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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파리 eve -RN2 enhancer는 배아의 반 체절 당 하나씩 존재하는
aCC, pCC, RP2 신경세포에서 eve 유전자의 특이적인 발현을 조절한다.
이러한 신경세포들은 초파리 신경발생 초기에 나타나며, 신경계 형성과
정에서 선구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논의가 이루어지
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UAS/GAL4 시스템을 이용하여 eve -RN2
enhancer에 의해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신경세포에서 세포사멸 유전자를
발현시킴으로써 이들 세포의 죽음이 신경계 발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 먼저 세포사멸 유전자를 2가지 이상 동형접합으로 갖는
초파리주와 RN2-Gal4를 두 복사본을 갖는 초파리주를 생산하였다.

grim 및 reaper 단독으로는 신경계 발생에 영향을 주지 못했지만,
reaper(rpr), grim과 RN2-Gal4를 두 복사본을 동시에 갖는 배아에서는
세포 사멸이 증가하였다. 이로 인해, 중추신경계(CNS)의 축삭다발
(axonal track)과 연계신경(commissure neuron)의 형성에 이상이 생겼으
며, 말초신경계(PNS)의 축삭이 뻗어나가는 것에도 이상이 관찰되었다.
이를 통해 eve -RN2 enhancer에 의해 특이적으로 조절되는 신경세포가
CNS 및 PNS 형성에 관여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 초파리, 세포사멸, RN2, 인핸서, 신경발생, eve
학 번 : 2013-2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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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하나의 세포인 동물의 수정란이 복잡하고 다양한 형태의 세포로 분화되
는 것은 유전자가 차별적으로 발현됨으로서 가능하다. 진핵세포에서 유
전자의 차별적인 발현 조절은 염색체의 응축을 포함하는 수준에서부터
단백질의 변형까지 매우 다양한 단계에서 일어난다(Wu, 1997).
이 중 전사 과정에서 유전자 발현조절이 가장 핵심적이며, 이 과정에
는 전사인자와 전사인자가 결합하는 DNA 상의 조절 부위가 필수적이
다. 진핵세포에서 유전자의 발현을 촉진하고, 시공간적으로 조절하는 조
절 부위로 인핸서(enhancer)가 있으며, 인핸서는 동물의 발생 과정에서
유전자의 특이적인 발현 과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Maniatis,
1987).
초파리에서는 이러한 유전자 발현 조절 메커니즘을 이용하여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UAS/GAL4 system이 잘 갖추어져 있다(Brand and
Perrimon, 1993). UAS/GAL4 system은 효모의 전사인자인 GAL4 단백
질을 특정 시기, 특정 세포에서만 발현하도록 조절하는 인핸서와 연결하
여 형질전환 한 초파리주와 GAL4가 결합하는 UAS(upstream activation
sequence) 구조 뒤에 발현시키고자 하는 유전자를 연결한 UAS 라인을
형질전환 한 초파리주를 교배하여 특정세포에서만 발현시키고자 하는 유
전자를 발현시키는 system이다(그림 1). UAS 구조에 세포죽음을 유도하
는 유전자나, 세포 독성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연결시켜 만든 UAS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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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전환 초파리와 특정 시기, 특정 세포에서 발현되는 GAL4 형질전환 초
파리를 교배하게 되면, 주변 세포에 손상 없이 특정 시기, 특정세포만을

제거할 수 있다.

그림 1. UAS-GAL4 system (Phelps and Brand,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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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

신경계는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신경 배

엽으로부터

된

측

분화 다. 초파리의 중추신경계는 복 으로

길게

뻗은

longitudinal axon과 이들 사이를 연결하는 연계신경(commissural axon)
으로 이루어지며, longitudinal axon 사이에 midline glia가 존재한다. 이

척추동물과 유사하기 때문에 초파리를 이용한 신경계 연구
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초파리에서는 체절극성 유전자
(segment polarity gene)와 등배축 유전자(dorsal/ventral gene)에 의한
위치정보에 따라 신경외배엽의 일부가 신경계로 발생한다. Proneural
gene이 발현되어 전 신경 클러스터(proneural cluster)로 분화한 뒤 신경
러한 구조는

형성

유전자(neurogenic

b

(neuroglio last)를

gene)의

발현에

따라

신경아교세포

거쳐 신경절모세포(ganglion mother cell, GMC)를 형

성한다. 신경절모세포는 발현하는 유전자에 따라 신경세포나 신경교세포
로 분화하게

된다(Jones, 2001; Bernardoni et al., 1999, 그림 2).

초파리 배아의 신경계 형성은 9-10 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진다. 신경계
형성 과정에서 일부 신경세포가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k)을 형성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며, 이들 신경세포의 세포체는 중추신경계(CNS)

근육과 만나게 된다
(Broadus and Doe, 1995). 이렇게 뻗어나가는 신경에는 ISN, SNa, ISNb
등이 있는데, ISN(intersegmental motor nerve)은 체절간 경계를 넘어
근육까지 뻗어나가기 위해 주변과 상호작용한다(Kuzin et al., 2005).
eve 유전자는 초기 발생 과정에서 표피의 발생에 관여하지만(Goto et
al, 1989), 배아 발생 중후기로 가면서 신경세포 발생에 관여한다(Frasch,
에 존재하며 축삭이 신경장축

밖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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뻗어나가

된

1987). eve 유전자의 RN2 enhancer는 aCC, pCC, RP2 neuron에서 발현

최초로 등장하며 이후 분열과
분화를 통해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를 형성하게 된다. 16단계에는 aCC,
pCC는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k)의 두 개의 가로 연계선(commissure)
중 뒤쪽 부분으로, RP2는 앞쪽 부분으로 이동하여 위치한다(Broadus et
다. eve 발현 세포는 배 발생 10단계에서

al., 1995).

그림 2. 신경계 분화과정. 신경외배엽에서 유해한 신경절모세포(GMC)에서 발
현하는 유전자에 따라 신경세포(neuron) 또는 신경교세포(glia)로 분화한다.

- 4 -

그림 3. CNS에서 eve 의 발현.

w

b

(yello ), RP2 and RP2si
(purple).

Q
EL

aCC/pCC (green); C

(red);

fpCC

(turquoise);

점선은 체절을 나누고 있다(Broadusa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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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urons
neurons

때문에 유전자의 기능
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세포의 유무를 조절하여 발생을 살펴보는
것이 발생 과정을 이해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Wu et al.,
2010). 동물의 발생이 정상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세포의
사멸은 필수적이다(Abrams et al., 1993; Twome and McCarthy, 2005).
예를 들면, 초파리의 배아 발생 과정에서는 계획된 세포사멸
(programmed cell death, PCD) 과정을 통해 기존에 존재하던 세포 및
조직을 제거하고 향후에 필요한 세포 및 조직으로 대체한다. 특히 급격
한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는 배아 발생(embryonic development) 과정과
번데기에서 일어나는 변태(metamorphosis) 과정 동안 많은 세포에서 계
획된 세포사멸이 일어난다(Abrams, 1993; Jiang, 1997). 세포 사멸은 세
포 간 상호작용(cell-cell interaction), 영양상태, 호르몬 등의 영향을 받
동물 발생이 세포의 분화를 통해서 이루어지기

아 세포 사멸 유전자가 발현되어 일어난다(Bangs et al., 2000, 그림 4).
세포

f

사멸에

련

관 되는

유전자에는

reaper(rpr),

de ective(hid), grim, sickle 가 존재한다. 이들 중

f

head

involution

H 99 부위에 존재하는

묶어 RHG family
라고 통칭한다(Xu et al., 2009; Lee et al., 2013, 그림5). Rpr, Grim, Hid,
Sickle 단백질은 N말단 부위에 RHG 모티프가 보존되어 있어, 항세포사
멸 단백질(Inhibitors of Apoptosis protein, IAP, 초파리의 dIAP1,
dIAP2, detrin)에 결합할 수 있다. 여러 가지 조절 신호들에 의해 rpr,
hid, grim이 발현되면 RHG 모티프가 항세포사멸 단백질의
BIR(Baculovirus IAP Repeat) 도메인에 결합하여 불활성화 시킨다. 항세
reaper(rpr), head involution de ective(hid), grim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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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활성화되게 되면 Caspase 활성이 촉진되어 세포사멸
이 일어나게 된다(Goyal et al., 2000; Yin and Thummel, 2004). 세포사
멸(programmed cell death)은 초파리를 비롯하여 많은 생물체에서 진화
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Twomey & McCarthy, 2005, 그림 6).
포사멸 단백질이

그림 4. 세포사멸 과정 (Bangs et al., 2000).

- 7 -

그림 5. DNA 상의 세포사멸 유전자의 위치 (Lee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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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예쁜 꼬마선충(C. elegans), 초파리(Drosophila), 포유류(mammal)
의 세포사멸 과정 비교. 예쁜 꼬마선충, 초파리, 포유류의 세포사멸 과정 및
구성요소는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eve 유전자의 RN2 인핸서가

작용하는 aCC, pCC, RP2

신경세포의 기능을 세포죽음을 유도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세포의 기

련

능을 확인하기 위해 초파리의 세포사멸과 관 한 유전자(rpr, grim)를
UAS/GAL4 system을 이용하여 RN2 enhancer의

작용부위에서

과발현

시켜, aCC(anterior Commisure Cell), pCC(posterior Commosure Cell),
RP2

뉴런을

특이적으로

제거하여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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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재료 및 실험방법
1. 실험재료

병

초파리는 cornmeal/yeast 배지가 들어있는 20mm 관 에 dry yeast를

넣고

℃

℃

필요에 따라 20 와 25 에서 배양하였다. 야생형 초파리는

Oregon R을 사용하였다. aCC, pCC, RP2 신경세포에서만 발현되는 RN2

된

련된 rpr, grim, hid가
UAS 구조에 연결된 UAS-reaper, UAS-grim 등의 초파리 라인을 실험
의 필요에 따라 교배하여, UAS-rpr; UAS-grim (1, 3번 염색체),
UAS-rpr; UAS-rpr (1, 2번 염색체), UAS-rpr; UAS-hid/ CyO (1, 2번
염색체), RN2-Gal4/ CyO; UAS-grim (2, 3번 염색체), RN2-Gal4;
RN2-Gal4 (2, 3번 염색체), UAS-rpr; UAS-grim (2, 3번 염색체)를 제
작하였으며, 이 중에서 RN2-Gal4; RN2-Gal4 (2, 3번 염색체),
UAS-rpr; UAS-grim (1, 3번 염색체)각각을 대조군으로 사용하였으며,
실험군으로 사용할 배아는 RN2-Gal4; RN2-Gal4 (2, 3번 염색체)와
UAS-rpr; UAS-grim (1, 3번 염색체)의 교배, UAS-rpr; UAS-grim
(1, 3번 염색체)과 RN2-Gal4의 교배, UAS-grim과 RN2-Gal4;
RN2-Gal4 (2, 3번 염색체)의 교배, RN2-Gal4와 UAS-grim의 교배로
얻었다.
인핸서와 연결

Gal4 라인과, 세포죽음과 관

- 10 -

2. 실험방법
1) 교배과정
RN2-enhancer가 발현되는 신경세포를 세포사멸 유전자 발현을 통해

제거하여

RN2-Gal4

작

이들 aCC, pCC, RP2 신경세포의 기 을 이해하기 위하여,
초파리주와

UAS-reaper, UAS-grim

programmed

등의

cell

death에

관여하는

초파리주의 교배를 통해 다양한 조합을

가진 초파리주를 생산하였다. 교배과정에서는 다수의 역위와 우성 표현

밸런서를 이용하여 해당되는 초파리를 선
별하였다. 교배 과정은 아래와 같다.
형 마커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 11 -

그림 7. UAS-rpr; UAS-grim (1, 3번 염색체)의 교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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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RN2-Gal4 ; RN2-Gal4 (2, 3번 염색체)의 교배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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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배아의 수집 및 고정

℃
안 알을 받은
후(Rothwell & Sullivan, 2007), 12시간 동안 25℃에서 보관하여 배아 발
생 단계가 14-15단계 정도에 도달한 후 이용하였다. 이렇게 원하는 시기
로 맞춘 배아를 증류수, 붓, 작은 그물망을 이용하여 모은 후, 50% 락스
를 4분간 처리해 가장 바깥쪽 막인 융모막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깨끗이
씻어낸 후 이후 과정에서 기포가 생기지 않도록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였
다. 4% Paraformaldehyde 2ml와 Heptane 2ml를 넣은 유리병에 모은 배
아를 넣고 교반기에서 20분간 흔들어 더 이상 발생이 진행되지 않도록
배아를 고정하였다(Rothwell & Sullivan, 2000; Rothwell & Sullivan,
2007; Kiehart et al., 2007). 고정이 끝나면 하층액인 Paraformaldehyde
를 제거한 후 -20℃에서 보관한 메탄올을 2ml 넣고 교반기에서 25분간
흔들어 주어 배아의 난황막을 제거한 후, 모든 액체를 제거하였다. 메탄
올을 추가하여 씻어준 후 파이펫을 이용하여 e-tube로 옮겨 메탄올로
2-3회 더 씻어준 후 메탄올을 채워 사용 전까지–20℃에 보관하였다.
배아를 수집하기 위해서 초파리로부터 25 에서 3시간 동

3) 항체 염색

탄올을 제거한 후 PT 용액으로 5∼7회 씻어준 후
1차 항체로 염색하였다. 1차 항체는 생쥐에서 얻은 BP102(1:20),
22C10(1:20)를 PT에 5% NGS(normal goat serum)와 희석 비율에 맞게
섞은 후, 고정한 배아에 200㎕를 넣고 4℃에서 12시간 이상(overnight)
반응시켰다. 1차 항체를 제거한 후 PT용액으로 충분히 씻어준 후 2차
고정한 배아에서 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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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된 anti mouse를 200㎕정도 넣고 2
∼3시간정도 반응시켰다. 반응 후 PT로 충분히 씻어준 후
DAB(3,3-diaminobenzidine) 200㎕를 넣고 발색판으로 옮겨 실체 현미경
으로 확인하면서 3.4% 과산화수소 2㎕를 넣어 발색반응을 진행하였으며.
발색반응이 충분히 진행되면 PT를 넣어 반응의 진행속도를 늦춘 후 용
액을 제거하고, PT로 씻어 반응을 완전히 멈추게 하였다. 70%, 90%,
100% 에탄올에서 순차적으로 탈수과정을 거친 후 methyl salicylate 200
㎕에 보관하였다(Zhou et al., 1995; Rothwell & Sullivan, 2000).
형광 항체를 이용할 경우에는 1차 항체 제거 후 1차 항체에 맞는 2차
항체를 선택하여 넣어준 후 20∼30분간 반응시킨 후, 형광 신호를 현미
경으로 확인하였고 PT를 이용하여 반응을 멈추었다. PT로 여러 회 씻
어준 후 탈수과정 없이 fluoromount-G 용액 또는 글리세롤 200㎕에 보
관하였다. 배아 관찰 및 사진 촬영은 Zeiss 현미경과 Olympus 현미경
(BX51)을 사용하였다.
항체는 Avidin과 Biotin이 con ugate

4) AO (Acridine Orange) staining

살아있는 세포에서의 세포죽음을 확인하는 것이기 때문에
배아의 고정과정을 거치지 않는다. 50% 락스에서 5분간 융모막을 벗기
거나, 양면테이프 위에 배아를 놓고 조심스럽게 굴려 직접적으로 융모막
을 벗긴 후 heptane 및 AO 혼합액에 넣었다. 락스로 융모막을 벗긴 경
우에는 증류수로 깨끗하게 씻어준 후 Heptane을 넣은 e-tube에 모아주
었다. heptane : AO 용액을 1:1의 비율로 넣고 교반기에서 5분간 흔들어
AO 염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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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AO 용액은 0.1M sodium phosphate buffer(PH 7.2)에 5㎍
/ml의 AO를 녹여 만들었다. 염색이 된 배아는 Heptane으로 씻어낸 후
미네랄오일을 넣고 녹색형광필터로 관찰하였다(Abrams et al., 1993;
Peterson. 2002; Arama & Steller, 2006). AO 염색은 살아있는 배아를
염색하는 것이기 때문에 보관하지 않고 바로 관찰하였다.
주었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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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1. cell death 확인

과

작용 지역에서 세포사멸 유전자들을 과발현 시켰을 때
세포죽음이 유도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Acridine Orange 염색법을 사
용하였다. 야생형 배아와 교배과정을 통해 제작한 RN2-Gal4;
RN2-Gal4 (2, 3번 염색체)와 UAS-rpr; UAS-grim (1, 3번 염색체)를
교배한 배아를 3시간 동안 받은 후 25℃에서 12시간 보관하여 12∼15시
간으로 통일시킨 후 AO 염색법에 따라 염색하였다. 야생형에서는 배쪽
의 신경삭(ventral nerve cord, VNC)을 따라 세포사멸이 공통적인 패턴
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지만, UAS/GAL4 시스템을 이용하여 세포사
멸 유전자를 과발현 시킨 배아에서는 세포사멸의 패턴이 변하고 염색 또
한 더 진하게 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신경 장축 부분에서 spot 들
이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세포사멸이 유도됨을 확인할 수 있
RN2 enhancer

다(그림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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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포죽음을 확인하기 위한 AO 염색. 야생형보다 실험군의 VNC에서
세포사멸이 일어난 세포의 수가 크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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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N2 인핸서에 의한 eve 발현 세포의 확인
RN2 인핸서에 의해 조절되는 eve 의 발현 세포를 확인하기 위해 이들

활

세포에서만 효모의 전사 성 인자인 Gal4가 발현되도록 만들어진

F

RN2-Gal4에 UAS-mCD8-G P reporter 를 가지고 있는 초파리주를 이
용하였다. 이 초파리주에서는 Gal4가 발현되는 aCC, pCC, RP2 신경세포

막

F

없이도

해당

f

의 세포 에서 G P(Green luorescent protein)가 발현되기
염색

F

세포를

F

확인할

UAS-mCD8-G P 배아에서 G P의 발현

수

패턴을

있었다.

때문에 항체
RN2-Gal4;

보면 배아 발생 11단

뉴런이 확인되었으며(그림 10A), 발생이 진행될
수록 이들 세포의 배열이 규칙적이 되면서 14단계 이후에는 전형적인 두
줄로 배열된 모습이 확인되었다(그림 10C, D). aCC와 pCC는 바로 붙어
있으며, RP2 세포는 이들과 조금 떨어져서 반 체절 당 하나씩 존재하였
계에서 aCC, pCC, RP2

다. 13단계 정도에서 부터는 aCC, RP2 신경세포의 세포체로부터 신경이

오

작

온 신경이 만나서 뻗어 나가

뻗어 나 기 시 하였으며, 두 세포에서 나
는 것이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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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RN2 인핸서의 조절에 의한 eve 발현.

F

RN2-Gal4,

UAS-mCD8-G P 배아를 이용하여 RN2 인핸서에 의해서 조절되는 eve 의 발

점으로 나타나던 패턴이 13-14단계를
지나가면서 두 줄로 배열되며 좌우로 신경이 뻗어나가는 것이 확인된다.
현을 확인하였다. 11단계에서는 체절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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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계 발생 과정을 확인할 수 있는 BP102 마커의
발현
BP102는 주로 중추 신경계(CNS)에서 발현하기
형성 과정을

살펴볼

때문에

중추신경계의

수 있는 마커이며, 부분적으로는 말초신경계(PNS)

가 뻗어나가는 것도 확인이 가능하다. BP102 마커는 중추신경계 일환인

쪽
V
며, 측면(lateral)에서 관찰하게 되면 뻗어나가는 말초신경계(PNS)에서도
관찰이 된다. 따라서 BP102를 이용하면 배아에서 VNC의 발생 및 축삭
이 뻗어나가는 것도 일부 확인할 수 있었다. VNC는 12단계 배아에서부
터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k)의 형태가 관찰되나 각 체절별로 완전히
연결되지 않은 상태로 관찰되었다(그림 11A, A’). 이 시기에는 아직 말
초신경계가 뻗어나가지 않았다. 점차 발생이 진행되며 신경 장축이 연결
배 (ventral)의 복면신경삭( NC)과 연계신경(commissure)에서 발현되

되고 신경장축을 사다리 모양으로 연결하는 연계신경이 발달하였다. 15

오

단계 정도가 되면 중추신경계로부터 말초신경계가 뻗어 나 며(그림

’

오

11B, B ), aCC, RP2 신경세포로부터 뻗어나 는 신경이 관찰되었다. 16
단계 이상의

후기로

방

가게 되면 신경장축에서부터 사 으로 뻗어나가는

’

신경들이 관찰되었으며(그림 11C, C ), 17단계에서는 신경장축의 응축

났

’

(condensation)이 일어 다(그림 11D,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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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야생형 초파리 배아에서 BP102 마커의 발현 및 신경계 발달 과정.
(A, A’) 배발생 13 단계. BP102 마커가 VNC에서만 나타나며 장축 및 연계신경
발생의 초기를 보여준다. (B, B’) 배발생 14-15단계. VNC와 aCC, RP2 신경세
포 등에서부터 축삭이 뻗어나온다. (C, C’, D, D’) 배발생 16~17단계. 신경장축에
서 응축이 일어나며, VNC 밖으로 축삭이 많이 뻗어나온다. (붉은 화살표는 연
계신경을 표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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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eve RN2 인핸서의 조절을 받는 세포의 죽음이 신
경계 형성에 미치는 영향
실험에서는

본

eve -RN2 인핸서의

작용을 받는

신경세포에 세포죽음

유전자를 발현시켜 세포사멸을 유도하고 중추신경계 및 말초신경계의 발
생 과정을

행

살펴보고자 하였다.

선 연구에서는 UAS-grim과 RN2-Gal4를 이용하여 aCC, pCC, RP2
신경세포의 죽음을 유발하였고, 그에 따른 신경교세포의 분화 과정을 확

실험에서는 UAS-grim과 RN2-Gal4를 교배
하여 RN2-Gal4/ +; UAS-grim/ + 자손을 만든 후, 동계 교배하여 1/16의
확률로 나오는 RN2-Gal4/ RN2-Gal4; UAS-grim/ UAS-grim 배아를 관
찰하였다. 이 선행연구에서는 이상 있는 표현형을 나타내는 배아의 유전
자형을 확신하지 못하고 확률적으로만 관찰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이를 보완하여 자손의 표현형을 알 수 있도록 교배를 통해 PCD 유전자
를 동시에 갖는 동형의 초파리를 생산하였다. 또한, 선행연구에 따르면,
세포에 따라 세포사멸의 중심역할을 하는 유전자가 다르고, grim은 다른
유전자와의 조합을 통해 기능하는 경우가 많으며(Wu et al., 2010), 세포
죽음을 유도하는 유전자는 단독으로 작용할 때 보다는 2가지 이상이 조
합하여 작용할 때 상승적으로 세포죽음을 유도하였다(Zhou et al., 1997;
인하였다(이은정, 2013). 이

Wing et al., 2001; Peterson et al., 200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번 염색체), UAS-rpr; UAS-hid/ CyO (1, 2
번 염색체), UAS-rpr; UAS-grim (2, 3번 염색체)과 같은 2가지 이상의
UAS-rpr; UAS-grim (1,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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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사멸 유전자를 갖는 돌연변이 초파리주와 발현양을 증가시키기 위해

RN2-Gal4; RN2-Gal4 (2, 3

번 염색체)를 동시에 갖는 초파리주를 교배

를 통해 생산하였다.
세포사멸 유전자의 발현 정도에 따른 배아 신경계 발생에서의 이상을

+

+

+

확인하기 위해, RN2-Gal4/ ; UAS-grim/ , RN2-Gal4/ ; RN2-Gal4/

UAS-grim,

+

RN2-Gal4/ UAS-rpr;

+

UAS-grim/ ,

+

UAS-rpr/ ;

RN2-Gal4/ ; RN2-Gal4/ UAS-grim 의 유전자형을 갖는 배아를 사용
하여 BP102 항체 염색을 통해 신경계 발생 이상을 확인하였다(표 1). 이

때

배아들은 신경계가 발달하는 14-15단계를 관찰하기 위해 3시간동

배아를

안

받은 후 25℃에서 12시간 동안 보관하여 산란 된지 12∼15시간으

로 통일하여 염색하였다.

개 복사본과 세포사멸 유전자 한 개 복사본을 갖는
배아에서는 81개의 배아 중 단 1개의 배아에서만 신경 장축 형성에 이상
을 나타내었으며, Gal4 두 복사본과 세포사멸 유전자 한 개 복사본을 갖
는 45개의 배아는 모두 정상적인 신경 발생을 보였으며, Gal4 한 개 복
사본과 세포사멸 유전자 2종류를 각각 한 개 복사본씩 갖는 102개 배아
중에서는 1개의 배아에서만 신경 장축 형성에 이상이 나타났다.
UAS-rpr; UAS-grim (1, 3번 염색체)과 RN2-Gal4 ; RN2-Gal4 (2,
3번 염색체)를 교배하여 얻은 RN2-Gal4 두 복사본과 UAS-rpr 와
UAS-grim을 각각 한 개의 복사본을 갖는 배아에서는 다양한 수준으로
이상을 나타내는 배아들이 관찰되었다. 중추신경계(CNS) 형성과정에서
그 결과 Gal4 한

는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k)의 축삭다발(axonal track)과 연계신경

- 24 -

났

(commissure neuron) 형성 과정에서 이상이 나타 다. 축삭다발이

휘거

끊어지고 연계 신경이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표현형이 흔하게 나타
났으며(그림 12), 축삭다발이 정상적으로 형성되더라도 연계신경이 사다
리 모양으로 생기지 못하고 꼬이고 휘어져서 연결되는 표현형도 많이 나
타났다(그림 12 D, D’). 가장 심한 경우에는 축삭다발 형성이 제대로 진
행되지 못하였으며 연계신경도 형성되지 못하기 때문에, 사다리 모양의
신경장축이 만들어지지 않았다(그림 13). 중추신경계를 관찰한 40개의
배아 중에서 24개 배아에서 이러한 이상 표현형이 나타났다. 말초신경계
(PNS)가 뻗어나가는 과정에서는 축삭(axon)에서 이상이 나타났다. 축삭
이 휘어지는 경우(그림 14 C, C’)가 많이 관찰되었으며, 옆의 축삭과 연
결되는 표현형(그림 14 B, B’)도 관찰되었다. 일부 배아에서는 배아의 응
축(condensation)이 일어나지 않은 단계에서도 PNS의 축삭 수가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으며(그림 15), 신경계 형성과정에서 이상이 강하게 나타난
경우에는 PNS가 전혀 뻗어 나오지 못하였다. 말초신경계를 관찰한 17개
배아 중에서는 14개의 배아에서 이상이 관찰되었다.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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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세포사멸 유전자 발현 정도에 따른 신경계 발생의 이상 빈도
유전자형

이상 빈도

+

RN2-Gal4/ ; UAS-grim/

+

%

1/81 (1.2 )

+

RN2-Gal4/ ; RN2-Gal4/ UAS-grim,

+

RN2-Gal4/ UAS-rpr; UAS-grim/ ,

+

+

UAS-rpr/ ; RN2-Gal4/ ; RN2-Gal4/ UAS-gr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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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45 (0 )

%

1/102 (0.01 )

%

29/45 (64.4 )

그림 12. 야생형 배아와 중추신경계(CNS)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k) 형
성 과정에서 약한 돌연변이 표현형을 보여주는 배아. (A, A’) 야생형 배아
(14-15단계) (B, B’) 배발생 13 단계. 머리 쪽 축삭다발이 응축되어 제대로 형성
되지 못하였고, 연계신경이 정상적으로 연결되지 못하였다(*로 표시). (C, C’)
배발생 14-15 단계. 축삭다발에서 머리 쪽과 중간 부분이 끊어진 것(화살표로
표시)이 확인된다. (D, D’) 축삭다발이 휘어지며, 연계신경이 정상적인 방향으로
연결되지 못하고 꼬임이 나타난다(*로 표시). (E, E’, F, F’) 축삭다발에서 끊어
짐(화살표로 표시)이 나타나고, 연계신경 또한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였다(*
로 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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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야생형 배아와 중추신경계(CNS) 신경장축(longitudinal track) 형
성 과정에서 심각한 돌연변이 표현형을 보여주는 배아(14-15단계). (A, A’)
야생형 배아 (B, B’) 축삭 다발(axonal track)의 형성이 제대로 일어나지 않아
끊어지고 휘어지며, 연계 신경(commissure neuron)도 제대로 형성되지 못하였
다. (C, C’, D, C’) 신경계 형성에 심각한 이상이 나타난다. 축삭다발의 모양이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흐트러지며 연계신경도 정상적으로 형성되지 못하여 신
경 장축의 형태가 심각한 이상을 보인다. PNS 또한 형성되지 못한다.
- 28 -

그림 14. 야생형 배아와 말초신경계(PNS)에서 이상이 나타나는 돌연변이
배아(14-15단계). (A, A’) 야생형 배아. (B, B’, C, C’) 뻗어나가는 PNS의 축삭
이 꺾어지고 두 가닥이 엉킨 모습(화살표)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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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NS 감소를 보이는 돌연변이 배아. 14-15 단계의 배아로 신경 장축
의 응축(condensation)이 일어나지 않은 상태(우측 사진 참고)에서 뻗어나가는
PNS의 감소가 확인된다(좌측 사진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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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고

찰

신경계는 신경세포와 신경 교세포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전자를 통해서 형성되고 분화가 일어난다. 신경계 형성의

많은 유

궁극적인 단위

때문에 이러한 세포의 존재 유무를 조절함으로써 신경
세포의 기능을 살펴보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 되었다(Zhou et al, 1997).
는 신경세포이기

본 연구에서는 eve -RN2 인핸서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에서 UAS/GAL4
시스템(Brand and Perrimon, 1993)을 이용하여 세포사멸유전자를 전위적
으로 발현시켜 신경세포의 기능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UAS-rpr; UAS-grim의 과발현에 의한 세포사멸 유도(ectopic cell
death)를 확인하기 위하여

행

살아 있는 상태의 배아를 염색하는 AO 염색

을 시 한 결과 야생형에 비해 신경 장축(longitudinal track) 부분에서

머리 및 꼬리 부분에서 더 진하게 염색되었다. 이 결과는 돌연변이 배아
에서 신경 장축 및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뇌에서 UAS/GAL4 시스템에
의해 세포사멸이 추가적으로 일어났다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신경계 이상
이 세포죽음에 의해서라는 것을 알려준다.

´

z

운동 신경
세포로 분화하여 말초신경계로 뻗어나가는 초기에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
이 신경계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Sa nche -Soriano와 Prokop(2005)은 aCC, RP2 신경세포가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신경세포에서 세포사멸 유전자인 grim 단일 유전
자 과발현

혹은 grim, reaper와 같은 PCD 유전자의 조합을 동시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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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

량

시켜 세포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다른 한 으로는 PCD 유전자의 과

좀 더 강하게 유도하기 위해서 GAL4 유전자를 두 복사본을 함
께 이용하는 경우도 만들어 종합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유전자의 발
현 수나 강도를 높이고자 하였던 것은 PCD 유전자가 단독으로는 효과
가 없는 경우가 보고되었기 때문이었다(Zhou et al, 1997; Wu et al.,
발현을

2010).
세포사멸 유전자의

UAS-grim,

종류

RN2-Gal4;

및 발현 정도를 달리하여 RN2-Gal4

RN2-Gal4

>

UAS-grim,

UAS-rpr; UAS-grim, RN2-Gal4; RN2-Gal4

RN2-Gal4

> UAS-rpr;

>
>

UAS-grim

종

배아에서 신경계를 관찰한 결과, 세포사멸 유전자를 2 류 갖고

RN2-Gal4를 두 복사본 가진 경우에만 유의미한 신경계 발생 이상이 확
인되었다(표 1). 세포사멸 유전자가 grim 한

종류인 배아에서 정상적인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은 grim 단일 유전자가 세포사멸을 유도하기에는

않으며(Julie N. Wu et al., 2010), 2가지 이상의 세포사멸 유전자
의 조합에 의해 세포사멸이 유도된다(Zhou et al., 1997)는 선행연구에서
보여준 것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세포사멸 유전자의 발현
양의 조합이 일정 수준 이상을 넘어갈 때 세포 사멸이 일어난다는 선행
연구(Bangs et al., 2000)에 비추어서, RN2-Gal4가 한 개 복사본만을 가
충분치

진 경우에는 세포 사멸 유전자의 발현양이 비정상적인 세포사멸을 유도
하기에는

불충분하다고 생각되었다.

RN2-Gal4; RN2-Gal4

> UAS-rpr; UAS-grim 배아에서 aCC, pCC,

RP2 신경세포의 세포사멸을 유도한 결과 중추신경계(CNS)를 형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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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장축(longitudinal

track)의

축삭다발(axonal

track)과

연계신경

(commissure neuron)의 이상이 확인되었으며, 말초신경계(PNS)로 뻗어
나가는 축삭에서도 이상이 관찰되었다. 말초신경계로 뻗어나가는 신경의
이상은 aCC, pCC 신경세포가 중추신경계에서 말초신경계로 뻗어나가는

I
대해 선구적인(pioneer
neuron) 역할을 한다는 선행연구(Sa´nchez-Soriano and Prokop, 2005)로
추청할 수 있었다. 또한 중추신경계를 구성하는 축삭다발과 연계신경에
서의 이상은 이들 세포가 사라짐으로 연결고리를 찾지 못함으로서 나타
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는 이들 신경세포가 반 체절 당 하나의
세포씩만 존재하기 때문에 대체되지 못하여 심각한 이상을 나타낼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일부 신경(intersegmental motor nerve, SN)에

CNS 및 PNS에서의 이상 정도가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은 UAS/GAL4
system을 이용하여 세포사멸을 유도하여도 RN2 enhancer의 조절을

받

않기 때문이다. 배아에 따라 세포사멸이 일
어난 부위 및 정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들 신경세포에서부터 뻗어
나오는 PNS의 운동 신경의 수가 배아에 따라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인
는 세포가 모두 사라지지는

다.
요약하면 eve RN2 인핸서에 의해서 조절되는 신경세포가 세포죽음을
통해서 기능을 하지 못하면 중추신경계와 말초신경계 형성에 영향을 주
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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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Understanding of the Function of

eve- Specific Expressed Cells by
Apoptosis

Kim, Gay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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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Drosophila eve -RN2 enhancer regulates eve -speci ic gene expression

which are present as one per half
segment of embryo, respectively. These three neurons appear at a
relatively early stage of Drosophila embryos. It was regarded that
they would do a pioneering role in forming the nervous system. In
this study, we induced the cell death in aCC, pCC and RP2 neurons
by ectopically expressing the programmed cell death (PCD) genes
using UAS/GAL4 system and then examined how loss of these cells
in aCC, pCC and RP2 neu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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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

f

f

a ect the ormation o the nervous system development.

f

The ectopic

w any abnormality in
the nervous system. However, when grim and reaper were driven by
two copies of RN2-GAL4 at the same time, the cell death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nd the longitudinal track and commissure
neurons were disrupted and axonal growth also abnormal. This
results indicate that cells expressed by the eve RN2-enhancer are
involved in the formation of the CNS and PNS in the Drosophila
embryos.
expression o the single PCD gene did not sho

keywords : Drosophila, programmed cell death, RN2, enhancer,
neurogenesis, e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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