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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ouble-stranded RNA 발현 세균의 동결건조 제형화와 

적용 대상 해충 선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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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eeze-drying Formulation and Target Specificity of Double-stranded 

RNA-expressing Bacteria to Control Insect Pests
Eunseong Kim and Yonggyun Kim*

Department of Bioresource Sciences, Andong National University, Andong 36720, Korea

ABSTRACT: Double-stranded RNA (dsRNA) has been applied to control insect pests by its suppressive activity against specific target 

genes. Integrin is a heterodimer (α and β) transmembrane protein and plays a critical role in cell-to-cell or cell-to-extracellular matrix

interactions in eukaryotes. Suppression of β subunit integrin gene expression by its specific dsRNA (= dsINT) induces significant 

mortality against target insects. Furthermore, a recombinant bacterium expressing dsINT is potent to kill target insects. However, it is

necessary to develop a formulation technique of the dsRNA-expressing bacteria to apply the bacterial insecticide against field 

populations. This study formulated the recombinant bacteria by freeze-drying and tested its control efficacy against target insects. The 

formulation maintained significant insecticidal activity against last instar larvae of Spodoptera exigua. While a commercial Bacillus 

thuringiensis (Bt) insecticide exhibited only about 60% insecticidal activity against S. exigua last instar, an addition of the dsINT- 

expressing bacterial formulation significantly enhanced the Bt insecticidal activity. The dsINT-expressing bacterial formulation 

exhibited relative selectivity to target insects depending on sequence similar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 freeze-dried form of 

dsRNA-expressing bacteria keeps its insecticidal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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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이중가닥 RNA (double-stranded RNA, dsRNA)는 표적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으로 해충방제에 응용되었다. 인테그린은 α와 

β 단위체로 구성된 이량체 막 단백질이다. 진핵생명체에서 인테그린은 세포-세포 및 세포-세포외기질의 상호연결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인

테그린 β 단위체 발현을 억제하는 특정한 dsRNA (= dsINT)는 해당 곤충에 뚜렷한 치사효과를 유발한다. 또한, dsINT를 발현시키는 형질전환

된 대장균도 해당 곤충에 뚜렷한 살충력을 가진다. 그러나 이 세균 살충제의 야외 적용을 위해서는 제형화 기술이 필요했다. 본 연구는 dsINT를 

발현하는 재조합 세균을 동결 건조시켜 대상 곤충에 대해 살충효능을 검정하였다. 동결 건조된 세균은 파밤나방(Spodoptera exigua) 종령 유충에 

높은 섭식독을 일으켰다. 파밤나방에 대해서 Bacillus thuringiensis 상용 살충제 처리는 불과 60%의 살충력을 보이는 반면, 동결 건조된 dsINT 

발현 세균과 혼합 처리할 때 살충력은 크게 증가하였다. dsINT 발현 세균은 해당 인테그린 염기서열 유사성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 해충 종에 선

택적 독성을 나타냈다. 이 결과는 인테그린에 특이적 dsRNA를 발현하는 세균이 동결 건조 제형화 조건하에서도 살충력을 유지한다는 것을 나타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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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발현 조절 양식은 원핵생명체와 진핵생명체 사이에 큰 차이를 보인다. 원핵생명체는 전사와 번역이 같은 공간에서 

거의 동시에 이루어지며 전사 조절에 의해 전체적 유전자 발현

을 조절하는 반면, 곤충을 포함한 진핵생명체는 전사는 핵내에

서 번역은 세포질 내에서 이루어지기에 두 단계 모두에서 유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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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발현 조절이 가능하다. 특히 진핵생명체의 mRNA는 전사후 

과정을 통해 비교적 오랜 시간 안정적으로 단백질 번역에 주형

으로 이용되게 된다. 따라서 진핵생명체의 mRNA의 수명조절

은 전체적 유전자 발현량을 결정하는데 중요하다. RNA 간섭

(RNA interference: RNAi)은 20-25개 뉴클레오타이드로 구성

된 RNA 조각이 RNA-induced silencing complex (RISC)를 형

성하면서 대상 mRNA의 절편화 또는 단백질 번역 억제를 유도

하는 세포내 기작이다(Macrae et al., 2006). RNAi는 세포내에

서는 microRNA 또는 piwiRNA에 의해 유발되지만, 외부의 

double-stranded RNA (dsRNA)가 세포내로 들어가서 유발될 

수도 있다(Fire et al., 1998). 이를 환경 RNAi라 부르며 해충방

제기술에 이용되고 있다(Scott et al., 2013; Kim et al., 2015b).

인테그린(integrin: INT)은 세포막에 존재하는 막 단백질이

다(Hughes, 2001). 두 단위체(α와 β)로 구성되는 이량체 단

백질이며 다른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 또는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 단백질과 결합하여 세포-세포 또

는 세포-ECM 연결을 중개하게 된다(Hynes and Zhao, 2000). 

따라서 이 단백질 발현 교란은 다양한 세포 작용을 억제하며 생

명현상에 위협을 주게 된다. Surakasi et al. (2011)은 파밤나방

(Spodoptera exigua)의 INT β 단위체 유전자를 동정하고, RNAi 

기술에 의해 이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할 경우 혈구세포의 세

포성 면역 반응을 뚜렷이 저하시켰다. 유사하게 배추좀나방

(Plutella xylostella)과 담배나방(Helicoverpa assulta)에서도 

INT β 단위체 유전자가 동정되었으며, 이들 유전자에 대한 

dsRNA 처리는 유충의 생존력을 크게 제한시켰다(Mohamed 

and Kim, 2011; Park et al., 2014). 

Kim et al. (2015a)은 파밤나방 INT에 특이적인 dsRNA (= 

dsINT)를 대장균(Escherichia coli)에 형질전환하여 세균 내에

서 대량으로 발현시키는 기술을 개발하였다. 이 형질전환된 대

장균은 파밤나방 유충에 대해서 섭식독을 유발하였다. 또한 

Bacillus thuringiensis (Bt)의 Cry1Ca 독소 단백질을 발현하는 

세균과 혼합할 경우 살충력이 증가되는 것을 관찰하였다(Kim 

et al., 2015a). 그러나 이 재조합 세균의 제형화 및 상용 Bt제와

의 혼용성에 대해서는 분석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dsINT를 발현하는 대장균을 동결건조 기술로 제

형화하였다. 이 제형화된 재조합 대장균을 대상으로 살충력을 

검증하였다. 또한 이 제형화된 대장균과 상용 Bt 살충제와의 혼

용에 따른 살충력 제고효과를 분석하였다. 아울러 이 세균 복합

체의 타 곤충에 대한 살충력을 분석하여 이들 곤충의 INT 유전

자 서열 상동성과 비교하여 차등 살충력을 설명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곤충 사육

본 실험에 사용된 모든 곤충은 온도 25±1℃, 광조건 16 :8 

(L:D) h, 상대습도 60 ± 5% 사육실에서 누대 사육하였다. 파밤

나방 유충의 경우 인공사료로 사육하였고(Goh et al., 1990), 성

충은 10% 설탕물을 먹이로 제공하였다. 배추좀나방은 안동시 

송천동에 소재한 배추포장에서 채집한 유충을 약제 처리하지 

않고 실내에서 누대 사육한 것을 사용하였다. 유충은 배추를 먹

이로 사육하였고, 성충은 10% 설탕물을 먹이로 공급하고 배추 

잎을 이용하여 산란을 유도하였다. 담배나방의 유충은 인공사

료로 사육하였고(Ahn et al., 2011), 성충은 10% 설탕물을 먹이

로 제공하였다.

dsRNA 제조 및 재조합 세균

dsINT를 발현하는 재조합 대장균을 Kim et al. (2015a)의 방

법으로 제조하였다. 간략하게, integrin β 단위체의 세포외 영

역에서 dsRNA에 대응하는 단편(SeINT)이 PCR2.1 TOPO 

vector (Invitrogen, Carlsbad, CA, USA)에 재조합되었고 다시 

Xba I 및 Hind III로 잘라 L4440 벡터에 존재하는 두 개의 T7 프

로모터 사이에 삽입하였다. 재조합 벡터 L4440-SeINT는 RNase 

III가 결여된 대장균 HT115에 형질전환되었다. T7 RNA 중합

효소는 isopropyl β-D-thiogalactoside (IPTG) 첨가에 의해 유

도 발현되었다.

dsRNA 추출 및 정량화

재조합 세균에서 생성된 dsRNA는 RNase Mini-Kit (Qiagen 

Korea,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된 dsRNA

는 1% 아가로오스 겔 상에서 분리하고, etidium bromide 용액

으로 염색하였다. 시험관내 전사방법(Surakasi et al., 2011)에 

의해 합성된 dsRNA 양을 기준 Image Analyzer (Bio-Rad Korea, 

Seoul, Korea)로 밴드 강도와 비교하여 표준방정식을 얻었다. 

이 방정식을 기준으로 재조합 세균에서 생성된 dsRNA의 양을 

산출하였다. 정량 분석은 각 처리 당 3 개의 독립적으로 추출된 

시료를 토대로 반복 측정하였다.

RT-PCR를 이용한 파밤나방 INT 발현 분석 

총 RNA는 Trizol (Invitrogen) 시약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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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출하였다. RNA 추출(반응 당 1 μg)은 3 분 동안 72℃에서 분리

한 후 RT-PREMIX (Intronbi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cDNA

를 합성하였다. cDNA는 파밤나방 INT에 특이적인 정방향 프

라이머(5'-TCTAGACAGCTTGCCAGTGTTTGAAG-3')와 역방

향 프라이머(5'-AAGCTTCCGTTCCTTCTGTGCTCTAAT-3')

로 증폭시켰다. PCR은 5 분 동안 94℃에서 초기 변성 후 35 회 

반복하였다. 각 주기는 30 초 동안 94℃에서 변성시키고, 이후 

30 초 동안 50℃에서 프라이머 재결합을 유도하고, 30 초 동안 

72℃에서 사슬연장이 이뤄지게 구성하였다. 이후 PCR 반응은 

10 분 동안 72℃에서 사슬 추가 연장 과정으로 종료시켰으며, 

최종 생성물은 4℃에서 보관하였다. 

살충제 생물검정

dsRNA를 생산하기 위해 L4440-SeINT로 형질전환된 세균

을 37℃에서 100 μg/mL의 ampicillin을 함유하는 Luria-Bertani 

(LB) 배지에서 진탕하면서 16 시간 동안 배양시켰다. 배양액(5 

mL)을 LB 배지 500 mL에 첨가하고 OD600 = 0.6까지 배양시켰

다. T7 RNA polymerase 유전자의 발현은 0.1 mM IPTG 첨가

에 의해 유도하였고 IPTG가 처리된 세균은 다시 37℃에서 4 

시간 동안 진탕 배양하였다. 만들어진 세균 배양액은 생물 검정

을 위해 원심 분리로 침전시키고 동일한 배지에서 100 배로 희

석시킨 후 초음파 처리를 하였다. 그 후 인테그린 세균을 동결 

건조시켰다. 동결건조기(MCFD5510, IlShinBioBase,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동결 온도는 –40℃ 이하 그리고 진공 조건

은 5×10
-3
 kPa을 유지하며 3 일간 진행하였다. 동결 건조된 dsINT 

발현 세균은 0-2,000 ppm의 농도 별로 제조한 후 엽침지법으로 

살충력을 분석하였다.

사용된 엽침지법은 배추 잎(3×3 cm)을 재조합 세균 현탁액

에 1 분간 침지시키고, 이후 여과지 위에서 10 분간 건조시켜 사

용하였다. 검정에 사용된 파밤나방 5령충은 처리 전 6 시간 동

안 절식시켜 처리 후 섭식을 촉발시켰다. 처리구당 10 마리씩 3 

반복으로 실시되었고, 생존 개체수는 24 시간을 주기로 7 일 동

안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상용 비티 살충제는 토박이
®
(Dongbu Farm Hannong,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토박

이 역시 0-2,000 ppm의 농도 별로 희석한 후 상기의 방법으로 

처리하였다. 

인테그린 유전자 서열 비교

NCBI/GenBank database (www.ncbi.nlm.nih.gov)의 BLAST 

program을 이용하여 염기서열 정보를 얻은 후 계통분류학적 

유연관계를 분석하였다. 각 염기서열의 상동성은 DNASTAR 

program (DNASTAR Inc., Madison, WI, USA)을 이용하여 

MegAlign의 Clustal W 알고리즘으로 정렬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살충효과에 대한 생물검정 결과는 백분율 자료로서 

arsine 변환 후 SAS 프로그램의 PROC GLM (SAS Institute, 

1989)을 이용하여 ANOVA 분석 및 처리 평균간 비교를 하였다.

결 과

dsINT 발현 세균 제형화

 

파밤나방 인테그린 β 단위체의 410 bp 영역이 증폭되어 

L4440 벡터에 클로닝 되었다(Fig. 1A). 재조합 벡터를 RNase 

III 유전자가 없는 HT115 대장균에 형질전환되었으며, dsINT

를 발현하였다. dsINT 발현량은 동결 건조된 세균(Fig. 1B)의 

질량에 따라 비례하였다(Fig. 1C).

제형화된 dsINT 발현 세균의 살충력

파밤나방 5령 유충을 대상으로 제형화된 dsINT 발현 대장균

을 섭식 처리 하였다(Fig. 2). 처리된 세균의 농도 증가에 따라 

살충력은 증가하였다. 분석 농도 가운데 2,000 ppm은 최고 높

은 처리 농도로서 이 이상의 처리는 대장균의 용해도 한계에 이

르러 불가능했다. 따라서 이후의 처리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현

탁액을 만들 수 있는 1,000 ppm 농도를 이용하였다. dsINT 발

현 세균의 농도가 높아짐에 따라 파밤나방 INT 유전자의 발현

량은 현격하게 감소하였다(Fig. 2B).

dsINT와 Bt 세균혼용과 살충력 증가

상용 Bt 제품을 이용하여 파밤나방 4, 5령충에 대한 살충력

을 검정하였다(Fig. 3A). Bt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살충력은 증

가하였다. 4령에 비해 5령은 Bt에 대해 감수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두 유충령기 모두 최대 처리농도인 2,000 ppm에서 

60% 또는 이하의 살충력을 나타냈다. 

Bt제를 1,000 ppm 으로 고정하고, dsINT 발현 세균의 농도

를 증가하면서 살충력 증가 효과를 분석했다(Fig. 3B). dsINT 

발현 세균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Bt의 살충력은 증가하였다. 두 

세균 모두 1,000 ppm 처리에서 파밤나방 4, 5령의 방제효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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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Construction and formulation of dsINT-expressing E. coli. 
(A) Transformed HT115 strain (rHT115) of E. coli with recombinant 

L4440 vector containing dsINT. T7 RNA polymerase (T7 pol) is 
expressed under Lactose operon (Lac Z) by addition of IPTG 
inducer. The T7 RNA polymerase recognizes its own promoter 
(T7) and transcribes S. exigua β integrin gene in both directions 
to form dsRNA. (B) Freeze-dried E. coli expressing dsINT. (C) A 
linear relationship between rHT115 weight and dsINT amount. 
dsINT amount between rHT115 weight and dsINT amount. dsINT 
amount was estimated from RNA gel by an image densitometer 
(Image analyzer, Bio-rad Korea, Seoul, Korea). 

(A)

(B)

Fig. 2. Insecticidal activity of dsINT expressing E. coli. (A) Leaf-disc
assay against 5th instar larvae of S. exigua. Each dose treated 10 
larvae and was replicated three times. Mortality was measured at 
5 day after treatment (DAT).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B) Reduction of SeINT expression 
by oral treatment of dsINT to the larvae. RL32 expression was 
monitored to represent nontarget expression.

75-78%를 나타냈다.

dsINT 발현 세균의 살충력 특이성

인테그린은 모든 다세포 생명체가 가지고 있고, 유전자의 상

동성이 비교적 높다. 이는 이 살충제가 타 동물에 대해 독성을 

유발시킬 수 있다. 이러한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유사한 나비목 

해충에 대해 파밤나방 dsINT의 살충력 차등1성을 분석하였다

(Fig. 4). 파밤나방, 배추좀나방, 담배나방의 인테그린 β 단위체 

염기서열을 비교한 결과(Fig. 4A) 거의 모든 영역에서 동일한 

서열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들의 염기서열 상동성을 

비교한 결과(Fig. 4B) 71.5-83.1%의 유사성을 보였다. dsINT 

발현 세균의 단독처리는 파밤나방을 제외하고 매우 낮은 살충

력을 나타냈다(Fig. 4C). 그러나 Bt 살충제에 대해서는 오히려 

담배나방이 감수성이 높고 파밤나방과 배추좀나방은 낮았다

(Fig. 4D). dsINT 발현 세균과 Bt를 혼합한 결과 파밤나방에서

는 두 세균의 상승효과를 현격하게 보인 반면, 담배나방에서는 

이러한 상승효과가 나타나지 않았고, 배추좀나방의 경우 유의

성이 있는 차이를 보였으나 파밤나방과 같은 큰 차이를 나타내

지 못했다. 

고 찰

전사 후 형성된 mRNA의 수명을 조절하기 위한 방편으로 

RNA 간섭 현상은 진핵생명체의 유전자 발현 조절 가운데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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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Enhancement of Bt toxicity by addition of dsINT-expressing
bacteria. (A) Toxicity of Bt alone against 4th (L4) and 5th (L5) 
instar larvae of S. exigua. (B) Toxicity of Bt (1,000 ppm) mixed 
with different dsINT-expressing bacterial amounts. Each dose at 
leaf-disc assay treated 10 larvae and was replicated three times. 
Different letters above standard deviation ba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의 생체 과정이다(Fire et al., 1998). 대상 유전자의 mRNA에 

상보적 RNA 조각이 이중나선형 RNA를 형성하면서 이를 제

거하려는 RISC가 결합하여 대상 mRNA의 절단을 이뤄 수명을 

단축하게 하거나 단백질 번역 기구의 작동을 억제하여 mRNA

에서 단백질로의 유전자 발현 과정을 억제하게 한다. 또한 

RNA 바이러스나 전이인자들의 침입에 대해서 RNA 간섭 현

상은 생체 방어적 기구로도 작용할 수 있다(Fire, 2005; Fablet, 

2014). 본 연구는 RNA 간섭 현상을 해충방제에 응용하려 시도

되었다. 특별히 파밤나방 인테그린 β 단위체 유전자에 특이적 

상보성을 지니는 dsRNA가 살충성을 지니고(Surakasi et al., 

2011), 이를 발현시키는 재조합 대장균도 살충력을 유지한다

(Kim et al., 2015a)는 사실에 기초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이 재조합 세균을 동결건조 조건에서 살충

력이 유지되고, 유사한 나비목 해충에 대해서 선택성을 갖는다

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었다.

dsRNA를 발현하는 재조합 대장균을 제작하였고, 동결 건조

한 조건에서 dsRNA는 대장균의 밀도에 비례하여 존재하였다. 

dsRNA는 파밤나방 인테그린 β 단위체의 3' 말단 쪽에서 디자

인되었다(Surakasi et al., 2011). 이 dsRNA 영역의 PCR 생성물

을 L4440 벡터에 재조합하였다. 이 벡터의 클로닝 부위는 양쪽 

말단에 T7 RNase 프로모터를 지니고 있다. 또한 이 벡터는 Lac 

프로모터에 T7 RNA 중합효소 유전자를 갖고 있어, IPTG의 유

전자 발현 유도체에 의해 T7 RNA 중합효소가 발현되고, 이에 

따라 dsRNA 양쪽 말단에 형성된 T7 프로모터을 인식하고 양

방향에서 전사를 유도하면서 dsRNA를 형성하게 된다. 이 재조

합 벡터를 RNase III가 결여된 HT114 대장균 세포를 형질전환

시키는 데 이용되게 한다. 이 형질전환된 대장균은 인테그린 유

전자에 특이적 dsRNA를 발현시켰으며, 이 대장균을 동결 건조

하였을 경우에도 dsRNA 양이 유지되었다. 특별히 형성된 

dsRNA 양은 동결 건조된 세균의 질량에 비례하여 나타나 

dsRNA 세균 살충제의 산업화가 이뤄질 경우에 품질 검사의 지

표로 이용되게 할 수 있다.

동결 건조된 dsRNA 발현 대장균을 섭식 처리하여 파밤나방

의 치사효과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치사효과는 세균이 장내에

서 분해되어 발현한 dsRNA가 장내로 분비되었을 것이고, 이 

dsRNA가 중장세포 또는 혈강으로 침입하여 표적세포의 세포

질에서 인테그린 β 단위체의 전사체에 결합하여 발현을 억제

하여 나타나는 결과로 추정해볼 수 있다. 실제로 dsRNA 세균

을 섭식한 곤충은 인테그린 β 단위체의 전사체 함량이 줄었다. 

그리고 이러한 RNA 간섭 현상은 비교적 종 특이적으로 나타

나, 유사한 나비목 곤충인 담배나방과 배추좀나방에서는 치사

효과가 낮았는데 이러한 이유는 이들 사이에 인테그린 β 유전

자의 상동성의 차이와 관련을 가질 수 있다. Kim et al. (2015a)

은 이 인테그린 전사체의 RNA 간섭 효과가 한 층을 이루는 중

장세포에 영향을 주어 세포 사이의 간격을 넓히고, 크기 성장에

서도 크게 왜소한 모습을 관찰하였다. 중장에서 곤충은 소화와 

흡수를 수행하기에 이 중장세포의 기형은 파밤나방의 발육에 

영향을 주어 발육 지연 및 치사에 이르게 할 수 있다. 또한 중장

세포는 한 층으로 이뤄지기에 이 세포들의 붕괴는 중장 내에 존

재하는 다양한 세균들이 혈강으로 침입할 수 있는 기회를 얻게 

되어 패혈증을 유발하여 치사를 일으킬 수 있다. dsRNA 세균

을 처리하고 치사된 개체들이 체색이 검게 변하는 이유가 이러

한 패혈증과 관계가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여기서 dsRNA의 

이동 경로에 대해서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예쁜꼬마선충

(Caenorhabditis elegans)의 경우 세포내로 dsRNA의 이동은 

막통로 단백질인 SID-1을 이용하게 된다(Shih and Hunter, 

2011). 파밤나방의 전사체를 살펴보면 SID 유사 유전자의 발현

을 찾게 된다(Huvenne and Smagghe, 2010). 따라서 중장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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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4. Effect of dsINT-expressing bacteria on toxicity of nontarget insect pests. (A) DNA sequence alignment of dsINT region among three 
insects: S. exigua (Se), P. xylostella (Px), and H. assulta (Ha). (B) Sequence homology analysis. (C) Comparative toxicity of dsINT-expressing 
bacteria (rHT115) against three insect larvae. (D) Specificity of rHT115 synergism on Bt toxicity. Two bacterial treatments used 1,000 ppm. 
Each treatment used 10 larvae and was replicated three times. Different letter or asterisk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mong means at 
Type I error = 0.05 (LSD test). ‘NS’ represent not significant difference.

dsRNA는 중장세포막에 존재하는 SID 유사 단백질을 통해 중

장세포 세포질로 이동할 수 있다고 추정된다. 또 다른 경로로서 

scavenger receptor를 이용한 세포내이동을 고려해 볼 수 있다. 

이 경로는 이동성메뚜기(Schistocerca gregaria)에서 보고되었

는데 세포내 이동에 관여하는 기구를 억제할 경우 dsRNA에 의

한 RNA 간섭효과가 낮아졌다(Wynant et al., 2014). 따라서 경

구로 들어온 dsRNA는 중장세포 막에 존재하는 dsRNA 특이적 

통로를 이용하든지 또는 일반 세포내 이동 경로를 이용하여 중

장세포로의 이동이 가능하다고 추측하여 볼 수 있다. 이와 유사

한 경구를 통해 일어나는 RNA 간섭 효과를 다양한 곤충류에서 

보고하였는데 이들은 흰개미류인 Reticulitermes flavipes (Zhou 

et al., 2008), 노린재류인 Rhodnius prolixus (Aroujo et al., 

2006), 딱정벌레류인 Diabrotica virgifera virgifera (Baum et 

al., 2007), Leptinotarsa decemlineata (Zhu et al., 2011),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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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 Bactrocera dorsalis (Li et al., 2011) 그리고 여러 나비목 

곤충류인 Epiphyas postvittana (Turner et al., 2006), 배추좀나

방(Bautista et al., 2009), S. frugiperda (Griebler et al., 2008) 

및 파밤나방(Tian et al., 2009)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dsRNA

를 이용한 해충방제의 가능성은 다양한 곤충으로 확대가 가능

할 것으로 본다. 

그러나 이러한 RNA 간섭 효과에도 불구하고 최대 처리 농

도에서도 살충력은 40% 이상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러한 낮

은 살충력은 RNA 간섭 효과가 낮아서라기보다는 인테그린 단

백질의 복잡성에서 기인될 수 있다. 인테그린은 α와 β의 두 단

위체가 결합하여 형성되는 이량체 단백질이다(Hynes, 2002; 

Humphries et al., 2004). 이 인테그린은 세포-세포 또는 세포-

세포외기질을 연결하여 세포내골격의 재구성 및 다양한 세포

내 신호전달을 중개하게 된다(Burridge et al., 1988; Loftus et 

al., 1994). 두 단위체의 조합적 결합에 의해 다양한 세포외기질

과의 특이적 결합을 이루게 되는 데 포유동물의 경우 18개의 α 

단위체와 8개의 β 단위체의 조합에 의해 최소 24개의 기능적 

이량체 인테그린을 형성하게 된다(van der Flier and Sonnenberg, 

2001). 반면에 초파리 인테그린은 5개의 α 단위체(α1-5)와 2개

의 β 단위체(βPS, βν)를 갖으며 배자발육, 근육 수축, 소화관 

형성 및 세포외기질 연결 등의 단양한 생리적 기능을 수행한다

(Hynes and Zhao, 2000; Brower, 2003). 두 종류의 나비목 곤충

(Pseudoplusia includens, Manduca sexta)에서 인테그린은 최

소 3개의 α 단위체와 1개의 β 단위체가 혈구세포에서 발현되

어 세포성 면역반응에 관하여 한다고 보고하였다(Lavine and 

Strand, 2003; Zhuang et al., 2008). M. sexta 인테그린은 다른 

세포의 neuroglian과 tetraspanin 막 단백질을 인식하여 혈구세

포의 피낭형성 면역과정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Zhuang et 

al., 2007a,b). 초파리 또는 과실파리의 경우에서도 인테그린은 

혈구세포의 피낭형성 및 식균작용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Irving et al., 2005; Mamali et al., 2009). 따라서 단위체들

의 조합에 의해서 기능적 인테그린을 형성하기에 하나의 인테

그린 β 단위체의 발현억제는 유사한 다른 β 단위체에 의해 보

상이 가능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이러한 보상적 치환은 

본 연구에서 관찰된 낮은 살충력을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높

은 살충력을 기대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중장 발현 유전체를 대

상으로 스크리닝하여 최적의 dsRNA 농약을 개발하게 할 수 있

을 것으로 기대한다. 

비록 낮은 살충력을 보인 dsRNA 재조합 세균의 경우 기존

의 Bt 살충제의 효과를 높여주었다. 파밤나방은 Bt를 포함한 다

양한 살충제에 대해서 내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종령 유충으로 

발육하면 이러한 살충제 감수성 저하는 뚜렷하여 진다(Kim et 

al., 1998). 본 연구에서도 높은 농도의 Bt 살충제를 처리한 경

우에도 60% 이상의 실내 살충력을 나타내지 못하였다. 이를 극

복하기 위해 dsRNA 재조합 세균을 함께 처리한 결과 살충력이 

크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이유는 dsRNA에 의한 인테그린 유전

자 발현 억제와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인테그린 β 

단위체의 발현 억제로 기능적 인테그린 형성이 둔화되기에 중

장의 세포-세포 및 세포-세포외기질 중개가 어려워져서 소화관

의 발육 및 기능 둔화로 이뤄졌고, 이는 Bt 살충제 처리에 따라 

중장세포의 방어 기능 또한 억제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즉, 

Bt 살충제의 주요 성분인 Cry 독소단백질은 중장막 수용체인 

캐드헤린 단백질에 부착되고(Park and Kim, 2013), 이를 통해 

활성화된 Cry 독소단백질은 올리고머를 이루면서 중장막에 구

멍을 뚫는 독성작용을 발휘하게 된다(Bravo et al., 2011). 이때 

곤충의 중장세포에서 mitogen-activating protein kinase (MAPK) 

p38의 활성이 높아지면서 Cry 단백질에 대한 방어기작을 발휘

하게 된다(Cancino-Ronezno et al., 2010). 따라서 MAPK p38

의 발현을 억제하는 경우 Bt 활성이 높아지게 된다. 인테그린의 

생리적 기능 가운데 하나가 외부의 환경 변화를 인식하고 세포

내 신호전달과정을 활성화하는 것으로 Cry 단백질의 영향에 

인테그린의 MAPK p38 중개 가능성을 제기하여 본다. 따라서 

RNA 간섭에 의해 인테그린 β 단위체의 발현 억제는 세포내 방

어기작을 무력화하여 Bt 살충제의 독성을 높여주는 결과를 초

래할 수 있다. 추후 인테그린과 MAPK p38 활성 조절과의 관계

를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이상의 결과는 곤충의 인테그린 단위체 유전자에 특이적인 

dsRNA를 대장균에 발현시키는 기술을 보여 주었으며,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dsRNA 살충제 개발이 가능하다는 것

을 제시하고 있다. 특별히 본 연구에서 진행한 이 재조합 세균

의 동결건조 기술은 이 dsRNA 농약의 제제화에 대한 기본 자

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유사한 나비목 곤충이라도 인테그린 

유전자에 대한 dsRNA 살충제가 선택적이라는 것은 향후 이 유

전자 살충제의 안전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도 의미 있는 결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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