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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pBV (Cotesia plutellae bracovirus) is a polydnavirus and encodes a cystatin (CpBV-CST1) gene. Its overexpression 

suppresses insect immunity and alters insect developmental processes. This study aimed to construct a genetically modified (GM) 

tobacco to further explore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the viral cystatin and to apply to control insect pests. To this end, the transgenic

tobacco lines were screened in expression of the target gene and assessed in insecticidal activity. A recombinant vector (pBI121-CST)

was prepared and used to transform a bacterium, Agrobacterium tumefasciens. The transformed bacteria were used to generate transgenic

tobacco lines, which were induced to grow callus and resulted in about 92% of shoot regeneration. The regenerated plants were screened

by PCR analysis to confirm the insertion of the target gene in the plant genome.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the target gene was assessed

in the regenerated plants by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 The qRT-PCR analysis showed that the transgenic line plant 

expressed the target gene about 17 times more than the control tobacco, indicating a stable insertion and expression of the target gene

in the transgenic tobacco line. The insecticidal activity was then analyzed using the screened transgenic tobacco lines against the teneral

1st instar larvae of the oriental tobacco budworm, Helicoverpa assulta. Though there was a variation in the insecticidal efficacy among 

transgenic lines, T9 and T12 lines exhibited more than 95% mortality at 7 days after feeding treatment. These results suggest that 

CpBV-CST1 is a useful genetic resource to be used to generate GM crop against insect pests.

Key words: Cystatin, Transgenic line, Insect resistance, Polydnavirus, Helicoverpa assulta

초 록: 폴리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CpBV (Cotesia plutellae bracovirus) 바이러스 게놈에 포함된 시스타틴(CpBV-CST1) 유전자의 과발현이 곤

충의 면역 및 발육을 교란한다. 이 연구는 바이러스 유래 시스타틴의 생물적 기능의 심화 연구와 해충저항성 작물 개발을 위해 담배형질전환체를

구축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형질전환체를 대상으로 목표유전자의 발현분석과 곤충에 대한 발육억제에 대한 생물검정을 수행했다. 시

스타틴 유전자를 pBI121 운반체에 재조합한 pBI121-CST를 제작하고, 이를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 tumefasciens) 세균 매개에 의한 담

배 형질전환 및 재분화를 유도하여 약 92%의 높은 신초 재분화율을 나타냈다. 이들 재분화된 개체 가운데 담배 genomic DNA에 시스타틴 유전

자가 삽입된 형질전환 추정 개체를 PCR 분석법으로 선발하였다. 다시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 분석을 통해 이들 목표유전자

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qRT-PCR 결과는 형질전환 추정 개체가 비형질전환체에 비해 유전자 발현이 약 17 배 높게 나타나 형질전환계통에서 목

표유전자가 안정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선발된 형질전환담배를 대상으로 갓 부화한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1령 유충에 대한 

살충효과를 확인하였다. 살충력에 있어서 형질전환계통간의 차이가 있었다. 특히 T9와 T12계통은 섭식 후 7 일차 조사에서 95% 이상의 살충효

과를 보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CpBV-CST1이 해충저항성 작물 개발에 필요한 유용 유전자 자원으로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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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한 곤충생리교란 유용유전자가 내부기생봉에서 발견되

고 있다(Burke and Strand, 2014). 특별히 내부기생봉이 가지고 

있는 기생인자 가운데 폴리드나바이러스는 곤충의 면역 및 발

육을 억제하는 다수의 유전인자를 보유하고 있다(Kim, 2006). 

국내에 서식하는 프루텔고치벌(Cotesia plutellae)은 자신의 공

생 바이러스인 CpBV (Cotesia plutellae bracovirus)를 통해 기

주인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의 면역 및 발육을 억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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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im et al., 2007). CpBV가 피기생체에서 발현하는 유전자 

가운데 시스타틴(cystatin: CST)은 이러한 곤충생리교란 인자

로서 주목받고 있다. CpBV 바이러스 게놈은 4 개의 시스타틴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며, 이 가운데 3 개가 피기생체에서 발현

된다고 보고되었다(Kim et al., 2013). 특별히 CpBV-CST1의 

과발현은 비기생 배추좀나방의 면역과 발육을 억제하였다. 이

를 단백질 수준에서 증명하기 위해 CpBV-CST1을 세균에서 

발현시켜 재조합 단백질을 형성하여 분리하였고, 분리된 

CpBV-CST1 단백질은 배추좀나방의 경구독성을 나타내는 살

충효과를 보였다(Kim et al., 2014). 이러한 결과는 이 CpBV- 

CST1 유전자를 작물에서 발현시킬 경우 해충 억제에 유효할 

것으로 예견되었다.

최근 다양한 생물종의 유전체 분석과 기능유전체 연구들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짐에 따라 기존의 육종기술, 조직배양기술

과 새로운 분자육종 기술들이 결합되어 형질전환체를 이용한 

유전자 기능 분석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errera- 

Estrella et al. (1984)이 Tumor-inducing (Ti) plasmid vector를 

이용한 담배 및 페튜니아 형질전환체를 처음으로 제작한 이 후 

외래 유전자 도입에 의한 병해충저항성, 내재해성, 기능성 작물

개발이 증가되고 있다. 

현재 이용되고 있는 식물형질전환 기술은 기존의 교잡육종

이나 조직배양에서 불가능했던 유전형질을 단시간에 도입시켜 

형질전환체를 확보할 수 있다. 식물체에 외래유전자를 도입하는

데 주로 이용되는 형질전환 방법으로는 Ti 플라스미드나 다른 종

류의 운반체를 아그로박테리움(Agrobacterium tumefasciens)

과 유전자총(particle bombardment)으로 유전자를 도입시키거

나, 애기장대에 주로 이용되는 화아침지(floral dip)에 의한 형

질전환 등이 있다. 해충저항성을 주기 위한 작물형질전환에 이

용되는 목표유전자는 기능성 단백질을 코딩하는 유전자(Porta 

et al., 2011)와 특정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여 생리적 장애를 

유발하는 double strand RNA와 같은 유전자 자체 특성을 이용

하는 것(Park et al., 2014)을 포함하게 된다. 이와같은 식물형질

전환 기술을 기반으로 시스타틴 유전자를 활용한 병해충저항

성 작물개발을 위한 연구들은 해충(Lecardonnel et al., 1999; 

Carrillo et al., 2011; Smid et al., 2013), 선충(Chan et al., 2010) 

그리고 미생물(Senthilkumar et al., 2010) 등 병원체 전반을 대

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대부분 식물 유래의 시스타틴 유전

자를 이용하였으며 미생물 유래의 시스타틴을 이용한 연구 역

시 이루어지고 있다(Smid et al., 2013).

이 연구에서는 해충저항성 작물을 개발하기 위한 예비단계

로서 곤충 면역과 발육을 교란하는 바이러스 유래 시스타틴 유

전자를 해충 방제에 응용하는데 궁극적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

해 담배를 대상 작물로 이 유전자의 형질전환체를 구축하는 과

정을 시도하고, 이를 통해 바이러스 시스타틴 유전자의 작물체

를 통한 살충효과를 검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재료

형질전환체 제작의 식물재료로 Nicotiana tabacum cv. KY14 

담배종자를 사용하였으며 70% 에틸알코올로 1 분간 표면살균

을 한 후 25% sodium hypochlorite 용액에 15 분간 침지하고 멸

균수로 3 회 세척하여 발아배지[4.4 g/L MS 배지(Murashige 

and Skoog, 1962), 20 g/L sucrose, 8 g/L phyto agar, pH 5.8]에 

치상하고 25℃, 2,000 lux, 24 시간 명조건으로 발아시키고 6-9 

주 생장된 잎을 형질전환용 식물재료로 사용하였다. 

운반체 제작 및 아그로박테리움내 도입

식물체 발현 운반체를 제작하기 위해 바이러스 시스타틴 

cDNA (Kim et al., 2013)를 이용하여 제한효소 XbaI 인식서열

(밑줄표시)이 부가된 정방향 프라이머 (5’-GCTCTAGAATGT 

GCAAGGAATATCGAGT–3’)와 SacI 인식서열(밑줄표시)이 

부가된 역방향 프라이머(5’-CGAGCTCTTAATTTGAATCA 

TCAATTTCA-3’)로 94℃ 30 초, 54℃ 30 초, 72℃ 1 분 조건

으로 35 회 반복 PCR을 실시하여 open reading frame (ORF) 영

역을 증폭하고 그 PCR 산물을 pCR2.1 클로닝벡터(Invitrogen, 

Carlsbad, CA, USA)에 subcloning하고 플라스미드를 분리하

여 제한효소 XbaI과 SacI으로 절단하였다. 발현 운반체를 제작

하기 위해 pBI121 운반체내의 right board와 left board 영역 내

에 존재하는 CaMV 35S promoter 하류의 XbaI 부위와 nopaline 

synthase terminator (NOS-T) 상류의 SacI 부위를 제한효소로 

절단하여 리포터 유전자로 이용되는 β-glucuronidase (GUS) 

유전자 ORF 영역을 제거하고 그 부위에 시스타틴 유전자를 삽

입하여 재조합시키고 대장균에 형질전환하였다. 시스타틴 유

전자가 삽입된 클론을 선발하여 식물체 발현용 운반체, pBI121- 

CST를 제작하였다. pBI121-CST 운반체를 아그로박테리움에 

도입하기 위하여 MicroPulser electroporation system (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아그로박테리움 LBA4404 

(Takara, Otsu, Shiga, Japan) electro-cells 20 μl에 운반체 1 ng

을 혼합하고, 1 mm cuvette에 주입하여 1.25 KV의 전기충격을 

가한 후 SOC 배지(Sambrook et al., 1989)를 첨가하여 30℃, 

100 rpm으로 1 시간 진탕배양하고 50 μl/ml kanamycin과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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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struction overview of transgenic tobacco plant expressing a viral cystatin

Step Treatment Outcome Elapsed time

Culturing host plant
Germination of tobacco seeds 

on MS media
6-9 weeks

Vector construction and 

bacterial transformation

Recombinant vector 

(pBI121-cystatin) and 

transformation to 

agrobacterium (LHA4404)

1-2 weeks

Transfection to host plant

Transformation of target  gene 

to host plant by co-culturing 

tobacco and agrobacteria

2 days

Regeneration and 

screening

Induction callus formation 

under MS media supplemented 

with selectable antibiotics

1 week

Induction of shoot growth on 

antibiotics-MS medium and 

successive culturing
6-8 weeks

Induction of root growth on 

antibiotics-MS medium
4-8 weeks

Confirmation of 

transgenic line

Detection of target gene on 

genome and plant cultivation

    

1 week

μ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LB 고체배지(Sambrook et al., 

1989)에 30℃, 2 일간 배양한 후 시스타틴 프라이머(Kim et al., 

2013)로 PCR을 수행하여 시스타틴 유전자가 삽입된 균총을 

선발하고 형질전환에 사용하였다.

형질전환 및 재분화

담배형질전환 전체 개요는 Table 1에서 나타내고 있다. 재조합 

pBI121-CST 운반체로 형질전환된 아그로박테리움을 kanamycin 

(50 mg/L)이 함유된 LB 액체배지 5 ml에 접종하였다. 이후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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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rpm 조건으로 2 일간 배양하고 4,000 rpm에서 15 분간 원

심분리하여 성장된 아그로박테리움 침전물을 수거하고 멸균시

킨 40 ml의 캘러스유도 액체배지[4.4 g/L MS 배지, 20 g/L 

sucrose, 2 ml/L α-naphthalene acetic acid (NAA, 1 mg/ml), 

500 μl/L 6-benzylaminopurine (BAP, 1 mg/ml), pH 5.8]에 현

탁시켰다. 발아배지에서 생장한 담배 잎을 약 0.5-1 cm 크기로 

절단한 엽절편을 아그로박테리움 현탁액에 넣고 20 분간 진탕 

접종한 후 엽절편의 현탁액을 멸균 여과지를 이용하여 제거시

키고 캘러스유도 액체배지에 8 g/L phyto agar를 첨가한 고체

배지에 치상하여 28℃, 암상태에서 2 일간 공동 배양하였다. 형

질전환된 아그로박테리움과 함께 배양된 담배잎 절편을 항생제 

cefotaxime (250 mg/ml이 함유된 캘러스 선발배지에 치상하고 

28℃, 암상태에서 7 일간 배양하여 생존한 개체를 선발하여 신초

유도배지[4.4 g/L MS 배지, 20 g/L sucrose, 100 μl/L α-naphthalene 

acetic acid (NAA, 1 mg/ml), 500 μl/L 6-benzylaminopurine 

(BAP, 1 mg/ml, 8 g/L phyto agar, 1 ml/L cefotaxime (250 mg/ml), 

pH 5.8]로 이식하고 2 주 간격으로 3-4 회 계대 배양하여 신초 

신장이 양호한 개체들을 발근배지(호르몬이 첨가되지 않은 신

초유도배지)로 이식하여 4-8 주 동안 발근을 유도하고 이에 따

라 재분화된 개체 뿌리를 수세한 후, 원예용 배양토에 식재하여 

1 주일 간 순화과정을 거쳐 온실에서 생육시켰다.

유전자 삽입 및 발현 분석

재분화체 및 비형질전환체 담배 잎에서 Amani et al. (2011)

의 방법으로 게놈 DNA를 추출하여 주형으로 사용하고 시스타

틴 유전자의 담배 게놈 내 삽입을 확인하기 위한 프라이머로 운

반체 제작에 사용한 시스타틴 유전자 프라이머 짝을 사용하였

고, CaMV 35S 프로모터 및 시스타틴 유전자 삽입 확인용으로 

CaMV 35S 프로모터 영역의 정방향 프라이머(5‘-GCTCCTA 

CAAATGCCATCA-3’)와 운반체 제작에 이용한 시스타틴 유

전자의 역방향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운반체 제작과 동일한 PCR 

조건으로 증폭, 목표유전자의 삽입을 확인하였다. Quantitative 

real-time PCR (qRT-PCR)을 실시하기 위하여 형질전환 개체 

및 비형질전환 개체 잎에서 Trizol (Ambion, Austin, TX, USA)

을 사용하여 전체 RNA를 추출하고 RT-mix kit (Intron, Seoul, 

Korea)로 합성한 cDNA와, 시스타틴 유전자 프라이머 짝과 

SYBR Green Realtime PCR master mix (Toyobo, Osaka, Japan)

를 혼합하여 Applied Biosystems 7500 real-time PCR system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제조

사가 제시한 방법으로 qRT-PCR을 수행하였다. 각 시료는 3 반

복 처리하여 94℃에서 10 분간 반응시키고 94℃ 1 분, 50℃ 30 초, 

72℃ 40 초간 40 회 반복으로 PCR을 실시했으며 β-actin을 대

조로 사용하였다. 사용된 β-actin 유전자 프라이머의 서열은 

5’-TGGCACCACACCTTCTAC-3’과 5’-CATGATCTGGGT 

CATCTTCT-3’이였다.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량 분석을 위해 

comparative CT (ΔΔCT) 방법 (Livak and Schmittgen, 2001)

을 사용하였다.

형질전환체의 생물검정 

 

PCR 분석에서 시스타틴 유전자가 삽입된 형질전환 개체와 비

형질전환 개체의 잎을 이용하여 갓 부화한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 1령 유충에 대한 생물검정을 실시했다. 형질전환체에 

대한 담배나방유충의 살충력을 확인하기 위해 시험곤충들은 6 

시간동안 절식시켰다. 형질전환체 잎을 일정크기로 절단하여 

직경 10 cm 페트리디쉬에 치상하여 담배나방의 섭식을 유도하

였다. 각 잎별 10 마리의 담배나방 유충이 처리되었으며 각 3 반

복으로 7 일간 살충효과를 조사하였다. 또한 비형질전환체 잎

을 대조구로 하여 이와 동일한 방법으로 진행하였다.

결 과

형질전환체 선발

형질전환에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pBI121-cystatin 운반체

의 아그로박테리움 내 도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CR을 실

시한 결과, 예상되는 크기의 밴드를 확인하여 운반체가 아그로

박테리움에 정상적으로 도입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 

pBI121-cystatin 운반체가 도입된 아그로박테리움으로 담배 잎 

절편체에 접종한 후 10 일경부터 잎 절편체가 신장하면서 캘러

스 형성이 관찰되기 시작하여 약 3 주부터 신초신장이 왕성하

게 진행되었고 6-8 주 경에 대부분의 신초가 재분화 되었다

(Fig. 2A-D). 신초의 재분화율은 110 개의 절편체에서 102 개가 

재분화되어 92%로 높은 분화율을 나타내었다(Table 2). 신장

이 양호한 재분화체들을 발근배지로 이식하여 약 20 개 이상 발

근이 된 재분화체를 선별하여 배양토에 생육시킨 결과 100%의 

생존율을 보였고 정상적인 식물체로 생장하였으며, 생육양상

은 비형질전환체와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형질전환체내 목표유전자의 발현 분석

형질전환 추정 개체의 게놈 DNA에 시스타틴 유전자의 삽입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재분화체 14 개를 선발하고 시스타틴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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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Preparation of recombinant bacterium, Agrobacterium tumefasciens. (A) Physical map of cystatin expression cassette in pBI121. 
The GUS ORF was replaced by cystatin cDNA (417 bp) using XbaI and SacI restriction enzyme sites between CaMV 35S promoter and 
nopaline synthase terminator (NOS-T). RB: right border of T-DNA, NOS-P: nopaline synthase promote, KanR: resistance to kanamycin, LB: 
left border of T-DNA. (B) PCR amplification of cystatin cDNA in agrobacterium cells harboring pBI121-cystatin construct. M: 100 bp DNA 
ladder, Lanes 1-5: putative transformed colonies.

(E)

Fig. 2. Construction of transgenic tobacco plants with a recombinant Agrobacterium tumefasciens expressing bacterial cystatin. Pictures 
shows the processes of the production of tobacco transgenic plants with a viral cystatin gene construct. (A) Tobacco leaf discs 
co-cultivated with agrobacterium carrying pBI121-CST1 construct. (B) Shoot regeneration from the agrobacterium-infected leaf discs on 
shoot induction MS medium. (C) Rooting of shoot on MS medium without growth regulators. (D) Transgenic tobacco plants growing in 
potting soil. PCR analysis of putative cystatin transgenic tobacco plants. (E) PCR amplification of cystatin gene using cystatin primers.  M: 
100 bp DNA ladder, Lane 1-14: putative transgenic tobacco plants, NC: non-transformed pl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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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generation of tobacco plant expressing viral cystatin

No. of 

agrobacterium-

infected leaf discs

No. of regenerated 

shoots

No. of transgenic 

plants
a

 

110 102 14
a

Screening by PCR analysis of target gene

Fig. 3. Determination of relative amount of cystatin gene in 
putative transgenic plant using quantitative real-time RT-PCR. 
The expression levels were normalized against beta actin levels. 
NC: Non-transgenic plant, TG: Putative transgenic plant.

(A)

(B)

Fig. 4. Bioassay of transgenic plants against neonate 1st instar 
larvae of Helicoverpa assulta. (A) Leaves of non-transgenic (left) 
and transgenic (right) tobacco leaves after feeding of the larvae. 
(B) Effects of different transgenic plant lines on larval mortality.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with 10 larvae per 
replication.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전자의 삽입을 확인하기 위해 PCR을 수행한 결과, 14 개체 모

두 예상되는 크기의 밴드가 나타나 담배의 게놈 DNA에 시스타

틴의 DNA 가 정상적으로 삽입되어 형질전환이 이루어진 것으

로 추정하였다(Fig. 2E). 형질 전환체의 시스타틴 유전자 발현

수준을 분석하기 위하여 PCR을 통해 시스타틴 유전자가 삽입

이 확인된 개체를 선발하여 qRT-PCR을 실시하여 비형질전환 

개체와 상대적인 발현수준을 비교하는 정량 분석을 한 결과, 형

질전환 추정개체가 대조구에 비해 약 17 배의 유전자 발현수준

이 높게 나타났다(Fig. 3). 이는 시스타틴 유전자가 담배 게놈에 

삽입되어 안정적으로 발현되고 있음을 제시한다.

형질전환체의 생물검정

PCR을 통해 시스타틴 유전자의 삽입이 확인된 형질전환체

에 대한 담배나방 유충 섭식조사를 수행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한 살충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섭식 후 7 일차 조사에

서 T9와 T12계통은 95% 이상의 살충효과를 보였으며, 3 일차

에서도 40% 이상의 살충효과를 나타내어 계통간의 차이가 있

음을 확인했다. 

고 찰

이 연구는 곤충의 생리 교란효과가 밝혀진 폴리드나바이러

스 유래 CpBV-CST1 유전자의 살충효과를 형질전환담배를 제

작하여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 바이러스 유전자가 식물 

세포에서 발현되어 생리적 기능을 발휘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

라서 담배 기주식물에서 발현된 CpBV-CST1 단백질인 시스타

틴이 곤충의 섭식 작용을 통해 소화관으로 유입되었고, 여기에

서 살충효과를 발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Kim et al. (2014)

은 CpBV-CST1의 재조합단백질을 세균에서 생성하여 섭식 처

리한 결과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의 성장을 억제한 것

으로 보고하였다. 유사하게 담배에서 발현된 이 단백질이 담배

나방의 생육을 억제하여 살충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이해된다. 

일반적으로 시스타틴은 파파인과 같은 캐셉신(cathepsin) 

단백질분해효소에 대한 경쟁적 가역억제자이며 시스테인 단백

질분해효소 억제자(cysteine protease inhibitor)에 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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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lings and Barrett, 1990). 캐셉신은 비활성 전구체로 합성

되어 아미노 말단 부위가 분해되면서 활성화된다(Lecaille et 

al., 2002). 곤충에서는 네 종류의 캐셉신류(B, L, F, 26/29 kDa)

가 보고되었다(Kurata et al., 1992; Attardo et al., 2006). 캐셉

신은 발육(Homma et al., 1994; Cho et al., 1999; Uchida et al., 

2001; Hegedus et al., 2002), 소화(Koo et al., 2008), 해독작용

(Shindo and Van Der Hoorn, 2008) 및 면역작용(Saito et al., 

1992; De Gregorio et al., 2001; Levy et al., 2004) 등 다양한 생

리 작용에 관여한다. 여기에 시스타틴은 체내 캐셉신 효소활성

을 조절하며 또한 동물과 식물의 방어단백질로 알려지고 있다

(Olsson et al., 1999; Dubin, 2005). 곤충에서도 누에(Bombyx 

mori)의 경우 캐셉신을 이용하여 대상 세포에 침입하는 병원체 

또는 기생자에 대해서 시스타틴은 방어물질로서 작용하게 된

다(Yamamoto et al., 1999). 더욱이 시스타틴은 단독으로도 항

생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투구게(Tachypleus tridentatus)에

서는 이 시스타틴이 그람음성세균에 대해서 항생 능력을 보였

다(Agarwala et al., 199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병원 바

이러스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

에서는 이 시스타틴이 원생동물 병원체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

생 효과를 나타냈다(Zhou et al., 2006). 따라서 폴리드나바이

러스 유래 시스타틴에 의해 피기생체의 캐셉신 활성을 교란하

는 것은 피기생체 기주에게는 불리하지만, 숙주 기생봉에는 유

리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이 연구에서 보고된 담배에서 발현된 CpBV-CST1 단백질

의 담배나방에 대한 살충효과는 이 단백질이 소화관 내에 존재

하는 캐셉신 소화효소에 대한 직접적 억제 작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단백질 분해효소로서 캐셉신에 대한 억제 작용은 

영양소 결핍으로 이어져 유충 발육 억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

음으로 캐셉신에 의해 진행되는 곤충의 탈피과정이다. 왕담배

나방(H. armigera)의 경우 캐셉신 L이 탈피 때 발현이 증가하

고 이 캐셉신 활성을 억제할 경우 탈피가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

혔다(Liu et al., 2006). 캐셉신의 탈피과정 관여는 표피층분리 

또는 탈피 행동에서 단백질 분해 기능의 필요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 캐셉신 L의 활성은 변태 과정 동안 조직 재분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Zhang et al., 2013). 유충 말기에서 

용기간 동안 완전변태류의 경우 지방체를 포함한 다양한 유충 

조직이 성충 조직으로 재분화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세포외

조직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Haunerland and Shirk, 1995). 

변태 과정 중 엑다이손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 Relish 전사인자

를 발현 및 유기시키고, 이 인자는 다시 캐셉신 L의 발현 및 세

포외 방출을 유도하고, 이 효소는 세포외조직의 분해 및 재구성

을 유도하게 된다(Zhang et al., 2013). 따라서 담배에서 발현되

어 곤충 체내로 들어온 CpBV-CST1은 세포 밖에서 작용하는 

캐셉신에 대해 억제 작용을 발휘하여 유충 탈피와 용화 과정동

안 조직 재구성을 막아 발육을 억제 및 살충효과를 나타낸 것으

로 해석된다.

이 연구는 곤충 생리를 교란하는 유전자인 CpBV-CST1 유

전자를 담배게놈에 삽입하여 형질전환담배를 구축하는 것을 

보여 주었다. 현재 곤충병원성 세균인 Bacillus thuringiensis에

서 유래된 Cry 독소단백질을 이용하여 다양한 작물에 대한 형

질전환체를 상용화하고 있고 이를 재배하는 면적이 기하급수

적으로 증가하고 있다(Tabashnik et al., 2013). 그러나 다른 화

학농약과 마찬가지로 이들 비티에 대한 해충의 저항성 발달이 

실내는 물론이고 야외 농작물 재배지에서 보고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책 가운데 일환으로 곤충의 생리작용을 교란하는 다양

한 유용유전자의 발굴이 필요하며, 이를 이용하여 비티에 대한 

한계를 극복하는 새로운 형질전환체의 개발이 시급해질 수 있

다. 이때 CpBV-CST1은 대안으로 새로운 형질전환 작물체를 

개발하는 데 이용될 수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 보여준 형

질전환 생리적 유용효과를 다시 차세대에서 안정적으로 발현

되는 것을 보여주는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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