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기본적인 흐름(생명, 기능) → 유전자 조작 시대 

 미생물의 일, 기능 -->미생물 분리--> 단백질, 효소--> DNA 

  생화학 반응 -> 효소 -> 유전자 

  예) (1) Insulin 효소 추출 -> 유전자 조작 미생물 -> 직접 유전자 삽입 

   단백질 분해 -> 효소가 있다 -> 유전자가 있다. 

   탐색 방법도 변경, 유전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방법 

  인슐린 호르몬 발견 - 벤팅, 베스트 

  인슐린 작용 - 당뇨병 치료, 혈당량 감소 ↔ glucagon, ephynephrin 

  53개 a.a., 초기에는 사람, 돼지의 췌장에서 추출 

  사람의 인슐린 유전자를 대장균의 Lac 오페론에 삽입하여 대량 생산 

  원리 :  DNA → m-RNA → 단백질 효소, 호르몬, 항생제 등 

  3 염기서열이 하나의 아미노산을 결정 

 세포구성 물질= 탄수화물, 단백질(유전정보 발현), 지질, 핵산(유전 정보 그 자체) 

 

 자연(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지 않는다(미소한 것도 잘 활용한다). 

  종(유전자) 보존의 중요성 - 종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diversity) 

  특히 야생종, 특이 생태계, 극한 환경 

 

2. 생물산업의 예 

♡ 미생물의 이용 : 

 (1) 먹이 + 미생물 → 먹이 분해 + 미생물 증가( 미생물 생합성 물질- 분비물 포함) 

 ① 미생물 분해 물질 이용 : *폐수, 폐기물 처리, 난분해성, 독성 물질 처리 

     비료, 사료화 

     Bioremediation(생물복원기술) 

       * Bio-energy - 메탄가스 생성 

       *발효공업 - 알콜, 된장, 낙농, 제빵, 제과 

 ② 미생물 생합성물질 이용 : *항생제 - 페니실린, 가나마이신 

        * 호르몬 - Insulin, 인터페론 

        * 비타민, 아미노산 - 루이신, 제약 

        * 단백질 - SCP, 클로렐라 연구 

 ③ 미생물 제재(공생, 질병) : 공생 - 질소고정균과 농작물 

        질병 - 솔잎혹파리 제거 

 ④ 미생물 특수유전자 이용 : *극한 환경 미생물 - 내열성, 내한성, 내건조성,  

     내염분성, 내독성 유전자를 이용한 농작물 개선 

        *진단 시약 - 암, 항원-항체 반응 

        *치료제 - 치료 유전자가 삽입된 바이러스를 주입 

      체외/체내 세포에 주입 

뇌종양 치료; 종양절제→ HSV+TK→ GCV주사 

종양세포에 HSV 도입, GCV는 세포독성물질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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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공학 기술의 정의

 생명공학기술은 전통적 생명공학기술(Old Biotechnology)과
신생명공학기술(New Biotechnology)로 구분됨

 Old Biotech : 미생물, 동·식물의 유용한 기능을 경험적인 방법으로 활
용하는 기술군으로, 식품발효, 가축 및 작물의 육종 등이 해당

(주류, 발효유제품, 발효조미료, 생물학적 제제 등)

 New Biotech : 유전자재조합기술의 도입(1973)을 계기로 새롭게 대두
된 기술군 / 유전자재조합기술 < 유전공학 < 생명공학으로 개념확대

(간염백신, 인체성장 호르몬, 무공해 생물농약 등)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기술은 신생명공학기술을 지칭함 .
본고에서도 생명공학기술은 신생명공학기술을 의미함.

Ⅰ. 생명공학의개요

생명공학기술은산업적으로 유용한 제품 또는 공정을 제조하거나개선하기

위하여 생체나 생체유래 물질 또는 생물학적 시스템을 활용하는 기술을 총칭함.

<미, OTA(Office of Technology Assessment), 1984>



생명공학의 특징

 특징 : 고부가가치형 / 두뇌기술집약형 / 탈공해형 / 자원에너지 절약형

 R&D 과정에서 보이는 주요한 특징

 기초연구의 성과가 비교적 쉽게 실용화에 연결

전통적 생명공학에서는 생체메카니즘이 Black Box였으나 기초연구의 성과로
그 기능이 해명되면서 상당부분 생산기술로 발전

 타분야의 기술과 융합 발전:

화학합성기술, 구조분석기술, 컴퓨터그래픽, 전자 및 정보처리기술 등과 융합
발전하며 동시에 타분야의 기술진보에 기여

 광범위한 연구다양성 내재: 

연구대상이 되는 생물의 종(약 1,400만종), 학문분야(의학, 약학, 이학, 공학, 
농학), 응용분야(보건·의료, 농업, 환경, 에너지) 등

Ⅰ. 생명공학의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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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Industry Markets by Domains

(Values in Million US$)

(Source: Silicon valley consulting, S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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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시장규모
(단위:억원)



Sheet2

		미국 바이오 시장규모 (단위: 백만달러, %)

												(출처: 한국경제신문)

						1996년		1998년		2001년		2003년		2006년		2008년

		의
약		치료제		75.6		91.2		139		161		245		270

				진단제		17.6		21		27		31		40		43

				소계		93.2		112.2		166		192		285		313

		비
의
약		농업		2.9		4.2		7.4		10		17		23

				진단제		2.2		2.7		3.3		4		5		6

				스페셜 바이오		2.8		3.9		6.9		9		16		20

				소계		7.9		10.8		17.6		23		38		49

		합계				101.1		123.0		184		215		323		362



(출처: 한국경제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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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5년		97년		200년
(추정치)		2005년
(추정치)

		63		85		108		237

		Bioremediation제품과 서비스에 대한 세계시장

						(단위 : 백만 달러)

				1992		1995		2000

		United States		100-25		175-300		300-500

		Non-United States		80-115		130-210		325-600

		Europe		60-75		100-150		250-450

		Canada		15-25		20-40		50-100

		Other		5/15		110-20		25-50

		Total		180-240		305-510		625-1,150

		Source: D. Glass Associates, Inc., estimates.

				Decision Resources, I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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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천억원)

※95,96년은 기업및 정부가 환경오염
   방지를 위해 지출한 금액 실적

환경산업 시장규모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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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별 세계시장 동향 및 전망

								(단위: 억 달러)

				1997		2000		2003		2008		2013

		생물의약		188		324		444		688		1,155

		생물화학		22		38		52		100		168

		생물환경		18		32		44		87		147

		바이오식품		16		27		37		75		126

		바이오에너지 및 자원		6		11		15		37		63

		생물농업 및 해양		16		27		37		75		126

		생물공정 및 측정시스템		47		81		111		188		315

		계		313		540		740		1,250		2,100

						(자료:산업연구원, 생물·의약산업의 발전전략, 19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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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ome editing 
From Wikipedia, the free encyclopedia 

 

 

The different generations of nucleases used for genome editing and the DNA repair pathways used to 

modify target DNA. 

Genome editing, or genome engineering, or gene editing, is a type of genetic engineering in 
which DNA is inserted, deleted, modified or replaced in the genome of a living organism. Unlike 
early genetic engineering techniques that randomly inserts genetic material into a host genome, 
genome editing targets the insertions to site specific locations. 

In 2018, the common methods for such editing used engineered nucleases, or "molecular 
scissors". These nucleases create site-specific double-strand breaks (DSBs) at desired locations 
in the genome. 

Genome editing with engineered nucleases, i.e. all three major classes of these enzymes—zinc 

finger nucleases (ZFNs),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s (TALENs) and engineered 

meganucleases—were selected by Nature Methods as the 2011 Method of the Year.[6] The 

CRISPR-Cas system was selected by Science as 2015 Breakthrough of the Year. 

 

유전자 가위 
위키백과, 우리 모두의 백과사전. 

유전자 가위 동식물 유전정 DNA 부위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제거해 문제를 해결하는 유전자 편집 (Genome Editing) 기술을 말한다. 즉, 손상된 

DNA 를 잘라내고 정상 DNA 로 갈아 끼우는 짜집기 기술을 말한다. 1,2,3세대의 유전자가위가 

존재하며 최근 3 세대 유전자가위인 크리스퍼가 개발되었다.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기술은 

https://en.wikipedia.org/wiki/Genetic_engineering
https://en.wikipedia.org/wiki/DNA
https://en.wikipedia.org/wiki/Genome
https://en.wikipedia.org/wiki/Genetic_engineering_techniques
https://en.wikipedia.org/wiki/Chimeric_nuclease
https://en.wikipedia.org/wiki/Nuclease
https://en.wikipedia.org/wiki/Double-strand_breaks
https://en.wikipedia.org/wiki/Nature_(journal)
https://en.wikipedia.org/wiki/Genome_editing#cite_note-pmid22312634-6
https://en.wikipedia.org/wiki/Science_(journal)
https://ko.wikipedia.org/wiki/%ED%81%AC%EB%A6%AC%EC%8A%A4%ED%8D%BC
https://en.wikipedia.org/wiki/File:MEGANUCLEASE-ZFN-TALEN-CRISPR-text-to-path.svg


유전자 편집의 대상이 되는 DNA 의 상보적 염기를 지니는 RNA 를 지닌 크리스퍼가 표적 

유전자를 찾아가서 '카스 9'라는 효소를 이용하여 DNA 염기서열을 잘라내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돼지의 장기에 DNA 를 제거하여 인간에게 이식할 때의 문제점을 해결하거나 

줄기세포, 체세포의 유전병의 원인이 되는 돌연변이 교정, 항암세포 치료제와 같이 다양한 

활용 가능성에서의 기대를 얻고 있다. 현재 청력을 잃어가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쥐를 

치료해 일반 쥐들과 비슷한 청력을 가지도록 치료할 수 있는 단계에 있다. 

징크핑거 뉴클레이즈(Zinc Finger Nuclease, ZFN)는 1 세대 유전자 가위로 3~4 개의 

징크핑거와 1개의 뉴클레이즈가 있다. 제한효소가 천연 유전자 가위라면 이 기술은 

제한효소의 성능이 더욱 업그레이드된 인공 유전자 가위로 간주된다. 유전자 가위는 1980년 

중반 아프리카 발톱 개구리에 대해 연구하던중 손형태를 가진 DNA 에서 비롯되었다. 

과학자들은 이 유전자에 아연이 있었기때문에 징크핑거라는 명칭을 붙였다.  

탈렌(TALENs·Transcriptor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s)은 식물성 병원체인 

'잔토모나스'로 부터 유래 되었다. 탈렌의 구성 아미노산은 절단 대상의 염기서열과 맞아 

떨어지게 된다. 즉 탈렌의 아미노산이 변경되면 결합한 대상의 염기서열 역시 변경된다. 즉 

단백질의 변화가 더욱 쉬운 것이다. 탈렌은 더 많은 A 염기를 인식하기에 인간의 DNA 역시 

충분히 인식 될 수 있다. 이런 측면과 설계 비용이 비교적 저렴하며 단순한 것이 '탈렌'이 

'징크핑거 뉴클레이즈를 앞지를 수 있었던 이유였다. 

 

크리스퍼 

3 세대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교정하고자 하는 DNA 를 찾아내는 RNA 와 DNA 를 

잘라내는 Cas9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크리스퍼는 크리스퍼 캐스 9라고도 불린다. 이 

크리스퍼는 2012년에 발표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전의 기술보다 혁신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균의 천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구축한 일종의 면역 체계, 작은 

팔린드롬( DNA 의 염기서열이 역방향으로 반복되어 앞,뒤 염기배열이 같아지는 구조)이다. 

1 세대 및 2 세대와 달리 복잡한 단백질 구조가 없고 DNA 절단 정도가 더욱 깊다. 과거의 

유전자 재조합 기술은 유전자 하나를 잘라내고 새로 바꾸는 데 오랜시간이 걸렸다. 

 

TAL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s (often referred to as TALEs, but not to be confused 
with the three amino acid loop extension homeobox class of proteins) are proteins secreted 
by Xanthomonas bacteria via their type III secretion system when they infect 
various plant species. These proteins can bind promoter sequences in the host plant and activate 
the expression of plant genes that aid bacterial infection. They recognize plant DNA 
sequences through a central repeat domain consisting of a variable number of ~34 amino acid 
repeats.  

 

2019-11-09, 곽노태(인터넷에서 발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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