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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tic engineering, which was started by the E. coli gene manipulation, has led to rapid develop-
ment in all area of life sciences. Recently, genetic engineering, which is an insertion or a removal tech-
nique of a specific gene on chromosomes, has been established and is usefully available in the applied
life sciences including medicine and agriculture. In this review, we briefly explain pest management
focusing on Release of Insects carrying a Dominant Lethal (RIDL) that is a highly economic and envi-
ronment-friendly method of biological pest control. Although at present RIDL confronts many diffi-
culties in applying directly in fields, it will be one of the best methods for the pest management in
the near future without pesticides and disturbing ecosystem by the continued development of genetic
engineering. However, these powerful techniques must be considered with great care to avoid harm
to eco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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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를 자유롭게 다룰 수 있는 유전공학(genetic en-

gineering)의 발전에 의해서 곤충의 유전자기능해명도 급속

하게 발달하고 있다. 특히 외래유전자를 게놈에 도입하는

기술이 개발되면서 더욱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게놈분

석이 완성되지 않은 비모델곤충도 expressed sequence tag

(EST)정보와 비교게놈정보를 생물정보학의 기법을 적절하

게 이용함으로써, 효과적으로 유전자기능해석과 응용연구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하다. 지금까지 초파리[40]을 포함하여

약 4목20종 이상의 곤충에서 유전자조작이 가능하다[4, 24,

25, 28, 42, 43].

현재의 유전공학기술로는 모델곤충에서 도입된 유전자를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 발현시키는 작업은 아주 쉬운 일이다.

이 같은 기술은 조금의 변형과정을 거치면 여러 종류의 해충

을 포함한 비모델곤충에도 어렵지 않게 적용될 수 있다. 널리

사용되는 유전자발현 프로모터는 곤충의 전신에 강하게 발현

하는 actin, tubulin과 heat shock protein이 대표적이다. 그러

나 도입된 유전자는 염색체의 진화압(evolutionary pressure)

중의 하나인 위치효과(chromosomal position effect; negative

autosomal chromatin environment)를 받기 때문에, 위치효과

를 억제시켜서 도입유전자가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유전자가 삽입되는 주변의 프로모터와 enhancer의 영향을 차

단하기 위하여 autosomal insertion 배열을 사용하기도 한다

[37]. 곤충의 유전자조작기법 중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것은

binary expression system인 GAL4/UAS system이다. 이 시스

템은 초파리에서 효모의 전사인자인 GAL4가 상류활성배열

(upstream activation sequence: UAS)에 결합하여 하류의 유

전자를 활성화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1993년에 Brand

박사팀에 의해서 개발되었다[6] (Fig. 1). 이 시스템은 모델곤충

인 초파리연구를 통해서 단세포가 아닌 개체수준에서 사용될

수 있는 유전자분석법으로 증명되었으며, 형질전환체를 통한

타 곤충의 유전자기능분석도 가능하게 되었다. 최근에

Gehring박사팀에 의해서 개발된 Tet-Off (tTA/TRE)계 및

Tet-On (rtTA/TRE)계는 tetracycline-controlled trans-

activator (tTA)가 결합배열(tTA response element: TRE)을 매

개로 하여 도입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할 수 있다. reverse

tTA (rtTA)의 경우는 역으로 불활성화도 가능하다. 그렇지만

tetracycline 혹은 doxycycline을 투여하면 tTA과 rtTA에 결합

하여 이들의 기능을 저하시키기 때문에, 도입유전자발현을 인

위적으로 on/off할 수 있는 효율적인 시스템이다[3] (Fig. 2).

그 외에 곤충형질전환법으로는 P element insertion을 통해서

mutagenesis를 유도하는 transposon mutagenesis법[11], pig-

gyBac-based insertional mutagenesis법[22], 유도형 RNAi법

[13], homologous recombination법[36], BAC transgenesis법

[45] 등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zinc-finger endonuclease

(ZFN)과 TAL effector nucleases (TALENs)를 사용한 tr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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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AL4/UAS system. Two transgenic fly lines are created.

In the first (UAS–human-transgene fly), the human dis-

ease-related transgene is placed downstream of a UAS

activation domain that consists of GAL4-binding sites.

GAL4 is a yeast transcriptional activator; in the absence

of ectopically expressed GAL4, the transgene is inactive

in these transgenic flies. The transgene is activated by

crossing these flies to transgenic flies that express GAL4

(enhancer-trap GAL4 fly). The GAL4 gene is placed

downstream of a cell- or tissue-specific promoter.

Examples include the pan-neural promoter elav

(embryonic lethal, abnormal vision) or the eye-specific

promoter GMR (Glass Multimer Reporter). So, the trans-

gene will be activated in the progeny of this cross in

a specific cell or tissue type, depending on the 'driver'

(derived from ref. 30).

genesis법이 개발되어 원하는 어떤 유전자라도 간단하고 확실

하게 게놈으로부터 제거시킨 형질전환곤충을 만들 수 있게

되었다[5, 39]. 가까운 미래에는 ZFN 혹은 TALEN 기전을 분

자수준에서 조절함으로써 생태계교란 없이 horizontal gene

drive개념에 충실한 농업해충방제 및 위생곤충방제에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인다[41].

형질전환곤충을 만들기 위해서는 외부유전자를 게놈속으

로 도입하기 위하여 특수한 벡터가 필요하다. 1950년 Barbara

McClintock박사는 옥수수 낱알의 색깔연구를 통해서 게놈상

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는 DNA조각(mobile genetic element,

transposon)을 발견하여 1983년에 노벨 의학생리상을 받음으

로써 비멘델법칙에 의한 돌연변이를 설명하였다. 즉, 이같이

게놈에 외부유전자를 도입할 수 있는 벡터로서 transposon을

사용하여 생식세포계열의 형질전환(germ line transformation)

을 하게 되었다. 생식세포계열에 유전자가 도입되지 않으면

다음세대에 유전자가 전달되지 않아서 단회성 형질전환체가

Fig. 2. RIDL (release of insects carrying a dominant lethal)

technology. (A) the positive feedback system is com-

posed of a tetO binding domain, a minimal promoter

and the tTA gene. Without the repressor (B), the mini-

mal promoter induces production of a small amount

of tTA, which then binds to the tetO binding sites. The

binding of tTA enhances expression of more tTA, which

in turn binds to more tetO sites. This positive feedback

loop results in the production of tTA, which, at high

enough levels, are deleterious to cells. (C) The repressor

is able to bind to tTA and block it from binding to tetO,

turning off the positive feedback loop and only a basal

amount of tTA is produced, which is harmless to the

cells (derived from http://www.oxitec.com/ridl-sci-

ence/understanding-ridl-science/molecular-biology).

된다. 최초의 곤충형질전환은 1982년 D. melanogaster에서 초

파리의 P인자를 이용하여 성공하였다[38]. 초파리의 trans-

poson인 P인자가 외래유전자를 게놈에 도입하는 벡터로 사용

된 이후로 P인자를 활용한 기술개발이 아주 활발하게 이루어

졌다. P인자는 2,907 bp의 양말단에 완전한 31 bp와 불완전한

11 bp의 역 반복배열을 가지고 있으며, 초파리간의 horizontal

transfer는 증명되어 있지 않다. 그리고 P인자는 초파리 이외

에는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다른 곤충에 적용될 수 있는 또

다른 transposon이 요구되고 있다. 실제로 곤충의 염색체를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는 transposon과 비슷한 성질을 가진

여러 종류의 DNA조각이 존재하는 것이 게놈분석결과 알려지

고 있으며 생물정보학을 통해서 분류가 시작되고 있다. 각각

의 곤충에 적합한 transposon 개발과 함께 곤충에 범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transposon 개발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지금까지 알려진 P인자 이외의 transposon은 다음과 같다

(Fig. 3). Mariner는 불완전한 흰눈돌연변이 초파리(D. maur-

itiana)에서 분리된 1,286 bp (ORF 346 aa)의 양말단에 역 반복

배열을 갖고 있으며, 게놈당 20 copy를 가지고 있다[10, 23].

미생물, 누에, zebrafish, 식물에서도 형질전환이 기능하다. 최

근 연구결과 mariner transposon은 진화적으로 mammal과

insect에 horizontal transfer한 것이 증명되었다[34]. Her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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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uctural characteristics of representative cut-and-paste

DNA transposons in insects. The name of each repre-

sentative transposon, its host species, and its approx-

imate length are shown as the heading of each panel.

Open arrows indicate target site duplications (TSDs); fil-

led triangles indicate terminal and subterminal inverted

repeats. The lengths of these inverted repeats are

marked. Exons are shown as open boxes, and introns

are shown as filled black boxes. 5' and 3' untranslated

regions are not shown (Insect Mol Biol Biochem, edited

by Lawrence Irwin Gilbert, pp 57-89).

는 집파리(Musca domestica) [46]에서 분리되었으며 양 말단

에 완전하지 않은 17 bp의 역 반복배열을 가진 2,749 bp의

전이인자(ORF 612 aa)로서 hobo transposase와 약 55% 단백

질 상동성을 가진다. D. melanogaster [35] 이외의 곤충인 지중

해광대파리(Ceratitis capitata) [29], 침파리(Stomoxys calci-

trans) [33], 거짓쌀도둑거저리(Tribolium castaneum) [4], 이집

트숲모기(Aedes aegypti) [24], 집모기(Culex quinquefascia-

tus) [19]에서도 형질전환이 가능하다. Minos [27]는 Tc1-like

type 2 transposable element로서 D. hydei에서 발견되었으며

1.4 kb의 유전자로 양 말단에 100 bp의 역 반복배열을 갖고

있다. 농업적으로 중요한 해충인 Ceratitis capitata [27]을 포함

하여 D. melanogaster [28], 얼룩날개모기(Anopheles ste-

phensi) [8]의 형질전환에 사용할 수 있어서 Sensitization of

Insect Populations to Pro-insecticides (SIPP)의 가능성을 높이

고 있다. 한편 곤충의 Minos는 인간배양세포/생쥐 germ cell

에서도 발현한다. PiggyBac transposase는 transposon 특이의

inverted terminal repeat sequences (ITRs)를 인식하여 TTAA

chromosomal site에 들어갈 수 있다. piggyBac의 가장 큰 특징

은 역전시키는 내재성 transposon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게

놈중의 TTAA배열을 정확하게 인식하여 게놈에 들어간 외래

유전자를 안정적으로 몇 세대를 지나도 유지할 수 있는 것이

다. 더욱이 P인자는 유전자의 상류영역에 넣기 쉽지만 piggy-

Bac은 거의 무작위로 게놈에 삽입되며, 삽입할 수 있는 외래유

전자의 길이도 약 100 kb 정도의 DNA단편도 가능하며, 사용

될 수 있는 대상이 아주 넓기 때문에 형질전환벡터로서 더욱

바람직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45]. 한편 최근에는 사람게놈연

구결과 piggyBac과 약 77% 정도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보이는

MER75/MER85가 알려지면서, piggyBac의 우수한 형질전환

능력은 곤충을 뛰어넘어 포유동물의 stem cell 스크린과 유전

자치료용 벡터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16, 49]. 그 외에 baculo-

viruses AcMNPV/GmMNPV [2, 7, 14], Bombyx 28S rDNA에

존재하는 R1/R2 [50] 등이 대표적인 것들이다.

한편, 형질전환곤충을 효율적인 선발하기 위해서는 사람 눈

으로 직접 구별할 수 있는 적절한 marker가 필요하다. 초파리

는 눈색과 몸색의 열성돌연변이체로 white, rosy등의 유전자

와 조합한 마커를 사용하고 있다. 현재 널리 사용되는 형광마

커유전자는 이용 가능한 돌연변이계통이 없는 곤충에서도 우

수한 마커가 될 수 있다. 여러 종류의 곤충에서 기능을 하는

형광단백질유전자마커와 piggyback 등의 transposon을 조합

한 단백질이 잘 연구되어 있다[21]. 즉 transposon 염기서열

사이에 생물종간에 고도로 보존되어 3xP3 프로모터를 삽입한

다. 이때에 3xP3에 각각의 EGFP, EYFP, ECFP를 붙여서 사용

하게 된다. 이같이 우수한 인공프로모터는 눈과 신경에 강하

게 형광단백질마커를 발현시켜서 관찰하기 쉽기 때문에 폭넓

은 곤충 종에 이용된다.

여러 종류의 곤충 종에서 유전자조작이 가능하여, 도입한

유전자의 발현제어가 가능해지면서 해충방제(pest control) 및

곤충매개 전염성질병의 제거에 응용되고 있다[32, 48]. 최근의

해충방제는 대상 해충을 전부 죽이는 것 보다는 생태계 전체

의 균형을 깨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해충개체를 조절하는 해충

관리(pest management)개념을 중시하고 있다. 그 중의 한 방

법으로 유전자조작에 의한 해충방제에는, 방사선조사로 염색

체에 상처를 주어 불임화한 개체를 생산하여 대량으로 야외에

방출하여서 특정 종을 광범위하게 제어하는 '불임곤충방사법

'(sterile insect technique: SIT)이 시도되었다[31]. 그러나 종래

의 SIT는 방사선조사를 위한 대량시설이 필요한 것과 유도된

불임원인이 한 가지가 아닌 것, 임신회복과 불임곤충의 경쟁

력저하가 일어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여 유전자변

형생물체(living modified organisms: LMO)법을 준수하기가

어렵게 되었다. 그래서 최근에 더욱 정교한 '지배적 치사곤충

방사법'(Release of insects Carrying a Dominant Leth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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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L)이라고 불리는 새로운 SIT가 제안되었다[44]. RIDL은 유

전자조작에 의한 불임화가 특정조건하에서만 우성치사가 되

는 유전자를 게놈에 도입한 것으로서 보다 효과적이고 친환경

적 SIT가 가능하다[1, 18]. 우성치사유도에 사용되는 유전자는,

과잉 발현시키면 세포사를 일으키는 pro-cancer유전자와

apoptosis를 유도하는 유전자를 주로 사용한다. 치사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야생집단과 교미를 시키면 배 발생의 초기단계에

치사유전자가 발현함으로써 자손번식을 중단 시키는 것이 가

능하다. 야외방사를 하기 전에 치사유전자를 가진 개체를 실

내에서 대량증식을 할 필요가 있는데, 이 과정에서 치사유전

자가 발현하지 않도록 하는 특정조건하에서만 유전자발현이

가능한 시스템을 사용한다. 가장 많이 사용되는 것은 대장균

의 tetracycline 내성 오페론을 사용한 발현제어 시스템

(Tet-Off)이다. 아래의 Fig. 2에서 보는 것과 같이 전사조절응

답인자(tTA-response element: TRE)의 하류에 치사유전자를 달

아두어, 치사유전자를 가진 개체증식시에는 tetracycline이 함유

된 배지에 사육하면 tetracycline 제어활성인자(tetracycline-

controlled transactivator: tTA)가 TRE과 결합이 방해를 받아

서 치사유전자는 발현하지 않기 때문에 실내증식이 가능하다.

이 시스템은 파리목, 나비목 및 벌목의 몇 종류에서 정상적으

로 작동한다. 지중해광대파리(Ceratitis capitat)에서는 과발현

하여 축적된 tTA만으로도 치사작용이 확인되어서, 치사유전

자를 tTA로 대용하여 자기제어가 될 수 있다면 보다 간단하고

편리한 우성치사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17].

곤충유전자조작에 많이 사용되는 것은 transposon유래의

벡터를 이용한 생식세포계열의 형질전환(germ line trans-

formation)이지만, 여기에는 내재성전이효소가 있으면 게놈

중에서 외래의 유전자가 잘려서 버려질 수 있는 위험성이 있

다. 전이효소는 벡터의 도입유전자양말단에 붙어서 역방향말

단반복배열(inverted terminal repeats: ITR)을 인식하여 전이

시키기 때문에 게놈 중에 외래유전자를 전이시킨 다음에는

ITR부분을 제거함으로써 도입유전자를 움직이지 않게 한다.

이 같은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하여 효율적으로 전이효소를

제거하는 기술이 개발되었다. 벡터가 도입된 유전자조작계통

을 전이효소를 만드는 계통과 교미시켜서 전이효소에 노출시

킨다[12]. 이와 같은 교미를 아래의 그림과 같이 반복하면은

도입하려는 유전자만 남고 ITR를 포함한 transposon 유래의

배열을 완벽하게 게놈에서 제거할 수 있다(Fig. 4). 이 같은

유전자조작곤충은 기술적으로는 더욱 발전하여, 가까운 시간

내에 실제 해충방제에 제한적으로나마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직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농업해충과 병원성 매개곤충의 대

부분은 암컷이지만, 생태계를 고려할 때에 모든 자손을 죽일

필요는 없다. tTA을 암컷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유전자의 프로

모터로 조절한다는 지, 아니면 암컷특이적인 치사유전자를 사

용하면 RIDL에 의한 방제대상을 암컷으로 제한할 수 있다.

Fig. 4. Strategy for post-integration removal of transposon ends-

from transposon-mediated insertions. The initial trans-

formation uses a plasmid carrying a composite trans-

poson comprising two pairs of opposed transposon ends.

This has four potential transposons (A-D, A-B, C-D and

C-B). Insertion of the desired A-D transposon is identi-

fied by selecting for marker M2, which marks the central

region. The flanking transposons A-B and C-D can then

be eliminated by reexposure to transposase; in principle

two rounds of post-integration exposure are required to

remove both flanking transposons. The final insertion no

longer has any transposon ends and is therefore inert

to transposase (derived from ref. 12).

그리고 성 특이적 spicing에 의한 성 결정 메커니즘을 가진

곤충에서는, 도입하는 치사유전자의 ORF내에 암컷에서만 제

거되는 intron배열을 삽입시켜서 암컷만 치사 될 수 있는 시스

템도 개발되어 있다[15]. 비록 살아남은 수컷일지라도 암컷특

이적인 유전자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음세대에서도 불임곤

충이 된다. 병원성 매개곤충의 제어에도, 개체군이 광범위하

게 분포한 것과 감염개체의 이동을 고려하면 RIDL보다는 감

염성과 전파를 억제할 수 있는 유전자를 도입하는 것이 현실

적이다. 말라리아를 매개하는 Anophles속의 몇 종에는 자연

면역시스템에 관여하는 유전자와 말라리아원충의 타액으로

의 이동을 방해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면 말라리아의life cycle

이 방해를 받는다[9]. 그리고 말라리아원충이 감염하는 적혈구

를 녹이는 작용을 하는 유전자를 도입하면 효과적으로 말라리

아전파를 막을 수 있다[51]. 본 연구팀에서는 생태계교란을 최

소화하며 적정수준의 작물보호를 보장하기 위하여 곤충호르

몬의 일종인 D. melanogaster short neuropeptide F (sNPF)를

이용하여 식용억제 신호전달기전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즉, sNPF의 발현을 억제시키면 식욕이 감소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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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model of sNPF regulation through the FOXO-NPY

pathway. In the hypothalamus of hDyrk1a transgenic

mice, Dyrk1a was increased and FoxO1 acetylation was

reduced compared with those of the litter mate control

mice. NPY mRNA from hypothalamus and serum NPY

were increased in hDyrk1a transgenic mice. Daily food

intake was increased in hDyrk1a transgenic mice com-

pared with the littermate controls. Average food intake

of hDyrk1a transgenic mice increased by 15% (derived

from ref. 20).

전체개체숫자를 생태계교란이 일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해충

을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20, 26] (Fig. 5).

여러 종류의 transposon과 관련기술이 발전하면서 비모델

곤충에서의 유전자조작기술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 같은 형질전환곤충을 이용한 해충방제는 종래의 SIT보다

가 더욱 정교하게 대상 해충의 개체군을 줄이거나 특정 해충

을 죽일 수 있게 되었다. 특히 각 해충에서 특이적으로 조절할

수 있는 범용성 고효율벡터가 개발된다면 분자수준에 바탕을

둔 종합적인 해충관리가 이루어질 것이다. 물론 분자해충관리

시스템은 해충의 생태계를 심하게 교란하지 않는 범위에서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본 연구팀에서 진행되고 있는 sNPF

신호전달의 조절함으로써 대상 해충의 식이조절과 몸의 크기

를 조절할 수 있을 것이다. sNPF는 신경세포에서 발현 생산되

고 분비되어 다양한 신경세포 막에 존재하는 sNPFR 수용체에

결합하여 sNPF 신호전달을 활성화한다. sNPF을 이용한 분자

해충조절기술은 급격한 생태계변화를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

에서 대상해충의 개체군을 감소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한편,

형질전환곤충의 실용화에서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가 도입된

유전자가 진화압에 의해서 세대전달과정에서 안정적으로 전

달되지 못하는 것이다. 아직 해결해야 할 많은 문제점을 가지

고 있지만 비교적 효율적으로 해충계대사육과정에서 ITR부분

을 반복적으로 제거하는 시스템이 최근에 개발되었다. 그리고

암수 성별차이를 이용한 제한통제방법을 포함한 유전자조작

기술은 당장이라도 포장에 적용시킬 수 있는 수준이다. 현시

점에서 유전자조작기술을 통한 해충방제의 실용화를 위해서

는 LMO의 안전성과 생태계순화, 그리고 사회적 인정의 범위

를 넓히는 것도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유전공학기술의 발전

과 함께 분자수준에 바탕을 둔 해충관리가 실용화될 수 있는

미래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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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해충관리에서 유전공학의 잠재적 역할

권기상
1
․김복조

1
․유 권

2
․권오유

3
*

(
1
경운대학교 임상병리학과,

2
한국생명공학연구원,

3
충남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유전공학은 대장균의 유전자조작으로부터 시작되어 지금은 생명과학전반에서 급속하게 발전하고 있다. 최근

의 유전자조작기술은 특정유전자를 염색체 내에 넣고 빼고 하는 기술이 확립되어서 의학과 농학을 포함한 응용

생명과학분야에서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본 리뷰에서는 높은 친환경성과 경제성을 가진 ‘지배적 치사곤충방사

법'(Release of insects Carrying a Dominant Lethal: RIDL)을 중심으로 포괄적인 분자해충관리에 관하여 설명한

다. 비록 현재로서는 RIDL을 직접 포장에 적용하기에는 아직 어려운 점이 많지만, 계속적인 유전공학기술의 발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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