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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Ca2+ 통로 봉쇄제들에 의한 심근 근소포체 

Ca2+ 유리 봉쇄작용의 비교

 

심근에서는 수축에 필요한 활성 Ca2+의 대부분을 근소포체로부터 공급받으며, 이 

과정은 L-type Ca
2+ 
통로를 통해 유입된 Ca

2+
에 의한 Ca

2+
-유발 Ca

2+
 유리기전을 

통해 이루어진다. 역시 근소포체로부터 필요한 Ca
2+
을 공급받는 골격근의 경우에

는 심근과는 달리, Ca2+과는 무관하게 탈분극으로 인한 L-type Ca2+ 통로의 구조

적 변경이 L-type Ca
2+
 통로와 조직학적으로 연결된 ryanodine 수용체을 기능적으

로 개방하여 근소포체로부터 Ca
2+
을 유리시킨다. 골격근의 이러한 기능적 연결은 

L-type Ca2+ 통로와 ryanodine receptor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능

하다. 최근에는 그 빈도는 미약하나마 심근 세포에서도 L-type Ca
2+ 
통로와 

ryanodine receptor가 서로 연결되어 있어 기능적 연결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

성이 제시었으나 아직 명확한 규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심근에서 L-type Ca
2+
 통로와 ryanodine 수용체 사이에 기

능적 연결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흰쥐의 단일 심근 세포

에서 전세포 막전압 고정법을 사용하여, 화학 구조가 다르고 L-type Ca
2+
 통로의 

결합 부위가 서로 다른 L-type Ca
2+
 통로 봉쇄제들과 근소포체의 Ca

2+
 유리와의 

상호 관련성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화학구조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L-type Ca
2+
 통로를 봉쇄

하는 Ca2+ 통로 봉쇄제들인 nifedipine, verapamil, diltiazem 및 CdCl2는 막전압을 

-40 mV에서 0 mV로 500 ms동안 사다리형 전기 자극으로 유발한 Ca
2+
 전류를 

각각 용량에 비례하여 봉쇄하 으며, 그때 최고 효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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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전기 자극을 +100 mV에서 -100 mV로 200 ms에 걸쳐 -1 mV/ms의 속도로 

하향시킨 ramp pulse로 전환하여 매 10초 간격으로 자극함에 따라 흰쥐 심근 세

포의 막전류는 외향전류에서 내향전류로 전환되었고, 8∼12분 후 안정되어 

-12.9±0.5 pA/pF를 나타내었다. 전기 자극으로 발생되는 세포내 Ca
2+
 농도 변화는 

BAPTA의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 으며 5 mM 이상에서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3. Nifedipine, verapamil 및 diltiazem은 ramp pulse로 유발되는 내향전류를 용

량에 비례하여 억제하 으며 그 최고 효능은 각각 86.2±2.0 %, 82.3±5.1 %, 

84.7±3.1 %이었다. 반면, CdCl2의 경우 역시 용량에 비례하여 억제 하 으나 최고 

효능은 73.7±5.0 %으로 다른 약물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4. 10 µM ryanodine은 ramp pulse로 유발되는 내향전류를 14.2±2.3 % 억제하

으며, ryanodine의 이러한 봉쇄 작용은 0Na 전처치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5. 10 mM caffeine은 0.1 mM CdCl2 전처치 후 잔류 내향전류를 봉쇄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흰쥐 심근에서도 근소포체로부터의 Ca
2+
 유리가 기존의 

Ca2+-유발 Ca2+ 유리기전 이외에 L-type Ca2+ 통로와 ryanodine 수용체 사이의 기

능적 연결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핵심되는 말: L-type Ca2+ 통로, 근소포체, ryanodine receptor, L-type Ca2+ 통로 

봉쇄제, Ca
2+
-유발 Ca

2+
 유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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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2+ 통로 봉쇄제들에 의한 심근 근소포체 

Ca2+ 유리 봉쇄작용의 비교

<지도 고 창 만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안    성    완

제1장 서론

  심근에서 Ca
2+
은 전기적 신호인 활동전압을 기계적인 수축으로 전환시키는 역할

을 담당한다. 즉 활동전압으로 인하여 전압 민감성 L-type Ca
2+ 
통로가 열리면 세포 

외부로부터 Ca2+ 이온이 유입되고 유입된 Ca2+은  근소포체막의 Ca2+ 유리통로인 

ryanodine 수용체(ryanodine receptor, RyR)를 개방하여 근소포체내에 저장된 Ca
2+

을 유리시키게 된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결국 심근 세포질내 Ca
2+ 
농도는  증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외부로부터 세포내로 유입된 Ca2+에 의해 근소포체로부터 Ca2+이 

유리되어 심근 세포질내 Ca
2+ 
농도가 증가되는 현상을 Ca

2+
-유발 Ca

2+ 
유리

(Ca
2+
-induce Ca

2+ 
release)라 한다(Fabiato, 1983). 실제로 심근 세포에서는 종에 따

라 필요한 Ca2+의 대부분에 해당하는 70∼92 %를 근소포체로부터 공급받으며, 나머

지 8∼30 %를 외부에서 제공받게 된다(Bers 등 1996). 이런 과정을 통해 증가된 세

포질내 Ca
2+
은 troponin C와 결합된다. 그 결과 troponin과 tropomyosine의 상호 작

용이 억제되어 심근 수축이 유발된다. 이와 같이 활동전압 형성에서부터 수축이 유

발되기까지의 전 과정을 흥분-수축 연결(excitation-contraction coupling, E-C 

coupling)이라 한다(Bers, 2002).

  한편, 수축기 동안에 증가한 심근 세포질내의 Ca
2+
은 이완을 유발하기 위해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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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서 다시 제거되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도 평형을 유지하기 위하여 세포질내의 

Ca
2+
은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된 분량만큼 근소포체로 다시 저장 되고, 외부로부터 유

입된 분량만큼 다시 세포 밖으로 배출 된다(Bers 등, 1996). 먼저 Ca2+의 근소포체로

의 재섭취는 근소포체 단백질의 40 %를 차지하고 있는 근소포체 Ca
2+ 
펌프

(Sarco(Endo)plasmic Recticulum Ca
2+
 ATPase Type 2, SERCA 2)에 의해 유발된

다(Edes 및 Kranias, 2001). 이 과정은 보조 인단백질인 phospholamban의 인산화에 

의하여 조절되며, phospholamban은 다시 (1) Ca
2+
/calmoduline-의존 단백질 키나제

Ⅱ(CaM-KinaseⅡ)의 활성화와 (2) β-아드레날린성 자극에 의한 cAMP-의존 단백

질 키나제 A(PKA)의 활성화에 의해 조절된다(Frank 등 2003). 한편, 세포 밖으로 

Ca
2+
을 배출하는 과정에는 Na

+
/Ca

2+ 
교환(Na

+
/Ca

2+
 exchange, NCX)이 관여하게 된

다(Bers, 1996). NCX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팎에 존재하는 Na
+
과 Ca

2+
의 

농도차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Na+과 Ca2+을 서로 맞교환 하는 기전

이다. 그 이동 비율이 3분자 Na
+ 
대하여 1분자 Ca

2+
이 이동하므로 Na

+ 
이동 방향으

로 양이온 1분자 초과에 의한 전류가 발생하게 되어, NCX는 내향 전류를 유발하며 

Ca2+을 세포 밖으로 유출시키게 된다. 그러므로 NCX의 내향 전류는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되는 Ca
2+
을 측정하는 지표로도 활용된다(Weber 등, 2002).

 

  심근의 근소포체에서 Ca2+이 유리되는 통로는 균일한 4개의 단량체

(homotetramer)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이 통로는 ryanodine에 의해 선택적으로 봉

쇄되므로 ryanodine 수용체(RyR)라고 불리기도 한다. 실제로 각 tetramer에는 

ryanodine에 대하여 하나의 높은 친화도를 가진 결합 위치와 세 개의 낮은 친화도를 

가진 결합 위치가 존재하고 있다(Bers 및 Perez-Reyes, 1999; Lai 등, 1989).  RyR는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심근의 활동 전압으로 개방되는 전압 민감성 L-type Ca
2+ 

통로를 통해 들어온 Ca2+에 의해 Ca2+-유발 Ca2+ 유리기전을 통해 개방되어 근소포

체내에 저장되어 있는 Ca
2+
을 세포질로 유리시킨다. 그러나 최근에는 RyR의 개방 

기전에 대해 또 다른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즉 L-type Ca
2+ 
통로와 RyR 사이에 기

능적 연결이 있어 L-type Ca2+ 통로의 구조적 변경이 RyR의 구조적 변경을 유발할 

것이라는 가능성이 그것이다(Mccall 등, 1996; Satoh 등, 1998; Katoh 등, 2000).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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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적 변경에 의한 기능적 연결은 원래 골격근 수축에서 근소포체로부터 Ca
2+
이 유리

되는 기전이다. 골격근에서는 L-type Ca
2+ 
통로 monomer와 RyR tetramer가 4: 1의 

비율로 존재한다(Flucher 및 Franzini-Armstrong, 1998; Fill 및 Copello, 2002). 즉, 

한 개의 RyR tetramer와 네 개의 L-type Ca
2+ 
통로 monomer가 연결되어 배열되어 

있다. 물론, 여기에 L-type Ca
2+ 
통로 monomer와 서로 연결 되지 않은 또 한 개의 

RyR tetramer 역시 나란히 배열되어 존재한다. 이러한 구조적 관계에 의해, 세포막

의 탈분극에 따른 L-type Ca
2+ 
통로의 구조적 변화가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RyR의 구조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고, 그 결과 RyR가 개방되어 근소포체내의 저장 

Ca2+이 세포질로 유리됨으로써 수축이 촉발된다(Flucher 및 Franzini-Armstrong, 

1996). 최근의 연구 결과들은 이와 같은 L-type Ca
2+ 
통로 monomer와 RyR 

tetramer 사이의 조직학적 연결이 심근에서도 비록 그 빈도는 골격근과 비교하여 현

저하게 낮은 형태로나마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즉, 심근에서는 L-type 

Ca
2+ 
통로 monomer와 RyR tetramer의 비율이 역전되어 1: 5∼10의 비율로 존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lucher 및 Franzini-Armstrong, 1998; Fill 및 Copello, 

2002). 이러한 비율의 역전으로 인해 심근 세포에서는 RyR의 개방이 구조적 변경에 

의한 기능적 연결 보다는 L-type Ca
2+ 
통로를 통해 유입된 Ca

2+
을 이용하는 Ca

2+
-유

발 Ca
2+ 
유리기전을 주 기전으로 사용하게 되는 것이다(Wier 및 Balke, 1999; 

Scriven 등, 2000; Bers, 2001). 그렇다 하더라도, 심근에서도 L-type Ca2+ 통로와 

RyR의 구조적 연결은 분명히 존재하고 있으므로, 심근에서도 구조적 변경에 의한 

기능적 연결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한다 하겠다. 뿐만아니라 실제 그 

가능성을 암시하는 결과들도 일부이나마 보고되기도 하 다(Mccall 등, 1996; Satoh 

등, 1998; Katoh 등, 2000). 그러나, 심근의 경우에는 그 연결 비율에서도 짐작할 수 

있듯이 기능적 연결이 있다 하여도 Ca
2+
-유발 Ca

2+
 유리기전에 비하여 월등히 적기 

때문에 그 존재를 확실히 입증한 연구 결과는 아직 없는 실정이다.

  이러한 와중에서 골격근에서의 최근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L-type Ca
2+

통로와 RyR의 상호 작용에 있어서 L-type Ca2+ 통로의 domain Ⅱ와 domain Ⅲ 사

이의 세포질내 loop가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Lu 등,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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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Hayek 등, 1995; Nakai 등, 1998; Li 등, 1999; Henrikson 등, 1999; Dulhunty 등, 

1999; Gurrola 등, 1999; Zhu 등, 1999; Lamb 등, 2000). 이러한 사실은 여러 가지 

Ca2+ 통로 봉쇄제들의 경우 Ca2+ 통로에 대한 결합 부위에 따라 근소포체로부터의 

Ca
2+
 유리 봉쇄 정도 역시 달라질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암시한다 하겠다. 실제

로, 대표적인 L-type Ca
2+ 
통로 봉쇄제인 dihydropyridine계, phenylalkylamine계 및 

benzothiazepine계의 약물들은 L-type Ca2+ 통로에 대한 결합 위치가 서로 다르며,  

이들 각 부위 사이에는 알로스테릭 연결(allosteric link)이 되어 있다(Hockerman 등, 

1997).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Ca
2+
 통로를 봉쇄하는 

Ca2+ 통로 봉쇄제들을 이용하여 심근에서 근소포체로부터의 Ca2+ 유리에 미치는 

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심근 근소포체의 Ca
2+
 유리에 있어서 RyR와 L-type Ca

2+
 

통로와의 구조적 변경에 의한 기능적 연결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여 보고자 하 다.

  한편,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되는 Ca
2+
의 양적 측정에는 여러 가지 실험방법이 이

용되고 있다. 그 중에서도 (1) Ca
2+
-indicator인 fura-2 등의 형광물질을 사용하여 

Laser Scanning Conforcal Microscopy(LSCM)으로 검출하는 방법과  앞에서 언급

한 (2) NCX의 전류를 이용하는 방법이 있다. LSCM를 이용하는 방법은 근소포체 

Ca
2+
 유리에 대한 선택도는 높으나 해상도는 경우에 따라서는 충분하지 않을 수 있

다. 즉, 어느 곳에서 Ca2+이 유리되는 지를 시각화 할 수 있는 반면에 Ca2+의 검출 한

계가 있어 극미량의 Ca
2+ 
변화를 검출할 수는 없다. 반면 NCX의 전류를 검출하는 

방법은 어느 부위에서 유리된 Ca
2+ 
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극미량의 Ca

2+
을 검출할 

수 있는 극히 높은 민감도를 가지고 있다. 만약 NCX가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된 Ca2+

에 대해서만 선택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 환경이 주어진다면, NCX는 근소포체 Ca
2+

유리 측정에 있어 가장 우수한 도구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환경은 빠른 Ca
2+

완충제인 BAPTA를 세포내 투석함으로써 어느 정도 실현할 수 있게 된다. 즉  Ca2+

의 확산 시간을 극도로 제한하여 Ca
2+
의 반응을 극히 미세한 역내로 제한함으로써 

가능하게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전기 자극을 통해 근소

포체로부터 Ca2+을 유리시킨다 하여도 유리된 Ca2+이 세포질내로 확산되어져 나가기 

이전에 BAPTA에 의해 포획되어 세포질내 Ca
2+ 
농도 증가는 나타나지 않게 될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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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상황 하에서 전기 자극을 통해 근소포체로부터 Ca
2+
을 유리

시킬 때에 발생되는 NCX의 내향전류(inward INCX)가 측정된다면, 이때의 내향성  

INCX는 근소포체에서 유리되는 Ca
2+ 이외에는 다른 Ca2+ 공급원이 없음으로 바로 근

소포체로부터 유리되는 Ca
2+
의 지표로 활용될 것이다(Weber 등, 2002).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세포질내 Ca2+의 확산시간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Ca2+

의 반응을 미세한 역으로 제한하여 Na
+
/Ca

2+
 교환 전류를 측정하 고, 이때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Ca
2+
 통로를 봉쇄하는 Ca

2+
 통로 봉쇄제들이 심근 근소포체로

부터의 Ca2+ 유리에 미치는 향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심근에서 L-type Ca2+ 통로와 

근소포체의 Ca
2+ 
유리통로 활성 사이의 기능적 연결의 존재 여부를 규명하여 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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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료 및 방법

2.1. 단일 심근 세포의 분리 

  본 실험에서는 체중 250 g∼300 g의 수컷 흰쥐(Sprague-Dawley rat)를 사용하여 

Mitra와 Morad(1985)의 효소 분리 방법에 따라 심실근세포를 분리하 다. 즉, 흰쥐

에게 heparin 500 IU/kg을 복강 내 주사로 전처치한 후 pentobabital sodium 50 

mg/kg을 복강 내 주사하여 마취를 유도하 다. 흉곽을 열고 대동맥 기시부를 보존

한 상태로 심장을 재빨리 적출한 후 heparine이 포함된 37℃의 Ca2+이 제거된  

Tyrode 용액에 담근 다음 부드럽게 두 세 차례 짜주어 심실내의 혈액을 제거하 다. 

이어서 빠른 시간 내에 대동맥에 관을 삽입한 후,  peristaltic pump를 이용하여 분당 

6 ml 로 100 % 산소가 포화된 Ca2+ 제거 Tyrode 용액이 관상 혈관을 통하여 심근 

조직으로 흐르도록 관류시켰다. 8분 후 1 mg/ml의 collagenase(type A, Boehringer)

와 0.1 mg/ml의 protease(type XIⅤ, Sigma)를 첨가한 Ca
2+
 제거 Tyrode 용액으로 

15분간 관류시킴으로써 심근내 결체조직을 분해시켰다. 다시 0.2 mM Ca2+이 첨가된  

Tyrode 용액으로 바꾸어 6 분간 관류하여 조직내 효소를 씻어내었다. 이 후 심실 조

직만 떼어내어 0.2 mM  Ca
2+
이 첨가된 Tyrode 용액이 들어있는 petri dish로 옮겨  

해부 가위로 조직을 여러 번 길이 방향으로 흠집을 낸 후 부드럽게 흔들어 단일 심

실근세포로 분리하 다. 분리된 심실근세포는 실온에서 보관하 으며, 분리 후 10시

간 이내에 사용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Tyrode 용액의 조성은 136 mM NaCl, 5.4 

mM KCl, 2 mM CaCl2, 0.99 mM MgCl2, 10 mM HEPES, 10 mM glucose이고 충분

히 교반한 후 1 N NaOH로 pH를 7.4로 적정하여 사용하 다. 

2.2.  단일 심근 세포에서 막전류 측정

  도립현미경 위에 설치된 patch chamber로 분리한 심실근세포를 분주하 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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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약 10분 정도 세포를 안정시킨 다음에 2 mM Ca
2+
이 포함된 Tyrode 용액으로 분

당 3 ml의 속도로 실험 전 과정 동안 관류시켰다. 막전류 측정에 사용하는 미세유리

전극은 microelectrode puller(P-97, Sutter Inc, Novato, CA, USA)를 사용하여 직경 

1.5 mm 유리관(BF150-117-15, Sutter Inc, Novato, CA, USA)의 첨끝을 직경이 1.5 

µm 정도가 되게 제작하 다. 이때 미세전극의 거칠은 첨끝은 microfuge(MF-83, 

Narishige, Japan)을 사용하여 매끈하게 열처리하 다. 미세전극의 전극저항은 1∼3 

MΩ 정도 되는 것을 사용하 고 3 MΩ 이상 되는 전극은 전극용액의 확산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사용하지 않았다. 미세전극에 전극용액을 채우고 patch clamp 

amplifier(Axopatch 200B, Axon instrument, Foster city, USA)의 headstage에 연결

하 다. 전기적 자극을 주기 위해 patch clamp amplifier와 연결된 컴퓨터에서 

Pclamp 9 software(Axopatch 200B, Axon instrument, Foster city, USA)을 이용하

여  막전압을 0 mV로 유지하고 10 mV 크기의 과분극의 전기적 자극을 주면서 수력

식 현미조작기(Hydraulic micromanipulator MHW-3, Narishige, Japan)를 사용하여 

미세유리전극을 심실근세포에 접촉시켰다. 접촉시킨 후 전극내부에 가벼운 음압을 

가하여 giga seal를 형성하 다.  Giga seal를 형성하여 약 1분간 안정시킨 후 막전

압을 -40 mV로 유지하고 10 mV 크기의 과분극의 전기적 자극을 주면서 가벼운 음

압을 가하여 미세유리전극과 접촉된 근세포막을 파열시켜 whole-cell mode patch를 

형성하 다. 측정된 전류를 세포크기에 따라 보정하기 위해 근세포의 축전전류

(capacitance current)를 10 mV 크기로 과분극을 시킨 상태에서 Pclamp 9 software

로 측정하 다.  전극용액이 세포질로 확산되도록 10분간 기다린 후 각각의 실험에 

따른 막전압을 고정하고 약물에 대한 실험을 실시하 다. 막전류의 변동을 측정하기 

위해 사용한 전극 용액은 세포내 Ca
2+
의 확산을 제한하기 위하여 고농도의 Ca

2+
 완

충용액을 사용하 고, K
+ 
전류의 간섭을 배제하기 위해 K

+
를 Cs

+
으로 대치하고 

TEA를 첨가한 전극용액(10 mM NaCl, 105 mM CsCl, 1 mM CaCl2, 10 mM 

BAPTA(1,2-bis(2-aminophenoxy)-ethane-N,N,N',N'-tetraacetic acid), 5 mM 

ATP-Mg, 20 mM TEA-Cl, 0.1 mM cAMP, pH 7.2 with CsOH)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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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단일 심근 세포내 Ca2+ 농도 측정 

  분리한 심실근세포의 Ca2+ 변화는 Ca2+-indicator인 fura-2/AM(Molucular Probe, 

Eugene, OR, USA)를 이용하여 세포질내의 Ca
2+
 변동을 검출하 다. 먼저 분리한 

심실근세포를 2 ml 용량의 배양접시(culture dish)에 분주한 후 30분간 세포가 안정

되기를 기다렸다. 0.2 mM Ca2+이 첨가된 Tyrode 용액에 fura-2/AM을 첨가하여 최

종농도를 4 uM로 만든 다음, 배양접시의 용액과 바꾸어 빛을 차단한 상태로 2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하 다. 2시간 후 0.2 mM Ca
2+
이 첨가된 Tyrode 용액으로 두 번 

정도 씻어주어 fura-2/AM의 흡수를 종결하 다. 다시 심실근세포를 patch chamber

로 분주하여 10분 정도 안정화 시킨 후 2 mM Ca
2+
이 포함된 정상 Tyrode 용액으로 

관류시켰다. 그리고 BAPTA 농도가 각각 0 mM, 1 mM, 3 mM, 5 mM, 10 mM로 

맞추어진 서로 다른 전극용액을 사용하여 whole-cell mode patch를 시행하 다. 

whole-cell mode를 형성한 후 세포질내로 전극용액이 확산되도록 10분 정도 기다린 

다음 막전압을 -40 mV로 고정한 상태에서 +100 mV에서 -100 mV까지 200 ms동안 

ramp pulse로 탈분극의 전기적 자극을 주었다. 이 때 일어나는 세포질내의 Ca2+ 변

동은 형광측정장치(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Lawrenceville, NJ, USA)

를 이용하여 340 nm와 380 nm의 두 개의 흥분파장을 번갈아 가며 Ca
2+
과 결합한  

fura-2를 여기 시키고 이때 방사하는 에너지를 510 nm의 방사파장에서 Felix 

software(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Lawrenceville, NJ, USA)로 검출하

여 340 nm/380 nm 비율의 형광세기를 측정하 다.     

 

2.4.  시약 

   L-type Ca2+ 통로 봉쇄제인 verapamil, diltiazem, nifedifine은 Sigma사의 제품

을 사용하 다. 결체조직 분해효소인 collagenase A는 Boehringer Mannheim사의 

제품을 사용하 고, protease type ⅪⅤ는 Sigma사 제품을 사용하 다. 그리고 마취

를 유도하기 위해 사용한 heparine(국산)과 pentobarbital sodium(국산)은 국내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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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의 제품이었다. Tyrode 용액의 제조에 사용한 제품은 모두 Sigma사의 제품 이

다. Verpamil과 diltiazem은 고농도로 3차 증류수에 녹여 -70 ℃에 보관하 다가 

이 후 사용시 희석하여 사용하 고, nifedifine는 DMSO에 고농도로 녹여 -70 ℃에 

보관하 다가 희석하여 사용하 다, 특히 nifedifine의 경우 DMSO(dimethyl 

sulfroxide)의 효과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DMSO의 최종농도가 0.1 %를 넘지 않게 

사용하 다. 나머지 시약은 사용하기 직전에 녹여 사용하 다. 모든 약물은 내향 정

류성 K
+ 
전류(inward rectifier K

+
 current)를 억제하기 위하여 Tyrode 용액에서 5.4 

mM KCl를 제거하 고 Cl
-
 전류를 억제하기 위하여 0.1 mM DIDS 

(4,4-diisothoiocyanatostilbene-2,2-disulfonic acid)를 첨가한 Tyrode 용액을 사용하

여 용해하 다.   

  

2.5.  자료 분석

  자료의 획득 및 처리는 Pclamp 9(Axon instrument, Foster city, USA)와 

Origin version 6(Microcal, Northampton, USA)를 이용하 고 모든 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자료의 분석은 paired t-검정과 unpaired t-검정으로 확인

하 고 이 때 p 값은 0.05 이하 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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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과

3.1. Ca2+ 전류 봉쇄작용의 비교 

  분리한 흰쥐 단일 심실근세포는 10 mM BAPTA로 세포내 투석 후, 막전압을 

-40 m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0 mV까지 500 ms동안 사다리형 전기 자극으로 탈분

극 시킴에 따라 Ca
2+ 
전류(ICaL)를 발생하 다. 발생된 ICaL의 최대치는 -17.7±0.5 

pA/pF(n=50)이었고, 본 실험에 사용한 Ca
2+
 통로 봉쇄제들인 nifedipine, diltiazem, 

verapamil 및 CdCl2에 의해 용량 의존적으로 봉쇄되었다(제1도 A 및 B). 즉, 

nifedipine의 경우 10 nM에서부터 봉쇄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 µM에서는 완전히 봉

쇄되었다. 또한 verapamil, diltiazem 및 CdCl2의 경우는 각각 100 nM 근처에서 봉쇄

가 나타나기 시작하여 100 µM의 농도에서는 완전히 봉쇄하 다(제1도 C). 비록  

ICaL의 봉쇄 효과에 있어서 봉쇄제들 간에 농도 차이는 있지만, 각 봉쇄제의 최대 봉

쇄효과에는 차이가 없었다(제1도 D). 제2도에서는 Ca
2+
 통로 봉쇄제들의 Ca

2+
 전류 

봉쇄 작용에 있어 전압에 따른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제2도 A와 같이 -60 mV∼ 

+60 mV까지 10초 간격으로 10 mV씩 300 ms에 걸쳐 올려 전기 자극함으로써 얻은 

전류-전압(I-V) 관계에 대한 nifedipine 및 CdCl2의 봉쇄 작용을 관찰하 다. 1 µM 

nifedipine 과 0.1 mM CdCl2에 의해 각 전압에서 유발된 내향전류가 완전히 차단되

는 것을 볼 수 있다(제2도 B 와 C). 이와 같은 결과는 비록 L-type Ca
2+ 
통로 봉쇄제

들이 화학구조도 다르고, L-type Ca
2+ 
통로 봉쇄에 있어서 결합위치가 각각 다르다 

하더라도, L-type Ca2+ 통로를 통해 유입되는 Ca2+ 전류에 대한 봉쇄는 서로 간에 차

이가 없이 완벽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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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도. Ca
2+ 
통로 봉쇄제들의 용량 의존적 Ca

2+
 전류 봉쇄작용의 비교. Ca

2+
 전류는 막

전압을 -40 mV로 고정한 상태에서 0 mV로 500 ms 동안 10초 간격으로 사다리형 전기 자

극으로 유발하 다. A: CdCl2의 용량에 따른 Ca
2+
 전류의 봉쇄. B: Nifedipine의 용량에 따

른 Ca
2+
 전류의 봉쇄. C: Ca

2+ 
통로 봉쇄제들의 용량반응 곡선. D: Ca

2+
 통로 봉쇄제들의 최

대 봉쇄 효과(1 µM nifedipine, 100 µM verapamil, 100 µM diltiazem, 100 µM CdCl2). n은 

실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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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도. Ca2+ 전류의 전류-전압 관계에 대한 nifedipine(1 µM) 및 CdCl2(0.1 mM)의 

봉쇄작용의 비교. A: 전기 자극 방법: 막전압을 -40 mV로 고정한 상태에서 -60 mV로부

터 +60 mV까지 10 mV씩 300 ms동안 10초 간격으로 전기자극을 시행. B: 약물에 따른 실

제 Ca2+ 전류의 변동. C: Nifedipine 및 CdCl2의 Ca
2+ 전류의 전류-전압 관계 봉쇄작용. 

Vehicle: KCl 제거 Tyrode 용액 + 0.1 mM DIDS. n은 실험 예수.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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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  Ramp pulse 유발 내향전류에 대한 Ca
2+ 통로 봉쇄제들

의 봉쇄작용 비교

 막전압을 -40 m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심근의 활동전압(action potential)과 유사

한 자극을 주기 위하여 +100 mV에서 -100 mV까지 200 ms동안 10초 간격으로 

ramp pulse를 주어 막전압을 탈분극 시켰다. 흰쥐 심실근세포는 patch 후 바로 외향

전류가 발생하 고 이 후에 점점 작아지다 내향전류로 역전되었다. 이렇게 발생된 

내향전류는 평형상태에 도달하는데 8∼12분 정도 걸렸고, 이때의 최대 내향전류는 

-12.2±0.6 pA/pF이 다(제3도 A). 이러한 심실근세포의 patch 후 외향전류에서 내

향전류로의 변화는 전극용액내의 KCl과 대치하여 첨가한 CsCl와 TEA에 의한 K
+ 

전류의 억제에 의한 결과라 판단된다. 또한 내향전류는 10 mM BAPTA의 Ca
2+ 
완

충작용의 결과 Ca2+에 의한 L-type Ca2+ 통로 봉쇄작용의 억제와 아울러 첨가된 

cAMP에 의한 L-type Ca
2+ 
통로의 활성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된다(Hadely 및 

Hume,1987; Kass 및 Sanguinetti, 1984; Lee 등, 1985; Bers 및 Perez-Reyes, 1999).

  또한 빠른 Ca
2+ 
완충제인 BAPTA는 농도에 비례하여 전기 자극시 발생되는 세포

질내의 Ca
2+ 
농도 변동을 억제시켰다. 즉, BAPTA 3 mM 까지는 세포질내의 Ca

2+ 

변동을 검출 할 수 있었지만, 5 mM 이상에서는 세포질내의 Ca2+ 변동이 검출되지 

않았다(제3도 B). 이러한 결과는 결국 고농도의 BAPTA는 내향전류를 증가시키며 

L-type Ca
2+ 
통로를 통한 Ca

2+
과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된 Ca

2+
이 세포질내로 확산되

는 것을 완전히 제한시킨다는 사실을 의미한다. 그리하여 본 실험에서는 ramp pulse

의 탈분극 자극에 의해 유발된 Ca
2+
이 세포질내로의 확산되는 것을 완전히 제한시키

기 위하여 10 mM BAPTA를 사용하 다. 그러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는 모든 

Ca2+과 연관된 반응은 세포질내 전체의 Ca2+ 농도 변동과는 무관한 극히 제한된 국

소 부위에서 발생하는 반응이 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ramp pulse의 탈분극으로 발생한 내향전류에 대한  L-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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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 
통로 봉쇄제들의 봉쇄 작용을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각각의 Ca

2+
 통로 봉

쇄제들에 의해 용량 의존적으로 봉쇄되었다(제4도 A 및 B). 즉 nifedipine는 10 nM

에서부터 봉쇄되기 시작하여 10 µM에서 최대로 봉쇄되었으며, verapamil, diltiazem 

및 CdCl2의 경우에는 각각 100 nM에서 봉쇄되기 시작하여 300 µM, 300 µM, 100 

µM에서 최대로 봉쇄되었다(제4도 C). 그러나 최대 봉쇄작용에 있어서 nifedipine은 

86.2±2.0 %의 봉쇄효과를 나타낸 반면 CdCl2은 73.7±5.0 %의 봉쇄효과를 나타내어 

nifedipine에 비하여 현저하게 그 봉쇄작용이 낮았다(P<0.05). 한편 verapamil과 

diltiazem은 각각 82.3±5.1 %와 84.7±3.1 %의 최대 봉쇄작용을 나타내었으며, 

nifedipine의 봉쇄작용과 거의 유사하 다(제4도 D). 이러한 결과를 제1도와 제2도에

서 각 Ca
2+ 
통로 봉쇄제들의 ICaL 봉쇄강도에 차이가 없다는 결과와 종합하여 보면  

ramp pulse로 유발한 내향전류에 대한 CdCl2의 봉쇄작용이  nifedipine 등 다른 유기 

Ca2+ 통로 봉쇄제들과 비교하여 미약한 것은 ICaL과는 무관한 또 다른 내향전류를 봉

쇄하지 못하여 초래되는 결과라는 것을 의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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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도. BAPTA 세포내 투석이 심실근세포의 막전류 및 세포질내 Ca2+ 농도 변동에 

미치는 향. 막전압을 -40 mV로 고정한 상태에서 +100 mV로부터 -100 mV까지 200 ms 

동안 ramp pulse를 10초 간격으로 전기 자극하 음. A: 막전류의 변동. B: BAPTA 농도 

의존적 세포질내 Ca2+ 농도 변화(a: 0 mM BAPTA, b: 1 mM BAPTA, c: 3 mM BAPTA, 

d: 5 mM BAPTA, e: 10 mM BAPTA). 화살표: 전기 자극 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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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제 4 도. Ramp pulse에 의해 유발된 내향전류에 대한 Ca
2+
 통로 봉쇄제들의 용량 의존

적 봉쇄작용의 비교. A: Nifedipine 용량 의존적 내향전류 봉쇄. B: CdCl2 용량 의존적 내

향전류 봉쇄. C: Ca
2+ 
통로 봉쇄제들의 용량 반응 곡선. D: 각 Ca

2+
 통로 봉쇄제들의 최대 

내향전류 봉쇄작용의 비교(10 µM nifedipine, 300 µM verapamil, 300 µM diltiazem, 100 

µM CdCl2). *: p < 0.05 ; unpaired students t-test. n은 실험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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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봉쇄제들의 근소포체 Ca2+ 유리 봉쇄작용

  이번 실험에서는 Ca2+을 제외한 Na+, K+ 및 Cl-에 의한 전류들의 간섭을 최대한 

배제하고자 하 다. 즉, Na
+ 
전류는 막전압을 -40 mV로 고정함으로써 봉쇄하 고, 

K
+ 
전류는 전극용액 내에 CsCl과 TEA를 처치하고, 외부 양액내의 K

+
을 제거함으

로써 배제하 다. 여기에 Cl- 전류를 봉쇄하기 위하여 DIDS를 외부 양액에 첨가

하 다. 그러므로 현 실험 조건에서 활성화 되는 전류는 필연적으로 어떠한 형태로

든지 Ca
2+
과 관련이 있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 하에서 ramp pulse에 의

해 ICaL과 무관한 내향전류를 유발할 수 있는 가능성은 NCX의 활성화에 의한 INCX가 

유일하다 하겠다. 즉, NCX는 세포막을 사이에 두고 세포 안팎에 존재하는 Na
+
과 

Ca
2+
의 농도 차에 의해 발생되는 에너지를 원동력으로 하여  Na

+
과 Ca

2+
을 서로 맞

교환 하는 기전이며, 그 이동 비율이 3분자 Na+ 대하여 1분자 Ca2+이 이동하므로 

Na
+ 
이동 방향으로 양이온 1분자 초과에 의한 전류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므로 

NCX는 Ca
2+
을 세포 밖으로 유출시키면서 내향전류를 유발하게 된다. 한편, BAPTA

로 세포내 투석시킨 심근세포에서 내향성 NCX 전류를 유발하게 되는 Ca2+의 기원

은 ICaL을 통해 유입된 Ca
2+
과 근소포체에서 유리된 Ca

2+
이 될 것이다. 그러나 본 실

험에서는 Ca
2+ 
통로 봉쇄제로 ICaL을 봉쇄하 다. 그러므로 NCX를 통해 내향전류를 

발생할 수 있는 Ca2+의 기원은 근소포체가 된다.  

  그리하여 ramp pulse로 유발한 내향전류에서 0.1 mM CdCl2에 의해 봉쇄되지 않

은 부분이 근소포체 저장 Ca2+ 유리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소포체의 

Ca
2+ 
유리 통로 억제제인 ryanodine을 투여하여 근소포체의 Ca

2+ 
유리 통로를 봉쇄

하 다. 그 결과 탈분극에 의해 발생한 내향전류는 근소포체의 Ca
2+ 
유리 통로 봉쇄

제인 10 µM ryanodine에 의해 14.2±2.3 %가 봉쇄 되 다(제5도 A). 이것으로 보아 

전체 내향전류중 적어도 14 %는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된 Ca
2+
에 의해 유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실제로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된 Ca
2+
은 NCX를 통해 세포 밖으로 유출되

며 이 때 내향전류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ryanodine으로 봉쇄된 14 %의 내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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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도 NCX 전류일 가능성이 크다. 그러므로 NCX를  봉쇄하기 위하여 약물용매에

서 136 mM NaCl를 같은 농도의 LiCl로 대치하여 Na
+ 
배제용액(0Na)으로 만들어 

관류시켜 ryanodine작용의 봉쇄여부를 검색하여 보았다. 먼저 0Na 단독관류는 ramp 

pulse 유발 내향전류를 22.7±2.8 %를 억제하 다. 반면에 0Na에 10 µM ryanodine을 

첨가하여 관류한 경우에는 0Na 단독관류와 비교하여 별다른 억제를 나타내지 못 하

다(제5도 B). 결국 이러한 결과는 ryanodine으로 봉쇄되는 근소포체 유리 Ca2+에 

의한 내향전류가 NCX를 매개하여 발생된다는 사실을 의미하고 있다 하겠다. 더욱

이 이러한 결과들로 보아 10 mM BAPTA의 세포내 투석으로 Ca
2+
 이동을 극도로 

제한함으로써 세포질내 Ca2+ 농도 변동이 완전히 소실된 상황 하에서도 Ca2+-유발 

Ca
2+
 유리기전에 의하여 근소포체의 RyR를 통해 Ca

2+ 
유리가 일어나고 있으며, 이 

Ca
2+
이 NCX를 통해 내향 INCX를 형성하며 세포 밖으로 유출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한편, 10 mM BAPTA 투석 후 흰쥐 심실근세포에서 발생되는 내향전류 중에서 다

른 L-type Ca2+ 통로 봉쇄제에 의해 억제되나 0.1 mM CdCl2에 의해서는 억제 되지 

않는 부분이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된 Ca
2+
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근소포

체내의 저장 Ca
2+
을 10 mM caffeine를 사용하여 고갈시켜 보았다. 그 결과 제6도에

서 보는 바와 같이 0.1 mM CdCl2에 10mM caffeine을 첨가하여 관류함으로 인해 0.1 

mM CdCl2 투여 후 잔류하는 내향전류가 억제되었고 그 강도는 다른 L-type Ca
2+ 

통로 봉쇄제에 의한 억제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0.1 mM CdCl2로 봉쇄

되지 않은 내향전류는 근소포체의 Ca2+ 유리에 기인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즉,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된 Ca
2+
이  NCX를 통해 세포 밖으로 배출되면서 내향전류가 

발생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본 실험결과는 이와 같은 근소포체 유리 Ca
2+

에 의한 내향성 NCX 전류가 0.1 mM CdCl2에는 봉쇄되지 않으나, nifedipine과  다

른 Ca
2+ 
통로 봉쇄제들로는 봉쇄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결과

는 근소포체로부터의 Ca
2+ 
유리가 CdCl2에 의해서는 봉쇄되지 않으나, nifedipine등 

다른 Ca2+ 통로 봉쇄제들에 의해서는 봉쇄되었음을 직접적으로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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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제 5 도. Ryanodine(10 µM)의 내향전류 봉쇄작용. A: 실제 내향전류의 변동. B: 

Ryanodine의 내향전류에 대한 Na+ depletion의 억제. a: Vehicle 단독, b: 10 µM ryanodine, 

c: 0Na 단독, d: 0Na + 10 µM ryanodine. n은 실험 예수. ***: p < 0.001 unpaired student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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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도. 0.1 mM CdCl2에 의해 억제되지 않은 내향전류에 대한 10 mM caffeine의 봉

쇄작용. a: Vehicle 단독, b: 0.1 mM CdCl2, c: 0.1 mM CdCl2 + 10 mM caff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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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찰

  

  이번 연구의 핵심적 결과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Ca2+ 통로에 대한 결합 부위가 

서로 다른 Ca
2+ 
통로 봉쇄제인 nifedipine, verapamil, diltiazem 및 CdCl2의 경우 사

다리형의 전기 자극으로 유발된 Ca
2+
 전류에 대한 봉쇄 정도는 서로 차이가 없었으

나, ramp pulse로 유발되는 내향전류에 대한 봉쇄작용은 CdCl2의 경우가 nifedipine, 

verapamil 및 diltiazem에 비해 명백하게 약하 다. 이러한 결과는 심근에는 Ca
2+ 
통

로 봉쇄제에 의해 봉쇄되는 Ca
2+
 전류와는 무관한 또 다른 내향전류가 존재하며, 그 

봉쇄 정도는 Ca2+ 통로에 대한 약물의 결합 부위에 따라 달라진다는 것을 직접적으

로 의미하게 된다.    

  본 연구의 추가적인 실험 결과들은 위에서 언급한 Ca2+ 전류와는 무관한 또 다른 

내향전류가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되는 Ca
2+
이 NCX를 통해 세포 밖으로 배출되면서 

발생되는 내향성 INCX라는 사실을 제시하고 있다. 즉, 제5도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ramp pulse로 인해 발생되는 내향전류 중 14 %가 RyR를 봉쇄하는 ryanodine에 의

해 봉쇄되며, 이러한 ryanodine의 내향전류 봉쇄작용은 0Na 전처치로 인해 완전히 

소실되었다. 더욱이 본 실험에서는 빠른 Ca
2+
 완충체인 BAPTA를 세포내 투석으로 

Ca2+의 확산속도를 극도로 제한하 으므로, 이러한 상황 하에서 발생되는 모든 Ca2+ 

관련 반응은 지극히 좁은 반경 내의 국소부위에서 발현되는 현상인 것이다. 이러한 

전제는 제3도에서 전기 자극시 발생되는 세포내 Ca
2+
 농도 증가가 10 mM BAPTA

에 의해 완전히 소실되어지는 결과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번 연구의 결

과는 적어도 ramp pulse로 인해 발생되는 내향전류 중 14 %는 근소포체로부터 유리

되는 Ca
2+
이 NCX를 통해 세포 밖으로 배출되면서 발생되는 내향성 INCX라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하겠다. 이와 같은 사실은 동시에, 1 µM nifedipine으로는 봉

쇄되나 0.1 mM CdCl2로는 봉쇄되지 않는 내향전류가 10 mM caffeine 전처치에 따

른 근소포체내 Ca
2+
 고갈로 인해 봉쇄되는 결과로부터, Ca

2+ 
통로 봉쇄제들 사이에

는 근소포체 Ca2+ 유리 봉쇄작용 강도에 있어 차이가 존재한다는 사실을 시사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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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즉, CdCl2의 경우 nifedipine, verapamil 및 diltiazem에 비해 근소포체 Ca
2+
 유

리 봉쇄작용 강도가 현저하게 약하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결론은, 외부의 Ca
2+
을 배제한 안정 상태에서 대표적인 dihydropyridine

계  Ca
2+ 
통로 효현제인 Bay K8644는 자발적인 Ca

2+ 
spark를 유발시키지만, L-type 

Ca2+ 통로에 대한 결합 부위가 다른 효현제인 FPL-64176은 이러한 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는 Katoh 등의 결과(2000)와 맥을 같이 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Bay K 8644

의 자발적 Ca
2+
 spark 유발 작용은 Bay K8644와 같은 부위에 결합하는 L-type Ca

2+ 

통로 길항제인 nifedipine에 의하여 억제 되며, 동시에 근소포체 Ca2+ 유리 통로 봉쇄

제인 ryanodine에 의하여서도 억제되었다(Mccall 등 1996; Satoh 등 1998; Katoh 등 

2000). 그러므로 이들은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심근에서도 골격근에서와 마찬가

지로 L-type Ca2+ 통로가 안정 상태의 RyR의 개폐를 Ca2+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구

조적 변경에 의한 기능적 연결을 통해 조절할 수 있다는 주장을 제시하 다. 또한 Li 

및 Bers(2001) 그리고 Zhu 등(1999)은 한 걸음 더 나아가 기능적 연결을 통해 심근

의 RyR의 개폐 조절을 담당하는 L-type Ca2+ 통로의 부위는 골격근에서와 마찬가

지로(Lu 등 1994; El-Hayek 등 1995; Nakai 등 1998; Li 등 1999; Henrikson 등 

1999; Dulhunty 등 1999; Gurrola 등 1999; Zhu 등 1999; Lamb 등 2000) α 분절의 

domain Ⅱ와 domain Ⅲ 사이의 세포질내 loop의 N-말단 부위라고 구체화 하 다. 

  이러한 보고들을 감안한다면, 본 연구의 결과 즉, CdCl2의 경우 nifedipine, 

verapamil 및 diltiazem에 비해 근소포체 Ca2+ 유리 봉쇄작용 강도가 현저하게 약하

다는 사실 역시 L-type Ca
2+ 
통로의 구조적 변경이 L-type Ca

2+ 
통로와 RyR 사이의 

기능적 연결과 관련이 있다는 중요한 결론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실제로 심근의 

L-type Ca2+ 통로에 있어 nifedipine의 결합 부위는 α 분절의 ⅢS5, ⅢS6, 및 Ⅳ6와 

접한 관계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Hering 등, 1998; Striessnig 등, 1998). 또한 

verapamil과 diltiazem의 경우에는 ⅢS6와 IVS6에 결합 부위가 있고, 이들 결합 부

위들은 nifedipine 결합 부위와는 알로스테릭 연결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Hockerman 등 1997). 그러므로 nifedipine과 verapamil 및 diltiazem의 경우에는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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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직접적으로 L-type Ca
2+ 
통로를 봉쇄함과 동시에 직접적 혹은 알로스테릭 연결

을 통하여 L-type Ca
2+ 
통로와 기능적 연결이 이루어져 있는 근소포체의 Ca

2+ 
유리

통로를 억제하게 될 것이다. 반면, CdCl2의 경우에는 수용액내에서 Cd
2+이 생성되며, 

이 경우에는 전하를 띄고 있음으로 인하여 L-type Ca
2+ 
통로의 α 분절 내에 형성되

는 pore로 들어가서 결합하게 될 것이므로 nifedipine과 verapamil 및 diltiazem과는 

다른 부위에 결합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 결과는, nifedipine, verapamil 및 

diltiazem의 경우에는 L-type Ca
2+ 
통로의 여러 분절들 중에서 기능적 연결을 통해 

RyR의 개폐를 조절하게 되는 부위에 결합하여 RyR의 개방을 봉쇄함으로써 결국 근

소포체로부터 Ca2+ 유리가 봉쇄되고, 그 결과 근소포체로부터 유리되는 Ca2+에 의해 

발생되는 내향 INCX 역시 봉쇄된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CdCl2의 경우에는 RyR의 개

폐를 조절하는 부위와 관련이 적은 부위에 결합함으로 인하여 L-type Ca
2+ 
통로와

의 기능적 연결을 통한 RyR의 개방이 봉쇄되지 못하고 지속적으로 발현되어 결국 

근소포체로부터 Ca
2+
이 유리되고 그에 따라 내향성 INCX 역시 발현될 수 있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국 본 연구의 결과는 심근에서도 골격근에서와 마찬가지로 

L-type Ca2+ 통로가 구조적 변경에 의한 기능적 연결을 통해 RyR의 개방을 조절하

고 있으며, 여기에는 nifedipine 결합 부위가 관여한다는 사실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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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심근에서 L-type Ca2+ 통로와 ryanodine 수용체 사이의 기능적 연결의 존재 여부

를 규명하기 위한 일환으로, 화학 구조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L-type Ca
2+
 통로를 봉쇄하는 Ca

2+
 통로 봉쇄제들과 근소포체의 Ca

2+
 유리와의 상호 

관련성을 전세포 막전압 고정법을 사용하여 흰쥐의 단일 심근 세포에서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화학구조가 상이하고 서로 다른 부위에 결합하여 L-type Ca2+ 통로를 봉쇄

하는 Ca
2+
 통로 봉쇄제들인 nifedipine, verapamil, diltiazem 및 CdCl2는 막전압을 

-40 mV에서 0 mV로 500 ms동안 사다리형 전기 자극으로 유발한 Ca
2+
 전류를 

각각 용량에 비례하여 봉쇄하 으며, 그때 최고 효능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2. 전기 자극을 +100 mV에서 -100 mV로 200 ms에 걸쳐 -1 mV/ms의 속도로 

하향시킨 ramp pulse로 전환하여 매 10초 간격으로 자극함에 따라 흰쥐 심근 세

포의 막전류는 외향전류에서 내향전류로 전환되었고, 8∼12분 후 안정되어 

-12.9±0.5 pA/pF를 나타내었다. 전기자극으로 발생되는 세포내 Ca
2+
 농도 변동은 

BAPTA의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되었으며 5 mM 이상에서는 완전히 소실되었다.

  3. Nifedipine, verapamil 및 diltiazem은 ramp pulse로 유발되는 내향전류를 용

량에 비례하여 억제하 으며 그 최고 효능은 각각 86.2±2.0 %, 82.3±5.1 %, 

84.7±3.1 % 이었다. 반면, CdCl2의 경우 역시 용량에 비례하여 억제하 으나 최고 

효능은 73.7±5.0 %로 다른 약물들에 비하여 현저히 낮았다(p<0.05).

  4. 10 µM ryanodine은 ramp pulse로 유발되는 내향전류를 14.2±2.3 % 억제하

으며, ryanodine의 이러한 봉쇄작용은 0Na 전처치로 완전히 봉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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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10 mM caffeine은 0.1 mM CdCl2 전처치 후 잔류 내향전류를 봉쇄하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흰쥐 심근에서도 근소포체로부터의 Ca2+ 유리가 기존의 

Ca
2+
-유발 Ca

2+
 유리기전 이외에 L-type Ca

2+
 통로와 ryanodine 수용체 사이의 기

능적 연결을 통해서도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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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parison between Ca2+channel blockers of  

myocardial  SR Ca2+ release blocking action

                                                     Ahn, Sung Wan

                                                     Dep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Sarcoplasmic reticulum is the major source of the activator Ca
2+ 
in heart and  

skeletal muscle. In the heart, sarcoplasmic reticular Ca2+ release is triggered by  

the Ca
2+
-induced Ca

2+
 release mechanism, in which a small amount of external 

Ca
2+
 entered the cell through L-type Ca

2+
 channel opens the ryanodine receptor, 

a sarcoplasmic reticular Ca2+ release channel. Contrastingly in the skeletal 

muscle, sarcoplasmic reticular Ca
2+
 release is triggered by  the L-type Ca

2+
 

channel itself without requiring external Ca
2+
 influx. Conformational change in 

the L-type Ca2+ channel during an action potential directly opens the ryanodine 

receptor through a functional linkage. The functional linkage is possible in the 

skeletal muscle, because L-type Ca
2+
 channels physically contact with opposing 

ryanodine receptors in 4:1 ratio. Recently, several reports have raised the 

possibility of the functional linkage between L-type Ca
2+
 channel and ryanodine 

receptor in the heart by showing the physical contact between L-type Ca
2+
 

channel and ryanodine receptor although the coupling ratio was much low (1:10 

vs.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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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larify the presence of an functional 

linkage between L-type Ca
2+
 channel and ryanodine receptor in the heart. To 

achieve this aim, differential suppression of the sarcoplasmic reticular Ca2+ 

release was pharmacologically pursued between the Ca
2+
 channel blockers with 

different chemical structure and different binding sites on the L-type Ca
2+
 

channel by using whole cell-mode patch-clamp technique in the enzymatically 

isolated single rat ventricular myocytes. The results were as follows;

1. Ca2+ channel blockers with different chemical structure and different 

binding site on L-type Ca
2+
 channel such as nifedipine, verapamil, diltiazem 

and CdCl2 suppressed the Ca
2+
 current induced by a step pulse from holding 

potential of -40 mV to 0 mV form 500 m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2. During the stimulation with a ramp pulse from +100 mV to -100 mV 

for 200 ms every 10 s in the rat ventricular myocytes held at -40 mV, the 

initial outward current was gradually turned into an inward current. The 

maximal inward current after equilibration, which required 8∼12 min, 

became -12.9±0.5 pA/pF. Cytosolic Ca
2+
 concentration raised by the ramp 

pulse decreased in a BAPT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nd was 

completely abolished above 5 mM.

3. Nifedipine, verapamil and diltiazem suppressed the ramp pulse-induced 

inward current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and the maximal 

suppressions were 86.2±2.0 %, 82.3±5.1 %, and 84.7±2.0 %, respectively. 

CdCl2 also suppressed the inward current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In the case of CdCl2, however, the maximal suppression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other Ca
2+
 channel blockers, elici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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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3.7±5.0 % (p<0.05).

4. 10 µM ryanodine suppressed the ramp pulse-induced inward current by 

14.2±2.3 %, which was completely blocked by 0Na pretreatment.

5. 10 mM caffeine blocked the remaining inward current after 0.1 mM 

CdCl2.

  From thes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sarcoplasmic reticular Ca
2+
 

release is also triggered by the functional linkage between L-type Ca2+ channel 

and ryanodine receptor in addition to the Ca
2+
-induced Ca

2+
 release mechanism 

in the rat heart.  

Key word: L-type Ca
2+
 channel, Sarcoplasmic reticulum(SR), ryanodine 

receptor,  Ca2+ channel blocker, Ca2+-induced Ca2+ releas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