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999년 생물산업 수업에서 

농업 → (기계)산업 → 전기 → 전자 → 컴퓨터/Bio → 자료처리(AI 등), 수명연장, 건강 보장 

그러나 맨 처음의 농업, 기계산업, 전기 등은 계속 중요하다. 완전 대체되는 것(타자기 → PC, 생물분류법, 법 등 ) 

그래서 전의 수업 내용도 현재에도 유용하다. 조금 변화가 있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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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9-11-02, 곽노태 

 

2010년 이후 생물공학은 유전자 편집 시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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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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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le:MEGANUCLEASE-ZFN-TALEN-CRISPR-text-to-path.sv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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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물의 DNA 부위를 자르는데 사용하는 인공 효소로 유전자의 잘못된 부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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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라내고 정상DNA로 갈아 끼우는 짜집기 기술을 말한다. 1,2,3세대의 유전자가위가 존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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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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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찾아가서 '카스9'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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개의 뉴클레이즈가 있다. 제한효소가 천연 유전자 가위라면 이 기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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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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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세대인 크리스퍼 유전자가위는 교정하고자 하는 DNA를 찾아내는 RNA와 DNA를 잘라내는 

Cas9 를 결합하여 만든 것이다. 크리스퍼는 크리스퍼 캐스 9 라고도 불린다. 이 크리스퍼는 

2012 년에 발표되었으며, 과학자들은 이전의 기술보다 혁신적이라고 입을 모은다. 세균의 

천적인 바이러스를 막기 위해 구축한 일종의 면역 체계, 작은 팔린드롬( DNA 의 염기서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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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wikipedia.org/wiki/%EC%A0%9C%ED%95%9C%ED%9A%A8%EC%86%8C
https://commons.wikimedia.org/wiki/File:GRNA-Cas9.p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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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ttps://www.ahajournals.org/doi/full/10.1161/CIRCULATIONAHA.116.024007 

 

Figure. The nuts and bolts of the 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Palindromic 

Repeat)/Cas9. A, The CRISPR/Cas9 system can be distilled to 2 essential components: 1) an 

ribonucleic acid guide sequence to target host deoxyribonucleic acid (DNA) containing a protospacer 

adjacent motif (PAM) and 2) the Cas9 endonuclease enzyme. B, DNA cleavage involves target 

recognition amid the complex genomic milieu followed by DNA strand separation and precise enzymatic 

scission of the DNA backbone. C, After DNA cleavage,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 can 

potentially lead to restoration of an out-of-frame transcript without needing a DNA template. Alternatively, 

the homology-directed repair (HDR) pathway can use an error-free template to correct a gene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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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전자재조합(Genetic Recombination) → 유전체 편집(Genom Editing) 

제한효소(Restriction Enzyme) → Engineered Nuclease 

https://www.ahajournals.org/doi/full/10.1161/CIRCULATIONAHA.116.024007
https://en.wikipedia.org/wiki/Homeobox
https://en.wikipedia.org/wiki/Protein
https://en.wikipedia.org/wiki/Xanthomonas
https://en.wikipedia.org/wiki/Type_three_secretion_system
https://en.wikipedia.org/wiki/Plant
https://en.wikipedia.org/wiki/Promoter_(biology)
https://en.wikipedia.org/wiki/Gene_expression
https://en.wikipedia.org/wiki/DNA_sequence
https://en.wikipedia.org/wiki/DNA_sequence


2020 COVID-19 와 CRISPR 와의 연결 

1. 백신 개발 : 바이러스의 병원성 제거 

국내 바이오기업들도 코로나19 예방을 위한 DNA 백신 개발을 위한 도전에 나섰다. 제

넥신은 제넨바이오, 국제백신연구소와 KAIST, 포스텍(POSTECH), 바이넥스 등 5개 기관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GX-19’를 개발하고 있다. 이들이 연구하는 DNA 백신 기술은 항원을 

발현하는 DNA 플라스미드를 근육 내 세포에 투여하는 방식이다. 

 

제넥신은 "DNA 백신 GX-19를 투여한 원숭이에서 코로나19 바이러스에 대항하는 중화

항체가 생성됐다"면서 "이는 체내에서 바이러스를 무력화시키는 것, 즉 중화능을 가진 

항체가 생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코로나19 예방백신으로서의 개발 성공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설명했다. 제넥신은 이달 중으로 임상시험계획(IND) 신청 자료를 

식약처에 제출할 예정이다. 임상에 진전이 이뤄진다면, 오는 2022년 상용화 될 것으로 

보인다. 

기존 사백신·생백신 형태의 전통적 백신은 실제 바이러스를 활용한다. 독성을 낮춘 바이

러스를 인체에 직접 주입해 질환을 유발하지 않고 면역 반응만 일으키는 방식이다. 이런 

방식은 효과는 좋으나 개발과 생산 과정에서 오랜 기간이 걸린다. 

2. 치료제로 이용 : 사람 몸에 있는 바이러스 무력화 

CRISPR has the potential to disable the virus that causes COVID-19 by 
editing its genome so that it is, in effect, made harmless. Using an approach 
called PAC-MAN (Prophylactic Antiviral Crispr in huMAN cells), researchers 
at Stanford University have shown that CRISPR has the ability to attack the 
SARS-CoV-2 genetic makeup and reduce the amount of virus in a test 
solution by 90%. Research is ongoing, but it’s thought that this approach is 
so effective, it might have the potential to stop the disease in people. There 
would be no barrier to this research as long as researchers abide by the 
ethical and legal guidelines that apply to their institution and country. 

3. 질병 저항성 인간 : 바이러스 저항적으로 유전자 편집 

Using CRISPR to make people resistant to infection 

CRISPR creates the potential to edit people’s genes to make them resistant 
to infection. So, if we can’t stop the virus, can we stop ourselves from getting 
infected? Gene editing in humans takes one of two forms: somatic cell editing 
and germline editing. 

https://www.biorxiv.org/content/10.1101/2020.03.13.991307v1.full.pdf
https://geneticliteracyproject.org/2020/03/24/crispr-based-pac-man-approach-could-be-answer-to-covid-19-and-other-viral-menaces/
https://geneticliteracyproject.org/2020/03/24/crispr-based-pac-man-approach-could-be-answer-to-covid-19-and-other-viral-menaces/
http://www.pbs.org/wnet/amanpour-and-company/video/biochemist-explains-how-crispr-can-be-used-to-fight-covid-19/
https://news.harvard.edu/gazette/story/2019/01/perspectives-on-gene-editing/


Somatic cell editing affects a person’s body cells, while germline editing 
involves editing the DNA in sperm, eggs or embryos, resulting in genetic 
changes in an individual’s descendants. There are a number of somatic cell 
CRISPR clinical trials being undertaken and some treatments have been 
successful. But germline editing is more controversial and over 40 
countries prohibit it in their law. 

4. 진단 키트 개발 : 특정 염기서열 인식하고 절단, 절단 시 형광 발생 

지난 5월 7일, Sherlock은 자사의 COVID-19 진단을 FDA로부터 긴급승인 받았습니다. CRISPR 기반

의 진단으로는 최초입니다. 기존의 분자진단들이 결과 확보에 4~6시간 정도 걸린 것에 반해, 본 

진단은 한 시간 정도면 결과를 알 수 있다고 합니다. 기술의 중심에는 SHERLOCK (Specific High-

sensitivity Enzymatic Reporter unlocking)이 있습니다. Cas13a 기반의 기술로, DNA가 아닌 RNA을 

타깃으로 합니다. 상기도나 폐로부터 추출한 샘플 내의 SARS-CoV-2 바이러스 RNA 서열을 만나

면, Cas13a가 이를 자릅니다. Cas13a의 재미있는 특성은 이렇게 타깃 RNA를 만나서 한번 활성화 

되면 주변의 타깃이 아닌 RNA도 무작위로 잘라버린다는 점입니다. 이를 ‘collateral cleavage’라고 

부릅니다. 진단 시행 시 RNA probe를 같이 넣어주게 되는데 SARS-CoV-2 RNA서열을 만나면 자른 

후, 이 probe도 무작위로 잘라내어 형광신호를 발생시키는 원리입니다. 

출처: [BRIC Bio통신원] [바이오 업계 소식: From Startups to Moguls] 업체 업데이트: Sherlock (CRISPR COVID-19 진단), Oxitec 

(GM모기) (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news&id=317102 ) 

(진단법 정리) 

RT-PCR 검사법은 높은 민감도를 나타내고 많은 양에도 적용하기 쉽다. 하지만, RT-PCR 실험을 수

행하고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전문 기술자와 특수 장비가 필요하며 비용이 많이 든다. 

항원-항체 칩을 사용하는 경우(1) 검출 감도(88.66%) 및 검출 특이성 (96.63%)이 높으며, 약 15분 

안에 검출이 완료되는 장점을 갖는다 [8]. 반면에 환자의 인체에 IgM과 IgG가 형성되기 위해서는 

각각 3-6일, 8일 정도의 기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감염 직후의 진단을 위해서 사용되기보다는 확

진 판정 후 시간이 경과되면서 바이러스의 감소 정도를 판단하기 위해 사용되기에 적합할 수 있

다고 사료된다.  

마지막으로 이러한 CRISPR를 기반으로 한 검출법은 RNA/ DNA를 attomolar 단위까지 고감도로 

검출이 가능하고 약 1시간 안에 진단이 완료되는 신속성을 겸비한다. 하지만 off-target effect (비

특이적인 절단)이 발생할 수 있다. 각 방법이 장단점을 지니고 있기에 목적에 맞추어 판별하여 사

용하거나 여러 검사법을 중복하여 사용하여 검사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도 고려될 수 있겠다. 

출처: [BRIC View,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검사법, 김주경, 정희진], 

https://www.ibric.org/myboard/read.php?Board=report&id=3492 

2020-05-25, 곽노태 

2020-06-20, 적색, 긁은, 밑줄 글자 추가(1), 곽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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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표는 원문에 있는 표이다. 이를 요약한다고 한 것이 잘못된 것이다 

 

 

2020-06-20, 곽노태 

 

렘데시비르 COVID-19 치료제 

에볼라치료제 렘데시비르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에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입증됐다. 여러 

가지 항바이러스 약이 코로나 환자에게 쓰이고 있지만 과학적으로 효과가 입증된 것은 렘데시비르가 

처음이다. 미국 국립보건연구원(NIH)이 세계 10 개국, 73 개 의료기관과 함께 임상시험을 한 결과, 

치료기간을 15 일에서 11 일로, 사망률을 11.9%에서 7.1%로 줄였다. 한국은 서울대병원이 임상시험에 

참여했다. 오명돈 서울대병원 감염내과 교수가 주도했다. 신종감염병 중앙임상위원장, 세계보건기구(WHO) 

감염병위험관리 자문위원이기도 하다. 

 
렘데시비르투약군은 11 일만에 완치됐고, 위약군은 15 일 걸렸다. 4 일 단축한 것이다. 개개인의 완치 소요 

기간을 따져서 계산하면 치료기간을 31% 단축한 걸로 나온다. 

미국 식품의약국(FDA)가 5 월 1 일 긴급 사용 승인을 내줬다. 지금은 정식 승인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470 

 

[다음은 Wikipedia 에서] 

Remdesivir is a broad-spectrum antiviral medication developed by 
the biopharmaceutical company Gilead Sciences. As of 2020, remdesivir is being tested as a 
specific treatment for COVID-19, and has been authorized for emergency use in the U.S. and 
approved for use in Japan for people with severe symptoms. It may shorten the time it takes to 
recover from the infection.[5] Treatment is given by injection into a vein.  

Side effects may include liver inflammation and an infusion-related reaction with nausea, low 
blood pressure, and sweating. It is a pro-drug that is converted in the body into GS-441524, 
a ribonucleotide analog. 

Earlier studies found antiviral activity against several RNA viruses including SARS 

coronavirus and MERS coronavirus, but it is not approved for any indication. Remdesivir was 

originally developed to treat hepatitis C and was then tested against Ebola virus 

disease and Marburg virus disease, but was ineffective for all of these viral infections. 

https://news.joins.com/article/23785470
https://en.wikipedia.org/wiki/Broad-spectrum_antiviral_drug
https://en.wikipedia.org/wiki/Antiviral_medication
https://en.wikipedia.org/wiki/Biopharmaceutical
https://en.wikipedia.org/wiki/Gilead_Sciences
https://en.wikipedia.org/wiki/COVID-19
https://en.wikipedia.org/wiki/Remdesivir#cite_note-Hopkins-5
https://en.wikipedia.org/wiki/Intravenous
https://en.wikipedia.org/wiki/Hypotension
https://en.wikipedia.org/wiki/Hypotension
https://en.wikipedia.org/wiki/Pro-drug
https://en.wikipedia.org/wiki/GS-441524
https://en.wikipedia.org/wiki/Ribonucleotide
https://en.wikipedia.org/wiki/RNA_virus
https://en.wikipedia.org/wiki/SARS_coronavirus
https://en.wikipedia.org/wiki/SARS_coronavirus
https://en.wikipedia.org/wiki/Middle_East_respiratory_syndrome-related_coronavirus
https://en.wikipedia.org/wiki/Hepatitis_C
https://en.wikipedia.org/wiki/Ebola_virus_disease
https://en.wikipedia.org/wiki/Ebola_virus_disease
https://en.wikipedia.org/wiki/Marburg_virus_disease


SARS-CoV-21 and SARS-CoV-2 is an enveloped, positive-sense, single-stranded RNA 

virus which infects the epithelial cells within the lungs. 

The hepatitis C virus (HCV) is a small, enveloped, single-stranded, positive-sense RNA virus.[5] It 

is a member of the genus Hepacivirus in the family Flaviviridae. 

Ebolaviruses carries a negative-sense RNA genome in virions that are cylindrical/tubular, and 

contain viral envelope, matrix, and nucleocapsid components. 

  

Remdesvir                                       ATP 

ssRNA(-) 바이러스는 RNA-dependant-RNA-Poymerase 를 지니고 다니며 숙주 세포에 들어가 

positive ssRNA를 만들어 viral mRNA로 작용하여 필요한 바이러스 단백질(효소, capsid 등)을 합성

한다. 또 바이러스 게놈도 복제해낸다. 

반면 ssRNA(+) 바이러스는 바이러스의 RNA-dependant-RNA-Poymerase 가 필요없이 바로 숙주 

세포에서 바로 mRNA로 작용하여 RNA-dependant-RNA-Poymerase 를 포함한 여러 단백질을 합

성해낸다. 

렘데시비르는 핵산 염기(아데닌) 유사물질로 RNA 바이러스에 필수적인 RNA 중합효소에 작용하

여 RNA 복제(합성)을 중단시킨다. 

2020-05-26, 곽노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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