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韓蠶學誌 54(1-2), 1~5 (2016)
J Seric Entomol Sci
http://dx.doi.org/10.7852/jses.2016.54.1-2.1
<論 文 >

1

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의 기능 및 유전체 연구를 통한 식의약용 신소재로서 활용

박승원*

대구가톨릭대학교 바이오산업학부 생명공학전공

Function and use of silkworm dpp gene

Seung Wong Park*

Department of Bioechnology, Catholic Univeristy of Daegu, Daegu 38430, Korea

ABSTRACT

The dpp gene originated from the silkworms is an important gene that is well conserved in the genome of humans, cat-
tle, rodents, poultry and Drosophila. The dpp gene belonging to the TGF-beta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superfamily is known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several developmental stages. The TGF-β gene family is a genetically
well-conserved and playing an important role gene family in various species such as determining cell proliferation and
differentiation, apoptosis and cell fate. In this review, we have confirmed the following studies data. The recent studies
on the silkworm dpp gene have confirmed for the first time the biological functions such as promoting osteogenesis
activity. In addition, previous data shows that dpp have developmental functions such as morphogenetic materials at the
blastophyllum stage, induction of the mesoblast at the late embryonic stage and involved in the proliferation and mor-
phogenesis of imaginal disc in adult development. We found the splice variant of the dpp gene originated from the wild-
type silkworm by using comparative genomics. It has provided important data for basic research based on genetics stud-
ies of these processes may promote a better understanding of evolution. Silkworm is a medicinal insect and is approved
for its safety. It is used as a natural antibiotic for promoting growth as a medical material, a health functional food, and
a feed additive.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esent various data to obtain more value of functional ins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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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 (Bombyx mori)는 수천년동안 인간에 의해 사육되

어온 곤충으로 대략 5,000년에서 10,000년 전 멧누에 (Bomyx

mandarina)로부터 유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Goldsmith

et al. 2005). 누에와 멧누에는 형태학적, 생리학적으로 유

사성을 보이지만 표현형, 생장율, 산란 그리고 고치의 크

기 등 결과적으로는 두 종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인다(Guo

et al. 2011). 본 리뷰에서는 누에와 멧누에가 공통적으로

가지는 decapentaplegic (dpp) 유전자를 대상으로 분자생

물학적 방법을 활용한 기능적 연구결과 및 생물정보학을

바탕으로 비교유전체학을 활용한 종간 유전자 비교를 통

하여 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해

보고자 한다.

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는 인간, 소, 설치류, 가금 및

초파리의 게놈에 잘 보존되어진 중요한 유전자이다(Park

et al. 2013). 특별히 초파리에서 해당 유전자의 기능에 대

한 연구가 잘 이루어져 있으며 그 결과를 통하여 많은 정

보를 얻을 수 있었다. 초파리의 dpp 유전자는 여러 발생

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GF-

β (Transforming Growth Factor-beta) 유전자군에 속한다

(Park et al. 2013, Chen et al. 1998, Kunnapuu and Shimmi

2010). TGF-β 유전자군은 세포의 증식과 분화, 세포사멸

및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다양한 종에서 게놈상에 유전적으로 잘 보존된 유전자군

이다(Park et al. 2013, Chen et al. 1998, Kunnapuu and

Shimmi 2010). 인간에서는 뼈 형성을 촉진하는 단백질

(BMPs; Bone Morphogenetics Proteins)로 알려져 있으며,

이 유전자의 경우 기능적으로 초파리의 dpp 유전자와 동

일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Park et al. 2013, Chen et al.

1998, Kunnapuu and Shimmi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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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 기능 탐색

초파리의 dpp 유전자의 기능 구명을 위한 연구로 dpp

유전자가 제거된 초파리에 인간의 BMP 유전자를 형질전

환시킨 경우 및 그 반대의 경우에서 초파리는 정확하게

발생단계를 거쳐 성충이 되었으며 인간의 조골세포 역시

초파리 dpp 유전자만으로 뼈세포로 분화되는 결과를 보

였다. 따라서 인간과 초파리의 BMP 와 dpp 유전자는 기

능적으로 잘 보존된 매우 중요한 유전자라 할 수 있다. 누

에의 경우 dpp 유전자 역시 게놈상에 잘 보조되어 있으나

그 기능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누에

dpp 유전자와 인간 BMP 그리고 초파리의 dpp 유전자의

상동성을 살펴보면 초파리 보다 인간의 BMP 유전자와

더욱 근연관계임을 알 수 있었다(Fig 1). 이러한 결과를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하여 누에 dpp 전장 유전자를 클

로닝하여 동물세포에서 발현가능한 시스템을 활용하여 설

치류 조골세포 전구세포인 C3H10T1/2 세포에 도입하였

다(Park et al. 2013). 누에 dpp 유전자가 발현한 세포주의

경우 뼈세포로 분화가 유도되었으며 이는 뼈세포 분화마커

인 RUNX2, Osterix, Osteocalcin 그리로 ALP 유전자의 발

현을 정량 PCR 방법을 활용하여 확인 할 수 있었다(Fig 2).

이러한 결과로 누에 dpp 유전자는 인간 BMP 유전자와

같이 조골세포를 뼈세포로 분화를 유도 할 수 있다는 결

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누에 dpp 유전자는 Osterix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자극함으로써 뼈세포로 분화를 유도

함으로써 BMP-2-Smad-RUNX2의 기작에 의한 뼈세포 분

화 촉진의 기작에 의한 인간 BMP 유전자의 작용기작과

는 다소 차이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그동안 정확한 기능이 알려져 있

지 않았던 누에 dpp 유전자의 생물학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누에 분말의 골다공증

개선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의 발현 양상 분석

누에 dpp 유전자는 생물학적으로 다양한 기능을 하는

Fig. 1. Human BMP, Drosophila melanogaster, Bombyx mori

dpp gene phylogenetic tree (http://www.genome.jp/sit-bin/

clustalw).

Fig. 2. Quantitative Real-Time RT-PCR analysis of 4 osteogenic differentiation marker genes. To validate the observed osteoblast-

specific differentiation effects, we performed qRT-PCR. Expressions of 4 osteogenic differentiation marker genes were normalized to

the expression levels of the endogenous mouse GAPDH gene as an internal reference. The mRNA expression rate for each osteogenic

differentiation marker gene in the target cells was calculated. The relative mRNA expression rate of RUNX2 (A), osterix (B),

osteocalcin (C), and ALP (D) were compared with the rates in control cells and HygB-resistant cells transfected with the pCEP4

plasmid. (Park et al. 2013, IJIE, 27(1), 159-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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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양한 발생단계에서 그 기

능적 역할을 수행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

한 검증의 방법 가운데 하나로 발생단계별 그리고 성별

발현 양상을 분석 하였다(Kim et al. (in press)). 누에는

암수의 구별이 극히 제한적이며 경험에 의해 육안으로 분

류가 가능하지만 정확도는 다소 떨어진다. 국립농업과학

원에서 보유한 잠종 가운데 잠126의 경우 그 외모에서 암

수구별이 가능한 품종으로 암과 수를 구별하여 성별 특

이적 누에 dpp 유전자의 발현양상을 실시간 유전자 발현

정량분석법을 활용하여 검증하였다(Kim et al. (in press)).

또한 12단계의 서로 다른 발생시기(5령 중 7단계, 종령시

기 2단계, 번데기 시기 2단계 그리고 성체시기)로 구분하

여 누에 dpp 유전자의 발현율을 동일한 방법으로 검증하

였다(Kim et al. (in press)). 단계별로 살펴보면 수컷에 비

해 암컷에서 5령 중간시기까지는 더 높은 발현율을 나타

내었으며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 특이적인 현상으로 우

화시기 직전에 암컷 누에에서 dpp 유전자의 발현이 급격

하게 증가하여 성체시기에도 유지가 되었으며 이 결과는

암컷에서 배아 발생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로 예상되

었다 (Fig 3).

배아시기 누에 dpp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은 성체 암컷

과 수컷에 비해 극히 증가가 되었음이 실험적으로 확인

이 되었으며(Fig 4) 이상의 결과는 배아시기에 누에 dpp

유전자가 극히 중요한 기능을 하고 있음을 예상 할 수 있

는 결과이다(Kim et al. (in press)).

초파리를 대상으로 한 선행의 여러 연구에서 dpp 유전

자는 다양한 발생단계에서 발현되며 포배엽단계에서 형태

형성물질로 작용((Kim et al. (in press), Aono et al. 1995,

Bienz 1994, Brook et al. 1996, Masucci et al. 1996) 및 배

아시기 말기에 중배엽 형성을 유도(Kim et al. (in press),

Chen et al. 1998, Raftery and Sutherland 1999)하거나 유

충의 imaginal disc에서 성체로의 증식과 형태형성에 관여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in press), Bienz 1994,

Brook et al. 1996, Chen et al. 1998). 따라서 상기의 결

과를 종합하여 기존 초파리에서 연구된 dpp 유전자의 기

능과 비교하여 보면 누에 dpp 유전자는 동일한 기능을 가

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누에와 멧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의 비교를 

통한 진화적 경로 구명

비교유전체 연구는 두 개의 서로 다른 집단인 누에와

멧누에 사이의 유전체 비교 연구를 통하여 야생과 달리

사육단계에서 나타 날 수 있는 특성과 관련한 유전자들

의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중요한 방법 가운데 하나이다.

최근 이 방법을 활용하여 누에와 멧누에의 유전적 특성

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Kwak et al. 2015). RT-PCR 결과

를 통하여 누에 및 멧누에에서 발현하는 dpp 유전자의 발

현을 확인 한 결과 두 종에서 모두 dpp 유전자는 정상적

으로 발현함을 확인하였다 (Kwak et al. 2015). 그러나 특

Fig. 3. Quantitative real-time RT-PCR analysis of the dpp gene

from 1 day of the fifth instar larvae to the adult stage. To

determine the relative expression of dpp in 12 different

development- and sex-specific stages, its expression level was

normalized to that of the silkworm Actin gene, which was used

as an internal reference. The CT values in male and female

silkworms were used to determine the levels of dpp expression

different stage-specific samples. 1 ~ 7: Day 1 to 7 in the last

larval stage; 8, 9: Day 1 and 2 in the spinning stage; 11, 13: Day

1 and 3 in the pupal stage. (Kim et al. (in press)), Entomological

Research.

Fig. 4. Relative expression of dpp in the embryo stage of B.

mori. (A) To validate the sudden increase in dppmRNA

expression just before and immediately after hatch, we analyzed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dpp in adult male and female

silkworms, and at the embryonic stage by qRT-PCR. (B) The

internal control genewas amplified in each cDNA sample by RT-

PCR. 1: Positive control; 2: Adult male; 3: Adult female;

4:Embryo. (Kim et al. (in press)), Entomological Re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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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적으로 멧누에의 경우 누에와 달리 전장의 dpp cDNA

의 크기와 비교하여 다소 작은 크기의 dpp 유전자가 발

현함이 확인되었다(Fig 5). 해당 유전자의 염기서열 분석

결과 특정한 부분의 염기서열이 삭제된 새로운 splice variant

임을 확인하였다(Fig 6). 전체 누에 및 멧누에는 공통적으

로 dpp 유전자의 경우 총 360개의 아미노산을 서열화 하

는 전장의 cDNA 유전자를 가지고 있으나 멧누에의 경우

111개의 아미노산 즉 333 bp가 삭제된 splice variant 유전

자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Kwak et al. 2015). 형질

전환 초파리 모델을 사용하여 해당 splice variant의 기능

을 확인을 시도하였으나 아쉽게도 전장의 dpp 유전자와

달리 splice variant의 경우 기능적으로 동일한 결과를 확

인 할 수 없었다(Kwak et al. 2015).

비교유전체학을 통하여 진화적으로 살펴보면 특정한 유

전자의 경우 진화의 단계를 거치며 splice variant를 가질

수 있고 또는 반대로 splice variant를 제거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에 비추어 멧누에 dpp 유전자의

splice variant는 야생의 생활환경에서 사육의 환경으로 진

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실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적으로 소실된 새로운 splice variant 유전자들

이 진화적으로 어떤 역할을 하는지 향후 좀 더 많은 연

구를 통하여 밝힐 수 있을 것을 생각되면 유전체에 바탕

을 둔 기초 연구에 중요한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된다.

고찰 및 전망

누에는 오랜 기간 동안 인간에 의해 사육되어 식의약용

소재로 그 안전성에 대해 인정을 받고 있다. 현재 누에는

인공 고막을 비롯한 다양한 의료용 소재로 연구 및 개발

되었고, 당뇨 및 뼈 형성 촉진을 위한 기능성 식품으로도

인정을 받고 있다. 최근 면역이 유도된 누에는 다양한 항

생물질을 분비하며 이를 통하여 사료첨가제로서 생장을

촉진하는 천연항생제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누에를 기능성 곤충으로 더 많은 가치를 인정받기 위해

다양한 근거자료의 제시가 필요하며 이러한 관점에서 본

리뷰에서는 dpp 유전자에 관해 정리함으로써 그 목적을

달성하고자 한다. 

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는 인간, 소, 설치류, 가금 및

초파리의 게놈에 잘 보존되어진 중요한 유전자이다 (3).

해당 dpp 유전자는 여러 발생단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의 증식과 분화, 세포사멸 등

세포의 운명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Park

et al. 2013, Chen et al. 1998, Kunnapuu and Shimmi

2010). 

최근 몇몇 연구를 통하여 그동안 정확한 기능이 알려져

있지 않았던 누에 dpp 유전자의 뼈 형성 촉진과 같은 생

물학적 기능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누에 분말의 골다공증 개선 효과 등 다양한 기능성

에 대한 중요한 근거를 제시 할 수 있는 기초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선행된 초파리 dpp 유전

자와 비교한 연구결과에서 배아시기에 누에 dpp 유전자

는 동일한 기능(포배엽단계에서 형태형성물질, 배아시기

말기에 중배엽 형성 유도, 유충의 imaginal disc에서 성체

로의 증식과 형태형성에 관여 등)을 가지고 있음이 확인

되었다. 마지막으로 비교유전체학을 통하여 진화적으로 살

Fig. 5. RT-PCR analysis of dpp in Bombyx mandarina and Bombyx mori. (A) A control PCR was performed using the 2-R22 primers

and cDNA from both species. Negative control (NC) indicates no template. (B) Analysis of dpp gene expression in the two species

shows the novel splice variant expression in B. mandarina. (Kwak et al. 2015, BBRC, 466, 295-299).

Fig. 6. Protein domain structure of full length and novel splice variant of dpp in Bombyx mandarina. Highlighted by Red indicate the

deleted 111 a.a in latency associated peptide (TGF-β propeptide) region. Black triangles show the start and end position of protein

domain. (A) Full-length dpp. (B) Novel isoform. (Kwak et al. 2015, BBRC, 466, 295-299).



누에 유래의 dpp 유전자의 기능 및 유전체 연구를 통한 식의약용 신소재로서 활용

5

펴보면 멧누에 dpp 유전자의 splice variant는 야생의 생

활환경에서 사육의 환경으로 진화하면서 자연스럽게 소실

된 것으로 예상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능적으로 소실

된 새로운 splice variant 유전자들이 진화적으로 어떤 역

할을 하는지 향후 좀 더 많은 연구를 통하여 밝힐 수 있

을 것을 생각되면 유전체에 바탕을 둔 기초 연구에 중요

한 자료로 활용 가치가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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