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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비비비뇨뇨뇨생생생식식식계계계를를를 지지지배배배하하하는는는 자자자율율율 신신신경경경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의의의 기기기능능능적적적 역역역할할할

   혈청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에너지 균형의 항상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지방 세포에서 기원하는 인자인 렙틴의 혈청 농도를 증가시킨다는 여러
보고들이 있다 . 선행 연구에서 거세 및 당뇨병이 쥐 골반 신경절 세포에서 니코틴
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발현과 활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신경인성 발기 부전을 유
발한다고 하였고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할 경우 이를 예방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 

이러한 관찰들은 렙틴이 안드로젠에 의존적인 신경인성 발기 부전의 잠재적인 매
개자일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가설을 테스트하기 위하여 8

주령의 쥐에 재조합 쥐 렙틴 (0.25 mg/kg/day)을 7일 동안 매일 피하 주사로 투여
하였다 . 렙틴 투여는 실험 동물의 체중을 감소시켰으며 보다 중요한 사실은 혈청
테스토스테론을 대조군에 비교하여 감소시켰다는 것이다 . 정량적인 실시간 PCR 

분석으로 렙틴 투여가 골반 신경절에 발현되는 니코틴성 수용체 아단위인 α3와 α

5의 발현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결과와 일치하여 니코틴성 전류 밀
도가 렙틴 투여군의 부교감 골반 신경 세포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 이들 결과
들은 혈청 렙틴의 만성적 증가가 골반 신경절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감소를 통
하여 신경인성 발기 부전을 유발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

   렙틴의 니코틴성 수용체에 대한 비게놈성 효과를 분리된 골반 신경절 세포에
서 조사하였다 . 역전사 중합 연쇄 반응 분석 결과 골반 신경절은 단형 (Ob-Ra) 및
장형 (Ob-Rb)의 렙틴 수용체를 발현하였으며 용해형 (Ob-Re)은 관찰되지 않았다 . 렙
틴 (100 nM)을 5분간 전 처치하였을 때 아세틸콜린이나 니코틴으로 유도된 전류와
세포 내 칼슘의 증가가 교감 신경에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나 부교감 골반 신경
세포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 이러한 렙틴의 억제 효과는 JAK2의 선택적 차
단제인 AG-490에 의해 차단되었다 . 이들 결과들로부터 렙틴이 부교감 골반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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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JAK2 의존적 경로를 통하여 니코틴성 수용체를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더 나아가 렙틴은 부교감 신경 세포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교감 골반 신
경 세포에서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의 억제를 통하여 발사 빈도를 유의하게 증가
시켰고 이러한 교감 신경의 흥분성 증가는 신경인성 발기 부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 결론적으로 렙틴은 골반 자율 신경절에서 게놈성 및 비게놈성 메커니즘을
통해 조절 작용을 함으로써 안드로젠 의존적인 신경인성 발기 부전의 잠재적 매
개자일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어:렙틴,렙틴 수용체,테스토스테론,골반신경절,교감,부교감,니코틴성
수용체,신경인성 발기부전,거세,당뇨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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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뇨생식계를 지배하는 자율 신경에서 렙틴의 기능적 역할

< 지도 정성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백 용 수

제제제 1장장장 서서서 론론론

1.1. 렙렙렙틴틴틴 및및및 렙렙렙틴틴틴 수수수용용용체체체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항비만 호르몬 (anti-obesity hormone)으로 알려진 렙틴은 체지방 함량에 비례하여
지방 세포로부터 혈중으로 유리되면 시상하부 (hypothalamus)에 있는 특정 핵 군에
작용함으로써 음식 섭취를 억제하고 에너지 대사를 항진시켜 몸무게를 생리적으
로 조절하는 기능을 가진다 . 렙틴은 비만 유전자 (obese 또는 ob gene 또는 LEP)에
의해 코딩되는 167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단백질인데 (Zhang 등 , 1994) 구조적으
로 사이토카인 과 (family)의 멤버들 (tumor necrosis factor, interleukin-6, leukemia 

inhibitory factor, granulocyte-colony stimulating factor, glycoprotein 130 등 )과 유사하
며 다른 종들 간 유사성 (homology)이 매우 높다 . 렙틴은 주로 백색 또는 갈색 지방
조직 (white adipocyte)에서 합성되지만 위 점막 (gastric mucosa), 시상하부 , 뇌하수체
(pituitary), 골격근 (skeletal muscle), 태반 (placenta), 유선상피세포 (mammary epithelial 

cell), 고환 (testis), 난소 (ovary), 모낭 (hair follicle) 등에서도 그 유전자가 발현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Bluher 및 Mantzoros, 2004; Harvey, 2007). 렙틴은 혈장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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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free) 또는 렙틴 결합 단백질 (leptin-binding protein)에 결합된 형태로 순환하는 데
정상인에서는 대부분의 렙틴이 주로 단백질 결합 형태로 , 비만인의 경우 유리 형
태로 순환한다고 알려져 있다 (Sinha 등 , 1996). 현재까지 렙틴 결합 단백질의 실체
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는데 아래에 후술하는 렙틴 수용체의 한 아형이 그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Lee 등 , 1996).

   렙틴이 작용하는 수용체 (Ob-R)는 크로모좀 4에 위치해 있는 당뇨병 유전자
(diabetes gene 또는 db gene 또는 lepr)에 의해 코딩되는 데 발현 클로닝 기법
(expression cloning technique)으로 생쥐 choroid plexus에서 처음 클로닝 되었다
(Tartaglia 등 , 1995). 렙틴 수용체 유전자는 17개의 공통 exon과 몇 개의 교대 짜깁
기 (alteranative splicing) 3'-exon들을 가지고 있다 . 렙틴 수용체는 4개의 세포 외
(extracellular) 시스틴 (cysteine) residue와 다수의 파이브로넥틴 3형 도메인을 가진다
는 점에서 사이토카인 클래스 I superfamily 멤버들 (예 , interleukin-2, 3, 4, 6, 7, 

growth hormone, prolactin, erythropoietin 등 )과 구조적인 유사성이 매우 높으며
(Fruhbeck 2006; Hegyi 등 , 2004) 렙틴이 결합할 경우 homodimer를 이루게 된다 . 현
재까지 6개의 렙틴 수용체의 아형 (Ob-Ra～Ob-Rf)이 발견되었는데 (Lee 등 , 1996; 

Wang 등 , 1998) 공통적으로 800개 이상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세포 외 N-말단
도메인을 가지고 있으나 세포 내 C-말단은 각 아형마다 특이적인 것으로 밝혀졌
다 . Ob-Re를 제외한 렙틴 수용체 아형들은 34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횡막 도
메인 (transmembrane domain)을 가지는 membrane-spanning 수용체이다 . 렙틴 수용체
는 30-40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C-말단을 특징적으로 가지는 단형 (short form) 

(Ob-Ra, c, d, 및 f)과 302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세포 내 도메인을 특징적으로 가
지는 장형 (long form, Ob-Rb)으로 분류되며 , 이들 두 그룹에 해당되지 않는 Ob-Re

는 용해 형태 (soluble form) 또는 분비 형태 (secreted form)로 존재하며 세포외 도메
인만 가지고 있어 혈장 내에서 순환하는 렙틴의 결합 단백질의 기능을 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Lee 등 , 1996; Huang 등 , 2002). Ob-Rb는 음식섭취와 에너지 균형
에 관련된 중요한 기능수용체로 db/db 마우스는 바로 Ob-Rb를 발현하지 않고 있
다 . 단형 수용체의 기능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는데 Ob-Ra와 Ob-Rc가 뇌의
모세 혈관에 높게 발현되기 때문에 blood-brain barrier를 통한 렙틴의 운반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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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Hileman 등 , 2002). 설치류나 인간의 중추 신경계에서
렙틴 수용체 mRNA와 단백질은 시상하부에 높게 발현되어 있으며 (Hakansson 등 , 

1998; Schwartz 등 , 1996; Elmquist 등 , 1998; Savioz 등 , 1997) 특히 에너지 항상성의
조절에 관여하는 특정 핵군 , 즉 , 복측정중 (ventromedial) 시상하부 , 활꼴 핵 (arcuate 

nucleus), 배측 정중 (dorsomedial) 시상하부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 . 렙틴 수용체는
시상하부 외에도 해마 (hippocampus), 뇌간 (brain stem)의 고립로 핵 (nucleus of the 

solitary tract), 소뇌 (cerebellum), 시상 (thalamus), 편도핵 (amygdala) 및 흑질 (substantia 

nigra)에서도 발현되며 이러한 사실로 부터 렙틴이 신경계에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
조절에 관여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arvey 2007). 

1.2. 렙렙렙틴틴틴의의의 생생생성성성 및및및 유유유리리리 조조조절절절
   정상적인 식이 하에 혈청 렙틴 레벨은 어른이나 아이 또는 신생아에서 지방
과다 (adiposity)와 강한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Considine 및 Caro, 1997). 따
라서 렙틴 유전자의 발현과 분비의 주 결정 인자는 성 (gender)과 함께 조직 지방
과다이다 . 렙틴 및 렙틴 수용체의 결손만으로도 충분히 유전자 소인의 비만을 유
도할 수 있지만 (Unger 및 Orci, 2002) 실제로 비만 (obesity)의 공통적인 원인은 렙
틴 및 렙틴 수용체의 유전자 결손보다는 혈청 렙틴 레벨을 급속도로 증가시키는
과식이나 고지방 식이에 의한 것이다 (Friedman 및 Halaas, 1998; Wang 등 , 2001). 

   지방 조직에서 렙틴의 합성과 분비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 밝혀졌는데 성
(gender), 영양 (nutrition), 인슐린 , 교감 신경의 활성 , 호르몬 , 성장인자 (growth factor), 

사이토카인 , 노화 등이 대표적이다 (Considine 2001). 렙틴 레벨은 성적 이형 (sexual 

dimorphism)을 나타내는데 남성에서 렙틴 레벨이 여성보다 낮게 나타난다 . 이러한
차이는 여성에 비해 남성에서 렙틴 레벨의 결정 인자로 알려진 피하 지방량이 작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렙틴 생성을 억제하는 남성 호르몬의 영향에 의해서 나타
난다고 하였다 (후술 참조 ) (Janeckova 등 , 2001). 혈청 렙틴 레벨은 지방조직 크기
와는 독립적으로 에너지 섭취에 의해 변화되는 데 즉 , 24시간 단기 공복 (fasting)에
의해 렙틴이 감소하고 섭식을 재개 후 4~5 시간 내에 다시 증가한다 . 만약 혈당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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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하게 유지한다면 공복에 의한 렙틴 레벨도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인슐린
과 당 (glucose)이 일종의 영양 신호 (nutritional signal)로 작용하여 지방 조직에서 렙
틴의 생산을 조절할 것으로 추측되고 있다 (Wisse 등 , 1999). 인슐린은 쥐나 사람
의 지방 조직에서 렙틴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반면 (Rentch 및 Chiesi, 1996) 렙틴은
반대로 췌장 베타 세포로부터 인슐린 분비를 ATP 민감성 포타슘 채널의 활성화를
통해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Kieffer 등 , 1997). 이러한 렙틴에 의한 인슐린 농도
의 저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가지고 있는 비만인에서 당뇨 증상이 나타날 수 있는
원인으로 설명할 수 있다 . 한편 , 지방 조직 배양을 이용한 in vitro 실험을 통해 렙
틴의 유리에 지방 조직 내로의 당 흡수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 구체적인 메커니즘
으로 조직내 당 대사과정에서 hexosamine 생합성의 산물인 UDP-GlcNAc가 렙틴 유
전자 프로모터에 결합하는 전사 인자인 Sp1을 O-linked glycosylation시킴으로써 그
활성을 증가시켜 렙틴의 생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Wells 등 , 2001). 실제로 지
방조직의 UDP-GlcNAc 함량과 체질량지수 (BMI) 사이에 양성 상관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Considine 등 , 2000). 지방 조직에서 렙틴의 합성과 유리를 증가시키는
인자로는 스트레스를 들 수 있는데 최근에 침수 (water-immersion) 스트레스 쥐 모델
에서 혈청 렙틴 레벨의 현저히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Konishi 등 , 2006). 이를 뒷
받침하는 실험적 증거로 in vivo 및 in vitro 연구에서 당질코르티코이드
(glucocorticoid)인 dexamethasone이 렙틴 유전자의 전사 (transcription) 및 렙틴의 유리
를 증가시키며 (De Vos 등 , 1995; Fried 등 , 2000; Caldefie-Chezet 등 , 2006) 인슐린
이 당질코르티코이드와 함께 작용하면 렙틴 분비의 상승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들 수 있다 (Fried 등 , 2000). 한편 , 교감 신경의 활성이 증가할 경우에는 지방 조직
에서의 렙틴 생성이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사실은 렙틴이 시상 하부
의 활꼴핵의 aMSH/ CART 신경에 작용하였을 때 나타나는 통합 반응 (integrated 

response)의 하나가 교감 신경 활성의 증가임을 생각하면 일종의 렙틴 합성 및 분
비의 음성 되먹임 기전 (negative feedback mechanism)이라 할 수 있다 . 이러한 교감
신경 활성 외에도 렙틴의 발현 및 합성을 억제하는 요인들이 여러 가지 있는 데
그 중 본 연구와 관련하여 성호르몬인 테스토스테론을 들 수 있다 . 노화나 비만에
의해 남성의 경우 혈중 총 (total) 테스토스테론 및 유리 (free) 테스토스테론의 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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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점진적으로 감소하는 데 반해 렙틴의 레벨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umgartner 등 , 1998; McConway 등 , 2000). 다중 변수 분석에 의하면 노화시 렙
틴의 증가가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와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었다 (Behre 등 , 1997).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는 임상적 또는 실험적 증거로 성선기능 저하증
(hypogonadism) 환자나 노인에게 테스토스테론을 투여했을 때 렙틴 레벨이 감소하
였으며 (Jockenhovel 등 , 1997; Sih 등 , 1997), 테스토스테론의 대사 중간 물질인 다
이하드로테스토스테론 (dihydrotestosterone)이 in vitro에서 지방 조직으로부터 렙틴의
유리를 직접적으로 억제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Machinal 등 , 1999). 흥미롭게도
한 보고에 의하면 렙틴이 쥐 고환에서의 테스토스테론 분비를 억제한다고 하여
렙틴과 테스토스테론이 상호 조절 관계에 있음을 알 수 있다 (Stock 등 , 1999).

1.3. 렙렙렙틴틴틴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신신신호호호 전전전달달달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렙틴 수용체는 class I 사이토카인 수용체 superfamily 

멤버로 내재적인 타이로신 카이네즈 (tyrosine kinase) 활성이 없으며 janus 

kinase(JAKs)를 통해 신호 전달을 한다 . 렙틴이 장형의 Ob-Rb 수용체에 결합하면
homodimer로 존재하는 수용체의 막 안쪽 proximal 지역 내의 특수 결합 부위에
JAKs가 연합된다 . 수용체 양쪽에 결합된 JAK의 교차 인산화 (trans- phosphorylation)

가 일어나고 이에 따라 수용체의 세포내 도메인에 있는 또 다른 타이로신
(Tyr985, Tyr1138)이 연속적으로 인산화가 되면 src homology 2 (SH2) 도메인을 가
지는 단백질 (예 , STAT3, SHP-2)의 결합 motif를 제공하여 관련된 하위의 여러 신
호 전달 과정이 활성화 된다 (Harvey 및 Ashford, 2003). 이 신호 전달 과정에 속하
는 것으로 인슐린 수용체 기질 (insulin receptor substrate, IRS) 단백질과 이에 연결
된 phosphoinositide 3-kinase (PI3K)의 P85 아단위 (subunit), 전사 인자인 STAT 

(signal transducers and activators of transcription)의 활성 , adaptor 단백질 Src 

homology/collagen (SHC)의 인산화 유도에 의한 Ras-MAPK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과정의 활성 , 그리고 세포내 cAMP 농도를 낮춰주는
phosphodiesterase 3B의 활성이 있다 (Bjorbaek 및 Kahn, 2007). STAT은 JAK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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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의 세포 내 도메인에 있는 한 개의 타이로신 (Tyr1138)이 인산화되면 여기에
STAT3가 결합하게 되고 인산화된 STAT3가 dimerization되어 핵 내로 들어가 c-fos 

및 c-jun을 포함한 유전자의 전사를 활성화 시킨다 (Banks 등 2000; Bjorbaek 등 , 

2000). In vitro에서는 렙틴 수용체 활성에 의해 STAT1, 3, 5의 타이로신 인산화가
가능하지만 시상하부에서는 STAT3만이 인산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Vaisse 등 , 

1996). 최근에 STAT3에 의해 조절되는 SOCS1-3(suppressor of cytokine signalling)이
라는 단백질의 SH2 도메인이 JAKs의 인산화된 타이로신 (Tyr1138)에 결합하거나
(Bjorbaek 등 , 2000) JAK2에 직접 결합하여 (Bjorbaek 등 , 1999) 렙틴 신호 전달 (즉 , 

STAT3 활성 )을 억제하는 것이 밝혀졌다 . 유전자 발현의 조절 (genomic effect)외에도
렙틴은 PI3K를 통해 좀 더 빠른 반응을 일으킬 수 있으며 인슐린 분비 세포 , 간세
포 , 근세포 등의 말초 조직에서 많이 보고가 되었다 (Harvey 및 Ashford, 2003). 

   초기에는 단형 렙틴 수용체의 경우 세포내 도메인이 짧고 JAK 결합부위가 결
여되어 타이로신 인산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용체들을 통한 신호전달
에 의문을 가졌다 . 그러나 최근의 렙틴이 Ob-Ra를 통해 MAPK를 활성화시킬 수
있으며 (Yamashita 등 , 1998) Ob-Rb가 결여된 간세포에서 렙틴이 글루카곤에 의한
cAMP농도의 증가를 억제시킨다는 (Zhao 등 , 2000) 보고를 통해 단형 렙틴 수용체
도 어느 정도 수준의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1.4. 신신신경경경계계계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의의의 생생생리리리 및및및 병병병태태태생생생리리리적적적 역역역할할할
   지방 세포의 수와 크기가 증가할 때 ob 유전자는 렙틴을 생성한다 . 지방 조직
으로부터 혈중으로 분비된 렙틴은 수용체 매개 운반 (receptor-mediated transport)을
통해 blood-brain barrier를 통하거나 (Banks 등 , 1996) 뇌척수액을 통하여 (Schwartz 

등 , 1996) 뇌의 시상하부로 가게 된다 . 렙틴이 시상하부의 활꼴 핵의 aMSH를 만드
는 POMC(pro-opiomelanocortin) 신경세포의 Ob-Rb를 활성화시키면 교감 신경을 항
진시키고 hypophysiotropic 호르몬 (예 , CRH, TRH)의 분비를 증가시켜 대사를 증가
시키는 한편 활꼴핵 내의 식욕을 증가시키는 (orexigenic) 기능을 하는 neuropeptide 

Y(NPY)/agouti-ted peptide(AgRP) 신경 세포를 억제하고 측시상하부 (lat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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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almus) 신경 세포의 MC4 수용체를 활성화 시켜 식욕을 억제시키게 된다 . 렙
틴은 체내 에너지 저장량 (즉 , 체지방량 )을 뇌의 시상하부에 전달하여 섭식 및 에너
지 평형의 조절 기능 외에도 시상하부에 의한 생식 , 체온 , 골형성 (bone formation), 

혈액세포 발달 , 혈당 항상성 (glucose homeostasis), 혈압 , 자율 신경 ouflow 등의 조
절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최근에 밝혀졌다 (Harvey 2007). 생식계와 관련
하여 한 예를 들면 렙틴 결핍이나 렙틴 저항성이 있는 동물 모델에서 생식 불능
(reproductive dysfunction)이 나타나는데 렙틴을 투여하면 정상 생식 기능을 찾게 된
다 (Barash 등 , 1996). 한편 , 렙틴이나 렙틴 수용체가 결핍된 마우스에서 비만과 성
선 기능 저하 (hypogonadism)에도 불구하고 골 형성이 증가한다고 하였다 (Ducy 등 , 

2000; Karsenty, 2001). 골세포 (osteoblast)에 렙틴 수용체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
하고 렙틴을 icv에 주입을 하면  ob/ob 마우스나 정상 마우스에서 골 손실이 일어
난다고 하여 시상하부의 렙틴 수용체가 골 형성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 또
한 렙틴은 기억 및 학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해마의 신경 세포에서 칼슘에 의
해 활성화되는 포타슘 채널의 하나인 BK 채널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포의
흥분성 (excitability)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NMDA 수용체 의존적인 장기 기억 강화
(long-term potentiation, LTP)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Shanley 등 , 2002). 이는 렙틴 수
용체가 결손 된 Zucker 쥐나 db/db 마우스에서 LTP나 LTD의 손상이 나타난다는
사실로도 확인되었다 (Li 등 , 2002). 최근의 연구에서 ob/ob나 db/db 마우스에서 각
각 나타나는 렙틴이나 렙틴 수용체 결손에 의해 뇌의 무게가 감소될 뿐만 아니라
syntaxin-1, SNAP-25, synaptobrevin 등 시냅스 단백질의 감소가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되었다 . 뿐만 아니라 ob/ob 마우스에서 뇌 마이엘린 (myelin)의 결손이 생기며 , 신경
세포체의 크기가 감소하며 수상 돌기 (dendrite)의 방향성에 변화가 나타난다고 하여
렙틴이 중추 신경계의 발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Harvey 및
Ashford, 2003). 한편 , 중추 신경계에서 렙틴의 역할에 관한 연구는 활발히 진행되
고 있으나 말초 신경계에서 렙틴의 생리 및 병태 생리적 기능 연구는 거의 이루
어 지지 않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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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절절절의의의 기기기능능능
   골반 신경절 (pelvic ganglion)은 방광 (urinary bladder), 전립선 (prostate gland), 

음경 (penis) 등과 같은 비뇨 생식 기관과 하부 직장 (distal colon)을 지배하는 자율
신경절로 배뇨 (micturition) 및 발기 반사 (erectile reflex)를 조절한다 (Langworthy, 

1965; Dail 등 1986). 이러한 골반 신경절은 그 기능의 중요성 때문에 골반 장기의
기능 장애인 요실금 (urinary incontinence), 신경성 발기 부전 (neurogenic impotence),  

변비 (constipation), 척수 손상 및 염증 (inflammation)에 의한 신경성 방광
(neurogenic bladder) 등의 발병 원인을 규명하고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한 연구 대
상으로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 골반 장기 주변에 분포하는 골반 신경절은 경우에
따라 골반총 (pelvic plexus) 또는 하복총 (hypogastric plexus)으로 불리기도 하며 자성
(female)의 경우 paracervical ganglia 또는 프란켄하우저 절 (Frankenhauser's ganglia)

로 알려져 있다 (Langworthy, 1965; Partanen 등 , 1979; Baljet 및 Drucker, 1980). 한
편 골반 신경절의 해부 조직학적 구조는 종 (species)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난다
(De Groat 및 Booth, 1993; Keast 1993). 예를 들면 수컷 쥐의 경우 전립선 주변에
주골반 신경절 (major pelvic ganglia, MPG)이라 불리는 좌우 한 쌍의 큰 신경절로
존재하는데 그 형태가 뚜렷하고 분리 (isolation)가 용이하기 때문에 골반 신경절의
형태 및 기능 연구에 많이 쓰이고 있다 (Keast 1993). 그러나 쥐와는 달리 인간을
포함한 대부분의 종들에서의 골반 신경절은 뚜렷한 형태를 가지지 않고 작은 신
경절들이 복잡하게 연결된 망상 구조를 하고 있다 (Bradley 등 1975; Janig 등 , 

1987). 

   MPG에는 15-60 μm의 크기를 가지는 주신경 세포 (principal neuron, 이후로 “골
반 신경 세포 “로 칭함 ), 개재 신경 세포 (interneuron), paracrine 기능을 가지는 10-20 

μm의 크기의 SIF 세포 (small intensely fluorescent cell), 위성 세포 (satellite cell), 그
리고 비만 세포 (mast cell)가 존재한다 (de Groat 및 Booth, 1993). 수컷 쥐의 경우 골
반 신경 세포의 수는 약 30,000개 정도인데 (암컷의 경우 약 10,000 개 ) 

(Greenwood 등 , 1985) 기능적으로 교감 및 부교감 신경 세포로 나눌 수 있다 . 이러
한 한 신경절 내에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이 함께 분포하는 경우는 많은 자율 신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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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 중 골반 자율 신경절에서 유일하게 관찰된다 . 교감 골반 신경 세포는 하복 신
경 (hypogastric nerve, HGN)을 통하여 척수의 T10-L2에서 기시하는 절전 신경
(preganglionic neuron)의 지배를 받는다 (de Groat 및 Booth, 1980; 1984; Janig 및
McLachlan, 1987; Delancy 등 2002). 한편 , 부교감 골반 신경 세포는 골반 신경
(pelvic nerve, PVN)을 통하여 인간의 경우 S2-S4, 고양이나 원숭이의 경우 S1-S3, 

그리고 쥐에서는 L1-S3에서 기시하는 절전 신경의 지배를 받는다 (Fletcher 및
Bradley, 1978; Thomas 1982; Maggi 및 Meli, 1986; Brindley, 1988). 이들 골반 신경
세포는 절후 신경 (postganglionic nerve)을 통해 축삭 (axon)을 보내 해당 비뇨 생식
기관을 지배한다 . 일반적으로 중추의 신호가 HGN과 PVN을 통해 골반 신경절로
전달되는 과정은 아세틸콜린 (Ach)에 의해 매개되는 니코틴성 시냅스 전달
(nicotinic transmission)이며 , 절후 골반 신경에서 각 비뇨 생식 장기로 신호가 전달
될 때에는 기본적으로 교감 골반 신경 세포로부터 노에피네프린 (NE)에 의해 , 부교
감 골반 신경 세포로부터는 Ach에 의해 매개된다 . 

1.6. 발발발기기기반반반사사사와와와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절절절의의의 역역역할할할
   일반적으로 발기는 정신적 발기 (psychogenic erection)와 반사적 발기
(reflexogenic erection)로 나눌 수 있고 모두 자율 신경계에 의해 매개된다  (de Groat 

1993). 정신적 발기는 시각 , 청각 , 상상 등의 자극이 대뇌 중추를 자극하면 변연계
및 시상에 위치한 발기 중추 , 천추의 부교감 절전 신경이 차례로 활성화되어 골반
신경절에 위치한 부교감 절후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켜 음경을 관류하는 혈관 및
음경 해면체 평활근의 이완을 유발한다 . 반사적 발기는 음경으로부터의 체성 구심
성 자극이 음부 신경과 후근 신경절 (dorsal root ganglia)을 통해 천추에 전달되면
반사궁의 한 부분을 이루는 부교감 절전 및 절후 신경이 차례로 활성화되어 일어
난다 . 반면 교감 신경이 활성화되면 발기가 억제된다고 알려져 있는데 척추 옆 교
감 신경절 (paravertebral sympathetic ganglia)과 척추전교감 신경절 (peri- vertebral 

sympathetic ganglia)인 내장 신경총 (hypogastric plexus)내의 절전교감 신경 세포가
골반 신경절 내에 위치한 교감 절후 신경 세포를 활성화시키면 음경 혈관 및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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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해면체 평활근의 수축을 유도하여 발기가 억제된다 (그림 1). 이상에서 보는 바
와 같이 발기의 신경 조절에는 음경에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직접 보내는 골반 신경
절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 실제로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 직장 (distal colon), 방
광 , 전립선 등의 골반 조직을 외과적 수술에 의하여 제거할 때 골반 신경절도 같
이 손상을 입게 되는 데 이 경우에 발기 반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이 관찰된다 .

   

1.7. 신신신경경경인인인성성성 발발발기기기부부부전전전의의의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발기 부전 (erectile dysfunction)은 남녀가 모두 만족스러울 정도의 성행위를 할
수 있도록 발기가 충분하지 않거나 , 발기가 되더라도 유지되지 못하는 경우가 전
체 성생활 중 25% 이상 일어나는 경우를 말한다 . Feldman 등 (1994)의 통계에 의하
면 미국의 40-70세 사이의 성인 남자의 약 52%가 발기 부전을 겪고 있으며 , 발기
부전의 빈도 및 심각성 정도는 나이에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하였다 . 우리 나라에
서도 40세 이후의 남성 중 절반 이상이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발기 부전으로 고
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발기 부전은 원인에 따라 크게 심인성 (정신적
원인 )과 기질성으로 구별할 수 있는 데 기질성 요인으로는 혈관계 , 신경계 , 그리고
내분비계의 이상을 들 수 있다 (Levine, 2000). 정치 , 경제 , 사회 , 문화적으로 복잡
하고 다양한 현대를 사는 남성이 가정과 직장 등에서 받는 과도한 스트레스는 발
기 부전을 일으키는 심인성 요인의 대표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Fedelman 등 , 

1994) 또한 여러 가지 병적 상황에서 환자가 가지는 심리적인 스트레스는 발기 부
전을 일으키는 또 다른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스트레스에 의해 시상 -뇌하수
체 -아드레날선의 축 (HPA axis)의 항진으로 글루코코르티코이드 (glucocorticoid), 카테
콜라민 (catecholamine), 글루카곤 (glucagon)과 같은 스트레스 호르몬들의 과도한 분
비가 일어나면 면역계 , 내분비계 , 신경계의 이상을 일으켜 발기 부전을 야기할 것
으로 추측되고 있으나 , 이들 상호간에 어떤 연결 고리로 일어나는지 정확한 메커
니즘은 아직 잘 밝혀지지 않았다 (Black, 2002). 

   고환에서 95%정도 만들어지는 테스토스테론은 일반적으로 신경 회로의 분화
(differentiation), 성숙 (maturation), 그리고 유지 (maintenance)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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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지고 있다 (Keast 2000). 몇몇 보고에 의하면 남성의 고환을 외과 수술로 제거한
경우나 전립선암 환자에게 항남성 호르몬 (antiandrogen) 치료를 하였을 때 리비도 (libido)를
상실할 뿐 만 아니라 기질성 발기 부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Walsh 및 Donker, 1982; 

Rousseau 등 , 1988; Shabsigh 1997; Yildrim 등 , 1997). 최근에 쥐 동물 모델에서도 발기가
안드로젠 (androgen)에 의존적이라고 확인되었다 (Mills 등 , 1996; Reilly 등 , 1997). 그러나
남성 호르몬의 결핍 (androgen deficiency)에 의한 성기능의 장애에 관한 연구는 음경조직
에 국한되어 이루어지고 있으며 발기를 조절하는 자율 신경의 기능에 미치는 안드로젠
의 효과와 그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 한편 , 노화에 의해 발생이 증
가하는 여러 성인병들 (암 , 전립선이상 , 고혈압 , 당뇨병 , 심혈관 질환 등 )에 의해 이
차적으로 발기 부전과 같은 성기능 장애가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다 . 각종 성인병
중에서 당뇨병은 기질성 발기 부전을 일으키는 제일의 주범으로 통계에 의하면
전체 당뇨병 환자의 50%에서 발기 부전이 나타나고 정상인에 비해서 10-15년 빨
리 발기 부전이 나타난다고 하였다 (Feldman 등 , 1994). 당뇨병 환자에서 나타나는
발기 부전의 원인은 동맥 경화증에 의한 음경을 관류하는 혈관의 장애 외에도 고
혈당 (인슐린감소 ) 및 남성 호르몬의 감소에 따른 자율 신경병증 (autonomic 

neuropathy)에 의한 신경인성 (neurogenic)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Biessels 등 , 

2002). 실제로 발기 부전이 나타나는 당뇨병 환자의 약 50%에서 혈관성 발기 부전
의 치료제로 알려진 바이아그라의 효과가 약하거나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Levine, 

2000) 이 경우 발기부전의 원인이 신경인성으로 추측되고 있다 . 음경의 고혈압과
같은 순환계 질환의 경우에도 발기 부전이 잘 나타나는데 현재 많이 연구되어 잘
알려진 병인은 동맥 경화증에 의한 음경을 관류하는 혈관의 장애이나 신경계나
내분비계에서의 이상을 유발하는지는 아직 확실하지 않다 . 순환기 질환과 관련된
신장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50%에서 발기 부전이 발생하고 , 혈중 남성 호르몬
의 감소 , 자율신경병증 등이 원인일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정확한 메
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

   선행 연구에서 거세되거나 스트렙토조신을 투여하여 당뇨병을 일으킨 쥐에서
공통적으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나타나며 이와 동반하여 신경인성 발기 부전
이 나타나는 것을 밝힌 바가 있다 (Huang, 2006). 그림 2에 나타낸바와 같이 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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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스테론이 감소하면 음경을 지배하는 골반 신경절에서 산화 스트레스와 사이토
카인의 레벨이 증가하였는데 마이크로 어레이와 실시간 중합 반응 (real-time PCR) 

분석 결과 요수의 부교감 절전 신경과 부교감 골반 신경 세포 사이의 시냅스 전
달에 중요한 니코틴성 수용체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의 주요 서브유닛인 α

3, α5, α4의 발현과 부교감 골반 신경 세포의 니코틴성 전류 밀도가 감소되었다 . 

이러한 결과로부터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 부전의 메커니즘
은 골반 신경절에서 시냅스 전달에 중요한 니코틴성 시냅스 전달의 억제인 것으
로 제안되었다 . 그런데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어떻게 사이토카인과 산화 스트레
스를 증가시키고 니코틴성 수용체의 발현 및 활성을 억제시키는 지 구체적인 메
커니즘이 아직 명확히 규명되지 않고 있다 .

1.8. 연연연구구구 목목목적적적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렙틴과 테스토스테론 레벨 간에 역상관 관계가 있다 . 

이러한 연구결과는 렙틴이 비만 , 노화 , 당뇨병 등의 성인병에서 동반 될 수 있는
신경인성 발기 부전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 따라서 렙틴이
비뇨 생식계를 지배하는 자율 신경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최초로 밝히는 것은 임
상적으로 매우 중요하다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테스토스테론 감소에 의해 증
가한 렙틴이 골반 신경절에서 니코틴성 수용체를 직간접적으로 억제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첫째 , 쥐에서 렙틴과 테스토스테론 레벨의 상관성을 검증하고 , 둘
째 , 렙틴이 쥐 골반 자율 신경절의 니코틴성 수용체를 저하시키는 지 관찰하고 셋
째 , 렙틴의 작용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고자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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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 발발발기기기의의의 신신신경경경성성성 조조조절절절에에에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요요요소소소들들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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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 신신신경경경인인인성성성 발발발기기기 부부부전전전의의의 분분분자자자 메메메커커커니니니즘즘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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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1. 실실실험험험 동동동물물물 제제제작작작
   

   모든 동물은 대한 의학회 실험동물 지침서 (2000.3. 대한의학회 )의 가이드라인
을 준수하였고 12시간 낮 /밤 사이클이 지켜지는 동물 사육실에서 동일한 조건으로
사육하였다 .

  2.1.1. 렙렙렙틴틴틴 투투투여여여 (과과과렙렙렙틴틴틴증증증 ) 쥐쥐쥐모모모델델델
   출생 후 8주령 (280~300 g)의 수컷 쥐 (Sprague-Dawley, S/D)를 대조군에는 동량의
생리 식염수를 실험군에는 0.25 mg/Kg 농도로 희석한 렙틴을 7일 동안 매일 같은
시간에 피하 주사하였다 . 7일 후 대조군과 렙틴 투여군에서 혈청 렙틴의 농도와
몸무게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

  2.1.2. 거거거세세세 쥐쥐쥐 모모모델델델
   출생 후 3주령 (70~100 g)의 수컷 쥐를 대조군 (sham control)과 거세군 (castrated 

group)으로 나누어 ketamine(50 mg/Kg)및 xylazine(10mg/kg)의 복강 주사로 마취시킨
후 수술을 시행하였다 . 수술 후 4주 동안 사육한 후 채혈하여 혈청 렙틴과 테스토
스테론의 농도를 측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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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유유유지지지
   

   5~6 주령의 수컷 쥐를 ketamine(50 mg/kg) 및 xylazine(10 mg/kg)의 복강 주사
로 마취시킨 뒤 , 즉시 개복 하여 전립선의 외측에 위치한 MPG를 적출하고 (그림
3), 이를 차가운 (4°C) Hanks' balanced salt 용액으로 옮겼다 . MPG를 둘러싸고 있는
결체 조직과 지방을 벗기고 조심스럽게 작은 틈새를 낸 후 , 이를 0.7 mg/㎖
collagenase(type D), 0.1 mg/㎖ trypsin과 0.1 mg/㎖의 DNase type I이 들어있는 10 

㎖의 3.6 g/L의 glucose와 10 mM의 HEPES가 포함된 modified Earle's balanced salt 

용액 (EBSS, pH 7.4)에서 55분간 35.5°C에서 빠른 속도 (90 strokes/min)로 흔들면서
배양하였다 (Zhu 등 , 1995; Lee 등 , 2002). 배양 직전 배양 플라스크 내로 95% O2, 

5% CO2를 약 3분간 공급하였다 . 배양 후 배양 플라스크를 10회 정도 세게 흔들어
단일 신경 세포들로 분리한 후 , 1% penicillin-streptomycin, 10% FBS (fetal bovine 

serum)가 포함되어 있는 Minimal Essential Media (MEM)(GiocoBRL)를 8 ml 정도
넣어 trypsin을 비활성화 시켰다 . 분리된 신경 세포들을 임상용 원심 분리기 (Hanil, 

Korea) 이용하여 1,500 rpm의 속도로 원심 분리하였다 . 원심 분리로 세포를 두 번
씻어내고 분리된 단일 신경 세포들을 MEM에 재부유 (resuspend)시킨 뒤 , 

poly-L-lysine으로 코팅되어 있는 35 ㎜ 폴리스티렌 배양 접시 (Corning, NY, USA)에
plating 하였다 . 이를 37°C 세포 배양기 (humidified CO2 incubator; 95% air-5% CO2)

에서 사용 때까지 배양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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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PGMPG

                     그그그림림림 3. 수수수컷컷컷 쥐쥐쥐 MPG의의의 해해해부부부학학학적적적 위위위치치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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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실실험험험용용용액액액 및및및 약약약물물물

  2.3.1. 실실실험험험 용용용액액액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전류 (IAch) 밀도 측정을 위해 사용된 전극 내 용액의 기
본 조성 (mM)은 KCl 30, K+-gluconate 100, EGTA 11, HEPES 10, CaCl2 1,  MgATP 

4, NaGTP 0.3, Creatine-PO4 14 (pH 7.2, 297 mOsm/kg H2O)으로 이루어졌다 . 세포외
관류액의 조성 (mM)은 NaCl 135, KCl 5.4, HEPES 5, Glucose 15, CaCl2 1.8, MgCl2 

1 (pH 7.4, 318 mOsm /Kg H2O)으로 하였다 . 세포의 흥분성을 조사하기 위해 막전
류 고정법 (current-clamp) 방법를 이용하였는데 이를 위하여 암포테리신 천공 패치
(amphotericin-perforated patch)의 전극 내 용액의 기본 조성 (mM)은 140 KCl, 1 

MgCl2, 10 HEPES, 0.5 CaCl2, 5 EGTA (pH 7.2, 295 mosm/KgH2O)이며 , 세포외 관류
액의 조성 (mM)은 150 NaCl, 5 KCl, 2 CaCl2, 10 HEPES, 2 glucose (pH 7.4, 325 

mosm/KgH2O)으로 이루어졌다 . 암포테리신 천공 패치 전극 내 용액에는 dimethyl 

sulfoxide (DMSO)에 높은 농도로 녹인 암포테리신을 최종 농도가 50 ㎍ /㎖가 되도
록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 

  2.3.2. 약약약물물물

Collagenase type D와 Trypsin은 Boehringer Mannheim Biochemicals (Indianapolis, 

IN,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 5-HT, AG490은 Tocris (Tocris Cookson Inc., Bristol, 

UK)로부터 구입하였다 . Fura-2/AM 및 flou-3/AM은 Molecular Probe (Eugene, OR, 

USA)로부터 , acetylcholine, nicotine, DNase type I 등과 세포 배양과 관계된 모든 배
지 및 약물은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 

   약물의 투여는 7-어레이 폴리에틸렌튜브와 연결된 가스 크로마토그라피 용 모
세관 끝을 신경세포의 100 ㎛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약물이 중력에 의해 세포
에 가해지도록 하였다 .



-19-

2.4. 전전전기기기생생생리리리학학학적적적 실실실험험험

   T-형을 비롯한 전압 의존적 칼슘 전류 및 아세틸콜린과 니코틴성 전류는 전형
적인 전세포 패치 클램프법 (whole-cell patch-clamp)으로 기록하였다 (Hamil 등 , 

1981; Jeong 및 Ikeda, 1998). 전극은 Corning 7052 borosilicate glass capillary (외경
-1.65 ㎜ ; 내경 -1.2 ㎜ , Garner Glass Co., Claremont, CA, USA)로부터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 (Sutter Instrument Co.)를 사용하여 만들었다 . 만들
어진 전극은 Sylgard 184로 코팅을 하고 microforge로 열처리하여 다듬어 , 전극 내
부에 용액을 채웠을 때 저항이 2~3 ㏁이 되는 것을 사용하였다 . 세포가 들어 있는
배양 접시를 도립 현미경 (Nikon, Japan)위에 올려놓고 , 세포 외액을 중력에 의해
약 1~2 ml/min 속도로 관류되도록 하였다 . 세포막 전압의 변화는 막전류 고정법
(current-clamp method)을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 막전압 고정법 (voltage-clamp 

method)으로 세포의 막전류를 조사하였다 . 막전압 고정법을 위하여 세포막의 전기
용량 (membrane capacitance)과 직렬 저항 (series resistance)은 patch-clamp amplifier 

(EPC10, Instrutech Corp. NY, USA)에 내장된 기능으로 80% 이상 보정하였다 . 실험
시 sampling 속도는 1 KHz, low-pass 필터는 2 KHz (-3dB; 8-pole Bessel filter)로 하
여 기록하였다 . 실험 결과는 Pulse/Pulsefit (v8.50) (Heka Elektronik, Lambrecht, 

Germany) 소프트웨어를 통해 IBM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하였다 . 모든 실험은 실
온 (20~22°C)에서 시행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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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중중중합합합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 (RT-PCR)

   TRIzol® LS reagent (Invitrogen Corp.)을 이용하여 MPG 신경 세포들로부터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 수초를 벗긴 MPG를 Trizol에 녹인 다음 클로로포름
(chloroform)을 가하여 교반기를 사용하여 잘 섞어 준 뒤 이를 4°C에서 13,000 x g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만을 조심스럽게 취하였다 . 이 상층액은 동량의
isopropanol과 섞은 다음 -70°C에서 1시간 이상 세워 두어 RNA를 침전시켰다 . 다시
4°C에서 13,000 x g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RNA 펠렛을 얻었으며 , 이를 다시
75% 에탄올로 씻어낸 후 원심 분리하여 RNA 샘플을 얻어 분광 광도기의
(Effendorf) 260 nm 파장에서 정량하였다 .

 cDNA의 합성을 위해 1 ㎍ 총 RNA와 1 ㎍ Oligod(T)를 먼저 70°C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 200 유닛의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 25 nmoles의 dNTP, 20 units의 RNase 억제제
(Promega) 등을 혼합하여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 PCR은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를 비롯하여 대상 유전자의 mRNA에 특
이적인 프라이머 (primer)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 , 이들의 염기 서열은 표 1과
2에 요약하였다 . PCR 반응액 (20 ㎕ )에는 합성된 cDNA, 각각의 프라이머 (10 

pmoles), 1.0 units의 AmpliTaq 폴리머레이즈 (polymerase) (Perkin-Elmer, Norwalk, CT, 

USA), 10 nmoles의 dNTP등을 혼합하여 , 95°C 15분 선가열한다음 , 95°C 60초 , 55～
56°C 40～ 50초 , 72°C 60초로 35 cycle 반응시켰다 . PCR 산물은 ethidium-bromide 

(Et-Br)가 포함된 1.5% 아가로즈 젤 (agarose gel) 상에 전기 영동하여 U.V 하에서
관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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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전사 중합 연쇄반응에 사용한 렙틴 수용체에 특이적인 primer 서열들 .

Primer Sequence Predicted sizeAccession #

Ob Rab

Ob Ra

Ob Rb

Ob Re

D85557 

D85558 

D85559 

F

R

R

F
R

ATGAAGTGGCTTAGAATCCCTTCG

TACTTCAAAGAGTGTCCGCTC 

ATATCACTGATTCTGCATGC T

TTCCTGTGGGCAGAATCAGCACACACTGTT
AAGCACAGTACACATACC

347 bp

375 bp

305 bp

F : forward, R :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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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역전사 중합 연쇄반응에 사용한 렙틴 수용체 신호 전달 인자들에 특이적인
primer 서열들 .

Primer Sequence Predicted sizeAccession #

rSTAT1

rSTAT3

rSTAT5a

rSTAT5b 

rSOCS3

BC062079 

BC087025 

NM_017064 

NM_022380

AF075383 

F
R

F
R

F
R

F
R

F
R

TGAACTCCAT CGAGCTCACT CAGAACACT
AGAGGACGAA GGTGCGATCG GATAAC

TGGAAGAGGC GGCAGCAGAT AGC GCACGGCCCC 
CATTCCCACA T

GCAACATTTC CCCATCGAGG TCCGGCACTA CC
GTGGCCTGGC CTCGGTCCTG GGGATTG

GCCAGCATTT CCCCATCGAG GTGCGACATT ATTTA
GTCATACGTG TTCTGGAGCT GCGTGGCATA GTGC

GCTCCGTGCG CCATGGTCAC CCACAG
CTTTGCTCTT TAAAGTGGAG CATCATACTG

264 bp

545 bp

105 bp

230 bp

699 bp

F : forward, R :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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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중중중합합합 연연연쇄쇄쇄반반반응응응 (Real-time PCR)

   총 RNA의 분리와 cDNA의 합성은 전술한바와 같고 , 내부 대조군 (Internal 

control)은 β-actin의 cDNA를 PCR로 증폭시켰다 . 합성된 총 cDNA 50 ng과 1X 

QUANTITECH SYBR Green PCR Master Mix, 0.5 μM primer pairs를 섞어 역전사
연쇄 중합 반응 혼합물을 제작하였다 . 준비된 역전사 연쇄 중합 반응 혼합물을
95°C 15분 동안 예열한 후 95°C에서 30초 , 72°C에서 60초의 주기로 55회 반복 , 실
시간 중합 연쇄 반응을 수행하고 (Rotor-Gen 3000 thermal cycler, Corbett Reasearch, 

USA) 55°C에서 99°C까지의 온도로 융해 곡선을 그려 primer의 특이성을 확인하였
다 . 실시간 역전사 연쇄 중합 반응 결과는 β-actin으로 보정하고 대조군에 대하여
comparative 2-△△ct법으로 분석하여 상대적으로 정량하였다 (Lvak 등 , 2001) 특정
primer의 서열은 표 3에 도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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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실시간 중합 연쇄반응에 사용한 primer들

Primer Sequence Predicted sizeAccession #

Ach a3

Ach a5

β-actin

NM_052805 

NM_017078 

NM_031144

F
R

F
R

F
R

ACC AAG ACA TCA CGT  ACT CG 
CAC AGT GAG GAA GGA GAT GA

AGT GCT CGT CTCTCTGACTG 
TGG TGA ACA CCAAGTACTCC

CCTCGTGGTGATTCAGGTTT
TGTCACATGGATGGAGCTGT

98 bp

101 bp

149 bp

F : forward, R :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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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혈혈혈장장장 렙렙렙틴틴틴과과과 테테테스스스토토토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의의의 측측측정정정

   혈중 렙틴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 쥐의 꼬리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1,500 

rpm의 속도로 원심 분리 하였다 . 혈장 성분만을 조심스럽게 얻어낸 후 , 쥐 렙틴
ELISA Kit (Linco Research, St Charles, USA)를 사용하여 VERSAmax microplate 

reader (Molecular device, CA, USA)로 분석하였다 . 혈장 테스토스테론 농도의 측정
은 한국 녹십자에 의뢰하였으며 , RIA-based COAT-A-COUNT 테스토스테론 Kit 

(DPC, USA)를 사용하였고 , COBRA5010 Quantun γ-counter (PACKARD, USA)를 통
하여 분석하였다 .



-26-

2.8.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 이이이온온온 변변변화화화 측측측정정정

   세포내 칼슘 이온의 측정은 형광 현미경 (TE2000, Nikon, Kanagawa, Japan))과
이에 연결된 형광 측정 장치 (RatioMaster; 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Lawrencelille, NJ, USA)를 이용하였다 . 이 시스템은 형광 염료가 부하된 세포를 여
기 (excitation) 시키기 위한 arc lamp housing과 , 작은 크기의 형광 신호를 증폭시킬
수 있는 photomultiplier tube (PMT tube), 특정 파장의 빛을 통과시킬 수 있는 필터
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4). 형광 신호들은 Felix 소프트웨어 (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Lawrenceville, NJ, USA)를 통하여 측정 및 분석하였다 . MPG 신경
세포가 배양되어 있는 접시에 4 μM의 fura-2/AM 또는 5 μM의 flou-3/AM과 함께
1 μM의 F-127을 처치하여 빛이 차단된 상태로 30분간 37°C 배양기에 두어 세포내
로 염료를 부하시켰다 . 부하가 끝난 뒤 세포외 관류액이 흐르는 현미경위에 올려
놓고 , 중력에 의해 관류액을 1～ 2 mL/min의 속도로 흘려 잔여분의 형광 염료를 씻
어내었다 . 형광 세기의 변화는 fura-2/AM의 경우 형광 특성상 340 nm와 380 nm의
빛으로 번갈아 가며 여기 (excitation)시켰을 때 510 nm로 방출되는 형광 강도의 비
율 (F340/F380)로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를 반영하게 된다 . Fluo-3/AM의 경우는 형광
이미지 장치의 175-W Xenon lamp로부터 나오는 광원 중 488 nm (F488) 파장으로
여기시켰을 때 530 nm의 파장에서 방출되는 형광 크기를 CCD 카메라 (cooled 

charge-coupled device camera, Cascade, Roper, USA)가 증폭시켜 이미지로 나타내었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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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 이이이온온온 측측측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형형형광광광 이이이미미미지지지 장장장치치치 모모모식식식도도도 . 

Sample

Fluorescence
Objective

Dichroic
Mirror

Mirror Relay Lens
Filter Wheel

Shutter

Light
Source

CoolSNAP CCD

DG-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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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데데데이이이터터터 분분분석석석 및및및 통통통계계계 처처처리리리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 통계적인 의의는 두 군 간의 차이 혹
은 약물 처리 전후의 차이에 대해 Student t-테스트 (unpaired)나 필요한 경우
one-way ANOVA와 post-hoc Dunnett 테스트로 확인하였고 p<0.05 인 경우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 측정된 전류의 크기는 Pulse/Pulsefit 소프
트웨어 (Heka Elektronik)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 각 데이터의 분석과 그래프 구
성을 위해 Prism 3.0 software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를 사용
하였다 .  전류 및 전압의 크기는 각 최대치에서 측정하였다 . 세포막 전기 용량 (Cm)

은 20 ms, 10 mV 과분극 자극을 가한 뒤 얻은 용량 전류 (capacitive current)의 면적
을 측정하는 IGOR 매크로를 사용하여 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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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1. 렙렙렙틴틴틴의의의 만만만성성성적적적 (genomic) 효효효과과과

  3.1.1 수수수컷컷컷 쥐쥐쥐의의의 혈혈혈청청청 렙렙렙틴틴틴 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효소 면역 측정법 (ELISA)을 이용하여 생후 주령 증가에 따른 수컷 S/D쥐의 혈
청 렙틴의 농도 변화를 조사하였다 . 생후 4, 8, 12, 및 14 주령의 쥐에서 렙틴의
농도는 각각 1.2±0.5 ng/mL, 2.0±0.4 ng/mL, 3.4±0.6 ng/mL 및 3.7±1.1 ng/mL로 나이
에 비례하여 증가하였다 (그림 5). 과거에 남성에서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테스토스
테론의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나며 (Morley 및 Perry III, 2000) 테스토스테론의 감
소가 렙틴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Baumgartner 등 , 1998; McConway 등 , 

2000). 따라서 거세 쥐 모델에서 혈중 렙틴 농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 

렙틴의 농도는 대조군과 거세군에서 각각 2.4±0.1 ng/mL와 5.6±0.4 ng/mL로 테스토
스테론의 감소와 혈청 렙틴의 농도가 역상관 관계에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6).



-30-

0

1

2

3

4

5
S

er
u

m
 le

p
ti

n
(n

g
/m

l)

Age of rats (weeks)

4 8 12 24

(12)

(18)

(6)
(6)

0

1

2

3

4

5
S

er
u

m
 le

p
ti

n
(n

g
/m

l)

Age of rats (weeks)

4 8 12 24

(12)

(18)

(6)
(6)

그그그림림림 5. 수수수컷컷컷 쥐쥐쥐의의의 나나나이이이 증증증가가가에에에 따따따른른른 혈혈혈청청청 렙렙렙틴틴틴 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생후 4, 8, 12, 및 14 주령의 S/D 쥐의 꼬리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혈청만을 분리
하여 효소 면역 측정법 (ELISA)을 통해 leptin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 모든 데이타
는 평균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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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 거거거세세세 쥐쥐쥐에에에서서서 혈혈혈청청청 렙렙렙틴틴틴 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A. 대조군 (sham)과 거세군 (castrated) 쥐의 꼬리에서 혈액을 채취한 뒤 혈청만을 분
리하여 렙틴 농도를 ELISA법으로 측정하였다 . B. 렙틴 농도에 대한 표준 곡선을
그려 혈중 렙틴의 농도를 예측하였다 . 

모든 데이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
다 . R2은 결정계수 , * < 0.05 를 의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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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고고고렙렙렙틴틴틴증증증 (hyperleptinemia) 쥐쥐쥐 모모모델델델 제제제작작작 및및및 평평평가가가

  혈중에서 순환하는 렙틴의 양을 인위적으로 높여 고렙틴증을 유발하기 위하여
8 주령된 수컷 쥐에 0.25 mg/Kg의 농도로 7일간 렙틴을 피하 주사하였다 . 7일 후
렙틴의 작용을 평가하기 위해 몸무게와 렙틴의 혈청 농도를 측정하였다 . 렙틴 투
여군의 평균 몸무게는 249±21 g(n=6)으로 대조군의 몸무게 (294±17 g, n=7)보다 유
의하게 낮았다 (그림 7A). 혈청 렙틴의 농도는 대조군 (4.1±0.4 ng/mL)에 비해 렙틴
투여군 (2.1±0.2 ng/mL)에서 유의하게 감소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7B). 한편
장기간 렙틴 투여가 테스토스테론 분비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 같은
모델 그룹의 혈청을 녹십자에 의뢰하여 혈중 테스토스테론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 

그 결과 대조군 (3.3±0.8 ng/mL)에 비교하여 렙틴 투여군 (0.84±0.4 ng/mL)에서 혈중
테스토스테론 농도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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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 쥐쥐쥐의의의 피피피하하하에에에 장장장기기기간간간 렙렙렙틴틴틴 투투투여여여 시시시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특특특성성성
8주령의 S/D 쥐에 7일 동안 0.25 mg/Kg의 농도의 렙틴과 vehicle을 피하에 투여한
뒤 측정한 (A) 몸무게의 변화와 (B) 혈청 렙틴 농도의 변화를 나타내었다 . 모든 데
이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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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 쥐쥐쥐의의의 피피피하하하에에에 장장장기기기간간간렙렙렙틴틴틴 투투투여여여 시시시 혈혈혈중중중 테테테스스스토토토스스스테테테론론론 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8주령의 S/D rat에 7일 동안 0.25 mg/Kg 농도의 렙틴과 vehicle을 피하에 주사한
후 혈액을 채취한 뒤 혈장을 분리하여 테스토스테론 농도를 측정하였다 . 모든 데
이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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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 발발발현현현된된된 렙렙렙틴틴틴 수수수용용용체체체 및및및 신신신호호호 전전전달달달 인인인자자자의의의 동동동정정정

   MPG 신경 세포에서 렙틴이 생리적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T-PCR 분석을 통하여 렙틴 수용체를 동정하였다 . 표1에 표시된 각 렙틴 수용체
아형에 대한 primer의 특이성은 동일 쥐의 뇌 조직을 이용하여 검증하였으며 양성
대조군으로 GapDH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genomic DNA의 오염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음성 대조군으로 역전사 효소를 넣지 않고 RT-PCR을 수행하였다 . 그림 9에
나타낸 바와 같이 단형 렙틴 수용체 아형인 Ob-Ra(347 bp)와 장형 아형인 Ob-Rb 

(375 bp)의 mRNA가 MPG 신경세포에 발현되었다 . 뇌 조직에서 검출된 용해 형의
Ob-Re(305 bp)는 MPG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 

   전술한 바와 같이 렙틴이 수용체에 결합하면 세포내에서 여러 경로의 신호전
달 과정이 활성화 되는데 이 중 대표적인 JAK/STAT 신호 전달 인자들의 발현 여
부를 RT-PCR 분석으로 확인하였다 . JAK/STAT 경로의 구성 인자로 STAT1, 3, 5a, 

5b가 알려져 있는데 , 이 구성 인자들을 코딩하는 mRNA에 대한 특이적인 밴드가
뇌 조직에서뿐만 아니라 MPG 신경세포에서 264, 545, 105, 230 bp로 각각 나타났
다 . 또한 렙틴 수용체에서 음성 되먹임 신호를 매개한다고 알려진 SOCS3의
mRNA(699 bp)도 뇌 조직과 MPG 신경세포에서 모두 확인되었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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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 MPG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 수수수용용용체체체 mRNA의의의 동동동정정정
MPG 조직으로부터 총 RNA를 분리하여 cDNA를 합성한 뒤 , 렙틴 수용체의 단형
Ob-Ra, 장형 Ob-Rb, 용해형 Ob-Re에 특이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 연쇄 중
합 반응 분석을 하였다 . Primer의 특이성은 동일한 쥐의 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
며 , 내부 대조군으로는 GapDH를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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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0.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 수수수용용용체체체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신신신호호호 전전전달달달 인인인자자자 mRNA의의의
동동동정정정
MPG 조직으로부터 총 RNA를 분리한 후 cDNA를 합성하여 STAT 및 SOCS3 에
특이적인 primer를 사용하여 역전사 연쇄 중합 반응 (RT-PCR)을 실시하였다 . 

Primer의 특이성은 동일한 쥐의 뇌를 사용하여 검증하였으며 , 내부 대조군으로는
GapDH를 사용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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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고고고렙렙렙틴틴틴증증증이이이 MPG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의의의 니니니코코코틴틴틴성성성 수수수용용용체체체 활활활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선행 연구에서 거세에 의해 혈중 테스토스테론이 감소되면 부교감 MPG 신경
세포의 IAch 밀도 크기가 현저하게 줄어들며 이러한 현상은 수컷 쥐의 발기 부전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이 밝혀졌다 . 렙틴을 장기간 투여하였을 경우에도 혈중 테스토
스테론 수치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므로 , 이 고렙틴증 쥐 모델의 MPG 

신경 세포에서 IAch 밀도의 크기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험하였다 . MPG는 다른 자율
신경과는 달리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이 한 개의 신경절 캡슐 내에 혼재되어 있는
데 이들 신경의 종류를 구별할 수 있는 전기 생리학적 criteria는 이전의 연구들에
서 이미 확립되었다 .. 본 연구에서는 이들 criteria 중 세포의 전기 용량 (capacitance)

의 크기와 세로토닌에 대한 반응 유무를 가지고 신경 세포의 종류를 구별하였다 . 

즉 , 세포의 전기 용량이 크고 세로토닌 전류가 없으면 교감 신경 세포로 , 전기 용
량이 작고 세로토닌 전류가 크게 나타나면 부교감 신경 세포로 확인하였다 . 고렙
틴증 쥐 모델의 부교감 신경세포에서 IAch가 대조군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
다 . 평균적으로 대조군과 렙틴 투여군의 IAch 밀도는 각각 566±156 pA/pF(n=4)와
399±79 pA/pF (n=4)이었다 . 그러나 대조군과 렙틴 투여군의 교감 신경 세포에서
IAch 밀도의 크기가 각각 290±59 pA/pF(n=3)와 354±60 pA/pF(n=3)으로 두 군 간의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11). 

   한편 , 장기간 렙틴 투여가 니코틴성 수용체 아형을 코딩하는 mRNA 발현 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 지 실시간 PCR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 이전 연구에서 MPG 신경
세포에는 α3 및 α5 아형이 발현된다고 하였다 (Park 등 , 2006). 따라서 이들 아
형들에 특이적인 primer를 제작하여 실험한 결과 , 대조군에 비해 렙틴 투여군에서
α3 및 α5 아형의 mRNA가 각각 0.4배와 0.37 배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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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 장장장기기기 렙렙렙틴틴틴 투투투여여여에에에 의의의한한한 MPG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Ach 밀밀밀도도도의의의 크크크기기기 변변변화화화
7일간 0.25 mg/Kg의 농도의 렙틴과 vehicle을 피하에 주사한 뒤 MPG 신경 세포를
분리하였다 . 전세포 패치 클램프법을 이용하여 , 막 전압을 -60 mV로 고정시킨 상
태에서 100 mM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IAch의 밀도를 각 그룹별로 측정하였다 . 

모든 데이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
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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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2. MPG에에에서서서 실실실시시시간간간 PCR 법법법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니니니코코코틴틴틴성성성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아아아형형형을을을 코코코딩딩딩하하하는는는
mRNA 발발발현현현 확확확인인인
렙틴을 7일 동안 피하에 0.25 mg/Kg의 농도로 주사한 뒤 MPG의 총 RNA를 분리
하여 cDNA로 합성하였다 . 아세틸콜린 수용체인 α3와 α5 아형에 특이적인
primer를 제작한 뒤 SyBr-Green dye를 사용하여 실시간 PCR을 수행하였다 . 결과는
대조군에 대하여 comparative 2-△△ct법으로 분석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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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의의의 단단단기기기간간간 (short-term) 효효효과과과

  3.2.1.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Ach의의의 조조조절절절

   효소에 의해 분리된 단일 MPG 신경세포에서 IAch에 미치는 렙틴의 단기간 효
과를 확인하였다 . 그림 13에서 나타낸바와 같이 , 교감 MPG 신경세포에 렙틴 (100 

nM)을 약 5분간 전처치 하였을 경우 IAch의 크기에 변화가 없었다 . 그러나 부교감
신경세포에서는 렙틴의 전처치에 의해 IAch가 가역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 평균적으로 교감 신경 세포에서 렙틴 전처치 전 후의 IAch 밀도는  각각
296.5±110 pA/pF (n=4)와 281.0±108 pA/pF 이었다 . 반면에 부교감 신경 세포에서는
렙틴 전처치 전 후의 IAch 밀도는  각각 418.0±39 pA/pF (n=4)와 324.4±29 pA/pF로
22.4±1%가 감소되었다 (그림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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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3.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Ach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렙렙렙틴틴틴의의의 단단단기기기간간간 효효효과과과
전세포 패치 클램프법을 이용하여 , 막 전압을 -60 m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00 

μM의 아세틸콜린을 투여하여 IAch을 기록한  뒤 약 5분간 100 nM 렙틴을 전처치
한 후 아세틸콜린을 재투여했을 때 IAch의 변화를 교감 (A) 및 부교감 (B) 신경 세
포에서 각각 관찰하였다 . 검은 실선은 약물을 투여한 시간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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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4.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 전전전 처처처치치치 후후후 IAch 밀밀밀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요요요약약약
약 5분간 100 nM 렙틴의 처치 전후 100 μM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되는 IAch 밀
도를 교감 (A) 및 부교감 (B) MPG 신경 세포에서 측정하여 요약하였다 . 모든 데이
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w/o: wash out, 



-44-

  3.2.2.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nicotine의의의 조조조절절절

   일반적으로 아세틸콜린은 이온 채널인 니코틴성 수용체뿐만 아니라 G-단백질
에 연결된 무스카린성 수용체에도 작용한다 . 따라서 MPG 신경세포에서 렙틴의 효
과에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활성이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이를 배제하기 위하
여 니코틴성 수용체에만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니코틴으로 같은 실험을 수행하였
다 . 앞에서 기술한 실험 방법과 마찬가지로 교감 및 부교감 MPG 신경세포에서 니
코틴 (100 mM)에 의해 유도되는 Inicotine을 측정하고 , 렙틴을 5분간 전처치한 다음 다
시 니코틴을 가하여 전류의 크기 변화를 확인하였다 . 그림 15에 나타낸 바와 같이
교감 신경 세포에서는 Inicotine에 대한 렙틴의 영향이 거의 없는 데 반하여 부교감
신경 세포에서는 렙틴을 전처치한 뒤 Inicotine의 크기가 감소되었다 . 평균적으로 교
감 신경 세포에서는 렙틴 처치 전 후 Inicotine 밀도는 각각 337.0±189 pA/pF (n=4)과
286.0±136 pA/pF 이었다 . 부교감 신경세포의 경우 렙틴 처치 전 후 Inicotine 밀도는
각각 412.0±127 pA/pF (n=7)과 276.9±59 pA/pF으로 렙틴에 의해 약 30.3±13% 정도
감소되었다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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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5.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nicotine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렙렙렙틴틴틴의의의 단단단기기기간간간 효효효과과과
전세포 패치 클램프법을 이용하여 , 막 전압을 -60 m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00 

mM의 니코틴을 투여하여 Inicotine을 기록한  뒤 약 5분간 100 nM 렙틴을 전처치한
후 아세틸콜린을 재투여했을 때 Inicotine의 변화를 교감 (A) 및 부교감 (B) 신경 세포
에서 각각 관찰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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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6.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 전전전처처처치치치 후후후 Inicotine 밀밀밀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요요요약약약
5분간 100 nM 렙틴의 처치 전 후 100 mM 니코틴에 의해 유도되는 Inicotine 밀도를
교감 (A) 및 부교감 (B) MPG 신경 세포에서 측정하여 요약하였다 . 모든 데이타는
평균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47-

 3.2.3.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니니니코코코틴틴틴성성성 수수수용용용체체체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 농농농도도도 증증증가가가에에에
렙렙렙틴틴틴이이이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다음은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한 Ca2+ 유입에 미치는 렙틴의 효과를 칼슘 이온
측정 형광염료인 Fura-2/AM을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 세로토닌에 민감한 부교감 신
경세포에서 렙틴 (100 nM)을 전 처치하였을 때 니코틴에 의한 세포내 칼슘 이온
농도 ([Ca2+] i)의 증가도가 약 22.6±1.2% 정도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결과는 패치 클램프 실험 결과와 일치하는 것이었다 (그림 17). 이와 같은
[Ca2+] i 변화를 보다 선명한 이미지로 나타내기 위하여 칼슘 측정 염료인
Fluo-3/AM을 부하시켜 니코틴 및 렙틴을 가하였다 . Fura-2/AM을 부하시켰을 때와
마찬가지로 , 렙틴을 5분간 전 처치한 뒤 니코틴을 가했을 때 니코틴만을 가한 경
우보다 [Ca2+] i 증가 정도가 감소되어 나타났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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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7. 부부부교교교감감감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이이이 니니니코코코틴틴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Ca2+] i 증증증가가가에에에 미미미치치치
는는는 영영영향향향
A. 칼슘 이온 측정 염료인 Fura-2/AM을 MPG 신경세포에 부하시켜 니코틴 투여
시 나타나는 이미지 변화를 기록하였다 . 빨간 색은 칼슘 이온 농도가 높음을 , 파
란색은 낮음을 나타낸다 . B. 렙틴을 투여하였을 때 니코틴에 의해 세포내 칼슘 농
도의 증가 정도의 변화를 F340/F380 비율로 나타내었다 . 신경 세포 종류는 세로토닌
(5-HT)을 가하여 확인하였는데 (#5) 이 경우 [Ca2+] i가 증가하여 부교감 신경 세포임
을 알 수 있었다 . C. 렙틴에 의해 니코틴에 의한 [Ca2+] i 증가가 억제되는 정도를
막대 그래프로 표현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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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8. 부부부교교교감감감 MPG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Fluo-3/AM을을을 이이이용용용한한한 칼칼칼슘슘슘이이이미미미징징징 -렙렙렙틴틴틴의의의 효효효
과과과
칼슘 이온 측정 염료인 fluo-3/AM을 MPG 신경 세포에 부하시킨 후 니코틴에 의
한 [Ca2+] i이 증가되는 현상을 이미징 하였다 . A; 효현제가 없는 안정 시 , B; 10 

mM 니코틴을 투여했을 때의 반응 , C; 100 nM 렙틴을 가했을 때의 반응 , D; 100 

nM 렙틴을 5분간 전처치한 후 10 mM의 니코틴을 다시 가했을 때의 반응 , E; 5분
간 세포외 용액을 흘려 씻은 후 다시 10 mM의 니코틴을 투여했을 때의 반응 . 파
란색 은 세포내 칼슘 이온의 농도가 낮음을 , 빨간색에서 흰색으로 반응할수록 높
음을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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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4. 부부부교교교감감감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의의의 단단단기기기간간간 효효효과과과를를를 매매매개개개하하하는는는 신신신호호호 전전전달달달
과과과정정정
   부교감 MPG 신경세포에서 렙틴의 단기간 효과를 매개하는 신호 전달 과정을
전세포 패치클램프 방법을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 먼저 JAK2의 특이적 차단제로
알려진 50 μM의 AG490을 분리된 MPG 신경 세포에 약 2시간 전처치하였다 . 

AG490는 자체적으로 100 μM Ach에 의해 유도되는 IAch 밀도를 418±39 pA/pF 

(n=4)에서 323±56 pA/pF (n=3)으로 유의하게 감소시켰을 뿐만 아니라 IAch의 활성
및 비활성 속도를 증가시켜서 전류 모양의 변화를 유발하였다 (그림 19).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부교감 신경 세포에서 관찰되었던 렙틴에 의한 IAch가 감
소되는 현상이 AG490을 전처치하였을 때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림 20). 평균적으로 vehicle을 처리했을 경우 렙틴에 의해 IAch은 418±39 pA/pF 

(n=4)에서 324±29 pA/pF (n=3)으로 약 22.4±1%정도 감소되었으나 50 μM의
AG490을 2시간 전 처치한 뒤 같은 방법으로 실험했을 때 IAch은 323±56 pA/pF에서
376±59 pA/pF으로 오히려 약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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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9. 부부부교교교감감감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IAch에에에 JAK2 차차차단단단제제제가가가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A. 10 μM의 5-HT에 반응을 보이는 부교감 MPG 신경 세포만을 대상으로 하여
전세포 패치 클램프 법으로 막전압을 -60 mV로 고정시킨 상태에서 100 μM 아세
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IAch에 JAK2 특이적 차단제가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 B. 

JAK2 특이적 차단제인 AG490과 vehicle을 2시간 동안 전처치했을 때 100 μM의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IAch 밀도를 나타내었다 . 모든 데이타는 평균±표준오차
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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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0. 부부부교교교감감감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JAK2 억억억제제제제제제의의의 전전전처처처치치치가가가 렙렙렙틴틴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Ach 

억억억제제제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Vehicle (A)과 50 μM의 AG490 (JAK2 inhibitor) (B) 분리된 MPG 신경 세포에 2시
간 동안 전처치한 뒤 전세포 패티 클램프법을 이용하여 IAch에 대한 렙틴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 막전압은 -60 mV로 고정하였고 검은 막대로 표시된 시간만큼 약물을
처리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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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1. 부부부교교교감감감 골골골반반반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JAK2 억억억제제제제제제의의의 전전전처처처치치치가가가 렙렙렙틴틴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IAch 

억억억제제제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약약약
Vehicle (A)과 50 μM의 AG490 (JAK2 inhibitor) (B) 분리된 MPG 신경 세포에 2시
간 동안 전처치한 뒤 전세포 패치 클램프 법을 이용하여 IAch에 대한 렙틴의 효과
를 요약하였다 . 모든 데이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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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5. 렙렙렙틴틴틴이이이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의의의 흥흥흥분분분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렙틴이 주골반 신경 세포의 흥분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 암포테리신에
의한 천공 패치 클램프법을 이용하여 전류를 고정시킨 후 supra-threshold 크기의
전류를 400 ms씩 흘려주었다 . 그림 22에 나타낸 바와 같이 부교감 및 교감 신경
세포는 각각 phasic과 tonic 발사 (firing)를 하는 특징을 가진다 (Lee 등 , 2002). 100 

nM의 렙틴을 전처치하였을 경우 , 부교감 신경 세포의 흥분성은 큰 변화가 없었지
만 , 교감 신경 세포에서 활동 전압의 빈도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 평균적으
로 교감 신경 세포에서 방사빈도 (firing rate)가 약 141±31% 정도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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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 렙렙렙틴틴틴이이이 MPG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의의의 흥흥흥분분분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렙틴 (100 nM)의 전처치 후 나타나는 부교감 (A) 및 교감 (B) 신경 세포에서의 흥
분성 변화를 기록하였다 . 암포테리신 천공 패치 클램프법을 사용하여 전류를 고정
시킨 후 MPG 신경세포에 Supra-threshold의 탈분극 자극을 약 400 ms동안 주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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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3. 렙렙렙틴틴틴이이이 MPG 신신신경경경세세세포포포의의의 흥흥흥분분분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약약약
렙틴 (100 nM)의 전 처치 후 나타나는 부교감 (PS) 및 교감 (S) 신경 세포에서의
흥분성 변화를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 모든 데이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
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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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6. 교교교감감감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이이이 칼칼칼슘슘슘 전전전류류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마지막으로 MPG 세포에서 렙틴이 칼슘 전류의 크기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였다 . 그림 24 A에서 볼 수 있듯이 , 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 -120 mV에서 +60 

mV의 램프 펄스를 주입했을 경우 -30 mV 부근에서는 T-형 칼슘 전류가 , +10 mV 

부근에서 고전압에서 활성되는 칼슘 전류가 나타났다 . 이 때 100 nM의 렙틴을 전
처치하였을 경우 , 오직 고전압에서 활성되는 칼슘 전류의 크기만이 약간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이를 재확인하기 위하여 교감 MPG 신경세포를 +10 mV로 탈
분극시켜서 고전압 칼슘 전류를 활성화한 뒤 100 nM의 렙틴을 처리하였을 경우 , 

칼슘 전류의 크기가 일부분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림 24B) 칼슘 전류
밀도의 변화를 그림 25에 요약하였다 . 부교감 및 교감 신경 세포에서 렙틴에 의한
칼슘 전류의 감소정도는 각각 7.8±3% (n=3)와 16.1±1% (n=3)로 나타났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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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4. 교교교감감감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이이이 칼칼칼슘슘슘 전전전류류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A. 교감 MPG 신경세포에서 전세포 패치 클램프법을 이용하여 막전압을 -100 mV

으로 고정시킨 후 , -120 mV에서 +60 mV로 막전압을 변화시키는 램프펄스를 주입
하여 칼슘 전류를 유발시킨 뒤 100 nM의 leptin을 투여하여 전류의 억제 정도를
확인하였다 . B. 막전압을 -80 mV로 고정시킨 후 +10 mV로 탈분극시켜 고전압에
서 활성되는 칼슘 전류를 유발시켰을 때 100 nM 렙틴에 의한 칼슘 전류의 억제를
나타내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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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5. 교교교감감감 MPG 신신신경경경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이이이 칼칼칼슘슘슘 전전전류류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요요요약약약
고전압 활성 칼슘 전류가 렙틴에 의해 감소되는 정도 (%)를 교감 및 부교감 신경
세포에서 측정하여 막대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 모든 데이타는 평균±표준오차로 나
타내었으며 괄호안의 수는 실험 례수를 나타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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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지금까지 밝혀진 렙틴의 자율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은 전적으로 에너지 항상
성과 관련된 것이다 . 체내 지방 저장량이 증가하면 이에 비례하여 지방 조직으로
부터 렙틴의 분비가 증가되는데 시상하부의 활꼴 핵에 높게 발현되어 있는 렙틴
수용체 (Ob-Rb)에 렙틴이 결합하면 활꼴 핵 신경이 직간접적으로 뇌간의 자율 신경
중추를 자극하여 교감 신경계의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에너지 대사의 촉
진이 일어난다 (Grill 등 , 2002). 그러나 이러한 CNS의 자율 신경 중추에 대한 렙
틴의 작용 외에 효과기 (예 , 심장 , 방광 , 음경 등 )에 직접 분포하는 말초 자율 신경
절에서 렙틴이 어떤 기능적 역할을 하는 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밝혀진 바가 없
다 . 따라서 본 연구는 말초 신경계 , 특히 비뇨 생식기를 지배하는 말초 자율 신경
에서의 렙틴의 생리 및 병태생리적 역할을 최초로 확인한 것이다 .

    선행 연구에서 거세 및 당뇨병에 의해 공통적으로 혈청 테스토스테론 레벨의
감소가 일어나면 산화 스트레스 또는 사이토카인이 증가되고 비뇨생식기를 지배
하는 MPG의 부교감 신경 세포에서 시냅스 전달을 매개하는 니코틴성 수용체의
발현 및 활성이 감소되어 신경인성 발기 부전이 유발될 것이라 제안되었다
(Huang, 2006). 그런데 이 연구에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어떻게 산화 스트레스
나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유발하는지 또 어떻게 니코틴성 수용체의 발현 및 활성
을 변화시켜 신경인성 발기 부전을 일으키는지 명확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 테스토
스테론의 감소와 발기 부전이 나타나는 현상은 거세 및 당뇨병뿐만 아니라 나이
의 증가 (또는 노화 )나 비만에 의해서도 나타난다고 하였다 (Baumgartner 등 , 1998; 

Kikuo 등 , 2005; McConway 등 , 2000; Morley 및 Perry III, 2000; Pasquali 등 , 2006). 

노화와 관련된 여러 신체 변화 중 체지방 (특히 , 내장 지방 )의 증가는 비만 신호인
렙틴의 생성과 분비를 촉진시키고 이에 따라 전술한 바와 같이 교감 신경의 항진
을 유발한다고 하였다 (Seals 및 Bell, 2004). 본 연구에서도 쥐의 주령이 증가할수
록 혈청 렙틴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특히 , 거세에 의해 테스토스테론이 크
게 감소되었을 때 혈청 렙틴이 대조군에 비교하여 2배 이상 증가되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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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렙틴이 거세나 당뇨에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에 의
한 신경인성 발기 부전의 중요한 매개자일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 이러한 가능성을
확인하는 방법 중 하나는 과렙틴증 동물 모델을 만들고 거세 쥐 모델에서 관찰되
는 것과 유사하게 MPG 신경세포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발현 및 활성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 과거에 다양한 과렙틴증 동물 모델이 만들어 졌는데
특정 프로모터를 사용하여 렙틴의 발현을 조절하는 transgenic 마우스나 아데노바
이러스 벡터를 이용하여 렙틴이 과발현 되도록 만든 쥐 모델이 대표적인 예들이
다 (Chehab 등 , 2007). 그러나 이 방법들은 시간적 , 기술적 , 경제적인 제약이 따르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몇몇 연구들에서 이미 검증된 장기간 렙틴 투여 (보통
5-7일간 매일 1번씩 렙틴을 투여함 ) 방법 (Beltowski 등 , 2005)을 사용하여 과렙틴
증 쥐 모델을 만들었다 . 과렙틴증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7일째 렙틴을 쥐 피하에
투여한 후 3시간에 채혈을 하여 혈청 렙틴 양을 측정하였는데 그 수치가 예상과
는 달리 대조군보다 더 낮게 나왔다 . 대부분의 과렙틴증 쥐 모델 실험에서는 혈청
렙틴 레벨을 측정하지 않아 본 연구에서 제작한 과렙틴증 쥐 모델에서 얻은 렙틴
수치가 타당한지 직접적으로 알기는 어려웠다 . 그러나 본 연구에서 7일간 렙틴을
투여했을 때 체중 감소가 나타나고 MPG 신경 세포에서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나
타난 사실로 과렙틴증 쥐 모델의 타당성을 간접적으로 설명할 수 있겠다 . 일반적
으로 순환 렙틴이 높게 유지되는 것은 비만인에서 흔히 볼 수 있는데 이는 렙틴
저항성 (leptin resistance)때문이라 할 수 있다 (Myers, Jr, 2007). 이러한 렙틴 저항성
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렙틴을 투여하더라도 효과적인 에너지 소모나 체중 감소를
기대하기 어렵다 . 렙틴 저항성은 렙틴이 뇌로 효과적으로 운반되지 못하거나 , 렙
틴 수용체의 신호 전달에 이상이 있거나 , 렙틴 수용체 (특히 , Ob-Rb)의
internalization이 증가된 경우라고 알려져 있다 . 본 연구에서 장기간 렙틴 투여 후
에도 순환 렙틴양이 오히려 대조군보다 낮게 유지되고 몸무게도 감소된 결과는
렙틴 저항성이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렙틴이 충실히 기능을 했다는 것을 간접
적으로 증명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 실제로 렙틴이 체내에서 얼마나 빠르게 대사
가 되는지에 관한 지표를 얻기 쉽지 않은데 그 이유는 혈장으로부터 렙틴이 제거
되는 대사 과정이 아직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기 때문이다 . 한 보고에 의하면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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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대부분의 렙틴이 아미노산으로 분해되기 때문에 소변을 통해 배설되는 렙
틴은 거의 없다고 하였다 (Meyer 등 , 1997). 따라서 렙틴을 피하 투여한 후 신장에
서 렙틴 제거율을 측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 그러나 렙틴의 투여 후 혈중에
분포하는 시간적 추이는 채혈을 하여 렙틴 농도를 측정함으로써 과렙틴증이 얼마
나 오래 유지되는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

   RT-PCR 분석에 의해 MPG 신경 세포에 렙틴 수용체 Ob-Ra와 Ob-Rb가 발현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 Ob-Rb는 장형 렙틴 수용체 아형으로 시상하부에 발현되어 에
너지 밸런스를 조절하는 주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Bjorbaek 및 Kahn, 200; 

Myers, Jr, 2007). 초기에는 단형 렙틴 수용체의 경우 세포내 도메인이 짧고 JAK 

결합 부위가 결여되어 타이로신 인산화가 일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 수용체들을
통한 신호 전달에 의문을 가졌지만 최근에 렙틴이 OB-Ra를 통해 MAPK를 활성화
시킬 수 있으며 (Yamashita 등 , 1998) Ob-Rb가 결여된 간세포에서 렙틴이 글루카곤
에 의한 cAMP농도의 증가를 억제시킨다는 (Zhao 등 , 2000) 보고를 통해 단형 렙
틴 수용체도 어느 정도 수준의 신호 전달을 매개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 따라
서 앞으로 MPG에서 Ob-Ra를 통한 렙틴의 작용이 있는지 특히 , MAPK나 cAMP 

신호가 중요한지 확인하는 것은 매우 흥미로울 것이다 . MPG에는 렙틴 수용체외에
JAK/STAT 신호 전달 인자들을 발현하고 있어 렙틴이 생리적인 기능을 나타낼 수
있는 필요 충분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할 것이다 . 특히 , 시상하부에 많이 발현되어
있는 전사인자인 STAT3의 발현이 매우 뚜렷하였다 . 

   렙틴에 의해 MPG 신경 세포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발현이 감소되는지 확인
하기 위해 실시간 PCR 분석을 한 결과 실제로 렙틴 투여군의 MPG에서 니코틴성
수용체 아단위인 α3와 α5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 무엇보다도 흥미
로운 결과는 발기를 일으키는 부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만 이러한 유전자 발현
의 감소를 반영하여 니코틴성 전류의 감소가 나타났다는 것이다 . 이러한 결과는
거세나 당뇨 쥐 모델에서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들 (Huang 

2006)과 일치하는 것으로 렙틴이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 부전
을 매개하는 물질임을 강력히 시사하는 것이다 . 본 연구에서 관찰된 렙틴의
genomic 효과는 두 가지 경로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추측된다 . 여러 연구를 통해



-63-

렙틴이 in vitro (Bouloumie 등 , 1999; Yamagishi 등 , 2001)와 in vivo (Beltowski 등 , 

2005)에서 산화스트레스를 유발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 따라서 첫번째 경로
는 렙틴이 지방 산화 (lipid peroxidation)를 촉진하여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가 MPG

에서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유발하는 것이다 . 이미 선행 연구 (Huang, 2006)에서
관찰된 것처럼 거세나 당뇨병에 의해 산화 스트레스가 증가되기 때문에 현재 가
능성이 매우 높은 시나리오라고 할 수 있다 . 최근의 한 연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에 의한 산화 스트레스가 니코틴성 수용체 발현 및 활성을 억제한다고 하였다 (Qi 

등 , 2005). 앞으로 과렙틴증 쥐 모델에서 산화 스트레스를 측정하고 항산화력을 증
가시켰을 경우 유전자 발현 , 특히 , 니코틴성 수용체의 발현이 정상적으로 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덧붙여 거세나 당뇨병에서 관찰된 사이토카인
(IL-1b, IL-6)의 증가도 산화 스트레스와 함께 유전자 발현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 렙틴 수용체와 사이토카인 클래스 I superfamily 멤버들 (예 , 

interleukin-2, 3, 4, 6, 7, growth hormone, prolactin, erythropoietin 등 )사이의 구조적인
유사성이 매우 높으며 (Fruhbeck 2006; Hegyi 등 , 2004) 주 신호 전달 경로인
JAK/STAT 경로를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렙틴이 MPG에서 사이토카인 생성과 사
이토카인 수용체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지 관찰하는 것도 흥미 있을 것이다 . 렙틴
의 genomic 효과를 나타내는 두번째 경로는 렙틴이 산화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것과 병행하여 독립적으로 렙틴 수용체와 연결된 전사 인자의 활성을 통해 유전
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이다 . 이 경로는 MPG에 높게 발현되는 전사 인자인 STAT3

에 의해 주로 매개될 것으로 추측되는데 이 STAT3에 의해 조절되는 유전자는 니
코틴성 수용체를 코딩하는 유전자에 국한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앞으로 유전자
마이크로 어레이를 통해 신경 기능과 관련된 단백질 (이온채널 , 수용체 등 )을 코딩
하는 유전자를 선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특히 , MPG에 발현된 렙틴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되는지 확인한다면 렙틴 투여군에서 렙틴이 감소하는 것이 렙틴 수용
체의 발현 변화와도 관련성이 있는지를 알 수 있을 것이다 . 

   MPG에서 렙틴은 유전자 발현을 유발하는 장기간 효과 외에 단기적으로 이온
채널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효과도 가지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Harvey, 2007). 이러
한 렙틴의 non-genomic 효과는 중추 신경계에서 이미 관찰된 바가 있는데 예를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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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기억 및 학습에 중요한 기능을 하는 해마의 신경 세포에서 칼슘에 의해 활성
화되는 포타슘 채널의 하나인 BK 채널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포의 흥분성
(excitability)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NMDA 수용체 의존적인 장기 기억 강화
(long-term potentiation,  LTP)를 촉진한다고 하였다 (Shanley 등 , 2002). MPG에서 렙
틴을 in vitro에서 5분간 가하였을 때 니코틴성 수용체를 가역적으로 억제하였는
데 이러한 억제 효과는 교감 신경 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고 부교감 신경 세포에
서만 나타나 렙틴의 genomic 효과와 그 방향이 일치하였다 . 더 흥미로운 사실은
렙틴은 선택적으로 교감 신경의 발사 빈도 (firing rate)를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 교
감 MPG 신경 세포의 역할은 발기를 억제시키는 것이기 때문에 부교감 신경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억제에 의한 시냅스 전달의 감소와 함께 교감 신경에서 흥분
성 증가는 발기 부전을 일으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 렙틴이 교감 MPG 

신경 세포의 흥분성을 증가시키는 메커니즘은 본 연구에서는 구체적으로 규명하
지 않았지만 다음의 실험적 데이터를 근거로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 . 첫째 , 렙틴
은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을 억제하였는데 그 억제 정도가 부교감에 비해 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 더 크게 나타났다 . 둘째 , 선행 연구에서 교감 MPG 신경 세포
에서 L-형 칼슘채널은 BK 채널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세포의 흥분성을 증가시켰
으며 , 반면에 N-형 칼슘 채널은 SK 채널과 기능적으로 연결되어
afterhyperpolarization (AHP)을 생성하였다 (Won 2006). 따라서 렙틴은 L-형 칼슘채
널에 작용하기보다는 N-형 칼슘 채널을 억제하여 AHP를 감소시킴으로써 교감
MPG 신경 세포의 흥분성을 증가시킬 것으로 추측된다 . 이는 렙틴이 BK 채널의
억제를 통해서 해마의 흥분성을 감소시키는 메커니즘과는 다른 새로운 발견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SK의 활성에 의해 형성되는 AHP에 대한 렙틴의 효과와
렙틴이 어떤 칼슘 채널 아형에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렙틴의
non-genomic 효과는 렙틴이 이온 채널에 직접 작용하기보다는 렙틴 수용체의 활성
을 통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이는데 그 이유는 렙틴 수용체에 결합된 JAK의 선택
적 차단제인 AG490이 렙틴에 의한 니코틴성 전류의 억제를 차단하였기 때문이다 . 

흥미로운 사실은 AG490 자체가 니코틴성 전류를 약간 억제시켰을 뿐만 아니라 전
류의 활성과 비활성을 항진시켜 전류의 모양을 변화시킨 것인데 그 작용 메커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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즘이 무엇인지는 앞으로 밝혀야 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는 렙틴의 non-genomic 효
과와 관련된 신호 전달 과정을 구체적으로 규명하지 않았다 . 몇몇 연구에서 렙틴
수용체 활성에 의한 이온 채널의 조절이 JAK/PI3K 경로를 통해 일어난다고 보고
되었다 (Harvey 등 , 2000; Mirshamsi 등 , 2004; Shanley 등 , 2002a, b). 이들 연구에
의하면 렙틴 수용체에 연결된 JAK/PI3K가 활성화되면 아직 명확하지는 않지만
PI3K의 기질인 PIP2 감소나 (Janmey, 1999), 생성된 PIP3에 의한 Rho GTPase를 활
성 (Attoub 등 , 2000)을 통해 actin 필라멘트의 재배열 (reorganization)이 일어나면 BK 

채널이나 KATP 채널의 활성 증가가 일어난다고 하였다 . 그러나 렙틴이 PI3K의 활
성을 증가시키는 것 외에도 MAPK, PDE, PKC의 활성에도 관여하기 때문에
(Fruhbeck, 2006) 앞으로 렙틴에 의한 니코틴성 전류의 억제에 이들 효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지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 

   본 연구에서 규명한 MPG 신경 세포에서 렙틴의 역할을 그림 26에 요약하였다 .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에 의해 증가한 렙틴이 부교감 (PS) MPG 신경 세포의 렙틴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STAT3의 인산화를 통해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genomic 효과를 나타낼 것이다 . 이에 따라 기능적 니코틴성 수
용체의 수가 감소되어 IAch가 억제되면 척수 (요수 레벨 )로부터 부교감 MPG 신경세
포로의 시냅스 전달이 억제되어 신경인성 발기 부전이 일어날 것이다 . 한편 렙틴
은 non-genomic 효과에 의해 부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 니코틴성 수용체의 활성
을 감소시키는 한편 교감 (S) MPG 신경 세포에서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을 억제
시켜 세포의 흥분성을 높여서 신경인성 발기부전을 일으키는데 기여할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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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666...MMMPPPGGG에에에서서서 렙렙렙틴틴틴의의의 장장장단단단기기기 효효효과과과 요요요약약약
PS: 부교감MPG 신경세포 , S: 교감 MPG 신경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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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 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거세나 당뇨병에서 관찰되는 신경인성 발기 부전은 테스토스테론 감소에 의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발현 저하에 의해 나타난다 . 본 연구에서는 쥐의
MPG에서 렙틴이 테스토스테론의 감소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 부전을 매개하는 주
요 물질임을 확인하고 렙틴의 작용 메커니즘을 분자 수준에서 규명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

1. 쥐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혈청 렙틴의 농도가 비례하여 증가하였으며 , 렙틴
   과 테스토스테론의 혈청 레벨이 역상관 관계에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

2. 렙틴을 일정 농도로 7일간 피하 주사하여 과렙틴증 쥐 모델을 제작하였는데 7  

   일 후 체중 감소와 함께 테스토스테론의 감소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
   다 . 이때 혈청 렙틴은 대조군에 비해 장기 렙틴 투여군에서 더 낮게 측정되었
   다 .

3. 역전사 연쇄 중합 반응 분석으로 MPG에서 렙틴 수용체 Ob-Ra와 Ob-Rb,       

   렙틴 수용체에 연결된 전사인자인 STAT1, 3, 5a, 5b 및 STAT 활성의 음성 되
   먹임 조절자인 SOCS3를 코딩하는 mRNA를 확인하였다 .

4. 실시간 중합 연쇄 반응 분석으로 과렙틴증 쥐 모델의 MPG에서 니코틴성 수용
   체의 α3 및 α5 아단위의 발현이 두 배 이상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 이러한
   니코틴성 수용체의 발현 변화는 과렙틴증 쥐 모델의 부교감 MPG 신경 세포에
   서 IAch 밀도의 감소로 나타났다 . 그러나 교감 MPG 신경세포의 IAch 밀도는 대
   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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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렙틴을 5분간 가하였을 때 IAch 밀도의 크기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부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는 유의하게 감
   소되었다 . 아세틸콜린 대신 니코틴을 효현제로 하였을 때 렙틴에 의한 Inicotine의
   억제 정도는 IAch의 그것과 차이가 없었다 . 또한 렙틴은 니코틴 수용체를 통한
   세포 내 칼슘 증가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

6. 부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 렙틴에 의한 IAch의 억제는 JAK의 선택적 차단제인
  AG 490 전처치에 의해 유의하게 차단되었다 . 

7. 렙틴은 선택적으로 tonic 발사패턴을 보이는 교감 MPG 신경 세포의 발사 빈도
   (firing rate)를 증가시켰으며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

   이상의 결과로부터 테스토스테론이 감소함에 따라 증가된 렙틴은 genomic 효과
와 non-genomic 효과를 통해 부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 시냅스 전달에 중요한 니
코틴성 수용체의 발현과 활성을 억제하는 한편 non-genomic 효과를 통해 교감
MPG 신경 세포에서 전압 의존적 칼슘 채널 억제와 이를 통한 흥분성을 증가시키
는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 따라서 렙틴은 거세 및 당뇨병에서 테스
토스테론의 감소에 의한 신경인성 발기 부전을 매개하는 중요한 병태생리적 역할
을 할 것으로 보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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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Functional roles of leptin in the autonomic neurons 

innervating the urogenital system

Paek, Yong-Su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ong-Woo Jeong)

   Several studies have reported that reduction in serum testosterone increases serum 

leptin, an adipocyte-derived factor which plays a critical role in energy balance 

homeostasis. A previous study has shown that castration and diabetes down-regulate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s (nAchRs) in rat major pelvic ganglion (MPG) neurons 

to cause neurogenic erectile dysfunction (nED), which was prevented by injection of 

testosterone. These observations together suggest that leptin is a potential mediator of 

the androgen-dependent nED. To test this hypothesis, the 8 week-old rats were 

subcutaneously injected with the recombinant rat leptin (0.25mg/kg/day) for 7 days. 

The leptin injection reduced body weight of the animals and more importantly, reduced 

serum testosterone. Quantitative real-time PCR analysis revealed that leptin injection 

down-regulated the MPG components of nAchR, α3 and α5. Consistent with this 

finding, the nAChR current density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leptin-injected 

group.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chronic increase in serum leptin m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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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use the nED through down-regulation of the nAChR in the MPG neurons. 

   Non-genomic effects of leptin on nAchR were also examined in acutely dissociated 

MPG neurons. RT-PCR analysis showed that the MPG neurons express short and long 

forms(Ob-Ra and Ob-Rb, respectively) but not a soluble form(Ob-Re) of the leptin 

receptor. Pretreatment of leptin(100 nM) for 5 min significantly reduced Ach(or 

nicotine)-induced currents and intracellular Ca2+ increase in para-sympathetic but not 

sympathetic MPG neurons. The inhibitory effects of leptin were blocked by 

preincubation with a JAK2-specific inhibitor AG-490 (50 µM). Taken together, these 

data suggest that leptin is capable of acutely modulating nAchR via JAK2-dependent 

pathway(s) in parasympathetic MPG neurons. In addition, leptin significantly increased 

firing rate in sympathetic but not parasympathetic MPG neurons via inhibition of 

voltage-dependent Ca2+ channels, which may cause nED. In conclusion, leptin is a 

potential mediator of the androgen-depenent nED which exerts modulatory actions on 

the MPG neurons via both genomic and non-genomic mechanisms.

Key words: leptin, leptin receptor, testosterone, major pelvic ganglia,              

                  sympathetic, parasympathetic, nicotinic receptor, neurogenic        

                  erectile dysfunction, castration, diabe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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