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아복제 기술의 현황

고등한 생물들의 체세포는 일정기간 분열하고 나면 더 이상 분열을 하지 않는다. 그러나
전통적으로 식물은 오래전부터 꺾꽂이와 같은 영양생식법으로 묘목을 생산하는 방법이 발달해
왔고, 일부 하등동물에서는 절단된 신체부위가 복원되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식물세포의 경우,
전통적인 씨받이 과정을 통한 새로운 품종의 개발 기간이 10년 이상 걸리는데 세포배양을 통해
조직과 기관을 분화를 유도한다면 신품종 개발에 소요되는 기간이 단축될 수 있다는 것은
자명했다. 이런 연유로 식물세포배양기술과 배양된 세포로부터 조직과 기관의 분화를
유도하려는 연구가 필요하였다. 분리한 식물세포에 여러 가지 물질을 첨가하는 시행 착오 끝에,
정어리 정액을 고압 처리하여 만든 핵산 성분이 식물세포의 계속적인 분열을 가능하게 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그것이 시토키닌이라는 식물 호르몬인 오옥신의 처리 농도 비율에 따라서
세포 덩어리부터 뿌리, 잎, 줄기가 분화되어 나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렇게 하나의 세포가
완전한 식물체로 분화 발생 가능한 능력을 전기능성 (totipotency)라 한다. 동물 세포 배양
기술이 발달하면서부터 동물 세포 덩어리로부터 완전한 개체로 발생도 가능하게 되었다.

<Figure 1> Production of differentiated cells from Embryonic Stem (ES) cells in culture (left) and
Making a chimeric mouse with ES cells (right)

개구리의 포배기의 동물극 (animal cap)을 액티빈이라는 물질을 처리하면 계속
분열시킬 수가 있고 여기에 다시 적당한 농도의 레틴산을 첨가하면 특정 조직이나 장기로 분화,
발생시킬 수 있다. 이와 같은 현상은 식물에서 옥신과 시토키닌의 변화를 통해 완전한
식물개체로 발생시키는 것과 흡사한 점이 재미있다.

1981년 에번스와 포만이 생쥐의 배아로부터 무한 증식이 가능하고 모든 장기나
조직으로 분화할 수 있는 세포를 분리하였는데 이를 줄기세포 (stem cell)라 한다. 그 후 톰슨
등이 영장류의 배아줄기세포주 (embryonic stem cell)를 수립하고 있어서 1998년에 사람의
배아줄기세포주를 수립하였다. 2004년 2월에는 서울대학교 황우석 교수팀이 복제배아로부터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만든 배아줄기세포는 분화억제제를 처리하여 더 이상의
분화를 일어나지 않게 하면서 계속적으로 계대배양을 할 수 있다. 그리고 줄기세포는 그 세포가
위치한 환경에 따라서 다양한 장기세포와 조직기관으로 분화가 가능하므로 이것을 이용하여
백혈병, 당뇨병, 파킨슨병, 간경변, 척수나 피부 손상, 동맥경화, 근육위축 등을 치료할 수 있는
기술이 가능하게 되었다. <Figure 1> 그런데 이와 같은 줄기세포 관련 기술과
조직공학기술에는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로, 타인의 배아줄기세포를 체내에 주입할 경우 거부반응이 생기는데 이 문제는 다음과
같은 해결책이 제시되고 있다.



1. 난자에 자신의 체세포 핵을 주입하여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사용하는 방법
2. 배아줄기세포를 환자 자신의 세포와 융합시켜 사용하는 방법
3. 배아줄기세포 은행에서 환자와 가장 유사한 세포를 고르는 방법
4. 제대혈 (탯줄 속에 있는 아기의 피) 속의 줄기세포를 증식하여 이용하는 방법
5. 자신의 조직으로부터 분리한 체성줄기세포를 이용하는 방법

둘째로, 복제배아가 난자제공자에게 되돌려 착상시키면 복제인간이 태어난다는 점이다.
셋째는, 복제배아를 이용한 장기복제 가능성이 상존한다는 점이다. 이 문제는 성숙한 개인 간의
장기매매보다는 훨씬 도덕적일 수 있다. 다만 인체의 상품화가 문제가 되는데 사실 인체의
상품화는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이미 광범위하게 퍼져있다. 장기매매, 사망자 피부를
이용하는 기술, 인체추출물의 상업적 이용, 성형수술, 등이 있다.
네번째로, 면역반응을 완전히 통제할 수 있을 경우 동물의 장기를 인간과 동물의 유전자를 다
가지는 키메라가 만들어질 개연성이 있다.
위에서 제시한 모든 가능성은 전부 윤리적 논의 대상이 되는 것이다. 그러나 여기서 모든
문제를 다루기에는 역부족이므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14일 배아의 인간성 유무에 대하여
생물학적 입장에서 생각해 보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