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배배뇨뇨뇨조조조절절절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pppuuurrriiinnneeerrrgggiiiccc
rrreeeccceeeppptttooorrr와와와 vvvaaannniiilllllloooiiidddrrreeeccceeeppptttooorrr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와와와 변변변화화화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과과과학학학과과과
양양양 희희희 준준준



배배배뇨뇨뇨조조조절절절과과과 관관관련련련된된된 pppuuurrriiinnneeerrrgggiiiccc
rrreeeccceeeppptttooorrr와와와 vvvaaannniiilllllloooiiidddrrreeeccceeeppptttooorrr의의의

상상상관관관관관관계계계와와와 변변변화화화

지지지도도도교교교수수수 이이이 혜혜혜 연연연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박박박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555년년년 111222월월월 999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과과과학학학과과과
양양양 희희희 준준준



양양양희희희준준준의의의 박박박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222000000555년년년 111222월월월 999일일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이 논문을 내기까지 저를 바르고 현명한 연구자의 길로
이끌어주신 이혜연 교수님께 지난 10년 동안의 감사를 드
립니다.연구에 관하여 많은 관심을 갖고 지도해주신 홍
성준 교수님,한상원 교수님,이민구 교수님,윤호 교수님
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생리학적 연구기법에 큰 도
움을 주신 정승수 교수님께도 크게 감사드립니다.5년 동
안의 교실 생활 동안 많은 도움을 주신 해부학교실 교수
님들과 모든 교실원들께도 감사드립니다.저를 생명과학
의 신비로움에 눈뜨게 해주신 고등학생 시절 생물선생님
이신 홍진한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모두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한 연세의대 졸업동

기들에게도 그 동안의 관심과 격려에 감사드립니다.평범
하지 않은 기초의학과정을 서로 보듬어주면서 지내온 기
초의학전공의 모두에게 위로와 감사를 보냅니다.외로운
연구계 생활을 즐겁게 보내도록 도와준 학교 밖의 오랜
친구들에게도 감사드립니다.
실험 기법에 있어서 모자란 점을 지적해주고 도와주는

노지연 선생님께도 진심으로 깊은 감사드립니다.
넉넉치 않은 형편에서도 저를 의사로 길러주시고 학문

의 길로 보내주신 아버지와 어머니께 감사드리며,임상의
학에 있으면서 기초의학의 길을 걷는 저를 이해해 준 하
나뿐인 형님에게도 감사드립니다.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저를 편하고 안전하게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저자 씀



i

차차차 례례례

그림 및 표 차례 …………………………………………… ⅲ
국문요약 ………………………………………………………1
Ⅰ.서 론………………………………………………………3
Ⅱ.재료 및 방법 ……………………………………………7
1.실험동물…………………………………………………7
2.추적물질 주사 및 방광 자극 …………………………7
3.조직 적출 및 동결절편 제작 …………………………8
가.실험동물 조직 고정…………………………………8
나.조직 적출 ……………………………………………8
다.후고정 및 frozenblock제작,절편 제작 …………8
4.면역조직화학염색 ………………………………………9
가.이중면역형광염색 ……………………………………9
나.단일염색 ………………………………………………9
5.형태학적관찰 …………………………………………10
가.방광 …………………………………………………10
나.척수신경절………………………………………… 10
6.Westernblot………………………………………… 11
가.실험동물 조직 고정……………………………… 11
나.조직 적출 및 단백질 추출,정량………………… 12
다.Immunoblotting…………………………………… 12



ii

7.P2X3,VR1ligandbinding후의
세포막 이온전류 측정………………………………… 12
가.단일 방광상피세포 제작………………………… 12
나.Patchclamp…………………………………………13

Ⅲ.결 과…………………………………………………… 15
1.방광의 P2X3와 VR1분포…………………………… 15
가.정상 방광상피세포의 P2X3와 VR1의 분포…… 15
나.방광자극 후 P2X3와 VR1의

이중면역반응 양상 변화 ……………………… 17
2.방광에 분포된 척수신경절 신경세포에서
P2X3와 VR1발현 패턴 분석…………………………20

3.방광,척수신경절 조직에서
P2X3와 VR1에 대한 단백질 정량……………………21

4.방광상피세포에 대한 이온전류 측정………………22
Ⅳ.고 찰……………………………………………………24
Ⅴ.결 론…………………………………………………… 31
참고문헌……………………………………………………… 33
영문요약……………………………………………………… 39



iii

그그그림림림 차차차례례례

그림 1.방광에서 추적한 S1척수신경절 세포에서 P2X3
및 VR1면역반응세포 검색 방법……………… 11

그림 2정상 방광의 P2X3(A)와 VR1(B)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사진………………………… 16

그림 3.정상 방광에서 P2X3와 VR1에 대한 이중면역형광
염색 사진………………………………………… 16

그림 4.실험군 방광상피의 P2X3와 VR1
이중면역형광염색 사진……………………………18

그림 5.실험군 방광상피의 P2X3와 VR1
이중면역형광염색 저배율 사진………………… 19

그림 6.방광과 척수신경절에서 P2X3(64kDa)발현량의
변화………………………………………………… 21

그림 7.방광과 척수신경절에서 VR1(93kDa)발현량의
변화…………………………………………………21

그림 8.정상 및 실험군 방광의 이온 전류 측정………23



iv

표표표 차차차례례례

표 1.아세트산 자극 후 흰쥐 방광에서 추적한
척수신경절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P2X3와
VR1receptor분포 양상의 변화……………………20



- 1 -

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배뇨조절 유도와 관련된 purinergicreceptor와 vanilloidreceptor의
변화와 상관관계

방광의 배뇨작용 조절에 관계하는 감각신경에 발현하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로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되는 것으로는 ATP를 ligand로
하는 P2X3와 capsaicin을 ligand로 하는 vanilloidreceptor1(VR1)이 있
다.이 두 가지 수용체를 이용한 새로운 배뇨장애 치료방법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두 수용체의 분포 및 두 가지 수용체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생후 8주 된 Sprague-Dawley rat의 방광벽에 retrograde
nervetracer를 주입하고 방광자극군의 방광에는 0.5% 아세트산을 주입
하여,1주일 뒤에 정상대조군과 방광자극군 흰쥐의 방광,L6-S1척수신경
절 표본에 P2X3와 VR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방광에서
추적한 척수신경절 세포에서,P2X3면역형광반응과 VR1면역형광반응이
관찰되었으며,방광을 자극한 뒤에는 척수신경절 신경세포에서 P2X3의 발
현은 감소하였고,VR1의 발현은 증가하였다.두 수용기를 같이 가진 세포
는 감소하였다.방광 상피밑조직의 신경섬유말단에서도 P2X3와 VR1수용
기가 관찰되었으며,방광자극 후 VR1이 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정
상 방광상피의 우산세포와 상피 바닥쪽 세포 핵 주위에서 P2X3면역 반
응이 관찰되었는데,방광자극군에서 우산세포에 좀 더 강하게 발현되었으
며,방광상피의 중간층의 세포막에서 발현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방광자
극군의 방광상피세포는 실험군의 방광상피세포에서는 없었던 ATP에 의
한 이온 전류 생성이 기록되었다.VR1은 정상 방광상피의 중간층 세포막
쪽에서 발현되었으나,방광자극군에서는 바닥쪽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도
관찰되었다.하지만 VR1은 정상에서나 방광자극군에서나 모두 capsaicin
에 대한 이온 전류가 기록되지 않았다.위의 결과들을 종합하면,P2X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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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수신경절로 전달되는 신경섬유보다는 방광의 상피세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특히 화학적 자극 후 그 면역반응이 세포
막 쪽으로 이동하고,ATP에 대한 이온전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
P2X3는 비정상적인 방광상피에서 ATP에 의해 활성화되어 방광의 과민성
반응을 유도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이에 본 연
구자는 방광상피에서의 P2X3의 기능 활성화는 방광의 과민성에 직접 기
여하고,VR1은 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다.이를
통해 P2X3와 VR1의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과민성 방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방광상피의 P2X3와 VR1의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기존 치료법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은 없이 치
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

핵심되는 말 :배뇨,방광,P2X3,VR1,역행성신경추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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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뇨조절과 관련된 감각세포에서 purinergicreceptor와 vanilloid
receptor의 분포와 상관관계

<지도교수 이이이 혜혜혜 연연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양양양 희희희 준준준

ⅠⅠⅠ...서서서론론론

방광의 배뇨작용은 방광배뇨근이 수행하며,그 조절은 자율신경계와 체
신경계의 신경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게 된다.배뇨 장애는 방광의 출구
가 막히거나 척수손상과 같은 뚜렷한 신경병변이 있을 때뿐만 아니라,배
뇨근과민(detruserhyperreflexia)과 같이 원인을 잘 알 수 없는 불안정한
수축(unstablecontraction)에 의해서도 나타난다1.배뇨근을 수축시키는
것은 콜린성신경이나,그 수축을 처음에 유도하는 것은 퓨린성신경
(purinergicnerve)이다2.따라서 신경인성 방광의 치료에서,콜린성 길항
제나 억제제 사용시 나타나는 부작용이나 치료효과가 적은 경우,그 대안
으로써 자율신경계의 한 부분으로 생각되는,콜린성도 아드레날린성도 아
닌(non-cholinergicandnon-adrenergic)신경조절 기능을 이용할 수 있는
지에 대해 논의되고 있으며,그 중에서 퓨린성신경계에 속한 P2X 수용체
나 또는 퓨린성신경계 외에 VR1과 같은 새로운 수용체의 조절기능과 역
할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1.
P2X receptor는 ATP에 의해 작동하는 ligand-gatedcationchannel이

다.P2X receptor의 subunit은 지금까지 모두 7가지(P2X1-7)가 발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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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5,6,7,8.P2X의 활성화는 생식기능에서부터 중추신경계의 fastsynaptic
trasmission에까지 광범위한 생체활동과 관련되어 있는데,신경계에서는
Ca2+influx등을 이용한 synapticmodulator로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P2X 수용체 중 그 분포가 가장 먼저 알려진 것이 P2X1이며,초기
에는 혈관이나 비뇨생식기장기의 평활근의 수축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
져 왔으나10,최근에는 평활근뿐만 아니라 신경계에서도 P2X1receptor가
나타나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P2X1수용체는 배뇨근의 세포막에 고르게
분포하여,배뇨할 때 배뇨근의 수축이 시작되도록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
11.최근에 방광에 분포하는 신경종말에서도 P2X1receptor가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으나 그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다만 최근에
다른 연구자들이 척수신경절 신경세포에서 P2X1receptor가 있음을 보고
한 결과에 의하면,이들이 주로 smallneuron에서 나타나고,CGRP나
SubstanceP를 함유하는 세포에서 같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아 통증을 전
달하거나 mechanoceptor로서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다12.
P2X3수용체는 신경계에서 주로 관찰되며13,여러 종류의 감각신경절에

서 그 존재가 보고됨에 따라 감각의 전달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특히 미뢰에 분포한 신경섬유에서 매우 많이 분포하고 있
는 점은 이것이 내장감각의 전달과 관련이 있음을 보여준다14.척수신경절
에서 P2X3receptor가 발현되는 신경세포는 CGRP에 대해서도 면역반응
성을 보이며12,방광에 P2X3수용체가 있는 경우는 방광의 수축이 잘 일
어나나,P2X3수용체가 없는 동물인 경우는 방광의 용적이 증가하고 배뇨
근의 수축이 잘 유도되지 않는 점15으로 보아,이 수용체가 방광이 팽창되
는 것을 감지하는 경로와 관계되거나 아니면 방광의 과잉반사를 유도하는
c-fiber경로와 관계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본 연구자는 P2X1보
다 방광 감각에 더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는 P2X3에 초점을 맞추
게 되었다.
P2X receptor의 ligand인 ATP는 방광에서는 상피세포에서 분비되며,

방광 안의 압력이 증가하면,방광점막상피세포에서 ABC protein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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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esicularexocytosis에 의해 세포의 손상 없이 세포 밖으로 배출된다고
추측되고 있다16.P2X1수용체는 배뇨근의 세포막에서 관찰되는 것과 달
리,P2X3receptor는 흰쥐의 방광에서는 방광점막과 점막밑층에서 관찰된
다고 한다17.
Capsaicin vanilloid receptor-1 (VR1)은 ligand-gated non-selective

cationchannel로서 열,수소이온,VR1ligand를 감지하는 기능을 한다.
VR1은 주로 지름이 작은 일차감각신경세포(primaryafferentneuron)에서
발현되며 nociception과 관계있을 가능성이 매우 크다18.VR1에는 P2X
receptor와는 달리 일부 대사부산물 이외에는 현재까지 뚜렷한
endogenousligand가 알려져있지 않으며19,그나마 생체에서 VR1을 활성
화시킬 것으로 생각되는 물질은 noxiousheat이다20.VR1은 염증이나 허
혈상태인 조직에서 pH가 낮아졌을 때 열에 대한 threshold가 낮아지므로
병적인 조건에서 통증을 느끼는 데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된다21.
VR1은 방광에서 방광밑조직이나 평활근세포에 분포하는 myelinated또

는 unmyelinated nervefiber에서 관찰되며,과민성방광에 그 ligand인
capsaicin이나 resiniferatoxin등을 처치하면 그 증상이 줄어드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도한 농도의 ligand에 의한 VR1receptor의
downregulation또는 VR1(+)neuron의 NGFdepriviation과 관련되어 있
을 가능성이 있다22.
본 연구자는 쥐의 sensoryganglia에 많이 분포되어 있어 구심성 전달,

특히 visceralsensory의 전달과 관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P2X receptor
중 P2X3 receptor가 C-fiber를 통한 방광의 과민반응(bladder
hyperreflexia)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에 이 연구를
구상하였다.또,purinergicreceptor와 VR1receptor의 형태학적 상호관계
도 밝히고,정상상태와 병적상태에서의 형태학적,기능적 변화를 이용해
궁극적으로는 P2X 및 VR1을 이용한 배뇨장애 치료의 학문적 근거를 명
확히 할 수 있게 되고 각각에 대한 약물치료 또는 두 가지 수용체를 이용
한 복합약물치료의 기초연구자료를 얻을 것도 기대하여 이 연구를 시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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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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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실험동물

생후 8주일 된 수컷 Sprague-Dawley흰쥐를 정상대조군과 방광자극군
으로 각각 15마리씩 이용하였다.

2.추적물질 주사 및 방광 자극

흰쥐를 마취통에 넣고 ethylether를 이용해 흡입마취를 유도하였다.흡
입마취가 유도된 실험동물에 ketamine을 0.4-0.6ml씩 1회-2회 복강주사
하여 의식을 잃게 하였다.수술 중의 마취깊이는 ether마스크를 써서 조
절하였고 호흡수와 깊이를 일정한 수준으로 안정시켰다.쥐의 배가 위로
향하게 하여 앞다리와 뒷다리를 수술대에 고정한 뒤 abdominalskin을 70
% ethylalcohol을 적신 솜으로 문질러 소독하였다.Lowerabdominal
skin에 sagittal incision을 하여 transverse fascia를 노출시킨 뒤,
transversefascia와 rectusabdominismuscle에 longitudinalincision을
가하여 peritonealcavity를 노출시켰다.방광을 포셉으로 잡은 상태에서
retrogradenervetracing물질인 1,1-dioctadecyl-3,3,3,3-tetramethyl
indodicarbocyanine perchlorate (DiD, Molecular Probes, USA)를
dimethylsulfoxide(DMSO)에 2.5mg/ml농도로 희석하여 30gauge바늘
이 달린 0.5ml주사기로 방광벽에 골고루 5-7군데 주사하여 bleb을 이루
도록 tracer를 주입하였다.정상대조군 쥐는 방광을 제자리로 돌려 넣고
rectus muscle과 fascia를 6-0 catgut으로 봉합하였고,이어서 skin과
subcutaneoustissue를 3-0nylon으로 봉합한 뒤 50% betadine용액을 적
신 솜으로 봉합부위를 문질러 소독하고 수술을 마쳤다.방광자극군 쥐에
는 방광 안에 생리식염수에 녹인 0.5% 아세트산 0.4-0.6ml를 주입한
뒤 위와 같은 방법으로 tracer를 주입한 다음 수술을 마쳤다.마취에서 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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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히 깨어난 쥐는 원래 있던 사육장으로 돌려넣어 수술 뒤에도 수술 전과
같은 환경에서 사육하였고,눈으로 수술부위를 확인하는 것 이외에는 이
후 관찰을 위해 희생시킬 때까지 다른 조작은 가하지 않았다.

3.조직 적출 및 동결절편 제작

가.실험동물 조직 고정

수술 뒤 7일 지난 흰쥐를 ethylether로 깊게 마취한 상태에서 rib
cage를 연 뒤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심장의 apex뒷면의 leftventricle에
주사바늘을 꽂아 수액주입키트를 이용해 실험테이블로부터 위쪽으로 1m
높이에서 normalsaline을 주입하였다.쥐의 rightauricle을 절개해 혈액
과 관류된 normalsaline이 빠져나오게 하여 normalsaline을 200ml관
류시켰다.곧이어 같은 line을 통하여 4% paraformaldehyde·0.05%
picricacidinphosphatebufferedsaline(PBS)200ml를 관류시켰다.

나.조직 적출

고정이 끝난 쥐를 등을 위로 하게 두고 등의 피부를 sagittalincision
하여 erectorspinae를 노출시킨 뒤 vertebralcolumn이 잘 보이도록 근육
을 발라내었다.수술현미경(Zeiss,독일)으로 보면서 rongeur를 이용하여
vertebra의 lamina와 spinous process를 제거하였다. 여섯째 lumbar
level과 첫째 sacrallevel의 척수신경절을 찾아 11번 blade로 척수신경절
을 절단하였다.쥐를 배가 위로 하게 뒤집어,수술했던 부위를 다시 열고
방광을 neck부분을 절단하여 적출하였다.

다.후고정 및 frozenblock제작,절편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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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출한 척수신경절과 방광을 4% paraformaldehyde·0.05% picric
acidinPBS에 넣어 24시간 더 고정한 뒤,30% sucrose용액에 72시간
담궈두면서 고정액을 치환시켰다.치환이 끝난 조직을 embeddingmedia
에 포매하여 액체질소로 냉각시킨 isopentane에 넣어 급속냉동하였다.포
매된 척수신경절은 cryocut을 이용해 10μm 두께로 모두 연속절단하였고,
방광은 40μm 두께로 절단하였다.

4.면역조직화학염색

가.이중면역형광염색

척수신경절과 방광의 조직절편을 P2X3와 VR1에 대해 이중염색하였다.
염색할 절편을 3% tritonx-100·PBS에 한 시간 동안 두어 antibody
penetration이 잘 되게 전처치한 뒤 PBS로 10분씩 두 번 씻어낸 후 10%
NormalGoatSerum으로 1시간동안 blocking하여 non-specificantibody
binding을 막았다.각 절편에 대해 guineapiganti-VR1Ab(Chemicon,
미국)와 rabbitanti-P2X3Ab(Neuromics,미국)를 0.1% tritonx-100·5
% NGS·PBS에 각각 1:2000과 1:4000농도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18시간
primaryincubation한 뒤,0.1% tritonx-100·PBS로 10분,1회,PBS로
10분,2회 씻어내었다.이어서 FITC conjugatedGoatantirabbitIgG
(1:200,Chemicon)와 Rodamineconjugated goatantiguinea pig IgG
(1:200,Chemicon)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한시간동안 secondaryincubation
을 한 뒤 primary incubation이 끝났을 때와 같은 방법으로 씻어내고
anti-fadingmountingmedium으로 coverslide를 mounting하였다.

나.단일염색
방광 절편 가운데 일부는 먼저 0.3% H2O2·50% methanol로 30분동

안 intrinsicperoxidaseinactivation을 시킨 뒤,washing과 blocking을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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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거치고서 rabbitanti-VR1 Ab(1:2000,Chemicon,미국)또는
rabbit anti-P2X3 Ab(1:4000)를 이용하여 primary incubation하였다.
Washing을 한 뒤 biotinylatedgoatantirabbitIgG(LSAB2kit,DAKO,
덴마크)를 이용하여 secondary incubation하고 washing한 뒤,
streptavidin-HRP(LSAB 2 kit,DAKO,덴마크)로 1시간동안 tertiary
incubation하였다.Washing을 거친 뒤,3,3'-Diaminobenzidine (DAB,
Sigma-Aldrich,미국)으로 발색시킨 뒤 PBS로 Washing하였다.Washing
이 끝난 슬라이드는 50% EtOH로부터 70%,85%,95%,100%,100%
EtOH를 차례대로 5분씩 거친 뒤,Xylene에서 완전히 dehydration시켜
xylenebasedmountingmedium으로 coverslide를 mounting하였다.

555...형형형태태태학학학적적적 관관관찰찰찰

가.방광

이중형광염색된 방광상피에서 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e를 이
용해 image를 얻어 P2X3와 VR1의 분포를 찾았다.Confocal현미경 영상
을 이용하여 상피밑조직에서도 P2X3와 VR1분포를 정상대조군과 방광자
극군에서 비교하였다.P2X3나 VR1을 단일염색한 방광절편은 upright
lightmicroscope(E400,Nikon,일본)으로 관찰하여 방광상피에서 두 수
용체의 분포를 관찰하였다.

나.척수신경절

이중형광염색된 척수신경절은 confocallaserscanningmicroscope에서
관찰하였다.신경세포가 모여있는 부분에서,FITC로 표지된 P2X3와
Rodamine으로 표지된 VR1을 laser로 excitation시킨 뒤 multi-track으로
emissionenergy를 읽어들여 image를 얻었다.또,방광에서 추적되어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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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D가 모인 신경세포를 찾기 위해 같은 자리에서 DiD를 excitation시킨
뒤 emission을 읽어들여 image를 구했다.P2X3와 VR1 형광 영상을
combine시킨 뒤 그 위에 DiD의 신호를 받아 만든 영상까지 겹쳐 DiD가
추적된 척수신경절 신경세포 중 P2X3나 VR1만을 발현하는 신경세포 또
는 두 가지 수용체를 모두 발현하는 신경세포의 개수를 세어 그 비율을
계산하였다 (그림 1).

그그그림림림 111...방광에서 추적한 S1척수신경절 세포에서 VR1및 P2X3 및 VR1면역반응세포 검색 방법.
8주 된 Sprague-Dawleyrat흰쥐 방광벽에 retrogradenervetracer를 주입하고 1주일 뒤 희생시켜,
S1leveldorsalrootganglia를 적출하고,10㎛ 두께로 동결절편을 만든 뒤 P2X3와(녹색)VR1(빨강)
에 대해 이중면역형광염색하여 confocallasermicroscope으로 얻은 영상(A)과,같은 절편에서 추적물
질인 DiD의 신호로 얻은 영상(B).녹색과 빨강을 모두 띠는 P2X3와 VR1모두 양성인 신경세포(A,
화살표)중 일부는 방광에 분포하는 afferentnervefiber를 내는 신경세포(B,노란점)와 같은 세포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Bar=100㎛.

6.Westernblot

가.실험동물 조직 고정

수술한지 7일 된 흰쥐를 ether로 깊게 마취한 상태에서 ribcage를 연
뒤 심장이 뛰는 상태에서 심장의 apex뒷면의 leftventricle에 바늘을 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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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수액주입키트를 이용해 실험테이블로부터 위쪽으로 1 m 높이에서
normalsaline을 주입하였다.쥐의 rightauricle을 절개해 혈액과 관류된
normalsaline이 빠져나오게 하여 normalsaline을 200ml씩 관류시켰다.
곧이어 같은 line을 통하여 2% paraformaldehyde in(PBS)200ml씩을
관류시켰다.

나.조직 적출 및 단백질 추출,정량

방광과 척수신경절을 적출한 뒤 homogenization buffer에 옮겨 넣어
sonication을 하였다.정량법으로는 BCA assay를 이용하였다.

다.Immunoblotting

Celllysate를 SDS-PAGEsamplebuffer와 섞은 뒤 섭씨 100도에서 3
분간 끓여 10% gel에 loading하여 전기영동하였다.분리된 단백질은
nitrocellulosemembrane으로 transfer되었다.5% non-fatmilkinTBS
에서 blocking을 거친 뒤 P2X3antibody(1:1000)와 VR1antibody(1:200)로
섭씨 4도에서 overnight incubation한 뒤 HRP conjugated goat
anti-rabbitantibody(1:5000)로 1시간 동안 secondaryincubation하였다.
Washing이 모두 끝난 membrane에 ECLsolution을 가한 뒤 필름에 감광
하였다.

7.P2X3,VR1ligandbinding후의 세포막 이온전류 측정

가.단일 방광상피세포 제작

방광에 아세트산을 주사하는 수술 뒤 3일 지난 흰쥐와 방광에 아무런
조작도 가하지 않은 정상대조군 흰쥐를 etherchamber에 넣어 질식사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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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 후 복강을 절개하여 방광을 적출하였다.적출한 방광을 95% O2+5%
CO2로 포화시킨 Kreb용액에 담근 상태에서 surgicalmicroscope로 보면
서 무균 상태로 상피세포층을 분리하였다.이를 Ca2+freeTyrode용액(
NaCl134mM;KCl5.4mM;MgCl1.2mM ;HEPES10.5mM;Glucose
14mM;pH=7.4)을 이용하여 깨끗하게 씻은 후 다시 Ca2+freeTyrode용
액이 들어있는 시험관에 넣어서 37℃로 유지한 항온수조에서 약 15분간
배양하였다.그 후 조직을 0.3mg/mlcollagenase,0.3mg/mlpapain이 들어
있는 30M Ca2+-tyrode용액(NaCl134mM;KCl5.4mM;CaCl2 2
mM;MgCl1.2mM ;HEPES10.5mM;Glucose14mM;pH=7.4)을 첨가
하여 다시 37℃로 유지하면서 약 30분간 배양하였다.육안으로 상피세포
의 cluster가 풀어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이를 가느다란 유리대롱을 이
용하여 collagenase,papain이 없는 Ca2+freeTyrode용액으로 옮겨 여분
의 collagenase를 제거한 뒤,phasecontrastmicroscopy로 방광상피세포
의 morphology를 확인하였다.
분리한 방광상피세포 부유액을 poly-L-lysine으로 coating한 12mm cover
glass위에 떨어뜨리고 상온에서 약 5~10분간 방치하여 방광상피세포가
coverglass바닥에 고정되도록 하였다.그 후 4℃ 이하에서 보관하여 6
시간 이내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나.Patchclamp

Invertedmicroscope위에 설치한 실험 chamber내에 방광상피세포 있
는 coverglass를 위치시킨 후 정상 tyrode용액을 1ml/min의 속도로 관
류시키면서 실험을 실시하였다.
Verticularpuller를 사용하여 tipresistance가 2~5M이 되게 만든 유리

미세 전극에 전극 내용액 (KCl134mM;MgCl21.2mM;MgATP1mM;
Na2GTP0.1mM;EGTA 10mM;HEPES10.5mM;Glucose14mM;
pH=7.2)을 채워 방광상피세포에 근접시킨 후 전극 내부에 음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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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cmH2O)을 가하여 giga seal을 형성하였다(Hamil등,1981).Giga
seal이 형성된 뒤에는 전극내부의 음압을 -40~-50cmH2O까지 증가시
켜 세포막을 파열시켜 whole cell mode로 실험을 실시하였다.
uroepithelialcell의 막전압을 patchclamp증폭기(Axopatch200A;미국
MolecularDevices사)를 이용하여 원하는 값으로 고정한 상태에서 전산
프로그램(pClampver.9.2;미국 MolecularDevices사)을 이용하여 P2X3
의 ligand인 ATP10μM 용액과 VR1의 ligand인 capsaicin400nM 용액에
대한 일시적인 막전압 변화 및 그에 따른 이온 전류의 변화를 측정하였
다.측정한 이온 전류를 일단 컴퓨터에 저장한 후 이온 전류에 대한 작용
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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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 방광의 P2X3와 VR1 분포

가. 정상 방광상피세포의 P2X3와 VR1 분포

  방광의 냉동절편에 대해 P2X3와 VR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

한 결과, 방광상피에서 P2X3 면역반응은 상피 표면의 우산세포 세포막에

서 강하게 나타나며, 상피의 다른 모든 세포층에서 관찰되나 주로 바닥 

쪽에 위치한 세포에서 더 많이 나타났다(그림 2-A). 우산세포의 세포막에 

발현된 P2X3는 DAB로 염색하여 관찰하는 경우에 그 특성이 더 뚜렷이 

나타났으며, tangental section된 부분에서 관찰하면 대부분의 세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우산세포를 제외한 나머지 층에

서는 주로 방광상피 중 아래쪽 층에 있는 세포에서 양성반응이 관찰되었

으며, 특히 기저막 쪽으로 길게 돌기를 내는, 불규칙한 형태의 세포들이 

흔히 관찰되었다(그림 3-A). P2X3 수용체 면역형광반응은 정상 조직에서

는 특이하게 세포막 표면보다는 핵 주위의 세포질에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었다 (그림 3-A).   

  정상 방광상피에서 VR1 면역반응 세포들이 관찰되었으며, 양성반응세

포의 위치는 P2X3 양성반응세포들 보다 약간 표면 쪽에 위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양성반응은 주로 cytoplasm내에서 관찰되었다. (그림 2-B). 

Superficial layer보다 아래층의 상피세포 중에도 강한 VR1 면역반응성

을 띠는 세포들이 있었다(그림 3-B). 중간층 상피세포 중  VR1 양성인 

세포는 위아래로 돌기가 뻗어나가는 불규칙한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그림 

2와 3).

  P2X3 receptor와 VR1이 방광상피세포에서 같이 존재하는가를 두개의 

면역형광반응을 겹친 이미지에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정상 방광에서

는 두개의 수용체를 동시에 갖고 있는 세포들이 매우 많은 것을 알 수 있

었으며, 그 위치는 주로 상피의 중간층에 있는 세포들에서 더 많이 나타

났다. 면역형광염색의 경우 한개의 방광상피세포에서 P2X3가 발현되는 

위치와 VR1이 발현되는 위치가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매우 중요한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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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성이었다.

그그그림림림 222... 정상 방광의 P2X3(A)와 VR1(B)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사진. 생후 9주일 된
Sprague-Dawleyrat의 방광을 두께 20㎛인 동결절편으로 만들어 P2X3와(A)VR1(B)에 대한 면역
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함.A,방광상피의 가장 위쪽 우산세포 세포막에 P2X3가 양성반응이 나타난다.
그 아래쪽에서는 주로 기저막 가까이 있는 세포에서 주로 양성반응이 관찰되며,양성반응을 보이는
세포는 방추형 또는 돌기가 많은 다각형이었다.세포의 일부가 기저막까지 닿아있는 것을 관찰하였
다(화살표).상피밑층에서 P2X3양성반응을 보이는 섬유가 관찰된다.B,우산세포에서 VR1양성반응
이 강하게 나타난다.그 아래쪽 상피에서는 주로 중간 부분에 있는 상피세포에서 VR1양성반응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보인다(화살표).이 세포에서 긴 돌기가 기저막 쪽으로 뻗어있는 것을 관찰
하였다.Bar=20㎛.

그그그림림림 333...정상 방광에서 P2X3와 VR1에 대한 이중면역형광염색 사진.생후 9주일 된 Sprague-Dawley
rat의 방광을 두께 20㎛인 동결절편으로 만들어 P2X3와 VR1에 대한 이중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
음.A,P2X3면역반응 세포.양성반응이 주로 핵 주위에 몰려서 나타난다.상피밑층의 nervefiber에
서 양성반응이 관찰된다.B,VR1면역반응 세포.양성반응이 세포질에서 관찰된다.상피 중간층의 세
포에서 주로 양성반응이 나타난다.상피밑층과 근육층에서도 양성반응이 관찰된다.C,P2X3와 VR1에
모두 양성 세포는 주황색으로 나타난다.주로 상피 중간층에서 한 세포에 두 면역 반응이 같이 나타
나는 것이 관찰되며,한 세포에서도 두 수용체의 면역반응이 나타나는 위치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Bar=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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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방광자극 후 P2X3와 VR1의 이중면역반응 양상 변화

아세트산으로 자극한 후,P2X3의 면역 반응성은 우산세포에서는 정상
상대조군에서보다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그림 4-A,B),정상 방광과는
달리 피의 바닥쪽보다는 중간층의 세포에서 면역 양성반응을 보였으며,
이러한 양성반응은 세포막 쪽에 강하게 나타났다.방광상피 전체로 보았
을 때에는 실험군에서는 P2X3의 분포가 우산세포가 있는 쪽으로 이동하
였다.
실험군에서 VR1에 대한 면역반응은 뚜렷이 증가하였고,상피에서 기저

막에 가까이 있는 세포에서의 반응도 증가하였다(그림 4-C,D).VR1양
성반응은 정상에서는 세포막 가까이 나타났으나,실험군에서는 오히려 세
포질 안쪽으로 이동하여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이에 따라 상피에서 P2X3와 VR1양성반응이 동시에 나타나는 양상은

우산세포에서 뚜렷하였다.아래층의 세포에서는 특히 P2X3양성반응이 세
포막 쪽에 나타남에 따라 세포 내에서 두 면역반응이 세포막 쪽에 겹쳐서
관찰되거나,VR1양성반응이 세포질 중앙에 모이는 경향을 보임에 따라
서 세포막에는 P2X3가 세포질 내에서는 VR1양성반응이 구별되어 보이
는 특성을 나타내었다.
방광의 상피밑조직에서 P2X3의 양성반응은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그림

5-B)VR1양성반응은 방광자극을 한 실험군에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5-D,화살표).P2X3발현패턴과 VR1발현패턴을 중첩시켜 관찰해 본 결
과,정상대조군에서는 P2X3만을 발현하는 입자들이 많이 있었으나(그림
5-A 화살표,B화살표),방광자극군에서는 P2X3를 발현하는 입자들(그림
5-B 화살표)의 대부분이 VR1을 함께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림 5-F화살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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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 실험군 방광상피의 P2X3와 VR1이중면역형광염색 사진.Sprague-Dawleyrat의 방광을 20
㎛ 냉동절편으로 만들어 P2X3와 VR1에 대한 이중염색을 시행한 사진.A,C,E;control,B,D,F;방
광자극군,A,B;P2X3형광염색,C,D;VR1형광염색,E,F;P2X3와 VR1염색 중첩사진.대조군 쥐
의 urothelialcell의 cytoplasm 중심부에 P2X3반응이 나타나고 있었으나(E,화살표),방광을 자극한
실험군에서는 이 반응이 세포막에서 나타나고 있다(B).VR1은 대조군의 urothelium에서보다 실험군
에서 더 강한 반응을 나타내며,세포질 안에서의 VR1의 신호가 뚜렷이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F,
화살표).Ba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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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실험군 방광상피의 P2X3와 VR1이중면역형광염색 저배율 사진.Sprague-Dawleyrat의 방
광을 40㎛ 두께로 냉동절편을 만들어 P2X3와 VR1에 대한 이중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였다.A,C,
E;control,B,D,F;방광자극군,A,B;P2X3형광염색,C,D;VR1형광염색,E,F;P2X3와 VR1염
색 중첩사진.Control군 쥐의 상피밑조직에 P2X3양성인 입자(A,화살표)들이 보이고 있으며,상당
수가 VR1은 나타내지 않고 단일염색만 되었다(E,화살표).0.5% 아세트산으로 방광을 자극한 실험
군에서는 VR1양성인 입자들(D,화살표)이 대조군에서보다 뚜렷이 증가했으며,P2X3반응성을 나타
내는 입자들(B,화살표)의 대부분이 VR1도 나타내고 있다(F,화살표).Bar=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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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방광에 분포된 척수신경절 신경세포에서 P2X3와 VR1발현 패턴 분석

방광에 분포하는 척수신경절 세포는 방광벽에 retrogradenervetracer
를 주입하여 구별하고,trace된 척수신경절 세포에서 P2X3와 VR1면역
형광반응을 관찰하였다.방광에서 추적한 척수신경절 세포 중에는 P2X3만
을 발현하는 것,VR1만을 발현하는 것,둘 다 발현하는 것과 어느 것도
발현하지 않는 것이 있었다.P2X3와 VR1을 발현하는 세포의 비율이 정상
과 실험군에서 어떻게 변화하는지 관찰한 결과(표1).정상대조군에서 척수
신경절세포 중 P2X3와 VR1를 모두 발현하는 세포는 5.1%였으며,P2X3만
발현하는 세포는 25.6%,VR1만 발현하는 세포는 2.6%였다.0.5% 아세
트산으로 자극한 실험군에서 척수신경절세포 중 P2X3와 VR1을 모두 발
현하는 세포는 4.1%로,P2X3만 발현하는 세포는 10.9%로 줄었고,VR1
만 발현하는 세포는 7.2%로 늘어났다.

표표표 111...아세트산 자극 후 흰쥐 방광에서 추적한 척수신경절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P2X3와 VR1
receptor분포 양상의 변화

P2X3와 VR1모두 발현
(%,평균 ±표준오차)

P2X3만 발현
(%,평균 ±표준오차)

VR1만 발현
(%,평균 ±표준오차)

정상대조군 5.1±0.57 25.6±10.11 2.6±3.39

방광자극군 4.1±0.99 10.9±2.55 7.2±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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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방광,척수신경절 조직에서 P2X3와 VR1에 대한 단백질 정량

P2X3와 VR1에 대해 Westernblot을 시행한 결과,P2X3의 양은 실험군
에서 방광에서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으나 척수신경절에서는 감소하였다
(그림 6).이와는 달리 VR1의 양은 실험군에서는 방광에서 증가량이 매
우 증가하였으며,척수신경절에서도 VR1의 발현량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7).

그그그림림림 666...방광과 척수신경절에서 P2X3(64kDa)발현량의 변화.8주 Sprague-Dawley흰쥐 방광에 0.5
% 아세트산을 주입하여 irritation시키고 1주일 뒤에 희생시킨 실험군(exp)과 대조군(crtl)의 방광,
L6-S1 척수신경절 조직을 P2X3에 대한 antibody를 이용해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House-keepinggene인 α-tubulin의 양과 비교해 볼 때,방광에서는 P2X3의 양이 거의 변화하지 않으
나,척수신경절에서는 P2X3의 양이 감소한다.

그그그림림림 777...방광과 척수신경절에서 VR1(93kDa)발현량의 변화.생후 8주 Sprague-Dawley흰쥐 방광에
0.5% 아세트산을 주입하여 irritation시키고 1주일 뒤에 희생시킨 실험군(exp)과 대조군(crtl)의 방
광,L6-S1 척수신경절 조직을 VR1에 대한 antibody를 이용해 Western blot을 시행한 결과.
House-keepinggene인 α-tubulin의 양과 비교해 볼 때,방광과 척수신경절에서 모두 VR1의 양이 증
가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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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방광상피세포에 대한 이온전류 측정

방광을 적출한 뒤 방광상피세포를 분리해 patch clamp로 P2X3의
ligand인 ATP와 VR1의 ligand인 capsaicin에 의한 일시적인 막전압 변화
및 그에 따른 이온 전류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방광을 자극하지 않은 흰
쥐의 방광상피세포는 ATP에 대해서 처음부터 뚜렷한 이온 전류가 생기
지 않았다.방광을 자극했던 실험군의 방광상피세포는 10 μM ATP에 대
해서는 뚜렷한 inward current가 기록되었으며, 이 current는 곧
desensitization되는 양상을 보였다(그림 8).이온 전류는 ATP투여 후
약 10초의 latencyperiod가 지난 뒤 생겨났으며,1-2회 투여 이후에는
desensitization이 일어나 ATP이온 전류가 매우 줄어들었고,실험이 계
속되는 동안 그 양상은 변하지 않았다.
400nM capsaicin에 대해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모두에서 방광상피세

포에서 이온전류가 생기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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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정상 및 실험군 방광의 이온 전류 측정.방광으로 0.5% 아세트산을 주입하여 자극한 실험
군과 대조군 방광 상피세포에 ATP를 가하고 이온전류를 측정한 결과,대조군의 세포에서는 이온 전
류의 생성이 뚜렷하지 않은 것에 비해(A)방광을 자극한 동물의 세포에서는 inwardcurrent가 발생
한다(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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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본 연구자는 visceralsensory의 전달과 관계있는 것으로 여겨지는 P2X3
와 VR1이 bladderhyperreflexia와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
정 하에 이 연구를 계획하였다.방광에서 배뇨를 시작하는 데에 가장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신경은 골반의 신경을 따라 sacralcord까지 전달되는
smallmyelinatedA-deltafiber와 unmyelinatedCfiber로서,방광 벽에서
tension,volume,noxiousstimuli를 감지해 전달한다.A-deltafiber는 방
광의 수동적 팽창 및 능동적 수축을 감지해 방광에 소변이 얼마나 찼는지
를 감지하고,C-fiber는 대개 mechanoceptor의 작용은 하지 않고 noxious
stimuli를 감지해서 전달한다23.방광이 자극을 받아 hyperreflexia상태에
빠지는 경우에는 정상적인 A-deltafiber보다는 C-fiber가 활성화 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므로,C-fiber와 관련된 dorsalrootganglia의 소형 신경
세포에서 이들 수용체의 변화를 분석하여 P2X3수용체가 어떠한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이것이 capsaicinreceptor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VR1과 어떠한 상호관계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해 시작하였다.
이 실험에서,방광으로부터 추적된 척수신경절의 신경세포 중,VR1을

발현하는 신경세포의 비율은 방광을 자극하지 않은 정상대조군에서보다
많아졌고, VR1의 단백질 양 역시 실험군 흰쥐의 척수신경절에서 더 많
아졌다.이것은 말초신경을 자극하면 신경세포체에서 VR1이 증가한다는
20이전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상피밑층에 불규칙하게 얽혀있는,P2X3
또는 VR1을 가진 신경섬유의 역할은 방광상피의 물리적,화학적 변화를
간접적으로 전달받아 그 신호를 내장감각섬유를 통해 중추신경계로 보내
는 것이다. VR1의 경우는 Avelino 등의 실험24에서 이미 axon의
varicosity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 바 있으며,이번 실험에서는 대
부분의 신경섬유에서 P2X3와 VR1이 동시에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VR1
과 P2X3가 신경섬유에서도 receptorcomplex를 이루거나 서로 밀접하게
연관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다만,상피밑조직에서는 방광자극 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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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R1의 발현은 많아졌으나,P2X3는 크게 변화하지 않는 결과가 방광자극
전달에서 어떠한 역할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더 연구가 필요하다.
방광에 resiferatoxin등을 처리하여 방광에 분포하던 VR1양성 신경섬

유를 degeneration시키면 상피밑층의 신경에서 P2X3수용체의 발현이 증
가했다는 보고25는 이 두 수용기가 서로 역방향으로 간섭하는 것을 의미
한다.이 실험에서도 자극후 척수신경절에서 P2X3는 감소하고 VR1은 증
가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므로,이 두 수용체는 어떤 자극에 대해서 발현
양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으며,이들의 상호관
계가 매우 흥미로운 것을 관찰하였다.
척수신경절의 방광감각 신경세포 중 P2X3를 발현하는 신경세포의 비율

은 방광을 자극하지 않은 정상대조군에서보다 줄어들었고,P2X3단백질
발현량이 감소하였다.즉 상피밑조직에서는 P2X3 면역반응에 큰 변화가
없었으나,척수신경절 방광감각신경세포에서 P2X3발현이 줄어든 결과를
얻었다.이는 척수신경절의 방광감각신경세포가 방광 자극 후에 오히려
방광의 과민성을 낮추는 쪽으로 변화가 진행되는 것처럼 해석할 수 있는
결과이다.그러나 방광을 자극하면 방광은 과민성을 나타낸다는 것을 토
대로 많은 실험이 진행된바 있다26.따라서 본 연구자는 방광 자체에서 어
떠한 변화가 나타나,척수신경절에서 감소한 P2X3의 발현량을 상쇄할 것
인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하였다.또한 척수신경절의 P2X3발현 감소를
P2X3를 과도하게 자극하는 특정 변화가 후에 뒤따라 나타난 negative
feedback의 결과일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하였다.따라서 본 연구자는 배
뇨 조절 중 그 자극이 신경절로 전달되기 이 전에 상피조직에서 나타나는
변화가 중요할 것으로 생각하여 자극에 의한 방광상피의 변화에 주목하게
되었다.
방광상피세포 중,우산세포는 방광이 팽창할수록 납작해지며,이러한 형

태변화에 의해 ATP를 내보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이제까지는 이렇
게 분비된 ATP가 방광의 상피밑조직에서 sensory nerve ending이나
smoothmuscle의 P2X receptor에 작용하는 데에만 초점이 맞추어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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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그러나 본 연구자의 실험 결과나 Wang등의 연구결과에28에 따르면,
우산세포를 비롯한 방광상피세포 자체에도 ATP를 받아들이는 P2X3가 있
고,이로 보아 방광상피의 ATP분비는 paracrine의 성격을 가질 뿐만 아
니라 autocrine의 성격도 있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되었다.P2X3를 강하게
발현하는 방광상피세포 중에는 특이하게도 위아래로 돌기를 내고 있는 듯
한 모양을 한 세포가 있어,이 세포가 전기적으로 흥분할 수 있는 세포라
면 신경섬유에 직접 전기적인 흥분을 전달할 수도 있다는 가정을 하게 되
었다.또한,방광을 자극한 뒤 P2X3의 분포가 방광상피 중 가장 위쪽의
우산세포 쪽에서 더 뚜렷해지는 양상과,세포 안에서는 세포질에서 세포
막 쪽으로 P2X3가 이동하는 양상이 발견되었다.한편,Westernblot으로
알아본 결과로는 방광상피 내의 P2X3단백질 양의 변화는 없었는데,세포
내의 Ca2+/calmodulin-dependentproteinkinaseII(CaMKII)와 같은
물질에 의해 세포질의 P2X3가 세포막으로 이동함으로써 P2X3의
up-regulation이 이루어진다는 연구결과와 같이29,P2X3의 translocation은
단백질 양의 변화에 의존하지 않는 P2X3의 up-regulation의 전형적인 방
식으로서 나타난 것이다.따라서 본 연구자는 방광 자극에 의해 우산세포
의 ATP에 대한 반응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하였고,살아있는 방광상피세
포에서 patchclamp를 통해 ATP에 의한 이온전류 생성을 알아본 결과,
예상대로,방광을 자극하였을 때 방광상피세포의 ATP에 대한 반응성이
커지는 것을 방광자극군에서 확인하였다.
방광상피에서 P2X3의 발현 위치가 세포질에서 세포막으로 이동한다는

사실과29,정상에서 ATP에 의해 전혀 유도되지 않던 이온전류가 실험군
의 상피에서는 유도된다는 사실은 서로 강한 인과관계를 이룬다.그리고
정상에서 세포의 핵주위에 나타나던 P2X3면역반응이 자극 후에 세포막
쪽으로 이동해서 나타나는 현상은 이러한 수용체의 이동이 원인이 되어
수용체의 기능활성화라는 결과로 나타낼 때 관찰할 수 있는 특이한 형태
변화라고 생각한다.
ATP를 분비하는 방광상피세포 자체에 P2X3가 발현되어서 autocr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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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로서 작용하는 이유로는,우산세포 자체에서 Ca2+influx를 일으켜
vesiclularexocytosis를 이용해 방광이 팽창하는 것에 맞추어 세포의 형
태를 변화시키기 위함이라는 연구결과가 최근에 발표된 바 있다28.이것은
가장 표면 쪽에 있는 우산세포의 경우에는 적합한 설명이고,상피 아래층
에 위치한 형태가 별로 변하지 않는 세포들에서 나타나는 현상에 대해서
는 다른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한다.본 연구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정상 상태에서는 P2X3의 이온전류발생 효과가 미미하였으나,자극 후
P2X3의 이온전류발생이 뚜렷한 것을 관찰했다.방광상피세포의 P2X3에
대한 반응성 증가는 방광이 충분히 채워지지 않은 상태에서도 소변이 배
출되도록,배뇨조절신경로의 첫 단계를 조절하는 것에 그 근본적인 목적
이 있다고 생각한다.P2X3가 발현되는 신경세포 중 80% 이상에서도
ATP에 의한 이온 전류 유발이 수 초 만에 desensitization된다고 하는 것
을 보면30,이번 실험에서 나타난 P2X3의 desensitization은 방광의 상피세
포가 신경세포와 비슷한 특성을 나타내는 세포일 가능성을 비쳐준다.앞
으로 방광배뇨조절과 관련된 P2X3의 역할에 대해서는 더욱 많은 연구가
진행될 필요가 있다.

Capsaicinreceptor인 VR1도 본 연구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방광상피
세포들에 발현하는 것이 관찰되었고,Birder등의 연구결과31에서도 이와
마찬가지였다.VR1에 대한 endogenousligand로는 아직 뚜렷하게 알려진
것이 없으므로 우산세포의 VR1은 주로 염증상태의 낮아진 pH를 감지하
거나 비정상적으로 높은 온도를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등 물리화학적인
변화를 감지할 것이다.VR1의 endogenousligand로 염증매개물질의 대사
부산물이 일부 거론되는 것도 VR1이 방광조직의 염증상태를 감지하는 것
과 관계있다는 본 연구자의 생각을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방광을 자극하면 방광상피세포에서
VR1의 발현량이 크게 증가하며,P2X3와는 반대로 세포질 중심에서 더 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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렷하게 발현되는 것이 형태학적으로 확인되었고,Westernblot에서도 분
자생물학적인 정량결과로 VR1의 발현 증가가 확인되었다.또한 형태학적
으로도,자극 후에 방광상피세포내에서 VR1이 핵 주위의 세포질쪽에서
강하게 나타나도록 변화되는 결과로 나타났다.이러한 변화의 정도는
P2X3보다는 미약하였다.방광상피의 VR1은,방광을 비롯한 요로의 감염,
염증 상태를 파악하고 이를 빨리 해소하기 위해 소변을 자주 배출하는 데
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추측을 할 수 있었다.하지만 정상 상태에
서나 방광이 자극받은 병적상태에서나,살아있는 세포에서는 ligand인
capsaicin에 대해 검출이 가능한 수준의 이온전류 유발이 이루어지지 않
았다는 점은 위의 가설을 전혀 뒷받침해주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 수용체
의 존재 이유 자체에 대한 의문까지 들게 한다.따라서 형태 변화 및 발
현량 변화가 의미하는 기능적 변화에 대해서는 좀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단,VR1이 방광 상피에서 다른 종류의 이온채널단백질과 만나
mechanosensorycomplex를 만들 것이라는 설이 대두된 바 있으며,방광
상피의 ATP분비에 VR1이 필수적이라는 연구결과도 있다32.게다가,VR1
은 다른 수용체와 heteromultimer를 잘 이루는 성질이 있으며,이 때
ligand에 대한 반응성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한다33.그러므로 방광상피
의 VR1은 그 자체가 방광 배뇨조절에 기여한다기 보다는 P2X3의 반응성
또는 작용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이것을 통해 배뇨장애
치료로써 방광 내에 capsaicin투여를 하면 방광상피세포의 VR1이 down
regulation됨으로써 ATP 분비가 줄어들고 이로 인해 방광의 과민성을
떨어뜨림으로써 치료 효과를 얻을지도 모른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지금까지는 방광 내에 주입된 capsaicin이 VR1을 갖고 있는 sensory
nerveending에 신경독성물질로 작용해 신경섬유의 degeneration을 일으
켜 효과를 본다는 가설에 따라 고농도의 capsaicin치료가 주류였으나,이
번 연구결과는,그러한 대용량 capsaicin치료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닐
지도 모른다는 것을 시사한다.
또한,본 실험결과를 적용하면,방광의 압력이 증가하여 방광상피가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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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면서 납작해진 우산세포에서 ATP가 방출될 때,자극을 받은 방광상
피세포는 스스로 방출한 ATP에 의해 전기적으로 흥분될 수 있을 정도로
P2X3의 기능이 활성화된다.이로보아 병적인 상태의 방광의 배뇨반사 경
로는 상피밑조직의 신경말단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한단계 더 앞당
겨져,방광상피세포 자체의 전기적 흥분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방광 자극후에는 ATP분비를 도와주는 VR1또한 발현량이 증가
하여 이러한 배뇨반사의 예민도를 증가시켜 줄 것이다.
방광상피에서 P2X3나 VR1을 강하게 발현하는 세포의 모양으로 보아,

이 전기신호는 세포의 돌기를 통해 신경말단에 직접 전달되거나 주위의
비슷한 방광상피세포들 사이에서 증폭되어 더 강한 신호가 신경말단에 전
달될 가능성이 있다.장기의 lumen과 신경말단사이의 전기적 신호전달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세포의 실제 예로는 소화기계통의 interstitial
cellofCajal(ICC)이 있다.
GItract의 mucosa에 분포하는 interstitialcellofCajal(ICC)은 GI

tractsmooth muscle의 motility를 유지하는데에 필수적이다34.Metzger
등에 따르면,요관 상피에도 이와 비슷한 세포들이 발견되었고,그 수는
proximalureter보다 distalpart의 상피에 더 많다35.ICC는 GItract에서
나타나는 자발적인 electricalslow waveactivity와 관련 있는 것으로 생
각되는데,본 연구자의 실험 결과,그림 2에서와 같이 방광상피에도 그와
같은 형태를 갖춘 세포가 발견되었으며,이 세포들은 P2X3를 발현하거나
VR1을 발현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하지만,전형적인 ICC라면 염증
이 있는 조직에서는 오히려 줄어든다는 사실로 보아36,본 연구자가 방광
에서 발견한 세포는 소화관의 ICC와 같은 자발적인 전기신호를 발생시켜
연동운동을 조절하거나 하는 기능을 갖는다기보다는,P2X3를 통해 ATP
에 의한 전기신호를 만들어,ATP의 상피밑조직으로의 확산 정도와는 상
관 없이,방광의 압력변화나 팽창 정도를 전기적으로 신경말단에 전달하
는 기능을 할 수 있을 것이다.그러나 본 연구자의 실험결과에 따르면 이
러한 전기신호 발생은 정상 상태에서는 나타나지 않고,방광이 자극을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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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병적상태에서만 P2X3발현의 증가를 통해 나타나며,VR1은 ligand에
의해서가 아니라,P2X3와 receptorcomplex를 이루어 P2X3의 기능을 보
조함으로서 전기신호 발생에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방광의 과민반응 치료에는 muscarinicantagonist,adrenergicagonist,

tachykinin,K+channelopener,botilinum toxin등이 쓰였었거나 시험되었
고,vanilloidreceptor에 작용하는 capsaicin은 실제 치료제로서 효과를 거
두고 있으나 capsaicin은 acutepain과 irritation이 심하여서 적용에 어려
움을 겪고 있다.VR1agonist인 resiniferatoxin도 capsaicin보다 통증을
덜 일으킴에도 불구하고 그 특성이 매우 lipophilic하기 때문에 의료기구
에 녹아들어가는 등의 문제가 생겨 치료에 제대로 이용하지 못하고 있다
37.게다가 VR1agonist의 responserate도 그리 높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25.본 연구자는,현재의 VR1agonist치료는,그 원리가 방광상피의
VR1을 down-regulation 시키거나 block하는 것이 아니라 그
neurotoxicity에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점이 나타나는 것이라고 생
각한다.Capsaicin과 같은 물질을 neurotoxicity가 일어날 정도로 투여하려
면,그 농도와 양에서 다른 부작용들이 나타나는 것을 피할 수 없을 것이
다.
Bladderhypersensitivity의 새로운 치료법으로는 수술을 이용한 신경로

차단을 들 수 있으나,이는 수술 방법에 상당한 난이도가 있으므로 실제
로 적용하기는 힘들 것이고,서론에서 말한 항콜린성약물을 이용해 근육
수축을 조절하는 것 또한 전신적인 부작용이 예상된다.
하지만 본 연구자가 이번 연구에서 얻어낸 사실들에 비추어볼 때,VR1

antagonist와 P2X3antagonist를 투여해 방광상피에서 각각의 receptor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P2X3와 VR1서로간의 상호보완작용까지 차단해 두
가지 약물의 synergiceffect까지도 얻음으로써,각각의 약물의 부작용을
줄이면서 responserate도 높이는 새로운 치료방법을 개발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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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배뇨작용과 관련된 방광의 감각전달 경로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 P2X3와 VR1의 작용과 상호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생후 8주 된 쥐의 방광에 aciticacid를 주입하여 자극함과 동시에
방광벽에 retrogradetracer를 주입하고 1주일 뒤 방광과 척수신경절에서
두 receptor의 정상분포와 방광자극 뒤의 변화를 정상대조군과 실험군 동
물의 조직을 적출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법과 Westernblot을 이용해 알아
보고,patchclamp로 그 기능에 대해 조사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정상 방광상피의 우산세포와 상피 바닥쪽 세포 핵 주위에서 발현되던
P2X3면역 반응은 방광자극 실험군에서 우산세포에 좀 더 강하게 발현되
었으며,방광상피의 중간층의 세포막에서 발현 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2.VR1는 정상 방광상피의 중간층 세포막 쪽에서 발현되었으나,방광자극
실험군에서는 바닥쪽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도 관찰되었다.

3.방광 상피밑조직의 신경섬유말단에서도 P2X3와 VR1수용기가 관찰되
었으며,방광자극 후 VR1이 특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4.방광에서 추적한 척수신경절 세포에서,P2X3면역형광 반응과 VR1
면역형광 반응이 관찰되었으며,방광을 자극한 뒤에는 척수신경절 신경세
포에서 P2X3의 발현은 감소하였고,VR1의 발현은 증가하였다.두 수용기
를 같이 가진 세포는 감소하였다.

5.방광을 자극한 뒤 방광상피에서는 ATP에 의한 이온전류 발생이 나타
났으며,이는 P2X3면역반응이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양상과 밀접한 관계
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그러나 방광자극 후 상피세포에서 VR1은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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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capsaicin에 의한 이온전류 발생은 실험군과 정상대조군 모두에
서 나타나지 않았다.

위 연구결과를 종합하면,P2X3는 척수신경절로 전달되는 신경섬유 보다
는 방광의 상피세포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사료되며,특히
화학적 자극 후 그 면역반응이 세포막 쪽으로 이동하고,ATP에 대한 이
온전류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아,방광의 상피에서 비정상적인 상태에서
유리된 ATP를 받아 활성화 되어 방광의 과민성반응을 유도하는데 중요
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이에 본 연구자는 방광상피에서의 P2X3
의 기능 활성화는 방광의 과민성에 직접 기여하고,VR1은 이에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이라는 결론을 지었다.이를 통해 P2X3와 VR1의 작용을
조절함으로써 과민성 방광을 치료할 수 있는 새로운 치료법으로 방광상피
의 P2X3와 VR1의 조절하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게 되었고,기존 치료법
에서 나타나는 것과 같은 부작용은 없이 치료의 성공률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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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ngesofPurinergicandVanilloidReceptorsInvolvingthe
MicturitionandtheirReciprocalRelationsh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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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thesynapticreceptorsbeinginpartofregulationofmicturition,
P2X3,theATP receptorandvanilloidreceptor1(VR1),thecapsaicin
receptorareregardedasnew comers.Toinvestigatethepossibility
thatthesetwokindsofreceptorscouldactastherapeutictargetsfor
treatmentofoveractivebladder,thedistributionofthem andreciprocal
relationship between them were studied. Eight weeks old
Sprague-Dawleyratswereinjectedwithretrogradenervetracerwithin
theirbladderwall,andthoseofirritationgroupsweretreatedwith0.5
% aceticacidinsidethebladder.Afteraweek,theanimalsoftwo
groupsweresacrificedandtheirbladderandDRG'satthelevelsof
L6·S1wereharvestedforimmunohistochemistryandWesternblotof
P2X3 and VR1.In theDRG neuronstraced from thebladder,the
immunoreactivity ofP2X3 and the immunoreactivity ofVR1 were
observed.After irritation ofthe bladder,the expression ofP2X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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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reasedwhileitofVR1increased.Furthermore,afterirritation,the
urothelialcellsbecameabletomakeioncurrentsbyextrinsicATP.In
thesuburothelium,P2X3andVR1wereobservedonthenerveendings.
Afterirritation,VR1immunoreactivityincreased.Inthenormalbladder,
the immunoreactivity ofP2X3 was high in the cytoplasms ofthe
umbrellacellsandtheunderlyingurothelialcells.Afterirritation,the
expression pattern shifted toward theumbrellacellsortoward cell
membranes.TheimmunoreactivityofVR1wasobservedinthemiddle
layercellsofnormalbladder.Afterirritation,theimmunoreactivitywas
higherthanbeforeirritation.Therefore,P2X3'sroleseemstobemore
importantin theurothelium than in thesensory nervefibers..The
membranoustranslocationofP2X3andioncurrentbyextrinsicATP
tellusthatintheirritatedbladder,P2X3 playsimportantrolebeing
activatedbyATP sothatthebladdercouldbehyperreactive.Andthe
VR1maysupporttheP2X3.A new therapeuticapproachwhichthe
modulationsontheP2X3andtheVR1couldimprovethesymptomsof
hyperreactivebladderwithmuchlesscomplicationsoradverseeffects
andwithhightherapeuticsc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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