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소에 밝고 활달했던 여주인공이 갑작스레 암 선고를 받는다. 그녀는 과거를 회상하며 눈물을 훔치고 점차 죽음을 준비한다.
비극적인 상황을 연출하기 위한 드라마 속 ‘암 판정’은 이미 우리에게 너무나도 진부한 주제가 돼버렸다. 하지만 그만큼 암이 위
험하고 무서운 병이라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한다는 게 아닐까. 우리대학 학부생이 암 치료에 대한 연구를 한 끝에 논문이 국제학
술지에 게재됐다. 논문의 공저자 신경섭(공과대 생명공학3)씨를 만났다.
혈관 성장을 억제하는 방법
신경섭(공과대 생명공학3) 씨가 공저자로 쓴 논문이 SCI(과학기술논문인용색인)급 국제 학술지에 게재됐다. 논문이 실린 ‘인터
내셔널 저널 오브 캔서(International Journal of Cancer)’는 암 분야에서 최상급의 권위를 가진 학술지다. 신 씨의 논문은 종양세
포의 새로운 혈관을 만드는데 필요한 VEGF(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라는 혈관내피세포성장인자를 억제하는데 도
움을 주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의 개발과 실제 그 효과 검증에 대한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 신 씨는 종양세포에서만 선
택적으로 작용하는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를 제작했다. 또한 이러한 아데노바이러스가 강력한 종양 내 혈관 형성억제효과
와 종양제거 효과를 갖는 것을 확인해 새로운 형태의 암 치료제 개발의 가능성을 열었다.

신 씨의 논문에 나타난 암 치료 방법을 ‘안티엔지오제닉 테라피(antiangiogenic therapy)’라 한다. 신 씨는 이 테라피를 소개하며
부연설명을 덧붙였다.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두 가지 메커니즘이 있습니다. 바로 베스큘러 제네시스(vascular genesis)와
엔지오 제네시스(angio genesis)인데 전자는 처음 태어날 때 아이의 새로운 혈관을 만들어내는 것이고 후자는 만들어진 혈관에
서 더 나아가 혈관의 가지를 뻗쳐나가는 것입니다. ‘안티엔지오제닉(antiangiogenic)’은바로 엔지오제네시스(angio genesis)를
막겠다는 뜻이죠.” 기존의 암 치료법이 암 세포를 파괴하는데 집중했다면 신 씨의 논문은 암 혈관세포의 성장을 억제하고 영양
공급을 중단해 결국 세포가 도태하는 상황을 만드는 것이다.
연구소, 진정한 생명공학도의 시작
신 씨는 윤채옥(공과대 생명공학)교수가 지도하는 생명공학과 소속 ‘유전자치료연구실’에 소속돼있다. 암 유전자치료가 주 연구
분야인 이 연구실은 특히 암세포만을 선택적으로 사멸시켜 치료 효능을 극대화하는 차세대 암 유전자 치료제 개발을 목표로 하

고 있다.
신 씨는 동기들에 비해 비교적 일찍 연구소에 들어갔다. 1학년 방학 때
윤 교수의 권유로 연구소에 발을 딛게 된 것. 신 씨는 “초반에는 힘든 점
이 많았다”고 말했다. “처음 연구소에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인 지식도 모
르는 경우가 많았어요. 연구소에서는 사소한 실수로 실험결과가 완전히
뒤바뀔 수 있기에, 실수할 때마다 힘들었습니다. 실수를 극복하고자 매일
연구소에 나와 배우다 보니 학점관리는 잘 하지 못하게 됐죠.(웃음)”
하지만 연구소에서의 생활은 힘든 만큼 값진 경험이었다. 신 씨는 “연구
소에서 실질적인 연구를 하는 것이 수업에서 배우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
을 배울 수 있었다”고 말했다. “특히 분자생물학 과목을 비교적 수월히
공부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보통 졸업 후에 바로 연구소에 가면 적응하
기 힘들 수도 있는데 저는 미리 경험했으니 더 잘 적응할 수 있을 것 같아
요.” 무엇보다도 신 씨는 “연구를 하며 시행착오를 겪고 원인을 찾는 과
정이 재미있다”고 한다. “우리대학 생명공학과는 확실히 결과를 낼 수 있
는 연구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 것이 장점이에요. 저는 이론보다는 실험
에 옮기는 것을 더 좋아하는데 제가 연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윤채옥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의대 진학의 꿈
생명공학도 신 씨의 원래 꿈은 의사였다. 고등학교 2학년 때 네팔로 의료봉사를 떠났던 신 씨는 직접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도
울 수 있는 ‘의사’라는 직업에 큰 감명을 받았다. 하지만 이미 고등학교 생활이 거의 끝나가는 상황. 신 씨는 당시 한 번 더 공부
를 해서 의대 진학을 할지, 아니면 학부 졸업 후 학사 편입을 할지 신중히 고민했고 결국 후자를 택했다. 원래 ‘연구’하는 것을 좋
아하는 신 씨는 “생명공학을 배우고 연구소에서 연구하는 것이 즐겁다”며 당시의 선택에 대한 자신감을 보였다. “학부 졸업 후
의대로 학사 편입을 한 후 의사 자격증 취득(MD)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의사자격증을 가지고 연구하는 일을 계속 하고 싶어
요. 원래 임상실험은 의사를 꼭 동반해야 하는데 자격증을 취득하면 실험을 단독적으로 진행할 수 있거든요. 이런 점이 큰 장점
인 것 같습니다.”
신 씨가 앞으로도 계속 연구하려는 주제는 바로 ‘암’이다. 신 씨는 “할아버지께서 대장암을 앓으셨던 것을 계기로 암에 대해 많
이 공부하게 됐다.”고 한다. “현재 암 치료법이 마땅치 않은 상황입니다. 항암제 부작용이 나타나기도 쉬워요. 그래서 지속적으
로 ‘암’에 대해 연구해보고 싶습니다.” 확고한 목표와 의지, 그에 맞는 방대한 지식을 갖춘 신경섭 씨. 훗날 세계적인 암 치료법
기여자 명단에 신 씨가 당당히 이름을 올리길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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