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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ystatins (CSTs) are reversible and competitive inhibitors of C1A cysteine proteases, corresponding to papain-like 

cathepsins in plants and animals. A viral CST (CpBV-CST1) was identified from a polydnavirus, Cotesia plutellae bracovirus (CpBV). Our

previous study indicated that a transient expression of CpBV-CST1 interfered with immune response and development of Plutella 

xylostella larvae. To directly demonstrate the protein function, this study produced a recombinant CpBV-CST1 protein (rCpBV-CST1) 

using bacterial expression system to determine its inhibitory activity against cysteine protease and to assess its physiological alteration

in insect immune and development. The open reading frame of CpBV-CST1 encodes a polypeptide of 138 amino acids (≈ 15 kDa). 

rCpBV-cystatin protein in BL21 STAR (DE3) competent cells containing a recombinant pGEX4T-3:CpBV-CST1 was over-expressed 

by 0.5 mM IPTG for 4 h. In biological activity assay, the purified rCpBV-CST1 showed a significant inhibition against papain activity.

It inhibited a cellular immune response of hemocyte nodule formation in the beet armyworm, Spodoptera exigua. Moreover, its oral 

administration retarded larval development of the diamondback moth, Plutella xylostella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pBV-CST1 may be applied to control insect pest popul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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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시스타틴(cystatin: CST)은 C1A류 시스테인 단백질분해효소에 대한 경쟁적 가역억제자로서 동식물류에서 파파인과 같은 캐셉신을 억제

대상으로 작용하게 된다. 바이러스 유래 CST (CpBV-CST1)이 폴리드나바이러스의 일종인 CpBV (Cotesia plutellae bracovirus)에서 동정되었

다. 기존 연구는 이 유전자의 과발현이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 유충의 면역 및 발육을 교란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본 연구는 이 유전자

의 단백질 기능을 분석하기 위해 세균발현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조합단백질(rCpBV-CST1)을 형성하여 단백질분해효소에 대한 활성억제효과를 

결정하고, 곤충의 면역과 발육에 대한 생리적 억제효과를 분석했다. 이 유전자 번역부위는 138 개 아미노산으로 약 15 kDa 크기의 단백질로 추

정되었다. CpBV-CST1이 먼저 pGEX 발현벡터에 재조합되고, BL21 STAR (DE3) competent cells에 형질전환된 후 0.5 mM IPTG로 4 시

간동안 과발현되었다. 분리된 재조합단백질은 파파인에 대한 뚜렷한 억제효과를 나타냈다. 이 재조합단백질은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에 대

해서 혈구소낭형성의 세포성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경구로 처리할 때 배추좀나방의 유충발육을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제한시켰다. 이상의 결과

는 CpBV-CST1이 해충 밀도 억제에 응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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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스테인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자(cysteine protease inhibitor: 

CSI)는 활성부위에 시스테인 아미노산을 보유하는 단백질분

해효소에 대한 억제자로서 적어도 10 개 이상의 분류군으로 구

별된다(Rawlings et al., 2004). 이 가운데 시스타틴(cystatin: 

CST)은 파파인과 같은 캐셉신(cathepsin) 단백질분해효소에 

대한 경쟁적 가역억제자이며 I25의 CSI 분류군에 속하게 된다

(Rawlings et al., 2004). 시스타틴은 아미노산 서열을 기준으로 

크게 세 부류로 나뉜다(Rawlings and Barrett, 1990; Turk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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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de, 1991). 제1형 시스타틴(I25A: cystatin A와 sarcocystatin)

은 약 10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소형 단백질로 탄수화물

이나 이황화결합이 존재하지 않는다. 제2형 시스타틴(I25B: 

cystatin C와 phytocystatin)은 약 12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

된 분비형 단백질로 두 개의 이황화결합을 지니게 된다. 제3형 

시스타틴(I25C: kininogen)은 혈장 또는 관절액에서 여러 생리 

기능의 거대 당단백질을 이루고 있다. 

일반적으로 시스타틴은 체내 캐셉신 효소활성을 조절하며, 

동물과 식물의 방어단백질로 알려지고 있다(Olsson et al., 1999; 

Dubin, 2005). 곤충에서도 누에(Bombyx mori)의 경우 캐셉신

을 이용하여 대상 세포에 침입하는 병원체 또는 기생자에 대해

서 시스타틴은 방어물질로서 작용하게 된다(Yamamoto et al., 

1999). 더욱이 시스타틴은 단독으로도 항생제 역할을 담당할 

수 있다. 투구게(Tachypleus tridentatus)에서는 이 시스타틴이 

그람음성세균에 대해서 항생 능력을 보였다(Agarwala et al., 

1996). 중증열성혈소판감소증후군 병원 바이러스를 매개하는 

작은소참진드기(Haemaphysalis longicornis)에서는 이 시스타

틴이 원생동물 병원체의 증식을 억제하는 항생 효과를 나타냈

다(Zhou et al., 2006).

최초의 바이러스 시스타틴은 폴리드나바이러스(polydnavirus: 

PDV)의 일종인 Cotesia congregata bracovirus (CcBV)에서 

보고되었다(Espagne et al., 2005). 유사한 바이러스 시스타틴 

유전자들이 Glyptapanteles indiensis bracovirus, G. flavicoxis 

bracovirus, C. plutellae bracovirus (CpBV)에서 발견되었다

(Abrahamson et al., 2003; Desjardins et al., 2008; Chen et al., 

2011). 이 PDV는 맵시벌 및 고치벌과에 속한 일부 내부기생봉

의 공생바이러스로서 이중나선형 DNA 바이러스 구조를 지니

며 기주 기생봉의 성공적 기생에 필수적 역할을 담당한다(Kim, 

2006). 

CpBV는 프루텔고치벌(Cotesia plutellae)에 공생하는 PDV

로서, 바이러스 입자에 포함된 게놈은 157 개의 단백질 유전자

를 암호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시스타틴을 4 개 함유하고 있다

(Kim et al., 2013). 이들 시스타틴 가운데 2 개는 동일한 서열을 

나타내어 CpBV-CST1, CpBV-CST2, CpBV-CST3로 구분되

며, 이 가운데 피기생체에서 CpBV-CST2는 발현되지 않고 

CpBV-CST1과 CpBV-CST3만 발현된다. CpBV-CST1을 비

기생 배추좀나방(Plutella xylostella) 유충에 일시발현시킨 결

과 면역억제 및 발육 저하를 가져왔다(Kim et al., 2013). 이러

한 결과는 CpBV-CST1을 이용하여 해충 방제에 이용할 수 있

는 가능성을 제기하였다.

본 연구는 CpBV-CST1을 섭식으로 처리할 경우 해충에 대

한 발육 억제를 유도할 수 있는 지를 분석하기 위해 이 유전자

의 재조합단백질을 형성하였다. 이 재조합단백질이 시스타틴

의 활성을 보이는 지를 조사하기 위해 파파인을 대상으로 단백

질분해활성 억제를 측정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해충의 면역 및 

발육 억제를 단백질 수준에서 분석하여 궁극적으로 해충 방제

의 수단으로 응용하는 데 기초자료를 얻기 위해 진행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시험곤충

배추좀나방(P. xylostella)은 안동시 송천동에 소재한 배추

포장에서 채집한 유충을 약제 처리하지 않고 실내에서 누대 사

육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충은 온도 25±1℃, 광주기 16:8 h (L:D), 

상대습도 40 ~ 60%의 조건에서 배추를 먹이로 사육하였다. 성

충은 10% 설탕물을 먹이로 공급하고 배추 잎을 이용하여 산란

을 유도하였다.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은 배추좀나방과 

같은 조건에서 인공사료(Goh et al., 1990)를 이용하여 Seo et 

al. (2011)의 방법으로 사육하였다.

CpBV-CST1 재조합 발현벡터 클로닝 

기존에 클로닝된 CpBV-CST1 cDNA (Kim et al., 2013)를 

이용하여 특이적 프라이머(5’-GGAATTCATGTGCAAGGA 

ATATCGAGTA–3’와 5’-CCGCTCGAGTTAATTTGAATC 

ATCAATTT-3’: 여기서 밑줄은 EcoRI과 XhoI 인식서열)를 통

해 94℃ 30초, 56℃ 30초, 72℃ 1분 조건으로 35회 PCR을 수

행하여 open reading frame (ORF) 영역을 증폭하였다. 이 PCR 

산물을 pCR2.1 클로닝벡터(Invitrogen, Carlsbad, CA, USA)에 

삽입하고 대장균에 형질전환시킨 후, CpBV-CST1의 삽입이 

확인된 균총을 선발하였다. 이후 이 선발 균총을 LB-ampicillin 

액체배지에서 배양하고 플라즈미드를 분리하여 제한효소 EcoRI

과 XhoI로 절단하였다. 절단된 ORF cDNA를 동일한 제한효소

로 절단시킨 pGEX4T-3 벡터(Invitrogen)에 재조합시키고, 대

장균 BL21 (DE3) 균주에 형질전환하였다. 이후 유전자 서열 

분석으로 삽이 부위를 결정한 후 재조합단백질을 형성하는 균

주(BL21/pGEX4T-3-CpBV-CST1)로 사용하였다. 

CpBV-CST1 단백질 발현과 분리

소량 배양한 재조합단백질 균주를 LB-ampicillin 액체 배지

에 1/100 비율로 접종한 후 37℃에서 200 rpm으로 배양하여 

OD600 0.6-0.8에 이를 때 isopropyl β-D-1-thiogalactopyranos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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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TG)를 최종농도 0.5 mM 이 되도록 첨가 후 4 시간 진탕배양

하였다. 이후 12,000 rpm에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증식된 세

균을 얻고 여기에 10 mM EDTA와 1% Triton X-100가 포함된 

20 mM Tris–HCl (pH 7.5) 완충용액으로 현탁시키고 열변성 

처리 후 SDS-PAGE를 실시하여 재조합 단백질의 발현 유무를 

대조구와 비교 확인하였다. 응결체(inclusion body)로 형성된 

재조합단백질의 refolding을 위해 protein refolding kit (Novagen, 

Damstadt, Germany, USA)를 이용하였다. 이에 따라 용해된 단

백질을 rCpBV-CST1으로 명명하고 효소 활성 분석 및 생물검

정 시료로 사용하였다.

MALDI-TOF 분석

SDS-PAGE 상에서 분석 대상 단백질 밴드를 절취하여 

trypsin으로 가수분해하여 단편화하고, MALDI-TOF (Microflex 

LRF20, Bruker Daltonics Korea, Seongnam, Korea)에 의한 질

량분석과 PMF (peptide mass fingerprinting) 기반으로 Mascot 

database (www.matrixscience.com)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동

정하였다. MALDI-TOF 분석은 안동대학교 공동실험실습실

에서 이뤄졌다.

시스타틴 효소 활성 분석

rCpBV-CST1 단백질의 단백질분해효소 활성억제 효과를 

분석하기 위하여 rCpBV-CST1 단백질 25 ㎍과 papain 0.6 unit

을 혼합하여 25℃에 10 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기질 용액

(30 mM CaCl2, 0.5 mM N-α-benzoyl-DL-arginine-p-nitroanilide, 

100 mM Tris-HCl, pH 6.8)을 첨가하여 전체가 200 ㎕로 채운 

후 37℃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30% 빙초산 용액으로 

반응을 중지시킨 후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했다. 대조구로 

GST (glutathione-S-transferase)를 rCpBV-CST1과 동일한 농

도로 처리하였다.

소낭형성 분석

세포성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세균 침입에 따른 혈구의 소낭

형성 반응을 네 종류의 곤충에 대해서 분석했다. 대장균(E. coli 

Top10)을 LB 배지에서 증식시키고 5 × 10
4
 세균 세포수를 대상 

곤충의 혈강으로 주입하였다. 혈강 주입은 유리 모세관을 이용

하여 초미량펌프가 장착된 미세조정장치(SYS-microcontroller,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 USA)를 이용하여 

주입하였다. 유리 모세관은 micropipette puller (PN-30, Narishige,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제조하였다. 세균이 주입된 유충은 

곤충 증식 조건(온도 25±1℃, 광주기 16:8 h (L:D), 상대습도 

40~60%)에서 8 시간 배양시켰다. 이후 4℃로 옮긴 후 소낭형

성 반응을 정지시켰다. 이후 각 처리 곤충을 해부하여 형성된 

소낭을 해부현미경 50 배 배율에서 관찰했다. 형성된 소낭 수는 

먼저 소화관 주변 및 기관지에 붙어 있는 것들을 계수하고, 이

후 소화관을 적출하고 가려진 몸 부위에 존재했던 소낭을 추가

로 계수하여 산출하였다. 각 소낭 분석은 처리 개체를 반복으로 

각 처리는 5 마리로 구성되었다. 

재조합단백질 생물검정

rCpBV-CST1 단백질을 100 mM 인산완충용액(PBS, pH 7.4)

으로 다양한 농도로 희석하였다. 희석액에 배춧잎(1 cm
2
)을 

10 분간 침지시킨 후 여과지가 깔려진 용기(직경 9 cm)에서 5 분

간 건조시켰다. 각 배추 잎에 갓 부화한 배추좀나방을 10 마리

씩 3 반복으로 처리하였으며, 24 시간 주기로 용화될 때까지 처

리 배추잎을 제공하였다. 이후 형성된 용수와 용화 직후 용무게

를 각각 측정하였다. 대조구는 PBS로 상기와 동일하게 처리하

였다. 용화율 결과는 백분율 자료로서 arsine 변환 후 SAS의 

PROC GLM (SAS Institute, 1989)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및 처리 평균간 비교를 실시하였다. 

결 과

CpBV-CST1 재조합 단백질(rCpBV-CST1) 발현 및 분리

CpBV-CST1의 발현을 위해 약 26 kDa 크기의 glutathione-S- 

transferase (GST)와 결합된 재조합단백질을 형성하는 pGEX 

발현 벡터를 이용하였다(Fig. 1A). 재조합된 발현벡터를 단백

질 발현전용 BL21 대장균 균주를 이용하여 과발현시켰다(Fig. 

1B). 형성된 재조합단백질은 응결체로 구성되어 변성 및 재결

합 방식을 이용하여 용해된 순수 단백질을 얻었다. SDS-PAGE 

상에서 분리된 단백질은 p37로 추정되었으며, 이를 MALDI-TOF

로 분석한 결과 CpBV-CST1과 일치하였다(Table 1). 그러나 

분리된 단백질에 p30 영역에서 부가적으로 과발현된 단백질이 

약 5% 정도(단백질 염색 세기 면에서)로 포함되었다. 이 단백

질을 분석하기 위해 MALDI-TOF로 조사한 결과 GST 단백질 

서열을 포함하고 있어, 아마도 과발현된 CpBV-CST1의 분해

물 또는 미완성 단백질로 추정된다. 즉, 분리된 rCpBV-CST1

은 95%가 완전한 형태의 재조합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

을 의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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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1. Recombinant CpBV-CST1 (‘CpBV-CST1’). (A) Cloning of 
rCpBV-CST1 to pGEX4T-3 expression vector. Directional cloning of 
CpBV-CST1 open reading frame to the vector using EcoRI ('E') and 
XhoI ('X'). Arrow head on the vector map indicates a promoter 
responding to LacI inhibitor. 'GST' represents glutathione-S- 
transferase. Square indicates a transcription terminator. (B) Over- 
expression and purification of rCpBV-CST1. The proteins were 
separated on 12% SDS-PAGE and stained with Coomassie dye: 
lane M for protein standard markers, lane 1 for uninduced total 
cell protein, lane 2 for induced total cell protein, and lane 3 for 
partially purified rCpBV-CST1. 

Table 1. MALDI-TOF analysis of over-expressed proteins of a recombinant pGEX4T-3 containing CpBV-CST1 open reading frame

Proteins Peptide fragments
MASCOT analysis

Match gene (MASCOT ID) Species     Score
a

P37

MSPILGYWKIKGLVQPTRLL 

LEYLEEKYEEHLYERDEGDKWR  

Glutathione S-transferase

(gi 595714)
Escherichia coli 199

VAEARHSFVGGIQSISVDDSGVKEA

AETIMRKINREYRG 

Cystatin 

(gi 188484385)

Cotesia vestalis 

bracovirus
155

P30

FAAFCLPVFAHPETLVKVKDAEDQLGAR
TEM-1b beta-lactamase 

(gi 284486667)
Escherichia coli 176

MMVAEALGVKVDTVDVNLMK 
Glutathione S-transferase 

(gi 595714)
Escherichia coli 78

a
Score of MASCOT prediction, in which scores higher than 50 signifies identity or extensive homology (p < 0.05).

Fig. 2. Cystatin activity of a recombinant CpBV-CST1 (rCpBV- 
CST1). A reaction (200 ㎕) consisted of papain (0.6 units), BAPNA 
(0.5 mM), and rCpBV-CST1 (25 ㎍). Control used GST (25 ㎍) instead
of rCpBV-CST1.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rCpBV-CST1의 시스타틴 활성

파파인 단백질 분해효소를 대상으로 rCpBV-CST1의 억제

효과를 분석했다(Fig. 2). 대조구로서 재조합단백질 생성 때 연

결된 GST를 이용하였다. rCpBV-CST1은 대조구에 대비 파파

인 단백질분해능력을 약 75% 이상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세균에서 발현한 rCpBV-CST1이 시스타틴의 

활성을 지니는 것을 의미했다.

rCpBV-CST1의 곤충면역억제 효과

시스타틴 활성을 지니는 rCpBV-CST1 단백질을 이용하여 

곤충 면역반응에 대한 영향을 분석했다(Fig. 3). 비교적 면역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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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Adverse effect of a recombinant CpBV-CST1 (‘rCpBV-CST1’)
on larval development of Plutella xylostella with respect to pupation
rate (A) and pupal weight (B). Different amounts of rCpBV-CST1 
were treated to the larvae from hatch to pupation by leaf-dipping 
method. Control used an uninduced bacterial extract (See Fig. 
1B).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three times with 10 larvae per 
replication.

Fig. 3. Inhibitory effect of a recombinant CpBV-CST1 (‘rCpBV-CST1') 
on hemocyte nodule formation in response to bacterial injection 
in the fifth instar larvae of Spodoptera exigua. Each larva was 
injected with Escherichia coli (5 × 10

4
 cells) along with 1 ㎕ of 

rCpBV-CST1. After 8 h incubation at 25
o
C, the treat larvae were 

analysed in nodule number. Control used PBS instead of the 
protein. Each treatment was replicated fiv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응 연구에 널리 이용되었던 파밤나방을 본 면역반응 연구에 이

용하였다. 세균 주입에 대해서 파밤나방은 8 시간 이내에 체내

에 평균 약 37 개의 소낭을 형성하였다. 그러나 rCpBV-CST1

을 함께 주입하는 경우 소낭형성 반응은 급격하게 줄었다. 특별

히 이 억제 반응은 주입되는 rCpBV-CST1 농도에 따라 증가하

였으며, 조사된 최저 농도 보다 낮은 농도에서 억제를 보일 수 

있을 나타냈다. 

rCpBV-CST1의 곤충발육억제 효과 

재조합단백질 rCpBV-CST1의 섭식에 따른 배추좀나방 발

육 억제에 대한 분석이 이뤄졌다(Fig. 4). 배추좀나방 유충 발육 

전체 시기에 대해서 섭식이 이뤄졌으며, 이때 발육된 용화율 및 

용무게가 분석에 이용되었다. 이때 대조구로서는 과발현 직전

의 세균배양액으로부터 추출된 단백질을 이용하였다. rCpBV- 

CST1의 처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배추좀나방의 용화율 억제

가 나타났다. 처리구에 비해 용화율이 높지만, 대조구에서도 처

리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다소 용화율이 감소하였다(Fig. 4A). 

본 실험 조건에서 번데기로 발육한 개체들은 rCpBV-CST1의 

처리에 따라 용무게의 감소를 보였다(Fig. 4B).

고 찰

PDV의 시스타틴은 Cotesia와 Glyptapanteles 두 속에 속한 고

치벌에 공생하는 브라코바이러스에서만 발견되고 있다(Serbielle 

et al., 2009). 시스타틴은 파파인과 같은 캐셉신 효소의 작용에 

대한 경쟁적 가역억제자이다(Turk et al., 1997; Abrahamson et 

al., 2003). 캐셉신은 비활성 전구체로 합성되어 아미노 말단 부

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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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셉신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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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리 작용에 관여한다. 

따라서 바이러스 유래 시스타틴에 의해 피기생체의 캐셉신 활

성을 교란하는 것은 피기생체 기주에게는 불리하지만, 숙주 기

생봉에는 유리한 환경을 초래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는 이러

한 가설을 뒷받침해여 주고 있다.

첫째로, 재조합단백질인 rCpBV-CST1은 시스타틴 활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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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즉, rCpBV-CST1을 첨가할 경우 파파인 효소의 단백

질분해 능력을 약 75% 이상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냈다. 그러나 

다른 종류의 캐셉신에 대한 억제 능력은 본 연구에서 밝혀지지 

않았다. 본 CpBV-CST1과 유사한 시스타틴이 CcBV에 존재하

고, 이 시스타틴(CST1)이 Manduca sexta의 26/29 kDa 캐셉신

을 억제하는 것으로 제시하였다(Serbielle et al., 2009). 아직 배

추좀나방의 캐셉신은 분석되지 않았으나, CpBV-CST1도 피기

생체의 캐셉신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본 연구 결과는 의미하

고 있다.

둘째로, rCpBV-CST1 단백질은 파밤나방의 소낭형성 면역

반응을 억제하였다. 혈구 소낭형성 반응은 세포성 면역반응의 

일환으로 비교적 다수로 침입한 소형의 병원체에 대해서 혈구들

이 연합하여 병원체의 증식을 막는 반응이다(Lavine and Strand, 

2002). 나비목의 경우 소낭형성은 먼저 과립혈구에 의해 인식

되고, 이후 부정형혈구의 혈구 활착 반응 및 멜라닌형성 반응에 

의해 이뤄지게 된다(Ratcliffe and Rowley, 1979). Song et al. 

(2008)은 프루텔고치벌의 기생에 따라 배추좀나방의 캐셉신 B

형의 단백질 수준이 올라간다고 보고하였다(Song et al., 2008). 

일반적으로 캐셉신은 세포내 라이소좀에 위치하고 있고, 특별한 

조건에서 세포 밖으로 방출되게 된다(Brix et al., 2008). 세포 

밖으로 방출된 캐셉신은 extracellular matrix (ECM)를 분해 및 

재구성에 관여하거나 사이토카인 또는 보체(complement)를 분

해하는 기능을 담당한다(Dickinson, 2002). 쉬파리류(Sarcophaga 

peregrina)가 분비하는 캐셉신 L형은 유충의 멜라닌을 유기하

는 데, 이는 간접적 영향으로캐셉신의 기저막 단백질 분해에 의

한 혈구세포의 멜라닌반응으로 해석되어 진다(Tang et al., 

2007; Li et al., 2008). 흥미롭게도, C. marginiventris에 기생된 

Heliothis virescens에 이 캐셉신 L을 처리한 결과 멜라닌반응

이 일어나지 않았다(Nusawardani et al., 2005). 즉, 이 기생봉이 

지니는 PDV에 의해 시스타틴이 발현되어 방출되어 캐셉신 L

의 멜라닌 유기 반응을 억제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프루텔

고치벌 기생에 따라 캐셉신 B가 방출되더라도 CpBV-CST류

에 의해 활성이 억제되어 기생봉(또는 바이러스)을 공격하는 

멜라닌반응에 대처하게 된다고 해석된다. 따라서 직간접적으

로 소낭형성에 영향을 주는 캐셉신에 대해서 rCpBV-CST1의 

억제 작용에 의해 면역반응이 줄어든 것으로 해석된다. 

셋째로, rCpBV-CST1 단백질의 섭식 처리는 배추좀나방의 

유충 발육 및 용화로의 변태를 억제하였다. 일부 높은 농도 처

리의 대조구에서 나타난 억제효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대조

구가 IPTG로 가발현하지 않은 동일한 세균 추출액으로 일부 

rCpBV-CST1의 발현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rCpBV- 

CST1의 억제효과 이 단백질이 소화관 내에 존재하는 캐셉신 

소화효소에 대한 직접적 억제 작용으로 해석해 볼 수 있다. 즉, 

단백질 분해효소로서 캐셉신에 대한 억제 작용은 영양소 결핍

으로 이어져 유충 발육 억제를 초래할 수 있다. 다음으로 캐셉신

에 의해 진행되는 곤충의 탈피과정이다. 왕담배나방(H. armigera)

의 경우 캐셉신 L이 탈피 때 발현이 증가하고 이 캐셉신 활성을 

억제할 경우 탈피가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Liu et al., 2006). 

캐셉신의 탈피과정 관여는 표피층분리 또는 탈피 행동에서 단

백질 분해 기능의 필요성으로 이해되고 있다. 또한 이 캐셉신 L

의 활성은 변태 과정 동안 조직 재분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Zhang et al., 2013). 유충 말기에서 용기간 동안 완전변태

류의 경우 지방체를 포함한 다양한 유충 조직이 성충 조직으로 

재분화가 일어나고, 이 과정에서 ECM의 재구성이 필요하게 

된다(Haunerland and Shirk, 1995). 변태 과정 중 엑다이손 호

르몬의 영향에 의해 Relish 전사인자를 발현 및 유기시키고, 이 

인자는 다시 캐셉신 L의 발현 및 세포외 방출을 유도하고, 이 효

소는 ECM의 분해 및 재구성을 유도하게 된다(Zhang et al., 

2013). 따라서 처리된 rCpBV-CST1은 세포외에서 작용하는 

캐셉신에 억제 작용을 통해 유충 기간 탈피와 용화 과정동안 조

직 재구성을 막아 발육을 억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이 

후자의 설명은 rCpBV-CST1이 소화관 벽을 통과하여 혈강으

로 흡수되었다는 가정 하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이에 대한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결과는 재조합단백질 rCpBV-CST1이 시스타틴 활

성을 보이며 곤충의 면역 및 발육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

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특별히 이 단백질의 섭식 처리에 의해 

대상 곤충의 발육 억제 효과는 이 단백질을 이용한 해충 방제의 

응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즉, 이 단백질을 발현하는 재조

합 벡큘로바이러스 또는 형질전환작물로 응용이 가능할 것으

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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