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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CH 브리핑
배포번호

2021-24

미국 규제대상심사(Regulatory Status Review) 
가이드라인 초안 발표

배포일 : 2021년 9월 10일/ 작성자 : 조정숙(KBCH)

※ 미국 USDA는 2020년 5월 14일, 지속적인 식물 보호 및 농업 혁신을 이루는 균형

적인 접근으로 생명공학규제를 현대화하기 위한 ‘Sustainable, Ecological,

Consistent, Uniform, Responsible, Efficient(SECURE) Rule’(이하, SECURE Rule)을

발표하였습니다. SECURE Rule 내용 중 규제대상심사(Regulatory Status Review,

RSR) 절차가 2021년 10월 1일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USDA 동식물검역원

(APHIS)은 RSR 과정에 대한 가이드라인 초안을 발표하고 의견 수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이드라인 초안 내용에 대해 살펴보고자 합니다.

1. USDA SECURE Rule1) 

 □ 생명공학기술(Genetic Engineering, GE)2)로 변형되거나 개발된 생물체의 

수입, 州 간 이동, 환경 방출에 대해 규제

 □ GE 제품에 대해 명확하고 일관성 있게 위험에 기반한 규제 체계를 

확립하여 잠재적 위험에 대한 규제 자원(regulatory resource)3)에 집중

하고 규제 완화를 제공

 □ 최종 산물의 ‘만들어진 방법’이 아닌 ‘특성’에 초점을 맞춘 규제체계 

  ㅇ 보다 정밀하게 생명공학기술로 개발된 생물체의 식물해충위험

(Plant Pest Risk, PPR)에 대해 규제하여 개발자들에게 규제 부담을 

덜어주고, 식물해충위험이 있는 유전자변형생물체에 대한 관리 감독은 

지속할 수 있도록 함

1) 관련 내용은 ‘KBCH 브리핑(2020.19), 미국 SECURE 규제발표’ 참조
   7 CFR part 340 : MOVEMENT OF ORGANISMS MODIFIED OR PRODUCED THROUGH GENETIC ENGINEERING 

(https://www.law.cornell.edu/cfr/text/7/part-340)
2) 유전체를 수정하거나 만들어내기 위해 재조합(recombinant), 합성(syntesize) 또는 핵산 증폭 등을 사용하는 기술
3)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 예산, 인력, 전문성 등

https://www.law.cornell.edu/cfr/text/7/part-340


- 2 -

 □ SECURE Rule 주요 개정 내용(그림1)

그림1. 유전자변형기술로 개발된 생물체의 새로운 규제 절차

2. 규제대상심사(Regulatory Status Review, RSR)4) 가이드라인 초안

 □ APHIS는 규제대상심사(RSR) 요청을 준비하는데 도움을 주기 위해 

가이드라인 마련하였고, RSR 절차에 대한 문의 또는 RSR에 대한 특정 

질문이 있는 신청자들을 위해 상담 진행  

 □ RSR 절차는 크게 초기 심사 단계(Step1)와 식물해충위험평가(PPRA) 

단계(Step2)로 진행(그림2)

  ㅇ 초기 심사에서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확인되면, 신청자는 

허가(Permit)5)를 요청할 수도 있고, 초기 심사에서 확인된 우려 사항에 

대한 요소를 평가하여 위험증가 가능성과 결과를 결정하기 위해 식물

해충위험평가(PPRA)를 수행하는 2단계 절차를 APHIS에 요구할 수 있음

  ㅇ APHIS는 공개적으로 사용 가능한 정보와 신청자가 제출한 정보를 포함

하여 이용 가능한 최상의 정보를 기반으로 PPRA 수행

4) 7 CFR 340.4
5) 7 CFR 3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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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RSR 절차 후 규제대상이 아니라고 결정되면, 같은 형질메커니즘을 

활용한 변형 이벤트는 규제되지 않음 

그림2. RSR 절차 

1) Step1. 초기 심사 - Initial Review step (180일) 

 □ 변형된 식물이 교배가능한 근연종과 대조군에 비해 식물해충위험을 증가

시키는 경로를 확인 

 □ APHIS가 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한 경로를 찾지 못하면 변형된 

식물은 규제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RSR 완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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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심사 요소 

  ㅇ 대조군과 근연종의 생물학적 특성

  ㅇ 변형으로 인한 형질과 MOA6)

  ㅇ 형질과 MOA가 다음에 미치는 영향

- 식물과 근연종의 분포, 밀도, 발단

- 식물해충 또는 해충저장소의 생산, 생성, 증가

- 농업에 유익한 비표적 생물체에 대한 위험

- 식물과 근연종과의 잡초화

 □ 제출 정보

  ㅇ 신청자 정보, 기업비밀정보 포함 유무, 대조군 식물 정보(종, 속, 명 등)

  ㅇ 변형식물의 유전형질 

       유전물질이 삽입된 경우,

- 삽입된 유전정보, 필요한 경우 참고할 수 있는 유전정보(공개적으로 이용 가능한

염기서열)

- 삽입된 유전물질에 대한 정보(뉴클레오타이드 위치, 삽입 요소의 이름(ex. 35S

promoter, catalase, PAT, nos terminator 등))

- 공여체 구조 요소, 기능, 삽입 위치

       유전물질이 삽입되지 않은 경우, - 내재 유전자 서열이 변화된 것과 같이 

템플릿이 있든 없든 유전체가 변한 상황(ex. 유전자 서열 또는 

조절 서열이 편집된 경우)

- 변형된 유전 요소의 이름과 변형 특성

; 유전적 요소를 구성하여 변형된 유전적 요소를 확인해야 함

; 변형된 서열의 기능에 대한 설명 제공

; 사용된 방법이 하나 또는 그 이상의 변형을 가져올 때 모든 예측가능한 변화

- 변형된 서열

- 비교서열

  ㅇ 새로운 형질에 대한 특성

- 의도한 특성, 표현 형질, MOA 특성, MOA 상의 기타 정보

6) Mechanism of Action : 유전물질이 형질을 결정하는 생화학적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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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2. 식물위험평가(PPRA) 단계 - Plant Pest Risk Analysis Step(15개월)

□ APHIS는 초기 심사를 통해 대상 작물이 식물해충위험을 증가시킬 수 

있는 요소가 확인되면 관련 내용을 신청자에게 통보

□ 신청자는 통보를 받은 후 APHIS에 PPRA를 수행하여 초기 심사에서 

확인된 요소에 대한 평가를 진행하도록 요청할 수 있음

  ㅇ PPRA를 요청하는 경우, 신청자는 위험 요소와 관련된 정보를 준비하여 

APHIS에 제공 – 신청서와 위험 요소와 관련된 정보 함께 제출 

□ APHIS는 제출된 신청서와 정보를 검토하여 30일 이내에 정보가 충분한지, 

추가 정보가 필요한지 여부(기술적 완전성 검토)를 결정하여 신청자에게 

알려줌

  ㅇ 기술적 완전성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 결함을 확인하면 신청자에게 

공지하고, 신청자가 이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제출할 때까지 RSR

절차 중단 

- 기술적 완전성 검토는 추가 정보 필요 여부를 확인할 뿐 PPRA 결론에 도달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음

  ㅇ 신청자가 추가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원본의 정보와 다른 파일명을 

지정(ex. supplemental information for PPRA) 

□ 예비 PPRA와 제출된 모든 정보는 기업비밀을 제외하고 의견 수렴을 위해 

관보에 게재

□ 식물해충위험 증가 가능성이 없으면 규제를 받지 않으며,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더라도 신청자는 새로운 정보에 입각하여 재심사를 요청

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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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새로운 살충 단백질을 발현하도록 유전자변형기술로 개발된 옥수수의 RSR 절차

 

   

* 식물해충위험 가능성이 확인된 후 신청자는 식물해충위험평가를 위한 데이터를 제출

할 수 있음 – 2007 APHIS/EPA 백서(White Paper on Tier-Based Testing for

Tier-Based Testing for the Effects of Proteinaceous Insecticidal Plant-Incorporated

Protectants on Non-Target Arthropods)에 따라 단계적 평가 절차 수행

I 단계 평가 결과가 식물해충위험 증가 가능성이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 신청자는 더 높은 단계의 평가 데이터 또는 다른 유형의 실험 데이터를

제출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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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의견 수렴

□ APHIS는 RSR 가이드라인 초안에 대해 60일(8월 25일~10월 25일)간 의견 

수렴을 진행

□ 9월 21일, RSR 과정 및 가이드에 대해 논의하고 이해당사자들에게 설명

하기 위한 기술 웨비나를 개최할 예정(현재 웨비나 등록 가능)

 

https://www.aphis.usda.gov/aphis/ourfocus/biotechnology/meetings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