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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icient Production of loxP Knock-in Mouse using CRISPR/Cas9 System 

Sundo Jung†,*  

Department of Biomedical Laboratory Science, Shinhan University, Gyeonggi-do 11644, Korea 

Of the various types of mice used for genome editing, conditional knock-out (cKO) mice serve as an important model 

for studying the function of genes. cKO mice can be produced using loxP knock-in (KI) mice in which loxP sequences 

(34 bp) are inserted on both sides of a specific region in the target gene. These mice can be used as KO mice that do not 

express a gene at a desired time or under a desired condition by cross-breeding with various Cre Tg mice. Genome editing 

has been recently made easy by the use of third-generation gene scissors, the CRISPR-Cas9 system. However, very few 

laboratories can produce mice for genome editing. Here we present a more efficient method for producing loxP KI mice. 

This method involves the use of an HDR vector as the target vector and ssODN as the donor DNA in order to induce 

homologous recombination for producing loxP KI mice. On injecting 20 ng/μL of ssODN, it was observed that the target 

exon was deleted or loxP was inserted on only one side. However, on injecting 10 ng/μL of the target HDR vector, the 

insertion of loxP was observed on both sides of the target region. In the first PCR, seven mice were identified to be loxP 

KI mice. The accuracy of their gene sequences was confirmed through Sanger sequencing. It is expected that the loxP 

KI mice produced in this study will serve as an important tool for identifying the function of the target gene. 

Key Words: CRISPR/Cas9 system, Conditional KO mouse, loxP, ssODN, Target HDR vector, Conventional KO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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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유전체 프로젝트(Human genome Project) 이후 빠르

게 발전한 염기서열 분석 기술을 통해 인간과 마우스의 

게놈 서열이 밝혀지면서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한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Li et al., 2019). 이러한 연구

에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편집 기술을 통한 유전자 과발

현(transgenic, Tg), 유전자 결손(Knock-out, KO), 유전자 삽

입(Knock-In, KI) 마우스들이 이용되고 있다(Yu and Bredley, 

2001; Yan et al., 2014; Cox et al., 2015). 그 중에서도 KO 마

우스는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마우스 모델

이다. 전통적인 KO 마우스는 표적 유전자가 발생과정에

서부터 결손 된 형태로 초기 발생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유전자를 KO 시키면 발생과정 중에 배아가 사망하거나 

태어나자마자 바로 사망하기 때문에 유전자의 기능을 연

구하기 어려웠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특정 시

기나 특정 조직에서만 유전자가 결손 되도록 만든 모델

이 conditional KO mouse (cKO mouse)이다. cKO 마우스는 

Cre-loxP 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작할 수 있으며 Cre 재조

합 효소(Cre recombinase)는 두 개의 loxP 부위를 인식해서 

자르고 다시 DNA를 연결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유전

자의 결손 또는 유전자의 역위가 유도되면서 타겟 유전

자의 발현을 억제시킬 수 있다(Sauer and Henderson, 1988; 

Skarnes et al., 2011). cKO 마우스는 타겟 유전자 exon 부위 

양끝에 loxP 서열을 삽입하여 만들 수 있으며 특정 시기

나 조직에서만 발현하는 다양한 Cre Tg 마우스와 교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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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연구자가 원하는 시기나 조직에서 타겟 유전자가 삭

제된 마우스를 얻을 수 있다(Sauer and Henderson, 1988; 

Skarnes et al., 2011; Ma et al., 2017). 

3세대 유전자 가위인 CRISPR/Cas9 system은 작은 염

기쌍 가이드 RNA (sgRNA)와 Cag9 단백질을 사용하여 

DNA를 부위-특이적인 방식으로 표적화하고 절단하는 

방법으로 쉽고 빠르기 때문에 최근 많은 연구자들이 이 

기술을 이용한 다양한 유전자 편집 마우스를 생산하고 연

구에 이용하고 있다(Cho et al., 2013; Hsu et al., 2013; Ran et 

al., 2013; Horii et al., 2014; Ravuex et al., 2017). 하지만 아직 

개발 초기 단계로 많은 시행 착오가 발생하며 특히 target 

하고자 하는 유전자의 특성으로 인해 확립된 protocol이 

존재하고 있지 않아 연구자마다 다양한 방법들을 시도하

고 있는 실정이다(Chu et al., 2016). 최근에는 single strand 

oligodeoxynucleotide (ssODN)의 합성 기술이 발달하면서 상

동재조합(homologous recombination, HR)을 유도할 때 large 

fragment의 donor vector를 이용하기 보다 ssODN을 이용한 

시도들도 보고되고 있다(Lanza et al., 2018; Okamoto et al., 

2019). 본 연구에서는 CRISPR/Cas9 system을 이용하여 

cKO 마우스를 제작하기 위해 중요한 target 유전자 주변

에 loxP가 삽입된 KI 마우스를 제작하고자 하였다. 또한 

HR donor로 homology directed repair (HDR) donor vector와 

ssODN을 이용하여 loxP KI mouse 생산의 효율을 비교하

였다. loxP KI 마우스 생산에 효과적인 방법을 제시하고, 

향후 제작된 마우스를 이용하여 다양한 Cre-Tg 마우스와 

교배를 통해 얻어진 cKO 마우스로부터 TTxx 유전자의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TTxx loxP Knock-In mouse 제작을 위해 미국국립생물정

보센터(NCBI)에서 TTxx 유전자의 염기 서열을 확인하였

으며, 유전자 결실이 유도되었을 때 전체적인 frameshift가 

발생하는 exon 4를 타겟팅 하였다. 유전자의 exon 4 양쪽 

바깥쪽 intron 부위에 loxP 서열을 삽입하기 위해, Cas9 단

백질이 인식해서 자르는 target 부위를 RGEN과 MIT와 같

은 웹에서 제공하는 서열 분석 tool을 이용하였다. Exon 4

의 5' intron과 3' intron 부위에서 TTxx LcrRNA와 TTxx 

RcrRNA 서열을 선정하였으며 각각의 crRNA와 공통적인 

tracrRNA는 다마콘에서 합성하였다(Fig. 1, Table 1). 상동재

조합을 유도할 donor DNA는 target HDR vector와 ssODN

을 이용하여 loxP KI mouse의 생산 효율을 비교하고자 하

였다. 먼저 target HDR vector를 제작하기 위해, TTxx 유전

자 exon 4의 5' intron에서 LcrRNA 부위에 loxP 서열인 5'- 

ATA ACT TCG TAT AAT GTA TGC TAT ACG AAG TTA T 

-3' (34 bp)을 삽입하고 상동재조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intron 서열을 포함하여 5' HR arm (962 bp)을 선정하였다. 

5' HR arm과 유사하게 3' HR arm (962 bp)도 exon 4의 3' 

intron에서 RcrRNA 부위에 loxP 서열인 5'- ATA ACT TCG 

TAT AAT GTA TGC TAT ACG AAG TTA T -3' (34 bp)을 삽

입하였다. Exon 4를 포함한 target 부위가 2,145 bp인 염기 

서열을 pUC57 vector의 EcoRI 제한효소 부위에 삽입되도

록 디자인 하였으며 바이오니아(Bioneer, Korea)에서 합성

하였다(Fig. 1A). 다음으로는 ssODN을 HR donor로 사용하

기 위해 exon 4의 5' intron에서 LcrRNA 부위에 loxP 서열

인 5'- ATA ACT TCG TAT AAT GTA TGC TAT ACG AAG 

TTA T -3' (34 bp)를 삽입하고 loxP 부위 양쪽에서 상동재조

Table 1. Sequence of crRNA, tracrRNA, ssODN and PCR primer used in this study 

Oligo name Sequence 

TTxx LcrRNA 5'-TGG TGG TTA CCG GAA GCC TA GGG-3' 

TTxx RcrRNA 5'-CTG CGG TCT CTA GAT CCT GA GGG-3' 

tracrRNA 5'-AAACAGCAUAGCAAGUUAAAAUAAGGCUAGUCCGUUAUCAACUUGAAAAAGUGGC
ACCGAGUCGGUGCU-3' 

L-ssODN 
5'-CAGCACCTGGGGAGATGACATTTGTCTCACCTCTGGGGTGGTGGTGGTGGTTACCGGA
AGCCTAATAACTTCGTATAGCATACATTATACGAAGTTATGGGTTGTGGACGAGGGATAAA
GTCTGGGGTGGGGGACGGGGTGGTGAAGCAGGATTAAGGAGCGC-3' 

R-ssODN 
5'-GAGGAGTACAGGTGGGAGAAGGATTTCCCTATTTATTTTTTAAGCACTGCGGTCTCTAG
ATCCTGAATAACTTCGTATAATGTATGCTATACGAAGTTATGGGATGTGGGTTAGTATCTGA
ACAGTTTAATTTGTCCCACTGGTTGAATGAGAAGCTACT-3' 

F-loxP 5'-TGCACTGCGGGTTACAGTCC-3' 

S-loxP 5'-AGACTTTATCCCTCGTCCACAACCC-3' 

R-loxP 5'-CAACCAGTGGGACAAATTAAACTGT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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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이 일어날 수 있도록 intron 서열을 포함하여 5' HR arm 

(65 bp)와 3' HR arm (61 bp)을 LssODN (160 bp)로 Inter- 

grated DNA Technologies (IDT, Coralville, IA)에서 합성하였

다. RssODN도 LssODN과 마찬가지 방법으로 exon 4의 3' 

intron에서 RcrRNA 부위에 loxP 서열인 5'- ATA ACT TCG 

TAT AAT GTA TGC TAT ACG AAG TTA T -3' (34 bp)을 삽

입하고 loxP 부위 양쪽에서 상동재조합이 일어날 수 있

도록 intron 서열을 포함하여 5' HR arm (66 bp)와 3' HR 

arm (60 bp)을 포함한 RssODN (160 bp)을 디자인하고 IDT 

(Coralville, IA)에서 합성하였다(Fig. 1B). 본 연구에서 진행

한 동물 실험은 고려대학교 생명공학원 계림실험동물 자

원센터에서 수행하였으며 고려대학교 실험동물 윤리위원

회의 승인을 받아 승인된 지침에 따라 윤리적 기준에 의

거하여 수행하였다(KUIACUC-2018-25). 

loxP KI 마우스 제작을 위한 microinjection은 C57BL/6 

암컷 mouse에 과배란을 유도한 후 수정란을 분리하고

(Ittner and Gotz, 2007) 수정란의 전핵에 준비된 crRNA, 

tracrRNA, Cas9 protein (NEB, USA)과 target HDR donor 

DNA 또는 ssODN를 혼합하여 주입하였다. Cas9 단백질과 

tracrRNA, crRNA는 기존에 발표했던 방법인 Cas9 100 ng/ 

μL, 0.6 pmol/μL tracrRNA, TTxx LcrRNA와 TTxx RcrRNA

는 0.6 pmol/μL를 이용하여 수정란의 전핵에 microinjection 

하였다(Jung, 2019). HR donor는 가장 효율적인 농도로 알

려진 target HDR vector 10 ng/μL (Jung, 2019)와 각각의 

ssODN 20 ng/μL (Raveux et al., 2017)를 사용하였다. 먼저 

수정란을 이식한 후 3주 후에 태어나는 새끼 마우스의 

숫자를 확인하였다. ssODN을 주입한 후 전체 131마리의 

새끼가 태어났으며, target HDR vector를 주입한 경우에는 

전체 241마리의 새끼를 얻을 수 있었다. ssODN과 target 

HDR vector를 microinjection 한 후 새끼를 얻는 과정에서 

Fig. 1. Target HDR vector and ssODN designs for conditional KO mouse. Exons of TTxx gene are indicated by the black boxes and 
targeted exon is 4. In order to insert loxP into the outer intron region of exon 4, TTxx LcrRNA and TTxx RcrRNA selected to recognize and
cut of Cas9 protein. F-loxP, S-loxP and R-loxP are PCR primer for confirming the generation and sequencing of cKO mouse. (A) HDR 
donor vector consists of about 1 Kb homologous arms containing loxP site around the Exon 4. (B) Each ssODN contains a loxP sequence 
(triangle) and consists of about 60 bp homologous arms around the loxP 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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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와 19.1%의 차이로 HDR vector를 주입했을 때 높은 

효율을 보였다. CRISPR-Cas9 system을 통해 얻어진 새끼들

은 4주령에 꼬리의 일부를 잘라 genomic DNA를 추출한 

후 PCR을 통해 loxP 서열의 삽입 유무를 확인하였다. 

먼저 1차 PCR은 F-loxP와 R-loxP primer를 이용하여 loxP 

서열 삽입 여부를 확인하고자, AccuPower® HotStart PCR 

PreMix (Bioneer, Korea), 각 primer (25 pmol) 각 1 μL, geno- 

mic DNA 1 μL 및 DW 17 μL를 mix하여 최종 20 μL로 

PCR 반응을 실시했다. 반응 조건은 95℃에서 5분간 초기

변성 후, 95℃에서 30초, 57.5℃에서 30초, 72℃에서 70초를 

총 30회 반복 수행 후 72℃로 5분간 최종신장을 실시하

였으며, PCR 산물은 1% agarose gel에서 100 V 30분 동안 

전기영동 후 결과를 확인하였다. Fig. 2에서와 같이 loxP 

서열 두 개가 삽입되지 않으면 826 bp 크기를 나타내며, 

두 개의 loxP가 삽입되면 PCR products의 크기가 894 bp

로 나타난다. 이러한 크기 변화가 관찰된 마우스는 target 

HDR vector에서 7마리가 확인되었다(Fig. 1A). 하지만 

ssODN을 주입한 후 태어난 7마리 마우스에서는 두 개의 

loxP가 삽입되었을 때 나타나는 894 bp 크기가 관찰되지 

않았다. 7마리 중 2마리는 전통적인 KO으로 exon 4가 결

손 된 형태와 5마리는 크기가 894 bp보다 작은 크기가 관

찰되었다(data not shown). 1차 PCR을 통해 유전자 편집이 

일어난 것으로 예상되는 14마리의 유전자 염기 서열을 확

인하기 위해, 14마리의 genomic DNA을 S-loxP와 R-loxP 

primer로 2차 PCR을 1차 PCR과 동일한 조건으로 진행

하였다. 2차 PCR을 통해 다시 한번 두 개의 loxP가 삽입

된 크기를 확인하였으며(467 bp), 2차 PCR 산물은 정확한 

loxP 염기 서열이 삽입되었음을 확인하기 위해 염기서열 

분석(Bioneer, Korea)을 실시하였다. 분석 결과, Target HDR 

vector를 이용해서 얻은 7마리는 모두 두 개의 loxP가 삽

입되었으며 정확한 loxP 서열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 Target HDR vector를 주입해서 얻은 7마리 중 일부 

결과만 제시하였다. 먼저 6,261과 같이 1차, 2차 PCR 결과

에서 두 개의 band로 heterozygote alleles을 갖는 PCR 산물

은 up strand와 down strand로 구분하여 gel elution 후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다. Fig. 2B에서와 같이 6,224의 up strand

Fig. 2. Analysis of Txx cKO mouse. (A) CRISPR/Cas9-mediated cKO mice were confirmed by 1st and 2nd PCR. 1st PCR using F-loxP and
R-loxP primer set confirm insertion of loxP (894 bp) and 2nd PCR using S-, R-loxP primer set confirm precise intergration of loxP sequence
for cKO mouse. (B) Through the Sanger sequencing using the second PCR products, it was confirmed that the correct sequence of loxP was
inserted in # 6261 and # 7334 mice. As a result of alignment of the sequenced cKO mouse and the designed cKO vector, #6261 mouse 
indicates loxP inserted allele and non loxP allele. As a result of alignment of the sequenced cKO mouse and the designed cKO vector, it was
found that # 7334 mice are homozygo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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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exon 4 바깥쪽의 양쪽에 loxP 서열이 삽입되어 있으며, 

6,224의 down strand는 loxP가 삽입되지 않은 wild type 

mouse 서열을 갖는 heterozytes임을 확인하였다. 반면 7,334 

마우스는 두 개의 allele 모두 exon 4의 바깥쪽 intron 양쪽

에 loxP 서열이 삽입된 homozytes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ssODN을 주입해서 얻은 마우스 중 1차 PCR에서 다른 양

상의 PCR 산물 크기를 보여준 7마리의 2차 PCR 산물들

도 염기 서열을 분석하였다. 염기서열 분석 결과, 2마리는 

KO mouse로 LcrRNA와 RcrRNA 서열에서 정확하게 Cas9 

단백질에 의해 잘리고 연결되면서 exon 4가 완전히 사라

진 것을 확인하였다. 나머지 5마리는 loxP가 5' 또는 3'

에서 한 개씩만 삽입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결과적으로 ssODN을 donor로 사용한 경우, 본 연

구팀에서 원하는 loxP KI 마우스를 얻을 수 없었다. 최종

적으로 loxP KI mouse 생산은 0%의 ssODN과 2.9% target 

HDR vector로 나타났으며, target HDR vector를 상동재조

합의 donor DNA로 사용할 때 유전자 편집 마우스 생산의 

높은 효율을 보였다. Raveux et al.에 의하면 20 ng/μL의 

ssODN을 donor DNA로 사용한 경우 15%의 Knock-In 효

율을 보이며, 40 ng/μL의 HDR plasmid를 사용한 경우에는 

12% KI과 62%의 indel이 유도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번 연

구에서는 HDR plasmid를 사용했을 때 100% loxP KI mouse

가 생산되었으나, 본 연구팀의 다른 연구에서는 HDR 

plasmid를 사용했을 때 loxP KI allele과 KO allele을 갖는 

hetorozytes 마우스도 낮은 빈도로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crRNA의 설정 효율이거나 본 연구에서 더 많은 새끼 마

우스를 분석했다면 KO 마우스들도 나왔을 것으로 예상된

다. 최근 ssODN 합성 기술의 발달로 기존에 120~200 bp

의 ssODN보다 1,000~2,000 bp의 long ssODN을 사용했을 

때 KO 효율은 낮추고 loxP 삽입 효율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많은 연구팀에서 다양한 크기의 ssODN을 

이용한 유전자 편집에 대한 효율적인 방법들을 제시하고 

있다(Codner et al., 2018; Lanza et al., 2018; Okamoto et al., 

2019; Gurumurthy et al., 2019). 쉽고 빠르게 유전자 편집이 

가능한 CRISPR/Cas9 system이 발달하면서 다양한 형태의 

유전자 편집이 이루어지고 있으나(Fu et al., 2013; Horii et al., 

2014; Chu et al., 2015; Gurumurthy et al., 2019) 편집하고자 

하는 유전자 서열의 특성으로 모든 유전자에 일반적으로 

동일한 조건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팀에서도 다양

한 유전자에 대해 유전자 편집 기술을 적용해 보았지만 

유전자마다 조금씩 다른 효율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유전

자 편집 마우스 생산에서 안정적인 microinjection 기술 확

보와 유전자 서열 분석 능력, crRNA 선별 능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안정적인 Microinjection 기술

의 경우 많은 투자와 훈련이 필요한데, 최근에는 electro- 

poration를 이용하여 수정란의 전핵에 주입이 가능해져

(Channabasavaiah et al., 2019; Okamoto et al., 2019; Gurumurthy 

et al., 2019) microinjection 기술이 없다면 가장 효과적인 

조건을 확립하여 electroporation을 적용하는 것도 좋은 방

법이 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target HDR vector를 이

용하여 효과적으로 loxP KI 마우스를 제작하였으며, 향후 

Cre Tg마우스와 교배를 통해 조건부 TTxx 유전자 결실을 

유발하여 유전자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높은 가치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breviations 

Cas9: CRISPR-associated protein 9 

cKO mouse: conditional KO mouse 

CRISPR: 

clustered regularly interspaced short palindromic repeat 

crRNA: CRISPR RNAs 

HDR: homology direct repair 

HR: homologous recombination 

KI mouse: knock-in mouse 

KO mouse: conventional KO mouse 

sgRNA: single strand guide RNA 

ssODN: single strand oligo deoxynucleotide 

tracrRNA: trans-activating cr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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