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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CRISPR-Cas9을 이용한 oncogene deletion 

 

KRAS는 인간 종양에서 가장 빈번히 변이되는 암 유전자이며 그 활성

화 돌연변이는 중요한 치료 표적이 된다. CRISPR-Cas 시스템의 Cas9

과 single-guide RNA (sgRNA) 복합체는 특정 DNA 서열을 인식하고 

관련 유전자를 편집할 수 있도록 이중가닥 절단을 만든다. 여기서 

우리는 CRISPR을 이용하여 암세포에서 돌연변이 KRAS 대립유전자를 

특이적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우리는 리포터 시스템을 사용하여 

sgRNA를 스크리닝하고, Cas9 및 sgRNA를 렌티바이러스 전달 후 암세

포에서 그 영향을 검증하였다. 구체적으로는, Cas9 및 sgRNA의 전달 

후에 시험관 내 암세포의 생존과 증식, 종양 형성 및 생체 내 종양

의 성장을 측정하였다. 우리는 야생형 대립유전자에의 영향없이 돌

연변이 KRAS만을 효과적으로 표적화하는 sgRNA를 개발하였다. Cas9

을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 형질 전환시킨 KRAS 돌연변이 

암세포에서 doxycycline에 의해 발현이 제어되는 sgRNA를 발현시켰

을 때, 돌연변이 KRAS 유전자를 파괴하고 시험관 내 및 생체 내에서 

암세포의 억제가 유도되었다. Cas9 및 sgRNA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

스 및 아데노관련바이러스의 종양 내 주입은 면역 결핍 마우스에서 

생체 내 종양 성장억제를 유도하였다. 야생형 KRAS를 함유한 세포에

서의 Cas9 및 sgRNA의 발현은 유전자를 거의 변화시키지 않았고, 시

험관 내 및 생체 내에서 세포의 생존 또는 증식을 변화시키지 않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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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본 연구는 CRISPR가 암의 드라이버 돌연변이(driver mutation)

를 표적으로 하는데 이용될 수 있다는 개념을 증명함으로써 드라이

버 돌연변이 관련 암의 특정 염기서열 특이적 치료법의 개발 가능성

을 제시한다. 

 

 

 

 

 

 

 

 

 

 

 

 

 

 

 

 

 

 

핵심되는 말: Cas9-CRISPR, 유전자가위, 암 유전자, KRAS, 유전자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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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ISPR-Cas9을 이용한 oncogene deletion 

<지도교수 김 형 범>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이 상 은 

 

I. 서론 

Ras의 하위 그룹인 KRAS는 폐암, 대장암, 췌장암을 포함한 매우 치명적인 

암종에서 가장 빈번하게 돌연변이되는 암 유전자이다.1 활성화된 KRAS 돌

연변이는 암의 개시, 전이, 유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대표적인 

항암 치료의 표적이다.1 일부 종양의 생존이나 증식 신호를 촉진하는 비정

상적인 단백질을 타겟으로 하는 항암치료법이 특정 부류의 종양에 효과적

일 수 있고,2,3 단일클론항체와 저분자의약품이 비정상 단백질을 차단하는 

주요 수단이 되고 있다.3 그러나, 30년 이상 학계와 산업의 상당한 노력에

도 불구하고, 활성화된 KRAS 돌연변이에 대한 효과적인 저해제는 거의 없

기 때문에 여전히 중요한 도전과제로 남아있고, 새로운 접근법을 필요로 

한다. 최근에 KRAS G12C 저해제4,5와 Ras(정상과 돌연변이 둘 다)에 결합하

는 도메인에 대한 저해제6가 개발되어 부분적으로 발전을 이루긴 했지만, 

KRAS G12C 보다 빈번하게 발생하는 G12D 또는 G12V 돌연변이에 특이적인 

저분자의약품 저해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다. 돌연변이 KRAS의 mRNA를 선

택적으로 저해하는 small interfering RNAs(siRNA)7는 knock-out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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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nock-down을 유도하기 때문에 타겟 RNA를 억제시키기 위해서는 지속적으

로 전달해주어야 한다.8 

Zinc finger nucleases (ZFNs), transcriptional activator-like effector 

nucleases (TALENs),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s and CRISPR-associated proteins (CRISPR-Cas)와 같은 유전자 가

위는 특정 DNA 염기서열을 인식하고, 이중가닥 절단 (DSBs; double-strand 

breaks)을 일으켜 비상동말단연결 (NHEJ; nonhomologous end joining)에 

의해 insertion/deletion (indel)을 형성하며 절단된 염기서열을 회복시킨

다.9 이러한 indel의 형성은 관련 유전자의 소실을 유도한다.9,10 이에 따라 

Cas9과 특정 돌연변이 염기서열을 인식하는 sgRNA를 사용하여 정상 KRAS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KRAS 돌연변이 대립유전자만을 소실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지금까지, 유전자가위는 암 모델을 만들고,11-13 

항암 면역치료를 위한 면역세포 유전자의 편집이 시험관 내 (ex vivo)에서 

이용된 적은 있지만,14 생체 내 (in vivo)에서 암을 억제하기 위한 직접적

인 수단으로 사용된 경우는 없었다. 따라서 우리는 이번 연구를 통해 정상 

KRAS가 아닌 돌연변이 KRAS만을 타겟팅하는 sgRNAs를 찾아냈다. 이러한 돌

연변이 KRAS를 타겟팅하는 Cas9과 sgRNA의 암세포로의 도입은 시험관 내 

(in vitro) 실험에서 세포의 생존, 증식, 암화를 저해하였다. 또한 Cas9과 

sgRNA의 생체 내 (in vivo) 발현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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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세포주 및 배양조건 

HEK293T 세포주 (ATCC, CRL-11268)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에서 구입하였다. HT29, SW403, SW620, LS513, LoVo 

세포주는 Korean Cell Line Bank (KCLB; Seoul, South Korea)에서 구입하

였다. HEK293T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Invitrogen, 

Carlsbad, CA)를, HT29 and LS513는 RPMI-1640 medium (Invitrogen)를, 

SW403, SW480, SW620는 Leibovitz L-15 Medium (Invitrogen)를, LoVo는 

ATCC-formulated F-12K Medium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모든 배지에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Gibco-BRL, Grand Island, NY)과 1% 

ciprofloxacin hydrochloride (Sigma-Aldrich, St. Louis, MO)를 첨가하였

다. 

 

2. Cas9과 sgRNA 발현 플라스미드 

Cas9을 발현하는 플라스미드로 CMV promoter-Cas9-2A-mRFP-2A-Puro (이하 

Cas9-Puro로 명명함)를 ToolGen (Seoul, South Korea)에서 구입하였다. 

Cas9-Puro는 pSpCas9(BB)-2A-Puro V2.0 (addgene #62988)에 2A-mRFP-2A-

Puro를 삽입하여 만들었다. sgRNA 발현 플라스미드는 hU6-sgRNA (ToolGen) 

를 사용하였다. 각 타겟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합성

하였고 (Bioneer, Seoul, South Korea), thermocycler를 이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어닐링하였다. 어닐링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BsaI 제한효소로 자

른 hU6-sgRNA 플라스미드와 라이게이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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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리포터 어세이 

타겟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리포터 제작을 위해 타겟 염기서열에 대한 올리

고뉴클레오티드는 합성하였고 (Bioneer), thermocycler를 이용하여 시험관 

내에서 어닐링하였다. 어닐링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는 EcoRI과 BamHI 제한

효소로 자른 pRGS 벡터15와 라이게이션하였다. Cas9-puro, U6-sgRNA, 리포

터 플라스미드를 중량비 1:1:1로 혼합하고 Neon electroporation 

(Invitrogen)을 사용하여 HEK293T 세포에 형질도입하였다. 형질 도입 후 3

일 째에 부착세포들을 트립신화하고, 2 %의 FBS가 포함된 Ca2+, Mg2+ free 

PBS를 이용하여 부유시켰다. 단세포 현탁액을 FACSAria II (BD 

Biosciences, San Jose, C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mRFP+ 세포 중 eGFP+ 

mRFP+ 세포들이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고, 이것을 각 타겟에 대한  

sgRNA의 활성으로 나타내었다. 

 

4. 집락형성 분석 (Focus-forming assay) 

위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Cas9을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와 sgRNA를 발현하

는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이중으로 형질도입된 세포를 6 웰 플레이트에 

웰 당 1000 개씩 분주하였다. 10일 후, PBS로 씻어내고, 2% 크리스탈 바이

올렛으로 염색한 후, 사진을 찍고, ImageJ16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카운팅

하였다.  

 

5. 연한천배양 분석 (Anchorage independence culture assay) 

배양 배지의 구성은 한천 (Dongin-Genomic, Seoul, South Korea)을 10% 

FBS가 포함된 DMEM에 녹여 2가지 농도의 층 (위, 0.4% 한천; 아래,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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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천)을 이룬 형태로 만들었다. 위와 같이 Cas9과 sgRNA가 이중으로 형질

도입 시킨 세포 (웰 당 105 개)를 윗층의 연한천에 포함되도록 분주하였다. 

3주 후, 콜로니를 크리스탈 바이올렛으로 16 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6. MTS 세포 증식 분석 

Cas9과 sgRNA가 이중으로 형질도입 시킨 세포를 96 웰 플레이트에 웰 당 

1x104 개 씩 분주하였다. 분주 후, 12, 24, 48, 72 시간 째에 MTS 분석을 

시행하였다. 각 웰에 1/10 비율로 MTS(3-(4,5-dimethylthiazol-2-yl)-5-

(3-carboxymethox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Promega, Madison, 

WI)를 넣고, 37 ℃에서 4시간 동안 보관하였다. 배지를 제거하고, 각 웰에 

DMSO 180 ul를 넣어주었다. 마이크로 플레이트 리더기 (multiscan MK3;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평균 세포 증식도는 흡광도로부터 역산하였다. 

 

7. 실시간 세포 분석 (RTCA;Real-time cell analysis) 

세포에 Cas9과 sgRNA를 MOI가 약 10~20이 되도록 이중으로 형질도입 시켰

다. E-plate 16 (Roche)의 감지 (sensor) 웰에 각 5000개의 세포를 분주하

고, 24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백그라운드 측정을 위해 각 웰에 DMEM 50 ul

를 추가하였다. E-plate는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고, RTCA SP 시

스템 (Roche)을 이용하여 48시간 동안 약 15분 간격으로 관찰하였다. RTCA 

소프트웨어 버전 1.2.1 (Roche)로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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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Indel 효율 분석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한 형질도입 후 72 시간 째에,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 (Promega)를 이용하여 세포로부터 genomic DNA를 분리하

였다. Indel 효율 분석을 위해 KRAS 타겟 염기서열을 Pfu DNA Polymerase 

(SolGent, Daejeon, South Korea)를 이용하여 PCR 증폭하였다. 첫 번째 

PCR에 대한 템플릿 DNA로 genomic DNA 13 ug 을 사용하였다. PCR 생산물은 

MEGAquick-spin™ Total Fragment DNA Purification Kit (Intron, Seoul, 

South Korea)로 정제하였다. 결과물을 추출하고, 혼합한 후, MiSeq 또는 

HiSeq (Illumina)으로 분석하였다. 딥 시퀀싱 데이터를 분류하고 Python 

scripts17로 분석하였다. 데이터 분류는 19개 염기 바코드를 기반으로 수

행하였다. 예상되는 타겟 위치 (예를 들어, DNA 절단이 일어나는 위치를 

중심으로 양쪽으로 8 bp)주위에서 CRISPR-Cas9으로 유도되는 염기의 삽입 

또는 제거가 발생하였는지 확인하였다. 1 bp의 염기서열 치환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9. Cas9과 sgRNA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또는 아데노관련바이러스의 종

양 내 주입 

2 백만 개의 암세포를 5주령의 BALB/c 면역 결핍 수컷 마우스의 측면 피하

에 주입하고, 종양이 형성되도록 2주간 유지하였다. 1x108 TU의 렌티바이

러스를 PBS 50 ul에 혼합 또는 1x102 gc/ml AAV 를 PBS 50 ul에 혼합하여 

인슐린 주사기 (BD Biosciences, 31 gauge)로 각 종양에 3일 간격으로 세 

번 직접 주입하였다. 종양 크기는 캘리퍼를 사용하여 3일마다 측정하였다. 

종양 세포 주입 후 5주 째에 마우스로부터 종양을 분리하여 무게를 측정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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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통계분석 

모든 데이터는 ‘평균 ±평균의 표준오차’로 표기하였고, IBM SPSS 

statistics (버전21)로 통계 분석 하였다. 두 그룹간 연속변수에 대한 통

계처리는 Student’s t-test를 사용하였고, 둘 이상의 그룹간 변수에 대해

서는 Bonferroni’s method 로 다중 비교하여 분산 분석하였다. P-value가 

0.05 이하일 때 유의미하다고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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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돌연변이 KRAS를 우선적으로 타겟팅하는 sgRNA의 선정 

CRIPSR-Cas9 시스템으로 암세포에서 돌연변이 KRAS 대립유전자를 타겟팅하

기 위해서 KRAS 정상 대립유전자는 제외한 돌연변이 대립유전자(c.35G>T 

(p.G12V), c.35G>A (p.G12D), and c.38G>A (p.G13D), 그림 1)만을 인지하

는 sgRNA를 스크리닝하였다.  

 

그림 1. 돌연변이 KRAS, sgRNA의 명명법. (A) 이번 연구에서 타겟이 된 KRAS 돌연

변이이다. 이들은 암의 성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검정색 선은 KRAS의 genomic 

DNA를, E2는 exon2를 의미한다. (B) sgRNA의 명명법이다. 박스는 순서대로 (ⅰ) 

돌연변이가 일어난 핵산과 그 위치(예를 들어, c.35G>T는 35번째 염기 G가 T로 돌

연변이됨), (ⅱ) PAM부터 돌연변이 위치까지의 거리, (ⅲ) 돌연변이 위치를 기준

으로 한 PAM의 위치 (PAM이 돌연변이 위치보다 오른쪽에 있으면 Plus(P), 왼쪽에 

있으면 Minus(M)), (ⅳ) sgRNA의 총 길이(위의 경우, 17bp)를 의미한다. 

 

돌연변이 KRAS를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암세포는 정상 대립유전자도 함께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돌연변이 대립유전자에만 indel을 유도하는 sgRNA를 

선별해 내는 것이 어려웠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sgRNA의 활성을 평

가하기 위해 NHEJ 리포터 시스템을 도입하였다.15,18 리포터는 하나의 mR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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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와, CRISPR-Cas9 타겟 염기서열, 두 개의 eGFP 유전자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2). 

그림 2. NHEJ 리포터의 구조와 작동 원리. mRFP는 CMV 프로모터(pCMV)에 의해 지

속적으로 발현하는 반면, 두 eGFP는 out-of-frame 염기서열임과 동시에 앞 쪽에 

정지코돈이 존재하기 때문에 CRISPR-Cas9에 의한 indel 발생이 없으면 발현되지 

않는다. CRISPR-Cas9에 의해 타겟 염기서열에 이중가단 절단이 일어나면, 비상동

말단연결(NHEJ)에 의해 회복이 되고 indel을 발생시킨다. 이 indel 이 두 eGFP 유

전자에 frameshift를 일으키면, 둘 중 하나의 eGFP가 발현하게 된다. 

 

리포터는 (3n+1) 또는 (3n+2) 개 염기의 삽입 또는 제거로 인한 frameshift 

indel 발생 시에만 eGFP가 발현한다. KRAS 정상 대립유전자가 아닌, 돌연

변이 대립유전자만을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타겟팅하는 sgRNA를 선별하기 

위해서, 정상 또는 돌연변이 KRAS 염기서열을 포함하고 있는 리포터 플라

스미드와 Cas9 플라스미드, 각각의 sgRNA 플라스미드를 함께 HEK293T 세포

에 형질도입하였다. 유세포분석기를 이용하여 형질도입시킨 세포 중 mRFP

를 발현하는 세포에 대한 mRFP와 eGFP를 동시에 발현하는 세포의 비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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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고, 이 값을 타겟 염기서열에 대한 sgRNA의 활성 수치로서 이용하

였다. 일부 sgRNA들이 KRAS 돌연변이 타겟 염기서열에 대해 높은 eGFP 발

현을 보이면서, 정상 염기서열에 대해서는 낮은 발현을 나타내었다 (그림 

3). 이것은 돌연변이 KRAS 염기서열에 대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타겟팅을 

의미한다 (그림 3). 이후의 실험을 위해, 높은 타겟팅 정확성을 보이는 

sgRNA 두 종류(35T9P17과 38A6P17)와 낮은 정확성을 보이는 sgRNA 한 종류 

(35A9P17)를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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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리포터를 이용한 돌연변이 KRAS를 타겟팅하는 sgRNA의 선정. 돌연변이 또

는 정상 KRAS 염기서열을 가진 리포터와 Cas9, 각 sgRNA를 형질도입한 후,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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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NA의 타겟에 대한 indel 효율을 나타내는 eGFP+mRFP+/mRFP+ 세포의 비율을 왼

쪽에 이차원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c.35G>T (A), c.35G>A (B), or c.38G>A (C), 

c.34G>T (D), c.34G>C (E), or c.35G>C (F)). 그래프의 검정색, 빨간색 선은 정상 

vs. 돌연변이 KRAS 타겟 염기서열에 대한 eGFP+mRFP+/mRFP+ 세포의 비율이 각각 1 

과 3 일 때 이다. 각 sgRNA의 타겟 염기서열은 오른 쪽에 나타내었다. KRAS의 점 

돌연변이를 빨간색으로 표시하였고, PAM 염기서열을 파란색으로 표시하였다. (A-C) 

이후 실험에 사용한 sgRNA는 이차원 그래프에서 검정색 화살표로 표시하였으며, 

sgRNA 이름을 굵은 글씨로 표시하였다. 

 

암세포에서 Cas9과 sgRNA에 의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돌연변이 KRAS의 파

괴 

선정된 sgRNA의 핵내 DNA 염기서열에 대한 유전자 편집 효율을 검증하기 

위해서, KRAS 돌연변이 대립유전자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 Cas9과 sgRNA

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를 형질도입하였다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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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바이러스 벡터 모식도. (A-D) sgRNA를 지속적으로(A) 또는 유도할 때에만

(B)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Cas9을 발현하는(C) 렌티바이러스, Cas9과 sgRNA를 

동시에 발현하는(D) 렌티바이러스벡터의 모식도이다. (E, F) sgRNA(E) 와 Cas9(F)

을 발현하는 AAV 벡터의 모식도이다. (Psi, packaging signal; RRE, rev response 

element; WPRE, posttranscriptional regulatory element of woodchuck hepatitis 

virus; cPPT, central polypurine tract; U6 pol III promoter; gRNA, guide 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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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1α, elogation factor 1a promoter; PuroR, puromycin resistance gene; H1, 

H1 promoter; TetO, tetracyclin operator; Ub, ubiquitin promoter; TetR, 

tetracyclin repressor; T2A, T2A peptide; EGFP, Enhanced Green Fluorescent 

Protein; CMV, the promoters for cytomegalovirus; BlastR, blasticidin 

resistance gene) 

 

딥 시퀀싱 분석 결과, Cas9과 35T9P17 sgRNA가 도입된 SW403 세포 (이형 

접합체, c.35G>T)에서 50%의 indel 효율을, SW480과 SW620 세포 (동형 접

합체, c.35G>T)에서 각각 81% 와 80%의 indel 효율을 보였다. 또한 돌연변

이 KRAS 대립유전자의 비율을 각각 70%, 100%, 100%에서 12%, 19%, 20%로 

급격히 감소시켰다 (그림 5 A-C, G, 그림 6 A). Cas9과 35A9P17 또는 

38A6P17를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하여 LS513 세포 (이형 접합체, c.35G>A) 

또는 LoVo 세포 (이형 접합체, c.38G>A)에 도입하였을 때, 각각의 indel 

효율은 36%와 28%를 나타냈고, 돌연변이 KRAS의 비율을 53, 67% 에서 20%, 

22%로 감소시켰다 (그림 5 D-E, G, 그림 6 B-C). 이 sgRNA들을 정상 KRAS 

인 HT29 세포주에 도입하였을 때, indel 효율은 35T9P17는 0.2%, 35A9P17

는 77%, 38A6P17는 0.3%를 보였다 (그림 5 F). 이를 통해 35T9P17과 

38A6P17는 돌연변이 KRAS 염기서열에 상당히 높은 선별성을 가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고, 핵내 DNA 염기서열에 대한 indel 효율이 리포터를 이용해 

측정한 indel 효율과 상응한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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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암세포에서 Cas9과 sgRNA에 의한 선택적이고 효과적인 돌연변이 KRAS의 

소실(SW403, SW480, SW620, LS513, LoVo, HT29 세포). Cas9과 sgRNA를 암세포에 

형질도입하고, 핵내 DNA 염기서열에 대한 유전자 편집 효율을 딥 시퀀싱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Untreated 세포는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암세포주와 관련 돌연

변이의 이름은 각 그래프의 상단에 표시하였다. (Hetero., heterozygous; Homo., 

homozygous) (A-F) 암세포의 각 염기서열에 대한 Cas9과 sgRNA의 indel 효율이다. 

에러바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G) 정상, 돌연변이, indel 염기서열의 평균 빈도

이다. 각 실험에서 얻은 수치는 그림 6에 나타내었다. 빨간색 = Indels, 초록색 = 

정상 KRAS (unedited), 보라색 = 돌연변이 KRAS (unedi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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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상 KRAS와 돌연변이 KRAS의 염기서열 분포와 indels. 

 

이와 유사한 실험을 35T9P17 sgRNA가 doxycycline으로 유도되는 렌티바이

러스를 이용하여 진행하였고 (그림 7), 35T9P17가 c.35G>T KRAS 염기서열

을 선택적이고, 효율적으로 타겟팅하는 sgRNA라는 것을 확증하는 실험 결

과를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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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암세포에서 doxycycline에 의해 유도되는 35T9P17 sgRNA의 활성. Cas9과 

doxycycline에 의해 유도되는 sgRNA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를 세포에 형질도입

하였다. 실험군에만 doxycycline을 처리해주고, 대조군과 함께 72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Indel 효율은 딥 시퀀싱으로 분석하였고, 그래프상에 점을 찍어 리니어 

또는 로그 스케일로 표시하였다. (Hetero., heterozygous; Homo., homozygous) 

 

Indel이 일어난 염기서열 분석 결과, 다양한 패턴의 indel을 확인하였고, 

대략 3 분의 1 정도가 in-frame인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8). 이중가닥 절

단이 일어나는 위치가 KRAS 기능에 있어서 중요한 도메인 부위라는 점4,17

과 기능적 도메인을 타겟팅하는 것이 in-frame 생성시에도 KRAS의 기능을 

소실시킨다19는 사실에 입각하면,4,20 in-frame의 indel 또한 돌연변이 KRAS

의 기능을 잃게 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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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돌연변이 KRAS 에서 발생한 indel 패턴. (A) 35T9P17 가이드에 의해 편집

된 SW403 세포의 DNA 염기서열이다. 빨간색은 CRISPR-Cas9의 인지 사이트이고, 굵

은 파란색 글자는 PAM 염기서열이다. 하이픈과 소문자 글자는 각각 염기서열의 제

거와 삽입을, 첫 번째 괄호는 각 클론의 빈도를 의미하고, 두 번째 괄호는 삽입되

거나 제거된 염기의 수를 더하기 또는 빼기의 부호와 함께 나타낸 것이다. Out-

of-frame(주황색)과 in-frame(갈색) 돌연변이의 빈도를 파이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돌연변이의 빈도는 돌연변이 클론수를 전체 클론수로 나누어서 계산하였다. 위의 

설명은 (B) SW480 (35T9P17), (C) SW620 (35T9P17), (D) LS513 (35A9P17), (E) 

LoVo (38A9P17) 에도 적용된다. 

 

돌연변이 KRAS 타겟팅으로 유도되는 암세포 성장 억제의 시험관 내 실험 

다음으로 위와 같은 돌연변이 KRAS의 파괴가 암세포의 생존, 증식, 암화에 

미치는 영향을 시험관 내 실험을 통해 살펴보았다. 암세포들을 Cas9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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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gRNA를 각각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차례로 형질도입하

고, 집락형성 분석과 연한천배양 분석에 사용하였다. SW403 세포 (이형 접

합체, c.35G>T)에서 Cas9과 35T9P17 sgRNA의 발현은 집락형성을 94%, 연한

천배양을 70% 감소시켰다. 즉, Cas9과 sgRNA를 이용한 돌연변이 KRAS의 파

괴가 KRAS 돌연변이 암세포의 생존과 암화를 저해하였다. (그림 9 A, E). 

또한 SW480과 SW620 세포 (동형 접합체, c.35G>T)에서도 콜로니 형성의 감

소를 관찰하였다 (그림 10 A-D). LS513 세포 (이형 접합체, c.35G>A)에서 

Cas9과 35A9P17 sgRNA의 발현은 집락형성을 91%, 연한천배양을 96% 감소시

켰고, 암세포의 생존과 암화를 억제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9 B, 

F). LoVo 세포에서 Cas9과 38A6P17 sgRNA의 발현은 두 분석법에서 콜로니

의 수를 각각 25%, 61% 감소시켰고, 이 sgRNA가 KRAS 돌연변이 암세포의 

생존과 암화를 부분적으로 저해하는 낮은 활성을 가졌다는 것을 확인하였

다 (그림 9 C, G). Cas9과 각각의 sgRNA들을 HT29 세포주에서 발현시켰을 

때 두 분석법 모두에서 콜로니 수에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그림 9 D, 

H), 따라서 유전자 가위에 의한 생존과 암화의 억제는 KRAS 돌연변이 세포

에서만 발생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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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돌연변이 KRAS 타겟팅으로 유도되는 암세포 성장 억제의 시험관 내 실험. 

KRAS 돌연변이를 포함하는 암세포에 Cas9과 sgRNA를 전달한 후, 집락형성(A-D), 

연한천배양(E-H), MTS(I-L) 분석을 진행하였다. 대조군으로서 완전히 다른 염기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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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타겟팅하는 sgRNA를 사용하였다. (Hetero., heterozygous; Homo., 

homozygous) 에러바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p < 0.05, **p < 0.01, ***p < 

0.001. (A-D) 집락형성 분석 결과이다. 2 % 크리스탈 바이올렛 염색 후, 대표적인 

사진을 각 그래프의 상단에 나타내었다. (E-H) 연한천배양 분석 결과이다. 대표적

인 사진을 각 그래프의 상단에 나타내었다. Scale bar = 100 um. (I-L) MTS 분석 

결과이다. 마지막 형질도입 후 하루 뒤에, 형질도입되지 않은 세포는 puromycin 

selection 을 24 시간 진행하여 제거하였고, 샘플 당 5000개의 세포를 96 웰 플레

이트에 분주하였다. 분주 후 48 시간 동안 MTS 시약을 처리하여 세포의 증식을 측

정하였다. MTS 처리 후 세포의 상대적인 수는 490 nm 에서 대조군의 평균 광학밀

도에 대한 각 실험군의 광학밀도 (Optical density;O.D)값을 표준화하여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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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돌연변이 KRAS의 타겟팅은 암세포의 생존, 증식, 암화를 시험관 내 실험

에서 억제함. 

 

추가로 sgRNA의 발현이 doxycycline에 의해 유도되면서, Cas9은 지속적으

로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 실험에

서도 마찬가지로 35T9P17 sgRNA에 의해 SW403, SW480, SW620 세포 

(c.35G>T)에서 콜로니 형성이 억제되었고, HT29 세포 (KRAS 정상 세포)에

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림 11). 



- 27 - 

 

그림 11. KRAS 돌연변이를 가진 암세포에서 Cas9과 sgRNA 발현 후 연한천배양 분

석법 시행. 암세포에 doxycycline으로 유도되는 35T9P17 sgRNA와 지속적으로 발현

하는 Cas9을 형질도입하였다. 실험군에만 72 시간 동안 doxycycline을 처리하였다. 

(Hetero., heterozygous; Homo., homozygous) 에러바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Scale bar = 100 um. 

 

Cas9과 sgRNA가 세포 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MTS 와 xcelligence 세포 증식 

분석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Cas9과 sgRNA를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하여 

전달하고, 5,000개의 세포를 96 웰 플레이트 (MTS 분석용)와 16 웰 플레이

트 (xcelligence 분석용)에 각각 분주하였다. MTS 분석은 분주 후 48시간 

째에 시행하였고, Cas9과 35T9P17 sgRNA를 발현시킨 세포인 SW403, SW480, 

SW620 에서 0.34, 0.46, 0.71의 생존률을 확인하였다. 즉, 세포의 증식과 

생존이 유전자 가위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림 9 I, 그림 10 E, F). 실시

간 xcelligence 분석 결과, 세포 분주 후 약 24 시간 이후부터 세포 지수

가 감소하기 시작하였고 (Cas9 과 sgRNA 전달로부터 72시간 후; 그림 12 

A-C), 돌연변이 KRAS 대립유전자의 손실이 세포의 사멸을 야기하였다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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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HT29 세포에서는 Cas9과 sgRNA의 발현이 MTS (그림 9 L)와 

xcelligence (그림 12 D) 분석 결과, 세포 수를 변화시키지 않았고, 이는 

정상 KRAS 세포의 증식과 생존률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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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as9과 돌연변이 KRAS를 타겟팅하는 sgRNA 발현 후, 돌연변이 KRAS 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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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의 RTCA(real-time cell analyzing) 세포 지수 곡선. RTCA는 KRAS 돌연변이 암

세포 (SW403(A), SW480(B), SW620(C))와 KRAS 정상 암세포 (HT29)를 대상으로 수

행하였다. 각 세포에 Cas9과 35T9P17 sgRNA(A-C), 35T9P17, 35A9P17, 38A9P17 

sgRNA(D)를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 형질도입하였다. 마지막 형질도입 후 하루 뒤

에, 형질도입되지 않은 세포는 puromycin selection을 24 시간 진행하여 제거하였

고, 샘플 당 5000개의 세포를 E-plates(16 웰)에 분주하였다. 그리고 72시간 동안 

관찰하였다. 아무것도 형질도입 시키지 않은 세포(untreated)와 타겟 염기서열에 

대한 가이드 염기서열이 완전히 다른 sgRNA를 도입한 세포(Mock)를 대조군으로 사

용하였다. 

 

돌연변이 KRAS 타겟팅으로 유도되는 암세포 성장 억제의 생체 내 실험 

돌연변이 KRAS 타겟팅이 종양의 성장을 억제시키는지 여부를 생체 내 실험

을 통해 평가하였다. 종양이 형성된 이후에 35T9P17 sgRNA를 발현시키기 

위해서, 먼저 Cas9을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SW403 세포를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하여 만들었다. 이어서 또다른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하여 doxycycline

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는 35T9P17 sgRNA를 형질도입하였다 (그림 4 B). 이

와 같은 방식으로 이중으로 형질도입된 암세포를 면역 결핍 마우스의 피하

에 장기이식하고 14일 동안 종양이 형성되도록 하였다. 이 후, 종양 세포

에서 35T9P17 sgRNA가 발현되도록 마우스에 doxycycline을 투여하였다. 이 

sgRNA의 발현은 급격하게 종양의 형성을 저해하였다 (그림 13 A, B). 종양

의 무게는 26일 째에 측정 (doxycycline 투여 후 12일 째)하였고, 

doxycycline 투여 실험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7.2 배 낮았다 (그림 13 E, 

G). 이와 유사하게, SW480 세포에서도 종양의 무게가 doxycycline 실험군

에서 10 배 낮게 측정되었다 (그림 13). 이러한 결과로부터 CRISPR-Cas9에 

의한 돌연변이 KRAS 타겟팅이 종양의 성장에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 31 - 

있다. 

 

 

그림 13. CRISPR-Cas9에 의한 돌연변이 KRAS 타겟팅은 생체 내에서 종양의 성장을 

억제함. SW480 암세포에 doxycycline에 의해 유도되는 35T9P17 sgRNA와 지속적으

로 발현하는 Cas9을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해 형질도입하였다. 형질도입된 세포를 

면역 결핍 마우스에 피하 주입시키고 14일 동안 종양을 형성시킨 후, 35T9P17 이 

발현되도록 doxycycline을 투여하였다. (A) Doxycycline 투여 후 12 일 째(암세포 

주입 후 26일 째) 마우스의 사진이다. (B, C) Doxycycline 투여 후 12일 째에 마

우스로부터 얻은 종양의 사진(B)과 무게(C)이다. 에러바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빨간색 scale bar = 1 cm. *p < 0.05, **p < 0.01, ***p < 0.001. (Homo., 

homozygous) 

 

HT29 세포 (정상 KRAS)에 대한 실험 결과, doxycycline으로 유도된 sg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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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현이 종양의 성장과 최종 종양의 크기를 변화시키지 않았고 (그림 14 

C, D, F), 이를 통해 정상 KRAS 세포의 생존, 증식, 암화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종합해보면, 돌연변이 KRAS를 타겟팅하는 

CRISPR-Cas9에 의한 종양의 억제는 연관된 KRAS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암세포에만 한정되어 발생하며, 위에서 언급한 시험관 내 실험의 결과와 

상응한다. 

 

유전자 가위의 KRAS 돌연변이 종양 내 직접주사를 통한 생체 내 실험  

마지막으로 Cas9과 sgRNA의 전달이 면역결핍 마우스에서 인간 암세포의 성

장을 저하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KRAS c.35G>T 돌

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SW403 암세포를 면역결핍 마우스 피하에 주입하였고, 

14일 동안 종양이 형성되도록 유지하였다. 암세포에 Cas9과 sgRNA를 전달

하기 위해서, 렌티바이러스 벡터를 사용하였다. Cas9과 35T9P17 sgRNA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의 종양 내 주입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하였고, 이것

은  Cas9만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를 주입한 대조군에서의 견고한 종양 형

성과는 명확한 차이를 보이는 결과였다 (그림 15 A-C, 그림 16). 또한 AAV 

벡터를 이용하여 Cas9과 sgRNA를 종양에 전달해보았고, 이 때에도  비록 

렌티바이러스에 의한 효과보다는 적지만 대조군과는 명확한 차이로 종양 

성장을 억제시켰다 (그림 17). Cas9과 sgRNA의 렌티바이러스를 이용한 정

상 KRAS 종양 내 전달은  종양의 성장을 억제시키지 못했고, Cas9만 발현

하는 렌티바이러스를 주입한 대조군과 비슷한 종양 성장을 보였다 (그림 

15 D-F). 이것은 35T9P17 sgRNA의 c.35G>T 돌연변이 암세포에 대한 선택적 

활성을 입증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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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돌연변이 KRAS의 타겟팅은 암세포의 생존, 증식, 암화를 생체 내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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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억제함. 암세포에 doxycycline으로 유도되는 35T9P17 sgRNA를 발현하는 렌티바

이러스 벡터와 지속적으로 발현하는 Cas9을 형질도입하였다. 형질도입된 세포를 

면역 결핍 마우스에 피하 주입시키고 14일 동안 종양을 형성시킨 후, 35T9P17 이 

발현되도록 doxycycline을 투여하였다. 이후 12일 동안 종양이 형성되도록 유지하

였다. (Hetero., heterozygous; Homo., homozygous) (A, C) 종양 성장 곡선. 빨간

색과 파란색은 각각 doxycycline을 투여하고, 투여하지 않은(대조군) 그룹이다. 

(B, D) Doxycycline 투여 후 12 일 째(암세포 주입 후 26일 째) 마우스의 사진이

다. (E-H) Doxycycline 투여 후 12 일 째에 마우스로부터 얻은 종양의 사진(E, F)

과 무게(G, H)이다. 에러바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빨간색 scale bar = 1 cm. *p 

< 0.05, **p < 0.01, ***p < 0.001 

 

 

그림 15. 유전자 가위를 KRAS 돌연변이 종양에 직접 주입하는 생체 내 실험. 면역 

결핍 마우스에 돌연변이 KRAS 또는 정상 KRAS를 갖고 있는 암세포를 피하 주입하

였고, 14일 동안 종양이 형성되도록 유지하였다. Cas9과 sgRNA (35T9P17) 둘 다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Lenti_Cas9-sgRNA) 또는 Cas9만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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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nti_Cas9)를 종양에 3일에 한 번씩 3회 주입하였다. (A, D) 종양 성장 곡선이

다. 검은색 화살표는 렌티바이러스를 주입한 시점을 의미한다. 각각 6개의 종양에 

주입하였다. (B, C, E, F) 렌티바이러스 주입 후 12일 째에 마우스로부터 얻은 종

양의 사진(C, F)과 무게(B, E)이다. 에러바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p < 0.001; 

ns, not significant. 

 

 

그림 16. Cas9과 sgRNA를 발현하는 렌티바이러스의 종양 내 주입 후, 면역 결핍 

마우스들의 종양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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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AAV를 이용한 돌연변이 KRAS의 타겟팅은 암세포의 생존, 증식, 암화를 

생체 내 실험에서 억제함. 면역 결핍 마우스에 돌연변이 KRAS(c.35G>T)를 가지고 

있는 SW403 암세포를 피하 주입하였고, 14일 동안 종양이 형성되도록 유지하였다. 

Cas9과 sgRNA(35T9P17) 둘 다를 발현하는 아데노관련바이러스(AAV_Cas9-sgRNA) 또

는 GFP를 발현하는 대조군 아데노관련바이러스(AAV_GFP)를 종양에 3일에 한 번씩 

3회 주입하였다. (A) 종양 성장 곡선이다. 검은 색 화살표는 AAV를 주입한 시점을 

의미한다. 각각 4개의 종양에 주입하였다. (B) AAV 주입 후 12일 째 마우스의 사

진이다. (C, D) AAV 주입 후 12일 째에 마우스로부터 얻은 종양의 사진(C)과 무게

(D)이다. 빨간색 scale bar = 1 cm. 에러바는 표준오차를 나타낸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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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지금까지 유전자 치료 방법은 암의 근본적인 원인인 DNA상의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하지 않았다. 많은 암들이 그러한 돌연변이로 인해 야기되지만 

기존의 치료법들은 돌연변이 자체보다 돌연변이로 야기되는 차후의 변화들

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런 변화들은 세포의 과잉 증식, 비정상적인 단

백질의 발현, 대사 또는 신호 전달상의 변화들을 포함한다.21,22 유전자 가

위는 정확한 염기서열을 타겟팅하는 것이 가능한데, 이 논문을 통해 

CRISPR-Cas로 특정한 암을 유발하는 염기서열을 가진 세포를 선택적으로 

조절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돌연변이 KRAS 뿐만 아니라, 암과 관련된 

돌연변이를 가지고 있는 다른 유전자들 또한 CRISPR-Cas를 이용해 소실시

킬 수 있다.23 특정한 염기서열을 갖고 있는 포유류 세포에서 이와 같은 

조절은 미생물에서 보여지는 특정한 염기서열에 대한 조절과 유사하다.24,25 

특정 염기서열에 선택적인 유전자 가위의 활성은 두 세균 종 간에 존재하

는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를 구별할 수 있는데,25 이것은 선정된 sgRNA가 

하나의 염기서열 차이인 돌연변이 KRAS와 정상 KRAS를 구별하였던 이번 연

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와 같은 접근법은 종양을 유발하는 돌연변이를 가

지고 있는 암세포를 정상 세포로부터 구별하여 치료하는 것이며, 이로써 

암으로부터 야기되는 차후의 변화가 아니라 암의 근원 자체를 표적으로 한

다는 것에 의의가 있다. 

지금까지는 바이러스성 또는 비바이러스성 방법으로 이식유전자를 암세포

에 전달해왔다.26,27 정상 세포로 전달될 경우 발생하는 부작용 때문에, 연

구자들은 암세포에만 정확하게 이식 유전자를 전달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

을 기울이고 있으며, 이 때문에 효과적인 전달 방법 선택에 있어서 제한을 

받기도 한다. 우리의 접근법은 타겟 염기서열을 갖고 있지 않은 정상 KRAS 

세포는 Cas9과 sgRNA가 발현된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부작용이 관찰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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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기 때문에, 정상 세포와 암세포 둘 다에 이식 유전자를 전달하는 비선택

적인 방법과도 호환될 수 있다. 또한, Cas9과 sgRNA의 일시적인 전달로도 

영구적으로 타겟 유전자를 소실 시키기에 충분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전

달해 주어야하는 small interfering RNA와는 다른 장점이 있다.8 요약하면, 

우리의 접근법은 일시적이거나 비선택적인 다양한 전달 방법들과도 호환될 

수 있고, 이것은 임상 단계의 진입장벽을 낮출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는 CRISPR-Cas9이 정상 유전자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암

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한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겟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개념을 시험관 내 및 생체 내 실험을 통해 증명하였다. 이번 실

험에서 이용한 선택적으로 타겟 염기서열을 인지하고 그것으로 인해 발생

하는 유전자 소실 메커니즘은 다른 유전자 가위를 통해서도 이용될 수 있

기 때문에 다른 유전자 가위 시스템28으로 시도해 본다면 더 효과적으로 

종양의 억제를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러한 치료의 메커니즘이 이

전에 발표된 항암 치료방법들과는 다르기 때문에 CRISPR-Cas9 치료제와 기

존의 항암 치료법을 함께 사용한다면 더 효과적인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도 

있을 것이다. 이 연구는 암의 특정 유전자 돌연변이를 타겟으로 하는 

CRISPR-Cas의 응용가능성을 확대시켰으며, 암 성장을 억제하는 새로운 치

료법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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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를 통해 CRISPR가 암의 성장을 억제시키기 위한 특정 유전자 돌연

변이를 타겟팅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는 개념을 제시하였고, 암을 유발하는 

유전자 돌연변이에 대한 염기서열 특이적인 치료법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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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Deletion of oncogene using CRISPR-Cas9 

Sangeun Lee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ongbum Kim) 

 

KRAS is the most frequently mutated oncogene in human tumors and its 

activating mutations represents important therapeutic targets. The combination 

of Cas9 and guide RNA from the CRISPR-Cas system recognizes a specific 

DNA sequence and makes a double-strand break, which enables editing of the 

relevant genes. Here we harnessed CRISPR to specifically target mutant 

KRAS alleles in cancer cells. We screened guide RNAs using a reporter 

system and validated them in cancer cells after lentiviral delivery of Cas9 and 

guide RNA. The survival, proliferation, and tumorigenicity of cancer cells in 

vitro and the growth of tumors in vivo were determined after delivery of Cas9 

and guide RNA. We identified guide RNAs that efficiently target mutant 

KRAS without significant alterations of the wild-type allele. Doxycycline-

inducible expression of this guide RNA in KRAS mutant cancer cells 

transduced with a lentiviral vector encoding Cas9 disrupted the mutant KRAS 

gene, leading to inhibition of cancer cell proliferation both in vitro and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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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ratumoral injection of delivery of lentivirus and adeno-associated virus 

expressing Cas9 and sgRNA suppressed tumor growth in vivo in 

immunodeficient mice. Expression of Cas9 and the guide RNA in cells 

containing wild-type KRAS barely changed the gene and did not alter cell 

survival or proliferation either in vitro and in vivo. Our study provides a proof-

of-concept that CRISPR can be utilized to target driver mutations of cancers, 

opening a novel class of sequence-specific therapeutic modalities for certain 

subsets of driver mutation-associated canc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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