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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학교실에서 보낸 2년이라는 시간 동안 좋은 사람들을 알게 되었고 

즐겁고 행복했던 일, 때론 어렵고 너무 힘들었던 일들도 많았습니다. 이 

모든 경험들과 시간이 무엇인가를 완성하기에는 짧았지만 저의 부족함을 

깨닫고 연구자의 자세를 배우는 데에는 충분한 시간이었기에 지금의 저는 

처음 이 곳에 왔을 때 보다 한 단계 성장 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항상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가르침을 주신 김경환 교수님과 

약리학교실에서 공부 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고, 훌륭한 가르침으로 

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나갈 수 있게 해주신 이민구 교수님 그리고 

가장 가까운 곳에서 저를 지도해 주시고 때론 큰 언니 같이 좋은 말씀   

많이 해주시는 김주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바쁘신 중에도   

격려해 주시는 안영수 교수님, 약리학교실의 발전을 위해 신경 써주시는 

김동구 교수님, 무한 연구열정을 가지신 김철훈 교수님, 진정한 연구자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박경수 교수님, 열심히 하시는 정재용 교수님, 

심사위원으로 저의 졸업논문에 꼼꼼하게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조언을 

해주신 윤호근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또한 학부때부터 제가 

나태해지지 않고 늘 큰 꿈을 꿀 수 있도록 응원해주시는 신현철 

교수님께도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숨은 곳에서 늘 우리 교실을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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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든 실험실 생활을 잘 버텨낼 수 있도록 함께 해준 우리 lab 1 식구들! 

존재만으로도 힘이 되었던 이성희 선생님, 항상 웃음을 주시는 유쾌한 

남주현 선생님, 모든 면에서 완벽한 성실맨 헌영오빠, 친언니만큼 따뜻한 

정남언니, 매력만점 정수언니, 가끔 엉뚱하지만 생각 깊은 진오언니, 

언제나 노력하는 재석오빠, 많은 조언을 아낌없이 해주는 디스커션맨 

현우오빠, 자신감만큼은 우주 최고 소원오빠, 오래 알고 지낸 친구 같은 

스벅짝꿍 준희, 열심히 하는 든든한 막내 대건이, 지금은 미국에 있는 

보고픈 준오오빠와 지현언니까지 모두들 감사드립니다. 덕분에 잊지 못할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월요세미나짝 완소아영샘과 넘넘넘 좋은 윤정언니, 

편하게 얘기 할 수 있고 힘이 되주는 영신언니, 늘 도움 주는 순옥언니와 

주경돈선생님, 김영화선생님, 재연언니, 자리 옮겨 자주 못 보는 성복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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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리학교실 모든 식구들과 305호 식구들에게도 감사의 말을 전합니다.  

 

힘들 때뿐 아니라 좋은 일 생기면 가장 먼저 생각나는, 그리고 제일 

먼저 달려와주는 나의 bongo친구들! 지영, 유정, 주호, 희철, 현재, 지호, 

진무. 열여덟 2학년 12반부터 스물일곱 오늘까지 변함없이 함께 해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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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소에 자주 못하는 말이지만, 이 자리를 빌어 누구보다도 감사하고 

사랑한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서로 많이 다르면서도 많이 닮은, 오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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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으로, 실험실 생활이 바쁘고 피곤하다는 핑계로 마지막에 소홀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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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내고 계시리라 믿어요. 보고싶고 사랑합니다. 

 

앞으로도 제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고, 한 계단 한 계단 발전해 나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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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WNK4에 의한 무스카린성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및 활성 조절 

 

 

WNK4(with-no-lysine(K) kinase 4)는 serine/threonine 

kinase 로 NCC (Na+Cl- cotransporter)나 ROMK(Renal Outer 

Medullary Potassium channel) 등의 이온 수송단백의 세포막 

발현을 조절하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WNK4가 이온수송단백만을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G 단백 연결수용체인 무스카린성 M3 수용체도 

조절한다는 것을 알아내었다.  

HEK293 세포에서 면역침전법을 통해 WNK4와 M3 수용체가 

결합함을 확인하였고, WNK4의 kinase domain 부분과 M3 

수용체의 세번째 세포 내 고리에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결합에 의해 WNK4가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현상은 HeLa 

세포에서의 면역형광염색 실험에서도 일관된 결과를 보였다. 

WNK4가 M3 수용체의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3 

수용체 효현제인 pilocarpine 으로 세포 내 칼슘농도의 변동을 

관찰한 결과 WNK4가 M3 수용체의 활성 역시 억제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면역형광염색으로 WNK4와 M3 수용체가 SMIE 세포와 생쥐의 

턱밑샘 조직에서 함께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이를 

통해 WNK4가 M3 수용체의 효소 분비 기능을 조절하는데 

관여하고 있을 것이라는 예상을 해 볼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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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WNK4는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을 감소시켜 M3 수용체 활성을 감소시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말: WNK4, G-protein coupled receptor, M3 

muscarinic receptor, surfac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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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K4 에 의한 무스카린성 M3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및 활성 조절 

 

 

<지도교수 김 경 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정 우 영 

 
 

 

Ⅰ.서론 

 

WNK4(with-no-lysine(K)4)는 serine/threonine kinase 로 막 

단백의 세포막 삽입 과정과 발현 양을 조절하는 단백이며 WNK1 부터 

WNK4 까지 4 개가 알려져 있다.1-3 그 중에서 WNK4 는 주로 콩팥에서 

원위세뇨관(distal convoluted tubule)과 집합관(cortical 

collecting duct)에 많이 발현되어 있고, 그 외에 심장, 간, 폐, 

대장, 뇌, 정소 등의 조직에서도 관찰된다.4-6 

WNK4 의 역할은 PHAⅡ(pseudo-hyper-aldosteronism, type II)의 

병증인 고혈압의 원인으로 추정하며 WNK4 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NCC 

(Na+Cl- cotransporter)나 ROMK(renal outer medullary potassium 

channel) 의 세포막 발현 양이 변동된다고 알려져 있다.1-4,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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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K4 에 의해 조절되는 막단백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ROMK 나 NCC, TRPV5 와 같이 WNK4 가 이들 단백들의 세포막 발현 

양을 변화시킴으로써 조절하는 경우이다. 즉, ROMK, NCC 는 WNK4 에 

의해 세포막 발현이 억제되고, TRPV5 경우는 세포막발현이 

증가된다.10, 11  

두 번째로, ENaC, claudin 와 같이 WNK4 가 이들 이온수송단백을 

인산화시키는 경우이다.12  

이와 같이 WNK4 의 조절은 특정한 곳에 발현되는 특정 수송단백만 

선택적으로 조절하는 것이 아니라, 막 단백들이 세포막으로 

이동하는 일반적인 경로에 관여하여 이들의 세포막으로의 이동과 

발현을 조절하고 있을 것으로 짐작된다. 때문에 WNK4 의 조절작용은 

현재까지 알려진 이온수송단백 외에도 다른 종류의 막 

단백들까지도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  

선행 연구들에서 WNK4 가 세포막 이온 수송단백의 세포막 발현과 

활성을 조절하는데 관여하고 있음이 보고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그에 관한 구체적인 작용기전은 확실하지 않다. 1, 2, 4, 7-9, 13  

WNK4 의 조절이 특정 이온 수송단백들뿐만 아니라 세포 내의 수 

많은 신호전달 체계에 관련되어 있는 중요한 막 단백 중에 하나인 

G 단백연결수용체(GPCR)와의 연관성을 살펴 보기로 하였다. 

GPCR 은 소수성을 가진 7 개의 transmembrane domain 과 3 개의 

세포 내 친수성 고리 와 3 개의 세포 외 친수성 고리를 가지고 있다. 

이의 아미노 말단은 세포 외부를 향해 존재하고, 카르복시 말단은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구조인데, 이 카르복시 말단에 어떠한 G 단백 

이 연결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GPCR 들은 각각의 고유한 2 차 

전달물질과 신호전달체계를 활성화시키게 된다.14   

이 GPCR 들도 다른 이온 수송단백들과 마찬가지로 WNK4 의 조절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가정하였고 GPCR 중에서도 무스카린성 M3 

수용체와 WNK4 와의 관계를 조사해 보기로 하였다.  



5 

 

이번 연구는 이러한 가능성을 바탕으로 WNK4 와 GPCR 인 M3 

수용체와의 관련성을 연구함으로써 WNK4 의 작용 범위를 

이온수송단백뿐 아니라 GPCR 까지 넓히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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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및 형질주입  

HEK293, HeLa 세포주는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각각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   배양액을 넣고 37℃,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형질주입은 실험하기 하루 전 날에 세포를 분주하여 실험 당일 

70% 이상의 세포 집도가 되도록 하였다. pcDNA3.1-FLAG-WNK4와 

pcDNA3.1-HA-M3 그리고 각각 의 조각 단백들의 발현은 

lipofectamine Reagent (Invitrogen, Carlsbad, USA)를 이용하여 

transfection 하였고, transfection 후 24-48 시간 배양한 후 

실험하였다.  

 

2. Western blot  

세포를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용액으로 두번 씻은 후 

lysis buffer (150 mM NaCl, 2 mM Tris pH8.0), 5 mM NaEDTA, 10% 

glycerol, 1% Triton x-100, complete protease inhibitor mixture 

(Roche Applied, Mannheim, Germany)를 넣고 얼음 위에서 10분간 

용해시켰다. 10분 후 sample을 얻어 음파파쇄한 후 4 ℃에서 

1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여 

세포용해액을 얻고 이를 Bradford assay kit (Bio-Rad, CA, USA)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동일부피 및 동량의 세포용해액을 EzWay 

PAG System Precast Gel(4-12%) (KOMABIOTECH, Seoul, Korea) 에서 

전기 영동하여 분리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전이했다. 

단백질이 전이된 membrane을 5% non-fat milk, 0.1 % Tween-20이 

함유된 Tris-buffered saline(TBS)로 상온에서 한 시간 동안 

blocking한 후 각 단백질에 특이적인 일차항체를 4 ℃에서 12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0.1% Tween-20이 함유된 TBS(TBS-T)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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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10분간 세번 씻은 후 이차항체로 상온에서 30분 

반응시킨다. 30분 후 TBS-T로 10분간 세번 씻어준 뒤 ECL solution 

kit (Amersham bioscience, NJ, USA)를 사용하여 현상하였다.  

 

3. 면역침전  

세포를 용해하여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이를 정량하여 동일 부피 및 동량의 세포 용해액을 

만들었다. 해당 단백의 특이적 항체를 1:100 (v/v)비율로 넣고 

4℃에서 12시간 반응 시킨 후 10% slurry protein G-agarose를 120 

㎕ 넣어주고 4℃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agarose 

bead를 lysis buffer로 세 번 씻어낸 후 agarose bead를 2X sample 

buffer에 넣고 상온에서 10분 반응시킨 후 동일부피의 상층액을 

EzWay PAG System Precast Gel(4-12%) (KOMABIOTECH, Seoul, 

Korea)로 전기영동하고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4. Surface biotinylation assay 

세포를 plus-PBS(pH 7.8, 1 mM Mg2+, 0,1 mM Ca2+)로 두번 씻어 준 

후 0.5 mg/ml의 Ez-link sulfo-NHS-SS-biotin (Pierce, Rockford, 

IL, USA)으로 30분간 4℃에서 결합반응 시켰다. BSA-PBS (pH 7.8, 

0 mM Mg2+, 0 mM Ca2+, 1% BSA)로 두번 씻어주어 결합하지 않은 

biotin을 제거 한 후 lysis buffer를 넣어 10분간 ice 에서 

반응시킨 후 세포용해액를 얻었다. 이를 1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고 동일정량 동일부피의 세포 

용해액에 200 ㎕ 의 10 % Streptavidin-agarose slurry (Pierce, 

Rockford, IL, USA)를 넣어 4℃에서 4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agarose bead를 lysis buffer로 세번 씻어내고 상층액을 제거했다. 

Agarose bead를 2×sample buffer에 넣고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동일부피의 상층액을 EzWay PAG System Precast 

Gel(4-12%) (KOMABIOTECH, Seoul, Korea) 에 전기영동하고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8 

 

5. 면역형광염색 

HeLa 세포를 coverslip 에서 키운 후 M3 수용체와 WNK4 를 

형질주입하여 발현시켰다. 24 시간 후 세포를 PBS 로 세번 씻어내고 

-20℃ methanol 로 10 분간 고정하고 permeabilization 을 시킨다. 

고정 후 PBS 로 두번 세척하고 blocking 용액 (5% goat serum, 1% 

bovine serum albumin, 0.1% gelatin in PBS) 으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Blocking 용액에 1:100 (v/v) 비율로 

희석한 일차항체를 세포와 1 시간 이상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PBS 로 세번 씻어 내고 blocking 용액에 1:200 (v/v) 비율로 희석한 

이차항체를 상온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PBS 로 세번 

씻은 뒤 물기를 잘 제거하고 mounting media (Sigma, St. Louis, 

Missouri, USA)로 세포가 붙어 있는 cover slip 을 slide glass 에 

잘 고정시켜 밤새 건조시킨 후 LSM510 confocal microscopy (Cal 

Zeiss,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조직염색의 경우 생쥐의 턱밑샘 조직을 paraffin block으로 

제작하여 microtome으로 4 ㎛ 두께로 연속 절삭을 하여 slide 

glass에 붙였다. Xylene으로 5분씩 두번 처리하여 탈파라핀 과정을 

거친 후에 100% ethanol부터 95%, 80%, 70%로 농도를 낮춰주며 

각각 10분씩 처리하여 수화과정을 거쳤다. 마지막에는 증류수로 

10분씩 2번 씻어주었으며 blocking과정부터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였다. 

 

6. 세포 내 칼슘신호 측정 

HEK293 세포를 cover slip 위에서 배양한 후 칼슘 측정용 형광물

질인 Fura-2 AM (Invitrogen, Carlsbad, USA) 2 μM이 함유된 PBS

에서 37℃에서 30분간 염색하였다. Fura-2가 loading 된 세포를 관

류 chamber에 장착한 후 외부 관류액에 M3 수용체에 작용하는 효현

제인 pilocarpine (Sigma, St. Louis, Missouri, USA)을 농도 별로 

(0.1 μM, 1 μM, 10 μM) 처리하여 M3 수용체의 활성을 유발하였다.   

Pilocarpine이 포함된 외부 관류액을 흘려주면서 excitation 340 



9 

 

nm 및 480 nm와 emission 510 nm에서 Fura-2의 형광비율을 Delta 

Ram System (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 (PTI), NJ, U.S.A)

으로 관측하여 세포 내 칼슘 변화를 측정하였다.  

 

7.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CAPAN-1, PANC-1, SMIE, MDCK 세포에 guanidinium thiocyanate 

phenolchloroform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처리해서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얻어 isopropanol 로 침전시켜 

RNA 를 추출하였다. RNA 에서 random hexamer 와 oligo dT primer 를 

이용하여 reverse transcriptase (Super script Ⅱ, Invitrogen, 

Carlsbad, CA, U.S.A)로 역전사하여 cDNA 를 합성하였다. cDNA 와 

WNK4, M3 수용체의 특이적인 primer, Taq DNA polymerase (Intron 

bio, Seongnam-si, KOREA)를 사용하여 PCR 을 수행하였다. 그 후, 

0.1 ㎍/㎖ ethidium bromide 가 포함된 1% agarose gel 에서 전기 

영동하여 PCR 산물을 확인하였다.  

사용한 primer 의 염기서열과 예상되는 PCR product 의 크기는 

아래와 같다.  

M3 수용체: sense (5'-TTG CAG TTT GAT CTC AGA C-3') 

            anti-sense (5'-ATC TCA CTA GGG AGT GCT AGA C-3') 

PCR product : 307 bp 

 

WNK4 : sense (5'-CAA GTTT GAC ATT GAG ATT G-3') 

anti-sense (5'-ACA TTG TCA CAT TTG AGA TC-3') 

PCR product : 400 b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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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WNK4와 M3 수용체와의 결합  

 

WNK4 와 M3 수용체의 상호작용을 알아 보기 위해서 HEK293 세포에 

pcDNA3.1 Flag-WNK4 와 pcDNA3.1 HA-M3를 과발현 시킨 후 

면역침전법을 통해 이 들의 결합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두 단백이 

과발현 된 HEK293 세포로부터 얻은 용해액에 WNK4 항체를 넣어 

면역침전법을 수행 한 후 HA 로 western blotting을 하였을 때, 

WNK4 항체를 이용한 침전물에서 M3 수용체를 검출 할 수 있었다 

(그림 1A). 

또한 WNK4 가 M3 수용체의 어느 부위에 결합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각각 단백의 조각단백을 만들어 위와 마찬가지로 면역침전법을 

수행해보았다. 우선 M3 수용체의 경우 이전의 실험들로부터 

G단백연결수용체에서 세번째 세포내 고리가 단백-단백 간의 결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었고15, 16, 이 

사실을 바탕으로 stop codon을 생성하는 mutagenesis를 통해서 

세번째 세포내 고리까지만 있는 조각과 (M3 1-491) 이 부분을 없앤 

조각 (M3 1-252)을 만들었다(그림 1B).  

HEK293 세포에서 WNK4와 각 M3 수용체의 조각단백들을 과발현 

시킨 후 WNK4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침전법을 수행한 결과 

full-length M3와 M3 1-491은 WNK4와 결합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세번째 세포내 고리를 없앤 M3 1-252 조각과는 결합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여느 다른 단백과 마찬가지로 M3 수용체가 WNK4와 

결합하는 부위가 세번째 세포내 고리 부분임을 확인하였다(그림 

1C).  

다음으로 WNK4의 경우에는 positive control로 사용 될 full-

length WNK4와 kinase domain까지만 포함한 조각 (WNK4 1-441), 첫 

번째 coiled-coiled domain(CCD)을 포함한 조각 (WNK4 441-7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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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CCD 를 포함하는 조각 (WNK4 799-1222) 등 WNK4의 

조각단백을 가지고 면역침전법을 수행하였다(그림 1D).  

pcDNA3.1 HA-M3 의 HA tag을 이용하여 M3 수용체를 면역침전한 

결과 kinase domain을 포함하고 있는 조각 (WNK4 1-441)에서 

WNK4가 침전되어 나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어 WNK4는 

kinase부분을 통하여 M3 수용체와 결합함을 확인하였다(그림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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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WNK4와 M3 수용체 간의 결합과 결합부위 

(A) HEK293 세포에 WNK4와 M3 수용체를 과발현 시킨 후, WNK4 

특이적인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침전법을 수행하여 WNK4와 M3 

수용체 간의 결합을 확인하였다. 

(B) mutagenesis를 통해서 세번째 세포내 고리까지만 있는 조각 

(M3 1-491)과 이 고리부분을 없앤 조각 (M3 1-252)을 만들었다. 

(C) 세번째 세포내 고리를 포함한 조각만이 WNK4와 결합함을 

확인하였다. 

(D) WNK4를 아미노산 1-441(1번), 아미노산 441-799(2번), 

아미노산   799-1222(3번)로 3등분한 조각을 만들었다.  

(E) WNK4 조각단백을 이용하여 M3 수용체와의 결합부위를 

판별하였다. Kinase domain부분이 있는 2번 조각과의 결합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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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WNK4에 의한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변동 

 

WNK4와 M3 수용체가 서로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는데 기존의 

NCC의 보고에서와 마찬가지로 이 결합으로 WNK4가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을 조절하는 데에 관여하고 있을 수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실제 M3 수용체의 막 발현에 WNK4가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HEK293 세포에 한쪽에는 M3 수용체만을 다른 

한쪽에는 WNK4와 M3 수용체를 함께 과발현시켜 surface 

biotinylation assay를 실시하였다.  

HA 항체로 M3 수용체에 대한 western blotting으로 발현 양을 

비교를 해 본 결과 WNK4가 함께 발현 된 쪽에서 그렇지 않은 쪽 

보다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이 감소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 2). 

이는 NCC나 ROMK1에서처럼 WNK4가 세포막에 발현하는 M3 수용체의 

양을 감소시키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 결과를 통해 WNK4가 

현재까지 알려진 이온 수송단백들뿐만이 아니라 GPCR인 M3 수용체의 

조절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관찰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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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WNK4에 의한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 감소  

세포막 발현 양을 비교하기 위해 HEK293 세포에 M3 수용체를 단독 

혹은 WNK4와 함께 발현시켜 surface biotinylation assay를 

실시하였다. WNK4가 함께 발현된 쪽에서의 M3 수용체 세포막 발현 

양이 M3 수용체만 단독으로 발현시킨 쪽에 비해 감소하였다. 

 

 

 

 

3. WNK4와 M3 수용체의 세포내 발현 위치  

 

다음으로 WNK4와 M3 수용체 각각의 세포내 발현 위치를 알아보고 

M3 수용체의 위치가 WNK4를 함께 발현 시켰을 때 어떻게 달라지는 

지를 확인해 보았다. HeLa 세포에 M3 수용체만 발현시킨 것과 

WNK4와 M3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시킨 것을 가지고 면역형광염색을 

수행하여 confocal microscopy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WNK4는 punctate 형태로 세포 전반에 퍼져있는 것을 볼 수 

있었고, M3 수용체는 세포막 발현 형태로 관찰되었다. 그런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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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K4가 함께 발현된 경우의 뚜렷한 세포막 발현을 보이던 M3 

수용체가 세포질 내 전반으로 퍼지고 WNK4의 발현위치와 비슷해 

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3). 

이 결과는 앞선 surface biotinylation assay 에서 확인한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WNK4가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다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 HeLa 세포에서 WNK4에 의한 M3 수용체의 발현위치 변동 

M3 수용체와 WNK4의 세포내 발현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단독 발현시킨 경우 M3 수용체(빨강)는 

뚜렷한 세포막 발현 양상을 보이는 반면 WNK4(초록)와 M3 수용체를 

함께 발현시킨 경우 punctate를 형성하며 세포 전반에 퍼진 형태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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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NK4의 조각 단백을 이용하여 WNK4의 세포내 발현 위치에도 

변화가 있는지 알아보았다. Positive control으로 사용될 full 

length WNK4와 3개의 조각단백을 각각 발현시켜 관찰한 결과, 

카르복시 말단 부분만 존재하는 3번 조각에서는 full length 

WNK4에서 보이던 세포 전반에 걸친 punctate 형태와 같은 양상을 

보였지만, kinase domain만 있는 1번 조각의 경우에는 punctate가 

형성되지 않고 특별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그림 4).  

이를 통해 우리는 세포내 위치를 결정하는 데에 관여하는 부분은 

카르복시 말단 부분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4.HeLa 세포에서 WNK4 조각의 발현위치  

각각의 조각단백은 아미노산 1-441(1번), 아미노산 441-799(2번), 

아미노산 799-1222(3번) 이다. Kinase domain만 있는 1번 조각과, 

highly acidic 한 motif가 위치하고 있는 2번 조각은 full length 

WNK4 발현 형태와는 다르게 관찰되었다. 카르복시 말단 부분 인 

3번 조각 부분이 punctate를 형성하는데 중요한 부위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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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WNK4에 의한 M3 수용체의 활성도 감소  

 

M3 수용체가 WNK4에 의해 세포막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 한 후 

이러한 발현 감소가 M3 수용체의 활성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 아래 세포에서의 M3 수용체의 기능을 세포질 내의 

칼슘신호변화 측정법을 이용하여 비교해 보았다.  

M3 수용체에 작용하는 효현제인 pilocarpine을 사용하여 M3 

수용체를 활성화시켰다. 우선 M3 수용체의 활성이 없는 세포를 찾기 

위해 각 종 세포주들을 cover slip 위에서 배양한 뒤 외부 

관류액에 100 μM pilocarpine을 처리하여 칼슘신호 변화를 

확인해보았다 (다른 세포들에 관한 결과는 여기에 실지 않았다). 

그 결과 pilocarpine에 의한 M3 수용체의 활성이 없는 HEK293 

세포를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5A).  

앞의 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HEK293 세포에 M3 수용체만 발현시킨 

것과 WNK4와 M3 수용체를 함께 발현시킨 것을 준비하여 M3 수용체의 

활성 정도를 비교해 보았다. 외부 관류액에 pilocarpine의 농도를 

0.1 μM, 1 μM, 10 μM 로 변화시켜 가면서 유도되는 세포내 

칼슘농도 변화량을 관찰 한 결과 WNK4가 함께 발현된 쪽에서 M3   

수용체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그림 5B,5C).  

이는 WNK4에 의한 세포막 발현 양 감소가 M3 수용체 활성감소의 

원인임을 나타내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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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HEK293 세포에서 pilocarpine 과 ATP에 의한 칼슘농도 변동  

(A) 아무것도 발현시키지 않은 HEK293 세포에서 pilocarpine에 

의한 칼슘 농도 변동을 관찰하였다. ATP 100 μM (positive 

control)에 의해 효과를 보이는 정상적인 칼슘신호 유발기전을 

가진 세포임에도 M3 수용체의 효현제인 pilocarpine에 대한 

반응성은 없는 세포임을 확인하였다. 

(B) M3 수용체 활성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내 칼슘농도의 변화는 

M3 수용체만 존재 할 때에 비해 WNK4와 M3 수용체를 동시에 

발현시킨 쪽에서 작게 나타났다. 이는 pilocarpine 0.1 μM, 1 

μM, 10 μM 의 세 농도에서 모두 동일한 경향성을 보였다. 

(C) 위의 실험에서 WNK4에 의한 M3 수용체 활성도 감소 정도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N=15. t-test를 사용하였으며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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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M3 수용체와 WNK4 발현 세포주  

 

상피세포주에서 WNK4와 M3 수용체의 발현여부를 알아보기 위해서 

Calu-3, MDCK, SMIE, CAPAN-1, PANC-1 세포를 대상으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사용된 5가지의 

상피세포주에서 WNK4와 M3 수용체 두 가지가 모두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6).  

 

 

그림 6. 상피세포주에서 M3 수용체와 WNK4 발현  

상피세포주인 Calu-3(human lung adenocarcinoma pleural 

effusion), MDCK(Madin-Darby canine kidney), SMIE(rat 

submandibular gland acinar epithelial), CAPAN-1(human 

pancreatic adenocarcinoma), PANC-1(human pancreatic carcinoma) 

에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WNK4 와 M3 수용체가 발현 

여부를 확인한 결과, 모든 세포주에서 두 단백이 모두 발현함을 

확인하였다. 

M3 수용체의 PCR 생성산물의 크기는 307 bp이고, WNK4의 PCR 

생성물의 크기는 307 bp. β-actin(328 bp)은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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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에서의 M3 수용체와 WNK4 발현  

 

M3 수용체는 주로 분비기관에 존재하고 있고17-19, 최근의 보고에 

따르면 WNK4가 이자관, 담관 등에도 존재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생쥐의 턱밑샘 조직에서 발현을 확인해 보았다. 

Paraffin block을 만들어 microtome으로 연속 절삭하여 연속 

절편을 얻어 각각을 WNK4에 특이적인 항체와, M3 수용체에 특이적인 

항체로 면역형광염색을 실시하였다. 조직 내 발현 위치를 자세히 

보기 위하여 basolateral marker인 desmoplakin과 핵의 위치를 알 

수 있는 DAPI 염색도 함께 실시하였다. 

그 결과 WNK4와 M3 수용체는 턱밑샘 조직의 관(duct) 부분에 

존재하고 있으며, 기저측(basolateral)부분에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7). 

 

  
 

 

그림 7. 생쥐의 턱밑샘 조직에서의 M3 수용체와 WNK4 발현  

M3 수용체와 WNK4의 조직 내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paraffin 

block을 연속 절삭하여 관찰 한 결과, M3 수용체와 WNK4는 기저측에 

함께 발현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Desmoplakin은 basolateral 

marker로, DAPI는 핵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함께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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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세포막에는 다양한 막 단백이 발현하여 체내의 항상성 유지, 

세포 신호 전달, 분비 조절 등과 같은 중요 생리적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한 막 단백들은 이들의 세포막 이동 과정에 조절에 

의한 세포막 발현여부가 막 단백의 활성을 결정하는 주요 기전임이 

잘 알려져 있다. 때문에 이들이 어떠한 경로를 통하여 세포막으로 

이동하는지, 그 경로에 관여하는 단백들은 어떤 것이 있는지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WNK4는 세포막으로의 삽입 과정과 발현 양을 조절하는 조절자로 

새롭게 등장한 단백이다. 현재까지 주로 NCC와 ROMK등과 같은 

이온수송단백과 연관되어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는데,1, 2, 4, 8, 9, 13 

이번 연구를 통하여 WNK4가 이온 수송단백뿐만 아니라 GPCR인 M3 

수용체도 조절하고 있는 사실을 밝혀내었다.  

WNK4가 serine/threonine kinase이기 때문에 이 조절은 WNK4가 M3 

수용체와의 결합을 통해 이를 인산화시키면서 세포막 발현양 

조절이 이루어지고 있을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선행 연구결과들을 살펴보면 M3 수용체는 GRK2(G-protein coupled 

receptor kinase 2), GRK6, 그리고 casein kinase 2 (CK2) 에 의해 

인산화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20, 21  

또한 M1 수용체와 M2 수용체의 경우도 PKC(protein kinase C) 나 

GRK(G-protein coupled receptor kinase) 에 의해 인산화되고, 

세번째 세포내 고리 부위가 주로 인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이 부분의 염기서열은 커다란 세번째 세포내 고리 구조를 가진 

대부분의 GPCR 에서 비슷하게 보존되어 있다. 특히 M3 수용체의 

세번째 세포내 고리부분에는 GRKs 나 PKC kinase 에 의해 

인산화되는 부분과는 달리 CK2에 의해서 인산화되는 SASSDEED 

motif 가 존재한다.20 하지만 CK2에 의한 인산화 작용은 M3 수용체의 

세포내 이동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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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 M3 수용체가 WNK4에 의해 인산화 되는지는 in vitro kinase 

실험 등으로 확인해 보지는 못했지만, 지금까지의 선행 연구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serine/threonine kinase인 WNK4가 M3 

수용체와 결합하여 인산화 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WNK1의 경우 삼투압 자극에 의해 세포내에서 punctate를 형성할 

때 카르복시말단 부분이 중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WNK4 에서는 

어느 부분이 세포 내 발현위치를 결정하는 곳인지 알아 본 결과, 

카르복시말단 부분만 존재하는 경우 다른 조각부분과는 달리 

puntate형성능력이 유지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 결과는 기존 

WNK1에서 보고된 바와 일관된 것으로 카르복시말단이 punctate를 

형성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더 나아가 WNK4의 2번 조각 부위는 coiled coil부위와 highly 

acidic한 성질을 띠는 아미노산이 집된 부분인데 이 곳은 

PHAII의 병증을 유발하는 돌연변이가 생기는 부위로 알려져있다.24 

세포내 발현 위치 관찰 결과를 통해보면 삼투압 자극에 의한 

punctate 형성 능력에 결함에 생기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이 

것은 PHAII 병증을 유발하는 것과 삼투압 자극이 연관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연관성의 규명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즉, 삼투압 자극을 준 후에 PHAII병증 유발 돌연변이 

WNK4의 punctate형성 능력을 관찰 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 

되어진다. 

Muscarinic receptor는 M1에서 M5까지 총 5개의 아형이 존재하며 

그 중 M3 수용체는 주로 외분비선, 위장관계, 혈관 등에 분포하고 

있다.17, 19, 25 중추신경계에 주로 분포하는 M1 수용체나 심장에서 

중요한 M2 수용체에 비해 M3 수용체에 관한 연구는 미진한 실정이다. 

때문에 이번 실험결과에서 WNK4와 M3 수용체간의 결합과 그 결합에 

의한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양의 조절이 생리적으로 어떠한 

의미가 갖는지를 찾아보는 데에 어려움이 있었다.  

몇몇의 보고들에서 WNK4가 이자관(pancreatic duct), 쓸개관(bile 

duct), 외분비 땀관 (eccrine sweat duct) 에서도 관찰되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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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바탕으로5 ductal pancreatic 세포주들을 중심으로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통해 WNK4와 M3 수용체의 발현 여부를 

확인해보았다.  

SMIE(rat submandibular gland acinar epithelial), CAPAN-1(human 

pancreatic adenocarcinoma), PANC-1(human pancreatic 

carcinoma)등의 상피세포주에서 WNK4 와 M3 수용체가 발현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WNK4가 효소분비 기능에도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예상해 볼 수 있다.  

SMIE 세포 결과를 바탕으로 생쥐의 턱밑샘(submandibular glan) 

조직에서 면역형광염색을 통해 둘의 발현을 살펴 보았다. WNK4와 M3 

수용체는 턱밑샘의 관(duct)부분에 함께 발현하고 있었고 이를 

통해서 두 단백의 활성이 턱밑샘의 효소분비 기능을 조절하는데 

관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진다,. 

지금까지 보여진 WNK4의 조절 작용의 경향을 보면 이온 

수송단백마다 차이를 보인다. 첫번째로 WNK4에 의해서 조절되는 

방향의 차이인데, WNK4에 의해 세포막 발현양이 증가되거나 반대로 

감소되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조절이 WNK4의 인산화 능력에 

의존적인지에 대한 차이도 보인다. 마지막으로 PHAⅡ를 일으키는 

WNK4 돌연변이에서는 wild type WNK4와 비교해 볼 때 그 조절 

효과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더 강화되거나 감소하는지, 혹은 변화가 

없는지)에 대해서 서로 다른 경향을 보이고 있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WNK4가 이온수송단백의 종류에 따라 역할이나 

작용모드가 어떻게 왜 다른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한 상태이고, 어떤 

단계에서 세포막 삽입을 조절하는지도 정확히 밝혀진 바는 없다. 

때문에 앞으로 M3 수용체의 경우에는 각각 어떤 경우에 속하는지, 

WNK4가 어떤 분자기전을 이용하여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양을 

조절하고 있는지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부분이 명확해 진다면, WNK4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돕는 데는 

물론이고 이 조절이 갖는 생리적인 의미를 찾는데 중요한 열쇠가 

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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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세포막 삽입 과정과 발현 양을 조절하는 조절자로 

알려진 WNK4(with-no-lysine(K)4)가 이온 수송단백뿐만 아니라 G-

단백 연결 수용체(GPCR)의 조절에도 관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분자적 접근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WNK4와 M3 수용체는 WNK4의 kinase domain 부분과 M3 수용체의 

세번째 세포내 고리 부분을 이용하여 결합하고 있다  

 

2. WNK4는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을 감소시키며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상을 감소시킨다 

 

3. WNK4에서 세포내 발현 위치를 결정하는 부위는 kinase domain이 

존재하는 부분이 아닌 카르복시말단 부위이다. 

 

4. WNK4는 pilocarpine 자극에 의한 M3 수용체의 칼슘신호유발 

활성을 감소시킨다.  

 

5. 생쥐의 턱밑샘 조직에서 M3 수용체와 WNK4는 공동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두 단백의 활성을 통해 턱밑샘의 효소 분비 기능을 

조절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위의 결과들을 통해 WNK4는 M3 수용체의 세포막 발현 양을 

감소시켜 M3 수용체의 활성을 감소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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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th-No-Lysine (K) kinase 4 (WNK4), a serine/threonine kinase, is 

known to act as a molecular switch in ion transporter insertion into the 
membrane. Previous studies showed that WNK4 regulates various ion 
transporters such as NCC and ROMK. In the present study, it was 
found that WNK4 regulates not only ion channels but also G-protein 
coupled receptor (GPCR), M3 muscarinic receptor (M3), and the 
physiologic role of the regulation by WNK4 was investigated.  
WNK4 was interacted with the third intracellular loop of M3 though 

WNK4 kinase domain. Cell surface expression of M3 upon co-
expression of WNK4 showed that WNK4 decreased the cell surface 
expression of M3 and immunostaining result also suppor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WNK4 on the activity of M3, pilocarpine 

induced Ca2+ evocation capacity via M3 were measured in Fura-2/AM-
loaded HEK293 cells. WNK4 co-expression showed decreased Ca2+ 
evocation responses of M3 activity.  
In the mouse submandibular gland data indicated that both WNK4 and 

M3 are co-expressed. This co-expression implies that WNK4 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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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n M3 is involved in the secretory function in the excocrine gland. 
However, it is not known to which regulatory mechanism WNK4 is 
involv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WNK4 interact with M3 and activity of M3 
is down-regulated by WNK4 via reduced surface expression.  
 
Key word: WNK4, G-protein coupled receptor, M3 muscarinic receptor , 
surface express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