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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은 말 그대로 정보다.” 십수 년 전에 어느 생물정보학자한테서 취재과정에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디엔에이 염기서열 정보가 생명을 구성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명
현상이 궁극적으로는 정보 처리로 이해될 수 있음을 u조한 말이었다. 새롭게 떠오르던
g합성생물학h ”야에서 컴퓨터 안에서 설계되어 작동하는 g가상세포(aV]_uNl PRll)h를 처
음 본 것도 그 무렵이었다. 단백질과 디엔에이(DB8)% 아르엔에이(EB8) w은 ”자물
질 수준에서 생명현상을 연구하는 현실 실험실의 방식과 달리% 세포의 대사 과정 전체
를 컴퓨터 안에 구현해 y기에서 생명 현상을 연구하y나 그것을 미생물 공학에 응용하
려는 방식은 g합성생물학h을 이루는 전통 요소 중 하나가 되었다. 합성생물학 ”야에서
세포의 대사 과정을 구현하는 소프트웨어는 g드라이 랩(d]d lNO)h의 중요한 연구 도구로
사용되었다. 세포는 사이버 공s에서 구현된다.

이젠 전자기기 논리회로를 짜듯이% 특정 대사 기능을 하
는 g디엔에이 회로h를 짜는 g합성생물학 프로그래밍 언
어h가 등장했다. 미국 매사추세츠공대(A?G)의 합성생물
학자인 크리스토퍼 보이트(:U]Vs_[pUR] I[VT_)와 보스
톤대학% 미국표준기술연구소(B?FG) 등 소속 연구진은
생명체의 DB8 회로 설계를 자동화하는 프로그램 언어
인 g첼로(:Rll[)h를 x발해 최근 과학저널 4사이언스5에 논문으로 발표했다 [g첼로h 사
이트 p U__p3((PRll[PNd.[]T(L. 전자회로 설계의 프로그램 언어인 g베릴로그
(IR]Vl[T)h를 이용해 특정 대사를 수행하는 유전자 회로를 s편하게 짤 수 있음을 보여
준 이번 연구결과는 원하는 물질을 ”비하는 미생물 세포를 만드는 이른바 h세포 공장h
”야에서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연구진이 선보인 생물체의 유전자 회로는 주변 환경을 t지하고 그 환경 조건에 따라
반응하는 입력(Vnpu_)과 산출([u_pu_) 기능의 유전자들로 구성되었으며% 이런 입력과
산출 과정에서 마치 전자회로 게이트들의 스위치를 켜고 끄듯이 여러 유전자들이 활성
을 일으키y나 억제를 하면서 특정 반응의 회로를 구성하게 된다.

매사추세츠공대의 보도자료를 보면% 프로그램 사용자는 예컨대 특정 대사 기능을 활성
화할 수 있는 입력 조건으로서 산소% 당% 빛% 온도% 산성이나 다른 환경 조건을 탐지하는
t지인자를 설계할 수 있으며 이런 입력 조건에서 활성화해 원하는 반응을 일으키는 활
성인자를 조합함으로써% 특정 대사 기능의 유전자 회로를 설계할 수 있다. 이처럼 t지
와 반응의 유전자 회로를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다면% i종양을 t지하면 약물을 ”비하
는 장내 미생물이나% 부산물의 독성이 많아지면 발효 과정을 스스로 멈추는 이스트 세
포들을 설계”하는 것도 미래에 가능할 수 있다는 것이다.

국내에서 미생물체를 이용한 대사공학을 연구하는 이상
엽 카이스트 교수는 그 원리를 이렇게 설명했다.

i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와 그 발현의 산물
(p][duP_% 단백질)을 또 다른 유전자 회로의 활성인
자(NP_VaN_[])나 억제인자(]Rp]Rss[])로 사용하게 하
는 것이 회로 구성의 기본 원리이고요% 예를 들어 두
x의 신호가 들어와 두 종류의 단백질을 발현하게 하
고 그 발현된 두 종류의 단백질 모두가 합쳐져서 어
느 다른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NP_VaN_V[n) 하면
i8BD 게이트(TN_R)”가 되고 억제하면 iB8BD 게이
트”가 되고요% 둘 중 하나의 단백질만 가지고도 CB
을 시킬 수 있으면 iCE 게이트”가 되는 원리입니다.
즉% 반도체 게이트 원리를 유전자 발현 조절 원리로
구현 가능하다는 겁니다.”

생물정보학자인 박종화 울산과기대 교수는 i유전자 회
로도 결국에 활성화(NP_VaN_V[n)와 억제(]Rp]RssV[n) 등
의 s단한 이진법적 스위치로 조절이 가능함을 보여준
것”이라고 말했다.

이렇게 설계된 논리회로의 프로그래밍 언어는% 컴퓨터 프로그램 언어가 )% 1의 기계어
로 번역되는 것과 마찬가지로 디엔에이 염기서열로 번역되고% 그런 유전자 논리회로의
염기서열을 실제의 미생물 세포에 삽입해 애초 설계한 대로 그 형질이 발현되는지 확인
하는 과정을 y친다. 자동차를 실제 제작하기에 앞서 컴퓨터 가상 공s에서 세부 내용
을 설계해 성능을 미리 확인해보듯이% 세포 생명의 부품이 되는 디엔에이 회로들을 프
로그래밍 언어로 설계해 논리적 연산의 작동을 확인해봄으로써 살아 움직이는 세포의
새로운 형질을 미리 확인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연구진은 이런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대장· 게놈(유전체)에서 11만 x 염기
서열로 이뤄진 /)가지의 유전자 회로를 설계했으며 첫 시험에서 이 가운데 -.x 회로
가 작동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보고했다.

이런 세포 프로그래밍 언어는 유용한 물질을 ”비(생산하는 미생물을 만들려는 생물공
학 ”야에서 상당한 쓰임새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예컨대 유전자를 변형해 대
사 과정을 바꿈으로써 유용한 약물이나 희귀물질% 에너지 연료를 생산하는 미생물을 x
발하는 과정은 무수한 시행착오를 y치며 이뤄지게 마련인데% 특정 대사 기능의 유전자
회로를 미리 설계하고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확인함으로써 실제 미생물 실험의 시s과
비용을 대폭 줄일 수 있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과학저널 4네이처5의 뉴스에서 g2)12년
만 해도 과학자들이 ,년 걸려 할 작업이 새로운 시스템에서 1주일 정도만에 끝날 수 있
다h고 말했다.

f 프로그래밍 언어를 이용해 유전자 회로를 설계하고 구현하는 과정. 출처(
U__p3((sPVRnPR.sPVRnPRYNT.[]T(P[n_Rn_(,.2(/211(NNP0,-1

 

이상엽 교수는 i단순히 시s과 비용만 줄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r만 해선 설계하기 어려운 복잡한 회로들도 만들어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볼 수 있
고 그런 다음에 최종 후보들(PNndVdN_Rs)에 대해 실제 실험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고 말했다. 그는 이번 g유전자 회로 설계의 자동화h 기법이 합성생물학 ”야에서 대
표적인 연구결과가 될 만하다고 평했다. 더 정교한 회로들이 만들어질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는 것이다.

i합성생물학 ”야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회로(PV]PuV_)를 제작하고 그 많은 회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욱 복잡한 조절(
대사 회로(]RTulN_[]d(YR_NO[lVP PV]PuV_)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화학물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더욱 정교하게 세포를 조절하는
데 활용되는 쪽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연구진은 이번에 선’ 세포 프로그래밍의 언어가 대장·의 유전자 회로에 최적화되어
x발됐지만 앞으로 다른 미생물에도 적용되는 방향으로 확장될 것으로 전망했다.

이번 연구성과는 전자기기 논리회로 설계 방식과 마찬가지로 유전자 논리회로를 s편
하게 구성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s혹 세포의 유전자 형질을 바꾸는 작업을 i프로그
래밍”으로 비유해서 말하곤 하지만% 이번 연구성과는 비유가 아니라 실제로 전자회로
프로그래밍 언어를 응용한 시스템으로 세포의 유전자 회로를 설계하고 이런 프로그램
을 바탕으로 한 유전자 회로를 세포 내에 구현해 그 기능을 볼 수 있게 한 것이다. 연구
진이 u조했듯이 새로운 생물 프로그래밍 기법은 복잡한 생물학 전문지식을 v추지 못
한 비전문가도 프로그래밍 언어의 도움을 받아서 원하는 기능의 유전자 회로를 손쉽게
설계할 수 있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는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h세포 공
장h의 활용 영역이 더욱 넓어지리라는 기대와 더불어 g바이오 해저드h와 w은 안전과 환
경 문제에 대한 우려와 대책도 더욱 필요해짐을 보여주는 것이기도 하다.o

l 바… 와중에 이상엽 교수와 박종화 교수가 도움말을 주셨습니다. t사드립니다.
일문일답 답장을 기사의 주제에 맞게 s추리고 다듬어서 이곳에 싣습니다. 일부 영
어전문용어를 우리말로 번역해 실었습니다. 일문일답을 다듬는 과정에서 일부 잘못
다듬은 부”이 있을 수 있는데% 이는 사이언스온의 책임입니다.

(. 전문D T움말 일문일R
   - 이상엽 카이스트 생명화학공학I 특훈교수

사이언스온 A 복잡한 생명현상의 요소들과 절차들을 공학적
인 기법으로 단순화해서 합성생물학 ”야에서 생명을 설계하
는 데에 시s과 비용을 줄여 주었다는 데에 이번 연구성과가
의미를 지니는 것 w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지요6

이상엽 ▷ 단순히 시s과 비용만 줄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냥 생물학적으로 생r만
해서는 디자인 하기 어려운 복잡한 회로들도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 볼 수 있고% 그후
최종 후보들(PNndVdN_Rs)에 대하여 실험을 하게 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m  전자기기 회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베릴로그(IR]Vl[T)를 유전
자 회로의 세포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회로의 설계
가 일종의 반도체 회로 하드웨어의 설계로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유전자 정보를 전자기
기 정보로 환원하는 것이 적용 가능한 것일까요6 그 적용 가능성의 근y는 무엇일까요6
둘 다 회로(모듈)의 조합과 정보 처리라는 기본이 동일하기 때문일까요6
n 저는 모든 것을 완벽히 표현할 수 있다는 데는 동의하지는 않습니다. 즉% 생물학적
신호(정보(흐름은 아날로그적인 측면이 있고% 다양한 제한요건 (P[ns_]NVn_s)이 있기 때
문에 1))% 회로로 표현하는 것은 가능하지 않을 것입니다. 다만 중요 회로들과 그 조
합들에 대하여 어느 정도까지 전자회로를 구성하듯이 설계하고 생물학적 실험으로도
유사하게 작동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가설을 시험하고 교육용으로 매우 훌륭
한 시스템이라고 판단됩니다.

m 반도체 회로가 켜지고 꺼지게 조절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하는 게이트 테크놀로로지
는 생명 회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요6 억제기능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이 반도
체의 게이트의 Cn( CSS로 구현된다는 것인지요6
n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인자와 그 발현의 산물(p][duP_% 단백질)을 또 다른 유전자
회로의 NP_VaN_[](활성인자)나 ]Rp]Rss[](억제인자)로 사용하게 하는 것이 회로 구성의
가장 기본 원리이고요% 예를 들어 두 x의 신호가 들어와서 두 종류의 단백질을 발현하
게 하고 그 발현된 두 종류의 단백질 모두가 합쳐져서 어느 다른 유전자 발현을 활성화
(NP_VaN_V[n) 하면 i8BD 게이트(TN_R)”이고요% 억제시키면 iB8BD 게이트”가 되고요%
둘 중 하나의 단백질만 가지고도 CB을 시킬 수 있으면 iCE 게이트”가 되는 원리입니
다. 즉% 반도체 게이트 원리를 유전자 발현 조절 원리로 구현 가능합니다

m 특정 대사 기능을 하는 것% t지하는 것% 작동하는 것% 억제하는 것 등등의 v가지 기
능을 행하는 유전자 모듈(회로)을 조합하여 설계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생명 작동에 필
요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작성되고% 이후에 이것이 실제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DB8 염기서열 정보로 변환(_]NnslN_R)되어% 실제 생물x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6
n 최종 목적은 그렇지만 실제 완벽하게 그렇게 구현되지는 않았고요% 앞으로도 먼 이
야기입니다. 다만 전체 대사 네트워크가 아닌 로컬 네트워크에서 원하는 신호전달이라
던가 대사 흐름을 일으키게 하는 구체적인 회로의 구성 및 실험은 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m 이번 논문에서 보여준 바는 프로그래밍을 하고서 그것이 컴퓨타 안의 가상공s에서
세포로서 작동함을 보여준 것인가요6 아니면 더 나아가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세
포를 설계대로 만들어서 살아 있음을 확인해준 것인가요6 가상세포(aV]_uN]l PRll) 수준
의 연구인 듯하면서도% 가상세포가 이전에도 있었음을 생r한다면 실제 세포를 만들어
보여주었다는 의미인 듯도 해서요.
n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도 보이고% 그렇게 디자인된 회로를 실제 유전자 조절 회로로
만들어서 세포에 도입하여 그 반응(]Rsp[nsR 혹은 [u_pu_)을 시뮬레이션과 비교한 것입
니다. 즉 실제 실험도 한 겁니다.

m 그렇더라도 여전히 공학적 프로그래밍과 실제 생명x체 현상은 다를 터이므로% 그
공학적 기법에도 한계가 있을텐데요. 한계는 어떤 점이 지적될 수 있을런지요6
n 위에서도 말했듯이 유전자 조절이 세포 성장에 따라서도 여러 가지 인자에 의하여
바뀌기 때문에 전자회로에서 그런 것처럼 딱 부러지게 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본 연
구에서도 절연체(VnsulN_[])라는 x념도 도입하여 g누설되는 발현(lRNkd Rcp]RssV[n)h도
막고자 했던 것이고요. 따라서 공학적 설계는 실험% 가설시험% 원하는 ·주 제작에서%
필수적으로 예측하고 실험을 도와주는 데 필수적이지만 반드시 결과가 예측한 대로 나
온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수많은 (y의 불가능한) 가짓수의 실험을 해야 할 때% 이런 설
계에 기반하면 최소 수(YVnVYuY)의 실험으로도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그런 점
에서 매우 중요한 공학적 기법입니다.

m 이 ”야의 성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파생적 효과를 일으킬까요6 또한 이 ”야의 후속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6
n 합성생물학 ”야의 아주 대표적인 연구결과라고 말할 수 있는 이 연구는 앞으로 더
많은 회로(PV]PuV_)를 제작하고 그 많은 회로들이 서로 연결되어 더욱 복잡한 조절(대사
회로(]RTulN_[]d(YR_NO[lVP PV]PuV_)를 만들어가는 방향으로 발전할 것입니다. 또한 화
학물질% 의약품 등 다양한 제품을 만드는 데 더욱 정교하게 세포를 조절하는 데 활용되
는 쪽으로 발전될 것입니다.

m 교수님의 연구실에서 수행하는 가상세포 연구에는 어떤 흥미로운 성과들이 있는지
요6
n 최근 우리 랩에서는 가상세포를 사용하여 대사공학적으로 세포를 체계적으로 시스
템 수준에서 x량하여 대장·으로 하여» OV[YRdVPNl p[ldYR]로서 매우 중요한
p[ld(lNP_N_R-P[-TldP[N_R)% D@>8를 세계 최초로 생산하였습니다 (:U[V% F.Y. R_ Nl.%
iCnR-s_Rp SR]YRn_N_VaR p][duP_V[n [S p[ld(lNP_N_R-P[-TldP[lN_R) S][Y
PN]O[Udd]N_Rs Vn <sPUR]VPUVN P[lV”% BN_u]R 9V[_RPUn[l[Td% ,월에 온라인 공x% 인쇄
판 -월호 게재 예정). 이외에도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원료라던지 의약품의 생산에% 합
성생물학(시스템생물학(진화공학이 융합해 우리 랩이 만든 시스템 대사공학 기법을 적
용해 좋은 결과를 많이 만들고 있습니다.

). 전문D T움말 일문일R
C - 박종화 울산I학N술S학교 E놈연구o장, 생명공학I 교수

사이언스온 A 복잡한 생명현상의 요소들과 절차들을 공학적
인 기법으로 단순화해 합성생물학 ”야에서 생명을 설계하는
데에 시s과 비용을 줄여 주었다는 데에 이번 연구성과가 의미
를 지니는 것 w습니다. 그렇게 볼 수 있는지요6

박종화 ▷ 예% 맞습니다. 이번 성과는 수십년 s의 게놈 해독과 ”※% 게놈 디자인% 게놈
합성% 게놈 조절의 많은 부”들을 패키지하기 위해 디자인 환경을 정보기술(?G)로 만들
고 엄청난 자동화를 했다는 것입니다.  

m 이번 연구결과의 또다른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라고 보시는지요6
n 더 범용적이고 다양한 것을 설계하도록 하기 위해% 디자인 부”과 실제 만드는 부”
을 ”리했다는 것도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자면% 순전히 컴퓨터에서 매우 다양한
세포 내의 소기능들을 다 디자인할 수 있는 매우 보편화된 합성생물학 디자인 시스템을
만들었고% 만드는 것은 기능과 재료에 따라 다양하게 할수 있도록 했다는 뜻입니다. 저
자들은 이 시스템이 특정한 유전자들이나 ”자들이 아니라% 모든 합성생물학에 범용으
로 쓰일 수 있는 일종의 g운영시스템h(CF) 를 생r하면서 만든 것 w습니다. 

m 전자기기 회로 하드웨어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인 IR]Vl[T를 유전자 회로의 세
포를 구성하는 프로그래밍 언어로 활용했다고 합니다. 유전자 회로의 설계가 일종의 반
도체 회로 하드웨어의 설계로 사용되었는데% 이처럼 유전자 정보를 전자기기 정보로 환
원하는 것이 적용 가능한 것일까요6 
n 당연합니다. 이미 수학적으로 모든 유전자 회로는 단순한 이진법적 회로로 설명이
되고 미적”학적으로 모든 생물학적 조절이 증명이 된다고 알려졌습니다(논문은 제가
못찾겠습니다만). 따라서% 유전자를 완벽히 전자기 회로로 나중에 구현하는(마치 인공
지능 알파고를 우리가 사람 두뇌 흉내내어 만들 듯이) 날이 올 겁니다. 다시 말하면% 게
놈을 완전히 컴퓨터 내에서나 전자기기 회로로 모사할 수 있을 y라는 뜻입니다.

m 그 적용 가능성의 근y는 무엇일까요6 둘 다 회로(모듈)의 조합과 정보 처리라는 기
본이 동일하기 때문일까요6
n 예% 완전히 동일합니다. 생명의 본질은 결국 스위칭입니다. 혹시 시s 되시면 제가
울산과학관에서 발표한 동영상을 찾아보시면 될 겁니다. 생명의 본질은 스위치고 그것
들의 모임이 회로이고 회로가 복잡해지면 기억도 지식도 판단도 가능하게 됩니다. 생명
체와 전자기기 회로는 본질에서 차이가 하나도 없습니다. 라디오의 복잡성이 아마 예…
꼬마선충보다도 더 클 겁니다. 알파고는 이니 웬만한 생물체의 복잡성을 능가합니다. 

m 반도체 회로가 켜지고 꺼지게 조절함으로써 정보를 처리하는 게이트 테크놀로로지
는 생명 회로에서 어떻게 구현되는 것인지요6 억제기능 유전자를 켜고 끄는 것이 반도
체의 게이트의 Cn( CSS로 구현된다는 것인지요6
n 예% 맞습니다. 유전 회로도 결국% 활성화(8:G?I8G?CB)와 억제(E<DE<FF?CB) 등
의 s단한 이진법적 스위치로 조절이 가능합니다. 결국% CB(CFF입니다. 세포가 복잡
하지만% 최종적으로 [n([SS 하는 것입니다. 세포가 모인 조직도% 결국엔 y대한 [n([SS
스위치입니다. 다만 이런 디자인된 합성 회로들이% 스스로 번식하고 다시 진화하는 알
고리듬을 아직 v추지 못했을 뿐입니다.

m 특정 대사 기능을 하는 것% t지하는 것% 작동하는 것% 억제하는 것 등등의 v가지 기
능을 행하는 유전자 모듈(회로)을 조합하여 설계하면% 이것이 자동으로 생명 작동에 필
요한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이 작성되고% 이후에 이것이 실제 생명현상을 일으키는
DB8 염기서열 정보로 변환(_]NnslN_R)되어% 실제 생물x체를 설계하는 데 도움을 준다
는 것으로 이해해도 될런지요6
n 예% 맞습니다. 궁극적으로% 합성생물학의 목표는% 우리가 원하는 ”자를 생산하는 것
입니다. 첼로(:Rll[)도 결국에는 우리가 원하는 »보다도 비싼 특정 효소나% 성장호르
몬% 비싼 화합물% 항생제 등을 엄청나게 효율적으로 생산하는 회로를 설계하는 데 쓰일
겁니다. 그런 생물체를 과y에는 실험실 내에서 진화를 시키면서 되는 놈을 고르는 것
인데% 그게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원리를 알고 컴퓨터로 이미 답을 알고 설계e제작을 한
다는 점이 다릅니다.

m 이번 논문에서 보여준 바는 프로그래밍을 하고서 그것이 컴퓨타 안의 가상공s에서
세포로서 작동함을 보여준 것인가요6 아니면 더 나아가 그런 설계를 바탕으로 실제 세
포를 설계대로 만들어서 살아 있음을 확인해준 것인가요6 가상세포(aV]_uN]l PRll) 수준
의 연구인 듯하면서도% 가상세포가 이전에도 있었음을 생r한다면 실제 세포를 만들어
보여주었다는 의미인 듯도 해서요.
n 회로를 만들고 그 회로를 이루는 DB8를 플라즈미드로 해서 대장· 세포에 넣어서
그 세포가 자라는 것을 ‘서 그 회로가 잘 작동되었는지 아닌지를 r 회로 별로 본 것입
니다. 논문에서 보여준 -.x의 성공적인 회로를 확대하면% 결국 세포 전체를 모사할수
있는 컴퓨터 디자인이 가능할 텐데% 그것보다도 이런 회로를 잘 활용해서 신물질 x발
등을 기존의 대장· 등에 활용하는 것으로 먼저 응용이 될 겁니다. 세포 전체를 완벽하
게 완전히 우리 마음대로 설계하고% 그 세포도 우리가 자동으로 ,D 바이오 프린터를 써
서 만드는 미래도 올 겁니다.

m 그렇더라도 여전히 공학적 프로그래밍과 실제 생명x체 현상은 다를 터이므로% 그
공학적 기법에도 한계가 있을텐데요. 한계는 어떤 점이 지적될 수 있을런지요6
n 당연히 한계가 있지만 결국엔 시s 문제입니다. 마치% 로봇이 결국엔 전투도 하고%
짐도 알아서 나르고 하는 시대가 오는 것처럼% 공학적 설계된 세포가 자연상태의 세포
들을 대체하는 날이 올 겁니다.

m 이 ”야의 성과가 어떠한 방향으로 파생적 효과를 일으킬까요6 또한 이 ”야의 후속
발전을 어떻게 전망하시는지요6
n 가장 큰 초기 파생은% 다양한 이런 세포 회로 조작을 통해서% 위에 말한 신소재를 빠
르고 싸게 생산하고 매우 귀한 물질을 생산하고% 의료에 쓰이는 물질을 생산하고% 암을
죽이는 항체나 의료치료제를 생산하고% 신약을 매우 싸게 생산하고% 아니노산 w은 고
부가가치 물질을 식물이나% 박테리아에서 싸게 생산하고 등등k 기존 화학산업의 일부
를 생명공학이 대체하게 될 겁니다.

m 그밖에 제가 여쭙지 못했으나 중요한 대목이 있을런지요6 
n 한 가지% 이게 g크리스퍼-카스2(:E?FDE-:Ns2)h w은 게놈 편집 기술과 합쳐지면
매우 u력해질 겁니다. 게놈 편집도 결국 컴퓨터로 디자인을 자동화하는 게 미래 포인
트가 될 것으로 저는 예측합니다.

  ■ O문 발췌 번역

l 아래는 이번 연구를 요약한 논문의 일부를 우리말로 옮긴 것입니다. 이번 연구의
내용과 의미를 이해하는 데% 정확하지는 않더라도 조»이라도 참조가 될 만하다고
여겨져 조» 무리해서(!) 번역해보았습니다. 일부 용어나 x념의 번역이 정확하지
않y나 서투르니% 정확한 의미를 확인하려면 원문을 참조해주세요. p 원문 보기

서문 (I2TRO-U,TIO2)
세포는 주변 환경에 반응하며% 판단을 내리고% 구조를 구축하며% 임무(_Nsk)를 조율한
다. 이런 과정의 저변에는 조절기능 단백질들의 네트워크가 행하는 연산적인 작업이 놓
여 있다. 이들은 신호를 통합하고 유전자 발현의 시s을 제어한다. 이런 능력의 구현은
판단하기% 조절하기% tr하기% 또는 공s 조직화가 필요한 생명공학 프로젝트에서 매
우 중요하다. 세포들은 원하는 작동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조직화되어야 하는 조절인자
들로 구성되는 합성적 유전회로를 사용하여 프로그래밍 될 수 있음이 알려져 왔다. 그
렇지만 아주 단순한 회로조차도 그것을 구성하는 데 시s이 많이 들어가며 그 결과물은
불안정하다.

이론적 l명 (R+TIO2+1.)
g전자 설계 자동화(<D8)h는 반도체 기반 전자기기를 설계할 때에 엔지니어들을 돕기
위해서 발전해왔다. 유전회로 설계를 촉진하려는 시도로서% 우리는 더 많은 회로 복잡
성을 다루며 합성 유전자 조절 통합을 유전공학 프로젝트로 단순화하고자 이런 전자설
계자동화(<D8)의 원리들을 응용했다. 우리는 하드웨어 기술언어인 베릴로그(IR]Vl[T)
를 사용하여 사용자가 회로 기능을 서술할 수 있도록 했다. 사용자는 또한 tr인자
(sRns[]s)% 작동인자(NP_uN_[]s)% 그리고 g사용자 규제 파일(usR] P[ns_]NVn_s SVlR3 U:F)
을 사용해 생물x체([]TNnVsY)% 게이트 테크놀로지(TN_R _RPUn[l[Td)% 그리고 유효 작
동 조건들(aNlVd [pR]N_VnT P[ndV_V[ns)을 정의할 수 있다. 첼로(:Rll[%
bbb.PRll[PNd.[]T)는 이런 정보를 사용하여 원하는 회로를 암호화한(RnP[dVnT) DB8
염기서열을 자동으로 설계할 수 있다. 이것은 베릴로그 텍스트를 ”※하며 회로 다이어
그램을 만들어내고 게이트들을 할당하며 규제들의 ·형을 맞추어 디엔에이를 만들어내
고 그 기능을 시뮬레이션 하는 일련의 알고리즘을 통해 이루어진다.

연구FI (R.SU1TS)
첼로는 불리언 논리 게이트(9[[lRNn l[TVP TN_Rs)의 목록들(lVO]N]d)에 의지해 회로를 설
계한다. 여기에서 게이트 기술은 억제인자(]Rp]Rss[])에 기반을 두는 BCG(BCE 논리
(l[TVP)로 이루어진다. 입력과 산출 신호를 아르엔에이 폴리머라제 유동(EB8
p[ldYR]NsR(EB8D SlucRs)으로 정의함으로써% 게이트 연결을 단순화할 수 있다. 우리
는 게이트들이 서로 다른 회로의 맥락(P[n_Rc_)에서 안정적인 기능을 하도록 하기 위해
서% 게이트들의 유전적 맥락과는 절연되어야(VnsulN_Rd) 한다는 점을 알아냈다. EB8D
누설을 막기 위해 r 게이트는 u한 종결암호(_R]YVnN_[])를 사용해 ”리했으며% 리보
자임과 프로모터 스페이서(p][Y[_[] spNPR])를 사용해 입력의 교체가능성(Vnpu_
Vn_R]PUNnTRNOVlV_d)을 향상시켰다. r 게이트가 재조합(]RP[YOVnN_V[n)으로 인해 망가
지는 것을 피하고자 이런 부품들에 변화를 주었다. r 게이트의 하중을 측정하고 이를
최적화 알고리즘에 통합함으로써% 진화의 압력을 좀더 줄여주었다. 
첼로는 대장·(<sPUR]VPUVN P[lV)의 /)가지 회로를 설계하는 데 사용됐는데% y기에서
회로 기능은 베릴로그 코드를 사용하여 특정되었으며 DB8 염기서열로 변환되었다.
DB8 염기서열은 추가 조절과정 없이 특정된 것으로서 만들어졌으며 11만 염기쌍의
DB8 조합이 사용되었다. 이들 가운데에서 -.x 회로가 모든 산출 단계에서 올바르게
수행되었다. 모든 회로들을 통틀어 -12차례의 산출 단계 중 22%가 예측한 대로 기능했
다.

F론 (,O2,1USIO2)
우리 연구결과는 살아 있는 세포를 프로그래밍 하는 데 필요한 하드웨어 기술(��) 언
어를 구성한다. 여기에는 설계 알고리즘 그리고 자동알고리즘에 의해 연결될 정도로 충
”히 단순하고 견고한 게이트들% 둘 s의 동시발전(P[-dRaRl[pYRn_)이 요구된다. 우리
는 엔지니어 원리가 더 큰 시스템의 구성을 복잡하게 만드는 오류들을 식별해내고 억제
하는 데에 응용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이런 접근법은 자연의 조절자 네트워크를
암호화하는 작업과 두드러지게 대비될 정도로% 고도의 반복과 모듈 성격을 지닌 유전체
학에 이른다. 하드웨어-독립적 언어를 사용하고% 새로운 g사용자 규제 파일(usR]
P[ns_]NVn_s SVlR3 U:F)을 만들어냄으로써% 그 덕”에 단일 설계는 서로 다른 유기체들%
유전적 종점들(TRnR_VP Rndp[Vn_s)% 작용 조건들([pR]N_VnT P[ndV_V[ns)% 게이트 기술에
대응하는 DB8로 변환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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