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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 도입 
검토 필요

최창희 연구위원

해외 학술연구 
분석

외국의 경우 유전자 검사에 대한 수요 증가에 따라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보험회사가 피보험자를 차별하는 사

례가 발생했음. 이러한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미국, 영국은 유전자 정보에 따른 피보험자 차별을 금지하는 제

도를 도입했고 유럽은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 Joly, Feze and Simard(2013)는 제도 개선에도 불구하고 유전

자 정보에 근거한 피보험자 차별이 존재함을 보였음. Rothstein(2018)은 현재 건강보험에 국한된 미국의 유전

자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이 생명보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검사에 대

한 수요 증가로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 도입 필요

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외국에서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이로 인해 보험 계약에서 차별을 받는 사람들이 

발생했음

 유전자 정보는 개인의 유전자 물질1)을 분석2)하여 얻어지는 개인의 유전적 특성3)에 관한 정보4)

로 정의될 수 있음

 미국의 경우 2017년 유전자 검사5)를 받은 사람은 1,200만 명으로 전년 대비 2배 이상 성장함6)

   - 과거 수백만 원에 이르던 검시 비용이 최근 수십만 원 수준으로 감소했고, 자신과 가족의 유전

병 발병을 예측하기 위해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음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증가함에 따라 유전자 검사 결과에 따라 보험가입에 차별을 받는 경

우가 발생함7)

1) DNA, RNA, 크로모솜(Chromosome), 대사물질(Metabolite), 단백질(Protein)
2) WGS(Whole Genome Sequencing), WES(Whole Exome Sequencing) 또는 이와 유사한 방법
3) 유전병, 돌연변이, 표현형(Phenotype), 핵형(Karyotype) 등
4) Holtzmann and Shapiro(1998), “Genetic Testing and Public Policy”, British Medical Journal 316.7134(1998), 

pp. 852~856
5) 유전자 정보를 얻기 위한 검사
6) Antonio Regalado(2017), “2017 was the year consumer DNA testing blew up”, MIT Technology Re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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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유전자 검사를 받았다는 이유만으로 보험 청약이 거부되거나 유전병 발병 가능성이 높아 보험

료가 높게 책정되는 경우, 직장에서 차별적인 대우를 받는 경우 등이 발생했음

 영국과 미국은 유전자 정보에 따른 피보험자 차별을 법으로 금지했고, 유럽은 차별금지법 도입을 추진

하고 있음

 영국보험자협회 ABI는 2001년 영국 정부와 유전자 정보에 따른 피보험자 차별을 금지하는 협정을 

맺었음8)

   - 동 협정은 피보험자가 자신의 유전자 정보를 제공하지 않고 CI보험, 소득보장보험, 생명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음을 정하고 있음

 2008년 미국 의회는 유전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GINA)9)을 공포했고 47개 주는 유전자 정보

로 건강보험 피보험자를 차별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10)

 유럽 의회는 유전자 검사 결과를 보험 인수심사에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안 도입을 추진하고 

있음11)

 다양한 연구들이 유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을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개인이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권리

를 행사하지 못하게 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 유전병 발병이 가능한 유전자 정보의 존재로 인해 개인이 보험회사나 고

용주로부터 차별 대우를 받는 것12)

 선행연구들의 경우, Lapham et al.(1996): 개인이 보험자 또는 고용주가 개인에 대한 유전 정보, 

병력(病歷)·가족력(家族歷) 등에 대한 정보를 알게 

되어 차별적 대우를 받았다고 인지하는 것

 Apse et al.(2004): 개인이 현재 건강한 상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유전자 정보나 병력·가족력

7) Kevin Van Passen(2018), “How genetic testing can be used against you – and how Bill S-201 could change 
that”, The Globe and Mail; Christina Farr(2016), “If You Want Life Insurance, Think Twice Before Getting 
A Genetic Test”, Fast Company 참조

8) ABI(2001), “Concordat and Moratorium on Genetics and Insurance” 참조
9) Genetic Information Nondiscrimination Act(GINA),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https://www.
   genome.gov/24519851/genetic-information-nondiscrimination-act-of-2008/) 참조
10) 미국 National Human Genome Research Institute, Genome Statute and Legislation Database 참조
11) “Europe moves to prevent genetic discrimination and insurance”, SciPol(http://scipol.duke.edu/)
12) 미국 국립 의학 도서관 홈페이지(https://ghr.nlm.nih.gov/primer/testing/discrimination)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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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유럽 미국, 캐나다 호주 합계

차별이 존재하며 
우려할 수준임

5 8 2 18

차별이 존재하나 
큰 문제가 아님

5 10 2 17

차별이 없음 1 1 1 3

합계 11 19 5 38

으로 인해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

 Taylor et al.(2007): 현재 증상이 나타나지 않았음에도 유전자 정보를 근거로 개인을 차별적으로 

대하는 것

 Bombard et al.(2009): 유전자 정보와 병력·가족력을 이유로 부당한 대우를 받거나 원하는 행

동(예: 보험 가입)을 할 수 없게 되는 것

 Erwin et al.(2010): 유전자 정보와 병력·가족력을 이유로 정당한 권리를 행사할 수 없게 되거

나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음

 Joly, Feze and Simard(2013)는 영국, 미국 등이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별금지 제도를 도입했음에

도 개인이 유전자 정보에 근거해 차별을 받고 있음을 문헌 조사를 통해 보였음

 동 연구 결과가 분석한 33건의 연구는 대부분 특정 유전병을 발병시킬 가능성이 높은 유전인자를 

가진 사람들에 대한 설문조사를 토대로 작성되었음

   - 헌팅턴병 14건, 유방암·난소암 10건, 혈색소증 8건, 고콜레스테롤혈증 7건, 대장암 7건 등임

 동 연구에 따르면 특정 국가에서 유전자 정보로 인한 차별이 우려할만한 수준이라고 결론지은 연

구 건수는 국가별로 유럽 5건, 미국·캐나다 8건, 호주 2건 등이었음(<표 1> 참조)

<표 1> 국가별 유전자 차별 사례

  주: 합계가 38건인 이유는 33건의 연구 중 여러 나라의 사례를 조사한 경우가 중복 합산되었기 때문임
자료: Joly, Feze and Simard(2013), p. 15

 Rothstein(2018)13)은 현재 건강보험에 국한된 미국의 유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이 다음과 같은 

이유로 생명보험까지 확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음

 생명보험 인수심사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질환이 많지 않고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병력(病歷)이나 

13) Rothstein(2018), p. 1

해
외
 학
술
연
구
 분
석



 34

가족력(家族歷) 등이 이미 피보험자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공함

   - 현재 보험회사들이 보험 인수 시 가족력을 확인하고 있는데, 이를 통해 인수심사에 필요한 정보

의 대부분이 이미 수집된다고 볼 수 있고, 유전자 정보를 이용한 인수심사 강화로 보험회사가 

얻을 수 있는 이익 증가가 크지 않음

 대부분 보험회사들이 유전자 정보를 인수심사에 활용하고 있지 않아 유전자 정보의 부재가 보험회

사에게 재정적 어려움을 초래하지 않을 것임

   - 현재 많은 보험회사들이 유전자 정보를 활용하지 않고도 안정적으로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므로 유

전자 정보를 활용할 수 없다고 해서 이로 인한 재정정인 어려움이 발생할 것이라고 보기 어려움

 유전자 정보에 따른 피보험자 차별이 금지될 경우, 유전자 검사를 받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로 

인해 미래에 발생할 병을 사전에 예방해 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지킬 수 있음 

   - 유전자 검사 결과에 근거해 철저한 질병 관리가 이루어질 경우, 피보험자의 건강 상태가 개선되

어 보험회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

 공정성 제고를 위해 건강보험에 대한 차별 금지가 생명보험에도 적용될 필요가 있음

   - 이미 건강보험에 대한 차별 금지법이 도입된 상태에서 생명보험에 대한 차별을 허용하는 것은 

공정성에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차별이 발생할 수 있는 생명보험으로 적용 범위를 확

대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유전자 검사에 대한 수요 증가로 보험회사의 피보험자 차별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유

전자 정보에 따른 차별 금지법 도입 필요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유전자 검사를 받는 개인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으나14) 유전자 정보에 근거한 차

별을 금지하는 제도 도입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14) 전자신문(2018), “확대되는 유전자 검사, 운영 지침 나온다...안전성 강화 목표”

해
외
 학
술
연
구
 분
석



 35

참고문헌

Rothstein(2018), “Time to End the Use of Genetic Test Results in Life Insurance Underwriting”, 

working paper, SSRN, p. 1

Joly, Feze and Simard(2013), “Genetic discrimination and life insurance: a systematic review of 

the evidence”, BMC Medicine, pp. 11~25

Lapham, Kozma and Weiss(1996), “Genetic discrimination: perspectives of consumers”, Science, 
p. 274; pp. 621~624

Apse, Biesecker, Giardiello, Fuller and Bernhardt(2004), “Perceptions of genetic discrimination 

among at-risk relatives of colorectal cancer patients”, Genet Med, p. 6; pp. 510~516

Otlowski, Stranger, Taylor, Barlow-Stewart and Trealoar(2007), “Investigating genetic 

discrimination in Australia: perceptions and experiences of clinical genetics service 

clients regarding coercion to test, insurance and employment”, Australia Journal of 
Emerging Technologies and Society, p. 5; pp. 63~83

Bombard, Veenstra, Friedman, Creighton, Currie, Paulsen, Bottorff, Hayden and TCR-HCR 

Group(2009), “Perceptions of genetic discrimination among people at risk for 

Huntington’s disease: a cross sectional survey”, BMJ 338:b2175

Erwin, Williams, Juhl, Mengeling, Mills, Bombard, Hayden, Quaid, Shoulson, Taylor, Paulsen 

and I-RESPOND-HD Investigators of the Huntington Study Group, “Perception, 

experience, and response to genetic discrimination in Huntington disease: the 

international RESPOND-HD study”, American Journal of Medical Genetics Part B 
Neuropsychia Genetics, 153B; pp. 1081~1093

해
외
 학
술
연
구
 분
석


	유전자 정보 차별 금지법 도입검토 필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