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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CRISPR-Cas9의 등장은 생명과학 연구와 의학뿐만 아니라, 유전공학에 이르기까지 많은
변화들을 가져왔다. 단순한 유전자 편집 도구로서의 기능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용으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현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CRISPR-Cas9의 정확도와 활용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과 CRISPR-Cas9를 대체 혹은 보완하기 위한 연구들에 대해 알아보고, 앞으로
염기편집 도구가 발전해야 할 방향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한다.
Key Words: CRISPR, CAS9, sgRNA, 염기 편집, 유전자 조작

목

차

1. 서론
2. 본론
2.1. 유전자 조작의 기본 원리
2.1.1. DSB 이후 HDR 과 NHEJ
2.2. CRISPR 이전의 유전자 조작법과 CRISPR 의 등장
2.2.1. ZFNs, TALENs attach Fok I 그리고 Meganucleases
2.2.2. CRISPR 의 원리와 한계
2.3. CRISPR 이후의 개발되는 염기 편집 도구들
2.3.1 CRISPR 의 재설계
2.3.2. 발전된 형태의 CRISPR 의 응용
2.3.3. CRISPR 이후 개발되는 염기 편집 도구들-CRISPR 를 넘어서려는 시도들
3. 결론
4. 참고문헌

CRISPR 이후 개발되는 염기 편집 도구들 한승엽

Page 1 / 15

1. 서론
바이러스의 침입에 대한 박테리아의 면역 시스템으로 알려져 있던 CRISPR-Cas9 시스템은
빠른 속도로, 여러 분야에 걸쳐 없어서는 안 될 도구가 되었다 [1]. Cas9이라는 뉴클리아제에 의한
염기 편집 도구 시스템인 CRISPR-Cas9은 현재 의학 연구 및 치료 [2, 3], 유전 공학 및 농업의
다양한 분야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4, 5]. 특히나, CRISPR-Cas9은 더 이상 단순한 유전자
편집 도구를 넘어서, 변형된 Cas9들을 이용한 응용은 유전자 발현의 조절, 유전체의 후성유전학적
편집, 염색체 분석 및 이미징과 같은 유전 공학에까지 이뤄지고 있다 [6]. 이 동향리포트에서는
CRISPR-Cas9 이전의 유전자 편집 도구의 간략한 역사와 기작을 제시하고, 두 부분으로 나누어
CRISPR-Cas9을 업그레이드한 유전체 도구들의 현황 및 CRISPR 이후에 개발되고 있는 염기 편집
도구들에 대해 설명한다.

2. 본론
2.1. 유전자 조작의 기본 원리
진핵생물의 유전체는 수십억 개의 DNA 염기로 이루어진 유전정보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유전정보의 인위적인 편집은 오랫동안 분자생물학에서 추구해온 목표 중 하나이다. 정확하게 우리가
원하는 위치에서 DNA 염기를 변경하는 것은 분자생물학의 연구에서뿐만 아니라 의학 및 생명
공학에서의 응용에 있어서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전자 변이-절삭, 삽입에 관한 연구는 유전학
연구에서 많은 진전이 이루어져 있지만, 정교한 염기 서열 단위의 편집은 현재까지도 진행 중에
있다. 현재까지 주로 사용되는 염기 서열의 편집은 진화적으로 잘 보존이 되어 있는 상동
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이라는 과정을 통해 이루어진다 [7, 8]. 그러나, 상동 재조합
방법의 경우 낮은 유전체 통합 속도와 효율성, 세포에 따른 특이성이 존재하고, 특히 무작위적으로
표적 염기 서열 이외에 다른 유전체가 통합되는 것과 같은 여러 한계가 있다.
2.1.1. DSB 이후 HDR과 NHEJ
이러한 상동재조합에 의존한 게놈 편집의 한계는 표적 염기 부위에 이중 가닥 파손(DSB)을
의도적으로 도입하면 표적 유전자 통합의 빈도가 수십 배 증가한다는 점이 연구되었고, 편집
효율성을 늘릴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었다 [9]. 또한 메가뉴클레아제(Meganuclease)라 불리는 1440bp의 DNA의 긴 특정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엔도뉴클레아제(endonuclease)의 발견과 더불어
유전자 편집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10]. 여러 생명체에서 발견된 다양한 염기 서열을
인식하는 여러 가지 메가뉴클레아제의 등장에도 불구하고, 각각의 메가뉴클레아제는 고유한 인식
서열이 있기 때문에, 원하는 특정 유전자 위치를 표적으로 하는 메가뉴클레아제를 찾을 확률은 아주
낮았다 [9, 11, 12]. 또한, 엔도뉴클레아제로 유도된 DSB의 경우 오류가 발생하기 쉬운 비상동 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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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NHEJ, Non-homologous end joining) DNA 복구 메커니즘을 통해 복구가 된다는 점 역시
염기서열 편집에 제한을 주게 된다 (그림 1). 이로 인하여, 도입하려 하는 DNA 주형이 DSB에
효과적으로 통합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상동 말단 접합복구 메커니즘이 파손 부위에서 예상치
못한 DNA 조각을 무작위로 삽입하거나 삭제하는 경우가 빈번한 문제점이 존재하였다.

2.2. CRISPR 이전의 유전자 조작법과 CRISPR의 등장
2.2.1. ZFNs, TALENs attach Fok I 그리고 Meganucleases
초기 유전자 편집 연구에서 대부분의 실험 목표는 효과적인 DSB를 위한 도구 및 전략
개발에 많은 부분을 두고 있었다. 먼저 연구자들은 메가뉴클레아제의 DNA 염기 서열 표적 특이성을
변화시켜 염기 표적 특이성을 증가하고 활용가능성을 크게 향상시키려고 노력했다. 하지만, 여전히
메가뉴클레아제에 의한 유전자 편집은 그 염기서열 특이성으로 인하여 전체 유전체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 구체적으로 표적화하여 편집할 수 있었다.
진핵생물에서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Zinc finger nucleases, ZFN)의 발견은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과 접근성에 있어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 징크 핑거 뉴클레아제는 염기 서열 특이적 방식으로
DNA에 결합하며 아연 이온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작은 단백질 모티프이다 [13]. 하나의 ZFN은
3bp의 특이적인 DNA 서열을 인식하며, 더 큰 ZFN 복합체로 조립되어 더 높은 DNA 결합 특이성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ZFN의 단백질 구조가 밝혀진 이후, ZFN 단백질을 Fok I이라는
엔도뉴클레아제의 DNA 절단 도메인과 융합하여, 특정 염기서열로 유도가 가능한 합성 뉴클레아제
단백질을 만들었다. Fok I의 경우, 기존의 DNA 염기 인식 특이성을 가지고 있는데, Fok I에서 서열
인식 부분을 제거하고, DNA 절단 부분의 도메인을 이용하여 이를 ZFN에 융합시켰다 [14]. 이를
이용하여, ZFN로 하여금 표적 염기 서열을 인식하게 하고, Fok I부분으로 DNA의 DSB를 유도하는
방식이 사용되었다 [15] (그림 2).
ZFN의 발견 및 개발과 함께, 3개의 염기 대신 하나의 단일 염기를 특이적으로 인식할 수
있는 Xanthomonadales 박테리아의 TALE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단백질이 발견됨에
따라, 더 정교한 유전자 편집에 대한 기대가 증가하였다 [16]. ZFN에서의 방법과 마찬가지로, TALE
단백질과 Fok I DNA 절단 도메인의 융합은 TALEN (Transcription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s)이라고 하는 단일 염기 단위의 편집이 가능한 효과적인 시스템을 개발하였다 (그림 2).
게놈 편집 기술로서 CRISPR 이전에 ZFN 및 TALEN의 개발과 추가적으로 진보된
메가뉴클레아제의 발견으로 게놈 편집 효율이 증가했지만, 이 두 가지 시스템의 경우 유전자 표적에
따라, 완전히 새로운 뉴클레아제 단백질 세트의 재설계가 필요했고, ZFN 및 TALEN의 복제 및
단백질 자체의 엔지니어링의 어려움으로 인하여 이러한 도구가 염기 편집 도구로서 널리 사용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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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 CRISPR의 원리와 한계
CRISPR의 경우 이러한 기존의 편집도구의 한계점을 극복함으로써, 염기 서열 편집 도구에
있어서 혁명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무엇보다도 CRISPR의 경우 기존의 방법보다 훨씬 더
방법적으로 간단하고, 특정 염기 서열을 지정할 수 있음에 따라 그 사용 범위가 넓은 장점이 있다.
CRISPR-Cas9 시스템의 경우 단순한 원핵생물에서의 면역 시스템으로 사용되어 진다고 알려지게
되었다. 현재 사용되는 CRISPR 매개의 유전자 편집 기술은 짧은 단일 가이드 Sg (Single guided)
RNA를 이용하여 타겟 염기 서열을 특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고, DNA 절단 활성이 조절 가능한
엔도뉴클레아제 Cas9으로 구성되어 있다 [6]. Cas9 단백질의 경우, 유전적으로 재설계가 용이하여
현재 활발히 다양한 버전의 Cas9이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17].
CRISPR의 약자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는 '규칙적인 간격을
갖고 나타나는 짧은 회문 구조의 (DNA의) 반복 서열'로서 다른 생명의 유전체에서의 일반적인 직렬
반복과 달리, CRISPR 반복 클러스터는 스페이서라고 불리는 반복되지 않는 DNA 서열을 가지고
있다. 이 CRISPR 서열은 대부분의 박테리아와 세균에서 발견되며, 이는 CRISPR 관련 단백질(CRISPR
associated protein)에 의해 조절됨이 밝혀졌다 [18]. 또한 이 비반복 스페이서 DNA 서열은 바이러스
및 기타 이동성 유전 요소에 속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19]. 여기에서의 Cas 효소의 활성은
스페이서 서열에서 전사된 짧은 CRISPR RNA (crRNA)에 의해 유도되며, 스페이서 서열이
프로토스페이서 인접 모티프(PAM)라고 불리는 영역에서 서로 매우 유사함에 따라, 이 서열이
CRISPR 시스템에 의한 염기의 절삭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crRNA는 guiding sequence
역할을 하는 부분, 즉 타겟 DNA와 결합하는데 필요한 부분과 trans-activating crispr RNA (tracrRNA)와 염기쌍을 이루는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crRNA와 tracrRNA 모두 표적 부위에서 DSB로
타겟 DNA 염기 부위를 절단하는 Cas9 단백질-RNA 복합체를 형성하는 데 필요하다 (그림 3).
이후의 추가적인 연구에 의해 CRISPR와 Cas9의 결합과 유도가 single guided RNA (sgRNA)라고
불리는 tracrRNA와 crRNA의 융합에 의해 형성된 단일 RNA에 의해 유도될 수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CRISPR가 진핵세포의 생체 내 게놈 편집에 더욱더 쉽게 적용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획기적인
발견이었다 (그림 1).

그림 1. CRISPR-Cas9의 기본적인 원리, 참고문헌: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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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로 인하여, 연구자로 하여금 자신이 편집을 원하는 부분에 대한 짧은 sgRNA를 설계하는
것만으로, 유전체의 거의 모든 위치에 대해 쉽게 편집할 수 있는 도구를 갖게 되었다 [20]. 또한
높은 편집 효율성과 무엇보다 사용 편의성으로 인해 다양한 분야의 연구자들이 CRISPR 기술을
빠르게 채택했으며, CRISPR에 대한 수요와 다양한 연구 결과는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림 2).

그림 2. 연도별 CRISPR와 관련된 연구 논문수, 참고문헌: PubMed search engine

하지만, 이러한 CRISPR의 강력한 장점과 편의성에도 불구하고, 추가적인 연구들을 통해 그
한계점 또한 드러났다. 이는 CRISPR 자체의 오프 타겟 이펙트, 표적 염기 이외에 다른 곳을 표적한
경우와 함께 정말로 CRISPR가 전체 유전체 내에서 표적한 염기서열만 제거했는가를 확인해야 하는
기술적 문제에 봉착하게 되었다 [21-23]. 이러한 단점들의 경우 여러 가지 동물실험에서 발견 및
보고가 되고 있으며, 특히나 이러한 불안정성은 윤리적 문제를 차치하고서라도, 인간에 적용할 경우
치명적인 단점으로 고려되어 그 응용에 한계를 드러내게 되었다.

그림 3. CRISPR의 발전과 이후 개발되는 염기 편집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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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RISPR 이후의 개발되는 염기 편집 도구들
2.3.1. CRISPR의 재설계
CRISPR 시스템의 경우, 위와 같은 한계점에도 불구하고, 염기 편집 도구로서의 강력한
능력으로 인해, 지속적으로 CRISPR 시스템에 대한 발전 및 특성화가 이뤄지고 있다. 특히, 정확성을
높이기 위한 일환으로 Cas9 단백질의 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재설계하려는 노력이 증가하고 있으며,
보다 더 정확하고 오프 타겟 이펙트가 적은 가이드 RNA에 대한 실험이 이뤄지고 있다. 또한, Cas9
단백질의 경우 비교적 큰 사이즈로 AAV를 매개로 한 전달에 있어서 제한이 있어 단백질 크기를
줄이려는 노력이 진행 중에 있다 [24, 25]. 또한 PAM 서열을 인식하는 Cas9의 특이성이 다른
변이체를 찾아 활용을 늘리려는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기존 CRISPR의 가장 큰 문제점인 오프 타겟
이펙트를 줄이기 위하여, Cas9-sgRNA 복합체의 전달 방법 또한 고려되고 있는 방법 중 하나이다.
이와 관련하여, 두 개의 독립적인 플라스미드 기반 전달과 달리 Cas9-sgRNA를 리보뉴클레오타이드
단백질(RNP) 복합체로 한 번에 전달하면 일시적으로 Cas9 활성이 높아지고 표적 외 효과가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다 [26]. 이러한 방법과 함께, Cas9과 sgRNA 복합체의 시간적 및 공간적
활성을 제어하기 위해 소분자 화학물질, 빛 촉매 및 리간드 의존적 알로스테릭 조절을 이용한
유도성 Cas9과 같은 방법들에 대한 연구도 진행 중이다. sgRNA의 경우, 그 길이와 특정 염기
서열에 따라 CRISPR의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이와 관련하여,
sgRNA 가이딩 서열의 길이를 의도적으로 조절할 경우 표적화 특이성이 향상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이 역시 종에 따른 차이와 타겟 염기의 염색체 내 위치에 따라 영향을 받음에
따라 추가적인 연구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
2.3.2. 발전된 형태의 CRISPR의 응용-더 나은 CRISPR/Cas9 시스템 dCas9을 이용한 CRISPR의 응용:
CRISPR 매개 유전자 발현 조절, CRISPR 이미징, 대규모 유전 및 후성 CRISPR 스크리닝
Cas9이 특정 염기 서열을 인식하고 결합하며, 이 결합은 내인성 전사 인자 및 RNA
중합효소 II85와 같은 다른 DNA 결합 단백질의 활성을 방해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이후, 연구자들은
유전자 발현을 특이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Cas9의 절삭 기능이 제거된 dead Cas9 (dCas9)를
활용하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성질은 dCas9 결합 활성이 전사 과정을 차단하여 타겟 유전자 발현을
저하시키는 CRISPR 간섭(CRISPRi)을 개발하는 데에 이용되었다 [27, 28]. 이와 유사하게, dCas9을
다른 형광 단백질과 결합하여, 염색질 내에 텔로미어의 위치와 중심체의 반복적인 서열의 위치를
표지하는 데 사용되고 있다. 이 방법은, 세포 주기 전반에 걸쳐 세포 핵 내에서의 염색질 유전자
위치를 추적하고, 3D 공간에서 유전자 전사 활성 및 비활성 영역의 차이를 시각적으로 확인할 수
있게 하였다 [29, 30]. 또한, 여러 개의 세포 소기관에 특이적인 마커 유전자에 CRISPR를 이용하여
각각의 형광 단백질을 표기한 후, 다양한 상황 및 발생 과정 중의 상호작용과 위치 추적에 사용되고
있다 [31, 32]. 또한, 최근 CRISPR의 간단하고 효율적인 유전자 표적화 능력을 이용하여 대규모 기능
스크리닝에 사용되고 있다. 이를 위하여, 다양한 sgRNA로 이루어진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여 dCa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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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로 하여금 수천 개의 개별 sgRNA와 결합되어 발현양을 줄이게 되어 보다 효과적으로 고배능,
고성능의 스크리닝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게 되었다 [33-36].
2.3.3. CRISPR 이후 개발되는 염기 편집 도구들-CRISPR를 넘어서려는 시도들
CRISPR를 이용한 응용과 효율을 높이려는 노력과 동시에, 연구자들은 엔도뉴클레아제의
크기, PAM 요구 사항 및 선호도에 차이가 있을 수 있는 Cas9과 유사한 단백질들을 찾기 위하여
다양한 종에서 활발히 찾고 있다. 여기서는 CRISPR 이후에 개발되고 있는 염기 편집 도구들에 대해
정리해 보고자 한다. 지난 몇 년 동안 10개 이상의 서로 다른 CRISPR/Cas 단백질 또는 비슷한
기능을 하는 엔도뉴클레아제들이 게놈 편집을 위해 발견되었고, 현재 활발하게 이들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1) 진화한 ZFN과 TALEN [37-39]
CRISPR 이전에 각광 받던 염기 편집 도구인 ZFN과 TALEN에 대한 활용은 아직까지도
지속되면서 CRISPR의 아성에 도전하고 있다. TALEN과 ZFN의 경우, 기존의 단점에도 불구하고
단백질의 크기가 Cas9보다 작아서 생체 내 전달에 있어 유리한 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기존
ZFN의 장점을 최대화하고, 단점을 줄이기 위하여 Fok I 도메인을 징크 핑거 어레이의 N 또는 C
말단에 부착하고, 징크 핑거 사이에 염기 건너뛰기 링커를 삽입하는 것을 통하여 정확성을
증가시키려는 노력을 하고 있다. TALEN의 경우에는 각각 단일 염기쌍을 표적으로 하는 다양한 식물
병원체에서 유래한 DNA 결합 모듈 어레이에 Fok I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기존에 가지고 있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한다. TALEN을 이용한 임상 연구 모델 및 농업용 동물 및 세포주를 생성하기 위한
연구는 현재 지놈의 거의 모든 부위를 표적으로 삼을 수 있으나, 여전히 비교적 큰 비용과
소요시간이 단점으로 지적되고 있다.
2) DSB 없는 CRISPR
DSB는 유전자 편집에 있어서 그 효율성을 증가시키는 중요한 발견이지만, 편집을 위해 DSB
이후에 복구 기작인 HDR에 의존하면 삽입 결실 또는 염색체 전위가 발생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DSR에 이은 HDR의 예측 불가능성을 줄이는 방법으로 편집하기 위하여 SSR (sitespecific recombinases)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다 [40]. SSR은 DNA 이중 가닥 중 한 가닥 많을
끊고 다시 결합한다. HDR이 낮거나 없는 세포에서도 SSR은 표적 부위에 외인성 DNA를 통합할 수
있다. 또한, SSR은 DNA 염기서열의 부분적인 방향을 바꾸는 것과 같은 스위치와 같은 변화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SSR 기작은 상대적으로 복잡하고, 현재까지 약 30~50개의 염기쌍 표적 부위만이
알려져 있다. SSR을 이용한 광범위한 게놈 편집을 위해 SSR의 새로운 표적 특이성을 찾는 방법의
개발 및 유도가 가능한 융합 단백질 만들기가 필요하다. 이후에 최종적으로 DSB가 없는 게놈
편집을 위해 여전히 gRNA에 의해 지시되지만 DNA 두 가닥 모두를 절단하지 않는 Cas9을 사용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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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pf1-sticky end digestion
비교적 최근에 발견된 엔도뉴클레아제 Cpf1의 경우, Acidaminococcus sp (AsCpf1)와 Lachnospiraceae bacterium (LbCpf1) 두 가지가 현재까지 동정되었으며, Cas9보다 단백질 크기가 작으며
요구되는 염기서열 또한 Cas9과는 다르다고 알려져 있다 [41]. Cpf1의 경우, 두 개의 개별 짧은
RNA가 필요한 기본 Cas9와 달리 Cpf1은 자연적으로 하나의 sgRNA를 필요로 한다 [42]. 또한 PAM
서열이 인식하는 표적 부위의 DNA를 Cas9과는 다른 방식으로 절단하여 Cas9과 같은 blunt end를
생성하기보다는 sticky end를 생성한다 [43]. 또한, Cpf1의 경우 Cpf1 단백질과 타겟을 지정해주는
역할을 하는 RNA를 혼합한 형태를 직접 세포에 전달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4446].
4) Base Editor-염기 C 한 개만을 염기 T 로 치환 [47, 48]
Cas9 단백질을 변형시켜, 염기교정 단백질이 타겟 DNA 염기서열에서 C 사이토신 염기를 T
티민 염기 한 개로 치환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현재 SKIP [49]과 APOBEC3A 두 가지
모델이 이용되고 있으며, 이들은 편집 시스템의 효율성을 증가시킴과 동시에 국소 돌연변이를
유도하거나, 특정 유전자 시작 부분에 STOP 코돈 DNA 서열(TAA, TGA, TAG)을 도입하여 발현을
억제하는 데 성공하였다. APOBEC3A [50]의 경우 nickase Cas9을 이용하여 DNA DSB를 유발하지
않고 단일 염기를 다른 염기로 정확하게 변환할 수 있는 도구로서, nickase Cas9의 경우 APOBEC1
deaminase 효소와 Uracyl Glycosylase inhibitor (UGI) 단백질에 융합된 Cas9으로 타겟 사이트에서
C에서 T 또는 A에서 G로 직접 염기를 변환할 수 있게 한다. 또한, 프라임 Cas9이라 명명된
시스템의 경우 역시 정확성을 높이고 오작동을 줄이기 위해 DNA에서 한 가닥만 잘라낸 후, 세포
내의 RNA 정보를 이용해 다시 DNA를 합성하는 기작을 이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17].
5) 작은 크기의 Cas9들의 발견- NmCas9, CjCas9, SaCas9, SpCas9 [35, 51]
Streptococcus pyogenes에서 동정되어 가장 널리 사용되는 SpCas9의 경우, 160kDa (1,366 aa)
으로서 세포 내 전달 시에 그 크기로 인해 효율성과 안정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른 종에서 Lenti 또는 Adeno Associated Virus (AAV)을 통한 다른 세포 유형으로의
패키징 및 전달과 관련하여 유리한 Cas9에 대해 연구가 진행 중이다. 현재 Neisseria meningitides
(NmCas9)에서 1082 aa 크기의 Cas9이 Staphylococcus aureus (SaCas9)에서 1053 aa 크기의 Cas9,
Campylobacter jejuni (CjCas9)에서 984 aa Cas9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작은 Cas9 단백질은 전달
효율성 증가에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하지만, 기존 SpCas9에 비해 더 복잡한 PAM 서열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아직까지 연구된 부분이 적음에 따라 게놈 표적화에서 상대적으로
제한된 표적화 범위 및 유연성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6) 캐스케이드 및 Cas3
캐스케이드(Cascade)라는 다중의 DNA 표적 복합체와 엔도뉴클레아제 Cas3으로 구성되어
있는 편집 도구에 대한 연구도 활발하게 진행 중이다 [52]. Cas3를 표적 DNA 서열에 유도하기 전에
Cascade는 먼저 PAM 및 스페이서 인식을 통해 DNA에 결합하는데, Cascade는 PAM 서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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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차별적인 인식함으로써, 더 큰 표적 부위와 표적 부위 유연성을 제공하게 된다. Cas3는
결합부위에서 helicase 기능을 이용해 DNA를 풀고, Nickase를 이용해 단일 가닥 Nick을 생성한 다음
3'에서 5'로의 엑소뉴클레아제 활성을 통해 표적 DNA를 분해한다. Cas3의 nickase, helicase 및 exonuclease 활성을 용도 변경하고, 염기 편집에 효과적으로 응용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 중에 있다
[53].
7) Cas12- Cas12a, Cas12b, Cas12f1 [54]
미국의 에너지 연구부의 Joint Genome Institute에서 다양한 장소에서 수집한 미생물들의
유전자 서열을 조사한 후, Cas12라고 불리는 이전에 발견되지 않은 3개의 뉴클레아제를 발견했다.
이들은 Cas9에 비해 단백질 크기가 작아 세포로 전달하기 용이할 것으로 예상되고, Cas9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여 Cas9에서 문제점으로 보고되는 과면역 반응을 유발할 가능성이 적을 것으로
예상된다. Cas12a의 경우 DNA 표적 부위에서 5' 돌출부가 있는 sticky end를 생성하고 전사 활성화
crRNA를 사용하지 않는다. Cas9에 의한 무딘 말단 생성과 대조적으로 Cas12a에 의한 엇갈린 말단
생성은 DNA 서열을 정확한 방향으로 통합하는 것과 같은 응용 분야에 유리할 수 있다. 또한
Cas12a는 crRNA 어레이를 절단하여 자체 crRNA를 생성할 수 있다. Acidaminococcus spp.의 Cas12a
(AsCas12a) 및 Lachnospiraceae spp.의 Cas12a. (LbCas12a) 포유류 세포에서 활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난 최초의 Cas12a는 표적 서열의 상류에 있는 PAM 서열을 인식한다 [54]. 최근 진행된 연구에
의하여 Cas12의 경우 인간 면역 편집에 최적화되었을 것으로 예상되며, Cas12a의 간소화된 버전인
Cas12b이 보고되었다. 이 Cas12b의 경우 Cas9보다 약 20% 더 작으며 표적을 벗어난 스니핑(offtarget snipping) 경향이 훨씬 적음을 보여주었다. Cas12f의 경우 단백질 크기가 Cas9과 비교했을 때
약 1/3로 작아 AAV 바이러스를 이용한 유전자 편집 도구로 매력적이긴 하지만, 유전자 교정 효율이
없어 실제적인 치료제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지 못할 것으로 예상된다.
8) Cas13-RNA를 표적
여러 종류의 Cas 유형의 단백질 효소가 다른 PAM 서열 또는 활성으로 기능이 조절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다. 예를 들어, Cas13의 경우 기존의 DNA를 타겟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전사물인 RNA를 표적으로 하는 RNA 염기 편집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RNA 편집의 경우, 타켓
특이성과 효율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지만, 영구적인 DNA 편집이 아니라는 점에서 오히려 그 장점을
가질 수 있다. 이 역시 미생물 세계에서 발견된 효소로서 이와 비슷한 RNA 편집이 가능한
뉴클리아제를 찾기 위한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55-58]. C2c2라고 하는 또 다른 절단 기능이 있는
효소는 DNA가 아닌 RNA를 표적으로 한다 [59, 60].
9) 미니미-미니 Cas9
CRISPR–Cas9 시스템은 여전히 유전 질환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수정 및 편집하는 데 있어서
매력적인 모델이다. 그러나 시스템의 구성 요소(Cas9이라는 효소와 효소를 원하는 서열로 지시하는
RNA 가닥)는 너무 커서 외래 유전 물질을 인간 세포로 이동시키기 위해 유전자 치료에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바이러스로 전달하는 데 문제가 있다. 최근 황색포도상구균(Staphylococc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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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reus)에서 추출한 미니 Cas9 형태의 경우, 현재 시장에 나와 있는 유전자 치료법 중 하나에
사용되는 바이러스에 들어갈 만큼 작다 [61]. 특히나, 두 연구 그룹에서 현재 Duchenne
근이영양증을 담당하는 유전자를 수정하기 위해 마우스에서 이 mini-Cas9을 사용해 성공적으로
유전자 치료를 했다 [62-64].
10) NgAgo-가이드 RNA나 특정 인접 게놈 서열 없이
최근에 NgAgo라는 염기 편집 도구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다 [65]. 이는 CRISPR–Cas9의
대안에 대한 가능성과 더불어 재현가능성에 있어 좌절감을 주고 있는 시스템이다. 처음 연구를
발표한 NgAgo라는 Argonaute 계열의 단백질을 사용하여 가이드 RNA나 특정 인접 게놈 서열
없이도 미리 결정된 위치에서 DNA를 절단할 수 있다고 주장했을 때, 이는 유전자 편집에 있어
엄청난 관심을 받았다 [66]. 그러나, 다른 실험실에서 같은 방법으로 지금까지 그 결과를 재현하는
데 실패하고 있다 [66-68].
11) 핵산가교(BNA)를 활용한 CRISPR
CRISPR의 정확성을 높이고 오프 타겟 이펙트를 비롯한 오작동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Cas9
단백질의 변형 이외에도 가이드 RNA의 길이와 특정 염기 서열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되고 있다.
특히 최근에 핵산가교라는 물질을 인공적으로 합성한 뒤 가이드 RNA 속 염기 일부를 대체한 경우,
RNA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타겟 DNA와 완벽하게 일치할 경우에만 결합하게 되는 특성을 보이게
됨을 보여주었다 [69, 70]. 또한 타겟 DNA와 유사한 오프 타겟에 결합한 경우에도, Cas9에 의한
절단을 방해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가이드 RNA의 조절 역시 Cas9이 가지고 있는 한계를
극복할 수 있는 열쇠임을 보여주었다.
12) Cas-CLOVER (https://demeetra.com/cas-clover/)
Cas-CLOVER은 다른 CRISPR/Cas9 기술과 기능적으로 유사하지만 Clo51이라는 다른
뉴클레아제 단백질을 사용한다. 이와 같은 시도들은 여러 기업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 CRISPR/Cas9 기술과 구별되는 일련의 특허를 가지고 있다. Cas-CLOVER의 경우 Clo51
endonuclease Cas-CLOVER는 각 가이드 RNA와 관련된 부분의 이량체화를 필요로 하는 뉴클레아제
자체의 활성과 두 개의 가이드 RNA의 활용하여 특이성을 높이는 전략을 사용하고 있다. CasCLOVER는 표적 유전자 Cas-CLOVER가 요구하는 2개의 가이드 RNA에 대한 요구 사항과 상대적으로
엄격한 스페이서 길이에 의해 오프 타겟 효과가 적은 매우 높은 특정 게놈 편집 도구를 생성한다.
특히, Cas-CLOVER는 NGS에 의해 탐지된 표적 외 오프 타겟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13) IS200/IS605 transposon
가장 작은 DNA 전이효소로 알려진 IS200/IS605의 경우, 단백질과 DNA의 상호작용이 촉매
작용을 위해 헬리코박터 파일로리 IS608 전이효소인 TnpA를 활성화한다 [71]. 전이효소 말단 결합은
활성 부위 내에서 촉매적으로 중요한 단백질 잔기를 정렬하는 형태 변화를 일으키는데, 이 전이
기작의 경우, 부위 특이적 DNA 결합 도메인을 포함하지 않기 때문에 염기 편집도구로서의 가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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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고 있다. 진화 분석적 기법과 RNA 시퀀싱 및 생화학적 실험을 사용하여 IS200/IS605
트랜스포존에서 CRISPR-Cas9 시스템과 유사한 시스템을 구성하여, 단일 비코딩 RNA를 이용하여
이중 가닥 DNA의 RNA 유도 절단을 성공하였다 [72-74]. 이 방법은 광범위한 종류의 트랜스포존
인코딩 RNA-유도 뉴클레아제가 유전자 편집 도구로 사용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4. CRISPR의 응용과 효율성을 위한 노력

3. 결론
원핵생물에서부터 발견된 CRISPR-Cas9 시스템은 다양한 종의 실제 세포에서 기존의 편집
도구보다 더 쉽고 빠르게 DNA 염기 편집을 가능케 하였다. 더 나아가 특정 DNA 및 RNA를
인지하게 하여 발현양을 조작, 감지, 이미지화하고, 주석을 달고, 스크리닝을 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였다. 이러한 CRISPR-Cas9의 성공은 Cas12와 같은 새로운 유사 단백질 연구 탐색에 영향을
주었고, 다른 염기 편집 도구에 대한 연구에도 많은 영향을 주고 있다. 이러한 유전자 편집
도구들은 과학자들의 연구와 진단에 있어서 큰 발전을 가져왔으며, 궁극적으로 CRISPR–Cas를
포함한 유전자 편집 도구를 유전자 및 세포 치료에 임상적으로 사용하려 하고 있다. 특히나, 최근에
CRISPR–Cas 기반 치료제가 임상 테스트에 진입함에 따라, 여러 선천적 혹은 후천적 유전 질환을
교정하고 세포 치료를 향상시킬 수 있는 큰 잠재력을 여전히 보여주고 있다. 여러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임상 결과는 유망하지만 이러한 연구 동안 안전성과 효능을 면밀히 모니터링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나, 이러한 유전자 편집 방법 사용의 잠재적 위험은 우리가 편집하려는 서열에 외
오프 타겟 효과를 포함한 예상치 못한 유전체 변화이므로, 유전자 편집에 따른 유전체 내 다른
돌연변이의 검출 방법을 개선하고 잠재적 위험을 정량화하는 것이 향후 임상 발전에 중요할 것이다.
특히, 효율성과 안전성은 양날의 검과 같아서 최근에 개발되고 있는 새로운 염기 편집 도구의 경우,
대상 편집 염기를 식별할 때 대상 편집 대상이 아닌 편집 결과 및 부산물에 대한 요소를 모두
고려해야 한다. 최대의 효율적인 형성을 보장하고 잠재적으로 역효과를 낼 수 있는 비표적에 대한
오작동을 최소화하기 위해 시스템을 철저히 최적화해야 할 것이다. 또한, 가장 널리 사용되는 Cas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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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은 S. aureus 및 S. pyogenes에서 하는데, 이 박테리아는 높은 빈도로 인간에게 전염병을
유발하기 때문에, 인간에서 Cas9 단백질에 대한 체액성 및 세포 매개 적응 면역 반응을 이미 갖고
있을 수 있다는 보고가 존재한다. 이 역시 다양한 Cas 단백질의 특성화와 단백질 편집을 통해
해결해야 할 과제 중 하나이다. 염기 편집의 우수한 성능과 함께 적용 이후에 생길 수 있는 여러
가지 가능성에 대한 신중한 고려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다른 한 가지 고려해야 할 문제는
CRISPR를 이용 또는 응용한 도구들이 전체 개체군이나 하나의 종을 대상으로 하여 진행되고 있는
유전자 드라이브에 관련된 문제이다. 이러한 응용법은 전체적인 생명체의 군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이므로, 이에 대한 CRISPR의 지속성 및 안정성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다.
실제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이 인간에게 적용하기 위한 분자 생물학적 면역학적인 과제와
더불어 실제 활용 시 생기는 기술적 과제 중 하나는, 이러한 도구를 살아있는 세포와 유기체에
안전하며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현재까지는 주로 낮은 면역원성을 가진 AAV
벡터를 이용하는데, Cas 단백질의 크기가 비교적 크기 때문에 AAV 벡터로 패킹징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기존 Cas 단백질의 크기를 줄이는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되고, 같은 성능의 다양한 Cas
단백질을 찾고 있다. 위의 리뷰에서 보는 것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편집의 정확성과 더불어 전달을
위한 최적화된 시스템 개발에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과제들에도 불구하고, CRISPR의 발견과 이후 개발 및 발견되는 염기 편집 도구들은
향후의 DNA 및 RNA 편집 기술을 이용한 유전자 및 세포 치료를 발전시킬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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