들 중에서도 치료

의 수단으로 찬성하는 이도 있다. 그러나 치료의 수단이 변형이 되어 우수한 형

질의 아기를 맞춤형으로 생식시키는 것을 우려하는 측면이 더 커지고 있다. 디자

이너 베이비의 생식이 단순한 과대광고로 생각하였던 것이 유전자변형기술 ‘크

리스퍼-Cas9’2이 실험과학으로 이뤄낸 결과로 인해 점점 현실화 되가고 있다고 

여겨지기 때문에 생명윤리학자들이 걱정하는 것이다(황순우 234). 줄기세포와 

마찬가지로 유전자변형기술에 관한 문제점이 똑같이 논의가 되어가고 있다. 

2015년 초에는 캘리포니아대학교 버클리 세포생물학과 화학교수이며, 1997

년부터 하워드 휴즈 의학연구소(HHMI)에서 연구활동을 하였고, 게놈 편집 방법

인 ‘CRISPR-cas9’ 또는 짧게 ‘크리스퍼’ 라고도 부르는 기술을 연구해서 인간 

유전자변형에 공헌한 세계적인 과학자인 제니퍼 다우드나(Jennifer Doudna)와 

같은 유전자 변형 전문가들이 연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다. 과학자들

이 크리스퍼를 이용하면 쉽게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다. 그러나 쉽게 편집할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인간 유전자에 범한 오류를 수정할 수 있는 기능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 오류를 인식하여 재수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점이 가장 우려되는 

측면이다. 지금 자신이나 이미 태어난 아기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으나 가까운 

미래에는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같이 인간의 생명에 관련된 신의 역할에 대해 인

간이 대신 할 지도 모른다는 우려가 있다(Knoepfler 8-18). 이러한 우려가 현실

화 되어서 논란의 중심에 선 사건이 발생하였다. 2018년 11월 26일 홍콩에서 

  2 크리스퍼(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유전자가위

는 바이러스에 대한 박테리아의 면역시스템에서 착안한 DNA 절단효소로, 특정 유전자의 염기서열 

DNA를 절단하여 유전체 교정을 가능하게 하는 작은 가이드 RNA와 Cas9 제한 효소로 구성되어 있

다. 오늘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유전공학의 판도를 바꾼 PCR(Polymerase Chain Reaction)에 

버금가는 기술로 평가받고 있다(박보야나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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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 국제회의에서 중국의 허젠쿠이(賀建奎) 난방과기대 교수가 크리스퍼 기술

(CRISPR-Cas9)을 적용하여 세계 최초로 유전자를 교정한 루루와 나나 쌍둥이 

아기 출산에 성공했다고 발표한 사건이었다.3 에이즈 감염과 관련한 면역 단백질

을 제거해 질병을 예방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다. 이 주장으로 인해 이러한 실험

을 금지시켜야 한다는 주장과 다른 한쪽에선 질병을 예방하고 더 우수한 디자이

너 베이비를 만들기 위해서는 연구에 박차를 가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었다. 그런데 연구결과에 대한 과정이 이상했다. 학계의 정식 보고 절차인 동

료 평가(peer review) 등 검증 과정을 거치지 않은 일방적 주장이었다. 교차 검

증으로 인정받은 연구결과가 아닌데도 연구결과의 발표 자체에 대해 과학계에선 

큰 논쟁의 대상이 되었다. 그것은 생명윤리적인 관점에 있어서 과학계에서 그동

안 암묵적 금기로 여기던 뇌관을 건드렸기 때문이다. 바로 ‘디자이너 베이비’의 

탄생인 것이다.4

이 사건을 통해서 생명윤리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는 더욱더 커지고 있으며 치

료의 목적으로 개발한 크리스퍼 기술(CRISPR-Cas9)이 위축받을 수 있는 상황

도 될 수가 있다. 하이디 레드포드(Heidi Ledford)는 디자이너 베이비로부터 유

전자 조작 모기에 이르기까지 CRISPR-Cas9과 같은 유전자 편집 기술

(genome-editing technologies)의 발전은 엄청난 과학적 진보와 심각한 윤리적 

우려의 가능성을 불러일으켰다고 제기하였다(17). 유전자 편집에 대해서 구인회 

전 한국생명윤리학회 회장은 “유전자 편집이 질병을 예방, 치료할 목적이 있다고 

하지만 특정 유전자나 능력을 우생학적으로 강화 · 개량할 목적으로 사용될 가능

성이 크다”며 “특히 유전자 편집 기술이 ‘특허 경쟁’으로 번지면 더욱 그럴 가능

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 더불어 구 회장은 “유전자 가위 기술은 안전성은 

물론 윤리적인 면도 아직 해결이 안 된 만큼 세계 각국에서 규제의 목소리가 높

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

교정연구단장은 “한국은 생명윤리법과 보건당국의 규제가 이중으로 적용되고 있

어 유전자 가위 연구에 원천적 한계가 있는 상황”이며 “생식세포에 대한 유전자 

  3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507 참조)

  4 ‘세계 과학계에 민폐 끼친 中 ‘디자이너 베이비’

http://dongascience.donga.com/news.php?idx=254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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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이를 실제 적용하는 것은 물론, 일부 희귀병 외에는 기초연구도 금지되고 있

다”고 밝혔다. 아무리 좋은 연구 결과를 가져온다 해도 인간 생명과 관련이 있는 

분야는 생명윤리적인 측면을 우선적으로 고려해야 한다는 것이다.5

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는 과학자들이 가져야 하는 생명윤리적인 부분

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가 윤리적으로 이루어지고 인권을 침해하는 

일이 없는지를 실험에 앞서 심사하는 기관 생명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Review Board, IRB)의 심의 규정에 따르면 실험자는 대상자를 모집할 때 연구 

목적에 대해 자세히 알려주고 혹시라도 발생할 위험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여야 

한다. 그런데 허젠쿠이는 IRB 심의를 받지도 않았고 실험 대상자를 모집하면서 

실험의 내용에 대해 제대로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엄연히 반윤리적 행태

이다”고 주장하였다.6 아무리 인류를 위한 연구를 수행한다 할지라도 인간의 생

명과 연관이 있는 분야는 우선적으로 생명윤리에 위배되는 지 여부를 확인할 필

요가 있으며 동시에 과학계의 교차검증을 통해서 철저한 검증을 거쳐야한다. 미

래의 과학기술이라고 주장을 하는 크리스퍼 기술이 현재까지는 정확성이 완전히 

담보되지 않았고 또 유전적인 질병이나 희귀난치병 치료를 위해서라면 꼭 수정

란을 건드리지 않고도 성체 줄기 세포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생명윤리적 문제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7

Ⅲ. 디자이너 베이비

1818년 자연과학의 발전과 생명의 창조에 대한 과정을 소설화한 메리 셸리의 

�프랑켄슈타인: 현대의 프로메테우스�의 주 내용은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시체조

각들을 모아서 새로운 인간을 만든다는 과학소설이다. 19세기 초에 이런 고딕소

  5 ‘세계 첫 ‘유전자 편집 아기’ 창조주 허젠쿠이의 몰락’ 

https://news.joins.com/article/23313507 참조)

  6 ‘[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205000316 참조)

  7 ‘[이현숙 서울대 생명과학부 교수] 유전자 편집 아기 논란’

http://biz.heraldcorp.com/view.php?ud=20181205000316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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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을 젊은 여성이 출판하였다는 것 또한 놀라운 일이었다. 작품 제목에서 언급하

고 있는 프로메테우스(Prometheus)는 신들에게서 불을 훔쳐 와서 인간에게 주

고 결국에는 제우스에게 벌을 받는 티탄(Titan)이 아니라 인간을 창조하고 그 창

조물을 통제하지 못하는 신화적 인물을 말하는 것이다. 프랑켄슈타인이라는 이

름이 한동안 프로메테우스를 대체했다는 것은 메리 셸리의 과학소설이 지닌 특

별한 힘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러한 특별한 힘을 보여주는 예로 임마누엘 칸트

(Immanuel Kant)는 전기를 가지고 실험하여 피뢰침을 발명한 벤자민 프랭클린

(Benjamin Franklin)을 ‘새로운 프로메테우스’라고 불렀다. 프로메테우스라는 명

칭은 신화적인 인물을 뛰어넘어서 그 무언가를 새롭게 발명할 때 붙이는 명칭이 

되었다. 이와 더불어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새로운 인간 종을 탄생시켰던 괴물처

럼 과학자들이 연구를 통해서 새롭게 그 무언가를 만들 때에도 프랑켄슈타인의 

이름을 붙이기도 한다. 그 대표적인 예는 스위스 바젤대학 월터 게링 박사

(Walter Gehring)가 이끄는 유전학팀이 자연계의 가장 복잡한 구조 가운데 하나

인 눈을 형성하는 이른바 지배 유전자(Master Control Gene)를 분리하여 14개

의 눈이 달린 파리를 실험실에서 만든 것이다. 그리고 이 연구에 대해 사이언스

지에 보도가 되었던 결과를 미국의 한 과학 · 의학 해설자는 ‘이것은 프랑켄슈타

인 과학’ 이라고 명명했다(Marcus 192-93). 메리 셸리의 작품 �프랑켄슈타인�

은 단순한 과학소설이 아닌 생명공학의 발전, 이종간 장기이식 그리고 뇌과학 등

을 비롯한 의학적인 발전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소설이 출간된 지 90년이 지난 1908년에는 찰스 거드리(Charles Guthrie)가 

개 한 마리의 머리를 다른 개의 목에 붙이는 실험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수술 

뒤 최소한의 움직임만이 가능했다. 1950년에는 인간 심장이식과 폐 이식의 선구

자였던 블라디미르 데미코프(Vladimir Demikhov)는 개의 몸 앞부분을 다른 개

의 어깨에 이식함으로써 머리가 둘 달린 개를 만들었다. 두 머리는 모두 움직이

고, 보고, 물을 마실 수도 있었다. 그는 1930년부터 1950년도 사이에 혈관 우회

로 인공 심장 이식 수술을 성공한 인물이다. 그는 러시아의 외과의사이자 생체이

식 수술의 선구자였으며, 외과계에서는 거의 신적인 존재로 통했으나 그가 실행

한 수술과정 때문에 ‘악마의 실험’이라고 불러졌다. 마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새로운 인간의 생명체를 만들기 위해서 상상할 수 없는 실험을 행한 것처럼 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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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또한 끔찍했고 많은 희생이 뒤따랐다고 한다. 1965년에는 클리블랜드 종합

병원의 로버트 화이트(Robert White)는 개 6마리의 뇌를 다른 개에 이식했고 뇌

가 다른 개체의 몸속에서 살아있을 수 있음을 보여줬다. 1970년에는 그는 원숭

이 머리 전체를 다른 원숭이의 몸에 이식하는 데 성공했다. 이 원숭이는 며칠 동

안 살다가 숨이 끊겼다.8 그리고 이러한 수술이후에 마침내 프랑켄슈타인 박사와 

거의 유사한 수술로 진행되었다. 2017년 프랑켄슈타인 의사라고 알려진 이탈리

아 신경외과 전문의인 세르지오 카나베로(Sergio Canavero)와 중국 하얼빈 의

대 신경외과 교수 런 샤오핑(Xiaoping Ren)교수 팀은 기증된 시신 두 구를 이용

해 머리이식 수술에 성공하였다고 발표하였다. 이 수술은 두뇌와 척추신경을 연

결하는 초 고난도 수술이었다. 그의 팀은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한 사람의 시신

에서 머리를 잘라내서 생물학적 접착체로 신경과 혈관을 다른 사람의 시신의 몸

에 붙였다고 하였다. 수술발표이후 의료계에서는 생명윤리적인 부분을 지적하면

서 부정적인 견해들이 끊이지 않고 있다.9 이러한 이식수술들이 현대 의술의 발

전에 많이 기여했음을 인정하나 생명 존중의 가치는 거의 무시되고 진행되었다. 

  특히, 소설속의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죽은 시신들의 몸에서 신체의 부분들을 

떼어내 살아있는 생명체로 탄생하게 하였으나, 카나베로 팀은 두 사체에서 머리

를 이식한 시신이 신경 전기 자극에 반응했기 때문에 실험은 성공이라고 주장했

지만 새로운 생명체가 탄생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는 실패한 것이다. 

카나베로 팀의 연구는 죽은 시신이라 하더라도 프랑켄슈타인 박사처럼 새로운 

생명체를 탄생시키기 위한 작업이 될 수 있으므로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는 논

란의 중심에 있을 수밖에 없다. �프랑켄슈타인� 이 출간될 당시에는 이식수술이

나 생명공학이라는 용어는 존재할 수도 없었듯이 인간 생명의 가치에 대한 중요

한 부분인 생명윤리라는 용어도 없었다. 그러나 프랑켄슈타인 박사가 작품 속에

서 행하였던 연구는 작품이 출간하고 200년이 지난 현재 거의 대부분이 실현되

고 있다. 

  8 ‘How Vladimir Demikhov Actually Made A Two-Headed Dog.’

https://allthatsinteresting.com/vladimir-demikhov-two-headed-dog,참조) ‘동물 머리 이식 수술의 

역사’http://newspeppermint.com/2015/05/14/m-head/참조)

  9 ‘세계최초 시신으로 ‘머리 이식 수술’ 성공한 프랑켄슈타인 의사’ 

https://www.insight.co.kr/news/1272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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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날 인류는 신체의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자유롭게 장기이식수술에 대한 

성공적인 기록을 달성하였고, 카나베로 박사처럼 가까운 미래에는 머리를 통째

로 타인의 몸에 이식할 수도 있다. 2018년 현재 미국에는 장기이식을 통해 생명

을 구하기 위해 12만명 이상이 기다리고 있으며, 하루에 22명이 장기이식을 받

지 못하고 목숨을 잃고 있다. 이러한 안타까운 현실 때문에 줄기세포연구자들은 

인간과 돼지, 인간과 양 등 이종간 장기이식을 시도하고 있다. 도쿄대/스탠퍼드

대 소속 줄기세포연구자인 히로미쯔 나카우치(Hiromitsu Nakauchi) 교수는 동

물체내에 인간의 장기를 자라게 하는 중요한 발전을 이루어냈다. 그의 팀은 

2010년에는 쥐(rat)의 췌장을 생쥐(mouse)에서 만들어내 전 세계를 깜짝 놀라

게 했다.10 히로미쯔 팀은 연구 결과를 통해 인간과 돼지, 인간과 양에게도 이러

한 기술이 실현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연구하고 있다. 그러나 인간과 동물의 

서로 다른 종의 세포가 뒤섞인 현상인 키메라 장기(chimera)에 대한 윤리적인 

문제가 논란이 되고 있다. 키메라 윤리학자들은 인간의 존엄성을 해친다는 문제

를 제기했으며, 동물에서만 자라는 치명적인 바이러스가 장기이식을 통해 인간

에게 옮길 가능성도 있기 때문에 신중해야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인간 줄기세포

가 동물 배아의 뇌로 옮겨지는 것을 생각할 때 우려가 되는 것은 돼지 뇌는 인간

의 약 8분의 1 크기이며, 양은 인간의 약 10분의 1 크기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

이다. 특히, 다른 동물들에 대해서 2010년에 미국국립과학원(NAS, National 

Academy of Science)은 과학자들에게 배아나 생후발달 단계에서 비인간 영장

류에 인간줄기세포를 주입하지 말 것을 촉구하는 지침을 내렸다는 점도 주목해

야 한다. 

  인간 장기를 동물에게서 만드는 것이 인간의 존엄성을 다소 침해한다고 걱정

하는 사람들에게, 생명윤리학자 데이빗 쇼(David Shaw)는 “우리가 새로운 생명

공학 기술을 이용해서 오래도록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장기 이식을 할 수 있는

데도, 환자가 고통 받고 죽음에 이르도록 그냥 놓아두는 것이 존엄한 것인가?”라

10 연구팀은 이 생쥐가 전-배아(pre-embryo)상태(이때는 배반포 상태라고도 불립니다)일때 다른 

쥐의 만능줄기세포를 주입했다. 만능줄기세포는 어떤 장기로도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이며, 생쥐에 

주입된 이 만능줄기세포는 스스로 부족한 장기, 곧 췌장을 만들었다. 놀랍게도, 이 생쥐는 정상적으로 

작동하는 다른 쥐의 췌장을 가지게 되었다.

http://newspeppermint.com/2018/06/04/m-organ/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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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생명윤리와 인간의 존엄성 중 무엇이 중요한지 질문한다.11 즉, 생명윤리학자

인 데이빗 쇼는 인간의 존엄성도 중요하지만 오랜 세월동안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어떻게 해주는 것이 최우선인지 환자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간-동물 키메라 장기 연구 결과가 어떠한 결과를 가져

올지에 대해서 한양대학교 오요한 교수는 질병치료를 위해 키메라 장기 연구의 

활성화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신중하게 접근하여 탄탄히 기본을 쌓아 나가는 

과정이 필요하고, 전 세계를 경악시켰던 유전자 조작 아기 사건처럼 기술적 진보

에 도취되어 사회적 수용성을 넘어서게 되면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다는 것에 대

해 깊은 우려를 표한다. 과학자들 스스로가 과학적인 진보도 중요하지만 사회적

인 합의를 끌어낼 정도로 윤리적인 문제까지도 신중히 생각하면서 연구를 수행

해야한다.12

  과학자들이 생명윤리적인 문제를 경시하고 과학의 진보만을 앞세워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 프랑켄슈타인 박사를 통해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이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이 창조한 괴물이 자신의 배우자를 만들어

달라고 요구하자 자신의 연구 결과가 후대에 큰 재앙을 줄 것이라고 여기며 과학

자의 양심상 괴물의 요구를 거절한다. 그러나 그는 이미 괴물을 창조하는 순간 

과학자로서 지녀야 하는 생명윤리를 크게 위반하였으며 인류에게 치명적인 해를 

입혔다. 과학자는 자신이 연구하는 결과가 인류에게 어떠한 결과를 가져올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하여야 한다. “생명체는 단순히 물질과 에너지의 결합체”(신승

환 37)가 아니기 때문이다.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이종간 장기 기증에 대한 우려가 커져가고 있으나 지

금까지 연구의 대부분은 질환 치료에 목적을 두고 있다. 그러나 이종간 장기 기

증보다 더 크게 우려되는 것은 유전자 변형 기술을 통한 디자이너 베이비를 생식

하기 위한 연구이다. 생명공학자들이 개발한 유전자 조작이나 삭제 등 편집 기술

을 활용하여 의료진들은 백혈병 등 희귀 질환이나 중증질환을 치료할 수가 있다.

   

  11 ‘Is It Ethical to Grow Human Organs in Pigs?’ 

https://www.newsweek.com/it-ethical-grow-human-organs-pigs-465326 참조)

  12 ‘돼지에서 인간 장기를 생산하다’ https://cogib.tistory.com/4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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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일라 리처즈(Layla Richards)는 2014년 6월 영국 런던의 병원에서 태어났다. 

검정 솜털 머리카락과 통통한 볼을 가진 3.46㎏의 활기찬 아기였다. 그러나 생후 

12주째 잘 자라던 리처즈가 갑자기 우유를 빨지 않고 칭얼거리며 끊임없이 울기 

시작했다. 그전까지는 밝고 편안해 보였기 때문에 부모는 아기를 병원으로 데려갔

다. 의사는 위장염을 의심했지만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혈액검사를 했다. 며칠 뒤 

나온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당장 치료하지 않으면 살아남기 힘든 치명적인 급

성 백혈병이었다. 겨우 생후 14주 째였다.

Layla Richards was a bouncy 7 pound, 10 ounce baby with downy dark hair 

and plump cheeks when she was born in a London hospital in June 2014. 

But 12 weeks later, Layla, who had been settling in at home in North 

London, suddenly stopped drinking milk and began to fuss and cry 

constantly. Because she had been a sunny, happy infant until then, her 

parents took her to see the doctor. He suspected a stomach bug, but just to 

be sure he took a blood test. The results that came a few days later were 

a shock: Layla had an acute, deadly form of leukemia that she could not 

survive without immediate treatment. She was just 14 weeks old.13

  레일라 리처즈를 치료한 의료진들은 아이가 걸린 암이 “가장 공격적인 형태의 

질병 중 하나(one of the most aggressive forms of the disease)”라고 설명했

다. 의료진은 리처즈를 치료하기 위한 모든 치료를 시도 하였으며, 심지어 실험

적인 요법조차 성공하지 못했다. 사실상 의료진이 할 수 있는 조치는 더 이상 없

었다. 아이를 위한 유일한 방법은 남은 생을 편안하게 보내는 것 밖에 없었다. 이

러한 딱한 사정이 익명으로 기증 받은 백혈구 세포 유전자를 조작해 암세포를 식

별하도록 하는 방법인 백혈병치료법을 연구 중인 와심 카심(Waseem Qasim)박

사에게 리처즈에 관한 이야기가 전달되었다. 그러나 카심 박사의 치료법은 사람

에 대한 인체실험이 끝나지 않았고 의학적으로도 모든 검증이 끝나지 않았으며 

무엇보다도 이 치료법이 생쥐 실험만 거쳤을 뿐이라는 점이다. 이 치료법이 잘못

되면 큰 문제가 발생할 위험성이 확연하게 있었고 환자가 사망할 수도 있었다. 

  13 ‘How Scientists in Britain Are Deciding the Future of Humanity’

https://www.newsweek.com/2017/01/06/gene-editing-dna-crispr-revolution-kathy-niakan-br

itain-535858.html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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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처즈의 부모는 절망적인 상태이지만 포기할 수가 없었다. 의료진은 영국 정부

로부터 응급처방 허가를 받은 후 세계 최초로 리처즈에게 다른 사람에게서 기증

받은 세포를 주입하였다. 이 주사는 아기의 암세포를 공격하도록 유전자가 편집

된 세포들이다. 카심 박사의 실험적 유전자 치료 이후 맞춤형으로 설계된 분자 

가위를 이용해 유전자(DNA)를 자르고, 편집하고 삭제하는 치료법이 성공하였던 

것이다. 

  레일라 리처즈는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해서 살아난 최초의 환자였다. 생명윤

리학자들이 반대하는 유전적으로 조작된 수천만 개의 세포가 주입된 덕분에 치

료하기 힘든 희귀난치병을 치료한 것이다. 앞으로 이러한 치료법이 발전되면 난

치병을 앓고 있는 많은 환자들이 생명을 찾고 활기차게 살아갈 수도 있다. 그러

나 유전자를 편집하고 삭제하는 치료법 발전에 대한 부정적인 견해도 많다. 이러

한 치료법이 발전하면 최고의 아이를 가지길 원하는 부모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아이를 갖고 싶은 욕망으로 아직 태어나지 않은 아기를 더 강하고 크고 건강하게 

디자이너 베이비를 만들기 위해 유전자 편집을 택할 것이다. 결국 인류는 프랑켄

슈타인 박사와 같이 ‘조물주 행세’를 하는 세상이 될 수도 있다는 비판이다.14

  디자이너 베이비를 갖기 위한 많은 연구들은 산전 검사, 유전자 조작 및 편집 

등을 통해서 과거의 우생학을 답습할 소지가 있다. 생명윤리학자들이 우려하는 

것은 바로 우월한 아이를 갖기 위한 우생학적 접근이다. 생명윤리적인 관점에서 

우려가 되는 것은 대표적인 우생학자인 찰스 괴테(Charles M. Goethe)의 이론

이다. 찰스 괴테는 20세기 미국과 세계에서 탁월한 우생학자 중 한 명이었으며 

그의 이론은 세상에는 좋은 사람과 나쁜 사람이 있는데 나쁜 사람들의 자유로운 

번식을 강제불임 등의 방법을 동원하여 막아야한다고 주장하는 우생학적 발상과 

그것을 그대로 적용시키자는 것이다. 이러한 발상은 결국 세상은 우수한 사람만

이 살아남고 열등한 유전자를 가진 사람들의 자유로운 번식은 최대한 억제해야 

한다는 무시무시한 이야기이다. 찰스 괴테와 같은 우생학자들의 주장은 더 뛰어

  14 ‘Our little miracle! Baby girl battling leukaemia saved by 'revolutionary' cell treatment’ 

https://www.dailymail.co.uk/health/article-3305603/World-baby-girl-battling-leukaemia-save

d-miracle-treatment-Genetically-modified-cells-hunt-kill-disease-transform-cancer-care.ht

ml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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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더 우수한 사람들만이 살아가는 세상을 만들자는 것이다(Knoepfler

227-30). 생명윤리학자들이 디자이너 베이비에 대해 우려하는 것은 우생학적 

측면과 강하게 연관되어있기 때문이다. 

  디자이너 베이비에 대한 연구가 활성화되면 우월한 아이를 원하는 부모들은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부를 통해 유전자 편집을 실시하여 지독한 유전적 결함을 

출생 전에 제거할 것이다. 그리고 그들은 소모성 질환이 자녀에게로 전달되지 않

도록 막고 심각한 유전적 장애에 종지부를 찍어서, 유전적 이점을 가진 ‘슈퍼 베

이비’를 생식시킬 수도 있다. 결국 희귀질환이나, 부모로부터 유전이 되는 질환

(미토콘드리아 질환 등)을 사전에 유전자 편집을 통해서 제거하여 건강한 아이를 

갖기 위한 고유 목적이 변형되어서 사회의 질서를 파괴할 수도 있는 것이다. 

  생명윤리학자들 중에서는 맨체스터 대학의 생명윤리학자 존 해리스(John 

Harris)와 같이 유전적인 질환, 희귀난치병과 중증질환 등을 치료하기 위해선 디

자이너 베이비에 대해 긍정적으로 지원하자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존 해리스

와 같이 디자이너 베이비에 대해 찬성하는 사람들은 많은 질병이 하나의 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발생되기 때문에 왜 배아나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를 편집해 변

이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아야 하는지 묻는다. 그러나 미국 TV 진행자인 존 올리

버( John Oliver)와 같이 디자이너 베이비에 대해 반대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의 

질병은 하나의 유전자가 아니라 많은 유전자가 원인이 될 수 있으며, 많은 유전

자를 바꾸는 것은 다른 곳에서도 많은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부유한 사람들을 제

외하고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 혜택이 미치지 못할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15 디자

이너 베이비에 대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은 생명윤리학자들 사이에서도 팽배하게 

대립한다. 유전자 편집과 같은 생명공학기술이 진보할수록 생명윤리적인 관점에

서 우려하는 부분들을 해소하고 과학의 발전과 생명윤리가 함께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사회적인 합의가 이루어져한다. 이러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

기위해서는 과학계 · 의료계 · 법학계 · 종교계 · 시민단체 등 각계각층이 참여한 

포괄적인 대화가 행되어야 하는 것이다. 

  15  Designer babies: the arguments for and against’

https://www.theweek.co.uk/95108/designer-babies-the-arguments-for-and-against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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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맺는 말

  본 연구에서는 디자이너 베이비가 생명의 창조에 있어서 어떻게 진행되고 있

는지, 그리고 생명과학자가 이러한 생명의 창조에 있어서 책임을 져야 할 생명윤

리적인 태도는 무엇인지에 대해 살펴보았다. 그리고�프랑켄슈타인�에서 프랑켄

슈타인 박사가 행한 새로운 생명체의 창조가 현대의 생명공학의 발전에도 많은 

영향을 주었으며, 더욱더 나아가서 인간의 질병 치료의 일환으로 실험하고 있는 

이종간 장기이식, 디자이너 베이비 생식과 뇌과학 등을 비롯한 의학적인 발전에

도 지대한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생명공학의 발전을 이끌고 최고의 기술로 평가

받고 있는 것이 유전자변형기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다. 생명공학자들은 유전

자 가위가 미래의 생명공학을 선도할 최고의 성과로 생각한다. 유명 과학 저널인 

네이처와 사이언스는 2015년에 크리스퍼를 ‘가장 뛰어난 과학적 성과’로 여겼다. 

과학자들이 인류에게 질병 없는 삶을 주기위해서 행하는 모든 연구가 무엇보다

도 인류의 질서를 파괴해서는 안 된다. 과학자가 연구를 통해 얻은 결과는 과학

자 자신만의 것이 아닌 인류의 것이기 때문이다. 즉, “인간은 기술적으로 가능하

다고 해서 무엇이나 해도 되는 것이 아니며, 과학기술의 몰가치화와 비인간화로

부터 탈피”하여 인간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이다(진

교훈 41).

생명공학자들이 미래에 유전자 편집을 통하여 새로운 인간의 종을 만든다면 프

랑켄슈타인 박사가 새로운 생명체를 창조하는 작업과 다를 것이 무엇이란 말인가. 

즉, 유전자 편집을 활용하여 희귀난치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목적이 변형되어 산

전 검사 등을 통하여 우성인자들만을 가진 디자이너 베이비가 만들어진다면 결국 

새로운 인간창조가 실현되어지는 것이다. 실제로 중국 연구진은 인간 배아를 이용

하여 빈혈유발유전자에 유전자 편집을 실시하여서 정상유전자로 교정하는데 성공

을 하였다. 앞으로 태어날 아이의 유전자를 영구적으로 교정하기 위해 인간 생식

세포를 변형하게 되면, ‘디자이너 베이비’가 현실화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됐다. 

이런 우려 때문에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실험하는 유전자 가위에 대한 법적인 규

제를 만들어서 철저하게 금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법적인 규제를 만들고 지

키지 않는다면 완벽한 디자이너 베이비는 조만간 현실이 될 것이다. 



16 김명균 ․김동균

  과학자들이 아무리 좋은 취지를 가지고 연구를 실행하였어도 자신들이 행한 

연구가 자연의 질서를 파괴하는 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면 스스로 그 연구를 중단

해야한다. 프랑켄슈타인 박사는 자신이 창조한 괴물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들

이 살해당했을 때 괴물과 타협하기 위해 괴물이 요구한 배우자를 만드는 중에 인

류의 재앙이 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폐기처분함으로써 과학자로서 책임과 양심

을 다했다. 과학자들은 자신들이 수행하는 연구에 있어서 생명 윤리적인 자세를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가져야 한다. 과학의 발달과 과학자들의 윤리 책무성이 

공존하지 않을 경우 인류는 위험에 노출되어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나 

무병장수를 원한다. 그러나 인간이 만든 기술이 사회의 질서를 깨뜨리는 일이 있

어서는 안 된다. 과학자들이 생명윤리를 위반하지 않고 희귀난치질환 · 중증질환

을 치료 할 수 있는 바이오기술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서는 국가는 법과 제도 그

리고 윤리적인 프레임워크를 만들어서 안정적인 연구를 위한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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