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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록

리 배아에서 신경계 발생 시 반 체 에 약 30개의 신경선구

세포가 발생하여 여러 단계의 분화 과정을 거쳐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

로 최종 으로 분화하게 된다.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를 통해 얻어진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의 발생에 여하는 유 자 CG9523유 자가

배아 단계에서 신경계 발생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규명하고자

하 다. 야생형에서 CG9523 유 자의 발 양상을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ChainReaction을 통해 살펴본 결과,배아 단

계 반 으로 CG9523유 자가 발 하는 것을 확인하 고 특히,후기

14-16단계에서 가장 많이 발 하는 것을 확인하 다.CG9523유 자 돌

연변이체에서 longitudinaltracts에 존재하는 interfaceglia와 channel

glia가 사라졌다. 한, 추신경계에서는 longitudinal축삭의 형성에

향을 주며,말 신경계에서는 sensoryneuroncluster에 향을 주어 축

삭이 정상 으로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는

CG9523유 자가 배아의 신경 발생 과정에서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의

형성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여 다.

주요어: 리,신경계,CG9523,신경교세포

학 번:2010-21544



- ii -

목 차

국문 록··································································································ⅰ

목 차··········································································································ⅱ

그림 목차··································································································ⅲ

Ⅰ.서론 ·····································································································1

1.연구 배경···························································································1

2.연구의 필요성···················································································8

3.CG9523유 자의 선행 연구 ·····················································12

Ⅱ.실험 재료 실험 방법 ·······························································16

Ⅲ.결과·····································································································19

1.CG9523유 자의 발 양상·······················································19

2.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 신경계 발생에 미치는 향·

····················································································································23

1)CG9523유 자가 신경교세포에 미치는 향 ···················23

2)CG9523유 자가 신경세포에 미치는 향 ·······················27

3)CG9523유 자가 세포분열에 미치는 향 ·······················33

Ⅳ 고찰······································································································35

참고문헌····································································································38

Abstract·····································································································42



- iii -

그림 목차

그림 1. 리 기 신경계 발생·························································5

그림 2. 추신경계와 말 신경계에서의 신경교세포의 발 패턴

과 분류········································································································6

그림 3.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 분류···················································7

그림 4.신경계 련 돌연변이를 이용한 genescreening과정····10

그림 5.신경교세포 발 과 련된 유 자·······································11

그림 6.야생형 RT-PCR결과·······························································20

그림 7.야생형과 돌연변이 RT-PCR결과··········································22

그림 8.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repo발 ···················25

그림 9.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prospero발 ···········26

그림 10.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BP102발 ·············29

그림 11.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fas2발 ···················30

그림 12.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22C10발 ···············31

그림 13.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HRP발 ················32

그림 14.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histoneH3발 ·····34



- 1 -

Ⅰ.서 론

1.연구 배경

과학과 의학이 발달하여 고령화 사회가 되어가는 재 생물학 연구

에서 많은 심을 보이고 있는 분야는 신경계 연구이다.특히,신경 퇴행

성 질환이나 신경계의 손상,암과 같은 분야는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Luetal.,2009;Hrday,2004;Bosteinetal.,2003).하지만 이러한 연

구들은 인간을 상으로 하기에는 윤리 인 문제부터 비용 등 어려운

이 존재한다.그래서 한 모델 동물을 선택하는 것은 요한 일이며

리 사용하는 모델 동물 하나가 리이다.

리는 이 부터 유 학분야에서 리 사용되어온 모델 동물이

다. 리는 크기가 작아 실험실에서 량으로 키우기 용이하며,배아에

서 성체로 성장하는데 약 2주 정도로 짧고,한 세 에서 짧은 기간 동안

많은 자손을 번식하여 많은 개체수를 찰하기 쉬우며,4개의 은 염색

체로 구성되어 있어 유 학 연구에 용이하다(Nusslein-Volhardetal.,

1980). 한,P- 사인자(P-element)를 이용하여 재조합 DNA를 리

유 체에 삽입시켜 쉽게 형질 환을 시킬 수 있으며(Cooley etal..

1988),UAS-GAL4system을 이용하여 원하는 유 자를 원하는 시기에

원하는 세포에서 발 시킬 수 있다(BrandandPerrimon,1993).이와 같

은 유 자 조 방법을 이용해서 특정 유 자에 하여 lossoffunction

과 gainoffunction을 유도하여 유 자의 기능을 손쉽게 연구할 수 도

있다. 리가 무척추동물임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유 자와 련된 연

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이유는 리 게놈 로젝트의 결과 때문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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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 자에 한 염기 서열을 해석하기 한 게

놈 로젝트가 1990년도에 시작되어 2003년도에 완료되었다.버뮤다 원

칙에 의해서 로젝트의 결과물인 염기 서열은 모든 연구자들이 자유로

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게놈 로젝트의 완성으로 인해 30억개

의 염기 서열을 바탕으로 약 20,000개에서 25,000개의 유 자에 한 기

능연구가 가능해 졌다(LindsleyandZimm,1992).인간뿐만 아니라 다른

종들의 염기서열 분석도 같이 진행되어 리의 유 자 염기서열을 알

게 되었다.그 에서 신경계와 련된 인간의 유 자와 리의 유

자를 확인해본 결과 70%이상의 유 자가 보존되어 있음을 확인되었다.

재 다른 모델 동물에서는 연구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유 실험들을

리를 이용하여 활발히 연구하고 있다(Ashburneretal.,2005;Bilen

andBonini,2005;Koh,2006;LindsleyandZimm,1992). 리를 이용

한 최근 연구는 신경계에 련된 Downsyndrome유 자 하나인

Downsyndromecelladhesionmolecule(dscam)가 단백질이 만들어지는

기원을 밝히는 연구와 리의 생활 패턴을 이용하여 사람의 수면장애

와 련된 연구,코카인 독 반응이 사람과 같은 것을 발견하여 련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Schmuckeretal.,2009).

리의 신경계는 인간의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두 가지 타입의 세

포로 이루어져 있다.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바로 그것이다(Jones,

2001). 리의 배아에서 분화된 추신경계의 반체 에는 350개의 신

경세포와 30개의 신경교세포로 구성되어 있다.이러한 신경세포는 신경

선구세포에서 분열과 분화의 과정을 거쳐 형성된다. 리 배아에서 신

경세포가 형성되는 과정은 <그림 1>과 같다.신경선구세포(neuronal

stem cell)는 외배엽(ectoderm)으로부터 발생하게 된다.Proneural유

자인 Bhlh 사인자는 4개에서 7개의 외배엽 세포에 발 하게 되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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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세포들은 신경선구세포로 발생되게 된다(Bernardonietal.,1999).이

세포 cluster로 부터 반체 속에 약 30개의 신경선구세포가 생성된다.

신경선구세포가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특정 유

자에 의해 진된다.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는 배아의 외배엽으로부터

delamination된 신경선구세포와 신경선구교세포로부터 기원되었다.다음

단계에서 multipotent선구세포인 neuroglioblast에서 신경세포와 신경교

세포가 분화하게 된다.neuroglioblast는 nueroblast와 gaglion mother

cel(GMC)로 분화된 후,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분화된다(그림1).신경

세포와 신경교세포의 분화를 진하여 세포의 운명을 결정 짓는 것은

glial cell deficient(glide)/glial cell missing(gcm) 유 자이다.

glide/gcm 유 자는 neuroglioblast에서 신경선구세포와 신경선구교세포

의 운명을 조 하게 된다. 이러한 조 은 glide/gcm의 RNA의

asymmetricdistribution에 의해서 선택된다.neuroglioblast의 한쪽 부분

에 두 개의 유 자가 발 하게 되면 그 세포는 신경선구교세포로 발생한

다(Bernardonietal.,1999).신경선구교세포는 repo에 의해서 다양한 신

경교세포로 분화된다.repo는 midline신경교세포를 제외한 부분의 신

경교세포에서 발 하여 신경교세포의 분화에 향을 미친다.repo에 의

해서 신경교세포는 surfaceglia,cortexglia,neuroplicglia등으로 분화

되게 된다(그림 2)(Jones.2001).

형성된 신경세포의 기능은 신경계에서 주요한 정보를 처리하여

신의 신경세포에 정보를 달하거나 장하여 필요한 곳에 쓰이게 하는

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신경세포의 주 에 존재하는 신경교세포

는 신경계 구조를 지지하며,신경세포를 감싸거나 세포사이의 연시키

고,사이토신(cytokine)과 성장인자(growthfactor)를 조 한다. 한,신

경교세포는 신경세포의 이온 항상성을 유지하고,그들의 blood-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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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rier와 blood-nerve barrier를 형성하고 유지하는데 도움을 다

(Joens,2001).이러한 신경교세포의 기능은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한 치에서 한 기능을 하는데 도움을 주게 된다(그림 3).신경계

에서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는 하게 상호작용 하면서 신경계 발생

과정에도 여하게 된다.발생 과정에서 신경교세포의 신호 달은 모든

신경세포의 발달을 좌우하게 된다. 신경교세포의 attactive,

contact-mediated한 신호는 neuronalgrowthcones이 나아가는데 향

을 미치며,신경세포가 한 synaptictargets을 찾아가는데 도움을

다.발생 과정 동안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는 끊임없이 신호를 주고받게

된다.이러한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의 신호는 신경세포의 한

binding,fasciculations,ensheathement에 필수 일 뿐만 아니라 신경세

포와 신경교세포의 분화와 생존에도 필수 이다.gcm 유 자는 신경교

세포의 분화에 여하는 동시에 신경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한

다. 한,gcm의 하 유 자인 repo유 자 돌연변이에서 신경 세포의

발 양상을 살펴보면 발 이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Bernardoni

etal,1999).이는 신경교세포의 분화에 여하는 gcm과 repo유 자가

신경세포의 분화를 일부 차단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repo유 자

의 활성은 신경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데 필수 으로 작용한다

(Yoshihiroetal,2003).신경교세포에 작용하는 유 자들은 신경세포의

발생에 함께 여하고 있다.신경교세포는 신경세포가 축삭을 형성하는

데 향을 미친다. interface glia(longitudinal glia)는 longitudinal

pioneeraxon에 의해서 longitudinalaxonconnections을 형성되는데

한 련이 있다.receptorNotch와 ligandDelta신호에 의해서 형성된

축삭은 commissure를 향해서 뻗어나가게 된다.이 축삭들은 Notch가 발

되는 interfaceglia와 연결되어 근처 신경세포에 연결되어 neur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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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mbrane의 track이 하나의 segment에서 다음 segment로 연결되도록

도움을 다(Kuzinaetal.,2011).

추신경계에서 체 사이의 longitudinalconnection은 4개의 간

뉴런(internueron)들에 의해서 형성된다.4개의 간뉴런은 posterior

commissure cell(pCC), midline precursor1(MP1), dorsal midline

precursor2(dMP2),ventralmidlineprecursor2(vMP2)이다.신경분 에서

형성되는 dMP2와 vMP2는 12단계부터 축삭으로 뻗어나가기 시작한다.

dMP2는 체 의 뒤쪽으로 뻗어나가고,vMP2는 체 의 앞쪽으로 각각

다음 체 로 뻗어나간다.동시에,pCC는 체 의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vMP2와 결합하고,MP1은 체 의 뒤쪽으로 뻗어나가는 dMP2를 감싸고

뒤쪽으로 뻗어나간다.13단계가 되면 결합된 신경세포가 longitudinal

connectives를 형성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Kuzinaetal.,2011).야생

형에서는 정상 으로 곧게 뻗어 있는 2개의 longitudinaltracts과 그 사

이에 한 의 commissure를 볼 수 있다.축삭의 fascicle은 MP1,

midlineprecursor2(MP2),anteriorcommissurecell(aCC),pCC,SP1,

ventralunpairedmedianneurons(vums)과 함께 15단계이후에는 pCC와

vMP2가 연결되어 앞쪽으로 뻗어나가게 되고,MP1과 dMP2가 연결되어

뒤쪽으로 뻗어나가게 된다.16단계에는 추신경계에서 fascicle이 3개의

을 이루어 발 한다.

말 신경계에서의 축삭과 뉴런의 패턴을 살펴보면 dorsal,lateral,

ventral',ventralcluster들이 각 층으로 발 하고 있으며,5개의 lateral

chordotonalneuron을 찰할 수 있다.그 외에 운동뉴런(motorneuron)

과 감각뉴런(sensoryneuron)을 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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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리 기 신경계 발생(Jones,2001).(A) 리 신경

계 발생은 신경 외배엽으로부터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분화

한다.(B)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의 분화 과정(Bernardoniet

al.,1999).neuroglioblast에서 neuroblast와 GMC로 분화되고 신

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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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추신경계와 말 신경계에서의 신경교세포의 발 패턴

과 분류(Jones,2001).(a) 추신경계에는 말 신경계에서 발 하

는 peripheralglia와 exitglia를 제외한 surfaceglia,cortexglia,

neuroplicglia가 발 한다.



- 7 -

그림 3.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 분류(Boanergesetal.,2007).신경

교세포 종류에 따른 주신경계와 말 신경계에서의 신경세포 발

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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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연구의 필요성

리의 4개의 염색체 에서 1번 성염색체와 크기가 가장 작은 4

번 염색체를 제외한 2번과 3번 염색체에 P- 사인자를 삽입하여 돌연변

이를 유도한 1,100개의 돌연변이 리 라인을 이용하여 gene

screening을 진행하 다.1,100개의 돌연변이 리 라인 에서 신경계

와 련 있는 유 자를 screening하기 해 기 신경계 형성에 향을

미치는 orthodenticle(otd)유 자를 이용하여 screening을 하 다.Otd

유 자는 과 안테나 형성,뇌의 특정 부분 그리고 추신경계에서 신

경의 발생에 필수 으로 작용하는 유 자이다(Royetand Finkelstein,

1995;Menne,1997).이러한 기능을 가지는 otd유 자의 발 에 이상이

있는 돌연변이들은 신경계의 형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Otd

유 자를 이용하여 1차 screening함으로써 기 신경계 발생에 향을

미치는 유 자를 14개를 선발하 다(그림 4). 14개의 유 자를

neuroblast의 발생에 향을 주는 돌연변이와 glioblast,neuroglioblast의

발생에 향을 주는 돌연변이를 구분하기 해 2차 genescreening을 진

행하 다.신경세포 형성에 향을 미치는 scratch(scrt),Hunhback

(hb),deadpan(dpn)유 자와 신경교세포 형성에 향을 미치는 gcm,

repo유 자를 이용하여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에 향을 주는 유 자

를 screening하 다.그 결과 14개의 돌연변이 에서 8개의 돌연변이

는 신경세포 발 에 여하는 것을 확인하 고,6개의 돌연변이는 신경

교세포의 발 에 여하는 것을 확인하 다.신경교세포의 이상이 있는

돌연변이는 <그림 5>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 에서 J,K,L은 돌연변이 l(2)k11101k11101의 표 형이다. 기

에 신경교세포가 뭉쳐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후기에는 배열이 흐

트러지는 것을 발 하 다.돌연변이 l(2)k11101k11101의 유 자 이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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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9523로 아직 기능이 밝 져 있지 않다.6개의 유 자 에서 아직 기

능이 거의 밝 지지 않은 유 자 CG9523에 해서 배아 단계에서 신경

교세포와 련하여 반 인 신경계 발생과 형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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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신경계 련 돌연변이를 이용한 genescreening.2번과 3번 염색

체의 돌연변이 에서 14개의 신경계 형성에 여하는 돌연변이를 선별

했다.선별된 유 자를 neuroblast와 neuroglioblast에 여하는 유 자를

특정 유 자 표지체를 이용하여 선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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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신경교세포의 발 과 련된 유 자. 부분의 신경교세포에서

발 하는 표지체인 repo항체를 이용하여 선발된 유 자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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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G9522유 자의 선행 연구

리의 2번째 염색체에 치하는 유 자 신경계가 형성되는 배아

단계에서 반 으로 발 한다.CG9523의 염기서열(sequence)을 이용하

여 분자 특성을 확인하 다. 분자 인 기능으로서 protein

adenylytransferaseactivity를 가지고 있다.Adenylytransferase는 효소

로써 다음의 반응을 활성화시키는데 도움을 다.

ATP + [L-glutamate:ammonia ligase(ADP-forming)] 

<=> diphosphate + adenylyl-[L-glutamate:ammonia 

ligase(ADP-forming)] 

염기서열을 blast한 결과,CG9523유 자는 2개의 domain을 가지

고 있다.2개의 domain은 fic(filamentatininducedbycAMP)domain과

막단백질(transmembrane)domain이다.

ficdomain은 부분의 모든 자연계의 생물에서 발견된다.모든 fic

단백질은 HPFx(D/E)GN(G/K)R motif를 가지고 있으며,ATP binding

기작이 보존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2700여 개 이상의 종에서 보존된

염기서열이 있다고 확인 되었다.다양한 박테리아 병원균 안에서

secretionsystem을 통하여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인간 암세포인 헬

라 세포(Helacell)에서 ficdomain은 autoadenylylationactivity를 보이

며 adenylyl로 변화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cdomain을 가진 박테

리아가 척추동물의 hostcell에 삽입되면 Rho-family의 smallGTPase가

보존된 threonine이나 tyrosineresidues가 adenylylation되는 것을 불활

성화 시켜 cellularactincytoskeleton의 붕괴를 야기한다.분자에서 형태

형성(morphogenesis)으로 가는 요한 기작 에 하나인 actin



- 13 -

cytoskeleton과정은 actinfilament는 myosinmotors와 함께 모든 진핵

세포의 세포 모양을 조 하는데 도움을 주며,다세포 생물에서 다양한

형태 형성 과정에 필요한 기작이다.형태 형성 과정에는 cytokinesis,

axon path-finding,musclecontraction,epithelialfolding 등에 있다.

actin조 단백질은 세포의 건축가로 여겨진다.Actin은 monomeric과

filamentous states 과정 사이에 존재한다.Actin-ATP monomers는

actin polymerization으로 빠르게 변화하게 된다. Actin monomer

ATP/ADP가 filamentnucleation으로 변화하는 과정에서 actin-binding

단백질을 조 하게 된다.이러한 과정은 효소에서 사람에게까지 모두 보

존되어 있다.Actin-binding단백질이 actin구조에 향을 미칠 때 특정

물질이 필요하게 된다.SmallRhoGTPase는 특정 세포 안과 밖에서 오

는 신호에 반응하여 actin구조를 조 하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세포

외부에서 신호를 받은 SmallRhoGTPase특정 actin조 단백질과 상

호작용하여 actin의 발 치와 형태 형성이 변화하는데 여하여 배아

의 세포 모양에 향을 주게 된다. 향을 주는 과정에는 ventralfurrow

formation-gastrulation, dorsal closure, bristle, muscle 등이 있다

(Antonio and Baum,2003). 한,fic domain의 향으로 bacterial

pathogenesis가 일어나고, actin cytoskeleton의 재배열이 일어나며,

programmedcelldeath(apoptosis)를 억제하며,inflammatoryresponse를

유도한다.celldivision,proteintranslation,eukarytoticcellsignaling,

cellulartrafficking에 연 되어 있으며,AMP-transfer과정으로 ATP기

질이 target근육에서 변화하게 된다(Utsumietal.,1982;Kinchetal.,

2009;Mottooetal..,2011).하지만 박테리아에서는 활발히 연구가 진행

되어 많은 기작이 밝 져 있지만 진핵생물에서는 연구가 미비한 상태이

므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지 까지 밝 진 진핵생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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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구를 살펴보면,세포의 분열에서 막의 trafficking등 기본 이고 진

화 으로 보존된 기작인 cytoskeleton dynamics에 여한다.세포의

signaling 과정에서 Rhofamily의 GTPase로 cytoskeleton를 인식하는

것은 요한 기작인데 이 과정에서 ficdomain은 인식하는 과정에서 특

정 단백질을 찾는데 주요한 역할을 한다.Rho 단백질은 pathogenic

microbes를 target으로 유도한다.왜냐하면 GTPase는 다양한 host

defense기작에서 phagocytosis,phagosometrafficking,transcriptional

activation ofimmune effecters,stimulation ofadaptive response,

apoptosis와 같은 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Royetal.,2009).추가

으로, fic domain을 가지고 있는 박테리아의 돌연변이에서

cytotoxicity(세포독성)이 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이로 인해서 actin

cytoskeleton의 붕괴가 야기되고 격한 cellrounding이 일어나게 된다.

헬라 세포 안에서 ficdomain돌연변이를 찰한 결과 actin의 모양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다 이는 ficdomain이 세포 형태형성에 향을

다고 생각된다.ficdomain이 RhoGTPase를 adenylylation시키는 것

은 invitro상에서 밝 졌다.앞으로 아직 밝 지지 않은 원핵생물과 진

핵생물에서 post-translationalmodification에 해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Xiaoetal.,2010).이러한 domain의 특징을 통하여 CG9523유

자가 cellmorphology와 celldivision,celldeath에 향을 미칠 것으

로 상된다.

지 까지 CG9523유 자에 한 연구는 리 겹 의 신경세포에

서도 이루어지고 있다.겹 은 신경 분화,생존,축삭의 projection과

련된 기작을 연구하기에 좋은 모델이다. 리의 겹 은 8개의

photodetectorneurons(PR,R1-R8)로 구성된 800개의 낱 으로 이루어져

있다. 리의 세포의 돌연변이를 이용하여 apoptosis의 조 ,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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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photodetector의 분화,축삭의 projection과 celldeath를 연구할 수

있다.p53의 발 에 의해서 caspase-dependentPR세포의 생존과 분화

에 향을 미치는 요소를 screening한 결과 4개의 돌연변이가 향을 미

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Fatty acid transport protein인 fatpk10307,

adenylytransferase인 CG9523과 다른 2개의 l(3)06536j2E5,l(2)k09828이

다.이러한 유 자들의 기능 연구는 요한 apoptosispathway와 주요

세포의 조 ,물질 사의 기능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4개

의 유 자를 caspaseinhibitor(GMR-P35,w+)를 이용하여 rescue실험을

한 결과 돌연변이에서 발 하지 못했던 PR신경세포가 일부분에서 정상

으로 발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Gambisetal.,2011).CG9523

유 자가 가지는 ficdomain의 기능에 의해서 의 신경세포에서 일어나

는 apoptosis의 조 ,신경세포의 분화,축삭의 projection과 celldeath가

다른 신경세포에서 일어날 것으로 상 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배아 발생 단계에서 발 하는 CG9523유 자가 신경

계의 발생 과정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려고 한다.신경발생과

정에서 신경교세포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고 신경교세포와 한 련이

있는 신경세포의 발생 과정에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살펴보려고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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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실험 재료 실험 방법

1.실험 재료 표지체

리는 cornmeal/yeast배지가 들어있는 20mm 병에서 dry

yeast와 함께 배양하 다. 리 stock은 20℃에서 유지되고 실험에 사

용된 리와 배아는 25℃에서 키웠다. 리는 CG9523의 기능 손실

돌연변이(lossoffunctionallele)로 P- 사인자가 삽입된 l(2)k11101k11101,

l(2)k11101k07502b 사용하 고, 조군으로 Oregon-R을 사용하 다

BloomingtonDrosophilaStockCenter).Balancing을 하여 gla/cyowg

b-gal을 사용하 다. 리의 stage구분은 Campos-Ortega(1985)에 따

라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 사용한 표지체는 신경교세포 표지체인 repo(1:20)와

prospero(1:200)가 사용되었다. 추신경계 축삭의 표지체로

BP102(1:200)과 fas2(1:200)가 사용되었으며 말 신경계 축삭의 표지체로

22c10(1:20)과 HRP(1:400)이 사용되었다.세포 분열을 확인하기 해

phospho-histone H3(1:300)가 사용되었다(Developmental Studies

HybridomaBankandCellSignaling).

2.실험 방법

(1)배아 고정

발생 단계의 배아를 모아 50% 염소계 표백제(유한락스)로 4분 동

안 처리하여 배아의 난각(chorin)을 제거한 뒤 증류수로 3회 이상 씻어

주었다.heptane2ml과 4% paraformaldehyde2ml든 바이알에 배아를

넣고 shaker에서 20분간 고정시켰다. 그 후 아래층의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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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formaldehyde을 pasteurpipette으로 제거하고,methanol2ml를 추가

한 뒤 shaker에서 20분간 흔들어서 내부의 난황막(vitellinemembrane)

을 제거하 다(Patel,1994).바닥에 가라앉은 배아를 제외한 methanol과

heptane을 제거한 후 methanol로 2-3회 씻어 뒤,methanol을 채워

-20℃에 보 하 다(Aanetal.,2010;Partetal.,2009).

(2)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ChainReaction(RT-PCR)

배아,유충,성체를 각각 수집한 후에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

질하게 갈아주고 GeneJETTM RNA purificationkit(Fermentas)를 이용하

여 totalRNA를 얻었다.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RNA의 순도와

양을 정량하여 맞춘 후 RevertAidPremium Reverse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역 사시켜 cDNA를 만들었다.해당 cDNA를 RT-PCR을 진행

하 다.증폭 과정은 hot start 95℃에서 10분 동안 진행한 후,

denaturation을 해 95℃에서 30 ,annealing을 해 60℃에서 30 ,

extension을 해 72℃에서 20 동안 30cycle을 진행하 다.그 후 1%

agarosegel를 이용하여 band를 확인하 다(Auldetal.,1995).실험 과

정에서 쓰인 primersquence는 TCGAACATGCTCTCGCTCTA와

CTAGTGCCTCGGAGTTGCCT이다.

(3)항체 염색(immunohistochemistrystaining)

고정시킨 배아를 pasteurpipette으로 e-tube로 옮긴 후,methanol

을 제거하고 PT로 3회 헹구고,15분씩 3회 씻어주었다.비특이 인 결

합을 방지하기 해서 PT에 5%의 normalgoatserum을 처리한 용액

100㎕를 처리한 후,3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PT에 표지체를 각

조건에 맞게 희석시킨 용액을 처리한 후 4℃에서 16시간 이상 반응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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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다음으로 PT로 3회 헹구고 15분씩 3회 씻어 후,PT용액에 1:150

으로 희석한 2차 항체를 넣어서 4℃에서 16시간 이상 반응시켰다.반응

시킨 배아를 PT로 3회 헹구고 15분씩 3회 씻어 후,PT에 avidin과

biotin을 1:1000으로 희석한 용액 100㎕를 넣어 1시간 반응시켜 signal을

증폭시켰다. PT로 3번 헹구고 15분씩 3회 씻어 뒤

3,3-diaminobenzidine(DAB) 200㎕과 8% NiCl2 2㎕, hydrogen

perozide(H2O2)2㎕을 이용하여 색반응을 하 다(Muller,2008).색 반응

을 한 후 발색된 후 PT를 이용하여 반응을 멈추었다.PT를 제거한 후

70%,90%,95% ethanol로 각각을 헹구어 주었고,100% ethanol로 5분씩

2회 씻어 탈수화 과정을 거치고 나서 각 e-tube에 methylsalicylate200

㎕를 처리하여 4℃에서 보 하 다.이 염색을 해서는 다시 와 동

일한 방법으로 항체반응을 시행하 다(Klambtand Goodman,1991;

Klambtetal.,1991;Seppetal.,2000).

(4)형 항체 염색(Immunofluorescentstaining)

1차 항체 처리까지는 항체 반응과 동일하게 진행한다.PT로 3회

헹구고 15분씩 3회 씻어 후,PT용액에 1:1000으로 희석한 2차 형 항

체를 넣어서 실온에서 30분 동안 반응시켰다.색 반응을 확인한 후 PT

를 이용하여 반응을 멈추었다.70% glycerol200㎕를 처리하여 4℃에서

보 하 다.이 염색을 해서는 다시 와 동일한 방법으로 항체반응

을 시행하 다(Aanetal.,2010;Partetal.,2009).

염색한 배아는 OlympusBX51 미경을 이용하여 찰,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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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 과

1.CG9523유 자의 발 양상

1)야생형에서 CG9523유 자의 발 양상

CG9523유 자는 2개의 ficdomain과 transmembranedomain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려져 있다.선행 연구를 통하여 박테리아나 진핵생

물에서 ficdomain인이 AMPylation과정을 통하여 actincytoskeleton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다. 한,유충(lava)단계에서 형성과

정에서 apoptosis에 여한다고 알려져 있다.하지만,배아 단계에서 많

이 발 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배아 발생 단계에서 어떠한 향을 주는지

에 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져 있지 않다.그래서 CG9523유 자가

리 발생 단계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알아보기 해서 실험을 진행

하 다.

먼 배아 발생 단계에서 CG9523유 자가 시간 별로 야생형에

서 어떻게 발 되는지 알아보기 해 총 5단계로 나 어 실험하 다.배

아 발생의 1-4단계(0-2시간),5-9단계(2-4시간),10-12단계(4-8시간),

12-14단계(8-12시간),14-16단계(12-16시간)로 각 시간 의 알을 모아

CG9523유 자의 발 을 확인하기 해서 RT-PCR을 진행하 다.각

발생단계 별로 CG9523유 자의 발 양을 확인해 본 결과 반 인 배

아 발생 단계에서 모두 일정 량 이상 발 하는 것을 확인하 다.1-4단

계,10-12단계,14-16단계에서 많이 발 하 다(그림 6).이 결과 actin

cytoskeleton형성에 여하는 CG9523유 자는 배아 발생 단계 기부

터 발 하여 배아가 유충이 될 때까지 꾸 히 발 하는 신경계 형성에

향을 미칠 것으로 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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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야생형 배아에  RT-PCR결과.

M:Sizemarker

N:Negativecontrol

1:1-4단계의 야생형 배아

2:4-9단계의 야생형 배아

3:10-12단계의 야생형 배아

4:12-14단계의 야생형 배아

5:14-16단계의 야생형 배아

CG9523유 자는 모든 배아 발생 단계에서 발 하며 14-16단계의 배아에서 가

장 많이 발 하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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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돌연변이 립 유 자의 특징

CG9523유 자는 다양한 P- 사인자가 삽입된 립 유 자 돌연

변이가 존재한다.그 에서 l(2)k11101k11101과 l(2)k11101k07502b 돌연변이

는 각각 p{lacw}가 2L:6,424,390과 2L:6,424,371에 삽입되어 만들어졌다.

P- 사인자의 삽입으로 l(2)k11101k11101과 l(2)k11101k07502b 돌연변이는

CG9523 유 자가 정상 으로 발 되지 못할 것으로 상되었다.

CG9523유 자의 발 차이를 확인해 보기 해서 RT-PCR을 수행했

다.배아 단계 반 으로 발 의 차이를 알아보기 해서 배아 1단계부

터 유충이 되기 단계인 16단계까지의 모든 배아(Fullstage의 배아)를

모아서 RT-PCR를 진행하 다.그 결과 야생형에 비해서 이형 돌연변이

배아에서 발 양이 어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7).발 정

도가 감소한 것은 돌연변이 립유 자에서의 유 자 발 이 없는 결과

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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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야생형과 돌연변  배 에  RT-PCR결과.

M:Sizemarker

1:Fullstage야생형 배아

2:Fullstagel(2)k11101k11101배아

3:Fullstagel(2)k11101k07502b배아

CG9523유 자 이형 돌연변이 개체에서 발 양이 야생

형보다 어드는 것을 보여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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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G9523유 자의 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 신경계

발생에 미치는 향

1)CG9523유 자가 신경교세포에 미치는 향

CG9523유 자가 리 배아의 신경계 발생과정에서 신경교세포

와 신경세포에 각각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CG9523유

자에 P- 이인자를 삽입하여 만든 기능상실 돌연변이인

l(2)k11101k11101과 l(2)k11101k07502b돌연변이 배아에서 신경교세포와 신경

세포를 표지하는 표지체를 사용하여 항체염색을 수행하 다.gene

screening에서 확인하 듯이 CG9523은 신경교세포의 발생에 여할 것

으로 보여 진다.신경교세포의 발생 과정을 살펴보기 해서 midline신

경교세포를 제외한 부분의 신경교세포에서 발 하는 repo를 표지체로

이용하여 확인 하 다.repo에 의해서 표지되는 신경교세포에는 surface

glia,cortexglia,neuroplicglia등이 있다(그림 2).CG9523기능상실 돌

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발생 패턴을 확인해 보면 기 12단계까지에서

는 야생형과 비교하여 크게 다른 을 찰할 수 없었지만,후기 14단계

에서는 l(2)k11101k11101과 l(2)k11101k07502b 모두에서 interface glia,

channelglia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되었다(그림 8E,H,F,I화살표).

l(2)k11101k07502b의 경우 repo표지체로는 표지되지 않는 midline신경교

세포가 발 하는 부분에서 ectopic하게 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H,I상자).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 70%-80%의 배아에

서 야생형과 다른 표 형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 다.

CG9523유 자 돌연변이 이상이 주로 세로축 신경교세포에서 많

이 찰되었기 때문에 세로축 신경교세포의 형성과 분화를 좀 더 자세히

찰하기 해서 반체 당 6개의 longitudinalglia에서만 발 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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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spero를 이용하여 특정 신경교세포의 발 을 확인하 다.야생형에서

prospero는 기에는 추신경계에서 반 으로 발 하다가 후기 16단

계가 지나가면 6개의 longitudinalglia에서만 발 하게 한다(Grifithset

al., 2004). 돌연변이 l(2)k11101k11101과 l(2)k11101k07502b에서 6개의

longitudinalglia가 발 되지 않고 4개에서 5개의 신경교세포가 발 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9B,C상자).Prospero의 발 이 70%의 배아에

서 어들었다.

신경교세포의 표지체인 repo와 prospero결과를 보면 CG9523유

자가 신경교세포의 형성단계부터 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며 후기 단

계 신경교세포의 분화와 형성에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분화 과정에서 추신경계의 세로축 신경교세포의 수의 감소가

찰되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세포가 증가하거나 이동에 향을 보이는

것이 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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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repo발 .(A,B,C)야생형

배아 12,14,15단계의 repo발 양상.(D,E,F)l(2)k11101k11101배아

12,14,15단계의 repo발 양상.(G,H,I)l(2)k11101k07502b배아 12,14,

15단계의 repo발 양상.interfaceglia와 channelglia가 사라지며(화살

표),midlineglia가 ectopic한 것을 나타낸다(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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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prospero발 .(A)야생형 배아 16단

계의 prospero발 양상.(B)l(2)k11101k11101배아 16단계의 prospero발

양상.(C)l(2)k11101k07502b배아 16단계의 prospero발 양상.야생형 배아는

6개의 longitudinalglia가 정상 으로 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돌

연변이는 longitudinalglia가 4개에서 5개로 정상보다 은 숫자로 발

하는 것을 나타낸다(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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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CG9523유 자가 신경세포에 미치는 향

신경교세포의 발생에 여하는 CG9523유 자가 신경세포의 발생

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 신경세포를 표지하는 표지

체를 이용하여 신경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보았다.BP102표지체를

이용하여 추신경계의 축삭의 형성을 확인하 다.CG9523기능상실 돌

연변이는 longitudinaltracts를 연결하는 connectives와 commissure의

연결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다(그림 10B,C).l(2)k11101k11101돌

연변이의 경우 특정 체 에서 앞쪽으로 뻗어나가는 pCC와 vMP2와 뒤

쪽으로 뻗어나가는 MP1과 dMP2의 연결에 모두 이상이 생겨

longitudinaltracts이 바르게 연결되지 않고 가운데 부분으로 함몰되는

것을 11%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B별표).l(2)k11101k07502b돌

연변이에서는 체 과 체 사이를 연결하는 connectives의 손상뿐만 아

니라 connectives의 사이를 연결하는 commissure의 형성에도 이상이 생

겨 축삭 다발이 심하게 손상되는 것을 4%의 확률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C화살표).그리고 손상이 심하지는 않지만 야생형과 다른 표

형을 나타내는 배아를 15% 정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0B',C').

추신경계에서의 축삭의 형성을 자세히 살펴보기 해서

fasciculations을 표지하는 fas2표지체를 사용하여 발 을 확인하 다.

CG9523돌연변이를 살펴보면 14단계에서 축삭이 migration되지 않고 가

운데에 모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1D,G화살표).15단계에

서는 각각의 신경세포가 연결되어 뻗어나가게 되는데,l(2)k11101k07502b

돌연변이에서는 longitudinaltracts뻗어나가는 발 이 제 로 이루어지

지 않고 있다.16단계에서는 3 의 fasciculations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l(2)k11101k11101 돌연변이에서는 3 의 fasciculations이 나타나기는 하나

약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 고(그림 11H,F별표),l(2)k11101k0750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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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연변이에서는 2개의 fasciculations를 확인 할 수 있었고 체 간의 연

결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1I상자).이러

한 비정상 인 발 을 돌연변이 배아에서 각각 65%와 68%의 확률로 확

인 할 수 있었다.

추신경계에서의 CG9523의 발 뿐만 아니라 말 신경계에서의 발

을 살펴보기 해서 추신경계와 말 신경계에서 모두 발 하는

HRP와 22C10을 표지체로 염색하여 말 신경계의 발 을 확인하 다.

22C10으로 염색해본 결과,l(2)k11101k1110와 l(2)k11101k07502b 돌연변이에

서는 5개의 lateralchordotonalneuron근처에 추가 인 세포가 발 하

는 것을 33%,42%의 확률로 확인할 수 있었고(그림 12B,D 화살표),

각각의 체 에서 곧게 뻗어나가야 하는 신경이 체 과 혼합되어 뻗어

나가는 것을 3%와 4%의 은 확률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C,D 상자). 부분의 배아에서는 야생형과 비슷한 표 형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2C',D').

HRP는 추신경계에서도 발 하지만 말 신경계에서 축삭과 운

동뉴런과 감각뉴런에 발 하는 표지체이다.모식도를 살펴보면 추신경

계에서 발 하여 motor뉴런과 함께 말 신경계로 뻗어나가 sensory뉴

런 cluster를 형성하게 된다. 추신경계부터 ventralcluster(v),ventral'

cluster(v'),lateralchordotonalneurons(lch),dorsalcluster(d)가 형성되

게 된다(그림 13A)(Kaniaetal.,1995,Seppetal.,2001).야생형에서

발 을 살펴보았을 때,감각뉴런 cluster를 확인할 수 있었다.돌연변이

의 HRP 발 을 확인해 보았을 때,l(2)k11101k11101와 l(2)k11101k07502b

lch의 발 과 축삭의 뻗어나가는 패턴이 야생형과 다른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3C,D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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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BP102발 .(A)야생형 배

아 16단계의 BP102발 양상.(B,B')l(2)k11101k11101배아 16단계의

BP102발 양상.(C,C')l(2)k11101k07502b배아 16단계의 BP102발

양상.(A)야생형에서 축삭 다발이 사다리 모양으로 고르게 발 한다.

(B)l(2)k11101k11101에서는 화살표 부분에 connective의 연결이 정상 으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나타낸다.(C)l(2)k11101k07502에서는 화살표 부

분에 connectives와 commissure모두 연결이 제 로 이루어지 않은 것

을 나타낸다(화살표).(B',C')15%의 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는 야생형

과 비슷한 표 형을 찰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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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fas2발 .(A,B,C)야생형

배아 14,15,16단계의 fas2발 양상.(D,E,F)l(2)k11101k11101배아

14,1516단계의 fas2발 양상.(G,H,I)l(2)k11101k07502b배아 14,15,

16단계의 fas2발 양상.축삭이 정확한 치로 migration이 제 로 이

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화살표).축삭의 발 이 어드는 것을

나타낸다(별표).l(2)k11101k07502b 돌연변이에서 박스 안의 발 패턴을

보면 3개의 fasciculations이 잘 이루어지지 않으며,체 간의 축삭 연결

이 잘 이루어지지 않음을 나타낸다(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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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22C10발 .(A)야생형 배

아 16단계의 22C10발 양상.(B,C,C')l(2)k11101k11101배아 16단계

의 22C10발 양상.(D,E,E')l(2)k11101k07502b배아 16단계의 22C10

발 양상.l(2)k11101k11101와 l(2)k11101k07502b돌연변이에서 추가 인 세

포가 발 되는 것을 나타낸다(화살표).(C,E)돌연변이에서는 각각의 체

에서 신경이 뻗어나가지 못하고 체 의 신경이 함께 연결되어 뻗어

나가지 못하는 것을 나타낸다(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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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HRP 발 .(A)

HRP 발 모식도.(B)야생형 배아 16단계의 HRP 발 양

상.(C)l(2)k11101k11101배아 16단계의 HRP 발 양상.(D)

l(2)k11101k07502b배아 16단계의 HRP 발 양상.(A',B',C')

B,C,D의 상자 부분 확 .(C,D)축삭이 뻗어나가는 패턴과

lch의 모양이 다르게 나타났다(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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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CG9523유 자가 세포분열에 미치는 향

CG9523유 자는 ficdomain을 가지고 있다.ficdomain은 세포의

signaling과정에서 actincytoskeleton의 재배열이 일어나면서 다양한

세포 형성 과정에 향을 다고 알려져 있다.다양한 세포 형성 과정

에서 CG9523유 자가 celldivision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 알아보

기 해서 celldivision을 확인 할 수 있는 표지체인 phospho-histone

H3를 염색하여 확인해 보았다. 야생형 배아 발생 단계에서

phospho-histoneH3는 기 단계부터 반 으로 발 하여 후기단계까

지 발 하는 것을 확인하 다.세포가 많이 분열하여 새로운 세포를 형

성하는 기 단계는 많은 양이 발 하여 다양한 세포의 발생에 여하게

되며,후기 단계의 발 이 어드는 것을 확인하 다.CG9523유 자 돌

연변이에서 미치는 향을 살펴보면 기 10단계에서 배아 반 으로

발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4A,B,C).14단계에서

는 야생형의 경우,각 반체 에서 15-20개의 세포에서 발 하 지만,돌

연변이에서는 그 보다 작은 10-14개의 세포에서 발 하는 것을 확인 하

다(그림 14D,E,F상자).16단계에서는 야생형에서는 brain부분과

ventralnervecord에서 발 하 지만 l(2)k11101k11101과 l(2)k11101k07502b

배아에서는 brain부분과 ventralvervecord에서 발 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14G,H,I).phospho-histoneH3의 발 을 살펴본 결

과 ficdomain을 가지고 있는 CG9523유 자는 celldivision에 여한다

고 상된다.celldivision의 감소로 인해 주신경계와 말 신경계에서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의 발 에 향을 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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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CG9523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의 phospho-histoneH3발 .

(A,B,C)야생형 배아 10,14,16단계의 phospho-histoneH3발 양

상.(D,E,F)l(2)k11101k11101배아 10,1416단계의 phospho-histoneH3

발 양상. (G, H, I) l(2)k11101k07502b 배아 10, 14, 16단계의

phospho-histone H3 발 양상. 반 으로 돌연변이 배아에서

phospho-histoneH3의 발 이 어드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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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고 찰

신경계 발생과 분화에는 다양한 유 자들이 련되어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이러한 유 자의 기능을 규명하는 일은 신경계의 작용을 이

해하는데 핵심 인 정보를 제공해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아직 연구

가 되지 않은 CG9523유 자의 기능을 배아 단계에서 규명하 다.

CG9523유 자와 련된 신경계 발생 연구는 미비하며,CG9523

유 자가 ficdomain을 가지고 있다는 연구와 성체의 에서 세포 죽음

을 찰했다는 연구가 부이다(Kinch etal.,2009;Gambis etal.,

2011).

배아의 발생단계부터 발 하는 유 자로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유

자 발 을 확인하기 해서 antisenes mRNA probe를 제작하여

in-situhybrization방법을 이용하여 배아 단계에서 확인해 보았지만 유

자의 발 을 확인 할 수 없었다.이에 배아에서 CG9523유 자의 발

을 확인하기 해서 RT-PCR 방법을 이용하 다.RT-PCR 결과

CG9523유 자는 배아 발생 단계 반 으로 발 하 고,14-16단계에

서 가장 많은 양이 발 하는 것을 확인하 다.

CG9523단백질로부터 상되는 ficdomain은 actincytoskeleton의

재배열을 야기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 유 자는 세포의 형

태 형성이나 세포의 구조 형성에 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

다(Kinchetal.,2009;Mottooetal.,2011).CG9523유 자의 돌연변이

부분에서 세로축의 interfaceglia와 channelglia에 정상 으로 발 되

지 않았으며,prospero를 이용하여 확인해 본 결과에서도 6개 보다 작은

4-5개의 신경교세포에만 발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신경교세포 형성과

정에서 신경교세포의 수의 감소와 신경교세포의 손실이 확인되었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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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한 결과는 CG9523유 자가 배아 단계에서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의

분열과 분화 그리고 이동에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교세포가 신경세포의 분화 과정에 향을 다는 것이 repo

돌연변이 연구를 통해서 확인된 바 있다(Yuasaetal.,2003).신경교세포

에 이상이 있는 CG9523유 자가 신경세포에는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해서 신경세포 표지체를 이용하여 추신경계와 말 신경계

로 나 어 확인해 보았다.BP102를 이용하여 주신경계의 축삭 다발의

발 을 확인해 본 결과,신경교세포의 형성에 이상이 있던 세로축의 축

삭의 형성이 정상 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체 과 체 사이를 연결하는

2개의 connectives를 연결하는 commissure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 다.

한,fas2로 fasciculations의 형성을 확인해본 결과 14단계에서는

migration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과 그 향을 받아 15-16단계에서 3개

의 fasciculationline이 형성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추신경계뿐만 아니라 말 신경계에도 이상을 야기하는지 확인하

다.HRP를 이용하여 축삭의 형성과 감각뉴런의 발 을 확인해본 결

과,lateralchordotonalneuron의 형성에 이상이 있으며 그로 인해 그 부

분의 축삭의 형성이 재 로 이루어지지 않을 것을 확인하 다. 한,

22C10를 확인해본 결과 마찬가지로 lateralchordotonal뉴런의 형성에

이상이 있으며 체 과 체 사이에 각각 발 해야 하는 축삭이 뭉쳐서 함

께 발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CG9523유 자가 성체의 에서 핵심 세포의 죽음 기작에 여하

며 필수 인 세포와 사 기작을 조 한다는 연구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Gambisetal.,2011),배아 발생 과정에서 세포죽음을 확인하기 해서

세포 정사를 표지할 수 있는 표지체인 cleaved-caspase3를 이용하여

세포의 죽음을 증가해서 세포의 수가 감소하거나 는 신경계의 손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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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했는지 알아보려고 하 지만 돌연변이에서 세포의 죽음은 야생형과

비교하여 큰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H.BaehrecheandN.Martin,2004).

그 다면 세포의 분열과 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하여 돌연변이에서

세포의 분열이 감소하는 결과를 찰하 다.신경계의 분화과정에서 세

포의 분열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분화에 이상이 생겨서 신경계가

완 하게 발생되지 못했다.

본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CG9523유 자는 배아 후기 발생 단계에서

신경교세포와 신경세포의 형성 모두에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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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CG9523Geneon

NervousSystem Developmentduring

embryogenesisofDrosophilamelanogaster

GoeunChoi

ScienceEducation,BiologyMajor

TheGraduateSchool

SeoulNationalUniversity

During embryogenesis, approximately 30 neural stem cell per

abdominalhemisegmentdelaminateingliaandneuronthroughseveral

differentiationmechanism.Inthisstudy,wetriedtoinvestigatethe

roleofCG9523geneduringneurogenesis.CG9523geneinwildtype

wasexpressedoverallembryogenesisfrom RT-PCR.Particularly,the

expression ofCG9523genewasincreasedin 14-16stageembryo.

CG9523 mutantembryoslack interfaceglia and channelglia and

showedmidlinegliainlongitudinaltract.InCNS,mutationinthe

CG9523genecausedtheabnormalformationoflongitudinalaxon.In

PNS,itaffectedsensory neuron clusterandleadtounusualax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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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mation.TheseresultsindicatesthatCG9523geneisinvolvedin

gliaandneurondevelopmentinembry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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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entNumber:2010-21544


	Ⅰ. 서론 
	1. 연구 배경
	2. 연구의 필요성
	3. CG9523 유전자의 선행 연구 

	Ⅱ. 실험 재료 및 실험 방법 
	Ⅲ. 결과
	1. CG9523 유전자의 발현 양상
	2. CG9523 기능상실 돌연변이에서 신경계 발생에 미치는 영향 
	1) CG9523 유전자가 신경교세포에 미치는 영향 
	2) CG9523 유전자가 신경세포에 미치는 영향 
	3) CG9523 유전자가 세포분열에 미치는 영향 


	Ⅳ 고찰
	참고문헌
	Abstrac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