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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자궁평활근 수축에 rho A/ROK에 의한 Ca2 sensitization의 역할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여러 가지 수축제에 의해 증가된 수축력은 분만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수축제는 G-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 기전을 통해 자궁평활근 수축

요소의 Ca2
에 대한 감수성 (Ca2 sensitivity)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쥐와

사람의 자궁평활근에서 rho A 및 rho-associated kinase (ROK)의 mRNA의 양이 비 임신 쥐

보다 증가됨이 보고되었으며, rho A와 ROK이 carbachol 자극에 의해 세포질에서 세포막으

로 전위(translocation)되는 것이 보고되었다. 비록 이러한 보고들이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

서 rho A 및 ROK이 Ca2 sensitization에 관여한다고 제안을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 쥐 자궁

평활근의 Ca2 sensitization에 rho A 및 ROK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임신 쥐 자궁평활근에서 수축력과 세포내 Ca2 농도,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수축력, western blot 및 20 kDa myosin light chain (MLC2 0) 인산화를 측정함으

로서 protein kinase C (PKC)와 rho A 단백질에 의한 Ca2 sensitization이 임신기간동안 자궁

평활근의 수축력 증가에 관여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carbachol은 세포내 Ca2 농도와 장력을 동시에 증가시켰으며,

주어진 Ca2 농도에서 고농도 K 용액보다 큰 수축력을 보였다. ROK 억제제인 Y-27632는

carbachol에 의한 세포내 Ca2 농도의 증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수축은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감소시켰다. PKC 억제제인 staurosporine 역시 carbachol에 의한 세포내 Ca2 농도

의 증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수축은 다소 감소 시켰다. 그러나 그 감소정도는 통계적

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carbachol은 pCa 6.7에서 점진적이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축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carbachol에 의한 수축은 Y-27632와 stau-

rosporine에 의해 억제되었으나 Y-27632의 경우에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 자궁평활근에

서 immunoblotting 결과 PKCα, PKCβ, PKCζ및 PKCε이 존재하였고 rho A 역시 존재하였

다. Carbachol이 rho A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이의 전위정도를 관찰해

본 결과 rho A 단백질이 carbachol에 의해 세포질에서 세포막으로 전위되었다. Carbachol은

MLC2 0 인산화를 증가시켰으나 이러한 증가는 Y-27632에 의해 억제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carbachol에 의한 수축은

세포내 Ca2 농도의 증가와 Ca2 sensitization 기전에 의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a2 sensitization에는 rho A/ROK을 통한 MLC2 0 인산화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PKC

도 어느 정도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rho A, rho-associated kinase (ROK), PKC, 자궁평활근, Ca2 sensitization, Y-2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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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궁 평활근 수축에 rho A/ROK에 의한 Ca2 sensitization의 역할

＜지도 이 영 호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오 재 환

I . 서 론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여러 가지 수축제에 의해 증가된 수축력은 분만에 매우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이러한 수축제는 G-단백질에 의해 조절되는 기전을 통해 자궁평활근 수축

요소의 Ca2
에 대한 감수성(Ca2 sensitivity)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또한 쥐

와 사람의 자궁평활근에서 rho A 및 rho-associated kinase (ROK)의 mRNA의 양이 비임신

쥐보다 증가됨이 보고되었으며,3 rho A와 ROK이 carbachol 자극에 의해 세포질에서 세포막

으로 전위(translocation)되는 것이 보고되었다.4 비록 이러한 보고들이 임신 쥐의 자궁평활

근에서 rho A 및 ROK이 Ca2 sensitization에 관여한다고 제안을 하지만 아직까지 임신 쥐

자궁평활근의 Ca2 sensitization에 rho A 및 ROK의 역할을 직접적으로 규명한 연구는 없었

다. 또한 임신기간동안 자궁평활근의 수축력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가 임신기간동안 변

화되는데 이러한 변화에 관여하는 기전은 단지 부분적으로 밝혀졌을 뿐 거의 규명되지 않

았다.5

수축제에 의한 자궁평활근의 수축은 두 개의 주요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진다. 그 하나는

수축제에 의한 세포내 Ca2 농도의 증가이다. 즉, 수축제가 그의 수용체에 결합하였을 때

세포막을 통한 Ca2 유입 및 세포내 Ca2 저장소로부터의 Ca2 유리에 의해 세포내 Ca2

농도([Ca2 ]i)가 증가하면 Ca2 /calmodulin 의존형 효소인 myosin light chain kinase (MLCK)

에 의해 20 kDa myosin light chain (MLC20)이 인산화되어 수축이 유발되는 것이다.6 평활근

의 이완은 myosin light chain phosphatase (MLCP)에 의해 MLC20의 탈인산화에 의해 일어난

다.7 수축제가 자궁평활근의 수축력을 증가시킬 수 있는 다른 하나의 기전은 Ca2 에 대한

근 수축요소(contractile element)의 감수성 증가이다.8,9 이 과정은 자궁평활근을 포함한 몇몇

조직에서 연구결과 MLC20의 인산화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4 , 10- 14 이러한

Ca2 sensitization은 일부조직에서 thin filament와 관련된 조절에 의할 것이라는 보고8가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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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나, 주로 MLCP의 억제에 의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4 , 15 MLCP의 억제는 arachidonic acid

에 의한 MLCP holoenzyme의 subunit이 해리되거나
16, 17

또는 protein kinase C (PKC)의 작용
18,19

을 통한 MLCP의 myosin targeting subunit (MYPT)의 인산화 등에 의해 일어날 것이라 제안

되어졌다.

한편, small G-단백질인 rho A를 막 투과성을 증가시킨 평활근(permeabilized smooth

muscle)에 투여하였을 때 Ca2 sensitization을 야기하며,20
역으로 ADP-ribosylation이나 glu-

cosylation에 의해 rho A 기능을 억제하였을 때 Ca2 sensitization의 감소
20-22

와 평활근에서

지속되는 수축이 억제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2 3,24
따라서 rho A가 수축제에 의한 Ca2

sensitiz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추측된다. 또한 rho A에 의해 활성화되는 ROK은

미오신(myosin)25
과 MYPT를 인산화시키고,26

활성화 형태의 ROK은 Triton X-100을 처치한

근육에서 수축을 유발하며,15 ROK의 선택적 억제제인 Y-27632는 혈관평활근에서 phenyl-

ephrine에 의한 수축을 억제한다는 것
27
이 보고되었다. 이런 실험결과들은 ROK가 Ca2

sensitization을 유발하는 신호전달체계에 관여하는 중요한 구성요소임을 암시한다.

평활근의 수축력은 [Ca2 ]i와 Ca2
에 대한 감수성에 의해 결정되는 만큼 수축제에 의한

Ca2 sensitization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수축제 자극시에 수축력과 함께 [Ca2 ]i를 동시에

측정하여야 하며, Ca2 sensitization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PKC 및

ROK의 억제제에 의한 수축력 변화시에 Ca2
농도 또한 동시에 측정하여 규명하여야 한

다. 또한 이러한 실험조건에서 Ca2 sensitization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의 최종단계를

확인하기 위해 MLC20 인산화를 측정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아울러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

세포에서 세포내 Ca2 농도가 일정하게 고정된 상태에서 PKC 억제제 및 Y-27632의 효과

를 확인하여야 만이 Ca2 sensitization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를 규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임신 쥐 자궁평활근에서 수축력과 [Ca2 ]i,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

세포에서 수축력, western blot 및 MLC20 인산화를 측정함으로서 Ca2 sensitiz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KC와 rho A 단백질에 의한 Ca2 sensitization이 임신기간동안 자궁평활근의

수축력 증가에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II .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가 . 실험동물

실험동물로는 임신 19∼21일째 쥐(Sprague-Dawley rat)를 사용하였다.

나 . 약물

본 실험에 사용한 약물로서 carbachol, staurosporine 및 western blot의 일반적인 시약은

Sigma회사(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fura-2/AM (acetoxymethyl ester)은 M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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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ar Probe회사(Eugene, OR, USA)로부터, PKC 일차항체인 PKCε, PKCζ 및 rho A의 일차

항체인 Rho A는 Santa Cruz회사(Santa Cruz, CA, USA)로부터, 그리고 PKC 일차항체인 PKC

α 및 PKCβ (βI and βII)는 Transduction Laboratory회사(San Diego, CA, USA)로부터 구입하

였다. Y-27632는 Welfide Corporation (Osaka, Japan)으로부터 기증받았다.

2. 실험방법

가 . 실험표본제작

임신 19∼21일째의 쥐로부터 자궁평활근을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제작하였다. 먼저

임신 쥐를 경추탈골로 희생시킨 후 자궁평활근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조직을 100% O2로

포화시킨 정상 Tyrode 용액(mM: NaCl 154, KCl 5.4, CaCl2 2, MgSO4 1.2, HEPES [4-(2-

hydroxyethyl)-1-piperazineethanesulfonic acid] 10, glucose 12; pH 7.4)에 담근 상태에서 현미경

하에서 조직 주위의 응고된 혈액을 안과용 미세가위 및 핀셑을 이용하여 조심스럽게 제거

하였다. 이후 자궁평활근을 절편형태(길이 3∼4 mm, 폭 1 mm)로 만들어 기체가 공급되고

37oC로 일정하게 유지되는 정상 Tyrode 용액에서 1시간 정도 평형시킨 다음 장력과 [Ca2 ]i

측정에 사용하였다. 일부의 조직은 정상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mM: NaCl

137, KCl 5.4, KH2PO4 0.44, NaHCO3 4.17, NaH2PO4 0.42, dextrose 5.5, HEPES 10, CaCl2 1,

MgCl2 1; pH 7.4)에서 30∼35개의 절편형태(길이 3∼4 mm, 폭 1 mm)로 만든 다음, 다시 1

mm2 정도의 작은 절편으로 절개한 후 단일세포 분리에 사용하였다.

나 . [Ca2 ]i와 수축 측정

(1) 세포내 fura-2/AM 축적방법 : [Ca2 ]i 측정은 형광지시약인 fura-2/AM을 이용하였다.

먼저 장력과 [Ca2 ]i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한 실험표본을 10 μM fura-2/AM이 존재하는 정

상 Tyrode 용액에 3∼4시간 실내온도에서 항온반응(incubation)하여 fura-2/AM을 세포내에

축적시켰다. 이때 fura-2/AM의 용해도를 증가시키기 위해 cremophor EL (0.01%)을 용액내

에 첨가하였다. 이후 실험표본을 정상 Tyrode용액에 30분간 항온반응하여 근육 외부에 묻

은 fura-2/AM을 세척하고 세포내 fura-2/AM을 탈에스테르화(deesterification)시켰다.

(2) [Ca2 ]i와 장력의 동시 측정: 30분간의 세척과정 후 조직절편에서의 장력 변화와 [Ca2 ]i

변화의 동시 측정은 Intracellular Ion Analyzer (JASCO Model CAF 110)를 이용하여 Ozaki등

의 방법28에 따라 실시하였다. Fura-2가 축적된 근육 절편을 온도가 37oC로 조절되는 항온

수조에 수직으로 고정하고, 한쪽 끝은 근육의 장력을 측정하기 위해 장력측정기(Harvard)

에 고정하였다. 근육의 다른 한쪽은 근육 조직에 자외선이 통과할 수 있도록 장력 측정의

반대쪽으로 고정하였다. 따라서 근육에서 발생되는 장력은 장력발생기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하고, 동시에 자외선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형광반응을 동일한 컴퓨터에 저장하여 결

과를 분석하였다(Fig. 1).

상기의 방법으로 고정된 근육절편에서 [Ca2 ]i를 장력과 동시에 측정하기 위해서는 두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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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excitation light를 조직에 조사한 후 발생되는 emission light (형광)를 측정하여 두 형광강

도의 비{R(F340/F380)}를 계산하여 [Ca2 ]i (fura-2 Ca2 signal)의 척도로 하였다. 즉 excitation

light는 rotating filter wheel (48 Hz)이 장착된 제논 램프에서 발사되는데, 이 때 filter wheel

은 340 nm와 380 nm의 interface filter를 가지고 있다. 두 개의 excitation light의 조사에 의해

발생되는 형광을 500 nm filter를 통해 수집한 후 340 nm의 excitation light에 의한 형광강도

와 380 nm의 excitation light에 의한 형광강도의 비를 계산하였다.

안정시의 자궁평활근에서 발생되는 [Ca2 ]i 및 장력의 변화를 측정하면서 [Ca2 ]i와 장력

이 일정해졌을 때 고농도 K 용액(40 mM; 정상 Tyrode 용액에서 KCl의 농도를 40 mM로

한 것)과 carbachol을 처치하여 [Ca2 ]i 및 장력의 변화를 측정하였고, carbachol에 의한 [Ca2 ]i

및 장력의 변화가 일정해졌을 때 staurosporine 및 Y-27632를 각각 처치하였을 때 [Ca2 ]i와

장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다 .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장력 측정

(1) 실험용액 :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의 장력측정에 사용된 Ca2 완충액은 itera-

tive computer program에 따라 조제하였다. 이때 이온강도(ionic strength)는 0.2 M이며 MOPS

(4-morpholinepropanesulfonic acid)를 사용하여 완충액의 pH를 7.0으로 맞추었다. 용액의 조

Fig. 1. Block diagram of the apparatus of fluorescence spectrometer specially designed for smooth muscle str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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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은 다음과 같다. Ca2 , 1 nM∼0.1 mM; Mg2 , 1 mM; K , 135 mM; MgATP, 3 mM; EGTA

[ethylene glycol-bis (β-aminoethyl ether) N,N,N' ,N'-tetraacetic acid], 15 mM; MOPS, ＞15 mM;

phosphocreatine, 15 mM; creatine kinase, 20 units/ml.

(2) 단일세포 분리 : 조직 절편으로부터의 단일세포는 소화효소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조직 절편을 1.9 mg/ml CLS 2 collagenase (type II, 228 U/mg; Worthington Biochemical,

Freehold, NJ, USA), 1 mg/ml elastase (Grade II, 3.65 U/mg; Boehringer Mannaheim, Indiana-

polis, IN, USA), 1.5 mg/ml trypsin inhibitor (type II-S, Sigma) 및 1% bovine serum albumin

(GibcoBRL, Grand Island, NY, USA)이 함유된 7.5 ml Ca2 -Mg2 -free HBSS (정상 HBSS용액

에서 Ca2
과 Mg2

을 제외한 용액)에 넣어 34oC에서 30분간 항온반응하였다. 이후 조직이

함유된 항온반응용액을 nylon mesh (직경 500 μm)에 통과시켰고, 냉각된(4oC) 정상 HBSS

15 ml으로 조직을 세척하여 여과시켰다. 여과된 용액을 여러 개의 덮개유리(cover slip)에

부어 4oC로 유지하면서 분리된 세포가 덮개유리에 부착되게 하였다.

(3) 단일세포에서 장력 측정 : 단일세포가 함유된 덮개유리를 니콘도립현미경(Nikon

inverted microscope)의 movable stage에 올려놓는다. 단일세포의 투과성 증가는 30 mg/ml

saponin이 함유된 이완용액(pCa 9)을 단일세포에 5분간 노출시켜 만들었다. 이후 용액을

saponin이 존재하지 않는 pCa 6.7 용액으로 바꾼 후 장력 실험을 시행하였다. 수축실험에

사용될 단일세포는 위상차현미경에서 감소된 phase luscence를 보이며, 핵이 뚜렷하고 길이

가 180 mm 이상이면서 덮개유리에 단단히 고정된 세포를 선택하였다. 장력측정에 사용된

microtools (Glass 1BRL, W/FIL 1.0 mm, 1B100F-4, 12773-08H, World Precision Instruments,

Sarasota, FL, USA)은 micropipette puller를 이용하여 만들었는데 tip의 직경이 5 μm 이하인

것을 사용하였다. Microtool의 tip을 세포 표면에 약 45o의 각도로 붙이고 2∼3분간 가만히

두어 tip과 세포표면이 잘 부착되게 하였다. 세포와 부착된 microtool은 미세 장력측정기

(Cambridge model 400A)에 연결되게 하였고 다른 하나의 microtool은 세포의 다른 끝을 살

며시 눌러 세포가 움직이지 않게 하였다. 두 microtool이 세포와 부착된 후 microtool 간격

이 처음 세포길이의 110%가 되게 벌렸다. 3∼5분간 기선기록(baseline recording)을 하여 안

정장력을 얻은 후에 실험을 시행하였고 약물에 의한 장력변화는 2∼3분간 장력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상태에 도달하였을 때로 하였다. 모든 실험은 실내온도(20∼21oC)에서 실시

하였다.

라 . Western blot

분리된 조직을 액체질소로 냉각된(liquid N2-cooled) 액체 chlorodifluoromethane을 이용하

여 얼린 후 50 mM Tris (pH 7.4), 10% glycerol, 5 mM EGTA, 140 mM NaCl, 1.0% Nonidet

P-40, 5.5 mM leupeptin, 5.5 mM pepstatin, 20 KIU aprotinin, 1 mM Na3VO4 , 10 mM NaF,

0.25% (wt/vol) sodium deoxycholate, 100μM ZnCl2 , 20 mM β-glycerophosphate, 20μ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가 함유된 용액에서 균질화(homogenization)시켰다. 동일한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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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질양의 시료(25μg protein/lane)를 10%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시킨 후 Milli-

pore Immobilon-P membrane에 transfer시켰다. Membrane을 5% dried milk가 함유된 PBS-

Tween buffer에서 1시간 동안 실내온도에서 항온반응한 후 일차항체, PKCα (1：1,000;

Transduction Laboratory), PKCβ (βI and βII; 1：250; Transduction Laboratory), PKCε (1：

1,000; Santa Cruz), PKCζ (1：1,000; Santa Cruz), 및 Rho A (1：500; Santa Cruz) 존재하에

4oC에서 하룻밤동안 항온반응하였다. 다음날 membrane을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

conjugated secondary antibody (1：10,000; Calbiochem, San Diego, CA, USA)에 1시간 동안

실내온도에서 항온반응하였다. Immunoreactive band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Arlington Heights, IL, USA)로 발색시켰다. ECL에 의해 발색된 필름을 주사

(scan)한 다음 PKC isoform들의 상대적인 양은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NIH) Image를 사

용하여 정량하였다.

조직에서 carbachol에 의한 rho A의 전위를 규명하기 위해 적절한 실험조건(실내온도;

20oC 내외)에서 얻은 조직을 액체질소로 냉각된 액체 chlorodifluoromethane을 이용하여 얼

린 후 균질화 용액{200 mM Tris-HCl (pH 7.4), 0.3 M sucrose, 5 mM EDTA, 5 mM DTT, 10

mM EGTA, 0.3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0.3% 2-mercaptoethanol}에서 균질화시켰

다. 균질화된 부유액으로부터 세포질성분을 분리하기 위해 균질화된 부유액을 100,000 g

(4oC)에서 60분간 원심분리시킨 다음 상층액을 취하였고, 세포막성분은 침전물을 0.1%

Triton X-100이 첨가된 균질화 용액에 부유시켜 혼합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

다. 상기의 방법으로 얻은 두 성분을 western blot과 동일한 방법으로 immunoblot하였다. 이

때 rho A의 일차항체는 Rho A (1：500; Santa Cruz)를 사용하였다.

마 . 20 kDa myosin light chain 인산화 측정

MLC20 인산화는 glycerol-urea minigel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실내온도(20oC 내외)에서

장력측정을 시행한 조직을 장력측정 장치로부터 분리하여 액체질소로 냉각된 액체 chlo-

rodifluoromethane에 얼린 후 200μl의 urea sample buffer {8.0 M urea, 20 mM Tris base, 23

mM glycine (pH 8.6), 10 mM DTT, 10% glycerol, 0.04% bromphenol blue}에서 혼합한 다음

상층액을 glycerol-urea minigel (10% acrylamide/0.8% bisacrylamide, 40% glycerol, 20 mM Tris

base, 23 mM glycine)에 loading하여 400 V에서 전기영동을 시행하였다. Gel로부터 Millipore

Immobilon-P membrane에 단백질의 electrophoretic transfer를 실시하였다. Membrane을 5%

dried milk가 함유된 PBS-Tween buffer에서 60분간 항온반응시킨 다음 specific MLC20

monoclonal antibody (1：1000, Sigma)와 반응시키기 위해 4oC에서 하룻밤동안 항온반응

시켰다. 그후 blot을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mouse IgG (I：10,000; Calbio-

chem)와 반응시킨 다음 ECL로 발색시켰다. MLC20 band는 NIH Image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고, MLC20 인산화 정도는 MLC20의 총면적에 대한 인산화된 MLC20의 백분율로 계

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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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mean±S.E.로 표시하였고, 각 실험군 간의 통계처리는 student t test를

실시하여 p 값이 0.05 이하인 것을 유의한 것으로 하였다.

III . 결 과

1. Carbachol이 임신 쥐 자궁평활근의 [Ca2 ]i와 장력에 미치는 영향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수축제에 의한 수축시에 Ca2 sensitization 기전이 관여하는 지를

규명하기 위해 carbachol 및 oxytocin이 [Ca2 ]i와 수축력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임신

19∼21일째 쥐로부터 분리한 자궁평활근에 fura-2를 축적시킨 다음 37oC로 유지되는 항온

수조에서 0.6 g의 안정장력을 가하였을 경우 [Ca2 ]i와 장력이 규칙적이며 자발적인 oscilla-

tion 현상을 보였다(Fig. 2). 이러한 oscillation이 일정해진 다음 고농도 K 용액(40 mM K

용액)과 carbachol (50μM)을 처치하여 [Ca2 ]i와 장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Fig. 2A에서 보

는 바와 같이 고농도 K 용액과 carbachol 모두 [Ca2 ]i의 증가와 함께 장력을 증가시켰으나

고농도 K 용액과 carbachol에 의한 [Ca2 ]i의 증가는 비슷한 반면 carbachol에 의한 수축력이

고농도 K 용액에 의한 것보다 큰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K 농도를 달리한 고농도 K 용액

Fig. 2. Effect of carbachol on the fura-2 Ca2 ratio and the tension in pregnant rat uterine smooth muscle. A.
Typical record of the fura-2 Ca2 ratio [R(F340/F3 80)] (top) and the tension (bottom) evoked by high K solution
(40K) and 100 μM carbachol (CCh) in isolated myometrial strip of pregnant rat. B: [Ca2 ]i-tension relationship
obtained by cumulative addition of KCl (○) or carbachol (●) in isolated myometrial strip of pregnant rat. Data
are expressed as relative percentage of 100 mM K -induced respo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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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여러 농도의 carbachol을 처치하여 [Ca2 ]i와 장력을 측정해 본 결과 주어진 [Ca2 ]i에서

carbachol이 고농도 K 용액보다 더욱 더 큰 수축을 유발하여 carbachol에 의한 수축에 Ca2

sensitization 기전이 관여함을 알 수 있었다(Fig. 2B). 즉 100 mM K 용액에 의한 [Ca2 ]i와 장

력을 100%로 하였을 때 25, 40 및 60 mM K 용액에 의한 [Ca2 ]i는 각각 15±9.2%, 46.2±

11.4% 및 84.7±16.5%로 증가하였으며 이때 장력은 각각 20.8±11%, 46.3±7.6% 및 70±

9.8% (n=7)로 증가하였다. 또한 10, 50 및 100μM carbachol에 의한 [Ca2 ]i는 각각 20.2±

14.2%, 56.8±19.4% 및 90.1±16.1%로 증가하였으며 이 때 장력은 각각 38.8±9.3%, 83.9±

11.6% 및 138.1±19.8% (n=7)로 증가하였다. Oxytocin (20 nM) 또한 carbachol과 유사한 현상

을 보였다.

2. ROK 및 PKC 억제제가 carbachol에 의한 [Ca2 ]i와 장력 증가에 미치는 영향

Carbachol에 의한 Ca2 sensitization에 rhoA/ROK 및 PKC가 관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carbachol에 의한 [Ca2 ]i와 장력의 증가가 일정해졌을 때 ROK 억제제인 Y-27632와 PKC

억제제인 staurosporine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Fig.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μM carbachol

은 [Ca2 ]i와 장력을 증가시키는데 있어서 두 가지 다른 현상을 보였다. 즉 carbachol을 처

치하였을 경우 증가된 [Ca2 ]i와 장력이 유지되는 경우(Fig. 3A)와 유지되지 않고 oscillation

되는 형태(Fig. 3B)로 나타났으며, 유지되지 않고 oscillation되는 경우가 더욱 더 많이(24번

의 실험예중 19예) 기록되었다. 그러나 두 가지 경우 모두에서 ROK 억제제인 Y-27632 (10

Fig. 3. Typical record of effect of Y-27632 on the carbachol-induced increase in the fura-2 Ca2 ratio and tension.
10μM Y-27632 was added when carbachol (100μM CCh)-induced increase in ratio [R(F340/F380)] and tension
was s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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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는 carbachol에 의해 증가된 [Ca2 ]i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장력은 현저하게 감소

시켰다. 즉 carbachol에 의한 [Ca2 ]i와 장력의 증가를 100%로 하였을 때 Y-27632가 존재하

는 경우 carbachol에 의한 [Ca2 ]i는 96.6±4.3%인 반면에 장력은 43.9±16.3% (n=6)로 현저

하게(p＜0.05) 감소되었다(Fig. 4).

Fig. 4.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Y-27632 on the carbachol-induced
increase in the fura-2 Ca2 ratio and tension. Data are expressed as relative
percentage of carbachol respons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S.E.
(n=6). *: p＜0.05 compared with contraction induced by carbachol alone.

Fig. 5. Effect of staurosporine on the carbachol-induced increase in the fura-2 Ca2 ratio and tension. A: Typical
record of effect of staurosporine on the carbachol-induced response. B: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Y-27632
on the carbachol-induced response. 20 nM staurosporine was added when carbachol (100μM CCh)-induced
increase in ratio [R(F340/F3 80)] and tension was stable. Data are expressed as relative percentage of carbachol
respons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S.E.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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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carbachol에 의한 Ca2 sensitization에 PKC가 관여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PKC 억제제인 staurosporine과 calphostin C의 효과를 관찰하였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staurosporine (20 nM)은 carbachol에 의해 증가된 [Ca2 ]i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장력은 조금 감소시켰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Fig. 5A). 즉 carbachol

에 의한 [Ca2 ]i와 장력의 증가를 100%로 하였을 때 staurosporine이 존재하는 경우 carba-

chol에 의한 [Ca2 ]i는 97.2±2.1%인 반면에 장력은 80±6.1% (n=5)이였다(Fig. 5B). Calphos-

tin C (5×10 7 M) 역시 staurosporine과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3.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ROK 및 PKC 억제제가 carbachol에 의한 수축에 미

치는 영향

[Ca2 ]i와 장력의 실험에서 carbachol에 의한 Ca2 sensitization에 rho A/ROK 및 PKC가 관

여하는지를 규명하였으나 이를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한번 더 확인하고자 하였

Fig. 6. Effect of Y-27632 and staurosporine on carbachol-induced contraction in single
permeabilized myometrial cell at pCa 6.7. A: Force recording in response to carbachol (100
μM). B: Effect of Y-27632 (10μM) on carbachol-induced contraction. C: Effect of stauro-
sporine on carbachol-induced contraction. D: Statistical analysis of the effects of Y-27632
and staurosporine on carbachol-induced contraction. Dashed line indicate baseline force at
pCa 6.7.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S.E. (n=4-5). *: p＜0.05 compared with con-
traction induced by carbachol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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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수축제에 의해 유발되는 수축은 실험조건상 Ca2

sensitization에 의해 유발되는 수축이다. 따라서 carbachol이 이러한 조건에서 수축을 유발하

는지를 먼저 관찰하였다. Fig. 6A에서 보는 바와 같이 pCa 7.0 이하에서는 carbachol이 수축

을 유발하지 못하였으나, 준최대의(submaximal) Ca2 농도인 pCa 6.7에서 carbachol은 점진

적이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축을 유발하였다. 100μM carbachol에 의한 수축의 크기는

468.5±13.8μg (n=4, Fig. 6D)이었다. 이러한 carbachol에 의한 수축은 10μM Y-27632 처치에

의해 241.9±21μg (n=5)으로 의의있게(p＜0.05) 감소하였으나(Fig. 6B & D), 20 nM stauro-

sporine에 의해서는 398.1±14μg (n=4)으로 다소 감소하기는 하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

았다(Fig. 6C & D).

4. Carbachol이 rho A 단백질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 존재하는 PKC isoform과 rho A의 존재를 규명하기 위해 각각에

대한 항체를 사용해 immunoblotting을 실시한 결과 Fig. 7에 나타낸 바와 같다. 그림에서 보

는 바와 같이 자궁평활근에는 PKC isoform으로는 PKCα, PKCβ, PKCζ 및 PKCε이 존재

하였으며 rho A 또한 존재하였다. 동일한 단백질양의 시료를 immunoblotting한 결과 PKC

isoform보다는 rho A 단백질에 의한 immunoblotting band가 더욱 더 강하게 나타났으며,

PKC isoform 중에서는 PKCβ 및 PKCζ에 의한 band가 PKCα 및 PKCε에 의한 band보다

Fig. 7. Immunoblots of PKC-α, -β, -ζ, -ε, and rho A in isolated
myometrial strips of pregnant rat. Immunoblots are representative of five
independent preparations. NP: non-pregnant rat, P: pregnant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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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하게 나타났다. 비교의 목적으로 임신하지 않는 쥐의 자궁평활근에서도 동일한 실험을

시행하였다.

Carbachol에 의해서 rho A가 활성화되는지를 규명하기 위해 rho A가 carbachol에 의해 전

위되는지를 세포질과 세포막 성분에서 rho A의 함량변화를 관찰하였다(Fig. 8). Fig. 8에서

보는 바와 같이 carbachol 처치 1, 5, 및 10분 후 조직을 급속냉동시켜 세포질과 세포막 성

분을 분리하여 rho A의 양을 western blot으로 확인한 결과 carbachol을 처치한 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rho A의 세포막 성분이 증가하였다.

5. ROK 억제제인 Y-27632가 carbachol에 의한 20 kDa myosin light chain 인산화에 미

치는 영향

Carbachol에 의해 rho A 단백질이 활성화되었을 때 이에 의한 Ca2 sensitization에 관여하

는 이후의 신호전달체계를 규명하기 위해 MLC20 인산화의 변화를 측정하였다(Fig. 9). 그

Fig. 8. Translocation of rho A by carbachol stimulation. Top: Carbachol-
induced translocation of rho A. Results are representative of three
experiments showing that rho A is translocated from the cytosol to the
membrane fraction. Bottom: Statistical analysis for changes in membrane
fraction by carbachol. C: cytosol, M: membrane, Cont.: no treated carbachol
stri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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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에서 보는 바와 같이 MLC20 인산화는 carbachol을 처치하지 않은 조직(11.4±4.2%)에서

보다 carbachol 처치 10분경에(28.2±6.7%) 의의있게(p＜0.05; n=3) 증가되었으나, 이러한 증

가는 10μM Y-27632의 전저치에 의해 현저하게 억제(18.3±3.2%; p＜0.05; n=3)되었다.

IV . 고 찰

본 연구는 임신 쥐 자궁평활근에서 수축제에 의한 Ca2 sensitization에서 rho A/ROK 및

PKC가 관여하는지 규명하고자 한 것으로, 본 연구결과 임신 쥐 자궁평활근에서 carbachol

에 의한 수축에 Ca2 sensitization이 관여하고 이러한 Ca2 sensitization에 rho A/ROK이 관

여한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증명하였다. 본 연구결과 carbachol은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rho A를 세포질에서 세포막으로 전위시켰고, [Ca2 ]i를 증가시켰으며 MLC20의 인산화와 장

력을 증가시켰다. [Ca2 ]i와 장력의 동시측정 실험에서 carbachol은 동일한 [Ca2 ]i에서 고농

Fig. 9. Changes in 20 kDa myosin light chain phosphorylation with
carbachol and effects of Y-27632. Top: Changes in 20 KDa myosin light
chain (MLC20) phosphorylation by carbachol (100μM) stimulation. Results
are representative of four experiments. Bottom: Statistical analysis for
changes in phosphorylation fraction.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S.E.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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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 K 용액에 의한 수축보다 큰 수축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결과
10
와 일치

하는 것으로서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 수축제에 의한 Ca2 sensitization이 존재함을 의미

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Ca2 ]i가 고정된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 실험에서도 carbachol

은 지속적이며 점진적인 수축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실험결과들은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

에서 carbachol에 의한 수축에 Ca2 sensitization이 관여한다는 증거이다.

Rho A/ROK이 여러 평활근 조직에서 수축제에 의한 Ca2 senisitiz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이래 ADP-ribosylation20 ,23
이나 monoglucosylation20

에 의한 rho A의 비활

성화는 Ca2 sensitization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rho A의 세포막 분포는 다른

평활근 조직에서 rho A의 Ca2 sensitiz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하고 있다. 즉

안정시 rho A는 rho A-GDI (guanine nucleotide dissociation inhibitor)와 결합하여 세포질 전체

에 산재해 있으나,4 ,29
수축제에 의해 rho A는 세포막으로 전위된다는 실험결과가 분리된

단일세포를 사용한 동초점 면역형광 현미경(confocal immunofluorescence microscopy)에 의

해 입증되었다.4 ,30
본 연구에서도 세포질 성분과 세포막 성분을 분리하여 rho A의 분포를

western blot으로 확인한 결과 carbachol은 rho A를 세포질로부터 세포막으로 전위시킴을 확

인하였다.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carbachol에 의한 Ca2 sensitization에 관여하는 신호전달체계

를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ROK의 선택적 억제제인 Y-2763227
의 효과를 관

찰하였다. [Ca2 ]i와 장력의 동시측정 실험에서 Y-27632는 세포내 Ca2 농도에는 거의 영

향이 없으면서 carbachol에 의한 수축은 현저하게 억제시켰다. 또한 Y-27632는 투과성이 증

가된 단일세포의 장력실험에서도 carbachol에 의한 수축을 억제시켰다. 따라서 ROK의 억

제는 carbachol에 의한 자궁평활근의 수축을 억제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의 연구결과들은 rho A/ROK이 MLCP의 myosin binding subunit를 인산화시켜 비활성

화시킴으로서 MLC20의 인산화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25 ,26 결국 rhoA/ROK이

활성화되면 총 MLC20의 인산화가 증가하고25 평활근의 수축력이 증가함이 보고되었다.15

본 연구에서도 carbachol에 의한 MLC20 인산화의 증가는 Y-27632에 의해 억제됨을 확인

하였다. Carbachol 처치시 [Ca2 ]i는 증가된 상태로 존재하고, Y-27632는 [Ca2 ]i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이러한 실험조건에서는 MLCK의 활성도에 변화가 나타나지 않을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carbachol에 의한 MLC20 인산화의 증가는 ROK 활성화에 따른 MLCP의

억제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rhoA/ROK과 더불어 PKC 또한 여러 평활근 조직에서 Ca2 sensitiz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이 제안되었다.8,9 , 11 또한 분리된 단일 자궁평활근 세포에서 동초점

면역형광 현미경을 이용한 실험에서 carbachol은 PKCα를 세포질에서 세포막으로 전위시

켜 활성화시키는 것이 입증되었다.4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PKC의 억제제인 staurosporine이

나 calphostin C를 이용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Ca2 ]i와 장력의 동시측정 실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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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urosporine과 calphostin C는 carbachol에 의한 [Ca2 ]i의 증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수축은 다소 감소시켰으며,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의 장력실험에서도 carbachol에 의한

수축을 다소 감소시켰다. 따라서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 PKCα, β, ζ 및 ε등의 isoform

들이 존재하고 이들이 이전의 연구결과4에서처럼 수축제에 의해 활성화되므로 Ca2

sensitization에 의한 수축력의 증가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되나 그 역할은 미약한 것 같다.

이상의 연구결과들을 종합하여 볼 때 rho A/ROK에 의한 신호전달 체계는 임신 쥐의 자

궁평활근에서 Ca2 sensitization에 의한 수축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최근

임신 쥐 및 사람의 자궁평활근에서 rho A 및 ROK의 mRNA의 양이 비임신의 자궁평활근

에서보다 증가된 것이 보고되었다.3 그러므로 rho A 및 ROK의 활성화는 분만동안 자궁수

축제에 의한 수축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성공적인 출산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사료된다.

V . 결 론

임신 쥐 자궁평활근에서 수축력과 [Ca2 ]i,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수축력, west-

ern blot 및 MLC20 인산화를 측정함으로서 Ca2 sensitiza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KC와

rho A 단백질에 의한 Ca2 sensitization이 임신기간동안 자궁평활근의 수축력 증가에 관여

하는지를 규명하고자 실험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carbachol은 [Ca2 ]i와 장력을 동시에 증가시켰으며, 주어진

[Ca2 ]i에서 고농도 K 용액보다 큰 수축력을 보였다.

2. ROK 억제제인 Y-27632는 carbachol에 의한 [Ca2 ]i의 증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수축은 통계적으로 의의있게 감소시켰다. PKC 억제제인 staurosporine 역시 carbachol에 의

한 [Ca2 ]i의 증가에는 거의 영향이 없었으나 수축은 다소 감소시켰다. 그러나 그 감소정도

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3. 투과성이 증가된 단일세포에서 carbachol은 pCa 7.0 상태에서는 수축을 유발하지 않았

으나, pCa 6.7에서는 점진적이나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수축을 유발하였다. 이러한 carba-

chol에 의한 수축은 Y-27632와 staurosporine에 의해 억제되었으나 Y-27632의 경우에만 통

계적으로 유의하였다.

4. 자궁평활근에서 immunoblotting 결과 PKCα, PKCβ, PKCζ 및 PKCε이 존재하였고

rho A 역시 존재하였다. Rho A band가 PKC isoform에 의한 band보다 더욱 강하였으며,

PKC isoform 중에는 PKCβ 및 PKCζ가 PKCα 및 PKCε보다 강한 band를 보였다.

5. Carbachol이 rho A의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을 규명하기 위해 이의 전위정도를 관찰해

본 결과 rho A 단백질이 carbachol에 의해 세포질에서 세포막으로 전위되었다.

6. Carbachol은 20 kDa myosin light chain 인산화를 증가시켰으나 이러한 증가는 Y-2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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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억제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임신 쥐의 자궁평활근에서 carbachol에 의한 수축은

[Ca2 ]i와 Ca2 sensitization 기전에 의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Ca2 sensitization에는

rho A/ROK을 통한 MLC20 인산화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PKC도 어느 정도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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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Ca2 -sensitization by rhoA/ROK in contractility of
uterine smooth muscle

Jae-Hwan Oh

Dep artment of Brain Korea 21 Proj ect f or Med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Associate Professor Young-Ho Lee)

The contractions of the myometrium augmented by a variety of uterotonic agents play an
important role at parturition. These agonists have been reported to augment the Ca2 sensitivity
of the myometrium through a receptor-coupled, G-protein-mediated mechanism that has been
suggested, in part at least, to be mediated via activation of rho-associated kinase (ROK).
Interestingly, in myometria from both rat and humans the mRNA expression of rhoA and ROK
in the pregnant myometrium was increased in comparison to those in the non-pregnant
myometrium. We have also previously demonstrated in single isolated myometrial cells that rhoA
and ROK translocate from the cytosol to the membrane after carbachol stimulation supportive
of the notion that membranous relocalization of rhoA/ROK are necessary for agonist-induced
Ca2 sensitization. Although the above reports are suggestive of an involvement of rhoA and/or
ROK in the Ca2 sensitization phenomenon, the extent of the putative role of rhoA and ROK
in the contractile regulation of pregnant rat myometrium has not been fully elucidated. Therefore,
in the present study we examined the role of rhoA/ROK and protein kinase C (PKC), one of
candidate for Ca2 sensitization, on the Ca2 sensitization of carbachol-induced contraction of
the myometrium by measuring force production in single permeabilized cells, fura-2 Ca2 signals
and tension in intact tissues and the translocation of the rhoA and phosphorylation of MLC2 0

following agonist stimulation.
In measurement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intracellular Ca2 concentration ([Ca2 ]i) and

tension, carbachol evoked greater contraction than high K at a given [Ca2 ]i . Y-27632, a ROK
inhibitor, significantly decreased the carbachol-induced contraction without changing [Ca2 ]i but
staurosporine, a PKC inhibitor, slightly decreased carbachol-induced contraction. In tension
measurements of single hyperpermeable cells, carbachol evoked sustained contraction at pCa 6.7
and the carbachol-induced contractions were decreased by treatment with Y-27632 but not
staurosporine. Immunoblotting using isoform-specific antibodies showed the presence of PKCα,
PKCβ, PKCζ, PKCεand rho A in the pregnant rat myometrium. Rho A was translocated from
the cytosol to the cell membrane by carbachol. Phosphorylation of MLC2 0 was increased by
carbachol and the increased phosphorylation was blocked by treatment of tissue with Y-27632.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tivation of rho A/ROK pathways does play important role in
carbachol-induced Ca2 sensitization in pregnant rat myometrium.

Key Words: rhoA, rho-associated kinase (ROK), PKC, myometrium, Ca2 sensitization,
Y-27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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