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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

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as (CRISPR 

associated protein) system은 CRISPR RNA (crRNA)가 상보적인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절단

해야 할 염기서열로 안내하게 되면 Cas9이 그 특정 부위에 결합하여 염기서열을 자르는 유

전자 가위 역할을 하는 박테리아 면역체계로부터 유래되었다. 이를 이용하여 원하는 염기서

열에 맞춰 crRNA를 제작하게 되면 원하는 유전자 부위만을 편집할 수 있게 되어 유전자 편

집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Cas 단백질 중 하나인 AsCpf1 (Acidaminococcus sp. 

CRISPR from Prevotella and Francisella 1)을 이용하여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벡터 system

개발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pf1이 가지는 pre-crRNA processing 활성으로 인해 여러

개의 crRNA가 하나로 연결되어 발현될지라도 각각의 crRNA로 쪼개어 여러 개의 crRNA를

만들어 낼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하여 단일 벡터를 이용한 다중 유전자 편집 system을 구축 하

였다(1),(2). 또한 이를 높은 안정성으로 in vivo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지만 탑재 가능한 유전

자 크기가 작아 한가지 벡터만으로CRISPR-Cas system 발현이 어려운 Adeno-associated 

virus (AAV)에 적용시켜 AAV를 이용한 다중 유전자 교정 system을 구축하였다(3). 본 연구를

통해 제작된 AAV 벡터는 양방향성 promoter인 H1 promoter의 사용으로 transgene 삽입 공

간을 확보하고 CRISPR-Cpf1 system 발현이 가능할 뿐만 아니라 다중 유전자가위 발현을 구

현할 수 있게 되었다. 개발된 CRISPR-Cpf1 system 발현 단일 AAV 벡터는 in vitro/in vivo 실

험 진행 과정에서 AAV 제작과 관련하여 시간적, 경제적 비용을 감소시킬 수 있게 될 것이며, 

단일 유전자는 물론 다중 유전자 교정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술적으로 더 간단한 유전자

편집을 수행하는데 기여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중심단어: CRISPR-Cpf1; multiplex CRISPR-Cpf1; Adeno-associated virus(AAV); i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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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CRISPR-Cas system은 박테리아에 감염되는 바이러스 등을 방어하는 박테리아의 adaptive 

immune system의 하나로, 바이러스 감염 시 살아남은 박테리아가 저장한 바이러스 일부

염기서열인 CRISPR와 제한효소로 알려진 Cas 단백질이 결합하여 형성된 RNA-단백질

복합체로부터 발생한다. CRISPR-Cas 복합체는 CRISPR가 pre-crRNA로 전사되어 여러 개의

crRNA로 조각난 후 trans-activating RNA (tracrRNA)와 합쳐져 하나의 single guide RNA 

(sgRNA)를 이루어 세포 내 제한효소인 Cas 단백질과 결합하여 형성된다(4). 이 후 바이러스

재감염시 CRISPR-Cas 복합체가 저장된 바이러스 염기서열을 인식하게 되면 sgRNA가 표적

유전자에 특이적으로 결합하게 되고 Cas가 그 표적 유전자를 절단하게 된다(5). 이러한

메커니즘으로 sgRNA가 타겟 염기서열과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고 Cas가 직접 인지하는

protospacer-adjacent motif (PAM) 라고 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포함하게 되면 Cas를 원하는

특정 염기서열로 안내할 수 있게 된다(6). Cas 단백질이 분리된 박테리아의 종류에 따라 PAM 

염기서열이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Streptococcus pyogenes에서 유래된

Cas9 은 5‘–NGG-3’를 인식하여 PAM 염기서열 앞에 상보적으로 결합할 수 있게 된다. 

따라서 어떤 종류의 genomic DNA에서든 PAM 염기서열 앞 염기서열을 이용한 sgRNA를

제작하여 Cas9과 함께 세포내로 전달하면 CRISPR-Cas9으로부터 원하는 특정 염기서열을

절단할 수 있게 된다. Cas9이 PAM 염기서열을 인지하여 절단하게 되면 DNA의 double-

strand break (DSB)를 유발하게 되는데, CRISPR-Cas system은 DSB에 의한 세포의 DNA 

repair 기전 중의 하나인 Non-homologous End-Joining (NHEJ)를 통해 타겟 유전자 Knock 

out 실험에 많이 활용되고 있다(7). NHEJ는 Error-prone repair기작으로 표적 염기서열에

무작위적 염기의 insertion 및 deletion (indel) 돌연변이를 빈번하게 일으킨다(8),(9),(10). Indel에

의해 단백질 코딩 염기서열에 premature-stop codon이 발생하게 되고 frame shift 



2

돌연변이에 의해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게 되어 타겟 유전자를 knock out 시킬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하지만 단순한 방법으로 유전자 녹아웃을 유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비표적 위치에서 작동할 수 있는 off-target 효과를 나타내는 단점 또한 존재한다. 이는

표적 DNA와 유사한 염기서열을 인식하여 다른 위치에서의 오작동으로 인한 예상치 못한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게 된다
(11)

. 이후 CRISPR-Cas system의 하나로 acidaminococcus 및

lachnospiraceae 균주에서 Cpf1 (CRISPR from Prevotella and Francisella 1)이라는 새로운

단백질이 발견되었는데, 이는 Cas9과 몇 가지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12). Cpf1은 Cas9과 매우

비슷하지만 target sequence의 5‘end에 존재하는 AT-rich PAM sequence를 가지며, 

crRNA만 존재하고 tracrRNA를 필요로 하지 않아 비교적 짧은 crRNA로 제작에 용이하다. 

또한 blunt end 대신 staggered-end DSB를 유발하며 낮은 off-target 효과를 나타낸다(13). 

낮은 off-target 효과는 비표적 위치에서 작동할 확률이 낮고 높은 정확도를 나타내어

Cas9으로 교정하기 어려웠던 유전자를 Cpf1으로 대체 교정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나타냈다(14).

이와 같이 Cpf1이 Cas9에 비해 상대적으로 크기가 작아 유전자 전달에 용이하고 높은

안정성을 나타내는 장점을 가지고 있어 Cpf1을 이용한 유전자 교정 편집 기술에 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Cas9 보다 정교한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Cpf1을

이용한 CRISPR-Cpf1 벡터 개발 연구를 진행하였다.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녹아웃 기술을 in vitro 및 in vivo 실험을 통한 특정 유전자 편집

기술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유전자가위를 세포나 체내에 효과적으로 전달하기 위한

바이러스성 전달체가 이용된다. 여러 가지 바이러스성 전달체 중에서도 in vivo 실험에

적용시키기 위해 높은 안정성을 가지고 있는 Adeno-associated virus (AAV)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15). AAV는 단일 가닥 DNA를 포함하는 비병원성 human parvovirus로

바이러스 유전자를 암호화하지 않기 때문에 세포 매개 면역 반응을 유도하지 않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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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enovirus 나 lentivirus/retrovirus에 비해 항원성이 낮다. 또한 분열 세포와 비분열세포를

모두 감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비분열 세포나 분화가 끝난 세포에서는 장기간 유전자

발현이 가능하다(16),(17). 무엇보다 AAV에 의해 도입된 유전자는 안정적인 에피솜(episome) 

형태로 세포 내에 존재하여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때문에 대상 세포의 유전자를 변화시키지 않아

lentivirus/retrovirus 보다 virus 자체에 의한 mutagenesis 발생이 빈번하게 일어나지

않는다(18),(19). 이러한 특성들로 AAV가 유전자 전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추세이다.

본 연구에서는 원하는 타겟만 편집할 수 있는 높은 특이성으로 교정 효율이 높고 안전성

문제를 보완할 수 있는 CRISPR-Cpf1 system을 AAV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AAV는 그

genome의 크기가 매우 작기 때문에 전달할 수 있는 유전자의 크기가 한정되어 있다. 

Genome 양 말단에 존재하여 AAV genome 복제와 AAV particle 패키징에 관여하는

inverted terminal repeats (ITRs) hairpin 구조가 4.7 kb의 패키징 사이즈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이유로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하여 크기가 큰 CRISPR-Cpf1 유전체를 발현

시키는데 제약이 있어 현재 AAV를 이용한 CRISPR-Cpf1 system은 단백질과 RNA를 각각의

AAV로 생산하여 2 가지 벡터로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다(20),(21). 본 연구에서는

양방향성 H1 promoter를 이용하여 CRISPR-Cpf1 유전체 삽입공간을 확보하여 CRISPR-Cpf1 

발현 단일 AAV 벡터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H1 promoter는 양방향성 promoter로써

한쪽에서는 polymerase II에 의한 Poly (ADP-ribose) polymerase 2 (PARP-2) 단백질을, 

반대쪽은 polymerase III에 의존적으로 RNase P RNA를 동시에 발현시킨다(22),(23). 이러한

구조로 하나의 H1 promoter로부터 단백질과 RNA를 동시에 발현시킬 수 있게 됨으로써 ITR 

패키징 사이즈 한계 범주 내에서 CRISPR system 발현에 필요한 구조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더 나아가 이는 CRISPR-Cpf1이 가지는 pre-crRNA 

processing activity 특성을 이용한 crRNA 복합체(crRNA array)로부터 다중 표적 유전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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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유전자 동시 녹아웃을 만들어 낼 수 있는 multiplex crRNA system을 단일 AAV 벡터에

적용시킬 수 있게 되어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다중 유전자 교정 system 구현이 가능하게

되었다(24),(25). 

본 연구에서는 CRISPR-Cpf1 system과 양방향성 프로모터를 이용하여 단일 유전자에 대한

다중 유전자가위 발현으로 인한 녹아웃 효율이 극대화된 세포주를 확립할 수 있는 system을

구축하였다. 더 나아가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CRISPR-Cpf1 system으로 다중 유전자의

동시 녹아웃이 가능한 AAV 벡터를 개발하고 다양한 세포주에 적용시킴으로써 AAV를

이용한 효율적인 녹아웃 system을 확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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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CRISPR-AsCpf1 발현을 위한 마우스 H1 promoter 분석.

AAV는 4.7 kb의 genome 패키징 사이즈 제한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Cas9 보다 크기가 작은

AsCpf1을 이용한 AAV 제작이 보다 적합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AAV 벡터에 3.9 kb의

AsCpf1을 삽입하게 되면 crRNA와 함께 단일 벡터로 전달하는데 제약이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양방향 promoter인 H1 promoter을 적용하여 CRISPR-AsCpf1 system 발현을

위한 genome 삽입 공간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하지만 기존에 널리 쓰이고 있는 인간 H1 

promoter 또한 그 크기로 인해 AAV벡터에 적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인간

H1 promoter 보다 크기가 작은 마우스 H1 promoter를 이용하여 CRISPR-AsCpf1 발현 AAV 

벡터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CRISPR-AsCpf1 system을 발현시킬 수 있는

마우스 H1 promoter를 제작하기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우스 H1 promoter를

조작하였고 유전자가위 발현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기존에 보고된 마우스 P53 타겟

유전자가위와 함께 lenti viral 벡터로 제작하였다(26). 제작된 벡터로부터 lentivirus 생산 후

CRISPR-Cpf1 system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Fig. 1A). 생산한 lentivirus를 NIH3T3 세포에

감염시켜 AsCpf1 과 P2A 단백질로 연결되어 발현되는 puromycin에 대한 저항성을 통해

AsCpf1 발현을 확인하고 puromycin 처리 후 살아남은 세포들의 gDNA를 이용한 T7E1 

assay로부터 유전자가위 활성을 확인하였다. Construct #1은 Transcription start site (T)를

포함하고 PARP-2 염기서열을 포함하지 않는 마우스 H1 promoter를 사용하여 제작되었고

감염 세포는 puromycin 처리 시 감염 세포의 10%만 살아남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Construct #2는 T 대신 H1 promoter의 5’에 RNA polymerase III transcription start site로

알려진 염기서열 GG를 삽입하고 translation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kozak 염기서열과

PARP-2을 포함하여 제작하였다(27),(28). 해당 construct #2로 감염된 세포에서 puromy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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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 세포가 정상적으로 살아남는 것을 볼 수 있었다. Construct #3은 T와 PARP-2

염기서열을 포함하되 GG 와 Kozak 염기서열을 제외한 H1 promoter로 제작한 벡터로 감염

세포에서 puromycin에 대한 저항성을 보였으며 염기서열 GG 와 T를 제외하고 Kozak 

염기서열만 가지는 H1 promoter를 이용하여 제작된 Construct #4로 감염된 세포에서 또한

puromycin 저항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H1 promoter 5‘의 GG, T, PARP-2, 

Kozak 염기서열을 모두 포함하는 H1 promoter를 이용한 벡터인 Construct #5로부터

감염된 세포에서도 puromycin 처리시 세포가 살아남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B). 

살아남은 세포의 gDNA를 확보하여 유전자가위 활성 테스트를 위한 T7E1 assay를 진행한

결과 construct #1, #3으로부터 감염된 세포에서는 녹아웃시 나타나는 heteroduplex에 의한

잘린 형태의 band를 관찰할 수 없었고 construct #2, #3, #5에 의해 감염된 세포에서는 p53 

녹아웃 형태가 확인되었다. 특히 Construct #5로부터 감염된 세포의 genotyping 결과 main 

band의 세기가 약해지고 녹아웃으로 인해 잘려진 band의 세기가 증가한 것으로 보아

유전자가위 발현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는 Construct #5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Fig. 1C).

2. CRISRP system 발현에 “최적화”된 H1 promoter 제작.

Construct #5를 통해 CRISPR-Cpf1 system 발현이 증가한 것을 보였지만 그 효율을 더

높이기 위해 마우스 H1 promoter에 몇 가지 염기서열을 추가하여 벡터를 제작하였다(Fig. 

2A). 제작된 벡터를 이용하여 letivirus 생산 후 NIH3T3 세포에 감염 시켜 T7E1 assay를 통한

유전자가위 활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10 개의 염기서열이 추가된 H1 promoter 

v2에서 표적 유전자 녹아웃 효율이 높아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2B).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 H1 promoter에 10 개의 염기서열을 추가하여 제작한 벡터를 #5-v2라고 명칭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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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단일 promoter를 이용하여 CRISPR system을 발현하는 pY108과 비교하여 AsCpf1 

발현 차이를 보기 위해 #5-v2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을 진행한 결과 pY108에 비해 낮은

AsCpf1의 발현을 보였다(Fig 1C). 하지만 T7E1 assay 결과로부터 유전자가위 작동 활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H1 promoter를 이용한 CRISPR-Cpf1 발현

system이 녹아웃 효율에 큰 영향 없이 정상적으로 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5-v2의 H1 promoter를 이용하여 연구를 진행했다. 

3. H1 promoter를 이용한 AAV 벡터 제작과 발현테스트.

상기 실험을 통해 확보한 AsCpf1 과 유전자가위 발현에 최적화된 #5-v2의 promoter를

이용하여 AAV-v2벡터를 제작하였다. AAV-v2 제작을 위한 AAV 벡터의 backbone은 기존에

보고된 SaCas9을 이용한 pX601을 이용하여 제작되었다. pX601의 ITR 사이 크기는 4.8 

kb이지만 AAV를 이용한 CRISPR-Cas9 system 정상 발현이 보고가 되었다(29). 본 연구에서

제작된 AAV-v2 벡터는 ITR 사이 4.7 kb를 가지고 있으므로 충분히 적용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제작된 AAV 벡터로부터 H1 promoter에 의한 단백질 활성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AAV-v2에 EGFP를 삽입한 AAV-EGFP를 제작하였다(Fig. 3A). AAV-

EGFP를 이용하여 AAV를 생산한 후 HepG2 세포에 감염시켜 72시간뒤 형광현미경을 통해

EGFP 발현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H1 promoter로부터 EGFP가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B). 

4. H1 promoter로부터 CRISPR-Cpf1 발현 단일 AAV 벡터 제작.

상기 실험을 통해 확인된 AAV-v2 벡터를 이용하여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CRISPR system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EGFP를 AsCpf1으로 교체하고 인간 ATG5를 표적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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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위를 삽입한 AAV-v2-ATG5 벡터를 제작하였다(Fig. 4A). AAV를 세포의 media 와

세포(pellet)로부터 모두 추출이 가능하다는 보고가 있어 제작된 벡터를 293TA 세포에

transfection 시킨 후 72시간 뒤 media와 세포로부터 각각 AAV를 생산하여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30). 생산한 AAV를 HepG2 인간 간암 세포주에 감염 시킨 후 Western blot을 통해

AsCpf1 발현을 비교하였고 세포로부터 추출한 AAV에서의 AsCpf1의 발현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B). 이 결과를 바탕으로 세포를 이용하여 추출한 AAV를 이용하여 유전자가위

발현을 관찰하기 위한 T7E1 assay를 진행하였고 crRNA에 의해 ATG5 녹아웃이 유도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4C). 

5. CRISPR-Cpf1 system 발현에 대한 poly A signal 영향 분석

다중 유전자교정 system을 AAV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AAV genome size의 축소가 필요했다. 

가능한 많은 유전자가위를 도입하기 위해 208 bp의 bovine growth hormone 유전자의

polyadenylation (bGHpA)을 122 bp의 SV40 polyadenylation (SV40pA) signal로 대체하여

벡터를 제작하였다(Fig. 5A). bGHpA를 사용하여 제작한 AAV-v2-bGHpA는 ITR 사이 크기가

4510bp로 최대 3개의 crRNA를 삽입할 수 있다. 반면에 bGHpA 보다 짧은 SV40pA를

사용하여 제작한 AAV-v2-SV40pA의 경우 ITR 사이 유전자 크기가 4424 bp로 최대 4개의

crRNA 삽입이 가능하게 된다. 이처럼 Poly A signal 종류에 따라 탑재 가능한 유전자가위

개수가 달라지게 되기 때문에 최대한 많은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다중 유전자교정 작업이

가능한 벡터를 제작하기 위해 SV40pA를 이용한 AAV 벡터를 제작하였다. Poly A signal이

단백질 합성 효율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어 poly A signal에 따른 CRISPR-Cpf1 system

발현 차이를 검증하기 위한 실험을 진행하였다(31). 이는 Western blot을 통한 AAV-v2-

SV40pA 와 AAV-v2- bGHpA의 AsCpf1 발현테스트와 T7E1 assay를 통한 유전자가위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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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스트로 진행되었다. AsCpf1의 발현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진행한 결과

SV40pA 와 bGHpA에 의한 AsCpf1 발현에는 차이는 있었지만 T7E1 assay를 통해 확인된

유전자가위 활성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B,C).

6.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다중 유전자 녹아웃

crRNA array 복합체로부터의 개별 crRNA 발현이 가능한 Cpf1의 pre-crRNA processing 

activity 특성을 이용한 서로 다른 유전자의 동시 녹아웃 테스트를 위해 마우스 P53 과

Pten의 유전자가위를 연결한 dimeric crRNA array를 AAV-v2-bGHpA 벡터에 삽입하여 AAV-

v2-bGHpA-TP를 제작하였다(Fig. 6A). 이를 이용하여 AAV를 생산하고 NIH3T3 세포에

감염시킨 후 72시간 뒤 T7E1 assay를 진행하기 위한 gDNA 샘플을 확보하였다. T7E1 

assay를 통한 유전자가위의 동시 발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 P53 과 Pten 유전자가위가

동시에 정상적으로 발현함으로써 두 유전자 모두 녹아웃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B). 

더 나아가 3개의 유전자 동시 녹아웃을 확인하기 위해 마우스 P53, Pten, Nf1 유전자가위를

연결한 triple crRNA array를 이용하여 AAV-v2-bGHpA-TPN을 제작하였다. AAV-v2-bGHpA-

TP를 통한 T7E assay 진행방법과 마찬가지로 AAV로부터 감염된 NIH3T3 세포의 gDNA를

이용하여 T7E1 assay를 진행한 결과 세가지 유전자 모두 동시에 녹아웃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AAV-v2-bGHpA를 이용한 2개, 3개의 각기 다른 유전자가위의

동시 발현으로 인한 다중 유전자 녹아웃이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했다.

7. Multiplex crRNA array system 수립.

본 연구에서는 상기 실험에서 진행한 Cpf1의 pre-crRNA processing 특성으로부터 서로

다른 단일 유전자가위의 동시 발현으로 인한 다중 유전자 동시 녹아웃을 응용한 또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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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을 수립하였다. 이는 단일 유전자 위에 존재하는 다중 염기서열을 공략하여 유전자

녹아웃 효율을 극대화 시켜 효율적인 녹아웃 세포주 제작 system을 구축하는데 응용

되었다(Fig. 7). 아미노산이 3개의 코돈으로 이루어져 있으므로 타겟 유전자가위에서의 1 bp, 

2 bp deletion 발생시 녹아웃이 유도되지만 3 bp deletion으로 발생하게 되면 in-frame으로

인한 단백질 발현이 일어나게 된다.   첫 번째 crRNA가 모든 세포에서 작동했다면 3n+3 

의해 33.3%의 in-fame 단백질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두 번째 crRNA가 첫 번째 crRNA에

의해 생성되는 premature stop codon 기준으로 후 순위에 위치하는 다른 exon을 타겟 하여

정상 작동되면, 33.3%의 1/3 인 11.1%의 infame 단백질이 생성될 것이다. 같은 방식으로 세

번째 crRNA 작동에 의해 3.7% 수준의 in-frame 단백질이 생성될 것이고 최종적으로 네 번째

crRNA가 작동한다면 이론적으로 1.2% 만이 in-fame 돌연변이로 남아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in-frame에 의해 발현된 단백질은 제대로 작용할 수 없는 단백질이 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를 인간 ATG5 유전자를 대상으로 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Fig. 8A). ATG5 

녹아웃 multiplex crRNA array에 이용될 단일 유전자가위를 선별하기 위해 한 유전자 안에서

exon당 1~2개의 유전자가위를 제작하였다. 5‘유전자가위에 의해 생성된 premature stop 

codon을 3’ 유전자가위가 파괴하지 않도록 하여 서로 다른 frameshift mutation을 유발하는

유전자가위를 선택하여 제작하였다(Fig. 8B). 제작된 단일 유전자가위는 pY108 벡터에 삽입

후 lentivirus로 제작하여 SNU475 인간 간암 세포주에 감염시켰다. 감염된 세포의 gDNA를

이용하여 T7E1 assay를 통한 NHEJ activity를 측정했다(Fig. 8C). 그 결과 활성이 높은 4개의

유전자가위 CR1, CR2, CR4, CR6가 선별되어 유전자가위를 조립하여 하나의 multiplex 

crRNA array를 제작하는데 이용되었다.

8. Multiplex crRNA array 를 이용한 극대화된 녹아웃 세포주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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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별된 ATG5 타겟 단일 유전자가위 CR1, CR2, CR4, CR6 를 조립하여 multiplex crRNA 

array 를 제작하였다(Fig. 9A). lenti viral 벡터(pY108)을 이용하여 multiplex crRNA array 를

lentivirus 로 생산하여 SNU475 세포에 감염시켰다. 감염된 세포로부터 gDNA 를 확보하고

multiplex crRNA array 로부터의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array 를

구성하는 각 유전자가위 타겟 염기서열 별로 T7E1 assay 를 진행하여 crRNA 에 의한 NHEJ 

activity 를 확인했다(Fig. 9B). 그 결과 4 가지 유전자가위 모두 정상적으로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Multiplex crRNA array 를 이용하여 제작한 ATG5 녹아웃 세포주에서의

ATG5 발현을 테스트하기 위해 감염세포로부터 단백질 샘플을 확보한 후 western blot 을

진행하였다(Fig. 9C). T7E1 assay 를 통해 multiplex crRNA array 로부터 각각의 유전자가위가

정상적으로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므로, 이를 AAV 에 적용시키기 위해 #5-v2 벡터를

이용하여 양방향 H1 promoter 에 의한 ATG5 multiplex crRNA array 의 발현 테스트도 함께

진행되었다. ATG5 는 autophagy pathway 에 관여하는 유전자 중에 하나로 ATG5 가 녹아웃

되면 P62 발현이 증가하고 LC3B 발현이 감소하게 될 것이다(32). Western blot 결과

유전자가위가 없는 empty 벡터 감염세포에서는 ATG5 가 정상적으로 발현하였지만 ATG5 

타겟 유전자가위를 감염시킨 세포에서는 ATG5 가 녹아웃 되어 발현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ATG5 녹아웃으로 인한 P62 의 발현 증가와 LC3B 발현 감소 양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5-v2 를 이용하여 감염시킨 ATG5 녹아웃 세포주에서도 ATG5 가 정상적으로

녹아웃 된 것을 보였으며 pY108 을 이용한 ATG5 녹아웃 발현 효율과 큰 차이가 없게

나타났다. 이는 양방향성 H1 promoter 로부터 multiplex crRNA 발현 system 에서의 녹아웃

효율과, 단백질과 RNA 의 발현을 각각의 promoter 를 이용하여 CRISPR-Cpf1 system 을

발현시키는 pY108 효율 사이에 유전자 녹아웃 효율과 큰 차이가 없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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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일 H1 promoter 를 이용한 AAV-v2 벡터에서의 multiplex crRNA 발현 system 구현이 가능

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9. Lentivirus를 통한 Human Embryonic stem cell (hESCs) 에서의 dimeric crRNA 발현

테스트.

AAV를 이용한 줄기세포에서의 다중 유전자가위 발현 system을 적용하기 위해 먼저

lentivirus 수준에서의 dimeric crRNA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타겟 유전자가위는 면역

거부반응 유발에 관여하는 B2M 과 CIITA를 대상으로 제작되었다(Fig. 10A). B2M 과 CIITA 

유전자가위를 연결한 dimeric crRNA array 제작에 필요한 단일 유전자가위를 선별하기 위해

단일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였다. 생산된 lentivirus를 hESCs에 감염시켰고

puromycin에 저항성을 가진 hESCs에서 확보한 gDNA를 통해 T7E1 assay를 진행하였다(Fig. 

10B). 단일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로부터 선별된 B2M-E2-CR1 과 CIITA-E8-CR1의 위치를

달리하여 연결한 2개의 dimeric crRNA array를 제작하였다. 제작된 dimeric crRNA array를

pY108에 삽입하여 유전자가위 동시 발현 테스트 진행을 위한 pY108-B2M-CIITA-2CR, 

pY108-CIITA-B2M-2CR lenti viral vector를 제작하였다. Lentivirus를 생산하여 hESCs에

감염시켜 puromycin으로 감염세포를 선별하고 gDNA를 확보한 후 T7E1 assay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유전자가위 위치에 따른 유전자가위 활성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며

dimeric crRNA의 동시 발현으로 인한 서로 다른 유전자의 동시 녹아웃 system 발현이

줄기세포에도 적용 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Fig. 10C). 본 연구에서는 pY108-

B2M-CIITA-2CR 벡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0. Dimeric crRNA 발현을 매개로 한 B2M-CIITA 녹아웃 hESCs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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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108-B2M-CIITA-2CR을 이용하여 lentivirus를 생산한 후 hESCs에 감염시켜 단일 세포 유래

클론을 확보하였다. 확보한 단일 클론의 gDNA를 이용한 TA cloning을 통해 타겟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B2M, CIITA 두 유전자에서 모두 frameshift mutation이

유도되어 녹아웃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11A). 또한 유사한 염기서열에 따른 비특이적으로

녹아웃이 유도될 수 있는 off-target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off-target 가능성이 높은 유사

sequence를 선별하였다. 해당 염기서열을 증폭하는 PCR primer pair로부터 생산된 PCR 

product를 이용하여 sanger sequencing을 진행하였다. Sanger sequencing를 통해 조사한

결과로부터 돌연변이 존재 유무를 분석하였으며 off-target 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11B). gDNA를 이용하여 진행한 녹아웃 분석 결과 in-frame에 의한 단백질 발현 없이

frameshift mutation을 통한 타겟 유전자 녹아웃이 진행되었으며 off-target으로 인한

돌연변이 발생 없이 타겟 유전자만이 변이된 것을 확인했다.

11. B2M/CIITA 동시 녹아웃 hESCs로부터 분화된 hematopoietic stem cell (HSC)에서의

CIITA 발현 분석.

CIITA의 발현은 분화된 세포에서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CIITA 단백질 발현 분석진행을

위해 생산된 B2M/CIITA 동시 녹아웃 클론을 분화시킨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33). FACS를

통한 B2M, CIITA 단백질 발현 조사결과 B2M 은 발현하지 않았지만 CIITA의 발현이

관찰되었다(Fig. 12A). 또한 RT-PCR을 진행한 결과 hESCs 분화 후에 특이적으로 CIITA 

발현이 동정되었는데, 그 size가 예상과 다소 차이가 있었다. 상기 genomic DNA를 이용하여

진행한 TA cloning 결과에서 동정된 돌연변이는 13-bp deletion이었지만, RT-PCR 

product에서는 그 보다 큰 45-bp deletion이 동정되었다(Fig. 12B). 더 명확한 분석을 위해

RT-PCR product를 이용하여 TA cloning을 통한 CIITA mRNA 분석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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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IITA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exon 6에 국한되어 있지만, RNA splicing에 영향을 미쳐 exon 

skipping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Fig. 12C). CIITA 유전자의 exon 6는 symmetric 

exon으로써 deletion 된다고 하더라도 in-frame을 유지하게 되며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

사용할 수 없다. 때문에 본 실험을 진행하기 위해 CIITA 타겟 유전자가위를 재제작 하게

되었다. CIITA 유전자 특이적인 crRNA를 제작하여 hiPSC (Human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s)에서 유전자가위 활성 테스트를 진행하였다(Fig. 13A). 단일 유전자가위 테스트로

선별된 유전자가위 중 녹아웃 효율을 더 명확하기 위해 CIITA 유전자 isoform으로 인한

CIITA 발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있도록 공통된 exon을 공략하는 유전자가위인 CIITA-E8-

CR4를 선택하였다. FACS를 통해 녹아웃이 확인된 B2M의 유전자가위를 재사용하여 B2M-

E2-CR1 과 CIITA-E8-CR4를 연결하여 기존 방법과 동일하게 유전자가위 위치를 달리한 2 

종류의 dimeric crRNA를 제작하고 lentivirus를 생산하여 hiPSC에 감염시켜 gDNA를

확보하였다. gDNA를 이용하여 T7E1 assay를 진행한 결과 pY108-CIITA-B2M-2CR 보다

pY108-B2M-CIITA-2CR을 이용한 유전자가위의 효율이 눈에 띄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13B). 본 실험은 향후 분화 후 iPSC에서의 B2M/CIITA 동시 녹아웃 검증 후 단일 AAV를

이용한 유전자 동시 녹아웃 system을 iPSC에 적용하여 진행할 계획이다 (Fig. 1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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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는 양방향성 H1 promoter를 이용하여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CRISPR-Cpf1 

system을 발현시킬 수 있는 AAV 벡터를 개발하고 단일 AAV 벡터로부터 단일 유전자가위

뿐만 아니라 다중 유전자가위를 동시에 발현시킬 수 있는 ‘AAV-multiplex crRNA system’을

구축하였다. 더 나아가 기존 마우스 H1 promoter를 조작하여 AsCpf1 및 crRNA의 동시

발현에 최적화된 마우스 H1 promoter를 제작함으로써 기존 마우스 H1 promoter에 의한

CRISPR-Cpf1 발현보다 향상된 AAV 벡터를 제작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단일

프로모터로부터 CRISPR-Cpf1을 발현할 수 있게 됨으로써 패키징 사이즈 한계를 가지는

AAV 벡터에 최대 4개의 유전자가위를 삽입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이를

통해 단일 유전자가위 뿐만 아니라 다중 유전자가위를 삽입할 수 있게 되어 CRISPR-Cpf1의

pre-crRNA processing activity를 통한 다중 유전자 교정 편집 기술을 AAV 벡터에 적용 가능

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in vitro 수준에서 AAV를 이용한 4가지 유전자가위의

동시 발현을 증명했으며 향후 마우스를 이용한 in vivo 실험이 진행될 예정이다.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CRISPR-Cpf1 system 발현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기존에 AAV를 이용하여

CRISPR-Cpf1을 발현하기 위해 2 개의 벡터를 사용하여 진행되어왔던 방법보다 시 더

간단한 방법으로 CRISPR-Cpf1 system을 발현을 이용한 실험이 진행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AAV 생산에 소요되는 많은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될 것이라고 예상한다. 본 연구는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CRISPR-Cpf1 system을

발현을 증명했고 더 나아가 iPSC에서의 AAV CRISPR-Cpf1 system을 구축하기 위해 현재

lentivirus 수준에서의 dimeric crRNA 동시 발현 테스트를 완료하였다. 이는 향후 dimeric 

crRNA를 이용한 유전자 동시 녹아웃 세포를 제작하여 표현형 확인 후 iPSC에서의 AAV 

CRISPR-Cpf1system을 적용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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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본 연구에서는 CRISPR-Cpf1의 pre-crRNA processing activity 특성을 이용하여 한

유전자 위의 여러 sequence를 동시에 공략하는 다중 유전자가위 발현을 이용하여

frameshift로 인한 premature stop codon의 발생을 최대화시켜 나머지 in-frame 돌연변이로

인한 단백질 발현을 최대한으로 차단할 수 있는 녹아웃 효율이 극대화된 세포주 제작

system을 구축하였다. 유전자 녹아웃 세포주 제작을 위해 CRISPR-Cas9 system이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CRISPR-Cas9을 이용한 녹아웃 세포 제조 시 reading frame shift의 1/3의

확률은 in-frame mutation으로 인해 단백질 발현 자체가 차단되지 않는다. 하지만 한 유전자

위에서 다중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in-del mutation을 유발하게 되면 in-frame mutation 

확률을 줄일 수 있으며, 이는 Cpf1을 통한 단일 벡터로 구현할 수 있다. 연결된 다중

crRNA가 세포 내에서 발현된 후 Cpf1에 의해 processing되어 각각의 crRNA로 나뉘어

Cpf1과 결합하게 되고 이 crRNA들의 동시적인 작용으로 cell population 안에서 in-frame 

mutation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모델 유전자 위에서 start codon과

가장 가까운 crRNA (CR1)가 작동할 경우, 3n+1 ~3n+3의 mutation이 NHEJ에 의해서

생성된다. 이 경우 3n+1 과 3n+2는 premature stop codon이 발생하지만, 3n+3의 경우 in-

frame mutation으로 일부 아미노산 변이만이 생성될 뿐 유전자 녹아웃은 발생하지 않는다. 

Cpf1이 발현된 모든 세포에서 제대로 작동해서 NHEJ를 유발했다면, 1개의 crRNA 작동 시

in-frame mutation이 발생할 확률은 약33.3%가 된다. CR1 유발 NHEJ에 의해 만들어진

3n+1 과 3n+2의 premature stop codon 보다 downstream sequence를 공략하는 CR2가

작용하면, CR1에 의한 premature stop codon을 보전하면서, CR1에 의한 in-frame 

mutation을 공략할 수 있다. 이 경우 CR1 및 CR2에 의한 NHEJ를 거쳐 in-frame 

mutation으로 남은 mutant는 약 11.1%로 줄어들게 될 것이다. 이와 동일한 방식으로 CR3 

와 CR4를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in-frame mutation 확률을 최대한으로 줄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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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은 system을 적용한다면 기존의 premature stop codon이 생성되고 in-frame 

mutation이 없는 세포주를 확립하기 위해 clonal cell을 얻어 genotype 과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 없게 되고, clone 간의 variation을 줄여 cell line의 전체 population이

갖는 특성을 보존할 수 있게 된다. 또한 대부분의 mortal primary cell들의 경우 장기간의

세포배양을 통해 clonal cell을 확립하는 protocol의 적용 자체가 불가능하였지만 primary 

cell, ES cell, iPS cell 등과 같이 single cell cloning이 어려운 세포에서도 적용시킬 수 있으며

유전자 녹아웃 효율을 높일 수 있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multiplex crRNA 

발현 system은 단일 벡터로부터 한가지 유전자뿐만 아니라 서로 다른 유전자들을 동시에

공략할 수 있게 됨으로써 다중 유전자 동시 녹아웃 과 유전자 녹아웃 효율의 극대화로

빠르고 쉬운 효율적인 녹아웃 연구를 진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본 연구는 CRISPR-Cpf1 다중 유전자 편집을 위해 복잡한 기존 방식을 회피하고 이를

임상적용이 가능한 AAV에 적용하여 in vitro 뿐만 아니라 in vivo 실험에 크게 활용 수 있어

향후 유전자치료제 개발 및 질환모델의 생산을 위한 도구로 유용하게 쓰일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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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연구방법】

1. cell culture

HEK 293T (human embryonic kidney)세포, HepG2 (human liver)세포, NIH3T3 (mouse 

fibroblast)세포를 10% fetal bovine serum (FBS, sigma, 12007C)과 1% antibiotics (gibco, 

15140-122)를 넣어준 Dulbecco’s Minimum Essential Medium (DMEM, Hyclone, 

SH30243.01)으로 배양하였다. SNU475 (human liver)세포를 10% FBS와 1% antibiotics를

넣어준 RPMI-1640 (Hyclone, SH30027.01)으로 배양하였다. iPSC 세포를 1% antibiotics를

넣어준 StemMACS™ iPS-Brew XF (Miltenyi Biotec, 130-104-368)으로 배양하였다. 모든

실험에서의 세포들은 세포배양용기에 37°C, 5% CO2배양기에서 배양되었다.

2. Lentiviral 벡터를 이용한 crRNA cloning 및 분석

crRNA 분석은 web-based software를 사용해서 수행되었다(benchling.com). Genomic DNA 

sequence는 Genebank를 통해 획득한 후, Snapgene software (GSL Biotech LLC)를

사용해서 분석하였다. 각각의 crRNA에 의한 NHEJ activity를 평가하기 위해서, cloning에

필요한 oligomer를 ㈜마크로젠에서 합성하였다. crRNA array를 발현하는 벡터를 제작하기

위해 합성된 oligomer는 95 ℃ annealing 후 pY108 (Addgene #84739)의 BsmBI site에

cloning하여 ㈜마크로젠의 sequencing service를 통해 검증했다. 

3. lentivirus 제작 및 감염

Lentivirus particle은 pY108 empty vector (EV), pY108-single crRNA 또는 pY108-crRNA 

array를 psPAX2 (Addgene #12260) 및 pMD2.G (Addgene #12259)와 함께 Lipofectamine 

Plus Reagent (ThermoFisher Scientific)를 사용하여 transfection 시켜 제작했다. 60 mm d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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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 293TA 1x106 cell을 이용하여 Opti-MEM (gibco, #31985070) 250 μl 과 함께 상온에서

15분 incubation 된 plus reagent 8 μl 와 lipofectamine 12 μl를 Opti-MEM 2 ml로 37°C, 5% 

CO2배양기에서 5 시간 배양 후 DMEM media로 교체하여 48 시간 후 상층액으로부터

lentivirus를 확보하였다. 제작된 lentivirus는 SNU475 cell에 4 μg/ml polybrene (Sigma)와

함께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infection 시켰다. 이 후 lentivirus를 제거하고 2 μg/ml 

puromycin (Sigma)으로 non-infected SNU475 cell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hiPSC를 감염시키기 위해 확보한 lentivirus는 Lenti Concentrator (Origene #TR30025)를

사용하여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농축한 후 iPSC culture media에 현탁한 후 hiPSC에

감염시켰다. 24 시간 후 lentivirus를 제거하고 2 μg/ml puromycin (Sigma)으로 non-

infected iPSC cell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4. 마우스 H1 promoter 제작 및 cloning

마우스 H1 promoter에서의 추가 염기서열에 따른 promoter 활성을 비교하기 위해 마우스

H1 promoter에 염기서열을 추가하여 (주)바이오니아에서 합성하였다. 합성된 염기서열 v1, 

v2, v3, v4은 pY108 (Addgene #84739)을 modify 하여 제작한 pLG011 벡터의 KpnI 과 AgeI 

site에 cloning 하였고, ㈜마크로젠의 sequencing service를 통해 검증하였다. 

5. P53 유전자 녹아웃을 통한 마우스 H1 promoter의 효율 검증

추가 염기서열에 따른 H1 promoter의 효율을 비교하기 위해 pY108 과 v1~v4 벡터의 BsmBI 

site에 P53 유전자를 표적 하는 crRNA (AGGTACCACCACGCTGTGGC)를 cloning 하여

㈜마크로젠의 sequencing service를 통해 검증하여 사용하였다. Lentivirus particle은 pY108-

empty vector (EV) 와 P53 유전자가위를 포함하여 제작한 v1~v4 벡터를 psPAX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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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D2.G 와 함께 Lipofectamine Plus Reagent를 사용하여 293TA cell로 감염시켜서

제작하였다. 제작된 lentivirus를 NIH3T3 cell에 4 μg/ml polybrene 와 함께 24시간 동안

배양하여 감염시켰다. 이 후 lentivirus를 제거하고 2 μg/ml puromycin으로 non-infected 

NIH3T3 cell이 모두 제거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6. T7E1 assay

확립된 cell culture에서 genomic DNA 샘플을 준비하여 PCR primer pair (Forward: 

ACATGACGGAGGTCGTGAGA, Reverse: GGGATATTCCACCTGTTCGGC)를 사용하여 각 crRNA

의 target region을 증폭하였다. Heteroduplex를 형성하기 위해 500 ng의 PCR product는

phenol/chloroform extraction된 purified PCR product를 NEBuffer™ 2 와 함께 95 ℃ 5분

initial denaturation & annealing 하였다. 이 후 T7 Endonuclease I (NEB #M0302)을

처리하여 agarose gel에서 전개하였을 때, mutation에 의한 잘리는지의 여부를 동정하였다. 

7. Western blot analysis

Protein 5x sample buffer (ELPISBIO, #EBA-1052)를 이용하여 infection 된 세포로부터 SDS-

sample을 확보하였으며 SDS page gel을 이용하여 각 sample을 20 ul loading 하였다. 80V 

30 분 ~ 200V 80 분 조건에서 SDS page gel running 수행 후 100V 120 분 transfer를

진행하였다. Transfer 후 확보한 membrane은 5% skim milk를 이용하여 상온에서 1 시간

blocking 진행 후 2% skim milk를 이용하여 1:1000으로 희석된 1차 항체를 4 ℃에서 12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웨스턴 블롯 분석(Western blot analysis)은 다음의 항체들을

사용해서 수행하였다: AsCpf1 (cellsignaling #38150), ATG5 (cellsignaling #12994), LC3B 

(ATLAS #HPA04716), P62 (abcam #D5E2) β-actin (novusbio #NB600-501), antiRabb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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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 cruz #SC-2004), antiMouse (santa cruz #SC-2005).

8. AAV-v2-SV40pA 와 AAV-v2-bGHpA 벡터 제작

양방향성 promoter를 가지는 AAV 벡터를 제작하기 위해 Lenti-v2의 H1 promoter

염기서열과 AsCpf1 Direct repeat, 유전자가위를 cloning 할 수 있는 BsaI site를 포함한

염기서열을 (주)바이오니아에서 합성하였다. pX601을 modify 하여 제작한 pAG010 벡터의

XhoI 과 AgeI site에 ㈜바이오니아에 합성 의뢰한 염기서열을 cloning 하여 AAV-v2-SV40pA 

벡터를 제작하였다. AAV-v2-bGHpA 벡터는 pX601를 PCR primer pair (Forward: 

TCAGGATCCTGA

CTGTGCCTTCTAGTTGCCAG, Reverse: ACGCGGCCGCTCCCCAGCATGCCTGCTAT)를 사용하여

bGH poly A signal site를 증폭하여 AAV-v2-SV40pA의 BamHI 과 NotI site에 cloning 하여

제작하였다.

9. AAV 벡터를 이용한 crRNA cloning 및 분석

표적 유전자를 녹아웃 시키기 위한 유전자가위 제작을 위해 cloning에 필요한

올리고머(oligomer)를 ㈜마크로젠에서 합성하였고, 합성된 oligomer는 annealing 후에

AAV-v2-SV40pA 와 AAV-v2-bGHpA의 BsaI site에 cloning하여 ㈜마크로젠의 sequencing 

service를 통해 검증하였다. 

10. AAV 제작 및 감염

AAV 는 AAV-v2-SV40pA 와 AAV-v2-bGHpA 의 EV 또는 유전자가위를 포함하는 벡터를

pAAV-DJ (Cell Biolabs, Inc #VPK-420-DJ) 및 pHelper (Cell Biolabs, Inc #340202) 와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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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ofectamine Plus Reagent (ThermoFisher Scientific)를 사용하였다. 100 mm dish 기준

293TA 2x106 cell 을 Opti-MEM 750 μl 과 함께 상온에서 15 분 incubation 된 plus reagent 

20 μl 와 lipofectamine 30 μ 를 Opti-MEM 5 ml 로 5 시간 Opti-MEM 5 ml 로 37°C, 5% 

CO2 배양기에서 5 시간 배양 후 DMEM media 로 교체하여 72 시간 뒤 cell media 와

세포(pellet)에서 AAV 를 추출하였다. Media 로부터 AAV 를 생산하기 위해 AAVanced™

Concentration Reagent (System Biosciences #AAV110A-1)를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서

추출하였다. 세포로부터 AAV 를 생산하기 위해서는 cell pellet 을 cell scraper 로 긁어 50 mL 

튜브에 옮긴 후 centrifuge 1500 rpm, 10 분 수행한 뒤 cell pellet 을 확보했다. 확보한

pellet 을 DPBS 에 resuspension 후 액체질소와 37℃ water bath 를 이용하여 freeze and 

thaw 를 반복한 뒤 centrifuge 13,200 rpm 10 분 수행하고 상층액을 확보하여 사용하였다. 

생산된 AAV 를 QuickTiter™ AAV Quantitation Kit (Cell Biolabs, Inc #VPK-145)를 사용하여

제작사의 매뉴얼에 따라 AAV 정량을 실시하였다. 정량 된 AAV 는 ViraDuctin™ AAV 

Transduction Kit (Cell Biolabs, Inc #VPK-200)을 이용하여 매뉴얼에 따라서 타겟 세포에

처리 후 AAV 를 감염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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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Figure 1. H1 promote를 이용한 CRISPR-AsCpf1 발현 construct #5 벡터 확보

(A) 양방향 H1 promoter를 이용한 CRISPR-Cpf1 system 발현 벡터 제작을 위해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마우스 H1 Promoter를 조작하여 사용한 벡터들을 도식화한 것이다. RNA 발현

방향에서 5’GG가 도면상으로 5’CC 표기되었으며 본문에서는 GG로 언급하였다. 5’ 노란색

상자는 마우스 H1 promoter의 H1 RNA 염기서열을 나타내며 초록색 상자는 PARP-2 

염기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B) #1~#5 벡터로부터 lentivirus 생산 후 NIH3T3 세포에

감염시켜 puromycin 저항성을 테스트한 결과이다. Construct #1을 제외한 나머지

벡터로부터 감염된 세포에서 모두 puromycin 저항성을 나타냈다. (C) 벡터의 CRISPR-Cpf1 

system 발현 테스트 진행을 위해 #1~#5 벡터에 마우스 P53을 타겟 유전자가위를 삽입하여

lentivirus 생산 후 NIH3T3 세포에 감염시켜 T7E1 assay를 통한 유전자가위 활성을 나타낸

결과이다. (D) 제작한 벡터에 사용된 H1 promoter의 정보와 Kozak 염기서열, GG 염기서열, 

puromycin 저항성의 유무와 유전자가위 활성의 결과를 종합하여 도식화한 것이다. Kozak 

염기서열과 5’GG를 포함하는 Construct #5에서 CRISPR Cpf1 system 발현 효율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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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H1 promoter +10 bp를 이용한 CRISPR-AsCpf1 발현에 최적화된 벡터 제작

(A) H1 promoter의 CRISPR-Cpf1 system 발현 효율을 증가시키기 위해 Construct #5의 H1 

promoter에 H1 RNA 염기서열 1 bp ~ 30 bp를 추가하여 제작한 벡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초록색 상자는 PARP-2 염기서열을 나타낸 것이다. (B) T7E1 assay를 통해 염기서열이 추가된

H1 promoter로부터의 CRISPR-Cpf1 system 발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5-v2에서

유전자가위 효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 유전자가위 효율이 높게 나타난 v2를 이용한

AsCpf1 발현을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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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nstruct #5-v2의 H1 promoter +10 bp를 이용한 AAV-v2 벡터 제작과 단백질

발현 확인

(A) #5-v2 의 H1 promoter 를 이용하여 제작한 AAV-v2 벡터에서의 H1 promoter 활성

테스트를 위해 EGFP 를 삽입한 AAV-v2-EGFP 벡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B) AAV-v2-EGFP 를

HepG2 세포에 감염 시킨 후 72 시간 뒤 형광 발현을 확인한 결과로 H1 promoter 를 이용한

AAV 벡터로부터 단백질 발현이 정상적으로 일어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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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AV-v2의 AsCpf1 발현과 유전자가위 활성 확인

(A) H1 promoter로부터 CRISPR-Cpf1 system을 발현하는 단일 AAV 벡터의 발현 테스트

진행을 위한 인간 ATG5를 타겟하는 유전자가위와 AsCpf1을 삽입하여 제작한 AAV-v2-ATG5

벡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B) CRISPR-Cpf1 system을 발현하는 단일 AAV 벡터로부터의

AsCpf1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진행한 결과이다. Pellet에서 추출한

AAV에서 AsCpf1 활성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C) CRISPR-Cpf1 system을 발현하는

단일 AAV 벡터로부터의 유전자가위 발현을 T7E1 assay를 통해 나타낸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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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AAV-v2의 poly A signal에 따른 CRISPR system 발현 테스트

(A) Poly A signal 에 따른 AAV CRISPR-Cpf1 system 발현 테스트 진행을 위해 제작한 벡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B) 제작한 벡터로부터 생산한 AAV 를 HepG2 세포에 감염시킨 뒤 7 일 후

확보한 단백질 sample 을 이용하여 western blot 으로부터 AsCpf1 발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bGHpA 보다 SV40pA 에서 AsCpf1 발현이 더 높은 것을 보여준다. (C) 제작한

벡터로부터 생산한 AAV 를 HepG2 세포에 감염시킨 뒤 7 일 후 확보한 gDNA 를 이용한

T7E1 assay 를 통해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로 SV40pA 와 bGHpA 에 따른

유전자가위 활성은 차이가 없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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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AV-v2의 dimeric crRNAs, triple crRNAs 동시발현 확인

(A) Dimeric crRNA 를 동시에 발현하는 단일 AAV 벡터를 이용한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진행하기 위해 AAV-v2-bGHpA 벡터에 마우스 P53 과 Pten 을 동시에 타겟하는

유전자가위를 삽입한 벡터와 Cpf1 의 pre-crRNA processing activity 에 의한 dimeric crRNA 

array 로부터의 single crRNA 발현이 일어나는 일련의 과정을 도식화한 것이다. (B) 마우스

P53 과 Pten 을 동시에 타겟하는 유전자가위를 삽입하여 제작한 AAV-v2-bGHpA-TP 를

이용하여 생산한 AAV 를 감염시킨 NIH3T3 세포를 이용한 T7E1 assay 결과로 AAV 

벡터로부터 dimeric crRNA 가 정상적으로 발현하는 것을 나타낸다. (C) 마우스 P53, Pten 

그리고 Nf1 을 동시에 타겟하는 유전자가위를 삽입하여 제작한 AAV-v2-bGHpA-TPN 를

이용하여 생산한 AAV 를 NIH3T3 에 감염시켜 확보한 gDNA 를 이용하여 T7E1 assay 를

진행한 결과로 triple crRNA 동시 발현이 정상적으로 일어난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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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단일 유전자에 대한 multiplex crRNA 발현을 통한 효율적인 녹아웃 system

표적 유전자 위의 여러 crRNA를 동시에 공략함으로써 유전자 녹아웃 효과를 극대화 시킬 수

있는 multiplex crRNA 발현 system 적용 과정과 단일 유전자가위부터 4가지 유전자가위의

동시 활성 시 발생할 수 있는 in-frame 확률을 도식화한 것이다. 초록색 상자는 normal open 

reading frame을 나타낸 것이다. 회색상자는 유전자가위로 인해 발생한 premature stop 

codon으로부터 생성된 alternative reading frame을 나타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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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Multiplex crRNA system 제작을 위한 인간 ATG5 타겟 유전자가위 활성 테스트.

(A) 인간 ATG5 유전자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ATG5 녹아웃을 multiplex crRNA array 

제작에 사용될 유전자가위를 선별하기 위해 제작한 exon 위에 위치하는 단일 유전자가위

(CR)를 나타냈다. (B) 단일 유전유전자가위가 타겟하는 위치에서 -1 bp, -2 bp deletion에

의해 발생하는 premature stop codon에 의해 변이된 발현 단백질 크기를 도식화한 것이다. 

premature stop codon이 발생하는 위치를 끝으로 하여 정상 아미노산의 발현을 검정색

상자로, in-frame 돌연변이에 의한 단순 아미노산 변이가 생성된 부분을 빨간색 상자로

나타내어 도식화한 것이다. (C) 5‘유전자가위에 의해서 생성된 premature stop codon을

3’유전자가위가 파괴하지 않는 조건으로 제작한 단일 유전자가위를 pY108에 삽입하고

lentivirus를 생산하여 SNU475 인간 간암세포에 감염시킨 후 확보한 gDNA를 이용하여 T7E1 

assay를 진행한 결과이다. 제작한 유전자가위 모두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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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Multiplex crRNA system을 이용한 인간 ATG5 유전자 녹아웃.

(A) 인간 ATG5 유전자를 타겟하는 선별된 단일 유전자가위를 조립하여 multiplex crRNA 

array 를 제작하는 방법을 도식화한 것이다. (B) ATG5 multiplex crRNA array 로부터 단일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Lentivirus particle 을 생산하여 SNU475 인간

간암 세포주에 감염시켜 확보한 gDNA 를 통해 T7E1 assay 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4 개의

유전자가위 모두 활성을 나타내는 것을 보였다. (C) ATG5 multiplex crRNA array 를 이용한

ATG5 녹아웃 세포주에서의 ATG5 발현을 단백질 수준으로 확인하기 위해 생산한

lentivirus 를 SNU475 인간 간암 세포주에 감염시켜 확보한 SDS sample 을 이용하여 진행한

western blot 결과이다. 양방향 H1 promoter 에 의한 multiplex crRNA array 테스트 진행을

위해 Lenti-v2 를 함께 진행하였다. 그 결과 ATG5 가 정상적으로 녹아웃으로 됨으로써

autophagy pathway 에 관여하는 단백질 발현에도 변화가 일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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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Human Embryonic stem cell (hESCs) 에서의 dimeric crRNA의 동시 발현으로

인한 서로 다른 유전자의 동시 녹아웃 system

(A) 단일 promoter에 의한 CRISPR/Cas system 발현 벡터의 구조를 나타냄과 동시에

줄기세포에서의 B2M과 CIITA를 동시 녹아웃 시키기 위한 유전자가위를 삽입하여 제작한

lenti viral vector의 구조를 도식화한 것이다. 유전자가위 위치를 달리하여 2가지 벡터를

제작하였다. (B) Dimeric crRNA array를 제작하기 위한 유전자가위를 선별하기 위해 T7E1 

assay를 통해 진행한 단일 crRNA 발현 테스트 결과이다. (C) 단일 유전자가위 발현테스트를

통해 선별된 B2M-E2-CR1 과 CIITA-E8-CR1 유전자가위를 연결하여 제작한 crRNA array를

이용하여 lentivirus 생산 후 배아줄기세포에 감염시켜 확보한 gDNA로부터 T7E1 assay를

진행한 결과이다. 그 결과 B2M-CIITA array 와 CIITA-B2M array 모두 B2M 과 CIITA 동시

녹아웃을 발생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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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A cloning과 Off-target 분석을 통한 pY108-B2M-CIITA-2CR에 의한 B2M 과

CIITA 녹아웃 확인

(A) pY108-B2M-CIITA를 사용하여 생산한 lentivirus particle을 감염시켜 제작한 B2M, CIITA 

동시 유전자 녹아웃 hESCs 세포를 이용하여 단일 clone 생성 후 확보한 gDNA를 이용하여

진행한 TA cloning을 통해 타겟 sequence를 분석한 결과이다.  (B) B2M 과 CIITA각

유전자가위에 의한 off-target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off-target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높은

유사 sequence를 PCR을 통해 증폭하여 분석한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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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xon skipping으로 인한 CIITA 단백질 정상 발현

(A) TA cloning과 Off-target 분석을 통해 검증된 B2M, CIITA 녹아웃 hESCs 클론을 이용하여

분화 후 MSC I (B2M) 과 MSC II (CIITA)의 발현을 FACS를 통해 나타낸 결과이다. (B)

Hematopoietic stem cell (HSC)로 분화된 hESCs를 이용하여 RT-PCR을 진행한 결과이다. (C) 

RT-PCR product를 이용하여 진행한 TA cloning을 통한 CIITA mRNA 분석 결과이다.

결과적으로 CIITA가 유전적으로는 녹아웃이 되었지만 exon skipping으로 인한 단백질

발현으로 표현형 관찰이 되지 않은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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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새로운 CIITA 타겟 유전자가위를 이용한 B2M/CIITA 동시 녹아웃 벡터 제작

(A) 새로운 CIITA 유전자가위 제작을 위해 제작한 iPSC에서의 단일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위한 T7E1 assay 진행 결과이다. (B) 단일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통해

작동하는 유전자가위 중 형성되는 isoform들 중 공통으로 나타나는 exon인 exon8을

타겟하는 CR4 유전자가위를 이용하여 B2M/CIITA dimeric crRNA를 제작하여 iPSC로부터

T7E1 assay를 통한 유전자가위 발현 테스트를 진행한 결과이다. B2M-CIITA-2CR array에서

B2M 과 CIITA 동시 녹아웃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C) 향후 AAV를 통한 B2M/CIITA 동시

녹아웃을 유도하는 B2M-CIITA-2CR array를 이용하여 제작할 예정인 AAV 벡터를 도식화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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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e 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Cas (CRISPR 

associated protein) system, CRISPR RNA (crRNA) recognizes a complementary nucleotide 

sequence and guides it to the nucleotide sequence to be cut. It is derived from the 

bacterial immune system, which acts as a genetic scissors that cuts When crRNA is 

produced according to a desired nucleotide sequence using this, only the desired gene 

region can be edited, which is widely used for gene editing. In this study, one of the Cas 

proteins, AsCpf1 (Acidaminococcus sp. CRISPR from Prevotella and Francisella 1), was 

used to develop a vector system capable of gene editing. From the pre-crRNA processing 

activity of Cpf1, a multi-gene editing system using a single vector was constructed using 

the property that even if several crRNAs are linked and expressed as one, they can be 

split into individual crRNAs to produce multiple crRNAs(1),(2). In addition, a multi-gene 

editing system using AAV was constructed by applying it to Adeno-associated virus(AAV), 

which is widely used in in vivo experiments due to its high stability, but it is difficult to 

express the CRISPR-Cas system with only one vector due to the small size of the 

mountable gene(3). The AAV vector produced in this study secured a space for transgene 

insertion by using the H1 promoter, which is a bidirectional promoter, and made it 

possible to express CRISPR-Cpf1 system as well as to implement multiple gene scissors 

expression. The developed single AAV vector expressing the CRISPR-Cpf1 system will be 

able to reduce the time and economic costs associated with AAV production in the 

course of in vitro/in vivo experiments. It may contribute to performing simpler gene 

editing.

Keywords: CRISPR-Cpf1; multiplex CRISPR-Cpf1; Adeno-associated virus (AAV); i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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