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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수컷 흰쥐 주 골반 신경절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특성 규명

수컷 흰쥐의 주 골반 신경절(major pelvic ganglia, MPG)은 교감신경과 부

교감신경으로부터 입력을 받고, 방광, 전립선 및 음경 등을 지배하여 배뇨나 

발기 현상을 조절하는 자율 신경절이다. 일반적으로 교감 및 부교감 신경 모

두 절전․절후 신경간 시냅스 전달은 주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의

해 매개된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골반 신경절에서의 니코틴성 수

용체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주 골반 

신경절 세포에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전기생리학적 및 분자생물학

적 특성을 관찰하고, 이에 따른 자율 신경절의 흥분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

다.

실험 방법은 효소처리로 분리된 단일 골반 신경절 세포에서 dialyzed 혹은 

gramicidin-perforated patch clamp 방법으로 이온전류 및 막전압을 측정하

으며, 형광측정장치를 이용하여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를 측정하 다. 또 역전

사 연쇄중합반응(RT-PCR)을 시행하여 수용체 서브유닛들의 발현 정도를 확인

하 다.

막전압 고정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은 농도 의존적으로 내측 편향성 전류를 초

래하 으며, 역전 전압은 대략 0mV이었다. 최대전류 크기에 대한 효력은 교감

신경군 세포(EC50; 41.4μM)가 부교감신경군 세포(64.0μM)에 비해 크게 나타났

다.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발된 전류는 α3β4 수용체의 선택적 차단제인 

mecamylamine에 의해 민감하게 억제되었으며, 교감 및 부교감 신경군 세포들

을 비교한 결과 최대 전류치(IC50; 515nM vs. 288nM)와 이동 전하량(252nM 

vs. 41nM) 모두 부교감신경군 세포에서 효력이 크게 나타났다. RT-PCR을 통

해 골반 신경절에 발현된 니코틴성 수용체의 서브유닛들을 확인한 결과, α3

의 발현량이 현저히 컸으며 α2, α5, α7, β2, β4등도 발현되어 있었다. 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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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류 고정상태에서 두 세포군 모두 활동전압 형성과 함께 빠른 탈분극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부교감 신경군과 달리 교감 신경군 세포에서는 탈분극 이후 지

속되는 과분극이 관찰되었다.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나타나는 아세틸콜린의 과

분극 효과는 세포 내 칼슘이온을 chelation 하거나, Ca
2+
-activated K

+
 통로 차

단제중의 하나인 apamin에 의해 선택적으로 소실되었다. 아세틸콜린은 막전류 

고정상태에서 탈분극과 함께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를 증가시켰으며, -80mV로 

막전압을 고정한 상태에서도 내향성 전류와 함께 칼슘이온농도 증가가 관찰되

었다. 막전압 고정상태에서의 아세틸콜린에 의한 칼슘이온 증가는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체인 hexamethonium에 의해 완전히 차단되었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주 골반 신경절 세포들에는 α3 서브유

닛이 포함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절전 신경 말단

에서 분비된 아세틸콜린의 결합 시 막전압을 탈분극 시켜 활동전압을 형성하

고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시냅스간 흥분의 전달 및 조절 역

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주 골반 신경절,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세포 내 칼슘이온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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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컷 흰쥐 주 골반 신경절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특성 규명

<지도 이 중 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박     중     현

제1장 서 론

비뇨 및 생식기관(urinary and reproductive organ)은 척수로부터 내려온 교감 

및 부교감 신경에 의해 복잡하게 조절되고 있으며, 이러한 자율신경 지배는 비뇨

생식 기능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남성의 경우에는 자율

신경조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고 알려져 있는데, 질환이나 외상으로 인해 비슷한 

정도의 자율신경 손상이 있다 하더라도 남성에서는 생식기능 저하가 쉽게 초래되

는 반면 여성에서는 임신 및 출산에 지장을 주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하 다(Dail, 

1992). 비뇨 및 생식기관을 지배하는 교감 및 부교감 자율신경들은 이들 장기 주

변에서 골반총(pelvic plexus)을 형성하고 있다. 골반총의 해부 및 조직학적 특징

은 종(species)에 따라 많은 차이가 있으나, 대부분의 종에서는 작게 서로 연결되

어진 신경절들이 복잡한 망 구조를 띄고 있다(Bradley 등, 1975; Jänig 및 

McLachlan, 1987). 하지만 흰쥐(rat)에서는 그 구조가 비교적 단순하여 여러 자율

신경세포들이 하나의 큰 신경절을 이루고 있는데,  수컷 쥐의 경우 이를 주 골반 

신경절(major pelvic ganglion, 이하 MPG)이라 하고 암컷의 경우에는 자궁경관 주

위 신경절(paracervical ganglion)이라 한다. 

수컷과 암컷의 골반 신경절은 구조 및 기능적인 면에서 여러 차이점이 있다. 

먼저 신경절 내 세포 수인데, 수컷의 MPG에 존재하는 세포의 수(약 30,000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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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컷의 그것(약 10,000개)에 비해 월등히 많다. 또 다른 차이점은 구심성 입력의 

종류 및 신경전달물질이 다르다는 점이다. 암컷의 paracervical ganglion은 교감신

경 분포가 매우 적고, 대부분 골반신경으로부터 입력을 받는 부교감신경으로 이루

어져 있다(Hancock 및 Peveto, 1979; Nadelhaft 및 Booth, 1984; Jänig 및 

McLachlan, 1987). 반면 수컷의 MPG는 하복신경(hypogastric nerve)으로부터 내려

온 교감신경과 골반신경(pelvic nerve)으로부터 온 부교감신경(일부 교감신경이 포

함되어 있음)이 모두 존재한다. 이와 같이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이 같은 신경절 

내에 존재하는 형태는 다른 자율신경절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매우 독특한 형태

이다(Dail, 1992; Keast, 1995; Keast, 1999). 수컷의 MPG는 방광, 전립선 및 음경등

과 같은 비뇨 생식계 기관과 일부의 장(bowel)을 지배하며(Langworthy 1965; Dail 

등, 1975; Keast, 1991; De Groat 및 Booth, 1993), 배뇨(micturition)나 발기

(erection)와 같은 자율신경 반사를 조절한다(Zoubek 등, 1993). 특히 방광출구 폐

쇄(bladder outlet obstruction)나 발기 부전(erectile dysfunction)과 같은 병적 상태

에서 MPG의 형태적 및 기능적인 변화가 보고 된 바 있다(Mills 등, 1992). 따라서 

골반 장기의 자율신경계 조절에 관한 생리적 혹은 병태 생리적 연구에 있어서 

MPG는 유용한 모델이라 할 수 있다(Keast, 1999). 

근자에 이르러 MPG에 존재하는 절후(postganglionic) 교감 및 부교감 신경세

포를 전기생리학적(electrophysiological) 및 신경화학적(neurochemical) 특성을 기

준으로 구분하려는 연구가 일부 시도되어져 오고 있다(Zhu 등, 1995). 이러한 분

류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 중 하나는 낮은 막전압에서 활성화되는 T-형 칼슘이온통

로의 존재 유․무이다. 즉 T-형 칼슘통로가 존재하는 세포군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교감신경의 특징중 하나인 tyrosine hydroxylase와 α2 교감신경 수용

체가 잘 발현되어 있는 반면, 그렇지 않은 세포군에서는 세포의 크기가 작고 

acetylcholinesterase, VIP 및 NADPH diaphorase등의 발현이 많다는 것이다(Zhu 

등, 1995; Zhu 및 Yakel, 1997; Park 등, 2001; Lee 등, 2002). 또 GABA나 

neuropeptide Y와 같은 일부 신경전달 물질들의 작용이 교감신경세포에서 선택적

으로 나타나는 반면(Kong 등, 2001; Cha 등, 2001), ATP 민감성 K+ 전류의 경우에

는 부교감신경세포에서만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Park 등, 2002). 하지만 아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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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지 두 세포군간의 흥분성 및 여러 신경전달물질들의 작용 상 차이점에 관해서

는 폭 넓게 연구되지 못한 상태이다.  

대부분의 자율 신경절에서 절전(pre-synaptic)과 절후(post-synaptic) 신경간 시

냅스 전달은 교감 및 부교감신경 모두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의해 매개

된다고 알려져 있다(Skok, 1987; Rust 등, 1994).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GABAA, glycine 및 5-HT3 수용체들과 마찬가지로 5개의 서브유닛(subunit)으로 

이루어진 오합체(pentamer) 구조의 이온통로이다(Betz 등, 1990; Barnard, 1992; 

Lindstrom, 1996). 척추동물에서 지금까지 모두 16개의 서브유닛 유전자(α1-9, β

1-4, γ, δ, ε)가 클로닝 되어 있으며(Lukas 등, 1999; Dani, 2001), 각 서브유닛들

의 조합에 따라 조직 분포 양상 및 여러 특성상의 차이점을 나타낸다. 특히 효현

제 및 길항제의 선택성, 이온전류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 역학(kinetics)등이 서브유

닛의 조성에 따라 현저히 달라진다고 보고되었다(Genzen 등, 2001). 자율신경절에 

주로 존재하는 서브유닛 조합들에 관해서도 일부 보고된 바 있는데, 이들은 주로 

두개의 α 서브유닛과 세 개의 β 서브유닛으로 구성되어 있는 hetero-multimeric 

구조가 일반적이다(De Biasi, 2002). 하지만 자율신경절에 존재하는 α7, α8, α9 

등의 경우에는 다섯 개의 동일 서브유닛들로 구성된 homo-oligomeric 구조를 가

진다 하 다(Le Novère 등, 2002).

아세틸콜린이 니코틴성 수용체의 서브유닛들 사이에 위치한 리간드-결합 역

(ligand-binding domain)에 부착하게 될 경우, 이는 수용체 안쪽의 이온통로를 개

방(open) 상태로 고정시키게끔 만든다. 그 통로를 통해 양이온들이 이동하게 되며, 

따라서 막전압이 탈분극 되면서 흥분전달이 가능케 된다. 여기서 나타나는 양이온

의 이동은 주로 Na
+
의 유입과 K

+
의 유출이지만, 이와 함께 칼슘이온의 유입도 적

지 않다고 보고되고 있다(Castro 및 Albuquerque, 1995; Dani 및 Meyer, 1995). 니

코틴성 수용체를 통한 칼슘이온 유입은 막전압 의존성 칼슘 통로나 NMDA 수용

체를 통한 것과는 달리 막전압에 의해 개폐 역학(opening kinetics)이 달라지지 않

는다. 따라서 과분극시 더 많은 칼슘이온이 유입되는 등, 다른 통로들과는 막전압 

의존성에 차이가 있다(Dani, 2001). 여러 서브유닛들 중에서 특히 α7 

homo-oligomeric 수용체의 칼슘이온 투과도가 크다는 보고가 있으나(Cuevas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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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각 서브유닛 조성들 간에 구체적으로 비교된 바는 없다(Bertrand 등, 1993; 

Seguela 등, 1993). 만일 이처럼 칼슘이온이 유입될 경우 증가된 세포 내 칼슘이온

농도가 다른 이차적인 신호전달(예를 들어 여러 Ca2+-activated channel들의 활성

화)을 초래할 수 있으며, 세포 내 여러 신경전달물질들의 유리(exocytosis) 과정에

도 향을 미칠 수 있다. 그러므로 골반 신경절의 니코틴성 수용체에 관한 이온 

이동 특성 및 그로 인해 나타나는 세포 내 변화는 보다 심도 있게 연구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유전적 이상이 원인이 되는 대표적인 질환으로

는 선천성 근무력증(congenital myasthenia)과 대뇌전엽 발작성 간질(frontal lobe 

epilepsy)을 들 수 있다(Léna 및 Changeux, 1997; Lindstorm, 1997). 뿐만아니라 

니코틴성 수용체는 파킨슨씨 병, 알츠하이머 병 및 Gilles de la Tourette 증후군등

의 발병기전과도 관련이 있으며(Picciotto 및 Zoli, 2002), 흡연과 관계된 니코틴중

독의 직접적인 대상이기도 하다(Dani, 2001; Le Novère 등, 2002). 근자에는 원인

이 명확치 않은 자율 신경병증(autonomic neuropathy) 환자 중 상당수에서 니코

틴성 수용체의 자가항체가 형성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소변 배설장애(urinary 

retention)나 발기부전이 흔하게 초래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Vernino 등, 1998; 

Vernino 등, 2000). 또 이 환자들의 비뇨 생식기능 이상의 정도는 혈중 자가항체의 

양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다고 하 다(Vernino 등, 2000).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골반 장기의 기능들은 교감 및 부교감 자율신경에 

의해 복잡하고 예민한 지배를 받고 있으며, 이들의 절전․절후간 시냅스를 매개하

는 가장 중요한 수용체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골반 

신경절에서의 시냅스 전달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아, 골반 장기의 신경조

절 기전 및 그와 관계된 병적 상태들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특히 골반신경

절에 분포된 니코틴성 수용체의 서브유닛 조성에 관해서는 전혀 보고된 바 없다

(De Biasi, 2002).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이 모두 존재하고 있

는 수컷 흰쥐의 주 골반 신경절 세포를 효소 분리(enzymatic dissociation)하여, 여

기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전기생리학적 특성을 관찰하고, 이

를 두 세포군간에 비교하고자 하 다. 그리고 골반신경절 세포에 발현된 수용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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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브유닛을 약리학적 및 분자생물학적으로 확인하고, 이와 함께 수용체 활성화에 

의한 세포막전압 변화 및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변화를 관찰하여 골반 자율신경

절의 흥분전달 기전의 일부를 규명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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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재료 및 방법

2.1. 실험 동물 

  실험동물로는 200-250 gm 내외의 흰쥐(Sprague-Dawley rat) 수컷을 사용

하 다. 

2.2. 실험용액 및 약물

2.2.1. 실험 용액

전기생리 실험에 사용된 전극 내 용액(internal solution)의 조성(mM)은 30 

KCl, 100 K
+
-gluconate, 10 HEPES, 10 glucose, 10 EGTA, 10 

Tris-phosphocreatine, 1.2 MgCl2, 5 MgATP, 0.3 Na2GTP (pH 7.2)이며, 세포 외 

관류액의 조성(mM)은 135 NaCl, 5.4 KCl, 1.8 CaCl2, 1 MgCl2, 5 HEPES, 10 

glucose (pH 7.4)이었다. 단 gramicidin-perforated patch를 위한 전극 내 용액의 

조성(mM)은 140 KCl, 5 EGTA, 10 HEPES, 0.5 CaCl2, 5 NaCl (pH 7.2)으로 하

으며, 전극 내 용액에는 dimethyl sulfoxide(DMSO)에 높은 농도로 녹인 

gramicidin을 최종 농도가 50 ㎍/㎖가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 다. 약물의 투여

는 perfusion valve control system(VC-6M, Warner Instruments, CT, USA)을 이

용하 으며, 그 끝을 신경세포의 100 ㎛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여 중력에 의해 세

포에 가해지도록 하 다.

2.2.2. 약물

Collagenase type D와 trypsin은 Boehringer Mannheim Biochemic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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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ianapolis, IN, USA)로부터 구입하 으며, fura-2/AM은 Molecular 

Probe(Eugene, OR, USA)로부터, α-methyllycaconitine는 Tocris(Tocris Cookson 

Inc., Bristol, UK)로부터 구입하 다. Calbiochem(Calbiochem Co., San Diego, CA, 

USA)으로부터 α-bungarotoxin을 구입하 고, 아세틸콜린, atropine, apamin,  

mecamylamine, dihydro-β-erythroidine, hexamethonium, gramicidin, DNAse 

type I, pentobarbital등은 Sigma Chemical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

다. 세포 배양과 관계된 모든 배지 및 약물은 GibcoBRL(Grand Island, NY, 

USA)로부터 구입하 다.

2.3. 단일 신경세포 분리 및 유지

성숙된 Sprague-Dawley계 흰쥐 수컷(200 ∼ 250 gm)을 pentobarbital sodium 

(50 mg/kg, i.p.)으로 마취시킨 뒤, 즉시 개복 하여 전립선의 외측에 위치한 MPG

를 적출하고(그림 1 참조), 이를 차가운(4℃) Hanks' balanced salt 용액(GibcoBRL)

으로 옮겼다. 수초를 벗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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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ified Earle's balanced salt 용액(EBSS, pH 7.4)에서 1시간 동안 배양(35℃)하

다(Zhu 등, 1995). 이때 EBSS에는 3.6 g/L의 glucose와 10 mM의 HEPES를 포

함시켰다. 배양 후 신경세포들을 배양용기에 넣어 흔들어 분리한 후, clinical 

centrifuge(International Equipment Company, MA, USA)를 이용하여 1000 rpm의 

속도로 원심 분리하 다. 분리된 신경세포들을 10% fetal bovine serum, 1% 

glutamine,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MEM에 재부유(resuspend) 시킨 

뒤, poly-L-lysine으로 코팅되어 있는 cover glass(직경 12 ㎜)에 plating 하 다. 이

를 37℃ 세포 배양기(humidified incubator; 95% air-5% CO2)에서 배양하 으며, 

분리한 후 36시간 이내에 실험에 사용하 다. 분리된 세포들의 광학현미경적 소견

은 그림 2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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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전기생리학적 실험

이온 전류는 patch clamp amplifier(EPC9, Instrutech Corp., NY, USA)를 사용

하여 전형적인 whole-cell patch clamp 방법으로 측정하 다(Hamill 등, 1981). 측

정 전극은 borosilicate glass capillary(외경; 1.65 ㎜, 내경; 1.2 ㎜, Corning 7052, 

Garner Glass Co., Claremont, CA, USA)를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Sutter Instrument Co.)로 제작하여 사용하 다. 전극은 Sylgard 184(Dow 

Corning, Midland, MI, USA)로 코팅하 으며, 전극내부에 용액을 채웠을 때 저항

이 1.5∼2.5 ㏁이 되는 것을 사용하 다. 세포가 붙어 있는 cover glass를 도립현미

경(inverted microscope) 위에 올려놓고, 세포 외액을 중력에 의해 1∼2 ㎖/min 

속도로 관류시켰다. 세포막 전압의 변화는 막전류 고정법(current-clamp method)

을 사용하 으며, 막 전류 측정시에는 막전압 고정법(voltage-clamp method)을 사

용하여 측정하 다. 막전압 고정법 기록을 위해서 세포막의 capacitance와 series 

resistance는 80% 이상 보정하 으며, 실험시 sampling rate은 1 ㎑, low-pass 

filter는 2 ㎑(-3dB; 8-pole Bessel filter)로 하여 기록하 다. 실험결과는 

Pulse/Pulsefit(v8.50) software(Heka Elektronik, Lambrecht, Germany)를 통해 

IBM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하 다. 모든 실험은 실온(21∼24℃)에서 시행하 으

며, 본 실험에 사용된 전류 측정장치는 그림 3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2.5. 세포 내 칼슘이온 농도 측정

세포 내 Ca2+ 농도 측정은 형광 현미경(Olympus, Tokyo, Japan)과 연결된 형

광측정장치(Ratio Fluorescence system; Photon Technology International Inc., 

Lawrenceville, NJ, USA)를 이용하 다(그림 4 참조). 먼저 단일 MPG 세포가 있

는 배양접시에 fura2/AM를 5 μM 농도로 처치하여 실온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로 

60분간 두어 세포 내로 부하시켰다. 부하가 끝나면 세포 외 관류액으로 2회 세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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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음 현미경위의 올려놓고, 약물이 포함된 관류액을 중력에 의해 1∼2 ㎖/min 

속도로 관류시켰다. 이때 나타나는 형광세기의 변화를 기록 및 분석하 는데, 

fura-2의 형광특성상 340nm와 380nm의 빛으로 번갈아 가며 여기(excitation)시켰

을 때 510nm으로 방출(emmision)되는 형광강도의 비율(F340/F380)이 세포 내 이온

농도를 반 하게 된다. 특히 세포 내 칼슘이온 농도 측정과 함께 세포막 전압이나 

전류의 변화를 gramicidin-perforated patch 방법을 사용하여 동시에 측정하 다. 

2.6.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

Guanidinium thiocyanate-phenol-chloroform 추출 방법을 이용하여 MPG 신경

세포들로부터 RNA를 분리하 다(Chomczynski 및 Sacchi, 1987). 먼저 세포를 

guanidinium thiocyanate buffer로 lysis시킨 다음 phenol 및 chloroform을 가하여 

얼음 위에서 15분 이상 세워두었다. 이를 4℃에서 10,000xg로 20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층액만을 조심스럽게 취하 다. 이 상층액은 동량의 isopropanol과 섞은 다

음 -70℃에서 1시간 이상 세워 두어 RNA를 침전시켰다. 다시 4℃에서 10,000xg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RNA pellet을 얻었으며, 이를 다시 75% ethanol로 씻어낸 

후 원심분리하여 RNA sample을 얻었다.

 RNA에 대한 cDNA의 합성은 2 ㎍ RNA와 0.5 ㎍ random hexamer를 먼저 

70℃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200 units의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 25 nmoles의 dNTP, 20 

units의 RNase inhibitor(Promega) 등이 포함되게 하여(25㎕) 37℃에서 1 시간 반

응시킴으로써 이루어 졌다. 이어 PCR은 여러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서브유

닛들에 대한 primer들을 이용하여 이루어졌으며(Liu 등, 1998), 이들의 염기서열은 

표 1에 요약되어 있다. PCR 반응액(50 ㎕)에는 합성된 cDNA, 각각의 primer(10 

pmoles), 1.25 units의 AmpliTaq polymerase(Perkin-Elmer, Norwalk, CT, USA), 

10 nmoles의 dNTP등이 포함되게 하여, 94℃ 30초, 60℃ 30초, 72℃ 1분으로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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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cle동안 반응시켰다. PCR 산물은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1% agarose gel

에 전기 동하여 관찰하 다. 

2.7. 자료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고, 통계적인 의의는 unpaired t-검정과 

경우에 따라서 비모수 검정인 Mann-Whitney 검정으로 확인하 다. 이때 p값은 

0.05이하일 때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 다. 측정된 전류의 이동 전하량

(charge movement)은 Pulse/Pulsefit software(Heka Elektronik)를 이용하여 계산

하 으며, 농도-반응 곡선(concentration-response curve)의 EC50 혹은 IC50, 그리고 

Hill slope는 Prism 3.0 software(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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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 수컷 흰쥐 주 골반 신경절(major pelvic ganglion)의 해부 및 구조

Major Pelvic Gangl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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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주 골반 신경절로부터 분리된 신경세포들의 광학현미경적 소견 (x20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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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막전압 고정법에 의한 전류 측정 장치의 회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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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측정을 위한 형광측정장치 모식도.

1. Arc lamp housing, 2. Adjustable slits, 3. Excitation monochromator, 4. Liquid 

light guide, 5. Liquid light guide adapter, 6. Microscope, 7. Photomultiplier 

tube, 8. AD converter (connected to IBM computer)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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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역전사 연쇄 중합반응(RT-PCR)에 사용된 primer들

Primer Sequence (5' to 3') Position
Size

(bp)

GeneBank

Accession #

ACh 

α2

Sense TGC CCA GGT GGC TGA TGA TGA ACC 1356-1379
301 NM_133420

Antisense GCT TTC TGT ATT TGA GGT GAC AGC 1656-1633

ACh 

α3

Sense AAC CTG CTC CCC AGG GTC ATG TTT 1174-1197
301 NM_052805

Antisense CAC TTT GGA TGG CTT CTT TGA TTT 1474-1451

ACh 

α4

Sense GTC AAA GAC AAC TGC CGG AGA CTT 1105-1128
301 NM_024354

Antisense TGA TGA GCA TTG GAG CCC CAC TGC 1405-1382

ACh 

α5

Sense GTG GAT TTA GTG AGC AGT CAT GCA 1478-1501
299 NM_017078

Antisense TTT GGG GGG AGT TTT AAA TAG TCT 1776-1753

ACh 

α7

Sense AAC TGG TGT GCA TGG TTT CTG CGC 1031-1054
300 NM_012832

Antisense AGA TCT` TGG CCA GGT CGG GGT CCC 1330-1308

ACh 

β2

Sense ACG GTG TTC CTG CTG CTC ATC 1014-1034
507 NM_019297 

Antisense CAC ACT CTG GTC ATC ATC CTC 1523-1503

ACh 

β3

Sense GAA GAT GTG GAT ACA TCG TTT CCA 1545-1568
299 NM_133597

Antisense GAG CAG AGG GAG TAG TTC AGG AAC 1843-1820

ACh 

β4

Sense ATG AAG CGT CCC GGT CTT GAA GTC 1096-1119
301 NM_052806  

Antisense GGT CAT CGC TCT CCA GAT GCT GGG 1396-1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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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결 과

3.1. 교감 및 부교감 신경세포의 전기 생리적 특성

기존 연구에 의하면 MPG 신경세포 중 T-형 전류를 나타내는 대부분은 

tyrosine hydroxylase에 대한 면역-조직학적 염색에서 양성을 보이는 교감신경세포

인 반면, T-형 전류가 없는 세포는 부교감신경을 포함한 기타 다른 신경세포들이

라 하 다(Zhu 등, 1995). 또 교감신경세포에 존재하는 T-형 칼슘통로는 세 가지 

아형(α1G, α1H, α1I)중 α1H임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Lee 등, 2002). 본 실험

에서도 막전압을 -100㎷에서 -40㎷까지 탈분극시켜 T-형 칼슘 전류를 기록함으로

써 교감 및 부교감 신경을 구분하 다(그림 5A, 5B). 이어 같은 세포를 막전류 고

정(current-clamp) 상태로 전환하여 막전압의 변화를 측정하 는데, 일정기간 과분

극 전류를 가한 다음 멈추었을 때 활동전압이 나타나는 ‘anode break excitation 

현상’이 교감신경세포에서만 선택적으로 나타났다(그림 5C). 그 기전은 안정막전압

에서 많은 부분이 비활성 상태로 존재하고 있는 T-형 칼슘통로가 과분극 전류에 

의해 회복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되어진다. 이에 관해서는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Lee 등, 2002), T-형 칼슘통로가 없는 부교감신경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점이 이것을 간접적으로 증명한다고 할 수 있다(그림 5D). 

한편 장기간 탈분극 전류를 가할 경우 신경세포는 활동전압 발생빈도가 점차 

감소하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이 빠르게 나타나는 경우를 ‘phasic’이라 하는 반면 

잘 나타나지 않는 경우를 ‘tonic’이라고 한다(Adams 및 Harper, 1995). 그림 5E 및 

5F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교감신경세포는 주로 활동전압 형성양상이 ‘tonic’한 반

면(22례 중 20례), 부교감 신경은 주로 ‘phasic’한 양상을 나타내었다(19례 중 14

례). 세포의 크기는 세포막의 전기용량(capacitance)과 비례하므로 세포막 용량을 

두 세포군 간에 비교한 결과, 교감신경세포(73.3±4.9pF)가 부교감신경세포

(24.9±5.0pF)에 비해 월등히 크게 나타났다(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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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주 골반 신경절의 교감 및 부교감 신경군 세포들의 전기 생리적 

특성 비교. 교감 신경군(A, C, E) 및 부교감 신경군(B, D, F) 세포에서 T-형 

칼슘전류(A, B)와 anode break excitation(C, D)의 유무, 그리고 장시간 탈분극

화 전류자극에 대한 활동전압 형성 방식의 변화(E, F)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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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의 특성

아세틸콜린으로 유도된 전류-전압 관계(current-voltage relationship)를 확인하

기 위해 막전압을 달리 고정한 상태(-80∼+40mV)에서 아세틸콜린(10μM)을 투여하

여 나타나는 전류를 기록하 다. 그림 6에 나타난 바와 같이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의 역전 전압(reversal potential)은 대략 0mV부근이었으며, 이를 기준

으로 내향성 전류는 가한 막전압의 절대값에 비례하여 증가하 으나 외향성전류

는 잘 나타나지 않는 강한 내측 편향성(inwardly rectification)을 나타내었다. 이러

한 특성들은 신경계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관한 기존 보고들

과 일치하는 결과 다(Mathie 등, 1990; Aibara 및 Akaike,  1991; Fieber 및 

Adams, 1991; Zhang 등, 1999; Nelson 등, 2001).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

의 크기는 1μM∼1mM의 범위에서 가한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농도 의존적 

반응을 나타내었다(그림 7A). 하지만 1mM에서부터는 현저히 비활성화

(inactivation)가 빨라지면서 전체적인 이동 전하량이 줄어들었으며(그림 7C), 특히 

10mM에서는 최대 전류 크기의 증가 없이 이동전하량만이 크게 감소하 다. 농도-

반응 곡선을 통해 최대 전류 크기에 대한 세포군 간의 효력을 비교하 는데, 부교

감신경군 세포(EC50; 64.0μM)에 비해 교감신경군 세포(EC50; 41.4μM)에서 효력이 

크게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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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해 유도된 전류-전압 관계. A: 막전압을 -60, 

-40, -20, 0 및 +20mV로 각각 달리 고정시킨 상태에서 10μM 아세틸콜린에 의

해 유도되어진 전류를 나타내었다. B: 아세틸콜린(10μM)에 의해 유도된 전류

의 크기와 고정한 막전압간의 관계(current-voltage relationship)를  나타내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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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해 유도된 전류의 농도-반응 관계. A: 교감신

경군 세포에서 막전압을 -80mV로 고정시킨 상태로 여러 농도의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해 유도되어진 전류를 관찰하 다. 1μM에서 10mM까지 아세틸콜린

의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유도된 전류 최대 값(B)과 이동 전하량(C)의 농도-반

응 관계(concentration-response relationship)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

포간에 비교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례수는 7, *는 

p<0.05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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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들의 효과

기존에 알려진 여러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들이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의 여러 아형들을 

구분하는데 사용되는 차단제로서 α-bungarotoxin이 잘 알려져 있으며, 일반적으

로 α-bungarotoxin에 의한 억제효과가 nanomolar 농도 범위에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Lukas 등, 1999; Narahashi 등, 1999). 하지만 골반 신경절에서는 1μM

까지도 억제효과가 미미하 으므로(그림 8), 존재하는 니코틴성 수용체의 많은 부

분이 α-bungarotoxin에 의해 억제되지 않는 군이라 말할 수 있다. 

다른 서브유닛들에 비해 α3와 β4로 구성된 수용체에 선택적 억제효과를 가

진다고 알려진 mecamylamine은 골반 신경절의 아세틸콜린 전류를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 다(Chavez-Noriega 등, 1997; Zhou 등, 

2002). 특히 그림 9A에 나타난 바와 같이 mecamylamine 처치가 아세틸콜린(100μ

M)으로 유도된 전류의 비활성화를 촉진시켰으며, 이로 인해 이동 전하량(charge 

movement)의 감소 효과가 최대 전류(peak current) 크기에 대한 효과보다 상대적

으로 낮은 농도에서부터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

의 억제효과를 비교한 결과(그림 9B, 9C), 최대 전류치(IC50; 515nM vs. 288nM) 및 

이동전하량(IC50; 252nM vs. 41nM) 모두 부교감신경세포에서 효력이 크게 나타났

다(p<0.05).

한편 α4와 β2로 구성된 수용체에 선택적 억제효과를 가진다고 알려진 

dihydro-β-erythroidine의 경우에도 역시 농도 의존적 억제가 이루어지긴 하 으

나, mecamylamine과 달리 비활성화 역학(inactivation kinetics)에는 큰 향 없이 

전류의 크기만을 감소시켰다(그림 10). 최대 전류치(IC50; 26.3μM vs. 35.0μM)와 이

동전하량(IC50; 26.3μM vs. 22.5μM)에 대한 억제효력은 교감 및 부교감 신경군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효력은 기존에 보고된 (α4)2(β2)3 수용체에 대한 차단

효과보다 100배 이상 높은 농도에서 이루어 졌으므로 선택적 차단 효과라고 말할 

수 없다(Chavez-Noriega 등, 1997). 또 homomeric 구조를 가지는 α7 수용체는 



- 24 -

α-methyllycaconitine에 의해 10nM 이하 농도에서 억제효과가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Cuevas 등, 2000; Genzen 등, 2001), 본 실험에서는 1μM 이하에서는 

억제현상을 관찰할 수 없었다(그림 11A). 높은 농도에서 나타난 α

-methyllycaconitine의 억제효과는 다른 니코틴성 수용체들을 비선택적으로 차단한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Skok,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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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에 대한 α-bungarotoxin의 효과. 

A: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아세틸콜린(100μM)에 의해 유도되어진 전류를 α

-bungarotoxin이 억제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세틸콜린(100μM)으로 유도되

어진 전류의 최대 값(B)과 이동 전하량(C)에 대한 α-bungarotoxin의 억제효과

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에 비교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례수는 4-7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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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에 대한 mecamylamine의 효과. A: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아세틸콜린(100μM)에 의해 유도되어진 전류를 

mecamylamine이 억제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세틸콜린(100μM)으로 유도

되어진 전류의 최대 값(B)과 이동 전하량(C)에 대한 mecamylamine의 억제효

과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에 비교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

로 나타내었으며, 실험례수는 5-9, *는 p<0.05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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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에 대한 dihydro-β-erythroidine의 

효과. A: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아세틸콜린(100μM)에 의해 유도되어진 전류를 

dihydro-β-erythroidine이 억제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세틸콜린(100μM)으

로 유도되어진 전류의 최대 값(B)과 이동 전하량(C)에 대한 dihydro-β

-erythroidine의 억제효과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에 비교하 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례수는 6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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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도된 전류에 대한 α-methyllycaconitine의 

효과. A: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아세틸콜린(100μM)에 의해 유도되어진 전류를 

α-methyllycaconitine이 억제하는 정도를 나타내었다. 아세틸콜린(100μM)으로 

유도되어진 전류의 최대 값(B)과 이동 전하량(C)에 대한 α-methyllycaconitine

의 억제효과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에 비교하 다. 결과는 평균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실험례수는 3-9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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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니코틴성 수용체 효현제 및 차단제의 효력 비교

1) 최대 전류치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음

2) 이동 전하량에 대한 억제효과를 나타내었음

* 각각의 실험례수는 3-9회임 

Sympathetic Neuron Parasympathetic Neuron

Agonist EC50(μM) Hill Slope EC50(μM) Hill Slope

  acetylcholine     (Peak) 41.4 1.33 64.0 1.47

Antagonist IC50(μM) Hill Slope IC50(μM) Hill Slope

α-bungarotoxin
Peak1) 3.14 1.28 - -

Charge2) 2.64 1.42 - -

mecamylamine

Peak 0.53 1.44 0.22 1.72

Charge 0.25 0.98 0.08 0.91

dihydro-β-erythroidine

Peak 26.2 0.92 35.0 0.73

Charge 26.3 0.78 22.5 0.80

α-methyllycaconitine

Peak 37.8 0.72 18.6 0.71

Charge 31.2 0.46 15.0 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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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니코틴성 수용체의 분자생물학적 규명

골반 신경절에서 발현되는 니코틴성 수용체의 서브유닛들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절 조직으로부터 RNA를 분리한 다음, 특정 서브유닛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실시하 다. 그림 1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니코

틴성 수용체의 대표적인 서브유닛들 중 α4와 β3를 제외한 대부분이 발현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다른 서브유닛에 비해 α3의 발현 양이 현저히 많게 

나타난 반면, β 서브유닛들의 발현양은 상대적으로 다소 적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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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α2
(301)

α3
(301)

β2
(507)

GAPDH
(350)

500 bp

300 bp

α4
(301)

α5
(299)

α7
(300)

β3
(299)

β4
(301)

M α2
(301)

α3
(301)

β2
(507)

GAPDH
(350)

500 bp

300 bp

α4
(301)

α5
(299)

α7
(300)

β3
(299)

β4
(301)

그림 12. 주 골반 신경절 세포에서 발현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의 아형들. 골반 신경절에서 발현되는 니코틴성 수용체의 서브유닛들을 확인

하기 위해, 신경절 조직으로부터 RNA를 분리한 다음, 특정 서브유닛에 선택

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실시하 다. 대조군으로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를 사용하 으며, 괄호

안은 예상되는 증폭산물의 크기(bp)를 나타내었다. M은 DNA size marker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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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 

막전류 고정(current-clamp) 상태에서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에 비교하 다. 두 세포군 모두에서 아세틸콜린

투여 즉시 활동전압 형성과 함께 빠른 탈분극현상을 나타내었다(그림 13). 하지만 

교감신경군 세포(세포막용량: 87.9 pF, Tonic firing, (+) GABA current)에서는 탈

분극 후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과분극이 관찰된 반면(그림 13A), 부교감신경군 세포

(세포막용량: 21.9 pF, Phasic firing, (-) GABA current)에서는 과분극 현상 없이 

바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었다(그림 13B).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에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활성화가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

단제인 atropine(5μM)을 전처치하여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 다. 그림 14에 보

여진 바와 같이 atropine은 교감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아세틸콜린의 탈분극 및 

과분극 현상 모두에 큰 향을 미치지 못하 다. 

아세틸콜린 투여에 따른 막전압의 과분극 현상이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증가

의 이차적 변화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전극 내 용액에 EGTA를 포함시켜 세포 내 

칼슘이온 증가를 chelation시킨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기록

하 다. 그림 1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0.1mM 혹은 10mM의 EGTA가 포함되어 

있는 전극 내 용액으로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측정한 결과, 아세틸콜린에 의한 탈

분극 반응에는 큰 향 없이 과분극 현상이 소실됨을 관찰할 수 있었다. 한편 세

포 내 칼슘이온
 
증가에 의해 활성화되는 small conductance Ca

2+
-activated K

+
 통

로의 차단제인 apamin(500nM)을 전처치 한 경우에도 역시 아세틸콜린에 의한 과

분극 현상만 선택적으로 차단되어짐이 관찰되었다(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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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교감신경군과 부교감신경군 세포간의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 비교. 막전류 고정상태에서 아세틸콜린(1mM) 투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

를 교감신경군(A)과 부교감신경군 세포(B)간에 비교하 다. 부교감신경군 세포

와 달리 교감신경군 세포에서는 탈분극 후 오랜 시간 지속되는 과분극이 관

찰되었다. 

A. Sympathetic Neuron B. Parasympathetic Neuron

1 mM ACh 1 mM ACh50 mV 50 mV

0 mV 0 mV

-50 mV -50 mV

-100 mV-100 mV

20 s 20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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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Atropine 전처치가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에 미치는 

향. 대조군(A) 혹은 무스카린성 수용체 차단제인 atropine(5μM)을 전처치한(B) 

교감신경 세포에서 아세틸콜린(1mM)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비교하 다. 

A 1 mM ACh
+55 mV

1 min
-114 mV

B
1 mM ACh

5 µM Atropine

+55 mV

-114 mV
1 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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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0.1 mM EGTA in pipette B. 10 mM EGTA in pipette

1 mM ACh 1 mM ACh

1 min

+40 mV

-60 mV

A.  0.1 mM EGTA in pipette B. 10 mM EGTA in pipette

1 mM ACh 1 mM ACh

1 min

+40 mV

-60 mV

그림 15. 세포내액의 칼슘이온 제거가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에 

미치는 향. 세포내 칼슘이온을 제거하기 위해 전극 내 용액에 0.1 mM(A)

과 10 mM(B)의 EGTA를 포함시킨 상태에서 아세틸콜린(1mM)에 의한 교감신

경 세포의 막전압 변화를 관찰하여 이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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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Apamin 투여가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변화에 미치는 향.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아세틸콜린(1mM) 투여에 의해 나타나는 과분극 현상이 

Ca
2+
-activated K

+
 통로 차단제인 apamin(500nM)에 의해 선택적으로 차단되어

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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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변화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압 과분극 현상에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증가가 관여

할 것이라는 간접적 증거를 바탕으로, 칼슘이온 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형광염료

(fura-2)를 이용하여 칼슘이온 증가 기전을 확인하고자 하 다. 전기생리 실험장치

와 형광측정장치를 결합하여, 막전압 혹은 전류의 변화와 세포 내 칼슘이온 농도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 다. 그림 17A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막전류 고정상태에서 

아세틸콜린은 막전압의 탈분극과 함께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를 급격히 증가시켰

다. 한편 막전압을 -80mV로 고정하여 막전압-민감성(voltage-sensitive) 칼슘 통로

의 활성화가 불가능한 상태에서도 아세틸콜린은 내향성 전류와 함께 세포 내 칼

슘이온농도를 크게 증가시켰다(그림 17B). 이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칼슘

이온 유입의 많은 부분이 막전압 민감성 칼슘이온 유입과는 무관하게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해 직접 유입된 것임을 시사해 준다. 

막전압 고정상태에서의 칼슘이온농도 증가에 무스카린성 수용체 활성화가 관

여하고 있을 가능성을 배제하기 위해 대표적인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 

hexamethonium(100μM)을 전처치한 다음 아세틸콜린을 투여하여 그 효과를 대조

군과 비교하 다. 그림 18에서와 같이 hexamethonium은 아세틸콜린에 의한 내향

성전류와 함께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증가를 거의 대부분 차단함을 관찰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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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막전류 및 전압 고정 상태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칼슘

이온농도 변화. A: 막전류 고정 상태(current-clamp)에서 아세틸콜린(1mM) 

투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와 함께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동시에 기

록하 다. B: 막전압 고정 상태(voltage-clamp)에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막전류

의 변화와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의 변화를 동시에 기록한 결과이다. 이때 막

전류 및 전압 고정은 gramicidin-perforated patch clamp 방법을 이용하 으

며,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측정은 fura-2를 부하시켜 형광측정장치로 기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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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가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변화에 미치는 향. 막전압 고정 상태(voltage-clamp)에서 

아세틸콜린(1mM)에 의한 전류 및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변화가 니코틴성 아

세틸콜린 수용체 차단제인 hexamethonium(100μM) 전처치에 의해 모두 차단

되어짐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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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고 찰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신경-근 접합부에서 흥분 전달을 매개하여 수

의적인 근 수축을 가능케 하며, 중추 및 말초 신경계에서도 시냅스 간 신호 전달 

및 흥분성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근육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수용

체는 (α1)2β1εδ 혹은 (α1)2β1γδ들이 오합체(pentameric structure)를 구성하

고 있으며(Lukas 등, 1999), 칼슘이온의 투과도가 매우 낮고(Costa 등, 1994; 

Zhang 등, 1999), γ나 δ 서브유닛으로 인해 전류-전압 관계가 비교적 편향성이 

없는 선형 관계를 나타낸다(Francis 및 Papke, 1996). 반면 신경계에 존재하는 수

용체들은 다양한 조성의 α와 β 서브유닛이 이종 혹은 동종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본 연구에서도 잘 나타난 바와 같이(그림 6) 전압-전류 관계상 현저한 내측 편

향성(inwardly rectification)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Nelson 등, 2001). 신경계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수용체들 중에서도 구성하고 있는 서브유닛 조성에 따라 기능

적 특성에 많은 차이가 있으므로, 이를 규명하는 일은 그 조직에서의 수용체 작용 

이해에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수용체 규명을 위해서는 분자생물학적, 약리학적, 그

리고 면역학적 방법들을 사용할 수 있으며(Skok, 2002), 본 연구에서는 이 중 분자

생물학적 및 약리학적 방법을 사용하 다.

골반 신경절에 발현되어진 니코틴성 수용체 서브유닛들을 확인한 결과(그림 

12) 가장 발현양이 많은 서브유닛은 α3 으며, 그 외에도 α2, α5, α7, 그리고 

β2 및 β4가 발현되어 있었다. 발현된 서브유닛의 종류는 기존에 다른 자율 신경

절에서 보고된 결과와 크게 다르지 않았으나(Nelson 등, 2001; Tachikawa 등, 

2001; Zhou 등, 2002), 각각의 발현 양은 실험동물의 종 및 조직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었다. 예를 들어 chick ciliary ganglion에서는 α3:α5:β2:β4:α7이 3:1:1:1:7 

정도로 α7 발현양이 상대적으로 많은 반면(Corriveau 및 Berg, 1993; Lukas 등, 

1993), 흰쥐의 superior cervical gangion이나 intracardiac neuron에서는 α3:α4:α

5:α7의 발현된 세포 비율이 각각 100:58:100:100과 32:47:14:22 정도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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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ok 등, 1999).

지금까지의 발표 결과에 따르면 신경 세포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서브유닛 조

성으로 (α3)2(β4)3, (α4)2(β2)3 및 (α7)5 등이 알려져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선택

적 차단제들을 이용하여 약리학적 방법으로 그 조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니코틴

성 수용체들을 크게 분류하는 방법 중 하나는 α-bungarotoxin(α-BgTx)에 의해 

억제되는 정도에 따라 낮은 농도에서 억제되는 군(α-BgTx sensitive)과 그렇지 않

은 군(α-BgTx insensitive)으로 나누는 것이며, 이 때 전자에 해당되는 대표적인 

예로 (α7)5을 들 수 있다. (α7)5 수용체는 여러 자율 신경절에서 발현되어 시냅스 

전달에 관여하고 있으며(Cuevas 등, 2000), 특히 칼슘이온 투과도가 커서 현저한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증가 및 이로 인한 다양한 칼슘 의존적 반응을 초래함이 

잘 알려져 있다(Bertrand 등, 1993; Seguela 등, 1993; Roth 등, 2000). 앞에서 언급

한 바와 같이 골반 신경절에서도 α7 서브유닛이 발현되어 있음을 직접 확인하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래의 몇 가지 증거들을 미루어 볼 때 (α7)5 수용체가 골

반 신경절에서 아세틸콜린에 대한 반응을 매개하는 기능적 수용체로 작용하지 못

하고 있다고 추측된다. 그 첫 번째 증거는 바로 골반신경절에서의 아세틸콜린에 

대한 반응이 낮은 농도의 α-BgTx에 의해 차단되지 않은 점이다. 일반적으로 (α

7)5 수용체에 대한 α-BgTx의 IC50은 1∼10nM이라 알려져 있으나(Roth 등, 2000), 

골반 신경절에서는 nanomolar 농도 범위에서는 억제효과를 관찰할 수 없었다. 두 

번째 증거로 낮은 농도의 α-methyllycaconitine(MLA)에 의해 차단되지 않은 점을 

들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MLA는 (α7)5 수용체의 선택적 차단제로 IC50가 

25nM(Palma 등, 1996) 혹은 0.64nM(Briggs 및 McKenna, 1996)이라고 알려져 있

다. 하지만 본 실험에서와 같이 micromolar 농도 범위에서 억제되는 경우는 비선

택적으로 니코틴성 수용체들을 억제한 결과로 해석된다는 기존의 보고가 있다

(Skok, 2002). 세 번째로 아세틸콜린 투여에 의해 유도된 전류의 비활성화 속도가 

전형적인 (α7)5 수용체에서의 그것에 비해 매우 느리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α

7)5 수용체는 다른 수용체와 달리 100msec 이내에 비활성화가 나타나는 특성이 있

다(Zhang 등, 1994; Chavez-Noriega 등, 1997).

또 다른 수용체인 (α4)2(β2)3의 경우에는 중추신경계에 주로 분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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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hydro-β-erythroidine(DHβE)에 의해 선택적으로 억제됨이 알려져 있다

(Albuquerque 등, 1997; Zhou 등, 2002). DHβE가 나타내는 억제효과의 IC50를 비

교한 결과에 따르면, (α4)2(β2)3 수용체의 경우 110nM에 불과한데 비해 (α3)2(β

4)3 수용체는 14μM으로 100배 가량의 차이가 있다(Chavez-Noriega 등, 1997). 본 

연구의 골반 신경절에서 측정된 DHβE의 IC50(약 25μM)가 (α3)2(β4)3 수용체에 

대한 그것과 유사하 으므로, 이 수용체의 선택적 차단제로 알려진 

mecamylamine의 효과를 관찰하여 이를 확인하고자 하 다. 예측대로 

mecamylamine은 낮은 농도(IC50: 약 200nM)에서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하

고, 이러한 결과는 (α3)2(β4)3 수용체에서 관찰된 기존의 보고와도 큰 차이가 없

었다. Harvey 등(1996)은 (α3)2(β4)3 수용체에 대한 DHβE 및 mecamylamine의 

IC50가 각각 23μM과 200nM라고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하

며, 또 (α3)2(β4)3 수용체가 분포한다고 추정되는 조직에서 역시 본 연구와 유사

한 결과를 보고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Nelson 등, 2001; Zhou 등, 2002), 골반 신

경절의 아세틸콜린 작용이 주로 (α3)2(β4)3 수용체에 의해 매개되어 질 것이라 생

각되어 진다. Bryant 등(2002)은 MLA가 높은 농도(IC50: 3.8μM)에서 (α3)2(β4)3 

수용체도 억제한다고 보고하 는데, 이 역시 골반 신경절에 이 수용체가 존재한다

는 간접적 증거라 할 수 있겠다. 하지만 α3와β4 외에 α5가 같이 조합되어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 경우 약리학적인 특성이 다소 달라질 수 있으나(Gerzanich 

등, 1998) 아직 이에 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또 (α3)2(β2)3 수용체의 존재

도 배제할 수 없으나, 이 경우 DHβE에 대한 IC50가 낮아진다고(1.6μM) 알려져 

있어 골반 신경절에서의 결과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Chavez-Noriega 등, 1997).

골반 신경절에 존재하는 교감 신경세포와 부교감 신경세포는 형태적 및 전기

생리학적 특성에 차이가 있으며, 이를 기준으로 세포를 분류할 수 있다. 교감신경

세포는 부교감 신경세포에 비해 세포의 크기가 비교적 크고, T-type 칼슘전류를 

나타내며, GABA에 의한 Cl
- 
전류가 현저히 크다. 또 그림 5에 나타난 바와 같이 

지속적 탈분극 전류를 주었을 때 활동전압 형성이 tonic한 양상을 나타내며, 과분

극 전류를 가하다가 멈추었을 때 활동전압이 형성되는 ‘anode break 현상’이 잘 

나타난다. 이러한 특성들을 기준으로 세포들을 분류하여 아세틸콜린에 의한 전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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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크기를 비교한 결과, 교감신경(EC50: 41μM)에서의 효력이 부교감 신경(EC50: 64

μM)에 비해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흰쥐의 (α3)2(β4)3 수용체에서 보고된 

아세틸콜린의 EC50(77μM)와 유사하 다(Cachelin 및 Rust, 1994). 여러 차단제들에 

의한 억제효과를 두 세포군 간에 비교한 바에 따르면 mecamylamine의 경우 교감

신경에 비해 부교감 신경세포에서 차단 효력이 크게 나타난 반면(그림 9 참조), 

DHβE의 경우는 두 군간에 의의 있는 효력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0 참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부교감 신경세포에는 (α3)2(β4)3 수용체만이 주로 기능을 

나타내는 반면 교감 신경세포에는 이보다 효력이 높은 다른 조성의 니코틴성 수

용체가 일부 포함되어 작동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으나, 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는 발현된 수용체들의 분포를 면역화학적 방법으로 관찰하여 두 세포군 간에 비

교할 필요가 있다. 한편 일부 보고에 따르면 superior cervical ganglion등에 위치

한 교감 신경세포들이 intracardiac ganglion에 위치한 부교감 신경세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 3.1배 가량 많은 수의 니코틴성 수용체를 가지고 있다고 하 으나

(Skok, 2002), 본 연구에서는 아세틸콜린(1mM)에 의한 전류의 크기를 세포막용량

으로 보정하여 비교한 결과 교감(0.31±0.19nA/pF, n=8) 및 부교감 신경세포군

(0.41±0.22nA/pF, n=7)간에 큰 차이가 없었다.

아세틸콜린은 니코틴성 수용체에 결합 시 내측 이온 통로를 개방하여 Na+의 

유입을 증가시키고, 이로 인해 막전압을 빠르게 탈분극시켜 활동전압을 형성케 한

다. 이는 세포 외액의 Na
+
을 이온통로 투과가 불가능한 N-methyl-D-gluconate로 

치환한 경우 탈분극이 나타나지 않는 점을 관찰함으로써 직접 확인할 수 있었다

(결과에 나타내지 않았음). 흥미로운 점은 골반 신경절의 부교감 신경세포는 아세

틸콜린 투여 후 바로 안정막 전압으로 회복되어지는데 반해, 교감 신경세포는 탈

분극 후 장시간 지속되는 과분극이 현저하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일반적으로 여러 

신경세포들에서 흥분시 유입된 칼슘이온에 의해 이차적인 과분극이 나타나는 예

가 많이 있으므로, 교감신경세포에서의 과분극 역시 칼슘 의존적인 반응인지를 세

포 내 칼슘이온을 제거함으로써 확인하 다. 또 apamin의 효과를 통해 Ca2+ 

activated K+ 통로가 관여하고 있음을 입증하고자 하 다. 그림 13 및 14에 나타난 

바와 같이 이러한 처치들은 교감 신경세포의 과분극 현상만을 선택적으로 소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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켰고, 따라서 아세틸콜린에 의한  과분극 현상은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증가에 의

해 K+ 통로가 개방되면서 나타난 결과로 생각되어진다. 이러한 변화가 교감 신경

세포에서만 나타나는 이유는 아직까지 알 수 없으나, 크게 두 가지 가능성을 추측

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 증가가 교감

신경세포에서 현저히 클 가능성이고, 두 번째는 교감신경세포에 Ca2+ activated K+ 

통로의 발현이 많거나 혹은 니코틴성 수용체 인근에 잘 분포되어 있을 가능성이

며, 이에 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아세틸콜린에 의한 세포 내 칼슘이온 증가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막전압 및 

막전류 고정상태에서 칼슘이온농도를 측정한 결과, 칼슘이온 유입의 많은 부분이 

막전압 민감성 칼슘 유입과 무관하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7B 및 결과설

명 참조). 한편 아세틸콜린이 무스카린성 수용체에 결합할 경우 G-단백을 매개로 

하여 세포내 저장소로부터 칼슘이온을 유리시킬 수 있음이 잘 알려져 있으나, 아

세틸콜린에 의한 칼슘이온 증가가 니코틴성 수용체 차단제에 의해 완전 봉쇄된 

점으로 보아 골반 신경절 절후 신경세포에서는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기능이 미미

할 것이라 생각한다. 이러한 점은 무스카린성 수용체의 차단제인 atropine이 아세

틸콜린에 의한 과분극 효과에 향을 주지 못한 점으로도 증명되어진다(그림 14). 

Zhang 등(1999)은 니코틴성 수용체의 활성화시 세포 내로 유입된 Na+에 의해 

Na+-Ca2+ exchanger가 작동하여 세포 내로 칼슘이온이 유입될 가능성을 언급한 

바 있다. 하지만 세포 외액의 Na
+
을 모두 K

+
으로 치환한 경우에도 아세틸콜린에 

의한 칼슘이온농도 증가에는 큰 향을 미치지 못하 으므로, 이 운반체가 칼슘이

온 유입에 기여할 가능성이 낮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아세틸콜린은 골반 신경절

의 (α3)2(β4)3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해 Na
+
과 함께 직접 칼슘이온을 유입시키며, 

이로 인해 증가된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가 이차적 변화들을 초래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미 α3가 포함된 니코틴성 수용체들이 적지 않은 칼슘이온 투과도를 가

짐이 알려져 있으며(Fieber 및 Adams, 1991; Adams 및 Nutter, 1992; Vernino 등, 

1992; Rogers 및 Dani, 1995), 여기에 α5가 포함될 경우 칼슘이온 투과도가 더욱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Gerzanich 등, 1998). 뿐만 아니라 (α3)2(β4)3는 (α7)5 수

용체에 비해 비활성화 속도가 느리기 때문에 아세틸콜린 자극에 대해 더 오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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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동안 칼슘이온이 유입될 수 있을 것이므로, 그만큼 증가되는 칼슘이온의
 
양이 

많아 생리적 의의가 클 것이라 생각된다. 

자율 신경절에서의 시냅스는 단순히 흥분을 전달하는 기능 뿐 아니라 이를 통

합하거나 수정하는 기능까지 담당하고 있다(De Groat 및 Saum, 1976; Burnstock 

등, 1987; Gibbins 등, 2000).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는 빠른 흥분성 시냅스후 

전위를 초래하고 또 절후 자율신경세포의 흥분성을 조율함으로써, 골반신경절이 

가지는 비뇨 생식기 및 하부 위장관 기능 조절에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함이 잘 

알려져 있다(De Groat 및 Saum, 1976; Gallagher 등, 1982). 하지만 아직까지는 골

반신경절에 분포하는 니코틴성 수용체의 서브유닛 조성 및 특성에 관한 보고가 

없는 상태이다(De Biasi, 2002). 본 연구를 통해 흰쥐 골반신경절에는 α3, α5 및 

β4등의 서브유닛으로 구성된 기능적 니코틴성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세틸

콜린은 이 수용체에 작용하여 막전압을 탈분극시키고 세포내로의 칼슘이온 유입

을 초래함을 알 수 있었다. 또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해 유입된 칼슘이온은 이차적

으로 교감 신경세포의 K+ 통로를 활성화시킴으로써 막전압을 과분극시켜, 활동전

압의 과도한 형성을 억제하고 시냅스 흥분성을 조절하는데 관여할 것이라 생각된

다. 골반신경절의 수용체 서브유닛 조성은 기니피그의 소장 자율신경절에서의 보

고와도 유사하 다(Kirchgessner 및 Liu 등, 1998; Obaid 등, 1999; Zhou 등, 

2002). 특히 니코틴성 수용체의 α3 서브유닛을 knock-out시킨 마우스에서는 출생 

후 2일 이내에 심한 방광 확장과 함께 요실금이 나타나며, 1주 이상 생존한 경우

에도 방광 감염이 지속되거나 요석이 나타난다고 하 다(Xu 등, 1999; De Biasi, 

2000). 또 nicotine을 주입하더라도 방광의 수축이 초래되지 못하는 반면, 전기장 

자극을 가하거나 무스카린성 수용체 효현제를 투여할 경우에는 수축반응을 나타

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들은 골반 신경절에서 α3가 포함된 니코틴성 수용체의 중

요성을 입증해주는 좋은 증거자료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임상적으로도 자율 신경

병증(autonomic neuropathy) 환자의 상당수가 니코틴성 수용체에 대한 자가항체

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비뇨 생식기관 및 위장관 기능장애를 초래한다고 보

고된 바 있다(Vernino 등, 1998; Vernino 등, 2000). 흥미로운 점은 megacystis 

microcolon intestinal hypoperistalsis syndrome(MMHIS) 환자의 경우 심한 방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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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장과 기능성 장 폐색을 보이며 출생 후 수 개월내에 사망하게 되는데, 면역화학

적 검사 결과 환자에게 니코틴성 수용체의 α3 서브유닛 발현이 적거나 혹은 발

현되지 않고 있음이 보고 되었다(Anneren 등, 1991; Richardson 등, 2001). 앞으로 

본 연구와 관련하여 골반 신경절의 교감 및 부교감 신경세포에서 니코틴성 수용

체의 분포를 명확히 구분하고, 아세틸콜린에 의한 흥분성 및 신경세포 기능 변화

의 기전을 구체적으로 밝히며, 또 다른 신경전달 물질들이 니코틴성 수용체 활성

화에 미치는 상호작용(cross-talk)을 규명하는 연구가 진행될 경우, 이는 여러 비뇨 

생식기 및 장 운동 조절의 생리 및 병태생리적 기전을 이해하거나 이와 관련된 

질환들의 치료제를 개발하는데 효과적으로 이용되어질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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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 론

수컷 흰쥐 주 골반 자율 신경절 세포들에 존재하는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

체의 특성을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아세틸콜린은 농도 의존적으로 내측 편향성 전류를 초래하 으며, 역전전압은 

대략 0mV 이었다.

2. 아세틸콜린에 의해 유발된 전류는 α3β4 수용체의 선택적 차단제인 

mecamylamine에 의해 민감하게 억제되었다.

3. 니코틴성 수용체의 서브유닛 중 α3의 발현량이 현저히 컸으며, α2, α5, α7, 

β2, β4등도 발현되어 있었다.

4. 아세틸콜린은 교감신경군 세포에서 강한 탈분극에 이은 지속적 과분극을 초래

하 으며, 이러한 과분극 효과는 Ca2+-activated K+ 전류 차단제중의 하나인 

apamin에 의해  소실되었다.

5. 아세틸콜린은 니코틴성 수용체를 통해 직접 칼슘이온을 유입시켰으며, 아세틸

콜린에 의한 세포 내 칼슘이온 증가에 무스카린성 수용체는 관여하지 않았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주 골반 신경절 세포들에는 α3 서브유닛이 

포함된 니코틴성 아세틸콜린 수용체가 존재하고 있으며, 아세틸콜린은 이 수용체

에 작용하여 막전압을 탈분극 시키고 세포 내 칼슘이온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시

냅스간 흥분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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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aracterization of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s 

in male rat major pelvic ganglion neurons

                                                    Park, Joong-Hyun 

                                                    Dep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The pelvic ganglia provide autonomic innervation to the various 

urogenital organs and physiologically play important roles in micturition 

and erectile reflexes. Within the same pelvic ganglion capsule, sympathetic 

and parasympathetic postganglionic neurons are co-localized, which is a 

distinctive feature of these ganglia. Both neurons receive presynaptic inputs 

mainly through nicotinic acetylcholine (nACh) receptor, however, the 

molecular nature and biophysical characteristics of nACh receptors in pelvic 

ganglia have not been elucidated clearl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nACh receptor activation on membrane 

potential, ionic currents, and intracellular Ca2+ concentration ([Ca2+]i) using 

patch clamp technique combining with fluorescence measurement system 

and identified the expressed subtypes of nAChR using RT-PCR in male rat 

major pelvic ganglion (MPG) neurons. 

  ACh elicited fast inward currents dose-dependently, which was inwardly 

rectified and reversed at near 0 mV. ACh-induced currents were potently 

blocked by mecamylamine, a selective α3β4 receptor blocker.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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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revealed that subunit of α3 was most abundantly expressed in 

MPG neurons. In current clamp mode, ACh induced a fast depolarization 

and a following slow sustained hyperpolarization in sympathetic MPG 

neurons. ACh-induced hyperpolarization in sympathetic MPG neuron was 

selectively abolished by intracellular Ca2+ chelation or by pretreatment with 

apamin, a Ca2+-activated K+ channel blocker. ACh increased [Ca2+]i under 

either the current clamp or the voltage clamp (at -80 mV) mode, which 

was completely blocked by hexamethonium.

  Taken together, it is concluded that MPG neurons have functioning 

nAChRs containing α3 subunit, and their activation cause fast excitatory 

synaptic potential and Ca2+ influx into the cytosol. The elevation in [Ca2+]i 

induces a sustained hyperpolarization in sympathetic neurons, which may 

be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the autonomic synaptic transmis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major pelvic ganglia, nicotinic acetylcholine receptor, 

intracellular calcium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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