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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국내 조직은행은 의학의 발달에 따라 과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었고, 전문 의료
진에 의해 조직이식재수요가 확산되자 필요한 조직은 많으나 국내의 기증 문화의
부재로 조직을 국내에서 공급하지 못하고,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조직이식재로 충
당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상황을 직접 규율할 수 있는 법
률이 없었을 뿐만 아니라 국가공인의 법인 조직은행은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조직
은행들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이 과정에
서 인체조직이식재와 관련하여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였고,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관해서도 안전성과 도덕성 문제가 제기되었다. 이 연구의 목적은 이러한 문
제를 인식하여 의료인이나 환자가 모두 안심하고 시술을 할 수 있고, 인체조직을 기
증한 사람의 고귀한 정신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도록 바람직한 인체조
직활용제도를 모색하는 것이다.

연구보고서는 제1장에서 인체조직의 이용실태와 안전사고와 도덕적인 문제점,
그리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을 설명하고,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조직은행의 연혁
과 조직이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등에 관한 일반론을 제2장에서 검토한다. 제3장
에서는 조직은행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법의 실질인 강제가 필요
한 영역과 자율적인 규범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외
국의 관련 법제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최근 제정된 인체조직안
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을 검토한 후에, 조직은행에 관한 국내이식전문가들의 의
견을 참고로 하여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의 정립을 위한 제언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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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의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문제와 윤리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인체조직과 관련된 행위와 기관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
를 마련하여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인체조직과 관련된 법으로 장기등이식법이 있
으나 간장,심장,신장,폐,췌장등 5종의 고형장기와 각막 및 골수등 2종의 조직만이
이 법률의 규율을 받고 인대,혈관,피부,뼈 등은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같은
규범현실은 법률부재로 인한 안전성문제를 야기하고 조직은행에 관한 법률제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도록 하여, 결국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 제정되었다.
이로써 인체조직의 이용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인체조직활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률의 내용에는 앞으로 법률의 정당성
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어 바람직
한 인체조직활용을 위해서는 미흡한 면이 있다. 의사무능력자의 동의간주, 짧은 기
록보관기간, 조직은행허가의 전제로서 일반적으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에 대한
침묵, 인체조직의 안전성에 필수적인 정도관리를 임의사항으로 한 점, 인체조직가
공처리업자와 조직이식재 수입업자를 조직은행허가대상으로 하면서 비영리원칙
을 강조하고 있는 모순성과 조직이식재시장위축우려, 경과조치의 미비 등의 문제
점이 그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결론으로 이러한 법률의 불완전한 부분을 검토하
면서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에 관한 제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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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서 론
I. 연구의 배경과 필요성
(1) 국내조직은행운영의 현황과 문제점
국내 조직은행은 의학의 발달에 따라 진료과별로 필요에 따라 운영되었다. 1960년
대부터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병원단위로 수술장에서 얻어지는 골을 중심으로 운영
되었고, 이어서 흉부외과와 성형외과 등에서도 병원단위로 운영하였다.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2000년에 전국 수련병원의 골은행 운영실태를 조사한 바
에 따르면, 110여개의 수련병원 중에서 56개 병원이 골은행을 운영한다고 응답하였
으며, 이들의 골 은행 운영방법은 다양하였다. 75%가 초저온 냉동고(deep freezer)
1대를 보유하면서 수술중에 채취한 대퇴골두나 외상환자의 절단지(amputed limb)
에서 오염이 안된 부분을 채취하여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사용하고 있었다. 기증
자(donor)에 대한 사전검사(screening)는 56%에서 시행하고 있었으며, 보관중인 조
직에 대한 세균배양은 62%에서만 시행하고 있었다. 그리고 기증자에 대한 사전검
사나 세균배양검사 혹은 동종조직에 대한 2차 소독(sterilization)과정을 거치지 않
고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았다. 84%가 보관중인 동종조직에 관한 장부기록을
하고 있다고 응답하였으나 보관중인 조직의 관리가 철저히 이루어지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으며, 채취한 조직의 보관은 74%가 이중포장을 하고 2년 정도 보관하는
것으로 응답하였고, 82%가 동종 골 이식 후에도 의료수가로 조직처리, 관리 및 보
관에 따르는 재료비 청구를 못하고 있다고 한다. 약 40%에 이르는 병원들이 자영하
고 있는 골은행의 질(quality)에 대한 확신이 없어 외국에서 수입한 동종 골 사용을
선호하고 있다고 한다. 소수의 대학병원에서는 장기이식 후에 얻는 동종골을 보관
하였다가 사용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적절한 수가를 인정받지 못하여 채취 후 보관,
처리, 저장상태가 열악하게 되고, 그 결과 사용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한다.1) 한편
1) 강용구, 국내 뼈은행의 현황 및 바람직한 운영방안,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11호
pp.1172-1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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몇몇 대형 병원에 의해 운영되는 국내 심장혈관 조직은행의 현황도 열악한 상황이
다.2) 성형외과 영역도 역시 다르지 않아 2001년 성형외과영역의 조직은행 운영실
태를 위한 수련병원 대상 조사에 응한 27개 의료기관 중에서 11개 병원이 피부은행
을 운영하고 있으며(그 중 피부은행만 운영하는 병원이 7개, 피부와 뼈은행을 동시
에 운영하는 병원이 2개, 피부와 연골은행을 동시에 운영하는 병원이 1개, 피부와
뼈, 연골, 점막은행을 동시에 운영하는 병원이 1개), 7개 병원에서 뼈은행을 5개 병
원에서 연골 은행을 운영하고 있고, 2개 병원에서 점막은행을 운영하고 있었는데,
성형외과에서 단독 또는 타과와 공동으로 조직은행을 운영하고 있는 16개 병원 중
에서 초저온 냉동고를 확보한 병원은 11개 병원뿐이었다고 한다.3)
한편 조직이식술의 발달로 전문 의료진에 의해 조직이식재의 수요가 많아 졌으나
국내의 기증 문화의 부재로 조직을 국내에서 공급하지 못하고, 주로 외국에서 수입
된 조직이식재로 충당되어 현재에 이르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03년 12월까지
이러한 상황을 직접 적용할 수 있는 법률이 없었다. 그리고 국가가 어떤 형태로든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인형태의 조직은행은 없는 실정이다. 그 결과 조직은행들
은 법률에 근거하지 않고, 필요에 따라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였고, 이 과정에서 인
체조직이식재와 관련하여 사회윤리적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그나마 병원 안이 아
닌 독립적인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던 기관들은 그 운영주체들 간의 불화와 형사사
건에 연루되어 현재 간판만 남아 있을 뿐 모두 폐업상태이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대형 병원들은 뼈은행, 제대혈은행, 심장혈관센터냉동조직연구소 등등의 명
칭으로 사실상 조직은행을 자체운영하고 있으나, 모두 법적인 근거가 없이 활동하
고 있다. 그리고 한결같이 비영리임을 주장하며 조직기증을 받고 있으나, 조직이식
비용에 조직의 보관처리비용이 포함되고 있고, 그 적정비용이 정해지지 않은 관계
로 인하여 무상으로 기증받은 조직을 이용해 폭리를 취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고 있
다.

2) 박영환, 흉부외과 분야 조직은행의 실상과 바람직한 운영방안 제언, 대한의사협회지 제
44권 제11호 p.1188. 표5 국내 심장혈관 조직은행의 현황 참조
3) 김석화 성형외과 영역에서의 조직은행 운영 실상 및 운영방안 제언, 대한의사협회지(제
44권 제11호), pp 1193-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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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는 치과, 성형외과, 피부과 등에서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제품들이 다
수 유통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안전관리 규정 마련이 늦어지면서 한 국내조직은
행의 대표가 간염과 매독으로 사망한 시신을 조직 이식재를 만드는 데 사용한 혐의
로 구속됐으며, 또 다른 조직은행에서는 연구용으로 기증한 시신을 이식재료로 전
용했다는 혐의를 받기도 하였다.4)
조직이식재의 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현재 6개 정도의 등록된 수입상이 외국의
조직을 수입하여 국내의료기관에 제공하고 있다고 하는데, 한 신문기사에 따르면
약30여개의 수입업체들이 법적 규제를 받지 않은 채 난립하고 있다고도 한다. 수입
업체들은 국제특송우편을 이용하여 미국이나 유럽에서 국내수입업체로 인체조직
을 곧장 보내기도 하고 직원들이 항공편으로 가져오기도 하지만 수입할 때에 인체
조직이 장기나 의약품으로 분류가 되지 않아 기타 항목으로 수입하고 있어 그 실태
를 파악할 방도가 없는 실정이다.5)
한편 외국에서 수입한 조직에 관해서도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미국식품의약
안전국(US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이 미국 최대의 인체조직 이식재
료 판매사 크라이오 라이프사6)가 판매한 힘줄과 인대, 연골 등 이식용 연조직(soft
tissue)이 박테리아 및 곰팡이에 감염될 위험이 있다며 이를 전부 회수하거나 파기
할 것을 명령하였다.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은 2002년 11월 한 환자가 크라이오라이
프사에서 제공한 조직을 무릎에 이식한 지 4일 만에 박테리아에 감염돼 숨지는 등
모두 27명이 이 회사를 통해 제공된 조직을 이식한 뒤 심한 감염을 일으켰다고 밝힌
바 있다. 조사 결과 그 환자는 사망한 뒤 19시간 동안 방치됐던 한 시신의 조직을 이
식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에이즈, 인간 뇌해면증 등이 인체조직 이식재를 통해
감염된 사례가 미국에서 밝혀지기도 했으며, 미국 식품의약품안전청은 모든 인체
조직 이식재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권고안을 마련하였다. 한국
은 인체조직 이식재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지만 관리기관이 없어 이 회사
4) 데일리메디 2002년 9월 11일자 기사참조.
5) 대한매일 2002년 4월 8일자 기사참조,
6) 기증자의 시신에서 떼낸 피부, 인대, 연골 등을 이식용으로 처리, 제공하는 회사 시장
점유율이 15~20%, 미국내 이식용 심장판막의 70%, 혈관조직의 90%가 이 회사를 통해
제공하고 있다고 한다; http://www.cryolife-recall-informatio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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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의 유통 여부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7)
(2) 조직은행 법제화의 필요성
인체조직의 활용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안전성문제와 윤리적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방법은 인체조직과 관련된 행위와 기관을 규율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감시 감독하는 것이다. 인체조직과 관련된 법으로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이 있으나 같은 법 제3조 '장기등'의 정의는 간장,심장,신장,폐,췌장등 5종의 고형장
기와 각막 및 골수등 2종의 조직을 말하며 인대,혈관,피부,뼈 등은 포함되지 않아 장
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있다. 이와 같은 규범현실때문에 인체조
직이용행위와 인체조직은행에 대한 법제화가 필요하였다.
그리하여 2003년 12월 22일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하
고, 2004년 1월 20일 법률제7097호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법률로서 확
정·공포되었다. 그러나 이 법률은 2005년 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그 때까지는 비록
과도기 형태이겠지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그리고 제정된 법률은 지
금까지 조직은행에 관심을 가진 사람들이 지적하였던 내용을 모두 담고 있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3) 연구목적
기증된 조직이 기증자의 정신에 부합하도록 잘 관리되고 배분된다는 기대를 할 수
있고, 정당하고 실현이 가능한 법규범이 제정되어 시행되어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한 안전한 조직이식을 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되는 경우에 조직의 기증문
화가 조성되고, 인체조직의 이용이 활성화되어 국민보건에 이바지할 수 있다. 그러
므로 본 연구는 의료인이나 환자가 모두 안심하고 시술을 할 수 있고, 인체조직을
기증한 사람의 고귀한 정신을 존중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 수 있는 인체조직활용의
제도적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이 연구의 목적이다.
7) 조선닷컴 2002년 9월 13일자 기사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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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연구방법
우선 우리나라의 조직은행의 현황과 문제점을 조사하고, 다음으로 이러한 문제점
을 해결하고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를 모색하기 위하여 관련문헌과 외국의 법
제도 또는 사례들을 조사 검토한다. 그리고 이 결과를 토대로 최근 제정된 인체조직
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에 관하여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
제도를 위한 법제도적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제시하는 순서로 연구를 진행한다.
따라서 제2장에서는 법제화를 위한 기초작업으로서 인체조직활용에 관한 일반
론으로서 조직은행의 연혁과 조직이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들을 검토하고, 제3장
에서 인체조직활용을 위해 필수적인 조직은행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쟁점을 검토
하고, 제4장에서 우리나라의 바람직한 인체활용제도확립을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
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관련 법제를 고찰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5장
에서 새로 제정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의 내용과 문제점을 검토하고
앞으로 바람직한 인체활용제도를 위한 과제와 방안을 제시하여 본 연구를 끝맺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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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인체조직활용에 관한 일반적 검토
I. 인체조직활용 관련용어
(1) 조직
조직은 세포들로 이루어지는 인체의 모든 구성 부분으로서 뼈, 연골, 건, 피부, 인
대, 심장판막, 혈관, 근막 등을 총칭하는 개념이며 장기와 다른 특징을 가진다. 반면
에 장기는 신장, 간장, 췌장, 심장, 폐를 말하며 떼어낸 지 4-48시간 내에 조직형 혈액
형 등이 맞는 사람에게만 이식하므로 수혜자가 제한적이다.
조직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첫째, 조직은 장기의 경우와 달리 독립적인 생명력을 가지고 있지 않은 신체를 구
성하는 요소로서 조직은행에서의 조직은 장기이식 때의 장기와 구별된다. 장기는
이에 비해 조직은 냉동보관하면 길게는 몇 년 뒤에도 이식이 가능하므로 수혜자가
많다.
둘째, 조직이식의 경우에는 장기이식에서 문제되는 면역학적 거부반응의 발생빈
도가 상대적으로 낮으며, 특수한 처리과정을 거칠 경우에는 면역학적 거부반응을
회피하기가 수월하다.
셋째, 조직의 경우에는 한 사람의 기증자로부터 불특정 다수의 수혜자에게 이식이
가능하기 때문에 기증자의 불특정성 내지 익명성이 장기의 경우에 비하여 높다.
넷째, 조직은 장기에 비하여 사후에 채취할 수 있는 기간이 길고 특수한 처리를 통
하여 상품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에 장기에 비하여 조직이식은 더 은밀
하게 이루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장기이식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생명의 유지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황에
서 이루어짐에 반하여 조직이식은 생명의 유지와는 밀접한 연관을 가지지 않는 상
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다.
이렇게 조직은 미리 채취․처리․보관하였다가 필요한 때에 사용하는 이른바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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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의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수월하므로 국외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많은 조직은
행이 운영되거나 운영하려는 시도가 있다.
우리나라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적용범위에는 조직의 하나인 골수와 각막이
포함되어 있다.
(2) 조직이식
조직이식이라 함은 환자의 조직질환 치료를 목적으로 조직기증자로부터 기증된
안전성이 확보된 조직을 수술 등 의료적인 절차를 통해 환자, 즉 피이식자에게 옮겨
붙여 치료하는 의료적 행위를 말한다. 장기 이식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까다
로운 절차에 따라야 가능하지만 조직 채취와 이식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에관한법
률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대부분 큰 제약이 없다.
장기는 뇌사자로부터 심장 간 췌장 소장 각 1개, 콩팥 허파 각막 각 2개를 얻을 수
있으며 조직은 뇌사자뿐 아니라 완전히 숨진 사람에게서 얻을 수 있다. 또 탯줄 태
반혈액, 정자조직, 정자, 난자 등은 건강한 사람에게서도 얻을 수 있다.
(3) 조직은행
조직은행은 시신 또는 이식 가능한 조직을 기증 받아 이를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하는 행위, 또는 그 시설 및 기관을 말한다. 은행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이유
는 수혜대상, 처리, 보관 등에서 은행과 같은 특징을 갖기 때문이다. 주로 다루는 조
직의 종류에 따라 뼈은행, 피부은행, 각막은행, 심혈관계은행 등으로 분류할 수 있
으며, 시설 및 인력, 지역에 따라 또는 행위의 영역에 따라 병원단위 조직은행, 지역
단위 조직은행, 국가단위 조직은행 등으로 분류가 가능하다.
장기이식은 주로 일대일 기증을 해야 되며 채취된 장기를 되도록 신속하게 이식하
고 이식을 위하여 주로 수혜자의 면역체계를 억제시키는 방법을 사용하는 반면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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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의 경우 많은 양의 뼈 또는 피부가 한 시신에서 채취되며 불특정 다수에게 이식되
므로 특수 처리 및 보관을 통하여 이식재의 면역체계를 조절하여 이식되므로 은행
의 개념으로 설명된다.
본래 조직은행운영의 주된 목적이 시신 또는 조직기증의 숭고한 정신이 그대로 이
식이 필요한 환자에게 전달되어 새 생명과 보다 나은 삶의 영위를 하도록 하는 것이
므로 조직은행은 발달된 기술과 의료행위를 매개로 하는 단순 전달자이어야 하며
비영리 사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다. 한편 조직의 채취부터 분배까지의 과정은 매우
복잡하며 고도의 전문 술식을 요구하므로 일관된 규정과 통일된 술식이 각 이식재
에 적용되는 것이 필요하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업은 전문가가 맡아서 해야 하는
것이다.

II. 인체조직은행의 역사
1. 외국
(1) 미국
1951년 미국 해군조직은행 US Navy Tissue Bank 이 조직의 채취, 저장, 처리, 보
관, 분배의 기능을 수행하는 최초의 근대적 형태의 조직은행이며 대학병원중심의
발전 단계를 거쳐 현재는 독립된 조직은행이 다양한 형태로 활동하고 있다. 미국에
서 최초의 근대 조직은행이 발족된 이래 꾸준한 연구와 임상으로 발전해오다 1976
년 미국조직은행 연합회(American Assoiciation of Tissue Banks; AATB)를 발족
자체적인 인증기준안을 만들고 계속 유지 발전시키고 있다. 개인의 자격으로 미국
조직은행연합회에서 인증하는 조직은행 전문가자격(Certified Tissue Bank
Specialist: CTBS)이 있고 기관회원을 중심으로 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으나, 이 인
증제도는 강제제도는 아니며 약 160개 회원 조직은행중 약 56개가 인증을 받고 있
으며, 개인과 조직은행의 인증자격은 3년 기준이며 매 3년마다 교육이수평점, 기준
심사등을 통하여 새롭게 자격을 주고 있다고 한다.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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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식약청은 조직이식이라는 영역에 대하여 생물제제 평가 및 연구센터(Center
for Biologics Evaluation and Research; CBER) 등에 별도 기준을 마련하여 관리하
고 있다. 그리고 미국에는 자체 병원 수급을 위한 병원 단위의 조직은행과 일정한
지역을 담당하는 지역단위 조직은행, 국가단위의 조직은행 등이 다양하게 있다. 현
재 지역단위와 국가단위는 구분되어 있지 않고 각 주마다 하나의 조직은행을 대표
로 하여 운영하도록 하고 있다.
AATB(미국조직은행연합,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ing) 에 가입한
약 500 여개 병원단위조직은행, 130여개 지역단위조직은행이 있으며, 1983년 연합
회를 구성하여 자체 인증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1993년도부터 식약국과 협력
하여 조직은행에 대한 규제를 하고 있다. AATB에서 발간하는 Technical Mannual
은 i) 조직과 책임(Organization and Responsibility), ii) 질관리(Quality Control),
iii) 조직의 획득(Acquisitionof Tissues), iv) 분배(Distribution), v) 수수료(Service
Fees), vi) 책임문제(Liability Issues), vii) 인증(Accreditation), viii) 보험범위
(Insurance Coverage) 등을 정하고 있다.
(2) 유럽
유럽조직은행연합(EuropeanAssociation of Tissue Bank; EATB)은 조직연구와 이
식의 활성화를 위하여 1984년 독일 주도하에 영국 등 총 22개국이 참여하여 창립한
것으로서 지금은 그 수가 늘어 약 51개 이상의 조직은행이 활동 중이라고 한다.
현재 유럽연합은 인체조직과세포의이용에관한유럽연합지침(EU Tissues and
Cells Directive)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중이다. 유럽위원회는 2002년 7월에 인체조
직과 세포의 질과 안정성을 보장하기 위한 지침안을 발표하였으며, 그 안에 대하여
현재 협상중이다. 이 안은 2004년 3월 31일까지 의견을 받아 채택할 것이라고 한
다.9)

8) http://www.aatb.org
9) http://www.doh.gov.uk/humantissueban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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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시아
아시아태평양조직은행연합(Asia Pacific Association of Surgical Tissue Banks;
APASTB) 아시아 각국은 국가기관의 관리하에 태국, 필리핀, 말레이시아, 호주, 싱
가폴, 베트남 등을 주축으로 APASTB를 결성(1988년) 및 활동 중이고, 호주는 국가
에서 조직은행에 대한 면허발부 등 직접 관리하고 있다고 한다.

2. 우리나라
국내 조직은행은 1960년대부터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병원단위에서 행해졌고 현
재도 주로 수술환자에게서 얻어지는 대퇴골이나 대퇴골두를 중심으로 필요한 환자
에게 이식하고 있으며 치과에서도 1980년대 말부터 병원단위로 채취된 뼈를 이식
용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 후 전문 의료진에 의해 수요가 확산되자 국내의 기
증 문화의 부재로 공급을 주로 외국에서 수입된 조직이식재로 충당되어 현재에 이
르고 있다. 흉부외과에서는 심장판막, 대동맥, 심낭, 기관 및 혈관 이식을 시행하고
있으나 국내 기증의 감소로 주로 외국수입제품을 사용하고 있다.
1999년 6월 한 치과의사의 주도로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와 가천의과대학 부속
길병원이 함께 ‘한국조직은행’을 발족하였는데, 법인허가는 받지 않은 상태였다. 이
후 자금문제로 한 의약품 수입업체를 영입하여 운영을 시도하였으나, 각 참여기관
간의 불화로 해체된 후 지금은 폐업한 상태이다. 현재 인터넷상에 나타나는 한국조
직은행, 한국피부조직은행, 서울조직은행은 이미 형해화된 상태이고, 사체를 기증
받아 제공하는 중간역할을 하던 사랑의 장기기증운동본부 본부장이 정부보조금과
후원금을 횡령 혐의로 구속되는 사건 이후 내부갈등으로 활동이 중단된 상태이다.
그런 사정으로 국내조직은행은 수술환자에게서 얻어지는 조직을 저장, 처리, 재이
식하는 병원단위의 조직은행술식이 일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연구 및 임상 활동의 확대로 2000년 6월 근골격계, 심혈관계, 피부점막조직, 홍보
윤리등의 분과를 중심으로 한국조직은행연합회가 발족되어 자체 규정과 분과별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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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지침 및 인증기준안을 마련하려고 노력하였다. 조직이식의 80%이상을 차지한다
는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2000년 12월에는 대한정형외과학회에서 골연부조직이식
학회를 발족하여 병원단위로 행해지고 있던 조직은행 술식에 일정 규정을 적용하
려는 시도를 하였다. 한국조직은행연합회는 학회의 성격을 지닌 것으로 주로 정형
외과학, 성형외과학, 흉부외과학, 치과학 관련자들이 관심을 가지고 활동을 하고 있
다.

III. 조직은행의 분류
조직은행은 크게 그 목적에 따라 환자 치료를 위한 조직은행(TBTP, Tissue Bank
for Treatment of Patients)과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조직은행(TBBT, Tissue Bank
for Biotech)으로 나누고 있다.
(1) 환자 치료를 위한 조직은행
환자치료를 위한 조직은행은 환자 치료를 위해 시신 또는 이식 가능한 조직을 기
증 받아 이를 채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하는 행위, 또는 그 시설 및 기관을 말한다.
(2)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조직은행(TBBT Tissue Bank for Biotech)
생명과학 연구를 위한 조직은행은 질병에 의해 손상된 조직 및 정상적인 조직을
검증, 표준화한 후 생물학적 활성이 유지된 상태로 보존하여, 질병의 생리·생화학
적인 병인, 노화, 더 나아가 생명 현상의 기전 등을 포함하는 인간의 건강한 삶과 관
련된 각종 의약학, 생명과학, 생명공학의 산업화 연구 활동에 적절한 조직을 제공하
는 기관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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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인체조직활용에 대한 윤리적·법적 쟁점
이 장에서는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을 위한 제도가 어떤 것인지를 모색하기 전에,
인체조직활용과 관련된 윤리적쟁점과 법적 쟁점을 검토한다. 어떤 제도를 운용함
에 있어서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강제를 하는 법규범의 경우, 그 정당성을 인
정받기 위해서는 도덕규범을 바탕으로 해야 하므로 그 한도 내에서 윤리적 고찰을
하고, 이어서 각국의 법규범을 비교·고찰한다.

I. 윤리적쟁점
인체조직의 이용기술을 포함하는 생명의료기술의 발달로 인해 생명윤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생명의료윤리학은 도덕적으로 옳고 그른 것을 인간 행위와
관련지어 결정하려는 규범윤리학 중 특정한 도덕적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과제로
삼는 응용규범윤리학 (applied normative ethics)의 범주에 속한다. 인체조직을 활
용하는데 있어서 윤리적 원칙은 인간의 생명과 인체의 존중이다.10)
장기이식, 특히 뇌사자의 장기에 의한 장기이식을 위해서는 뇌사상태의 사람으로
부터 이식을 위한 장기를 채취해야 하므로 죽음의 정의를 어떻게 내릴 것인가에 대
해 많은 윤리적 논의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1999년2월 장기등이식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장기이식을 전제로 제한된 범위에서 뇌사를 인정하고 있다. 인체조직이
식의 경우에는 이미 사망판정을 받은 사체로부터 뼈, 피부, 인대, 근육, 각막 등 각종
조직을 채취 분리하여 일련의 변형이나 처리과정을 거치는 것이므로 죽음의 정의
나 시점보다 죽음이 갖는 의미, 주검(사체)에 대한 권리의 주체, 사체의 보존 및 훼
손, 인체조직의 상업적인 판매, 부적적한 사용 등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이 발생
한다. 따라서 인체조직이식에 있어서 의료윤리문제는 장기이식과는 조금 다르게
접근해야 할 것이다.11)
10) See Patrick Nairne et.al., Human Tissue Ethical and Legal Issues, Nuffield Council
on Bioethics, 1995, pp. 39-53.
11) 인체조직활용과 관련된 윤리적인 쟁점은 김명희, 조직은행과 관련된 윤리적인 문제들,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11호, pp.1160-1170의 내용을 참고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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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증동의
동의는 어떠한 사실에 대하여 양심에 따라 승낙하는 행위이다. 동의는 판단을 내
리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가 주어진 바탕 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한
다. 스스로의 삶을 좌우하는 결정을 내리고, 스스로에게 행해질 것을 통제할 자유를
소유하는 것은 주체로서의 인간이 갖는 고유한 권한이며 이 개념은 의료윤리에 있
어서도 예외일 수 없다.
모든 인체조직기증은 생명의료윤리의 자율성존중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조직기증 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대상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가족들은 그들의 결정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며 비록 연구용으로 사용되더라
도 그들의 기증이 영예로운 것이기를 기대하고 죽음이후에도 그것들이 존중받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기대와는 다른 목적으로 사체에서 채취된
조직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윤리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기증동의를 받기에 앞서 조
직기증과 관련한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하고도 솔직한 설명이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한다.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한 동의(Informed Consent)를 받는 과정에는 기
증의 목적, 요청되는 장기나 조직, 기증될 조직의 용도, 채취과정과 관련된 사항 등
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되어야 한다. 때로는 기증된 조직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연구, 교육, 심지어는 미용목적이나 상업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하
여야 한다.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을
당사자에게 한 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던 기증자가 결정능력
을 상실한 경우라면 의료인은 사전에 고인의 의사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물
증을 찾아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고인이 생전에 사체기증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나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법으로도 확인할 길이 없으면 기증에 반
대한 것으로 추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것이다.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
대적인 권리를 가지므로 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비록 신체의 기증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일이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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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증자의 자율성존중의 원칙에 의한 기증의사의 중요성은 의료윤리의 측면에
서 뿐 아니라 기증자 당사자에 의한 본인의 과거질병력, 사회력, 사생활 등에 대한
고려가 가능하여 가족의 의지에만 의해 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감염성 질환의
잠복기에 대한 선별이 정확할 수 있어 인체조직이식으로 인한 에이즈 등과 같은 감
염성 질병전파방지에 더 효과적일 수 있다.
우리나라는 아직 인체조직이나 사체의 기증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홍보가 잘 되
어 있지 않으며 사체기증에 대한 본인의 의사를 객관적으로 표시할 수 있는 장치가
충분하지 않다. 그러므로 정확히 고지된 설명을 전제로 한 본인의 결정에 의한 기증
이 되기 위해서는 사체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생전의 기증의사를 쉽게 확인
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이 이루어져 사체기증이 활성화되어야 한다. 기증의사를 가
진 충분한 기증지원자가 있어야 정확한 설명에 의한 생전의 본인의 기증의사에 의
한 기증동의에 의해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 지켜질 수 있을 것이다.

2. 기증자 선택과 조직이식의 안전성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증하는 것 그 자체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신
체기증의 결과를 환자에게 전염성 질병이 감염되는 등 오히려 치료목적에 반대되
는 결과가 나타나 오히려 환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을지 문
제이다. 의료윤리에 있어서 악행금지의 원칙이란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줄 수 있
는 위험을 만들지 말라는 원칙이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의료윤리 뿐만 아니라 사회
도덕의 근본원리를 이루는 것으로 타인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지 말아
야 한다는 윤리적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조직이식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은
조직기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즉 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증자의 선별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마련된 여러 지침들을 충실히 지킬 윤리적 의무가 있다. 또
한 인체조직이식과 관련된 의료인은 조직이식과 관련된 최근의 지식을 습득하여
안전한 인체조직이 이식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조직이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
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체조직이식으로 인하여 감염성 질병이 이식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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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환자에게 발생했다면 기증자의 기증의도가 아무리 선행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행금지의 원칙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장기이식과 달리 조직이식
의 경우 한 사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의 종류가 매우 다양하고 그 양이 많으므
로 그 영향을 받는 환자의 수도 더욱 많다. 따라서 전염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은행에서 조직 채취, 처리, 보관, 분배와 관련된 전 과정도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장기이식과 달리 채취에서 분배까지의 공정이 복잡하고 여
러 단계를 거치며 관련된 기관들도 여러 곳일 수 있거나 심지어는 장소를 달리하여
옮겨 다닐 수도 있으므로 인체조직의 외부로부터 오염(contamination)위험은 항시
존재한다. 또한 임상에 사용되기까지의 보관기간이 다양해 조직에 따라서는 수년
일수도 있어 그만큼 감염에 대한 노출기회도 높다. 인체조직이식과 관련된 전 과정
이 가장 양질의 안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이고 그 모든 과정은 안
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침에 따라 행해질 때에만이 조직기증 본래 의도인
선행이 실현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증자의 기증윤리에서부터 조직은행관
련자들의 직업윤리는 인체조직이식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
체조직의 이식과 관련한 의학적 안전성 보장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인체
조직이식의 안전성 확보와 관련하여 의학과 윤리학은 따로 떼어 생각할 수 없는 불
가분의 관계이다.

3. 공평한 분배
장기이식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그 분배의 공평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많은 나라들은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기분배관리기관(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UNOS)이 이식장기들의 공평한 할당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2000년도에 장기이식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립의료원
에 국립장기이식센터(KONOS)가 설립되어 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장기의 공평한
분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이식의 경우는 대개 생명의 절박성이나 대상질병
의 중증도가 장기이식에 비해 떨어지고 한 사체로부터 다량의 조직을 확보할 수 있
으며 보관기간도 장기와 비교하여 긴 편이어서 분배의 문제는 장기에 비해 여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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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편이다. 그런 연유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체조직의 관리나 분배와 관
련하여 정부의 통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체조직과 관련된 법
률과 규제는 있으나 장기의 UNOS처럼 국가적으로 인체조직의 채취와 분배를 담
당하는 기관은 없고 분배의 문제는 각각의 조직은행과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조직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식품의약안전국에서 주기적인 감사와 감독
을 하고 있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의료윤리원칙상의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Justice)이 적
절하게 응용되어야 한다. 즉 조직이식재가 비록 추출과 가공과정에서 모습을 달리
했다 하더라도 숭고한 정신으로 기증된 인체로부터 유래된 이상 어떠한 형태로든
인체조직을 통한 금전적 이득의 추구와 상업적인 이용이 없이 분배되어야 할 것이
다. 대부분 기증자 본인이나 그 가족들은 기증된 장기가 어떠한 형태로든 다른 사람
의 건강에 기여하리라고 기대하며 그것으로부터 존중받기를 원한다. 장기의 경우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현행법으로 매매가 금지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장기
등이식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으며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는 일로 당연히
받아들여지고 있다. 그것은 인체조직의 경우에도 존중되어야 한다. 주검(사체)은
호흡이 정지하고 심박동이 멈추는 생리적 현상이 소멸되었을 뿐 그로써 인간생명
의 존엄성마저 사라진 것은 아니다. 생명을 물질적 측면에서 정의하고 생명이 가지
고 있는 물질을 넘는 그 어떤 것은 무시해서는 안된다. 인간은 자기의 죽음을 직접
경험할 수 없고, 단지 다른 사람의 죽음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체험할 뿐이다. 죽음
다음의 시간과 공간에 있는 인간(사체)의 가치에 대해 죽음에 있어 제3자인 살아있
는 자들이 그것을 단정하고 권리를 행사한다는 것은 모순이다.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주검에 어떤 형태로든 주관적 개입을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어떤 사체이건 매매될
수 없으며, 매매되어서는 안 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보관, 분배에 들어간 비용은 최종 사용
자에게 서비스료의 명목으로 청구할 수 있게 하고 있다. 그러나 인체조직에 부과되
는 가격은 단지 채취, 처리, 보전 및 보관, 그리고 양질의 인체조직을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의 조직은행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적정한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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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출되어야 한다. 경제적인 부담으로 인체조직에 대한 혜택이 일부 계층에만 국
한되어서는 안 된다. 인체조직은 최종 사용자의 지위나 인종, 종교, 성별, 국적에 관
계없이 공정하게 분배되어야 한다. 또한 치료목적의 필요가 미용이나 성형을 목적
으로 사용하는 경우보다 분배의 우선순위에서 밀려나서도 아니 된다.

4. 적절한 사용
인체조직의 사용은 장기이식의 경우처럼 긴급히 생명을 구하기보다는 생명의 질
을 올리는 측면이 강하며 미용이나 성형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다. 그러므로
장기이식에서처럼 생명을 구한다는 절박성이 희박하여 그 사용목적이 기증자들이
나 기증자 가족들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수혜자
의 선택에 의하여, 시술자의 편의에 의해서, 시술자들의 부의 창출을 위한 상업적인
동기에서 남용이 우려되며 수혜자나 시술자들의 의도에 따라 그 수요가 폭발적으
로 증가도리 수 있는 가능성도 적지 않다. 미국에서는 인체조직수요가 증가하고 있
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고가의 미용성형 등 치료목적 이외의 사용이라고 한다. 이
러한 상업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은 인체조직의 부족하게 만들고 정작 치료가 필요
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그리고 인체조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체의 매매 등 비윤리적인 상황들을 촉발시킬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인체
조직이 부족해지면 공급부족에서 생기는 가격상승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의 적절한 사용이 방해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인체조직을 사용하
여 시술하는 의사들은 적절한 적응증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체조직사용과관련하여 적응증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며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서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의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상업적인 인
체조직의 사용, 인체조직의 남용 등과 관련하여 책임도 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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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조직은행연합(AATB American Association of Tissue Banking)은 연합의 윤
리강령을 제정하여 조직이식과 관련된 모든 회원조직은행들이 이 강령을 준수하도
록 하고 있다.

II. 법적 쟁점
인체조직을 생체에서 채취하는 경우와 사체로부터 채취하는 경우에 발생되는 문
제는 조금 다르다. 살아있는 사람은 인격권의 주체로서 당연히 권리를 존중받지만,
죽은 사람의 경우에는 일정한 범위에서는 권리를 인정받지만 그 정도는 상대적으
로 매우 미약하다. 사체의 조직기증과 이식에 관한 법규범을 제정하는 데는 장기에
있어서와 마찬가지로 아직 살아 있는 사람을 잠재적 기증자로 봄으로써 조기 죽음
(premature death)을 가져오지 않는지, 사후 사체 훼손은 과연 아무렇지도 않을 것
인지, 오진을 없을 것인지 등등 사람들의 오용이나 남용의 우려가 있으며, 매매금
지, 공급부족, 공정분배, 엄격한 기증자관리 등등이 어려운 문제가 중심이 된다.12)

1. 기증자 선택과 조직이식의 안전성
신체의 일부를 기증하는 행위의 동기가 무엇인지 헌혈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 의
하면 헌혈자들이 헌혈하는 동기는 대부분이 이타주의에서 비롯된다. 조직이나 장
기의 기증자들의 기증 동기 역시 헌혈과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이타주의일 것이라
고 추정된다.
타인을 위한 선행이나 타인의 이익을 행동의 정칙, 혹은 의무로 생각하는 이타주
의는 다른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피해를 주지 말 것, 또 타인의 복지에 기여할
것을 요구하는 도덕의 최상의 실천윤리이다. 다른 사람의 자율성을 존중하고 타인
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악행금지의 원칙(The Principle of
Nonmaleficience)이고, 타인의 복지에 기여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선행의 원칙(The
12) 인체조직활용과 결부된 법적 쟁점은 정규원, 조직은행 설립과 운영에 대한 법적 검토
대한의사협회지 제44권 제11호, pp.1151-1159를 참고로 하여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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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nciple of Beneficience)이다. 선행의 원칙은 크게 두 가지 원칙으로 구성되는데
하나는 적극적인 선행(positive beneficience)원칙이고, 다른 하나는 효용(utility)원
칙이다.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타인에게 기증하는 행위는 적극적 선행이다. 그러
나 기증행위의 결과가 반드시 선행의 원칙과 부합하지는 않는다. 예컨대 치료를 위
해 수혈을 하지만 그로 인해 간염, 에이즈, 말라리아, 매독 등이 전염될 수도 있다.
인체조직의 한 부분인 조직이나 장기에 있어서도 그 가능성은 예외일 수 없다. 최근
에는 혈액이나 신체조직의 이식으로 인한 광우병의 감염위험에 대해서도 논란이
되고 있으며, 앞으로도 다른 전염성 질병의 출현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실정이다.
신체의 일부 또는 전부를 기증하는 것 그 자체는 선행이라고 할 수 있음에도 불구
하고 신체기증의 결과를 환자에게 전염성 질병이 감염되는 등 오히려 치료목적에
반대되는 결과가 나타나 오히려 환자가 피해를 본다면 그것을 선행이라고 할 수 있
을지 문제이다. 그러한 예가 1985년 미국의 노우드사건이다.13)
13) Virginia주 Dinwiddie의 한 주유소에서 일하는 22살 청년 Petey Norwood(피티 노우
드)는 어머니에게 자기가 죽으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자기 신체를 나눠주라고 부탁
하였다. 그 말을 한 후 일주일이 지나 우연히 그가 죽었고, 그의 죽음은 잇달아 일어나
는 비극의 시작이었다. 1985년10월21일 노우드는 강도에게 살해당했다. 이마에 총을 맞
은 노우드는 잠재적인 장기기증자였고, 그래서 그의 혈액에 대해 그 당시 새로 인가된
효소면역측정법을 이용하여 HIV 항체검사를 하였다. 노우드의 어머니는 아들이 전에
한 말을 기억해내고 아들의 신체기증에 동의하였다. 다음 날American Red Cross Patie
nt Services에 의해서 두 번째 검사가 시행되었다. 결과는 음성이었다. 그 동안 노우드
는 사망하였다. 그가 총상을 입은 지 32시간이 경과한 때였다. 10월23일에 대퇴골두가
LifeNet Transplantation Services Inc.에 의해서 채취되었다. 이것은 후에 한 Littleton
의 J.P.라고만 알려진 71세 여성의 수술에서 쓰이게 된다. 1985년12월에 J.P.는 고관절치
환술을 받았다. 그 수술은Denver의 St. Joseph Hospital의 Dr. Gerhard Anderson이 집
도하였다. 그리고 그녀는 이식을 받은 후 2년이 지난 1987년12월24일 그녀의 검사결과
HIV의 양성이 나왔다는 것을 알게 된다. 1991년5월 J.P.의 감염과 이식 사이의 관련성
을 Colorado주 보건성이 찾아내었다. 곧 Atlanta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에 경고를 하
고 전국적인 조사를 시작하였다. 그때까지 보관되고 있던 노우드의 신체의 파편에 대하
여 새 검사방법을 사용하여 조사관들은 노우드가 죽을 당시 치명적인 바이러스를 지니
고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이어서 58개의 조직과 장기가 노우
드로부터 채취되었고 48명의 수혜자에게 이식되었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4명의 장기수
혜자와 3명의 뼈수혜자는 모두 HIV에 감염되었다. 그러자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노우드
와 성관계를 가졌던 3명의 여성의 소재를 파악하였다. 둘은 그가 죽기 전 6월전쯤에 성
관계를 가졌으며, 검사결과 HIV 음성이었다. 세번째 여성은 해당관청이 면담하거나 HI
V 검사를 하는 것을 거부했다. 질병통제예방센터의 전문가들은 노우드가 그가 죽기 바
로 전에 감염이 되어서 이후의 검사가 보통 생성되는데 2주에서 6개월이 걸리는 바이
러스의 항체를 발견해내지 못했다고 추측한다. 이 사건은 새로운 지침을 마련하도록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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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윤리에 있어서 악행금지의 원칙이란 피해를 주지 말고 피해를 줄 수 있는 위
험을 만들지 말라는 원칙이다. 악행금지의 원칙은 의료윤리 뿐만 아니라 사회도덕
의 근본원리를 이루는 것으로 타인들에게 상해를 입히거나 해를 가하지 말아야 한
다는 윤리적 원칙이다. 이 원칙에 따르면 조직이식과 관련된 모든 종사자들은 조직
기증으로 인한 부정적인 결과, 즉 환자가 피해를 받지 않도록 기증자의 선별에 세심
한 주의를 기울이고, 인체조직의 안전성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야 하며 이를 위해 마련된 여러 지침들을 충실히 지킬 윤리적 의무가 있다. 도한 관
련된 모든 의료인은 조직이식과 관련된 최근의 지식을 습득하여 최고의 안전한 인
체조직이 이식될 수 있도록 하여 인체조직이식으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할 윤리적
의무가 있는 것이다. 인체조직이식으로 인하여 감염성 질병이 이식을 받은 환자에
게 발생했다면 기증자의 기증의도가 아무리 선행에 근거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악
행금지의 원칙을 다했다고 볼 수 없을 것이다.
장기이식과 달리 조직이식의 경우 한 사체에서 사용할 수 있는 조직의 종류가 매
우 다양하고 그 양이 많으므로 그 영향을 받는 환자의 수도 더욱 많을 것이다. 전염
성 질병의 예방을 위해서는 조직은행에서 조직 채취, 처리, 보관, 분배와 관련된 전
과정도 인체조직의 안전성 확보에 매우 중요하다. 장기이식과 달리 채취에서 분배
까지의 공정이 복잡하고 여러 단계를 거치며 관련된 기관들도 여러 곳일 수 있거나
심지어는 장소를 달리하여 옮겨 다닐 수도 있으므로 인체조직의 외부로부터 오염
(contamination)위험은 항시 존재한다. 조직이 사용되기까지의 보관기간이 다양해
조직에 따라서는 수년일수도 있어 그만큼 감염에 대한 노출기회도 높다. 인체조직
이식과 관련된 전 과정이 가장 양질의 안전한 조직을 만들 수 있는 일정 수준 이상
이고 그 모든 과정은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의학적인 지침에 따라 행해질 때에만
조직기증 본래 의도인 선행이 실현될 수 있다. 오염된 조직으로 인한 피해사례의 예
로 미네소타사건을 들 수 있다.14)
극하여 두 연방기관인 질병통제예방센터와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이 조직이식을 위한 새
절차, 지침 그리고 권고를 수립하였다. 정부는 그렇게 해야 조직이식을 통한 감염위험이
적어진다는 것을 강조하였다. (이것은 http://www.aidsinfobbs.org/articles/rethink/rethin
k1/444에 실린 자료를 재구성한 것이다)
14) Minnesota주 Willmar에 있는Ridgewater 대학의 학생인 23살 청년 Brian Lykins(브라
이언 라이킨스)가 2001년11월 그의 무릎 연골을 교체하기 위해 St. Cloud, Minnesota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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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입원하였다. 그리고 수술한지 사흘 후인 11월 11일에 갑자기 죽었다. 무릎통증을
없애기 위해 수술을 하고 나서 갑작스런 심장혈관허탈(sudden cardiovascular collapse)
까지 매우 짧은 시간이었다. 그런 종류의 병은 수술 후에 드문 것이고, 건강하고 젊은
사람의 수술 후에 있어서는 매우 예외적인 것이었다. 그의 죽음을 둘러싼 사정이 매우
이상하여 조사를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전문가들이 불려왔다. 미국식품의약안전
국과 공동으로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라이킨스가 그의 무릎에 이식한 인체조직에서 유래
한 희귀한 박테리아에 의해 죽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 조직은 사체로부터 나온 것
이었다.질병통제예방센터본부의 실험실에서 과학자들은 아직 Cryolife사의 보관소에 있
던 기증사체의 다른 무릎을 검사하였고, 치명적인 박테리아인 Clostridium sordelli를 발
견하였다. 그것은 라이킨스의 죽음을 초래한 것과 동일한 박테리아였다. 그것은 보통 흙
과 농장가축들에게서 발견되며 인간에게서는 드물게 발견되고, 그것도 장에서만 발견되
는 것이었다. 그들은 오염된 조직을 그것을 채취한 사체로까지 추적해 들어가 시체를
취급했던 방법에 문제점이 있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질병통제예방센터는 라이킨스의
무릎이식조직이, 죽은 후 12시간 이내에 냉동해야 하는 통상의 산업기준 범위를 넘는 1
9시간 동안 냉동하지 않은 채 방치한 사체로부터 왔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라이킨스를
죽인 조직은 사체로부터 나온 조직을 처리하고, 그 조직들을 안전하게 만들기 위해 비
용이 많이 드는 방법인 고도기술을 사용하는 장소인 조직은행에 의하여 공급되었다. 따
라서 외과의사들은 조직은행이 분배한 이식된 조직들이 사실상 무균이 아니어도, 매우
깨끗하거나 무균이라고 가정을 하고 있지만, 질병통제예방센터 과학자들은 그 가정이
얼마나 잘못된 것인지를 알게 되었다. 그들이 정형외과이식의 박테리아오염에 대한 전
반적인 조사에서 통상적인 정형외과수술에 이어 오염된 조직으로부터 발생한 54건의
감염 중, 절반이 라이킨스에게 오염된 조직을 제공했던 조직은행인 크라이오라이프사에
의해 처리된 조직으로부터 생긴 것이라는 것이 드러났다. 이 조사를 하는 동안에 질병
통제예방센터는 크라이오라이프사에게 조직처리의 안전을 증진시키기 위해 일련의 권
고를 보냈다.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이 크라이오라이프사를 2002년3월 25일부터4월 12일까
지 검사했을 때,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은 매우 많은 미국식품의약안전국규정위반을 발견
하였다. 게다가 2001년에 크라이오라이프사의 동종이식심장판막을 이식받은 한 환자가
수술 후 2개월 내에 고열증세를 나타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판막의 배양에서 Candid
a Tropicalis와 Candida Albicans가 나타났다. 또 한 사례에서는 크라이오라이프사의 판
막을 받은 환자의 혈액배양에서 Staphylococcus Epidermidis 양성을 보인 것이었다. 미
국식품의약안전국은 2002년6월17일 부적절한 처리과정과 검사방법, 그리고 질병통제예
방센터의 권고절차 불이행을 이유로 크라이오라이프사에게 경고를 하였다. 2002년7월에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은 다른 조직은행인 AlloSource에게 그들의 처리절차에 일련의 문제
가 있다는 이유로 경고를 하였다. 2002년 6월에미국식품의약안전국이 크라이오라이프사
에게 보낸 경고에 제대로 반응하지 않자 미국식품의약안전국규정의 중대한 위반과 조
직의 안전을 보장하지 못함으로써 회수명령이 필요하게 되었다. 결국 2002년8월 14일에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은 크라이오라이프사에게 2001년10월 3일부터 현재까지 처리하여
분배한 인체조직을 즉시 회수하라고 명령하였다.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은 크라이오라이프
사의 심장판막은 그대로 두도록 허용하였지만, 검사자들은 현재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감염에 관해 보고된 문제들 때문에 크라이오라이프사의 심장판막들을 자세하게 검토하
고 있다. 연조직과 달리 심장판막을 회수하는 것은 신생아와 소아환자들의 선천성 심장
기능장애의 교정에 필수적이고 다른 만족할 만한 대체장치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더
큰 파장을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었다.미국식품의약안전국과 크라이오라이프사의 합의로
회수명령이 '대체할 수 있는 치료가 소진되었거나 불가능한 경우에 의학적으로 응급 사
용'을 위해서는 완화되었지만, 크라이오라이프사의 연조직판매는 매우 제한되었다.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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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의 기증윤리에서부터 조직은행관련자들의 직업윤리는 인체조직이식의 윤
리적인 측면에서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인체조직의 이식과 관련한 의학적 안전성
보장측면에서도 매우 중요한 것이다.
후천성면역결핍증에 이환되어 있는 환자의 조직이나 전이 가능한 암에 이환된 조
직을 이식하는 경우에는 조직을 이식받은 환자에게 기증자가 보유하고 있는 질병
이 이환될 수 있으므로 이식되는 조직에 대한 여러 가지 의학적 정보가 확보되어야
하며 나아가 이식용 조직의 안전성을 담보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야 할 것이다.15)
식품의약안전국의 자신의 웹사이트에 올린 Web 공고에서 비록 심장판막은 회수되지
않지만, 의사들에게 크라이오라이프사의 제품을 사용하여 그러한 수술을 하기 전에 그
위험을 신중히 고려할 것을 권고하였다. 권고는 회수대상동종이식재와 회수대상은 아니
지만 주의깊게 관찰해야 할 동종이식심장판막을 나누어 제시하고 있으며, 동종이식부작
용에 관한 보고도 요구하고 있다.1) 이는 매우 드문 조치로서 크라이오라이프사는 그 절
차가 안전하고 감염의 전체비율은 매우 낮다고 주장하며,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의 회수명
령에 항의하였다. 질병통제예방센터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기 전까지 이러한 희귀한 종류
의 박테리아와 연결된 문제는 현황조차 알 수 없었다. 그것은 대부분의 조직은행, 의사
들 그리고 병원들이 이식에 대한 ‘부작용’이라고 불리는 사례보고를 얻지 못했기 때문이
다. 크라이오라이프사는 몇몇 발표성명에서 질병통제예방센터에 의해서 발견된 감염 중
모두가 이식된 조직의 사용과 관련된 것은 아니며, 감염의 위험은 매우 낮고, 감염이 생
기면 항생제로 쉽게 치료될 수 있다고 했다. 그러나 미국식품의약안전국에 따르면 크라
이오라이프사의 조직을 받은 사람 중 이미 한 명이 죽었고 27명이 중증 감염으로 진전
되었다; http://www.cbsnews.com/stories/2002/05/14/60II/printable509045.shtml; http://
www.soft-tissues-recall.com/
15) 크라이오라이프사는 그 문제를 라이킨스가 죽기 훨씬 전인 4년 전에 알았다. 1998년에
제이 제임스(Jay James)라고 불리는 San Francisco 증권중개인이 라이킨스가 받았던
것과 같은 종류의 조직을 크라이오라이프사로부터 받아서 같은 종류의 통상적인 무릎
수술을 받았다. 그러나 정상적으로 회복이 되지 않고, 6일째 되는 날, 종창(swelling)이
생기고, 7일째 되는 날은 아예 일어설 수가 없었다. 의사는 곧 응급처치를 시작하었다.
제임스는 라이킨스를 죽인 것과 같은 정도로 위험할 수 있는 동종의 clostridium감염이
되었었다. 제임스는 다섯 번이나 더 수술을 해야 했다. 제임스는 크라이오라이프사를 고
소하였으나, 그 회사가 그의 감염과 그들의 조직 사이에 아무런 관련이 없다고 주장했
다. 크라이오라이프사는 제임스의 의사 Dr. King이 다른 도시에서 또 다른 의사가 같은
종류의 흔치 않은 감염을 지닌 무릎수술환자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했을 때에야
법정외 화해(settlement out of court)를 하였다. 크라이오라이프사는 제임스의 수술 후
에 오염가능성을 알았어야 함에도 문제를 해결하지 않았고, 문제를 인정하는 것조차도
하지 않은 것이다. 또한 트럭기사 알랭 멩비엘르(Alan Minvielle)의 사건도 있다. 주말
에는 마라톤과 3종 경기를 하였던 그는 지금은 걸음도 걷기 힘들게 되었다. 2001년 그
는 같은 종류의 크라이오라이프사의 조직을 사용하여 제임스가 했던 것과 같은 종류의
무릎수술을 했다. 그리고 같은 종류의 위험한 감염이 생겼다. 멩비엘르는 그의 감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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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기증 동의(Informed Consent)
동의는 타인의 행위에 대하여 認許 내지 승인하는 의사표시로서 판단을 내리기에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가 주어진 바탕 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해 행해져야 하다. 모든
인체조직기증은 생명의료윤리의 자율성존중의 원칙(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에 의하여야 하며 이는 조직기증 전에 관련된 모든 사항에 대해 대상자
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기증자 또는 기증자의 가족들은 그들의 결정이 누군가에게 큰 도움이 되며 비록
연구용으로 사용되더라도 그들의 기증이 영예로운 것이기를 기대하고 죽음이후에
도 그것들이 존중받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기증자와 그 가족들의 기대와는 다른 목
적으로 사체에서 채취된 조직이 사용된다면 그것은 윤리적일 수 없다. 그러므로 기
증동의를 받기에 앞서 조직기증과 관련한 모든 상황과 관련하여 정확하고도 솔직
한 설명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체조직의 기증과 관련한 동의를 받는 과정에는 기증의 목적, 요청되는 장기나
조직, 기증될 조직의 용도, 채취과정과 관련된 사항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포함
되어야 하며, 때로는 기증된 조직이 질병의 치료가 아닌 연구, 교육, 심지어는 미용
목적이나 상업용으로도 사용될 가능성이 있음을 설명해야 한다.
미국에서도 과학의 발전으로 조직을 처리하여 이식될 수 있게 되었지만, 조직은행
관련규정은 과학에 뒤떨어졌다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자들은 말한다. 정부가 엄중
하게 감시하는 다른 장기와 혈액은행들과 달리, 조직은행들은 대부분 규율되고 있
지 않아 정부가 그 존재를 알지도 못하는 조직은행이 버젓이 있으며, 처음부터 전혀
검사를 받은 적이 없고, 기본적인 검사를 하는 것만 규율되고 그 이상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자율요건으로 맡겨져 있는 실태라고 외과의사들도 말한다. 1998년에 미
일으킨 조직에 대하여 문의하기 위해 크라이오라이프사에게 전화를 했으나 그들은
의 이름조차도 묻지 않았으며 나중에 그에게 전화를 걸지도 않았다고 한다. 그러나
라이오라이프사는 멩비엘르를 수술한 의사에게 그 감염이 그들의 조직 때문에 생긴
이 아니라고 말했다. 멩비엘르도 2002년5월 크라이오라이프사를 상대로 고소하기로
다; http://www.cbsnews.com/stories/2002/05/14/60II/printable509045.s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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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크
것
했

국식품의약안전국은 조직은행산업에 대한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의 권한을 증대시
킬 수 있는 “tissue action plan”을 제안하였다. 그 계획은 조직은행들의 미국식품의
약안전국등록, 기증자들의 질병선별검사, 조직처리를 위한 'good tissue practices'
가 설정의 요건들을 포함하고 있다. 조직은행의 등록이 도입된 반면, 다른 두 제안
은 아직 공청 중이다.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은 high-tech field의 발전과 공중보건을
보호하는 것 사이에 조화를 추구하고 있으며, 법규정이 아마도 2003년쯤 교섭을 끝
내고 공포될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의 고위인사가 말했지만,
2003년 말 현재 아직도 의결되지 못하고 있다.
기증자가 살아있는 사람이라면 이러한 내용을 포함하여 충분한 설명을 당사자에
게 한 후 승낙을 받아야 한다. 의사결정능력이 있었던 기증자가 결정능력을 상실한
경우라면 의료인은 사전에 고인의 의사가 무엇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물증을 찾아
내려고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donor card가 필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고인이 생
전에 사체기증에 대해 아무런 기록이나 문서를 남기지 않은 경우에는 그의 의사를
확인하기 위하여 가족들로부터 충분한 정보를 얻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어떠한 방
법으로도 확인할 길이 없으면 장기적출에 반대한 것으로 추정하여야 한다는 견해
도 있다.16)
기증자의 자율성존중의 원칙에 의한 기증의사의 중요성은 의료윤리의 측면에서
뿐 아니라 기증자 당사자에 의한 본인의 과거질병력, 사회력, 사생활 등에 대한 고
려가 가능하여 가족의 의지에만 의해 기증이 이루어질 경우 보다 감염성 질환의 잠
복기에 대한 선별이 정확할 수 있어 인체조직이식으로 인한 에이즈 등과 같은 감염
성 질병전파방지에 더 유리할 수도 있다.
정확히 고지된 설명을 전제로 한 본인의 결정에 의한 기증이 되기 위해서는 사체
기증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와 생전의 기증의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제도의 마련

16) 장기이식에관한법률의 내용과는 반대되는 견해로서 모든 인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절대적인 권리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므로 신체의 기증이 타인에게 도움이 되는
훌륭한 일이더라도 이는 자발적인 동의에 의해서만 가능하다고 한다; 김명희, 앞의 글,
p.1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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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이루어져 사체기증이 활성화될 필요하다.
개별 병원에서 자체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행을 통한 조직이식의 경우에는
시술의사가 조직이 채취되는 사람과 조직을 이식받는 사람의 병력을 인지하고 있
기 때문에 조직의 안전성 문제에 따른 위험성을 줄일 수는 있을 것이다. 조직을 채
취당하는 사람이 자신의 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된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을 경
우에는 조직을 채취 당하는 사람의 자신의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될 가능
성이 있다. 또한 조직을 이식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도 자기에게 이식되는 조직이 어
떠한 경로를 통하여, 누구로부터 유래한 조직인지에 대한 정보를 알지 못하는 경우
에는 역시 자기결정권의 침해여부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자기결정권침해의 문제는 사체에서 조직을 채취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
다. 조직 기증의 의사를 생전에 미리 표시한 사체로부터 조직을 채취하는 경우에는
사자의 생전 의사에 기인한 조직 채취이므로 자기결정권침해 여부가 문제되지 않
을 수 있을 것이나 사자가 생전에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체로
부터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가 사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가 될 수 도 있을
것이다. 신체에 대한 자기결정권은 원칙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보유하는 것이
므로 사자는 사체의 처분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유할 수는 없겠지만 사자가 생존
시에 표시한 자신의 신체에 대한 의사결정은 사망 후 자신의 신체에 대한 처분행위
에도 효력을 미치고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17)
17) 인격을 가지는 사람에 대한 소유권과 같은 배타적 지배는 인정되지 않는다. 타인의 신
체에 대한 물권을 인정하는 것은 노예를 인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근대법의 인격절대주
의에 반하기 때문이다. 자기의 신체에 대하여도 인격권이 성립될 뿐이고, 소유권은 성립
되지 않는다. 따라서 인체의 일부도 권리의 객체가 되는 물건이 아니다. 인위적으로 인
체에 부착된 의치․의안․의수․의족 등도 신체에 고착되어 있는 한, 신체의 일부이며
물건이 아니다. 그러나, 인체의 일부라고 하더라도 생체로부터 분리된 것, 예컨대 모
발․치아․혈액 등은 물건이며, 분리당한 사람의 소유에 속한다. 인체의 일부를 분리시
키는 채권계약(예; 손, 발의 절단수술)이나 절단된 물건의 처분행위(예; 분리된 인체를
병원에 양도하는 것)는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유효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시체
가 물건이라는 데에는 대체로 학설이 일치하나, 소유권의 객체가 되느냐에 관하여는 특
수한 소유권이라는 설과 관습법상의 관리권이라는 설이 대립되어 있다. 시체는 보통의
소유권과 같이 이를 사용․수익․처분할 수는 없고, 오로지 매장․제사․공양 등을 할
수 있는 권능과 의무가 따르는 특수한 소유권이라고 보는 것이 통설이다. 다수설은 이
경우 소유권은 호주승계인에게 귀속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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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자의 생전의사표시의 확실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문서에 의한 조직기증의 의사
표시를 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생전에 자신의 조직을 기증하는 것에 대한
유효한 의사표시가 있었던 경우에는 사체로부터의 조직채취행위는 적법한 행위이
다. 사자의 조직 채취에 대한 명시적인 생전 의사표시가 존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도 조직 채취에 대한 추정적 의사가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는 조직을 채취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다는 견해가 있다18). 여러 가지 사정들을 고려하여도 사자가 조직의 채
취에 대한 추정적 승낙을 하였으리라는 점이 불분명한 경우 유족의 동의만으로 사
체로부터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가는 또 다른 논의가 필요하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18조제2항제2호본문은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에 장
기 등의 적출에 동의 또는 반대하였다는 사실이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로서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장기 등의 적출에 동의한 경우에는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한다.
따라서 조직 중 골수와 각막에 대해서는 본인의 의사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라도
유족 또는 가족의 의사로서 조직을 채취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4조제1항은 "시체를 해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유족
의 승낙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여 유족의 의사로써 시체를 해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제4조제1항제1호는 시체의 해부에 관하여 민법 제1060조의
규정에 의한 유언이 있는 때에는 해부할 수 없도록 규정하여 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시체해부를 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시체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은 동법 제1조에서
밝힌 바와 같이 조직이식이 아니라 사인의 조사와 병리학적해부학적 연구의 적정
을 기함으로써 국민보건을 향상시키고자 의학(치과의학과 한의학을 포함한다)의
교육 및 연구에 기여하기위한 목적으로 제정된 법률이므로 조직이식의 목적으로
유족의 의사만으로 사체로부터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가 동법에 의하여 정당화될
수는 없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에 규정되어 있지 아니한 여타의 조직들을 유족의 의사만
으로 채취하는 것은 현행법 하에서는 허용되기 어렵다. 사체로부터 조직채취에 대
18) 각주 16)의 견해와 비교; 정규원, 앞의 글, p.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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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사자의 유효한 동의가 존재하지 않으며 추정적 승낙도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
우 유족의 의사만으로 사체로부터 조직을 채취하는 행위는 형법 제161조의 사체 등
의 영득죄에 해당한다.
독일연방헌법재판소는 메피스토결정(Mephisto-Beschluss)에서 인격체라는 이유
때문에 존엄성을 갖는 인간의 존엄성은 일반적 효력을 가지고 있는데, 이 존엄권이
그의 사후에 경시되거나 비하된다면, 이는 모든 기본권의 기초를 이루고 있는 인간
존엄에 대한 침해불가라는 헌법적 효력을 가지는 금지에 합치하지 않는다는 이유
로 사자에게는 기본법 제1조제1항19)의 인간존엄의 권리가 있다고 한다. 독일 기본
법 제1조제1항은 사람의 사망 이후에도 사자를 위하여 "계속 효력"을 발휘하지만
이 효력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약화된다. 그런데 이는 망자의 장기를 이식하는 것이
허용되는지의 문제에도 의미를 갖는다.20) 입법자는 사자의 생존시의 결정을 , 그리
고 사자의 결정이 없는 경우에는 그 가까운 친척의 결정을 그 허용의 기준으로 삼는
방향으로 이 문제에 답하였다. 사자가 생존시에 자신의 기관을 적출하는 것을 거부
한 경우 그의 사망이후에도 이 의사가 존중된다면, 사자의 인간존엄성보다는 제2조
제1항21)에 의한, 혹은 이 결정이 신앙이나 양심에 토대를 두고 있는 경우에는 제4조
제1항22)이나 제2항23)에 의한 사자의 결정의 자유를 더 고려한 것이다.24)
미국의 Anatomical Gift Act는 donor card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의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도 본인이 서명한 문서에 의한 동의 또는 민법의 유언
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언의 방식에 의한 동의25)에 의하여 장기등의 기증에 대한 동
의의 의사표시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19) "인간의 존엄은 불가침이다. 이를 존중하고 보호하는 것은 모든 국가권력의 의무이다"
20) Vgl. Forkel, JZ 1974, SS.593~598ff.
21) "누구든지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지 않고 헌법질서나 도덕률에 반하지 않는 한 자신의
인격을 자유로이 발현할 권리를 갖는다"
22) "신앙과 양심의 자유 그리고 종교적세계관적 고백의 자유는 불가침이다"
23) "종교행사를 방해받지 않을 자유는 보장된다"
Aspekte
der
Organentnahme
zu
24)
Vgl.
Kuebler,
Verfassungsrechtliche
Transplantationszwecken, 1977, S. 42f., 66ff.
25) 동법제11조제1항제1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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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부 및 검시 등에 관한 규정과 관련
사체로부터 조직채취는 경우에 따라서 해부 또는 검시와 충돌할 수 있는데, 장기
등이식에관한법률 제20조본문은 형사소송법 또는 검역법에 의하여 해부 또는 검시
를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 해부 또는 검시전에 장기 등의 이식을 위한 장기 등의
적출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원칙적으로 장기의 적출보다 해부 및 검시가 우선한
다. 그리고 시체의해부및보존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은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시체에 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222조의 규정에 의한 검시를 받지 아니하고는
해부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하여 변사체 또는 변사의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해부보다
검시를 우선시키고 있다. 이와 같은 규정들을 고려할 때 사체로부터의 조직채취의
경우에도 검시가 해부에 우선하고 해부가 조직의 채취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할 것
이다.
다만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7조제1항단서가 진료를 담당한 의사가 적출할 장
기등과 사망의 원인 간에 상관관계가 없고 해부 또는 검시를 기다려서는 적출할 시
기를 상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방검찰청
의 검사, 관할 검역소장의 승인과 유족의 동의를 받아 장기 등을 적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조직채취의 경우에도 이와 같은 규정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나 장기의
경우와 달리 조직채취의 경우에는 긴급성을 요하는 경우가 그리 많지 않을 것이므
로 실제 이와 같은 규정에 해당하는 사례는 많지 않을 것이다.

4. 조직채취자의 자격
조직이식이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진다는 점을 고려할 때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조직의 채취도 의료행위에 준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대법원은
"의료행위라 함은 질병의 예방과 치료행위뿐만 아니라 의학적 전문지식이 있는 의
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사람의 생명, 신체나 공중위생에 위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포함한다"26)고 하여 의료행위를 넓게 파악하는 경향이 있다. 이와 같
26) 대판 1994. 5. 10, 93도2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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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법원의 태도로 미루어 볼 때 치료목적의 조직이식을 위한 조직 채취도 의료행
위의 일종으로 파악할 여지가 있을 것이다. 현행 의료법 제12조제1항은 "의료인이
행하는 의료조산간호 등의 의료기술의 시행"을 의료행위라고 하며, 동법제2조제1
항은 의료인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은 의사치과의사한의사조산사 및 간
호사"라고 정의하고 있으므로 조직의 채취를 의료행위라고 파악하는 경우에는 그
행위주체는 의료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료인으로 한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직은행의 운영도 의료행위인가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조직은행의 운영은 원칙적으로 의료적 목적에서 조직을 처리·보관할 목적으로 이
루어지는 것이며 처리·보관된 조직이 종국적으로는 사람의 신체에 이식된다는 점
을 고려할 때 조직은행의 운영도 의료행위와 밀접한 행위임에는 틀림없다고 할 것
이다. 하지만 조직의 채취 및 이식의 경우와는 달리 조직은행의 운영 자체를 의료행
위로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직은행의 운영이 사람의 신
체 및 생명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행위이므로 누구나 조직은행의 운영을 할 수 있
는 것이 아니고 특정한 자격을 가진 자만이 조직은행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5. 분배의 공정성
장기이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이식의 경우에도 분배의 공정성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조직의 수요는 많은 반면 조직의 공급은 부족한 상황에서 어떠한 기준
에 의하여 어떠한 방식으로 조직을 분배할 것인가의 문제는 조직이식의 핵심적인
문제 중 하나이다. 현재와 같이 공식적인 기구를 통한 조직이식이 아닌 민간의 자발
적인 형태로 조직이식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효율성의 측면은 충족시킬 수 있을
지 모르지만 분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에는 미흡하다. 경제력이나 의료진과의 친
소(親疎)관계 등에 의하여 조직이식의 순서가 정해질 경우 조직의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부족한 현실을 고려할 때 분배의 공정성이 해하고, 또한 분배의 공정성이 확
보되지 아니한다면 조직 매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도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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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이식의 경우에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9조에 국립장기이식관리기관을
운영하도록 하여 이 기관에서 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장기이식과 관련된 사안들을
관장하도록 한다. 이러한 중앙집중식의 운영은 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지
는 모르지만 장기이식의 효율성을 저해하는 측면이 있다. 조직의 채취 및 분배에서
의 공정성 확보와 조직이식의 효율성이라는 측면을 모두 고려하여 조직의 분배에
대한 투명한 관리 절차를 만들 필요가 있지만 매우 어려운 작업이 될 것이다.
장기이식은 생명을 구하는 문제와 연관되어 있어 그 분배의 공평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있었으며 많은 나라들은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뒷받침을 마련
하고 있다. 미국의 경우 미국장기분배관리기관(United Network for Organ
Sharing;UNOS)이 이식장기들의 공평한 할당을 위해 일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의 경
우 2000년도에 장기이식업무를 공정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국립의료원
에 국립장기이식센터가 설립되어 이식대상자의 선정 등 장기의 공평한 분배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조직이식의 경우는 대개 생명의 절박성이나 대상질병의 중증도가
장기이식에 비해 떨어지고 한 사체로부터 다량의 조직을 확보할 수 있으며 보관기
간도 장기와 비교하여 긴 편이어서 분배의 문제는 장기에 비해 여유가 있는 편이다.
그런 연유 등으로 대부분의 나라에서는 인체조직의 관리나 분배와 관련하여 정부
의 통제가 심하지 않은 편이다.
미국의 경우에도 인체조직과 관련된 법률과 규제는 있으나 장기의 UNOS처럼 국
가적으로 인체조직의 채취와 분배를 담당하는 기관은 없고 분배의 문제는 각각의
조직은행과 의료기관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조직은행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식품
의약안전국에서 주기적인 감사와 감독을 하고 있다. 공평한 분배를 위해서는 의료
윤리원칙상의 정의의 원칙(Principle of Justice)이 적절하게 응용되어야 한다.
장기의 경우에 대부분의 나라에서 엄격하게 법으로 매매금지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도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금지하고 있고, 윤리적으로도 용납될 수 없으므로
인체조직에서도 그와 같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은 앞에서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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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의 채취, 처리, 보관, 분배에 들어간 비용은 최종 사용자에게 단지 채취,
가공, 보관 및 저장, 그리고 양질의 인체조직을 얻기 위해 높은 기준의 조직은행을
유지시키는데 필요한 비용만을 포함하도록 적정한 수준으로 산출되어야 하고, 경
제적인 부담으로 분배의 공정성이 해쳐지는 것을 막아야 한다는 것과 인체조직의
치료목적의 이용이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이용보다 분배에 있어서 우선되어야 한
다는 것도 앞에서 기술하였다.

6. 영리목적의 조직은행 운영의 허용여부
조직은행을 영리적 목적으로 운영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가의 문제도 검토를 요하
는 사항이다.
미국의 조직은행들은 통상 심장과 신장 등 인체의 필수기관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사망자의 유족들에게 유해 기증을 촉구하지만 실제로는 생명을 구하는 것과는 거
리가 먼 성형수술용 피부 등을 만들어 내는데 이용되는 실정이라고 한다.27) 1984년
제정된 국립장기이식법은 인체조직의 판매를 통해 영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
고 있고 조직은행 및 관련 회사들은 유해 처리 및 가공과정에서 소요되는 적당한 비
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 비용'이 얼마인지 정해 놓지 않은 것
이 이 법의 맹점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7) 최근 미국의 비영리 기관인 인체조직은행들이 사망자의 유족으로부터 기증받은 유해를
분리해 의료제품 생산회사에 팔고 이들 회사는 이를 다시 의료제품으로 가공해 일반
병원과 치과 등에 판매, 여기서 발생하는 막대한 이익을 나눠 갖고 있다고 보도하였다.
사망자의 유해를 기증받아 의료제품을 만들어 내는 미국 회사들이 인체를 이용해 영리
를 취할 수 없도록 할 법률 규정에도 불구하고 수억달러의 이득을 얻고 있다는 보도에
유족들이 분노하고 있다. 조직은행은 1구의 유해에서 피부, 힘줄, 심장 판막, 정맥, 각막
등 약 100명의 환자에 이용될 수 있는 인체 부분을 분리해 의료제품 생산회사들에 넘
기고 있다. 이를 가격으로 치면 약 3만4천달러(약4천만원)이라고 한다. 그러나 관련 회
사들을 거쳐 병원 등에서 의사들이 사용하는 제품으로 만들어졌을 때는 11만 달러에
달해 유해 1구의 가치는 최고 22만달러(약 2억5천만원)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족들은 기증한 유해가 심지어 그램(g)단위로 나뉘어 비싼 가격의 제품으로
가공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다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기증자들은 "비
영리 기관에 기증한 것으로 생각했지 다른 사람의 호주머니를 채운다고 생각하지 않았
다"며 "불법화돼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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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을 수입하는 업체의 경우에는 명백히 영리적 목적으로 조직을 이용하는 것이
기 때문에 이에 대한 법적 규율의 문제는 시급한 사안이라고 하겠다. 조직의 특성을
고려할 때 장기의 경우보다 상품화의 가능성이 크고, 장기적인 보관이 가능하기 때
문에 영리적인 목적으로 이용하려고 할 경우 그 목적의 달성이 장기에 비하여 쉬울
것이기 때문이다.
조직도 장기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요에 비하여 공급이 상당히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영리적 목적의 조직은행 운영을 허용할 경우 조직 매매 등의 부작용이 발생
할 우려가 있다. 특히 조직은 장기에 비하여 보관 및 처리가 간편하고 처리 후 장기
간 보관 사용할 수 있다는 점, 조직이식은 장기이식에 비하여 공개적으로 행하여지
지 않은 가능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장기의 경우보다 매매가능성이 높다고
할 수 있다.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6조는 장기 등의 매매행위 및 매매의 교사·알
선·방조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으며, 나아가 의료진이 매매사실을 알면서 장기 등을
적출하거나 이식하는 행위 또한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동법 제40
조제1항과 제2항에 의하여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직의 경우에도 장기의 경
우와 마찬가지로 이와 같은 행위를 금지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28)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7조제1항본문은 장기 등의 적출 및 이식에 소용되는 비
용은 해당 장기 등을 이식받는 자가 부담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조직이식의 경우
에도 이와 같은 방식의 규율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조직이식의 경우에도 조직 채취
에 필요한 비용 및 장례비 등을 조직은행을 운영하는 측에서 우선 부담하고 후에 조
직이식의 혜택을 받는 측에서 그 실비만을 부담하도록 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을
것이다. 조직은행이 조직채취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상을 조직이식을 받는 자에
게 부담하도록 하는 것은 매매와 비슷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으므로 금지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직이 특정한 처리를 거치면 상품으로 매매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조
직을 기증한 자에게 경제적 이익이 돌아가지 않는다는 점을 고려할 때 조직의 경우
엄격한 비영리성을 견지할 수 있는지는 의문이지만, 현 단계에서는 매매 등 부작용
을 고려할 때 비영리성을 원칙으로 하는 것이 더 타당할 것이다.
28) 정규원, 앞의 글, p.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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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치료목적 이외의 조직 사용
유효한 승낙에 의한 조직의 채취가 법적으로 허용될 수 있는 것은 그것이 치료의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행위이기 때문이므로 채취된 조직을 순수한 질병의 치료목적
이 아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허용할 것인지가 논의되고 있다.
(1) 미용목적사용
인체조직의 사용은 장기이식의 경우처럼 긴급히 생명을 구하기 보다는 생명의 질
을 올리는 측면이 강하며 미용이나 성형 등의 목적으로도 사용할 수 있어서 장기이
식에서처럼 생명을 구한다는 절박성이 희박하여 그 사용목적이 기증자들이나 기증
자 가족들의 원래 의도에서 벗어나 변질될 가능성이 크게 존재한다. 채취된 조직을
질병의 치료와 무관한 순수한 미용수술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허용될 수 있는
지 문제가 바로 그러한 점에서 발생한다.
미국에서는 인체조직수요가 증가하고 있는데 그 원인 중 하나가 고가의 미용성형
등 치료목적 이외의 사용이라고 한다. 미국에서는 최근 이와 같은 행위들을 규제하
고자 하는 움직임이 있을 정도로 조직의 미용목적 이용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
라에서도 상당량의 조직이 미용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와 같은 목적을 위한 조직의 이용은 경우에 따라서는 조직기증자의 의사와 다른 목
적으로 조직이 사용되어 법적·윤리적으로 상당한 논란을 야기하고 있다. 미용수술
도 의료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행위이기 때문에 조직의 획득이 적법한 절차에 의하
여 이루어졌다면 획득된 조직을 순수한 미용목적을 위하여 사용하는 것도 법적으
로 허용된다는 주장도 가능할 것이지만 조직의 채취가 적법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
어졌다고 인정되려면 조직의 기증자가 자신이 기증한 조직이 어떠한 목적으로 사
용되는지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은 후 그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이루어졌을 것이 전
제되어야 하므로 조직의 기증자가 자신의 조직이 순수한 미용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사실을 고지받고 이에 대한 유효한 동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한 순수 미용목적으로
조직을 사용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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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기증자가 자신의 신체로부터 채취된 조직이 순수 미용목적을 위하여 사용
된다는 점을 알고 그에 대한 유효한 동의를 하였으며, 그로 인하여 조직의 기증자가
과다한 경제적 이익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순수 미용목적의 조직 사용도 법적
으로 허용될 여지가 있을 것이다.
(2) 시술자의 상업적 동기에 의한 사용
수혜자의 선택에 의하여, 시술자의 편의에 의해서, 시술자들의 부의 창출을 위한
상업적인 동기에서 남용이 우려되며 수혜자나 시술자들의 의도에 따라 그 수요가
증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상업목적의 인체조직 사용은 인체조직의 부
족하게 만들고 정작 치료가 필요한 환자들이 사용할 수 없게 만들 수 있다. 인체조
직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사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사체의 매매 등 비윤리
적인 상황들을 촉발시킬 위험성도 있다.
질병치료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이 보편화됨으로써 인체조직이 부족해지면 공급
부족에서 생기는 가격상승도 초래할 수 있어 이를 필요로 하는 중증환자들의 적절
한 사용이 방해될 수도 있으므로 인체조직을 사용하여 시술하는 의사들은 적절한
적응증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인체조직사용과관련하여 적응증을 획일적으로
정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며 획일적인 기준을 정하는 것은 의사의 의료행위에 있어
서 자율성을 침해할 수도 있으므로 의료와 관련된 문제는 의사들의 자율에 맡겨야
하지만, 상업적인 인체조직의 사용, 인체조직의 남용 등과 관련하여 책임도 져야 한
다는 견해가 있다.
유럽조직은행연합 (EATB European Association of Tissue Bank)은 인체조직의
공평한 분배와 적절한 사용을 위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원칙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모든 조직이식은 진정 필요할 때에 행해져야 한다.
둘째, 각 환자는 인체조직에 대해 그것들이 유용한 한 동등한 사용권리를 가진다.
셋째, 조직이식은 수여자에게 최대한의 안전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넷째, 인체조직은 반드시 면허가 있는 의사나 치과의사, 혹은 그 지역에서 적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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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을 소유한 사람에 의해 시행되어야 한다.
다섯째, 조직분배를 위한 선택과정은 HLA의 적합성, 임상적으로 급한 정도, 병소
의 크기와 지리적인 요소를 포함한 객관적인 의학적 기준에 따라야 한다. 만일 두
명 이상 환자의 긴급성이 동일하다면 그 환자들을 담당하는 의사는 그 문제를 (다
른 사람들과) 의논해야 한다.
이 원칙들은 우리의 경우에도 참고가 될 것이다.

8. 피해발생시 법적 분쟁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의료행위와 관련하여 법적 분쟁이 증가하고 있는데 이와 같
은 현상은 조직이식 내지 조직은행 운영의 경우에도 예외가 아닐 것이다. 조직이식
내지 조직은행 운영의 경우에는 통상적인 의료행위에 비하여 법적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그 책임소재를 판단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조직은행을 통한 조직이식의 경우에는 조직의 확보, 조직의 처리 및 보관, 조직의
유통, 조직의 이식이라는 절차가 상당한 시간간격을 두고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과정이 투명한 절차에 의하여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는 조직이식으로
인하여 조직을 이식받은 자에게 원치 않는 결과가 발생한 때에는 그러한 결과의 원
인이 위와 같은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발생한 것인지를 판별하기가 쉽지 않다. 따
라서 조직의 획득에서부터 조직 이식까지의 전 과정이 투명하게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통상적인 의료분쟁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이식 및 조직은행의 운영에 대한 법
적 분쟁을 해결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마련도 필요할 것이다. 조직은행으
로부터 공급받은 조직을 사용한 결과 피해가 발생한 경우 책임이 조직이식 내지 조
직은행의 운영과 관련한 법적 규율에 대한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 될 것이다.
즉 책임의 주체가 생산한 조직은행인가? 유통기관인가? 이식수술을 시행한 의료진
인가? 등등의 문제와 제조물책임법의 적용여부에 관한 문제들이 그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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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조직이식과 관련된 법적 분쟁의 사례로서 일명 노우드 사건과 미네소타사건
의 경우를 살펴봄으로써 그 시사점을 찾을 수 있다.
노우드 사건의 경우, 노우드의 한 쪽 대퇴골두를 이식받고 HIV에 감염된 80세 여
성인 J.P.는 감염된 조직을 분배한 회사와 의사 즉, i) 노우드의 신체로부터 뼈를 수
거했던 Virginia 조직은행인 LifeNet Transplantation Services, ii) Virginia로부터
대퇴골을 주문한 이식은행인 Denver의 Mile High Transplant Bank, iii) 수술을 집
도한 의사인Dr. Gerhard Anderson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다.29) 처음에는 그녀
가 수술을 받은 St. Joseph Hospital도 피고로 하였으나 후에 그 부분은 취하되었다.
그녀는 감염이 예방될 수 있었어야 하며, 정부가 사실을 알리고 조직은행에 대해 통
제를 하고 좀더 신중하게 그들을 감시하기를 바란다고 했다.30) 사건은 화해
(settlement out of court)로 끝났다. 화해에도 불구하고 셋 중 어느 하나도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다.31) 그들의 변호사들은 각기 9년 전에 노우드의 신체부분들이 분배
29) 병원에서 영양사로서 일했던 J.P.는 그녀의 감염이 발견된 것은 오로지 그녀가 AIDS
검사를 해달라고 주장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수술 중 많은 수혈을 받았고, 그
녀는 혈액을 통해 AIDS가 전염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의사는 그녀가 검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을 때 처음에는 냉담했었다고 한다. 조사관들은 그녀가 수혈받은 혈액
이 하나도 오염되지 않았다는 것을 발견했다. 마침내 그들은 바이러스가 노우드의 신체
에서 가져 온 뼈로부터 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30) 소송에서 J.P.는 노우드가 그의 생활태도 때문에 기증자자격을 인정하지 않았어야 한
다고 주장하였다. 노우드의 살해를 조사하는 임무를 맡은 수사관들은 법원에서 노우드
가 토플리스 바를 자주 가고 여러 명의 댄서들과 데이트를 했으며 마약과도 관련이 있
다고 진술했다. J.P.측은 노우드에 관한 대부분의 정보가 수사관들이 노우드가 죽은 지
일주일 이내에 얻었고, 노우드가 AIDS 감염 “고위험집단”에 속하므로 비록 혈액검사가
HIV감염 음성으로 판명되었더라도 그러한 사람에게서 나온 장기들과 뼈들은 절대로 이
식에 사용해서는 안되는 것이었다고 했다. 수사관들도 만일 LifeNet이 이식하기 전에
노우드에 대한 정보를 얻기 위해 자기들과 접촉했었더라면, 그들이 작성한 조서내용에
따라 노우드가 장기기증에 적합하지 않은 자라고 말했을 거라고 했다. 그러므로 J.P.측
은 노우드의 장기가 전국의 환자들에게 이식이 되는 것을 막을 수 있었던 것이라고 주
장하였다.
31) Mile High Transplant Bank측은 J.P.사건에 관여한 기관은 아주 적었다는 점을 지적
하고 St. Joseph Hospital이 대퇴골두를 얻기 위해 Mile High Transplant Bank에 전화
를 했다고 했다. Mile High Transplant Bank는 LIfeNet을 통해 한 개를 찾아냈다.
LIfeNet은 살균한 포장에 뼈를 넣어 부쳤고, Mile High Transplant Bank는 그 포장을
뜯지 않고 병원으로 가져갔다고 했다. Mile High Transplant Bank측은 자신들이 기증
자와 아무런 관련이 없으며, 평판이 좋은 조직은행인 LifeNet에 의존했고, LIfeNet은 아
직도 평판이 좋다며, LifeNet도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따라서 누
구의 잘못이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LifeNet측은 노우드의 장기와 조직이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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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을 때는 안전하다고 인정된 기준과 절차를 준수하였다며, 1985년까지 HIV가
이식된 뼈를 통해 전파되었다는 보고가 없었다고 말했다. 최초의 보고는 1988년까
지 표면화 되지 않았으며, 그리고 그들은 1989년 미국정형외과학회(American
Academy of Orthopedic Surgeons)가 골이식을 통한 HIV전파예방에 관한 권고를
하기 전이었다는 것을 덧붙였다.
미네소타사건의 경우는 라이킨스의 가족이 Kennesaw life-science company가 라
이킨스의 죽음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면서 크라이오라이프사를 고소하였다.32) 라
이킨스의 가족은 2002년 7월12일 Cobb County Superior Court에 제출된 소장에서
크라이오라이프사가 라이킨스의 수술에 사용된 사체조직을 잘못 취급했다고 주장
하였다. 라이킨스 측에서는 크라이오라이프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면서 다음과
같은 과실이 있다고 지적하였다. 즉 i) 위험성이 높은 시체(즉 암, 수막염 등 질병에
걸린 시체, 70세이상의 시체, 10시간 이상 냉동하지 않은 시체)를 거절하지 않은 것,
ii) 시체를 수령했을 때 조직을 검사하지 않은 것, iii) 분배하기 전에 조직을 멸균하
지 않은 것, iv) 오염이 발견된 시체를 폐기하지 않은 것, v) 오염을 연방기관과 최종
이용의사에게 보고하지 않은 것, vi) 시체를 채취하는 자가 기본자격증명과 교육증
명을 가지고 있지 않은 것, vii) 절차/재고품에 관한 필수 연례감사를 받지 않은
것33) 등이다.
2003년3월 크라이오라이프사는 라이킨스의 유족에 의해 제기된 소송에서 화해하
기로 합의하였다.34) 합의내용은 공개되지 않았다. 크라이오라이프는 회사를 상대
로 계속 중인 제조물책임배상을 감당할 수 있는 보험에 들어 있다고 하지만, 일차적

출되기 전에 그의 혈액이 HIV를 포함하는 일정범위의 전염병군이 있는지 두 번이나 검
사했고 한번도 양성이라고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을 강변하였다. 외과의사 Anderson은
그 후 은퇴하였다. J.P. 는 Anderson이 이식수술 전에 그녀가 HIV에 감염될 수도 있다
는 가능성이 있음을 경고했어야 했다고 주장하며, 외과의사는 HIV가 어떻게 전파되는
지에 관한 고도의 지식이 있으므로 감염의 위험을 환자에게 알려 줄 의무가 있다고 했
다. 그러나 Anderson측은 1985년에는 HIV가 뼈를 통하여 전파될 수도 있다는 것을 몰
랐다고 했다.
32) http://atlanta.bizjournals.com/atlanta/stories/2002/07/08/daily54.html
33) http://www.cryolifelitigation.com/smoking_gun.asp
34) http://atlanta.bizjournals.com/atlanta/stories/2003/03/31/daily1.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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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소송비용과 보험료증가와 회수명령에 따른 부정적인 효과 등 경제적 손실이
매우 컸다. 2003년5월, 한 변호사는 크라이오라이프사를 피고로 소송이 제기된 16
개의 사건을 취급하고 있다고 한다.35)
미국식품의약안전국과 관련된 크라이오라이프사의 문제는 회사에게 법적 문제만
아니라 재정적 곤란도 초래하였다.36) 크라이오라이프사는 전국에서 가장 큰 인간
기증자로부터 얻은 심장판막공급자이고 전국의 심장판막의 70%와 혈관조직의
90%를 처리한다. 그러나 크라이오라이프주식은 2002년에 93% 떨어졌고, 2001년4
월 2일과 2002년7월5일 사이에 크라이오라이프사의 주식을 산 주주들을 대표하여
7월에 집단소송(class action)까지 제기되었다. 크라이오라이프사는 의사들, 검사
실, 그리고 질병통제예방센터로부터 그들의 연조직이식재 때문에 생긴 감염에 대
하여 보고를 받으면서도 계속 조사관들에게 오염이 없다고 말하고, 한편으로는 수
백만달러상당의 주식을 팔았다고 한다.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는 이 사건을 지
금 조사하고 있다. 감염피해자의 가족들과 감염자들에 더하여 주주들까지도 크라
이오라이프사를 상대로 책임을 묻고 있는 것이다.37) 조직이식관련기관의 잘못은
일차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위태롭게 할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는 기관 스스로의 파
탄을 초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이 사례는 보여주고 있다. 크라이오라이프사는 진실
을 부정하는 성명까지 내다가 CDC가 하나 둘 증거를 확보해감에 따라 자신들의 진
술을 수정했다. 이 사건은 이식조직공급기관의 도덕성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게 해
준다. 조직이식관련영역을 자율 규범에 맡기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위험하며, 이 영
역이야 말로 강제적인 규율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한다.

35) http://atlanta.bizjournals.com/atlanta/stories/2003/05/05/daily15.html
36) 크라이오라이프사는 Wall Street의 바이오텍유망주(a biotech darling)였고, 그 사업은
이식조직의 외과적 사용이 증가함에 따라 성장하였다. 당시 크라이오라이프사는 국내
최대의 기증된 인체조직처리자이며, 연조직이식재시장의 15내지 20%를 공급하고 있었
다. 그러한 이식재들은 선택정형외과수술(elective orthopedic surgery)에서 널리 사용되
었다. 약65만명의 미국인들이 매년 연조직이식수술을 받고 있다고 한다; Anna
Lumelsky, Transplant tissue: Cryolife human soft tissue implants recalled, Journal of
Law,
Medicine
&
Ethics,
Fall,
2002;
http://www.findarticles.com/cf_dls/m0DPE/3_30/95843925/print.jhtml
37) http://www.soft-tissues-recal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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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조직의 획득과 조직이식의 전과정의 투명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조직기증자의 자율성을 보장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 선언적인 것이 아닌 실제로 조직이
식과 조직은행의 운영을 규율하는 기능을 해야 하고,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법적 제재를 가해야 할 필요성, 구체적이고 전문적인 의학적·과학적 내용
은 전문가집단의 자율성을 존중 등이 조직은행규율과 관련하여 해결되어야 할 문
제라고 지적되고 있는 것들이다.

III. 현행법상 관련규정
1. 조직이식과 사체훼손
형법 제159조는 사체등의 오욕죄의 구성요건을 정하고 있는데38) 이것은 형법 제
20조 정당행위, 제24조 피해자의 승낙에 의해 조각된다. 조직채취행위나 범죄로 인
한 상해행위 모두는 인체에 대한 침해행위라는 점에서 공통된다. 그러나 조직채취
행위는 제공자측의 승낙을 근거로 적법화 될수 있다는 점에서 범죄행위와는 근본
적으로 구별된다.
정당행위는 법령에 의한 행위 또는 업무로 인한 행위로 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는 벌하지 아니한다. 사회상규 위배 여부는 제공자의 자발적인 진의에 의
한 승낙여부만으로도 판단이 가능하다.
그리고 피해자의 승낙은 처분할 수 있는 자의 승낙에 의해서 그 법익을 훼손한 행
위는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벌하지 아니한다. 형법상 조직채취는 제공자의
승낙이 있으면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한 가능. 살아있는 사람의 경우 심
장과 같이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장기의 기증은 사회상규에 위배되며, 병역 기피 등
을 목적으로 장기를 기증하는 것이나, 각막채취등과 같이 생명에 지장을 초래하는
38) 제159조 사체등의 오욕죄 사체, 유골 또는 유발을 오욕한 자는 2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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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아니나 양안이 아니면 광각형성이 불가능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2. 제공자의 자기결정권의 법리
헌법상 인격권에서 유래되는 자기결정권을 거론하지 않더라도 보건의료기본법
제12조는 모든 국민이 의학적 연구대상 여부, 장기이식 여부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갖는다고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한 자기결정권을 규정하고 있다. 신체에 대한 자기
결정권의 행사결과는 그의 생존중은 물론 사후에도 여전히 존중되어야 할 것이다.
사후에도 살아 있을 때와 같이 인간의 존엄성이 남아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유족도
사체처리에 관한 자기 결정권을 갖지만 본인의 자기결정권이 우선한다.

3.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의 적용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는 '장기등'을 간장,심장,신장,폐,췌장등 5종의 고형
장기와 각막 및 골수등 2종의 조직이라고 정의하여 인대,혈관,피부,뼈 등은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와 같은 규범현실때문에 조직은행에 대한 법제화 필요성이
더욱 절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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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외국의 관련 법제
조직은행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규율을 하고 있는 법을 찾기는 어렵다. 미국에서
연방 차원의 조직은행에 관한 통일법을 제정하려는 시도는 있으나 아직 성사되지
는 않았다. 인체조직활용에 관한 각국의 법령은 추상적이기는 하지만 대체적으로
앞에서 든 윤리적·법적 쟁점에 관한 사항을 담고 있다. 법령의 내용도 국제적으로
유사한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생명공학의 발달에 따라 각국은 인체조직에 관한
논의를 장기와 달리 세포이용제품에 대한 법적 규율까지 확장하고 있는 경향이 있
다.

I. 미국
1950년 전후부터 활발하게 행하여지던 각막이식을 뒷받침하기 위해 사체장기제
공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다. 1947년 캘리포니아주를 시작으로 1950년대부터 1960
년대에 걸쳐서 39주와 콜럼비아주가 특히 대상장기를 한정하지 않은 사체 내지 사
체장기제공법을 제공하고 그 외에도 4개주가 각막이식을 위한 안구제공법을 제정
하였다. 이러한 법률들은 대체로 사체장기 제공권자로서 생전의 본인이나 그 근친
자를 들고, 양자의 의견이 대립될 경우 사자 본인이나 그 근친자 의사에 우선하도록
하였다.
제공목적으로는 이식 외에 치료, 교육, 의학의 진흥을 열거하고 있으며, 제공방법
으로는 유언서나 기타의 서면에 의하는 것이 많았다.
미국에서는 많은 법률문제가 주법에 의해 정해지기 때문에 사체기증법의 내용 역
시 각 주마다 달랐고,39) 사체제공을 촉진하기에 부적절한 규정도 많았다. 따라서 사
39) 미국법은 연방 헌법(constitution), 법률(Statute), 행정부령(regulation)이나 대통령령
(executive order)그리고 각 주의 헌법(constitution), 법률(statute), 행정부령(regulation)
이나 주지사령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인 시나 Village Town 등의 조례(ordinance)나 규
칙(Regulation)등으로 구성된다 . 각수준의 법은 성문법의 유무를 떠나 법원의 판례가
중요시됨은 물론이다. 국제조약은 법률과 같은 효력을 가지나 통상 외교문제등의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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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제공에 관한 각 주법의 통일을 목적으로 1968년 미국통일주법위원회(National
Conference of Commissioners on Uniform States Laws; NCCUSL) 와 미국변호사
협회가 합동으로 통일사체제공법(Uniform Anatomical Gift Act)을 승인(동법 13
조)하였다. 그 당시 신장이식이 활발하게 행해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식용 장기, 특
히 이식용사체신장의 공급증가를 겨냥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법은 약칭 통일법
(UAGA)이라고도 하는데 그 내용은 1987년에 약간 개정하였다.
미국에서의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로는 통일사체제공법 외에도 장기이식법(the
National Organ Transplant Act)이 있다. 1984년 장기조달기구와, 기타 목적으로
장기조달과 이식을 위한 기구를 마련하기 위해 설립된 연구팀을 재정적으로 지원
하기 위하여 제정된 연방법률로서 제1장은 장기조달과 이식을 위한 연구팀의 기능
과 업무수행범위 및 활동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제2장에서는 장기이식을 위한
활동으로 전미장기이식네트워크를 설립하고, 그 네트워크의 조직과 범위를 규정하
고 있다. 제3장에서는 장기매매의 금지에 관한 사항을 전반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제4장에서는 기타 부수적인 사항으로 보건복지부(Dept.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와 업무협조 등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1988년 수정장기이식법은 장기조달기구에 대한 조력, 장기조달과 이식에 관한 네
트원크의 개편, 태아의 장기이식 등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리고 1988년 연방
의료보장 및 보조법40)의 제42장에서 장기제공자의 확보를 위한 병원과 조달기구의
노력, 장기이식의 참여 등에 관한 의료보장법의 적용 등을 규정하였다.
1990년 골수제공자의 등록을 촉진시키기 위해 공중보건법(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Public Law 101-616)이 개정되었다. 이 법은 일명 1990년 수정장기이
식법으로 알려졌다. 주요내용은 제1장과 제2장을 개정 증보하여 기증과 역할, 활동
사항, 장기조달 및 이식네트워크와의 협조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에서 미국의회와 행정부는 강력한 국력을 바탕으로 국제 법에 어긋나는 입법이나 조치
등을 취하기도 한다.
40) Medicare and Medicaid Programs-Organ Procurement Protocols, Federal Register,
Vol 53, No 40, 1 Mar.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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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조직은행관련 법령으로는 연방법으로서 공중보건법41) 361절이 있으며, 연
방행정명령42) 이 있다. 미국식품의약안전국은 조직관련 규정에서 인체장기와 골수
는 제외하고 있는데, 이것은 장기이식법과 골수기증등록(National Bone Marrow
Donor Registry)에 의해서 규율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식용 인체조직에 관한 연방행정명령 1270편의 내용은 대략 다음과 같다.
우선 연방행정명령의 적용범위는 인체조직과 인체조직의 재생을 위해 회수(재활
용을 위한 취득;recovery), 선별, 검사, 가공, 보관, 도는 분배에 관련하고 있는 시설
또는 사람에게 적용한다. 그리고 자가이식의 인체조직과 동일한 시설 내에서 이식
하기 위해서만 인체조직을 수취하고 저장하는 병원 또는 기타 병상시설에는 적용
하지 않는다.
다음으로 이 법령이 사용하는 용어를 정의하고 있다.43)
41) Section 361 of the Public Health Service Act (Regulations to control communicable
diseases).
42) Code of Federal Regulations Title 21-Food and Drugs Part 1270: Human tissue
intended for transplantation.
43) Sec. 1270.3 정의 (a) 이 Part에서 법이라 함은 공중보건법 제361조(42 U.S.C. 264)를
말한다. (b) 혈액성분은 물리적 또는 기계적 방법으로 분리된 한기증자단위혈액의 일부
를 말한다.(c) 콜로이드(Colloid)는 혈관내 구획의 삼투압을 증가시키거나 유지시키기 위
해 사용될 수 있는 알부민, 덱스트란, 헤타스타치와 같은 단백질 또는 다당류 용액 또는
혈장과 혈소판과 같은 특정 혈액구성성분을 말한다.(d) 계약서비스는 다른 시설이 조직
시설을 위해 시행하기로 동의한 인체조직의 재생을 위해 회수, 선별, 검사, 가공, 보관,
또는 분배와 관련되는 작용이다.(e) 결정질(Crystalloid)은 전해질교환 또는 혈관내 용적
을 증가시키기 위해 사용되는 식염수, Ringer`s lactate solution, 또는 5 % dextrose in
water와 같은 평형염 과 포도당액/평형염 또는 포도당액을 말한다.(f) 분배는 그러한 양
도나 발송이 전부 주안에서 있는지 여부와 그리고 조직의 점유를 취득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인체조직의 모든 양도 또는 발송(수입이나 수출을 포함하여)을 포함한다.(g)
기증자란 이식을 위한 조직의 재료원이 되는 산 자나 죽은 자를 말한다.(h) 기증자의
병력심사는 살아 있다면 기증자, 가장 가까운 혈족, 가능한 가장 가까운 친척, 기증자가
족의 일원, 인척관계에 있는 다른 개인, 그리고/또는 최초 치료의사와 같은 기증자와 관
련있는 병력과 사회적 행동에 대해 알고 있을 것이라 생각되는 개인 또는 개인들과 나
눈 문서화된 문답을 말한다.관련있는 사회력은 기증자가 어떤 등급에 맞는지 여부 또는
사람을 HIV와 간염에 감염될 위험이 높은 상황에 처하도록 한다고 여겨지는 어떤 활동
이나 행동에 관여하고 있는지 여부를 알아내기 위한 문답을 포함한다.(i) 시설은 이식을
하려는 인체조직의 재생을 위해 회수, 선별, 검사, 가공, 보관, 또는 분배에 관여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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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증자 선별과 검사에 관하여 이식을 하려는 인체조직에 대한 기증자 적합성결정
은 기증자 검사표본은 다음 전염 바이러스에 대하여 식약청이 승인한 기증자선별
검사(법)을 사용하여 제조지침(manufacturers' instructions)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고 한다. 신생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검사표본이 검사를 위해 이용될 수 있다. 전
염성 질병 검사는 임상실험개선수정법44)에 인증된 실험실에 의해 시행된다. 인체
든 장소를 포함하여 한 관리하에 있는 설비를 말한다. (j) 인체조직이란 다음과 같은 인
체로부터 추출된 모든 조직을 말한다: (1) 진단, 치료, 완화, 처치, 또는 어떤 상태나 질
병의 예방을 위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려는 조직; (2) 조직의 기능이나 특성을 바꾸
지 않는 방법으로 재생을 위해 회수되거나, 가공되거나, 저장되거나, 또는 분배된 조직;
(3) 현재 인간의약품, 생물학적 제제, 또는 의료기구로서 규율되고 있지 않은 조직; (4)
콩팥, 간, 심장, 폐, 췌장, 또는 다른 혈관인체기관을 제외한다; 그리고
(5) 정액이나
다른 생식조직, 사람의 젖, 그리고 골수를 제외한다.(k) 공식(문서에 나타나 있는) 수입
자란 그러한 수입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법에 따라 수입품의 목록을 만드는데 책임이
있는 사람, 기관 또는 그 기관의 대표를 말한다.(l) 법정 허가는 법의관이나 검시관이
기증자의 최근친자의 동의가 없이 각막조직을 획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많은 주의
법과 관련되는 것을 말한다.(m) 人(者)이란 개인, 조합, 법인, 비법인 사단, 또는 다른
법적 실체를 포함한다. (n) 신체평가란 HIV와 간염 감염의 징후나 그러한 감염의 위험
인자를 암시하는 징후가 있는지를 평가하기 위한 기증자의 제한부검이나 최근생전 또
는 사후 신체검사를 말한다.(o) 혈장 희석은 혈액이나 혈액구성성분의 수혈과/이나 수액
의 주입으로부터 초래된 기증자의 혈장단백과 혈중 항원이나 항체의 농도 감소를 말한
다.(p) 가공이란 조직재생을 위해 회수이외에 조직에 시행된 준비, 보관을 위한 보존처
리, 와/또는 질과/또는 인체조직의 무균성을 보증하기 위해 저장에서 제거하는 활동을
말한다. 가공은 후천적인 요인을 불활성화하고 제거하기 위한 조치를 포함한다.(q) 건강
격리란, 아직 이식에 적합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은 인체조직을 포함하여, 이식에 적합하
지 않다고 인체조직을 확인하는 것을 말한다. 건강격리는 (이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아
직 적합판정을 받지 않은) 조직이 이식을 위해 방출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강격
리 또는 자동지정과 같은 다른 절차를 위해 확실하게 검증된 장소에서 그러한 조직을
보관하는 것을 포함한다.(r) 가공 혈액이란 정상범위내의 적혈구용적율을 만들기 위하여
colloid 와/또는 결정질 (crystalloid)을 첨가함으로써 “적혈구”라고 라벨이 붙은 혈액unit
의 체외 재현탁액을 말한다.(s) 재생을 위해 회수(recovery)란 인간이식에 사용하려는
의도로 조직을 기증자로부터 획득하는 것을 말한다.(t) 관련이 있는 의무기록이란 기증
자병력심사, 기증자의 신체평가, 검사실검사결과, 의무기록, 현존하는 검시관과 부검보고
서, 또는 위험성이 높은 행동, HIV 와 간염의 임상적 징후와 증상, 그리고 그러한 위험
을 암시하는 의학적 상태와 관련이 있는 치료와 관련하여 기증자적합성과 관련이 있을
지도 모르는 다른 출처나 기록에서 획득한 정보를 포함하여 자료가 되는 기록을 수집
한 것을 말한다.(u) 책임자란 훈련을 받고 자격이 있는 임명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권한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v) 보관은 조직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w) 기록의
개요는 검사한 실험실 확인, 모든 필요한 전염성질병 검사의 목록과 해석, 그리고 관련
이 있는 의무기록의 일부로서 심사한 문서와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의 적합성을 결정하
는 개인이나 시설의 이름의 목록을 포함하는 필요한 검사와 심사보고서를 축약한 의견
을 말한다.(x) 혈관(vascularized)은 이식이후에 혈액을 운반하도록 하려는 본래 혈관을
포함하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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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은 식약청이 인가한 HIV-1, HIV-2, hepatitis B, and hepatitis C 선별검사를 사
용하여 기증자의 검사표본이 검사되었고 음성이라고 판명되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기록을 수반하고, 입수가 가능하면 식약청이 인가한 선별검사가 라벨을 부여한 사
체검사표본이 반드시 사용되어야 한다. 이식을 위한 인체조직은 기록의 개요나
Sec. 1270.3(t)에서 정의한 바와 같은 B형 간염, C형 간염, 또는 HIV 감염에 대한 위
험인자와 임상적 증거가 없는 기록인 기증자의 관련있는 의료기록의 원본기록의
복사본을 수반해야 한다. 원본기록과 기록의 개요에 인체조직이 이식에 적합하다
고 결정을 한 자로서 지명되고 동일성이 확인된 자는 책임을 진다. 책임자가 내린
인체조직을 기증자가 적합하다는 결정은 기증자의 동일성확인과, B형 간염, C형 간
염, 그리고 HIV감염의 위험인자와 임상적 증거가 없다는 것을 확인해야 한다. 기증
자의 병력 선별심사가 없었던 법정 허가(legislative consent)로 획득된 각막조직에
대해서는 기증자의 신체적 평가가 필요하고 다른 입수가능한 정보가 심사되어야
한다. 각막조직은 기증자 병력심사가 없는 경우에는 그 각막조직이 이식에 적합하
다고 결정되었다는 것을 증거서류로 입증하는 기록의 요약을 붙여야 한다. 법정 허
가로 채취된 각막조직은 기록의 요약에서 법정허가로 채취되었다는 내용을 문서화
하여야 한다.
검사표본이 검사된 기증자가 HIV, B형간염, 또는 C형간염 선별검사에 반복적으
로 반응하는 기증자로부터 나온 경우나 조직기증자로부터 검사를 위해 혈액검사표
본을 수집하기 전에 혈액손실이 있거나 혈액손실이 있었다고 의심되는 경우 일정
조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식에 적합하지 않다고 결정해야 한다.
전염성질병검사에서 모든 중요한 단계를 위해 서면절차서가 작성되고 지켜야 하
는데, 그 절차는 포장속에 포함된 것을 사용하기 위하여는 제조지침에 일치해야 한
다. 이 절차서들은 절차가 시행되는 영역에 있는 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야 한다. 그리고 기증자의 관련있는 의료기록을 취득하고, 심사하고, 평가하는 모든
중요한 단계를 위해서는 서면절차서가 작성되고 지켜야 한다. 그러한 절차서는 절
차를 시행할지 모르는 자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서면절차서의 일탈
44) the Clinical Laboratories Improvement Amendments of 1988 (C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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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언제나 기록이 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야 한다. 격리된 조직을 지명하고 확인
하기 위해서는 서면절차서가 작성되고 지켜야 한다.
기증자의 전염병을 선별하고 검사하는 각 중요한 단계는 기록이 보존되어야 한다.
모든 인체조직은 다음 기증자적합성기준을 충족할 때까지 (검역을 위해)격리되어
야 한다. 모든 전염성질병검사가 책임자에 의해 완결되고 심사되어야 하며, 음성임
이 판명되어야 하고, 기증자선별은 책임자에 의해 완결되고 심사되어야 하며, HIV
감염, B형 간염, C형간염의 위험인자와 임상적 징후가 없다고 확정되어야 한다. 처
리되거나 배송된 모든 인체조직은 기증자적합성을 결정하기에 앞서 기증자의 동일
성을 보증하고 이식에 적합하다고 결정되지 않은 조직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기록
을 붙여서 격리하여야 한다. 이식에 적합하다고 결정된 모든 인체조직은 기록을 수
반하고 있어야 한다.
수입이 요청된 인체조직은 수입요청된 인체조직은 인체조직이 미국식품의약안전
국이 허가할 때까지 격리되어야만 한다.
인체조직이 규정에45) 위반되는 것을 발견하면, 권한이 있는 미국식품의약안전국
대표는 조직을 분배하는 자에 대해 조직을 재생을 위해 회수·파기해야 한다는 서면
지시를 할 수 있으며, 위반조직을 점유·폐기할 수 있다. 서면지시를 받은 후에는 인
체조직을 보유하는 자는 어떤 방식으로든 조직을 배분하거나 처분해서는 아니된
다. 조직이 회수되고, 선별되고, 검사되고, 처리되고, 보관되고, 분배되는 것을 상당
하게 보증하는 기록이나 다른 서면정보를 미국식품의약국에게 제공하는 것을 포함
할 수 있다. 조직의 보류, 회수·폐기를 위한 서면지시를 받은 자는 청문을 신청하여

45) 미국 식약국 연방행정명령 PART 1271은 인체세포, 조직, 그리고 세포와 조직을 기초
로 한 생산품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Human Cells, Tissues and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HCT/Ps)는 받는 사람에게 착상, 이식, 주입 또는 전달하려는
의도로 만든 인체세포나 조직을 포함하거나 인체세포나 조직으로 구성되어있는 제품이
라고 정의하고 있다. 세포와 조직 제품에 관한 미국식품의약안전국 규정의 개정논의가
있는데, 이른바 이 Tissue Action Plan은 현재 HCT/Ps 규정(the Regulation of Human
Cellular and Tissue based Products)의 적용범위가 너무 좁아 모든 유사한 상품에 적
용할 수 없고, HIV와 간염 외에 다른 전염성질환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아서 미국식
품의약안전국은 이른바 'Regulation of Human Tissue' 와 'A Proposed Approach to
the Regulation of Cellular and Tissue-Based Products' 를 수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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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한다. 폐기지시는 청문신청이 해결을 기다리는 동안 일시 효력을 정지한다.

II. 영국
영국에서는 장기이식과 인체조직이식에 관하여 특별법을 제정하여 규율하고 있
다. 현행법으로 인체조직법46), 시체해부법47)인간수정과배아에관한법률48), 인간수
정과배아에관한정보공개법49), 각막법50), 장기이식법51) 등이 있고, 일반적인 법률
문제는 보통법에 의한다.
인체조직법(Human Tissue Act 1961)은 장기와 주직의 채취와 이용과 관련된 것
이었다. 이 법률은 인체를 치료나 교육 또는 연구목적으로 이용되는 것을 규율한다.
개인은 서면으로 자신의 신체나 신체의 특정부분을 자신의 사후에 일정한 목적으
로 사용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그에 반하여 시체해부법은 생전에 교육과 수업 또는 연구목적을 위한 시체해부실
험을 위해 사후에 시신을 기증하는 것을 허용한다. 시체해부규정(Anatomy
Regulations 1988)은 시체는 반드시 3년이내에 매장이나 화장에 의해 처리되어야
한다고 규정한다. 신체일부는 단지 시체해부실험을 위해서만 사용될 수 있다. 이것
은 예를 들어 새로운 외과수술기술을 위해 사용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검시관이 감독을 한다.
의학을 위해 신체전부나 장기들을 기증하는 것은 인체조직법이나 해부법 어느 것
에 의해도 가능하다. 어쨌든 인체조직법은 시체해부법의 기록이나 심사에 관한 규
정에 종속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인체조직법에는 3년 이내에 매장하거나 화장해야
만 한다는 규정이 없다.

46)
47)
48)
49)
50)
51)

Human Tissue Act 1961.
Anatomy Act 1984.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disclosure of information) Act 1992.
Corneal Organ Act 1986.
Human Organ Transplant Act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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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보건성은 치료목적의인체조직은행운영에관한시행준칙(Code of Practice for
Tissue Banks providing tissues of human origin for therapeutic purposes)을 제시
하였다. 이 시행준칙은 보건성이 Royal College 와 관련 전문기관들과 협의하여 정
한것으로서 질관리제도52) 와 제약회사와 의약품판매업자를 위한 규칙과 지침53)에
명시되어 있는 GMP54)원칙에 근거하고 있다.
조직은행은 이식에 사용되는 인체장기, 조직 그리고 세포의 미생물학적 안전성에
관한 지침55)에 기술된 원칙과도 관련이 있으며, 조직은행은 직장내보건과안전에관
한법률과 보건위해물질통제규정56)과 같은 법에 정한 일반적 의무도 지켜야 한다.
EU 지침에 따른 법령의 하나인 영국의 치료목적의인체조직은행운영에관한시행
준칙57)의 개요는 대략 다음과 같다.
이 시행준칙은 치료목적으로 health service에게 인체조직을 공급하는 공적 부문
에 있는 조직은행에 적용한다. 이 준칙은 영국에 있는 조직은행들을 위한 보건성의
인가계획을 기초를 형성한다. 신뢰할만한 품질의 안전한 조직을 제공하기 위해서
기증자의 선택, 조직의 채취, 검사, 처리, 보관 과 처리가 끝난 조직들의 이송에서 현
재의 실천기준은 지켜져야 한다. 시행준칙은 조직은행에 관한 현재의 전문적인 지
침을 모아서 Royal Colleges와 관련 전문기구의 자문을 받아 보건성에 의해 작성되
었으며, 이 시행준칙은 영국의 의료서비스 범위 내에서 치료목적을 위한 인체조직
의 보관과/또는 처리와 조직은행의 활동을 위한 요건을 구체화한다.
이 준칙의 적용범위는 임상시험에서 사용되는 것을 포함하여 치료목적으로 사용
되는 모든 인체조직을 포함하는데, 그 예는 심혈관조직(예를 들어 판막, 혈관);근골
Quality Management Systems (ISO 9000 series).
Rules and Guidance for Pharmaceutical Manufacturers and Distributors (DoH, 1997).
Good Manufacturing Practice(의약품의 제조 및 품질관리에 관한 기준).
Guidance on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Human Organs, Tissues and Cells used
in Transplantation (DoH, 2000).
56)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2002 (COSHH).
57) Code of Practice for Tissue Banks providing tissues of human origin for
therapeutic purposes.

52)
53)
54)
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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격조직(예를 들어 뼈, 연골, 뼈연골조직, 인대, 힘줄);피부;안구조직(예를 들어 각막,
공막);미성숙 생식자(immature gametes);태아조직(예를 들어 신경세포와 줄기세
포);조혈모세포(예를 들어 골수, 말초혈액, 제대/태반 혈액);기증자 백혈구/과립백
혈구;자가세포계(autologous cell systems) 들이다.
현행 규칙이나 지침에 의해 적용되는 몇몇 부문은 이 준칙의 적용범위에서 제외한
다.
즉 다른 국내요건에 따라야 하는 혈액과 혈액제제, 임상시험이외의 연구목적으로
사용된 인체조직, 유전자치료를 위하여 사용된 세포와 세포주(cells and cell lines),
(세포와 세포주를 포함하여)인체조직을 활용하여 상업적으로 제조된 치료용 제품,
시험관에서 생산된 배아와 성숙생식자, 혈관신생장기(vascularised organ)등이다.
이 시행준칙을 유효하다고 인정되고 최소한 이 준칙이 정한 것과 동등한 수준의
질을 보증하는 새 개념이나 새 기술의 발전을 제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
니다. 예를 들어 조직공학과 세포배양과 관련되는 새공정(제조법)은 조직이 영국에
있는 조직은행에 의해서 제공되도록 발전시키고 이끌 것이다. 그러한 공정이 발달
함에 따라 그 공정에 시행준칙이 적용될 것이다.
시행준칙은 질관리제도를 기초로 하는데, 그것은 모든 조직은행에 있어서 실천원
칙을 형성하고 보건성 인가계획의 일부로서 조직은행이 감사될 때에 이용된다. 이
시행준칙의 기본구조와 내용은 질관리제도(ISO 9000 series)와 제약회사와 약제상
을 위한 규칙과 지침(보건성 1997)에 정해진 바대로 제조업실천원칙을 기초로 하고
있다. 이 준칙은 통합질보증프로그램에 따를 필요성을 강조한다. 이 실천원칙은 다
른 문서에 기술된 지침에 유의한다. 조직은행은 이식에 사용되는인체장기·조직·세
포의미생물학적안전에관한지침58)에 정한 원칙에도 부합해야 한다. 관련이 있는 전
문적 기준이 기증자의 선택과 검사, 조직의 채취, 검사, 처리, 보관 그리고 조직의 모
든 단계에서 고려되어야 한다. 또한 조직은행은 1974년 작업장의보건과안전법59)과
58) Guidance on the Microbiological Safety of Human Organs, Tissues and Cells used
in Transplantation.
59) Health and Safety at Work Act 1974.

- 49 -

1999년 건강위해물질관리규정60)과 같은 다른 제정법의 규칙에 따라 할 일반적인
의무와 책임을 진다. 조직은행은 조직을 채취하기 위하여 반드시 1961년의 인체조
직법, 1990년의 인간수정과배아에관한법률61)과 전문지침이 정한 바에 따라 정당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질(정도)관리제도는 어떤 기관내에서 근무하는 모든 사람들이 지켜야 할 일련의
체계적인 처리과정을 결정하고 문서로 기록하며, 이 처리과정은 질이 기관의 모든
부분에서 분명하다는 것을 보증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야 한다. 그 목적은 실수를 피
하는 것이다. 만약 실수가 발생하면, 그 원인이 확인되어야 하고 그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처리과정이 수정되어야 한다. 이 시행준칙에 기술된 질관리제도는 조직은
행건물과 토지, 환경관리, 관리책임, 기증자선별과 검사, 제3자와 맺은 서면합의나
계약, 명세서를 위한 조직의 검사, 조직의 처리과정과 보관을 위한 기준, 문서기록
과 기록의 보유 그리고 조직의 이송에 적용된다. 질관리제도의 도입이유는 조직은
행에서 질관리제도를 이용하는 목표는 제공된 조직과 용역의 안전과 질을 보장하
는 것이다.
질관리제도의 책임자로서 조직은행의 장은 질관리제도의 정책, 시행 그리고 운영
에 대해서 전반적인 책임을 진다. 이 책임은 조직은행의 목표와 제공하는 기관의 필
요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모든 직원은 질관리제도에 대해 정통해야 하며 그들의 작
업의 질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한다. 질관리제도를 운영하는 책임은 적합한 자격이
있는 지명된 개인에게 배정되어야 하며, 그 자는 반드시 운영관리에 독립적이어야
한다. 선순위 지명된 자가 결원인 경우에 이 책임을 질 지명된 대리자가 있어야 한
다. 다른 중요한 관련자는 의학적 조언, 미생물학, 질보증 그리고 처리과정에 대하
여 책임있는 자들을 포함해야 한다. 중요 관련자에 대해서 심사해야 한다. 효과적인
질관리제도와 질관리제도를 위한 인력(Resources for a quality system)에 관하여
도 규칙이 정하고 있다.
조직은행시설과 관련하여 건물과 대지, 환경통제, 처리장소, 관련(책임)자, 부속
60) Control Of Substances Hazardous to Health Regulations; COSHH.
61)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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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각기 다른 기증자의 조직으로부터 교차감염, 장비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그
밖에 관련자의 책임과 훈련, 기증자 선별시 병력과 행동상 이력, 미생물학적 선별검
사를 규정하고 있다.
조직, 용역, 자료의 통제에 관해서는 서면 합의나 계약이 필요한 시기, 서면 합의와
계약의 관리, 조직은행에서 수혜자에 관한 조직의 감사, 문서기록, 조직은행에서 수
혜자에 관한 자료의 감사, 미생물학적 통제, 보관, 추적가능성을 강조하고, 처리관
리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적인 사항과 함께 특수처리의 유효성인증, 조직의 방출, 조
직의 폐기, 회계감사와 사후교정조치와 예방적 조치와 같은 감시체계와 그 예외조
직과 이의제기와 리콜의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포장, 라벨링, 수송과 배달, 문서기록과 기록의 변경, 보관과 컴퓨터기록 등을 정하
고, 문서기록의 변경에 관하여 문서기록의 변경은 구체적으로 달리 명시된 경우가
아닌 한, 이전에 심사와 인증을 행한 동일한 기능이나 기구에 의해서 심사되어야 하
고 승인되어야 하고, 관련이 있는 일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정보(background
information)는 심사와 승인 절차를 위해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규정하
였다. 문서의 보관에 관하여는 모든 종류의 문서의 최소 보유기간은 특정되어야 하
고 정당화되어야 하며, 검색이 가능하도록 손상, 자연훼손 또는 일실을 방지하기 위
하여 적절한 환경이 제공된 시설에서 보관되고 보유되어야 한다고 한다. 조직은행
은 사용한 (폐기)문서의 최소 한 부를 보유해야하는 기간을 정해야 한다.
컴퓨터 기록은 처리, 보관, 분배 그리고 질관리에 컴퓨터화된 시스템을 도입하여
도 시행준칙의 필요요건에 따라야 하고, 동일한 척도와 기준이 다른 기록에 관하여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software의 계획(schematic plan)이나 흐름(flow
diagram)은 구체적인 요건에 합치하는 시스템의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자격과 인가는 동일한 컴퓨터 시스템의 사용은 자격과 인가에 따른
다. 시스템의 종류(등급 description), 그 기능 그리고 구체적인 요건은 문서로 기록
되어야 한다. 시스템은 중요한 데이터를 다루거나 인증한 사람의 신원을 기록해야
한다. 시스템이나 프로그램의 변경은 정의된 절차에 따라서만 이루어져야 한다.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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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이나 방출을 위해서 완료된 배치를 공개하는 것이 컴퓨터화된 시스템에 의해서
수행된 경우에는 그 배치를 공개한 자의 신원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리고
대체관리시스템이 컴퓨터화된 시스템의 고장에 대처하기 위해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전문기관과 전문의협회는 많은 경우에 특수한 조직(tissue)과 관련되는 기
준이나 지침을 준비한다. 이 시행준칙은 기존 기준과 지침을 개선시키고 지지하기
위한 (기본구조)틀로서 작용한다. 조직은행의 이사와 의료자문은 그러한 기구에서
정한 기준과 지침을 지켜지고 이 시행준칙을 기초로 하는 질보증체계로 편입되는
것을 확실히 해야 하며, 특수한 기준과 지침은 조직공학(Tissue engineering)과 인
간생식과배아에관한법률의 특수요건(Special requirement of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ct (1990))에 관한 부분을 참고한다.

III. 그 밖의 국가
1. 독일
독일에는 유럽연합의 가맹국으로서 유럽연합지침에 따라서 법령을 정비할 의무
가 있다.인체조직의 이식과 관련되는 법으로서 장기의기증채취이식에관한법률62)
이 있다. 이 법률은 그 적용범위에 조직(Geweben)을 포함시키고 있다. 혈액과 골
수, 배아와 태아의 장기와 조직은 별도의 입법을 하고 있다.

2. 프랑스
1976년 '장기채취에관한법률'(법률 제1181호)63)을 제정하였고, 1978년 시행령 제
501호64)와 동시행령에 관한 보건사회부장관의 행정명령을 제정하였다. 1994년 이
Gesetz ueber die Spende, Entnahme und Uebertragung von Organen
(Transplantationsgesetz - TPG) Vom 5. November 1997 (BGBl. I S. 2631)
63) Loi n° 76-1181 du 22 décembre 1976, relative aux prélèvements d'organes (JO 23
décembre 1976)
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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른바 생명윤리법65)을 제정하여 법전에 편입되었다. 현행 공중보건법 제2권은 신체
의 구성물과 생성물 등의 기증과 이용이라는 제하에 Titre 1에 일반원칙, Titre 2에
혈액, Titre 3에 장기, Titre 4에 조직, 세포 그리고 관련제품들, Titre 5에 이식시설,
Titre 6에 유전자, 세포치료제와 기타 치료제 등, Titre 7에 벌칙을 규정하고 있다
(Articles L1211 - L1274-3).66)
현재까지 유럽국가에서는 tissue bank 의 설립이 자율적이지만, 앞으로 인가가 법
적 요건이 될 것이라고 한다.

3. 일본
일본은 처음에 '각막이식에관한법률'을 제정하였으나, 1970년대 후반에 이르러 사
체신장의 이용률이 높아지자 사체신장의 공급을 늘리고 사체신장채취의 적법성을
법률에 의하여 명확하게 확보하려는 움직임을 배경으로 1979년 '각막및신장이식에
관한법률'과 그 시행규칙을 제정하였고, 1997년 장기이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
다. 인체조직은행에 관한 직접적인 법령은 없다.
일본 장기이식에관한법률 제5조는 "장기"란 인간의 심장, 폐, 간장, 신장, 기타 후
생 성령으로 정하는 내장 및 안구를 말한다고 되어 있고, 후생성령인 장기이식에관
한시행규칙은 췌장 및 소장을 규정하고 있다. 법이 규정하는 것은 장기이식에 대한
것으로써, 피부,혈관,심장판막,뼈등 조직이식은 그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다. 또한
이들 조직의 이식을 위한 특단의 법령은 없으나, 통상 본인 또는 유족의 승낙을 받
은 뒤 의료상의 행위로 이루어져 의료적 견지, 사회적 견지에서 상당하다고 인정되
고 있다.

64) Décret n° 78-501 du 31 mars 1978, pris pour l'application de la loi n° 76-1181 (JO
4 avril 1978)
65) Lois n° 94-653 et 94-654 du 29 juillet 1994, dites lois bioéthique
66) Code de la santé publique - 1re partie : Protection génrale de la santé - Livre II :
Don et utilisation des éléments et produits du corps humain - Titre VI : Produits
de thérapies génique et cellulaire et produits thérapeutiques annex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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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
지금까지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를 모색하기 위한 작업으로서 제1장에서는
인체조직의 이용실태와 안전사고와 도덕적인 문제점, 그리고 법제화의 필요성을
설명하고 본 연구의 목적이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는 것임
을 설명하였고, 다음으로 연구의 기초작업으로서 조직은행의 연혁과 조직이식과
관련된 일반적 사항 등에 관한 일반론을 제2장에서 검토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조
직은행과 관련된 윤리적 법적 쟁점을 검토하여 법의 실질인 강제가 필요한 영역과
자율적인 규범이 필요한 영역을 확인하는 작업을 하였다. 그리고 제4장에서는 바람
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를 위한 참고자료로 사용하기 위하여 비교법적으로 외국의
관련 법제도를 고찰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장에서는 최근 제정된 인체조직안전및
관리등에관한법률안을 검토한 후에, 조직은행에 관한 국내이식전문가들의 의견을
참고로 하여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의 정립을 위한 앞으로 과제와 제언을 한
다.

I.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의 내용과 검토
법률부재로 인한 안전성문제를 인식하여 여러 사람들에 의해 조직은행에 관한 법
률제정의 필요성이 오래 전부터 제기되어 왔다. 다행히 지난 7월에 의원입법으로
국회에 법안이 제출되었고 그 법안은 12월22일에 수정·통과되었다. 법률이 국회에
서 통과된 것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할 수 있다. 우선 앞으로 인체조직의 이용이
법적인 근거를 가지게 되었고, 인체조직이용의 실태를 파악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
하였다.
그러나 법률은 몇 가지 문제점을 지니고 있는데 아래에서는 법률의 내용과 그 문
제점에 관하여 살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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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률의 내용
법률의 명칭은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이며, 인체조직활용에 있어서 안
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조직관리와 행정청의 감독에 관한 내용과 절차를 5장 38조에
걸쳐 규정하고 부칙을 붙였다.
우선 법률의 구조는 다음과 같다.
제1장은 '총칙'으로서 법률의 목적과 기본이념, 용어의 정의, 법률의 적용범위와
조직의 매매행위금지원칙과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고 있다.
제2장은 '조직의 관리'라는 장제목하에 제7조부터 제22조까지 조직의 기증에 관한
동의, 조직의 채취요건을 정하고 조직의 분배와 이식이 금지되는 경우로서 전염성
질환에 감염된 조직, 치매 등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진 기증자의 조직, 사망원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기증자의 조직, 유해성 물질에 노출된 기증자의 조직, 암세포의 전
이 우려가 있는 조직, 그 밖에 조직으로 이식대상자의 생명·신체에 위해를 가할 우
려가 있어 이식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조직등을 예시하였
다. 그리고 조직의 안전성 확보를 위한 방법, 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조직이식 우선
순위를 규정하고, 조직은행의 허가와 조직은행의 허가 갱신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만 조직의 채취·처리·보관·
수입·분배 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일정시설ㆍ장비ㆍ인력ㆍ품질관리체
계 등을 갖춘 의료기관, 인체조직 관련 사업을 주목적으로 한 비영리법인, 조직가공
처리업자, 조직이식재 수입업자만이 3년마다 갱신을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 장관의
허가를 받아 조직은행을 운영할 수 있게 했다. 그리고 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조직
의 채취 시 준수사항, 조직의 수입에 관한 사항, 조직채취에 대한 해부 또는 검시의
우선, 기록의 작성 및 보고 등과 기록의 보존과 열람 등, 비밀의 유지의무를 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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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은 '감독'이라는 장제목하에 제23조부터 26조까지 조직의 기증ㆍ관리ㆍ이식
에 관한 사항을 연 1회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
는 조직은행과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의 보고와 조사에 관한 사항과 보고와 기록의
무위반시 시정명령, 허가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 조직은행의 폐업시 신고와 자료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제4장 '보칙'은 제27조부터 제31조까지 이며,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행을 지
원할 수 있다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약청장 등에
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관계기관의 협조의무, 조직은행허가취소처분시의 청문, 조
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다.
제5장은 '벌칙'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조직매매, 알선 등의 경우
와 허가없이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의 처벌 등을 정하고, 양벌규정과 과태료부과, 징
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부칙에서는 법률시행일을 2005년 1월 1일로 한다는 것과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
위원회의 구성준비와 조직은행의 설립·허가 준비에 관한 사항을 정하고 있다.
다음으로 법률의 중요한 내용을 추려보면 아래와 같다.
우선 법률은“인체조직”이라 함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제1호의 규정
에서 정한 장기 등에 속하지 아니하는 뼈·연골·근막·피부·양막·인대 및 건, 심
장판막·혈관, 신체의 일부로서 사람의 건강, 신체회복 및 장애예방을 위하여
채취하여 이식될 수 있는 것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정하고, “조직은행”이라 함은 이식을 목적으로 조직의 관리를 위하여 조직은
행을 설립하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기관이라고 정의하였다(제3조).
이 법률의 적용범위에서 자가이식용 조직과 약사법·의료기기법 그 밖에 다른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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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의 적용을 받는 품목은 제외된다(제4조).
인체조직 이식재의 매매·알선행위를 금지하는(제5조) 한편 인체조직의 기증·채
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조직은행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를 받도록 하고 조직은행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의료
기관, 비영리법인, 조직가공처리업자 또는 수입업자로 한정하였다(제9조, 제13조).
인체조직 이식재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은 국내 조직은행
에서 처리된 조직과 외국에서 수입되는 조직에 대하여 이식의 적합성 여부를 검사
하고, 조직은행이 정도관리를 받고, 그 결과를 공개할 수 있게 하였다(제10조 및 제
11조).
허가받은 조직은행에 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3년마다 그 허가의 갱신을 받도록
할 수 있게 하였으며, 2005년부터는 보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만 조
직의 채취·처리·보관·수입·분배등의 업무를 할 수 있게 하여, 조직의 수입은 허가를
받은 조직은행만이 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4조, 제17조).
그리고 조직은행이 연 1회 기증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관한 기록을 작성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조직은행 및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
등에 관한 기록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고(제19조, 제20조), 조직은행이 조직이식
과 관련된 부작용에 대한 보고와 조직의 기증·관리 및 이식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
지 않은 경우 시정명령을 할 수 있도록 하며,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
추지 않을 경우 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24조, 제25조). 즉 제3장에서 조
직의 기증ㆍ관리ㆍ이식에 관한사항을 연 1회 복지부장관에 보고하고 관련 자료도
10년간 보존하도록 하는 조직은행과 조직이식의료기관의 장의 보고와 조사에 관한
사항과 보고와 기록의무위반시 시정명령, 허가취소나 1년 이하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는 근거에 관한 사항, 조직은행의 폐업시 신고와 자료이관에 관한 사항을 정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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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밖에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조직은행을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 보건복지부장관
의 권한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식약청장 등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 관계기관의 협
조의무, 조직은행허가취소처분시의 청문, 조직의 채취 및 이식에 소요되는 비용의
조직을 이식받은 자가 부담한다는 내용 등을 규정하고, 조직매매, 알선 등의 경우와
허가없이 조직은행을 설립한 자의 처벌과 양벌규정, 과태료부과, 징수절차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며, 법률의 시행일은 2005년 1월 1일로 하였다.
2. 법률의 검토
법률이 제정된 것은 환영할 일이지만 법률은 몇 가지 불합리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어 앞으로 법률의 정당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는데 걸림돌이 될 가능성이 있다. 그
중 몇 가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1) 의사무능력자의 동의간주
우선 의사능력이 없는 자의 조직기증이 가족이나 유족의 의사로 이루어질 수 있다
는 것이다. 신체기증동의 즉 자신의 신체를 기증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것은 법률행
위이다. 따라서 이 기증동의가 법률효과를 발생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의 의사능력
과 법률행위능력이 있어야 한다. 즉 기증동의가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자기의 행위
와 결과를 판단하여 정상적인 의사결정을 할 수 있는 능력과 법률행위를 단독으로
완전 유효하게 할 수 있는 법률상의 지위에 있는 자가 동의하여야 한다. 재산행위는
7세 전후의 정신능력, 신분행위는 15세 전후의 정신능력이 있어야 한다고 보통 말
한다. 이러한 능력이 없는 자, 즉 의사무능력자가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는 법정대리
인의 동의가 있어도 유효한 행위로 할 수 없다.67) 그런데 법률 제8조(조직의 채취요
건) 제1항 단서는 “다만, 정신질환자 및 정신지체인의 조직의 경우에는 제1호의 경
우에 한하여 이를 채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는 “본인이 뇌사 또는 사망 전

67) 우리 민법은 성년기를 만 20세로 정하여 20세가 되어야 일반적인 법률행위능력을 갖
는다고 하였다. 다만 예외적인 경우에는 20세가 되기 전이라도 법률행위능력을 가진다
고 하고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유언능력으로서 17세를 기준으로 하고 있으며, 금치산자
는 20세가 지났지만 의사능력이 회복된 때에 한하여 유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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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조직의 채취에 동의한 경우. 다만, 그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 등의 채취를 명시적
으로 거부하는 경우를 제외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대리인의 ‘명시적
인 동의’보다 더 약한 ‘명시적 거부의사 불표시’의 경우에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
위효과를 인정하는 것으로서 인권보호의 한 수단으로서 의사무능력제도를 인정하
는 문명국가의 덕성인 ‘사회적인 약자의 보호’를 포기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 부분
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
그리고 가족 또는 유족이 조직의 채취에 동의하는 경우에도 장기간 교류가 없었던
가족이나 유족이 동의하는 경우도 문제이다. 법률은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 제3조
를 준용하고 있는데 가족 또는 유족은 살아있는 자, 뇌사자 또는 사망한 자의 배우
자, 직계비속, 직계존속, 형제자매이며, 이러한 자가 없는 경우에는 사촌이내의 친
족도 해당된다. 이 경우 잠재적 기증자와 평소에 전혀 인적인 교류가 없었던 자들에
게 동의권한을 주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생각해볼 문제이다. 참고로 독일 장기등
이식법 제4조제2항68)은 기증동의를 할 수 있는 최근친은 잠재적 기증자가 죽기 전
최근 2년 내에 교류가 있었던 자에 한하여 동의권한을 부여하고 있다.
(2) 허가의 전제로서 금지되는 행위의 내용침묵
또 한가지 미흡한 점은 조직은행허가제의 전제가 되는 '일정한 행위에 대한 일반
적 금지'의 내용을 조직은행허가에 관한 조항의 앞부분에 제시했더라면 좀더 법률
의 목적을 확실하게 달성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인데, 그러한 문구가 없다.
허가는 공익상 특정한 행위를 일반적·상대적으로 금지하고 특정한 경우에 공익목
적상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여 금지대상행위를 해제하여 이를 적법하게 할 수 있도
록 하는 행정행위이다.69) 그러므로 우선 행위의 일반적 금지를 한 후에 일정한 조건
을 정하여 그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에 금지를 해제해야 하는데, 이 법률에는 허가를
68)

Gesetz ueber die Spende, Entnahme und Uebertragung von Organen
(Transplantationsgesetz - TPG); Art.4 Abs.2 Der naechste Angehoerige ist nur dann
zu einer Entscheidung nach Absatz 1 befugt, wenn er in den letzten zwei Jahren
vor dem Tod des moeglichen Organspenders zu diesem persoenlichen Kontakt hatte.
69) 김성수, 일반행정법, 2001, p. 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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받지 않은 채 조직의 관리를 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즉 법률 제13
조(조직은행의 허가 등) 제1항은 금지행위의 제시가 없이 직접 "조직은행을 설립하
고자 하는 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시설?장비?인력?품질관리체계 등을 갖추고 보
건복지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그 반대해석으로서
조직은행을 설립하지 않는다면 인체조직을 취급할 수도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그렇다면 현재 대형병원중심으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는 인체조직의 기증, 채
취, 저장, 처리, 보관, 분배, 이식행위를 담당하는 시설은 굳이 조직은행설립허가를
받지 않아도 지금까지 해오던 대로 조직취급행위를 할 수 있으므로, 이 법률의 적용
범위에서 벗어나게 되고 다른 독립시설로서 조직은행을 운영하려는 자만 이 법률
의 적용을 받게 된다. 그러나 병원 내에서 이루어지는 인체조직이용행위가 법률이
관여하지 않아도 될 만큼 안전하고 투명하게 합리적인 운영을 하고 있다는 설득력
있는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이 법률이 자의적인 차별을 하고 있다는 의심을 받
을 수 밖에 없을 것이다.
(3) 단기의 기록보관
기록보관기간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조직은행은 인체조직의 기증·채취·저장·처리·보관·분배·이식등에 관한 서류를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로 규정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70) 다른 법령의 기록보관기간과 균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록보관
기간을 ‘10년’이라고 정하고 있으나, 조직이식의 경우는 다른 의료기록과 달라서 기
록보관기간이 더 길어야 한다. 왜냐하면, 잠복기가 10년이상인 질환이 발견되고 있
는 점71) 과 조직수혜자가 치료 후 장기간 만족스런 삶을 살다가 자신의 조직을 다시
기증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볼 때에 추적가능성의 측면에서 조직이식에 관한 기록
은 다른 의료기록과 달리 장기간 보관할 필요가 있다. 참고로 기술한다면, 비록 잠

70) 국회에 제출된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안 제19조 참조.
71) 크로이츠펠트 야콥병(Creutzfeldt-Jacob disease)은 잠복기가 대략 30년이고, 광우병에
걸린 쇠고기를 먹었을 때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변종 크로이츠펠트 야콥병
(variant Creutzfeldt-Jacob disease)은 잠복기가 10년 정도라고 한다.

- 60 -

정적이기는 하지만 2003유럽연합지침은 제16조제5항에서 “조직취급기관은 최소
한 30년 동안을 완전히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를 보관해야 한
다”고 정하고 있으며,72) 이것은 이 조항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구를 보면
더욱 확실하다. 거기에는 원래‘각 조직의 임상적 사용 후에 최소한 30년’,‘기증자에
서 수혜자로, 또는 그 반대로’ 등의 문구가 덧붙여져 있었다.73)
(4) 정도관리의 임의성문제
한편, 인체조직이용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안전성확보가 중요하며, 안전성확
보를 위해서는 정도관리가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임의적인 사항으로 되어있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
법률 제11조(조직은행의 정도관리) 제1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조직은행으로 하
여금 정도관리를 받게 할 수 있고, 정도관리 결과를 공개할 수 있다.”라고 하여 임의
규정으로 하였다. 이 법률의 목적이 ‘안전성’을 확보하는 것임을 생각할 때에 정도
관리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 필수적이라고 하겠다. 따라서 이 부분의 재고도 필요
하다.
(5) 비영리조직은행의 허구성
수정법률안 제13조(조직은행의 허가 등)제2항과 수정법률안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제3항의 관계를 고려할 때, 조직은행의 비영리성이 지켜질 수 있을지 우
려된다. 법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제3항은 “조직은행이 조직이식의료기관
에게 시술에 필요한 조직이식재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비영리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그런데 제13조제2항은 제1호에서 ‘의료법 제3조의 규
72) EU Directive 2003 on setting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for the donation,
procurement, testing, processing,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73)
http://www.icampus.ucl.ac.be/conrad/BEDE0001/document/EBED772003/com2003_0340e
n0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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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한 의료기관’을 제2호에서 ‘인체조직에 관련된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제3호에서 인체조직가공처리업자, 제4호에서 조직이식재 수
입업자를 열거하고 있다. 의료행위의 비영리성을 인정한다면74) 제1호의 경우 조직
은행운영의 비영리원칙에 부합할 것이고 제2호도 역시 그러하다고 볼 수 있다. 조
직기증자의 정신을 생각할 때에 조직이식재가 영리목적으로 유통되는 것은 옳지
않다는 점에서 비영리성원칙을 법이 언명한 것은 타당하다고 본다. 그러나 인체조
직가공처리업자와 조직이식재수입업자는 영리목적으로 설립하는 것이 보통이다.
법률의 각 조항이 서로 모순이 되어서는 법률의 체계정당성원칙에 위반되는 것이
다. 비록 조직의 기증 또는 채취업무를 할 수는 없게 되어 있으나 인체조직가공처리
업자와 조직이식재 수입업자들이 앞으로 비영리원칙을 지킬 수 있을 것인지 매우
우려된다.
한편으로 조직기증풍토가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영리원칙을 강조하는 것은
조직이식재시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는 점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6) 경과조치의 미비
마지막으로 조직이식재 수급의 공백을 막으면서 조직은행허가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수 있는 경과조치가 없다는 점이 아쉽다.
법률이 앞으로 1년여 후인 2004년1월1일부터 시행되므로 1년 이내에 조직은행설
립허가를 받으면 되겠지만, 설립허가요건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므로 시행령이
구체화되어 그 시행령이 정하는 요건을 구비하는데 상당한 기간이 소요될 것이므
로 일정한 경과조치가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앞의 조직은행허가와 관련하여 기술
한 바와 같이 현재 대형병원중심으로 실질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관련시설은
이 법률의 적용을 받지 않는 것이라면, 현재로는 병원 밖에서 독립적으로 운영중인
조직관련시설이 없는 상태이므로 따로 경과조치가 필요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겠으
나, 역시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행정입법에 시간이 걸리는 점, 시설, 장비, 인력, 품
74) 의료기관의 비영리성에 관한 논란이 있으나, 여기서는 직접적인 쟁점이 아니므로 생략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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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관리체계 등의 완비여부를 조사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점, 제15조(조직은행의
준수사항) 제4항이 “조직은행에 종사하는 조직 취급 관련 의료인 그 밖의 종사자로
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한다.”고 정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에 경과조치가 있어야 하지 않았나 생각된
다.
참고로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2001년 4월 영국보건성은 치료목적의 조직은행
들이 치료목적의인체조직을제공하는조직은행을위한운영규정75)에 따라 인가를 받
기위해 의약품관리청(Medicines Control Agency; MCA)에 신청할 수 있는 자발
적 인가계획(voluntary accreditation scheme)을 도입하였다. 자발적 계획은 조직은
행들에게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을 허용하기 위해 2년의 과도기를 두고 있다. 그
러한 바탕에서 NHS Trusts는 2003년 3월 31일이후로는 자발적 인가계획에 의해 인
가받은 조직은행만 이식을 위한 조직과 세포를 제공하고 취득할 수 있다고 권고받
았다. 그 기간까지 모두 71개의 치료목적조직은행들이 인가를 위해 신고하였다. 어
쨌든 이 많은 은행들이 모두 2003년 3월 31일까지 인가를 받을 수는 없을 것이 확실
했다고 한다. 따라서 이 날 이후 NHS에 대한 조직의 공급이 부족해질 가능성을 피
하고, 조직은행의 안전과 질을 개선시키는 NHS를 계속 지원하기 위해서, 보건성은
중앙기금지원과 자발적 계획 하에 인가를 받을 수 있는 최종기한을 모두 연장하였
다. 따라서 현재 영국 보건성은 치료목적의 조직은행들에 대하여 2004년 3월 31일
까지 자발적 인가기간을 연장하고 인가신청을 권고하고 있다. 이 연장은 조직은행
들에게는 그들이 필요한 시설개선을 완성할 수 있게 하고, 의약품관리청이 2004년
3월 31일 이전에 필요한 조사를 마무리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라고 한다. 2003년 4월
1일부터 의약품관리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관리청(Medicines and Health care
products Regulatory Agency; MHRA)의 일부로 편입되었다. 의약품관리청에 아직
신고하지 않은 조직은행은 조사를 위한 준비가 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가능한
한 2003년 7월 30일 이전에 신고하도록 권고한 상태이다.76)

75) Code of Practice for Tissue Banks providing tissues of human origin for
therapeutic purposes; 이 규정은 모든 조직은행에서 행해야하는 실천원칙(principles of
good practice)을 기술하고 있다.
76) http://www.doh.gov.uk/humantissuebanking/accreditation-mar03.pdf

- 63 -

이상과 같은 몇 가지 문제들이 해결이 되어 법률이 의결되었다면 더욱 바람직했을
것이다.

II.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를 위한 과제와 제언
국내이식전문가들은 인체조직활용을 위해 해결해야 할 문제점으로서 다음과 같
은 점들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들은 앞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인체조직안전및관
리등에관한법률의 미비점과 중복이 되기도 한다. 앞으로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
도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미비점 내지 흠결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
며, 새로 제정된 인체조직의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을 집행하기 위한 시행령과 시
행규칙을 제정하는데 고려해야 할 것이다. 아래에서는 앞으로 법률의 보완과 행정
입법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과제와 제언을 정리한다.
(1) 기증자에 대한 예우
장기이식의 경우 코디네이터에 의해 기증자의 가족과 문제를 협의하여 장례절차
까지 매듭짓는데, 조직이식을 위한 적출은 장기이식을 위한 적출이 끝난 이후 혹은
사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우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다. 사체라고 하더라도 살아
있을 때의 기증자의 인격을 생각하여 다루는 것이 중요하고, 조직이식을 위해 적출
한 후에 가족이 시신의 모습을 보는 것을 고려하여 사체재건을 하는 것이 기증자가
늘게 하는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77)
(2) 동종조직의 이식재료로서 수가인정문제
외국에서 수입된 동종조직은 재료로서 보험수가가 인정되고 있으나 국내에서 생
산된 동종조직에 대한 수가 인정이 안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수입된 동종조직
은 안전성이 불투명한데도 외국에서 수입된 것이라고 수가인정을 받고 국내의 대
학병원에서 여러 가지 안전성 검사를 시행한 동종조직에 대해서는 수가가 인정이
77) 박영환, 앞의 글, pp.1181-1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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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되는 것은 불합리하므로 정당한 수가를 인정해야 할 것이라고 한다.78)
(3) 동종조직의 안전성 확보문제
감염과 전이를 막을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며, 조직은행의 시설을 언제나
청결하게 유지할 수 있도록 정기적으로 검사하여야 한다.79) 대한정형외과학회 및
골·연부 조직 이식학회에서는 2000년 12월 ‘근·골 조직이식 윤리 강령’ 및 ‘조직은
행 운영지침’을 제정하여 수련병원에서 운영중인 골은행에 배포하여 동종조직의
안전성을 확보하도록 유도하였지만 모든 골은행이 윤리강령과 운영지침을 준수하
는 지는 미지수라고 한다.80)
(4) 표준화된 절차 필요
조직이식은 장기이식처럼 매우 세밀한 구분을 할 필요는 없지만 몇 가지 기준이
있어야하는데, 조직의 처리 등에 대한 표준절차를 준수함으로써 완벽한 조직을 생
산할 수 있고, 이것은 사용자에게 신뢰를 준다. 이식을 원하는 병원에서는 조직은행
에 공식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조직은행은 공급하는 조직에 대한 자료를 완벽하
게 같이 제공하는 것이 신뢰도를 높이는 방법이다.81)
각 병원단위별로 운영되고 있는 조직은행들을 국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지침을
만들어 조직은행 시설 및 운영방법을 표준화시키고,82) 표준화된 지침서에 의한 처
리가 이루어져야 한다.83)
(5) 완벽한 조직생산을 위한 인력과 시설 확충 필요

78)
79)
80)
81)
82)
83)

강용구,
박영환,
강용구,
박영환,
김석화,
박영환,

앞의
앞의
앞의
앞의
앞의
앞의

글,
글,
글,
글,
글,
글,

p.1175.
p.1189.
p.1175.
p1189.
pp.1194-1195.
p.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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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적인 교육을 통해 조직은행들의 질적 보장을 이루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
84)

조직은행 종사자들이 기증자의 사체를 인간으로서 예우를 다해 정중하게 다루도
록 교육하여야 하며, 떼어낸 조직도 앞으로 인간에게 사용될 것을 전제로 처리되는
것이니 만큼 철저하게 표준화된 작업을 할 수 있는 전문가를 육성하여야 한다. 살아
있는 환자를 보는 것은 아니지만 생성되는 조직이 과연 인체이시이 가능할 것인
가에 대한 평가를 하는 의료감독을 위해서도 일정한 교육이 필요하다. 인적 인프라
의 구축이 조직은행 운영을 더욱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85)
(6) 조직은행의 운영책임자 자격을 정할 필요
조직은행의 운영을 위해서는 고도의 의학지식이 필요하므로 조직은행운영책임자
를 일정한 자격을 가진 자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86) 안전하고 원할한 조직은행
의 운영을 위해서는 조직은행전담기사의 면허제를 도입하는 것도 생각해볼 수 있
다. 미국의 조직은행연합회에서 전담기사(Certified Tissue Bank Specialist, CTBS)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 이 면허의 취득자격을 일정한 학력 이상이거나 일정 기간
의 조직은행 근무경력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면허의 유효기간은 3년으로, 갱신
을 위해서는 일정한 교육과 서류심사 등으로 갱신이 가능하도록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87)
인체조직안전및관리등에관한법률 제15조제4항과 제5항은 조직은행에 종사하는
조직 취급 관련 의료인 그 밖의 종사자로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자는 보건복지
부령으로 정하는 소정의 교육을 받아야 하고, 조직의 제공 절차, 조직의 보관규모,
관리책임자 및 관리현황의 보고 그 밖의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조직은행운영책임자자격은 행정입법으로 구체화될 것이

84)
85)
86)
87)

김석화,
박영환,
강용구,
강용구,

앞의
앞의
앞의
앞의

글,
글,
글,
글,

pp.1194-1195.
p.1182.
p.1175.
p.1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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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참고로 인체조직에 관한 EU지침에 의하면 조직취급기관책임자는 대학의 연구과
정이나 관련가맹국들에 의해서 동등하다고 인정된 과정의 완료시에 수여하는 의학
또는 생물학분야의 졸업증서, 자격증명서 또는 다른 공식적인 자격증을 소지하고,
관련분야에서 적어도 2년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여야 한다. 그리고 조직취급기관에
서 조직과 세포의 채취, 처리, 보존, 보관 그리고 분배와 관련되는 활동에 직접 관련
이 되는 자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일정한 훈련을 받
아야 한다.
(7) 수입공급되는 동종조직의 높은 가격문제와 조직 확보 필요
국내의 동종조직 이식재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으나 국내조직은행이 활성화되지
않아 조직의 수요를 수입에 의존하는 실정인데 수입업체에 의하여 공급되는 동종
조직에 대한 규제도 필요하다. 동종조직은 기증에 의해 획득된 것인데 영리목적으
로 이용되어 고가로 공급됨으로써 국민의 의료비부담을 가중시킬 뿐만 아니라 윤
리적인 문제를 야기시킬 수 있고, 수입공급되는 이식재의 일부는 이식재의 출처와
안전성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는 경우도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국내조직은행의 활
성화없이 수입규제만 하면 진료자체가 제한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국내 생산 동종조직 수가를 인정하여 기존의 골 및 조직은행을 활성화하면 수
입에 의존하는 많은 양의 동종조직의 수요를 대체할 수 있고, 조직처리비용 및 관리
비용에 준하는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되어 국민의 의료비 부담이 줄어들고 가격경
쟁력으로 자연스럽게 동종조직의 수입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88)
성형외과 영역에서는 장기등이식에관한법률이 시행되면서 규제위주의 관리는 기
증자가 점점 감소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고, 기증자사체에서 조직을 채취하기 어
렵게 하였다고 한다. 성형외과 영역의 조직은행운영을 위해서는 사체에서 조직을
원활히 채취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한다.89)
88) 강용구, 앞의 글, pp.1175-1176.
89) 김석화, 앞의 글, p.11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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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전체적인 network이 구성 필요
각 병원간의 조직 보관에 관한 정보를 공유할 수 있게 하고, 전문기술을 집중하고,
투자와 운영비용을 절감하며, 연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국가적 차원의 비영
리 국립조직은행을 설립하여 간이나 콩팥 등의 장기이식을 시행하는 병원과 연계
하여 장기채취시 조직은행에서 보관할 조직도 같이 채취하여 일괄적으로 관리하는
제도가 필요하다고 지적한다.90)
그리고 조직은행은 어느 한 조직만 다룰 것이 아니라 통합적으로 다루면서 이를
검토하는 의료감독이 있어야 하며, 객관적인 이식조직의 분배를 위해서도 전체적
인 network구성이 필요하며, 공여자에 대한 자료, 조직자체에 대한 자료, 이식수혜
자에 대한 자료가 정확하고도 완벽하게 모아져야 하고 관리되어야 한다.91)
(9) 비용부담의 문제
그리고 비용부담의 문제도 제시하였는데 미국의 1984년 제정된 국립장기이식법
이 인체조직의 판매를 통해 영리를 취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조직은행 및 관
련 회사들은 유해 처리 및 가공과정에서 소요되는 적당한 비용만을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적정 비용'이 얼마인지 정해 놓지 않은 것이 조직은행들의 비리가
발생하는 원인이 되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10) 동종조직이식 후 원치 않는 결과 발생시의 책임소재 확인방안 필요
조직의 확보에서 이식에 이르는 모든 절차가 투명하게 이루어진 경우에도 원치 않
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는데 이때 책임을 누구에게 귀속시켜야 하는가가 문제이다.
동종조직을 생산한 조직은행의 책임, 유통과정의 문제에 대한 책임, 이식수술을 시
행한 의료진의 책임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데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
기 위한 동종조직에 대한 제조물책임법적용문제, 책임보험문제, 의료분쟁조정문제
90) 김석화, 앞의 글, pp.1194-1195.
91) 박영환, 앞의 글, p.1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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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등의 구체적인 사안별로 해결방법이 정립될 필요가 있다.
제조물책임의 경우 인체조직에 대해서도 제조물책임법이 인정되는지 논란이 되
고 있으므로, 이 문제를 법률에 의해 정리를 할 필요도 있다.
(11) 기타
그밖에 법률의 적용범위가 신체의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의 회복이라고 한
정하고 있어 미용목적의 인체조직활용에 대한 규율문제도 해결이 되어야 한다. 그
리고 인체조직안전관리자문위원회의 구성원이 될 수 있는 자문에 응할 수 있
는 지식을 가진 사람들 자신이 대부분 조직이식과 관련이 있으므로 위원회의
공정성과 중립성확보하기 위한 방안도 필요하다.
법률은 2004년1월1일부터 시행하게 된다. 따라서 그 전에 법시행령과 법시행규칙
이 제정되어야 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구체적이고 합리적으로 형성되느냐에 따
라 법집행의 효율성이 좌우되고, 그에 따라 인체조직활용제도의 합리적인 운영여
부도 달려있다고 하겠다.
조직은행의 허가조건과 허가갱신요건 등을 비롯하여 인체조직의 관리행위전반에
걸친 문제들은 매우 전문적인 영역임과 동시에 도덕적 쟁점이 많은 영역이기도 하
다. 따라서 효과적으로 법률집행을 할 수 있도록 후속행정입법이 제정되는데 의료
계가 관심을 가지고 참여해서 바람직한 인체조직활용제도가 성립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사람의 신체적 완전성을 기하고 생리적 기능회복을 위하여 인체조직의 기
증·관리 및 이식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인체조직의 적정한 수급과 안전성
을 도모하고 국민보건향상에 이바지'한다는 정당한 입법목적에도 불구하고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그 목적달성을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는 내용은 불합리한 점도
있으므로 이 흠결부분을 보완하기 위한 노력도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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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인체조직과 세포의 기증, 적출, 검사, 가공, 보존, 보관 그리고 분배를 위한 질과 안
전기준정립에 관한 2003 EU지침 (EU Directive 2003 on setting standards of
quality and safety for the donation, procurement, testing, processing,
preservation, storage and distribution of human tissues and cells)
제1장 총칙
제1조 목적
이 지침은 인간의 건강을 높은 수준으로(고도로) 보호하기 위하여 인체적용을 목적
으로 하는 인체조직과 세포의 질과 안전에 관한 기준을 규정한다.
제2조 적용범위
1. 이 지침은 인체적용을 목적으로 하는 인체 조직과 세포와 인체적용을 목적으로
인체조직과 세포로부터 유도된 제조물의 기증, 채취, 검사, 처리, 보전, 보관 그리고
분배에 대하여 적용한다.
2. 이 지침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a) 동일한 외과적 절차 내에서 자가이식으로서 사용하는 조직과 세포
(b) 2002/98/EC지침에 의해 정의된바와 같은 혈액과 혈액구성성분
(c) 장기 또는 인체에서 전장기와 동일한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것이 그 역할인 경
우에 장기의 일부
제3조 용어의 정의
이 지침의 목적을 위해 사용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a) ‘세포’란 어떤 형태의 결합조직으로든지 결합되지 않은 경우에 개개의 인체세포
들이나 인체세포들의 집합을 말한다.
(b) ‘조직’이란 세포들로 이루어지는 인체의 모든 구성 부분들을 말한다.;
(c) ‘기증자’란 살았거나 죽었거나 인체세포와 조직의 모든 인체재료를 말한다.;
(d) ‘기증’이란 인체적용을 목적으로 인체조직이나 세포를 기증하는 것을 말한다.;

- 72 -

(e) ‘장기’란 중요한 자율성수준을 지닌 생리학적인 기능을 발현시키도록 그 구조,
혈관신생 그리고 용적을 유지하는 여러 조직들로 형성된 분간이 되고 생명유지에
필수적인 인체의 일부를 말한다.;
(f) '채취'는 조직이나 세포를 이용 수 있게 만드는 과정을 말한다.;
(g) '처리'는 인체적용을 목적으로 조직이나 세포를 준비, 조작, 보존 그리고 포장하
는 것과 관련되는 모든 조작을 말한다.;
(h) ‘보존’은 세포나 조직의 생리학적 또는 물리적 변질을 방지하거나 지연시키기
위한 가공을 하는 과정에서 화학제제, 환경상태의 변경 또는 다른 수단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i) '격리'란 승인이나 거부에 관한 결정을 기다리는 동안 제거된 조직이나 세포, 또
는 물리적으로 또는 다른 효과적인 방법으로 격리된 조직의 상태를 말한다.;
(j) '보관'은 분배할 때까지 적절히 통제된 상태하에 제품을 보유하는 것을 말한다.;
(k) '분배'는 인체적용을 목적으로 조직이나 세포를 운송하고 배달하는 것을 말한
다.;
(l) '인체적용'은 인간수혜자와 인체외적 적용에 조직이나 세포를 사용하는 것을 말
한다.;
(m) ‘중대한 이상반응’은 환자에게 전염병 전파, 사망이나 생명의 위협, 장애, 또는
기능상실상태에 이르게 하거나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병이 생기거나 입원이나
이환상태를 초래하거나 입원이나 이환상태를 연장시키는 조직과 세포의 채취, 검
사, 처리, 보관 그리고 분배와 연관된 모든 불리한 사건의 발생을 말한다.;
(n) ‘중대한 부작용’은 전염병을 포함하여, 조직과 세포의 채취나 인체적용과 관련
하여 기증자나 수혜자에게 생긴 치명적이거나, 생명을 위협하거나, 장애를 일으키
거나, 기능을 상실시키나, 또는 병원에 입원하게 되거나 병이 생기거나 입원이나 이
환상태를 초래하거나 입원이나 이환상태를 연장시키는 의도하지 않은 반응을 말한
다.;
(o) ‘조직취급기관’은 조직은행이나 인체조직과 세포의 처리, 보존, 보관 또는 분배
활동을 맡고 있는 병원 또는 다른 조직체의 한 구성단위를 말한다. 그 시설은 조직
과 세포의 채취나 검사에 대해 책임이 있다.;
(p) ‘동종 이용’이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거한 세포나 조직을 다른 사람에게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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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말한다.;
(q) ‘자가 이용’이란 어떤 사람으로부터 제거한 세포나 조직을 같은 사람에게 사용
하는 것을 말한다.
제4조 시행
1. 가맹국들은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나 이 지침을 시행할 책임을 지는 관청을 임
명해야 한다.
2. 이 지침은 조약의 규정에 합치한다면, 가맹국들이 더 엄격한 보호조치를 유지하
거나 도입하는 것을 금지하지 않는다. 특히 가맹국은 조약의 조건에 합치한다면, 높
은 수준의 건강보호를 보장하기 위해서 인체조직이나 세포의 수입의 금지나 제한
을 포함하여 자발적인 무상기증을 위한 필요조건을 도입할 수 있다.
3. 이 지침은 어떤 특수한 형태의 인체조직이나 세포 또는 어떤 특수한 출처로부터
나온 세포의 기증, 채취, 검사, 처리, 보전, 보관, 분배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가맹국
들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그러한 유형의 인체조직이나 세포의 수입과 관
련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4. 이 지침에 의해 활동함에 있어서 (EU)집행위원회는 집행위원회와 수혜자의 공통
의 이익을 위해 신원확인, 준비, 관리, 감시, 회계감사 그리고 통제와 경비의 지원과
관련되는 기술적 행정적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2장 가맹국의 관련 행정청의 의무
제5조 인체조직과 세포 채취의 감독
1. 가맹국들은 조직과 세포의 채취와 검사가 적절한 훈련과 경험을 지닌 자에 의해
서 수행되고 그 목적을 위해서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나 관청에 의해 인가되고, 지
정되고, 권한이 부여되거나 허가되는 조건으로 그러한 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보
장해야 한다.
2.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조직과 세포의 채취가 제28조 (b), (f) 와(g)에
언급된 요건에 적합하다는 것을 보장하기 위한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기
증자를 위해 요구되는 검사들은 권한있는 기관이나 관청에 의해 인가되고, 지정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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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권한이 부여되거나 허가를 받은 자격이 있는 실험실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제6조 조직취급기관과 조직과 세포준비처리의 인가, 지정, 권한부여, 허가
1. 가맹국들은 모든 조직취급기관들이 인체적용의 목적으로 인체조직과 세포를 검
사, 처리, 보전, 보관, 보장 또는 분배활동이 취하는 경우에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
나 관청에 의해 그러한 활동들의 목적을 위해 인가되고, 지정되고, 권한이 부여되거
나 허가를 받았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조직취급기관이 제28조(a)에 언급된 요건에 따른다는 것을 입증했던 정당한 권
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조직취급기관을 인가, 지정, 권한부여 또는 허가하고 어
떤 활동을 그 조직취급기관이 해도 되는지와 어떤 조건이 적용되는지를 지시해야
한다.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조직취급기관이 제28조(h)에 언급된 요건에 따라 수
행해도 되는 조직과 세포의 준비과정을 승인해야 한다.
조직취급기관과 제3자 사이의 합의는, 제24조에 언급한 바에 따라 이 절차의 테두
리 안에서 심사되어야 한다.
3. 조직취급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의 사전 서면승인이 없이는
그 활동에 대하여 어떠한 근본적인 변경도 취해서는 아니된다.
4.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만약에 감사사나 관리조치가 그러한 시설
이나 절차가 이 지침의 요건에 일치하지 않는 경우에는 조직취급기관이나 조직이
나 세포의 준비과정의 인가, 지정, 권한부여 또는 허가를 정지하거나 취소할 수 있
다.
5. 제28조 (k)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야 하는 특수한 조직이나 세포는, 공급
자가 이 활동을 위하여 인가, 지정, 권한부여 또는 허가받았다면,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이나 관청의 승낙을 얻어, 수혜자에게 즉시이식을 하기위하여 직접 분배될 수
있다.
제7조 감사와 관리조치
1. 가맹국들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이 감사를 계획하고 조직취급기관
이 이 지침의 요건에 따르는 것을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적절한 관리조치를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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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가맹국들은 또한 적절한 관리조치가 인체조직과 세포의 채취를 위해서 적절할
것을 보장해야 한다.
3. 감사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이 정기적인 것으로 계획되고 수행되
어야 한다.
감사의 시간적 간격은 2년을 초과해서는 아니된다.
4. 그러한 감사와 관리조치는 정당한 권한있는 기관을 대표하는 다음과 같은 권한
을 위임받은 공무원(관리)에 의해 수행되어야 한다:
(a) 조직취급기관과 제3자 시설을 제24조에 구체적으로 규정한 바와 같이 감사할
권한;
(b) 이 지침의 요건과 관련이 있는 조직취급기관과 제3자의 시설에서 수행되는 절
차와 활동을 평가하고 확인할 권한;
(c) 이 지침의 요건과 관련되는 문서기록이나 다른 기록을 조사할 권한
5.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어떠한 중대한 부작용이나 중대한 이상반
응이 있는 경우에는 언제나 적절하게 감사를 계획하고 관리조치를 수행해야 한다.
덧붙여, 그러한 사례에 대해 다른 가맹국들의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의
정식의 정당한 요구시에 그러한 감사가 계획되고 관리조치가 수행되어야 한다.
6. 가맹국들은 다른 가맹국이나 집행위원회의 요구로 이 지침의 요건과 관련하여
감사와 관리조치의 결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8조 이력제(추적가능성)
1. 가맹국들은 그들의 영토에서 채취되고, 처리되고, 보관되거나 분배된 모든 조직
과 세포가 기증자로부터 수혜자에게로 그리고 그 반대로 추적될 수 있도록 보장하
여야 한다.
2. 가맹국들은 각 기증과 그 기증과 연관된 각 생산물에 고유한 코드를 부여하는 기
증자확인제도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3. 모든 조직과 세포는 제28조의 (g)와 (i)에서 언급된 정보를 포함하는 표시로 확인
되어야 한다.
4. 집행위원회는 제29조(2)에 언급된 절차에 따라 유럽연합차원에서 추적가능성을

- 76 -

보장하기 위한 절차(방법)를 수립해야 한다.
제9조 인체조직과 세포의 수입/수출
1. 가맹국들은 모든 제3국으로부터의 조직과 세포의 수입이 그러한 활동 목적을 위
해서 인가, 지정, 권한부여 또는 허가받은 조직취급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보
장하기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국으로부터 그러한 수입품을 수령
하는 가맹국들은 그 수입품들이 이 지침에 규정된 것과 동등한 질과 안전기준을 충
족한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2. 가맹국들은 모든 조직과 세포의 제3국 수출이 그러한 활동 목적을 위해 인가, 지
정, 권한부여 또는 허가받은 조직취급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3국에 그러한 수출품을 내보내는 가맹국들은
수출품이 이 지침의 요건에 따르도록 보장해야 한다.
3. (a) 제6조(5)에 정한 조직과 세포의 수입이나 수출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나 관청에 의해 직접 승인할 수 있다.
(b) 응급시에는 특정한 조직과 세포의 수입이나 수출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
나 관청이 직접 승인할 수 있다.
(c)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subparagraphs (a) 와 (b)에 정한 조직과
세포의 수입과 수출이 이 지침이 규정한 기준과 동일한 질과 안전기준을 충족시키
도록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4. paragraph 1에 따라 질과 안전의 동일한 기준을 확인하는 절차는 제29조(2)에 정
한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의해 수립되어야 한다.
제10조 조직취급기관의 등록과 보고의무
1. 조직취급기관은 채취, 검사, 보전, 처리, 보관과 분배된 조직과/또는 세포의 유형
과 수량을 포함하여 제28조(g)에 정한 요건에 따라 인체적용을 목적으로 조직과 세
포의 출처와 도착에 관하여 그들의 활동기록을 보유해야 한다. 그 조직취급기관들
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에게 이러한 활동에 관한 연례보고를 제출해
야 한다. 이 보고는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
2.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인가, 지정, 권한부여 또는 허가받은 조직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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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기관을 위한 활동을 구체화하는 조직취급기관의 공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등
록을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3. 가맹국들과 집행위원회는 국가조직취급기관등록을 연결하는 network을 수립해
야 한다.
제11조 중대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의 통지
1. 가맹국들은 조직과 세포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조직과 세포의 채취,
검사, 처리, 보관 그리고 분배에서 기인할 수도 있는 중대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에
관한 정보를 보고, 조사, 등록 그리고 전달하기 위한 적절한 제도가 존재하도록 보
장해야 한다. 조직과 세포의 질과 안전에 연관되는 임상적용 중이나 후에 관찰되는
다른 중대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에 관한 것도 마찬가지이다.
2. 이 지침에 의해 규율되는 인체조직과 세포를 이용하는 모든 사람이나 시설은 추
적가능성을 높이고 질과 안전관리를 보장하기위하여 인체조직과 세포의 기증, 채
취, 검사, 처리, 보관 그리고 분배에 관여하는 시설과 관련되는 정보를 보고해야 한
다.
3. 제17조에 정한 책임자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이 제1항에 정한 중대
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에 대하여 모두 신고받고 그 원인과 그에 따라 생긴 결과를 분
석하는 보고를 제공받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4. 중대한 이상반응과 부작용을 신고하는 절차가 제29조 제2항에 정한 절차에 따라
집행위원회에 의하여 수립되어야 한다.
5. 각 조직취급기관은 정확하고 신속한 확인할 수 있는 절차가 이상반응이나 부작
용과 관련될 수 있는 제품이 분배된 것을 회수(recall)할 수 있도록 하기에 적절하다
는 것을 을 보장해야 한다.
제3장 기증자선별과 평가
제12조 조직과 세포기증 관리(운영) 원칙
1. 가맹국들은 인체조직과 세포의 자발적이고 무상의 기증을 장려하도록 가능한
한, 인체조직과 세포가 그러한 기증으로부터 취득되게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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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취해야 한다. 가맹국들은 이 조치들에 대해서 이 지침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그
리고 그 이후로는 매 3년마다 집행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이 보고들을 토대로 집
행위원회가 유럽연합공동체차원에서 취하려는 장래 필요한 조치들을 모두 유럽의
회와 이사회에 보고해야 한다.
2. 가맹국들은 인체조직과 세포의 기증을 후원하는 장려와 홍보활동이 모두 가맹국
들이 규정한 지침이나 법률규정에 따르는 것을 보장하기 위하여 필요한 모든 조치
를 취해야 한다. 그러한 지침이나 법률규정은 재정적 이득이나 재정적 이득과 유사
한 이익을 제공하거나 추구할 목적으로(추구하기 위해) 인체조직과 세포의 필요나
입수가능성(이용가능성, 유용성)을 광고하는 것에 대한 적절한 제한이나 금지를 포
함하여야 한다.
3. 가맹국들은 조직과 세포의 채취가 비영리원칙으로 수행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13조 동의
1. 인체조직이나 세포의 채취는 오로지 관련가맹국들에서 효력이 있는 모든 의무적
인 동의나 허가조건이 충족된 후에만 권한이 부여되어야 한다.
2. 가맹국들은 그들의 국내입법을 지키는데 있어서 기증자나 기증자대신에 권한을
수여하는 기증자의 친척이나 다른 사람들이 제28조(d)에 정한 바대로 적절한 정보
를 제공받는 것을 보장하는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4조 데이터보호와 비밀성(기밀성)
1. 가맹국들은 유전정보를 포함한 모든 데이터가 이 지침의 범위 안에서 배열을 점
검하여 이용하는 제3자에게 기증자와 수혜자가 모두 신원을 확인할 수 없도록 무명
으로 공급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모든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2. 그 목적을 위하여 그 조치들은 다음 사항을 보장해야 한다.
(a) 데이터 안전조치와 기증자 화일에 대한 권한없는 데이터추가, 삭제 또는 수정이
나 기록의 연기, 그리고 정보의 전달을 방지할 보호수단이 적절해야 한다;
(b) 절차는 데이터불일치를 해소할 수 있도록 적절해야 한다; 그리고
(c) 기증의 추적가능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정보의 권한없는 공개가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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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맹국들은 의 조건에 대하여 가맹국들에서 입법권을 침해하지 않고 수혜자의
신원이 기증자나 그 가족에게 또 그 반대가 공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장할 모든 필
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5조 선별, 평가, 채취(획득조달알선)
1. 조직채취와 관련된 활동은 기증자평가와 선별이 제28조 (e) 와 (f)에 정한 요건에
따라 수행되고 제28조 (g)에 정한 요건에 따라 조직과 세포가 채취, 포장 그리고 이
송되는 것을 보장할 수 있는 방식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2. 자가기증의 경우에는 제28조 (e)에 정한 요건에 따라 적합성(판정)기준이 수립되
어야 한다.
3. 기증자평가결과와 검사절차는 문서로 기록되어야 하며 모든 중요한 이상을 제28
조 (d)에 정한 요건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4.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은 조직채취와 관련되는 모든 활동이 제28조
(g)에 정한 요건에 따라 수행되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5. 생식목적으로 사용되는 조직의 경우에는 기증자선별, 평가 그리고 채취가 제28
조 (j)에 정한 요건에 따라 규정되어야 한다.
제4장 조직과 세포의 질과 안전에 관한 규정
제16조 질관리
1. 가맹국들은 각 조직취급기관이 적절한 실천원칙을 기초로 하는 질(관리)제도를
적절하게 활용하고 최신의 것으로 갱신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조
치를 취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질(관리)제도와 관련되는 활동을 위하여 제28조 (c)에 정한 유럽연
합공동체기준과 세부사항을 수립해야 한다.
3. 조직취급기관은 질관리제도가 적어도 다음 문서기록을 포함하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운영절차기준,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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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련과 참고 매뉴얼,
보고서식,
기증자 기록문서,
조직이나 세포의 최종목적지에 관한 정보.
4. 조직취급기관은 이 문서기록이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에 의한 감사
를 위해 이용될 수 있도록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
5. 조직취급기관은 최소한 30년 동안 전부 추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필요한 데
이터를 보관해야 한다.
제17조 책임자
1. 모든 조직취급기관은 적어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고 다음 자격을 갖춘 책임자를
지정해야 한다.:
(a) 대학의 연구과정이나 관련가맹국들에 의해서 동등하다고 인정된 과정의 완료
시에 수여하는 의학 또는 생물학분야의 졸업증서, 자격증명서 또는 다른 공식적인
자격의 증거의 소지;
(b) 관련분야에서 적어도 2년의 실무경험.
2. 제1호에 따라 지명된 자는 다음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
(a) 인체에 적용할 목적인 인체조직과 세포는 이 지침과 가맹국들에서 시행되는 법
에 따라 채취, 검사, 처리, 보관 그리고 분배되도록 보장할 책임;
(b) 제6조에 요구되는 바와 같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에게 정보를 제
공할 책임;
(c) 조직취급기관 내에서 제7조, 제10조, 제11조, 제15조, 제16조와 제18조 내지 제
24조의 요건을 충족할 책임.
3. 조직취급기관은 제1항에 정한 책임자의 이름을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
청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책임자는 영구적 또는 일시적으로 바뀌는 경우에 조직취
급기관은 새 책임자의 이름과 그 자의 임무를 개시한 날짜를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
관)에게 즉시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 관련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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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취급기관에서 조직과 세포의 채취, 처리, 보존, 보관 그리고 분배와 관련되는
활동에 직접 관련이 되는 자는 그러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한 자격을 취득해야 하고
제28조 (c)에 정한 훈련을 받아야 한다.
제19조 조직과 세포의 수령
1. 조직취급기관은 모든 인체조직과 세포의 기증이 제28조(f)에 정한 요건에 따라서
검사를 받고 조직과 세포의 선별과 수령이 제28조(g)에 정한 요건에 따르는 것을 보
장하여야 한다.
2. 조직취급기관은 인체조직과 세포와 연관된 문서기록이 제28조(g)에 정한 요건들
을 충족한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증)해야 한다.
3. 조직취급기관은 수령한 인체조직과 세포의 포장이 제28조(g)에 정한 요건들을
충족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기록하여야 한다. 그 규정들에 일치하지 않는 모든 조
직과 세포는 폐기되어야 한다.
4. 수령한 조직/세포의 수용이나 거절은 문서로 기록되어야 한다.
5. 조직취급기관은 인체조직과 세포가 언제나 정확하게 동일성이 확인되도록 보장
하여야 한다.
조직이나 세포의 각 배송이나 분량(batch)은 제8조에 따라서 식별 번호(identifying
code)가 배정되어야 한다.
6. 조직과 세포는 제15조에 따라 기증자검사와 정보와 관련되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시간까지 격리되어야 한다.
제20조 조직과 세포 처리
1. 조직취급기관은 그들의 운영절차기준에 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과정을
포함해야 하며 그 조직시설들이 관리된 상태하에 운영되고 있다는 것을 보장해야
한다. 조직취급기관은 사용되는 기구, 작업환경, 그리고 처리공정의 설계, 인증과
관리조건들이 제28조(i)에 정한 요건에 따르는 것을 보장해야한다.
2. 조직과 세포의 준비중 처리과정에 대한 모든 수정(변경)도 또한 제1호에 정한 기
준을 충족해야 한다.
3. 조직취급기관은 다른 조직과 세포, 처리환경, 또는 처리자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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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서 운영절차기준에 폐기되어야 할 조직과 세포의 취급에 관한 특별규정을 포함
해야 한다.
제21조 조직과 세포 보관상태
1. 조직취급기관은 반드시 조직과 세포의 저장과 관련된 모든 절차가 표준업무처리
절차에 따라 문서로 기록되도록 하여야 하고, 보관상태는 제28조(i)에서 정한 요건
들에 따라야 한다.
2. 조직취급기관은 반드시 모든 보관과정이 관리상태에서 수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조직취급기관은 조직과 세포의 기능이나 무결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상황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포장과 보관장소의 관리를 위한 절차를 수
립하고 적용하여야 한다.
4. 처리된 조직이나 세포는 이 지침에서 규정한 모든 요건을 충족할 때까지 분배되
어서는 아니된다.
제22조 라벨링, 문서화, 포장
조직취급기관은 반드시 표시, 문서기록 그리고 포장이 제28조(g)가 정한 요건들에
따라야 한다.
제23조 분배
조직취급기관은 분배하는 동안 조직과 세포의 질을 보장해야 한다. 분배조건은 제
28조(i)에 정한 요건들에 따라야 한다.
제24조 조직취급기관들과 제3자의 관계
1. 조직취급기관들은 제3자와 협동하여 처리한 조직과 세포의 질과 안전에 영향을
미치는 외부활동을 할 때마다 매번 제3자와 맺은 서면협정을 증명해야 하며, 다음
과 같은 상황에서 특히 그러하다.:
(a) 조직취급기관이 조직이나 세포처리과정의 한 단계를 제3자에게 위탁한 경우;
(b) 제3자가 조직이나 세포의 질과 안전보증에 영향을 미치는 물품과 용역을 제공
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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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조직취급기관이 인가받지 않은 조직취급기관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d) 조직취급기관이 제3자에 의해 처리된 조직이나 세포를 분배하는 경우.
2. 조직취급기관은 이 지침에서 규정한 기준을 충족할 능력을 근거로 제3자를 평가
하고 선별해야 한다.
3. 조직취급기관은 제3자와 수립한 제1호에 정한 협정의 전체 목록을 보유해야 한
다.
4. 조직취급기관과 제3자 사이에 맺은 합의는 제3자의 책임과 세부적 절차를 구체
화해야 한다.
5. 조직취급기관은 정당한 권한이 있는 기관이나 관청의 요구가 있을 때에 제3자와
맺은 협정의 복사본을 제공해야 한다.
제5장 정보의 교환, 보고, 벌칙
제25조 정보의 코드화
1. 가맹국들은 모든 인체조직과 세포의 추정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제8조에 의
하여 인체조직과 세포의 확인제도(식별체계)를 수립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가맹국들과 협동하여 조직과 세포의 주요특성과 소유에 관한 정보
를 제공할 수 있는 단일한 유럽코드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
제26조 보고
1. 가맹국들은 집행위원회에 이 지침이 시행된 후 5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3년마다 감사 및 관리와 관련하여 취한 조치의 보고를 포함하여 이 지침의 규정
과 관련하여 수행된 활동에 관한 보고서를 보내야 한다.
2. 집행위원회는 유럽의회, 이사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가맹국들
이 제출한 이 지침을 시행하면서 얻은 경험에 관한 보고서를 전달해야 한다.
3. 이 지침이 시행된 후 4년 이내에 그리고 그 이후로는 매3년마다 집행위원회는 유
럽의회, 유럽경제사회위원회와 지역위원회에 이 지침의 요건을 적용한 보고, 특히
감사와 감시에 관해서 전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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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벌칙
가맹국들은 이 지침에 따라 채택된 국내규정의 위반에 적용할 수 있는 벌칙에 관한
규칙을 정해야 하며 그 규정들이 시행되는 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모든 필요한 조치
를 취해야 한다.
규정된 벌칙은 효과적이고, 적절하고 위반을 단념하게 하는 것이어야 한다.
가맹국들은 그 규정들을 집행위원회에 이 지침이 시행된 후 2년 이내에 통보하여야
하며 그 규정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후속 개정은 지체없이 통보해야 한다.
제6장위원회의 자문
제28조 기술적 요건과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대한 적응
다음 기술적 요건과 과학적 기술적 발전에 적응은 제29조(2)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서 결정되어야 한다.:
(a) 조직취급기관의 인가, 지정, 권한부여 또는 허가를 위한 요건;
(b) 인체조직과 세포의 채취를 위한 요건;
(c) 훈련을 포함하여 질(관리)체계;
(d) 세포와/또는 조직의 기증시에 제공되어야 할 정보;
(e) 조직과/또는 세포의 기증자 선별기준;
(f) 기증자를 위하여 요구되는 실험실검사;
(g) 조직취급기관에서 세포와/또는 조직 채취절차와 수령;
(h) 조직과 세포의 준비과정을 위한 요건;
(i) 조직과 세포의 처리, 보관 그리고 분배;
(j) 생식목적을 위하여 사용되는 세포의 선별, 평가 그리고 채취를 위한 조건의 결
정;
(k) 특수한 조직과 세포의 수혜자에게 직접 분배하기위한 요건.
제29조 위원회
1. 집행위원회는 위원회의 조력을 받아야 한다.
2. 이 조항을 언급하는 경우에 그로 인하여 제8조가 관련된다면, Deci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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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468/EC의 제5조와 제7조가 적용된다.
3. 위원회는 위원회의 절차규칙을 채용해야 한다.
제30조 한개 이상의 과학위원회의 자문
집행위원회는 과학적 기술적 진보를 위하여 제28조에 정한 기술적 요건을 정의하
거나 수용할 때에는 관련 과학위원회의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제7장 종장
제31조 법률의 대치
1. 가맹국들은 이 지침이 시행된 후 24개월 이전에 이 지침에 합치하도록 필요한 법
를, 법규명령과 행정규칙을 시행해야 한다. 가맹국들은 즉시 그에 관하여 집행위원
회에 통지하여야 한다.
가맹국들이 이 법안들을 채택하는 경우에 이 지침에 대한 참조지시를 포함하거나
공적인 발행을 하는 경우에 그와 같은 참조지시를 덧붙여야 한다. 그러한 참조지시
를 하는 방법은 가맹국들이 정한다.
2. 가맹국들은 제1항의 제1문에서 규정한 날 이후 1년 동안 이 지침이 시행되기 전
에 국내법에 의해 기속되는 조직취급기관에게 이 지침의 요건을 적용하지 않기로
결정할 수 있다.
3. 가맹국들은 그들이 이미 채택하거나 이 지침에 의해서 관리되는 분야에 채택한
국내법규정의 원문을 집행위원회에게 알려야 한다.
제32조 시행일
이 지침은 공포하는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33조 지침의 수신자
이 지침은 가맹국을 대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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