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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신경계는 신경세포와 교세포로 구성된 매우 복잡한 네트워크를 

형성한다. 이러한 네트워크 형성의 기본 단위는 신경세포이기 때문

에 신경계 형성의 궁극적인 기능 단위인 신경세포의 존재 여부에 

따른 신경계 형성 과정을 이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

서는 선행연구를 통해 신경발생과정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하는 

aCC, RP2 운동신경세포와 pCC 연계신경세포에 GAL4/UAS 시스

템을 이용하여 인위적으로 세포죽음을 유도함으로써 이 세포들이 

신경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세포죽음을 유도하는 유

전자로는 염색체의 H99 지역에 위치하는 reaper(rpr), head 

involution defective(hid), grim 세 가지 유전자를 이용하였다. 이

들 세 유전자를 각각 aCC, pCC 및 RP2 유전자에서 발현시켰을 때 

신경계뿐만 아니라 배아 발생에도 심각한 영향을 주었으며, 그 영향

의 정도도 상당히 다양하게 나타났다. 이들 중 hid, grim 유전자가 

가장 큰 영향을 주었으며, reaper 유전자가 가장 약한 표현형을 유

발하였다.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신

경계의 관찰이 가능한 배아를 선택하여 조사한 결과 이들 신경세포

들은 신경계 형성 과정에서 신경세포가 형성되고 뻗어나가는데 중

추적인 역할을 하였으며, 또한, 신경교세포의 이동에도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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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초파리는 신경계의 발생과정이 척추동물과 많은 유사성을 가지

면서 동시에 조작하기에 용이한 다양한 기술적 방법들이 개발되어 

있어 신경발생(neurogenesis)을 연구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Arendt and Jung, 1999; Phelps and Brand, 1999; Jarvis et al., 

2012; Stork et al., 2012, Kang et al., 2009). 다세포생물에서 신

경계세포는 높은 비율을 차지하며, 복잡한 세포간의 연계성(cellular 

connectivity)과 다른 어느 기관(organ)보다 높은 세포의 다양성

(cellular diversity)를 보여준다. 이러한 복잡성과 다양성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조절된 많은 유전자들에 의해 이루어진다(Skeath and 

Thor, 2003).  

 

초파리는 다른 다세포 동물에 비해 적은 수의 염색체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연구하기에 좋고, GAL4/UAS 

시스템을 이용할 경우 비교적 쉽게 유전자결실 돌연변이나 유전자

획득 돌연변이를 만들 수 있어 다른 생물체에 비해 신경계의 발생

과정과 신경세포의 분화과정 등을 분자적 수준에서부터 행동까지 

연구하기에 용이하다. 실제로 초파리는 신경과 관련된 뇌 질환 연구

에서부터 줄기세포, 생체리듬, 대사, 노화관련 등 폭 넓은 분야에서 

훌륭한 모델 실험동물로 이용되고 있다(Sang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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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 중추 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 CNS)는 배쪽 신

경외배엽(ventral neuroectoderm)으로부터 발달하는데, 발생 초기

에 관여하는 유전자산물에 의해 앞/뒤 축(anterior-posterior, AP)

과 등/배 축(dorsal-ventral, DV)의 패턴화가 이루어지고 이중 일

부 세포가 신경외배엽으로부터 선택, 분리되어 배아 내부로 이동하

여 신경선구세포(neural precursors, neuroblasts, NB, CNS stem 

cells)가 된다. 초파리 배아는 좌우대칭으로 14 개의 체절을 가지며 

각 체절의 반(hemisegment)마다 30 개씩의 신경선구세포가 위치

한다. 각 신경선구세포들은 비대칭분열(asymmetrically division)을 

통하여 작은 신경모세포(ganglion mother cells, GMCs)를 만들어

내고, 이 세포는 다시 분열하여 신경세포(neuron)와 신경교세포

(glia)를 만든다. 전체 배 발생과정(embryogenesis)을 통해 체절마

다 약 60 개의 신경교세포와 700 개의 신경세포가 만들어지며, 이들

은 다양한 형태를 갖고, 서로 다른 많은 신경전달물질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Doe and Skeath, 1996; Skeath  and  Thor, 2003; 그

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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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파리 배쪽 신경계의 발달 (Skeath and Thor, 2003).  (a) 초기배

아시기에 앞뒤/등배축에 작용하는 패턴 형성 유전자.  (b) 체절극성(검은색

-회색)과 구역화(녹색-노란색-파란색), 구획된 각 부분은 독특한 조절유전자

의 조합 하에 놓이게 된다(흰 점).  (c) 각 동등한 잠재성을 가진 세포집단

(neural equivalence group)은 ac/sc 유전자(빨간색)가 균일하게 발현되나 발

생이 진행되면서 Notch와 Delta에 의해 가장자리세포에서는 ac/sc 의 발현

이 억제된다. 억제되지 않는 가운데자리세포는 외배엽에서 분리되어 배아 

내부로 이동하여 배신경계(ventral nerve cord, VNC)를 이루는 선구신경세포

가(neuroblasets, NB)된다.  (d) 선구신경세포는 Prospero(오렌지색)의 불균

등분포로 인해 비대칭분열을 한다.  (e) 순차적 발현을 통해(Hb (붉은색) Kr 

(파란색) Pdm (녹색) Cas (보라색) and Gh (하늘색)) 선구신경세포로부터 다

양한 신경모세포가 유도된다.  (f) Notch와 Numb의 길항적 상호작용에 의

한 신경모세포의 비대칭분열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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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는 신경계의 발생과정을 포함하여 전체 발생과정에서 계

획된 세포사멸(naturally occurring or programmed cell death, 

PCD)과정을 겪는다. 세포의 죽음은 급격한 형태 변화가 나타나는 

시기에 뚜렷하게 관찰되며, 배 발생단계(embryonic development)

와 후기 변태단계(metamorphosis)동안 많은 수의 세포에서 능동적

인 세포죽음이 일어나고 일부는 성체시기에도 계속된다. 세포 죽음

은 종종 미리 결정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후생적 요인(epigenetic 

factors)에 의해 영향을 받기도 한다. 이러한 가소성(plasticity)은 

곤충신경계의 발달과정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세포의 죽음은 세

포간 상호작용(cell-cell interaction), 영양상태(trophic control), 

호르몬(ecdysone)에 의해 조절되어 시작된다. 적절한 세포죽음은 

예정된 분화를 마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데, 초파리의 시신경절과 

다양한 크기의 눈이 서로 맞게 유지되는 것도 망막신경과 표적간의 

세포죽음(cell death), 세포증식(cell proliferation), 세포분화(cell 

differentiation)의 비율이 적절히 조절되어 유지되기 때문이다

(Lear et al., 1999; Twomey and MeCarthy, 2005; Kato et al., 

2009; Winbush and Weeks, 2011; Steller et al., 2013). 특히 기

능상실돌연변이 스크리닝(Embryonic Deficiency Screen)을 통해 

결손 시 세포의 죽음이 방해되는 300kb의 H99 유전자 부위가 밝

혀졌고, 이 부위는 reaper(rpr), head involution defective(hid or 

Wrinkled), grim을 포함한다. 이러한 rpr, hid, grim을 집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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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G family라고 통칭하며(Xu et al., 2009; 그림 3), 이것은 효소 

활성부위를 갖지 않고, N 말단부위에 진화적으로 보존된 RHG 모티

프(RHG motif, IAP-binding motif, IBM)를 갖고 있다(Cashio et 

al., 2005). RHG family는 pro-apoptotic proteins을 만들어 초파

리의 세포예정사(programmed cell death)를 억제하는 IAP단백질

(inhibitor of apoptosis proteins, 예: diap1)을 저해함으로 세포죽

음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Goyal et al., 2000; Schetelig et al., 

2011; 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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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초파리와 포유류의 세포죽음과정 비교 (Xu et al., 2009). 초파리와 

포유류의 세포사멸과정에 관여하는 구성요소(component)들이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초파리 RHG단백질(Reaper, Hid, Grim, Sickle, HtrA2, Jafrac2)

은 pro-apoptotic proteins이다. RHG단백질은 Diap1와 Dronc(initiator 

caspase)의 결합을 방해하여, Dronc가 Ark와 결합을 유도한다. Dronc와 Ark

의 결합하여 apoptosome을 형성하고 Dcp-1와 DrlCE (effector caspases)을 

활성화시키므로 세포사멸을 일으킨다. 포유류에서는 미토콘드리아에서  방

출된 Smac, HtrA2는 XIAP에 결합함으로 세포 죽음으로 촉진한다. 

Caspase9(initiator caspase)는 Apaf-1과 결합하여 Caspase-3, Caspase-7을 

활성화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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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초파리 세포죽음 단백질의 도메인 구조 (Xu et al., 2009).  (A) RHG

단백질은 N말단에 RHG모티프(RHG motif)를 갖고 있다. HtrA2와 Jafrac2에

서 RHG모티프는 N말단위치신호서열(N-terminal localization sequences) 옆

에 위치한다.  (B) 4종류의 초파리 IAPs. 모든 IAP Family는 적어도 하나의 

BIR 도메인을 갖고 대부분은 C말단에 RING 도메인을 갖는다.  (C) 초파리 

Caspase는 C말단에 작은 소 단위체(small subunit)와 큰 소 단위체(large 

subunit)를 갖는다.  (D) 활성화된 Caspase는 tetramer 구조를 갖는다.  (E) 

Adaptor protein Ark는 CARD모티프, NOD(nucleotide oligomerization 

domain), WD40 repeats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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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이중억제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의 죽음 (Goyal et al., 2000). Reaper, 

Hid, Grim이 Diap1에 결합하여 Diap1에 의한 Caspase의 활성억제를 

방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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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파리의 세포죽음과정은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어(Bangs 

and White, 2000; Twomey and MeCarthy, 2005; Xu et al., 2009; 

그림 2), 세포죽음을 유전학적으로 연구하기에 좋은 모델 동물로 이

용되고 있으며(Kato et al., 2009), 더 나아가 이를 초파리에서 널

리 활용되는 GAL4/UAS system(Phelps and Brand, 1998; 그림 

5)과 결합시켜 선택적으로 세포의 죽음을 유도함으로써 발생과정에

서 세포의 역할을 규명하는 방법으로도 활용되고 있다(Sweeney et 

al., 2013). 유전학적 제거(genetic ablation)는 특정 세포를 선택적

으로(cell-type specific) 제거할 수 있는데, racin A 또는 

diphtheria-A, DT-A)와 같은 세포독성 물질을 만드는 부위 혹은 

세포 죽음을 유도하는 유전자 부위를 연결시켜 만든 UAS line의 형

질전환 초파리(transgenic flies)와 특정 세포 또는 특정 조건에서 

발현하는 Gal4 line 형질전환 초파리를 교배하여 특정 세포 또는 시

기에 발현시키므로 주변 세포를 손상시킬 위험 없이 비교적 간단하

게 원하는 세포 혹은 조직의 자동적 죽음(cell-autonomous death)

을 유도할 수 있다. 교배를 통한 제거 방법은 개별 초파리가 아닌 

초파리 집단(population)단위의 대량실험을 가능하게 하는 장점도 

갖는다. 그리고 이러한 기술을 활용하여 초파리 신경계의 발생단계

에서 신경계의 기본 단위인 신경세포 또는 신경교세포가 하는 역할

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Sweeney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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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GAL4/UAS system (Phelps and Brand, 1998). 효모의 전사활성인자

인 GAL4가 발현되면, UAS(upstream activation sequence)에 결합하여 관심 

있는 유전자(Target gene)의 전사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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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초파리 신경계 발생에서 배아의 배쪽 신경계 발생

과정에서 나타나는 aCC, pCC, RP2 신경세포가 신경계 발달과정에

서 단위세포로서 어떠한 역할을 통해 신경계 형성과 배아의 발생에 

기여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초파리의 배 발생과정은 크게 16

단계로 구분하는데 10단계에 eve가 발현하는 신경모세포(eve+ 

GMCs)가 처음 등장하고 여기에서 신경선구세포가 신경모세포로 분

열하고, 이 신경모세포가 다시 분열하여 신경세포(neuron)와 신경

교세포(glia)가 등장하는 시기는 이보다 늦다. 신경선구세포로부터 

분열되어 나오는 신경세포들의 위치를 LacZ 와 eve 표지체로 조사

한 lineage연구를 보면 10단계에는 신경선구세포에서 분열되어 나

온 신경모세포 1-1a(GMC1-1a는 eve+, gsb-)와 7-1a(GMC7-

1a는 eve+, gsb+)로 존재하다가 11단계 초기에 각각 분열하여 

GMC1-1a1, GMC1-1a2와 GMC7-1a1, GMC7-1a2로 나뉘어진

다(그림 6). 이 때, GMC4-2a도 eve를 발현하기 때문에 EVE 항

체 염색으로 관찰된다. 11단계 후기로 접어들면서 GMC1-1a1과 

GMC1-1a2는 앞쪽으로, GMC7-1a1과 GMC7-1a2는 뒤쪽으로 

이동하고, GMC4-2a는 RP2와 RP2sib으로 나눠지는데 RP2sib은 

분열되자마자 줄어들기 시작한다. 12단계에서 RP2와 RP2sib은 주

변에 모여있는 세포들의 바로 앞쪽으로 위치한다. 13단계가 되면 

GMC1-1a에서 aCC, pCC가 생겨나고 RP2sib는 사라진다. 16단계

에는 aCC, pCC는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ts)의 두 개의 가로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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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선(commissure) 부분에서 뒤쪽연계선(posterior commissure)

에서 등쪽으로 이동하여 위치한다. RP2 역시 앞쪽연계선(anterior 

commissure)에서 등쪽으로 이동하여 위치한다(Broadus et al., 

1995). aCC와 pCC는 CNS에서 PNS로 뻗어나가는 일부 신경

(intersegmental motor nerve, ISN)에 대하여 선구적인(pioneer 

neuron)역할을 한다(Sanchez-Soriano and Prokop,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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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발생단계에 따라 CNS에서 eve가 발현하는 세포들의 위치 변화 

(Broadus et al., 1995). 점선은 두 개의 복부체절을 나타낸다.  

 

 

 

 

 



 

- 14 - 

 

신경계 발생과정에서 먼저 나타나는 몇 몇의 신경세포가 선구

적인 역할을 통해 중추 신경계를 이루는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ts)의 형성할 것이라고 생각되는데, pioneer neuron에 대한 정

의나 구분은 여전히 논란이 있지만(Sanchez-Soriano and  

Prokop, 2005), 비교적 신경계의 발생 초기에 나타나는 aCC, pCC, 

RP2 신경세포가 중추적인 역할을 할 것이라고 기대된다. 그러므로 

이 세포들에서만 발현하는 RN2-Gal4 line의 형질전환 초파리와 

UAS-reaper, UAS-hid, UAS-grim과 같은 세포죽음을 유도하는 

UAS-line의 형질전환 초파리들을 다양한 조합으로 교배하여 반체

절(hemisegment)마다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이 세포들의 죽음을 

유도하고, 검증된 신경표지체로 특정 신경세포들의 부재가 발생과정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즉,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일

련의 실험을 통해 신경계 발생 초기부터 나타나는 aCC, pCC, RP2 

세포가 발생과정에서 주변 세포에 미치는 기능적인 역할을 밝히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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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1. 사용된 초파리 및 표지체 
 

초파리는 aCC, pCC, RP2에서만 발현하는 RN2-Gal4 초파리 

(Bloomington Stock Center)와 세포죽음을 유발하는 유전자를 갖

고 있는 UAS-reaper, UAS-hid, UAS-grim(테네시 대학교, 미

국)초파리를 사용하였다. 표적세포의 위치 및 세포제거(cell 

ablation)에 대한 확인은 GFP항체(1:300)를 이용하고, 유도된 세

포 죽음에 의하여 나타나는 신경발생이상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BP102(1:100), FasⅡ(1:50), 22C10(1:20), Repo(1:20)항체를 

이용하였다.   

 

 
2. 배아의 염색 
 

(1) 배아의 수집 및 고정 (embryos collection and fixation) 

25℃ 조건에서 6시간 동안 알을 받은 후, 관찰하고자 하는 단계

가 될 때까지 보관한다. 원하는 시기로 맞춘 배아를 증류수, 붓, 작

은 그물망을 이용하여 모으고, 여기에 4분 동안 50%락스로 처리하

여 배아의 가장 바깥에 존재하는 융모막(chorion)을 제거한다. 처리

한 락스의 냄새가 나지 않을 때까지 2~3회 알을 증류수로 깨끗이 

씻어준 후, 물기를 제거한다. 4% Paraformaldehyde 2㎖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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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tane 2㎖을 넣은 유리병에 알을 넣고 교반기로 20분간 흔들어 

배아를 고정한다. 하층액을 제거한 후 메탄올을 2㎖넣고 25분간 교

반기로 흔들어주어 배아의 난황막(vitelline membrane)도 제거한다. 

상층액을 제거하고 메탄올을 2㎖넣고 파이펫을 이용하여 1.5㎖ 

tube로 알을 옮긴다. 메탄올로 2~3회 씻어준 후, -20℃에 보관한

다. (Sullivan et al., 2000)  

 

(2) 항체 반응(immunohistochemistry) 

고정된 배아를 메탄올로 1~2회 다시 씻어준 후, PT용액으로 3회 

씻어준다. 교반기를 이용하여 30분 이상 PT 용액으로 씻고 2~3회 

더 씻어준다. 희석된 1차 항체를 배아에 10시간이상(overnight) 처

리한 후, PT 용액으로 충분히 씻어준다. 1차 항체에 맞는 2차 형광

항체를 선택하여 20~30분간 붙여주고, 형광신호를 현미경으로 확

인한 후 멈춘다. 이중염색을 할 경우에는 단일염색을 2차 형광확인

까지 완료한 후,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처리한다. 이중염색까

지 완료되면 PT용액으로 5회 이상(필요 시 교반기에 놓고 4℃에서 

overnight) 씻어주고 글리세롤 또는 fluoromount-G 용액을 넣고 

보관한다. 배아관찰 및 사진촬영은 Olympus와 Zeiss 현미경을 이

용하였다. 색깔반응으로 확인할 경우에는 2차 항체까지 붙인 후, 

AB(avidine biotine 1:500)를 45분 정도 붙여주고 5회 이상 PT로 

씻어준 다음, 3,3-diaminobenzidine(DAB) 200㎕, 8% NiCl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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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oxide(H2O2) 1㎕를 넣어 반응시킨다. PT로 5회 이상 

씻은 다음, 70%, 90%, 100% serial dehydration시킨 후 methyl 

salicylate를 넣어 보관한다. (Sullivan et al., 2000) 

 

3. GAL4/UAS 시스템을 이용한 과량발현  

 
RN2-GAL4와 UAS-mCD8::GFP 가 함께 들어 있어 Gal4가 발

현하는 세포의 막에서 GFP도 발현하여 세포의 위치가 표지 된다.  

2번 염색체에 있는 UAS line 초파리와 3번 염색체 Gal4 line초파리

를 교배하여 나온 배아는 특정 지역에서 Gal4단백질이 UAS에 결

합하여 UAS에 연결된 관심 있는 유전자(target gene)의 발현을 유

도한다. (Phelps and Brand, 1998) 

 

4. Embryo lethality test 
 

1~2시간 알을 받아서 효모반죽을 한 쪽 끝에 발라둔 알판(apple 

juice plate)에 배아를 필요한 수만큼 핀셋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옮겨준다. 미리 깨어나는 유충에 의해 정렬되어 있는 다른 배아가 

흐트러지지 않도록 유충이 나오기 시작하면, 적당한 시간간격으로 

유충을 핀셋으로 제거해 준다. 깨어난 알의 수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이틀 정도를 대기 시간을 두고 관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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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1. 초기 신경계 발생 과정에서 aCC와 pCC, RP2 신경

세포의 형성과 발현 위치 확인 
 

초파리 배아의 발생 과정 9~10단계에서부터 신경계가 형성되

는데, 배대(germ band)가 등쪽으로 확장되었다가 줄어드는 시기에 

신경선구세포들이 분열하여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가 만들어지기 

시작한다. 그 과정에서 일부 신경세포는 선두적으로 나타나 신경장

축(logitudinal tracts)을 형성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 신

경세포의 세포체는 CNS에 남겨두고 신경장축을 벗어나 등(dorsal) 

이나 배(ventral) 쪽으로 신경을 뻗어 나가서 근육과 만난다

(Broadus et al., 1995).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경에는 ISNb, SNa, 

ISN등 여러 종류가 있는 데 초기에 나타나는 신경세포 중에서 특히 

중심이 되어 이끌어 주는 리더역할을 하는 신경이 있다고 생각되고 

있다(Layden et al. 2006, Sanchez-Soriano and Prokop, 2005). 

하지만 이러한 선두세포(pioneer neuron)에 대한 개념이나 역할, 

분류에 대한 선행 연구결과는 여전히 논란이 있다(Sanchez-

Soriano and Prokop, 2005). 체절간의 경계를 넘어 뻗어가는 운동

신경(ISN)은 근육까지 뻗어나가기 위해 발생 과정 속에서 장거리 

여행을 하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는 주변과의 상호작용이 중요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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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된다(Kuzin et al., 2005). 또한, 중요한 과정이기에 정확

히 목표 지점에 도달하도록 도와주는 여러 메커니즘도 공존 할 것

이라고 생각된다. 이러한 CNS을 벗어나는 신경을 형성하는 운동신

경세포(mortor neuron)로는 aCC, RP2, U 등이 알려져 있다

(Sanchez-Soriano and Prokop, 2005).  특히, zfh1 유전자의 발

현은 운동신경세포에서 뻗어 나온 신경이 CNS에서 PNS로 나가는 

데 큰 영향을 주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Layde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신경세포의 존재가 신경을 projection하면서 어

떤 상호작용을 통해 주변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서 주도적 역할이 기대되는 특정 세포를 ablation시켜 그 파급효과

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이들 세포에서만 Gal4가 발현되도

록 만들어진(Rubin and Spradling, 1982; Fujioka et al., 2000) 

transgenic RN2-Gal4에 대한 발현양상을 확인하였다. 이 Gal4 

driver는 eve 5’-promoter region에 aCC, pCC, RP2에 특이적인 

반복서열과 효모의 Gal4 코딩 서열을 함께 위치시켜 aCC, pCC, 

RP2세포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도록 만들어진 것이다. 여기에 

UAS-mCD8::GFP reportor를 연결시켜 Gal4가 발현하는 세포의 

표면에서 GFP가 발현되도록 하여 항체염색 없이도 쉽게 cell 

ablation이 되었는지 확인 가능한 것을 선택하였다. 이 RN2-GAL4, 

UAS-mCD8::GFP의 발현양상을 보면(그림 7), 배대의 확장과 수

축을 따라 GAL4의 발현위치가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앞선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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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에서 언급했듯이 후기단계에서 aCC, pCC, RP2 세포가 보다 규칙

성 있게 배열되고 aCC, RP2의 경우 세포체로부터 신경이 뻗어 나

오기 시작함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리고 사다리모양의 축삭다발(과 

BP102염색)함께 신경장축의 연계신경(commissure)에 신경세포가 

두 개씩 짝을 맞춰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8). 

aCC(anterior Commisure Cell)와 pCC(posterior Commisure 

Cell)는 연계신경의 앞쪽과 뒤쪽에 쇠고랑 두 개가 겹쳐진 것 같이 

붙어 혹은 살짝 떨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고, RP2 세포는 조금 더 

떨어져 hemisegement당 하나씩 위치하고 있다. 결과적으로 한 

hemisegment에 aCC, pCC, RP2가 하나씩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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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배아의 발생단계에 따른 RN2-gal4>>UAS-mCD8::GFP 의 발현패턴.  

(A-B’) 11~12단계는 배대가 등쪽까지 확장되었다가 수축하여 돌아온다.   

선구신경세포 및 신경모세포의 위치가 GFP(하얀색 점)로 확인되었다.  (C-

E) 13단계(거의 배아의 1/2선)를 지나 15~16단계 이르면 배대는 더욱 

응축하여 배쪽 부분에만 집중되며 이를 따라 aCC, pCC, RP2 세포들도 두 

줄로 촘촘히 배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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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야생형 초파리에서 RN2에 의해 발현되는 세포의 신경장축에서의 

위치. (A-A’’) RN2에 의해 발현되는 세포에는 aCC, pCC, RP2 세포가 있으며 

연계신경 부근에 위치한다. 배아의 발생이 진행될수록 신경장축  축삭 

다발의 간격이 더 좁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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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CC, pCC, RP2 세포에서의 세포죽음 유도 

 
   선행연구에 따르면, 신경세포에서는 cell ablation을 유도하기 위

해 신경교세포 보다 두 배 많은 Copy수가 요구된다고 한다(Zhou 

et al., 1997). 세포죽음을 유도하는 유전자가 단독으로보다는 함께 

작용할 때 그 효과가 크기 때문에 먼저 UAS-reaper, UAS-hid 

및 UAS-grim을 이용하여 서로 다른 조합의 이중돌연변이를 만들

고 Gal4와 교배하였다. 하지만 Copy수를 높인 것들에서 발생 결함

으로 인하여 cell ablation이 잘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러한 경향을 

배아 치사율을 통해서 확인하였다(그림 9).  

RN2-Gal4>>UAS-reaper; UAS-grim 이중 돌연변이의 경우 

발생이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유충으로 깨어나지 못하는 비율이 가

장 높게 나오고, 단일 돌연변이인 RN2-Gal4>>UAS-rpr, RN2-

Gal4>>UAS-grim은 앞의 이중돌연변이의 경우 보다는 낮지만 야

생형이나 RN2-Gal4 보다는 높게 나왔다. 반면, RN2-

Gal4>>UAS-hid와 RN2-Gal4>>UAS-rpr; UAS-hid는 다른 단

독돌연변이의 경우보다 더욱 낮게 나왔다. 마찬가지로 RN2-

Gal4>>UAS-rpr; UAS-hid 이중돌연변이의 경우도 Reaper와 Hid

가 함께 작용한다는 보고가 있어서 단독으로 작용할 때보다 높게 

나올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낮게 나왔다(Zhou et al., 1997; Yin 

and Thummel, 2004).  

하지만 배아에서 유충으로 가는 단계에서 치사율이 높다 하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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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발생은 계속 진행되어 이상표현형에 대한 관찰이 용이할 수도 

있기 때문에 항체염색으로 진행하여 cell ablation성공여부와 이상표

현형의 정도를 확인하여 보았다. RN2-Gal4>>UAS-rpr의 경우는 

대체로 야생형과 비슷한 표현형으로 이상한 표현형이 잘 관찰되지 

않았고 RN2-Gal4>>UAS-hid 의 경우는 배아수집단계에서부터 다

른 교배line에 비해 수확량이 적고, 항체염색 후 관찰에서 발생자체

가 진행되지 않고 초기단계에 머물러 있는 비율이 높았다. 이는 

UAS-hid만 homozygote가 아닌 balancer와 함께 heterozygote

로 존재하기에 Gal4 line과 교배하여 얻은 배아의 절반이 

Cyo/+;RN2-Ga;4/+로 야생형의 표현형을 보일 것이고, 나머지가 

실제 돌연변이의 표현형을 보일 것이기에 표에서 나온 치사율은 실

제 치사율보다 낮게 나온 것으로 생각된다. 반면, RN2-

Gal4>>UAS-grim은 발생자체가 진행되지 않은 배아에서부터 발생

은 진행되었으나 이상 표현형을 보이는 배아까지 비교적 다양한 표

현형이 관찰되었다.  

또한 두 가지 조합으로 상승효과를 기대했던 RN2-

Gal4>>UAS-rpr; UAS-hid와 RN2-Gal4>> UAS-rpr; UAS-

grim 의 경우 발생이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발생이 진행된 경우 

UAS-rpr; UAS-hid 또는 grim으로 이중돌연변이를 만드는 과정

에서 UAS-rpr/+; UAS-hid/+ (or UAS-grim/+)이 되고, 이것을 

다시 RN2-Gal4와 교배함으로 RN2-Gal4>> UAS-rpr; U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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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im (or UAS-hid) 로 존재할 확률이 1/4로 감소하고, 둘의 조합

에 의한 상승작용 때문인지 발생이 아예 진행되지 않거나 거의 이

상이 없어 보이는 야생형과 같은 표현형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는 이중돌연변이 존재확률이 1/4임에도 가장 높은 치사율을 

보인 점과 연결 지어 볼 때, reaper와 grim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 

발생에 보다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이후

의 실험은 비교적 많은 알을 수집하기 용이하고 발생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다양한 이상 표현형을 관찰할 수 있는 RN2-Gal4>> 

UAS-grim을 이용하여 cell ablation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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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배아단계에서의 lethality 비교 (N=전체 배아 수).  

야생형(WT)과 Gal4 line은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reaper(rpr), grim, rpr; 

grim에서 치사율이 높게 나타났다. hid의 경우 RN2-GAL4와 hid/CyO를 

교배하였기에 자손의 50%가 RN2-GAL4/+;CyO/+를 가져 야생형의 

표현형을 갖는다. 또한 rpr;hid와 rpr;grim은 각각 UAS-rpr/+;UAS-hid/+와 

UAS-rpr/+;UAS-grim/+을 RN2-Gal4로 과발현시킨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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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의 죽음이 배아 발생에 미치는 영향  
 

(그림 10)는 grim을 전위적(ectopic)으로 발현시켜 cell 

ablation을 유도한 경우 나타나는 배아의 다양한 표현형을 보여준다. 

(그림 10B1)와 (그림 10B2)의 경우처럼 세포가 거의 다 존재하거

나 한 두 개로 제거된 경우, 비교적 배아의 상태는 양호하고 신경장

축의 모양이 유지되어 야생형과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 배아가 

40%정도 보였다. 그러나 거의 발생이 진행되지 않거나 GFP로 관

찰되는 신경계가 흔적조차 보이지 않는 배아(그림 10B5)도 25%정

도 관찰되었다. 그리고 비록 발생은 진행되었지만 배아가 완전히 비

틀려 버린 경우도 7%정도 관찰되었고(그림 10B4) 이보다는 덜 하

지만 발생 단계를 구분하기가 약간 모호한 비틀린 배아(그림 

10B3)가 27%정도 관찰되어 거의 60%가 발생이 안되거나 뒤틀린 

것이었다. 이는 겨우 반 체절에 세 개 밖에 존재하지 않는 aCC, 

pCC, RP2의 신경세포가 한 두 개 정도 죽는 것은 배아의 치사를 

유도하지 않지만 일정 수 이상이 사라지거나 양쪽이 쌍으로 빠지게 

되는 경우는 배아 전체의 신경장축의 형태가 유지되지 못하고 배아

가 완전히 비틀리는 현상이 생기는 것으로 생각된다. 신경세포가 완

전하게 소실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이들 세포가 죽게 되면 배아발

생에 심각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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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발현의 차이에 의해 나타나는 다양한 돌연변이 표현형. RN2-

Gal4로 grim을 과발현시킨 경우 신경세포의 소실에 차이가 발생한다.  (A) 

야생형 (B1, B2) 일부 세포가 사라지나 전체적인 배아의 모양은 유지된다. 

(B3) 세포가 소실되어 트랙이 끊어져 있다. (B4) 세로 두 줄 형태의 트랙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고 남아 있지만 배아가 심하게 뒤틀렸다.  (B5) 발생이 

거의 진행되지 않았다. (표 1 참조)  

 

 

 

표 1. 다양한 돌연변이 표현형의 특징  

 

그림 특징 구분
배아의 수
(N=124)

%

B1, B2
세포가 unpaired하게 하나 둘 사라지거 그대로여서
야생형의 표현형과 유사

very weak 50 40%

B3
세포가 하나 이상 쌍으로 사라져 신경트랙의 배열이
흐트러지나 배아의 발생단계 약간 구분가능

weak 34 27%

B4
세포의 ablation에 의해 신경트랙의 배열이 심하게
비틀어 지고 배아의 발생단계 구분이 어려움

severe 9 7%

B5
신경트랙이 관찰되지 않고, 배아의 발생이상이
심하거나 진행되지 않음

more severe 31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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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 죽음이 CNS형성에 미치는 영향 
 

   Adhesion molecule인 FasciclinⅡ은 몇몇의 세포에서 발현되는 

데 그 중 대표적인 것들이 바로 aCC, pCC, RP2이다. 이 들 신경세

포의 Fascicles에서 FasciclinⅡ가 발현된다. 이들 세포의 죽음이 

CNS의 axonal tracts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살펴보기 위해 중추신

경계표지체인 FasⅡ로 항체염색을 하였다. Fascicles은 축삭다발

(longitudinal axon bundles)을 묶어 형태가 흐트러지지 않고 신경

장축이 유지되도록 하는데, 야생형의 경우 15-16 stage에 앞뒤 축

을 따라 3줄의 Fscicles가 형성된다. Fasciclin은 5~6개의 세포에

서만 발현되기 때문에 이들에 속하는 aCC, pCC, RP2 세포의 부재 

시 트랙의 흐트러짐이 심각해질 것으로 예상되었고, 실제 굉장히 심

하게 뒤틀린 트랙의 형태들이 관찰되었다(그림 10B4, 그림 1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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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CNS에서 FasciclinⅡ의 발현양상.  

(A-A’’,F,G) 세포의 죽음이 유도되지 않은 배아의 표현형은 야생형과 

유사하다. (B-B") 비교적 약간의 흐트러짐을 보이나 축 자체는 유지되고 

있다. (C-E") aCC, pCC, RP2 세포죽음이 유도된 배아의 신경장축이 

비틀리거나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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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경세포의 죽음이 신경교세포에 미치는 영향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의 상호작용에 대한 연구에서 물리적으

로 접촉하고 있는 신경세포와 EGFR lignad(Epideraml growth 

factor receptor, EGFR)가 신경교세포의 생존에 중요하다고 하였다

(Sepp and Auld, 2003). 또한, 성체 초파리의 뇌에서 신경세포의 

죽음이 신경교세포의 분열을 유도한다고 한다(Kato et al., 2008). 

이와 같은 선행연구들은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의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배아단계에서 특정 신경세포의 

죽음이 신경교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PCD 유전자를 

aCC, pCC, RP2에서 전위적으로 발현시킨 배아에서 midline을 제외

한 모든 신경교세포를 표지하는 repo항체 표지를 통해 이상여부를 

관찰하였다. 형광 및 색깔 반응을 통하여 각각 말초신경계 (PNS)와 

중추신경계(CNS)에서 신경교세포의 이상을 확인하였다(그림 13, 

14). 이를 통해 PNS에서 측면을 따라 움직이는 peripheral glia의 

이동이 지체되거나 소실되는 것과 CNS 신경교세포의 배열이 흐트

러지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신경교세포의 이동 이상이 말

초신경계에서 관찰되었기에 엑손이 뻗어나가는 것에 대한 이상여부

를 확인하고자 PNS 표지체인 22C10 항체로 확인하였다(그림 12). 

역시 말초신경이 이웃신경과 서로 연결되거나 뻗어나가지 못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1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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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PNS에서의 22C10의 발현양상 (GFP 형광반응). (A) 15단계, 야생형 

(B) 신경세포의 소실로 말초신경으로 뻗어가는 신경다발 및 accessary 

cell이 위치를 잡지 못하고 소실되거나 옆 체절의 신경다발과 합쳐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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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말초신경계(PNS)에서 신경교세포(embryonic periperal glia, ePG)의 

이동(Repo 발색반응). (A, B) 15단계, 세포죽음이 유도된 배아에서는 ePG의 

이동이 정체된 듯 흐트러져 보였다. (Repo: 신경교세포 표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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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중추 신경계(CNS)에서 grim의 과발현에 의해 유도된 aCC, pCC, 

RP2 신경세포의 죽음이 gliogenesis에 미치는 영향 (GFP, Repo 형광반응). 

(A,A’) 15-16단계, 야생형 배아에서 RN2의 발현. (B-C’) CNS에서 

신경장축에 나란히 형성되는 신경세포가 소실된 경우 신경교세포의 배열이 

흐트러지고 한쪽으로 밀집되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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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중추신경계(CNS)에서 grim의 과발현에 의해 유도된 aCC, pCC, 

RP2 신경세포의 죽음이 gliogenesis에 미치는 영향 (Repo염색, 색깔반응). 

(A-A’’) 야생형. (B-B’’) RN2-Gal4로 UAS-grim을 과발현한 경우 세포의 

배열이 흐트러지고 과밀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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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신경계는 생체 내 존재하는 통신케이블과 같은 것으로 신속한 

상호작용이 끊임없이 이루어지는 장소로, 생명체의 생명현상이 

유지되는 내내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신경계의 작용메커니즘은 그 연계성과 복잡한 상호작용 때문에 

연구하기가 쉽지 않다 (Skeath and Thor, 2003). 다행히 

초파리에서 세포 죽음을 유도하는 Caspase Inhibitor (IAP)의 

억제자로 알려진 reaper, hid, grim을 UAS/GAL4 시스템과 

결합시켜 탄생한 cell ablation 방법은 신경계의 초기 발달과정에서 

Pioneer neuron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유용한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Goyal et al., 2000).   

Pioneer neuron으로 예상되는 몇 몇의 신경세포 중에서 aCC, 

RP2는 운동신경세포로 분화하는데 비교적 초기부터 나타나 CNS에 

세포체가 있으면서 근육으로 뻗어나가 내외부간, 내부간, 전체적으

로 영향을 주고 받는데 중요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Skeath 

et al., 1995). 선행연구를 통해 이들 세포들은 신경이 뻗어나가는데 

리더로서 작용할 것으로 예측되었는데 본 실험을 통해 이 기능을 

확인하였다(Prokop et al.,2005).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논란이 되지만 계속 언급되는 

선두 신경세포의 기능적 역할이 축삭다발을 형성 하거나 신경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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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어가는데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고, 더 나아가 이러한 신경의 

projection, growth외에 배아발생 전반에 미치는 영향과 세포간 

상호작용에 관심을 갖고 특히, 이 신경세포가 주변의 신경교세포에 

어떤 영향을 주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aCC, pCC, 

RP2 세포만을 특이적으로 표지해 주는 RN2-Gal4를 사용하였고, 

이들 세포가 신경계 발생 초기부터 나타나 중추신경계와 말초 

신경계의 형성에 주도적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체절 당 

하나씩 존재하는 3개의 세포가 소실되었을 때 CNS와 PNS 

모두에서 이상이 나타나는데, 소실되는 정도에 따라 표현형을 

구분하여 보았더니 aCC, RP2, pCC세포가 어느 정도 사라졌는지, 

낱개인지 쌍인지에 따라서 배아의 신경계 이상과 발생 이상에 

미치는 영향의 심각도가 달라졌다(표 1). 이를 통해 aCC, RP2, 

pCC 신경세포에서 뻗어 나오는 Fasiclin이 신경트랙의 안정성과 

연관되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또한 세포가 대량 혹은 완전히 소실 

되었을 때 초기부터 발생자체가 진행되지 않거나 배아의 모양이 

이상해 지는 것으로 보아 이들의 선구세포가 신경계의 형성이나 

신경의 역할적 측면이 아닌 다른 차원에서 초기 배아의 발생 

과정에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할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된다.  

특히, 이들 신경세포의 부재 시 PNS로 나가는 신경교세포의 

이동에 이상이 나타났고, CNS에서 신경교세포가 원래의 규칙적 

배열을 잃어버리고 흐트러지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이는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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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축을 유지하는 데 이들 세포의 자리가 비게 되어 물리적 환경의 

변화에 의해 흐트러지는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지만 

선행연구에서처럼 주변 세포가 생산하는 환경적 cue가 사라져 

신경교세포의 생존이나 분화 등에 영향을 주어 초래된 결과일 수도 

있다(Sepp and Auld, 2003). 이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 간에 

보다 적극적인 상호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을 암시하는 것으로, 

선행연구에서 성체초파리의 뇌에서 PCD가 신경교세포의 분화를 

유도한다는(Kato et al., 2008) 결과를  토대로 볼 때, 초파리 

배아에서의 신경교세포의 성장, 분화, 이동 등에 신경세포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에서는 aCC, 

pCC, RP2신경세포가 어떤 신경교세포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이들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간의 소통을 매개할 

것으로 예측되는 신경전달물질이나 리간드를 찾고, 이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유전자까지 연구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Sepp 

and Aul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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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Neuronal Cell Ablation Induced 

by RN2 Enhancer Even-skipped Gene 

during Embryogenesis 

 

Lee, Eun Jeong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Bi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Pioneer neurons are thought to have critical roles in embryonic 

neurogenesis. In order to study the roles of those neurons, we 

generally knock-out genes that are expressed in pioneer 

neurons or ablate neuronal cells. As the working unit in the 

neural system is a cell, it is quite frequently used to ablate 

neuronal cells to know the function of a cell itself.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oles of aCC, pCC, RP2 neurons that are 

regulated by RN2 regulatory region of eve. Cells were abl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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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expressing reaper, hid or grim gene using GAL4/UAS 

system. Cells were completely or partially removed, showing  

various abnormal phenotypes. Axonal growth of neurons were 

greatly affected. One of our important discovery was that 

ablation of pioneer neural cells affected the migration of glia 

along the PN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interactions of 

pioneer neural cells and glia are important for normal 

development of the nervous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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