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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 피브로인 유전자 다형성 마커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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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previously characterized the complete fibroin light chain gene from one of the silkworm race Baegokjam
(Bombyx mori) and found two variable regions (FibL1, intron 2 ~ 3; FibL2, intron 6) with the primer sets designed to
cover these variable regions. In this study, we tested the utility of these variable regions as genetic markers for clas-
sifying silkworm races. For the purpose, Europian races (Q, PK), Chinese races (C26, C31), Japanese races (N15, N9),
and tropical races (SA2, SA5) were used in this experiment. The polymorphism of the FibL1 and FibL2 were divided
into two and three types, respectively. The combination of the FibL1 and FibL2 polymorphisms were constant within
the same races. The result suggest that the primer sets designed from two variable regions of fibroin light chain gene
may be useful as the genetic markers for silkworm ra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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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Bombyx mori)는 인시목 곤충으로서 오랜 기간 축

적된 유전학적 연구 성과물과 함께 300종 이상의 돌연변

이체를 확보하고 있는 대표적인 산업곤충이다. 특히 2004

년 일본과 중국을 중심으로 공개된 누에 전체 유전체

(530Mb) 해독 정보는 누에 게놈 정보를 바탕으로 한 유

전학 연구 분야 뿐 아니라 누에의 특정 조직 및 발육 시

기에 따라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의 생리학적 메카

니즘을 구명하는데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Mita et al. 2003,

2004, Ote et al. 2004). 최근에는 차세대 염기서열(NGS,

Next Generation Sequencing) 기술의 발달로 생물체의 전

체 유전체 해석을 위한 시간과 비용이 크게 절감되어, 많

은 수의 생물종 연구에서 NGS 기술을 이용하여 경제적

효용성이 높은 우수 품종 육성, 질병 진단용 바이오마커,

신기능성 유전자 소재 및 신약 소재 발굴 등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누에는 중국종, 일본종, 유렵종, 열대종 등

지리적으로 분화된 계통으로 구분하고 있는데, 지리적 계

통이란 원산지를 중심으로 서식하던 것이 각 지역으로 퍼

지면서 선발과 도태에 의해 각각의 지역종으로 고정된 것

으로 알려지고 있다. 현재 한국에서의 누에고치 생산을

위해 사육되는 대부분의 교잡계통은 중국종과 일본종을

주요 지리적 원종계통으로 사용하여 육성되고 있다(Nho

and Lee 2000). 최근, 활발한 누에 유전체 연구와 함께 분

자생물학적 기술을 이용한 누에 계통의 구분이 용이한 유

전자 마커에 관한 연구도 진행된 바 있으나, 그 활용 범

위가 다소 제한되어 있다(Choi et al. 2003, Hwang et al.

1995, Seong 1997). 

선행 연구를 통해, 누에 피브로인 light chain(L-chain)

유전자 구조는 7개의 엑손과 6개의 인트론 영역으로 이

루어지는데 일부 인트론 영역 염기서열에서 누에 계통에

따라 유전자 다형성이 확인된 바 있다(Choi et al. 2003).

인트론 영역은 유전자의 전사 및 번역 과정에서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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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번역되지 않고 전사 및 번역과정에서 mRNA 전구체

의 구조 항상성에 관여하는 등 일부 기능이 밝혀져 있지

만 그 기능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의문점이 남아 있다

(Kirby et al. 1995, Schaeffer and Miller 1993). 본 연구에

서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의

염기서열 다형성 영역을 활용하여 누에 계통 구분을 위

한 유전자 마커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공시 누에 계통

국립농업과학원이 보유하고 있는 누에 유전자원 중 유

럽(Q, PK), 중국(C26, C31), 일본(N15, N9) 및 열대(SA2,

SA5)의 8개 누에 계통을 구분하여 사육한 후 5령 누에

개체별로 액체질소에 마쇄하여 실험 때까지 −80oC에 동

결 보관하였다. 

2. Total RNA 순수정제 

공시된 각각의 누에 계통을 대상으로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 다형성을 분석하기 위해 액체질소에서 마쇄하여

보관중인 각각의 시료를 Wizard genomic DNA purification

Kit(Promega)을 사용하여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게놈 유

전자를 순수 분리하여 PCR 실험 때 까지 −80oC에 동결

보관하였다. 

3. 마커 프라이머 제작 및 PCR 

선행 연구를 통해 누에 계통 간 염기서열 변이가 확

인된 바 있는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 염기서열 중 2 ~ 3

번째 인트론 및 6번째 인트론 염기서열 영역 에 대하여

2세트의 특이 프라이머, FibL1-F(5’-GGCCTTAACTCATAG

TCAGTTACGTCA-3’), FibL1-R(5’-ATTGGTAATTACCCT

AACCATTGA-3’) 및 FibL2-F(5’-TTGCTCAAGTGTTCCA

CCAATCAGC-3’), FibL2-R(5’-TCGCAAACGTGTAGGCA

GTTACGAA-3’)을 각각 제작하였다(Choi et al. 2003). 두

개 프라이머 을 사용한 PCR 조건은 1×(95℃ 5분),

30×(94oC 1분, 54oC 1분, 72oC 2분)이며, GeneAmp PCR

System 2400(Perkin Elmer)로 PCR 실시 후 1.2% agarose

gel 전기영동 후 개체 간 PCR 증폭 산물의 다형성을 확

인하였다.

4. 염기서열 분석 

각 프라이머 을 사용하여 PCR 후 전기영동한 PCR 증

폭산물은 그 크기를 측정한 다음 QIAquick Gel Extraction

Kit(QIAGEN)을 사용하여 제조사 매뉴얼에 따라 PCR 증

폭산물을 순수 정제하였다. 정제된 PCR 증폭산물은 pGEM-

T easy vector(Promega)에 클로닝하고 pGEM-T easy vector

에 포함된 T7 및 SP6 프라이머와 CEQ 8000 Genetic

Analysis System(Beckman caulter, USA)를 사용하여 제조

사 방법에 따라 염기서열을 분석하였다. 

5. 유전적 다형성 분석 

분석된 개체별 PCR 증폭산물 염기서열 정보는 multiple

sequence alignment CLUSTALW(http://www.genome.jp/

tools/clustalw/)를 활용하여 유전자 상동성을 분석한 후 다

형성이 확인된 그룹 간 유전적 근연관계 분석을 위해 분

석엔진(http://mafft.cbrc.jp/alignment/server/phylogeny.html)

을 활용하여 계통수(phylogeny tree)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누에는 종령 유충 말기에 유충 몸속에 있는 한 쌍의 견

사선으로부터 액상의 실크를 생합성하여 토사공을 통해 몸

밖으로 배출함으로서 누에고치를 만드는데 실크단백질은

피브로인 Heavy chain(H-chain, 350 kDa), Light chain(L-

chain, 26 kDa), P25(30 kDa)가 6 : 6 : 1의 분자 비율로 결합

하여 단백질의 기본 단위를 이룬다(Inoue et al. 2000). 이

중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는 7개의 엑손 영역과 6개의

인트론 영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2 ~ 3번째 인트론과 6

번째 인트론 염기서열 영역에서 누에 계통에 따라 다양

한 유전자 다형성이 존재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Choi

et al. 2003). 본 연구는 선행 연구에서 확인된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의 다형성 염기서열 영역을 표적으로 서로

Table 1. Primer sets used for the genetic marker of silkworm races

Primer set Sequences (5’ → 3’)
Location

(Fibroin L-chain gene*)

FibL1-F

FibL1-R

GGCCTTAACTCATAGTCAGTTACGTCA

ATTGGTAATTACCCTAACCATTGA
2nd intron ~ 3rd intron

FibL2-F

FibL2-R

TTGCTCAAGTGTTCCACCAATCAGC

TCGCAAACGTGTAGGCAGTTACGAA
6th intron

*The sequence of primer sets were synthesized according to published sequence data of Baekok-Jam fibroin L-chain gene (GenBank

accession number AF541967; Cho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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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10종의 누에 계통에 대해서 확인함으로서 이를 누

에 계통 판별을 위한 유전자 마커로서의 활용 가능성 여

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국립농업과학원 잠사양봉소재과에서 사육중인 누

에 유전자원 중 유럽종, 중국종, 일본종 및 열대종에 속

하는 각각 2개의 계통을 사육하여 계통별 무작위로 선발

한 5령 누에 각 5개체씩으로부터 게놈 유전자를 순수 분

리하였다. 분리된 개체별 게놈 유전자 0.5 µg씩을 PCR 반

응을 위한 주형으로 사용하고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의

2 ~ 3번 인트론 영역 및 6번 인트론 영역을 증폭할 수 있

는 특이 프라이머 FibL1과 FibL2를 사용하여 각각 PCR

한 후 얻어진 PCR 산물의 염기서열에 대한 다형성 여부

를 비교, 분석하였다. 다형성 분석을 위한 특이 프라이머

FibL1과 FibL2의 염기서열 정보는 선행 연구를 통해 국

제유전자은행에 등록한 누에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 정

보(GenBank accession number AF541967)를 바탕으로 각

각 제작하였다(표 1). 

제작된 프라이머 FibL1과 FibL2를 사용하여 누에 계통

별 순수 분리한 게놈 유전자를 주형으로 각각 PCR을 수

행한 결과, 프라이머 FibL1로부터 얻은 PCR 증폭산물은

각각 두 가지 형태의 밴드가 확인되었고, 프라이머 FibL2

를 사용하여 얻은 PCR 증폭산물은 세 가지 크기의 밴드

가 확인되었다(그림 1). 실험에 사용한 모든 개체로부터

확보한 PCR 증폭산물은 순수정제한 후 pGEM-T easy vector

에 클로닝하여 T7 및 SP6 프라이머를 사용하여 염기서열

을 분석하고 염기서열 상동성에 조사하였다. 프라이머

FibL1과 FibL2에 의해 얻은 각각의 PCR 증폭산물의 염

기서열 분석 결과, 프라이머 FibL1에서는 696bp(A형)와

681bp(B형)의 두 가지 형태의 유전자형이 확인되었고, 프

Fig. 1. PCR products of the variable region FibL1 and FibL2

among the silkworm races. The polymorphism of the FibL1 and

FibL2 were divided into two and three types, respectively.

Table 2. Genetic polymorphisms of several silkworm races by

using primer sets, FibL1 and FibL2

 Genetic markers

Silkworm races FibL1

(intron2~3)

FibL2

(intron6)
Races (No. of resources)No. of tested

Europe

Q

(76)

1 A A

2 A A

3 A A

4 A A

5 A A

PK

(77)

1 A A

2 A A

3 A A

4 A A

5 A A

Chinese

C26

1 B C

2 B C

3 B C

4 B C

5 B C

C31

(101)

1 A A

2 A A

3 A A

4 A A

5 A A

Japanese

N15

(5)

1 A B

2 A B

3 A B

4 A B

5 A B

N9

(2)

1 A B

2 A B

3 A B

4 A B

5 A B

Tropical

SA5

(150)

1 A A

2 A A

3 A A

4 A A

5 A A

SA2

(149)

1 A A

2 A A

3 A A

4 A A

5 A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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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머 FibL2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427 bp(A형), 385 bp(B

형), 403 bp(C형)의 세 가지 형태의 유전자형이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표 2). 

FibL1에서의 유전자 다형성 분석 결과, A형과 B형에서

는 인트론 영역에서 15개의 염기서열에서 deletion 및 point

mutation이 있음이 확인되었고, FibL2에서는 모두 42개 염

기서열에서 deletion 및 point mutation이 확인되었다(그림

2, 3). 또한 분석에 사용된 모든 개체에서 동일 계통 내

개체 간 변이는 없었으나, 계통 간에는 유전자 다형성 조

합이 다소 차별화 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프라

이머 FibL1과 FibL2에 의한 유전자 다형성 조합은 특정

누에 계통 간 유전적으로 차별화된 지표로 사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게다가 프라이머 FibL1와 FibL2에서

얻은 다형성 유전자 정보를 바탕으로 계통수(phylogenetic

tree) 분석법으로 유전적 근연관계를 분석한 결과, FibL2

영역에서는 염기서열 다형성 A형과 B형이 C형 보다 유

전적으로 근연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그림

4), 누에 계통 간 진화적 유전관계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

로도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실험에서는 우리나라가 보존하고 있는 누에 계통 중

Fig. 2. Sequence comparison of the variable region FibL1 on fibroin light chain gene. Red characters are the nucleotides that are

different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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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산지별 다양한 누에 계통을 대상으로 누에 피브로인 L-

chain 유전자의 인트론 영역을 사용하여 계통 간 유전자

다형성을 비교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된 누

에 계통에 따라서 동일한 계통 내 모든 개체에서 FibL1

과 FibL2의 유전자 다형성 패턴 조합이 일정하게 유지되

어 있었으며, 계통 간에는 FibL1과 FibL2의 유전자 다형

성 패턴의 조합이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 확인한 피브로인 유전자 다형성 특이 프라이머

FibL1과 FibL2를 사용하여 해당 염기서열 정보를 분석한

다면, 누에 계통 간 특성을 구분하는 간편한 방법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누에 생체를 가공한 제품

의 원재료 분석을 위한 유전자 지표로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전 연구에서 누에 모본과 이들이 생

산하는 교잡종의 고치 모양이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의

인트론 염기서열의 다형성 영역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 바 있다(Choi et al. 2003). 따라서 피브로인 유전

자 인트론 영역의 구조와 누에고치의 성상 등과의 연관

관계가 구명된다면, 인트론 영역의 중요한 생물학적 기능

이 부가적으로 해명될 것으로 기대된다.

Fig. 3. Sequence comparison of the variable region FibL2 on fibroin light chain gene. Red characters are the nucleotides that are

different to each o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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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누에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의 인트론

영역을 사용하여 우리나라에서 보존하고 있는 누에 계통

중 원산지별 누에 계통 8개를 대상으로 계통 간 유전자

다형성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실험에 사용한 누에 계

통에 따라서 동일한 계통 내 모든 개체에서 FibL1과 FibL2

의 유전자다형성 조합이 일정하게 유지되어 있었으며, 계

통 간에는 FibL1과 FibL2의 유전자 다형성 패턴 조합이

다소 상이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라서, 프라이머 FibL1

와 FibL2에 의한 피브로인 L-chain 유전자 다형성 염기서

열 정보를 활용한다면 제한된 영역에서 누에 계통 구분

을 위한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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