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줄기세포 주요 내용 

 

 

 

Regenerative Medicine 

Tissue Engineering 

Cell Therapy(Transplantation Medicine) – 의학의 ‘Paradigm’을 바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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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의 세포 수 60조 

인간의 세포 종류 220 가지(210~274 kinds) 

재생불능 세포 – 신경세포, 심근세포 (배아줄기세포 우선 적용 대상) 

재생가능 세포 – 피부세포, 점막세포 등 

재생곤란 세포 – 간세포  

 

(1) 1998 윈슨콘신 대 Thomson 박사 팀의 인간배아줄기세포 생성 

냉동수정란에서 배반포로 발생시켜 ICM을 꺼내 계대배양하여 hES cell 생성 

 

(2) 2004 황교수 팀 체세포복제 인간배아줄기세포주 확립 주장 

2007년 Laley 박사 보고서에서 단성생식배아줄기세포로 확실시 됨  

 

(3) 2004 고노 박사 팀 처녀생식 쥐 탄생 

정자세포에서 표현되지 않는 H19 유전자를 제거하고 난자에서 표현되지 않는 Igf2 유전자를 활성

화 시킴 => 난모세포를 정자세포화 하여 난자와 결합시켜 처녀생식 쥐 탄생 시킴. 

 

 
 

 

(4) 2007 야마나카 교수 팀 복수분화능 유전자 도입하여 성체세포를 배아줄기세포화  

Oct3/4, Sox, Klf4, c-Myc 유전자를 바이러스를 이용해 성체세포에 ‘Tranduction’하여 유사 배아줄기

세포를 만듦 

 

(5) In 2007, Subsequent work used these factors to induce pluripotency in human fibroblast 

cells. Junying Yu, James Thomson, and their colleagues at the University of Wisconsin–Madison used 

a different set of factors, Oct4, Sox2, Nanog and Lin28, and carried out their experiments using cells 

from human foreskin. 



(6) In August 2017, Mitalipov's collaborative work with the Institute for Basic Science, Salk Institute 
for Biological Studies, Seoul National University, BGI-Shenzhen and BGI-Qingdao, was published 
in Nature.[7] performed the first known successful attempt at genetically correcting mutant human 
embryos, using the CRISPR/Cas9 gene modifying tool. 

 

(7) In 2018, the first successful cloning of primates using SCNT was reported with the birth of two 
live female clones, crab-eating macaques named Zhong Zhong and Hua Hua. 
 
(8) MRT : Mitochondrial replacement therapy has been used to prevent the transmission 
of mitochondrial diseases from mother to child; it could only be performed in clinics licensed by the 
UK's Human Fertilisation and Embryology Authority (HFEA), only for people individually approved 
the HFEA.In MST, an oocyte is removed from the recipient, and when it is in the metaphase II stage 
of cell division, the spindle-chromosome complex is removed; some of cytoplasm comes with it, so 
some mitochondria are likely included. The spindle-chromosome complex is inserted into a donor 
oocyte from which the nucleus has already been removed. This egg is fertilized with sperm, and 
allowed to form a blastocyst, which can then be investigated with preimplantation genetic 
diagnosis to check for mitochondrial mutations, prior to being implanted in the recipient's ute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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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첫 인간배아 실험 성공 

 

2030 청년 돌연사 주원인 비후성 심근증 환자 대상 

정자·유전자가위, 난자 주입, 질환 유발하는 유전자 제거 

 

김진수 IBS 단장 "유전병 치료 새로운 길 열어"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배아에 비후성 심근증 발현 유전자를 제거할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를 주입하는 모습.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제공 

https://en.wikipedia.org/wiki/Shoukhrat_Mitalipov#cite_note-7


 

김진수 IBS연구단장(왼쪽부터), 박상욱 IBC연구위원,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교수. 

한국과 미국 과학자들이 ‘유전자 교정’ 기술을 이용해 배아 상태에서 유전질환을 고치는 데 성공했다. 실제 

산모 자궁에 착상시키면 건강한 아기를 태어나게 할 수 있어 임상 단계에 가장 가깝게 접근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진수 기초과학연구원(IBS) 유전체교정연구단장과 박상욱 IBS 연구위원,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미국 오리건보

건과학대 교수 연구진은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CRISPR-Cas9)’를 이용해 인간 배아에서 유전질환인 비후성 심

근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정상 유전자로 고치는 데 성공했다고 국제학술지 네이처가 2일 발표했

다. 

 

유전자 교정 기술은 돌연변이 유전자만 정확하게 잘라내고 그 자리에 정상 유전자를 넣을 수 있어 선천성 

유전병과 불임 치료 방법으로 주목받고 있다. 가장 많이 활용되는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는 길잡이 역할을 하

는 RNA만 바꾸면 원하는 표적의 DNA 염기서열을 잘라낼 수 있어 활용 범위가 넓다. 

 

비후성 심근증은 심장에 있는 MYBPC3 유전자에 비정상적인 염기서열이 포함돼 있어 심장 좌심실 벽이 두꺼

워지는 유전성 질환이다. 인구 500명 중 한 명꼴로 발병하며, 20~30대 젊은 층 돌연사의 주요 원인으로 꼽힌

다. 부모 중 한 명이 돌연변이 유전자를 보유하면 자녀 절반이 유전질환을 안고 태어난다. 연구진은 태아로 

발달하는 배아 단계에 주목했다. 

 

미탈리포프 교수는 지난해 김 단장을 만나 인간 배아 연구에 활용할 유전자 가위를 공급해달라고 요청했다. 

국내 연구진은 비후성 심근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 유전자를 인식하는 길잡이 RNA를 만들고 환자의 역분화

줄기세포로 성능을 검증했다. 미탈리포프 교수 연구진은 돌연변이 유전자를 지닌 환자의 정자와 이 유전자 

가위를 건강한 난자에 주입하고 수정시킨 뒤 줄기세포 직전 단계인 배반포 단계까지 키웠다. IBS 연구진이 이 

배아를 가져다 유전자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돌연변이 유전자들은 건강한 난자에 있던 정상적인 유전자로 

대체된 것을 확인했다. 자연 상태에서 배아가 정상 유전자를 가질 확률은 50%지만 수정 전 유전자 가위를 

넣을 경우 정상 유전자를 가진 배아가 72.4%까지 늘어났다. 실험에는 모두 131개 배아가 사용됐다. 



 

김 단장은 “시험관 시술에서 사용하는 유전자 검사 방법을 활용하면 건강한 배아를 골라내 착상시킬 만큼 충

분히 만들어진다”고 말했다. 

 

이번 연구는 지금까지 연구 가운데 가장 교정 성공률이 높다. 정자와 난자가 수정한 뒤 유전자 가위를 주입

하면 배아에 교정된 세포와 교정되지 않은 세포가 섞이는 ‘모자이크 현상’이 나타난다. 연구진은 수정란이 아

닌 난자에 Cas9 단백질(RNP)이 포함된 유전자 가위를 직접 넣어 유전자 교정의 난제인 모자이크 현상이 나

타나지 않도록 했다. 유전자 가위의 정확도도 높였다. 이른바 엉뚱한 유전자가 교정되는 ‘표적 이탈 효과’가 

없어야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중국 연구진은 2015년 미국보다 앞서 세계 최초로 비정상 배아 86개를 대

상으로 유전자 교정을 시도했지만 성공적인 결과를 내지 못했다. 유전자 가위가 극히 일부 배아에서만 작동

했기 때문이다. 김 단장은 “이번 연구는 의약품 제조품질관리(GMP) 기준에 따라 유전자 가위를 생산한다면 

산모 자궁에 착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사람과 동·식물 세포에서 특정 유전자가 있는 DNA를 잘라내는 효소. 교정을 하려는 DNA를 찾아내는 길잡이 

RNA와 DNA를 잘라내는 Cas9 단백질로 이뤄졌다. 

 

박근태 기자 kunt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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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PS 유전자 관련 

According to Yamanaka, the proteins encoded by these genes - identified from a pool of 24 

candidates - each serve a specific role: c-Myc opens tightly compacted chromatin, enabling the 

transcription factors oct3/4 and sox2 to bind to gene regulatory regions in the genome and restore 

pluripotency. Klf4, he says, appears to fulfill two roles, both as a cofactor to oct3/4 and sox2, and 

as an apoptotic inhibitor.  

 

** iPS 논란 

(1) iPS methods may also produce quirks in cells, like so many booby traps - making the 

reprogrammed stem cells far too unpredictable, for now, to use in human therapy.  

(2) Moreover, several of the genes used to trigger the reprogramming process are known to cause 

cancer in mammals. 

(3) Retroviruses can disrupt the normal function of DNA and also can spur the birth of cancer cells. 

 

희망사항 : Harvard scientists, as well as biologists and ethicists from other institutions, argued 

forcefully that stem cells harvested from human embryos still represent the single best hope for 

ultimately treating humans with devastating ailments ranging from severed spinal cords to heart 

disease. Reprogrammed cells represent "a gigantic part of the future of stem cell research, but not 

the whole future," 

 

(2)(3) Retroviral vectors have been linked to leukemia in some gene therapy trials . a problem that 

is all the more acute because c-myc, at least, is a known oncogene. “Because of that, I think using 

the retroviral system is very, in a sense, dangerous,” Yamanaka 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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