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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ne expression of amylase, trypsin, and lipase in the digestive organs of the two-spotted cricket 
(Gryllus bimaculatus) was tested to understand how it overcomes starvation. Amylase gene expression 
in the foregut was reduced by digesting no food until starvation-3 days. Although that expression per-
sisted to starvation-6 days, it returned to normal at refeeding-2 days. The expression of trypsin peaked 
at around 8 times as starvation started and at around 4 times at starvation-3 days. After refeeding, 
trypsin expression rose up to 14 times and then fell back to normal as feeding continued. Lipase gene 
expression remained elevated at 1.5-2 times when starvation started and returned to normal at refeed-
ing-2 days. In the midgut, amylase expression decreased until starvation-3 days, increasing to about 
2 times at starvation-6 days; it did not rise again by refeeding. Trypsin was constantly expressed re-
gardless of starvation and refeeding, while lipase expression was reduced by 0.6-0.7 times by starva-
tion and refeeding. Amylase gene expression in the hindgut was 0.2-0.3 times lower than starvation-6 
days, and it increased by 0.5 times on refeeding-1 day and more than 1.5 times on refeeding-3 days. 
The gene expression of trypsin was almost identical to amy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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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곤충은 지구상에서 가장 다양하고 풍부한 동물로서 자연 

생태계 전체 및 인간의 사회-경제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곤충

은 수백만 년이 넘는 기간 동안 거의 모든 식품 공급원에 대해 

형태학적 및 생화학적 적응을 발전 시켰기 때문입니다. 입 부

분이 다양하게 적응하여 식물과 동물 기원의 모든 종류의 체

액 또는 고형 음식을 섭취 할 수 있다. 특히, 곤충은 척추동물

의 소화관의 분자 구조 및 위치가 상당히 유사하며. 소화 효소 

합성, 분비 및 소화 메커니즘은 기본적으로 모든 동물과 유사

하다. 곤충 소화기계는 배 발생기원(embryological origin)에 

따라서 전장(foregut), 중장(midgut), 후장(hindgut)으로 구별

된다. 전장과 후장은 외배엽(ectoderm)유래로서 각질(cuticle) 

층을 가지고 있어 탈피(moulting)과정을 거친다. 그러나, 중장

은 내배엽(endoderm)유래로 각질층이 없으며 반투과성-비세

포성인 곤충 중장의 특유의 peritrophic matrix를 가지고 있다

[3, 23]. 곤충의 전장은 일반적으로 음식 저장 및 파쇄에 관여하

며 중장은 소화효소 생합성, 음식물의 소화 및 흡수, 후장은 

배설 및 전해질 균형에 관여한다[3, 21]. 귀뚜라미의 소화기계

는 전장은 식도(esophagus), 크게 확장될 수 있는 먹이주머니

(crop) 및 근육으로 이루어지고 내부에 grinding teeth를 가지

고 있는 위장(proventriculus), 중장은 주요 소화효소를 분비하

는 두 개의 큰 caeca를 가진(gastric cecum) 및 type I peri-

trophic membrane을 생합성하는(ventriculus) 그리고 후장은 

음식물의 발효를 위하여 bacteria/protozoa가 들어가 있는 

exoperitrophic pouch를 가진 회장(ileum) 및 직장(rectum)으

로 구성되어 있다. 전장과 중장 사이에 Malpighian tubules 

가 연결되어있다. 곤충에서 영양소의 효율적인 소화 및 흡수

는 소화효소 유전자의 발현 시간 및 소화효소 분비 부위뿐만 

아니라 다양한 장 영역 사이의 영양소 및 효소의 흐름에 크게 

좌우된다[22, 26].

많은 곤충 종은 여러 인수질병의 벡터이거나 해충으로 분류

되어 인수질병, 농업, 식품 저장 또는 건축 산업에 막대한 피해

를 유발한다[24]. 따라서 그들의 생활 방식과 생리학에 대한 

지식의 축적은 그 어느 때보다 요구된다. 그런 이유로, 곤충의 

소화기계 생리학은 지난 수십 년 동안 집중적으로 연구되어 

왔으며 다양한 해충방제 기술이 개발되었다. 최근에는 식물 

억제제, 곤충 성장 조절제, 형질 전환 식물 및 기타 생태 친화

적인 살충제를 사용하는 다양한 전략이 곤충의 발달과 번식을 

제어하는 기술이 연구되고 있다[5]. 그러나 집중적인 연구에도 

불구하고 곤충의 환경 변화에 대한 빠른 적응과 적응 메커니

- No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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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ne expression of amylase (black), trypsin (light gray) and lipase (dark gray) from digestive tract of male G. bimaculatus. 

Mean ± SEM. n=6. *p<0.05 **p<0.005 ***p<0.001 ****p<0.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multiple group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GraphPad Prism 6 software (GraphPad Software Inc.).   

즘의 생리학 및 진화학에 대해서는 여전히 많은 질문이 남아

있다. 친환경적인 해충방제의 새로운 방법을 개발하기 위해서

는 이러한 메커니즘의 연구와 곤충 소화기계 생리학(효소 방

출 조절 포함)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불가결하다. 기아

는 곤충에서 가장 흔하고 극단적 인 스트레스 요인 중 하나이

므로 에너지 요구를 유지하기가 어렵다. 외부 음식 공급은 곤

충 생존을 위한 중요한 영양소 공급원이다. 곤충이 장기간 충

분한 음식을 섭취하지 않으면 성장과 번식이 크게 줄어든다. 

그러나 곤충은 스트레스 방지 상태로 대응하여 새로운 식품 

자원의 발견 및 이동, 신진 대사를 제한하는 활동 감소, 신체의 

항상성을 유지하기 위한 지질 침착 증가와 같은 불리한 외부 

음식 부족을 극복 할 수 있다[11, 36]. 기아에 직면하면서 곤충 

반응에는 혈당, 트레할로스(trehalose) 및 트리글리세리드

(triglyceride)수치와 같은 여러 가지 생리학적 변화도 포함된

다[13]. 동시에 기아는 곤충의 호르몬 조절과 신경 신호의 변화

를 적극적으로 시작한다[28, 35]. 본 논문에 사용된 귀뚜라미

(Gryllus bimaculatus)는 잡식성이며 셀룰로오스 함량이 높은 풀

뿌리, 단백질이 많이 포함된 버섯류 및 곤충(죽거나 살아있는)

을 먹이로 한다[24]. 귀뚜라미가 식량이 부족한 기아상태를 어

떻게 극복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소화기관(전장, 중장, 후장)에

서 amylase, trypsin, lipase의 유전자발현 양상을 연구하였다.

 

재료  방법

본 연구에 사용 된 쌍별 귀뚜라미(G. bimaculatus)의 5령 유

충은 한국 농촌진흥청(전주, 한국)에서 분양 받았다. 성충은 

투명한 플라스틱 통(직경, 9 cm; 높이, 10 cm)에서 10시간/14 

시간의 명/암 광주기에서 70%의 습도로 28-30℃에서 사육하

였다. 귀뚜라미에 물은 무제한으로 공급되었으며 사료는 30% 

casein (protein), 30% dextrose (carbohydrate), 40% cellulose 

and one drop of oil (lipid)를 공급하였다. 실험에는 동일하게 

자란 수컷만 사용되었다. 서로 잡아먹는 것을 피하기 위하여 

플라스틱 통 1개에 한 마리의 수컷 귀뚜라미를 사육하였다. 

6일 동안 기아상태에서도 귀뚜라미에게 물은 계속 공급되었

다. 귀뚜라미 해부를 위해서 CO2 가스에 노출시켜 마취시켰

다. 각 조직은 해부 현미경(Nikon Eclipse E600)으로 관찰하며 

절단하였다[10]. 

G. bimaculatus의 각각의 조직을 100 μl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USA)에 넣었다. Plastic pestle을 사용하여 조직

을 아주 잘게 균질화 하였다. Total RNA를 얻은 후 NanoDrop 

Lite 자외선-분광 광도계(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로 정량하였다. Total mRNA는 SuperscriptII™ First 

Strand Ki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역전

사 하였다. RT-PCR은 총 30 cycles 시행되었다. 각 단계의 조건

은 94℃에서 30초, 58℃에서 30초, 72℃에서 60초이다.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cActin-F (5'-ATCACTGCCCTTGC 

TCCTTC-3'), & cActin-R (5'-TTCCTGTGGACAATGGATGG- 

3'), cTryp220-F (5’-GCCTGCAAGAAGTACTACCC-3’) & 

cTryp220-R (5’-TCTGGGCGATCCAGTCA-3’), cAmyl314-F 

(5’-ATGTTGTCGTGGCCCTATG-3’) & cAmyl314-R (5’-GTC 

TGCTTCAGGTCAGTGTT-3’), cLipase3-F (5’-CGTCGCCAC 

ATCAAGTACAA-3’) & cLipase3-R (5’-CGAACATGGCCCG 

AATCTT-3’). 여러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 일원 분산 분석

(ANOVA) 테스트. GraphPad Prism 6 소프트웨어(GraphPad 

Software Inc.). *p<0.05 **p<0.005 ***p<0.001 ****p<0.0001. 

결과  고찰

각각의 소화효소(amylase, trypsin, lipase) 유전자가 전장, 

중장, 후장에서 상대적 발현을 상호 비교하였다(Fig. 1). 많은 

곤충은 polysaccharide가 풍부한 음식을 먹고 음식에서 starch

을 분해하기 위해 소화 amylase가 필요하다. 이 amylase는 

starch 소화와 곤충 생존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7]. 따라서 

곤충의 내장에서 amylase 효소 유전자발현과 생화학적 특성

을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이다[30]. 많은 연구자들은 곤충의 

amylase관련 연구로서 식물의 amylase inhibitor와 곤충 amy-

lase에 저항성 작물육종에 집중하고 있다. 곤충에서 보고된 

amylase gene들은 Drosophila melanogaster & D. ananassa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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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ne expression of amylase (black), trypsin (light gray) and lipase (dark gray) from digestive tract of male G. bimaculatus. 

Mean ± SEM. n=6. *p<0.05 **p<0.005 ***p<0.001 ****p<0.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multiple group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GraphPad Prism 6 software (GraphPad Software Inc.).

Aedes aegypti [6], Bombyx mori [14], Hypothenemus hampei [2]. 

B. mori amylase유전자 발현은 전장에서 아주 강하게 발현하

였다. Spodoptera littoralis (Boisduval)에서 amylase활성도가 

전장＜후장＜중장 순으로 높았다[12], 그러나 American cock-

roach, Periplaneta americana의 amylase활성도는 후장＜중장

＜전장 순이 높았다[16]. 본 연구는 G. bimaculatus 소화기계에

서 amylase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다. amylase유전자 발현은 

전장에 비하여 중장은 약 1.4배, 후장은 약 1.3배 높은 발현을 

보였다.  

Trypsin은 chymotrypsin family의 serine endopeptidase로

서 음식소화, 면역방어 및 zymogen 활성화를 포함하여 곤충

에서 다양한 중요한 역할을 한다. Trypsin 유전자발현은 Aedes 

aegypti의 instar의 모든 발생과정에 지속된다[34], 그러나 

Trypsin 유전자발현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완전하게 알지 못하

고 있다[15]. 지금까지 보고된 대표적인 곤충 trypsin 유전자는 

Diaprepes abbreviatus [33], Manduca sexta [17], Choristoneura 

fumiferana [29], Aedes aegypti [1, 8]이 있다. 곤충의 trypsin 연

구 역시 amylase와 동일하게 식물의 trypsin inhibitor와 곤충 

trypsin에 저항성 작물육종등 해충방제에 중점을 두고 개발되

고 있다. G. bimaculatus 소화기계에서 trypsin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다. trypsin유전자 발현은 전장에 비하여 중장은 약 

10배, 후장은 약 4배 높은 발현을 보였다. 

지방은 fatty acids, phospholipids, fats, waxes, vitamins 

(e.g. A, E, D, K), monoglycerides, diglycerides, triglycerides, 

sterols 포함한 포괄적인 용어이다. 이들은 세포벽 형성, 면역 

및 중개 대사와 같이 곤충에서 많은 기능을 가지고 있다[9]. 

곤충에는 triacylglycerol lipases, alkaline phosphatase, phos-

pholipases와 같은 많은 종류의 지방분해 효소가 알려지고 있

고 관련 유전자들이 확인되었다[7, 25]. Mayetiola destructor 

(Say)에서 lipase 유전자가 분리되었는데 midgut에서 발현이 

확인되었다[20], 그리고 Phlebotomus papatasi에서 분리된 li-

pase는 mammalian lipase와 분자 성격이 유사하였다[7, 18]. 

곤충의 지방 유전자발현에 관한 연구는 amylase와 trypsin에 

비하여 미미한다, 그 이유는 상대적으로 많은 종류의 지방분

해 관련 효소가 존재하고 해충방제의 측면에서도 유용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즉 곤충의 먹이에는 지방의 함량이 단수

화물, 단백질에 비하여 미미하여 fat body, salivary gland중심

으로 연구가 이루지고 있다. G. bimaculatus 소화기계에서 li-

pase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다. lipase유전자 발현은 전장에 

비하여 중장은 약 2.5배, 후장은 약 2배 높은 발현을 보였다.  

여러 종류의 곤충 소화기관에서 amylase, trypsin, lipase의 

분비 및 활성측정에 관한 보고는 많지만[12, 31, 32], 그들의 

유전자발현을 연구한 결과는 찾아보기 어렵다. Corcyra cepha-

lonica Stainton에서 중장에서는 amylase, trypsin, lipase 활성

이 확인되지만 전장에서는 amylase활성만 존재하였다[19]. 

Periplaneta americana에서[16] amylase 활성도는 후장에 비하

여 중장은 5배이지만 전장에서 무려 600배 정도 강하였으며, 

trypsin 활성도는 전장과 중장에서는 미량 확인되지만 후장에

서는 거의 확인할 수 없을 정도이다. Lipase활성도는 중장이 

가장 강하고 후장에서 약하게 확인되며 전장에서는 거의 확인 

되지 않을 정도이다. G. bimaculatus 소화기관(전장, 중장, 후

장)에서 각각의 amylase, trypsin, lipase 유전자발현을 조사하

였다(Fig. 2). 전장에서는 amylase 유전자발현을 control로 하

였을 때에, trypsin유전자발현은 아주 미미한 수준이지만 li-

pase 유전자발현은 현저하게 amylase 유전자발현보다 강하지

는 않지만 가장 강한 발현을 보였다. 중장에서는 trypsin유전

자발현이 약 2배 정도 강하며 lipase 유전자발현은 약 2.5배 

정도 강한 발현을 보였다. 후장에서는 amylase 유전자발현과 

trypsin유전자발현이 거의 동일한 수준인 것에 비하여 lipase 

유전자발현은 약 2.2배 강한 유전자발현을 보였다.  

Starvation에 의한 amylase, trypsin, lipase의 유전자발현을 

조사하였다(Fig. 3). 전장에서 amylase 유전자발현은 starva-

tion 3일째에 1/2수준으로 내려가지만, 6일 starvation에서 3

배 정도 높은 발현을 보였다. 그러나 refeeding에 의해서 다시 

아주 약하게 발현하였다. Trypsin 유전자발현은 starvation이 

시작되면 약 8배 정도 상승하고 starvation 3일째에도 약 4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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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mylase (FG)                         Tryp (FG)                             Lipase (FG)

                  Amyl (MG)                           Tryp (MG)                           Lipase (MG)

                  Amyl (HG)                           Tryp (HG)                           Lipase (HG)

Fig. 3. Gene expression of amylase, trypsin and lipase by starvation (S) and refeeding (R) in the digestive tract of male G. bimaculatus. 

Mean ± SEM. n=6. *p<0.05 **p<0.005 ***p<0.001 ****p<0.0001.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multiple groups: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GraphPad Prism 6 software (GraphPad Software Inc.).

정도 높은 수준을 유지한다. Refeeding에 의해서 다시 14배 

정도 까지 상승하였다가 계속 먹이가 공급되면 정상수준으로 

떨어진다. Lipase 유전자발현은 starvation이 시작되면 1.5-2배 

정도로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refeeding 2일째가 되면 정

상상태가 된다. 전장에서 starvation에 의한 amylase 유전자발

현은 일정시간, 즉 3일 starvation까지는 공급되는 먹이가 없어

서 발현이 감소한다. 그러나 6일 동안 starvation이 지속되면 

발현이 급하게 상승하지만 refeeding에 의해서 급격하게 떨어

져 2일 정도 먹이공급이 이루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유전

자발현양상을 보인다. Trypsin 유전자발현은 starvation에 의

해서 급상승하며 2일 정도 먹이공급이 이루어지면 정상으로 

돌아오는 유전자발현양상을 보인다. Lipase 유전자발현은 

starvation이 시작되면 일정 수준 상승한 상태를 유지하며 re-

feeding 2일째가 되면 정상상태가 된다. 결국 전장은 먹이 공

급의 중단에 따라서 유전자발현의 상승하지만 먹이 공급이 

2일 정도 유지되면 정상적인 유전자발현상태가 된다. 중장에

서 amylase 유전자발현은 starvation 3일째까지 계속적으로 

내려가다가 starvation 3일째에 약 2배 정도 상승한다. 그러나 

refeeding에 의해서 다시 상승발현은 하지 않았다. Trypsin 유

전자발현은 starvation과 refeeding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Lipase 유전자발현은 starvation에 의해서 0.7배 

정도로 감소하지만 6일째에 정상상태를 보인다가 refeeding에 

의해서 다시 0.7배 정도로 감소한다. 중장에서 starvation에 의

한 amylase 유전자발현은 전장에서와 유사한 유전자발현양상

으로 먹이 공급이 없으면 낮아지다가 6일 동안 starvation이 

지속되면 발현이 급하게 상승하지만 refeeding에 의해서 급격

하게 떨어져 2일 정도 먹이공급이 이루어지면 정상으로 돌아

오는 유전자발현양상을 보인다. 그리고 중장에서의 try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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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pase의 유전자발현은 전정과 후장에서와 같이 먹이 공급에 

따라서 급변하지 않고 거의 일정수준을 계속 유지하는 양상을 

보인다. 즉, 중장은 먹이 공급에 크게 의존하지 않고 항상 유전

자발현이 유지되는 것을 알 수 있다. 후장에서 amylase 유전자

발현은 starvation 6일째까지 0.2-0.3배의 낮은 수준을 유지하

다가 refeeding 1일째에 0.5배 상승하고 refeeding 2일째에 1.5

배 이상 상승한다. Trypsin 유전자발현은 amylase 유전자발현

과 거의 동일한 형태를 취한다. Lipase 유전자발현은 starva-

tion과 refeeding에 관계없이 항상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후장

에서 amylase와 trypsin 유전자발현은 starvation 먹이 공급 

없으면 즉시 발현이 내려가지만 refeeding 2일째가 되면 정상

상태가 된다. 그러나 lipase 유전자발현은 먹이공급과 상관없

이 항상 변함이 없다. 즉, 후장에서 amylase와 trypsin 유전자

발현은 먹이 의존적으로 발현 변화하지만 lipase 유전자발현

은 먹이공급과 상관없이 항상 동일한 수준을 유지한다. 

결과를 요약하면, 곤충 소화기관의 amylase, trypsin, lipase 

유전자발현과 분비는 다른 양상으로 행동한다. 즉, G. bimacu-

latus의 전장은 amylase, trypsin, lipase 유전자, 중장은 amy-

lase 유전자, 후장은 amylase, trypsin 유전자발현이 먹이 의존

적으로 발현하지만, 중장의 trypsin, lipase 유전자와 후장의 

lipase 유전자는 먹이 의존적인 발현이 아니고 항상 일정한 

유전자발현 상태를 유지한다. 이 결과는 곤충이 어떻게 star-

vation과 같은 극한의 먹이제한을 극복하는지를 유전자발현

수준의 연구에서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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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 별 귀뚜라미의 소화기 에서 기아에 의한 소화효소 유 자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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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G. bimaculatus의 전장에서는 amylase, trypsin, lipase 유전자, 중장은 amylase 유전자, 후장은 amylase, 

trypsin 유전자의 발현이 먹이 의존적이지만, 중장의 trypsin, lipase 유전자와 후장의 lipase 유전자는 먹이 비의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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