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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any pronuclear stage eggs were used to generate transgenic mice (Tg) by microinjection. In this study, we used 
in vitro fertilized mouse eggs, followed by ultrarapid freezing to establish a simple procedure for production of Tg 
mice. We produced in vitro fertilized mouse eggs and cryopreserved them by ultrarapid freezing method. A total of 
139 cryopreserved-thawed pronuclear eggs, of which 101 (72.6%) were survived following microinjection of chicken 
b-actin promoter-driven firefly improved luciferase cDNA (β-act/luc+) and were transferred into 5 recipients. All 
recipients became pregnant and gave birth to a total of 15 (14.8%) pups. As a control, same DNA construction (β- 
act/luc+) was also injected into 450 in vitro fertilized eggs, of which 338 (75.1%) were survived and then were 
transferred into 14 recipients. Eleven (78%) mice became pregnant and littered a total of 54 (19.1%) pups. Southern 
blotting analysis of Tg mice indicated that one (1/15, 6.6%) and three (3/54, 5.5%) transgenic mice were production 
from cryopreserved and in vitro fertilized eggs, respectively. All Tg mice produced from both eggs showed the 
expression of improved luciferase gene.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efficiency of produced of Tg mice from cryo- 
preserved eggs was comparable to that from in vitro fertilized eggs. Furthermore, it is suggested that microinjection 
of transgene into in vitro fertilized eggs cryopreserved by ultrarapid freezing is an easy and conveniently method for 
production of Tg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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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전핵기 수정란 미세 주입법에 의한 마우스 게놈에 외래 유

전자의 도입방법은 1980년에 Gordon 등에 의해서 처음으로 보
고되었다(Gordon et al., 1980). 이 기술을 이용해 염색체 게놈
에 외래유전자를 도입시킨 형질전환 마우스(이하 Tg 마우스)
를 제작해 특정 유전자의 생리적인 기능 등을 생체 내에서 해

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Brinster et al., 1982; Palmiter et 
al., 1982). 그러나 이와 같은 Tg 마우스 제작에는 공시란 획득

을 위해 암컷 마우스를 과배란 유기 처리를 하고 수컷마우스와 
교배시켜 전핵기 수정란을 회수하였다. 이를 위해 공시란 획득
에는 많은수의 donor 마우스와 대량의 시간을 필요로 하고, 공
시란수가 불안정하기 때문에 이식을 위한 위 임신 암컷 마우스

를 여분으로 준비를 해야 할 필요가 있다. 한편, Whittingham 
등(1972)과 Whilmut 등(1972)에 의해 초기배자의 동결보존 방
법이 보고된 이후, 자동 프로그램 동결기기의 개발과 함께 초
기배자의 동결보존에는 대부분 완만 동결방법이 많이 이용되

어왔다. 그러나 최근에 복잡한 절차가 필요 없는 배자의 동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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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Structures of the luciferase cDNA (β-actin/luc+) used in this study.

보존 방법인 유리화 방법도 고안되었다(Rall and Fahy, 1985). 
이러한 방법들에 의해서 동결 및 융해 후의 초기배자의 생존

성은 기존의 완만 동결방법과 비교해서 비슷하거나, 더 높은
생존성을 명확하게 보였다. 그래서 Tg 마우스 제작을 보다 효
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미세주입법과 함께 동결보존기술을

잘 조합한 새로운 방법이 연구되었다. 현재까지 완만 동결법
(Leibo et al., 1991), 유리화 동결방법(Tada et al., 1995) 그리
고 초급속 동결법(Anzai et al., 1994)을 이용해 동결 보존한 전
핵기 수정란을 사용해서 Tg 마우스를 제작한 보고가 있었다. 
이러한 방법에는 전핵기 수정란을 동결보존하는 것으로 마우

스의 콜로니를 대량유지가 필요 없고, 미세주입조작에 공시하
는 수정란을 획득하기 위해서 실험과정 간소화가 가능해, 계획
적인 실험과 실험방법의 효율화 등의 이점이 예상된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완만동결법과 비교해 조작이 용이하고, 시간
적 제약이 없는 초급속 동결법에 의한 체외수정 유래의 전핵기 
수정란의 동결보존을 실시하고, 융해 후에 이런 수정란을 이
용해 효율적인 Tg 마우스 제작방법을 검토 및 확립을 위해 시
도를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체외수정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는 Imamichi Institute of Animal Re- 
production(Ibaraki, Japan)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
는 한 번에 대량의 전핵기란을 확보하기 위해 체외수정란을 이

용하였다. 체외수정의 순서는 Toyoda 등의 방법(Toyoda et al., 
1971)에 의해 실시하였다. 먼저, 성숙한 ICR 수컷 마우스의 정
소상체 미부로부터 정자를 채취하고, 미네랄 오일로 덮은 400 
μl의 Human tubal fluid(HTF) 배지에서 배양시켰다. 정자현탁
액을 37℃, 5% CO2 배양기에서 수정능 획득을 위해 1.5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한편, 난모세포의 채취는 다음과 같이 실시했
다. 먼저, ICR 계통의 암컷 마우스를 5 IU의 pregnant mare’s 
serum gonadotropin(PMSG, Sigma)과 48시간 후에 5 IU의 hu- 

man chorionic gonadotropin(hCG, Sigma)를 투여해 과배란 처
리를 하고, hCG 투여 후, 14∼15시간에 적출한 난관 팽대부에
서 난구세포괴를 채취하고, 미리 평형화한 400 μl의 HTF 배양
액에 회수하였다. 수정 후 6시간째에 HTF 배지 내에서 세정하
고, 형태학적으로 정상인 수정란만을 회수했다. 이러한 체외
수정란은 미세주입조작까지 5%, CO2 인큐베이터 내의 HTF 
배양액에 넣어뒀다. 이상과 같은 실험동물을 이용한 일련의 실
험은 일본 Tokyo대학교 농업생명과학센터 수의과학대학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 A-10-1211을 기준으로 진행하였다.

2. 도입유전자의 구조와 조정

 조직 및 세포에서 구성적으로 발현을 유도하는 닭 β-action 
프로모터(Fregien와 Davidson, 1990)를 가진 직쇄상의 단편(1.5 
kbp)을 분리한 개량형 루시페라제의 cDNA 단편(1.8 kbp)의 상
류에 연결해서, 융합한 유전자를 pUC118 벡터 내에 주입(Hind 
Ⅲ-Xba Ι)하고, 그 다음 SV 40 스플라이싱 영역과 SV40 poly 
A 부가 신호 영역으로 구분하였다. 구축한 플라스미드 DNA를 
대량정제 후, Pst Ι과 Sac Ι의 각각의 제한 효소를 이용해 절단
하고, 1.0% agrose로 전기영동을 실시하고, 목적의 사이즈를 가
진 Fig. 1에 나타낸 도입절단(4.3 kbp)를 잘라내었다. DNA 단
편은 Gene clean Ⅱ(Hunakoshi, Japan)를 이용해 정제하고, TE 
(pH 8.0)로 융해한 후, 미세주입실험에 공시하기 전까지 —20 
℃에서 보존하였다. 또한, 미세주입에는 4 μg/ml가 될 수 있게
최종적으로는 TE buffer(pH 7.4)에 융해한 DNA 용액을 이용
하였다. 

3. 수정란의 동결 및 융해

전핵기 수정란의 급속동결은 Nakagata의 방법(1990)에 준하
여 실시하였다. 먼저 급속동결에는 M 16 배양액 중의 전핵기
수정란을 1 M DMSO의 drop에 옮기고, M 16을 제거한 후, 5 
μl의 1 M DMSO와 초기배자를 함께 직접 동결용 튜브(cryo- 
tube) 속에 넣고, 얼음물속에서 5분간 유지하였다. 그다음은 95 
μl의 DAP213(DMSO 2 M, 아세트아미트 1 M, 프로필렌글리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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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로 조정한 동결보존용액)을 첨가하고, 다시 5분 간 유지하
였다. 그리고 튜브를 캔에 장착한 후, 액체질소에 담그고 급속
동결을 실시하였다. 융해조작에는 액체질소로부터 동결용 튜
브 속에 미리 37℃로 가온해 둔 0.3 M scurose 용액을 첨가해, 
수정란의 동결융해와 보존액의 희석을 동시에 실시하였다. 그
리고 현미경하에서 형태학적으로 정상으로 판정되는 전핵기

수정란만을 유전자주입 실험에 공시하였다. 

4. 마우스 전핵기란에 도입유전자의 미세주입과 배이식

수정 후 5시간째에 암․수 양 전핵이 확인된 수정란에 대해
서는 일부는 그대로 유전자도입에 공시하고, 나머지는 초급속
동결법에 의해서 동결보존을 하였다. 또한, DNA 용액의 미세
주입조작은 Hogan 등의 방법(1986)에 준하고, 전핵기란의 수
컷전핵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미세주입 후, 형태학적으로 정상
적인 수정란만을 대리모 마우스의 난관에 이식하였다. 수정란
의 평가는 Manual of the International Embryo Transfer Society 
(Stringfellow와 Seidel, 1998)의기준에 따라 Code 1(excellent or 
good)과 Code 2(fair)로평가된수정란은이식가능 수정란, Code 
3(poor)과 Code 4(dead or degenerated)로 평가된 수정란은 이
식 불가능 수정란으로 구분하였다.

5. 서던블럿 분석

분만 후 얻은 산자에 대해서는 생후 3주 동안에 미부조직의 
선단부분 약 1 cm를 절단하고 채취하였다. 기존의 방법에 따라
서 미부의 세포에 의해 게놈 DNA를 추출 및 정제한 후, 이하
에 나타낸 것처럼 서던블럿 분석을 실시해 도입유전자의 염색

체 내에 도입의 성공 유무에 대해서 조사하였다. 먼저, 제한효
소 Xho Ι에 의해 완전절단시킨 10 μg 게놈 DNA를 1% agrose 
겔 전기영동에 의해 분리한 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서 게놈
을 변성 및 중화하고, 나일론 필터(Hybond-N+, WAKO, Japan)
에 DNA를 전사하였다. 그 다음은 길이 1.8 kbp의 개량형 루시
페라제 cDNA를 Hind Ⅲ와 Xho Ι로 절단하고 그 유전자의 단
편을 probe(Fig. 1)로써 ECL detection system(WAKO, Japan)
에 의해 필터 및 hybridization을 실시하였다. 

6. Tg 마우스의 발현해석

서던블럿 분석에 의해 도입유전자의 염색체 내에 도입이 확

인된마우스에, 그 발현의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LT 2.0 발광 
킷트(PLT 25, Inki, Japan)와 루미노미터(EG G BERTHOLD 
Lumat LB 9507)를 이용해서 루시페라제 활성화를 조사하였다. 
먼저, 각 Tg 마우스로부터 미부조직 1 cm를 마취하에 채취하
고, 2 ml 튜브 속에 소량의 세포 융해제(배양세포 용해제 Luc 
PGC-50, Inki, Japan) 100 μl 속에서 융해시키고, 실온에서 10∼
15분 간 정치시켰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 20 μl와 발광 기질액 

100 μl를 혼합해 30분간 실온에서 발광반응을 시켰다. 그 후, 
루미노미터를 사용해 20초간 그 발광량을 측정하였다. 또한 각 
샘플의루시페라제활성은최대발광량을각추출액중의총단

백질량으로 보정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Table 1에서는 루시
페라제 활성을 단백질 1 μg에 LU(light unit)로 표시하였다. 또
한, 대조군으로서 야생형 루시페라제 cDNA(luc)와 닭 β-actin 
프로모터와의 융합유전자인 β-actin/luc 유전자를 도입한 Tg 마
우스(Matsumoto 등, 1994)의 미부조직으로부터 동일하게 효
소활성을 측정한 값을 이용하였다. 

7. 통계분석

본 시험에서 얻어진 모든 자료들의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AS release ver. 8.2, 2002)의 General Linear 
Model(GLM) procedure를 이용하여 분산분석을 실시하였고, 처
리구 간에 유의성은 Dincan’s multiple range-test(Duncan, 1955)
를 이용하여 5% 수준에서 검정하였으며, 각요인들의상관관계
의유의성검정은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를활용하였다. 

결  과

체외수정에 의해 얻은 전핵기란 250개를 동결보존에 공시
하고, 융해 후 244개(97.6%)가 회수되었고, 233개(93.2%)의 수
정란이 형태학적으로 정상이었다(Table 1). 수정란의 평가는
Manual of the International Embryo Transfer Society(String- 
fellow와 Seidel, 1998)의 기준에따라 Code 1(excellent or good)
과 Code 2(fair)로 평가된 수정란은 이식가능 수정란, Code 3 
(poor)과 Code 4(dead 혹은 degenerated)로 평가된 수정란은 이
식 불가능수정란으로구분하였다. 체외수정란을이용해유전자 
도입을 한 경우, 75.1%의 난자가 조작 후, 형태학적으로 정상
이었다. 한편, 동결수정란을 이용해 도입유전자를 주입할 때에
는 조작 후, 72.6%의난자가 형태학적으로정상이었다. 또한유
전자도입을 실시한 동결수정란과 체외수정란을 이식한 경우의 
산자 생산율은 각각 14.8%, 19.1%로 나타내었다. 마우스 염색
체내 유전자도입의 성공 유․무를 southern blot 방법으로 확
인한 결과, 동결 수정란 처리구에서 1마리(6.6%)의 Tg 마우스
가 획득된 반면에, 체외수정란 처리구에서의 경우 3마리(5.5%)
의 Tg 마우스를 얻었다. 유전자의 도입이 확인된 Tg 마우스 전

Table 1. Viability and recovery of IVF-derived embryos after ultrarapid 
frozen-thawed

No. of
frozen

No. (%) of
recovered oocyte

No. (%) of
normal oocyte

250 244(97.6) 233(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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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3. The efficiency of production of transgenic mice from cryopreserved- and IVF derived eggs

No. of
donors

No. of
transferred embryos

Recipients No. (%) of
offspring

No. of Tg mouse

No. of recipients No. of pregnancy Total (%) Male Female

Frozen 101  5  5 15(14.8) 1(6.6) 1 0

IVF 282 14 11 54(19.1) 3(5.5) 0 3

개체에 루시페라제 활성을 확인한 결과, 개체 간에 있어 도입
유전자의 발현량에 차이가 확인되었다(Fig. 2).

고  찰

본 연구에서 유전자도입을 실시한 동결수정란과 체외수정

란을 이식한 경우의 산자 생산율은 각각 14.8%, 19.1%로 나
타내었다. 마우스 염색체 내 - 유전자 도입의 성공 유․무를
southern blot 방법으로 확인한 결과, 동결 수정란 처리구에서
1마리(6.6%)의 Tg 마우스가 획득된 반면에, 체외수정란 처리
구에서의 경우 3마리(5.5%)의 Tg 마우스를 얻었다. 이런 결과
들로부터 체외수정란 및 동결수정란을 이용한 Tg 마우스 제
작효율에는 유의적으로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Tg 마우스 제작을 위해서 체외수정란을 대체해 초급속 동결수
정란을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다는 것을 시사하였다.
초급속 동결수정란의 미세조작 후, 그 생존율과 이식 후의

산자 생산율은 체외수정란을 이용한 처리구와 비교해서 통계

상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고, 오히려 태어난 산자수에 대해서
Tg 마우스의 제작효율도 거의 차이가 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이에 반해 Leibo 등(1991)의 보고에 의하면 완만 동결법을 이
용해 동결한 배아 처리구에 있어서도 Tg 마우스의 제작효율
은 체외수정란구와 거의 동일한 결과를 얻었지만, 산자 생산
율이 낮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초급속 동결법으로 동

Fig. 2. Analysis of the transgenic mice by the luciferase reporter 
gene activity assay. 

Table 2. Viability of frozen- and IVF-derived embryos after micro- 
injection

No. of
donors

No. (n) of
transferable oocyte

No. (%) of
normal oocyte

Frozen 139 101(72.6)

IVF 450 338(75.1)

결한 전핵기란을 공시한 경우, 완만동결법과 비교해서 미세조
작 후의 높은 발생률을 얻기 위해 본 실험에서 사용한 초급속

동결법은 효율적으로 Tg 마우스 제작에 활용할 가능성이 기대
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유전자의 도입이 확인된 Tg 마우스 
전 개체에 루시페라제 활성을 확인한 결과, 개체 간에 있어 도
입유전자의 발현량에 차이가 확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두 가
지의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첫째, Tg 마우스에 도입 유전
자의 발현이 도입된 염색체의 위치에 의해서 도입된 유전자의

메틸화의 정도가 다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두 번
째는 주위의 염기배열에 의해서도 발현의 정도에 영향을 받았
을 가능성도 생각된다(Soriano et al., 1986). 이상의 결과들로
부터 체외수정란 초급속 동결법을 사용한 Tg 마우스 제작방법
의 확립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실험기간의 단축
과 작업의 간소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미세주입법에 의한 형질전환 마우스 제작에는 대량의 전핵

기란을필요로 한다. 본실험에서는 심플한형질전환마우스제
작방법을 확립하기 위해 초급속 동결한 전핵기란을 공시했다. 
초급속 동결법으로 동결한 전핵기 체외수정란 139개를 융해
후 공시하고, β-actin/luc+ 융합유전자를 미세주입하였다. 주입
조작 후, 형태학적으로 정상적인 수정란 101개(72.6%)를 5마
리의 수란암컷 마우스에 이식하였다. 그 결과, 이식한 모든 마
우스가 임신하고, 최종적으로 15마리(14.8%)의 산자가 태어났
다. 한편, 450개의 체외수정란에 대해 동일한 배아조작 후에 
338개(75.1%)가 생존하고 14마리의 수란암컷 마우스에 이식
하였다. 그 중에 78%의 수정암컷 마우스가 임신하고, 54마리
(19.1%)의 산자가 태어났다. 태어난 산자에 대해서는 southe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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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ot 법에 의해 염색체 내의 도입유전자의 도입을 확인한 결과, 
동결수정란 처리구와 체외수정란구에서 각각 6.6%(1/15), 5.5% 
(3/54)의 마우스에서 도입유전자의 도입이 확인되었다. 더욱이 
두 처리구 전부의 형질전환 마우스의 미부조직에서 도입유전

자인 루시페라제 유전자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
의해 체외수정란 초급속 동결보존법을 사용한 Tg 마우스 제작
방법의 확립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실험기간의
단축과 작업의 간소화에 크게 이바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심 단어: 형질전환 마우스, 루시페라제 유전자, 초급속
동결법, 서던블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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