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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CRISPR/Cas9을 이용한 벼 유전자 편집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의 연구가 최종적으로 유전자 편집

식물체 생산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재분화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

편집 식물체들이 탈락하게 되고, 이러한 이유로 벼에서 유전자

편집 효율에 관한 연구는 잘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체 재분화가 아닌 세포주 구축을 진행하여 많은

유전자 편집 캘러스를 확보하였고, 이를 통해 벼에서 유전자 편집

효율을 분석하였다. 각각 monocot, dicot에 최적화된 3가지

CRISPR/Cas9 발현 벡터를 사용하여 평균 63.31%의 유전자 편집

효율을 확인하였으며, 최적화와 관계없이 높은 유전자 편집

효율을 나타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icrohomology 분석을

통해 동물 세포와는 달리 식물에서는 microhomology에 의한

MMEJ의 효율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limiting

dilution을 통해 FGF2 유전자가 knock-in 된 캘러스 단일

세포주를 구축하였다. 본 연구를 기반으로 더욱 효과적인 벼

유전자 편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후속 연구를 통해

RAmy3D 매개 재조합 단백질 발현 플랫폼이 확립된다면

CRISPR/Cas9 knock-in을 통한 다양한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CRISPR/Cas9, Oryza sativa L. cv. Dongjin, Genome

editing, Limiting dilution, Knock-in, RAmy3D

학 번 : 2017-25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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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1.1. CRISPR/Cas9

CRISPR/Cas9은 박테리아의 후천적 면역 시스템으로부터 유래되었다.

외부 병원체가 침입하였을 때, 그 유전정보를 자신의 genome에

저장함으로써 이후 같은 병원체가 침입하는 것에 대비한다. 같은

병원체의 침입이 있을 때, 자신의 genome에 저장된 유전정보로부터

guide RNA를 합성하여 nuclease인 Cas9과 함께 병원체의 DNA를

공격하게 된다(Wang et al., 2016; Jiang et al., 2017). 특이적인 target

유전자를 정확하게 절단한다는 이점을 이용하여 연구자들은 인위적인

guide RNA를 합성하여 사용함으로써 원하는 유전자를 편집하는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후 CRISPR/Cas9 이용한 유전자 편집은

다양한 생물 종에서 활발하게 연구되고 활용되고 있다(Zhang et al.,

2014; Adli, 2018; Pickar-Oliver et al., 2019).

CRISPR/Cas9에 작용으로 DNA double strand break가 일어났을 때,

손상된 DNA를 복구하는 과정에서 유전자 편집이 발생하게 된다. 크게

2가지의 복구과정이 진행되는데, 먼저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J)에 의해 1-5 bp 정도의 짧은 indel을 통하여 target 유전자를

편집하게 된다. 이때 대부분 유전자의 frame shift에 의하여 knockout

돌연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NHEJ와는 또 다른 복구과정은 homology

directed repair (HDR)에 의하여 주변의 donor DNA가 삽입되는 유전자

편집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는 짧은 insertion에 의한 knockout뿐만

아니라 knock-in 돌연변이를 생성할 수 있는 특징을 가진다(Ji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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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CRISPR/Cas9 작물 형질 개발

작물을 포함한 식물에서도 CRISPR/Cas9이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으며, 작물 형질 개발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Jaganathan et al. 2018). 특히, 바이러스 저항성을 가지거나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등 작물 형질 개발 신기술로 넓은 범위에서 적용되고

있다(Wang et al., 2014; Wiel et al., 2017; Jaganathan et al., 2018;

Wang et al., 2019; Chen et al., 2019; Bao et al., 2019).

CRISPR/Cas9을 작물 형질 개발에 사용하는 방법은 매우 다양하게

개발되어 있다. 식물 특이적인 형질전환 방법이 Agrobacteria를

이용하여 CRISPR/Cas9 DNA 카세트를 전달하는 방법이 대표적이다. 그

외에도 바이러스 벡터 시스템을 이용하거나 유전자 총을 이용해 식물체

내에 CRISPR/Cas9을 전달할 수 있다. 또한, DNA의 형태뿐만 아니라

RNA 또는 RNP (ribonucleoprotein)의 형태로 식물 protoplast를 통해

전달하는 방법도 존재한다(Lowder et al., 2016). 특히, RNP로 전달하는

방법은 식물 세포 내에서 CRISPR/Cas9이 작용한 후 자연적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Non-GMO (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유전자

편집 식물체를 얻어낼 수 있다(Woo et al., 2015; Zhang et al., 2016).

한편, 대부분의 CRISPR/Cas9을 이용한 작물 유전자 편집 및 형질

개발 연구는 최종적으로 유전자 편집 식물체 생산을 목표로 한다.

따라서 재분화의 과정에서 많은 유전자 편집 식물체들이 탈락하게

된다(Sun et al., 2016; Wang et al., 2016; Li et al., 2018). 이러한

이유로 벼에서 많은 CRISPR/Cas9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유전자 편집

효율에 관한 연구는 잘 되어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물체

재분화가 아닌 세포주 구축을 통해 많은 유전자 편집 표본을 확보하여

벼에서 유전자 편집 효율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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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RAmy3D 매개 재조합 단백질 발현 시스템

식물에서 고부가 가치를 가진 재조합 단백질을 생산하는 기술인 식물

분자 농업(plant molecular farming; PMF)에 관한 관심은 계속하여서

증가하고 있다. 특히, 벼 세포배양을 이용한 방법은 비용과 안전성

측면에서 더욱 이점을 가지기 때문에 식물 분자 농업에 주로 사용되고

있다(Aviezer et al., 2009; Yao et al., 2015). 벼 세포배양을 이용한

재조합 단백질 생산은 RAmy3D라는 단백질의 특징을 이용한다. 벼의

α-amylase 유전자 계의 발현은 휴면 종자의 호르몬 또는 세포배양 시

물질대사가 억제되는 것을 신호로 하여 조절된다. 특히 α-amylase

유전자 계의 하나인 RAmy3D 유전자는 세포배양 시, 당 고갈 상태에서

그 발현이 매우 강하게 증가한다. 또한, 생산된 RAmy3D 단백질은 세포

외부, 즉 배지로 분비된다는 특징을 가져 더욱 활발히 사용되고

있다(Simmons et al., 1991; Huang et al., 1993; Huang et al., 2015).

한편, 벼의 RAmy3D 유전자를 이용한 재조합 단백질 생산은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RAmy3D 유전자 카세트를 이용하기 때문에

단백질 발현의 한계가 존재한다(Kim et al., 2008; Huang et al., 2001;

Kim et al., 2011; Shin et al., 2011; Kim et al., 2014; Jung et al., 2016;

Chung et al., 2014). 따라서 본 연구를 기반으로 CRISPR/Cas9 유전자

편집 및 knock-in을 통한 RAmy3D 매개 재조합 단백질 발현 플랫폼

개발을 위해 RAmy3D 유전자를 선정하여 연구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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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재료 및 방법

2.1. 유전자 Target 위치 검증

2.1.1. 유전자 target 위치 및 guide RNA 선정

본 연구에서 RAmy3D 유전자(Os08g0473900)의 유전자 염기서열은

Phytozome (https://phytozome.jgi.doe.gov/pz/portal.html)을 통하여

확인하였고, 유전자의 target 위치는 CHOPCHOP

(https://chopchop.cbu.uib.no/)을 통하여 후보군을 확보하였다.

2.1.2. Guide RNA in vitro cleavage 검증

본 연구에 사용된 guide RNA는 HiScribe™ T7 In Vitro

Transcription Kit (NEB)를 이용하여 in vitro에서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Target 유전자 위치를 PCR을 이용하여 증폭시킨 후 Biomedic® Gel &

PCR Purification Kit (Biomedic)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정제한 PCR

산물 200 ng, Cas9 단백질 500 ng, guide RNA 100 ng 그리고 NEB 3.1

버퍼(NEB)를 혼합한 후 37℃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2%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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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DNA 클로닝 및 준비

2.2.1. CRISPR/Cas9 발현 벡터 클로닝 및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CRISPR/Cas9 발현 벡터 중 pRGEB31과

pRGEB32는 Addgene을 통하여 구매하였고, pNGP0014 벡터는

pRGEB31 벡터를 기반으로 Cas9이 AtU10 프로모터에 의하여 제어되고,

sgRNA는 AtU6 프로모터에 의하여 조절되도록 제작하였다. 각각

벡터는 실험에 사용된 guide RNA (1, GAGGTACGACGTGGGCAACG;

2, CGGCGGGGCGGCACCTATAG) 두 세트를 tRNA로 연결되도록 하여

Bsa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클로닝 하였다. 클로닝이 완료된 벡터는

DH5α competent cell에 형질전환 하였고 LB Kanamycin 100 mg/L에서

대량 배양하였다. 이후 DNA-midi™ SV Plasmid DNA Purification Kit

(iNtRON biotechnology)를 이용하여 정제하여 준비하였다.

2.2.2. Donor DNA 클로닝 및 준비

본 연구에 사용된 donor DNA는 overlap PCR 방법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500 bp right arm, enterokinase cleavage 서열

(GATGACGATGACAAG, 15 bp), FGF2 (462 bp), 6X His

(CATCATCACCATCACCAC, 18 bp), 500 bp left arm을 overlap

PCR을 이용하여 연결하였고, 최종적으로 TA 클로닝 하여 DH5α

competent cell에 형질전환 하였다. Donor DNA는 plasmid 상태에서

PCR 프라이머 D_F (CGGGCCGGCGATGACGTTC), D_R

(ATTTTTAAGATTATTTTTGTAAGTCTTCAAGAAAAC)을

이용하여 증폭하였다. 증폭된 PCR 산물은 Biomedic® Gel & PCR

Purification Kit (Biomedic)를 이용하여 정제하였고 ethanol precipitation

방법을 이용하여 농축하여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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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벼 캘러스 형질전환

2.3.1. 벼 캘러스 생성 유도

본 연구에서 실험 재료로 사용된 벼 품종은 동진벼(Oryza sativa L.

cv. Dongjin)이다. 벼 종자는 NaOCl을 이용하여 소독한 후 캘러스 유도

배지(2N6 + 2.878 g/L L-proline + 100 mg/L myo-inositol + 2 mg/L

2.4-D + 3% sucrose + 0.4% phytagel)에 옮겨 25℃ 배양기에서 2주간

암 배양하였고, 2주 후 새로운 캘러스 유도 배지에 계대배양 하여 1주

후 재료로 사용하였다.

2.3.2. 유전자 총을 이용한 벼 캘러스 형질전환

본 연구에서 사용된 유전자 총을 이용한 형질전환은 PDS-1000/He

(Bio-Rad) 장치를 이용하였고 Fauquet et al., 2008과 Mukhtar et al.

2018의 방법을 참고하여 금 입자의 유전자 코팅과 형질전환을

수행하였다. 0.6 μm 크기의 금 입자를 사용하였고 금 입자에 코딩된

벡터와 Donor DNA의 양은 molar ratio는 1:20으로 각각 3 ug , 6 ug

사용하였다(5 shots). 유전자가 코팅된 금 입자는 1,100 psi, 28 in.Hg

압력 및 9 cm 높이에서 미리 4시간 동안 전처리 배지(2N6 + 2.878 g/L

L-proline + 100 mg/L myo-inositol + 2 mg/L 2.4-D + 3% sucrose +

0.25 mM Mannitol + 0.4% phytagel)에서 배양된 벼 캘러스에

bombarding 하였다.

2.3.3. 형질전환 캘러스 선별

본 연구에서 형질전환에 성공한 캘러스를 선별하기 위하여

Bombarding 후 1일 동안 25℃ 배양기에서 암 배양한 후 선별 배지(2N6

+ 2.878 g/L L-proline + 100 mg/L myo-inositol + 2 mg/L 2.4-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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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ucrose + 50 mg/L Hygromycin B + 0.4% phytagel)에 옮겨 25℃

배양기에서 암 배양하였다. 선별 배지에서 암 배양된 캘러스는 2주일 후

새로운 선별 배지로 옮겨졌고, 1주일 후 생존한 개체만 새로운 선별

배지로 분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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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유전자 편집 분석 및 Limiting dilution

2.4.1. PCR 검증

본 연구에서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을 확인하기 위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선별 배지에서 생존한 캘러스에서 HiGene™

Genomic DNA Prep Kit (Solution Type) for Plant (Biofact)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genomic DNA는 PCR

프라이어 S_F (GCAGGAGCTGGTGAACTGGG), S_R

(AATATTTCGAAACGGAGGGAGTACACAATTTG)을 이용하여 PCR

하였고, 1%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 하여 확인하였다.

2.4.2. TA 클로닝 및 sequencing 검증

본 연구에서 유전자 편집 유형을 확인하기 위하여 PCR 산물을 All in

One™ PCR Cloning Kit (Biofact)를 이용하여 TA 클로닝 하여 DH5α

competent cell에 형질전환 하였다. 각각 선별된 캘러스마다 약

10~15개의 colony는 Bionics사를 통하여 Sanger sequencing 하였다.

2.4.3. Limiting dilution

본 연구에서 RAmy3D-FGF2 knock-in 캘러스의 single cell 분리 및

세포주 구축을 위해 Limiting dilution을 수행하였다. Complex (multicell)

캘러스를 약 100여 개의 작은 캘러스로 분리한 후 각각 선별 배지에서

1주간 배양하였다. 이후 각각의 genomic DNA를 추출하여 PCR 검증과

TA 클로닝 및 sequencing 검증을 거쳐 single cell 분리를 완료하였다.

분리된 캘러스는 현탁배양을 통해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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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실험에 사용된 프라이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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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3.1. Target 유전자 guide RNA 선정 및 in vitro

cleavage 검증

본 연구에서 벼의 RAmy3D 유전자에서 guide RNA 별 유전자 편집

효율을 확인하기 위해, locus-specific effects를 최소화하여 2개의 target

guide RNA 위치를 선정하였다. 2개의 target 위치에 대한 guide RNA는

96 bp 떨어져 있으며, HDR을 통한 FGF2 sequence의 knock-in을

유도할 수 있도록 디자인되었다(그림 1a).

두 개의 guide RNA가 각각 target 위치를 정확하게 절단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in vitro cleavage assay를 수행하였다. 두 개의 guide

RNA는 in vitro 상에서 합성하여 사용하였다. Cas9 단백질과 guide

RNA를 조합하여 target 위치의 PCR product에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각각 target 위치에서 완전히 잘린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b). 이를 통하여 각각의 guide RNA가 target 위치에

정확하게 작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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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RAmy3D 유전자의 guide RNA 위치와 in vitro cleavage 결과

(a) RAmy3D 유전자의 모식도. 검은색은 exon을 나타냄. 밑줄은 guide RNA 서열을 나타냄. 진하게 나타낸

것은 PAM 위치를 나타냄. 빨간색은 각각의 guide RNA의 위치를 나타냄. 화살표는 형질전환 캘러스에서

유전자 편집을 확인할 때 사용된 프라이머를 나타냄.

(b) guide RNA 1과 2의 in vitro cleavage 결과. Gel 아래 숫자는 DNA의 길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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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CRISPR/Cas9 발현 벡터와 Donor DNA 클로닝

및 형질전환

본 연구에서 벼의 RAmy3D 유전자에 형질전환 하기 위한

CRISPR/Cas9 발현 벡터를 클로닝 하였다. CRISPR/Cas9 발현 벡터는

현재 보고된 2가지 벡터(pRGEB31, pRGEB32)와 보고 되지 않은 1가지

벡터(pNGP0014)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벡터는 Cas9 단백질을 발현하는

프로모터와 guide RNA를 발현하는 프로모터에서 차이를 보인다.

pRGEB31 벡터는 35S 프로모터 아래 Cas9이 발현되고, OsU3

프로모터에 의하여 guide RNA가 발현되어 monocot과 dicot 식물체의

유전자 편집에 사용된다(Xie et al., 2013). pRGEB32 벡터는 pRGEB31

벡터와 35S 프로모터 아래 Cas9이 발현되는 것은 같지만 OsU2

프로모터에 의하여 guide RNA가 발현된다는 차이를 가진다. 이 벡터는

monocot 식물체에서 주로 사용되고, 유전자 편집이 확인되었다(Xie et

al., 2015). pNGP0014 벡터의 경우 AtU10 프로모터 아래 Cas9이

발현되며, AtU6 프로모터에 의하여 guide RNA가 발현되어 dicot

식물체에서 더 잘 발현하도록 디자인되어있다.

각각의 벡터에 2개의 guide RNA가 tRNA 시스템으로 연결되어

하나의 프로모터에 의하여 발현될 수 있도록 클로닝 하였다(그림 2a, b,

c). 그 결과 colony PCR을 통해 각각의 벡터에 클로닝 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d). 클로닝이 완료된 벡터 pRGEB31-gRNA1-gRNA2,

pRGEB32-gRNA1-gRNA2, pNGP0014-gRNA1-gRNA2는 각각 E. coli

large culture를 통하여 배양하였고, large preparation을 거쳐 고농도(3

ug/5 shot)로 형질전환에 사용하였다.

CRISPR/Cas9에 의하여 완전히 절단된 RAmy3D 유전자에 FGF2

유전자 sequence가 삽입될 수 있도록 함께 형질전환을 수행할 donor

DNA를 클로닝 하였다. Donor DNA는 각각 target 위치를 기준으로

양쪽으로 500 bp의 homology arm을 가지도록 디자인되었다(그림 2a).

총 1498 bp의 donor DNA는 약 500 bp 크기를 가지는 3개의 조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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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누어 overlap PCR을 통하여 클로닝 하였다(그림 2b). 이후 TA

클로닝을 통하여 plasmid 형태로 보관할 수 있도록 하였다. 완성된

donor DNA plasmid는 이후 PCR을 통하여 donor DNA만을 증폭하여

PCR purification 한 후 사용하였다(6 ug/5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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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CRISPR/Cas9 발현 벡터의 모식도 및 colony PCR 결과

(a) pRGEB31-gRNA1-gRNA2 벡터의 모식도.

(b) pRGEB32-gRNA1-gRNA2 벡터의 모식도.

(c) pNGP0014-gRNA1-gRNA2 벡터의 모식도

(d) 각각 벡터 클로닝 colony PCR 결과. 화살표는 각각 벡터의 colony PCR에 사용된 프라이머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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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Donor DNA의 모식도 및 클로닝 결과

(a) RAmy3D-FGF2 Donor DNA 모식도. 화살표는 donor DNA

클로닝을 확인하기 위한 프라이머(D_F, D_R)의 위치와 이후 유전자

편집을 확인하기 위한 프라이머(S_F, S_R)의 위치를 나타냄.

(b) Overlap PCR의 결과. Gel 아래 숫자는 DNA의 길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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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PCR을 통한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분석

유전자 총을 이용하여 형질전환이 완료된 캘러스는 선별 배지에서

각각 선별되었고 그 결과 pRGEB31-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 105개, pRGEB32-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

113개, pNGP0014-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 180개를

확보할 수 있었다.

각각 형질전환 한 벡터별로 선별된 캘러스에서 유전자 편집 또는

knock-in이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프라이머

S_F, S_R (그림 1a)는 homology arm을 완전히 포함할 수 있도록

디자인 되었다. 각각 선별 배지에서 확인된 캘러스의 genomic DNA를

추출한 뒤 PCR 하였다. Knock-in이 일어나지 않고, WT이거나 유전자

편집만 일어난 캘러스는 1212 bp 부근의 밴드를, knock-in이 일어난

캘러스는 1593 bp 크기의 밴드를 예상할 수 있다. 벡터별로 선별된

캘러스를 PCR 한 결과 pRGEB31-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에서는 6번 캘러스에서 knock-in 크기의 밴드가 일부 확인되었고,

그 외의 캘러스는 1212 bp 부근의 밴드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4a).

pRGEB32-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에서는 모두

knock-in이 일어나지 않은 1212 bp 크기 부근의 밴드를

확인하였다(그림 4b). pNGP0014-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에서 역시 모두 1212 bp 부근의 밴드를 확인하였고(그림 4b)

82번, 83번의 큰 크기의 밴드는 non-specific 밴드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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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형질전환 캘러스의 Genomic DNA PCR 결과

(a) pRGEB31-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된 캘러스의 genomic

DNA PCR.

(b) pRGEB32-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된 캘러스의 genomic

DNA 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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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형질전환 캘러스의 Genomic DNA PCR 결과

(c) pNGP0014-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된 캘러스의 genomic

DNA PCR. WT 밴드의 크기는 1212 bp이며 knock-in 밴드의

크기는 1593 bp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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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Sequencing을 통한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분석

각각 PCR을 통하여 분석한 캘러스에서 실제 유전자 편집이 어느

정도, 어떤 패턴으로 일어났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CR product를

sequencing 하였다. 각각 PCR product를 TA 클로닝 한 후 colony

PCR을 통하여 밴드를 확인하였고, Sanger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그림 5a, b, c). 그 결과 pRGEB31-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 105개 중 1개의 knock-in이 확인되었지만, 이는

complex (multicell)로 knock-in을 포함한 다른 sequence가 함께

확인되었다(그림 5a). 나머지 pRGEB32-gRNA1-gRNA2 벡터와

pNGP0014-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한 캘러스에서는

knock-in이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5b, c). 각각 벡터에서 knock-in의

효율은 매우 낮았지만, 유전자 편집 효율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6a, c). Monocot과 dicot에 최적화된

pRGEB31-gRNA1-gRNA2 벡터가 형질전환 된 캘러스는 총 105개

캘러스 중 knock-in을 제외하고 64개의 캘러스에서 유전자 편집이

확인되었고, 이는 knock-in을 포함하여 61.90%의 유전자 편집 효율을

나타내었다(그림 6a, c). Monocot에 최적화된 pRGEB32-gRNA1-gRNA2

벡터가 형질전환 된 캘러스는 총 115개 캘러스 중 65개의 캘러스에서

유전자 편집이 확인되었고, 이는 57.52%의 유전자 편집 효율을

나타내었다(그림 6a, c). dicot에 최적화된 pNGP0014-gRNA1-gRNA2

벡터가 형질전환 된 캘러스는 총 180개 캘러스 중 123개의 캘러스에서

유전자 편집이 확인되었고, 이는 68.33%의 유전자 편집 효율을

나타내었다(그림 6a, c). 결론적으로 전체 398개의 형질전환 캘러스 중

1개만이 knock-in에 성공하였고, knock-in을 제외한 유전자 편집은

252개에서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6b). 이는 전체 63.31%의

유전자 편집 효율과 0.25%의 knock-in 효율을 나타낸다(그림 6c). 이를

통하여 CRISPR/Cas9 이용하였을 때 벼 캘러스에서 유전자 편집 효율이



- 20 -

매우 효과적인 것을 알 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벡터는 모두 guide RNA 2개가 tRNA 시스템에

의해 함께 클로닝 되었기 동시에 발현되어 작용하게 된다. 2개의 guide

RNA에 의해 일어난 유전자 편집은 각각 target에 독립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거나, 함께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 큰 크기의 indel을

생성하기도 한다. 따라서 각각 target에 따른 유전자 편집 결과를

분석하였다. 먼저 다른 target에 독립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난

것(independent)을 비교하였을 때, pRGEB31-gRNA1-gRNA2과

pRGEB32-gRNA1-gRNA2 벡터를 사용하였을 때는 target 1보다 target

2에서 유전자 편집 효율이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7a, b). 하지만

pNGP0014-gRNA1-gRNA2 벡터를 사용하였을 경우 target 1에서 약간

더 높은 유전자 편집 효율을 보였다(그림 7c). target 1과 target 2가

함께 유전자 편집을 일으켜 두 target 사이의 큰 크기의 indel을 일으킨

것(Both)은 13%에서 최대 20%의 유전자 편집 효율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a, b, c). 한편, 전체적으로 target 1과 target

2에서 각각 60% 이상의 높은 유전자 편집 효율을 보였으며 두 target

간의 유전자 편집 효율 차이는 4%로 확인되었다(그림 7d).

그렇다면, 두 target 위치에서 microhomology에 의한 유전자 편집인

MMEJ (microhomology-mediated end joining)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ta et al., 2018을 기반으로 분석하였다. target 1에서만

microhomology에 의한 MMEJ의 가능성이 확인되었고, target 2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유전자 편집으로 생성된 indel을 확인한 결과 MMEJ에

의한 유전자 편집은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8a). 또한,

각각 target에서 독립적으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났을 때 indel을 분석한

결과 1-5 bp의 indel이 우세하게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본

연구에서 확인된 대부분의 유전자 편집이 NHEJ에 의하여 유전자

편집이 일어났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각각 유전자 편집이 일어난 캘러스는 하나의 allele에서만 유전자

편집이 일어난 monoallelic과 두 개의 allele에서 모두 유전자 편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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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어난 biallelic으로 구분할 수 있었고, biallelic 한 캘러스는 allele간의

유전자 편집 패턴에 따라 biallelic homo와 biallelic hetero로 구분할 수

있었다. 한편, 하나의 캘러스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편집 패턴이 나타난

경우는 여러 개의 형질전환 캘러스가 섞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complex (multicell)로 구분하였다(그림 5a, b, c). 각각 형질전환 벡터

별로 유전자 편집이 일어난 캘러스의 패턴을 분석하였을 때

pRGEB31-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한 캘러스의 경우 biallelic

hetero 한 것이 다른 패턴에 비교하여 2배 이상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pRGEB32-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한 캘러스의 경우 biallelic

homo 한 패턴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pNGP0014-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한 캘러스의 경우 biallelic hetero와 biallelic homo 한

패턴이 우세하면서도 비슷하게 나타났다(그림 9).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biallelic hetero와 biallelic homo가 거의 같고, monoallelic과 complex

(multicell)이 같게 나타났다. 또한, biallelic 한 패턴이 monoallelic 한

패턴에 비교하여 약 6배 이상 많은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9). 이를

통하여 각각의 벡터에 따라 유전자 편집 패턴이 다른 양상으로 나온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CRISPR/Cas9 벼 캘러스에서 작용할 때 대체로

biallelic 한 유전자 편집을 일으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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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RISPR/Cas9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결과

(a) pRGEB31-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된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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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RISPR/Cas9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결과

(b) pRGEB32-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된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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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RISPR/Cas9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결과

(c) pNGP0014-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된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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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RISPR/Cas9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분석

(a) 각각 형질전환 벡터에 따른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결과.

(b) 전체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결과.

(c) 각각 형질전환 벡터에 따른 유전자 편집 효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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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Guide RNA target 별 유전자 편집 분석

(a) pRGEB31-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한 캘러스의 target 별

유전자 편집 분석.

(b) pRGEB32-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한 캘러스의 target 별

유전자 편집 분석.

(c) pNGP0014-gRNA1-gRNA2 벡터로 형질전환 한 캘러스의 target 별

유전자 편집 분석. Independent는 다른 target과 상관없이

독립적으로 일어난 유전자 편집을 의미함. Both는 두 target의

범위를 포함하여 한꺼번에 일어난 유전자 편집을 의미함. Total은 각

target 별 유전자 편집이 일어난 총합을 의미함. Non-edited는

유전자 편집이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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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Guide RNA target 별 유전자 편집 및 microhomology 분석

(a) Target 1 sequence에서 예측된 microhomology에 의한 MMEJ

결과와 실제 유전자 편집 분석 결과 비교. 밑줄은 target 위치를

나타내며 굵게 나타낸 것은 PAM 위치를 의미함. 빨간색은 indel을

나타냄.

(b) Target 1에서의 독립적으로 일어난 유전자 편집 indel 분석.

(c) Target 2에서의 독립적으로 일어난 유전자 편집 indel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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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CRISPR/Cas9 형질전환 캘러스의 유전자 편집 패턴 분석

각각 형질전환 벡터에 따른 캘러스 별 유전자 편집의 패턴 분석. 하나의

캘러스에서 여러 가지 유전자 편집 패턴이 나타난 경우는 여러 개의

형질전환 캘러스가 섞여 있는 것으로 간주하여 complex (multicell)로

구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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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단일 세포주 구축을 위한 Limiting dilution

FGF2의 knock-in이 확인된 D31-6 캘러스 세포주를 단일 세포주로

분리하기 위하여 limiting dilution을 진행하였다.

pRGEB32-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시켜 확보된 FGF2

knock-in 캘러스인 D31-6 세포주는 여러 개의 세포가 함께 존재하는

complex (multicell)의 상태로 확인되었다(그림 5a, 그림 10). 따라서

그림 11과 같은 방법으로 limiting dilution을 수행하였다. Sequence가

확인된 D31-6 캘러스를 90개의 캘러스로 쪼개어 각각 배양하였고, 배양

1주 후 각각의 genomic DNA를 추출하여 프라이머 S_F, S_R (그림

1a)를 이용한 PCR을 통하여 1차 확인을 진행하였다(그림 12a). 이후

single cell의 가능성이 큰 일부 캘러스를 선별하여 sequencing을

진행함으로써 FGF2의 knock-in single cell인 D31-6-27 캘러스

세포주를 확보하였다. D31-6-27 캘러스 세포주는 하나의 allele에서는

knock-in을, 다른 하나의 allele에서는 –45 bp deletion, +1 bp

insertion이 일어난 것으로 확인되었다(그림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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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RISPR/Cas9 매개 FGF2 knock-in 캘러스의 Sanger sequencing 결과

pRGEB32-gRNA1-gRNA2 벡터를 형질전환 시켜 확보된 FGF2 knock-in 캘러스 세포주의 Sanger sequencing

결과. WT은 야생형을 나타냄. 밑줄은 target 위치를 나타내며 굵게 나타낸 것은 PAM 위치를 의미함.

빨간색은 indel을 나타냄. 파란색은 knock-in 서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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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Limiting dilution을 통한 캘러스 단일 세포주 확립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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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FGF2 knock-in 캘러스의 limiting dilution 진행

(a) FGF2 knock-in 캘러스 D31-6의 limiting dilution 진행 후, 각 캘러스 클론의 gDNA PCR 결과. M은 치수

마커를 나타내며 C는 WT control을 나타냄.

(b) 선별된 D31-6-27 캘러스의 시퀀싱 결과. WT은 야생형을 나타냄. 밑줄은 target 위치를 나타내며 굵게

나타낸 것은 PAM 위치를 의미함. 빨간색은 indel을 나타냄. 파란색은 knock-in 서열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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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논 의

본 연구는 CRISPR/Cas9 이용하여 벼 RAmy3D 유전자에 유전자

편집을 일으켰고, 이를 세포주로 구축함으로써 벼에서 유전자 편집 효율

분석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3개의 CRISPR/Cas9 발현 벡터를 이용함으로써 벼의

유전자 편집 효율에 벡터의 monocot, dicot 최적화가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각각 벡터의 monocot, dicot 최적화와

관계없이 CRISPR/Cas9 발현 벡터를 이용한 벼 유전자 편집의 효율은

평균 63% 이상으로 매우 효과적으로 나타났다. 이는 monocot, dicot

최적화와 관계없이 CRISPR/Cas9 시스템이 어느 정도 이상의 발현을

한다면, 유전자 편집에 높은 효율을 보인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microhomology를 가지는 target과 그렇지 않은 target을

이용함으로써 식물에서 microhomology에 의한 MMEJ의 영향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 동물 세포에서 microhomology에 의한

MMEJ가 56~86%의 높은 효율을 보이는 것(Ata et al., 2018)과는

상반되게 MMEJ에 의한 유전자 편집을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식물에서는 MMEJ의 효율이 동물과는 다르게 높지 않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또한, 유전자 편집이 발생한 경우 중 1-5 bp 정도의 indel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보아 NHEJ에 의한 유전자 편집이 우세하게

일어난다는 것을 예상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 매우 높은 indel에 의한 knockout 효율(63%)을 보인

것에 반면 knock-in 효율은 매우 낮게(0.25%) 나타났다. 이는 캘러스가

분열함에 따라 PCR product로 전달해준 donor DNA의 dilution에 의한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donor DNA의 안정적인 발현을

유도하거나, 추가적인 donor DNA의 전달을 통해 knock-in 효율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진행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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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Cas9을 통한 knock-in은 기존에는 보고되어있지 않은 큰

크기(약 500 bp)의 유전자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그래서 본 연구에

사용된 homology arm의 크기, 두 target 위치 간의 거리 등은

CRISPR/Cas9을 통한 유전자 knock-in에 완전히 최적화되어있다고

확신할 수 없다. 따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큰 크기의 CRISPR/Cas9을

통한 유전자 knock-in의 최적화 조건을 정립한다면 더욱더 높은 효율의

knock-in을 유도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

본 연구에서 진행된 벼 유전자 편집 분석을 기반으로 벼에서 더욱

효과적인 유전자 편집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며, 유전자 편집의 연구

범위가 확장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또한, 본 연구를 기반으로

knock-in 캘러스 세포주의 후속 연구를 통해 RAmy3D 매개 재조합

단백질 발현 플랫폼이 확립된다면 CRISPR/Cas9 knock-in을 통한

다양한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에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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