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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Ⅳ)

기술 배경
유전자 치료(gene therapy)란 유전자 수준에서 질

환의 원인을 규명하여 질환의 원인을 유발하는 유전

자를 대체할 유전자 또는 질환 치료가 가능하도록 도

와주는 유전자를 환자의 조직 및 세포내로 삽입하는

치료 기술을 통칭한다. 1980년대 레트로바이러스

(retrovirus)가 유전자를 전달하는 벡터로 처음 개발

되면서유전자치료의개념이실질적으로구축되었다

고볼수있다. 유전자치료의가장큰장점은질환의

근본원인을유전자수준에서접근하여규명하고실제

질환을일으키는유전자의발현을선택적으로조절함

으로써 타 치료방법의 가장 큰 단점으로 여겨지는 비

선택적 약리 기전에 의한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다

는점이다.

유전자 치료 연구의 개발 초기에는 표적 세포에 발

현을 증강시키고자 하는 단백질의 유전 정보를 가지

고있는DNA를도입한후세포내로전달된DNA가

특정 단백질을 효과적으로 발현하도록 하는 것이 주

된 기술이었으나 근래에는 유전자 치료의 개념이

DNA를 이용한 표적 단백질의 발현 증강에 의한 치

료 뿐만 아니라 안티센스 핵산(antisense oligodeoxy

nucleotide, AS-ODN), 작은 간섭 리보핵산(small

interfering RNA, siRNA) 등의 비교적 짧은 길이의

올리고 핵산을 사용하여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선택

적으로조절하는안티센스요법(antisense therapy)도

포함하는것으로확장되고있다.

일반 화학 의약을 이용한 치료와 유전자 치료에서

가장 차별화 되는 부분은“전달 기술”의 필수성이다.

화학 의약의 경우 세포막에 존재하는 표적 단백질에

결합하거나, 그 표적이 세포 내부에 있는 경우 주로

확산 기전을 이용하여 세포 내로 들어가서 작용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세포 내로 화학 의약을 전달하는 기

술은 모든 화학 의약에 있어서 필수적인 기술은 아니

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치료 기술에서는

DNA나 RNA 수준에서 활성 작용이 일어나게 되므

로 꼭 선행되어야 하는 연구 분야가 바로‘유전자 전

달(gene delivery)’기술이다. 유전자가 세포 수준에

서제역할을하기위해서는우선외부유전자가높은

효율로표적조직으로전달되어세포내로도입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유전자의 세포내 전달 방법은 바이러

스의 사용 여부에 따라 크게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바

이러스성 벡터(non-viral vector)로 구분되며 이들은

각각의특징및장단점을가지고있다.

바이러스성 벡터
바이러스성 벡터는 인간 세포에 감염을 일으키는

바이러스 고유의 세포 내 침투 기전을 이용하므로 비

바이러스성 벡터보다 세포내 유전자 전달 효율이 비

교적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세포 내로 들어

간 다음에도 비 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에는 엔도솜

이리소좀과융합된다음엔도리소솜에서유전자들이

분해되는 문제점이 있으나, 바이러스성 벡터들의 경

우에는 리소솜을 통과하지 않고 핵 내로 유전자를 전

달하는 기전에 의하여 유전자의 손실이 작아서 유전

자 전달 효율이 높기 때문이다. 그러나, 생체 내에서

바이러스 벡터가 병원성 바이러스로 변이될 위험성,

바이러스의 캡시드 단백질에 의한 면역원성, 크로모

좀으로의 유전자 삽입에 의한 잠재성 발암 유전자

유전자 전달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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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획(Ⅳ)

(oncogene)의 활성화 등의 위험성이 내재하고 있기

때문에 안전성이 확보된 벡터의 개발이 바이러스성

벡터연구에있어서가장중요한해결과제중의하나

이다. 생체 내로 유전자를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것으

로 알려진 바이러스 벡터들로는 레트로바이러스, 아

데노바이러스, 아데노부속바이러스, 헤르페스 심플렉

스바이러스, 렌티바이러스벡터들을들수있으며, 각

각의바이러스의특징은아래와같다.

1) 레트로바이러스벡터(retrovirus vector)

레트로바이러스벡터의경우가장활발하게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며 염색체 내부로 전달된 유전자가 삽

입될수있으므로세포분열후에도도입된외부유전

자의 발현이 오랫동안 유지된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다. 이러한 장점으로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바이러스

성벡터로인식되고있으나, 염색체내로의외부유전

자 삽입 부위에 따라 심각한 돌연변이를 유발할 위험

가능성이 있으며 활발히 분열하는 세포가 아니면 세

포내로의유전자전달효율이낮아서적용할수있는

세포의종류가한정되는단점을가지고있다.

2) 아데노바이러스벡터(adenovirus vector)

호흡기 질환의 원인이 되는 아데노바이러스는 레

트로바이러스와 달리 분열하지 않는 세포에도 감염

이 가능하여 거의 모든 세포에 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숙주의 염색체 내

로 삽입되지 않기 때문에 돌연변이를 유발한 가능성

도 낮은 편이다. 그러나 이러한 장점들 때문에 생길

수 있는 단점으로는 비특이적으로 정상세포에도 전

달되어독성을나타낼수있다는점과숙주의염색체

로 도입되지 않아서 유전자 발현 지속기간이 짧다는

점이다. 따라서 아데노바이러스는 한시적으로 특정

단백질의 발현이 필요한 세포 재생이나 손상된 상처

의회복등, 발현지속시간이길지않아도치료효과

를기대할수있는경우에사용하기적합한바이러스

벡터이다.

3) 아데노부속바이러스벡터(adeno-associated virus

vector)

아데노부속 바이러스는 자체적으로는 증식이 불가

능 하여 아데노바이러스 등 다른 바이러스를 함께 사

용해야하므로 제작 과정이 복잡하고, 전달 가능한 유

전자의 크기가 약 4kb 미만으로 제한되어 있다는 단

점이있다. 그러나, 다양한종류의세포에감염가능하

며면역원성이낮은장점들을가지고있다.

4) 헤르페스심플렉스바이러스벡터(herpes simplex

virus vector)

헤르페스 바이러스 벡터는 신경세포에 선택적으로

장기간잠복할수있다는특성으로인하여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이나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과같은신경성질환을표적으로하여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헤르페스 바이러스 벡터 개발에서 가

장 요구되는 기술은 세포 독성의 가능성을 최소화하

기 위해 바이러스의 용균성은 제거하면서 잠복감염

능력만을 유지하는 것이지만 헤르페스바이러스는 70

개가 넘는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 조작하는데 어려움

이따른다.

5) 렌티바이러스벡터(lentivirus vector)

레트로바이러스의 일종인 렌티바이러스는 비교적

최근에 연구되기 시작한 유전자 전달 벡터로서 분화

가 활발히 진행되지 않는 세포 들에도 유전자를 전달

할수있는특성을가지고있어그동안유전자전달이

어려운 세포들에 연구용도로 많이 이용이 되고 있다.

렌티바이러스의경우에도안전성문제는여전히해결

해야할과제로남아있다.

비바이러스성 벡터
바이러스성 벡터와 비교하여 비바이러스성 벡터가

가지는 장점으로는 감염 위험성이 없으며 전달할 유

전자의 크기에 제한이 없고, 체내 면역원성의 문제가

비교적 적으며, 반복 투여가 보다 용이하다는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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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유전자발현을목적으로플라스미드DNA 전

달체로 사용할 때에는 발현 지속 기간이 바이러스 전

달체에비하여짧으며, 세포내에서도특히핵내로의

전달효율이바이러스성벡터에비해낮은편이다. 그

러나, 최근 올리고 핵산 의약 중 특히 siRNA 전달체

로서는바이러스성벡터에비하여비바이러스성벡터

들의연구가보다활발하게연구되고있다. 그이유로

서는 siRNA의 경우 세포 내에서 세포질까지만 전달

되면 mRNA에 작용하여 표적 유전자의 단백질 발현

을억제하게되므로, 핵내로수송될필요가없으므로

전달효율에있어서비바이러스성벡터도바이러스성

벡터에 크게 뒤지지 않는 효과를 나타내기 때문이다.

또한, 비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 siRNA 스크리닝에

있어서 high throughput으로 여러가지의 siRNA

library를 신속하게 효과 평가를 하는 것이 가능하나

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 shRNA를 제작해야하므로

속도및비용면에서비바이러스성벡터가 siRNA 전

달체로서보다활발히연구되고있다.

비바이러스성벡터는소재면에서크게양하전지질

물질과 양하전 고분자 물질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음전

하를 띠는 유전자와 양전하를 띠는 벡터의 정전기적

인력에의한결합력을이용하는것이라전달하고자하

는유전자와양하전벡터의물리적인혼합만으로도복

합체를간편하게준비하는장점을가지고있다.

1) 양이온성지질전달체

양이온성 나노 전달체는 가장 널리 사용되는 비바

이러스성벡터로주로양이온성지질[그림 1]로이루

어진 100~400nm 크기의 리포좀(liposome)이나 지

질 소재 나노입자의 양전하를 이용하여 음하전인 유

전자 또는 RNA 핵산 물질과 복합체를 형성한다. 정

전기적 인력에 의하여 형성된 핵산 물질과 양하전 지

질 전달체 간의 복합체는 탐식 작용에 의해 세포내로

전달되며엔도솜에서리소좀으로 1차전달된다음세

포질로 빠져나온다[그림 2]. 리소좀에서 핵산 물질이

분해되기 전에 엔도솜에서 세포질로의 방출

(endosomal escape)을 유도하면 세포질로 전달되는

유전자의 전달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리포솜

을 제조할 때 엔도솜 막과의 융합성을 증강시켜서 세

포질로의 전달 효율을 증강시키는 KALA 등의 특정

펩타이드 등을 유전자 전달체에 추가하는 방법도 사

용되고있다. 핵산전달기술에서주요한기술은신규

한지질물질의합성및발굴로서최근효과적으로핵

산 물질을 세포 내로 전달하면서도 독성이 적은 신규

한양하전핵산전달용신소재지질물질개발에대한

연구가활발히진행되고있다.

2) 양이온성고분자전달체

양이온성고분자전달체와유전자복합체의세포내

유전자 전달과정은 양이온성 지질 전달체와 유전자

복합체의 전달 과정과 매우 유사하다. 양이온성 고분

자전달체는유전자의음전하와정전기적인인력으로

특·별·기·획(Ⅳ)

그림 1. 양이온성 지질의 예.

그림 2. 양이온성 지질-작은간섭 리보핵산 복합체의 세포내
경로 및 작용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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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을하게되고, 세포의탐식작용에의해세포내로

이입되게 된다. 대표적인 양이온성 고분자는 폴리에

틸렌이민(polyethyleneimine), 폴리라이신(poly-L-

lysine), 키토산(chitosan) 등이있다[그림3].

유전자 벡터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양하전 고분자

로는 폴리에틸렌이민을 들 수 있는데 높은 유전자 전

달효율을 보이지만 생체 내에서 분해되기 어려운 탄

소-질소결합으로이루어져있으며, 특정농도이상에

서는 높은 세포 독성을 가진다. 키토산은 생분해성을

가지고 있으나 세포내로의 유전자 전달 효율이 폴리

에틸렌이민 등에 비하여 낮은 단점이 있다. 최근에는

폴리에틸렌이민에 폴리에틸렌 리콜 등을 도입하여

생분해성(biodegradable)을 부여하거나, 키토산에 폴

리에틸렌이민을접합시켜서키토산의유전자전달효

율을 높이는 등의 하이브리드 양하전 고분자 전달체

에대한연구가시도되고있다.

유전자 전달 기술의 임상 현황
현재 세계적으로 시판이 승인된 유전자 치료제로는

2건이있다. 2003년세계최초로중국에서승인받은유

전자치료제인Gendicine (Shenzhen Sibiono

Gene Technologies Co.)은두경부암에대한

항암 유전자 치료제로서 p53 유전자가 삽입

된재조합아데노바이러스벡터를전달체로

사용하고 있다. 두 번째로 중국에서 승인된

유전자치료제인H101(Sunway Biotech)도

두경부암과 폐암 치료목적으로 일부 유전자

가 제거된 암용해성(oncolytic) 아데노바이

러스이다.

그 외에 현재 임상시험을 진행 중인 유전

자 벡터의 대부분은 바이러스성 벡터가 차

지하고 있다. 바이러스성 벡터의 경우에는

벡터 자체의 독성, 면역 반응 유도 문제도

있지만 가장 심각한 병원성 회복가능성 문제가 있으

며실제 1999년에일어난 Jesse Gelsinger의면역부작

용으로 인한 사망 사건은 바이러스성 벡터의 위험성

문제를 제기한 중요한 사건이며 이 사건을 계기로 바

이러스성 벡터의 안전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진행되고있다.

유전자 전달 기술의 전망
기존의 전통적인 요법으로 치료하기 힘든 난치성

질환에 대한 대안으로 유전자 치료제가 언급된지 이

미 수십 년이 경과하 지만 실제 임상시험 수준에 이

른 것은 최근의 일이다. 기존의 치료 방법에 비해 특

이성과 안전성 등 수많은 장점을 가지고 있으나 위에

서 거론한 문제점들 때문에 임상으로의 응용에 있어

한계를 지니고 있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한 연구가 활

발히진행되고있다. 이러한문제점들이어느정도해

결이 된다면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은 현저히 증대될

것이다. 유전자 벡터의 안전성과 효율성을 증대하기

위한 기초연구를 꾸준히 진행하면 핵산 의약은 난치

병의새로운치료제로서각광받을것이다.

특·별·기·획(Ⅳ)

그림 3. 양이온성 폴리머의 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