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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수술
(Genome editing using engineered nucleases)

  유전체 수술은 의생명과학의 연구, 차세대 유전자 치료법개발 및 생명공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할수 

있는 새로운 기술입니다. 이러한 유전체 수술이 가능한 것은 특정한 부위에 DNA의 이중쇄절단이나 

일중쇄절단(Single-strand break)을 일으키는 유전자 가위(그림 1)의 사용 때문이다. DNA의 이중쇄절단(Double 

strand break)이 유도되었을 때 상동재조합의 효율이 최소 수백 배 이상 증가된다는 보고와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에 의한 오류빈발수복(Error-prone repair)을 통하여 특정 유전체 부위에 돌연변이를 

준다는 보고는, 지금의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조작 연구의 기반입니다. 유전자 가위(Programmable 

nuclease)란 특정 유전 염기서열을 인지하여 그 서열에서 선택적으로 DNA 이중쇄절단을 유도하여 

유전자 파괴(Gene disruption), 유전자 삽입(Gene insertion), 유전자 교정(Gene correction), 염색체 

재배열(Chromosomal rearrangement)등 여러 종류의 유전체 교정(Genome editing)을 할 수 있는 인공적인 

효소입니다. 현재 개발된 유전자 가위는 Zinc finger nuclease(ZFN),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TALEN; 탈렌), RNA-guided engineered nuclease (RGEN) 세 종류입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DNA이중쇄절단을 통해 유전자 파괴, 유전자 삽입, 유전자 교정, 염색체 재배열을 

유도할 수 있습니다. 

그림 1. 유전자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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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유전자 파괴

  세포 내에서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이중쇄절단을 유도한다면 세포는 이를 복구하기 위해 잘린 두 가닥의 

DNA를 다시 붙이게 됩니다. 이중쇄절단의 복구는 원래의 형태로 복구되는 경우와 절단된 부근에서의 

무작위적인 DNA염기의 삽입과 결손(Insertions and deletions)이 발생하는 오류빈발수복의 경우로 나뉠 수 

있습니다. 유전자 파괴는 오류빈발수복을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표적 유전자의 coding 

sequence(CDS)를 표적하는 유전자 가위를 디자인한 후 이곳에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이중쇄절단을 일으켜 

오류빈발수복을 유도하면, 표적 유전자의 해독틀(Open reading frame)에 해독틀변이(Frame shift)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해독틀변이는 미스센스돌연변이(Missense mutation)과 넌센스돌연변이(Nonsense mutation)를 

유도하게 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하거나 단백질 생성이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림 2a). 이러한 

방법을 통해 해당 유전자를 파괴할 수 있습니다. 

2. 유전자 삽입

  원하는 유전자를 유전체에 삽입시키려는 노력은 오래 전부터 있었습니다. 플라스미드(Plasmid) DNA나 

바이러스를 활용하여 원하는 유전자를 유전체에 삽입시킬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들은 비선택적인 

방법이라 원하는 위치에 삽입시킬 수 없고, 때때로 중요 유전자의 비활성화 혹은 원종양유전자(Proto-

oncogene)의 활성화를 유도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면, 유전자의 특정 부위로의 

선택적 삽입을 가능하게 함으로 안전하게 유전자를 원하는 위치에 삽입할 수 있습니다. 세포 내에서 유전자 

가위에 의한 이중쇄절단을 유도한 후, 세포 내에 유전자 가위 DNA와 공여 플라스미드 DNA(Donor plasmid 

DNA)를 같이 형질도입(Transfection)하면 세포 내에서는 공여 플라스미드 DNA의 상동염기서열(Homology 

arm)들을 인식해 상동재조합이 유도됩니다. 그 결과, 상동 염기서열 사이에 삽입시켜둔 원하는 유전자가 

염색체 안의 표적 위치에 정확히 삽입될 수 있습니다 (그림 2a). 이 방법을 이용해 리포터 유전자(Reporter 

gene)나 펩티드 표지(Peptide tag)를 삽입시켜준다면 내인성 유전자(Endogenous gene)를 추적할 수 있다. 

또한, 정상적인 유전자를 원하는 위치에 삽입하여 질병을 치료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다. 

3. 유전자 교정

  유전자 교정은 유전자 삽입 방식을 응용하여 유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점돌연변이질환(Point mutation 

disease)의 가장 대표적인 겸상적혈구병(Sickle cell disease)은 β-globin 유전자의 DNA염기서열이 A에서 T로 

바뀌어 해당 아미노산이 글루탐산에서 발린으로 치환되어 생기는 질환입니다. 이러한 점돌연변이는 유전자 

가위를 이용하여 정상 유전자로의 교정이 가능합니다. 유전자 삽입과 유사하게 세포 내에 유전자 가위 DNA와 

공여 플라스미드 DNA를 같이 형질도입시켜 상동재조합을 통해 교정하게 됩니다. 또한 점돌연변이처럼 적은 

염기 수를 교정할 때는 공여 플라스미드 DNA를 한 가닥 올리고핵산염(Single-strand oligodeoxynucleotide; 

ssODN)으로 대체할 수도 있습니다 (그림 2a). 

4. 염색체 재배열 (Chromosomal rearrangement)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염색체 재배열도 가능합니다. 한 개의 염색체에서 각기 다른 두 부분을 표적하는 

유전자 가위를 제작하여 두 개의 이중쇄절단을 유도하면 두 개의 절단 부위 사이에 있는 부분이 

제거(deletion)되거나 혹은 역상(inversion)될 수 있습니다 (그림 2b). 또한, 이러한 염색체 절단 부위가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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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염색체에 각각 일어나면 염색체간 염색체전위(Chromosomal translocation)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림 2c). 

하지만, 각기 다른 두 부분의 이중쇄절단을 모두 유도해야 하므로 단일 부분의 유전자 조작보다는 효율이 

약간 떨어질 수 있습니다. 

  유전체를 읽고 쓰고 교정하는 기술은 계속적으로 발전되어 왔고 현재를 유전체 교정의 시대라 말할 수 

있습니다. ZFNs은 지난 20년 간 수많은 과학자들과 기업들에 의해 발전되고 향상되어 왔다. 이는 TALENs, 

그림 2. 유전자 가위를 이용한 유전체 수술. a. 유전자 가위에 의한 double-strand breaks (DSBs)이 발생한다. DSBs은 크게 두 

가지 기작을 통해 복구된다. 첫째, 공여 DNA나 ssODN (single-strand oligodeoxynucleotide)이 있을 때, DSBs은 homology-

directed repair (HDR)기작에 의해 복구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전자를 삽입하거나 점 돌연변이를 유발시킬 수 있다. 둘 

째, DSBs는 indel을 동반한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에 복구될 수 있다. b. 한 유전체 내에서 두 개의 DSBs가 

발생하면 염색체 재배열(Chromosomal rearrangement)이 발생할 수 있다. 그 결과 유전자 대량소실(Large deletion)과 유전자 

역위(Inversion)가 가능하다. c. 서로 다른 유전체에 두 DSBs가 발생하면 염색체 전위(Chromosomal translocation)를 유도할 수 

있다. 그림 2은 Kim and Kim, Nat. Rev. Genet. 2014 논문의 figure 1을 토대로 새로 그려졌으며, 생화학분자생물학회소식지 

2014년 5월호 67-78에 발표된 것임.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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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GENs으로 까지 이어졌습니다. 연구자들은 이제 적당한 가격으로 손쉽게 유전체 교정 기술을 습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유전체 교정 기술에는 개선되어야 할 몇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유전자 가위의 효율(activity)과 특이성(specificity)은 더욱 최적화 되어야 합니다. 둘째, DSB 복구 기작이 

유전학적 또는 약리학적으로 조절될 수 있어야 한다. DSB 복구의 주요 기작인 HDR의 효율을 높이는 방법은 

앞으로의 유전자 가위 적용에 큰 화두가 될 것입니다. 셋째, 유전자 가위의 발현과 전달의 효율적인 방법은 

보다 넓은 분야로의 적용을 가능하게 할 것입니다. 

  유전자 가위는 우리 주변의 농작물, 꽃, 물고기, 가축, 그리고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형태의 유전 정보들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미래에는 불치병 치료를 위한 생식계열에의 적용도 가능할 것이지만 보다 많은 윤리적 

대화들이 필요해 보입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은 현재 매우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으며, 이는 의생명 및 

생물공학 그리고 관련 산업에 계속적으로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 글의 많은 부분의 

내용이 Kim and Kim, Nat. Rev. Genet. 2014 15:321-334 논문과 생화학분자생물학회소식지 2014년 5월호 

67-78에서 유래한 것임을 밝힙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