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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mong mammals, the mouse is one of the most commonly used experimental animals in the fields of genetic
analyses, developmental studies, behavioral studies and toxicology studies etc. Mice are popular to biologist for
several advantages they have. First, they belong to one of the smallest mammals, adult weights of which are as
light as in the range of 25-40 g and are relatively docile, making their manipulation and handling easy. Second,
they have a short lifespan, meaning that they could be chosen as a good tool in mammalian genetics. Third,
females drop prolifically with an average of 5-10 pups per litter and enter a new postpartum estrus immediately.
Finally, One of the unique advantages to work with mice, rather than other experimental organisms, is the
availability of standard strains such as C57BL/6, BALB/c, and many others. With the use of the same standard
inbred strain, it is possible to eliminate genetic variability as a complicating factor in comparing results obtained
from experiments performed in Japan, Canada, Germany, or any other country in the wor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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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근교계 생쥐

1>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교계 생쥐

<
이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 바와 마찬가지로 오늘날 실험
동물로서 생쥐를 이용한 동물실험은 거의 모든 분야의
생물학 연구에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살아있
는 시약이라고 불리는 실험동물을 이용한 연구 특히 유
전학 및 행동연구와 같은 동물실험에서의 가장 큰 문제

름

실험동물 개체 차이에 의한 오차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암

3

C H/He

위해서는 낮은 유전적 변이성(genetic variability)을 지
닌 동물의 사용이 절실히 요구된다. 실험동물학자들은
이러한 문제를 오래 전부터 인식하고 있었으며 이의 극
복방법으로 근교계 생쥐(inbred strain)의 개발을 선택하
였다. 근교계 생쥐란 20세대 이상의 형매 교배 또는 부
모 자손간 교배를 통해 생산된 생쥐를 말한다. 이러한
근교계 생쥐는 개체간에 서로 성별의 차이를 제외하고

C57BL/6

는 최대한의 유전적 동질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 모
든 유전자가 사실상 homozygous이다 - 실험 결과의 해
석이 용이하고 그 결과의 반복 재현성이 매우 높은 편
이라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하지만, 근교계 생쥐는 긴
제조 기간(20세대 이상 교배 필요)과 일반적으로 F2와
F8세대에서 보여지는 inbreeding depression[Eisen and
Hanrahan, 1974]이라는 현상으로 인하여 그 생산이 매
우 어려울 뿐 만 아니라, 생산비용이 대단히 높으며, 생

DBA/2

산기간이 매우 길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다
행스럽게도 다양한 종류의 근교계 생쥐가 이미 개발되
어 있으며, 이들은 세계의 어느 곳에서라도 쉽게 구매하
여 연구에 이용할 수가 있게 되었다. 이는 미국 동북부
메인주 Desert Mount 섬에 위치한 Jackson연구소에서
이러한 근교계 생쥐 뿐 아니라 다양한 각종 실험동물의

V

F B/N

생산 및 유지를 하고 있기에 가능해졌다. 오늘날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근교계 생쥐의 몇 가지

> 정리하였다.

1에

예를 <표

이러한 근교계 생쥐 이외에도 근교계 생쥐간의 교배

잡종 생쥐(F1 hybrid)또한 생물학
연구에 매우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F1 잡종 생쥐는 근
에 의해 생산된 F1

교계 생쥐와 마찬가지로 낮은 유전적 변이성의 장점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hybrid vigor

– 병에 대한 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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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됨
빈

징

- 항체생산시 주 하는 mineral oil에 의해 Plasmacytomas 유발
BALB/c - 유방 의 발생 도가 낮다
- 나이가 들 reticular neoplasms, primary
lung tumors, renal tumors
발

는 실험동물 개체간의 차이에 의해 서로 다른 결과가
도출 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특

SJL/J

면

등 병
- 암, 면역학, 심혈관학 분야 등의 연구에 가장
흔히 사용되는 생쥐
- Hepatoma의 높은 발생빈도
- 동맥경화 야기 음식을 섭취해도 동맥경화에
의한 동맥 손상이 나타나지 않음
- 가장 많이 사용되는 근교계 생쥐
- Congenics 생쥐 생산에 가장 일반적으로 쓰
이는 background 생쥐
- 심혈관학, 발생학, 당뇨, 비만, 유전학, 면역
학, 신경생물학 연구에 널리 쓰임
- 형질전환 생쥐 생산에 널리 사용
- 교배가 쉽고, 오래 생존하고, 암에 대한 높은
저항성
- 고지방 음식을 섭취한 생쥐는 비만, hyperglycemia, hyperinsulinemia 발병
- 동맥경화 야기 음식 섭취하면, 동맥경화 발병
- 나이가 들면 귀가 멀어짐
- 심혈관계학, 신경생물학 분야 등의 다양한 연
구에 가치가 높음.
- C57BL/6와 형질이 전체적으로 반대적임
(예, 동맥경화 야기음식 섭취시에도 동맥경화
발병빈도 낮음)
- 나이든 생쥐는 시력이상을 보임
- fy1b 대립유전자에 대한 근교계 생쥐
- 명백한 전핵, 한배새끼가 많아서 형질전환시
수정란으로 많이 사용됨
- 아직까지 자연발생적 암의 발병이 보고되지
않음
- 젊을 때 시작되는 망막세포 결함이 생김
- 매우 높은 reticulum cell sarcomas(Hodgkin's
병과 d사) 발병빈도
- 수컷의 경우 상당한 공격성을 보임
- 자연발생적으로 myopathy 발병 -> muscular
dystrophy 2B 질병모델
- 손상 후근재생 속도가 매우 높음

저항성, 스트레스 상태에서 더 높은 생존률, 더 긴 수명,
더 많은 한배 새끼 출산 능력 등 - 를 지니고 있어서,
근교계 생쥐에 비해 더 많은 수의 새끼뿐 아니라 더 튼
튼한 새끼를 낳는다. 또한 태어난 새끼들의 사망률도 근
교계에 비해 훨씬 낮고, 병에 대한 저항성은 높기 때문
에 결국 전반적으로 수명이 길어진다는 장점을 지니고
있다.

Ⅱ.

(Genetic background) 차이에 따
른 표현형 차이

3 3 × 10 개의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게놈
을 가지며, 이 게놈은 20쌍의 염색체로 구성되어 있다
(19쌍의 상 염색체와 X혹은 Y 성염색체). 이러한 생쥐
염색체에는 약 30,000개의 유전자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MGSC 2002]. Human genome project의 수행으로
인간, 생쥐를 비롯한 다양한 생명체의 유전체 구조가 규
명되었으나, 아직까지 그 유전자들의 대부분의 기능은
아직까지 규명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생물학자들은 이
러한 유전자들의 생체 내 기능을 규명하거나 또는 특정
질환관련 유전자를 확인하기 위해 특정 질환의 증세를
보이는 모델 동물의 제조를 위하여 최근 특정 유전자를
완전히 제거하는 gene targeting(유전적 적중)기법을 이
용한 특정 유전자를 제거한 (knock-out) 생쥐 생산이나,
특정 유전자만을 정상생쥐보다 과도하게 발현하는 다양
한 종류의 형질전환 생쥐들이 활발하게 생산되고 있다.
그러나, 유전자 과 발현 및 유전자 적중 형질전환 생쥐
를 제조할 때 많은 연구자들이 생산되는 생쥐의 genetic
background -서로 다른 개체 사이에 존재하는 유전적
변이, 유전적 다양성(polymorphism), 발현 정도의 차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깊은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것이
현실이다. 실제로 형질전환 생쥐의 표현형은 외부에서
도입된 변이를 준 유전자 뿐만 아니라, 변이 유전자와
형질전환 생쥐의 자체 유전자들과의 상호작용의 조합에
의해서 나타나기 때문에[Crawley et al., 1997] 동일 유
전자에 변이를 부여하거나 발현을 변화시키더라도 형질
전환 생쥐의 생산에 사용한 생쥐의 genetic background
가 무엇이었는가에 따라 실제로 나타나는 표현형은 상
생쥐는 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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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히 달라질 수 있으며 또한 이러한 다른 표현형에 의
해 연구자가 의도하지 않았던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Willot et al., 2003; Paylor et al., 1994;
Bothe et al., 2004; Gerlai 1996; Magara et al., 1999;
Hsiao et al., 1996]. 따라서 형질전환 생쥐를 생산하고자
할 때에는 연구자의 실험의도에 적합한 실험동물의 선
정에 깊은 주의를 기울여야 하며, 또한 동일한 이유로
breeding strategy의 설정에도 매우 세심한 주의를 기울
여야 보다 정확한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예
를 들면, C57BL/6에 인간의 APP돌연변이 유전자를 과
발현 하는 형질전환 생쥐는 뇌에 amyloid plaque이 축
적되고 Morris water maze를 통한 행동연구에서 기억과
학습능력이 매우 저하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지만[Hsiao
et al., 1996], 동일한 유전자를 이용한 FVB/N 형질전환
생쥐에서는 amyloid plaque이 축적되지 않았으며 어릴
때 생쥐가 죽는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Fmr1 유전자가
FVB background와 C57BL/6J background에서 각각 제
거하고 hippocampal mossy fiber의 형태학적 특징을 조
사하였을 때 전자의 경우는 terminal field의 크기가 증
가하였으나[Mineur et al., 2002], 후자는 반대로 그 크
기가 감소하는 것으로[Ivanco and Greenough, 2002] 확
인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서로 다른 genetic background
를 지니는 근교계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같은 근교계

환 생쥐를 생산하였다고 하더라
도 아종에 따라 그 표현형이 서로 달라질 수도 있음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이다. 예를 들면 C57BL/6J 근교
계 생쥐에 db유전자를 형질전환 하면 일시적 당뇨병을
생쥐를 이용하여 형질전

지니는 비만생쥐가 되지만, C57BLKS/J 근교계 생쥐에

환

입

면 명백한

동일 유전자를 형질전 을 통해 주 하여 주

당뇨병을 지니는 비만생쥐가 생산된다. 또한 ob 유전자
를 C57BL/6J근교계 생쥐에 형질전환을 통해 주입하면
일시적 당뇨병을 지니는 비만생쥐가, C57BLKS/J 근교
계 생쥐에서는 명백한 당뇨병 증세를 보이는 비만 생쥐
가 만들어 진다. 이와 같이, 동일한 변이 혹은 발현차이
가 다른 genetic background에서는 – 같은 종류의 근
교계 생쥐의 서로 다른 아종(strain)에서 조차도 - 아주

타

환 생쥐
정확한

다른 표현형으로 나 날 수 있기 때문에 형질전
의 생산 및 이를 이용한 연구 및 표현형의 보다

분석과 해석을 위해서는 실험동물의 genetic backgrou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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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의

깊은 선택이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은 생쥐간

의 genetic background의 차이로 인하여 표현형의 분석
및 해석에서의 오류가 발생할 수 있으나, 오히려 이러한

성질이 서로 다른 genetic background를 지니는 생쥐간

정 돌연변이의 표현형을 억제하는
modifier 유전자를 찾을 때에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기도
한다[Peters et al., 2004; Bonyadi et al., 1997].

jax.org/models/index.html로의 접속을 통해 확인한 뒤에
연구자의 실험의도에 맞는 모델동물을 선정하여 분양
신청하면 쉽게 연구자가 원하는 질환 모델동물을 손쉽
게 확보할 수가 있다.

의 교배를 통한 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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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한 분석과 해석을 위한 생쥐
genetic background의 중요성은 1997년에 개최되었던
Banbury Workshop에서 매우 심도있게 논의되었다
생쥐에서 표현형의

Ⅲ.

실험동물의 확보

생물학자들은 다양한 종류의 실험동물을 이용하여 연

데 원하는 실험동물의 확보는 연구자로
금 해당 실험동물의 생산에 필요한 비용을 크게 절
감시켜 줄 뿐 아니라 실험동물의 생산에 필요한 소요시
간을 크게 단축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생물학
자가 자신에게 필요한 실험동물을 검색하여 확보하는
방법은 효율적 연구를 위해 매우 의미 있는 일이 될 것

[Banbury conference on genetic background in mice,

;

임 논의되었던 내
펴 면 다음과 같다. 첫번째는 생물학 연

구를 수행하는

1997 Wolfer et al., 2002]. 이 모 에서

하여

용을 간 히 살 보

략

구에 이용하는 모든 실험 동물의 genetic background는
가능한 상세하게

잡

한 동물을 사용하는 연구에 사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

널리 통용되는 genetic background를
않은 생쥐는 확보의 어려움뿐만 아니라 연구 결
과의 재현 및 다른 연구로의 응용 과 활용을 어렵게 만
들 수 있기 때문이다. 셋째, 다른 연구자들에 의한 연구
결과들간의 원활한 상호비교 및 분석을 위해 공통적인

이다. 여기에서는 앞에서 잠깐 언급한 Jackson 연구소로

이다. 일반적으로,

부터 다양한 근교계 생쥐, F1 종 생쥐, 유전자변형 생

가지지

잡
쥐-질환모델 생쥐-등에 대한 정보확인방법과 해당 생쥐
를 분양 받을 수 있는 요령을 간단하게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Jackson 연구소의 홈페이지(www.jax.org)를 방문하
여, 왼편 중간에 위치한 메뉴화면에서 JAX MICE &
SERVICES메뉴의 Mouse Strain Information 서브메뉴로
접속한다. 접속된 화면의 왼편 중간쯤에 위치한 “JAX®
Mice Strains by Category"에서 근교계 생쥐에 대한 정
보는 Inbred Mice 아이콘, F1잡종 생쥐에 대한 정보는
Hybrid Mice 아이콘, 유전자 변형생쥐에 대한 정보는
JAX® GEMM® Strains 아이콘을 클릭하여 확인하고 연
구자의 연구의도에 부합하는 실험동물을 선택하여 분양
을 신청하면 된다. 직접 근교계 생쥐의 종류와 각 생쥐
(http://jaxmice.jax.org/jaxmicedb/html/inbred.shtml),
잡종 생쥐의 종류 및 각 생쥐의 정보(http://jaxmice.jax.org/
jaxmicedb/ html/ hybrid1.shtml), 형질전환 동물을 포
함하는 유전자 변형동물의 종류 및 각 생쥐의 정보
(http://jaxmice.jax.org/info/gemm_strains.html)는 직
접 확인할 수도 있다. 특히 암, 치매,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종류의 질환 모델 동물에 대한 정보를 http://jaxmice.

작성해야 한다는 것이다. 둘째, 너무

복 한 genetic background를 지니는 실험 동물은 가능

genetic background를 지니는 동물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 실제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일반적으로 생쥐를

등의 생물학 연구에서 근교계
생쥐나 근교계간의 교배에 의해 생산된 잡종 F1 생쥐가
많이 이용되고 있다.
연구자의 실험에 적합한 실험동물이 어떤 genetic
이용한 유전학, 행동분석

background를 지니는 동물인가의 선택 이외에도 동물을

정
직접 생산하였거나 구매 혹은 분양을 통해 확보하였거
나 생쥐의 교배를 통한 자손의 생산 및 유지 문제에 직
면하게 된다. 우선, 형질전환 생쥐의 생산은 일반적으로
129종이나 C57BL/6종을 이용하여 생산할 것을 추천하
며 –유전자 적중(gene targeting) 을 통한 특정 유전자
제거 생쥐의 생산은 129종, 유전자 과발현 형질전환 생
쥐는 C57BL/6, 생산 혹은 확보한 형질전환 생쥐는
congenic(하나의 locus와 그 주변을 제외한 나머지 유전
이용한 다양한 연구과 에서 생물학자들은 실험동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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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근교계) 이나 co-isogenic(하나의 locus를 제외한

머

나 지 유전체는 근교계) 계통으로 유지하여야 하며,

돌

명확한 genetic background를
지닌, 즉 가능하다면 F1 잡종 생쥐(129와 C57BL/6
hybrid)를 이용하여 수행할 것을 권고한다. 이는 F1 잡
종생쥐 간의 교배에 의해 F2 잡종생쥐를 생산하게 되면
결국 genetic background가 서로 완전히 다른 변이 생
쥐와 야생형 대조군 생쥐(wild control)가 만들어지기 때
문이다. 이렇게 생산된 변이 생쥐들이 서로 다른 genetic
background를 지니고 있을 뿐 아니라, 야생형 대조군
연변이의 표현형 분석은

생쥐는 실제로 F2 변이생쥐와 변이 유전자 이외의 다른

많은 종류의 유전자도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 이상 대
조군으로서의 가치를 잃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
한 기본 원칙을 지키는 것이 경우에 따라서는 보다 많
은 시간과 노력을 소요할 수는 있지만, 보다 정확한 유
전형과 표현형간의 상관관계 분석을 위해서 이의 확고
한 준수가 필요할 것이다. 그러므로 최근 기하 급수적으
로 증가하고 있는 유전자 과 발현 및 발현제거 형질전
환 생쥐를 이용한 유전자들의 정확한 기능이해와 표현
형간의 상관관계 및 행동분석 연구에서 genetic background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음을
반드시 명심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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