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 시- 경 지 2.0 한민  

는 아래  조건  르는 경 에 한하여 게 

l  저 물  복제, 포, 전송, 전시, 공연  송할 수 습니다.  

l  저 물  리 목적  할 수 습니다.  

다 과 같  조건  라야 합니다: 

l 하는,  저 물  나 포  경 ,  저 물에 적 된 허락조건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l 저 터  허가를 면 러한 조건들  적 되지 않습니다.  

저 에 른  리는  내 에 하여 향  지 않습니다. 

것  허락규약(Legal Code)  해하  쉽게 약한 것 니다.  

Disclaimer  

  

  

저 시. 하는 원저 를 시하여야 합니다. 

경 지. 하는  저 물  개 , 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legalcod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d/2.0/kr/


   

교육학석사 학위논문  

 

초파리 인슐린 신호전달계의 

steppke 유전자 돌연변이가  

배아 교세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 

 

Effects of Drosophila Insulin Signaling 

steppke mutation on Embryonic Gliogenesis 

 

 

2013년 8월 

 

 

서울대학교 대학원 

과학교육과 생물전공 

심 이 슬 

 



 

 i 

초    록 

 
    초파리 신경계는 척추동물의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뉴런과 신경

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기존은 뉴런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졌

지만 최근 들어 교세포종(Gliomas), 성상교세포(Astrocytes)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야기하는 신경 전달 장애, 마비, 실조증

(Ataxia)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교세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신경 교세포의 발생 과정에서 다양한 신호경로의 영향

을 받으나 이와 관련하여 배아발생 시기에서의 연구는 부족하다. 

GTPase를 활성화 시키는 Cytohesin인 유전자 steppke가 인슐린 

신호전달계를 통해 작용함으로써 세포분열과 크기조절에 관여한다

는 선행연구와 인슐린 신호전달계가 신경계에 영향을 준다는 선행

연구를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초파리 배아시기의 신경교세포 발

생단계에서 유전자 steppke가 인슐린 신호전달계를 통해 어떠한 영

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유전자 steppke의 원위치 혼성화(in situ 

hybridization)과 Real time PCR을 통해 배아 초기에는 전반적으로 

발현량이 강하며, 발생이 진행될수록 발현량은 줄어들지만 중추신경

계와 머리에서 발현하였다. 유전자 steppke 돌연변이에서는 배아 

후기 단계에서 중추신경계의 축삭 트랙에 위치하는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을 보였다. 또한 유전자 steppke와 인슐린 신호 전달계

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돌연변이에서 steppke 단일 돌연변이보

다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을 보이는 비율이 증가했으며 이를 통

해 steppke 유전자가 인슐린 신호 전달계를 통해서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배아 신경계에서 유전자 

steppke의 영향뿐 만 아니라 배아 발생 단계에서의 교세포 분화 및 

분열과정에 미치는 다양한 신호경로의 영향과 그 기작을 밝히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주요어 : 유전자 steppke, Cytohesin, 인슐린 신호전달계, 신경교세포,   

         신경교세포 형성 

학  번 : 2011-215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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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척추동물의 신경계는 뇌와 척수를 구성하는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와 말단 부분과 

중추신경계를 연결시켜주는 말초신경계(Peripheral nervous 

system, PNS)로 구성된다. 초파리의 신경계도 척추동물과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척추동물의 신경계와 70%정도 유사성을 보인다. 따라서, 초파리는 

척추동물의 신경계와 관련된 유전자가 높은 비율로 보전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유전학적으로 조작이 쉽기 때문에 뇌 질환 등 

신경계와 관련 있는 연구분야 에서 자주 이용되는 

모델동물이다(Bilen & Bonini, 2005). 또한, 초파리에서 연구된 

주요 신호경로는 포유류에도 대부분 보존되어 있어 신호경로와 

관련하여 신경계의 분화, 형성에 관한 연구가 활발하다. 

 

    신경계 발달의 경우 수 많은 종류의 세포들이 각각의 특징을 

가져야 하며, 제 역할을 하면서 상호작용을 해야 한다. 신경계를 이

루는 세포는 크게 뉴런(neuron)과 신경교세포(glia)로 나뉜다. 뉴런

과 신경교세포는 분화와 분열을 거쳐서 만들어 진다. <그림 1>과 같

이 신호에 의해 신경외배엽을 이루고 있는 세포들이 특정 위치를 

차지하게 된다. 그 후에 proneural, NB identity 유전자들이 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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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세포들이 집단(cluster)를 이루며 신경모세포(neuroblast)가 

된다(Ahn et al, 2010). 세포 집단 중에 하나세포가 점점 커지게 되

고, 이것은 뉴런 또는 신경교세포가 될 수 있는 신경아교세포

(neuroglioblast)가 된다. 신경아교세포는 발현하는 유전자에 따라

서 뉴런 또는 신경교세포가 될 수 있는 GMC(ganglion mother cell)

를 계속해서 만들어 내게 되는데, 신경줄기세포라고 할 수 있는 

GMC에서 신경교세포가 될 경우에는 신경교세포 발현 유전자인 유

전자 glia cells missing(gcm)의 발현이 필요하다(Bossing et al, 

1996; Udolph et al, 1993). 

    신경계 분야 연구에서는 주로 뉴런을 중심으로 연구가 이루어 

졌지만 최근 들어 교세포종(gliomas), 성상교세포(astrocytes)관련 

유전자의 돌연변이가 야기하는 신경 전달 장애, 마비, 

실조증(ataxia) 등이 증가함에 따라 신경교세포에 관한 연구가 

증가하고 있다(Di Giorgio et al., 2007; Nagai et al., 2007; Lobsiger 

and Cleveland, 2007; Barres, 2008). 신경교세포의 경우 뉴런과 

상호작용하며 신경계의 구조를 지지하고, 절연, cytokine과 

성장인자의 분비를 조절하거나, 뉴런의 이온화 항상성을 유지, 

시냅스 형성과 시냅스 신호 전달 후 신호전달물질의 수용 등 

뉴런과 함께 여러 가지 역할을 한다(Tobias et al., 2012). 초파리의 

신경교세포의 경우 포유동물의 신경교세포 보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구조이지만 유사한 부분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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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파리 초기 신경계 발생(Jones, 2001) 

신경외배엽으로부터 신경계가 만들어 지며, GMC(ganglion mother 

cell)에서 발현하는 유전자에 따라서 뉴런 또는 신경교세포로 

분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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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 배아 중추신경계의 복부 부분의 반 체절(Abdominal 

hemisegment)당 약 30개의 신경교세포가 있다. 말초신경계에는 

중추신경계에서 말단으로 뻗어 나온 신경다발을 따라 8-10개의 

말초 신경교세포(Peripheral glia)가 있다. <그림 2>와 같이 

신경교세포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크게 Surface glia, Cortex glia, 

Neuropile glia로 나뉜다. Surface glia는 중추와 말초신경에 걸쳐 

전반적으로 분포하는 신경교세포에 해당한다. Surface glia에는 

중추신경계에서 뻗어나가는 말초신경을 둘러싸고 있는 peripheral 

glia와 exit glia, 중추신경계를 둘러 싸고 있는 subperineurial glia, 

ventral nerve cord를 따라서 체절의 경계에 위치한 channel glia가 

포함된다. Cortex glia에는 ventral nerve cord의 뉴런의 세포체와 

연결되어 있는 cell body glia가 있다. Neuropile glia는 뉴런의 

세포체와 뻗어 나가는 신경들이 교차되어 있는 신경망을 둘러 싸고 

있는 신경교세포를 지칭한다. Neuropile glia에는 longitudinal nerve 

track을 둘러 싸고 있는 longitudinal glia, commissural nerve 

track을 둘러 싸고 있는 midline glia, intersegmental nerve와 

segmental nerve가 PNS쪽으로 뻗어 나가는 부분을 둘러 싸고 

있는 nerve root glia가 포함된다(Halter et al, 1995; Jones, 

2001). Reversed polarity(repo)라는 유전자는 midline glia를 

제외한 모든 신경교세포에서 발현되며, 신경교세포의 최종 분화 

단계와 신경교세포로서 운명을 유지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ampbell et al, 1994; Xiong & Montel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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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파리 배아에서의 신경교세포(Jones, 2001). 신경교세포는 

위치와 형태에 따라서 크게 surface glia, cortex glia, neuropile 

glia로 나뉘며, 각 위치에서 뉴런과 상호작용하면서 기능한다. 각 

체절마다 longitudinal track 중간에 위치한 midline glia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신경교세포가 repo 유전자를 발현하기 때문에, Repo 

표지체로 신경교세포의 위치를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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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다루고 있는 초파리 steppke 유전자도 <그림 

3>과 같이 포유류의 Cytohesin family와 상당한 유사성을 보이며 

인슐린 신호 전달계(insulin signaling)에 필수적인 유전자로 밝혀진 

유전자이다(Fuss et al, 2006). steppke 유전자는 guanine 

nucleotide exchange factor(GEF)의 그룹 중 하나인 cytohesin을 

만드는 유전자이다. Cytohesin은 <그림 4>와 같이 N-terminal coil, 

Sec-7 domain, C-terminal pleckstrin homology(PH)domain을 

가지고 있으며, ADP-ribosylation factors(Arfs) GTPases를 

활성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초파리 유전자 steppke에 관한 

연구는 초파리 인슐린 신호 전달계를 통한 세포 분열과 성장에 

필수적인 요소로 밝혀져 있다. steppke 유전자 돌연변이 초파리의 

유충, 번데기, 성체에서 개체 크기와 무게가 감소하며, <그림 

5>에서와 같이 3령 유충의 침샘세포의 크기와 분열된 핵의 개수가 

줄어들었다. 초파리의 침샘의 경우 세포질 분열 없이 핵 분열을 

하는데 따라서 steppke 유전자 돌연변이에서는 세포주기의 S기가 

느려짐을 알 수 있었다. 또한, steppke 유전자는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서 PI(3)K의 상위(Upstream)에서 작용하여 결과적으로 

AKT kinase를 조절하여, transcription factor인 FOXO의 역할을 

조절함이 밝혀져, 유전자 steppke는 초파리 인슐린 신호 전달계를 

통해 세포 분열과 성장에 관여할 것으로 보았다(Fuss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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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파리 steppke 유전자와 포유동물 cytohesin family 

gene과의 상동성(Kolanus, 2007). 초파리 steppke유전자는 CC 

domain, sec7 domain, PH domain을 가지고 있어 포유동물의 

cytohesin family와 유사성을 보이며, 포유동물의 Cytohesin 

family와 마찬가지로 Cytohesin의 기능을 저해시키는 물질인 

SecinH3에 의해 GEF의 기능을 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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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Cytohesin의 구조(Kolanus, 2007). Cytohesin은 CC 

domain, Sec7 domain, PH domain을 가진다. Phospholipid(PIP2, 

PIP3)와 GTPase로서 기능을 하는 ARF가 붙는 pleckstrin 

homology(PH) domain은 cytohesin으로써 기능을 하는데 매우 

중요한 domain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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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초파리 steppke 돌연변이 3령 유충 침샘세포(Fuss et al, 

2006). steppke 돌연변이에서는 침샘세포의 크기와 분열하는 핵 

개수가 줄어들어, 유전자 steppke가 세포 성장에 관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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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steppke가 관여하는 인슐린 신호전달계의 경우는 

포유동물에서부터 초파리까지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다. <그림 

6>와 같이 포유동물의 인슐린과 homologue인 Dilp, dInR(Insulin 

receptor), IRS(insulin receptor substrate)의 homologue인 Chico, 

PI3K(Dp110), PTEN, AKT를 거쳐 인슐린 신호전달계가 기능을 

하게 되며, 여러 신호전달계와 상호작용을 한다.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이 유전자들의 돌연변이에서는 세포의 

크기나 숫자에 변화가 있다(Bohni et al, 1999; Leevers et al, 1996; 

Weinkove et al, 1999). 인슐린 신호전달계의 기능은 주로 탄수화물, 

지방의 물질대사와 관련되어 있어 이는 성장과 수명에 영향을 

준다고 밝혀져 있다(Teleman, 2010).  

 

포유동물에서와 마찬가지로 초파리에서의 인슐린 신호전달계의 

경우에는 인간의 인슐린, IGF와 유사한 7개의 Dilp(insulin-like 

peptide)와 InR(insulin like receptor)를 가지고 있다. 7개의 Dilp 

는 각각 다른 조절을 받으며 NSCs(neurosecretory cells), 

중장(midgut) 등에서 서로 다른 발현 패턴을 형성한다(Brogiolo et 

al, 2001). 초파리에서 유전자 InR은 모든 시기에 전반적으로 

발현하며, 중기 배아 형성과정(mid-embryogenesis)에서 발현량이 

최고치에 이른다. 중기 배아 형성과정이 지나고 나서는 특히 

신경계에서의 발현량이 증가하며, 이는 성체 단계까지 신경계에서의 

발현량이 높게 유지된다(Garofalo & Rosen, 1988). Dilp가 InR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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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으면 InR이 자기인산화(autophosphorylation)하면서 InR에 

포유동물과 homologue인 Chico가 붙게 되고 다음 하위 

신호전달을 이어가게 된다. 인슐린 신호전달계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steppke 유전자는 신호전달계에서 PI3K의 upstream에 존재하여 

PI3K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ss et al, 2006; 

Hafner et al, 2006). Cytohesin이라는 Steppke의 기능을 관련 

지어 PI3K에 작용하는 정확한 메커니즘은 아직까지 밝혀져 있지 

않다. PI3K의 경우에는 kinase로써 PI3K의 활성화는 

PtdIns(3,4,5)P3를 만들어 Akt kinase를 활성화 시키는 영향을 

주게 된다. 활성화된 Akt kinase는 많은 단백질을 인산화 시키는데, 

그 중 하나가 전사인자 Foxo이다. 전사인자 Foxo는 Akt에 의해 

인산화 되면 세포질에 있게 되어 핵에서 전사인자로써 역할을 하지 

못하게 된다(Roy et al, 2010). Foxo의 경우 수 많은 유전자의 

조절부위에 붙어 전사인자로써 역할을 하게 되는데, 초파리에서 

foxo를 과발현 시켰을 경우 세포의 수와 크기가 줄어 드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Puig et al, 2003). 

 

  신경계 발달 과정에서 세포는 세포 주기에서 빠져 나와 다양한 

유전자의 발현을 이루게 된다. 이때 여러 리간드가 타겟 수용체에 

붙음으로 인해서 신호가 전달되어 시기별 특정 유전자들의 발현이 

이루어 져야 한다. 이때 전달되는 신호는 크게 분열과 분화가 

일어날 수 있도록 한다. 마찬가지로 인슐린 신호전달계도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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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는 물질대사 기능을 할뿐만 아니라 신경계 발달에도 

영향을 미친다. inr 돌연변이 초파리의 경우에는 배아의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의 발생에 이상이 있다(Fernandez et al, 

1995). 또한, 유충단계에서는 인슐린 신호전달이 perineural glia의 

분열에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Avet-Rochex et al, 2012).  

 

초파리 steppke 유전자가 관여한다고 알려진 인슐린 

신호전달계는 신호전달을 통해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함으로 

인해서 물질대사 조절, 분열과 분화 등에 영항을 준다. 본 

연구에서는 초파리 steppke 유전자의 배아 발생 단계에서의 발현과 

배아시기에 인슐린 신호전달을 통해 신경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다. 신경계의 발생은 신경세포의 분열과 분화로 

나눠질 수 있는데 뉴런과 함께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 

교세포의 분열에 초점을 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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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초파리 인슐린 신호전달계(Teleman, 2010).초파리 인슐린 

신호전달계는 포유동물의 인슐린 신호전달계의 많은 부분이 

보존되어 있다. steppke 유전자의 경우에는 PI3K를 활성화 시키는 

기능을 하며, 정확한 작용과정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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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방법 및 실험재료 
 

1. 실험 재료 및 표지체 

초파리는 cormeal/yeast 배자기 들어있는 관병에서 dry yeast

를 넣고 배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초파리와 배아는 25도에서 키

웠다. 유전자 steppke의 돌연변이는 총 4개의 라인(step[k08110], 

step[KG09493], step[MI01759], step[EY10721])을 이용하였는

데, 모두 P-element가 삽입된 돌연변이이다. 인슐린 신호 전달계

에 관여하는 유전자 돌연변이는 다음과 같다. inr[05545](inr 돌연

변이), Df(1)Ilp6[68](dilp6 돌연변이), akt1[04226](akt1 돌연변

이), Dp110[RBD](pi3k 돌연변이), ras85D[06611](ras 돌연변이)

를 사용하였다. FOXO의 과발현 실험에서는 UAS-foxo와 elav-

GAL4, repo-GAL4를 사용하였다. 대조군으로는 Oregon-R을 사

용하였으며, 초파리 배아 발생 단계 구분은 Campos-

Oretega(1985)에 따라 구분되었다. 본 실험에 사용한 표지체는 중

추신경계 신경 축삭 표지체인 Fas2(1:200)과 신경 교세포 표지체

인 repo(1:20)이 사용되었다(Developmental Studies Hybridoma 

Bank). 

 

2. 실험 방법 

1) 교배 과정 

유전자 steppke 돌연변이와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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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의 이중돌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교배작업으

로 이중돌연변이를 얻는 작업을 진행하였다. 유전자 steppke의 경

우 2번 염색체에 위치하였으며, 유전자 dilp6는 1번, 유전자 inr, 

pi3k, akt1, ras는 3번 염색체에 위치하였다. 서로 다른 유전자에 위

치하고 있는 이중 돌연변이를 얻을 때에는 한 쪽 돌연변이를 미교

배 암컷으로 다른 한쪽 돌연변이를 수컷으로 해서 교배 후 나오는 

세대를 자가교배 하여 1/16의 비율로 이중 돌연변이를 얻었다.  

 

2) 배아 고정 

발생 단계의 배아를 모아서 50% 염소계 표백제로 4분동안 처

리해 배아의 난각을 제거 한 후 증류수 씻는다. Heptane 2ml과 4% 

paraformaldehyde 2ml에 배아를 넣고 shaker에서 25분간 고정시

킨다. 후에 4% paraformaldehyde는 제거하고 methanol 2ml을 넣

고 shaker에서 20분간 흔들어 배아의 난황막을 제거한다(Patel, 

1994). Heptane제거 후 methanol에 배아를 넣어 -20도에 보관한

다. 

 

3) Real time RT-PCR 

시기 별로 모은 배아를 trizol reagent(invitrogen)를 넣고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갈아주어 RNA를 추출해 낸다. 추출한 

RNA는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순도와 정량을 확인한 후 

RevertAid Premium Reverse Transcriptase를 이용하여 역전사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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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cDNA를 만들었다. 만들어진 cDNA도 spectrophotometer를 이

용하여 순도와 정량을 확인한 후 Roter-Gene SYBR Green RT-

PCR kit를 이용하여 Real time RT-PCR을 진행하였다. Real time 

RT-PCR 과정에서 쓰인 primer의 염기서열은 

CGATATATTCTCCAGCGGTAT, ATACAAATCGTGGAAACG 

AC이다. 

 

4) 원위치 혼성화(in situ hybridization) 

배아를 PBT용액으로 씻은 뒤 4% paraformaldehyde 1ml로 

25분간 고정시킨다. 4% paraformaldehyde를 제거한 후 PBT로 5

회 씻어주었다. PBT 100㎕에 25㎕/㎖ proteinase K 2.5㎕를 넣은 

용액을 4분간 실온에서 처리한다. 후에 proteinase K를 제거한 뒤 

PBT로 2분씩 3회 씻어 주고, 4% paraformaldehyde 1ml로 25분간 

고정한다. 4% paraformaldehyde 제거 후, PBT로 씻어준 뒤 

hybridization solution 50㎕을 넣어 55도에서 3시간 반응시킨다. 3

시간 이후 hybridization solution에 비율에 맞게 RNA probe를 희

석하여 넣고 55도에서 18시간 반응시킨다. 반응 후 PBT로 씻어 

준 뒤 alkaline phosphatase(AP)가 결합된 digoxigenin 항체를 

PBT에 1:1000으로 희석하여 100㎕씩넣어주고 4도에서 12시간반

응시킨다. PBT로 5회 씻어 준 후 AP용액 200㎕에 NBT 0.9㎕, 

BCIP 0.7㎕을 넣고 반응을 진행한다. 반응이 진행되면 PBT를 넣어 

멈춘 후 ethanol을 이용하여 탈수화 과정을 거친다. 처리된 배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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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hyl salicylate 200㎕에 보관한다(Bahri et al., 2001).  

 

5) 항체염색(immunohistochemistry staining) 

고정시킨 배아를 e-tube에 옮겨서 methanol을 제거한 후 PT

로 5번 씻어준다. PT에 표지체를 비율에 맞게 희석 시킨 후 상온에

서 3시간 혹은 4도에서 12시간 이상 반응시킨다. 표지체가 들어있

는 PT용액을 제거한 후 PT로 씻어 준다. 표지체에 맞는 2차 항체

를 PT에 비율에 맞게 희석시켜 상온에서 3시간 혹은 4도에서 12

시간 이상 반응시킨다. 2차 항체가 들어있는 PT 제거 후 PT로 씻

어 준 뒤 PT용액에 avidin과 biotin을 1:500으로 희석시켜 넣고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반응 후 PT로 씻어 준 뒤 3,3-

diaminobenzidine(DAB) 200㎕과 8% NiCL 2㎕, H2O2 2㎕을 넣어 

발색반응을 진행한다(Muller, 2008). 발색반응이 진행되면 PT를 넣

어 반응을 멈춘 후 PT용액으로 씻어준다. 70%, 90%, 95% ethanol

로 탈수화를 거치고 난 후 methyl salicylate 200㎕에 보관한다

(Klambt and Goodman, 1991).  

 

6) 배아 치사율 확인(Lethality test) 

25도에서 5시간 30분 동안 받은 각 유전자 돌연변이 라인의 

배아를 100개씩 수집하여 25도에서 20시간 30분 동안 두고 깨어

나 유충으로 진행되는 수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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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1. 유전자 steppke 발현 및 대립유전자  

1) 초파리 배아에서의 steppke 유전자 발현 양상 

    초파리 steppke 유전자는 Cytohesin으로써 GTPase를 활성화 

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초파리 인슐린 신호전달계에서 PI3K의 

상위에 위치하여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정상적으로 작동하기 위해 

필수적인 요소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 신호 전달계와 연관지어 

steppke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는 정상적인 성장이 이루어 지지 않

아 성체의 경우에는 개체 무게가 줄어 들고 유충의 세포의 크기와 

개수가 줄어들었다.  유전자 steppke와 관련하여 진행된 연구는 주

로 유충 단계에서 진행되어 유전자 steppke가 인슐린 신호 전달계

를 통해 세포성장 조절에 관여함을 보였다(Fuss et al, 2006).  

배아단계에서 유전자 steppke가 신경계의 형성에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는 실험을 하기 전에 야생형 배아에서 유전자 

steppke의 발현패턴이 어떠한지 확인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steppke 전사체에 상보적으로 붙을 수 있는 RNA probe를 제작하

여 야생형 배아에서 원위치 혼성화(In situ hybridization)을 진행하

였다. 배아시기 전체에서 유전자 steppke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초기단계의 야행성 배아(00hr)에서 후기단계의 야생형 배아(18hr)

까지 전 단계의 배아를 모아 실험하였다(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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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아 초기 단계의 경우에는 배아 전체에 강하게 발현했다. 발생

을 진행하면서 형태학적인 변화를 거쳐 개체의 구획된 각 부분을 

형성할 부분인 배대(germ band)부분이 확장되는 시기인 배아 8-

11단계에서는 배대 부분을 따라 발현했다(그림 7-A′, 화살표). 

또한, 10단계의 경우에는 장이 구불구불해지면서 모양변화가 일어나

는데 확장 되는 배대 부분만 아니라 장에도 발현했다(그림 7-A, 

화살표 머리). 배아 12-14 단계에서는 확장된 배대 부분이 응축하

면서 내부 기관의 구획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시기인데, 전 단계와 

마찬가지로 배대 부분을 따라서 발현했다(그림 7-B′, 화살표). 배

아의 앞 부분인 머리 부분에서도 발현하였으며(그림 7-B′, 화살

표머리), 배 측에서는 중추신경계가 형성되는 부분을 따라서 발현했

다(그림 7-B, 화살표). 장이 점차적으로 분획화 되는 것이 특징인 

배아 후기 15-17 단계에서는 앞 단계와 마찬가지로 중추신경계(그

림 7-C′, 화살표)와 머리(그림 7-C′, 화살표머리)에 발현했다.  

    배아 발생 단계에 따른 유전자 steppke의 발현위치를 확인해 

본 결과 배아 초기에는 배아 전체에 강하게 발현하며, 배대의 응축

과 확장을 거치면서 발생하는 배아 중기, 후기 단계의 경우에는 배

대, 중추신경계와 머리부분에 발현하였다.  

 

 

 

 



 

 20 

 

 

 

그림 7. 야생형 배아에서 유전자 steppke의 발현패턴. (A,B,C) 배아

단계별 유전자 steppke의 발현패턴 배 측 모습. 야생형 배아 10단

계에서는 응축되고 있는 장에서 발현했다(7-A 화살표). 

(A′,B′,C′) 배아단계별 유전자 steppke의 발현패턴 측면 모습. 야

생형 배아 10단계에서 확장하는 배대를 따라 발현하며(7-A′화살

표), 야생형 배아 14,17 단계에서는 중추 신경계와 머리에서 발현했

다(7-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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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steppke의 전사체에 상보적으로 붙는 RNA probe를 이

용한 원위치 혼성화로 배아 시기의 유전자 steppke 발현 위치를 확

인하였다. 발현 위치뿐 만 아니라 배아 발생 단계별 유전자 

steppke 의 발현양의 변화는 어떻게 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야

행성 배아에서 Real time PCR 을 진행하였다. 야생형 배아를 초기 

단계(00-04hr/0-7 단계), 중기 단계(04-11.5hr/8-13 단계), 후

기 단계(11.5-18hr/14-17 단계)로 나누어 받아 진행하였다. 발현

량은 Delta Delta 공식을 이용하여 상대적인 발현량을 비교해 보았

다. 초기단계의 발현량을 상대값으로 1.00 으로 보았을 때, 중기 단

계는 초기보다 약 68% 감소한 0.32 값을 나타내었고, 후기 단계는 

초기보다 약 74% 감소한 0.26 값을 나타내었다(표 1). 즉, 야생형 

배아에서 유전자 steppke 의 발현은 초기 단계에서 가장 강하며 중

기, 후기 단계로 갈수록 발현량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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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야생형 배아 단계별 유전자 steppke 발현량. 배아 발생시기

에 따라 상대적으로 유전자 발현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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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pke 돌연변이 대립 유전자 

본 연구에서는 steppke 대립 유전자 돌연변이 4종류를 가지고 

진행하였다. 각 대립 유전자 돌연변이 라인이 배아단계에서 돌연변

이로서의 기능을 하는지 확인 하기 위해 lethality test를 시행하였

다(표 1). 4개의 대립유전자 돌연변이 라인 중 step[EY10721]의 

경우에는 viable한 대립유전자 돌연변이기 때문에 제외하였다. 25도

에서 5시간 30분 동안 받은 각 유전자 돌연변이 라인의 배아를 

100개씩 수집하여 25도에서 20시간 30분 동안 두었다. 야생형 배

아의 경우에는 100개 중 깨어나지 않고 배아상태로 있는 개수가 4

개였다. 배아단계에서 step[k08110] 동형돌연변이의 경우 84%, 

step[KG09493] 동형돌연변이의 경우 68%, step[MI01759] 동형

돌연변이의 경우 68%의 치사율을 보였다. 가장 치사율이 높았던 

대립유전자 돌연변이 라인은 step[k08110]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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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steppke 돌연변이 대립유전자 lethality test. 대립 유전자 돌

연변이 라인이 배아단계에서 돌연변이로서의 기능을 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Allele Embryonic lethality(%) 

WT 4 

step[k08110]/step[k08110] 84 

step[KG09493]/step[KG09493] 68 

step[MI01759]/step[MI01759] 61 

step[EY10721]/step[EY1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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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teppke 유전자 돌연변이가 배아 교

세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  

1) steppke 유전자가  배아  신경교세포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 steppke는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 관여하여 세포의 크기

가 수를 조절하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uss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steppke 유전자가 초파리 배아 단계에서 발

현하는 것을 확인하고 기존에 알려진 세포의 크기와 수를 조절하는 

steppke의 기능이 배아 신경계 형성에서도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였

다. 초파리 신경계의 경우에는 척추동물의 신경계와 마찬가지로 뉴

런과 신경교세포로 이루어져 있다. 뉴런의 경우에는 축삭은 세포체

로부터 뻗어 나가 신호를 매개하는 역할을 하고, 신경교세포의 경우

에는 주로 뉴런과 상호작용하면서 신호전달과 신경계 물질 분비 등

이 잘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상태를 만드는 역할을 주로 한다. 

steppke 유전자가 세포의 크기와 수를 조절한다는 기존의 연구결과

를 바탕으로 뉴런의 전반적인 개수와 뉴런의 뉴런 세포체에서 뻗어

나가는 축색돌기(axon)를 확인해 본 결과 이상이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뉴런과 함께 신경계를 이루고 있는 신경 교세포를 중

점으로 steppke 유전자 돌연변이에서의 이상을 확인하였다.  

신경교세포의 경우에는 초파리 배아에서 반 체절

(hemisegment)당 약 30개 존재하며, 중추신경계뿐 만 아니라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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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으로 뻗어 나가는 축삭을 따라 말초신경계에도 분포하고 있다. 중

추신경계에 분포하는 신경교세포의 경우에는 각 체절마다 같은 패

턴으로 위치해있으며 각 위치에 따라 기능과 명칭이 다르다. 본 연

구에서는 중추신경계에서 앞-뒤로 뻗어 있는 longitudinal nerve 

track을 따라 감싸고 있는 longitudinal glia(LG, interface glia)와 

Subperineurial glia(SPG)를 중점으로 확인 하였다. 초파리 배아에

서 midline glia를 제외한 모든 신경교세포에서는 repo유전자를 발

현하기 때문에 표지체 Repo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신경교세포 위

치와 longitudinal nerve track의 위치를 기준으로 후기 단계(14-

16단계)의 longitudinal glia와 Subperineurial glia의 패턴과 수를 

확인하였다. 신경교세포의 크기의 경우에는 크기가 매우 작고, 신경

교세포의 세포막만 염색하여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어 신경교세포

의 위치와 수에 중점을 두어 진행하였으며, 한 layer에서 

longitudinal glia와 subperineurial glia의 경우에는 구분하기에 어

려움이 있어 구분 없이 longitudinal nerve track에 있는 glia로 보

았다.  

야생형 배아에 표지체 Repo 를 이용하여 신경교세포를 확인해 

보면 배아 후기 단계에서 이동을 하게 된다. 후기 15 단계에서 모든 

longitudinal glia 는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서 2 줄로 

배열되게 된다(Halter et al, 1995). 후기 16 단계에서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을 따라 2줄로 배열된 신경교세포의 수는 복부 반 

체절 당(abdominal hemisegment )약 10-11개 이다. 따라서, 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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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15 단계에서는 이동하는 신경교세포의 배열을, 후기 16 단계에

서는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 배열되어 track 을 감

싸고 있는 신경교세포의 수와 배열을 중심으로 확인하였다. 돌연변

이 step[k08110]의 경우 후기 14, 15 단계에서 이동하는 신경교세

포의 패턴은 야생형과 다르게 한 체절이 뭉쳐져 있거나 또는 track

을 따라 2 줄로 일정하지 않게 배열되어 있는 부분이 있었다(그림

9-B,B′, 화살표머리). 후기 １６단계 에서는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을 따라 복부 반 체절 당 평균 8개의 신경교세포

가 있었다. 돌연변이 step[KG09493]의 경우에도 후기 14,15

단계에서 뭉쳐져 있거나 신경교세포가 빠져있는 부분이 있었

다(그림 9-C,C′, 화살표머리). 후기 １６단계에서는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 abdominal 반 체절 당 평균 

8 개의 신경교세포가 보였다.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 

있는 신경교세포의 숫자가 줄어든 것은 직접적으로 steppke 돌연변

이에서 신경교세포의 분열에 영향이 있어 숫자의 감소가 생긴 것 

보다는 분열하면서 이동할 때 이상이 생겨 신경교세포의 수가 줄어

든 것처럼 보인다. 왜냐하면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 

위치하는 복부 반 체절당 신경교세포의 숫자는 야생형보다 감소하

였지만, 이 track 을 서로 이어주는 commissure 부분에 뭉쳐있거나 

다른 체절로 벗어나서 위치하는 신경교세포들이 관찰되어 전체적인 

신경교세포의 숫자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돌연변이 

step[MI01759]와 step[EY10721]의 경우에서 신경교세포의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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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이 있는 시기인 후기 14,15단계의 경우 야생형과 다른 신

경교세포의 패턴을 나타내었다. 후기 16 단계의 경우에는 돌연

변이 step[MI01759], step[EY10721] 둘 다 평균적으로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 반 체절당 ８개의 신경교

세포가 관찰되었다. 하지만 마찬가지로 track 을 이어주는 

commissure 부분에 체절의 구분이 되지 않을 정도로 신경교세포가 

뭉쳐있었다(그림 9-D″, E″). 각 대립유전자 돌연변이에서의 신

경교세포 관찰을 비교해 보면, 돌연변이 step[k08110]의 경

우가 이상을 보이는 빈도가 가장 높았으며, step[KG09493]경

우에는 이상을 보이는 빈도가 돌연변이 step[k08110]보다 낮

으나 관찰되는 이상의 정도는 더 심한 표현형을 보였다. 유전자 

steppke 돌연변이에서는 신경교세포의 이동이 일어나는 14,15

단계에서 신경교세포의 위치에 영향을 받으며,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를 따라 위치해 있는 longitudinal glia 와 

subperineurial glia 의 개수는 야생형에 비해 반 체절당 약 

2-3 개 감소했다. 하지만, 야생형과 마찬가지로 반 체절당 신경교

세포가 평균 28-30 개이기 때문에, 이는 steppke 돌연변이가 신경

교세포의 분열에 영향을 미치기 보다는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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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유전자 steppke 돌연변이에서의 신경교세포. 야생형 14, 15

단계 배아에서 신경교세포가 이동하며, 16단계에서는 중추신경계의 

longitudinal axon track을 따라서 신경교세포가 배열된다(9-A, 

A′, A″). steppke 돌연변이 배아에서는 신경교세포가 뭉쳐있으며

(9-D, D′화살표 머리), 트랙을 따라서 두 줄로 배열되지 않았다

(9-B″화살표 머리). k08110 돌연변이에서 이상을 보이는 비율이 

가장 높았으며(B, B′, B″), KG09493 돌연변이가 가장 심한 표현

형을 보였다(9-C, C′, C″화살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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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슐린 신호전달계 관여 유전자와 

steppke 유전자 이중 돌연변이가 배아  

교세포 형성에 미치는 영향 

유전자 steppke 는 인슐린 신호전달계를 통해 세포성장을 

조절한다. 따라서, 유전자 steppke 가 만들어내는 단백질인 

Cytohesin 은 인슐린 신호전달계를 통해 기능하는 유전자들과 함께 

상호작용하여 기능을 나타낸다. 본 연구에서 유전자 steppke 

돌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형성을 보았을 때, 후기 배아단계에서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이 있었으며 각 제 위치에 있지 않은 

결과로 최종적으로 분열하여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서 위치하는 신경교세포의 개수는 야생형 보다 반 체절당 2-

3 개씩 감소하여 steppke 유전자의 돌연변이는 신경교세포의 위치에 

영향을 주었다. 각각의 steppke 대립유전자 동형 돌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이상을 보이는 개체의 비율은 높은 비율로 나타나지 

않았다. 대립유전자 동형 돌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이상을 보이는 

동형 돌연변이개체의 비율이 높은 라인은 돌연변이 step[k08110] 

이었으며 약 28%의 비율을 나타내었다. 신경교세포의  이상을  

보이긴  하였으나 , 이상이  나타나는  개체의  비율이  낮은  

결과는  유전자  steppke 가  인슐린  신호전달계를  통해  

기능을 나타내기 때문에 신호 전달상 중복성(redundanc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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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따라서, steppke 돌연변이에서 steppke 가 본래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더라도 다른 요소들이 이를 보완해 주거나 혹은 적절한 

피드백으로 인해 신호전달이 정상적으로 되게 하여 이상을 보이지 

않는 것이다. steppke 돌연변이 이외에도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 

관여하는 여러 개의 유전자 돌연변이에서 확인해 보았을 때 높은 

비율로 신경교세포의 이상을 보이거나 혹은 후기 단계에서 

신경교세포의 위치와 수에 심한 이상을 보이는 돌연변이는 없었다. 

따라서, 유전자 steppke 가 인슐린 신호전달계를 통해 신경교세포의 

위치와 분열에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기 위해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와의 이중 돌연변이에서 확인하였다. 

유전자 steppke 단독 돌연변이 실험과 마찬가지로 후기 배아단계인 

14-16 단계를 확인하였으며, 표지체는 Repo 를 이용하였다. 

steppke 대립유전자 돌연변이 라인 중 가장 빈도가 높았던 

step[k08110] 라인과의 이중 돌연변이에서 보았다. 유전자 

steppke 와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확률상으로 확인하였으며, 교배과정은 

실험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 초파리 유충의 신경계에서 

발현하며, 돌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숫자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진 dilp6(Avet-Rochex et al, 2012)와 step[k08110] 

이중돌연변이에서는 후기 14, 15 단계에서 신경교세포의 배열에 

이상이 있었으며(그림 10-1Ｂ, Ｂ′）, steppke 단독 돌연변이에서 

보다 체절의 구획에 따른 신경교세포의 배열이 보이지 않았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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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Ｂ″, 화살표 머리). 후기 16 단계에서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서 배열되는 신경교세포의 숫자는 반 체절당 7 개로 

야생형 보다 3-4 개 감소하였다.  그러나 이는 steppke 단독 

돌연변이에서와 마찬가지로 track 을 따라서 위치한 신경교세포의 

숫자는 줄어 들었으나, 체절을 넘거나 혹은 track 을 이어주는 

commissure 부분에 잘못 위치해 있어 전체 신경교세포의 개수는 

감소하지 않았다. inr 유전자와 이중돌연변이에서도 dilp6 와의 

이중돌연변이와 마찬가지로 신경교세포의 배열에 이상이 

있었으며(그림 10-1Ｃ-Ｃ″), 전체적인 신경교세포의 개수 변화는 

없었다. 유전자 ras 의 경우에는 PI3K 의 상위에 존재하여 Pi3K 를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ras 와 steppke 의 

이중돌연변이에서도 마찬가지로 신경교세포의 위치에 이상이 

있었으며, track 을 따라서 2 줄로 배열되는 신경교세포 사이의 

거리가 다른 이중돌연변이보다는 조금 더 가까웠다(그림 10-1D-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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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1. 유전자 steppke와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

자의 이중 돌연변이에서의 신경교세포.  야생형 14, 15단계 배아에

서 신경교세포가 이동하며, 16단계에서는 중추신경계의 longitudinal 

axon track을 따라서 신경교세포가 배열된다(10-1A, A′, A″). 

유전자 steppke와 dilp6의 이중돌연변이에서는 신경교세포가 트랙

을 따라 두 줄로 배열되지 않고(10-1B′, 화살표머리) 

commissure 안 쪽으로 뭉쳐있었다(10-1B″, 화살표머리). 유전자 

steppke와 inr의 이중돌연변이에서도 steppke와 dilp6의 이중돌연

변이와 같은 표현형을 보였으며(10-1C, C′, C″), steppke와 ras

의 돌연변이에서는 트랙을 따라 두 줄로 배열된 신경교세포의 간격

이 야생형보다 좁았다(10-1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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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 pi3k 의 돌연변이의 경우에는 Ras 가 붙는 자리가 

고장나 PI3K 에 Ras 가 붙지 못해 PI3K 의 활성이 감소한 

돌연변이다. 유전자 akt1 의 경우에는 PI3K 의 영향으로 인해 

활성화되며, akt1 돌연변이의 경우 전사 인사로 작용하는 FOXO 를 

인산화 시켜 핵안에 위치해 세포분열을 저해하거나 세포사멸을 

유도 하는 등 FOXO 가 전사인자로 작용하는 유전자의 전사가 

이루어 지게 한다. dp110[RBD]와 steppke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 akt1 과 steppke 의 이중돌연변이에서도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이 있었으며, 후기 16 단계에서는 2 줄로 나열되어 있는 

신경교세포의 배열이 흐트러 지거나, track 을 이어주는 

commisure 부분에 교세포가 뭉쳐있었다(그림 10-2B-B″, Ｃ-

Ｃ″).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서 최종적으로는 전사인자 FOXO 가 

붙어 작용하는 유전자의 발현에 의해 여러 현상이 나타난다. 

FOXO 에 의해 전사가 조절되는 유전자의 개수는 매우 많으며 주로 

FOXO 는 전사와 번역을 억제하는 기능을 하는 유전자의 

조절부위에 붙는다. FOXO 가 AKt 에 의해 인산화 되면 세포질에 

위치하여 전사인자로써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된다. 인슐린 

신호전달계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하게 되는 경우에는 전사인자 

FOXO 에 인산화되지 않아 핵안에 위치하게 되어 전사인자로서 

역할을 하게 된다. 신경교세포에서 특정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repo-gal4 라인을 이용하여 유전자 FOXO 를 신경교세포에서 

과발현한 실험에서는 유전자 steppke 와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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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에서 관찰된 결과와 같이 

신경교세포의 위치에 이상을 보였다(그림 10-2D-D″). 그러나 

유전자 steppke 단독 돌연변이와 유전자 steppke 와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에서 관찰 된 것 

보다는 덜 심한 표현형을 보였다. 보통 배아에서 유전자 x- gal4 의 

경우 유전자 X 가 발현되는 시기보다 더 늦은 시기에 작동을 한다. 

따라서 repo-GAL4 의 경우 배아의 신경계의 형성이 끝나는 

시점에서 작동하는데, repo-gal4 보다 더 이른시기에 

신경교세포에서 작동할 수 있는 gcm-GAL4 로 신경교세포에서 

FOXO 를 과발현 시키는 실험을 추가적으로 진행해야 할 것이다.  

유전자 steppke 의 단독 돌연변이 보다 이중돌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배열에 이상을 보이는 빈도가 더 증가하였고 또한 

유전자 steppke 를 제외한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dilp6, inr, akt1, pi3k 간의 이중돌연변이에서도 후기 배아 

교세포를 관찰결과 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림 11) 유전자 steppke 가 인슐린 신호전달을 통해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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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유전자 steppke와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

자의 이중 돌연변이에서의 신경교세포.  야생형 14, 15단계 배아에

서 신경교세포가 이동하며, 16단계에서는 중추신경계의 longitudinal 

axon track을 따라서 신경교세포가 배열된다(10-2A, A′A″). 유

전자 steppke와 pi3k의 이중돌연변이에서는 신경교세포가 비정상적

인 이동을 하여 신경교세포가 비어 있는 자리가 있다(10-2B′, 화

살표머리). 유전자 steppke와 akt1의 이중돌연변이 에서는 트랙을 

따른 신경교세포의 배열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다(10-

2C′,C″, 화살표머리). 신경교세포에서 Foxo를 과발현한 후기 배

아에서는 표현형은 약하나 신경교세포가 뭉쳐져 있었다(10-

2D,D″, 화살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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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간의 이중 돌연변이

에서의 신경교세포. 같은 3번염색체에 위치한 inr, 

pi3k(Dp110[RBD]) 돌연변이조합과 pi3k(Dp110[RBD])와 akt1 

돌연변이조합의 경우에는 이형 이중돌연변이인 경우라 다른 동형 

이중돌연변이 보다 나타나는 신경교세포의 이상 비율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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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계를 이루는데 뉴런과 신경교세포의 상호작용은 매우 

중요하다. 배아의 교세포에서 신경교세포의 이동이 일어날 때 또한 

뉴런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하다. 발생 과정을 거치면서 신경교세포는 

뻗어 나가는 뉴런의 축삭을 따라서 움직이며, 이는 축삭의 신장과 

신경교세포의 이동이 연관되어 있음을 의미한다(Silies & Klambt, 

2010). 따라서 축색의 신장에 이상이 있어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을 야기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축삭이 신장할 때에 

세포간의 연결을 위해 필요한 Fasiclin2(Fas2)를 표지체로 하여 

중추 신경계 축삭인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확인하였다. 

유전자 steppke 돌연변이에서는 축삭에 이상을 보이는 것이 없었다. 

초파리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단독 

돌연변이에서도 축삭에 이상을 보이는 것이 확인되지 않았으며, 

유전자 steppke 와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에서는 step[k08110]과 ras85D[06677]의 동형 

이중돌연변이에서 이상을 확인하였다. 중추신경계에서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이 서로 붙어서 트랙간의 간격이 좁아지거나 

없어졌다(그림 12B, 화살표). step[k08110]과 ras85D[06677]의 

동형이중 돌연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위치를 보았을 때, 배열의 

이상뿐 만 아니라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을 따라 두 줄로 

배열된 신경교세포는 트랙간의 간격이 다른 경우보다 좁았다. 

따라서 step[k08110]과 ras85D[06677]의 동형이중돌연변이의 

경우는 신장하는 축삭을 따라서 이동하는 신경교세포가 축삭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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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 때문에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을 보인 것 같다.  

종합적으로 신경교세포 확인 실험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볼 때, 

신경교세포의 이상이 있을 때 모든 경우가 축색 형성에 이상을 

보이지는 않아 유전자 steppke가 인슐린 신호 전달계를 통해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영향을 줄 때, 중추 신경계 축삭 형성에 

이상이 생겨 나타날 가능성 보다, 다른 요소가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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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유전자 steppke와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돌연변이 후기 배아에서의 중추신경계 축삭다발. (A)야생형 배아

에서의 중추신경계 축삭다발. (B) step[k08110]와 ras85D[06611] 

동형 돌연변이에서의 축삭다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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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찰 
 

초파리 신경계는 척추동물의 신경계와 같이 뉴런과 신경교세포

로 이루어져 있으며, 뉴런과 신경교세포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각각

의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Klambt, 2009). 주로 뉴런을 중심으로 신

경계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최근에는 신경교세포에 중점을 두는 연

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신경교세포는 신경줄기세포의 분열을 조

절하고, 뉴런에서 뻗어 나온 축삭을 감싸고 있어 축삭이 정확한 타

켓지점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또한 뉴런이 제 기능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 주며, 절연의 역할을 하기도 한다.  신경교세포

는 중추신경계뿐만 아니라 말초신경계에도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을 

따라 이동한 신경교세포가 존재한다. 신경교세포는 Neuroblast(NB)

와 Neuroglioblast(NGB)에서 생성된다(Stork et al, 2012). 만들어

진 신경교세포는 발생에 따라서 제 위치로 이동하게 되는데 중추신

경계에 있는 신경교세포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의 축삭 다발을 따

라서 각각의 신경교세포 하나하나가 각 위치에서 나오는 신호

(positional cues)를 향해 이동하게 된다. 반면 말초신경계의 신경

교세포는 세포 하나하나가 아니라 세포집단 자체가 움직이게 된다

(Klambt, 2009). 본 연구에서는 배아단계에서 유전자 steppke의 

발현을 우선적으로 확인하였다. 유전자 steppke가 성장을 조절하는

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연결 지어 볼 때, 배대 부분과 신경계에 발

현하는 것으로 보아, 발생하면서 배대 부분으로부터 각 부분의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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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분열하고 위치를 잡는데 영향을 미치며, 또 한 본 연구에서 초점

을 두고 있는 배아 신경계를 형성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다. Real 

time PCR을 통해 얻은 결과는 배아 후기로 갈수록 steppke의 발현

량이 줄어든다. 발현량의 비교는 배아 발생 단계별 상대적인 것이며, 

전 시기에 걸쳐서 발현은 계속 되고, 또한 신호전달계를 통해 유전

자 steppke의 기능이 전달되기 때문에 steppke 돌연변이의 영향이 

크게 나타나는 시기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유전자 steppke

의 원위치 혼성화의 결과와 함께 생각해 보았을 때, 초기에서는 전

반적인 발현을 보이지만 발생 단계가 진행될수록 후기 단계의 경우

에는 머리와 중추 신경계 부분에서 발현을 확인 할 수 있기 때문에 

시기의 진행에 따라 유전자가 발현하는 부분의 축소도 시기별 상대

적인 발현량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유전자 steppke 돌연변이 후기 배아에서 중추 신경계의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을 따라 있는 신경교세포의 배열에 이

상이 있었다. 처음에는 steppke 돌연변이 유충에서 세포 수와 크기

가 감소하여 유전자 steppke는 인슐린 신호 전달계를 통해서 세포 

성장에 관여할 것으로 알려진 내용을 기반으로 신경교세포의 개수

의 이상을 예상하였다. 하지만 실험 진행 결과 반 체절당 신경 교세

포의 개수의 이상은 있었지만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을 따라 

있는 전체 체절의 신경교세포 수는 야생형과 같아 이는 신경교세포

의 배열 이상으로 얻어지는 데이터로 보았다. 따라서 steppke 돌연

변이에서 중추신경계의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을 따라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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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itudinal glia와 subperineurial glia의 개수에는 이상이 없으며, 

두 축삭트랙을 이어주는 commissure 부분에 몰려 있거나 옆 체절

로 넘어가는 등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하였

다. 유전자 steppke가 만들어 내는 Cytohesin은 인슐린 신호 전달

계를 통해 기능을 하기 때문에 유전자 steppke 단독 돌연변이에서

는 이상을 보이는 개체의 비율이 높지 않아 이는 신호전달계상의 

중복성(redundancy)으로 보고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 관여하는 유

전자와 이중돌변변이에서 신경교세포의 이동을 확인하였다. 유전자 

steppke와 인슐린 신호 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

의 경우는 간단한 교배로 얻어 진행 하였다. 유전자 steppke와 인

슐린 신호 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이중 돌연변이에서 유전자 

steppke 단독 돌연변이 배아보다 이상 비율이 증가하였으며 비슷한 

표현형을 보였다. 따라서, 유전자 steppke가 인슐린 신호전달계를 

통해 배아 중추신경계의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관여하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정확한 데이터를 위해서는 유전자 steppke를 중심으로 

하는 것뿐 만 아니라 인슐린 신호전달계에 관여하는 유전자들 간의 

다양한 이중돌연변이 조합을 만들어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보통 중추 신경계의 교세포의 이동은 축삭트랙을 따라 이동하는 것

이 주요 이동이기 때문에 축삭트랙의 형성을 확인 하였지만 

steppke 단일 돌연변이와 대부분의 이중돌연변이에서 축삭트랙 형

성에 이상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일차적으로 신경 교세포가 따

라 이동하는 축삭트랙의 형성에는 의미있는 이상이 보이지 않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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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유전자 steppke가 인슐린 신호 전달계를 통해 신경 교세포 

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교세포의 내적인 요인에 영향을 준 것인지, 

아니면 신경 교세포의 주위 세포에 영향을 주어 신경교세포가 이동

하는데 필요한 위치적 신호에 영향을 준 것인지 확인하는 실험도 

필요하다. 이는 신경 교세포 발생에 관련된 신호경로 유전자에 초점

을 맞추어 각 신호경로의 기능과 상호작용이 교세포의 형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보는 연구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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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Drosophila Insulin 

Signaling steppke mutation on     

Embryonic Gliogenesis 

 

Shim, Lee seul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Bi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Drosophila nervous system is composed of neurons and glial 

cells as nervous system of vertebrates. In recent years, research 

focusing on glial cells is increasing. A lot of signaling pathway 

affect development of glial cell. But the study during 

embryogenesis is insufficient and the mechanisms of interaction 

between signaling pathways are still poorly understood. Gene 

steppke encodes Cytohesin activating GTPase. Steppke is 

involved in insulin signaling pathway and affects cell division and 

size. Insulin signaling that steppke involving has many effects on 

nervous system. Based on previous research, this study 

investigates effects of drosophila Insulin Signaling steppke 

mutation on embryonic gliogenesis.  

In situ hybridization of gene steppke and Real time PCR data 

as a whole embryo shows early embryonic expression levels is 

strong and expression is detected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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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he brain in late embryonic stage. In mutant steppke embryos, 

longitudinal glia and subperineurial glia located longitudinal 

connective track failed to migration. In double mutant steppke 

and insulin signaling pathway genes, abnormal migration of CNS 

glia is detected more than in single steppke mutant embryos. In 

conclusion, our data show that gene steppke regulates migration 

of CNS glia in late embryogenesis through insulin signaling.   

 

Keywords : steppke, Cytohesin, Insulin signaling, Glia,  

Gli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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