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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생명체의 다양성은 근본적으로 유전자의 다양성에서 유래되고 유전체에서의 질병과 관련된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 인간의 질병에 대한 병리학과 유전학의
상호관계가 점차 밝혀지면서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전자 교정기술은 그 동안 난치성이었던
질환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RISPR)와 CRISPR-associated (Cas) 기술의 개발은 어렵게만
느껴졌던 유전자 교정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체내로 CRISPR/Cas9을
전달하는 in vivo 유전자 교정은 효율적인 전달방식만 확립되면 손쉽게 유전자교정을 할 수
있으므로 획기적인 혁신신약이 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이러한 유전자교정은 한 번
이루어지면 영구적이므로 기술적용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 본 동향 리포트에서는 현재까지
이루어졌던 CRISPR/Cas9을 이용한 동물에서의 in vivo 유전자 치료 사례와 CRISPR/Cas9을
이용한 in vivo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 동향을 분석하고 향후 이 기술이 치료제로서 상용화
되기 위해 극복해야 할 과학적 기술적 한계점 및 관련 규제에 대해 논의한다.
Key Words: 유전자교정, Genome editing, Genome, Gene, 유전자, CRISPR/Cas9, 유전자가위, in
vivo 유전자교정, Viral delivery, Non-viral delivery, Gene therapy, 유전자 치료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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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현재까지 유전질환을 일으킨다고 알려진 유전자(gene)들이 3,000개 이상이라고 알려져
있다(Orphanet 참조). 지속적인 진단의학 및 유전자 분석, 특히 next-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의
발전에 의해 향후 유전질환과 관련된 4,000-7,000개 정도의 유전자들이 새롭게 밝혀질 것으로
예견된다[1]. 이런 진단의학들이 발전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유전질환에 대한 효율적인 치료제
개발은 요원한 상태이나, 최근 괄목할 만한 발전을 이루고 있는 유전자교정 기술은 그 동안 발전
속도가 더디었던 유전자 치료법의 핵심기술로 대체되면서 이와 관련된 치료법 개발에 많은 조명이
집중되고 있다. 유전자치료란 질병을 유발하는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기전을 정상으로 되돌리기
위해, 돌연변이를 정상형태로 교정하거나, 유전자의 발현량을 억제, 혹은 이 유전자를 대체할 수
있는 유전자의 발현량을 증가시키기 위해 외부에서 유전자를 도입시키는 치료법을 일컫는다. 그 중

in vivo 유전자치료란 유전자 치료물질을 국소 혹은 인체 전체(local or systemic)적으로 전달 하는
방식이다.

질병의

근본적인

치료를

위해서는

질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일어난

유전자를

교정시키는 기술이 필요한데 그 중 가장 최근에 개발된 CRISPR/Cas9 유전자 교정 기술이 손쉽고
효율적이어서 각광 받고 있다. 이 기술을 응용한 다양한 유전질환 치료에 대한 시도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동향

리포트에서는

CRISPR/Cas9

유전자교정

기술을

응용한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모델에서의 in vivo 유전자 교정사례(proof-of-concept study)와 in vivo 치료제 개발상황과
상용화가 되기 위한 조건들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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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본론
2.1 CRISPR/Cas9 기술
CRISPR/Cas9 기술은 Cas9이라는 특정한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유전자를 자를 수 있는
효소가 그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single guide RNA (sgRNA)를 인식하여 특정한 DNA를 자를 수
있는 도구이다(그림 1). sgRNA를 인식한 Cas9은 특정한 protospacer adjacent motif (PAM)에서
5’으로 3 base pair 떨어진 부분에 달라 붙어 DNA의 이중나선의 절단 (double-strand break)을
일으킨다[2, 3]. 이렇게 절단된 DNA는 크게 두 가지 기작으로 복구될 수 있다; 1) 비상동적 말단
결합,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 2) 상동 재조합, Homology-directed repair. 비상동적
말단 결합은 효율적이긴 하나 무작위적으로 DNA가닥이 재배열 된다. 반면에 DNA 공여체(donor)를
이용한 상동 재조합은 현재의 기술로는 비상동적 말단 결합에 비해 비효율적이긴 하나 원하는 DNA
서열로 정확한 유전자 교정이 가능하다(그림 1).

그림 1. 세포 내 DNA 수선시스템을 이용한 CRISPR/Cas9 작용 기작

CRISPR/Cas9은 타겟 DNA를 정확히 인식할 수 있게 디자인된 sgRNA와 이를 토대로 타겟
DNA를 자를 수 있는 Cas9으로 구성 되어 있다. sgRNA를 인식한 Cas9은 DNA 이중나선의 절단을
일으키는데 절단된 DNA는 두 가지 기작으로 수선될 수 있다. 첫째는 비상동적 말단 결합으로
효율적이나 무작위적으로 유전자가 재배정되어 insertion or deletion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된다.
두번째로는 절단된 DNA부근 서열과 상동하는 서열을 포함한 DNA 공여체가 존재할 때에 일어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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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비효율적이나 정확한 유전자 교정이 가능한 상동 재조합이 있다.
CRISPR/Cas9은

3세대

유전자

교정

도구로서

1세대인

zinc

finger

nuclease

(ZFN)나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 (TALEN)에 비해 몇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다. 첫째로
CRISPR/Cas9은 sgRNA와 유전자를 자르는 Cas9 효소가 분리되어 있으므로 이를 동시에 디자인
해야만 하는 ZFN이나 TALEN에 비해 조합과 합성이 용이하다. 두 번째로, sgRNA를 여러 개를
동시에 사용하면 단일보다 여러 가지의 DNA서열을 동시에 타겟할 수 있어 다중화(multiplexing)가
용이하다[3]. 또한, 효소의 기능이 없는 Cas9 (catalytically inactive Cas9, dead Cas9)에 유전자 전사를
조절하는 VP16과 같은 단백질을 결합하여 유전자 발현량도 조절(transcriptional control)할 수 있다[4,
5].

2.2 CRISPR/Cas9 기술이 in vivo에 적용 되기 위한 조건
모든 치료제가 그렇듯이 CRISPR/Cas9 기술이 치료제가 되기 위해서 먼저 정확성과
효율성이 요구된다. 정확성은 안전성과 직접 관련되어 있고, CRISPR/Cas9 기술이 치료제로 적용되기
위해 필수적이다. 특히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하여 DNA서열을 바꾸면 다시 되돌릴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신중한 연구가 필요하다. ZFN 그리고 TALEN과 같이 CRISPR/Cas9도 off-target을 일으킬
수 있다. 이를 in vitro에서 체계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술들이 개발되어 있다
(Digenome-seq, Guide-seq, Bless 등)[6-8]. 정확성에 비해 효율성 면에서는 처음으로 발견된

Streptococcus pyogenes에서 유래된 Cas9 효소(SpCas9)가 다양한 박테리아 종에서 유래된 Cas9보다
더 효율적으로 알려져 있으므로, SpCas9을 이용할 경우 효율성보다는 정확성의 측면에서 더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다만, 바이러스를 이용한 전달벡터를 이용한 CRISPR/Cas9을 위해서는 다른
종에서 유래된 Cas9을 사용하게 되는데, 보통 이들은 SpCas9에 비해 효율이 전반적으로 낮아
이들의 효율성을 높이는 연구도 요구된다.

In vitro 상에서는 CRISPR/Cas9 기술을 사용하면 손쉽게 유전자를 조작할 수 있다. 이에 비해
in vivo에서는 아직 치료제 전달(delivery)의 기술적 문제로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의
조작이 어려운 편이므로, 현재 많은 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치료제 개발 연구는 ex vivo
형태에서 많이 이루어 지고 있다. ex vivo 형태의 치료방식은 몸 밖에서 세포의 유전자를
치료목적으로 조작하여 환자에게 투여 하는 방식의 세포치료제 형식으로 in vitro의 높은 유전자교정
효율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방법이다(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ex vivo 형태의 세포치료제 개발은
툴젠 소속 김윤영 박사님의 ‘CRISPR/Cas9 ex vivo’ BRIC 동향 리포트 참조). Ex vivo 형태의 유전자
교정 방법이 효율적이나 이 세포치료제 방식은 몸 안의 근본적인 유전자치료를 할 수 없어 치료할
수

있는

질병들이

제한적이다.

따라서,

다양한

질환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in

vivo에서의

유전자교정이 필수적이다.
CRISPR/Cas9을 통한 유전자 교정을 위해서는 sgRNA와 Cas9이 세포의 핵(nucleus) 안으로
침투하여 목표한 DNA부위를 잘라야 한다. sgRNA와 Cas9은 플라스미드(plasmid) 형태의 DNA,
RNA/mRNA 혹은 단백질 형태로 세포 내로 전달할 수 있는데, 이들은 친수성(hydrophilic) 성질을
띠고 분자량(molecular weight)이 커서 소수성(hydrophobic) 성질의 세포벽(plasma cell membrane)을

유전체 편집(Crispr/Cas9) 기술을 이용한 In vivo 치료제 개발 동향 이재영

Page 4 / 17

효율적으로 통과할 수 없다. 특히 체내의 환경은 핵산(nucleic acid)형태의 CRISPR/Cas9의 효율적인
전달을

방해한다.

예를

들어

혈중에

존재하는

여러

뉴클레아제(endonuclease)는

보호되지

않은(naked) CRISPR/Cas9의 nucleotide를 분해하고, 외래 유입된 물질에 대하여 체내의 면역반응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CRISPR/Cas9을 보호하면서 원하는 장기 및 세포로
효율적으로 전달하기 위해 전달벡터(delivery vector) 사용이 필수적이다[9]. In vivo로 CRISPR/Cas9
전달벡터는 크게 두 가지가 있는데 바이러스를 이용하는 방식과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식이다(그림 2).

그림 2. CRISPR/Cas9 기반 in vivo 유전자 전달/치료 방법
CRISPR/Cas9을 체내에 전달하기에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다. 첫 번째는 Viral 전달벡터
방식인데, 현재 가장 각광받고 있는 방법은 보통의 SpCas9보다 분자량이 작은 Cas9을 이용하여
sgRNA와 함께 단일 AAV에 package하여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두 번째로는 non-viral
전달벡터 방식인데, 가장 주목 받고 있는 방법은 mRNA형태의 Cas9과 sgRNA를 지질 나노 입자에
package하여 체내로 전달하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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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RISPR/Cas9 전달벡터
2.3.1 Viral 전달벡터
유전자 정보를 치료목적으로 전달함에 있어서 가장 많은 연구가 되어 있는 바이러스의
종류는 총 3가지이다; 레트로바이러스(retrovirus), 아데노바이러스(adenovirus), 그리고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adeno-associated virus, AAV)이다[10]. 이 중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외래유전자를 세포
내로 삽입(genomic integration)할 확률이 매우 낮다는 점과 선행연구를 통해 검증된 낮은 면역반응
등의 이점으로 인해 현재까지 유전자치료제로써 상업화에 성공한 바이러스는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이다[11].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의 높은 형질도입(유전물질의 세포 내 도입, transduction) 효율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용하여 CRISPR/Cas9을 전달함에 있어 가장 큰 단점은 단일 벡터가 포함할 수 있는
유전자 정보가 다른 바이러스에 비해 작다는 점이다(package limit). 이런 점으로 인해 분자량이 큰
보통의 Cas9 (SpCas9) 그리고 sgRNA를 포함하는 유전물질은 단일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벡터에
package될 수 없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분자량이 SpCas9보다 작은 Cas9을 다른 박테리아
종류에서 찾는 연구가 되어 왔는데 Massachusetts Institute of Technology의 Feng Zhang 그룹과
Editas Medicine에서 찾은 Streptococcus aureus에서 유래한 Cas9 (SaCas9)과 서울대학교의 김진수
교수님 그룹과 ToolGen에서 찾은 Campylobacter jejuni에서 유래한 Cas9 (CjCas9)이 한 개의 아데노
관련 바이러스 벡터에 sgRNA와 함께 package될 수 있고, in vivo 유전자 교정에 적용되어 효율을
보였다[12-14]. 하지만 이 두 가지 종류의 Cas9은 분자량이 작다는 장점이 있지만, 인식할 수 있는
PAM

서열이

복잡해서(SpCas9;

5’-NGG-3’,

SaCas9;

5’-NNGRRT-3’,

CjCas9;

5’-NNNNRYAC-3’)

target하고자 하는 DNA가 제한적이고 SpCas9에 비해 효율이 전반적으로 낮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보통의 SpCas9을 이용하면 두 개의 아데노관련 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SaCas9
혹은 CjCas9을 이용하는 방법이 단일 아데노관련 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한 치료용 in vivo
유전자치료제로 관심을 받고 있다.

2.3.1.1 In vivo 유전자 교정 사례
유전자 정보를 in vivo로 전달하기 위해서는 각 타겟 장기로의 전달이 명확해야 하는데
현재까지 모든 장기로의 효율적인 유전자 치료제 전달은 쉽지 않다. 이로 인해 CRISPR/Cas9 관련 in

vivo 치료제 개발은 비교적 체내 전달이 용이한 장기들 예를 들면, 간, 눈, 근육 피부 관련 질환
등에 대한 연구가 선행되고 있다(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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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CRISPR/Cas9을 이용하여 동물모델에서의 치료효능 입증 사례
전달방법/유전자교정
타겟유전자/타겟질환

Cas9

동물종

타겟 장기

문헌

AAV8/NHEJ

Sa

Mice

간

[14]

Pcsk9/hypercholesterole

Dual AAV8/NHEJ

Sp

Mice

간

[15]

mia

Dual AAV8/NHEJ

Sp

Humanized mice

간

[16]

지질 나노 입자/NHEJ

Sp

Mice

간

[33]

AAV8/NHEJ

Sa

Mice

간

[17]

AAV9/NHEJ

Sa

Mice

간

[18]

AAV8/NHEJ

Sa

Mice

간

[19]

Dual AAV9/NHEJ

Sp

Mice

간

[20]

MSTN/악액질

AAV8/NHEJ

Sa

Mice

근육

[24]

Vegfa, Hif1a,

AAV-Dj/NHEJ

Cj

Mice

눈

[25]

Hif2a/노인성황반변상

RNP-Liposome/NHEJ

Sp

Mice

눈

[35]

방법

OTC/OTC 결핍증

DMD/듀켄씨근이영양증

www.edit
CEP290/레버 선천성
AAV/NHEJ

Sa

Mice

눈

asmedicin

흑내장 c.2991+1655 A>G
e.com
AAV8/NHEJ

Sa

Mice

Systemic

[26]

AAV8/NHEJ

Sa

Humanized mice

Systemic

[27]

Sp

Mice

간

[30]

Sp

Mice

간

[32]

Sp

Mice

간

[31]

HIV DNA/AIDS

Hydrodynamic
주사/HDR
Fah/유전성 티로신 혈증 I
AAV + 지질 나노
입자/HDR
Hpd/유전성 티로신 혈증
I

Hydrodynamic
주사/NHE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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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BV DNA/B형 간염

지질 나노 입자/NHEJ

Sp

Mice

간

[33]

Col7a1/수포성표피박리증

RNP-Liposome/NHEJ

Sp

Mice

피부

[36]

지질 나노 입자/NHEJ

Sp

Mice

간

Hereditary transthyretin

www.intell

amyloidosis

심혈관질환(cardiovascular

iatx.com

disease)의

주된

원인으로

알려진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holesterol)의 혈중농도를 조절하는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kexin type 9
(PCSK9)을 SaCas9을 이용한 NHEJ 형식으로 knockout 시키기 위해 간세포(hepatocyte)에 바이러스
친화성을 띈다고 알려진 아데노관련 바이러스 serotype 8 (AAV8)을 이용한 연구가 마우스에서 진행
되었다. 그 결과, >40%의 돌연변이(insertion or deletion, indel)가 PCSK9 locus에서 일어났고 이는
~90% 혈중 PCSK9, ~40% 혈중 LDL-cholesterol 수치의 저하로 이어졌다[14]. 비슷한 방식으로
PCSK9을 knockout 시켜주는 연구는 SpCas9을 이용하여 두 가지 AAV 벡터를 이용한 사례가 있었고,
인간화 된(humanized) 마우스를 이용하여 보통 마우스와 비슷한 효과를 얻었기에 유전자교정
치료제 연구에 humanized 마우스의 중요성을 시사하였다[15, 16].
또한 AAV8과 SaCas9을 이용하여 ornithine transcarbamylase (OTC) 결핍증의 마우스모델을
치료한 사례가 있다. 비록 두 개의 벡터로 나뉘었지만 SaCas9과 정확한 유전자 교정을 위해 HDR
donor와 sgRNA를 다른 벡터에 실어 정맥주사 하여 10% 정도의 유전자 교정(HDR) 효율을 관찰
하였다[17]. 인간의 OTC 결핍증은 고암모니아혈증(hyperammonemia)를 유발하여 암모니아 중독에
의한 지능장애, 반복성구토 등의 증상이 있고 생명에 치명적일 수 있어 치료제 개발이 시급한
상황인데, humanized 동물모델에서의 치료효과 입증과 유정자 교정 효율 등에서 추가적인 개선점이
필요하긴 하지만, CRISPR/Cas9을 이용하여 이러한 대사성질환(metabolic disease)에 대한 근본적인
치료대안이 마련되었다고 여겨진다.
간과 더불어 유전자 물질을 전달하기 좋은 장기 중에 하나라고 여겨지는 근육에도
CRISPR/Cas9이 사용되었고 관련질환의 치료연구에 많은 진전이 있었다. 그 중 한가지 예로, DMD
유전자에서 exon 23에 결함이 생긴 듀켄씨근이영양증(Duchenne muscular dystrophy)이 있다. DMD
단백질 말단부분이 없어도 정상적인 기능을 하여 exon-skipping 전략으로 듀켄씨근이영양증의
마우스 모델에서 효율을 본 사례가 있다. AAV8 이나 AAV9을 이용하고 SpCas9(두 가지 벡터)이나
SaCas9(단일벡터)을 이용하여 DMD exon 23을 skip하여 골격근(skeletal muscle)에서 DMD 단백질
발현을 회복시켰고 골격근의 기능을 향상 시켰다[18-20]. 특히 듀켄씨근이영양증 환자의 치사이유가
심근(cardiac muscle)의 DMD 저하로 인한 심장마비(cardiac arrest)로 알려져 있는데 근육주사뿐만
아니라 동맥주사로 심근의 DMD 단백질 발현 및 기능을 회복함으로써 질병모델의 생존을 늘렸다[19,
20].
DMD 유전자교정 외에 근육세포에서 CRISPR/Cas9을 이용한 사례 중, myostatin (MSTN)의
knockout 관련 연구가 이루어졌다. MSTN은 대부분의 병에서 활성화되는(activated) 사이토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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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 중 한가지로 활성화된 MSTN은 근육의 위축(muscle wasting)을 유발하여 근위축(muscle
atrophy)를 유발한다. MSTN이 비활성화된 인간 돌연변이 에서 근육비대(hypertrophy)외에 다른
비정상적인 점이 발견되지 않아[21] MSTN을 억제하는 전략이 근위축에 효율적인 치료가 될
것이라고 여겨진다. 특히, MSTN을 타겟한 단일클론성항체(monoclonal antibody)가 암환자들의
악액질(cachexia)에 대한 잠재적인 치료제로 임상시험 진행 중이다[22, 23]. 하지만 항체는 반복적
투여가 요구되어, 지속적 주사에 대한 부작용 및 비용 부담면에서 단점이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CRISPR/Cas9으로 MSTN을 타겟하여 한번의 치료로 지속적인 효과를 볼 수 있는 개념으로 한
논문이 발표되었다[24]. SaCas9과 MSTN을 타겟한 sgRNA와 근육세포에 특정한 double muscle
creatine

kinase

(dMCK)

promoter를

AAV8에

package하여

마우스의

장딴지근(gastrocnemius

muscle)으로 국소주사한 다음 종양세포(tumor)를 이식하였을때 약 25%의 근육기능이 대조군에 비해
향상된 것을 보였다[24]. Sequencing을 통한 돌연변이 분석을 통해 MSTN 유전체에 돌연변이가
형성된 것은 5% 정도인 것에 비해 25%의 근육기능 향상으로 보아[24] 비록 근육세포로의
CRISPR/Cas9 전달은 어려워 보이나 약간의 돌연변이 효율로도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어 향후
전달기술이 발전함에 따라 근육관련 질환은 많은 이점을 볼 것이라고 생각된다.
간과 근육 외에 CRISPR/Cas9 전달이 비교적 쉬운 장기로는 눈이 있다. 눈은 다른 장기에
비해 외부로 노출되어 있고 면역 격리되어(immune privileged) 있어 유전물질 전달이 용이하다고
생각된다. 안질환 중 노인성황반변성(Age-related macular degeneration)의 진행에 강한 연관성을
가진 신혈관 형성(neovascularization)을 억제하기 위해 ToolGen과 서울대학교 IBS 공동연구진은
아데노관련 바이러스의 일종인, AAV-DJ를 사용하여 효율적으로 망막상피세포(retinal epithelial cell)로
신혈관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vegfa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alpha)와 hif1a (hypoxia
inducible factor 1 alpha) 그리고 hif2a (hypoxia inducible factor 2 alpha)를 타겟한 sgRNA와
CjCas9을 효율적으로 단일벡터로 전달하였다[12]. VEGFA에 대한 단일클론성 항체가 유일한 신혈관
형성과 관련된 안질환의 치료제였으나 지속적으로 투여해야 한다는 부담과 몇 가지 부작용 등으로
치료 대체제가 시급하였다[25]. 이 연구는 단일벡터로 VEGFA 또는 좀더 특정한 Vegfa의 하류
신호(downstream signal)인 Hif1a를 타겟하여 치료 대체재개발 가능성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비유전성(non-genetic) 안질환 외에 유전성 안질환 중 가장 많은 연구가 이뤄진 질환으로는
레버 선천성 흑내장(Leber congenital amaurosis, LCA)이 있다. 이 질환 환자 중 20%는 CEP290
유전자의 intron 26에 c.2991+1655 A>G 돌연변이가 생겨 CEP290 단백질에 splicing이 일어나게
되는데, Editas Medicine에서 돌연변이 주위의 intron 26에 두 개의 sgRNA와 SaCas9을 AAV에
package하여 치료하는 전략을 세웠고, 환자에서 유래한 섬유아세포(fibroblast)와 영장류에서 치료
효능을 검증 하였다(www.editasmedicine.com).
CRISPR/Cas9을 이용하여 인간에게 치명적인 바이러스의 유전체를 제거할 수도 있다. 그
예로, SaCas9과 5’ LTR과 Gag gene을 타겟한 sgRNA를 AAV8에 package하여 AIDS를 유발하는
HIV를 효율적으로 마우스와 랫드(rat)에서 제거한 사례가 있다[26]. 같은 그룹은 비슷한 방법으로
골수/간/갑상선을 인간화한(humanized) 마우스를 이용하여 효율적으로 HIV를 제거하였다. 이 그룹은
2-4가지의 sgRNA를 이용하여(duplex-quadruplex sgRNAs) 5’, 3’ LTR 그리고 HIV 구조에 중요한
부위인 Gag과 Pol을 타겟하여 HIV를 말끔히 제거하였다[27]. HIV는 스스로 복제하는 단계에서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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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 확률이 존재하므로 multiplexing sgRNA방법이 말끔히 HIV를 제거하는데 효율적이다. 이런
multiplexing sgRNA 방법은 HIV의 escape 확률을 크게 줄일 수 있고[28, 29] 친바이러스적인
돌연변이가 지속됨에도 HIV를 타겟할 확률이 높아 CRISPR/Cas9을 이용한 HIV 치료제로써 유망하다.

2.3.1.2 Viral 전달벡터의 단점 및 미래
이처럼 높은 전달효율의 AAV를 이용한 CRISPR/Cas9 유전자치료제 관련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반면에 AAV를 CRISPR/Cas9 유전자치료제로 이용하기에 치명적인 단점이 있는데,
우선 안전성 문제와 dosage 문제가 있다. 아직까지 전임상에서의 동물실험에서는 안전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AAV 벡터는 Cas9 뉴클레아제의 지속적인 발현을 야기하여 off-target 효과가 발생할
수 있다. 또한 치료효과를 보려면 비교적 많은 양의 바이러스를 투여해야 하기 때문에 생산단가가
높아 질 수 있고, 많은 양에 인한 세포독성(cytotoxicity)이나 유전독성(genotoxicity) 등이 발생할 수
있다. 바이러스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가격뿐만 아니라 세포 배양을 통해 생산되므로 batch-to-batch
difference가 심할 수 있어 많은 양을 필요로 하는 AAV의 유전자치료제의 관점에서 large scale의
reactor-based AAV production 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그림 3).

그림 3. Viral 전달벡터와 Non-viral 전달벡터의 장점과 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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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2 Non-viral 전달벡터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는 non-viral 전달벡터는 바이러스 전달벡터에 비해 독성이 덜하고
면역반응이 작을 수 있다는 강점이 있지만 전달효율이 확실치 않다. 이상적인 non-viral 전달벡터는
생체에 거부 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biocompatible), 면역반응을 일으키지 않아야 하고(nonimmunogenic) 핵 안으로 효율적으로 핵산을 전달해야 한다.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는 방법엔
아무런 전달벡터를 이용하지 않는 physical 방법,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를 벡터로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2.3.2.1 In vivo 유전자 교정 사례 - Physical methods
In vivo에서 HDR donor를 이용하여 유전자교정을 가장 먼저 한 사례가 SpCas9과 sgRNA를
발현하는 DNA 벡터 (naked DNA vector)와 HDR donor를 single-stranded DNA (ssDNA)형태로
마우스의 간으로 전달한 사례이다 [30]. 이 연구에선 티로신 이화작용(tyrosine catabolism)에 있어
마지막으로 필요한 효소인 fumarylacetoacetate hydrolase을 coding하는 FAH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유전성 티로신 혈증 I (hereditary tyrosinemia type I)에 대하여 CRISPR/Cas9를
이용하여 정확히 마우스 모델에서 유전자 교정을 한 연구로 비록 전체 간세포의 0.4%가 유전자
교정되는 낮은 효율을 보였으나, 정상적인 간세포의 자체적인 재생능력과 Fah mutated 간세포에
비해 유전자 교정된 간세포의 생존 이점을 통해 치료효과를 성립하였다[30]. HDR에 의한 정확한
유전자 교정은 NHEJ에 의한 유전자 knockout보다 효율이 낮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Fah
유전자를 직접 교정하는 대신 간세포를 생명에 치명적이지 않은 양성 티로신 혈증 III (benign
tyrosinaemia type III)의 표현형을 가지게 하려고 이 표현형(phenotype)과 연관이 있는 Hpd
(hydroxyphenylpyruvate dioxygenase)를 knockout 하여 치료효과를 보았다[31]. 위의 두 논문이
치료효과를 보았지만 생체조직에 손상을 입히는 등의 이유로 임상적용이 제한적인 hydrodynamic
injection을 이용하였고 DNA vector는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세포 내에 머물러 off-target 효과,
유전체 불안정(genome instability) 등의 부작용이 있으므로, 이를 극복하기 위해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를 이용한 CRISPR/Cas9 전달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2.3.2.2 지질 나노입자(Lipid Nanoparticle)
음이온을 띠는(negatively charged) CRISPR/Cas9을 이루는 DNA 혹은 핵산은 양이온을
띠는(cationic)

물질들과

electrostatic하게

결합(electrostatically

complexed)하여

나노입자

(nanoparticles)를 형성할 수 있고, 이는 세포로 receptor-mediated endocytosis 혹은 phagocytosis
등으로

침투할

수

있다.

핵산을

전달함에

있어

가장 널리 알려진

양이온

물질에는

천연

폴리머(naturally-occurring polymer), 합성 폴리머(synthetic polymer) 그리고 지질(lipids)이 있다. 합성
폴리머에는 polyethylenimine, cyclodextrin, poly (β-amino esters) 등이 있고 지질은 보통 실험실에서
transfection 실험에 많이 쓰이는 liposome 계열 그리고 합리적으로 설계된 지질 혹은 지질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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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질(rationally designed lipids and lipid-like materials) 등이 있다[9].

2.3.2.3 In vivo 유전자 교정 사례 – 지질 나노입자
유전성 티로신 혈증 I의 hydrodynamic 주사의 대안으로 지질 나노입자로 Cas9-mRNA
그리고 AAV로 sgRNA와 donor를 전달한 사례가 있다[32]. 이 문헌에서는 앞서 hydrodynamic
주사로 naked 형태의 DNA vector (Cas9+sgRNA)와 ssDNA donor를 전달하여 얻은 낮은 효율에
비해 무려 15배의 효율을 보였고 Cas9 효소는 mRNA형태로 전달하였기 때문에 off-target 효과가
현저히 낮았다[32]. Cas9-mRNA 형태로 세포 내로 전달을 하게 되면 세포의 핵 안으로 침투할 필요
없이 cytoplasm에서 곧바로 단백질로 translate될 수 있으나 이는 세포의 cytoplasm에 전달된 뒤
단백질로 translate될 때까지 지체가 있다. 이에 Jiang et al., 2017은 먼저 Cas9-mRNA를 세포로
전달하였을 때 약 6시간 뒤에 Cas9 단백질 발현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밝힌 뒤 동물실험을 통해
지질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Cas9-mRNA를 먼저 전달한 뒤 같은 지질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sgRNA를
전달하여 효과적으로 B형 간염 바이러스의 DNA (Hepatitis B Virus; HBV) 혹은 pcsk9 유전자를
knockout 하였다[33]. 이로 미루어 보았을 때 지질 나노입자를 구성하는 물질뿐만 아니라 세포
내에서의

CRISPR/Cas9의

활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확한

sgRNA와

Cas9의

발현시간

(spatiotemporal control)도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지질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CRISPR/Cas9을 전달하고 있는 회사에는 Intellia Therapeutics가
있다. 이들은 Novartis와 협력하여 Novartis가 가지고 있는 지질 나노입자 library를 가지고
CRISPR/Cas9을 전달하기에 유용한 지질 나노입자를 찾은 뒤 현재 아밀로이드성 다발신경병증 중
하나인 Hereditary transthyretin amyloidosis를 치료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 병은 transthyretin을
coding하는 TT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겨 transthyretin 단백질이 독성물질인 amyloid화 되어
혈액에

쌓이는

질환이다.

Intellia

Therapeutics는

자신들이

찾은

지질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간세포에서 TTR 발현을 knockout시켜 병을 치료하려 하고 있다(www.intelliatx.com).
다른

나노입자를

이용한

전달

방식에는

Cas9

단백질형태와

sgRNA를

투여

전에

ribonucleoprotein (RNP)형태로 만든 후에 liposome과 같은 전달물질을 이용하여 원하는 세포로
전달하는 방법이 있다. RNP 형태는 세포 내로 전달과 동시에 발현하여 앞서 말한 mRNA 형태로
전달하였을 때 단백질로 translate 되기까지의 지체가 없고 발현이 일시적인 장점이 있다[34]. 이
방법을 이용하여 눈[35]과 피부[36]로 전달하여 신 혈관형성, 수포성표피박리증(recessive dystrophic
epidermolysis bullosa)의 마우스 모델에서 치료효과를 보았지만 대체적으로 체내에서의 효율이
전반적으로 바이러스나 지질 나노입자에 비해 낮으므로 이를 높이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한가지 예로서 RNP 형태의 sgRNA-Cas9 단백질을 음이온을 띠는 단백질에 electrostatically
결합시켜

세포벽

안으로의

침투를

용이하게

하는

전략으로

마우스의

귀로

효율적으로

CRISPR/Cas9을 전달한 사례가 있다[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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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In vivo 유전자 치료제의 임상적용을 위한 고려사항
유전자치료제(gene therapy medicinal products, GTMP), 세포치료제(cell therapy medicinal
products, CTMP), 그리고 조직 엔지니어링 제품(tissue engineered products)들을 포괄하는 혁신신약
상품(Advanced therapy medicinal products, ATMP)은 유럽에서 가장 진보된 의약품이라고 평가
받는다[38, 39]. 이 ATMPs는 매우 연구중심적이며 혁신적인 공정과정을 거친다. ATMP 개발은
난치성인 질병들; 유전병, 암, 뇌질환, 심혈관 질환 등에 대한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한다. 하지만
ATMP의 임상 적용되려면 복잡한 규정, 대량 생산 그리고 생산에 있어 good manufacturing practice
(GMP) 공정이 필요하고 임상시험에서의 새로운 종점(clinical endpoint) 성립이 필수적이다[40].
따라서, 각 분야의 전문연구기관과 임상 규제에 전문적인 산업기관의 전략적 협력이 ATMP의
임상적용을 위해 필요하다. CRISPR/Cas9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의 경우 GTMP에 포함되므로
임상시험에서 안전성 및 효율 검증과 더불어 GTMP의 대량생산과 규제에 대한 부분을 고려해야
한다.

2.4.1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
바이러스

혹은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는

전달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는

혁신신약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전달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의
대량생산에는 몇 가지 애로사항들이 있다. 바이러스는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세포배양을 통해
얻어지므로 대량생산을 하기에 비용이 많이 들뿐더러 batch-to-batch 다양성이 있을 수 있어
바이러스를 전문적으로 생산하는 회사와의 협력연구가 중요시된다. 바이러스를 이용하지 않는
전달벡터(지질 나노입자)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는 생물이 아니라 화학합성으로 얻어지므로
바이러스에 비해 batch-to-batch 다양성이 바이러스에 비해 낮다고 여겨지나 화학합성에 대한
명확한 조건 성립이 중요하다고 여겨진다. 두 가지 전달벡터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는 반드시
GMP guideline에 의거해서 reproducible한 합성 공식 확보가 되어야 한다.

2.4.2 유전자 치료제의 규제
혁신적인 유전자 치료제는 보통 벤처, 중소기업 혹은 대학기관과 같은 의약품 규제에 대한
경험이 비교적 적은 곳에서 종종 개발되어 의약품 규제 조건을 충족시키는데 있어 애로사항을 많이
겪곤 한다[38]. 또한 화합 합성을 통해 얻어지는 저분자의약품(small molecule-based medicine)에
비해 유전자 치료제는 생산에 있어 정확히 조절하기 힘들기 때문에 불순물 등에 대한 정의
(characterization)가 어려워[38] 기존의 의약품과 다른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새로운 규제도입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41].

이미

AAV를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

Glybera의

허가를

내어준

유럽에서는[42] European Medicines Agency (EMA)와 Committee for Advanced Therapies (CAT)가
유전자 치료제의 개발에 있어 개발자와 규제기관의 조기의 상호 대화와 가이드라인 제공, 더 투명한
정보 제공 등을 검토하고 있고(http://www.ema.europa.eu/docs/en_GB/document_library/Reprt/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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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WC500208080.pdf) 미국의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그리고 Office of Biotechnology
Activities

(OBA)에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규제를

담당하고

있다[43].

하지만

현재까지

CRISPR/Cas9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명확한 규제나 가이드라인은 한국은 물론 유럽이나
미국에서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까운 미래의 CRISPR/Cas9을 이용한 유전자 치료제의 첫
임상시험의 경험을 토대로 유전독성(genotoxicity)에 관한 분석법과 Cas9의 정확성 및 안전성에 대한
시험을 위한 프로토콜을 포함한 가이드라인이 성립될 것이다.

3. 결론
CRISPR/Cas9은

현존하는

유전자가위/교정

도구에서

가장

사용하기

용이하고

적절히

사용하였을 때 높은 돌연변이/교정 효율을 가지고 있으므로 현재까지 치료하기 힘든 질환, 특히
유전성 질환에 대한 혁신적인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In vivo 유전자 치료제로서의
임상시험 사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지만 Ex vivo에서 CRISPR/Cas9을 이용하여 유전자 교정한
면역세포를 이용한 임상은 이미 진행 되고 있다[44]. In vivo 유전자 치료제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체내로의 전달 방법이 성립되어야 하는데 이를 성립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고려해야 할
사항들은 1) 전달 효율 2) 안전성 3) 생산성 4) 규제 이슈 등이 있다. 지속적인 연구를 통해 원하는
장기에서 원하는 세포 내로 정확히 CRISPR/Cas9을 전달하는 방법이 성립 된다면 효율뿐만 아니라
안정성 적인 측면에서 이점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고 생산성의 측면에서는 모든 공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non-viral

방식이(synthetic polymer) 장점이 있지만 바이러스와는 또 다른

면역반응에 대한 부작용에 대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이런 전달 기술들의 발전함에 따라 in

vivo에서의 정확한 유전자 교정이 가능하게 된다면 많은 난치성 질환들의 새로운 치료법을 제시할
수 있다고 확신한다. 연구기관과 GMP등급의 CMO등의 산업기관과의 전략적인 파트너쉽 구축과
의약품 규제기관과의 지속적인 대화를 통한 유전자 치료제에 대한 합당한 규제성립이 뒷바탕이
된다면 CRISPR/Cas9 기반의 유전자 치료제가 실제 난치성 질환으로 고통 받고 있는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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