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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kworm larvae often suffer from viral infections causing heavy losses to the economy of silk industry. Insects exhibit
both humoral and cellular immune responses that are effective against various pathohens like bacteria, fungi, protozoa,
etc., but no insect immune responses is effective against viral infection. To obtain genes related to insect antiviral immu-
nity from Bombyx mori, the cDNA library was constructed from B. mori nucleopolyhedrovirus (BmNPV)-infected B.
mori. From the cDNA library, we selected 411 differentially expressed clones, and the 5’ ends of the inserts were
sequenced to generate ESTs. In this work, 135 unigenes were generated after the assembly of 411 differentially
expressed clones ESTs. Of these 135 unigenes, we selected 109 antiviral response-related candidates except 26 clones
that high similarity with genes derived from BmNPV. Among 109 unigenes, a total of 80% had significant matches to
genes from other organisms in the database, wheres 20% of the unigenes had not matched in the database. Functional
groups of these sequences with matches in database were constructed according to their putative biological function.
Three largest categories were control of cellular oraganization (52%), metabolism (20%), and protein fate (10%). The
genetic information reported in this study will provide more information about antiviral-related genes in silkw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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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는 수 천년동안 실크산업에 있어서 실크를 생산하

는 대표적인 견사곤충으로 인류에 지대한 공헌을 해왔다.

최근에는, Tamura et al.(2000)에 의해서 형질전환 누에 제

작이 성공함으로써, 누에가 전통적인 실크를 생산하는 곤

충에서 강력한 생물학적 모델 곤충 또는 인체 유용물질

을 생산하는 생체공장화를 위한 대상 곤충으로 새로운 이

용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누에 핵다각체병 바이러스

(Bombyx mori Nucleopolyhedrovirus, BmNPV)는 잠사업에

있어서 가장 위해한 바이러스로써 익히 보고되었으며, 종

종 잠사업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Ponnuvel

et al. 2003). BmNPV는 곤충의 주요 감염원이며 특히 나

비목과의 곤충에 집중되고 있고, 다른 완전변태 곤충에

비해 두 배 가량 높은 감염성을 보인다(Martignoni and

Iwai 1986). 곤충에서의 바이러스 감염, 감염된 세포의 인

식 그리고 감염성 병소(foci)에 대한 면역세포의 발생 또

는 감염세포의 제거와 같은 기작은 완전하게 이해되지 않

고 있는 실정이다(Popham et al. 2004). 곤충에서는 척추

동물에서와 같이 잘 알려진 항체나 조직적합성 면역반응

과 유사하게 작동하는 특정 면역반응이 결핍되어 있다

(Hoffman 2003). 아폽토시스(apoptosis) 또는 계획된 세포

사(programmed cell death)는 척추동물이나 무척추동물에

서의 항바이러스성 방어기작과 같은 기능에 체액성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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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결핍되어 있음으로써 나타나는 현상 중의 하나이다

(Narayan 2004). 이런 기작은 세포 수축, 막내 기포, 염색

질의 응축, apoptotic body 형성과 분열을 포함하는 특징

등을 나타내며 세포의 괴사와는 구별되는 생화학적 과정

으로 조절된다(Wyllie et al. 1980).

곤충 면역은 표피(cuticle)나 위식막(peritrophic matrix),

상피세포막(epithelial barrier)과 같은 물리적 방어막, 혈액

응고(coagulation)와 멜라닌화(melalization)를 야기하는 단

백질 분해효소의 순차(cascade) 반응, 식균작용 (phagocytosis)

과 캡슐형성(encapsulation)과 같은 세포성 반응과, 특정 항

균 펩타이드의 생산을 포함한 생존 전략의 한 부분으로

써 숙주와 병원체의 상호작용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

행한다(Lavine and Strand 2002, Meister and Lagueux

2003).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고 원생동물(protozoa)과 같

은 다양한 병원체에 대응하는 곤충의 생체 방어기작에 대

한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항바이러스 기작에 대한

보고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효과적인 재조합단백질 발

현 시스템인 곤충 베큘로바이러스(baculovirus)와 관련하

여 보고된 논문의 수천 편 가운데 정말 놀라운 사실은 곤

충 숙주세포에 의해 유도되는 항바이러스 반응에 대한 기

작을 다룬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는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누에의 BmNPV에 대한

생체방어관련 유전자를 분리하고 이들에 대한 기능을 해

석함으써 BmNPV에 대응하는 항바이러스 기작을 해명하

기 위하여 누에에 BmNPV를 인위적으로 감염시켜 면역

을 유도하였다. 면역 유도의 일환으로 정상 누에에 비하

여 발현량이 증가하는 유전자를 차별화선별법으로 선발하

고 이들에 대하여 발현 유전자 꼬리표(Expressed Sequence

Tags; ESTs)를 작성한 후 유전자 정보를 분석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실험곤충

cDNA 유전자은행 작성에 사용한 누에(Bombyx mori)

는 장려 잠품종인 백옥잠 (잠 123 × 124)으로 국립농업과

학원 농업생물부의 표준사육 기준 (온도, 24 ~ 27oC ;상

대습도, 70 ~ 90%)에 준하여 사육하였다. 면역유도 누에

는 5 × 105 pfu/ml 농도의 누에 BmNPV(Bombyx mori

Nucleopolyhedrovirus, BmNPV)를 누에 5령 1일째 유충

체강에 100 µl 주사하여 24, 48, 72, 96시간 경과한 누에

를 각각 사용하였다.

2. cDNA 유전자은행 제작

BmNPV를 주사하여 24, 48, 72, 96시간이 경과한 각각

의 누에로부터 total RNA 분리는 SV Total RNA Isolation

System(Promega)을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한 total RNA

는 전기영동으로 양상을 확인하고 파장 260 nm 및 280 nm

에서 UV 분광광도계로 정량한 후 poly(A)+ RNA 분리 및

전사체 발현 분석에 사용하였다. Poly(A)+ RNA의 정제는

Micro-FastTrack 2.0TM mRNA Isolation Kit (Invitrogen)를 사

용하여 정제한 후 cDNA 유전자은행을 제작하는데 이용하였다.

cDNA 유전자은행 제작은 Stratagene사의 ZAP-cDNA

synthesis kit와 Gigapack III Gold packaging extract를 사

용하여 제작하였는데 즉, 분리한 poly(A)+ RNA에 Xho I

linker primer와 역전사효소를 사용하여 2nd-strand cDNA

로 합성하였다. 합성한 2nd-strand cDNA는 먼저 DNA

중합효소를 이용하여 2nd-strand cDNA의 말단을 평활말

단 (blunt end)으로 만든 다음 EcoRⅠ adapter를 부착시

킨 후, Xho I으로 절단하고 size fractionation을 거쳐 500 bp

이상 크기의 단편만을 취하였다. 이러한 cDNA를 Uni-

ZAP XR 벡터에 결합시켜 삽입한 후 완전한 bacteriophage

상태가 되도록 coat protein으로 packaging하여 cDNA 유

전자은행을 제작하였다. 제작한 cDNA 유전자은행은 다

시 숙주세포 (XL1-Blue MRF’ strain)내에 감염시킨 후

cDNA 농도를 적정하고 이를 적당한 농도로 증폭하여 시

험에 사용하였다.

3. 차별화 선별 (Differential Screening)

BmNPV 주사에 의하여 시간별(24, 48, 72 및 96시간)

로 면역이 유도된 각각의 cDNA 유전자은행으로부터 동

량의 파아지를 혼합한 다음, in vivo excision(Short et al.

1988)에 의해 무작위로 3,332개의 클론을 선발하여 플라

스미드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플라스미드를 95oC에서 10

분간 가온하여 변성시킨 후 두 장의 나일론 막에 각각 동

일한 0.5 µg의 플라스미드 DNA를 blotting 하였다. Blotting

한 한 장의 막에는 24, 48, 72, 96시간이 경과한 정상 누

에에서 각각 합성한 1st-strand cDNA를 동량으로 혼합하

여 탐침으로 사용하였으며, 또 다른 막에는 BmNPV 주사

에 의하여 시간별 (24, 48, 72 및 96시간)로 면역이 유도

된 누에에서 각각 합성한 1st-strand cDNA를 동량으로 혼

합하여 탐침으로 사용하였다.

cDNA 탐침제조는 1.5 ml튜브에 1 µg poly(A)+ RNA, 1 µg

oligo(dT) primer(1 µg/ µl), 20 units RNase inhibitor,

5 µl5 × reverse transciptase buffer, dGTP, dCPT, dTTP

(20 mM/each), 120 µM dATP, 10 µl [α-32P] dATP

(3000 Ci/mmol)와 20 units M-MLV 역전사효소를 넣고 1

시간 동안 역전사 반응을 시켰다. 여기에 2 units RNaseH

를 첨가하고 37οC에서 15분간 반응하여 poly(A)+ RNA만

을 선택적으로 제거시킨 후 동위원소가 표지된 단선 cDNA

를 G-50 Sephadex 칼럼을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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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부분염기서열분석 및 발현유전자 꼬리표제작

차별화 발현되는 클론의 부분 염기서열 분석은 자동염

기서열 분석장치(Perkin Elmer Co., USA, ABI377)를 이

용하여 제조회사의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다. 각 염기의

표지는 Bigdye Ready Reaction Kit(Applied Biosystems

Inc., USA)를 이용하여 반응액을 조제하고 PCR을 수행한

후, 반응산물을 정제하여 4.5% 아크릴아마이드겔에 전개

하였다. 아크릴아마이드겔의 예비통전은 30 W로 20~30분

간 하였으며, 시료주입은 정제한 PCR 산물에 formamide

5 µl와 50 mM EDTA 1 µl를 넣어 100oC에 2분간 변성하

고 급냉한 후 각 well에 2 µl씩 점적(loading)하였으며, 염

기서열은 DNA Sequencing Analysis Software(Perkin

Elmer Co., USA)에 의해서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cDNA 유전자은행 제작

누에 바이러스 생체방어 관련 유전자 선발을 위한 cDNA

유전자은행을 제작하기 위하여 누에 체강에 5 × 105pfu/

ml 농도의 누에 BmNPV를 100 µl 주사하여 24, 48, 72,

96시간 경과한 누에로부터 각각 total RNA를 분리하고 이

로부터 poly(A)+ RNA를 순수 분리하였다. cDNA를 합성하

고 5'과 3' 말단에 각각 EcoR I와 Xho I 인식부위를 부여

하고, 이 cDNA를 pBluescript SK 플라스미드를 포함하는

lambda ZAP II 벡터에 방향성 있게 클로닝하였다. 재조

합된 DNA를 in vitro packaging하여 cDNA 유전자은행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BmNPV 주사 후 24, 48, 72, 96시간

별 각각의 cDNA 유전자은행의 pfu(plaque forming uint)/

ml는 1.4 × 106, 1.1 × 106, 1.2 × 106 및 1.2 × 106이였다. 제

작한 각각의 시간별 cDNA 유전자은행으로부터 동량의

파아지를 혼합한 후, 이로부터 벡터 내에 삽입된 cDNA

크기 및 삽입 절편의 유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무작위로

선발한 파아지를 in vivo excision하여 pBluescript SK 플

라스미드로 전환하였다. 전환된 플라스미드를 EcoR I와

Xho I 제한효소로 절단하여 확인한 결과, 모든 클론들의

절편 크기는 500 bp 이상이었다. cDNA 유전자은행은 pfu,

절편의 삽입율(insert ratio) 및 삽입절편의 크기로 그 제작

효율을 판단할 수 있는데(Sung et al. 1998), 본 연구에서

제작한 cDNA 유전자은행은 적정 pfu 및 삽입 절편 크기

를 포함하고 있어 유전자 분석에 적합한 것으로 판단되

었다. 또한 BmNPV 주사에 의해서 면역이 유도된 누에로

부터 cDNA 유전자은행을 작성하였으므로, 이 cDNA 유

전자은행은 BmNPV에 대한 생체방어의 일환으로 특이하

게 발현하는 유전자들을 포함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2. 차별화 선별법에 의한 차별화 발현 클론 선발 및 특성

무작위 선발한 3,332개의 cDNA 클론을 hybri-dot

manifold system(BRL Co., USA)을 이용하여 2장의 나일

론 막에 동일하게 blotting하였다. Blotting한 한 장의 막

에는 24, 48, 72, 96시간이 경과한 정상 누에에서 각각 합

성한 1st-strand cDNA를 동량으로 혼합하여 탐침으로 사

용하였으며, 또 다른 막에는 BmNPV 주사에 의하여 시간

별(24, 48, 72 및 96시간)로 면역이 유도된 누에에서 각

각 합성한 1st-strand cDNA를 동량으로 혼합하여 탐침으

로 사용하였다(Fig. 1). 그 결과, 411개의 차별화발현 클론

을 선발하였다(Höög, 1991, Goo et al. 2002, 2011). 그 중

392개의 차별화발현 클론은 면역이 유도된 누에의 cDNA

를 탐침으로한 나일론 막에서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

으며, 19개의 차별화발현 클론은 정상 누에의 cDNA를 탐

침으로한 나일론 막에서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었다(Table 1).

선발한 411개의 차별화발현 cDNA 클론의 삽입 유전자

크기를 조사하기 위하여 제한효소 EcoR I / Xho I으로 처리

Fig. 1. Differential dot hybridization analysis. To confirm the antiviral response-related clones, 3,332 cDNA clones were randomly

selected from cDNA libraries of the BmNPV-infected B. mori. Differential hybridization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by two cDNA

probes generated from total RNAs of normal (panel A) and BmNPV-infected B. mori (panel B), respectively. Dot and line arrows

indicate down-regulated and up-regulated clones in tested clone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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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결과, 삽입 유전자는 500 ~ 3,200 bp의 크기를 가지고 있

었으며, 이들 차별화발현 클론에 대하여 부분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평균 염기서열의 길이는 520 bp이였다. 411 차

별화발현 클론의 부분 염기서열에 대하여 SeqManⅡ

program(ABI Co.)을 통하여 염기서열 중 50 base에서 95%

이상의 상동성이 인정되는 값으로 어셈블리(assembly)한 결

과, 117(28.5%)개의 클론이 1의 중복성(redundancy)을 나타

내었으며 나머지 294(71.5%)개의 클론이 2 이상의 중복성을

나타내었다. 상호 어셈블리되는 클론을 동일 유전자로 판단

했을 때, 411의 차별화발현 클론으로부터 141개의 잠정 독

립유전자(unique gene; unigene)를 선발할 수 있었다. 이때,

가장 높은 중복성을 나타낸 클론은 BmNPV의 핵다각체 유

전자(polyhedrin)로 202(49.1%)의 중복성을 나타내었다(Fig. 2).

3. 차별화발현 클론의 데이터베이스 검색 및 발현유전

자 꼬리표 (ESTs) 작성

어셈블리 분석 결과, 독립유전자로 추정되는 141개의

클론에 대하여 유전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NCBI 웹 사이

트(http://www.ncbi.nlm.nih.gov/BLAST)의 BLASTx를 통해

기존의 데이터베이스 상의 유전자들과 상동성 유무를 검

색하였다. 이때 E-value 값은 중요한 상동성의 기준으로

판단되어지는데, 상동성의 기준은 E-value 값이 10-3 이하

의 값에서 상동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Newman et

al. 1994). 분석된 결과에서 한 개 이상의 EST 염기서열

이 동일한 클론들, 즉 동일한 accession number의 클론과

상동성이 있으면 그 클론들 중 가장 높은 BLAST score

를 가진 클론을 대표 클론으로 간주하였다. 이러한 분석

을 통하여 135개의 클론이 서로 중복되지 않은 독립유전

자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중 BmNPV 유전자와 높은

상동성을 나타내는 26종의 클론을 제외한 109종 클론에

대하여 유전자 꼬리표를 제작하였다(Table 2). 제작한 109

종의 ESTs 중에서 이존에 밝혀진 유전자와 상동성을 나

타내는 클론은 87종이었으며, 나머지 22종은 데이터베이

스 상의 유전자와 상동성이 매우 낮은 미동정(unknown)

유전자였다(Table 2). 데이터베이스 상의 유전자와 상동성

을 나타내는 87종의 클론에 대하여 AmiGo 데이터베이스

웹(http://www.godatabase.org)에서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

석한 결과(Ashburner et al., 2000), 기능적으로 분류할 수

없는 1개의 카테고리(3%)를 포함하여 세포 구조조절(52%),

세포내 운송(7%), 세포 방어(3%), 단백질 운명(10%), 단

백질 합성(3%), 대사(10%), 세포 주기(3%), 에너지(4%),

전사(4%) 및 세포의 신호전달(1%)에 관여하는 11개의 기

능으로 분류할 수 있었다(Fig. 3). 87개의 차별화발현 클

론 중에서 52%의 가장 많은 클론이 세포 구조조절의 기

능분류에 포함된 이유는 BmNPV 감염에 의해서 BmNPV

유전자가 과량 전사번역됨으로써 세포의 구조변형이 야기

되어, 세포 구조변형에 대한 방어의 일환으로 발현 수준

이 증가하는 것으로 추측되었다(Fig. 3).

이상의 연구결과에서, 우리는 누에로부터 BmNPV에 대

한 생체방어와 관련된 유전자를 대량발굴하기 위하여 누

Table 1. Characterization of 411 differential expressed clones

related to the antiviral response

Total clones

tested

(%)

Differentially 

Expressed Clones 

(%)

Classification

Up-regulation

(%)

Down-

regulation (%)

3,332 (100) 411 (12.3)a 392 (95.2)b 19 (4.6)c

aPercentage in the total clones
b,cPercentage in differentially expressed clones

Fig. 2. Histogram showing the number of antiviral response

related clones at each level of redundancy. Among 411 clones,

117 appeared as singleton clones, whereas 294 appeared more

than once. The most frequently represented gene in this data was

polyhedrin, which appeared 202 times.

Fig. 3. Functional categorization of the 87 non-redundant unigenes,

showing the properties of predicted genes according to their

putative biological functions. Non-redundant ESTs with BLASTx

E-value > 10-3 were classified into three percentage functional

categories, including the classified functional group. The percentage

of that particular group in the total fourteen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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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STs of differentially expressed clones isolated from B. mori induced with BmNPV

clone ID nuceotide (bp) putative identification species scorea) E-valueb)

AVR-5  2,157

> gi|11275904|gb|AF295563.1|AF295563S1 Bombyx mori NADH

dehydrogenase subunit 1 (ND1) gene, complete cds; tRNA-

Leu gene, complete sequence; and large subunit ribosomal RNA

gene, partial sequence; mitochondrial genes for mitochondrial

products

[Bombyx mori]  1,781 2.00E-146

AVR-10  580 [unknown]  - 0.00E+00

AVR-11  553
>gi|24651373|ref|NP_524593.1| CG9688-PA [Drosophila melanogaster]

gi|23172679|gb|AAF57041.2| CG9688-PA [Drosophila melanogaster]

[ D r o s o p h i l a

melanogaster]
 132 3.00E-30

AVR-12  429

> gi|31219612|ref|XP_316821.1| ENSANGP00000010310 [Anopheles

gambiae] gi|21299998|gb|EAA12143.1| ENSANGP00000010310

[Anopheles gambiae str. PEST]

[Anopheles gambiae]  126 2.00E-28

AVR-14  451

> gi|51701841|sp|Q9GP16|RL31_HELVI 60S ribosomal protein

L31 gi|51701794|sp|Q7KF90|RL31_SPOFR 60S ribosomal protein

L31 gi|11967847|emb|CAC19413.1| ribosomal protein L31

[Heliothis virescens] gi|15213782|gb|AAK92166.1| ribosomal

protein L31 [Spodoptera frugiperda]

[Heliothis virescens]  178 4.00E-44

AVR-15  903 [unknown]  - 0.00E+00

AVR-16  884

> gi|8163623|gb|AAF73768.1| ATPase 6 [Bombyx mori]

gi|15213112|gb|AAK85722.1| ATPase subunit 6 [Bombyx mori]

gi|18640074|dbj|BAB84665.1| ATP synthase F0 subunit 6

[Bombyx mori] gi|8572574|ref|NP_059479.1| ATP synthase F0

subunit 6 [Bombyx mori] gi|20126719|dbj|BAB88895.1| ATPase

subunit 6 [Bombyx mori]

[Bombyx mori]  128 4.00E-29

AVR-17  1,478
> gi|5001396|gb|AAD36990.1| NADP-dependent isocitrate dehy-

drogenase [Periplaneta americana]
[Danio rerio]  688 0.00E+00

AVR-18  867 [unknown]  - 0.00E+00

AVR-20  3,096

> gi|8572061|gb|AAF76983.1| fibroin heavy chain Fib-H

[Bombyx mori] gi|9087216|sp|P05790|FBOH_BOMMO Fibroin

heavy chain precursor (Fib-H) (H-fibroin)

[Bombyx mori]  103 3.00E-20

AVR-21  1,552

> gi|8163620|gb|AAF73765.1|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Bombyx mori] gi|15213109|gb|AAK85719.1|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Bombyx mori] gi|18640071|dbj|BAB84662.1|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1 [Bombyx mori] gi|11275908

|gb|AAG33818.1|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Bombyx mori]

gi|8572571|ref|NP_059476.1|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I [Bombyx

mori] gi|20126716|dbj|BAB88892.1| cytochrome oxidase subunit I

[Bombyx mori]

[Bombyx mori]  821 0.00E+00

AVR-23  1,149
> gi|48097868|ref|XP_391961.1| similar to putative tropomyosin

[Apis mellifera]
[Lonomia obliqua]  257 3.00E-67

AVR-24  925
> gi|2116575|dbj|AB003670.1| high basic serine protease precursor

[Bombyx mori]
[Bombyx mori]  484 1.00E-135

AVR-25  851 > gi|19911074|dbj|BAB87849.1| p27K [Bombyx mori] [Bombyx mori]  461 1.00E-128

AVR-26  832
> gi|6690636|gb|AAF24228.1|trypsin-likePiT2cprecursor
[Plodiainterpunctella]

[Plodia interpunctella]  436 2.00E-121

AVR-27  439
> gi|18202261|sp|O96647|RL10_BOMMA 60S ribosomal protein
L10 (QM protein homolog) gi|4063389|gb|AAC98301.1| QM
protein [Bombyx mandarina]

[Bombyx mandarina]  439 2.00E-122

AVR-28  383 [unknown]  - 0.00E+00

AVR-29  259 [unknown]  - 0.00E+00

AVR-32  606 > gi|56462132|gb|AAV91349.1| cuticle protein 4 [Lonomia obliqua] [Lonomia obliqua]  119 3.00E-26

AVR-34  643 [unknown]  - 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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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lone ID nuceotide (bp) putative identification species scorea) E-valueb)

AVR-35  866

> gi|126417|sp|P09336|LP3_BOMMO Low molecular 30 kDa

lipoprotein PBMHPC-19 precursor gi|84793|pir||S01100 hemolymph

30 K protein precursor (clone 19) - silkworm gi|5890|emb|

CAA30435.1| 30 K lipoprotein precursor [Bombyx mori]

[Bombyx mori]  525 1.00E-147

AVR-36  967

> gi|44889043|sp|Q08738|CU30_BOMMO Larval cuticle protein

LCP-30 precursor gi|6634056|emb|CAA52368.2| larval cuticle

protein [Bombyx mori]

[Bombyx mori]  379 1.00E-103

AVR-37  2,573 > gi|38093371|dbj|BAD00698.1| sericin 1A [Bombyx mori] [Bombyx mori]  197 2.00E-48

AVR-39  562 [unknown]  - 0.00E+00

AVR-40  1,000
> gi|3282245|gb|AAC24960.1| ribosomal protein L5 [Bombyx
mori] gi|6094084|sp|O76190|RL5_BOMMO 60S RIBOSOMAL
PROTEIN L5

[Bombyx mori]  544 2.00E-153

AVR-41  751
> gi|56462284|gb|AAV91425.1| protease inhibitor 3 [Lonomia
obliqua]

[Lonomia obliqua]  78 3.00E-13

AVR-44  698
> gi|18253055|gb|AAL62472.1| ribosomal protein S8 [Spodoptera
frugiperda]

[ S p o d o p t e r a
frugiperda]

 420 2.00E-116

AVR-45  837

> gi|298974|gb|AAB26023.1| alkaliphilic serine protease P-
IIc = trypsin-like protease [Bombyx mori = silkworms, larval
midgut digestive juice, Peptide, 232 aa] gi|478994|pir||S32398
serine proteinase p-IIc (EC 3.4.21.-) - silkworm

[Bombyx mori]  428 1.00E-118

AVR-46  609

> gi|51092173|gb|AAT94500.1| LD23193p [Drosophila melanogaster]
gi|14194975|sp|Q9VJZ7|NNP1_DROME NNP-1 protein homolog
gi|21356169|ref|NP_651976.1| CG12396-PA [Drosophila melanogaster]
gi|7298046|gb|AAF53287.1| CG12396-PA [Drosophila melanogaster]

[unknown]  - 0.00E+00

AVR-47  2,331 > gi|1335609|emb|CAA31417.1| SP1 [Bombyx mori] [Bombyx mori]  1,456 0.00E+00

AVR-48  877

> gi|298974|gb|AAB26023.1| alkaliphilic serine protease P-
IIc = trypsin-like protease [Bombyx mori = silkworms, larval
midgut digestive juice, Peptide, 232 aa] gi|478994|pir||S32398
serine proteinase p-IIc (EC 3.4.21.-) - silkworm

[Bombyx mori]  490 3.00E-137

AVR-49  1,384 > gi|60360464|dbj|BAD90476.1| mKIAA1983 protein [Mus musculus] [Mus musculus]  114 1.00E-23

AVR-50  2,252
> gi|1174445|sp|P20613|SSP2_BOMMO Sex-specific storage-
protein 2 precursor (SP 2) (Arylphorin) gi|156047|gb|
AAA27848.1| storage protein SP2

[Bombyx mori]  1,421 0.00E+00

AVR-51  673 [unknown]  - 0.00E+00

AVR-53  481 [unknown]  - 0.00E+00

AVR-54  994 [unknown]  - 0.00E+00

AVR-55  545
> gi|49532916|dbj|BAD26693.1| Ribosomal protein S20 [Plutella
xylostella]

[Plutella xylostella]  243 3.00E-63

AVR-56  578
> gi|21070369|gb|AAM34276.1| chemosensory protein CSP1
[Bombyx mori]

[Bombyx mori]  262 5.00E-69

AVR-57  1,043 > gi|21623760|dbj|BAC00960.1| lipase-1 [Bombyx mori] [Bombyx mori]  177 5.00E-43

AVR-58  476

> gi|399471|sp|P31416|FAB1_MANSE Fatty acid binding protein
1 (FABP 1) gi|102973|pir||A41749 midgut fatty acid-binding
protein MFB1 - tobacco hornworm gi|159510|gb|AAA29313.1|
fatty acid binding protein 1

[tobacco hornworm]  191 7.00E-48



누에로부터 핵다각체바이러스 방어관련 유전자 정보 분석

59

Table 2. (Continued)

clone ID nuceotide (bp) putative identification species scorea) E-valueb)

AVR-60  1,756
> gi|31206085|ref|XP_311994.1| ENSANGP00000018558 [Anopheles
gambiae] gi|21296083|gb|EAA08228.1| ENSANGP00000018558
[Anopheles gambiae str. PEST]

[Anopheles gambiae]  563 9.00E-159

AVR-61  751 [unknown]  - 0.00E+00

AVR-64  520
> gi|2815410|dbj|BAA24526.1| similar to Drosophila l(3)S12
[Bombyx mori]

[Bombyx mori]  213 3.00E-54

AVR-65  973
> gi|14150149|ref|NP_115726.1| hypothetical protein LOC84310
[Homo sapiens]

[Homo sapiens]  76 1.00E-12

AVR-66  807 [unknown]  - 0.00E+00

AVR-67  1,075 [unknown]  - 0.00E+00

AVR-69  1,954 > gi|19773428|dbj|BAB86853.1| beta-tubulin [Bombyx mori] [Bombyx mori]  - 0.00E+00

AVR-70  1,933
> gi|37589073|gb|AAH58877.1| Vacuolar ATP synthase 21 kDa
proteolipid subunit [Danio rerio]

[Danio rerio]  203 2.00E-50

AVR-71  964
> gi|48105889|ref|XP_393034.1| similar to 60S ribosomal protein
L7a (Surfeit locus protein 3) (PLA-X polypeptide) [Apis mellifera]

[Apis mellifera]  385 1.00E-105

AVR-72  621
> gi|54609329|gb|AAV34880.1| ribosomal protein S23 [Bombyx
mori]

[Bombyx mori]  293 2.00E-78

AVR-73  1,407

> gi|1351884|sp|P80467|ADHX_UROHA Alcohol dehydrogenase
class III (Glutathione-dependent formaldehyde dehydrogenase)
(FDH) gi|7427626|pir||S68061 alcohol dehydrogenase (EC 1.1.1.1)
class III - Indian spiny-tailed lizard

[ailed lizard]  563 4.00E-159

AVR-74  1,138
>gi|54609239|gb|AAV34835.1| ribosomal protein L23A [Bombyx
mori]

[Bombyx mori]  287 4.00E-76

AVR-75  457

> gi|28317182|gb|AAO39600.1| GM19936p [Drosophila melanogaster]
gi|29428063|sp|Q9VLV5|RUXE_DROME Probable small nuclear
ribonucleoprotein E (snRNP-E) (Sm protein E) (Sm-E) (SmE)
gi|24582631|ref|NP_609162.1| CG18591-PA [Drosophila melanogaster]
gi|7297315|gb|AAF52576.1| CG18591-PA [Drosophila melanogaster]

[Drosophila 
melanogaster]

 153 1.00E-36

AVR-76  492
> gi|21430324|gb|AAM50840.1| LP01886p [Drosophila melanogaster]
gi|28572157|ref|NP_650875.2| CG4367-PA [Drosophila melanogaster]
gi|28381375|gb|AAF55752.2| CG4367-PA [Drosophila melanogaster]

[Drosophila 
melanogaster]

 116 2.00E-25

AVR-77  294  - 0.00E+00

AVR-78  498
> gi|5360249|dbj|BAA81902.1| cuticle protein LCP18 [Bombyx
mori] gi|4063820|dbj|BAA36273.1| LCP18 [Bombyx mori]

[Bombyx mori]  164 1.00E-39

AVR-79  1,383 [unknown]  - 0.00E+00

AVR-80  1,472 > gi|56462268|gb|AAV91417.1| troponin I 1 [Lonomia obliqua] [Lonomia obliqua]  496 6.00E-139

AVR-81  2,237

> gi|114240|sp|P14296|ARYA_MANSE Arylphorin alpha subunit
precursor gi|102960|pir||A34434 arylphorin alpha chain precursor
- tobacco hornworm gi|159487|gb|AAA29303.1| arylphorin alpha
subunit precursor gi|159485|gb|AAA29302.1| arylphorin alpha
subunit

[tobacco hornworm]  906 0.00E+00

AVR-82  773
> gi|3913392|sp|O02388|CU22_BOMMO Larval cuticle protein
LCP-22 precursor gi|2204071|dbj|BAA20475.1| LCP22 [Bombyx
mori]

[Bombyx mori]  327 2.00E-88

AVR-83  446 [unknown]  - 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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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lone ID nuceotide (bp) putative identification species scorea) E-valueb)

AVR-84  453 > gi|56462324|gb|AAV91445.1 hypotheticalprotein 32 [Lonomiaobliqua] [Lonomia obliqua]  72 4.00E-12

AVR-85  957 > gi|2204069|dbj|BAA20474.1| LCP17 [Bombyx mori] [Bombyx mori]  108 3.00E-22

AVR-86  958
> gi|58394596|ref|XP_320830.2| ENSANGP00000017945 [Anopheles
gambiae str. PEST]

[Anopheles gambiae]  125 3.00E-27

AVR-87  1,143
> gi|52630933|gb|AAU84930.1| putative tropomyosin [Toxoptera
citricida]

[Toxoptera citricida]  423 6.00E-117

AVR-88  572
> gi|3913391|sp|O02387|CU17_BOMMO Larval cuticle protein
LCP-17 precursor gi|2204069|dbj|BAA20474.1| LCP17 [Bombyx
mori]

[Bombyx mori]  265 8.00E-70

AVR-89  590
> gi|56462132|gb|AAV91349.1| cuticle protein 4 [Lonomia
obliqua]

[Lonomia obliqua]  135 8.00E-31

AVR-90  838 [unknown]  - 0.00E+00

AVR-91  1,459
> gi|33642243|gb|AAQ24506.1| muscle-specific actin 2 [Aedes
aegypti]

[Aedes aegypti]  757 0.00E+00

AVR-95  632 > gi|54609225|gb|AAV34828.1| ribosomal protein L17 [Bombyx mori] [Bombyx mori]  897 2.00E-95

AVR-96  2,440 >gi|54639119|gb|EAL28521.1| GA10419-PA [Drosophila pseudoobscura]
[Drosophila 

pseudoobscura]
 160 2.00E-37

AVR-97  864 [unknown]  - 0.00E+00

AVR-98  719
> gi|56462326|gb|AAV91446.1| hypothetical protein 33 [Lonomia
obliqua]

[Drosophila yakuba]  83 2.00E-15

AVR-99  962 > gi|47937999|gb|AAH71458.1|PeptidylprolylisomeraseB[Daniorerio] [Danio rerio]  256 4.00E-67

AVR-100  3,024
> gi|34099638|gb|AAQ57129.1| endonuclease and reverse
transcriptase-like protein [Bombyx mori]

[Bombyx mori]  1,941 0.00E+00

AVR-101  805
> gi|54609285|gb|AAV34858.1| ribosomal protein S3 [Bombyx
mori]

[Bombyx mori]  541 5.00E-151

AVR-102  692
> gi|48102221|ref|XP_395309.1| similar to DNop5 protein [Apis
mellifera]

[Apis mellifera]  224 2.00E-57

AVR-105  728 > gi|54609297|gb|AAV34864.1| ribosomal protein S8 [Bombyx mori] [Bombyx mori]  420 2.00E-116

AVR-107  643 > gi|6635955|gb|AAF20019.1| pol-like protein [Aedes aegypti] [Aedes aegypti]  76 1.00E-12

AVR-109  386

> gi|21064055|gb|AAM29257.1| AT13736p [Drosophila
melanogaster] gi|21355243|ref|NP_648985.1| CG7580-PA [Drosophila
melanogaster] gi|7293979|gb|AAF49336.1| CG7580-PA [Drosophila
melanogaster]

[Drosophila 
melanogaster]

 115 4.00E-25

AVR-110  418 > gi|8575541|gb|AAF78043.1| acyl-CoA binding protein [Bombyx mori] [Bombyx mori]  173 1.00E-42

AVR-112  492
> gi|27461086|gb|AAL60593.1| ubiquinol-cytochrome C reductase
complex protein [Spodoptera litura]

[Spodoptera litura]  110 1.00E-123

AVR-113  533 [unknown]  - 0.00E+00

AVR-115  847 [unknown]  - 0.00E+00

AVR-116  1,698 > gi|217274|dbj|BAA02601.1| elongation factor 1 alpha [Bombyx mori] [Bombyx mori]  1,082 0.00E+00

AVR-117  1,083
> gi|56418393|gb|AAV91004.1| hemolymph proteinase 6 [Manduca
sexta]

[Manduca sexta]  335 1.00E-90

AVR-118  1,881
> gi|19335712|gb|AAL85625.1| probable transport protein Sec61 alpha
subunit [Aedes aegypti]

[Aedes aegypti]  840 0.00E+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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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clone ID nuceotide (bp) putative identification species scorea) E-valueb)

AVR-119  2,141
> gi|20563125|dbj|BAB92074.1|heatshockcognateprotein[Bomby
xmori]

[Bombyx mori]  1,082 0.00E+00

AVR-121  1,021
>gi|66736329|gb|AAY54260.1| eukaryotictranslationinitiationfac-
tor2alphasubunit[Bombyxmori]

[Bombyx mori]  576 3.00E-163

AVR-122  405 [unknown]  - 0.00E+00

AVR-123  2,526
> gi|12025459|gb|AAG45936.1| protein disulfide isomerase [Bombyx
mori]

[Bombyx mori]  980 0.00E+00

AVR-124  1,148
> gi|57639625|gb|AAW55666.1| protein kinase c inhibitor [Bombyx
mori]

[Bombyx mori]  262 1.00E-68

AVR-125  1,617
> gi|25528911|pir||JC7823 elongation factor 1 gamma-subunit,
silk gland - silkworm gi|12328431|dbj|BAB21108.1| elongation
factor 1 gamma [Bombyx mori]

[Bombyx mori]  770 0.00E+00

AVR-126  508
> gi|31232304|ref|XP_318679.1| ENSANGP00000022216 [Anopheles
gambiae] gi|21301724|gb|EAA13869.1| ENSANGP00000022216
[Anopheles gambiae str. PEST]

[Anopheles gambiae]  98 9.00E-20

AVR-127  742
> gi|5679346|gb|AAD46928.1| GM12270p [Drosophila melanogaster]
gi|17647245|ref|NP_523707.1| CG8439-PA [Drosophila melanogaster]
gi|7303510|gb|AAF58565.1| CG8439-PA [Drosophila melanogaster]

[Drosophila 
melanogaster]

 114 9.00E-25

AVR-128  2,659
> gi|3426021|dbj|BAA32395.1| heat shock 70 kD protein cognate
[Bombyx mori]

[Bombyx mori]  1,160 0.00E+00

AVR-129  1,219
> gi|66500174|ref|XP_394187.2| PREDICTED: similar to
CG7917-PA [Apis mellifera]

[Apis mellifera]  112 6.00E-24

AVR-130  1,944
> gi|28261391|gb|AAO32817.1| ADP/ATP translocase [Bombyx
mori]

[Bombyx mori]  566 0.00E+00

AVR-131  1,189
> gi|53148463|dbj|BAD52259.1| receptor for activated protein
kinase C homolog [Plutella xylostella]

[Plutella xylostella]  628 6.00E-179

AVR-132  1,428
> gi|54609195|gb|AAV34813.1| ribosomal protein L4 [Bombyx
mori] 

[Bombyx mori]  685 0.00E+00

AVR-133  908
> gi|54609289|gb|AAV34860.1| ribosomal protein S4 [Bombyx
mori]

[Bombyx mori]  238 3.00E-62

AVR-134  474 [unknown]  - 0.00E+00

AVR-135  422
> gi|31324444|gb|AAP47228.1| Sec61p gamma subunit [Gryllotalpa
orientalis]

[Gryllotalpa orientalis]  102 3.00E-21

AVR-136  1,194

> gi|119850|sp|P21828|FBOL_BOMMO Fibroin light chain
precursor (Fib-L) (L-fibroin) gi|102920|pir||A33470 fibroin light
chain precursor - silkworm gi|5921|emb|CAA35180.1| silk fibroin
light chain [Bombyx mori]

[Bombyx mori]  490 3.00E-137

AVR-137  941
> gi|6469517|gb|AAF13316.1|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5A
[Spodoptera frugiperda]

[Spodoptera frugiperda]  310 8.00E-84

AVR-138  796
> gi|31223916|ref|XP_317371.1| ENSANGP00000011665 [Anopheles
gambiae] gi|21300179|gb|EAA12324.1| ENSANGP00000011665
[Anopheles gambiae str. PEST]

[Anopheles gambiae]  201 7.00E-51

AVR-139  2,879
> gi|28627569|gb|AAL83698.1| translation elongation factor 2
[Spodoptera exigua]

[Spodoptera exigua]  1,358 0.00E+00

AVR-140  404 > gi|9967166|dbj|BAB12277.1| Bomopsin2 [Bombyx mori] [Bombyx mori]  70 3.00E-11

AVR-141  1,796 > gi|15278395|gb|AAH13044.1| DNAJA2 protein [Homo sapiens] [Homo sapiens]  412 4.00E-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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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에 인위적으로 BmNPV를 주사한 후 면역을 유도하고,

면역이 유도된 누에를 이용하여 cDNA 유전자은행을 제

작하였다. 제작한 cDNA 유전자은행으로부터 3,332개의

cDNA 클론을 무작위로 선발한 다음, 이들 클론에 대한

전사체 발현량을 차별화선별법을 통하여 정상 누에와 비

교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무작위로 선발한 3,332개의

cDNA 클론 중에서 109개의 잠정 항바이러스 클론을 확

보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해 확보한 109개의 유전자

정보는 누에의 바이러스에 대한 면역반응뿐 만 아니라 최

근에 개발된 누에 형질전환 기술을 이용하여 BmNPV 저

항성 누에 품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

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인간의 중요한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모델 곤충으로써 누에를 이용하는데 기초 자

료로 활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적 요

누에 BmNPV는 잠사업에 있어서 가장 위해한 바이러

스로써 익히 보고되었으며, 종종 잠사업의 심각한 경제적

손실을 야기하기도 한다. 곤충의 박테리아, 곰팡이 그리

고 원생동물과 같은 다양한 병원체에 대응하는 곤충의 생

체 방어기작에 대한 연구가 많이 알려져 있지만, 항바이

러스 기작에 대한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누에서 처음으로 누에의 BmNPV에 대한

생체방어 관련 유전자를 선발하기 위하여, 누에에 인위적

으로 BmNPV를 주사하여 면역을 유도한 다음, 이로부터

cDNA 유전자은행을 제작하였다. 제작된 cDNA 유전자은

행으로부터 무작위로 3,332개의 cDNA 클론을 선발하여

정상 누에에 비하여 BmNPV에 의해 면역이 유도된 누에

에서 차별화 발현되는 109종의 잠정 항바이러스 유전자

클론을 차별화선별법에 의해서 분리하였다. 본 연구를 통

해 확보한 109개의 유전자 정보는 누에의 바이러스에 대

한 면역반응뿐만 아니라 최근에 개발된 누에 형질전환 기

술을 이용하여 BmNPV 저항성 누에 품종을 개발하는데

중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며 또한, 인간

의 중요한 항바이러스제 개발을 위한 모델 곤충으로써 누

에를 이용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될 것으로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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