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의 발생 기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승 혜 

 



 

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의 발생 기전  

 

지도교수 신동민 

 

 

이 논문을 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5 년  12  월   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 승 혜 

 



 

김승혜의 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심사위원     신 동 민    인 

 

심사위원     서 정 택     인 

 

심사위원     김 경 환     인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5 년  12 월   일 



감사의 글 

 

먼저 아낌없는 격려와 지도를 해주신 신 동민 지도 교수님과 이 승일 

주임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또한 논문을 마치기 까지 많은 자문을 

해주신 치과 대학 약리학 교실 서 정택 교수님과 의과대학 신경과학 

교실 김 경환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치과 대학 미생물학 

교실 유 윤정 교수님, 차 정헌 교수님, 생화학 교실 박 광균 교수님, 

정 원윤 교수님, 조직학 교실 정 한성 교수님, 해부학 교실 김 희진 

교수님께 감사 드립니다. 앞으로 박사 과정으로 진학하는 의과 대학 

해부학 교실 김 명희 교수님께도 감사의 말씀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곁에서 많은 배움과 격려를 해주신 홍 정희 선생님, 정 현주 선생님, 

안 정미 선생님, 전 옥순 선생님, 김 재영 선생님, 조 장기 선생님, 안 

혜은 선생님, 민석 오빠, 해 오빠, 수영 언니, 소영 언니, 두식 오빠, 

주연 언니, 효숙 언니, 경원 언니, 민정 언니, 정순 언니, 양신 언니, 

영민 오빠, 호길 오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제현 오빠, 현우 오빠, 원

우 오빠께 감사 드립니다. 든든한 동기 해미와 이쁜 새색시가 될 소

영이, 종민 오빠와 진은이, 예나, 수현이에게도 고맙단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구강과학 연구소 박 정국 선생님, 남호 오빠, 태진 

오빠, 혜진 언니, 수현 언니 고맙습니다. 무엇보다 항상 아낌없는 사

랑과 힘을 주시는 존경하는 부모님과 무현 오빠 그리고 친척분들께 

감사 드립니다. 그리고 클래식 기타 동아리 한아울, 장애우 봉사 동아

리 키비탄, 생명과학과 선·후배 동기님들, 친구들 고맙습니다. 길게만 

느껴졌던 2년간의 석사과정 동안 힘들기도 했지만 많은 것을 배우고 

경험을 하였습니다. 더욱 열심히 생활하고 발전된 모습을 보여드리도

록 노력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좋은 일이 깃드시길 바랍니다.  

 

김 승혜 올림 



 I 

차  례 

 

그림 차례 ··············································································Ⅲ 

국문요약 ·················································································1 

Ⅰ. 서론 ··················································································3 

Ⅱ. 재료 및 실험방법 ································································7 

1. 재료 ············································································7 

2. 실험 방법 ····································································7 

  가. 신경교 세포의 분리 ····················································7 

     나.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측정·············································8 

     다. 면역형광 검사법 ··························································9 

     라. 활성산소종의 측정 ····················································10 

     마. siRNA-PLCγ1 을 이용한 형질전환·······························10 

     바. 통계학적 분석···························································11 

Ⅲ. 결과 ················································································12 

  1.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농도의 증가······························12 

2.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의 칼슘 동원 부위 검색····················15 

  3.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와 IP3 의존성 칼슘 저장고, 또는 

  ryanodine 의존성 칼슘저장고와의 상관성 분석························18 

  4.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와 세포 내 IP3 농도 증가와의 연관성··18 



 II 

  5. H2O2 에 의한 PLCγ1 의 인산화···········································21 

  6.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와 siRNA 를 이용한 PLCγ1 의 발현 

  억제···················································································21 

  7. 환원제가 H2O2 로 유도된 칼슘 신호에 미치는 영향··············25 

Ⅳ. 고찰 ················································································27 

Ⅴ. 결론 ·············································································· 31 

Ⅵ. 참고문헌 ··········································································32 

   영문요약 ···········································································43 

 

 

 

 

 

 

 

 

 



 III 

그림 차례 

 

Fig. 1. The effect of H2O2 on [Ca2+]i
 in cultured rat cortical 

astrocytes. ···········································································13 

Fig. 2. The effect of retreatment with H2O2 on [Ca2+]i
 . ·············14 

Fig. 3. The effect of extracellular Ca2+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16 

Fig. 4. The effect of thapsigargin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17 

Fig. 5. The effect of ryanodine or 2-APB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19 

Fig. 6. The effect of the treatment with U73122, an inhibitor of 

PLC,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20 

Fig. 7. Western blotting of phosphos-tyrosine 783 of PLCγ1 with 

the treatment of H2O2 in a dose-dependent manner. ··················22 

Fig. 8. The effect of knock-down of PLCγ1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23 

Fig. 9. The effect of DTT, a reducing agent,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26 

 



 - 1 - 

 

국문요약  

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의 발생 기전  

  

  활성산소종은 세포의 대사과정에서 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과정 중

에 생성된 생물학적 부산물로서 독작용과 노화, 그리고 증식성 질환

발생 등의 주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주요한 세포 

내 신호전달의 조절 매개체로서 다양한 세포 내 반응에 관여하는 것

으로도 알려져 있다. 활성산소종 중 하나인 H2O2는 이차전령체로서 

거의 모든 기타 신호전달계 단백들을 산화-환원 작용을 통해 영향을 

주고 있다고 여겨지는데, 신호전달 체계 중 하나인 칼슘신호 단백 역

시 활성산소종에 의해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생리적 활성농도에서 활성산소종이 어떤 기전을 통해 칼슘 신호를 활

성화시키는 지에 대해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H2O2로 칼슘 신호가 유발되는 지와 이의 발생 

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신경교 세포를 H2O2로 처치하면 세포 내 칼슘농도의 주기적 변동

이 유발되었으며, 이는 가역적이었다. 소포체 칼슘펌프 억제제인 

thapsigargin을 전처치하면 H2O2 유도성 칼슘신호가 나타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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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체 칼슘이온통로인 1,4,5 trisinositol phosphate (IP3) 수용체의 

억제제인 2-aminoethoxydiphenyl borate (2-APB)를 전처치한 경우 

H2O2 유도성 칼슘신호 생성이 유발되지 않았으나, 또 다른 소포체 칼

슘 이온통로인 ryanodine 수용체를 억제한 경우 유발되었다. 환원제

인 dithiothreitol 처치시 H2O2 유도성 칼슘신호가 억제되었다. H2O2

는 세포막 인지질 분해소인 phospholipase Cγ1 (PLCγ1)의 783 서열 

타이로신기를 인산화시켰는데 이는 H2O2 농도에 의존적이었다. PLC

의 저해제인 U73122와 siRNA를 이용한 PLCγ1의 발현 저하는 각각 

H2O2 유도성 칼슘신호 생성을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 미루어 

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H2O2가 PLCγ1을 활성화시켜 IP3의존적인 칼

슘 저장고로부터 칼슘을 동원하여 칼슘 신호를 생성시키는 것으로 판

단된다. 

----------------------------------------------- 

핵심되는말 : 활성산소종, 신경교 세포, 칼슘신호, H2O2, PLC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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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의 발생 기전  

  

<지도교수 신동민신동민신동민신동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김김김김    승승승승    혜혜혜혜    

 

ⅠⅠⅠⅠ. . . . 서론서론서론서론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세포 내 미토콘드

리아의 전자전달계나1, 세포 외 환경요인인 자외선 (ultraviolet)2, 이

온화 방사선 (ionizing radiation)3, 그리고 산화 화학 물질 (redox 

chemical)4 등에 의한 세포의 대사과정에서 산소가 물로 환원되는 과

정 중에 생성된 생물학적 작용의 부산물로서 superoxide anion (O2
-.)

과 hydrogen peroxide (H2O2), 그리고 hydroxyl radical (OH.) 등의 

형태가 있다5. 활성산소종은 세포에서 독작용과 노화6 그리고 증식성 

질환발생 등의 주원인으로 여겨지고 있다7. 활성산소종과 연관된 질환

으로는 신경질환의 일종인 알츠하이머 질환 (Alzheimer’s disease)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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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성질환, 죽상경화증 (atherosclerosis)9, 당뇨병 (diabete 

mellitus)10, 류마티스성 관절염 (rheumatic arthritis)11 등 이 알려져 

있다.  

더불어 최근에는 활성산소종이 주요한 세포 내 신호전달의 조절 매

개체로서 다양한 세포 내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 예

를 들면, 표피세포 성장인자 (epidermal growth factor, EGF) 수용체

의 활성화에 의해 생성된 활성산소종은 EGF 수용체의 활성을 더욱 

증가시키는 양성 되먹임 현상을 나타내며12-14, 이와 유사한 기전에 통

해 인슐린 수용체 활성을 조절하고 있다15. 또한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신호전달체계16,17와 protein kinase C (PKC)를 활성화

하기도 한다18. 이외 전사인자인 activator protein-119과 nuclear 

factor kappaB (NFκB)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0,21. 이와 

같이 활성산소종은 독작용 외에 여러 신호전달체계에 관여하는 단백

들의 산화-수준을 변화시켜 세포대사, 분화, 그리고 성장 등의 반응을 

조절하고 있는 이차전령체로도 여겨지고 있다22,23.  

  세포 내 반응을 매개하는 신호전달체계 중 칼슘 신호는 근육수축, 

세포대사, 분비, 분화, 그리고 세포사멸에 이르기 까지 다양한 세포 

과정에 관여한다 24. 칼슘신호는 세포외부 신호인 호르몬과 

신경전달물질, 그리고 성장인자 등에 의해 유발된다 25,26. 세포막에 

존재하는 G 단백과 연계된 수용체 (G protein-coupled receptors, 



 - 5 - 

GPCRs) 27 및 receptor tyrosine kinases 에 외부자극이 주어지면 

phospholipase C (PLC)가 활성화되어 phosphatidylinositol (4,5)-

bisphosphate (PlP2)를 inositol 1,4,5-trisphosphate (IP3)로 

가수분해시키며, 생성된 IP3 는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IP3 수용체에 

결합하여 소포체로부터 칼슘을 유출시킴으로써 세포 내에서 또 다른 

반응을 야기하는 이차전령체로서 역할을 한다 28-30. 이와 같이 세포 

내 칼슘 농도가 증가되면 소포체 칼슘펌프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 ATPase, SERCA)나 세포막의 plasma membrane 

Ca2+ pump (PMCA)가 활성화되어 세포 내 칼슘농도를 세포외부에 

비해 낮추게 된다 31,32.  

활성산소종이 칼슘신호전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는 여러 종류의 

세포에 활성산소종을 인위적으로 처치하여 알려져 왔다. In vitro 상에

서 H2O2가 세포막 인지질 분해효소인 phospholipase Cγ1 (PLCγ1)의 

인산화를 촉진시키어 이차전령체인 IP3의 농도 증가에 따라 소포체로

부터 칼슘을 동원한다는 보고가 있으며33-35, B cell line과 hapatoma 

cell에서 H2O2가 IP3수용체의 IP3에 대한 친화도를 증가시켜 칼슘신호

를 증폭시킨다고 한다36. 또한 세포막 칼슘이온통로나 long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hannel 2에 영향을 주며, SERCA와 PMCA를 조

절한다고도 한다37-41.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증가는 1 mM 이상의 고농도 H2O2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H2O2의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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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농도 범위로 알려진 1-100 µM에서는 세포 내 칼슘신호의 생성

과 이의 기전에 대해서 알려져 있지 않다5,22. 

 신경교 세포는 뇌세포의 대부분을 차지하며 뇌세포의 항상성을 

유지시켜주는 역할을 수행한다42,43. 현재까지 신경교 세포에서 

활성산소종에 대한 연구는 주로 활성산소종의 독작용에 의해 

유발되는 질환에 있어서 신경교 세포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집중되어 

왔다44. 또한 칼슘신호 연구 역시 신경교세포에서 효현제가 GPCRs 

또는 receptor tyrosine kinases를 활성화시켜 PLCß나 PLCγ가 

세포내 칼슘을 동원하는 전형적인 전달기전에 대하여 집중되어 왔다.  

본 연구자는 예비실험을 통해 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30 µM H2O2 

만으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주기적 변동을 관찰한 바 있다. 이는 

신경교 세포에서 활성산소종이 이차전령체로서 칼슘신호전달 

단백들의 산화-환원 수준을 변화시켜 칼슘신호전달 기전에 관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러한 활성산소종이 신경교 세포에서 

어떤 기전에 의해 칼슘을 동원하는지, 그리고 활성산소종의 작용 

부위와 이의 생리학적 의미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생리적 농도에서 활성산소종에 의해 유발되는 

칼슘신호가 어떠한 기전에 의해 유발되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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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실실실실험방법험방법험방법험방법    

    

 1. 재료  

  신경교 세포는 흰쥐 1일령의 대뇌 피질을 분리하여 HEPES-

buffered minimum essential medium (MEM)에서 배양시켜 7-10일 

후 사용하였다. H2O2, dithiothreitol (DTT), thapsigargin, 2-

aminoethoxydiphenyl borate (2-APB), ryanodine, 2’, 7'-

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 U73122과 U73343은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Fura-2-

acetoxymethyl ester (AM) 은 Teflabs (Austin, Tex, USA)에서 구매

하였다. PLCγ1에 대항하는 단일클론항체와 PLC γ1이 특이적으로 인

사화 된 tyrosine 783은 Upstate Biotechnology (Lake Placid, NY, 

USA)에서 구매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신경교 세포의 분리  

  태어난 지 1 일이 지난 neonatal Sprague-Dawley 계 흰쥐를 

단두하고 대뇌피질을 무균 상태로 분리하여 HEPES-buffered 

minimum essential medium (MEM)에 위치시켰다. 조직을 pasteur 

pipette 을 이용하여 기계적으로 분리하는데 pasteur pipette 의 

구멍크기를 큰 것에서 작은 것으로 단계적으로 실시하였다. 조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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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r.p.m. 에서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린 후 세포를 다시 

HEPES 를 포함한 MEM 용액에 넣는다. 배양접시에 poly-L-lysine 

(0.1 mg/ml)을 입힌 coverslip 을 넣고 세포를 50 mm 배양접시 당 

0.5×106 개가 되도록 2.5 % fetal bovine serum 를 포함한 HEPES-

MEM 용액에서 배양하였다. 세포를 37 oC, 5% 이산화탄소가 

유지되는 배양기에서 5-12 일 동안 배양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신경세포는 5-7 일 간 배양 후에 사용하며 신경교 세포는 10-12 일 

간 배양 후 사용하였다. MEM 배지에서 계대하여 신경교 세포를 

선택적으로 배양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측정 

  세포 내의 칼슘 농도의 변화는 칼슘에 결합하는 형광염료인 fura-

2/AM 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흰쥐 (SDrat, 1 일령) 대뇌피질에서 

분리한 세포에 7.5 μM fura-2 AM 을 넣어 37 oC 에서 40 분간 

반응시킨 후 cell chamber 에 부착하고 physiological salt soiution 

(PSS; 1 mM CaCl2, 10 Mm glucose, 5 mM KCL, 1 mM MgCl2, 140 

mM NaCl, 10 mM HEPES, pH 7.4, Osmolarity 310 mosm)에 H2O2 를 

넣고 분당 2 ml 의 속도로 흘려주면서 세포 내의 칼슘의 변화를 

microfluorometer (MetaFlour system)로 측정하였다. 세포 외 

칼슘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용액에 CaCl2 를 넣지 않고 1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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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GTA 를 넣어 주었다. 세포 내 칼슘농도 ([Ca2+]i)의 측정은 

excitation wavelength 340 과 380 nm 에서 emission fluorescence 

510 nm 변화의 값을 Grynkiewicz 식에 따라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Grynkiewicz, 1985): [Ca2+]i = KD.Sf2/Sb2 [(R-Rmin)/(Rmax-R)]. 이때 

KD : fura-2 의 KD 값, R : 측정된 340/380 fluorescence 비율, Rmin : 

2.5 mM EGTA 에 반응한 세포의 340/380 fluorescence 비율 값, 

Rmax : 25 μM ionomycin 에 반응한 340/380 fluorescence 비율 값, 

Sf2 : Rmin 때 380 nm 의 형광강도 값, Sb2 : Rmax 때 380nm 의 

형광강도 값을 나타냈다.  

 

 다. 면역형광 검사법  

  세포를 lysis buffer (50 mM Tris(pH7.4), 150 mM NaCl, 1% 

Triton X-100, 1% deoxycholic acid, 0.1% SDS, 100 µg/ml PMSF, 1 

µg/ml aprotinin, 1 mM DTT, 1 mM NaVO3)에서 반응시킨 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10 % SDS-polyacrylamide gel 에서 전기 

영동하였다. 전기영동 후 nitrocellulose membrane 으로 이동시킨 후 

membrane 을 상온에서 5 % non-fat dried milk 에 blocking 하였다. 

1 시간 후에 anti-phospho PY783 으로 4 oC 에서 16 시간 이상 반응 

시켰다. Washing buffer 로 3 회 씻은 후 1:1000 으로 희석된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IgG antibod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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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간 반응 시킨 후 ECL detection system 으로 반응 정도를 

확인하였다.  

 

 라. 활성산소종의 측정  

  활성산소종은 fluorescent probe 인 DCF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세포를 5 μg/mL DCF 에 5 분 동안 incubation 한 후에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8 g/L NaCl, 0.4 g/L KCL, 0.0424 g/L 

Na2HPO4, 0.06 g/L KH2HPO4, 0.14 g/L CaCl2, 0.2 g/L MgSO4
.7H2O), 

0.35 g/L NaHCO3, 1 g/L Glucose, pH 7.4)으로 세포를 씻어주었다. 

DCF 형광은 confocal microscope (Carl Zeiss, LSM510)로 

excitation wavelength 는 488 nm, emission wavelength 는 525 

nm 에서 측정하여 세포 내 활성산소종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마. siRNA-PLCγ1 을 이용한 형질전환  

  LipofectAMINE 2000 transfection reagent (Carlsbad, CA)으로 

small interfering RNA (siRNA)는 siRNA 에 pSUPER vector 를 

삽입하여 만든 1 g/ml PLCγ1 (siRNA-PLCγ1)과 1.2 mg/ml GFP-

phospholipase Cδ1 (미국 Texas Southwestern Medical Center 의 

Dr. Muallem 으로부터 받아서 보유하고 있음)을 같이 MEM 배지에서 

처치하여 형질변환시킨다. 48 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GFP 형광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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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질전환 된 세포를 확인하였다. 형질전환이 성공할 경우 GFP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에 fura-2 를 축적하여 칼슘농도 측정 실험을 

하였다. siRNA 에 의한 내인성 PLCγ1 의 부족은 면역형광 검사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바. 통계학적 분석 

  Student T-test 를 실시하여 결과를 통계적으로 분석하였으며, P 

value < 0.05 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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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과결과결과결과    

    

1.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농도의 증가 

흰쥐 신경교 세포에 활성산소종의 일종인 H2O2를 처치한 결과 30 

µM 농도에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주기적 변화 (칼슘 oscillations)가 

유발되었다 (Fig. 1). 10 µM 농도에서는 칼슘농도가 급속히 증가한 후 

감소한 후 기저상태를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100 µM 농도

에서는 칼슘농도가 급속히 증가한 후 일정수준에서 유지되는 

biphasic한 형태를 보였다. 30 µM 농도에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주

기적 변화의 빈도는 5.1 ± 0.5 peaks/20min였다 (n=5, p <0.05). 

H2O2로 유도된칼슘 oscillations은 급속히 칼슘 농도가 증가한 후 기

저 상태까지 감소하는 형태 (repetitive base-lined type of Ca2+ 

oscillations)를 보였다. 

한편 H2O2의 유도된 세포 내 칼슘농도의 증가가 가역적인지를 알아

보기 위하여 H2O2 (30 μM)를 처치한 후 5분 정도 씻어준 후, H2O2를 

재 처치하자 칼슘신호가 생성되었다 (n=5,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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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1. The effect of H2O2 on [Ca2+]i
 in cultured rat cortical 

astrocytes. Cells were exposed to 30 μM of H2O2 at least 20 min. 

The trace is representative of 18-20 cells in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Results are means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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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The effect of retreatment with H2O2 on [Ca2+]i
 . Cells were 

exposed to 30 μM of H2O2 at least 10 min and washed with PSS at 

least 5 min. Then, cells were re-treated with 30 μM of H2O2. The 

trace is representative of 18-20 cells in five independent 

experiments. Results are means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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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의 칼슘 동원 부위 검색   

  H2O2 로 유도된 칼슘 신호가 세포 외부 칼슘의 유입에 의해 

생성되었는지, 또는 세포 내 칼슘 저장고로부터의 유출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0 µM H2O2 를 처치한 상태에서 외부 

칼슘을 제거한 용액을 흘려준 다음, 다시 칼슘이 있는 용액을 

관류시켰는데, 외부 칼슘이 제거된 경우에도 칼슘신호가 생성되었다 

(n= 18, Fig. 3).  

  세포 내 칼슘저장고 중 세포 내 어느 기관으로부터 칼슘을 동원하

는 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소포체 칼슘펌프 억제제인 1 µM Tg을 

약 5 분간 처치하여 Tg-의존성 칼슘저장고를 고갈시킨 후에 H2O2 

(30 µM)를 처치하고 H2O2에 의해 세포 내 칼슘신호가 생성되는 지 

확인한 결과 생성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n=20, Fig. 4A). 또한 이의 

역순으로 한 실험에서 H2O2에 의해 세포 내 칼슘 저장고로부터 칼슘

이 유리되면 Tg에 의해 칼슘 농도가 더 이상 증가하지 않았다 (n= 

20, Fig.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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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The effect of extracellular Ca2+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Ca2+was removed from the bath solution and then 30 

μM H2O2 was added. Cells were exposed to 30 μM H2O2 in the 

absence of Ca2+ in solution as indicated by the bars. The trace is 

representative of 15-20 cells in eighteen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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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Fig.4. The effect of thapsigargin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A) Cells were exposed to 30 μM H2O2 followed by 1μM 

thapsigargin (Tg) in the absence of Ca2+ in solution as indicated by 

the bars. (B) Cells were exposed to 1 μM Tg followed by 30 μM 

H2O2 in a nominally Ca2+-free 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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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와 IP3 의존성 칼슘 저장고, 또는 ryanodine 

의존성 칼슘저장고와의 상관성 분석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와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IP3 수용체, 또는 

ryanodine 수용체와의 상관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Ryanodine 수용

체를 억제하기 위해 100 µM ryanodine을 약 10분 정도 처치한 후 

H2O2 (30 µM)를 처치한 결과, H2O2 유도성 칼슘 신호가 생성되었다 

(n=17, Fig. 5A). IP3수용체의 억제제인 75 µM 2-APB를 전처치하면 

H2O2 유도성 칼슘 신호가 생성되지 않았으나, 2-APB를 제거하고 

H2O2를 처치하자 칼슘 신호가 생성되었다 (n=15, Fig. 5B).  

 

4.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와 PLC와의 연관성 

H2O2 유도성 칼슘 신호가 IP3의 증가에 관여하는 단백인 PLC와 연

관성이 있는 가를 확인하기 위하여, PLC의 일반적인 억제제인 

U73122와 대조군으로 U73343를 H2O2와 동시에 처치하였다. 30 μM 

H2O2와 10 μM U73122를 함께 처치하자 칼슘반응이 억제되었으며, 

U73343을 처치한 경우 H2O2 유도성 칼슘 신호가 나타났다 (Fig. 6A). 

칼슘 oscillations의 빈도는 U73343에서 6.45 ± 1.21 peaks/20min, 

U73122에서 0.8 ± 0.78 peaks/20min로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었다 

(n=11, p <0.05) (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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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Fig.5. The effect of ryanodine or 2-APB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Cell were exposed to 100 μM ryanodine (A), or 75 μM 

2-APB (B) prior to the addition of 30 μM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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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effect of U73122, an inhibitor of PLC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A) Cells were exposed to 30 μM H2O2 in 

combination with U73343 or U73122 as indicated by the bars.  (B) 

Quantitative results in oscillation frequency (peaks/20 min). 

Results are means ± S.E.M.  

 



 - 21 - 

5. H2O2 에 의한 PLCγ1 의 인산화  

  H2O2 에 의해 PLCγ1 의 인산화 정도가 변화하는 지를 측정하였다. 

100 μM H2O2 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PLCγ1 의 인산화 정도가 34.29 ± 

6.23 %의 증가, 300 μM 은 55.47 ± 4.87 %의 증가, 1 mM 은 82.12 

± 6.64 %의 증가, 그리고 3 mM 은 93.06 ± 6.33 %의 증가하여 

H2O2 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PLCγ1 의 인산화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n=6, p <0.05) (Fig. 7A, 7B). 

6.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와 siRNA를 이용한 PLC γ1의 발현 억제 

 PLC의 PLCγ1의 발현 억제가 H2O2 유도성 칼슘 신호에 영향을 

미치는 지를 일아 보기 위하여 siRNA에 pSUPER vector를 삽입하여 

만든 PLCγ1 (siRNA-PLCγ1)를 eGFP-N1와 함께 형질변환시켰다. 

먼저 siRNA-PLCγ1을 처치했을 때 단백수준이 줄어드는 것을 면역

형광 검사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는데, 발현 정도는 siRNA-PLCγ1에서 

0.5 ± 0.058 배로 PLCγ1의 발현이 pSuper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n=4, P <0.01) (Fig. 8A). GFP 형광으로 세포의 형질전환 여부를 확

인한 후 (Fig. 8B), pSuper에 30 µM H2O2를 처치하자 칼슘 신호가 

유발되었으나 siRNA-PLCγ1에서는 30 µM H2O2를 처치하자 칼슘 

oscillations은 거의 유발되지 않았는데, 칼슘 oscillations의 빈도는 

pSuper는 6.70 ± 0.99peaks/20min, siRNA-PLCγ1은 0.70 ± 0.69 

peaks/20min이었다 (n=10, P <0.01, Fig. 8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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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Western blotting of phosphos-tyrosine 783 of PLCγ1 with 

the treatment of H2O2 in a dose-dependent manner.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H2O2 for 10 min, and 

lysates were subjected to immunoblot analysis with antibodies to 

phosphospecific tyrosine 783 (PY783) or PLCγ1. (B) Data from 6 

experiments were quantified and the ratio (PY783/ PLCγ1) was 

calculated. Results are means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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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he effect of knock-down of PLCγ1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A) Western blots of cell lysates transfected 

with pSUPER (empty vector) or siRNA for PLCγ1 (siRNA-PLCγ1). 

(B) Cells were cotransfected with GFP and siRNA-PLCγ1 and 

[Ca2+]i was measured. (C) Oscillation frequency (peaks/20 min) in 

cells transfected with or without siRNA-PLCγ1 was counted 

during H2O2 stimulation in ten independent experiments. Results 

are means ± 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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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환원제가 H2O2로 유도된 칼슘 신호에 미치는 영향 

  H2O2로 유도된 칼슘 신호가 관련 단백의 산화에 영향을 받는지 알

아보기 위하여, 환원제인 dithiothreitol (DTT)를 약 30분간 전처치하

였는데, 세포에 30 µM H2O2와 1 mM DTT를 처치하자 칼슘 신호는 

유발되지 않았다. (n=3,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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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9. The effect of DTT, a reducing agent, on H2O2–induced 

[Ca2+]i
 increases. The Ca2+ responses of individual astrocytes to 

30 μM H2O2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1 mM DTT were shown. 

The result is representative of 16 cells in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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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찰고찰고찰고찰    

 

  H2O2에 의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증가는 다양한 세포에서 알려졌

다38,40,41,45. 그러나 대부분의 연구에서 세포 내 칼슘 농도의 증가는 1 

mM 이상의 고농도 H2O2에 의해 유도된 것으로 H2O2의 생리적 농도 

범위인 1-100 µM에서 세포 내 칼슘신호의 생성과 이의 기전에 대해

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세포 내 칼슘신호 전달은 빈도 (frequency)

에 의해 조절되는 신호와 진폭 (amplitude)에 의해 조절되는 신호가 

있는데25, 빈도에 의한 칼슘 신호는 대부분의 세포에서 생리적 농도의 

효현제와 반응하여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를 유발한다24. 기존의 

대부분의 세포에서 H2O2가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

는 있었지만,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를 유발한다는 보고는 거의 없

다. 그런데 본 연구에서 30 µM H2O2가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를 

유발하였고, 이 이상의 고농도 처리시 세포 내 칼슘의 농도는 급속히 

증가되어 감소한 후 일정수준을 유지하는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세

포 내 칼슘 신호는 가역적인 반응을 보였으며, 또한 세포 사멸을 동

반하지 않았다. 이는 30 µM H2O2가 세포 내 이차전달물질로서 칼슘 

신호에서 작동할 가능성을 의미하며 H2O2의 생리적 활성농도가 1-

100 µM이라는 보고와도 부합된다.  

  신경교 세포와 같은 비흥분성 세포에서 세포 내 칼슘 저장고로부터

의 칼슘 유출과 세포막 칼슘 통로를 통한 칼슘 유입은 칼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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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cillations의 생성과 지속에 중요하다46. 본 실험에서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는 세포외부에 칼슘이 없는 상태에서도 지

속되었다. 이는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이 세포 내 

칼슘 저장고로부터 동원된 칼슘 농도의 증가에 의해 생성됨을 의미한

다. 세포 내 칼슘저장고로 주로 알려진 소기관으로는 소포체와 미토

콘드리아 등이 있다26. 이에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

이 소포체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특이적으로 소포체 칼슘펌프를 억

제하는 Tg 처리시에 의해 소포체 칼슘 저장고를 고갈시킨 후 H2O2를 

처치하였는데,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을 생성시키지 못하였다. 이

는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이 Tg-의존성 칼슘 저장

고인 소포체로부터의 칼슘 동원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의미한다. 한편 

H2O2는 세포 내 칼슘 통로인 ryanodine 수용체와 IP3수용체를 활성

화하여 소포체로부터의 칼슘 유출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가 있는데38,47, 

특히 ryanodine 수용체가 산화되면 칼슘 통로가 활성화된다고 알려

져 있다48,49.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인 100 µM ryanodine을 처치하여 

ryanodine 수용체를 억제한 후에도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을 관찰하였다. 이는 신경교 세포에서 H2O2가 생성시킨 

칼슘신호가 ryanodine 수용체와는 무관함을 의미한다. 반면 IP3수용

체의 억제제인 2-APB (75 µM)를 전처치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을 관찰할 수 없었다. 2-APB는 불특정하게 IP3수용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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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포체 칼슘펌프, 그리고 CCE 통로를 억제한다고 알려진 약물로50,51, 

본 실험에서 사용한 2-APB의 농도는 소포체 칼슘펌프를 억제시키는 

농도보다 적은 양인 75 µM을 사용하였고, 2-APB로 인한 세포 내 칼

슘 농도의 증가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는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

슘 oscillations는 IP3수용체를 통한 칼슘 유출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H2O2는 in vitro 상에서 PLCγ1의 활성을 유도한다35,36. PLCγ1은 

세포막에서 타이로신의 인산화에 의존적인 기전에 의해 tyrosine 

kinase 수용체를 활성화시켜52, PLCγ1의 인산화를 촉진시키며 PIP2

를 가수분해시켜 증가된 IP3는 세포 내 칼슘 농도를 증가시킨다31. 따

라서 신경교 세포에서도 H2O2 (30 µM)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의 발생에서 PLCγ1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었

다. 먼저 H2O2를 농도별로 처리한 후 PLCγ1의 인산화를 측정하여본 

결과, 농도에 의존적으로 인산화 정도가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H2O2 유도성 칼슘 oscillations의 발생에 PLCγ1이 관여할 가능성을 

의미한다. 아울러 PLCγ1의 발현억제를 통해 H2O2 유도성 칼슘 

oscillations의 발생이 나타나는 지를 확인해 본 결과, siRNA-PLCγ1

은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를 억제하였다. 이는 

PLCγ1의 활성이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의미한다. 또한 PLC의 억제제인 U73122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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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자 H2O2 유도성 칼슘 oscillations의 발생은 나타나지 않아, PLC가 

H2O2 유도성 칼슘 oscillations의 발생에 필수적 요소라고 판단된다.   

한편 H2O2로 유도된 칼슘 oscillations는 환원제인 DTT에 의해 억제

되었다. 이는 PLCγ1과 연관된 칼슘 신호 관련 단백의 산화가 H2O2로 

유도된 세포 내 칼슘 oscillations의 발생에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들은 신경교 세포에서 생리적 농도로 알려진 범위

에서 H2O2를 처치하여 얻어진 것으로, 활성산소종이 이차전령체로서 

칼슘 신호를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한 것이다. 그러나 본 실

험에 사용한 H2O2가 생리적 농도 범위 일지라도 기존의 연구들에서

와 같이 외부에서 인위적으로 활성산소종을 세포막을 통과시켜 얻은 

결과이다. 이와 달리 신호전달의 매개체로 작동하기 위하여는 활성산

소종의 내재적 발생이 (endogenous generation of ROS) 중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즉, 외부에서 주입한 활성산소종과 내재적으로 발생된 

활성산소종은 신호전달단백인 MAPK, JNK, 그리고, NFκB 신호전달 

체계를 다르게 활성화시킨다고 한다53. 따라서 본 실험의 결과를 토대

로 하여, 향 후 세포 내 대사나 신호전달과정에서 내재적으로 생성된 

활성산소종이 세포 내 칼슘신호전달에 관여하는 지와 그 발생기전을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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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론결론결론결론    

    

  H2O2를 신경교 세포에 처치하여 세포 내 칼슘 농도의 변화를 측정

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H2O2는 가역적인 칼슘 신호를 생성하였는데, H2O2 농도에 의존적으

로 IP3 매개성 칼슘 신호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2. H2O2로 유도된 칼슘 신호는 thapsigargin에 민감한, 그리고 IP3 의

존성 칼슘저장고인 소포체를 이용하였다. 

 

3. H2O2의 농도에 의존적인 형태로 PLCγ1의 활성이 나타났다.  

 

4. siRNA를 이용한 세포의 형질전환으로 PLCγ1의 발현을 억제하거

나, PLC 억제제의 처리하면 H2O2로 유도된 칼슘 신호가 억제되었다. 

 

5. 환원제를 처치하면 H2O2에 의해 칼슘 신호가 유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H2O2 는 흰쥐 신경교 세포에서 PLCγ1 을 인산화하여 IP3 에 

의존적인 신호를 활성화하여 세포 내 칼슘신호를 유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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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re produced as the by-products 

of general metabolism, which are considered a major cause as 

cytotoxic effect, aging, and proliferational disease. Recently, ROS 

play an important role as regulatory mediators in a variety of 

signaling processes. H2O2, a kind of ROS, influences the function 

of various signaling molecules throughout changing redox state of 

target proteins, suggesting that H2O2 is an intracellular sec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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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ssenger. In the present work, we have investigated the role of 

H2O2 in the regulation of intracellular Ca2+ signaling system in 

cultured rat astrocytes. H2O2 mobilized [Ca2+]i oscillations in a 

reversible manner. H2O2-induced [Ca2+]i oscillations were 

inhibited by the pretreatment with thapsigargin, an inhibitor of 

sarco/endoplasmic reticulum Ca2+ ATPase (SERCA) pump. H2O2-

induced [Ca2+]i oscillations were not inhibited by the pretreatment 

with 100 µM ryanodine, but inhibited by 2-aminoethoxydiphenl 

borate (2-APB), an inhibitor of 1,4,5 trisinositol phosphate 

receptors (IP3Rs) and dithiothreitol (DTT), a reducing agent. H2O2 

induced phospholyation of tyrosine residue at 783 of PLCγ1 in a 

dose-dependent manner. U73122, an inhibitor of PLC, and RNA 

interference against PLCγ1 inhibited H2O2-induced [Ca2+]i 

oscillat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2O2 activates IP3-

dependent intracellular Ca2+ signaling system and the 

phospholyation of PLCγ1 and activation of IP3-dependent signaling 

are essential for generation of H2O2-induced Ca2+
 oscillations in 

cultured rat astrocytes. 

--------------------------------------------------- 

Key Words: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strocytes, Ca2+ 

oscillations, H2O2, PLCγ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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