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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haracterized embryo early gene (EEG)-704 promoter of the silkworm Bombyx mori, which is spe-
cifically regulated in the development stages. To determine core promoter region, 10 different partial
mutant clones were tested by luciferase assay in Sf9 cells. About 1.5 kb promoter shows higher lucifer-
ase activity than constitutive promoter (BmA3). Interestingly, EEG-704 shares the same DNA se-
quences with BmHsp20.8 by the result of BLAST analysis; its expression is also increased under heat
shock condition. Development of such promoter inducible, directly or indirectly in the devel-
opmental-stage, is very useful in making recombinant proteins in transgenic silkwo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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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누에나방과에 속하는 누에는 약 5천년 전 중국에서 최초로

사육되었고, 이후 한국, 일본, 인도 등지에서 생사를 생산하기

위해 지금까지 사육되고 있는 가장 유용한 곤충 가운데 하나

이다[6,10]. 이와 같이 전통적인 누에의 가치는 생사를 생산하

기 위함이 목표였으나 최근에는 생명과학 기술의 발달로 유전

자 재조합 기술을 이용한 형질전환 누에 또는 의료용 곤충으

로서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 진행되고 있다[10]. 생사의 주요

성분 가운데 하나인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은 조직공학 분야에

서 지지체의 재료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현재 조직

공학용 재료는 합성 고분자 재료를 이용해 연구 및 생산되고

있으나, 누에로부터 생산된 실크 피브로인 단백질은 천연 고

분자 재료로서 합성 고분자 재료의 가장 큰 단점인 생체적합

성의 문제를 해결 할 수 있는 유일한 재료로 인식되고 있다

[3,10]. 또한 Baculovirus 등을 이용해 외래의 유용 유전자가

도입된 누에는 해당 유전자의 고 발현 및 인간과 유사한 단백

질의 발현이 가능한 발현체계를 가짐으로 의료용 단백질 생산

공장으로서 연구가 진행이 되고 있다[3,4,10].

이미 일본에서는 2004년에 약 500 Mb 정도의 누에 게놈을

해독하였고[7], 11,000 개가 넘는 expressed sequence tags

(EST) 유전자의 분석을 완료하였다[8,9]. Parthasarathy 등에

의해서 150,000개 이상의 유용한 누에 특이적 EST 정보가 활

용 될 수 있게 되었으며[11], 2008년에는 일본과 중국 두 나라

의 연구자들에 의해서 28개 전체 게놈을 해독하기 위한 연구

가 개시되었다[6]. 누에 전체 게놈의 정보 해독을 통하여 모델

곤충으로 누에의 이용은 발생학과 유전학 분야에서 조직 및

시기 특이적인 발생에 관련한 유전적인 조절 기작을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6,10].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선행된 연구에서는 누에(백옥잠) 초기

배아시기 특이적 발현 유전자(embryo early gene; EEG)의 발

현 양상을 microarray 방법을 통하여 분석하여 1차 고 발현

유전자를 선발하였다. 선발된 유전자는 dot blot hybridization

방법을 사용한 2차 선발 과정을 통하여 총 10개의 누에 초기

배아시기 특이적 발현 유전자 후보로 결정하였다. 본 연구에

서는 총 10개의 후보 유전자 가운데 하나인 EEG-704 유전자를

대상으로 선발하여 초기 배아시기 특이적 유전자의 발현 조절

이 가능한 promoter를 결정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EEG-704 유전자의 초기 배아시기 특이적 고 발현 양상은

RT-PCR 방법을 사용하여 확인 한 다음에 EEG-704 유전자의

개시 codon 상위의 예상 promoter 영역을 확보하고 적당한

유전자 분절(deletion mutant)을 구성하였다. Promoter의 활

성을 분석하기 위한 방법은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방법을 이용하였고, 대조군으로는 기존의 BmA3 (Bombyx

mori Actin-3) promoter 유전자를 사용하여 활성을 비교하였

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우리는 약 1,578 bp 크기의

누에 초기 배아시기 특이적 고 발현 promoter 영역을 결정하

였다. 향후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된 시기 특이적 promoter단

편은 형질전환 누에 개발 등에 적용 될 경우 도입된 목적 유전

자의 시기 특이적인 발현 조절을 통하여 효율적인 재조합 단

백질 생산 뿐만 아니라 형질전환 누에 선발 시 초기 배아 시기

에 형질전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어서 시간 및 비용을 줄여

결과적으로 형질전환 효율을 증대 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

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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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pairs sequences

Primer Names Sequences

Actin3 Forward 5’-gaagctgtgctacgtcgctc-3’

Reverse 5’-ccgatggtgatgacctgacc-3’

EEG704 CDS Forward 5’-tctcgccggaagagatttcg-3’

Reverse 5’-tgacagtcgcgattccacag-3’

EEG704 Promoter(A) Forward 5’-ctcgagttgttactagaactatttagtaat-3’

EEG704 Promoter(B) Forward 5’-ctcgagttacacaattattgcagaca-3’

EEG704 Promoter(C) Forward 5’-ctcgagttacagtaattacaatcatg-3’

EEG704 Promoter Reverse 5’-aagcttggttgtatttgaataggta-3’

*Italic means restriction enzymes recognition sites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연구에 사용된 누에 배아는 잠123과 잠124의 교잡종인

백옥잠을 사용하였다. 각 시기별 배아 시료는 산란 직후(0 시

간)부터 부화 직전인 최대 101 시간까지로 정하여 채취하였다.

간략히 설명하면, 우선 잠123과 잠 124 종을 교잡 후 채취된

누에 알은 산란 후 2시간에 처음 침산 전 누에 알 시료로 채취

하며 5시간째에는 46℃로 고정된 16%의 염산액을 준비하여

약 6분간 침산처리를 하였다. 이후 시료는 일정한 시간 간격으

로 채취하였고 액체질소에서 동결하여 -70℃에 보관하면서 실

험에 이용하였다.

Total RNA 추출

Total RNA는 각 시기별로 채취된 누에 알로부터 TRIZOL

Reagent (MRC, Cincinnati, OH)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적

당한 양의 시기별 누에 알을 막자 사발에 액체질소와 함께

동결하여 잘 분쇄하고 분쇄된 시료는 1 ml의 TRIZOL Reagent

를 첨가하여 혼합한 다음 200 ul의 chloroform을 더하여 교반

한다. 14,000 rpm에서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새로운 튜브에

옮겨준 다음 500 ul 부피의 isopropanol을 첨가하여 교반한

후 14,000 rpm에서 원심분리한다. 이렇게 수집된 pellet은 70%

의 에탄올을 사용하여 세척하여 건조해 준다. 잘 건조된 pellet

은 0.2 % DEPC로 처리된 증류수를 첨가하여 녹여준 다음 -7

0℃에 보관하였다.

cDNA의 합성 및 RT-PCR

각 시료로부터 분리한 total RNA는 5 unit의 DNase I 효소

(TAKARA Bio Inc., Japan)를 37℃에서 30분간 처리하여 ge-

nome DNA를 모두 제거하였다. 다음으로 Phenol/chloro-

form/isoamyalcohol (PCI)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RNA를 순

수 분리하고 내재유전자인 Actin-3를 PCR 증폭하여 DNase

I 효소에 의한 genome DNA의 제거를 확인하였다. 최종적으

로 cDNA합성은 1 μg의 RNA를 MaXim RT-PCR Premix

(iNtRON Biotechnology, KOREA) kit를 사용하여 제조사가

지시한 방법에 따라 합성을 실시하였다. EEG-704 cDNA 유전

자의 발현 확인을 위한 RT-PCR 수행은 최초 95℃에서 2분

동안 예비 변성을 시킨 다음, 변성반응은 95℃ 30초, 중합반응

은 57℃에서 30초, 그리고 합성반응은 72℃ 30초 반응을 조건

으로 하여 30회 반복 수행을 한 후 최종적으로 72℃에서 2분간

반응하여 종결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모든 primer에 대

한 염기서열 정보는 Table 1에서 표시하였다.

예상 promoter 유전자 영역의 확보 및 유전자 분절

construct 제작

예상 promoter 영역은 우선 개시 codon 상위의 1,578 bp

영역을 최대 promoter 예상 영역으로 결정하고 게놈 DNA를

이용하여 PCR을 실시하여 확보하였다. 각 primer 쌍은 PCR

산물을 pGL3-Basic plasmid DNA (Promega, Madison, WI)에

삽입하기 위하여 forward primer는 Xho I 그리고 reverse pri-

mer는 Hind III 제한효소 인식 염기서열을 첨가하여 주었다

(Table 1). 주형 genomic DNA는 잠124로 부터 추출하였고,

PCR 수행은 최초 94℃에서 2분 동안 예비 변성을 시킨 다음,

변성반응은 94℃에서 30초, 중합반응은 56℃에서 30초, 그리

고 합성반응은 72℃에서 2분 동안 반응을 조건으로 하여 20회

반복 수행을 한 후 최종적으로 72℃에서 10분간 반응하여 종

결하였다. PCR 증폭된 유전자는 pGEM-T Easy 벡터

(Promega)에 삽입한 다음 염기서열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염

기서열을 확인하였다. 확인된 1,578 bp의 최대 promoter 예상

영역 유전자는 Xho I (NEB, Ipswich, MA)과 Hind III (NEB)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절단하고 분리하여 pGL3-Basic plasmid

DNA의 동일한 제한효소 부위에 삽입하여 완성하였고 이를

pGL3-EEG704(A)로 명명하였다. 이후 예상 promoter는 핵심

promoter 영역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분절을 구성하였다.

서로 다른 크기의 유전자 분절은 각각 제작된 새로운 internal

primer를 이용하였으며(Table 1), 이 primer들 또한 pGL3-

Basic plasmid DNA에 삽입하기 위하여 forward primer는

Xho I 그리고 reverse primer는 Hind III 제한효소 인식 염기서

열을 첨가하여 주었다. PCR 증폭을 위한 주형 DNA는

pGL3-EEG704(A)를 사용하였다. PCR 증폭된 유전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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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L3-Basic plasmid DNA의 동일한 제한효소 부위에 삽입하

였다.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실시

Sf9 세포는 promoter의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각 plasmid

유전자를 도입하기 24시간 전에 24-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27℃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Luciferase assay 실험은 대략

24-well plate 바닥에 80% 정도로 자란 세포를 이용하여 실시

하였다. 각 1 μg의 deletion mutant plasmid DNA들과 대조군

으로 pGL3-BmA3 plasmid DNA는 Fugene transfection re-

agent (Roche,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Sf9 세포에

도입하였다. Renilla를 발현하는 pRLA-A3 plasmid DNA는

각 실험군과 대조군에 함께 세포에 도입함으로써 Dual-

Luciferase Reporter Assay Kit (Promega)을 사용한 promoter

의 활성분석 방법을 이용하였다.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면, re-

nilla를 발현하는 pRLA-A3 각 plasmid DNA는 실온에서

Fugene transfection reagent와 함께 혼합한 다음, 최종적으로

100 ul 부피가 될 수 있도록 무혈청, 무항생제 배지를 첨가하여

주었다. 100 ul 부피의 유전자 도입을 위한 혼합액은 이 후

상온에서 15분 동안 더 정치한 다음, 각 Sf9 세포가 자라고

있는 well에 첨가하여 주었다.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혈청과 항생제가 포함된 배지를 첨가하여 주고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promoter 후보 유전자의 활성 측정은 1X

PBS로 세포를 세척하고 100 ul의 Passive lysis buffer를 첨가

하여 세포를 파쇄한 다음 luminometer를 사용하여 luciferase

와 renilla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또한 열충격에 의한 promoter 유전자의 활성 비교는 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해당 유전자를 세포에 도입한 다음

27℃ 배양기에서 68시간 동안 배양하고 42℃ 배양기에서 1시

간 동안 열충격을 시도하였다. 이후 열충격을 가한 세포는 다

시 정상의 27℃ 배양기에서 3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luciferase

assay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누에 EEG-704 유전자 발현 양상 분석

EEG-704 유전자의 초기배아 시기 특이적인 유전자 고발현

현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먼저 누에 알 시료는 시간 별로 수집

하였다. Fig. 1에서 보여준 것 처럼, EEG-704 유전자의 발현양

상은 침산처리 전과 후를 기준으로 약 9시간 까지 최대 발현을

보이다가 20시간 이후 현저히 감소하는 현상을 보였다. 초기

배아시기 고 발현 유전자 후보로써 본 연구에 사용된 EEG-704

유전자는 염기서열 분석 및 BLAST 검색을 통해서 누에 열충

격단백질(BmHsp20.8; Bombyx mori Heat Shock Protein 20.8)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Hsp20.8 단백질은 여러 열충격단백질

가운데 작은 크기에 속하는 단백질이다[13,15]. 현재 열충격단

Fig. 1. RT-PCR expression patterns EEG-704 gene of B. mori.
in the embryo stage. We used RT-PCR method to ampli-

fy stage-specific and internal reference genes from the

embryo tissue. Endogenous internal control gene (Actin)

was detected in the whole embryo development stages.

However, embryo stage-specific (EEG-704) gene was

used to verify their stage-specific expression in this

work. EEG-704 gene was tissue specifically expressed in

the early embryo stage. The EtBr staining of PCR prod-

ucts are shown as a control for equal loading.

Densitometric analysis of RT-PCR data obtained with

ImageJ software. Representative results are shown. Fold

enrichment = EEG-704/Actin cDNA.

백질의 역할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보고가 있으며 세포의 발생

시기 또는 환경에 따라 발현이 조절되는 특징이 있음이 알려

져 있다[15]. 본 연구에서는 특이적으로 Fig. 1에서 보인 것

처럼 EEG-704 유전자는 초기 배아시기에 고 발현하는 현상을

보였다. 그러나 EEG-704 유전자는 초기 배아시기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완전히 발현이 소실되는 것은 아니었

다. 최근 연구보고는 초기 배아의 배발생(embryogenesis)과

관련하여 휴면기 알과 산란 후 48시간 이내에 다화성

(multivoltine)을 유도한 비 휴면기 알에서 대사와 관련한 효소

및 열충격단백질의 발현율이 차이가 나는 결과를 보였다[12].

따라서 본 연구에서 초기 배아시기 고 발현 유전자로서

EEG-704 유전자는 배(Embryo) 발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유전

자 가운데 하나로 예상된다. 또 다른 특성으로 52시간째 시료

에서는 발현율이 완전히 소실되는 결과를 보였다. 열충격단백

질의 특성에 관한 연구는 현재도 진행중인 상황으로서 완전히

이해되지는 못한 상태이다. 다만 초파리 열충격단백질

70(HSP70)을 통하여 연구된 예를 보면, 이러한 단백질들은 배

아시기와 G1 유충기 등 양쪽 시기에 특이적으로 발현함이 확

인되었다[1,2,16], 배아시기 및 유충시기에 특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열충격으로 부터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7]. 본 결과는 이를 뒷받침 할 수 있는 결과이

며 향후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EEG-704 유전자 발현 조절 예상 promoter 염기서열 분

석 및 유전자 분절 구성

대상 유전자의 promoter 발굴을 위하여, 본 연구자들은 미

국 국립생물정보센터(http://www.ncbi.nlm.nih.gov) 로부터

EEG-704 유전자의 개시 codon 상위의 약 2.0 kb 크기의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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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xpected regulatory elements in the proximal promoter of EEG-704 gene. A, We analyzed expected promoter sequences

to find regulatory elements and core promoter sequences using the website (http://www.fruit-

fly.org/seq_tools/promoter.html). The positions of two TATA box, a CAAT box, and CRE are shown. The three different

regions of the EEG-704 gene core promoter nucleotide sequences are shown red character. CRE; cAMP Response Element.

B, Partially deleted promoter genes were inserted into the pGL3-Basic plasmid DNA.

자 정보를 확보하였다. 확보된 유전자의 염기서열은 promoter

의 특성 분석(http://www.fruitfly.org/seq_tools/pro mo-

ter.html)을 실시하였다. 분석결과 promoter 구성을 위한 특정

염기서열들 및 핵심 promoter 영역으로 예상되는 염기서열

부분들은 모두 1,578 bp 내에 모두 포함이 되어 있었다(Fig.

2A).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EEG-704 유전자

의 promoter 개발을 위하여 개시 codon의 상위 약 1.5 kb에

해당하는 영역을 우선적으로 확보하였다.

Promoter 영역 유전자의 확보는 PCR 증폭방법을 사용하였

고 주형으로 사용된 누에 게놈 DNA는 잠124로 부터 분리하였

다. 증폭된 유전자는 먼저 pGEMT-Easy 벡터(Promega)를 사

용하여 클로닝한 다음 sequencing 방법을 이용하여 염기서열

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는 예상 promoter 염기서열은 Mlu

I과 Hind III 제한효소를 사용하여 절단한 다음 활성분석을 위

하여 pGL3-Basic 벡터의 동일한 제한효소 부위에 삽입하여

각각의 유전자 분절을 구성하였다(Fig. 2B).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방법을 이용한

promoter 활성 분석

예상 promoter 유전자 영역으로부터 최대 활성을 보이는

염기서열을 확인하기 위하여, 각 유전자 분절로 구성된 plas-

mid DNA들은 Sf9 세포주에 도입하여 Luciferase의 활성을

비교하였다. 우선 전체 영역을 포함하는 pGL3-EEG704(A)를

기준으로 5’-말단 영역이 제거된 두 개의 서로 다른 plasmid

DNA들(pGL3-EEG704(B)과 pGL3-EEG704(D))을 이용하여

pGL3-EEG704(A)와 비교하였다(Fig. 3A). 본 연구에서는

BmA3 promoter를 사용하여 EEG-704유전자의 promoter 활

성 비교를 위한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4]. 704(A) 영역을 포

함하는 경우는 기존의 BmA3 prompter와 비교하여 약 2.3배

그리고 704(D)의 경우는 약 1.7배 더 높은 활성을 보였으나,

나머지 704(B)의 경우는 활성이 현저하게 낮게 나타났다. 이

러한 결과는 누에 배아시기 특이적 고 발현을 위한 유전자

promoter는 약 1,578 bp 크기의 전체 유전자가 필요함을 나

타낸다.

위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704(A) promoter 영역의 3’-말

단 영역이 제거된 세 개의 서로 다른 plasmid DNA들

(pGL3-EEG704[A’, A’’, 그리고 A’’’])을 이용하여 promoter 활

성을 검증하였다(Fig. 3B). pGL3-EEG704(A)에 비하여 3’-말단

영역이 제거된 나머지 세 개의 서로 다른 promoter 후보 유전

자의 경우 역시 promoter의 활성은 전체 염기서열 1,578 bp를

포함하는 경우 보다 낮게 나타났다.

마지막으로 704(A) 영역의 유전자에서 704(B) 영역의 유전

자를 제외한 부분에서 promoter의 활성을 비교하였다. Fig.

3C에서 보여준 것과 같이 704(A-1)의 경우 기존의 BmA3 pro-

moter와 비교하여 비슷한 수준에서 발현율을 나타내기는 하

지만 704(A)에 비하여 현저하게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다. 나머

지[704(A-2, 3, 4, 그리고 5)]의 경우는 704(A-1) 보다 더 낮은

발현양상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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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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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istribution of promoter strengths. The distribution of

the promoter strengths for the 10 deletion mutant con-

structs we tested is shown in the Sf9 cells. We calculated

promoter strength as a fold increase of luciferase activity

over the positive controls (BmA3 promoter) in a given

cell type. A, 5`-deletion mutant constructs were shown

that whole promoter sequences more higher than BmA3

promoter. B and C, We calculated the coefficient of var-

iance for each individual promoter in the Sf9 cells to

estimate the variance of promoter strength. By measur-

ing the standard deviation relative to the mean, we com-

pared the variation between both strong and weak

promoters.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누에 배아시기 특이

적 발현을 유도 할 수 있는 promoter로서 EEG-704 유전자의

개시 codon 상위의 약 1,578 bp 크기의 유전자 영역임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앞서 Fig. 2B의 경우 promoter의 활성을 나

Fig. 4. Change promoter strengths of 704A and 704D by heat

shock treatment. We calculated promoter strength as a

fold increase of luciferase activity over the normal con-

trols in the heat shock condition. The blue bars indicate

promoter activity under the normal condition that fall

above our threshold value for a functional promoter as

an Hsp20.8.

타내기 위한 여러 요소들은 대부분 704(B) 영역 내부에 포함

이 되어 있어 이 영역이 promoter의 활성을 나타내는 핵심

영역으로 예상되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704(B) 영역보다

상위의 염기서열이 promoter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핵심 영

역으로 확인이 되었다. 본 연구와 유사하게 선행된 연구에서

는 누에의 열충격 단백질-70(BmHSC70-4) promoter의 활성

검증의 경우 누에 유래의 세포주인 BmN 세포와 5령의 누에

를 이용하여 각각 in vitro와 in vivo 시험을 실시하여 활성을

비교하였다[14]. 이 결과 in vitro와 in vivo 상태에서의 pro-

moter 활성은 동일한 경향을 보였다. 다만, 그 활성을 나타내

는 수치는 in vitro에 비하여 in vivo의 경우가 10배 높은 수치

를 보였다[1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로 보여준 누에 배아시

기 특이적 발현이 가능한 promoter 후보는 in vitro의 결과와

동일하게 전체 1,578 bp 유전자 영역을 포함하는 704(A) 영역

과 동일할 것으로 판단되며 in vivo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 및

개발에 사용 될 경우 이 보다 10배 정도 더 높은 활성을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

열충격에 의한 누에 배아시기 특이적 유전자 promoter의

활성 검증

위에서 설명한 것 처럼, EEG-704 유전자는 염기서열 분석

및 BLAST 검색을 통해서 누에 열충격단백질 20.8

(BmHsp20.8) 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열충격

에 의한 promoter의 발현조절 및 활성을 확인하였다. 전체

promoter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704(A)와 704(D)는 정상 조건

과 42℃ 배양기에서 1시간 동안 열충격 조건을 시도한 경우와

비교하였을 때 각각의 발현율은 173.34% [704(A)]와 134.56%

[704(D)]를 나타내어 열충격에 의한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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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을 보였다(Fig. 4).

최근 연구보고에 의하면, 누에 열충격단백질70(BmHSP70)

은 배아시기와 G1 유충기 등 양쪽 시기에 특이적으로 발현함

이 확인되었고[1,2,16], 초파리를 대상으로 하는 연구에서

Hsp70 유전자 역시 열충격으로 부터 안정성을 유지하고자 배

아시기 및 유충시기에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7].

또 다른 연구 보고는, 누에 조직을 이용하여 여러 열충격단백

질들(Hsp20.4, Hsp20.8, Hsp40, 그리고 Hsp70 등)의 발현율을

semi-quantitative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결과

에 따르면, Hsp20.8의 경우는 38℃의 열충격 조건 보다 42℃의

조건에서 cDNA의 발현율이 더 높게 나타났으며 42℃ 조건에

서 2시간 보다 1시간 열충격 조건이 좀 더 높은 발현율을 보였

다. 또한 비 열충격 조건과 열충격 조건을 비교하였을 때 42℃

에서 1시간 동안 열충결 후 cDNA의 발현은 약 150% 정도

더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15]. 이러한 증가 현상은 본

연구결과보다 열충격에 의한 발현율 증가가 적은 것으로 본

논문의 결과와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우리는 외

래 유전자를 곤충 세포주를 대상으로 도입하여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결과로서 semi-quantitative RT-PCR 방법을 이용한 것

과의 차이로 해석된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개발하고자 하는 EEG-704 유전자 발현

조절 promoter는 형질전환 누에 개발 시 배아 시기특이적 고

발현이 가능함으로써 초기에 형질전환 유무를 쉽게 판단 할

수 있다는 장점을 이용하고자 함이 목적이었다. 즉, 형질전환

누에 제작을 위한 누에 알을 대상으로 목적 유전자의 도입

후 48시간 이내에 유전자의 도입 및 발현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으므로 형질전환 누에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및 시간을 현

저히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관점으로, 열충격 조건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자 발현 조절의 경우 누에 배아시기 특이

적인 발현 목적의 promoter와 달리 704(D) 영역의 유전자 만

으로도 충분히 inducible promoter로 사용이 가능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하여 개발된 누에 배아시기

특이적 고 발현이 가능함은 물론 열충격 조건에 의해 인위적

으로 유도되는 promoter를 누에 형질전환에 적용함으로써 초

기 배아시기에 형질전환 유무를 판단 할 수 있음은 물론 더

나아가 형질전환 누에를 확립한 다음 열충격에 의한 목적 단

백질의 고 발현을 유도함으로써 형질전환 누에 개발의 가치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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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누에를 이용한 시기 특이적 발현 조절 유전자 promoter 개발

박승원1*․최광호2․구태원1․김성렬1․강석우1

(
1
농촌진흥청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생물부 잠사양봉소재과,

2
농촌진흥청 연구정책국 연구정책과)

본 연구에서는 누에의 초기 배아시기에 유전자 발현 조절이 가능한 EEG-704 promoter를 개발하고자 하였다.

Promoter의 핵심 영역을 결정하기 위하여, 10개의 서로 다른 partial mutant clone들을 만들고 이를 Sf9 곤충세포

주에 도입하여 luciferase assay 방법을 사용하여 각각의 clone의 활성을 분석하였다. Constitutive promoter인

BmA3 promoter에 의한 활성과 비교하였을 때, 약 1.5 kb의 promoter 염기서열을 포함하는 clone이 가장 높은

luciferase 발현율을 나타내었다. 특히 EEG-704 유전자의 경우 BLAST를 이용한 유전자 비교·분석의 결과 누에의

열충격 단백질20.8 (BmHsp20.8) 과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으며, 정상 온도조건과 비교하였을 때 열충격을 가한

조건하에서 발현율이 증가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특이적으로 발생단계에서 직·간접적으로 발현 조절이 가능한

이러한 promoter는 여러 유용 재조합 단백질 생산을 위한 형질전환 누에 개발 시 매우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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