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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인체 내림프낭 상피세포에서 Na+/H+exchanger의 발현 및
세포내 pH 조절에서 Na+/H+exchanger의 기능

Na+/H+ Exchanger(NHE)는 세포의 용적을 조절하고 세포내외의
pH 조절에 관여하여 세포내액과 외액의 점도 및 양에 영향을 끼친다.
NHE의 생리적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NHE의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거나 NHE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할 경우 세포외액의 흡수에 지
장이 생기며 새포외액의 점도가 진해지게 된다. 메니에르 병
(Meniere'sdisease)의 기전 중 내림프액과 외림프액의 농도 및 전해
질 조절 부전 및 흡수장애등의 기전이 모두 NHE에 영향을 받을 것
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 인체 내림프낭 세포에서의 NHE 아형들의
발현여부와 그들의 생리 및 병리학적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다.본
연구의 목적은 인체 내림프낭 세포에서 NHE 아형의 발현여부와 내
림프낭 세포내에서 NHE의 pH 조절기능을 알아보는 것이다.
전정신경초종(Vestibularschwannoma)으로 수술 받은 환자에서 정
상 내림프낭 조직(endolymphaticsactissue)을 얻어 내림프낭 상피세
포를 배양한 뒤 NHE 아형에 대해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T-PCR;ReverseTranscriptase-PolymeraseChainReaction)을 시
행하여 NHE의 발현여부를 확인하였으며,특정 조건하에서 내림프낭
세포내 pH변화를 측정함으로써 pH 조절에 있어 NHE의 활동도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의 결과,인체 정상 내림프낭 세포에서 NHE의 아형 중
NHE1,NHE2그리고 NHE3를 확인하였고 세포내 pH변화를 측정하
여 NHE의 pH 조절기능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향후 메니에르병 연구에서 메니에르병 환자와 정상인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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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림프낭 세포에서 NHE의 발현정도의 차이나 기능 변화 등에 관한
연구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

핵심되는 말 :메니에르 병,Na+/H+exchanger,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
응,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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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체 내림프낭 상피세포에서 Na+/H+exchanger의 발현 및
세포내 pH 조절에서 Na+/H+exchanger의 기능

<지도교수 정명현>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문 인 석

I.서 론

메니에르 병(Meniere'sdisease)의 병리조직소견은 1938년 Hallpike
와 Cairns1 및 Yamakawa2에 의해 동시에 내림프 수종
(endolymphatichydrops)으로 기술되었다.내림프액은 와우(cochlear)
내 혈관선조(striavascularis)의 변연세포(marginalcell)나 전정기관
(vestibular organ)내 암세포(dark cell)에서 생성되며 내림프낭
(endolymphaticsac)에서 흡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4내림프 수
종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으로는 림프의 과생성,외림프액과 내림프
액 사이의 전해질 및 농도의 조절 기능 부전5,내림프의 흡수장애 등
이 있다.6

비정상적으로 낮은 내림프액의 pH는 림프액의 점도를 증가시키고
림프액의 양을 감소시킨다.산-염기 평형을 조절하는 이온 수송체는
anion excahnger(AE),sodium bicarbonate cotransporter,그리고
Na+/H+ exchanger(NHE)등이 있다.특히 NHE는 H+을 세포밖으로
배출하고 Na+을 세포내로 끌어들여 세포내 pH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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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7또한 Na+의 세포간 이동은 많은 상피 세포에서 용액의 흡수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NHE는 포유류에 있어 어느 세포에나 존재하는 내재성 막 단백질
(integralmembraneprotein)로8 상피세포 성장인자(EGF:epidermal
growthfactor)나 angiotensinII등에 의해 활성화되어 세포성장과
세포분화에 관여하며 NHE의 활성화는 세포내 sodium 증가 및 세포
내 calcium농도의 증가를 초래해 세포사를 유발한다.9위장관,췌장,
그리고 신장과 같은 장기에서 Na+의 세포간 이동과 관련된 분비기능
에 관여하며 최근에는 NHE가 세포성장과 세포분화에 관여하여10심
근비대와 심부전을 유발한다고 생각되어 NHE의 활동성을 억제하여
심근비대를 예방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1

NHE는 현재까지 9가지 아형이 보고 되었으며 그 중 NHE1NHE2,
NHE3아형들의 기능이 특징적으로 밝혀졌다.제 1형인 NHE1은 체
내 전해질 이동이 있는 모든 기관에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다.9

NHE는 세포내외의 전해질과 pH에 관여하여 세포의 용적을 조절하
며 세포내액과 세포외액의 점도 및 양에 영향을 끼친다.NHE의 생리
적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인체 내림프낭 세포내 NHE가 제대로 기
능을 하지 못하거나 NHE의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세포내
pH 조절에 장애가 생겨서 내림프낭액의 점도가 진해지고 양이 감소
하게 된다.메니에르 병의 기전 중 내림프액과 외림프액의 농도 및
전해질 조절 부전 및 흡수장애등의 기전이 모두 NHE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생각되나 아직까지 인간의 내이세포에서의 NHE아형들의 발
현여부와 그들의 생리 및 병리학적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다.본 연
구에서는 인체 내림프낭 세포에서 NHE 아형의 발현여부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T-PCR;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Reaction)을 통해 확인하고 특정 조건하에서 세포내 pH(pHi)
의 변화를 측정하여 내림프강 세포에서 세포내 pH조절 관한 NHE의
기능적 활동도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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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재료 및 방법

1.연구재료 및 채취

전정신경초종(Vestibular schwannoma) 환자 중 경미로접근법
(translabyrinthineapproach)으로 종양 절제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로
부터 정상 내림프낭 조직을 채취하였다.

2.정상 내림프낭 상피세포의 분리와 계대배양

채취한 내림프낭 조직 중 일부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GibcoBRL,Grandisland,NY,USA)과 Ham'sF12
nutrientmixture(F12,GibcoBRL,Grandisland,NY,USA)를 1:1로
혼합한 용액에서 1% Pronase(type14protease,Sigma,St.Louis,
MO,USA)첨가하여 4oC에서 18시간동안 처치하였다.상층에 떠 있는
세포를 플라스틱 용기에 평판한 후 37oC배양기에서 1시간 동안 배양
하면 근육세포,혈관내피세포,섬유아세포는 대부분 플라스틱 용기에
부착하나 상피세포는 그 시간동안 플라스틱에 부착하지 못하는 특성
을 이용하여 상피세포만을 분리한 후 플라스틱 용기에 평판하였다.
배양액은 bronchialepithelialgrowth media(BEGM,CloneticsCo.,
Rockville,MD,USA)를 기본으로 하여 각종 호르몬과 성장인자를 첨
가하였다(Table1).배양액은 평판 하루 후에 갈아주며 그 후로는 2일
에 한번씩 갈아주었다.50∼60%의 합류(confluence)를 이루는 시점에
서 trypsin/EDTA를 이용하여 세포를 플라스틱 용기로부터 분리시킨
뒤 평판하여 passage-2세포를 만들었다.
이렇게 계대 배양하여 얻은 passage-2 세포를 Transwell배양기
(Costar,Cambridge,MA,USA)에 배양기당 105세포의 밀도로 접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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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이 세포들은 95% 공기와 5%의 CO2하에서 BEGM과 DMEM의
1:1혼합용액을 이용하여 배양한다.첫 7일간은 배양액에 가라앉히
고 배양액을 매일 교환한다.이 후 7일째에 세포표면의 배양액을 제
거함으로써 air-liquidinterface(ALI)를 형성한다.그 후 배양체는 기
저 구획(basalcompartment)로부터 영양을 공급받게 되며 기저구획의
배양액은 ALI가 형성된 뒤 매일 교환하였다.조직표본이 합류를 이룬
후 7일째 되는 날 RNA가 채집되었다.

Table1.Hormonesupplemented culturemediaforsubcultureof
humanendolymphaticsacepithelialcell

*BEGM :Bronchialepithelialcellgrowthmedium

3.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계대배양된 내림프낭 상피세포를 TRIzolⓇ Reagent(GibcoBRL,
GibcoBRL,Grandisland,NY,USA)에 넣어 균질화시킨 후 RNA를

Components Concentration Supplier
BEGM* 1x CloneticsCorp.
Insulin 5.0μg/ml CloneticsCorp.
Hydrocortisone 0.5μg/ml CloneticsCorp.
Epinephrine 0.5μg/ml CloneticsCorp.
Triiodothyronine 6.5μg/ml CloneticsCorp.
Transferrin 10ng/ml CloneticsCorp.
Epidermalgrowthfactor 25ng/ml CollaborativeRes.
All-transretinoicacid 50nM Sigma
Bovinepituitaryextract 1% v/v PelFreez
Gentamicin:Amphotericin50μg/ml:50ng/ml CloneticsCorp.
Bovineserum albumin 1.5μg/ml Sig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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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해 내었다. 추출한 total RNA를 2.5U의 MMLV reverse
transcriptase와 random hexanucleotide50pmol을 포함한 반응혼합물
20μl를 42oC에서 60분간 반응시키면서 cDNA로 역전사(reverse
transcription)시켰다.반응산물인 cDNA 1μl를 0.125U의 TaqDNA
polymerase와 각각 12.5pmol의 primer를 함유한 25μl의 혼합물과 중
합효소 연쇄반응(polymerasechainreaction)을 시켰다.중합효소 연
쇄반응 primer는 유전자은행(genebank)의 인간 유전자(humangene)
에 기초하여 NHE1,2,3의 3가지 아형에 대해 DNA 염기서열
(sequence)을 고안(design)하였고 BIONEER 사에 의뢰하여 합성하
였다.ß2microglobulin을 위한 oligonuclotideamplimers가 역전사 중
합효소 연쇄반응을 위한 대조군 유전자(controlgene)로 사용되었고
266bP중합효소 연쇄반응 단편(fragment)을 만들었다(table2).

Table2.SequencesofPCR primersspecifictotargetgenesand
annealingtemperature

중합효소 연쇄반응시 magnesium chloride의 농도를 1.5mmol/L로
하여 95℃에서 30초 동안 변성(denaturation)시키고, 58℃에서
annealing과정을 거친 후,72℃에서 30초간 extension을 시행하였다.
중합효소 연쇄 반응에 의한 산물을 50ng/mlethidium bromide가 포

Primer Sequences Annealing
Temperature

NHE1
(245bp)

Sense:
Antisense:

5'-CCA GCT CAT TGCCTT C-3'
5'-TGT GTCTGT TGT AGGACCGC-3' 58oC

NHE2
(276bp)

Sense:
Antisense:

5'-ATCCGT CAGCGA ACT TTA TCCTACAACA-3'
5'-CGT GGT CCCGGCATCTGCGTCTAGG-3' 58oC

NHE3
(365bp)

Sense:
Antisense:

5'-GCA GACCTGGCT TCT GAA CC-3'
5'-GGA ACT TCCTGT CGA AGT GG-3' 63oC

β2-M
(266bp)

Sense
Antisense

5'-CTCGCGCTA CTCTCA CTCTCT CTT GG-3'
5'-GCT TACATCTCT CCA TCCCACTTA A-3' 55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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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2% agarosegels(FMC Byproducts,Rockland,ME,USA)에
load하고,전기영동한 뒤 자외선 하에서 bnad들을 사진 촬영하였다.
증폭부산물이 DNA 오염으로부터 유래한 것이 아닌 mRNA로부터 유
래한 것을 입증하기 위해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에서 역전사과정
을 생략하고 음성 대조군을 시행하였다.목표 유전자(targetgene)에
대한 특별증폭이 중합효소 연쇄반응 단편(dsDNA cyclesequencing
system; GibcoBRL, GibcoBRL, Grand island, NY, USA)을
sequencing(ABIPRISM 3100)함으로써 확인되었다.

4.세포내 pH(pHi)의 측정

합류를 이룬 후 일주일째 되는 날에 passage-2내림프낭 세포를
HEPES(4-(2-hydroxythyl)-1- piperazinethan sulfonicacid)용액을
이용하여 2번 세척하였다. 세척 후에 내림프낭 세포를 1μM
BCECF-AM(2',7'-bis(2-carboxyethyl)-5(6)-carboxyfluorescein)을
포함한 동일 용액에 배양하였다.BCECFloading을 위하여 세포를 실
온에서 15-20분간 배양하였다. 그 뒤에 반전 현미경(inverted
microscope)의 단(stage)에 부착된 소형(miniature)Ussingchamber
에 장착(mount)하였다.소형 Ussingchamber는 위(mucosal)와 아래
(serosal)의 광학 흡수 polyacetal로 만들어진 반소실(halfchamber)이
다(volume=250μleach).극성 단층 상피층을 가진 Transwellwafer가
점막표면을 최상부(uppermost)로 하는 2개의 반소실 사이에 장착되었
다.효과적인 sealing을 위해 2개의 반소실 사이에 고무 O-ring을
imbedding하였다. Glass coverslip을 dental sticking wax(model
Deiberit-502;Ludwig Bohme)를 이용하여 장액 소실(serosal
chamber)의 바닥에 부착하였다.점액 소실(mucosalchamber)은 대기
중에 노출시켰다.반소실은 모두 용액이 흐를 수 있도록 주입구와 사
출구 양쪽 port를 가지고 있었다.장액과 점액의 관류액은 37oC로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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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되고 중력에 의해 배달되었다(rate3-5ml/min).BCECF-AF형광비
는 내림프낭 상피세포의 중앙에서 기록되었다(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DeltaRam,NJ,USA).BCECF-AM 형광비는 자주파
장 450nm와 500nm에서 기록되었고 결과는 500nm:450nm 형광비로
표현되었다.
농도에 따라 NHE1을 특이적으로 억제하는 HOE694가 NHE의 활동
성을 관찰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5.용액 및 화학약품

HEPES완충용액은 140nM의 NaCl과 5nM의 KCl과 1mM의 MgCl2,
1mM CaCl210mM glucose그리고 10mM HEPES를 포함하고 있다
(pH 7.4 with NaOH). Na+ 무첨가 용액은 140mM
NMDG-Cl(N-methyl-7-9-glucamine chloride), 5mM KCl, 1mM
CaCl210mM glucose그리고 10mM HEPES(pH 7.4withTris-base)
를 포함한다.용액의 삼투압은 사용 전 majorsalt를 이용하여 310m
Osm에 맞추었다.BCECF-AM은 Molecular probes(Eugene,OR,
USA)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의 다른 모든 화학약품은
HOE694(3-methylsulphonyl-4-piperidinobenzoylguanidine
methanesulfonate)를 포함하여 Sigma에서 구입하였다.



-8-

III.결 과

1.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내림프낭내 상피세포에서 NHE1,NHE2,NHE3mRNA가 존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상피세포를 계대 배양하여 얻어진 세포에서 totalRNA
를 추출한 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한 결과 NHE1과
NHE2,그리고 NHE3에 해당하는 중합효소 연쇄반응 산물이 확인되었
다(fig.1).cDNA 합성시 역전사효소를 포함하지 않고 시행해 본 음
성대조군에서는 band를 확인할 수 없었다.

　　　　　　NNNHHHEEE111 　　　　　　NNNHHHEEE222 　　　　　　NNNHHHEEE333

Fig.1.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chain reaction(RT-PCR)
analysisforpresenceofNa+/H+exchangerisoforms.NHE1,NHE2
and NHE3mRNA weredetected in endolymphaticsacepithelial
cell.(→→→ ===500bp)

2.내림프낭 세포에서 NHE의 기능적 활동도

세포내 pH 조절에 있어 NHE의 활동성을 관찰하기 위해 NHE에 대
한 특이적 억제제인 HOE694를 사용하였다.HOE694는 정량의존적
(dosedependent)기초하에 NHE 동종형을 억제함이 증명되었다.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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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학적 연구에서 HOE694는 NHE2나 NHE3보다(각각의 Constantof
inhibitionKi는 5μM 와 650μM)NHE1과(ConstantofinhibitionKi
는 0.16μM)훨씬 유사성이 커서 저농도에서 NHE1을 경쟁적으로 억
제함이 보고 되었다.
우선 내림프낭 세포에서의 NHE의 활성을 확인하였다.Fig.2A에서
보듯이 NHE의 기능이 억제되는 Na+-free condition에서 NH4Cl을
luminalmembrane의 세포외액에 첨가하면,NH3는 농도차에 의해 빠
르게 수동적으로 세포내로 유입되어 세포내 수소이온 H+과 결합하여
세포내 알칼리화를 유발한다.다음으로 NH4Cl을 제거하고 나면 세포
내 NH3의 수동적 배출이 일어나며 이로 인해 세포내의 NH4+가 NH3
와 H+으로 빠르게 분리되어 또 다시 NH3가 배출되고 결국 H+만 세포
내에 남게 되어 급속하고 현저한 세포내 산성화가 유도된다.이러한
세포내 산성화 상태에서 세포 외액에 Na+이 포함된 용액을 첨가하면
세포내 pH조절 단백인 NHE가 활성화 된다.즉,세포내 산성화 상태
에서 pH가 회복되는 변화율이 NHE 의 활성화 정도(functional
activity)를 반영하며, 세포내 pH의 변화율은 본 실험에서 ⊿
ratio(500/450nm)/min로 측정하였다.본 실험에서 세포내 pH 회복율
(intracellularpH recovery rate)은 0.7⊿ratio(500/450nm)/min으로
NHE의 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NHE 동종형(isoform)의 활동성(activity)을 측정하기위해
억제제인 HOE694를 농도별로 처리하였다.HOE694를 1μM 처리한 경
우,NHE1 동종형만이 주로 억제되는데12,pHi변화율이 0.198⊿
ratio(500/450nm)/min로,대조군에 비해 약 71.8%의 활동성이 감소하
였다.그리고,HOE694를 5μM 처리한 경우 NHE1과 함께 NHE2동종
형도 함께 억제되는데12pHi변화율이 0.048⊿ratio(500/450nm)/min
로,대조군에 비해 약 97.4% 감소하였다(Fig.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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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Na+-dependantH+effluxonluminalmembraneofthenomal
human Endolymphatic Sac cells. (A) After NH4+-induced
acidification, the luminal membrane was perfused with Na+
containing HOE694 at different concentrations and pH were
recorded.TheNHEactivitieswerecalculatedas⊿pH unit/min(⊿
ratio(500/450nm)/min).(B)Thefigureshowsthemean⊿pH
unit/min(⊿ratio(500/450nm)/min)±SD of three experiments
performed under each condition. LM=luminal membrane ;
BLM=basolateral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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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 찰

산-염기 평형을 조절하는 이온 수송체는 anion excahnger(AE),
sodium bicarbonatecotransporter,그리고 Na+/H+ exchanger(NHE)
등이 있다.특히 NHE는 proton을 세포밖으로 배출하고 Na+을 세포내
로 끌어들여 세포내 pH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7

Na+/H+ exchanger(NHE)는 포유류에 있어 어느 세포에나 존재하는
내재성 막 단백질로 현재까지 9가지 아형이 보고 되고 있다.8

NHE의 아형중 처음으로 밝혀진 NHE1은 거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
서 발현되나 NHE2와 NHE3의 분포는 NHE1보다 국한되어 있다.인
체 폐조직에서 NHE1mRNA는 크고 작은 기관지 및 기과내의 상피
세포 모두에서 발현되나 NHE2와 NHE3는 모든 기관지의 상피세포에
서 발현되지는 않는다.13위장관에서는 NHE1mRNA는 위장관 전장
에 걸쳐 균일하게 존재하지만 NHE2와 NHE3mRNA는 부위마다 다
른 분포양상을 보인다.14인체 코점막 상피세포에서 NHE1mRNA는
상피세포층과 점막하분비선에 국한되어 발현하였으나 NHE2와 NHE3
는 발현되지 않았다.15게르빌루스 쥐의 전정기관내 거의 모든 세포와
조직에서 NHE1이 발현되나 NHE2와 NHE3는 보다 국한되어 발현된
다.16기니픽 와우(cochlear)에서도 NHE1아형의 mRNA가 지배적으
로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17

NHE는 pHi의 결정과 세포용적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주요 결
정요소이다.지금까지 NHE의 동종형 중 9가지가 확인되었지만9 본
연구에서는 NHE의 동종형 중 가장 특징적인 NHE1,2,3의 mRNA
의 존재에 대해 초점을 맞추었고 그에 대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
응을 시행한 결과 NHE1,NHE2,그리고 NHE3모두에 대한 반응 산
물을 확인하였다.또한 cDNA 합성시 역전사효소를 포함시키지 않고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시행한 음성대조군에서는 band를 확인할 수 없
었는데 이것은 RNA sample에서 genomicDNA가 포함되지 않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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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한다.
다음 단계로 내림프낭 세포에서 NHE의 기능적 활동성을 관찰하였
는데 HOE694가 농도에 따라 NHE의 동종형 중 NHE1특이적으로
방해하기 때문에 NHE1의 기능이 주로 관찰되었다.NHE1mRNA는
극성을 띈 모든 상피세포의 세포막 기저외측부(basolateral
membrane)에서 발현되는 동종형이다.18,19이러한 실험을 세포가 단층
이 되었을 때 시행하였는데 세포가 다층이 되면 NHE의 기능적 활동
성을 정확히 측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세포가 다층일 경우 각층
이 순차적으로 NH4Cl자극에 반응하는지는 정확히 결정하기 어렵다.
덧붙여 세포막 기저외측부에서의 기능 활동성을 측정하기 위해
NH4Cl자극이 luminalmembrane에 주어졌는데 이것은 세포막 기저
외측부에서 NH4+를 세포내로 직접 운반하는 많은 Na+/K+/Cl-

cotransporter와 이온 수송체가 있기 때문이다.만약 NH4Cl자극이
세포막 기저외측부에 주어진다면 이 세포는 산성화가 되어 NHE의
기능적 활동성에 의한 세포내 pH의 회복을 결정하기 어렵다.
pHi의 조절기전은 다른 이온 수송체의 기능을 제한하기 위해
bicarbonate를 제거한 용액에서 측정되었다.pHi의 조절을 관찰하기
위해 세포들은 25mM NH4Cl에 1-3분간 간헐적으로 노출시켰다.
NH4Cl의 적용은 NH3가 세포내로 확산됨으로써 재빨리 세포내 알칼
리화를 야기하며 일단 NH4Cl이 제거되고 나면 pHi가 최초 휴지기
pHi보다 더욱 산성화된 값으로 떨어진다.20그러므로 NH4Cl을 일정한
간격(pulse)으로 적용해야만 세포에 표준량의 산성 용량 적용이 계속
가능하다.각기 다른 실험 환경에서 휴지기 수준으로의 pHi회복 비
율정도를 정량화함으로써 산성 당량(equivalent)을 세포 밖으로 내보
내는 NHE의 기능적 활동성을 결정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람프낭 세포의 세포막 기저외측부에서 1μM
HOE694에 의해서 71.8%의 NHE1활동성이 5μM HOE694로써 97.4%
의 NHE활동성이 감소되었다(Fig.2B).이20등은 쥐의 췌관 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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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E6941.5μM이 Na+의존성 세포내 pH의 회복을 평균 87% 억제하
고 luminalmembrane보다 세포막 기저외측부에서 훨씬 크게 억제한
다고 보고 하였다.이러한 결과들은 NHE가 휴지기 pHi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여준다.NHE는 Na+의 흡수와 H+사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메니에르 병의 내림프 수종을 유발할 수 있는 기전중 어떤 원인에
의해 Na+수송에 이상이 생기고 이로 인해 내림프낭 내 림프액의 과
잉(overflow)이 생기면 이로 인해서 내림프수종이 발생할 수 있다.5,6

동물 실험에서 Na+/K+/Cl-cotransporter나 NHE등의 Na+이온 수송체
가 내이 조직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6,21세포내 pH 조절
은 이런 여러 이온 수송체의 다양한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될 것으로
사료되나 각각의 수송체의 정확한 역할은 그들의 동종형에 대한 특이
억제제가 사용 가능해져야 명확히 밝힐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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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 론

NHE의 생리적인 기능을 고려해 볼 때 NHE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거나 발현이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내림프 수종이 발생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본 연구에서 인체 내림프낭 세포에서 NHE의 존
재를 증명하고 세포내 pH 조절에 있어서의 NHE의 기능적 활동도를
관찰하였다.이 결과를 토대로 추후 메니에르 환자의 내림프낭 세포
와 정상인의 내림프낭 세포간의 NHE의 발현 정도의 차이나 NHE의
기능적 활동성에 관한 차이를 관찰함으로써 메니에르 병의 기전이나
치료를 위한 연구를 진행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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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senceofNa+/H+exchangerinhumanendolymphaticsac
epithelialcellandfunctionalactivityofNa+/H+exchangeron

intracellularpH regulation

InSeokMoon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Myung-HyunChung)

Na+/H+++ exchanger(NHE) is responsible for the followings;
intracellularpH,cellvolume regulation,influencesviscosity and
volume ofextracellularfluid.Considering the function ofNHE,
decreaseinexpressionofNHE orfunctionalimpairmentofNHE
activity can cause increasingly viscous extracellular fluid and
impairment of absorption of extracellular fluid.Impairment of
controlling the quantitiy and composition ofendolymphaticfluid
andabsorptionfailureofendolymphticfluidareregardedasoneof
the pathogenesis of Meniere's disease. NHE affects all the
processes, but the expression of NHE isoforms in human
endolymphatic cell and physiologic function have not been
evaluatedyet.Theaim ofthisstudyistoexaminetheexpression
ofNHE inhumanendolymphticcell.Inaddition,weinvestigated
thefunctionalactivityofNHE.
Normalhuman endolymphatic sac tissue was obtained from a
patientwhowentthroughresectionofvestibularschwannomav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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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abyrinthine approach, and endolymphatic sac cells were
cultured.RNA wascollectedonthe7thdayafterconfluenceand
Reversetranscription-polymerasechainreactionwasperformedto
investigate the presence ofmRNA.The functionalactivity of
NHE1wasexaminedusing HOE694,whichisanNHE1-specific
inhibiotr,onthe7thdayafterconfluence.
The mRNA forNHE isoforms like NHE1,NHE2,NHE3 were
detectedandHOE694inhibitedbasolateralNHE activityby71.8%
at1μM and97.4% at5μM inthehumanendolymphaticsaccells.
Theseresultsindicatethatnoramlhumanendolymphaticsaccells
express NHE.Comparision of the differences between normal
human endolymphatic sac cells and endolymphatic sac cells of
Meniere'sdiseasepatientsinthelevelofNHE expressionandin
functionalactivity ofNHE willgive furthercomprehension of
pathogenesisofMeniere's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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