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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원핵세포로부터 유래한 CRISPR-Cas 유전체 편집 시스템은 특정한 DNA와 RNA 서열을 직

접 조작하고 검출하고 시각화 할 수 있는 능력을 혁명적으로 발전시켰다. 비교적 간단한 사

용법과 기술 자체의 강력함으로 인해 기초 생물학 분야뿐만 아니라 의학적인 적용에까지 전

반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특정한 핵산 분자를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Cas 시스템을 찾는 

노력도 활발했으며, 다양한 이펙터와 결합하여 상당히 넓은 범위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 기본적으로 CRISPR-Cas 시스템은 DNA에 손상을 만들고 원하는 

형태의 회복을 도모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데 현재는 RNA 및 후생유전학적 편집을 할 수 있

는 것을 넘어, DNA에 손상을 입히지 않고도 유전체를 편집할 수 있는 기술들이 등장하고 

있다. 본 글에서는 CRISPR-Cas 시스템의 발견에서부터 기능적인 확장에 더하여 전임상과 임

상 단계에서 적용되고 있는 사례와 그 원리를 살펴봄으로써 현재의 기술이 앞으로의 유전자 

치료에 어떠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살펴본다. 나아가 현재 CRISPR-Cas 시스템의 한계를 

살펴보고 어떠한 점이 해결되어야 하는지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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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유전 정보를 조절하거나 편집하는 기술은 유전자의 기능을 연구하고 생물학적인 기전을 

파헤치는 데 매우 중요하다. 1971년에 제한효소를 이용해 서열 특이적으로 DNA를 자른 경우가 

발표된 이후로 분자 생물학에서 제한효소는 상당히 널리 사용되어 왔다 [1]. 그 이후에 recombinase, 

meganuclease, zinc finger nuclease,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CRISPR-Cas 시스템 

등의 발견으로 인해 DNA를 원하는 대로 조작하는 기술은 엄청나게 발전했다 [2]. 특정한 서열의 

DNA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이용해 DNA를 조작하는 기술은 상당한 효용을 주었지만, 원하는 타겟에 

작용하는 단백질을 새롭게 만들어 내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었다. 비교적 최근에 등장한 

CRISPR-Cas9 기술은 원하는 타겟 서열을 조작하기 위해 필요한 전문적인 지식이나 기술이 거의 

필요 없었기 때문에 유전체를 엔지니어링 하는 데 혁명적인 영향을 미쳤다. CRISPR-Cas9의 타겟 

특이성이 핵산끼리의 염기 페어링에 의해서만 결정될 뿐, 단백질-DNA의 상호작용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특징이 중요했다. 

 자연상에서 CRISPR-Cas 시스템은 원핵생물의 획득 면역 기전으로 작용해서 외부에서 들어온 

핵산을 제거하는 역할을 한다 [3]. 세균과 고세균의 다양한 종에는 여러 종류의 CRISPR-Cas 

시스템이 존재하고 구성 성분이나 작동 기전이 다르다 [4]. 가장 대표적인 시스템은 클래스 2로써 

단일한 이펙터 단백질을 가진다. 모든 CRISPR-Cas 시스템은 CRISPR RNA (crRNA)를 통해 타겟에 

대한 특이성을 가지는데, 실험적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가이드 RNA (guide RNA, gRNA)로 약간 

변형되어 사용된다. crRNA의 스페이서(spacer)라는 부분이 타겟 서열을 인지하고 결합하는데, 이때 

타겟 서열은 Protospacer Adjacent Motif (PAM) 라는 서열에 인접하여 존재해야 한다. crRNA와 

타겟의 결합 이후, Cas 단백질이 타겟 DNA를 절단한다. 따라서 crRNA 또는 gRNA의 스페이서 

부분의 서열을 바꾸는 것만으로 원하는 타겟에 Cas 단백질이 작동하도록 조작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편리함으로 인하여 응용 가능한 분야가 빠르게 확장되었고 기초 과학뿐만 아니라 임상 의학 

분야에까지 적용될 가능성이 연구되고 있다 [5]. 또한, 새로운 형태의 CRISPR-Cas 시스템을 

발견하여, DNA를 엔지니어링 할 수 있는 범위도 점차 확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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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글에서는 최근에 CRISPR-Cas을 이용하여 유전자를 편집하고 후생유전학적으로 유전자를 

조절하는 기술들이 발전한 근황을 먼저 설명한 후, 더욱 다양한 영역으로 확장된 적용 사례들을 

언급하고자 한다. 최종적으로는 질병에 대한 진단, 치료 목적으로 CRISPR-Cas 시스템이 사용되고 

있는 사례들에 대해 설명하고, 현재 주된 한계는 무엇인지 앞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는 방향은 

무엇인지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2. 본론 

 

2.1. 유전체 편집 시스템의 대표적 사례 

 

 CRISPR-Cas 시스템은 처음 발견된 이후로 상당한 수준의 다양성을 가진다는 것이 

보고되었으며, 기초 생명과학 및 의학 분야에 적용 가능한 것에 대한 탐색이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것은 Cas9 단백질을 응용한 기술이지만,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체를 

편집하고 그 밖에도 추가적인 연구를 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스펙트럼의 시스템이 요구된다. 여기서 

대표적인 시스템들을 먼저 정리해 둔다 (그림 1). 

 

2.1.1. CRISPR-Cas9 

 

 Cas9은 클래스 2 타입 II에 속하는 CRISPR 시스템으로 현재까지도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다. 

특히, Streptococcus pyogenes에서 발견된 SpCas9이 원핵세포 밖에서 사용된 가장 첫 사례이며 

포유동물 세포에도 빠르게 적용되었다 [6]. DNA 타겟을 인지하고 나서 SpCas9은 끝 부분이 평평한 

DSB (이중 가닥 손상, double strand break)를 만든다. 이때 single guide RNA (sgRNA, crRNA와 

transactivating RNA가 합쳐진 것)에 의해 타겟을 인지하는데 PAM 서열(Protospacer Adjacent Motif , 

NGG의 형태로 존재함)이 반드시 있어야 하기 때문에 약간이나마 제한이 생길 수밖에 없다. 그래서 

directed evolution을 통해 다른 형태의 PAM을 인지할 수 있는 Cas9도 만들어졌다. 또한 Cas9의 

특정한 부분에 돌연변이를 만들면 타겟 특이성이 향상되어 오프-타겟 효과가 줄어들었다. sgRNA의 

이차 구조를 변형하여 온-타겟과의 결합을 향상시키기도 했으며, 이런 노력으로 초기 Cas9 보다 

효율이 좋은 방식으로 개선이 이루어졌다 [7]. 

 

2.1.2. CRISPR-Cas12a 

 

 또다른 클래스 2 단백질은 Cas12a이며 Cpf1으로도 알려졌다 [8]. Cas12a는 타입 V에 

속하는데, 타겟 사이트에 5’ 오버행을 만들어 끝 부분이 어긋난 형태로 DNA를 절단한다. 따라서 

평평한 말단을 만드는 Cas9과 달리 정확한 방향으로 원하는 DNA 서열을 삽입하는데 장점이 있다. 

또한 Cas12a는 crRNA array를 절단하여 자신만의 crRNA를 생성할 수 있다. 즉, 하나의 맞춤형 

crRNA array를 사용하여 쉽게 다양한 타겟에 대한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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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 Cascade 와 Cas3 

 

 클래스 1의 타입 1 시스템은 자연상에 가장 널리 존재하는 CRISPR-Cas 시스템이며, DNA를 

타겟팅하는 복합체인 캐스케이드(Cascade)와 endonuclease 인 Cas3로 이루어져 있다 [9]. 

캐스케이드는 PAM 서열에 대한 비교적 자유로운 결합으로 인해 상당히 유연하게 타겟에 결합할 수 

있다. Cas3은 타겟 DNA에 단일 가닥 손상을 형성하고, 그 이후에 3’에서 5’ 방향으로 exonuclease 

활성을 통해 서열을 제거한다. 이러한 활성을 조절하여 특정한 박테리아에 넣어주었을 경우, 원하는 

박테리아만 선택적으로 사멸시킴으로써 항-박테리아 기능을 가질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런 

방식으로 원하는 박테리아만 선택적으로 죽이는 것은 기존의 항생제에서는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에 스마트한 항생제로의 적용 가능성이 주목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림 1. 핵심적인 CRISPR-Cas 유전체 편집 도구들. 

 

 

 Cas9 단백질은 RNA의 가이드에 의해 타겟에 대한 선택성을 가진다. 가이드 RNA (gRNA)의 

스페이서(spacer) 부분이 타겟 DNA의 Protospacer Adjacent Motif (PAM) 근처에 결합하면 Cas9 

단백질에 의해 평평한 끝 부분을 가지는 DSB가 생성된다. Cas12a는 기본적으로 Cas9과 유사하게 

타겟을 인식하지만, 어긋난 말단의 형태로 DSB를 생성한다. 케스케이드는 다양한 단백질을 포함하는 

복합체이며 타겟 DNA를 인식한 후에 Cas3 단백질을 데리고 와서 단일 가닥에 nick을 생성한다. 그 

이후 3’에서 5’ 방향으로 타겟 DNA의 분해가 추가적으로 진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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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유전체 편집의 작동 기전과 사용 방식 

 

 유전체 편집의 기본적인 작동 방식은 nuclease가 선택적인 DNA 손상을 만들고 DDR (DNA 

손상 반응, DNA damage response)로 이어진다. 그러면 다양한 복구 기전이 활성화되는데 크게 

나누면 상동성을 가지는 서열끼리의 재조합에 기반하는 HDR (상동성 기반 복구, homology directed 

repair)과 서열의 상동성과는 상관없이 두 말단을 연결해 버리는 NHEJ (비상동성 말단 결합, non-

homologous end joining)로 나누어진다 [10]. 이러한 복구 기전들을 잘 이용함으로써 전략적으로 유전체 

편집을 수행할 수 있다 (그림 2). 

 

2.2.1. NHEJ와 HDR 

 

 진핵생물은 기본적으로 DSB를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NHEJ로 처리하는데, 결과적으로 작은 

삽입이나 결손이 발생한다. 만약 타겟 사이트에 상동의 서열을 가지는 회복용 템플릿(repair tem-

plate)을 Cas9과 함께 넣어주었을 경우, 오류가 없는 HDR이 활성화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발생 

빈도는 NHEJ에 비해 낮다. NHEJ는 특정한 유전자를 삭제해서 knock-out 시키는데 유용하고 HDR은 

점 돌연변이나 긴 서열을 삽입하는 등 원하는 형태의 변화를 타겟에 만들어낼 수 있다. HDR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것은 유전체 편집을 정확한 형태로 구현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제 중 하나이다 [11]. 

 

2.2.2. 유전자 삭제  

 

 Cas9이 DNA에 손상을 만든 이후에 NHEJ가 작동하면 유전자를 knock-out시킬 수 있다. 

엑손 영역에 삽입이나 결손이 발생하면 틀 이동(frameshift) 돌연변이가 발생할 수 있고 이는 대개 

종결 코돈이 너무 일찍 생성되어 유전자의 기능을 망가뜨리는 결과를 가져온다. 또는 한 유전자의 

두 영역을 타겟팅함으로써 두 군데에 손상이 발생하고 가운데 조각이 빠진 채로 DNA가 이어지게 

되면 상당히 큰 결손을 유발할 수도 있다 [12].  

 

2.2.3. 유전자 삽입  

 

 항원결정기(epitope) 태그나 형광 단백질을 코딩하는 서열을 원하는 유전자에 삽입함으로써 

특정 유전자의 기능을 자연스러운 세포 내 환경에서 연구할 수 있다 [13]. 대개 삽입하고자 하는 

서열이 포함된 DNA를 제공자(donor) 템플릿이나 회복 템플릿 등으로 부르는데, 이러한 템플릿 

양쪽에 타겟 사이트에 대한 homology를 가지는 서열을 달아줌으로써 HDR에 의한 정확한 방향성의 

복구 기전이 작동되도록 한다. 심지어 단일 가닥의 DNA (single strand DNA, ssDNA)를 합성해서 

HDR을 일으킬 수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서는 긴 클로닝 과정 없이 합성한 단일 가닥 DNA 

template를 사용할 수도 있다. 최근에 HDR에 기반한 CORRECT (코렉트, consecutive reguide or re-

Cas steps to erase CRISPR-Cas-blocked targets)라는 기법이 개발되었는데, 질병과 연관된 다양한 

돌연변이를 한 번에 knock-in 할 수 있다 [14]. 회복 템플릿에 미리 돌연변이를 만들어 Cas9에 의해 

타겟 사이트가 다시 잘리지 않도록 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현재 마우스뿐만 아니라 인간 배아 줄기 

세포 등에 다양한 방식으로 유전자 삽입이 적용되고 있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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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4. 단일 염기 편집  

  

 인간의 질병과 가장 연관이 큰 유전적 변이는 점 돌연변이이다. 따라서 단일한 염기 

수준에서 유전체를 조절할 수 있는 기술이 유전적 질병 모델을 만들고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필수적이다. 앞서 언급한 대로 회복 템플릿를 함께 넣어줌으로써 HDR 기반의 복구를 통해 원하는 

점 돌연변이를 만들거나 없앨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방식은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의 경우 HDR 

효율이 감소해 있기 때문에 성공적인 결과를 만들어낼 확률이 낮다. 또한, DSB의 생성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오프 타겟에서 돌연변이를 만들어낼 위험을 안고 있다. 

 이런 점을 극복하기 위해 최근에는 Cas9 nickase나 효소 작용이 망가진 dCas9 (catalytically 

deficient Cas9)을 이용해서 DSB를 만들지 않고 단일 염기를 편집할 수 있는 방법이 개발되고 있다 

[16, 17]. Cas9 nickase나 dCas9은 시티딘 아민제거효소(cytidine deaminase)에 결합되어 사용되는데, 

스페이서 서열 내부의 5bp 범위에서 C>T (또는 G>A)의 변화를 만들 수 있다. 세포 내의 복구 

기전이 Cas9에 의한 변화를 되돌릴 수 있는데, 이를 막기 위해 UGI (우라실 글리코실레이즈 억제자, 

uracyl glycosylase inhibitor)를 사용하여 원래의 형태로 복구되는 것을 막아주기도 한다. 최근에 

개발된 cytidine deaminase-dCas9-UGI가 한번에 들어가 있는 시스템의 경우 포유동물 세포에서 

15~75%의 효율로 영구적인 염기 변화를 만들었다 [18]. 이 시스템은 생쥐 배아, 제브라 피쉬 배아, 

임신 중인 생쥐 태아, 인간 배아 세포에까지 적용되어 활성이 검증되었다 [19]. 

 이후에 지속적인 업그레이드를 통해 단일 염기 편집 기술이 발전했고 편집 효율, 염기를 

편집할 수 있는 타겟 범위, 편집할 수 있는 돌연변이의 종류 등이 향상되었다. 그럼에도 단일 염기 

편집의 한계 중 하나는, 세포 내 자연스러운 변화에 의해서도 점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변수와 

시퀀싱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류 때문에 정확히 원하는 방향으로 변화한 것인지 확인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또한, Cas9과 DNA가 상호작용하지 않는 오프-타겟에서도 염기가 변화한 사례가 관찰되어 

정확한 편집을 위한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2.2.5. 하이 쓰루풋(high throughput) 스크리닝 

 

 RNA 간섭(RNA interference)은 포유동물 세포에서 대량의 유전자의 기능을 조절하고 역할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도구이다. 그러나 유전자의 기능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한계로 작용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as9 기반의 knock-out 스크리닝이 도입되었다. 대량으로 

gRNA 라이브러리를 비교적 간편하게 만들 수 있고,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 세포에 쉽게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 덕분에 생쥐 세포와 인간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knock-out 스크리닝이 가능하게 

되었다 [20]. 심지어 single-cell RNA 시퀀싱이 가능해지면서 개별 세포 수준에서 knock-out에 의한 

유전자 네트워크의 변화까지 관찰 가능하게 되었다. 암 발생을 모델링하는 생쥐 세포에서 여러 가지 

새로운 유전자의 기능이 밝혀지기도 했다 [21]. 합성 치사(synthetic lethal) 표현형을 보이는 유전자 

쌍에 대한 동시 knock-out을 통해 새로운 drug를 찾을 가능성도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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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유전체 편집 전략. 

 

 

 Nuclease에 의해 발생한 DSB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회복된다. NHEJ (비상동성 말단 

결합, non-homologous end joining) 의 경우는 오류에 취약하고 작은 결손이나 삽입이 발생하기 

쉽다. 만약 타겟 영역에 두 개의 DSB를 유도하고 NHEJ에 의해 회복되면 상당히 커다란 결손을 

발생할 수도 있다. HDR (상동성 기반 복구, homology directed repair)의 경우에는 이중 가닥이나 

단일 가닥의 템플릿을 추가하여 넣어주는데, 이들 템플릿은 DSB가 발생한 타겟 주변의 서열과 

상동성(노란색 박스로 표시됨)을 가지도록 디자인된다. 상동 서열끼리 DNA 재조합이 일어나면 오류 

없이 템플릿이 삽입됨으로써 원하는 방향으로 유전체를 편집할 수 있다. 단일 염기 편집 방법에서는 

Cas9 nickase가 주로 사용되며, 다양한 효소들이 결합한 형태로 사용된다. 예시는 사이토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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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민기를 제거할 수 있는 APOBEC 효소이며, 일련의 반응에 따라 결과적으로 C에서 T로의 점 

돌연변이가 발생한다. 염기 편집의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세포 내의 염기 제거 회복 기전(base 

excision repair)을 막을 수 있는 처리를 함께 시행하기도 한다. 

 

2.3. RNA를 조절하는 CRISPR-Cas 

 

 CRISPR-Cas 시스템은 DNA를 조절하는 데는 탁월했지만 RNA를 조절하는 것은 힘든 

일이었다. RNA 간섭이나 역방향 올리고뉴클레오타이드(antisense oligonucleotide)를 사용해서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지만, 빠르고 대량으로 원하는 변화를 만들어 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 그러나 최근에는 CRISPR-Cas 기술이 발전하며 특정한 RNA 또한 세포 내에서 조절하기에 

이르렀다. 

 

2.3.1. RCas9 

 

 Cas9은 ssDNA에 결합하는 PAM-presenting oligonucleotide (PAMmer)를 함께 제공함으로써 

ssDNA도 절단할 수 있다 [22]. 비슷한 방식으로 PAMmer를 사용하여 Cas9이 ssRNA를 자르도록 

조작할 수도 있다. DNA는 건드리지 않고 RNA만을 자르기 위해서는, PAMmer가 DNA의 PAM을 

포함하지 않는 RNA 부분을 타겟팅하도록 해야 한다. 이처럼 RNA를 타겟팅하는 Cas9을 RCas9으로 

부르며, gRNA 및 타겟에 상보적인 PAMmer를 디자인하기만 하면 되는 간편함을 가지고 있다. 

RCas9은 RNA를 인지하는 단백질로 사용되어 특정한 태그를 부착시킬 필요 없이 세포 내의 RNA를 

검출하고 관찰할 수 있다. 또한 ssRNA를 절단하는 데에도 사용될 수 있는데, 이는 DNA 서열은 

변화시키지 않는다는 점에서 엄청난 장점을 가진다 [23]. DNA를 직접 조작할 경우 오프-타겟에 

영구적인 변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그러나 RCas9은 독성이 있거나 위험한 

RNA를 전사 이후에 제거하게 되므로 유전체에 영구적인 변형을 가한다는 부담을 갖지 않는다. 

실제로 미세부수체 반복서열 확장(microsatellite-repeat expansion)에 의한 질병에 관여하는 RNA를 

RCas9으로 제거한 사례가 존재한다 [24]. 다만 환자 세포를 ex vivo에서 처리하여 해당 RNA를 

제거했기 때문에 in vivo에서의 효율이 어떨지는 미지수다. RCas9의 문제점은 지속적으로 생산되는 

RNA를 계속해서 제거해주어야 한다는 점인데, AAV (아데노 연관 바이러스, Adeno-associated virus) 

를 통해 장기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기술과 결합하여 해결이 어느 정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2.3.2. Cas13  

 

 CRISPR-Cas 시스템 중에 자연적으로 RNA를 인지하여 자를 수 있는 것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박테리아에서 “C2c2” 라고 알려진 Cas13이 그것이다 [25]. Cas13은 클래스 2, 타입 VI 

CRISPR 단백질인데, ssRNA 타겟을 인지하여 활성화된다. Leptotrichia wadei에서 발견된 Cas13a와 

Prevotella sp. P5-125에서 발견된 Cas13b가 대표적이며, 이 둘은 PAM과 같은 특정 모티프를 필요로 

하지도 않는다. Rcas9과 유사하게 효소 기능이 망가진 dCas13a의 경우 세포에서 특정 RN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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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화하는데 사용될 수도 있다. Cas13a의 흥미로운 점은 타겟 RNA에 결합한 후, 주변의 uracil 

염기를 마구 자른다는 점인데, 이로 인해 타겟팅 되지 않은 RNA도 잘릴 수 있다. 이런 특성을 

역이용하여, 특정한 바이러스 RNA를 검출하는 데 사용되기도 했다. 이 기술은 SHERLOCK (셜록, 

specific high-sensitivity enzymatic reporter unlocking)으로 이름 붙여졌다 [26]. 

 RNA에 대해서도 단일 염기 편집 기술이 개발되었는데, dCas13을 adenosine deaminase에 

결합시킨 것이다. 이 시스템은 REPAIR (리페어, RNA Editing for Programmable A to I Replacement)로 

불리며, 진핵 세포에서 아데노신을 이노신(번역이나 스플라이싱 과정에서 기능적으로 guanine과 

동일하게 취급됨)으로 바꿀 수 있다 [27]. dCas13을 다양한 단백질에 결합시킴으로써 RNA 편집이나 

시각화가 적용 가능한 분야가 점차 확장되고 있다. 

 

2.4. CRISPR-Cas에 의한 유전자 조절 

 

 DNA에 손상을 생성함으로써 유전체를 편집하는 것 이외에도 Cas9의 DNA 인지 능력만을 

이용하여 특정 유전자 특이적인 조절을 하는 것도 가능하다. Cas9의 nuclease 도메인에 몇 가지 점 

돌연변이를 생성함으로써 RNA에 의해 가이드 되는 DNA 인지 능력은 유지한 채 nuclease 활성만을 

제거할 수 있다. 이러한 dCas9을 전사 억제자, 활성자, 후생유전학적 조절자, 형광 단백질 등 다양한 

이펙터 단백질에 연결하여 여러 가지 기능을 수행하도록 할 수 있다 (그림3).  

 

2.4.1. CRISPR 간섭(interference)  

 

 dCas9이 DNA에 결합하는 것만으로 RNA 중합 효소를 물리적으로 방해함으로써 전사 억제 

효과가 발생한다 [28]. dCas9에 의한 입체적인 전사 억제를 CRISPR 간섭이라고 하는데 

원핵세포에서는 효율이 좋은 반면, 진핵세포에서는 덜 효율적이다. 진핵세포에서 억제 효과를 

높이기 위해 dCas9은 전사 억제 도메인을 연결시켰는데 대표적인 것이 자연적인 zinc finger 전사 

인자에서 많이 발견되는 KRAB (크루펠 관련 박스, Kruppel-associated box)이다 [29]. KRAB은 

헤테로크로마틴을 생성하는 도메인이며, 그로 인해 dCas9-KRAB이 결합한 영역 주변의 전사를 

억제할 수 있다. dCas9-KRAB은 포유동물 세포에서도 프로모터 지역이나 5’ UTR (비 번역 지역, un-

translated region), 인핸서 등을 타겟팅 함으로써 단일 유전자뿐만 아니라 non-coding RNA까지 

억제할 수 있다. 

 

2.4.2. CRISPR 활성화(activation)  

 

 dCas9을 반대로 전사 활성화 단백질에 결합함으로써 CRISPR 활성화로 불리는 방식으로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 진핵세포에서 nuclear factor-κB의 서브 유닛인 p65나 VP64 등의 전사 

활성화 단백질에 연결된 dCas9을 사용하여 리포터 유전자나 세포 내의 유전자를 활성화했다 [29]. 

프로모터 지역에 여러 개의 gRNA가 결합하도록 해서 시너지를 일으킬 수도 있다. 또한, 서로 다른 

활성화 도메인을 동시에 사용해서 시너지를 낼 수도 있다. 세포 내의 유전자 여러 개를 동시에 

활성화해서 세포의 리프로그래밍을 유발하기도 한다. 일차 생쥐 배아 섬유아세포(primary mouse 

embryonic fibroblast)에서 세포 계보 특이적인 전사인자들을 VP64-dCas9-VP64를 통해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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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을 때 신경 세포로 직접 변화시키는 것이 가능했다 [30]. 비슷한 방식으로 특정 세포가 

전분화능(pluripotency)을 가지거나 근육을 만드는 세포로 바뀌도록 하는 경우도 보고되었다 [31]. 

 

2.4.3. 후생유전학적 편집 

 

 dCas9을 기반으로 한 기술로 특정한 후생 유전학적 변형, 즉 히스톤이나 DNA의 

아세틸레이션, 메틸레이션 등을 만들어낼 수 있다 [32]. 대표적으로 dCas9을 인간 히스톤 

아세틸화효소인 p300에 연결하여 특정한 프로모터나 인핸서를 타겟팅하도록 하면 H3K27의 

아세틸레이션을 통해 강한 유전자 활성화를 일으킬 수 있다. dCas9을 methylcytosine dioxygenase인 

TET1에 연결하여 DNA demethylation을 일으키기도 한다. 치료 목적으로 적용된 사례는 fragile X 

신드롬에 연관되어 있는 FMR1 유전자 억제를 완화시키기 위해 5’ UTR의 CGG-확장 돌연변이를 

dCas9-TET1을 통해 demethylation 시킨 경우가 있다 [33]. 주목할 만한 점은 FMR1 유전자가 

후생유전학적으로 편집된 세포를 생쥐 뇌에 이식했을 때도 유전자 발현이 유지되었다는 것이다. 

유전 가능한 전사 억제를 위해서는 dCas9-KRAB이 DNA methyltransferase와 함께 사용된다. 

 

 

그림 3. dCas9을 이용한 유전자 조절 방법 및 기타 적용 사례. 

 

 

 전사를 억제하기 위해 dCas9 (활성이 없는 Cas9, catalytically deficient Cas9)을 다양한 

이펙터 단백질에 결합시켜 사용한다. 예시는 KRAB (크루펠 관련 박스, Kruppel-associated box)이라는 

단백질이며 프로모터를 포함한 다양한 영역과 상호작용하여 후생유전학적인 전사 억제 기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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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할 수 있다. 유전자의 활성을 증가시킬 경우에는 히스톤 아세틸화효소인 p300, 전사 활성자인 

VP64 등이 주로 사용된다. dCas9이 methylcytosine dioxygenase인 TET1과 결합하면 과도한 

메틸레이션에 의해 억제되어 있는 유전자의 메틸화를 제거하게 되고,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 CRISPR-Cas9으로 크로마틴의 상호작용을 관찰할 수도 있다. Peroxidase인 APEX2 효소를 

이용하면 dCas9이 타겟팅 되는 주변을 바이오틴화시킬 수 있다. 예시에서는 단백질이 바이오틴화 

되었으며 해당 단백질들을 당겨내어 질량 분석을 수행하면 타겟팅 된 영역에 결합하는 단백질 

목록을 얻을 수 있다. 목적에 따라서는 상호작용하는 DNA, RNA에 대해서도 동일한 접근이 

가능하다. 

 

2.5. Cas9 기능을 조절하는 방법들 

 

 유도 가능 시스템은 유전자 활성화를 위해 특정한 자극을 필요로 한다. 사용되는 자극에 

따라 다양한 inducible Cas9 시스템을 설계할 수 있고, 특정한 유전자를 시공간적으로 조절할 수 

있게 된다. 

 

2.5.1. 화학적인 유도(chemical induction) 

  

 화학 물질을 이용하여 Cas9을 발현시킬 때는 주로 유도 가능한 프로모터를 사용한다. 

이러한 기법은 특정한 세포 종류에서 정확히 원하는 타이밍에 유전자를 knock-out 시킬 때 

사용된다. 독시사이클린(doxycycline)에 의해 유도되는 Cas9 발현이 인간 만능 줄기 세포와 성체 

생쥐에 적용되었다 [34, 35]. 그러나 독시사이클린에 독립적인 돌연변이 발생이 관찰되면서, 약간의 

Cas9이 발현될 수 있다는 위험성이 보고되었다. 

 유도성의 dCas9을 사용하여 후생유전학적인 변형을 만든 사례도 있다. 독시사이클린으로 

유도되는 CRISPR 간섭을 이용해 효율적이며 조절 가능하고 가역적인 질병 모델링이 가능해졌다. 

앞서 언급한 독시사이클린 독립적인 유전자 발현을 막기 위해 dCas9 단백질을 쪼개서 발현시킨 

사례도 있다. dCas9 활성화 시스템을 절반씩 쪼개고 화학적으로 유도되게 하면 독시사이클린 존재 

하에서만 온전한 dCas9이 생산될 수 있다 [36]. 물론 이 방법으로 전적으로 미세한 유전자 발현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상당한 진전을 보았고, 좀 더 정확한 타이밍 조절이 가능해졌다. 

 

2.5.2. 광유전학(optogenetics)  

 

 빛에 의해 유도되는 dCas9 시스템을 사용하여 시간적인 조절 뿐만 아니라 공간적인 조절도 

가능해졌다 [37]. 대표적인 사례로는 식물에서 얻어진 CRY2라는 단백질이 있는데, 이 단백질은 빛을 

쬐어주었을 때 결합 파트너인 CIB1과 결합한다.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빛에 의해 활성화되는 

dCas9-p65와 dCas9-VP64가 설계되었다. 또한 split-단백질 시스템과 함께 사용되어 여러 사례에서 

유전자의 정확한 조절이 가능하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대표적으로 유도 만능 줄기 세포에서 특정한 

유전자를 광유전학적으로 활성화시켜 신경 세포로 분화시켰다. 좀 더 복잡한 경우는, 여러 종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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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적 유도 기법과 광유전학 기법을 동시에 사용하여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동시에 조절한 

것이다 [38]. 이런 식으로 시공간적인 조절이 가능하며 가역적이라는 특성 덕분에 광유전학적 

기법을 이용한 조절 시스템은 앞으로도 널리 사용될 것이다. 

 

2.6. 기타 dCas9이 적용된 사례들 

  

 CRISPR-dCas9의 가능성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을 훨씬 뛰어넘는다. 여기에 

소개되는 내용들은 다른 방법론으로는 접근하기 힘들었던 부분에 대한 것들이다. 

 

2.6.1. Non-coding 영역에 주석 달기(annotation) 

 

 CRISPR 간섭이나 CRISPR 활성화를 사용해서 non-coding 영역의 기능을 하이-쓰루풋으로 

확인하기 위한 시도가 이어지고 있다 [39]. 후생유전학적인 편집을 통해 DNA에 돌연변이를 만들지 

않고 상위의 조절 영역을 변형해보는 접근이다. 이렇게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것으로 예상되는 

영역에 대해 후생유전학적인 조절을 할 수도 있고, non-coding RNA가 생산된다고 알려진 영역을 

타겟팅함으로써 그들의 기능을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non-coding RNA는 약간의 삽입이나 결손이 

있더라도 기능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경우가 있어서 dCas9을 이용한 후생유전학적 변형이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2.6.2. 크로마틴의 상호작용 관찰  

 

 크로마틴의 구조는 유전체의 기능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데, 세부적인 조절을 통해 정확히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방법론은 마땅치 않았다. 대체로 특정한 크로마틴 영역에 결합하는 단백질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는데, dCas9에 특정한 태그를 부착 시켜 원하는 영역을 타겟팅 하도록 한 

후, 면역침강(immunoprecipitation)을 통해 dCas9이 결합한 영역을 전반적으로 당겨낼 수 있다. 

그리고 당겨진 복합체들에 포함되어 있는 단백질을 분석함으로써 특정 영역에 위치하며 

상호작용하고 있는 단백질들의 목록을 얻을 수 있다. 이런 방법론을 enChIP (엔칩, engineered DNA-

binding molecule-mediated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이라고 부른다 [40]. 또는 dCas9을 

변형된 과산화효소인 APEX 2에 결합시켜 사용하기도 하는데, APEX2 는 특이성을 가지지 않고 

주변의 단백질들에 바이오틴 분자를 결합시킨다 [41]. 그러면 바이오틴에 대한 면역 침강을 

이용하여 enChIP과 유사하게 타겟팅된 영역 주변의 단백질을 알 수 있게 된다. 

 유전자의 발현은 근접하거나 멀리 떨어진 크로마틴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기도 

한다. 이러한 크로마틴 상호작용을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데에도 dCas9 시스템이 사용된다. CLOuD9 

(클라우드 나인, Chromatin loop-range chromatin interaction)이라고 불리는 이 기법은 화학적으로 

유도되는데, 선택적이고 가역적으로 크로마틴 loop을 형성하여 주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다 [42]. 또는 광유전학적으로 크로마틴 loop을 형성시켜 좀 더 빠른 시간 내에 유사한 효과를 

얻을 수도 있다. CRISPR 간섭을 이용하여 loop이 형성되는 영역의 헤테로크로마틴화를 유발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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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로마틴 loop의 형성을 방해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 경우도 있다. 이러한 방법론들에 의한 

결과가 축적되면 크로마틴의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2.6.3. 특정 영역 이미징하기 

 

 특정한 DNA 서열을 이미징하는 것은 유전체의 공간적인 구조를 연구하는 데 큰 도움을 

준다. 형광 핵산 혼성화(Fluorescence In Situ Hybridization, FISH) 기법이 널리 사용되었는데, 세포를 

고정시켜야 할 뿐만 아니라 잘 작동하는 probe 디자인에 신경을 써야 한다. 살아있는 세포에서 

이미징하기 위하여 형광단백질에 결합된 dCas9을 사용할 수 있다 [43]. 실제로 단백질을 지정하는 

유전자뿐만 아니라 단순 반복 서열에 대한 이미징이 가능하다. 심지어 수백 종류의 gRNA를 동시에 

사용하여 인간 염색체 전체를 시각화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다양한 형광 단백질을 사용하거나, 

형광 단백질과 결합하는 gRNA의 능력을 조절하여 다양한 영역을 한 번에 이미징하는 기술들이 

더욱 개선되고 있다. 

 

2.7. 의학 분야에서의 CRISPR 시스템의 적용 가능성 탐색 

  

2.7.1. 전 임상에서 유전자 치료 

 

 CRISPR에 기반한 유전체/ 후생유전체 편집 기술은 외부의 유전자를 도입하여 치료하는 초기 

유전자 치료에서 벗어나 인간 유전체를 직접 편집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 가장 단순하면서 

강력한 치료 방법은 질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를 직접적으로 교정하는 것이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사용하여 SpCas9을 전달하여 쥐의 콜레스테롤 항상성 유전자를 타겟팅 하도록 만들어 LDL (저밀도 

지질 단백질, low-density lipoprotein)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킨 사례가 있다 [44]. 전임상 단계에서 

체세포의 유전체 편집 기술의 적용 가능성을 탐색하기 위해, 인간의 간세포를 쥐에 이식한 후 인간 

유전자를 타겟팅 하는 연구까지 진행되었다 [45]. 직접적인 편집뿐만 아니라 dCas9-KRAB을 

사용하여 후생유전학적으로 동일한 유전자를 억제하기도 했다. 

 망막색소변성증(retinitis pigmentosa)와 같은 시력 상실에 연관된 안구의 질병을 치료하기 

위해서 유전체 편집을 시도하는 경우도 많다 [46]. Cas9으로 Nrl 유전자에 삽입 또는 결손을 만들어, 

망막이 파괴되는 생쥐 모델에서 원추세포의 광수용기의 기능을 유지해 준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Cas9을 통해 1.9kb의 서열을 삽입 시켜 Mertk 유전자의 기능을 쥐 모델에서 회복시켜줌으로써 

망막색소변성증을 완화하기도 했다. 이러한 케이스는 모두 AAV를 이용하여 눈에 직접 치료 

유전자를 전달했다. 

 현재까지 AAV는 높은 효율과 안정성, 그리고 다양한 조직에 대한 타겟팅으로 인해 가장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 치료 전달법이다. AAV를 이용하여 골격근이나 심장 근육에 유전자를 전달할 

수도 있다. DMD (뒤센형 근육 이상증, Duchenne muscular dystrophy)라는 신경근육성 질병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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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하기 위해 AAV를 이용한 Cas9 전달이 시도되었고 효과를 보고 있다 [47]. 이 질병의 경우 

디스트로핀(dystrophin)이라는 유전자에 결손이 생겨 틀 이동 돌연변이가 생기는 경우가 많은데, 

추가적인 결손을 도입하여 프레임을 맞춰주어 부분적으로나마 정상적인 기능을 회복시켜 주어 

효과를 보았다. DSB가 생길 때의 문제점을 막기 위해, 단일 염기 편집법을 적용시키는 방향도 

연구되고 있다.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달 방법뿐만 아니라 지질성의 나노입자를 사용하는 기법도 연구되고 

있다 [48]. 최근에 지질 나노입자로 SpCas9의 mRNA와 Ttr 유전자에 대한 gRNA를 생쥐에 주입하여 

치료 효과를 내기 위해 필요한 정도의 유전체 편집과 유전자 조절 능력이 검증되었다. 이처럼 

바이러스에 독립적이고 일시적인 방식의 전달 기술을 사용함으로써 면역 체계의 활성을 피하고 

DNA 벡터가 유전체에 직접 삽입될 가능성을 피할 수 있다. 세포 내로의 전달 효율, 실제로 

유전체가 편집되는 효용, 안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치료 목적에 적합한 전달 방식을 

선택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가 될 것이다. 

 

2.7.2. 임상으로의 확장 

 

 가장 임상적으로 진보된 형태의 유전체 편집 전략은 환자에게서 얻어진 세포를 치료 효과를 

낼 수 있는 방향으로 실험적으로 조작한 후, 다시 세포의 제공자에게 투여하는 것이다. 특히 

자가조직의 T 세포를 조작하여 사용하는 입양 T 세포 면역치료(adoptive T cell immunotherapy) 

방식이 개발되었다 [49]. 조금 자세하게는, 바이러스 벡터로부터 키메라 항원 수용체(chimeric anti-

gen receptor, 특정한 항원을 인식하도록 조작된 T 세포의 수용체)를 과발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래밍 가능한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코딩하는 유전자를 세포 내의 ‘T 세포 수용체-α 일정 

유전자’에 삽입함으로써, 과도한 자극에 의해 T 세포가 소모되는 것을 막는 동시에 세포 내의 T 

세포의 수용체가 환자 자신의 세포를 공격하는 것을 막았다. 유전체 편집의 또 다른 중요한 적용 

사례는, 인간 백혈구의 항원 시스템 중 일부를 knock-out 하여 universal cell donor (세포를 

받아들이는 사람의 면역계에 의해 인지되지 않도록 조작된 세포)를 만든 것이다 [50]. Universal cell 

donor는 환자 맞춤형의 세포 치료를 시도할 때 실용적이며 경제적인 방법론이 될 수 있다. 

 

2.8. CRISPR-Cas을 적용하고 있는 사례들 

 

2.8.1. 비만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5억 명 이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심혈관계 질환, 암, 당뇨병과도 

연관이 높다 [51]. 비만은 기본적으로 에너지의 축적이 소비보다 더 많은 상태이고 지질이 지방 

세포에 축적됨으로써 발현된다. 한 연구에 따르면 fat mass and obesity-associated (FTO) 유전자의 

변형이 발견되었는데, 이 유전자가 몸무게가 증가하는 원인 중 하나일 가능성이 있다. 연구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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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Cas을 이용해서 FTO 유전자를 생쥐 모델에서 편집했고, 에너지가 축적되는 방향이 아닌 

사용되는 방향으로 유전자 스위치를 조절할 수 있었다 [52]. 비슷한 방식으로 여러 연구에서 세포의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편집을 통해 비만에 대한 유전자 치료의 가능성을 넓히고 

있다. 

 

2.8.2. 암 

 

 암은 기본적으로, 축적되는 유전적, 후생유전적 돌연변이에 의해 발현되는 유전적 

질병이라고 여겨진다. 암 세포 내에는 복잡한 전위, 돌연변이 등을 포함하여 다양한 유전적 변형이 

일어나 있을 가능성이 높다 [53]. 초기에는 CRISPR-Cas 시스템이 암 발생에 관여되어 있는 

돌연변이나 치료 타겟을 찾아내는 탐지 역할을 맡았다. 그런 연구에 기반하여 CRISPR-Cas은 암의 

특성 자체를 조절하기 위해 oncogene을 knock-out 하거나 편집할 수 있다. 

 인간의 A549 adenocarcinoma의 CD38을 CRISPR-Cas을 통해 knock-out하여 암 세포의 부착 

능력을 감소시키고, 생쥐 모델에 이식하였을 때 생존율이 감소하는 결과가 있다 [54]. CRISPR-Cas를 

통해 만들어진 방광암 모델에서 ‘MPT0L145’ 라는 유전자가 PIK3C3와 FGFR 기전에 대한 이중 

억제자라는 사실이 발견되었고 이를 통해 새로운 치료 타겟을 발견한 셈이 되기도 했다 [55]. 

비슷한 접근을 하고 있는 연구들이 전-종양유전자(proto-oncogene)을 knock-out 하는데 집중하여 

암을 치료하고자 시도하고 있다. 종양유전자(oncogene)에서 기능획득(gain-of-function) 돌연변이를 

교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종양 억제 유전자의 기능상실(loss-of-function) 돌연변이를 조절하는 것도 

암의 치료에서 중요하다. 

 CAR-T (키메라 항원 수용체 T 세포, Chimeric antigen receptor engineered T cell) 를 이용한 

치료법은 가장 강력하고 주목받고 있는 세포 치료법이다 [56]. CRISPR-Cas9 시스템은 간단하면서도 

효율적으로 CAR-T 세포를 조절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했다. CRISPR-Cas9로 편집한 CAR-T 세포는 

증가한 T 세포의 기능성을 보였고, 세포 면역치료에서도 증가한 효율을 보였다 [57, 58]. 대표적으로 

CD19에 특이적인 키메라 항원 수용체를 CRISPR-Cas9를 이용해 TRAC 위치에 넣었고, 일반적인 

CAR-T 세포에 비해 높은 기능성을 보였다.  

 또한, 최근에는 ‘programmed cell death protein 1’을 타겟팅 해서 T 세포가 암 세포를 

인지하는 것을 막는 신호 전달 과정을 억제하기도 했다 [59]. 자기 유래 T 세포가 꺼내어진 후, 

Cas9을 이용해 PD1 유전자를 knock-out하고 T 세포 수용체의 α와 β 체인이 암 환자에게 다시 

주입된 사례가 미국과 유럽에서 최초로 환자에게 유전체 편집이 적용된 사례이다. 

 

2.8.3. 당뇨병 

 

 당뇨는 증가한 혈당에 의한 만성적인 대사 질환이고, 혈관, 눈, 심장, 신경, 신장을 포함하여 

다양한 조직에 악영향을 미친다. 전 세계적으로는 해마다 4억 명 이상이 당뇨병을 겪고 있고 백만 

명 이상이 사망한다. CRISPR-Cas9은 glucagon-like peptide-1 (GLP-1)같은 호르몬의 유전자를 

편집하여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GLP-1은 인슐린의 분비를 촉진하고 혈당량을 낮춘다. 실제로 

유형 1의 당뇨병에 대한 치료 효과가 널리 연구되고 있다. Ptpn22 유전자가 망가진 쥐 모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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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에 대한 autoantibody가 증가해 있고 유형 1 당뇨병에 취약하다. CRISPR 시스템으로 FOS/ 

JUN 경로를 억제했을 때 당뇨병 생쥐 모델에서 상당한 치료 효과를 보았다 [60]. 

 

2.8.4. 바이러스 감염 

 

 애초에 CRISPR-Cas9 시스템이 박테리아의 후천 면역 시스템으로써 발견된 만큼, 감염성 

바이러스에 대한 치료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다른 방식으로는 처리하기 힘든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 바이러스 유전체를 직접 분해하는 방식으로 접근 가능하다. 특히 hepatitis B 바이러스(HBV), 

Epstein-Barr 바이러스(EBV), human papilloma 바이러스(HPV) 등은 암 발생과도 깊은 연관이 있다. 

그중에서도 HBV는 만성적으로 감염된 2억 5천만 명 이상이 존재하는 바이러스이다 [61]. HBV에 

의한 간세포 암종(hepatocellular carcinoma)은 질병으로 인한 죽음에서 상당히 높은 순위를 

차지한다. CRISPR-Cas9을 이용해서 HBV가 감염된 Huh-7 세포에서 HBV 유전체를 분해하도록 하면, 

HBV의 core 단백질과 표면 단백질의 발현이 상당히 감소했다 [62]. 

 High risk HPV는 자궁경부암과 다양한 머리와 목 부위 암 발생을 일으킬 수 있다. 현재 

HPV를 해결하기 위한 CRISPR-Cas9 기술로는, HPV-16이나 HPV-17에 감염된 세포의 E6/ E7 

유전자를 불활성화하여 세포 주기를 arrest 시키고 세포 죽음에 이르도록 하는 방식이 있다 [63]. 

 마지막으로 잠재적인 치료 효과를 기대하는 분야는 HIV (인간 면역결핍 바이러스, human 

immunodeficiency virus)에 대한 치료이다. HIV의 DNA는 숙주의 유전체로 역전사를 통해 끼어들어 

감으로써 바이러스 단백질을 지속적으로 생산하는데, 이것이 HIV를 근절하는 데 가장 중요한 

지점이다. HARRT (능동적인 항바이러스 치료, Highly active antiretroviral therapy)라는 방식이 현재 

HIV의 복제를 막기 위한 일차적인 처치이고 에이즈를 관리 가능한 질병의 수준으로 만들었다. 

그러나 HAART는 근본적으로 HIV를 제거할 수는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원인을 제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64]. 최초의 CRISPR/ Cas 적용 사례에서는 gRNA가 HIV의 LTR (긴말단반복서열, long termi-

nal repeat)을 타겟팅 하도록 해서 HIV 프로바이러스의 발현을 막고 치료 가능성을 보았다 [65]. 그 

이후로 HIV의 핵심적인 coreceptor인 CCR5가 주요한 타겟으로 주목받았고, CCR5에 동형의 

돌연변이를 가지는 줄기 세포를 에이즈 환자에 이식함으로써 HIV가 검출되는 정도를 확연히 

감소시켰다. 

 

2.9. 한계점과 잠재적인 해결 방법들 

 

 정확하고 선택적으로 원하는 편집을 만들 수만 있다면 CRISPR-Cas 시스템은 임상 분야에서 

엄청난 성과를 낼 테지만, 아직까지는 극복되어야 할 한계가 많다. 

  (1) AAV는 유전자 치료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전달 시스템이지만, 유전 정보를 포장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다(~4.7kb 정도까지만 포장이 가능하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더 작은 Cas9을 찾으려는 

노력이 있었고 대표적으로 Staphylococcus aureus와 Campylobacter jejuni에서 발견된 Cas9이 있다. 

포장 능력과는 별개로, AAV 벡터에 의한 Cas9의 발현이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는 점과 벡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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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물이 유전체 내로 삽입된다는 점은 여전히 남아있는 문제이다 [65]. 따라서, in vivo 유전자 

치료에 있어서는 hit-and-run 방식으로 Cas9 유전자 대신 단백질을 주입하거나, Cas9 mRNA를 

바이러스가 아닌 시스템으로 전달하는 것이 유용할 수 있다. 이렇게 일시적인 발현을 통하면 

아래에서 설명할 오프-타겟 효과를 줄이는 데도 상당히 기여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AAV의 각 

조직에 대한 접근성도 문제이다. 대표적으로 AAV는 간, 근육, 뇌, 안구 세포에만 특이적으로 잘 

들어가는 경향이 있다 [66]. 이는 AAV를 직접 엔지니어링 하여 극복 가능할 수 있다. AAV의 

캡시드에 human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2에 대한 리간드를 포함시켜 AAV가 암 세포에 

대해 20배 이상 잘 들어가도록 만든 사례가 있다. 

  (2) 오프-타겟 효과는 가장 오래도록 도마에 오를 문제점이다. gRNA를 선택하고 최적화하는 

과정을 통해 최대한 오프-타겟 효과를 줄이려는 시도가 이어지고는 있다. 앞서 설명한 Cas9 nick-

ase를 활용하는 것이 중요한 방향일 수 있다. VIVO (비보, verification of in vivo off-targets)라는 

방법론은 CIRCLE-seq (서클 시퀀싱, cleavage effects by sequencing)이라는 시퀀싱 기법과 결합되어 

오프-타겟을 찾기 위한 스크리닝에 적용되고 있다 [67]. 다양한 측면에서 잠재적인 오프-타겟을 

검출하고, 의도하지 않은 유전체의 변화가 생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3) Cas 단백질의 면역 반응도 임상 적용에 중요한 문제점이다. 숙주의 면역 반응은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고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으므로 최소화되거나 피해져야 한다 [68]. 생쥐 모델에 Cas9을 

전달하였을 때 발생하는 면역 반응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지만, 치료 목적으로 

적용되었을 때의 정확한 영향은 불분명한 점이 있다. 최근에는 인간 혈액 샘플에서 S. pyogenes와 

S. aureus Cas9에 대한 후천 면역이 확인되기도 했다 [69]. 바이러스에 의해 전달된 Cas9이 세포 

내에서 발현할 때 만약 처리된 세포가 디스플레이한 Cas9 펩타이드에 의해 T 세포의 반응이 

활성화된다면 문제가 상당할 수 있다. 인간의 경우 S. pyogenes와 S. aureus에 대한 노출이 빈번하기 

때문에 더욱 새로운 형태의 Cas9을 찾는 것이 필요할 수도 있다. 또 다른 접근으로는 Cas 단백질의 

항원결정기를 엔지니어링 할 수도 있고, Cas9이 처리되는 동안 일시적으로 면역억제제를 처리하는 

방법도 있다. 나노입자나 지질 기반의 벡터를 이용해서 벡터를 전달함으로써 바이러스 벡터의 면역 

반응을 극복할 수도 있다. Cas9 단백질을 인간화된 형태로 변형(humanize)시키는 것도 면역 반응을 

최소화하는데 유효한 접근이다. 

  (4) CRISPR-Cas 시스템에 의한 유전체 편집이 종양 억제 유전자인 p53이 기능을 잃은 세포에서 효율이 

좋다는 보고가 있다. 이는 세포 내의 DDR을 총괄하는 p53의 기능과 연관이 있을 수 있다 [70]. 

  (5) HDR에 의한 유전자 편집의 효율이 중요하다. NHEJ에 의한 유전자 삭제나 불활성화 같은 

변형보다는, HDR에 의한 정확하고 예상 가능한 방식의 유전자 편집이 훨씬 더 효용성이 크다. 

그러나 HDR에 의한 회복에는 회복 템플릿이 필요하고, 분열을 하지 않는 세포에서는 HDR의 효율이 

크게 떨어진다는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HDR의 효율을 높이는 것이 유전자 치료에서 중요한 

문제이다 [71]. 현재 단일 가닥의 DNA 템플릿을 사용하는 것, NHEJ 기전을 억제하는 것, DSB 

사이트와 회복 템플릿의 유사성을 증가시키는 것 등 다양한 방식으로 HDR의 효율을 증가시키는 

방법이 시도되고 있다. 연관된 문제로는 환자마다 가지고 있는 유전자의 돌연변이 형태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에 대한 맞춤형 회복 템플릿을 제조해야 한다는 점이다. 

  (6) 유전자가 편집된 세포의 적응도 문제도 중요하다. CRISPR-Cas 시스템에 의해 편집된 세포는 

아무래도 적응도에 변화가 있을 가능성이 있고, 결과적으로 유전자 치료의 효율과 지속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72]. 만약 편집된 세포가 성장에서 이점을 얻는다면 질병 표현형을 극복하기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질병 치료 동향   성상현 Page 18 / 22 

 

위해 필요한 세포의 수는 적을 것이고 치료 효과도 쉽게 나타날 것이다. 생쥐 모델에서 타이로신 

혈증을 고치기 위해 간 세포의 0.25%가 편집되었는데, 33일 후에는 교정된 세포의 비율이 33.5%에 

도달 했고 질병의 표현형을 극복하기에 충분했다. 반대로 유전체 편집이 세포의 적응도를 

감소시킨다면 상황이 힘들 수 있다. 대표적으로 암 세포에 유전자 편집을 한다면, 편집되지 않은 암 

세포가 높은 적응도에 기반하여 편집된 세포를 경쟁에서 쉽게 이길 확률이 높다. 따라서 치료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반복적으로 편집을 시도해야 함과 동시에 상당히 높은 편집 효율이 요구될 

것이다. 이런 문제는 현재의 CRISPR-Cas기술로써는 극복하기에 상당히 높은 장애물이다.  

 

3. 결론 

 

 CRISPR-Cas 시스템을 변형하여 진핵세포에서 사용 가능하게 된 것은 유전 공학 분야 전반에 

있어서 커다란 혁명이었다. 가장 널리 사용되는 Cas9 시스템에 그치지 않고 다양한 형태의 편집 

방법을 찾으려던 노력에 의해 RNA 분자까지도 조절하는 수준에 이르렀다. 심지어 아직도 발견되지 

않은 방법들이 많이 있을 수 있고, 현재 발견된 Cas와 dCas 단백질에 어떤 이펙터 단백질을 

덧붙이느냐에 따라 새로운 도구가 여전히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gRNA 라이브러리를 제작하는 것의 쉬움과 차세대 염기 분석법의 발전으로 유전체 

전반적으로 유전적, 후생유전적 스크리닝을 진행하는 것도 쉬워졌다. 이런 수준에서 연구를 

진행하는 것은 생물학적인 기전을 이해하는 것과 더불어 치료 목적으로 사용될 새로운 타겟을 

발견하는 데도 도움을 줄 것이다. 

 CRISPR-Cas에 기반한 치료법이 임상적 테스트를 거치고 있는 만큼 유전적 질병을 고치고 

세포 치료를 진일보시킬 잠재력이 상당하다. 전임상 단계의 연구들은 유의미한 것들이 많은데 

안정성과 효율에 있어서 더욱 세심한 관찰과 개선이 필요하다. 핵심적으로는 유전체에 가해질 오프-

타겟 효과에 의한 변형을 검출할 수 있는 기술이 더욱 발전해야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컨트롤할 

수 있어야 실질적인 적용 단계에 이를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유래 없는 잠재력을 가진 기술이 

발견되고 개발되고 있는 만큼, 실질적인 유전자 치료 시대의 도래를 희망 가득한 마음으로 기다려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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