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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사람 망막아종에 발현된 콜린성 수용체의 특성

   콜린성 신호는 인체내 다양한 신호전달 과정 중 가장 중요한 신호 중의 하

나로 알려지고 있다. 사람의 망막아종(retinoblastoma)은 드물지만, 소아에서 

발생되는 치명적인 암으로 최근 이를 모델로 세포성장 및 분화기전, 신경세포

의 사멸(apoptosis)기전 및 종양치료법의 개발 등이 활발히 연구되어 많은 관

심의 대상이 되고 있으나, 콜린성 수용체의 존재 및 특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의 망막아종에 발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

는 콜린성 수용체의 특성과 그 생리적 기능의 일부를 규명하고자 하 다. 콜린

성 수용체의 활성화를 확인하기 위해 망막아종 세포주의 하나인 WERI-Rb-1 

세포를 대상으로 칼슘 이미징(imaging) 기법을 이용하여 세포내 칼슘농도

([Ca
2+
]i)를 측정하 으며, patch clamp 기법으로 세포막을 통한 이온전류를 측

정하 고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을 이용하여 망막아종 세포막에 발

현된 무스카린 수용체의 아형을 관찰하 는데,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칼슘 이미징 실험에서 100 μM의 아세틸콜린을 투여하 을 때 대부분(약 

84.6 %)의 망막아종 세포에서 현저한, 일과성 [Ca2+]i 증가를 보 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atropine, 1 μM)에 의해 대부분이 억제

되었다 (97.3±0.8 %, n=92).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활성화에 따른 [Ca
2+
]i 증가는 

세포외 칼슘이 제거된 조건에서도 76.4±3.0 % 이상 유지되었으나(n=57), 

phospholipase C (PLC)  차단제(U-73122, 1 μM) 및 Ca
2+
-ATPase 차단제

(thapsigargin, 1 μM)에 의해서는 대조군의 각각 11.5±2.9 % (n=58), 10.3±1.5 

% (n=62)로 대부분 억제되었다.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을 관찰한 결

과 망막아종 세포에서 M1부터 M5까지 모든 아형의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코딩

하는 mRNA들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각 아형에 친화력이 큰 차단제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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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Ca2+]i 증가는 M1 차단제(pirenzepine, 1 μM) 

및 M3 차단제(4-DAMP, 100 nM)에 의해서 각각 93.6±0.7 % (n=77), 97.2±0.5 

% (n=82)가 억제되었으나, M2/M4 차단제(methoctramine, 1 μM)에 의해서는 

15.0±1.8 % (n=45) 정도만 억제되었다. 한편, 망막세포에서 inward rectifying 

K
+
 current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니코틴은 세포내 Ca
2+
 유입을 통한 [Ca

2+
]i 증가를 유발하 으나, 그 효

과는 무스카린 투여시에 비해 매우 작았다. 니코틴 투여시 나타나는 내향성 전

류 및 막전압의 탈분극(대조군: -56.6±3.7 mV, 니코틴 투여군: -29.6±3.6 mV, 

n=4)은 니코틴 수용체 차단제(hexamethoniun, 100 μM)에 의해 완전히 억제되

었으며, 니코틴 투여가 망막아종 세포에 이미 발현되어 있는 T-형 칼슘 전류

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망막아종 세포에는 M1-M5 무스카린성 수용

체 아형들과 니코틴성 수용체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나,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

포내 Ca2+ 증가는 주로 M1과 M3 무스카린성 수용체 아형들이 활성화된 후 

PLC 경로를 통해 세포내 칼슘저장소로부터 Ca
2+
을 동원하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따라서 망막아종에서 콜린성 수용체, 특히 무스카린 수용체의 활성화는 

세포내 Ca
2+
 조절기전을 통해 세포의 증식, 분화, 성숙 및 세포사멸 등에 중요

하게 관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와 같은 본 연구의 결과는 망막아종에서 콜린

성 수용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요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

으로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망막아종 세포, 콜린성 수용체,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칼슘 이미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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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망막아종에 발현된 콜린성 수용체의 특성

<지도 이  중  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나   상   훈

제 1장 서론

   신경세포와 progenitor들은 발생과정에서 외부로부터 다양한 신호를 받게 되며

아세틸콜린(acetylcholine, ACh), GABA(γ-aminobutyric acid), 아데노신삼인산

(adenosine triphosphate, ATP, glutamate 등과 같은 신경전달물질 혹은 그 유사 

분자들(neurotransmitter-like molecules)의 세포내 신호전달에 관한 많은 수의 연

구들이 보고되어 있다(Hutchins 및 Hollyfield, 1985; Mattson 등, 1988; Lipton 및  

Kater, 1989; Yamashita 등, 1994; Wong, 1995; Sakaki 등, 1996). 특히 아세틸콜

린이 매개하는 콜린성 신호전달은 가장 잘 알려진 신호전달 과정의 하나로 매우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고 있으며,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muscarinic 

acetylcholine receptor, mAChR)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nAChR)가 포함된다. 콜린성 신경계는 시냅스에서의 그 구

성과 역할이 잘 알려져 왔으며, 아세틸콜린의 합성, 저장 및 대사과정과 함께 이들

에 의해 활성화되는 수용체의 특성에 대해서도 비교적 소상히 알려져 있다

(Hutchins, 1987). 한편, 아세틸콜린은 신경 이외의 비신경(non-neuronal) 조직에도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사람의 경우 상피세포, 내피세포, 면역세포 및 근육

세포 등에서(Levey 등, 1991; Caulfield, 1993; Newgreen 및 Naylor, 1996; 

Caulfield 및 Birdsall, 1998; Duncan 및 Collison, 2003; Koppen 및 Kaiser, 2003; 

So 등, 2003) 주로 autocrine 및 paracrine 기전을 통해 세포의 증식, 분화, 형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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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morphogenesis), 세포사멸(apoptosis), 분비, 면역기능, 발달 등에 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Oettling 등, 1988). 그러나 아직 비신경 조직에서의 콜린성 

신호전달의 생물학적 및 병태생리학적 의의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이루어지

지 않아 여전히 아세틸콜린의 다양한 생리적 의의에 대해서는 추후 더 많은 연구

가 필요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1.1. 콜린성 수용체의 일반적 특성

   콜린성 신호전달은 신경 및 비신경성 조직에서 유사하게 전형적인 콜린성 수

용체에 의해 매개되며, 무스카린 및 니코틴성 수용체는 성숙한 신경 및 비신경 세

포에서 광범위한 생리적 기능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여러 발생 단계  

(developmental stage)에서 다양하게 발현된다. 무스카린 및 니코틴성 수용체의 활

성화에 따른 신호전달은 guanine nucleotide binding protein(G-단백)을 매개로 활

성화되거나 직접적으로 이온채널에 향을 줌으로써 이루어지는데, 여기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기전이 보고되고 있다. 

   mAChRs은 대부분 중추 및 말초신경계와 부교감신경이 분포된 말단 장기(end 

organ) 등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조절을 매개하고 있으며, 클론된 

cDNA나 genomic DNAs의 발현특성에 따라(Neher 등, 1988) 5종류의 수용체 아

형들(M1∼M5)과 이들을 코딩하는 유전자(m1∼m5)가 밝혀져 있다(Koppen 및 

Kaiser, 2003). mAChRs은 heterotrimeric G-단백과의 상호작용에 의해 세포내 신

호전달을 활성화시키는 seven-transmembrane receptors의 상과(superfamily)에 속

한다. 수용체들 중 M1, M3, M5 수용체 아형들은 pertussis toxin(PTX)에 민감하지 

않은 Gαq/11 및 Gα13 아형(subtype)의 G-단백에 결합하여 phospholipase C(PLC)

와 phospholipase D(PLD)를 활성화시키는 반면, M2와 M4 수용체 아형들은 PTX

에 민감한 Gi/Go-단백과 연결되어 adenylate cyclase를 억제하여 세포내 환상 아

데노신인산(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및 환상 일인산구아노신

(cyclic guanosine monophosphate, cGMP) 등을 매개로 표적 세포에서 효과를 나

타낸다(Caulfield, 1993; Rümenapp 등, 2001). 무스카린성 수용체 아형들은 중추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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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를 비롯하여 심장, 외분비선, 평활근 조직 등과 같은 말초조직에 독특한 발현

양상을 보이며(Levey 등, 1991; Caulfield, 1993; Newgreen 및 Naylor, 1996), 발현

시기와 발현조직, 그리고 수용체 아형들의 발현특성에 따라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

다(Wong, 1995; Koppen 및 Kaiser, 2003). mAChR의 일차적인 신호전달 기전은 

세포내 칼슘동원이며(Oettling 등, 1985; Oettling 등, 1988; Prada 등, 1991; 

Yamashita 등, 1994; Wong, 1995; Yamashita 및 Sugiyama, 1998; Pearson 등, 

2002; Naruoka 등, 2003; Ohmasa 및 Saito, 2003) 이를 통해 세포의 증식과 분화, 

재생 및 성숙을 촉진(Oettling 등, 1985; Neher 등, 1988; Yamashita 등, 1994; 

Ohmasa 및 Saito, 2003) 또는 억제(Pearson 등, 2002)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담당

한다. 

   반면, nAChR는 5개의 아단위(subunit)으로 이루어진 오합체(pentamer) 구조의 

이온통로로(Betz, 1990; Barnard, 1992; Lindstrom, 1997) Na+이나 K+과 같은 단가 

양이온 혹은 Ca
2+
 등이 통과하는 비선택적 양이온 통로를 빠르게, 그리고 일과성

으로 열어 막전압을 탈분극 시킨다. 이 때 나타나는 양이온 이동은 주로 Na
+
의 유

입과 K+의 유출이지만 Ca2+의 유입도 적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어(Castro 및 

Albuquerque, 1995; Dani 및 Meyer, 1995) 니코틴성 수용체는 막전압의 변화뿐만 

아니라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조절을 통해 이차적인 신호전달에도 일부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2003). 이를 통해 nAChR는 특정 환경 내에서 

neuritic growth(Mattson 등, 1988; Owen 및 Bird, 1995; Wong, 1995; Coronas 

등, 2000)의 촉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1.2. 눈(eye) 역에서의 콜린성 수용체의 의의 

   안과학 분야에서 콜린성 수용체는 임상적으로 매우 유용하게 이용되고 있다. 

이미 약 2000년 전 이집트에서 미용목적으로 Atropa belladonna라는 식물로부터 

약리학적으로 활성화된 물질(atropine)을 추출하여 사용하 으며, 1960년대 이후 

녹내장 치료에 ecothiophate와 같은 항콜린성 약물을 적용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임

상에서 안과질환의 치료에 널리 사용되었다. 콜린성 수용체 중에서도 특히 무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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린 수용체는 눈의 성장(Gimbel, 1973; Lind 등, 1998), 눈물 생성(Dart, 2001), 및 

렌즈세포의 신호전달(Collison 등, 2000) 등 매우 다양한 기능에 관여하여 근시나 

안구 건조증, 녹내장 치료 등에 광범위하게 이용되어져 오고 있다. 그러나 일부 질

환에서는 백내장 등과 같은 부작용들이 나타나면서 현재는 극히 제한적으로만 이

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는 안과질환의 치료 역에서도 콜린성 약물들의 부

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 특정 무스카린성 수용체 아형을 표적으로 한 치료가 시

도되고 있으며(Duncan 및 Collison, 2003), 이와 같은 노력은 선택성을 높여 효율

적 치료법이 되리라 기대되고 있다. 

   눈에 분포하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발현양상은 안구내 각 조직마다 다르며, 

같은 수용체 아형이라 하더라도 관련되는 기능에 차이가 있다. 예를 들어, 동공괄

약근과 모양체근에 분포된 M3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각각 동공 수축(miosis)과 초

점조절 및 안압감소에 효과적으로 관여하는 반면 M1 수용체는 렌즈에 풍부하게 

발현되어 있어(Collison 등, 2000) 동공수축이나 안압감소와는 무관하다.  수용체 

아형에 따라 각각 다른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키기 때문에(Collison 등 2000) 

눈에 분포하는 콜린성 수용체의 다양한 기능과 이에 수반되는 여러 가지 부작용

은 눈의 각 조직에 분포하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발현 및 조절특성을 규명함으

로써 여러 안과질환을 효과적으로 통제할 수 있게 된다. 한편, 망막세포에 분포된 

콜린성 수용체가 규명되어져 왔는데,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사람의 망막세포군

에는 무스카린성 및 니코틴성 수용체가 모두 발현되어 있다. 특히 망막세포군 중 

inner plexiform layer(IPL)에 발현된 콜린성 수용체가 outer plexiform 

layer(OPL), inner nuclear layer(INL), outer nuclear layer(ONL), ganglion cell 

layer(GCL) 등 다른 세포군들에 비해 현저하게 많으며(Hutchins, and Hollyfield, 

1985), 이러한 발현특성은 토끼나 고양이와 같은 다른 포유류에서도 유사하게 관

찰되었다(Nicholes 및 Koelle, 1967; Hutchins 및 Hollyfield, 1985). 무스카린성 수

용체 아형의 분포특성을 보면, 사람의 망막에는 M1∼M5 mAChR 수용체가 모두 

관찰되며, 이 중에서 M3 수용체 아형이 가장 많이 발현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

어 있다(Collison 등, 2000). 

   망막세포(retina cell)를 대상으로 콜린성 수용체를 규명한 많은 연구들 중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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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내 Ca
2+
 신호전달을 매개하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

어졌다.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의한 [Ca
2+
]i의 동원은 크게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로부터 Ca2+을 동원하는 기전과 수용체 의존성 Ca2+ 채널을  통한 

세포외 Ca
2+
 유입 등 2가지 경로가 알려져 있다. 세포내 저장소로부터 Ca

2+
이 동

원되는 기전은 발생과정에 있는 망막세포(developing retina cell)의 증식(Prada 등, 

1991; Yamashita 등, 1994; Wong, 1995; Yamashita 및 Sugiyama, 1998)과 분화

(Ohmasa 및 Saito, 2003)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세포의 발달, 성숙 및 재생을 촉

진하여(Oettling 등, 1985; Yamashita 등, 1994) 망막신생(retinogenesis)을 유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이와 같은 특성은 재생되고 있는 망

막세포(regenerating retina)(Ohmasa 및 Saito, 2003)와 배아단계의 망막세포

(embryonic retina)(Sakaki 등, 1996; Naruoka 등, 2003)에서도 유사하게 확인된 

바 있다. 반면에 Wong(1995)은 발생과정 중의 토끼 망막(developing rabbit 

retina)세포에 발현된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수용체 의존성 Ca
2+ 

채널을 통해 세포 

바깥으로부터 Ca
2+
유입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하는 등 다양한 기전이 알려지고 

있다.     

1.3. 망막아종의 특성 

   망막아종(retinoblastoma)은 소아들에게서 가장 흔히 발병하는 안구내 악성 종

양으로 미국에서 출생 20,000명당 1명의 빈도로 발생하고(McFall 등, 1977; 

Pendergrass 및 Davis, 1980; Mahony 등, 1990) 망막아종으로 진단받는 평균 연

령은 생후 24개월이다(Francois 등, 1975). 망막아종은 광수용체(photoreceptors), 

신경세포(neurons), 및 신경 교세포(glia)로 분화할 수 있는 다능성 망막 전구세포

(multipotent retinal precursor)에서 기원하며(Ohnishi, 1977; Hirooka 등, 2001), 배

아(germ)나 체세포(somatic cell)에서 염색체 13번의 q14번 역(region)의 돌연변

이에 의해 (Yunis 및 Ramsay, 1978; Sparkes 등, 1983) 줄기세포로부터 신경세포

와 신경교 선조세포(neuronal and glial progenies)로 분화하는 대신 악성 표현형

(malignant phenotype)을 획득하게 되면서 종양세포로 발달하게 된다(Ohni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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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7; Kyritsis 등, 1984; Perentes 등, 1987). 

   망막아종 세포는 소량의 세포질과 과염색성(hyperchromatic)의 큰 핵으로 이루

어진 직경 7 μm 정도의 작고 둥근 형태학적 특징을 가진 미분화 세포이며

(McFall 등, 1978), 현재 WERI-Rb-1과 Y-79의 두 가지 세포주가 확립되어 있다. 

세포 배양시 망막아종은 부유 상태로 자라며, 배양하 을 때 음이온을 띠는 기질

에 잘 부착하는 다른 악성종양 세포들과는 달리 polyornithine이 처리된 양이온을 

띤 플라스크에 두면 바닥에 단층(monolayer)으로 부착하는 특성을 보이므로 망막

아종은 특이한 전하를 띤 막(charged membrane)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McFall 등, 1977), 부착된 세포는 형태학적 변화가 일어나면서 분화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cFall 등, 1978). 분화된 망막세포에는 로제트(rosette)가 나

타나며 전자현미경적 소견상 망막아종 세포의 표면에는 수포(blebs), 라멜리포듐

(lamellipoia)과 같은 피막돌기, 그리고 미세섬모(microvilli)들이 붙어있어 다른 신

생세포들과 구분된다(McFall 등, 1978). 

   망막아종세포는 망막 전구세포(retinal precursor cell)의 성장과 분화를 규명하

기 위한 모델로 널리 이용되어져 왔다(Herman 등, 1989; Tombran-Tink 및 

Johnson, 1989; Barnes 및 Haynes, 1992; Gomez 등, 1993a; Gomez 등, 1993b; 

Gallie 등, 1999; Siegal, 1999; Hirooka 등, 2001; Bertolesi 등, 2003). 다양한 포유

동물 세포에서 일반적으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는 세포의 발달적 주기

(orderly progression of the cell cycle)와 증식 및 성장을 조절하는데 중요하며

(Ciapa 등, 1994; Berridge 등, 1998; Guo 등, 1998; Pearson 등, 2002), 망막아종 

세포내 칼슘조절 역시 세포의 분화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기전으로 탐색되어 

왔다. 지금까지 알려진 망막아종 세포내 칼슘조절은 대부분 낮은 전압 의존성(low 

voltage activated) 이온채널을 통한 칼슘유입에 의한 기전으로(Barnes 및  

Haynes, 1992; Gomez 등, 1993a; Wong, 1995; Hirooka 등, 2001; Bertolesi 등, 

2003), 특히 α1G와 α1H 아형의 T-형 칼슘 채널의 발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왔다(Hirooka 등, 2001; Bertolesi 등, 2003). 그러나 다른 포유류의 망막세포들에서 

규명된 바와 같이 수용체를 매개한 구체적인 칼슘조절 특성이나 신호전달 기전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망막아종은 망막세포와 동일한 줄기배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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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로부터 기원되며(Ohnishi, 1977; Kyritsis 등, 1984; Perentes 등, 1987) 사람 

망막에서 콜린성 수용체가 규명된 점(Hutchins 및 Hollyfield, 1985), 그리고 미분

화된 세포로서의 망막아종의 특성을 고려해 볼 때 망막아종 세포에도 칼슘조절을 

매개하는 콜린성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러나 지금까지 망막

아종 세포에서 콜린성 수용체의 발현여부 및 그 기능적 특이성은 확인된 바 없다. 

1.4. 연구목적

   전술한 바와 같이 사람의 망막세포에 발현된 콜린성 수용체의 특성에 관해서

는 상당한 정도의 연구가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병태생리학적 측면에

서 콜린성 신호전달의 기전과 의의에 관한 보고는 거의 찾아볼 수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망막아종(retinoblastoma) 세포를 대상으로 여기에 발현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콜린성 수용체의 발현특성을 규명하고 이를 통하여 미분화된 망

막세포에서 콜린성 신호전달의 기전을 탐색해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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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재료 및 방법

2.1. 모델 세포주 및 배양

   본 연구에서 사용한 망막아종은 백인 여성(Caucasian female)의 눈에서 분리한  

WERI-Rb-1 세포를 ATCC(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HTB-169)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 다(그림 1). WERI-Rb-1 세포는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RPMI) 1640(Cambrex, Walkersville, MD, USA)에 10% 우 태아

혈청(fetal bovine serum, FBS) 및 100,000 unit/L antimycotic- 

antibiotics(GibcoBRL, Grand Island, NY, USA)이 첨가된 배지에서 배양하 다. 

세포주는 ATCC의  프로토콜에 따라 3∼4일 간격으로 배지를 갈아주었고 7일을 

주기로 계대배양 하 다. McFall 등(1977)은 WERI-Rb-1 세포주의 배가 시간

(doubling time)이 96시간으로 보고하 으나 동일한 배지를 이용하여 배양한 본 

연구에서는 약 일주일이 소요되었다.  

2.2. 실험용액 및 약물

2.2.1. 실험용액

   칼슘 이미징 실험을 위한 세포외 관류액(external solution; PSS)의 조성(mM)

은 137 NaCl, 5.4 KCl, 1.8 CaCl2, 1 MgCl2, 5 HEPES 그리고 10 glucose (pH 7.4)

이었다. 전기생리적 실험에서 칼슘전류 측정을 위한 전극내 용액(internal 

solution)의 조성(mM)은 120 N-methyle-D-glucamine(NMG) methanesulfonate 

(MS), 20 TEA-MS, 20 HCl, 11 ethyleneglycol-bis-(βaminoethyl ether) 

N,N,N',N'-tetraacetic acid(EGTA), 10 HEPES, 1 CaCl2, 4 MgATP, 0.3 Na2GTP, 

14 Tris-phosphocreatine(pH 7.4, 318 mosm/kg H2O)이었으며, 세포외 관류액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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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은 140 MS, 145 TEA-OH, 10 HEPES, 15 glucose, 10 CaCl2, 0.001 

tetrodotoxin(TTX)(pH 7.4 with TEA-OH, 310 mosm/kg H2O)으로 하여 실험하

다. GIRK(G-protein activated inwardly rectifying K+) 전류의 확인은 세포내외

의 K
+
의 농도경사를 같게 하여 실험하 다. GIRK 전류 측정을 위한 전극내 용액

은 120 K-gluconate, 20 KCl, 10 HEPES, 0.1 EGTA, 5 Mg-ATP, 0.3 Na2GTP 

(pH, 7.2)로 하 으며, 세포외 관류액은 120 K-gluconate, 20 KCl, 10 HEPES, 1.8 

CaCl2, 1 MgCl2, 그리고 10 glucose (pH 7.4)으로 하여 실험하 다. Nicotine에 의

한 막전압의 변화 및 전류 활성화는 gramicidin-perforated patch를 사용하여 기록

하 으며, 이를 위한 전극내 용액(internal solution)의 조성은 140 KCl, 5 EGTA, 

10 HEPES, 0.5 CaCl2, 5 NaCl (pH 7.2)으로 하 으며, 세포외 관류액은 정상 PSS 

용액을 사용하 다. 전극내 용액에는 최종 농도가 50 ㎍/㎖의 gramicidin을 포함시

켜 perforated whole-cell mode를 만들었다. Gramicidin은 DMSO에 녹여 사용하

다. 전기생리 실험시 모든 약물은 polyethylene관과 연결된 gas chromatography

용 모세관(capillary tube) 끝을 신경세포의 100 ㎛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이를 

통해 약물이 중력에 의해 세포에 가해지도록 하 다. 칼슘 이미징 실험시에는 모

든 약물을 챔버에 관류시켜 실험하 다. 

2.2.2. 약물

   우 태아혈청(FBS) 및 antimycotic-antibiotics는 GibcoBRL로부터, Fluo-3/AM

은 Molecular probes(Eugene, OR, USA)로부터 각각 구입하 고, RPMI는 

CAMBREX로부터 구입하 다. 또한 acetylcholine, atropine, hexamethonium, 

methoctramine, muscarine, nicotine, thapsigargin, U-73122는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로부터, 4-DAMP, pirenzepine은 Tocris(Ellisville,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Fluo-3/AM과 4-DAMP는 DMSO에 녹여 사용하 고 그 

외의 모든 시약은 삼차증류수에 녹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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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세포내 칼슘이온농도([Ca2+]i) 측정

   세포내 칼슘이온농도([Ca2+]i)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형광이미지 시스템

(fluorescence imaging system)을 사용하 다. 먼저 세포배양액 1㎖에 Fluo-3 

/AM 5 μM 농도를 첨가한 후 1분간 초음파 처리(sonication) 후 여기에 망막아종 

세포가 붙어있는 coverslip을 넣은 다음 37℃ 세포 배양기(humidified CO2 

incubator, 95% air 5% CO2)에서 30분간 부하시킨다. 부하가 끝나면 세포외 관류

액으로 2회 세척하여 세포외액의 잔여 Fluo-3/AM을 충분히 제거한 다음 도립현

미경(IX51, Olympus, Japan)위의 관류 챔버(Warner Instrument, Hamden, CT, 

USA)에 올려놓고 관류액(normal PSS)을 중력에 의해 2 ㎖/min 속도로 20분 이

상 관류시켜 충분한 탈에스테르화(deesterification)가 되도록 하 다.

   형광이미지는 75-W Xenon lamp로부터 나오는 광원(light source) 중 

Fluo-3AM에 적합한 488 nm(F488) 파장으로 여기(excitation)시켰을 때 530 nm의 

파장에서 방출(emission)되는 형광 세기를 CCD 카메라(cooled charge-coupled 

device camera, Cascade, Roper, USA)가 증폭시켜 이미지로 나타내었는데(그림 

2), 이때 얻어지는 형광이미지는 약물투여시는 0.1 Hz의 빈도로 30초간 측정하

으며 세척동안에는 0.03 Hz의 빈도로 측정하여 광원으로 인한 세포손상을 최소화

하 다. 세포내 칼슘이온농도는  자극을 주기 전 Fluo-3/AM 부하로 인한 기본 형

광값(F)에서 약물을 투여하 을 때 변화되는 형광값(DF)의 비율로 측정하 으며 

DF/F값이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반 하도록 하 다.   

   측정한 형광이미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MetaFluor 6.1(Universal Imaging 

Corporation, USA)로 기록한 뒤, 단일세포의 DF/F값을 평균내어 자료를 분석하

으며, 이들 형광(DF/F)값의 최대(peak)치를 비교하여 분석하 다.



- 11 -

2.4.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

먼저 guanidinium thiocyanate-phenol-chloroform 추출 방법을 사용하여 

WERI-Rb-1 세포들로부터 전체 RNA를 분리하 다(Chomczynski 및 Sacchi, 

1987). 즉, 세포를 guanidinium thiocyanate buffer로 lysis 시킨 다음 phenol 및 

chloroform을 가하여 얼음 위에서 15분 이상 보관하 다. 이를 4℃에서 10,000 Ｘg

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조심스럽게 취하 다. 이 상층액을 동량의 

isopropanol과 섞은 다음 -70 ℃에서 1시간 이상 RNA를 침전시켰다. 다시 4℃에

서 10,000 Ｘg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RNA pellet을 얻었으며, 이를 다시 75% 

ethanol로 씻어낸 후 원심 분리하여 RNA 시료를 얻었다. 

 cDNA의 합성은 2 ㎍ RNA와 0.5 ㎍ random hexamer를 먼저 70 ℃에서 5분

간 반응시키고, reverse transcriptase 200 units, dNTP 25 nmoles, RNase 

inhibitor 20 units 등이 포함되게 하여 37 ℃에서 1시간 반응시킴으로써 이루어졌

다. 이어 PCR은 여러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대한 시발체(primer)들을 이용하여 이

루어졌으며, 이들의 염기서열은 표 1에 요약하 다. PCR 반응액에는 합성된 

cDNA 0.05㎍, 각각의 primer pair (10 pmoles), 1.25 units의 AmpliTaq DNA 

polimerase (Perkin-Elmer, Norwalk, CT, USA), 10 nmoles의 dNTP 등이 포함되

게 하여, 94 ℃ 30초, 60℃ 30초, 72℃ 1분으로 35 cycle 동안 반응시켰다. PCR 산

물은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1 % agarose gel에 전기 동하여 U.V하에서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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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에 사용된 primer들

mAChRs 
subtype

Gene 
Accession 
Number

Sequences
Product 

size (bp)

   M1
   
NM-000738

F  
R

5′-CTC CAT GGA GTC CCT CAC AT-3′
5′-TGT CCA GGT GAG GAT GAA GG-3′

411 

   M2 X15264 F
R

5′-CTC CTC TAA CAA TAG CCT GG-3′
5′-GGC TCC TTC TTG TCC TTC TT-3′

654

   M3
   
NM-000740

F
R

5′-ACA GTA CAA CCT CGC CTT TG-3′
5′-CCA GGC TTA AGA GGA AGT AG-3′

388 

   M4
   
NM-000741

F
R

5′-AAC ATC CTG GTG ATG CTG TC-3′
5′-CCA CAA ACT GCC AGA ACA AG-3′

501 

   M5
   
NM-012125

F
R

5′-GCT GGC ATC ATG ATT GGC TT-3′
5′-TCC TTG GTT CGC TTC TCT GT-3′

239 
  

 F: Forward ; R: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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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전기생리학적 실험

이온전류는 patch clamp amplifier(EPC9, Instrutech Corp., NY, USA)를 사용

하여 전형적인 whole-cell 및 gramicidin-perforated patch clamp 방법으로(Hamill 

등, 1981) 측정하 다(그림 3). 측정 전극은 borosilicate glass capillary(외경; 1.65 

㎜, 내경; 1.2 ㎜, Corning 7052, Garner Glass Co., Claremont, CA, USA)를 사용

하 다. 모든 전극은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Sutter Instrument 

Co.)로 뽑아 제작하 다. 전극은 Sylgard 184(Dow Corning, Midland, MI, USA)

로 코팅하 으며, whole-cell 전류 측정에는 전극내부에 용액을 채웠을 때 저항이 

1.5∼2.5 ㏁이 되는 것을 사용하 다. 세포가 붙어있는 cover glass를 도립현미경

(inverted microscope) 위에 올려놓고, 세포외액은 중력에 의해 1∼2 ㎖/min 속도

로 관류시켰다. 막전압 고정법(voltage clamp) 기록을 위해서 세포막의 

capacitance와 series resistance는 80%로 보정하 으며, 실험시 sampling rate은 1 

㎑, low-pass filter는 2 ㎑(-3 dB; 8-pole Bessel filter)로 하여 기록하 다. 막전

류 고정법을 사용한 막전압 측정시에는 sampling rate을 2 ㎑, low-pass filter는 2 

㎑(-3dB)로 하 다. 실험결과는 Pulse/Pulsefit(v8.50) software(Heka Elektronik, 

Lambrecht, Germany)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하 다. 모든 실험은 실온

(21 ∼ 24℃)에서 시행하 다.

2.6. 자료분석

   결과는 평균(Mean)과 표준오차(SEM)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적인 의의는 

unpaired t-검정과 분산분석(one-way ANOVA)으로 검증하여, p값이 0.05 이하일 

때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 다. 



- 14 -

그림 1. WERI-Rb-1 세포들의 형광현미경적 소견(×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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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이미징 측정을 위한 장치 모식도. Iluminator에서 나

오는 광원 중 filter를 통과한 488nm의 파장이 dichroic mirror에서 반사되어 

sample을 excitation시키면 사방으로 형광이 emission되며 이 중 530nm 파장에 

해당하는 형광이 relay lens와 증폭기(image intensifier)를 통과하면서 CCD 

camera에 포착되고 이것이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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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막전압 고정법에 의한 전류 측정장치의 회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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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장 결과

3.1.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

   Fluo-3/AM으로 부하된 WERI-Rb-1 세포들은 아세틸콜린(ACh, 100 μM) 투여

시 대부분의 세포들(평균: 84.6%)에서 일시적인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의 증가가 

뚜렷이 관찰되었으며 DF/F의 최고치는 3.97±1.11(n=47, N=6) 이었다. 일정한 시간 

간격으로 아세틸콜린을 반복 투여 했을 때 그림 4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그 효과

가 일부 감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할 만한 수준은 아니어서

(F=1.565, p=0.213, n=47), 동일 세포들에 대한 아세틸콜린 투여의 효과가 탈감작

(desensitization)없이 반복적으로 재현됨을 알 수 있었다.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조절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 비선택

적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1 μM)을 일정시간 전처치 후 

아세틸콜린을 투여하는 6회의 실험결과, 대조군에서 나타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의 97.3±0.8%가 차단되는 것으로 나타나(p<.001, n=92)(그림 5), 아세틸콜린에 의

한 효과의 대부분이 무스카린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증가가 세포외 칼슘유입 때문인지, 세포내 칼슘저장소로

부터의 유리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Ca2+-free 관류액으로 5분간 전 처치 한 후 

아세틸콜린을 투여하고 그 결과를 대조군과 비교하 다. 5회에 걸친 실험결과 

Ca
2+
-free 조건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는 대조군 반

응의 76.4±3.0%로 나타났다(n=57). 이와 같은 일부 감소효과는 정상 농도의(1.8 

mM) Ca
2+
이 포함된 용액으로 10분간 재관류한 후 아세틸콜린을 투여하 을 때 

대조군의 값으로 회복되어 아세틸콜린에 의한 반응은 세포외액의 칼슘이 일부 관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p=0.504)(그림 6). 

   다음으로는 소포체(ER)막의 Ca
2+
-ATPase 차단제인 thapsigargin 1 μM을 투여

하여 세포내 칼슘저장소를 고갈시킨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의 변화를 관찰하 다. Thapsigargin 투여 후 급격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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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있었으며  1분 이내에 최고값에 도달하 으며 이후 5∼6분에 걸쳐 서서히 감

소되어 thapsigargin 투여 이전 수준에서 비교적 일정한 값을 유지하 다. 

Thapsigargin 전처치 후 이와 같은 시점에서 다시 아세틸콜린을 투여하 을 때 

그림 7A 및 B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는 처음 대조군값

의 10.3±1.5%로 대부분의 효과가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p<.001, n=62 

N=5).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동원 기전을 확인하고자 PLC(phospholipase C) 

경로 차단제인 U-73122(1 μM)를 사용하여 대조군과 비교하 다. 그림 8에서 볼 

수 있듯이 U-73122 전처치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반응은 대조군의 

11.5±2.9%에 지나지 않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가 

U-73122에 의해 대부분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p<.001, n=58, N=5). 이러한 결과

는 PLC를 경유한 세포내 칼슘저장소로부터의 칼슘동원이 아세틸콜린에 의한 무스

카린 수용체 활성화의 주요 기전임을 시사한다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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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아세틸콜린이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향. 그림 A는 Fluo-3 

세포부하 후(5 μM) 아세틸콜린(100 μM)을 10분 간격으로 30초간 반복투여 하 을 때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기록한 것이다. 최고 평균 형광값(DF/F)은 첫번째 투여

시 3.97±1.11, 두 번째 투여시 3.89±1.49, 세 번째 투여시 3.60±1.00으로 측정되었으며, 

세 평균값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1.565, p=0.213)(B). 그

림 C는 Fluo-3 세포부하 후 아세틸콜린에 대한 반응을 monochrome 이미지로 관찰한 

것이다.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ACh 투여 기간, 30s, a,c,e=약물투여 전 형광

값, b,d,f=약물투여 후 형광값의 최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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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Atropine이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현저한 증가가 있은 후 3분간 atropine(1 μ

M)을 전처치하 을 때 아세틸콜린에 의한 반응은 대조군의 세포내 칼슘이온농도를 

97.3±0.8%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A). 그림 B는 대조군과 atropine 전처치 후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평균값은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여준다.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

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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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세포외 칼슘이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세포외 칼슘을 제거한 Ca
2+
-free 관류액을 5분간 전처치한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관찰하 다. 실험결과 Ca2+-free 조건에서도 아세틸콜린

을 투여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가 일부 감소되었다. 이후 다시 Ca
2+
이 포함된 

세포외액 관류시 세포내 칼슘이온은 초기농도에 유사하게 회복되었다(A). 그림 B는 세

포외 칼슘의 유무에 따른 아세틸콜린 반응의 크기를 비교한 것으로 두 평균값의 차이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 다.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WO=wash out,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

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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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hapsigargin이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Thasigargin 1 μM (Ca
2+
-ATPase 차단제)을 전처치 하 을 때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의 변화양상과 아세틸콜린에 의한 칼슘이온농도 변화를 관찰하 다. Thapsigargin 

투여 후 1분 이내에 최고값에 급격히 도달하며 이후 약 6분에 걸쳐 서서히 초기수준으

로 회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때 아세틸콜린을 투여하면 세포내 칼슘이온농

도의 증가가 대조군의 10.3±1.5%에 불과하여 thapsigargin에 의해 대부분의 칼슘반응이 

억제됨을 보여준다(A). 그림 B는 대조군과 thapsigargin 전처치 후 칼슘의 최고 형광값

의 평균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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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U-73122가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U-73122(1 μM)을 3분 동안 전처치한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

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세포내 칼슘반응은 대조군의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

슘반응 최고값의 11.5±2.9%로 현격히 감소하여 U-73122에 의해 대부분이 억제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A). 아세틸콜린에 의한 칼슘반응과 U-73122 전처치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형광 평균값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B).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n=

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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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들의 효과

   앞서 비선택적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1 μM)에 의해 

대부분의 세포내 칼슘반응이 억제되는 것을 관찰하 다. 무스카린 수용체 중 어떠

한 아형들이 세포내 칼슘조절에 주로 관여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몇 가지 차

단제들에 의한 효과를 세포내 칼슘반응으로 비교, 관찰하 다. 우선, M1 무스카린

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친화력(affinity)이 강한 차단제인 pirenzepine 1 μM을 3

분동안 전처치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아세틸콜린에 대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가 

93.6±0.7%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그림 9A), 대조군의 칼슘반응과  

pirenzepine을 전처치한 후 나타나는 칼슘반응과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

음을 보여주었다(p<.001, n=77, N=7)(그림 9B). 또한 M2/M4 무스카린성 아세틸콜

린 수용체 차단제인 methoctramine(1 μM)의 전처치에 의해서도  세포내 칼슘이

온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15.0±1.8% 감소하여 일부 향을 받은 것을 알 수 있었

다(p=<.001, n=45, N=5)(그림 10). 한편, M3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차단제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감소가 가장 뚜렷하 는데, 100 nM 4-DAMP를 3분간 전

처치 하 을 경우 세포내 칼슘이온 반응은 97.2±0.5%가 감소하여(n=82) 거의 대부

분이 억제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1). 한편 본 실험에 사용된 무스카린성 수

용체 차단제들은 그 자체로는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에 직접적인 향을 주지 않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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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Pirenzepine이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효과. Pirenzepine 1 μM (M1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을 3분 동안 전처

치한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관찰하 다. 그림 A는 

pirenzepine 전처치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반응이 대부분 감소하 음을 보

여주고(93.6±0.7%), 그림 B는 두 군간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비교한 것으로 유의한 차이

가 있음을 나타내었다.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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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Methoctramine이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

는 효과. Methoctramine 1 μM (M2/M4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을 3분 

동안 전처치한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methoctramine을 전처치한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반응이 대조군에 비

해 15.0±1.8%가 억제됨을 확인하 으며(A), 두 군에서의 세포내 칼슘반응은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B).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

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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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4-DAMP가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효

과. 4-DAMP 100 nM (M3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을 3분 동안 전처치

한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관찰하 다. 실험결과, 

4-DAMP를 전처치한 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반응은 대조군에 비해 

97.2±0.5%가 감소하여(A) M3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에 의해 세포내 칼

슘이온농도 증가가 거의 대부분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B).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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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분자생물학적 규명

 망막아종 세포에서 발현되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아형(subtype)을 확인하기 위

해 망막아종 세포로부터 RNA를 분리한 다음, 특정 아형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

용하여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을 실시하 다. 그림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지금까지 알려진 무스카린 수용체 mRNA(m1∼m5)가 모두 망막아종 세포에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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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망막아종 세포에서 발현되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분자생물학적 규

명. 사람 망막아종 세포에서 발현되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아형들을 확인하기 위

해 망막아종 세포들로부터 RNA를 분리한 다음 특정 아형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을 실시하 다(표1 및 방법 참조). 대조군으로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GAPDH)를 사용하 으며(A), B는  

아형별 예상되는 증폭산물의 크기(bp)를 나타내었다. M은 DNA size marke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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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류 변화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일부 조직에서 G-단백에 의해 활성화되는 K+ 전류

(G-protein coupled-inward potassium current, GIRK)를 활성화 시키는 것이 알

려져 있다. 아세틸콜린이 내향성 전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내외

를 동일한 K+ 농도로 하여, K+ 농도 경사를 0으로 만든  다음 전기 생리학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전압-전류관계에서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한편 내향성 전류 

기록시 Cl
- 
이온 전류의 오염을 막기 위해서 세포내외 Cl

-
 이온의 농도경사를 동

일하게 하 으며, TRP(transient receptor potential) 전류의 오염 여부는 다른 세

포내외 용액 조성하에서 확인하 다. 즉 K
+
 대칭경사(symetrical potassium 

gradient) 조건하에서 막전압을 0 mV로 고정한 후 과분극의 계단 자극(step 

pulse)을 가하여 K+의 전류-전압곡선을 구하 다. 그림 13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

분극 자극시 내향성 전류가 활성화되었는데, 비활성화가 거의 없는 일정한 크기의 

내향성 전류가 기록되었으며, 탈분극 자극에 의해서는 외향성 전류가 활성화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그림 13A). 즉, 전류-전압 곡선상에서 뚜렷한 내향성 정류현상

(inward rectification)을 관찰할 수 있었다(그림 13C). 이와 같이 주로 과분극에 의

해 활성화되는 내향성 전류에 아세틸콜린이 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아세틸

콜린을 투여하 으나, 뚜렷한 전류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그림 13 B와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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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아세틸콜린이 과분극 활성화 내향전류에 미치는 향. 아세틸콜린이 내

향성 전류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내외를 동일한 K
+
농도로 하여, 

K+ 이온 농도 경사를 0으로 만든 다음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그림 A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과분극 자극시 내향성 전류가 관찰되었으며 외향성 전류는 활성화되지 

않음을 볼 수 있다. 전류-전압 곡선상에서 뚜렷한 내향성 정류현상(inward 

rectification)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C), 아세틸콜린에 의한 내향성 전류의 변화는 

확인할 수 없었다(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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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니코틴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

   망막아종 세포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반응에 관여하는 무스카린

성 수용체와 니코틴성 수용체의 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muscarine 100 μM과 

nicotine 100 μM을 투여한 후 그 차이를 비교하여 보았다. 실험결과 무스카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칼슘반응 평균(3.97±1.11)

의 약 72.8%에 달하 으나(2.89±0.13) 니코틴의 경우 아세틸콜린 대조군의 약 

7.6%(0.30±0.40)에 불과하여 무스카린 수용체를 통한 칼슘동원이 상대적으로 훨씬 

크게 기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p<.0001, n=32, N=5)(그림 14B). 한편 니코틴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는 세포외액에 칼슘을 제거하 을 때는 전혀 나

타나지 않았으며, 다시 세포외액의 칼슘이온을 첨가했을 때는 회복되는 것으로 보

아(그림 15), 이는 세포외부로부터의 칼슘 유입이 니코틴 수용체 활성을 통한 칼

슘 증가의 기전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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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니코틴이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향. 아세틸콜린에 의

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에 관여하는 수용체들에 의한 칼슘조절 능력을 비

교하여 관찰하고자 하 다. 100 μM muscarine 투여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는 평

균 2.89±0.13이었으며 같은 농도의 nicotine 투여시 칼슘 변화는 0.30±0.40으로 나

타났다(A와 B).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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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세포외 칼슘이 니코틴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효

과. 세포외 칼슘을 제거한 Ca2+-free 관류액을 5분간 전처치한 후 니코틴에 의한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관찰하 다. 실험결과 Ca
2+
-free 조건에서는 니코틴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여기에 다시 Ca
2+
이 포함된 세포외액 

관류시 세포내 칼슘이온은 초기 니코틴에 의한 칼슘반응으로 회복되는 것을 보여주었

다(A와 B). (F=fluo-3 세포부하로 인한 기본 형광값, DF=약물투여에 의해 변화된 형광

값, n=대상 세포 수, N=실험횟수, 굵은 실선=약물 투여 기간,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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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니코틴에 의한 막전류 및 막전압 변화

 아세틸콜린에 의한 효과에 대한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 관련 여부를 막전압 

및 막전류 고정법 하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선택적 효현제 및 차단제를 사용하

여 직접 확인하 다. 전압-고정법(voltage-clamp method)하에서 막전압을 -80 

mV에 고정한 후 100 μM의 니코틴을 가하여 유발된 내향성 전류(평균 최대치: 

33.8±6.8 pA, n=8)는 비선택적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100 μ

M)에 의해 완전 차단되어 니코틴에 의해 활성화되는 내향성 전류가 니코틴성 아

세틸콜린 수용체 활성화에 따른 전류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6). Gramicidin- 

perforated patch를 시행한 후 전류-고정법(current-clamp method) 하에서 니코틴

에 의한 세포막 전압 변화를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을 가하여 

비교하 다. 니코틴은 세포막의 탈분극을 유발하 으며, 이는 니코틴성 수용체 차

단제인 hexamethonium에 의해 완전 차단되었다(그림 17). 망막아종 세포의 안정

막 전압은 -56.6±3.7 mV로 측정되었으며 100 μM nicotine 투여시 -29.6±3.6 mV

로 증가하 으며, 이와같은 효과는 가역적이었다. 

 한편, 니코틴이 직접 탈분극을 유발할수 있으므로, T-형 칼슘전류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다. 우선 막전압을 -100 mV에 고정한 상태에서 200 ms 동안 -80 

mV에서 +60 mV까지 10 mV씩 증가시키는 탈분극 자극을 가하여 칼슘전류를 구

하 는데, 그림 18A 및 B의 전류-전압관계에서 볼 수 있듯이 전형적인 낮은 전압

에 의해 활성화되는 칼슘전류(low voltage-activated Ca
2+
 current)는 확인되었다. 

이들 T-형 칼슘전류는 -30 mV 근처에서 최대로 활성화되므로, 막전압을 -100 

mV에 고정한 후 -30 mV까지 탈분극시켜 T-형 칼슘전류를 기록하 으며, 니코틴

을 가하 을 때 그 효과를 관찰하 다. 그림 18 C에서 볼 수 있듯이 예상과 달리 

니코틴은 T-형 칼슘전류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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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니코틴이 막전류에 미치는 향. 아세틸콜린 효과에 대한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 관련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막전압-고정법(voltage-clamp 

method)하에서 막전압을 -80 mV에 고정한 후 100 μM의 니코틴을 가하여 니코틴 

활성화 전류를 유발하 다. 니코틴에 의해 유발된 내향성 전류는 비선택적 니코틴

성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100 μM)에 의해 완전 차단되어 니코틴에 의

해 활성화되는 내향성 전류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전류임을 알 수 있었

다(평균 전류: 33.8±6.8 pA, 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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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니코틴이 막전압에 미치는 향. Gramicidin-perforated patch를 시행한 

후 전류-고정법(current-clamp method) 하에서 니코틴에 의한 세포막 전압 변화

를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100 μM)을 가하여 비교하 다. 니

코틴은 세포막의 탈분극을 유발하 으며(A), 이는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에 의해 완전 차단되었다(B). 그림 C는 니코틴과 니코틴 차단제에 

의한 세포막의 안정막전압 변화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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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니코틴이 T-형 칼슘전류에 미치는 향. 막전압을 -100 mV에 고정한 

상태에서 200 ms 동안 -80 mV에서 +60 mV까지 10 mV씩 증가시키는 탈분극 자

극을 가하여 칼슘 전류를 구한 다음(A) 칼슘전류의 전류-전압관계를 관찰하 다

(B). 막전압을 -100 mV에 고정한 후 -30 mV까지 탈분극시켜 T-형 칼슘전류를 

기록한 뒤 니코틴을 가하 으나, T-형 칼슘전류에는 아무런 향을 미치지 못함

을 알 수 있었다(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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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장. 고찰

   본 연구에서는 세포내 칼슘이온 측정법, 전기생리학적 방법 및 분자 생물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망막아종 세포주의 하나인 WERI-Rb-1 세포에 발현된 콜린성 

수용체의 특성을 확인하 다. 

   먼저 약리학적 방법을 이용한 칼슘 이미징 실험 결과 미분화된 망막아종 세포

에서 아세틸콜린 투여에 따른 일시적인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가 관찰되었

는데, 이러한 칼슘증가는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효현제인 muscarine 투여

시에도 나타났으며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에 의해서는 대부분이 억

제되어, 콜린성 수용체의 칼슘조절은 주로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같은 특성은 발생과정 중의 망막세포(developing retina)(Prada 

등, 1991; Yamashita 등, 1994; Wong, 1995; Yamashita 및 Sugiyama, 1998; 

Cheon 등, 2001; Pearson 등, 2002)와 재생되거나(regenerating retina)(Cheon 등, 

2001; Ohmasa 및 Saito, 2003), 혹은 배아상태의(embryonic retina)(Sakaki 등, 

1996; Naruoka 등, 2003) 망막세포에서 나타난 세포내 칼슘반응과 유사하 다. 특

히 아세틸콜린 투여시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의 증가가 매우 일시적이었는데(약 60

초 이내에 모두 회복됨), 아세틸콜린을 오래 투여한 경우에도 그 결과에는 큰 차

이가 없었다(결과에 나타내지 않았음). 이와 같은 칼슘농도증가의 일과성 반응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무스카린 수용체의 

탈감작화(desensitization) 이다. 본 실험에서는 아세틸콜린을 반복 투여할 때는 투

여 시간 간격(time interval)이 매우 중요하 는데, 연속 투여시 적어도 10분 이상

의 회복기간이 필요하 다. 즉, 투여 시간 간격이 10분 이내일 때는 간격이 짧으면 

짧을수록 칼슘증가가 감소하 다(결과에 나타내지 않았음). 특히 무스카린성 M3 

수용체는 다른 PLC 경우 G-단백 수용체에 비해 빠른 탈감작을 특징으로 하는데, 

이는 주로 일시적인 IP3 생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일부 보고되고 있어(Tobin 

등, 1992; Willars 등, 1998; Fraeyman 등. 2004), 본 실험의 경우에도 이와 관련성



- 40 -

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둘째, 망막아종 세포에서의 store-operated 

channel의 부재로 설명될 수 있다. 세포내 칼슘저장소의 칼슘이 고갈될 때는  이

로 인해 세포 밖으로부터 Ca2+이 유입(Ohmasa and Saito, 2003)되며, 이러한 기전

으로 유입되는 칼슘경로를 "capacitative Ca
2+
 influx" 혹은 "store-operated  Ca

2+
 

influx"라 하는데, 여러 비신경 세포와 비흥분성 세포들(Putney 및 Bird, 1993)과 

재생되고 있는 망막세포(Sakaki 등, 1996)에서도 확인된 바 있다. 일반적으로 무스

카린 수용체의 활성화에 따른 여러 조직에서의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는 크게 두

개의 단계로 이루어져 있다. 즉 세포내 칼슘동원 기전에 의한 초기의 변화(initial 

peaks)와 세포내 칼슘저장소 결핍(depletion)과 관련되어 이차적으로 오는 지속적 

칼슘증가(sustained phase)가 그것이다. 망막아종 세포를 대상으로 하는 본 실험에

서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칼슘증가가 거의 대부분 단상(monophasic)으로 기록되었

으며, 외부 칼슘이온이 배제된 Ca2+ -free 조건에서도 칼슘증가의 최고치가 일부 

감소한 것 이외에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변동의 양상에는 변화가 없었

다. 더욱이 thapsigargin 투여 후 세포내 칼슘저장소 결핍(depletion)에 따른 내향

성 전류 및 칼슘이온농도의 부가적 증가를 확인할 수 없어(결과에 나타내지 않았

음), 이에 따른 지속적 칼슘증가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결과는 무스

카린 수용체 활성화에 따른 세포내 칼슘증가가 매우 일시적으로 나타나는데 기여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무스카린 수용체에 

의해 동원될 수 있는 칼슘 pool이 크지 않은 경우이다. Thapsigarin에 의한 칼슘

증가 반응이 비교적 빠르게 이루어지고 회복되는 것으로 보아 이와 같은 개연성

은 커 보이나 이를 구체적으로 확인하지는 못하 다. 또한 소포체(ER)를 포함한 

exchange pump의 활성화된 정도에 의해서도 Ca
2+
 조절의 속도 등이 향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망막아종 세포에 분포된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아형을 알아보기 위

해 분자생물학적 방법과 약리학적 방법을 이용하여 확인하고자 하 다. 흥미롭게

도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 결과상에서는 m1∼m5까지 모든 아형의 무스

카린성 수용체들의 mRNA가 검출되었다. 그러나 실제 단백질 수준의 수용체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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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상관관계가 있는지는 향후 구체적으로 확인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적어도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들의 효현제와 차단제를 이용한 약리학적 

실험결과에서 M1과(혹은) M3 수용체 차단제의 뚜렷한 억제효과를 미루어 볼 때 

무스카린 수용체에 의한 칼슘 증가에 M1, M3 수용체가 직접적으로 관련된 것으로 

보인다. 망막아종에서 M5 수용체의 존재에 대한 구체적인 기능적 연구가 수행되

지는 못하 으나, 망막조직이 모두 분화가 될 때 모든 종류의 무스카린 수용체가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Collison 등, 2000) 망막아종 세포에도 모든 아형의 무스카

린성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분자생물학적 

방법과 약리학적 방법을 이용한 실험결과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활성화에 따른 칼

슘증가는 PLC를 매개하는 M1/M3/M5들이 모두 관여하나, M3의 발현량이 다른 아

형들보다 높다는 점, 그리고 M3 차단제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미루어 

볼 때, 주로 M3에 의한 반응이 현저함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로 칼슘반응에 관여하는 무스카린성 수용체 아형들의 작용기전을 상호

배타적으로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그 이유는 수용체 차단제들이 갖는 선택

성의 제한 때문이다. 일반적으로 수용체 차단제는 효현제보다 수용체의 특성을 규

명하는데 보다 광범위하게 사용되어져 왔다. 만약 사용된 차단제가 규명하고자 하

는 수용체에 선택적이라면 유용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나 무스카린 수용체의 경

우, 종(species)간 상동성(homology)은 90% 이상에 달하고 각 아형들 간에도 약 

60% 정도의 상동성을 가지고 있어 지금까지 알려진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들

은 모든 아형들에 상당한 정도의 친화력을 나타내고 있어 효현제와 마찬가지로 

각각의 아형들에 대한 특이성(specificity)이 떨어진다는 점을 들 수 있겠다(Hall 

등, 1993; Caulfield 및 Birdsall, 1998). 예를 들어, 본 연구에서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로 사용한 pirenzepine(M1), methoctramine(M2), 4-DAMP(M3)는 각각 해당 

아형에 대한 친화력 상수(affinity constant)가 다른 아형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커

서 각 아형들에 대한 부분적으로는 선택적이나 고도의 선택성은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Caulfield 및 Birdsall, 1998). 또한 아직까지 RT-PCR 소견상 발현되어 있

을 것으로 생각되는 M5 수용체는 M3 수용체가 갖는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들에 

대한 친화력과 유사하나 M5 수용체에 대해 상대적으로 친화도가 높은 차단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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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되어 있지 못하기 때문에(Ohmasa 및 Saito, 2003) 본 연구에서도 망막아종 세

포에 M5 수용체가 발현되어 있는지, 발현되어 있다면 그것이 세포내 칼슘동원에 

관여하는지에 관해서는 명확히 결론내릴 수 없었다. 이와 같이 약리학적 방법이 

갖는 한계점이 있으므로 무스카린 수용체의 발현특성과 기능을 보다 명확히 밝히

기 위해서는 무스카린 수용체 아형들에 보다 선택성이 높은 효현제나 차단제를 

개발하거나 다양한 실험기법들을 동원하여 반복적으로 접근해야 할 것이다.   

   무스카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작용기전은 M1/M3/M5의 활성화를 통한 

PLC-IP3 경로 이외에 adenylate cyclase 억제(Caulfield, 1993; Caulfield 및 

Birdsall, 1998) 및 세포막에서의 cation conductance 변화(Trimmer, 1994) 유발 등

이 알려지고 있는데, M2/M4 수용체는 이들 기전을 통해 작용한다. 불행하게도 본 

실험에서 adenylate cyclase억제에 의한 효과를 직접 확인할 수는 없었으며, 무스

카린 수용체 활성화에 따른 cation conductance의 변화도 검출되지 않았다. 또한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M2/M4 수용체와 GIRK 전류의 활성화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이를 확인하여 보았으나 망막아종 세포에서는 background 

inward K
+
 전류만이 기록되었을 뿐 GIRK 전류의 활성화는 관찰되지 않았다(결과 

참조). 한편 M2/M4 수용체의 길항제를 사용했을 때 아세틸콜린 투여에 따른 칼슘 

증가를 일부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이들 효과가 길항제들의 직접적인 효

과인지, 혹은 M2/M4 수용체 억제에 따른 어떤 세포내 신호전달 체제를 경유하는 

것인지는 알 수 없었다. 

 

   이상의 결과들은 망막아종 세포에서 확인한 무스카린 수용체의 활성화에 따른 

세포내 칼슘동원기전은 망막세포에서 확인된 세포내 칼슘동원 기전의 결과와 유

사하 다(Oettling 등, 1985; Ohmasa 및 Saito, 2003). 그러나 망막아종 세포에서의 

이러한 칼슘반응은 전적으로 세포내 칼슘저장소로부터 유리된 것으로만 볼 수 없

다. 그 이유는,  Ca
2+
-free 조건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칼슘 증가가 일부 감소하

으며, 비록 그  크기는 작지만, 직접 니코틴 수용체를 통해 세포외 칼슘이 유입

된다는 사실은 무스카린 수용체 이외에도 Ca
2+
-투과성 통로(Ca

2+
-perme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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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nel)인 니코틴 수용체가 직접 관여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한편 일부 아형의 

니코틴 수용체는 세포내 칼슘동원에도 직접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는데

(Tsuneki 등, 2000), 본 실험에서 Ca2+-free 조건에서는 니코틴에 의한 칼슘증가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이와 같은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람의 망막아종 세포에는 낮은 전압 의존성(T-형) 칼슘 채널이 발현되어 있

어 세포내 칼슘조절에 일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Barnes 및 Haynes, 

1992; Hirooka 등, 2001; Bertolesi 등, 2003), 본 실험에 사용된 WERI-Rb-1 세포

주에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들 세포에서 콜린성 수용체의 활성화가 T-

형 칼슘 채널에 향을 미치는지 관찰해 보았다. 그 결과 첫째, 여러 아형의 무스

카린 수용체의 활성화는 다양하게 T-형 칼슘전류를 조절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는데, 일부에서는 M3 및 M5 수용체를 통한 T-형 칼슘 전류의 증가 효과

가(Pemberton, Hill-Eubanks 및 Jones, 2000),  일부에서는 억제 효과(Wan 등, 

1996)가 보고되고 되는 등 상반된 결과가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 WERI-RB-1 

세포에서 T-형 칼슘전류를 측정하면서 아세틸콜린을 가하 으나 의미 있는 전류

의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결과에 나타내지 않았음). 그러나 아세틸콜린에 의한 

T-형 칼슘전류의 조절이 발현되는 무스카린 수용체의 아형의 종류에 따라 상반되

게 나타나므로, 여러 아형의 무스카린 수용체가 동시에 발현된 WERI-RB-1 세포

에서는 그 효과를 평가하는데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사람 망막아종 

세포주의 하나인 Y-79 세포에서는 아세틸콜린 투여시 일부 T-형 칼슘전류의 감

소가 기록되었는데(결과에 나타내지 않았음), 향후 특정 아형의 무스카린 수용체

만을 발현시키거나, 혹은 특정 아형의 수용체를 "knock out" 시키는 siRNA 기법 

등을 이용한다면 보다 구체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

로 미분화된 망막세포, 혹은 망막아종 세포에서 L-type이나 N-type 채널은 발현

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 우세한 견해이다(Barnes 및 Haynes, 1992; Yamashita 등,  

1994), 그러나 최근 재생과정 중의 newt의 progenitor 세포와 premature ganglion 

세포에서 L-type 채널을 통한 칼슘유입을 확인한 연구도 보고되어(Ohmasa 및 

Saito, 2003) 막전압 의존성 칼슘채널의 발현양상은 발달시기에 따라 다를 뿐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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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Barnes 및 Haynes, 1992; Hirooka 등, 2001; Bertolesi 등, 2003) 세포의 종에 

따라서도 차이를 나타냄을 알 수 있어 이와 같은 연구도 앞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둘째, 니코틴 수용체 활성화를 통한 T-형 칼슘 전류의 조절이 있을 수 

있다. 니코틴은 Ca
2+
-투과성 통로를 직접 개방시킬 뿐만 아니라, 2차적으로 막전압

을 탈분극 시키고 이는 다시 막전압 의존성 칼슘 통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다. 실

험 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니코틴의 투여는 현저한 탈분극을 유도하 으나, 이를 

통한 막전압 의존성 칼슘통로의 활성화는 크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왜냐하면 

WERI-Rb-1 세포에서 측정된 안정막 전압인 -56.6±3.7 mV에서는 이미 T-형 칼

슘 통로가 상당히 비활성화 되어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또한 T-형 칼슘 통로에 

대한 니코틴의 직접적인 향을 관찰하여 보았는데, 그 효과는 미미하 다. 망막아

종 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낮은 전압 의존성(T-형) 칼슘 채널에 대한 콜린성 수용

체의 역할에 대한 실험결과를 종합해볼 때 뚜렷한 조절현상을 발견할 수 없었다.

   따라서 무스카린성 수용체를 통한 PLC 경로가 망막아종 세포에서의 콜린성 수

용체를 통한 중요 칼슘 조절임을 확인시켜 준다고 하겠다. 무스카린 수용체의 세

포내 칼슘동원 기전과 관련하여, phospholipase C 경로 차단제인 U-73122의 전처

치가 대부분의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농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

로 보아, 대부분의 기전은 PLC-IP3 경로를 경유할 것으로 생각되나, IP3 수용체 

봉쇄제의 사용, IP3 수용체의 아형확인, 항-Gq/11 항체의 사용을 통한 구체적 확인

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에서 병태생리적 변화가 초래된 미분화 망막세포에 발현된 무스카

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세포내 칼슘이온농도를 조절하여 세포의 증식과 분화

를 촉진하고 이를 통해 세포의 발달과 성숙에 관여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와 관

련된 구체적인 연구는 앞으로 활발히 진행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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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결론

   사람의 망막아종 세포에 존재하는 콜린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특성 및 의의

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대부분의 세포는 아세틸콜린 투여시 현저한 일과성 [Ca2+]i 증가를 보 으며,  

      이와 같은 변화는 무스카린 수용체 차단제(atropine, 1 μM)에 의해 대부분  

      (97.3±0.8 %, n=92) 억제되었다. 

   2. 무스카린 수용체의 활성화에 따른 [Ca2+]i 증가는 Ca2+-free 조건에서도      

      76.4±3.0 % 이상 유지되었으나(n=57), phospholipase C 억제제(U-73122, 1  

      μM) 및 Ca
2+
-ATPase 차단제(thapsigargin, 1 μM)에 의해서는 대조군의 각  

      각 11.5±2.9 % (n=58), 10.3±1.5 % (n=62)로 대부분 억제되었다. 

   3. RT-PCR 소견상 모든 아형의 무스카린 수용체 mRNA가 확인되었으나 아세  

      틸콜린 투여에 의한 [Ca
2+
]i 증가는 M1 차단제(pirenzepine, 1 μM) 및 M3 차  

      단제(4-DAMP, 100 nM)에 의해서는 각각 93.6±0.7 % (n=77), 97.2±0.5 %   

      (n=82) 억제 되었으나, M2/M4 봉쇄제(methoctramine, 1 μM)에 의해서는    

      15.0±1.8 % (n=45) 정도만 억제되었다.

   4. 망막세포에서 inward rectifying K+ current를 확인할 수 있었으나 아세틸콜  

      린 투여에 의한 의미있는 변화는 없었다. 

   5. 니코틴에 의한 [Ca
2+
]i 증가는 모두 세포막을 통한 Ca

2+
 유입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니코틴에 의한 내향성 전류는 니코틴 수용체 차단제           

      (hexamethoniun, 100 μM)에 의해 완전히 억제되었다. 

   6. 니코틴은 니코틴 수용체를 통해 막전압이 -56.6±3.7 mV에서 -29.6±3.6 mV  

      로(n=4) 현저한 탈분극을 유도하 으나 망막아종 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T-  

      형 칼슘 통로에는 향을 주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망막아종 세포에는 M1∼M5 무스카린성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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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형들과 니코틴성 수용체가 모두 발현되어 있으며,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내 

Ca
2+
 증가는 주로 M1과 M3/M5 무스카린성 수용체 아형들이 활성화되어 PLC 경

로를 통해 세포내 칼슘저장소로부터 Ca2+을 동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망막

아종 세포에 발현되어 있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T-형 칼슘통로가 아닌 

세포막을 통한 Ca
2+
 유입으로 내향성 전류를 일으켜 세포막의 탈분극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 다. 따라서 망막아종에서 콜린성 수용체는 세포내․외 Ca2+ 조절기

전을 통해 세포의 증식, 분화, 성숙 및 세포사멸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의 결과는 비신경 조직에서 콜린성 수용체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히는 중

요한 기초정보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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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stics of cholinergic receptor expressed in 

human retinoblastoma

Rah, Sang Hoo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ong Woo Lee)

   It is widely known that cholinergic signaling is one of the important 

signal transduction pathways in the human body. Human retinoblastoma is 

rare, but lethal to children. Recently, much attention has been paid to this 

tumor since it provide a good model system for studying mechanisms 

underlying cell growth, differentiation, and apoptosis, and for developing 

cancer therapy. However, until now it is unclear whether cholinergic 

receptors are expressed in the  retinoblastoma. In this regard, we measured 

possible cholinergic signaling in WERI-Rb-1 cells using Ca
2+ 

imaging 

technique, patch clamp method. In addition, we detected muscarinic 

receptor(mAChR) subtypes expressed in the retinoblastoma using RT-PCR 

analysis.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ing: 

   1. ACh produced marked and transient [Ca
2+
]i increases repeatedly in    

WERI-Rb-1 cells, and atropine (1 μM), a nonselective mAChR inhibitor,   

greatly supressed these Ca
2+
 responses by 97.3±0.8%(n=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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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The rapid [Ca2+]i rise due to activation of muscarinic receptors was   

somewhat reduced to about 76.4±3.0% of the control (n=57) in the absence 

of extracellular calcium. On the other hand, ACh-induced intracellular 

calcium response was only attained to 11.5±2.9% (n=58) and 10.3±1.5% 

(n=62) of peak amplitude of the control after preincubation of 1 μM 

U-73122, a PLC inhibitor, and a 1 μM thapsigargin, a Ca
2+
-ATPase 

blocker, respectively.

   3. Transcripts encoding all mAChR subtypes(m1∼m5) were detected in   

WERI-Rb-1 cells. ACh-induced [Ca
2+
]i rises were greatly attenuated by pre 

-treatment of M1 and M3 preferring antagonists. However, [Ca
2+
]i responses 

were robust or intact in the presence of M2/M4 preferring antagonist. 

   4. ACh failed to activate G-protein activated inwardly rectifying 

K+(GIRK) currents in the retinoblastoma with a prominent background 

inward rectifying K+(IRK) currents.

   5. Nicotine-induced [Ca
2+
]i rise was resulted entirely from small tans-   

membrane Ca
2+
 influx, which was completely abolished by   

hexamethonium(100 μM). Nicotine also induced remarkable depolarization 

from -56.6±3.7 mV to -29.6±3.6 mV(n=4) under current clamp mode, but it 

failed to activate T-type Ca2+ channel expressed on retinoblastoma.

  

    In conclusion, muscarinic activation can cause calcium mobilization 

from the internal stores of the undifferentiated retinoblastoma cells, which 

may play an important roles in cell proliferation, differentiation, and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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