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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peridol은 가장 널리 알려진 전형적 항정신병약물로서,정신증 및 틱장애에
현재까지 사용되고 있다.그러나 haloperidol은 추체외로계 부작용과 함께 대사 및
내분비계 부작용을 가지고 있으며,중요한 내분비적 부작용으로는 고프로락틴혈증,
체중증가, 포도당 대사이상,당뇨병 등이 있다.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haloperidol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치료받지 않는 환자에 비해 3배에서 12.5배의 당
뇨 발병 위험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나,그 기전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Haloperidol은 도파민 수용체 길항작용 뿐만 아니라 시그마 수용체 효현작용
을 가지고 있는데,시그마 수용체는 뇌,간,신장,생식기관,면역조직과 내분비 기
관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포내 칼슘조절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러므로 haloperidol이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세
포내 칼슘농도에 영향을 미쳐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
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본 연구에서는 haloperidol이 hamsterinsulinoma(HIT
T-15)세포의 세포내 칼슘농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와 이러한 작용이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하는지 여부를,칼슘 이미징 실험과 전기생리학적 실험을 이용하
여 확인하고자 하였다.
주요 실험결과를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첫째,haloperidol에 의해 일과성 세포내 칼슘농도의 증가를 보였으며.세포외액

의 Ca2+ 제거와 칼슘통로 억제제인 nimodipine과 mibefradil로 전처치시에는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가 나타나지 않았다.Haloperidol은 ATP-sensitiveK+

channel(KATP)전류를 억제하였고,막전압의 탈분극을 초래하였다.
둘째,시그마 수용체 효현제인 (+)-SKF10047과 ifenprodil에 의해 haloperidol과



같은 반응이 나타났으며,시그마 수용체 차단제인 BD1047에 의해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효과는 완전히 억제되었다.
셋째, Haloperidol은 막전압의존성 칼슘전류를 억제하였으며, 고농도

KCl(60mM)로 유발된 세포내 칼슘증가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효과는
(+)-SKF10047과 ifenprodil투여 시에도 관찰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들로 미루어 보아,haloperidol은 hamster insulinoma(HIT

T-15)세포에서 KATP통로 차단에 의한 탈분극효과로 인해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
를 증가시키는 반면,칼슘 통로의 차단 효과로 인해 탈분극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
가는 억제시킨다.또한 이러한 작용은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며,
haloperidol에 의한 당뇨 발병 기전에 기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haloperidol,HIT T-15세포,세포내 칼슘이온농도,시그마 수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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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peridol은 가장 잘 알려지고 가장 널리 쓰이는 전형적 항정신병약물로서,
최근 비전형적 항정신병약물이 개발된 이후에도 정신증 및 틱장애의 치료에 지속
적으로 사용되고 있다.하지만 haloperidol은 파킨슨 증후군,급성근긴장증,정위불
능 등과 같은 추체외로계 부작용과 함께 자율신경계 부작용,대사 및 내분비 부작
용 등을 가지고 있다(Schatzberg등,2004).Haloperidol에 의한 대사·내분비 부작
용에는 고프로락틴혈증 외에도 체중증가와 포도당 대사이상,당뇨 등이 있으며
(Baptista등,2002),이러한 부작용은 환자의 신체적 건강뿐만 아니라 삶의 질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치므로 최근 임상적 관심이 되고 있다.
후향적 코호트 연구에서는 haloperidol을 복용하는 환자들이 치료받지 않은 환

자에 비해 3배에서 12.4배의 당뇨병 발생 위험률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다(Buse
등,2003;Sacchetti등,2005).Haloperidol에 의한 당뇨병의 발생은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는 않으나 첫째,식욕촉진과 체중증가에 따른 간접적인 결과라는 설명
과 둘째,haloperidol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직접 영향을 미쳐서 생기
는 결과라는 설명이 있다.Haloperidol이 췌장 베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기존의 실험 연구들은 일관된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는데,haloperidol
이 포도당 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했다는 결과도 있으나(Hermansen,



1978;Joost등 1983;Melkerson등,2001),반대로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결과도 있다(El-Denshary등,1982;Melkerson,2004).Haloperidol이 베
타세포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으로는 여러 가지 가설이 있는데,도
파민 신호전달체계가 관여한다는 가설과 함께(Hägg등,1998),haloperidol이 다양
한 이온 통로를 직접 억제하여 영향을 미친다는 가설이 있다.Haloperidol이 영향
을 미치는 이온 통로에는 G-단백 활성화 내향성 K+ 통로(Kobayashi등,2000),
칼슘 활성화 K+통로(Akamine등,2001),L-형,N-형,P-형 칼슘 통로(Galizzi등,
1986),ATP-민감성 K+통로 등이(Yang등,2004)거론되고 있다.

또한 haloperidol은 도파민 수용체 길항작용뿐만 아니라 시그마 수용체 효현작
용도 가지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시그마 수용체는 뇌,간,신장,생식기관,면역
조직과 내분비 기관에 널리 분포하는 수용체로서(Zamanillo등,2000),다양한 경
로를 통해 세포내 칼슘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Vilner및
Bowen,1999;Hayashi등,2000;Zhang및 Cuevas,2002).이러한 점을 고려해보
면 haloperidol이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세포내 칼슘농도에 영향을 미쳐 베타 세
포의 인슐린 분비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Hamsterinsulinoma세포(HIT T-15)는 췌장 베타세포로부터 유래된 내분비

종양세포로 인슐린 분비자극에 대하여 정상 췌장 베타세포의 반응을 비교적 잘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다(Santerre등,198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첫째,haloperidol이 HIT T-15의 세포내 칼슘농도 변화

에 미치는 영향과 둘째,이러한 작용이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하는지 여부를 알
아보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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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한국세포주은행(KCLB, 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 받아 배양하고 있는
HIT-T15 세포를 10% heat-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
streptomycin이 포함된 RPMI1640성장배지(GibcoBPR,NY,USA)로 5% CO2
95% air,37℃ 상태의 항온 항습기에서 배양한다.

222...222...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이이이온온온 농농농도도도((([[[CCCaaa222+++]]]iii)))측측측정정정

세포내 칼슘이온농도([Ca2+]i)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형광이미지 시스템
(fluorescence imaging system)을 사용하였다. 먼저 세포 배양액 1㎖에
fura-2/AM 5μM 농도를 첨가한 후 1분간 초음파 처리(sonication)하였다.여기에
HIT-T15가 자라고 있는 coverslip을 넣은 다음 실온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로 50
분간 부하시켰다.부하가 끝나면 세포외액으로 2회 세척하여 세포외액의 잔여
fura-2/AM을 제거한 다음 도립현미경 (IX51,Olympus,Japan)위의 perfusion
chamber(warnerInstrument,Hamden,CT,USA)에 올려놓고,약물이 포함된 관
류액을 중력에 의해 2㎖/min속도로 관류시켰다.
형광이미지는 75-W Xenonlamp로부터 나오는 광원 중 fura-2/AM에 적합한

340nm와 380nm의 빛으로 번갈아 가며 여기(excitation)시켰을 때 510nm의 파장에
서 방출(emission)되는 형광세기를 CCD 카메라(Cassade,Roper,USA)를 통해
이미지로 나타내어졌으며(그림 1),형광 강도의 비율(F340/F380)이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Ca2+]i)를 반영하였다.측정한 형광이미지는 소프트웨어 패키지인 MetaFluor
6.1(universalImagingCorporation,USA)로 기록한 뒤 분석하였다.



222...333...전전전기기기생생생리리리학학학적적적 실실실험험험

이온 전류 및 막전압은 patchclampamplifier(EPC9,InstrutechCorp.,NY,
USA)를 사용하여 dialyzed혹은 gramicidin-perforatedwhole-cellpatchclamp
방법으로 기록하였다.측정 전극은 borosilicateglasscapillary(외경;1.65mm,내
경;1.2mm,Corning 7052,GarnerGlassCo.,Claremont,CA,USA)를 P-97
Flaming-Brownmicropipettepuller(SutterInstrumentCo.,Novato,CA,USA)로
뽑아 제작하였다.전극은 Sylgard184(Dow Corning,Midland,MI,USA)로 코팅
하며,전극내부에 용액을 채웠을 때 저항이 1.5～2.5MΩ이 되도록 microforge
(MF-83,Narishige)를 이용하여 열처리로 다듬었다.세포가 들어있는 coverglass
를 도립현미경(invertedmicroscope)위에 올려놓고,세포외액은 중력에 의해 1～2
㎖/min의 속도로 관류시켰다.약물이 포함된 용액은 polyethylene관과 연결된
chromatography용 모세관을 통해 세포에 가해지도록 하며,이때 모세관의 끝이
세포의 100 μ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막전압 고정법(voltageclamp)및 막전
류 고정법(current clamp) 기록을 위해서 세포막의 capacitance와 series
resistance는 80%로 보정하였으며,실험시 sampling rate는 5-10㎑,low-pass
filter는 2-5 ㎑(-3dB)로 하였다.실험결과는 Pulse/Pulsefil(v8.50)software(Heka
Electronik,Lambrecht,Germany)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하였다.

222...444...실실실험험험용용용액액액 및및및 약약약물물물

Fura-2/AM은 Molecularprobes(Eugene,OR,USA)에서 구입하였고,(+)-SKF
10047,ifenprodil,BD1047은 Tocris(Tocris Cookson Inc.,Bristol,UK)에서,
haloperidol은 Sigma(St.Louis,MO,US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Haloperidol은
ethanol에 녹여 사용하였고,그 외의 약물은 모두 삼차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칼슘농도,막전압 및 전체 이온전류 측정을 위한 세포외액(externalsolution)은



physiologicsaltsolution(PSS)으로 하였으며,그 조성(mM)은 137NaCl,5.4KCl,
1.8CaCl2,1MgCl2,5HEPES,10glucose(pH 7.4)이었다.막전압 및 전체 이온전
류 측정을 위한 전극내 용액은 조성(mM)은 140KCl,5EGTA,10HEPES,0.5
CaCl2,5NaCl(pH 7.2)이며,용액내 DMSO(dimethylsulfoxide)에 높은 농도로 녹
인 gramicidin을 최종농도가 50㎍/㎖가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였다.ATP민감
성 포타슘 전류 측정을 위한 전극내 용액은 107KCl,1MgCl2,1CaCl2,10
EGTA,10HEPES,0.3K2ATP(pH 7.2)로 하였고,HighK+세포외 용액의 경우는
KCl은 90mM,NaCl은 50mM로 하였다.칼슘전류 측정을 위해 사용된 전극내 용
액의 조성(mM)은 120N-methyl-D-glucamine(NMG)methanesulfonate(MS),20
tetraethylammonium (TEA)-MS,20HCl,11EGTA,10HEPES,1CaCl2,4
MgATP,0.3Na2GTP,14Trisphosphocreatine(pH 7.2)으로 하였으며,세포외액의
조성(mM)은 140MS,145TEA-OH,10HEPES,15glucose,10CaCl2(pH7.4)으
로 하였다.

222...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모든 결과는 평균 ±표준오차(S.E.M.)로 나타내며,통계적인 의의는 t-검정과
분산분석 (one-wayANOVA)을 실시하여,p값이 0.05이하일 때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그그그림림림 111...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이이이온온온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형형형광광광 측측측정정정장장장치치치 모모모식식식도도도...Illuminator
에서 나오는 광원 중 filter를 통과한 340nm와 380nm의 파장의 빛이 dichroic
mirror에서 반사되어 sample을 excitation시켰을 때 510nm의 파장에서 emission
되는 형광이 relaylens와 증폭기(imageintensifier)를 통해 CCD카메라에 포착되
고 이것이 컴퓨터의 하드 디스크에 저장되었다.



제제제333장장장 결결결과과과

333...111...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Haloperidol에 의해서 세포내 칼슘농도가 증가함이 관찰되었다(그림 2A,C).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증가는 일과적이었으며 시간경과에 따라
점점 감소하여 약 3분 뒤에는 투여전의 수준으로 감소하였다.그러나 10분간 세포
외액으로 세척 후 haloperidol을 반복 투여할 때에는 다시 일과적 칼슘증가가 나타
났다.또한 haloperidol에 의한 이러한 반응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그림
2B).
신경세포나 근세포를 이용한 기존의 연구들은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

농도의 증가가 주로 세포내 저장소에서의 칼슘유리에 의한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Ishida등,1999;Vilner및 Bowen,1999;Hayashi등,2000;Zhang및 Cuevas,
2002).따라서 본 실험에서 관찰된 세포내 칼슘증가가 세포내 저장소에서 유리된
칼슘이온으로 인한 것인지 세포외액의 칼슘이온 유입으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
기 위해 세포외액에서 칼슘을 제거한(Ca2+-free)용액으로 2-3분간 관류시킨 후
haloperidol을 투여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Ca2+-free 용액을 관류시키면 기저
(basal)칼슘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이 상태에서 haloperidol을 투여시 정
상 칼슘용액일 때와는 달리 세포내 칼슘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3).이로부
터 haloperidol에 의해 증가하는 칼슘은 세포외액으로부터 유입된 것임을 알 수 있
었다.다음으로,세포외액으로부터의 칼슘이 막전압 의존성 칼슘통로를 통해 유입
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L-형 칼슘통로 차단제인 nimodipine(10μM)과 T-형 칼슘통
로 차단제인 mibefradil(10μM)로 전처치한 뒤 haloperidol을 투여하였다.칼슘통로
차단제로 전처치시에는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는 관찰되지 않았으며(그림 4),
15분간 세포외액으로 세척하여 nimodipine과 mibefradil을 제거하고 haloperidol을
투여시에는 칼슘증가가 다시 관찰되었다.



AAA BBB

CCC

그그그림림림 222...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A.100μM haloperidol을 투
여시 ratio(F340/F380)의 증가(ratio의 증가는 세포내 칼슘농도의 증가를 반영함).
B.Haloperidol에 의한 칼슘농도의 농도 의존적 증가.자료는 평균±표준오차로 나
타냄(n=6).C.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변화를 형광 칼슘 이미징 방법으로
측정한 것으로,붉은 색으로 갈수록 세포내 칼슘 증가가 큰 것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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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세세세포포포외외외 칼칼칼슘슘슘이이이 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A.칼슘을

제거한 세포외액(Ca2+-freePSS)에서,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B.정상관류액
과 Ca2+-freePSS조건에서 haloperidol에 의해 증가되는 칼슘의 양 비교.막대그
래프의 y축은 칼슘농도를 반영하는 ratio(F340/F380)의 증가분으로 나타내었으며,데
이터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n=12).**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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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칼칼칼슘슘슘통통통로로로 차차차단단단제제제가가가 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
향향향...A.T-형 칼슘통로 차단제인 mibefradil10μM과 L-형 칼슘통로 차단제인

nimodipine10μM로 전처치한 후 haloperidol10μM을 투여시 세포내 칼슘농도의
변화. B.Mibefradil과 nimodipine전처치 유무에 따른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 변화 비교(n=12).**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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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막막막 전전전압압압과과과 전전전체체체 이이이온온온 전전전류류류 변변변화화화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가 haloperidol에 의한 탈분극으로 유발된 것
인지를 확인하기 위해,haloperidol에 의한 세포막 전압과 이온 전류의 변화를 알
아보았다.먼저 막전류 고정(current-clamp)상태에서 haloperidol투여에 의한 막전
압 변화를 관찰하였다.Haloperidol투여에 의해 탈분극현상이 나타났으며,탈분극
반응의 크기는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1μM,10μM,100μM에서 각각 10.9mV,
33.16mV,52.19mV)(그림 5).
막전압 고정(voltage-clamp)상태에서 haloperidol투여에 의한 전체 이온 전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막전압을 -130mV로 고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내향성 전류의
크기는 haloperidol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으며(1μM,10μM,100μM에서
각각 11.0±27.9%,33.6±37.0%,44.2±42.1%),막전압을 +50mV로 고정한 상태에서
측정한 외향성 전류의 크기도 haloperidol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1μ
M,10μM,100μM에서 각각 43.7±20.7%,83.3±9.7%,97.5±1.9%)(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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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막막막전전전압압압 변변변화화화...A.Haloperidol투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의 대포적인 예 B.Haloperidol농도에 따른 막전압 변화의 비교(괄호안의 숫
자는 실험례수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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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이이이온온온 전전전류류류의의의 변변변화화화...A.-140mV로부터 +60mV까지

의 램프(ramp)자극을 주었을 때 기록되는 이온전류와 haloperidol에 의한 억제 B.
막전압을 -130mV로 고정한 상태(VH=-130mV)에서 측정한 내향성 전류와 막전압
을 +50mV로 고정한 상태(VH=+50mV)에서 측정한 외향성 전류는 haloperidol에 의
해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됨(괄호안의 숫자는 실험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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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AAATTTPPP 민민민감감감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통통통로로로(((KKKAAATTTPPP)))차차차단단단제제제가가가 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
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농농농도도도 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기존 연구를 보면,haloperidol이 ATP민감성 포타슘 통로(KATP)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Yang등,2004).따라서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가 KATP
통로의 차단으로 인한 탈분극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KATP 통로 차단제인
glibenclamide전처치 후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변화를 알아보았
다.먼저 glibenclamide(10μM)을 투여하자 세포내 칼슘농도 증가가 관찰되었고,지
속적으로 glibenclamide를 투여하면서 칼슘농도가 다시 투여전의 수준으로 감소한
뒤 haloperidol100μM을 투여하였다.Glibenclamide10μM 전처치시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는 감소하였고,10분간 세척하여 glibenclamide를 제거하자
원래의 반응을 회복하였다(그림 7).

333...444...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이이이 KKKAAATTTPPP전전전류류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Haloperidol에 의해 KATP통로가 차단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haloperidol에
의한 KATP 전류 변화를 측정하였다.막전압을 -80mV에 고정한 후,세포외액을
5mM K+ 용액에서 90mM K+용액으로 치환하였다.이러한 조건에서는 세포막을
통한 K+ 이동의 추진력(drivingforce)이 커지게 되어 KATP 내향성 전류가 크게
기록된다.
Haloperidol(100μM)에 의해 내향성 전류가 억제 되었으며(52.8±7.1%),KATP통로
차단제인 glibenclamide(10μM)를 투여하여 KATP 전류가 억제시킨 뒤(41.0±7.7%),
haloperidol(100μM)을 가하자 내향성 전류가 약간 더 억제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55.9±8.3%).그러나 haloperidol(100μM)만 투여했을 때와 차이는 없었다(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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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KKKAAATTTPPP 차차차단단단제제제가가가 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A.KATP통로 차단제인 Glibenclamide(10μM)전처치시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
가의 변화.B.Glibenclamide전처치시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 요약
(n=10).**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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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그그그림림림 888...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이이이 KKKAAATTTPPP 전전전류류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A.Haloperidol에 의한 KATP
전류 억제.B.Haloperidol(Hal)과 glibenclamide(Gli)에 의한 KATP전류 억제 비교
(n=3).

Hal Gli Hal + Gli
0

25

50

75

P
er

ce
nt

  I
nh

ib
iti

on

Haloperidol
100µM

Haloperidol
100µM Glibenclamide

10µMHigh K+

(90mM)
High K+

(90mM)

500pA

1 min

Haloperidol
100µM

Haloperidol
100µM Glibenclamide

10µMHigh K+

(90mM)
High K+

(90mM)

500pA

1 min



333...555...시시시그그그마마마 수수수용용용체체체 효효효현현현제제제와와와 길길길항항항제제제가가가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농농농도도도 변변변
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가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시그마 수용체 효현제와 길항제가 세포내 칼슘농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시그마 수용체 효현제인 (+)-SKF10047100μM과 ifenprodil
100μM을 투여 후 세포내 칼슘 농도 변화를 관찰한 결과,두 효현제 모두
haloperidol과 유사한 세포내 칼슘증가 효과를 나타내었다(그림 9A,B).Ifenprodil
100μM에 의한 칼슘증가가 (+)-SKF10047100μM에 의한 것보다 더 컸으나 통계적
인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그림 9C).
시그마 수용체 길항제인 BD1047이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BD1047100μM을 전처치시 그 자체에 의해 칼슘중가가 나타났으
며,안정시 수준으로 돌아온 뒤 haloperidol100μM을 투여하였을 때,세포내 칼슘
증가 효과가 완전히 소실되었다.이후 세포외액으로 10분간 세척하여 BD1047을
제거하자 다시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가 관찰되었다(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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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그그그림림림 999...시시시그그그마마마 수수수용용용체체체 효효효현현현제제제가가가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농농농도도도변변변화화화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시그마
수용체 효현제인 (+)-SKF10047(A)와 ifenprodil(B)이 세포내 칼슘농도에 미치는
영향.C.(+)-SKF10047와 ifenprodi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 비교(n=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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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그그그림림림 111000...시시시그그그마마마 수수수용용용체체체 길길길항항항제제제가가가 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A.시그마 수용체 길항제인 BD1047100μM 전처치가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
에 미치는 영향.B.BD1047전처치의 효과 요약(n=8).**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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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6... 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이이이 고고고농농농도도도의의의 KKKCCClll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발발발된된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고농도의 KCl투여로 인한 탈분극시 나타나는 세포내 칼슘증가에 haloperidol
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먼저 KCl60mM을 투여하여 세포의 탈분극을 유발
시키자 세포내 칼슘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었다.10분간 세포외액으로 세척후
haloperidol10μM을 투여하자 세포내 칼슘이 증가되었고 약 5분이 지나 세포내 칼
슘농도가 안정된 후 KCl60mM을 투여하였다.그 결과 haloperidol10μM 전처치
에 의해 KC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가 억제되었고 10분간 세포외액으로 세척하
여 haloperidol을 제거하자 원래대로 회복되었다(그림 11).

333...777...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aaa222+++전전전류류류의의의 변변변화화화

고농도 KC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는 세포의 탈분극시 전압의존성 칼슘통로
를 통한 칼슘의 유입으로 인한 것이므로,상기 실험에서 나타난 haloperidol에 의
한 억제가 막전압의존성 칼슘통로의 차단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해,전기생리
적 실험을 통해 haloperidol이 칼슘전류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막전압을 -70mV에 고정한 상태에서 -80mV에서 +60mV까지 램프(ramp)자극

을 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막전압 민감성 칼슘전류를 측정하였다.Haloperidol에 의
해 막전압 의존성 칼슘 전류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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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111...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이이이 고고고농농농도도도의의의 KKKCCClll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발발발된된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
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A.Haloperidol이 고농도 KCl(60mM)에 의한 칼슘증가에 미치는 영향.
B.고농도 KCl(60mM)에 의한 칼슘증가에 대한 haloperidol의 억제효과 요약
(n=30).**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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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AA BBB

그그그림림림 111222...HHHaaalllooopppeeerrriiidddooolll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CCaaa222+++전전전류류류의의의 변변변화화화...A.Haloperidol100μM에 의한
칼슘전류 억제.B.Haloperidol에 의한 농도 의존적 칼슘전류 억제.(실험례수는
3-6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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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888...시시시그그그마마마 수수수용용용체체체 효효효현현현제제제가가가 고고고농농농도도도의의의 KKKCCClll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발발발된된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haloperidol의 고농도 KCl(60mM)에 의한 칼슘증가에 대한 억제효과가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시그마 수용체 효현제가 고농도
KCl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증가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각각 (+)-SKF1004710μM와 ifenprodil10μM로 5분간 전처치 후 KCl60mM을

투여하니,haloperidol에 의한 것과 유사한 칼슘증가 억제효과가 나타났다.역시 10
분간 세포외액으로 세척하여 (+)-SKF10047와 ifenprodil을 제거하니 원래의 반응
을 회복하였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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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C DDD

그그그림림림 111333...시시시그그그마마마 수수수용용용체체체 효효효현현현제제제가가가 고고고농농농도도도 KKKCCClll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발발발된된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
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A.Ifenprodil10μM이 고농도 KCl(60mM)에 의한 세포내 칼슘
증가에 미치는 영향.B.(+)-SKF1004710μM이 고농도 KC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
가에 미치는 영향.C.고농도 KC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에 대한 ifenprodil10μ
M의 억제 효과 요약(n=24).D.고농도 KC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에 대한
(+)-SKF1004710μM의 억제 효과 요약(n=10).**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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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peridol은 마우스의 췌장 베타세포에서 KATP 통로를 차단하고 이러한 효
과는 도파민 D2 수용체와 관련이 없다고 하며(Yang 등,2004),haloperidol이
KATP 통로외에 다른 포타슘 통로들을 차단한다는 보고도 있다(Suessbrich 등,
1997).또한 시그마 수용체의 활성화,특히 σ1수용체의 활성화는 쥐의 심장내 신
경세포에서 다양한 포타슘 통로들를 차단하고 탈분극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Zhang및 Cuevas등,2005).이러한 선행연구 결과와 본 실험결과를 함께 고
려하면,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의 기전은,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한
KATP 통로 차단으로 인해 세포가 탈분극되고 그에 따라 전압의존성 칼슘통로가
활성화 되어 세포외액으로부터 칼슘이 유입된 것으로 생각해볼 수 있겠다.췌장
베타세포의 안정막전압 조절에 KATP 통로의 역할이 크다는 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Ashcroft,2005).그러나 haloperidol이 HIT T-15세포에서 KATP 통로 외에
다른 포타슘 통로도 차단하며 이러한 포타슘 통로의 차단이 탈분극에 부분적으로
기여할 것으로 추측된다.KATP 통로 차단제인 glibenclamide전처치로 haloperidol
에 의한 칼슘증가가 완전히 억제되지 않은 점이나,haloperidol에 의한 KATP 전류
의 억제가 glibenclamide에 의한 KATP 전류억제보다 더 크다는 사실은 이러한 추
측을 일부 뒷받침한다.
본 실험에서 haloperidol에 의한 일과성 세포내 칼슘증가가 세포외액으로부터

유입된 Ca2+으로 인한 것이라는 점은,다른 세포를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결과
들과는 다른 것이다.인간의 결장선종 세포와 유선종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나
(Brent등,1996),마우스의 심근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Ishida등,1999),인간의
신경아세포종 세포를 대상으로 한 연구(Vilner 및 Bowen,2000)들은,모두
haloperidol에 의해 세포내 칼슘농도가 증가함을 보여주나,이러한 세포내 칼슘의
증가는 본 실험과는 다르게 세포외액의 칼슘농도와는 무관하며 세포내 칼슘 저장
소로부터의 칼슘유리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이는 시그마 수용체에 의한
세포내 칼슘이온의 조절이 조직이나 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른 기전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본 실험에서 haloperidol은 고농도의 KCl로 인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증가

를 억제하였는데,haloperidol에 의해 칼슘전류가 감소된 전기생리적 실험결과를
보면 haloperidol에 의해 전압의존성 칼슘통로가 차단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몇몇 연구들은 시그마 수용체 효현제가 해마의 신경세포와 혈관 평활근의 칼슘통
로를 봉쇄한다고 하였고(Church및 Fletcher,1995;Flaim 등,1985),haloperidol을
비롯한 시그마 수용체 효현제들이,특히 σ2수용체의 작용을 매개로,쥐의 교감 및
부교감 신경에서 고전압 활성화(highvoltage-activated)칼슘통로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는데(Zhang및 Cuevas,2002).이러한 결과들은 본 실험의 결과와 일치하
는 것으로 보인다.한편 HIT T-15세포에서는 전체 칼슘전류 중 L-형 칼슘통로
를 통한 칼슘전류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Yang및
Berggren,2005),haloperidol에 의해 차단된 칼슘 전류의 대부분은 아마도 L-형
칼슘 통로의 차단으로 인한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
하지만 HIT T-15세포에서 KATP통로의 차단과 막전압 의존성 칼슘 통로의 차

단에 어떤 아형의 시그마 수용체가 좀 더 선택적으로 관여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었는데,실험결과 σ1수용체에 보다 선택적 효현제인 (+)-SKF10047과 σ2
수용체에 보다 선택적 효현제인 ifenprodil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효과의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고,실험에 사용된 haloperidol의 농도에서는 σ1과 σ2수용체에
모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이점은 좀 더 선택적인 시그마 수용체 효현
제와 길항제를 사용하고,효현제 효능의 순위(rankorderpotency)를 알아보는 향
후 실험을 통해 좀 더 밝혀져야 할 것이다.
이제 지금까지 살펴본 haloperidol의 작용이 어떻게 당뇨병의 병태생리에 기여

할 수 있는지를 논의해 보기로 하겠다.전술한바와 같이,췌장의 KATP 통로는
glucose대사 변화와 세포막의 전기적 활성도를 조절함으로 인슐린 분비과정인
stimulus-secretioncoupling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guilar
및 Bryan,1999).혈당의 증가(highbloodglucoselevel)는 대사에 영향을 주어 세
포내 ADP/ATP의 비(ratio)를 감소시키고,이는 KATP 통로를 억제함으로 막전압
의 탈분극을 유발한다.이 탈분극 자극은 막전압 의존성 칼슘통로를 통한 칼슘유



입의 증가를 통해 세포내 유리 Ca2+농도를 증가시킴으로서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
킨다(Malaisse,1996;Newgard및 McGarry,1995;Wollhein등,1966).그러므로
KATP통로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KATP통로가 기능을 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
려진 선천성 고인슐린혈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Thomas 등,1995),장기간의
haloperidol의 복용으로 haloperidol이 지속적으로 KATP 통로를 차단한다면 인슐린
분비는 증가하여 오히려 저혈당을 초래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Haloperidol을
투여 받는 환자에서 인슐린 분비가 증가하고 저혈당이 유발되었다는 사례도 2례
가 보고된 바 있다(Kojak등,1969;Walter등,2006).그러나 haloperidol에 의한
저혈당 유발은 현재까지 2례만이 보고될 정도로 매우 드문데,이것은 본 연구에
서와 같이 haloperidol이 막전압의존성 칼슘 통로의 차단 작용을 동시에 가지고 있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즉 KATP통로의 차단으로 인해 탈분극이 되어도 동시에 칼
슘통로 또한 차단되므로 세포내 칼슘증가는 크지 않으며,따라서 저혈당을 유발할
정도의 과도한 인슐린 분비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이는 본 실험에서 고농도
KCl에 의한 칼슘증가에 비해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가 크지 않았다는 결과
에 의해 뒷받침된다.
한편 haloperidol에 의한 칼슘통로 차단효과는 음식물섭취에 따른 혈당증가가

인슐린 분비를 자극하는 기전을 방해할 수 있다.이는 포도당 처리능력에 심각한
장애(glucoseintolerance)를 초래할 수 있으며 당뇨병 발병에 중요한 원인기전이
될 수 있을 것이다.또한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로 인해 약한 인슐린 과분
비 상태가 만성적으로 지속된다면,조직의 인슐린에 대한 반응을 탈감작시킬 뿐만
아니라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이 고갈(exhaustion)되어 당뇨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커지게 될 것이다.본 연구에서는 직접 인슐린의 분비량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haloperidol이 포도당자극에 의한 인슐린 분비를 억제했다는 연구 결과는
(Melkerson등,2001),이와 같은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향후 haloperidol에 의한
인슐린 분비의 변화를 직접 측정한 실험이 더욱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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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T T-15세포에서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변화를 관찰하여
아래와 같은 결론을 얻었다.

1.Haloperidol에 의해 일과성 세포내 칼슘농도의 증가를 보였으며,이러한 효과는
세포외액의 칼슘 제거시와,칼슘 통로 차단제인 mibefradil과 nipedipine으로 전
처치시에는 관찰되지 않았다.

2.Haloperidol에 의해 막전압의 탈분극이 관찰되었다.
3.KATP 통로차단제인 glibenclamide로 전처치시 haloperidol에 의한 칼슘증가 효
과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4.Haloperidol은 KATP전류를 억제하였다.
5.시그마 수용체인 (+)-SKF10047과 ifenprodil에 의해 haloperidol과 유사한 일과
성 세포내 칼슘농도 증가가 나타났으며,시그마 수용체 길항제인 BD1047로 전
처치시 haloperidol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6.Haloperidol에 의해 고농도 KCl(60mM)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증가가 억제되
었으며 시그마 수용체 효현제인 (+)-SKF10047과 ifenprodil도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다.

7.Haloperidol에 의해 막전압 의존성 칼슘 전류가 억제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들로 미루어 보아,haloperidol은 hamsterinsulinoma세포(HIT
T-15)에서 KATP통로 차단에 의한 탈분극에 의해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를 증가시
키는 반면 칼슘 통로의 차단에 의해 탈분극에 의한 세포내 칼슘증가는 억제시킨
다.이상의 작용들은 모두 시그마 수용체를 매개로 이루어지며,haloperidol에 의한
당뇨 발병 기전에 일부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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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loperidolisamostwidelyknowntypicalantipsychoticfortreatmentof
psychosesandticdisorders.Haloperidol,however,hassomesideeffectssuch
asextrapyramidalsideeffectsandmetabolic,endocrinalsideeffects.Important
endocrinalsideeffectsarehyperprolactinemia,weightgain,glucoseintolerance
and diabetesmellitus(DM).Someretrospectivestudiesshowed thatpatients
who were treated with haloperidolhave 3 to 12.5 fold risk forDM than
untreated patients.Howeverthe mechanisms ofthis has notbeen clearly
identifiedyet.Haloperidolhasnotonlydopaminereceptorantagonisticeffects
andbutalsosigmareceptoragonisticeffects.Thesigmareceptorsarewildly
distributed to various organs and tissues such as brain,kidney,liver,
reproductive organs,immune tissues and endocrinalorgans,and play a
importantrolein theregulation oftheintracellularCa2+([Ca2+]i)by various
pathways.Thereforewemaysupposethathaloperidolmayaffecttheinsulin
secretion by altering [Ca2+]i in pancreatic beta cells,mediated by sigma
receptors.In thisstudy,weinvestigated thattheeffectsofhaloperidolon



[Ca2+]iinhamsterinsulinomacells(HIT T-15)androlesofsigmareceptorsin
these effects,using the calcium imaging techniques and electrophysiologic
methods.
Themainfindingswereasfollows;
1.Haloperidolinduced transient[Ca2+]iincrease,which wasabolished by

removal of extracellular Ca2+,or pretreatment of Ca2+ channel blockers
(nimodipine and mibefradil).Haloperidoldepolarized membrane potentialand
inhibitedATP-sensitiveK+(KATP)channels.
2.Sigmareceptoragonists,(+)-SKF10047andifenprodil,inducedatransient

[Ca2+]iincreaseassameashaloperidol.BD1047,asigmareceptorantagonist,
completelyblockedthe[Ca2+]iincreaseinducedbyhaloperidol.
3.HaloperidolinhibitedKCl-induced[Ca2+]iincreaseandvoltage-gatedCa2+

currents.Sigma receptor agonists,(+)-SKF10047,ifenprodil) also inhibited
KCl-induced[Ca2+]iincrease.
Taken together,itis suggested thatthrough closing ofKATP channels,

haloperidolinducedepolarization,which increases[Ca2+]i by Ca2+ influx via
voltage-gated Ca2+ channels. Haloperidol also inhibit KCl-induced [Ca2+]i
increasebyclosingofCa2+channels.Theseeffectsofhaloperidolaremediated
by sigma receptors and maybe partially involved in pathogenesis ofthe
haloperidol-inducedDM.

Keywords:haloperidol,HIT T-15cell,[Ca2+]i,sigma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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