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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무세포(cell-free) 시스템은 말 그대로 살아있는 

세포를 사용하지 않는 시스템을 총칭한다. 즉, 온전

한 세포 전체가 아니라 그 중 필요한 일부를 정제하

여 활용하는 시스템을 의미하며, 이는 역사적으로 

볼 때 크게 두 가지 방법을 통해 구현 및 활용되었

다[1]. 첫 번째 방법은 Top-down approach로서 온전

한 세포의 세포벽 및 막을 깨뜨린 후 그 안의 내용물 

중 일부를 정제하여 활용한다(그림 1). 두 번째 방법

은 Bottom-up approach로서 세포 내 생화합물 중 필

요한 것들만 개별 정제한 뒤 혼합하여 활용한다. 개

별 생화합물(ribosome, nucelotides, amino acids 등)을 

필요한 농도로 섞어서 활용하기 때문에 후자의 경우 

시스템의 조성을 완벽하게 정의할 수 있다. 반면 첫 

번째 방법은 대부분의 경우 cell extract를 그대로 활

용하기 때문에 조성을 완벽하게 알지 못하는 미지의 

시스템을 활용하는 셈이다.

최초로 보고된 무세포 시스템의 활용은 알코올의 

발효를 통해 이루어졌다[2]. 그 다음에는 무세포 시

스템을 활용하여 polypeptide를 합성하였다는 보고가 

있었고[3], 그 뒤에도 단백질 합성에 활용한 사례가 

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2000년대 후반부터 무세포 

시스템을 대사 공학과 접목하여 단백질이 아닌 다

른 종류의 생화합물을 합성하는데 활용한 사례가 빈

번하게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당뇨병 치료제 합성에 

쓰이는 물질 중 하나인 EEHP(ethyl(S)-2-ethoxy-3-

(p-methoxy-phenyl)propanoate)에서부터 항균성 물

질 합성에 쓰이는 monoterpene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생화합물이 무세포 시스템에 대사공학적 기법을 적

용하여 높은 수율로 생산될 수 있었다[4,5].

무세포 시스템은 기존의 세포 기반 공정 및 시스

템에 비해 연구개발 된 역사와 정도가 짧다. 이에 따

른 단점과 더불어 시스템이 태생적으로 갖는 한계점

(absence of local organelle-like structures, imbalanced 

reducing equivalents 등)이 다수 존재한다[1]. 반면 전

사와 번역 등 생화학반응이 진행되는 환경을 직접 

관측 및 조작할 수 있다는 것과 비자연적인 아미노

산과 금속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는 점 등의 장점(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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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왼쪽) Cell-extract 기반, 혹은 (오른쪽) 순수하게 정제된 화합물을 활용하는 무세포 시스템의 개략도(M. Jewett, SynBio 4.0 
Conference, 2009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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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도 다수 존재한다[1,6].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현재 상업적으로 무세포 시스템을 활용한 공정 및 

생산설비는 소수만이 존재한다. 가장 주된 이유로는 

발효 공정에 비해 낮은 생산성과 공정제어 기술의 

부재를 꼽을 수 있다. 하지만 두 가지 문제점 모두 무

세포 시스템에 대한 지식이 더 쌓이고, 대규모에서 

시스템을 운영 및 제어하는 경험이 쌓일수록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본 하이라이트에서는 무세포 시스템 자체를 개선

하려는 노력과 더불어 응용연구를 중심으로 최근 동

향을 소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해 미래에 무세포 시

스템이 어떻게 발전될 지를 가늠할 것이며 아울러 

특히 추이가 기대되는 활용 방안도 살펴보겠다.

2. 본론

2.1. 무세포 시스템 자체에 관한 연구개발 동향

Top-down approach에 기반한 무세포 시스템에

서 가장 중요한 구성 요소는 세포 막/벽을 깨드리고 

난 안의 내용물, 즉 cell extract이다. 과거에는 저비용

으로 생산이 가능한 E. coli가 많이 활용되었지만 최

근에는 보다 다양한 종으로부터 cell extract를 만들

기 위한 노력이 보고되고 있다[1]. 효모와 곤충 세포 

외에도 다양한 포유류의 세포를 활용하여 성공적으

로 시스템을 개발한 사례들로부터 미루어볼 때 앞으

로도 더 다양한 종의 세포를 활용하는 기법들이 지

속적으로 개발될 것으로 예상된다[7-10]. Cell extract

를 만들 때에는 공통적으로 배양(culture), 수확, 용

균, 원심분리, 그리고 배양(incubation)의 단계를 거치

지만 세포주에 따라 각 단계별 최적화가 필요하다. 

어떤 세포주의 cell extract를 사용하는지에 따라 목표

로 하는 단백질 혹은 생화합물의 수율이 달라질 수 

있고, 나아가 만들 수 있는 단백질/생화합물의 종류

그림 2.   (위) E. coli에서 Fe-S cluster의 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와 (아래) 수소생산효소의 일종인 HydA1의 활성화센터 설치 경로(J.M. 
Kuchenreuther et al., Science, 2013 발췌).

표 1. 무세포 시스템과 일반적인 세포 기반 시스템의 장·단점 비교

분류 장점 단점

무세포 시스템

·   대사경로 및 생화학반응의 직접적인 측정 및 조작이 가
능함

·   독성을 가진 화합물을 활용하는 것이 가능함

·   설계-생산-평가의 주기가 짧음

·   자연적인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어려움

·   Large-scale에서의 공정운전 경험이 적음

·   생산공정의 비용이 높음

세포 기반 시스템
·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이 자연적으로 이루어짐

·   Large-scale에서의 공정운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음

·   생산공정의 비용이 상대적으로 낮음

·   세포막/벽으로 인해 생화학반응을 직접 조작할 수 없음

·   세포의 성장을 저해하거나 죽이는 독성화합물 사용은 
어려움

·   설계-생산-평가의 주기가 길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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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달라질 수 있다. 현재 무세포 시스템에 활용되는 

세포주의 수는 수십 개에 불과하다. 따라서 보다 다

양한 세포주를 이용하여 cell extract를 만들고 각각의 

생산 기법을 최적화하는 연구는 앞으로도 지속될 전

망이다.

Top-down과 bottom-up approach를 활용한 무세

포 시스템은 모두 목표로 하는 생화합물의 합성을 

위해 세포 내 대사 경로를 활용한다. 따라서 기존 대

사 경로의 분석 및 신규 경로 개발은 특히 생산성과 

공정 제어의 측면에서 무세포 시스템의 발전을 돕

는다. 한 예로 무세포 시스템을 활용하여 금속단백

질의 일종인 수소생산효소를 합성하는 사례를 들 수 

있다. E. coli의 대사 경로에 대한 연구 덕분에 iscR

이라는 operon이 Fe-S cluster를 지닌 단백질의 발현

을 제어함(그림 2)을 알 수 있었다[11]. 수소생산효

소는 종류에 따라 2-6개의 Fe-S cluster를 갖는 만큼 

iscR을 제거하는게 합성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가

능하고, 실제로 BL21(DE3) DiscR을 세포주로 만든 

cell extract를 활용하였을 때 wild-type(WT)보다 수 

배 이상의 수율을 달성할 수 있었다[12]. 그럼에도 불

구하고 무세포 시스템을 이용하여 C. pasteurianum 

수소생산효소(CpI)를 합성할 때 일부만 활성화센터

가 올바르게 설치된다는 문제점이 존재한다[13]. 이

는 결국 CpI의 활성화센터 설치과정이 어떤지, 또 

어떤 유전자/단백질(들)이 관여하는지에 대한 지식 

(그림 2)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이 사례에서 볼 수 있

듯이 대사 경로에 대한 연구는 무세포 시스템을 이

용한 생화합물의 합성에 기여할 수 있다. Cell extract 

생산 기법에 대한 연구처럼 혹은 그 이상으로 이 분

야 또한 향후에도 지속적으로 연구개발이 이루어질 

것으로 사료된다.

2.2. 무세포 시스템을 활용하는 응용연구 동향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무세포 시스템은 주로 단

백질을 합성하는데 사용되어왔다. 처음에는 단순한 

polypeptide를 합성하는데 사용되었지만 기술이 발전

함에 따라 앞서 설명한 금속단백질에서부터 막단백

질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단백질을 무세포 시

스템을 이용하여 합성할 수 있게 되었다(그림 3). 수

백 개의 virus-like particle(VLP) 분자량이 수천 kDa에 

달하는 VLP와 금속 원자 혹은 이의 클러스터로 인

해 특히 산화·환원 반응을 촉진하는데 뛰어난 금속

단백질은 대표적인 예에 속한다[12,13]. 그 외에도 일

반적인 방법으로는 합성이 어려운 막 단백질과 세포 

내 다양한 종류의 생화학반응에 관여하는 receptor와 

transferase 또한 무세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공적으

로 합성된 바 있다[14-16]. 최근에는 치료제로서 활

발히 연구개발 되는 antibody 또한 무세포 시스템을 

이용하여 합성한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17,18]. 무세

포 시스템을 이용하면 일반적인 in vivo 발현 및 정제

에 비해 소요시간이 짧고 과정이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는 만큼 특히 단백질 특성 평가에 활용하기 좋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단백질을 합

성하려는 시도가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무세포 시스템을 활용한 또다른 응용연구로 비

자연적인 아미노산을 내포한 peptide와 단백질의 합

성을 꼽을 수 있다. 이는 특히 최근에 각광을 받는 

연구분야 중 하나로서 20종류에 국한된 자연적인 

그림 3. 무세포 시스템을 이용하여 성공적으로 합성된 적이 있는 단백질의 종류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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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이 갖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동기에

서 비롯되었다. 인공 아미노산은 현재까지 신규 개

발된 수만 100개가 넘을 정도로 다양한 종류가 존재

하며 그 활용 방안 또한 다양하다[19]. 한 예로 click 

chemistry가 가능한 azide group을 갖는 인공 아미노

산을 이용하여 VLP의 표면에 antigen을 장착한 사

례(그림 4)를 꼽을 수 있다[20]. 그 외에도 녹색 형

광 단백질(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의 특정 

tyrosine을 비자연적 아미노산으로 대체함으로써 광

학 물성이 현저히 다른 변형체를 성공적으로 합성

한 바 있다[21]. 보다 최근에는 효소 표면의 아미노

산 중 일부를 비자연적인 아미노산으로 대체함으로

서 기존보다 활동성(kcat/KM)을 수 배 이상 향상시킨 

사례도 보고되었다[22]. 앞으로도 비자연적인 아미

노산의 수는 계속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이들을 

이용하여 polypeptide와 단백질의 물성을 개량하려

는 노력 또한 지속될 전망이다.

최근에는 단백질의 합성과 비자연적인 아미노산

의 활용 외에도 다양한 방안으로 무세포 시스템을 

응용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용액 및 샘플 내 수

은이나 비소의 농도를 측정하는 데에도 성공적으로 

활용되었고[23], 현장(특히 생산 및 보급이 어려운 지

역)에서 간단하게 의약품을 합성할 수 있는 대안 기

술(그림 5)로도 제시되었다[24]. 오염된 토양 내 중금

속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cell extract를 바이오 계면활

성제로서 활용하여 효율을 크게 향상시킨 사례도 있

다[25]. 이제는 New England Biolabs 등에서 cell-free 

kit를 구매하여 사용하는 것이 가능해진만큼 무세포 

시스템 기술을 활용하는 데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이 

낮아졌다. 따라서 앞으로도 더욱 많은 응용연구 사

례가 보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그림 4.   비자연적인 아미노산을 활용하여 flagelin을 개량 및 VLP에 성공적으로 합성한 엔지니어링 개략도(Y. Lu et al., 
Biotechnology & Bioengineering, 2013 발췌).

그림 5. 무세포 시스템을 활용하여 바이오의약품을 현장에서 생산하는 플랫폼 기술(K. Pardee et al., Cell, 2016 발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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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및 제안

무세포 시스템은 세포막 안의 내용물 일부 혹은 

대부분을 정제하여 활용하는 기술이다. 기존의 세포 

기반 시스템에 비해 기술이 개발된 기간이 짧은 만

큼 아직은 초기 연구개발 단계에 머물러 있다. 특히 

상업적으로 대규모 스케일의 생산공정에서 쓰이기 

위해서는 낮은 생산성과 각종 공정제어 기술의 개발

이 필요하다. 반면 소규모 스케일에서는 재현 가능

성과 편리성 및 범용성을 인정 받아 단백질의 합성

과 물성 평가를 비롯한 다양한 응용연구에 활용되고 

있다. 

무세포 시스템에서는 각종 대사경로 및 생화학반

응이 진행되는 동안 직접적으로 반응혼합물의 상태

를 측정할 수 있고 실시간적인 제어가 가능하다. 따

라서 이들 반응에 대한 대규모의 데이터를 얻는데 

용이하고, 최근 각광을 받고 있는 big data 구축 및 분

석이 가능하다. 앞으로는 무세포 시스템의 이러한 

장점과 데이터 분석기법(인공지능, machine learning 

등)의 발전을 접목하여 인공적으로 세포를 만들거나 

세포 내 모든 대사경로 집합체를 상세하게 밝히는 

연구도 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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