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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의의의
NNN---tttyyypppeeeCCCaaa222+++채채채널널널 형형형성성성과과과 도도도파파파민민민분분분비비비

<지도교수 김 동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강 민 경

파킨슨씨병은 중뇌의 흑색질 치밀부(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
SNpc)에 있는 도파민신경세포의 손실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
성 질환이다.예전부터 파킨슨씨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
며,최근에 세포치료의 새로운 재료로 줄기세포가 대두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본 연구실에서도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
신경세포(또는 전구체)를 파킨슨씨병 동물모델의 선조체에 이식한 후,운동
기능 회복을 확인한 논문을 발표하였으며,꾸준히 배아줄기세포를 이용한
파킨슨씨병 치료가능성이 동물모델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있다.그러나 배
아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킨 도파민 신경세포가 생체내로 이식 후 어떠한
세포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도파민을 분비하는지에 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도파민 신경세포에서 도파민의 분비는 세포막의 탈분극에
의해 Ca2+채널이 열려 이를 통해 세포외부에서 유입된 Ca2+ions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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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된다.이에 본 연구는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 신경세
포에서 전기생리학적인 방법과 면역염색법을 통해 Ca2+채널과 도파민 분
비와의 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Ca2+ ratiometic〔Ca2+〕i측정법을 통
해 막전압 탈분극에 의한 세포내 Ca2+ 농도의 증가를 확인하고,HPLC를
통해 도파민의 분비량이 증가한 것을 관찰함으로써 세포내 유입된 Ca2+

ions이 도파민의 분비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반면에,N-typeCa2+

channelblocker인 ω-conotoxinGVIA를 KCl과 같이 처리한 그룹은 KCl만
처리한 그룹보다 도파민 분비량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쥐의 배아줄기세포
에서 분화한 도파민신경세포에 N-typeCa2+ channel이 형성되어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또한 Wholecell막전압 고정법과 형광면역염
색을 통해서도 N-typeCa2+channel이 형성된 것을 확인하였다.이러한 결
과로 볼때,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 N-type
Ca2+channel이 형성되어 도파민의 분비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핵심되는 말 :배아줄기세포,분화,도파민 분비,Ca2+ channel,Patch
Clamp,면역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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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의의의
NNN---tttyyypppeeeCCCaaa222+++채채채널널널 형형형성성성과과과 도도도파파파민민민분분분비비비

<지도교수 김 동 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강 민 경

ⅠⅠⅠ...서서서론론론

1.도파민 신경세포와 파킨슨씨병
도파민 신경세포는 중뇌 내에서 흑색질 치밀부(substantianigrapars

compacta,SNpc)와 배쪽피개구역(ventraltegmentalarea,VTA)에 대부분
위치하며,이 신경세포들은 위치에 따라 기능이 각각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다.중뇌내 흑색질 치밀부에 위치하는 도파민 신경세포는 흑색원심선조
섬유(nigro-striatalprojections)에서 등쪽외측 선조(dorsolateralstriatum)
를 통해 운동기능(motor function)을 조절하며,배쪽피개구역에 위치한 도
파민 신경세포는 변연계(limbicsystem)에 작용하여 인지 (cognitive)기능
을 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는데,이 신경세포들에 손상이 오는 경우,운동기
능 조절이나 인지기능에 중요한 결함을 초래 할 수 있다1.그 대표적인 예
로 파킨슨씨병(Parkinson’sdisease)을 들 수 있다.파킨슨씨병은 중뇌 내
흑색질 치밀부에서 도파민을 합성하는 신경세포의 손상으로 나타나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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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서동,근육의 강직,자세의 불안정 등의 증상을 나타낸다.

2.파킨슨씨병의 치료법과 한계
파킨슨씨병을 치료하기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으며,그중에서

대표적으로 L-DOPA를 이용한 약물치료가 임상에서 시행 중이다.그러나
부작용과 시간에 따른 효과 감소의 문제점이 있어 새로운 치료방법의 개발
이 시급한 실정이다2.또 다른 치료방법으로 낙태아의 중뇌세포를 이식하
는 세포치료가 시행되었다.낙태아의 중뇌세포를 이식한 결과 이식받은 환
자에서 기능회복을 보이는 경우도 있지만 3,4,5,한명의 파킨슨씨병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5～10명 이상의 낙태아가 필요하는 공급에 한계가 있다.

3.새로운 대안 :줄기세포
낙태아의 중뇌세포를 이식하여 세포치료의 효과를 확인하였으나,재료

공급에의 한계를 극복하기위해 최근에 invitro상에서 무한히 증식할 수
있고,다양한 세포 types으로 분화할 수 있는 전분화능(pluripotent)의 특징
을 갖는 배아줄기세포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중이다.이러한 배아줄기
세포의 특징은 파킨슨씨병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난치병 치료의 새로운
해결책으로 큰 주목을 받고 있다6.먼저 배아줄기세포를 파킨슨씨병의 치
료를 위한 재료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분화가 필요하
다.지금까지 배아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는 몇 가지 방법이 제안
되었다.부유 배양을 통해 배아체(Embryoidbody;EB)라는 형태로 배아줄
기세포를 분화시키고 신경전구세포만을 선택적으로 배양하는 방법인
EB-based method7,배아줄기세포를 신경세포로의 분화로 유도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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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feeder세포와 같이 배양하는 co-culturemethod(일명 SDIA method
;stromal-derivedinducingactivity)8,EB를 만들거나 co-culture를 하지 않
고 신경세포로의 분화로 유도할 수 있는 특정 배지 조건만으로 분화를 시
키는 방법9등이 몇몇 연구그룹을 통해 확립되었다.이러한 방법들을 바탕
으로 배아줄기세포를 신경전구세포로 분화시킨 후 도파민 신경세포의 발생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여러 signalingmolecule(eg.sonic
hedgehog ;Shh,fibroblastgrowth factor-8;FGF8,ascorbicacid ;AA,
glial-derivedneurotrophicfactor;GDNF등)들을 분화중인 세포에 처리하
거나,혹은 중뇌의 도파민 신경세포의 분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알
려진 Nurr1,Pitx3같은 전사 인자 (transcriptionfactors)를 배아줄기세포
에 도입함으로써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분화수율이 획기적으로 높아지게 되
었다10,11.최근 본 연구실에서도 Nurr1을 과발현시킨 쥐 배아줄기세포주
(N2)를 만들고,이 세포를 PA6feeder세포와 co-culture하면서 신경전구
체 단계인 분화 5～9일째 Shh,FGF8를 처리하고 그 후 AA를 처리 하
면 최종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분화효율이 최대 90% (분화된 총 신경세포
중의)까지 높아진다고 보고한 바 있다11

4.줄기세포의 파킨슨씨병 치료에 적용 연구와 현황
최근 보고에 의하면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분화된 도파민 신경세포 혹은

그 전구체를 파킨슨씨병 모델 쥐의 선조체에 이식한 결과,이식된 세포들
이 성숙한 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생착한 것이 면역조직염색을 통해 확인
되었다.뿐만 아니라 분비된 도파민의 농도가 정상 쥐의 수준과 비슷하게
유지되는 것이 관찰되었고,파킨슨씨병에 의해 나타나는 운동기능 손상이
현저히 회복되었다12.따라서 배아줄기세포를 통한 파킨슨씨병 치료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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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동물모델을 통해 확인되어지고 있다13,14,15,16.

5.연구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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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파민도파민도파민도파민 분비분비분비분비 유도유도유도유도

Invitro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가 궁극적으로 세포치료에 이용
되려면 실제 중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신경세포와 같은 메커니즘을 통한 도
파민분비 기능을 가져야 한다.도파민신경세포는 세포막전압이 탈분극상태
가 되었을 때,닫혀있던 Ca2+channel이 열려 세포외부의 Ca2+ions이 세포
내부로 들어와 도파민의 분비를 유도한다 (위의 그림참조).T-,R-,N-,
P/Q-,L-typeCa2+channels등이 Ca2+ion들의 이동통로이며17,18,선조체
에서 축삭말단(axon-terminal)도파민 분비에는 이 중에서도 N-typeCa2+

channel에 의한 Ca2+ ions의 세포내 유입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19,20,21,22,23,24.또한 도파민 신경세포의 축삭말단에는 G protein이 N-type
Ca2+ channel을 modulation함으로써 도파민 분비에 관여한다.G protein
은 도파민을 포함한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활성화(activation)되면 Gα와 Gβ

γ가 떨어져 Gβγ는 N-typeCa2+ channel의 통로(pore)를 형성하는 α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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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type에 붙어 Ca2+ions의 세포내 유입을 막는다.결과적으로 세포 외에
도파민의 양이 많으면 세포내 Ca2+ions의 유입을 막음으로써 도파민의 분
비를 막는 것이다25.
본 연구에서는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서

N-typeCa2+channel의 형성 및 이를 통한 Ca2+ions의 이동과 도파민분비
의 관계를 밝히는데 목적을 두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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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실실실험험험재재재료료료
실험세포로는 중뇌의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

다고 알려진 전사인자 Nurr1 을 과발현시킨 쥐의 배아줄기세포(N2)
를 사용하였다.쥐의 배아줄기세포를 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
사용한 signaling molecules,sonic hedgehog(Shh)과 fibroblastgrowth
factor8(FGF8)은 R&D Systems(Minneapolis,MN)에서 구입하였고,면역
염색법에 사용한 antibody들은 Sheep anti- TH 는 Pel-Freeze
Rogers(AK,USA)에서,Rabbitanti-N typeCa2+channel과 Mouseanti-
Tuj1은 Chemicon(Temecula,CA)에서 구입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방방방법법법
가.쥐배아줄기세포에서 도파민신경세포로의 분화

분화방법은 배아줄기세포를 PA6feedercell과 같이 배양하면서 여
러 신호전달물질들을 넣어주는 co-culture방법으로 한다.N2cells을 얹기
하루 전,PA6 cells을 mitomycin으로 inactivation 시켜 gelatin-coated
plate에 monolayer로 깔아놓는다. 분화과정은 4well-plate에서 하며,
3.5×104cells/㎠의 PA6cells위에,N2를 500cells/㎠로 얹는다.Cells간의
interaction도 분화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모든 실험에
서 세포의 밀도는 동일하게 한다.도파민 신경세포로 분화시키기 위해,8일
동안 ES differentiationmedium I[G-MEM medium (Gibco,Rockville,
MD) supplemented with 10% knockout serum replacement (K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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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ibco),0.1 mM non-essential amino acids (Gibco),1mM sodium
pyruvate(Sigma), 0.1 mM 2-mercaptoethanol (Gibco), and
penicillin/streptomycin (Gibco)]으로 배양하며, 그 후에는 ES
differentiation medium II[G-MEM (Gibco) supplemented with N-2
supplement(Gibco),0.1mM non-essentialaminoacids(Gibco),1mM
sodium pyruvate (Sigma, Louis, Missouri, USA), 0.1mM
2-mercaptoethanol(Gibco),andpenicillin/streptomycin(Gibco)]로 바꾸어
배양한다.분화시키는 동안,5～8일에는 500ng/㎖ sonichedgehog (Shh;
R&D Systems, Minneapolis, MN) 100ng/㎖ fibroblast growth
factor(FGF;R&D Systems) 8을 처리 해주고,9일～21일까지 200μM
ascorbicacid (Sigma,Louis,Missouri,USA)를 넣어 배양한다.배지는
분화시작 후 4일 만에 처음 바꿔주고,그 이후에는 2～3일 마다 교체한다
(그림 1).

day :day :day :day :

mESmESmESmES cells(N2) oncells(N2) oncells(N2) oncells(N2) on
stromalstromalstromalstromal cells(PA6 cells) cells(PA6 cells) cells(PA6 cells) cells(PA6 cells) 

Committed DACommitted DACommitted DACommitted DA
precursors precursors precursors precursors 

DADADADA
neurons neurons neurons neurons 

0000 5555 9999 21212121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IES differentiation medium IIES differentiation medium IIES differentiation medium II

500500500500ngngngng/ml SHH/ml SHH/ml SHH/ml SHH

100ng/ml FGF8100ng/ml FGF8100ng/ml FGF8100ng/ml FGF8
200200200200uM uM uM uM ascorbic acidascorbic acidascorbic acidascorbic acid

mESmESmESmES cells(N2) oncells(N2) oncells(N2) oncells(N2) on
stromalstromalstromalstromal cells(PA6 cells) cells(PA6 cells) cells(PA6 cells) cells(PA6 cells) 

Committed DACommitted DACommitted DACommitted DA
precursors precursors precursors precursors 

DADADADA
neurons neurons neurons neurons 

0000 5555 9999 21212121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 ES differentiation medium IIES differentiation medium IIES differentiation medium IIES differentiation medium II

500500500500ngngngng/ml SHH/ml SHH/ml SHH/ml SHH

100ng/ml FGF8100ng/ml FGF8100ng/ml FGF8100ng/ml FGF8
200200200200uM uM uM uM ascorbic acidascorbic acidascorbic acidascorbic acid

그림 1.쥐배아줄기세포에서 도파민신경세포로의 분화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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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Ca2+imaging
N2cells을 위의 방법으로 분화시킨 후 21일째에 Ca2+ imaging을

한다.1 μM fura-2AM (MolecularProbes,Eugene,OR)이 들어있는
ES differentiationmedium II를 분화시킨 plate에 넣어주고,30분 동안
37℃에서 incubation시킨다.각 세포의 형광(fluorescence)은 intensified
CCD videocamera,Olympusmicroscope(StanfordPhotonicsStanford,
CA)와 video microscopy acquisition program(MetaFluor)을 사용하여
340nm와 380nm의 excitation과 510nm emission에서 측정한다.70mM과
40mM의 KCl을 chamber에 직접주어 세포내 Ca2+ ions의 농도를 기록
한다.결과는 340:380nm emissionratio로 세포내 Ca2+ion의 농도를 나
타낸다.

다.HighPerformanceLiquidChromatography(HPLC)
도파민의 자발적 분비(HBSS)와 50mM의 고농도 KCl에 의한 분비,

N-typeCa2+channelblocker인 ω-conotoxinGVIA(1 μM)과 50mM KCl
을 같이 처리한 세 그룹을 HPLC로 측정하여 비교한다.분화 21일째
에,각 그룹에 400㎕의 약물을 처리한 후,15분후에 media를 수집한
다. 수집한 media에 최종농도가 0.33mM perchloric acid(PCA)․
0.17mM EDTA가 되도록 넣어준 후, 4℃, 13000g에서 15분간
centrifugation을 한 후,상층액을 걷어 도파민의 양을 분석한다.도파
민의 양을 분석하기 위해 ESA HR-80 column(3um, ODS, 80
×4.6mm)을 사용하였으며,Mobile phase (7.5mM sodium phosphate
monobasic,1.7mM OSA,0.05% triethylamine,0.1mM EDTA,10%
acetonitrile,pH 3.0 with phosphoric acid)는 0.3ml/min의 속도로 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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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준다.위의 실험은 ShimazuHPLCsystem을 사용하였다.

라.전기생리 (Electrophysiology)
ICa와 N-type Ca2+ channel의 존재와 G protein의 N-type Ca2+

channel의 조절 확인
: 이온전류는 patch clamp amplifier (Axopatch 200A, Axon

Instrument Inc.,CA, USA)를 사용하여 전형적인 whole-cell patch
clamp 방법으로 기록한다.측정 전극은 borosilicate glass capillary
(외경; 1.65mm, 내경; 1.2mm, Corning 7052, Garner Glass Co.,
Claremont,CA,USA)를 verticalpuller(Narishige,Tokyo,Japan)로
뽑아 제작하고,전극 내부에 용액을 채웠을 때 저항이 3.5㏁-5.0㏁ 되
는 것을 사용한다.분화시킨 도파민 신경세포들이 들어있는 plate를
도립현미경 위에 올려놓고 세포 외액을 중력에 의해 1-2㎖/min 속도
로 관류시킨다.Patch membrane내외의 전압차를 일정하게 고정시킨
상태에서 나타나는 channel 활성도의 변화를 computer program
(pClamp V 8.2,Axon InstrumentInc.,CA,USA)을 이용하여 기록
한 후 분석하며,모든 실험은 실온(21～24℃)에서 시행한다.

•칼슘전류 측정을 위한 전극 내 용액 (internalsolution)의 조성(mM);
Cs-asp104,CsCl230,MgCl21.2,EGTA 10,HEPES10,MgATP4,
Na2GTP0.4,Phosphocreatine10(pH 7.2withCsOH).

•세포외 관류액(externalsolution)의 조성(mM);
TEACl150,BaCl210,MgCl21.2,HEPES10.5,glucose14
(pH 7.4withTEA-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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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면역염색법 (Immunocytochemistry)
(1)쥐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 신경세포 확인
쥐배아줄기세포에서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분화 21일째에 면역염색

을 하여 도파민 신경세포로의 분화정도를 확인하였다. 먼저, 4%
paraformaldehayde에서 30분동안 고정을 시킨 후, PBS로 씻어내고
PBS에 희석한 5% normaldonkey serum(NDS)으로 1시간 blocking
한다. 그 다음, mouse anti-Tuj 1 (Chemicon, Temecula, CA)
1:1000, sheep anti-tyrosine hydroxylase antibody (Pel-Freeze
Rogers,AK,USA)는 1:250으로 5% NDS에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
간 처리하거나,4℃에서 하룻밤 둔다.PBS로 3번 씻어낸 후,Alexa
Fluor 488(green)와 Alexa Fluor 594(red)-labeled donkey/goat
Ig G (Molecular Probes,Invitrogen,Carlsbad,CA)를 1:500으로 5%
NDS에 희석하여 상온에서 30분간 암실에서 처리한다. 30분 후에,
PBS로 3번 씻어낸 후, Gel/Mount (Biomeda Corp.,Foster City,
CA)를 사용하여 슬라이드에 coverslip을 붙인다.

(2)도파민신경세포에서 N-typeCa2+channel의 존재 확인
방법은 위와 같으며,sheep anti-tyrosine hydroxylase antibody

(Pel-Freeze Rogers,AK,USA)는 1:250,rabbot anti-N type Ca2+
channelantibody (Sigma,St.Louis,MO,USA)는 1:1000으로 5%
NDS에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이나 4℃에서 하룻밤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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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쥐쥐쥐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 확확확인인인
Nurr1을 과발현시킨 쥐배아줄기세포(N2)를 위의 방법(그림 1)으로 분

화시킨지 21일째 면역염색법을 통해 도파민신경세포로의 분화를 확인하
였다.Tuj1antibody를 이용하여 전체 신경세포의 분화정도를 확인하고
자 하였고,tyrosinehydroxylase(TH)antibody로 그 중에서 도파민신경
세포로의 분화정도를 확인하였다.면역염색결과 Tuj1에 positive한 세
포들이 대부분 TH에도 positive한 것으로 보아 (그림 2)높은 수율의 도
파민신경세포의 분화를 알 수 있었다.
또한 완전히 성숙한(maturation) 도파민신경세포임을 알 수 있는

dopamine transporter(DAT)를 antibody를 이용하여 면역염색법을 시행
한 결과 TH positive한 세포가 DAT positive한 것으로 보아 성숙한 도
파민신경세포로의 분화를 알 수 있었다 (그림 2).

222...쥐쥐쥐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막막막전전전압압압 탈탈탈분분분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CCCaaa2+증증증가가가
Ca2+ratiometic〔Ca2+〕i측정법을 통해 세포막전압 탈분극에 따른 세

포내 Ca2+ ions의 농도 증가를 확인하였다.70mM과 40mM의 높은 농도
의 KCl을 처리하여 세포막에 인위적인 탈분극환경을 주었을 때,세포내
의 Ca2+ions의 농도가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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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쥐쥐쥐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NNN---tttyyypppeeeCCCaaa222+++통통통로로로
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의의의한한한 도도도파파파민민민 분분분비비비증증증가가가 확확확인인인
도파민의 분비량을 HPLC를 통하여 분석한 결과,50mM KCl을 15분

간 처리한 그룹에서의 도파민 분비량이 control그룹에 비하여 현저히
증가하였다 (n=3,p< 0.01).또한,N-type Ca2+ channelblocker인 ω      

-conotoxinGVIA를 50mM KCl과 같이 처리한 그룹에서는 도파민 분비
량이 KCl만 처리한 그룹에 비해 현저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 (n=3,
p< 0.01).이 결과를 통해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 신경세
포에 N-typeCa2+channel이 형성되어 그 기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그림 3-B).

444...쥐쥐쥐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NNN---tttyyypppeee CCCaaa222+++

ccchhhaaannnnnneeelll확확확인인인
Whole-cell막전압 고정법을 통해 쥐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

신경세포에서 N-typeCa2+ channel을 확인해 보았다.면역염색법을 통해
대부분의 세포가 도파민신경세포로 분화한 것을 확인하였으나, Na+

통로와 hyper-polarization activated current(Ih)를 보아 도파민신경세
포임을 다시 확인한 후,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림 4-A,B).먼저,
-80mV에서 0mV의 steppulse를 200ms동안 가하자 평균 586.2103pA의
Ca2+ current가 측정되었다.(n=4).여기에 N-typeCa2+ channelblocker
인 ω-conotoxinGVIA(1μM)을 처리하자 전체 Ca2+ current의 약 42.2%
가 감소하였다 (n=4,평균 247.9970pA).감소한 current크기만큼 N-type
Ca2+ channel을 통한 Ca2+ ions의 이동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그림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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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쥐쥐쥐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면면면역역역염염염색색색법법법을을을 통통통
한한한 NNN---tttyyypppeeeCCCaaa222+++ccchhhaaannnnnneeelll확확확인인인
Anti-TH (green)와 Anti-N-typeCa2+ channel(red)을 사용한

형광면역염색을 통해, 도파민 신경세포(TH+ 세포)에서 N-type Ca2+

channel이 존재하는지 확인해 보았다.그 결과 TH+한 세포에서 N-type
Ca2+channel역시 positive(mergedyellow)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5).

666...쥐쥐쥐배배배아아아줄줄줄기기기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분분분화화화시시시킨킨킨 도도도파파파민민민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NNN---tttyyypppeee CCCaaa222+++

ccchhhaaannnnnneeelll의의의 GGGppprrrooottteeeiiinnnmmmoooddduuulllaaatttiiiooonnn확확확인인인
G protein은 도파민을 포함한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활성화(activation)

되면 Gα와 Gβγ가 떨어져 Gβγ는 N-typeCa2+channel의 통로(pore)를 형
성하는 α1B subtype에 붙어 Ca2+ ions의 세포내 유입을 막는다.결과적
으로 세포 외에 도파민의 양이 많으면 세포내 Ca2+ ions의 유입을 막음
으로써 도파민의 분비를 막는 것이다.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 형성된 N-type Ca2+ channel도 G protein에 의해
modulation을 받는지 실험을 통해 확인하였다.실험 결과,-80mV에서
0mV의 step pulse에서의 Ca2+ current보다 +80mV를 가한 후 Ca2+

current가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80mV에서 G protein이 비활성
화(inactivation)되어 N-typeCa2+channel의 통로(pore)를 막고 있던 Gβγ

가 떨어져 나가 닫혀있던 N-typeCa2+channels이 열린 것이다.이 결과를
통해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 형성된 N-type
Ca2+channel도 G protein에 의해 modulation을 받아 도파민의 분비가 조
절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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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AntiAntiAnti---- THTHTHTH AntiAntiAntiAnti---- Tuj Tuj Tuj Tuj 1111 MergedMergedMergedMergedAntiAntiAntiAnti---- THTHTHTH AntiAntiAntiAnti---- Tuj Tuj Tuj Tuj 1111 MergedMergedMergedMerged

AntiAntiAntiAnti---- THTHTHTH AntiAntiAntiAnti---- DATDATDATDAT MergedMergedMergedMergedAntiAntiAntiAnti---- THTHTHTH AntiAntiAntiAnti---- DATDATDATDAT MergedMergedMergedMerged

그림 2.분화 21일째 면역염색법으로 도파민신경세포로의 분화 확인.
전체 신경세포를 나타내는 Tuj1(red)과 도파민신경세포를 나타내는 TH(green)이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이 도파민신경세포로 분화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TH positive(green)한 세포와 성숙한 도파민신경세포임을 알 수 있는
DAT(red)가 대부분 겹치는 것으로 보아 분화한 세포가 성숙한 도파민신경세포인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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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Ca2+ imaging을 통한 세포내 Ca2+농도증가와 HighPerformanceLiquid
Chromatography(HPLC)를 이용한 도파민 분비 분석.
A.70mM과 40mM의 KCl을 chamber에 흘려주었을 때,세포내부의 Ca2+ions의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B.이 그림은 HPLC분석을 통해 도파민 분비량을 측정한 것이다.21일 동안 분화
시킨 세포의 plate에 HBSS를 15분간 처리한 자발적인 분비를 보면 평균 25.4549,
50mM KCl을 처리하여 인위적인 세포막 탈분극상태를 주었을 때는 평균 55.7444
로 자발적인 분비에서보다 2배정도 많은 도파민이 분비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러나 N-typeCa2+channelblocker인 ω-conotoxinGVIA을 50mM KCl과 같이
처리하면 탈분극상태에서도 도파민의 분비가 평균 8.6719로 감소한 것을 알 수 있
다.(*p<0.01,**p<0.01Studentt-testun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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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Wholecell막전압 고정법을 통한 N-typeCa2+channel확인.
A.Na+ 통로를 확인하여 신경세포임을 알 수 있다.B.hyper-polarization
activatedcurrent(Ih)을 확인하여 도파민신경세포임을 알 수 있다.C.전체 Ca2+

current를 보고,N-typeCa2+channelblocker인 ω-conotoxinGVIA(1μM)를 처리
해서 감소한 Ca2+ current를 확인함으로써 N-typeCa2+ channel을 확인하였다.
왼쪽 그림은 whole-cell막전압 고정법으로 측정한 그림이고,오른쪽 위는 그래프
로 나타내었다.오른쪽 밑에 그림은 current-voltage(I-V)를 나타낸 것이다.
(*p<0.05,Studentt-testpa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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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도파민 신경세포와 N-typeCa2+channel에 대한 면역염색.
도파민신경세포의 marker인 TH(green)와 N-typeCa2+channel(red)을 같이 면역
염색하여 겹치는 것으로 보아 N-typeCa2+ channel이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
화시킨 도파민 신경세포에 잘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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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G-protein의 N-typeCa2+channelmodulation.
전체적인 Ca2+current의 크기가 80mV의 pulse를 받은 후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G protein이 활성화(activation)되어 N-typeCa2+channel의 입구를 막고 있다가
80mV의 강한 탈분극자극에 의해 G protein이 비활성화(inactivation)되어 닫혀있
던 N-typeCa2+ channel이 열려 Ca2+ current가 커진 것을 알 수 있다.이러한
결과를 통해,G protein에 의해 N-typeCa2+ channel이 modulation을 받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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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은 중뇌의 흑색질 치밀부(substantia
nigraparscompacta,SNpc)에 도파민신경세포의 선택적인 손실에 의해
나타나는 대표적인 신경퇴행성질환이다.파킨슨씨병을 치료하기 위해 꾸준
히 많은 연구가 되었고,여러 가지 치료방법이 개발되어 임상에 시행되었
으나,아직 확실한 치료방법은 없는 실정이다.최근에는 줄기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13,26,27.줄기세포가 임상에 적용되기
위해서는 여러 과정이 필요하다.Invitro상에서 배양하여 필요한 세포로
분화를 시켜야 하고,분화시킨 세포를 분리하여 동물실험단계와 전임상실
험단계를 거쳐야 한다.현재까지 연구 결과,invitro상에서 쥐(mouse)와
인간(human)배아줄기세포로부터 높은 수율의 도파민신경세포를 얻는 방법
이 개발되었고10,11,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를 파킨슨씨병 동물모델에 이
식하였을 때 운동기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12.이러한 결과로 줄기
세포를 이용한 세포치료 가능성이 더욱 높아지게 되었다.하지만 이 세포
가 invivo상에서 어떠한 세포 생리학적인 메커니즘을 통해 기능을 하는지
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중뇌의 도파민 신경세포는 세포막이 탈분극 상태가 되었을 때,접합
전 신경세포의 Ca2+증가를 통해 도파민을 분비한다.여러 Ca2+channels중
에서도 N-type Ca2+ channel이 도파민신경세포의 축삭돌기 말단(axon
terminal)에 주로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9,20,21,22,23,24.이에 본 실
험에서는 Invitro상에서 쥐의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
포에 N-typeCa2+channel이 형성되었는지,형성되었다면 도파민의 분비에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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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Ca2+ratiometic〔Ca2+〕i측정법을 통해서 막전압 탈분극에 따
른 세포내 Ca2+ ions의 농도 증가를 확인하고,HighPerformanceLiquid
Chromatography(HPLC)를 통해 도파민의 분비량을 분석하였다.실험 결
과,높은 농도의 KCl을 처리하여 인위적인 세포막 탈분극 환경을 주었을
때,세포 내부의 Ca2+ions의 농도가 증가하였고 그에 따른 도파민의 분비
도 증가하였다.반면에 N-type Ca2+ channelblocker인 ω-conotoxin
GVIA(1μM)를 KCl과 같이 처리한 그룹의 도파민 분비량은 KCl만 처리한
그룹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다.이러한 결과를 볼 때,invitro상에서 쥐의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 N-typeCa2+ channel이
형성되어 도파민의 분비에 관여하는 것을 알 수 있다.Wholecell막전압
고정법을 이용한 전기생리학적인 실험과 면역염색법을 통해서도 N-type
Ca2+channel의 형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N-typeCa2+channel의 형성과
기능을 확인한 후,이러한 Ca2+channel을 조절(modulation)하는 G protein
에 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도파민신경세포의 막에 존재하는 G protein
은 N-typeCa2+ channel의 통로(pore)를 형성하는 α1B subtype에 영향을
미친다.G protein이 도파민 같은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활성화가 되면 Gα

의 GDP가 GTP가 되고,Gβγ가 떨어져나가 N-typeCa2+ channel의 α1B
subtype에 붙어 channel의 통로를 막아 ions의 이동을 막고,결과적으로
도파민의 분비가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다25.이번 실험에서 +80mV의
강한 자극으로 G protein에 의해 닫혀있던 Ca2+channel이 열린 것을 확
인함으로써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도 G protein
에 의한 도파민 분비 조절을 받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세포 외부에 도파
민의 농도가 높아지면 G protein에 의해 Ca2+ channel이 조절되어 Ca2+

ions의 이동이 줄어드는지,이에 따라 도파민의 분비가 줄어드는지는 차후
실험을 통해서 확인해야 할 것이다.



- 24 -

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에서는 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
Ca2+channel이 형성되어 그에 따른 Ca2+ions의 이동에 의해 도파민의 분
비가 일어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으며,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Invitro상에서 쥐의 배아줄기세포를 도파민신경세포로 분화시킨지 21일
째,면역염색법을 통해 높은 수율의 도파민신경세포의 분화를 확인하였
다.

2.HighPerformanceLiquidChromatography(HPLC)를 이용한 도파민의
분비량 분석을 통해 막전압 탈분극에 의한 도파민의 분비증가와 N-type
Ca2+channelblocker인 ω-conotoxin에 의한 도파민의 분비감소를 확인
함으로써,쥐의 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서 형성된
N-typeCa2+channel이 도파민 분비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3.전기생리학적인 방법과 면역염색법을 통해서 쥐배아줄기세포에서 분화
시킨 도파민신경세포에서 N-typeCa2+channel의 형성을 확인하였다.

4.Gprotein에 의한 N-typeCa2+channel의 조절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는 invitro상에서 쥐의 배아줄기세포로부터 분화시킨 도파
민신경세포가 중뇌에 존재하는 도파민신경세포에 대해 기존에 알려진 전기
생리학적인 특성28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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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RReeelllaaatttiiiooonnnssshhhiiipppbbbeeetttwwweeeeeennnttthhheeeFFFooorrrmmmaaatttiiiooonnnooofff
NNN---tttyyypppeeeCCCaaa222+++CCChhhaaannnnnneeelllsssaaannndddDDDooopppaaammmiiinnneeeRRReeellleeeaaassseee
iiinnnttthhheeeDDDiiiffffffeeerrreeennntttiiiaaatttiiiooonnnooofffDDDooopppaaammmiiinnneeerrrgggiiiccc
NNNeeeuuurrrooonnnsssfffrrrooommm EEEmmmbbbrrryyyooonnniiicccSSSttteeemmm CCCeeellllllsss

MinKyungKang

DepartmentofMedicalScienc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DongWookKim)

Parkinson's disease (PD) is the most common neurodegenerative
diseasecausedbylossofdopaminergicneuronsinthesubstantianigra
parscompacta(SNpc)ofthemidbrain.Fordecadestherehavebeen
manyattemptstodeveloppropertreatmentsforthisdisease.Recently,
withthenew technologyofstem cells,researchoncelltherapyhas
been accelerated.We have also confirmed the recovery of motor
functionafterimplantingdopaminergicneurons(orprecursors)derived
from mouseembryonicstem (ES)cellsinto striatum ofPD ani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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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s,asfeasibletreatmentsapplyingstem celltechnologyhavebeen
identified.However,the physiologicalmechanism ofdopamine (DA)
releaseinresponsetotransplantationofdopaminergicneuronsderived
from mouseEScellsisuncertain.DA releaseindopaminergicneurons
isinduced by Ca2+ ion influx through Ca2+ channelsin responseto
membrane depolarization.Herein,the purpose is to elucidate the
relationship between Ca2+ channels and DA release in dopaminergic
neurons derived from mouse ES cells by electrophysiological
experimentsand immunostaining.Firstly,theattempttoclarify the
increaseinDA releaseobservedbyHPLCmadeitclearthattheinflux
ofCa2+ionsinducedDA release.Secondly,decreaseinDA releasewas
observedwithconotoxinGVIA (N-typeCa2+ channelblocker)witha
KClgroup compared to theKClgroup only.Thisimpliesthatthe
N-type Ca2+ channelsformed in dopaminergicneuronsderived from
mouseES cellsfunctionproperly.Furthermore,N-typeCa2+ channels
were identified with the whole cell patch clamp technique and
immunofluorescence-staining.Theseresultsleadtotheconclusionthat
theN-typeCa2+channelswereformedindopaminergicneuronsderived
from mouseES cellsand thatCa2+ channelsactivated by Ca2+ ion
influxinresponsetomembranedepolarizationcausedDA release.

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Keywords:Embryonicstem cells,Differentiation,DopamineRelease,
Ca2+channel,PatchClamp,Immuno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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