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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흰쥐의 주 골반 신경절(majorpelvicganglia,MPG)은 교감신경과 부교감
신경으로부터 입력을 받고,방광,전립선 및 음경 등을 지배하여 배뇨나 발기 현
상을 조절하는 자율 신경절이다.일반적으로 교감 및 부교감 신경 모두 시냅스 흥
분전달은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으며,수용체
의 활성화는 빠른 탈분극 현상을 초래하여 절후 신경이 활동전압을 형성케 한다.
하지만 흥분성 시냅스 전위가 끝난 이후의 막전압 변화에 관해서는 중요성에 비
해 아직 잘 알려진 바 없다.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수컷 흰쥐 주 골반 신경절 세
포에서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에 따른 막전압의 변화를 관찰하고,그 전기생리적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실험 방법은 효소처리로 분리된 단일 골반 신경절 세포의 막전압을 전류 고정

상태에서 gramicidin-perforatedpatchclamp방법으로 측정하였으며,형광측정장
치를 이용하여 세포 내 Na+및 Ca2+이온농도를 측정하였다.
주 골반 신경절 세포들은 아세틸콜린에 의한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로 인해

빠른 탈분극을 초래하였으나,이중 교감신경세포에서는 부교감신경세포와 달리 아
세틸콜린 제거 이후 느리게 지속되는 강력한 후과분극(after-hyperpolarization)현
상이 관찰되었다.이러한 후과분극 현상은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한편 아세틸콜린은 세포 내 Na+및 Ca2+농도를 증가시
켰으며,약물 제거 후 세포 내 Na+농도는 Ca2+농도에 비해 비교적 느리게 회복
되었다.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은 Na+-K+ ATPase억제제인 ouabain의
전처치에 의해 현저히 억제되었으며(67.2±5.4%;n=7),과분극 도중 가하였을 경우
는 빠르게 안정막 전위로 회복되었다.세포 내 Ca2+을 BAPTA-AM으로 제거하거
나(29.7±6.9;n=7),Ca2+-activatedK+ 통로 차단제 중 하나인 apamin에 의해서도
일부 억제되었으며(27.3±8.6;n=6),ouabain과 같이 BAPTA-AM(88.5±4.4;n=6)혹
은 apamin(87.1±6.3;n=2)을 투여하였을 경우 추가의 억제현상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주 골반 신경절 교감신경세포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활성화는 세포 내 Na+ 및 Ca2+ 이온농도를 증가시키며,이들은 각각
Na+-K+ATPase및 Ca2+-activatedK+통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강력한 후과분극을
초래한다.이러한 후과분극 현상은 시냅스간 흥분 전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
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주 골반 신경절,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후과분극 현상,
Na+-K+ATPase,Ca2+-activatedK+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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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비뇨 및 생식 기관을 지배하는 교감 및 부교감 자율신경들은 이들 장기 주변
에서 골반총(pelvicplexus)을 형성하고 있으며, 골반총의 해부 및 조직학적 특징
은 종(species)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대부분의 종에서는 작게 서로 연결되어
진 신경절들이 복잡한 망 구조를 띠고 있으나(Bradley 등,1975;Jänig 및
McLachlan,1987),흰쥐(rat)에서는 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여러 자율신경세포
들이 하나의 큰 신경절을 이루고 있다.수컷 쥐의 경우 이를 주 골반 신경절
(majorpelvicganglion,이하 MPG)이라 하고 암컷의 경우에는 자궁경관 주위 신
경절(paracervicalganglion)이라 한다.
수컷과 암컷의 골반 신경절은 구조 및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 차이점이 있다.

먼저 신경절 내 세포 수인데,수컷의 MPG에 존재하는 세포의 수(약 30,000개)가
암컷의 그것(약 10,000개)에 비해 월등히 많다.또 다른 차이점은 구심성 입력의
종류 및 신경전달물질이 다르다는 점이다.암컷의 paracervicalganglion은 교감신
경 분포가 매우 적고,대부분 골반신경으로부터 입력을 받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
어져 있다(Hancock 및 Peveto,1979;Nadelhaft 및 Booth,1984;Jänig 및
McLachlan,1987).반면 수컷의 MPG는 하복신경(hypogastricnerve)으로부터 내려



온 교감신경과 골반신경(pelvicnerve)으로부터 온 부교감신경(일부 교감신경이 포
함되어 있음)이 모두 존재한다.이와 같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은 신경절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다른 자율신경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형태
이다(Dail,1992;Keast,1995;Keast,1999).수컷의 MPG는 방광,전립선 및 음경등
과 같은 비뇨 생식계 기관과 일부의 장(bowel)을 지배하며(Langworthy1965;Dail
등,1975;Keast,1991;De Groat및 Booth,1993),배뇨(micturition)나 발기
(erection)와 같은 자율신경 반사를 조절한다(Zoubek등,1993).특히 방광출구 폐
쇄(bladderoutletobstruction)나 발기 부전(erectiledysfunction)과 같은 병적 상태
에서 MPG의 형태적 및 기능적인 변화가 보고된 바 있다(Mills등,1992).따라서
골반 장기의 자율신경계 조절에 관한 생리적 혹은 병태생리적 연구에 있어서
MPG는 유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Keast,1999).
근자에 이르러 MPG에 존재하는 절후(postganglionic)교감 및 부교감 신경세

포를 전기생리학적(electrophysiological)및 신경화학적(neurochemical)특성을 기
준으로 구분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Zhu등,1995).이러한 분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낮은 막전압에서 활성화되는 T-형 Ca2+통로의 존재 유․
무이다.즉 tyrosinehydroxylase와 α2교감신경 수용체가 잘 발현되어 있는 교감
신경 세포에서는 T-형 Ca2+ 통로가 존재하며 세포의 크기가 비교적 크다.반면,
acetylcholinesterase,VIP및 NADPH diaphorase등이 발현되어 있는 주로 부교감
신경 세포에서는 T-형 Ca2+ 통로의 발현양이 미미하며,세포의 크기가 작다는 것
이다(Zhu등,1995;Zhu및 Yakel,1997;Park등,2001;Lee등,2002).또 GABAA
나 neuropeptideY수용체 등은 주로 교감신경 세포에 선택적으로 존재하는 반면
(Kong등,2001;Cha등,2001),ATP민감성 K+ 통로(Park등,2002)와 5-HT3수
용체의 경우에는 부교감신경 세포에서만 존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하지만 아직
까지 두 세포군간의 흥분성 및 여러 신경전달물질들의 작용상 차이점에 관해서는
폭 넓게 연구되지 못한 상태이다.
한편 대부분의 교감 및 부교감 자율 신경절에서 절전(pre-synaptic)과 절후

(post-synaptic)신경간 시냅스 전달은 모두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의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다(Skok,1987;Rust등,1994).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는 GABAA,glycine및 5-HT3수용체들과 마찬가지로 5개의 소단위(subunit)로 이
루어진 오합체(pentamer)구조의 이온통로이며(Betz 등,1990;Barnard,1992;
Lindstrom,1996),신경계에 존재하는 수용체의 소단위로는 아홉 가지의 α 소단위
(α2-α10)와 세 가지의 β 소단위(β2-β4)가 알려져 있다(Lukas등,1999;Dani,2001).
각 소단위들의 조합은 종(species)및 조직(tissue)에 따라 다양하며,그 구성에 따
라 효현제 및 길항제의 선택성,이온전류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역학(kinetics)등에
많은 차이가 있다(Genzen등,2001).특히 흰쥐 골반 신경절에 주로 발현되어 있
는 소단위는 α3와 β4이며, 이러한 구성의 수용체를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mecamylamine에 의해 강력히 억제됨이 확인된 바 있다(Park등,2004).

아세틸콜린이 니코틴성 수용체의 리간드-결합 영역(ligand-bindingdomain)에
부착하게 될 경우,이는 수용체 안쪽의 이온통로를 개방(open)상태로 고정시키게
끔 만든다.그 통로를 통해 양이온들이 이동하게 되며,따라서 막전압이 탈분극
되면서 흥분전달이 가능케 된다.여기서 나타나는 양이온의 이동은 주로 Na+의 유
입과 K+의 유출이지만,이와 함께 Ca2+의 유입도 적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
(Castro및 Albuquerque,1995;Dani및 Meyer,1995).이러한 이온 이동은 막전압
의 변화를 초래하여 초기에는 강력한 탈분극을 형성하고,이로 인해 막전압 의존
성 Na+통로를 열어 활동전압 형성의 빈도를 높이게 된다.하지만 일부 흥분성 신
경전달물질들은 흥분성 후시냅스 전압(excitatorypost-synpaticpotential)에 이어
후과분극(after-hyperpolarization)현상을 초래함이 알려져 있으며,이 과정이 세포
내 Ca2+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다고 보고 된 바 있다(Nelson등,2003).후과분극
현상은 이후의 활동전압 발생에 억제성 영향을 미치며,따라서 신경의 흥분성 전
달에 중요한 조절 인자라 할 수 있다(Alger및 Nicoll,1980;Hotson및 Prince,
1980;Madison및 Nicoll,1984;Madison등,1987).하지만 아직까지 니코틴성 수
용체 활성화와 관련된 후과분극 현상은 잘 알려져 있지 않고,그 기전에 관해서도
보고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효소 분리(enzymaticdissociation)된 수컷 흰쥐의 주 골



반 신경절의 교감 및 부교감 신경 세포에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활성
화로 인한 막전압 변화를 관찰 및 비교하며,특히 후과분극 현상의 전기생리적 기
전을 규명하여 골반 자율신경절의 시냅스 흥분전달 조절 기전을 이해하고자 하였
다.



제제제22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실실실험험험 동동동물물물

실험동물로는 200-250gm 내외의 흰쥐(Sprague---Dawleyrat)수컷을 사용
하였다.

222...222...실실실험험험용용용액액액 및및및 약약약물물물

222...222...111...실실실험험험 용용용액액액

전기생리 실험에 사용된 전극 내 용액(internalsolution)의 조성(mM)은 140
KCl,5EGTA,10HEPES,0.5CaCl2,5NaCl(pH 7.2)이며,세포 외 관류액의 조
성(mM)은 135NaCl,5.4KCl,1.8CaCl2,1MgCl2,5HEPES,10glucose(pH
7.4)이었다.전극 내 용액에는 dimethylsulfoxide(DMSO)에 높은 농도로 녹인
gramicidin을 최종 농도가 50㎍/㎖가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였다.약물의 투여
는 perfusionvalvecontrolsystem(VC-6M,WarnerInstruments,CT,USA)을 이
용하였으며,그 끝을 신경세포의 100㎛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중력에 의해 세
포에 가해지도록 하였다.

222...222...222...약약약물물물

Collagenase type D와 trypsin은 Boehringer Mannheim Biochemicals
(Indianapolis, IN,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fura-2/AM 및 SBFI/AM은
Molecular Probe(Eugene,OR,USA)로부터 구입하였다.아세틸콜린,atropine,
apamin,mecamylamine,gramicidin,DNasetypeI,pentobarbitalsodium등은



SigmaChemicalCo.(St.Louis,MO,USA)로부터 구입하였다.세포 배양과 관계된
모든 배지 및 약물은 GibcoBRL(GrandIsland,NY,USA)로부터 구입하였다.

222...333...단단단일일일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유유유지지지

성숙된 Sprague-Dawley계 흰쥐 수컷(200～ 250gm)을 pentobarbitalsodium
(50mg/kg,i.p.)으로 마취시킨 뒤,즉시 개복하여 전립선의 외측에 위치한 MPG를
적출하고(그림 1참조),이를 차가운(4℃)Hanks'balancedsalt용액(GibcoBRL)으
로 옮겼다.수초를 벗기고 작은 틈새를 낸 후,이를 0.7mg/㎖ collagenase(type
D),0.1 mg/㎖ trypsin과 0.1 mg/㎖의 DNase type I이 들어있는 10 ㎖의
modifiedEarle'sbalancedsalt용액(EBSS,pH 7.4)에서 1시간 동안 배양(35℃)하
였다(Zhu등,1995).이때 EBSS에는 3.6g/L의 glucose와 10mM의 HEPES를 포
함시켰다.배양 후 신경세포들을 배양용기에 넣어 흔들어 분리한 후,clinical
centrifuge(InternationalEquipmentCompany,MA,USA)를 이용하여 1000rpm의
속도로 원심 분리하였다.분리된 신경세포들을 10% fetalbovine serum,1%
glutamine,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MEM에 재부유(resuspend)시킨
뒤,poly-L-lysine으로 코팅되어 있는 coverglass(직경 12㎜)에 plating하였다.이
를 37℃ 세포 배양기(humidifiedincubator;95% air-5% CO2)에서 배양하였으며,
분리한 후 36시간 이내에 실험에 사용하였다.분리된 세포들의 광학현미경적 소견
은 그림 1에 나타내었다.

222...444...전전전기기기생생생리리리학학학적적적 실실실험험험

막전압은 patch clamp amplifier(EPC10, Heka Elektronik, Lambrecht,
Germany)를 사용하여 막전류 고정(current-clamp)상태에서 gramicidin-perforated



whole-cellpatch clamp 방법으로 측정하였다(Hamill등,1981).측정 전극은
borosilicateglasscapillary(외경;1.65㎜,내경;1.2㎜,Corning 7052,Garner
Glass Co., Claremont, CA, USA)를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SutterInstrumentCo.,Novato,CA,USA)로 제작하여 사용하였다.전극은
Sylgard184(Dow Corning,Midland,MI,USA)로 코팅하였으며,전극내부에 용액
을 채웠을 때 저항이 2～3㏁이 되는 것을 사용하였다.세포가 붙어 있는 cover
glass를 도립현미경(invertedmicroscope)위에 올려놓고,세포 외액을 중력에 의해
1～2㎖/min속도로 관류시켰다.실험시 samplingrate은 1㎑,low-passfilter는
2 ㎑(-3dB; 8-pole Bessel filter)로 하여 기록하였으며, 실험 결과는
Pulse/Pulsefit(v8.50)software(HekaElektronik)를 통해 IBM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하였다.모든 실험은 실온(21～24℃)에서 시행하였으며,본 실험에 사용된 막
전압 측정 장치는 그림 2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222...555...세세세포포포 내내내 이이이온온온 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세포 내 이온 농도 측정은 도립 현미경(Olympus,Tokyo,Japan)과 연결된 형
광 측정 장치(RatioFluorescencesystem;PhotonTechnologyInternationalInc.,
Lawrenceville,NJ,USA)를 이용하였다(그림 3참조).먼저 Ca2+농도 측정을 위해
서는 MPG세포가 있는 배양접시에 fura2/AM를 5 μM 농도로 처치하여 실온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로 60분간 두어 세포 내로 부하시켰다.Na+ 농도 측정은
SBFI/AM를 10 μM 농도로 부하하였다.부하가 끝나면 세포 외 관류액으로 2회
세척한 다음 현미경위의 올려놓고,약물이 포함된 관류액을 중력에 의해 1～2㎖
/min속도로 관류시켰다.이때 나타나는 형광세기의 변화를 기록 및 분석하였는
데,fura-2및 SBFI의 형광특성상 340nm와 380nm의 빛으로 번갈아 가며 여기
(excitation)시켰을 때 510nm으로 방출(emmision)되는 형광강도의 비율(F340/F380)이
세포 내 이온농도를 반영하게 된다.특히 세포 내 Ca2+ 농도 측정과 함께 세포막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기도 하였다.

222...666...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통계적인 의의는 unpairedt-검정과
경우에 따라서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검정으로 확인하였다.이때 p값은
0.05이하일 때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그그림림림 111... 수수수컷컷컷 흰흰흰쥐쥐쥐 주주주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절절절의의의 구구구조조조 및및및 분분분리리리된된된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들들들의의의 광광광학학학
현현현미미미경경경적적적 소소소견견견 (((xxx222000000)))

MajorPelvicGang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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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전전전류류류 고고고정정정법법법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막막막전전전압압압 측측측정정정 장장장치치치의의의 회회회로로로 모모모식식식도도도



그그그림림림 333...세세세포포포 내내내 이이이온온온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형형형광광광 측측측정정정 장장장치치치 모모모식식식도도도...1.Arclamp
housing,2.Adjustableslits,3.Excitationmonochromator,4.Liquidlightguide,
5.Liquid lightguideadapter,6.Microscope,7.Photomultipliertube,8.AD
converter(connectedtocompu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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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33...111...교교교감감감 및및및 부부부교교교감감감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의의의 전전전기기기 생생생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MPG 신경세포 중 교감신경세포는 T-형 Ca2+ 전류를 발현하고 있으며,T-형
Ca2+통로의 세 가지 아형(α1G,α1H,α1I)중에서도 α1H임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
(Lee등,2002).본 실험에서도 막전압을 -100㎷에서 -40㎷까지 탈분극시켜 T-형
Ca2+전류를 기록함으로써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구분하였다(그림 4A,4B).또한
교감신경 세포는 과분극 전류를 가한 다음 멈추었을 때 활동전압이 나타나는
‘anodebreakexcitation현상’이 선택적으로 나타났으며(그림 4C),이는 T-형 Ca2+

통로의 작용에 의해서라고 이미 보고 되었다(Lee등,2002).장기간 탈분극 전류를
가할 경우 신경세포는 활동전압 발생빈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이러한 특성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phasic’이라 하는 반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tonic’
이라고 한다(Adams및 Harper,1995).그림 4E및 4F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감
신경세포는 주로 활동전압 형성양상이 ‘tonic’한 반면(22례 중 20례),부교감 신경
은 주로 ‘phasic’한 양상을 나타내었다(19례 중 14례).세포의 크기는 세포막의 전
기용량(capacitance)과 비례하므로 세포막 용량을 두 세포군 간에 비교한 결과,교
감신경세포(55.0±3.8pF;n=34)가 부교감신경세포(19.6±1.3pF;n=34)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p<0.001).



그그그림림림 444...주주주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절절절의의의 교교교감감감 및및및 부부부교교교감감감 신신신경경경군군군 세세세포포포들들들의의의 전전전기기기 생생생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비비비교교교...교감 신경군(A,C,E)및 부교감 신경군(B,D,F)세포에서 T-형
Ca2+전류(A,B)와 anodebreakexcitation(C,D)의 유무,그리고 장시간 탈분
극 전류 자극에 대한 활동전압 형성 방식의 변화(E,F)를 비교하였다.



333...222...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막막막전전전압압압 변변변화화화

막전류 고정(current-clamp)상태에서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에 비교하였다.두 세포군 모두에서 아세틸콜린
투여 즉시 활동전압 형성과 함께 빠른 탈분극현상을 나타내었다(그림 5).하지만
교감신경군 세포(세포막용량:87.9pF,Tonicfiring,(+)GABA current)에서는 탈
분극 후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과분극이 관찰된 반면(그림 5A),부교감신경군 세포
(세포막용량:21.9pF,Phasicfiring,(-)GABA current)에서는 과분극 현상 없이
바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었다(그림 5B).투여한 아세틸콜린의 농도에 따른 막
전압의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초기 탈분극 반응의 크기는 교감 및 부교감 신경
모두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나,후과분극 반응은 두 군 간에 현저한 차
이를 나타내었다.즉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10μM(9.3±3.5;n=8),100μM(28.14±2.9;
n=14)및 1mM(36.4±2.1;n=32)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정도가 농도에 비례
하여 크게 증가한 반면 부교감신경군 세포에서는 대부분의 경우 후과분극 현상이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6).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에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활성화가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5μM)을 전처치하여 그에 따
른 변화를 관찰하였다.그림 7에 나타난 바와 같이 atropine은 교감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아세틸콜린의 탈분극 및 후과분극 현상 모두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다.따라서 아세틸콜린 투여에 따른 막전압의 변화는 모두 니코틴성 수용체 활
성화에 따른 결과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그그림림림 555...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주주주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절절절 세세세포포포의의의 막막막전전전압압압 변변변화화화...전류 고정
상태에서 아세틸콜린(1mM)투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교감신경군(A)과 부교
감신경군 세포(B)간에 비교하였다.부교감신경군 세포(21.9pF,Phasicfiring,
(-)GABA current)와 달리 교감신경군 세포(87.9pF,Tonicfiring,(+)GABAA
current)에서는 탈분극 후 오랜 시간 지속되는 후과분극 현상이 관찰되었다.



그그그림림림 666...교교교감감감 및및및 부부부교교교감감감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절절절 세세세포포포간간간 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막막막전전전압압압 변변변
화화화 비비비교교교...여러 농도의 아세틸콜린 투여에 따른 막전압의 탈분극 및 후과분극
정도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에 비교하였다.탈분극 반응은 교감
및 부교감신경군 세포 모두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나타났으나,후과분극 반응
은 교감신경군 세포에서만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한 반면 부교감신경군 세포
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p<0.01이며,괄호안은 실험례수임.



그그그림림림 777...무무무스스스카카카린린린성성성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차차차단단단이이이 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막막막전전전압압압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
는는는 영영영향향향...대조군(A)혹은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5μM)을 전처
치한(B)교감신경 세포에서 아세틸콜린(1mM)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관찰하
여 이를 비교하였다.

A

B



333...333...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이이이온온온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형광염료를 이용하여
세포 내 이온 농도 변화를 관찰하였다.전기생리 실험장치와 형광 측정 장치를 결
합하여,형광염료(fura-2)가 부하된 세포에 gramicidin-perforatedpatchclamp방
법으로 막전압 혹은 전류의 변화와 세포 내 Ca2+농도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그림 8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막전류 고정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은 막전압의 탈분극
과 함께 세포 내 Ca2+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켰다.한편 그림 8B의 결과에서 보듯
이 막전압을 -80mV로 고정하여 막전압-민감성(voltage-sensitive)Ca2+통로의 활성
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아세틸콜린은 내향성 전류와 함께 세포 내 Ca2+농도를
크게 증가시켰다.이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Ca2+유입의 많은 부분이 막전
압 민감성 Ca2+통로를 통한 유입과는 무관하게 이루어짐을 시사한다.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 증가가 대부분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

로 인한 것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대표적인 비선택적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100μM)을 전처치한 다음 아세틸콜린을 투여하여 그 효과를 전처
치 전과 비교하였다.그림 9A에서와 같이 hexamethonium은 아세틸콜린에 의한
내향성전류와 함께 세포 내 Ca2+농도 증가를 거의 대부분 차단함을 관찰할 수 있
었다.뿐만 아니라 그림 9B는 골반신경절의 주된 니코틴성 수용체 소단위 조성인
α3β4수용체의 선택적 차단제 mecamylamine(10μM)전처치에 의해서도 아세틸콜
린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 증가가 차단됨을 나타내고 있다.

니코틴성 수용체의 활성화는 세포 내로의 Na+ 유입을 통해 탈분극을 초래함
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이에 따른 세포 내 Na+농도 증가를 형광염료(SBFI)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세포 내 Na+농도는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해 빠르게 증가하였
으나,약물 제거 후 비교적 느리게 회복되었다(그림 10A).이는 아세콜린에 의한
느린 후과분극 현상(그림 10C)에 상응하는 변화이었으며,반면 세포 내 Ca2+농도
변화는 이보다 현저히 빠르게 회복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10B).



그그그림림림 888...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 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A:막전류 고정 상태
(current-clamp)에서 아세틸콜린(1mM)투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와 함께 세포 내
Ca2+ 농도의 변화를 동시에 기록하였다.B:막전압 고정 상태(voltage-clamp)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류의 변화와 세포 내 Ca2+ 농도의 변화를 동시에 기록한
결과이다.이때 막전류 및 전압 고정은 gramicidin-perforatedpatchclamp방법
을 이용하였으며,세포 내 Ca2+농도 측정은 fura-2를 부하시켜 형광 측정 장치로
기록하였다.



그그그림림림 999...니니니코코코틴틴틴성성성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차차차단단단제제제가가가 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CCCaaa222+++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A)아세틸콜린(1mM)에 의한 전류 및 세포 내 Ca2+농
도 변화가 비선택적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100μM)전처
치에 의해 차단되었다. (B) α3β4 니코틴성 수용체의 선택적 차단제인
mecamylamine(10μM)전처치에 의해서도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Ca2+농
도 증가가 대부분 차단됨을 나타내고 있다.

A

B



그그그림림림 111000...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 내내내 NNNaaa+++ 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세포 내로 형광염료
(SBFI)를 부하시킨 다음 1mM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세포 내 Na+ 농도 변
화를 기록하였다(A).이와 함께 개별적으로 기록된 세포내 Ca2+농도(B)및 막
전압(C)변화를 같이 나타내었다.



333...444...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후후후과과과분분분극극극 현현현상상상 기기기전전전 규규규명명명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후과분극 현상의 전기 생리적 기전을 이해하기 위
해 여러 이온 이동 경로의 차단제를 이용하였다.일반적으로 세포 내 Na+농도의
증가는 Na+/K+ATPase를 통해 세포외로의 능동적 이동을 초래하는데,이 과정은
Na+과 K+의 교환비율 차이로 인해 막전압 변화를 초래하는 과정(electrogenic
process)임이 잘 알려져 있다(Therien및 Blostein,2000).아세틸콜린에 의한 Na+

농도 증가가 Na+/K+ATPase활성화를 통해 막전압 변화를 초래할 가능성을 확인
하기 위해 Na+/K+ ATPase억제제인 ouabain(100μM)을 전처치한 후 아세틸콜린
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관찰하여 전처치 전과 비교하였다.그림 11에 나타난 바와
같이 ouabain의 전처치(5분)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을 현저히 억제하
였으며(67.2±5.4%,n=7),과분극 도중 ouabain을 투여하였을 경우에도 빠르게 안정
막 전압으로 돌아오게 하였다.

한편 세포 내 Ca2+농도 증가는 이차적으로 다른 이온 통로 활성화를 초래하
여 막전압을 변화시킬 수 있으므로,이를 확인하기 위해 BAPTA/AM(20μM)을 10
분간 전처치하여 세포 내 Ca2+을 chelation한 뒤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정도
의 변화를 관찰하였다.BAPTA/AM의 전처치로 Ca2+에 의해 활성화되는 과정을
차단하였을 경우,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을 일부 억제하였으나(29.6±6.8%,
n=7)그 정도는 ouabain에 비해서 작았다(그림 13).Ca2+에 의해 활성화되는 이온
통로 중 신경세포의 후과분극 현상에 관여하고 있음이 비교적 잘 알려진 small
conductanceCa2+-activatedK+ 통로의 차단제 apamin(500nM)을 전처치하여 아세
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그림 12에 나타난 바와 같
이 apamin은 특히 초기의 빠른 후과분극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으나 전체적인 후
과분극 크기에 미치는 효과는 비교적 작았다(27.3±8.6%,n=6).하지만 ouabain과
함께 전처치 한 경우에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이 거의 소실되었다(그
림 12C).그림 13에 나타낸 바와 같이 ouabain만을 전처치하였을 때에 비해
BAPTA/AM과 같이(88.4±4.4%,n=6)혹은 apamin과 같이(87.1±6.3%,n=2)전처치



하였을 경우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을 억제하는 효과가 부가적으로 증가하
였다(그림 13).



그그그림림림 111111...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후후후과과과분분분극극극 현현현상상상에에에 ooouuuaaabbbaaaiiinnn이이이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아세
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에 Na+/K+ ATPase가 관여하는지 확인하고자,
Na+/K+ATPase억제제인 ouabain(100μM)을 전처치(A)혹은 과분극 과정 중
(B)에 가하여 이를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A

B



그그그림림림 111222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후후후과과과분분분극극극 현현현상상상에에에 aaapppaaammmiiinnn이이이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아세
틸콜린(1mM)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A)이 smallconductanceCa2+-activated
K+ 통로의 차단제인 apamin(500nM)의 전처치(B),혹은 이와 함께 Na+/K+

ATPase억제제인 ouabain(100μM)의 전처치(C)에 의해 변화되는 양상을 나타
내었다.



그그그림림림 111333...이이이온온온 이이이동동동 차차차단단단제제제들들들이이이 아아아세세세틸틸틸콜콜콜린린린에에에 의의의한한한 후후후과과과분분분극극극 현현현상상상에에에 미미미치치치
는는는 영영영향향향...아세틸콜린(1mM)에 의한 후과분극 크기가 Na+/K+ATPase억제제
인 ouabain, 세포 내 Ca2+ chelator인 BAPTA/AM(20μM) 및 small
conductanceCa2+-activatedK+통로 차단제인 apamin(500nM)등의 전처치에
의해 억제된 정도를 대조군에 대한 백분률로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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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444...니니니코코코틴틴틴성성성 수수수용용용체체체 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막막막전전전압압압 변변변화화화 기기기전전전의의의 모모모식식식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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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코틴성 수용체는 신경-근 접합부에서 흥분전달을 매개하여 수의적인 근육 수
축을 가능케 하며,특히 교감 및 부교감 자율 신경절 시냅스의 흥분전달에 가장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Lukas등,1999).신경계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수
용체는 α와 β 소단위들이 이종 혹은 동종으로 매우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으며,그
조성에 따라 많은 특성의 차이를 나타낸다(Fenster등,1997;Nai등,2003).흰쥐
주 골반 신경절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수용체의 전기생리학적 특성으로 보고된 바
에 따르면 전류-전압 관계에서 강한 내측 편향성(inwardlyrectification)을 보이며,
높은 농도의 아세틸콜린에 의해 전류가 빠르게 비활성화(inactivation)되는 특성을
나타내었다.또한 신경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α7나 α4β2수용체의 차단제들에
의해서는 선택적 봉쇄효과를 보이지 않은 반면, α3β4 수용체 차단제인
mecamylamine에 의해서는 낮은 농도에서 강력히 억제되었다.여러 전기생리학적
및 약리학적 특성들과 함께 분자생물학적인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골반 신경절에
분포된 니코틴성 수용체는 주로 α3와 β4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진 바 있다(Park
등,2004).
신경절에서 나타나는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는 빠른 흥분성 후시냅스 전압

(excitatorypost-synapticpotential)을 형성하여 활동전압 빈도를 증가시킨다.그
기전은 전시냅스 말단(presynapticterminal)에서 유리된 아세틸콜린이 니코틴성
수용체의 α 소단위에 결합하면 오합체(pentamer)로 이루어진 수용체가 구조적 변
화를 초래하여 내측 이온통로를 개방하게 된다(Dani및 Meyer,1995;Gotti및
Clementi,2004).개방된 이온 통로로는 주로 Na+ 의 유입과 K+의 유출이 이루어
지며,이 통로의 역전전압(reversalpotential)은 대략 0mV로 알려져 있으므로 탈
분극을 초래하게 된다.이와 함께 Ca2+ 유입이 이루어지는데 그 정도는 수용체의
소단위 조성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Cuevas 등, 2000;
Dajas-Bailador및 Wonnacott,2004).본 실험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골반 신경절



에서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Ca2+농도 증가 반응이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
제 특히 α3β4수용체 차단제에 의해 대부분 소실되었는데,이는 아세틸콜린이 대
부분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한 직접적 유입에 의해서만 세포 내 Ca2+농도를 증가
시킬 뿐,이 과정에 막전압 민감성 Ca2+통로나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관여하고 있
지 않음을 의미한다.
아세틸콜린은 골반 신경절의 교감신경세포에서 앞서 언급한 빠른 탈분극에 이

어 느리고 지속되는 후과분극 현상을 초래하였다.이와 같은 신경세포에서의 후과
분극 현상은 이후 활동전압 형성에 억제효과를 가짐으로써 흥분 전달에 큰 영향
을 미치는 요인이 된다(Alger및 Nicoll,1980;Hotson및 Prince,1980).흥미롭게
도 골반 신경절 교감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후과분극 정도는 약 -110mV에 근접할
정도인데,이는 막전압에 영향을 미치는 어느 이온들의 평형전압 예측치 보다도
크게 과분극된 값이다.따라서 단순한 이온 통로 개폐 현상만으로는 그 기전을 설
명하기 어렵다.세포내 이온 농도의 변화는 이차적으로 여러 이온 이동 기전들을
활성화시켜 신경세포의 막전압 및 흥분성을 변화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므로,본 실
험에서는 골반 신경절 세포 내 Na+및 Ca2+농도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아세
틸콜린은 신경절 세포 내 Na+및 Ca2+농도를 모두 빠르게 증가시켰으나,아세틸
콜린 제거 시 Ca2+의 경우에는 증가된 이온농도가 빠르게 감소되는데 반해 Na+의
경우에는 그 과정이 매우 느리게 이루어졌다.세포내 Na+농도의 증가는 Na+/K+

ATPase를 활성화 하여 Na+유출을 초래함은 잘 알려져 있다(Therien및 Blostein,
2000).이 과정은 세 개의 Na+유출과 두 개의 K+유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전체
적으로 볼 때는 양이온의 유출로 막전압이 과분극되는 전압 발생적(electrogenic)
이동이다.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에 Na+/K+ ATPase가 관여하는지 확
인하기 위해 이 과정의 선택적 억제제인 ouabain을 투여하였으며,ouabain의 전처
치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이 현저히 억제되었다.특히 아세틸콜린
에 의한 후과분극 과정 중에 ouabain을 투여한 경우에도 빠르게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는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이는 유입된 Na+에 의한 Na+/K+ ATPase
활성화가 전압 발생적 특성으로 인해 막전압의 후과분극 효과에 크게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여러 신경세포에서 관찰되는 후과분극 현상의 기전과 관련하여 흥분 기간
동안 증가된 세포 내 Ca2+에 의해 활성화되는 K+통로들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Maylie등,2003).Ca2+에 의해 활성화되는 K+ 통로는 그
전도성에 따라 large-,intermediate-및 small-conductance형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후과분극 현상과 가장 관련이 깊다고 알려진 형은 small-conductance형이
다(Bond 등, 1999; Leigeois 등, 2003; Bond 등, 2004). 본 실험에서는
small-conductance Ca2+-activatedK+ 통로를 선택적으로 차단하는 apamin을 사
용하였으며,이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을 부분적으로 억제하였다.특히
apamin의 억제정도는 세포 내 Ca2+을 BAPTA/AM으로 chelation하였을 때의 억
제 정도와 유사하므로, 골반 신경절 세포에서 과분극 현상에 관여하는
Ca2+-activated이온 전류의 대부분은 small-conductance Ca2+-activatedK+통로에
의해 나타난다고 생각되어진다.Ouabain을 단독 투여 한 경우보다 BAPTA/AM이
나 apamin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억제 정도가 추가로 증가함은 두 가지 기전이
독립적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할 수 있다.하지만 같이 투여했을때의 억
제효과가 개별 억제효과의 산술적인 합보다는 작게 나타나는데,이는 작용 기전이
중복되는 부분을 가지고 있을 가능성 보다는 두 작용의 시간적 차이로 인해 나타
난 결과로 추측된다.정리하자면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반응은 니코틴성 수
용체 활성화로 인한 세포 내 Na+ 및 Ca2+ 농도 증가가 각각 Na+/K+ ATPase와
Ca2+-activatedK+통로를 활성화함으로써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며,이와 관계
해서는 그림 14에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이러한 후과분극 반응이 왜 부교감신경에서는 없고 교감신경에서만 나타나는

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Na+/K+ATPase와 Ca2+-activatedK+통로
의 발현양 및 활성도가 두 세포군 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 등을 가정해 볼 수
있겠다.단일 세포에서 분자생물학적 및 면역화학적 방법으로 이들의 발현양을 비
교해 본다면 위의 가능성을 일부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아직까지 니코틴성 수용
체 활성화와 관련된 후과분극 현상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으며,특히 이
과정에 Na+/K+ATPase이 관여하고 있다는 점은 새로운 보고라 할 수 있다.근자
에 들어 Na+/K+ ATPase활성화가 zebrafish의 망막세포에서 glutamate에 의해



유발된 후과분극 현상과(Nelson등,2003),흰쥐 악하선에서 무스카린성 수용체 활
성화에 따른 과분극 현상에 관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Lee등,2005).흰쥐
주 골반 신경절 교감 및 부교감 신경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수용체는 비뇨생식기
능의 생리적 조절 뿐 아니라 자율신경병증을 포함한 배뇨 및 발기 기능 장애를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다.향후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에
의한 막전압 변화 기전의 생리적 의의나 병적 상황에서 관찰되는 차이점들을 발
견하는 일은 여러 관련 질환들의 발병기전 이해나 치료 목표 제시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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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흰쥐 주 골반 신경절 세포에서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화에 따른 막전압 변
화의 특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아세틸콜린은 빠른 탈분극을 초래하였으며,이중 교감신경세포에서는 부교감신
경세포와 달리 아세틸콜린 제거 이후 느리게 지속되는 강력한 후과분극 현상
이 관찰되었다.

2.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은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에 의
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3.아세틸콜린은 세포 내 Ca2+ 및 Na+ 농도를 증가시켰으며,이중 Na+ 농도는
Ca2+에 비해 약물 제거 이후 느리게 감소하였다.

4.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은 Na+-K+ ATPase억제제인 ouabain에 전처
치에 의해 현저히 억제되었다.

5.세포 내 Ca2+을 BAPTA-AM으로 제거하거나,Ca2+-activatedK+통로 차단제 중
하나인 apamin에 의해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일부가 억제되었다.

6.BAPTA-AM 혹은 apamin을 ouabain과 같이 투여하였을 경우 추가의 억제현상
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주 골반 신경절 교감신경세포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활성화는 Na+-K+ATPase및 Ca2+-activatedK+통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강력한 후과분극을 초래하며,이러한 후과분극 현상은 시냅스간 흥분 전달에 영향
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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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hhhaaarrraaacccttteeerrriiizzzaaatttiiiooonnnooofffaaafffttteeerrr---hhhyyypppeeerrrpppooolllaaarrriiizzzaaatttiiiooonnniiinnnddduuuccceeedddbbbyyy
aaaccceeetttyyylllccchhhooollliiinnneeeiiinnnmmmaaallleeerrraaatttmmmaaajjjooorrrpppeeelllvvviiicccgggaaannngggllliiiooonnnnnneeeuuurrrooonnnsss

Ahn,Seong-Hwan
Dept.ofMedicine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 major pelvic ganglia (MPG) in male rat are received from
sympatheticandparasympatheticinputsandprovideautonomicinnervation
to the bladder, prostate, and penis and physiologically involved in
micturitionanderectilereflexes.Synaptictransmissionsinbothsympathetic
andparasympatheticneuronsaremainlymediatedbynicotinicacetylcholine
receptor(nAChR).TheactivationofnAChR inducesfastdepolarizationand
actionpotentialinpost-synapticneurons.Despiteofitsimportance,however,
thechangesinmembranepotentialafterfastdepolarizationhavenotbeen
reportedyet.Therefore,weinvestigatedtheelectrophysiologicalmechanism
ofmembranepotentialchangesinducedbytheactivationofnAChRinmale
ratMPGneurons.
Under current-clamp mode,we measured the membrane potentialof

enzymatic-dissociated MPG neuron by using gramicidin-perforated patch
clamp method.The concentration ofintracellular Na+ ([Na+]i)or Ca2+

([Ca2+]i)in MPG neuron wasmeasured using fluorescence measurement
system



Acetylcholine(ACh)inducedafastdepolarizationthroughtheactivationof
nAChRinbothsympatheticandparasympatheticMPGneurons.But,aslow,
sustained,andstronghyperpolarizationfollowedaftertheremovalofACh
insympatheticonesonly.ACh-induced hyperpolarizationwasnotaffected
byatropine,amuscarinicreceptorblocker.AChincreasedboth[Na+]iand
[Ca2+]iinMPGneurons,however,recoveryof[Na+]iwasslowerthanthatof
[Ca2+]iafterremovalofACh.ACh-inducedhyperpolarizationwasblockedby
pretreatmentofouabain,an inhibitorofNa+-K+ ATPase(67.2±5.4%;n=7).
DuringhyperpolarizationinducedbyACh,ouabainelicitedfastrecoveryto
resting membrane potential. ACh-induced hyperpolarization was also
attenuatedbythechelationof[Ca2+]ibyBAPTA/AM (29.7±6.9%;n=7)orthe
selectiveblockadeofsmall-conductanceCa2+-activatedK+channelbyapamin
(27.3±8.6%;n=6).Theapplication ofouabain combined with BAPTA/AM
(88.5±4.4%;n=6)or apamin (87.1±6.3%;n=2)showed additive blocking
effectsonACh-inducedhyperpolarization.
Taken together,itisconcluded thattheactivation ofnAChR increases

[Na+]iand[Ca2+]i,whichactivatestheNa+-K+ ATPaseandCa2+-activatedK+

channelandconsequentlystronglyhyperpolarizesthemembranepotentialof
sympathetic MPG neuron. The after-hyperpolarization induced by the
activationofnAChR maybeinvolvedintheregulationoftheautonomic
synaptictransmission.

Key words : major pelvic ganglia,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after-hyperpolarization,Na+-K+ATPase,Ca2+-activatedK+channel


	차 례
	그림 차례
	국문 요약
	제1장 서 론
	제2장재료 및 방법
	2.1.실험 동물
	2.2.실험용액 및 약물
	2.2.1.실험 용액
	2.2.2.약물

	2.3.단일 신경세포 분리 및 유지
	2.4.전기생리학적 실험
	2.5.세포 내 이온 농도 측정
	2.6.자료 분석

	제3장 결 과
	3.1.교감 및 부교감 신경세포의 전기 생리적 특성
	3.2.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
	3.3.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이온농도 변화
	3.4.아세틸콜린에 의한 후과분극 현상 기전 규명

	제4장고 찰
	제5장결 론
	참고 문헌
	영문 요약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