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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사람 정자에서 정자 특이적 양이온 통로, CatSper의 발현 

  남성의 생식세포인 정자는 고환에서 정자형성과정을 통하여 생성된다. 그

러나 고환에 존재하는 정자는 운동성을 갖지 못하며, 정상적으로 난자를 수

정시킬 수 있는 능력, 즉 수정능획득 과정 또한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그 후, 정자는 부고환으로 이동되면서 운동성과 수정능획득 과정을 거치게 

된다. 특히 정자의 운동성은 사정된 정자가 여성의 자궁과 수란관을 지나 

배란된 난자까지 이동해 가기 위해 필수적이며, 이후 난자 주변의 세포층과 

투명대를 뚫고 수정에 성공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요소이다. 이러한 정자의 

운동성에 관여하는 물질로는 칼슘이온과 cyclic nucleotide가 가장 중요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특히 칼슘이온은 정자의 운동성과 수정능획득에 필수적

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 칼슘이온의 작용은 정자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칼슘

통로를 통해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칼슘이온이 정자 세포 내로 단시간에 

과량이 운반되어 세포 내부의 칼슘이온 농도가 높아지게 됨으로써 이루어

진다. CatSper는 최근에 새롭게 밝혀진 양이온 통로로서, 정자의 미부 세포

막에 존재하면서 세포 외부의 칼슘이온을 정자세포 내로 운반하여 정자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그러나 CatSper에 관한 연구는 생

쥐의 고환과 정자 및 사람의 고환을 대상으로 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사람

의 정자에 대한 연구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사람 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CatSper의 발현을 조사하고, 사람 정자의 운동성과 CatSper

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사람 정자로부터 추출한 RNA로부터 nested RT-PCR 방법을 이용하여 

CatSper mRNA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한 결과 CatSper mRNA는 실험에 사

용한 정자시료 모두에서 발현되었다. 

  Nested RT-PCR을 통하여 얻은 CatSper mRNA의 발현양을 반정량적인 

값으로 환산하고, 이 발현값이 정자의 운동성이나 직진성과 관련이 있는지

를 알아본 결과 WHO 기준에 의한 정상군과 무력정자증군 사이에서는 

CatSper mRNA 발현양의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살아있는 정자의 운동

성을 기준으로 하여 두 군으로 나누었을 경우에는, 살아있는 정자의 운동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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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50% 초과인 군의 발현값은 1.5±0.6인 반면, 살아있는 정자의 운동성이 

50% 이하인 군의 발현값은 1.2±0.6으로 나타났다. 이는 운동성이 좋은 군의 

CatSper mRNA 발현양이 그렇지 못한 군에 비해 25% 정도 많다는 것을 

의미하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p=0.141). 또한 정자의 직진성을 1.7을 

기준으로 하여 두 군으로 나누었을 때도 직진성이 높은 군의 CatSper 

mRNA 발현양이 직진성이 낮은 군에 비해 23% 정도 높은 것으로 확인되

었으나 이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168). 

  사람 정자에서 CatSper 단백질이 발현되는가를 알아보고자 사정된 사람 

정자시료를 대상으로 CatSper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형광 면역세

포화학법을 시행한 결과, CatSper 단백질은 사람 정자에서 발현되며 그 발

현 위치는 정자의 미부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발현부위를 세분화해보면, 미

부의 네 부분 중 최말단인 end piece를 제외한 connecting piece, mid- 

piece, principal piece의 세 부분에서 CatSper 단백질 발현이 확인되었다. 

또한 관찰한 정자의 거의 모두에서 이러한 CatSper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그 발현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생쥐 정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 정자에서도 CatSper 

유전자가 발현되어 그 mRNA와 단백질이 존재하는 것이 본 연구에 의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지만, 사람 정자

의 운동성이나 직진성이 높을수록 CatSper mRNA가 더 많이 발현되는 경

향성을 보 다. 따라서 남성 불임과 연관하여 CatSper 유전자의 돌연변이

로 인한 양이온 통로로서 CatSper의 기능적 손상이나 상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사람, 정자, 운동성, 양이온 통로, CatSper, 

             역전사중합효소반응, 면역세포화학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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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 정자에서 정자 특이적 양이온 통로, CatSper의 발현 

<지도교수 최 형 기>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진

Ⅰ. 서론

  고환 (testis)에서 생성된 정자 (spermatozoa)는 운동성을 갖지 못한 미성

숙 상태로 존재한다. 그 후 정자는 부고환 (epididymis)으로 이동되어 고환 

후 성숙과정 (post-testis maturation)을 거치고 직진 운동성 (progressive 

motility)을 획득하게 된다.
1
 이 성숙과정동안 정자는 생리적, 생화학적, 그

리고 형태적인 변화를 거치게 되며, 이를 통해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는 능

력을 획득하게 된다. 이후 사정된 정자는 여성의 자궁을 거치면서 수정능획

득 (capacitation)을 시작하게 되고, 이와 더불어 난관협부 (isthmus)를 거치

면서 hyperactivation과 운동성의 감소를 보인다. 수정능획득을 통해 정자는 

acrosomal exocytosis와 hyperacitve motility, 그리고 chemotaxis가 가능하

게 되고,
2,3
 난관협부에서 보이는 운동성의 감소는 배란이 일어나면 다시 회

복된다. 이러한 일련의 정자 성숙과정은 정자의 수정능력에 필수적이며, 특

히 정자의 운동성은 정자가 사정된 후 여성의 자궁 (uterus)과 수란관 

(fallopian tube)을 거쳐 배란된 난자 (oocyte)와 만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정자 성숙과정에는 정자 세포막의 조성변화, 세포내의 pH와 

cyclic nucleotide 농도 변화, 그리고 세포내 단백질들의 인산화 등이 중요

하게 작용하고, 외부 환경적 요인으로는 bicarbonate, cholesterol 등이 정자

의 성숙과정에 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6
 그러나 이들 중 정자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로는 칼슘이온과 cyclic nucleotide를 

들 수 있으며, 특히 칼슘이온은 위에서 기술한 정자의 운동성과 성숙과정 

전반, 그리고 수정의 여러 단계에 걸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 되었

다.
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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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자에서 칼슘이온의 작용은 세포 밖의 칼슘이온이 정자의 세포막에 존

재하는 특정한 칼슘통로를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되면서 단시간에 세포내의 

칼슘농도가 높아지게 되고 이에 의해 세포내의 특정 신호전달체계가 작동

하게 됨으로써 가능해 진다. 정자가 가지고 있는 칼슘통로는 크게 세포막의 

전이 차이에 의해 작동되는 voltage-gated calcium channel (Cav), 세포 내 

신호전달체계의 second messenger인 cAMP와 같은 cyclic nucleotide에 반

응하여 작동되는 cyclic nucleotide-gated calcium channel (CNG), 그리고 

transient receptor potential channel (TRP)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9-12
 Cav

은 두 가지 종류로 구분되는데, -20 mV 이상의 탈분극이 세포막에 일어났

을 때 작동되는 high Cav과 -60 mV의 역치 값을 요구하는 low Cav이 있

다. High Cav은 다시 current type에 따라 L, N, P, Q 그리고 R-type으로 

나눌 수 있고, low Cav은 그 current type이 T-type이다.
13
 이들 calcium 

channel은 pore를 구성하는 α1 subunit, 그리고 이와 중합체를 형성하며 보

조적인 조절역할을 하는 α2/δ그리고 β subunit로 구성된다.
13-15
 α1 subunit은 

세포막을 여섯 번 통과하는 six-transmembrane-spanning domain이 4번 

반복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16
 칼슘이온이 통과하는 pore부분에는 

glutamate/aspartate 잔기가 존재하는 특징을 보인다.
17 
약리학적 연구결과

를 토대로 보면 정자형성과정에 있는 세포와 성숙이 끝난 정자에는 N, R 

그리고 T- type의 Cav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8,19
 

  정자에서 Cav의 존재와 그 역할을 연구하는 데는 간접적인 방법으로는 

ion-selective fluorescent probes를 이용하여 cell population에서의 변화를 

spectrofluorometry로 측정하는 방법과 digital image processing-enhanced 

fluorescence microscopy를 이용하여 하나의 세포에서 일어나는 변화를 측

정하는 방법 등이 있고, 직접적인 방법으로는 patch clamp를 이용하여 세

포 하나의 세포질 내 변화를 측정하는 방법이 있으나 성숙한 정자는 그 형

태가 일반적인 세포와는 크게 다르고 세포질이 매우 적어 실험적으로 어려

움이 있다. 소의 정자에서 세포질 내의 칼슘농도 (Ca
2+
i)는 평상시에 50∼

100 nM 정도이며, 수정능획득이 일어나는 동안에는 분당 약 0.5 nM의 속

도로 증가하여, 그 농도가 125∼175 nM 정도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일시적인 상승은 정자의 두부 (head)와 편모부분 (flagellar regions)

에서 공통적으로 일어난다.
20
 하지만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C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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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 system의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고, 이러한 소량의 

Ca
2+
i의 증가로는 첨체반응 (acrosome reaction)을 유도할 수 없다. 

  사람과 그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이 유사한 생쥐의 경우를 예로 들면, 첨체

반응과 연관된 Ca
2+
i의 변화는 난자의 투명대 (zona pellucida)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일종인 ZP3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의 Ca
2+
i는 수 분 

내에 300∼500 nM로 증가하며 Ca
2+
i의 최고 증가속도는 무려 분당 150 nM 

까지 이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리고 이러한 ZP3에 의해서 유도되는 

Ca
2+
i의 증가에는 T-type calcium channel이 관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Spermatogenic cell에서 관찰되는 T-current는 몇몇 종류의 약품이나 이온 

등에 의해서 억제되며, 그 예와 효과 (IC50)는 다음과 같다; PN200-110 

(4×10
-8
 M) 〉 nifedipine (4×10

-7
 M) 〉 pimozide (4.6×10

-7 
M) 〉 Ni

2+ 

(3.4×10
-5
 M) 〉 verapamil (7×10

-5
 M) 〉 amiloride (2.4×10

-4
 M) 〉 Cd

2+ 

(2.8×10
-4
 M). 정자에서는 ZP3에 의해서 유도되는 Ca

2+
i의 증가와 첨체반응

이 앞에서 기술한 약품이나 이온들에 의해서 억제되며, 그 효과 역시 앞에

서 기술한 순서와 같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21-24
 이것은 T-type low Cav이 

첨체반응을 일으키는 Ca
2+
i의 증가를 매개한다는 한 증거라 할 수 있다.

  첨체반응은 정자가 난자를 만난 후, 자연적인 수정과정을 진행하는데 매

우 중요한 단계이며, Cav이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 또한 이에 관해 비

교적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는데, 생쥐와 소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에 의하

면 정자가 수란관을 거치면서 수정능획득이 이루어지면 -30∼-60 mV의 휴

지기 막 전위를 갖게 되는데 이것은 K
+
이나 Ca

2+
 같은 양이온에 대한 세포

막의 투과성에 기인한다.
25
 이렇게 수정능획득이 끝난 정자가 난자의 투명

대까지 도달하게 되면 난자 투명대의 ZP3 단백질은 정자의 세포막에 존재

하는 수용체인 zona receptor와 결합하게 되고, 주변에 존재하는 양이온 통

로를 활성화시키게 된다. 이렇게 활성화되는 양이온 통로는 voltage- 

insensitive ion channel로써 Na
+
, Ba

2+
, Ca

2+
, Co

2+
, Mn

2+
, Ni

2+
 등의 양이온

을 세포질 내로 통과시키게 되고, 이로써 발생하는 세포막의 탈분극은 약 

-25 mV의 막 전위를 발생시킨다.
26
 그리고 결과적으로 이러한 탈분극에 의

해서 정자 세포막의 T-type low Cav이 활성화되고, 세포질 내에 일시적인 

칼슘 농도의 증가가 초래되어 세포 내에 존재하는 칼슘저장고의 칼슘통로

를 작동시켜 지속적인 칼슘방출을 일으키고 이러한 지속적인 세포질 내 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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슘이온의 증가는 결국 첨체반응을 유발하게 된다.

  정자의 운동성은 정자가 난자를 만나기 위해 이동하고 또 난자의 투명대

를 뚫고 수정하는 과정에 핵심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운동성은 정자가 난

자를 향하여 이동해 가는 주화성 (chemotaxis)과도 접하게 연관되어 있

다. 동물에서 정자의 주화성을 유발하는 물질로는 분자량이 1∼20 kDa정도

인 저분자량의 펩타이드나 단백질들이 알려져 있고 이들은 열에는 강하나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해 쉽게 파괴되는 성질을 지니고 있다.
27
 이러한 주화

성 물질들이 정자의 운동을 조절하는 기전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연구는 극

히 적은 실정이다. 그러나 Cook 등
28
이 성게의 정자를 가지고 한 실험을 살

펴보면 이러한 정자의 운동성과 주화성에 칼슘이온과 cyclic nucleotide가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 기전은, 주화성 물질의 

농도가 증가하면 이것이 정자의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인 guanylate 

cyclase를 활성화시켜 세포내의 cGMP의 농도가 증가하게 되고, 세포막에 

존재하는 K
+
 channel을 열게 되어 세포막의 과분극이 유도된다. 이러한 과

분극은 칼슘통로를 닫게 되고 결과적으로 Ca
2+
i가 낮아지게 된다. 이렇게 

되면 정자는 직진운동을 계속하게 되어 결국 주화성 물질이 분비되는 곳으

로 이동하게 된다. 이와 반대로 주화성 물질이 없는 경우, guanylate 

cyclase는 불활성 상태가 되어 세포 내의 cGMP 농도가 낮아지고 결국 K
+
 

channel이 닫혀 세포막 전위가 낮아지게 된다. 이러한 낮아진 막전위 상태

에서는 세포막을 통하여 Na
+
과 H

+
의 교환이 활발하게 일어나고 이로 인해 

세포 내의 pH가 높아지게 되어 adenylate cyclase가 활성화되면 세포 내의 

cAMP의 농도가 올라가게 되고 이는 CNG를 열게 하는 원인이 된다. 이로 

인해 Ca
2+
i가 증가하면 이는 정자 편모의 비대칭성 운동을 유발하여 정자의 

이동방향이 바뀌는 결과를 낳게 된다. 이러한 비대칭성 운동은 주화성 물질

을 만나 직진 운동성을 획득할 때까지 계속되어 결국 난자를 찾아 갈 수 

있게 해준다.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의 정자에서도 이와 유사한 기전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Walensky 등
29
은 adenylate cyclase와 phospholipase C

가 작용하는 주화성의 신호전달체계를 제시하 는데, 주화성 물질에 의하여 

adenylate cyclase가 활성화되어 세포 내의 cAMP가 증가하게 되면 이는 

CNG에 작용하여 세포 외부로부터 칼슘이온을 세포 내로 운반하게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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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2+
i가 증가하게 된다. 또한 phospholipase C의 활성화로 인해 세포 내의 

inositol 1,4,5-triphosphate (IP3)가 증가하면 이는 세포 내에 존재하는 칼슘

저장고에 작용하게 된다. 정자에는 mid-piece 부분에 이러한 칼슘저장고가 

존재하는데 이 저장고는 IP3에 반응해서 저장했던 칼슘이온을 세포질 내로 

방출하게 된다. 위의 두 가지 경우 모두 세포 내 칼슘이온의 농도가 증가하

게 되고 이것은 결국 정자의 운동성을 조절하게 된다.

  사람에서 정자의 운동성에 결함을 보이는 경우를 무력정자증 (astheno- 

zoospermia)이라 한다. 1992년 WHO에서 제시한 기준에 의하면,
30
 사정된 

정자의 운동성이 50%를 넘지 못하는 경우를 무력정자증으로 분류하며, 이

러한 경우 자연적인 임신이 어려울 수 있다. 또한 무력정자증은 정자의 수

적 결함을 보이는 희소정자증 (oligozoospermia)이나 형태적인 결함을 보이

는 기형정자증 (teratozoospermia)을 동반하여 나타나는 경우가 많으며, 이

런 경우 그 원인을 고환에서 일어나는 정자형성과정의 결함에서 찾을 수 

있다.
31-33
 이처럼 정자형성과정에 결함을 보이는 원인으로는 외과적으로 정

계정맥류 (varicocele)를 들 수 있으며, 유전자 수준에서 보면 정자형성과정

에 관여하는 특정 유전자들의 결함이 그 원인일 수 있다. 그러나 유전자 수

준의 연구는 비 폐쇄성 무정자증처럼 전혀 정자를 생산하지 못하거나 극소

수의 정자만이 만들어지는 경우에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무력정자

증에 관한 유전자 수준의 원인 규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CatSper는 2001년 Ren 등
34
에 의해서 새로이 발견된 양이온 통로로서, 고

환과 정자에서만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것이 생쥐와 사람에서 보고 되었다. 

CatSper라는 이름은 Cation channel of Sperm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쥐에

서는 그 cDNA가 2061 bp로써 686개의 아미노산을 coding하고 사람에서는 

그 cDNA가 2343 bp로써 780개의 아미노산을 coding한다. 생쥐의 CatSper 

단백질의 1차 구조를 살펴보면 Cav의 α1 subunit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밝

혀졌다. CatSper는 일반적인 Cav의 α1 subunit처럼 six-transmembrane- 

spanning domain과 pore region을 포함하고 있으나, 이제까지 밝혀진 Cav

들에서 α1 subunit들이 하나의 펩타이드 사슬에 이런 구조를 4번 반복하여 

가지는 것과 달리 CatSper는 하나만을 가지고 있다. CatSper의 pore region

을 기존에 알려진 Cav1.2, Cav2.2, Cav3.1 등과 비교해 보면, 칼슘을 선택적

으로 통과시키는 역할을 하는 glutamate/aspartate 잔기가 공통적으로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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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voltage sensor의 역할을 담당하는 4번째 

transmembrane domain에는 이미 보고 된 바와 같은 lysine/arginine 아미

노산의 반복서열이 존재한다. 또한 CatSper의 아미노 말단에 histidine 잔기

가 높은 비율 (49/250)로 존재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pH 조절에 의한 

정자의 운동성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사람의 CatSper는 생쥐의 

그것과 아미노산 서열에서 55%의 동일성과 72%의 유사성을 보이며, 생쥐

와 마찬가지로 transmembrane domain, histidine-rich region, pore region

을 가지고 있으며, 특히 transmembrane domain은 89%의 동일성과 93%의 

유사성을, pore region의 경우 89%의 동일성과 100%의 유사성을 보이는 

것으로 밝혀졌다. 현재까지 CatSper에 관한 연구는 Ren 등에 의한 보고가 

최초이며 유일하다. Ren 등이 보고한 바에 따르면 CatSper는 생쥐와 사람

의 경우 모두 고환이외의 다른 조직에서는 그 mRNA의 발현이 관찰되지 

않으며 그 단백질의 발현이 생쥐 고환과 성숙한 생쥐 정자에서만 관찰되었

다. 생쥐 정자에서의 CatSper 단백질의 발현은, 미부의 principal piece에 주

로 존재하며, 특히 그 세포학적 발현위치가 세포막인 것은 CatSper가 세포

막에 존재하면서 세포 외부의 칼슘을 세포 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CatSper의 기능적인 연구는 CatSper 유전자를 knock- 

out 시킨 형질전환 생쥐 (CatSper
/
)로부터 생산된 정자를 가지고 진행되었

다. CatSper
/
 수컷 생쥐의 경우, 그 체중이나 고환의 무게 그리고 정자의 

수에서는 정상 수컷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CatSper
/
의 

수컷 생쥐의 경우, 암컷과 교배 시켰을 때 완전한 불임을 보 고, 정상의 

정자와 CatSper
/
의 정자를 체외에서 비교하 을 때, 정상의 정자에 비하여  

CatSper
/
의 정자는 운동성에서 극심한 결함을 보 으며, path velocity, 

progressive velocity 그리고 track speed에서 모두 정상의 50% 이하로 관

찰되었다. 이러한 정자를 가지고 체외수정을 시도한 결과, 정상의 정자는 

난자의 투명대를 뚫고 정상적으로 난자를 수정시키는 반면, CatSper
/
의 정

자는 난자의 투명대를 전혀 뚫지 못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것은 

CatSper
/
의 수컷 생쥐가 불임인 원인을 설명해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

리고 이러한 수정의 실패는 난자의 투명대를 제거하고 체외수정을 시도한 

결과 극복되는 것으로 보아 투명대를 통과하기 위한 정자의 운동성 이외의 

불임요인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Ren 등은 정상의 정자에 cyc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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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otide의 일종인 cAMP나 cGMP를 처리했을 때, 세포 외부의 칼슘이온

이 정자의 세포 내로 과량 이동되지만, CatSper
/ 
정자에서는 cAMP나 

cGMP에 의한 세포 내의 칼슘이온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는 것을 보고하

다. 이러한 실험결과는 CatSper가 cyclic nucleotide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

로 반응하여 세포 외부의 칼슘이온을 세포 내부로 운반한다는 것을 암시한

다. 그러나 아미노산 서열을 분석해 보면 CatSper에는 cyclic nucleotide가 

결합할 수 있는 부위가 없는 것으로 미루어 CatSper와 중합체를 이루는 알

려지지 않은 보조 subunit이나 또는 다른 기전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작용

할 가능성이 높다. CatSper가 발견된 것과 거의 비슷한 시기에 사람과 생

쥐에서 CatSper2의 존재가 Quill 등
35
에 의해서 밝혀졌다. 생쥐에서 

CatSper2는 CatSper와 마찬가지로 그 발현이 고환과 성숙한 정자에 국한되

며 그 단백질의 1차 구조 역시 CatSper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다. 정자에

서의 CatSper2 단백질의 발현은 CatSper와 유사하게 미부에 집중되었다. 

CatSper2의 발견은 CatSper와 중합체를 이룰 것으로 추측되는 아직 밝혀지

지 않은 subunit로서의 역할을 담당할 지에 그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러

나 Quill 등의 보고에서는 여러 세포주의 단백질 발현 시스템을 이용하여 

CatSper와 CatSper2를 공동발현 시켜 본 결과, 두 통로가 서로 중합체를 

이루어서 기능을 수행하지는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내용을 종합해 볼 때, 최근에 그 존재가 확인된 정자 특이적 양이

온 통로인 CatSper는 생쥐의 실험에서 정자의 운동성과 수정 능력에 결정

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CatSper에 대한 연구는 최

초의 보고인 Ren 등의 연구 이후로 지금까지 전무하며, 특히 사람의 

CatSper에 대한 연구는 고환에서 그 mRNA가 발현된다는 것 이외에 그 역

할을 짐작해 볼 수 있는 어떠한 연구도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사람의 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CatSper mRNA와 단백질의 발현 유무를 

조사하고 CatSper 단백질의 정자내의 발현위치를 알아보고자 하 다. 또한 

사정된 정자가 운동성에 결함을 보이는 무력정자증 환자를 실험군으로 하

여, 정자 운동성이 정상인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CatSper의 발현양에 차이

가 있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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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사람 정자의 획득 및 Computer Aided Semen Analysis (CASA)

  본 실험에서는 3일간의 금욕기간 후 자위를 통해 사정된 정액을 채취하

여 사용하 다. 사정량이 2∼6 ml 사이에 속하는 정액을 채취 용기에 담아 

37℃에서 30분간 액화시켰다. 완전히 액화된 정액은 그 색깔이 불투명한 유

백색을 띄고 밤꽃냄새가 나며, pH가 7.0∼7.6 사이의 약알칼리성을 띄는 것

을 확인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완전히 액화된 정액을 Markler counting 

chamber (SEFI Medical Instruments, Ltd., Haifa, Israel)에 떨어뜨린 후, 

Computer Aided Semen Analyzer (CASA, CellSoft, CRYO Resources 

Ltd., New York, NY, USA)를 이용하여 정자의 수 (sperm concentration, 

×10
6
/ml), 운동성 (motility, %), 직진성 (forward progressiveness, 0∼4)을 

측정하 다. 직진성의 등급은 직진성이 전혀 없는 것을 0으로 하고 가장 높

은 등급을 4로 하여 값을 표시하 다. 

2. 정자의 형태적 검사와 생존력 검사

  가. 형태적 검사

  정자의 형태적 검사는 Papanicolaou staining 방법을 이용하여 수행하

다. 우선 정액을 슬라이드에 도말 하여 건조시킨 후, 100% 에탄올에 담가 

고정시켰다. 이후 슬라이드를 표 1에 기술한 방법에 따라 염색하고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 다. 정자의 형태적인 비정상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우

선 두부 비정상으로는 round, tapering, double, small, large, amorphous, 

precursor 형태를 검사하고, 미부 비정상으로는 coiled, double 형태를 검사

하 다. 한 슬라이드 당 각기 다른 세 곳을 선정하여 각각 100개의 정자를 

세고 그 평균을 구하 다. 

  나. 생존력 검사

  정자의 생존력 검사는 eosin Y - nigrosin staining 방법을 이용하 다. 

우선 정액 한 방울을 슬라이드에 떨어뜨린 후, 1% eosin 용액 2 방울과 

10% nigrosin 용액 3 방울을 떨어뜨려 잘 섞은 후 도말 하여 건조시켰다. 

현미경 하에서 한 슬라이드 당 각기 다른 세 곳을 선정하여 각각 100개의 



- 11 -

정자를 세고 그 평균을 구하 다. 살아있는 정자의 판별은 두부가 eosin Y

에 의해 붉은 색으로 염색되지 않는 것으로 구분하 다. 

3. 사람 정자에서 CatSper mRNA의 발현 조사

  가. Total RNA의 추출

  정액을 차가운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와 1:1의 비율로 섞어 잘 

혼합한 후,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침전시켰다. 침전된 부분에 다시 차가운 

PBS를 5 ml 가량 넣어 잘 섞은 후, 다시 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침전시켰

다. 마지막으로 침전물에 2 ml 가량의 차가운 PBS를 넣어서 침전물을 잘 

풀어주었다. 이렇게 준비된 정자시료는 Total RNA 추출과 형광 면역세포

화학법을 위한 정자 슬라이드 제작에 사용하 다. 정자로부터 total RNA 

추출은 Chomczynski와 Sacchi의 방법
36
을 사용하 다. 우선 준비된 정자시

료에 500 ㎕의 Trizol 용액 (Gibco BRL., Gland Island, NY, USA)을 첨가

하여 상온에서 10분간 방치하 다. 이후 100 ㎕의 chloroform을 첨가하여 

15초간 잘 섞어준 후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고 냉장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2,000 rpm으로 4℃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 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만을 

분리하고 여기에 동량의 isopropyl alcohol을 첨가하여 잘 섞은 후, 10분간 

상온에 방치하 다. 다시 냉장원심분리기를 이용하여 12,000 rpm으로 4℃에

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흰색 침천이 생기면 이를 남기고 상층액은 폐기

하 다. 이 흰색 침전물에 300 ㎕의 70% ethanol을 첨가하여 2∼3회 세척

한 후 건조시켰다. 건조된 침전물에 DEPC 증류수 30∼50 ㎕ 첨가하여 완

전히 녹이고 분광광도계 (Spectronic Instruments, Rochester, NY, USA)를 

이용하여 260 ㎚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RNA의 농도를 확인하

다. 정량이 끝난 RNA 시료는 역전사 반응을 수행하기 전까지 -70℃에 보

관하 다.

  나. 역전사 반응

  정자 시료로부터 추출한 각각의 RNA로부터 cDNA를 얻기 위하여 역전

사 반응을 수행하 다. 각각의 total RNA 2 ㎍을 50 mM Tris-HCl (pH 

8.5), 8 mM MgCl2, 30 mM KCl, 1 mM dithiothreitol, 0.5 mM dNTPs, 0.5 

uM oligo (dT)15 primer, 40 U RNase inhibitor, 10 U AMV Reverse 



- 12 -

transcriptase (Boehringer Mannheim, Germany)가 들어있는 혼합액에 넣어 

DNA thermal cycler (Perkin-Elmer, Norwalk, CT, USA)에서 65℃에서 10

분, 42℃에서 60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99℃에서 10분 간 반응시켰다. 위의 

과정을 통해 얻은 cDNA는 PCR을 수행하기 전까지 -20℃에 보관하 다. 

  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사람 정자에서 CatSper의 mRNA가 발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nested RT-PCR을 수행하 다. 먼저 각각의 cDNA는 2343 bp의 CatSper 

전체 cDNA를 포함하는 부분을 증폭할 수 있게 제작된 primer set 

(forward primer 5'-TCTTTTGGCTCCAGAGTTCC-3', reverse primer 

5'-TCAATTCCTGAAGTCCTCTT-3')를 이용하여 1차 증폭하 다. 1차 

증폭은 primer 각각 1 pM, 10 mM Tris-HCl (pH 8.3), 50 mM KCl, 1.5 

mM MgCl2, 0.2 mM dNTPs, 0.5 units of Taq DNA polymerase 

(Boehringer Mannheim, Germany)를 첨가한 반응액에 2 ㎕의 cDNA를 첨

가하여 최종 부피가 20 ㎕가 되게 한 후, DNA 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PCR 조건으로 처음 변성과정은 94℃에서 2분 동안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40초 동안 수행하 다. 증폭과정은 94℃에서 40초 동안 변성

시키고, 54℃에서 1분 동안 annealing 과정을 거친 후, 72℃에서 3분 30초 

동안 연장과정을 수행하 다. 이러한 과정을 30회 반복하여 수행하고 마지

막 cycle에서는 연장시간을 5분으로 하 다. 

  1차 증폭된 PCR 산물은 증류수로 100배 희석한 후 2차 증폭에 사용하

다. 2차 증폭과정은 CatSper cDNA 염기서열 1번부터 480번까지를 증폭할 

수 있는 primer를 제작하여 사용하 는데 이후 2차 증폭산물을 이용하여 

항체제작에 필요한 항원을 얻을 목적으로 primer의 양끝에 특정 cloning 

site를 첨가하여 제작하 다. 그 primer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forward 

primer SICF004-NdeI 5'-GGGAATTCCATATGGATCAAAACTCAGTG- 

CCTGAAAAGGC-3', reverse primer SICR480-XhoI 5'-CCGCTCGAGG- 

GATAAATTCTCACCGAGATATTGGGG-3'). 100배로 희석한 1차 증폭

산물 4 ㎕를 10 mM Tris-HCl (pH 8.3), 50 mM KCl, 1.5 mM MgCl2, 0.2 

mM dNTPs, 0.5 units of Taq DNA polymerase 그리고 각각의 primer 1 

pM를 첨가한 반응액에 넣어 최종 부피가 20 ㎕가 되게 한 후, D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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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PCR을 수행하 다. 2차 PCR 조건은, 처음 변성

과정은 94℃에서 2분 동안 수행하고 그 이후부터는 40초 동안 수행하 다. 

증폭과정은 94℃에서 40초 동안 변성시키고, 60℃에서 1분 동안 annealing 

과정을 거친 후, 72℃에서 1분 동안 연장과정을 수행하 다. 이러한 과정을 

37회 반복하여 수행하고 마지막 cycle에서는 연장시간을 5분으로 하 다. 

최종 증폭산물은 2% agarose gel에 전기 동 시키고 UV 하에서 522 bp의 

PCR 산물을 확인하 다. 

  각 시료로부터 증폭된 CatSper 의 RT-PCR 산물들의 양을 반 정량적으

로 비교하기 위하여 house keeping gene의 하나인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에 대한 primer (forward primer 

5'-CGGAGTCAAAGGATTTGGTCGTAT-3', reverse primer 5'-AGCC- 

TTCTCCATGGTGGTGAAGAC-3')를 이용하 다. PCR은 primer 각각 1 

pM, 10 mM Tris-HCl (pH 8.3), 50 mM KCl, 1.5 mM MgCl2, 0.2 mM 

dNTPs, 0.5 units of Taq  DNA polymerase를 첨가한 반응액에 2 ㎕의 

cDNA를 첨가하여 최종 부피가 20 ㎕가 되게 한 후, DNA thermal cycler

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PCR 조건은, 처음 변성과정은 94℃에서 2분 동안 

수행하고 이후부터는 40초 동안 수행하 다. 증폭과정은 94℃에서 40초 동

안 변성시키고, 60℃에서 1분 동안 annealing 과정을 거친 후, 72℃에서 1

분 동안 연장과정을 수행하 다. 이러한 과정을 30회 반복하여 수행하고 마

지막 cycle에서는 연장시간을 5분으로 하 다. 최종산물은 2% agarose gel

에 전기 동하여 UV하에서 330 bp의 band를 확인하 다. 

  라. CatSper mRNA 발현양의 반 정량적 분석

  각각의 시료에서 발현되는 CatSper mRNA양을 비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반 정량적인 방법 (semi-quantitative method)을 사용하 다. 먼저 

CatSper nested RT-PCR 산물을 전기 동하여 UV 하에서 나타나는 

band의 intensity를 Image analyser (Bio-Profil Image analysis software, 

Vilber Lourmat, Cedex, France)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GAPDH의 

RT-PCR 산물 역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한 시료에서 얻어

진 두 측정값으로 CatSper/GAPDH의 비율을 구하고 각 시료에서 얻어진 

이 값들을 비교하여 발현양을 반 정량적으로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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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 정자에서 CatSper 단백질의 발현 조사

  가. CatSper 항체의 제작

  CatSper 단백질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람의 CatSper 단백질

에 특이적인 polyclonal antibody를 제작하 다. 항원으로 사용할 CatSper 

단백질은 대장균에서 발현시킨 아미노산 서열 1번부터 160번까지의 

polypeptide로 정하 다. 이를 위해 이미 위에서 언급한 방법대로 CatSper 

cDNA를 증폭하 다. 이렇게 얻어진 522 bp의 PCR 산물은 제한효소 NdeI

과 XhoI을 이용하여 양끝을 절단하고 expression vector에 삽입하 다. 

Cloning된 vector plasmid는 그 염기서열을 분석하여 CatSper DNA가 정확

히 발현될 수 있도록 삽입되었는지 확인한 후, 대장균에 형질전환 시켰다. 

대장균에서 발현된 사람 CatSper polypeptide를 정제한 후, 이를 항원으로 

이용하여 토끼에 주사하고 immunization이 끝난 3주 후 토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 다. 채취한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항체로서의 효과를 검증

하고, 이후 이를 일차항체로 사용하여 형광 면역세포화학법을 시행하 다.

  나. 형광 면역세포화학법

  정자시료를 슬라이드에 도말 하여 건조시킨 후, 차가운 100% 메탄올에서 

10분간 고정하 다. 이후 100% 에탄올과 PBS에 각각 10분씩 담가 두었다. 

슬라이드는 먼저 5% Normal goat serum, 1% Triton-X100을 첨가한 PBS 

용액에 담가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PBS로 반응액을 씻어

내고 여기에 CatSper 1차 항체를 1:100의 비율로 PBS와 혼합하여 상온에

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1차 항체 반응이 끝나면 슬라이드를 깨끗한 

PBS로 10분씩 2회 세척하 다. 2차 항체는 CatSper 1차 항체에 결합하는 

anti-rabbit sheep IgG-Cy3 conjugate (c-2306,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 다. 2차 항체는 1:300의 비율로 PBS에 희석하

여 사용하 다. 2차 항체 반응 동안 정자의 미부를 동시에 염색하기 위하여 

미부 전체에 존재하는 β-tubulin 단백질에 결합하는 anti-β-tubulin mouse 

IgG-FITC conjugate (1:100 희석)를 이용하여 동시에 면역 염색하 다. 2

차 항체와 β-tubulin 항체를 섞어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슬라이드를 깨끗한 PBS로 10분씩 2회 세척하 다. 마지막으로 정자의 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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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염색하기 위하여 핵을 염색하는 DAPI (DAPI Ⅱ, Vysis Inc. Downers 

Grove, IL, USA)와 mounting 용액을 섞어서 슬라이드 당 30 ㎕ 씩 떨어뜨

린 후 커버 슬라이드를 덮었다. 

  형광현미경을 이용하여 먼저 CatSper 단백질에 결합된 Cy3는 510∼560 

㎚의 파장에서 적색 형광으로 관찰하 다. 다음 β-tubulin에 결합된 FITC

는 450∼490 ㎚의 파장에서 녹색 형광으로 관찰하 다. 마지막으로 정자 두

부의 핵에 염색된 DAPI는 330∼380 ㎚의 파장에서 청색 형광으로 관찰하

다. 각각의 형광사진은 digital camera (Jenoptik Laser, Optik systeme, 

Jena, Germany)와 image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5. 통계 분석

  통계 처리 및 분석은 GraphPad Prism, version 3.0 for windows 프로그

램을 이용하 으며, 측정값들 사이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하여 t-test를 실시하 다. 각 측정값들은 평균±표준편차로 나

타내었고, P 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

주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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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자의 형태적 검사를 위해 시행한 Papanicolaou 염색 방법

D.W.; distilled water

Order Reagent Exposure time (sec.)
1 80% Ethanol 10

2 70% Ethanol 10
3 50% Ethanol 10
4 D.W. 10

5 Haematoxylin 150
6 Tap water 180
7 Acid ethanol 5

8 Tap water 180
9 D.W. 120

10 50% Ethanol 10

11 70% Ethanol 10
12 80% Ethanol 10
13 90% Ethanol 10

14 Orange G6 120
15 95% Ethanol 20
16 EA 50 240

17 95% Ethanol 10
18 100% Ethanol 60
19 Xylene 60

20 Xylene 60
21 Xylene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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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정상군과 무력정자증군 사이의 정액분석 결과

  가. CASA 결과 비교

  CASA 결과를 기준으로 운동성이 50% 미만인 경우를 무력정자증군으로 

하고, 50% 이상인 경우를 정상군으로 하여 분류하 다. 총 39명의 남성으

로부터 획득한 시료 중 정상군은 18개, 무력정자증군은 21개 다. 39명의 

평균연령은 33.9세 고, 두 군의 CASA 결과는 표 2에 정리하 다. 두 군의 

평균연령, 정액의 양, 정액의 pH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액 1 ml 당 

정자의 수는 정상군이 126.5±45.4 (×10
6
/ml), 무력정자증군이 89.9±44.1 

(×10
6
/ml)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나 (p=0.015), 무력정자증군 

역시 정상범위에 속하는 값으로 나타났다. 또한 정자의 운동성 (76.6±8.3% 

vs. 30.5±11.0%), 생존력 (72.7±10.2% vs. 51.0±14.4%), 직진성 (2.3±0.3 vs. 

1.7±0.5)에서도 두 군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01). 

CASA를 이용한 정자 운동성 검사는 죽은 정자까지 모두 포함하여 그 비

율을 구하는 것으로 살아있는 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운동성을 측정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살아있는 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운동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생존력에 대한 운동성의 비 

(motility/viability)를 구하고 이를 두 군에서 비교하 다. 정상군은 그 값이 

1.1±0.1로 나타났다. 이는 살아있는 정자가 모두 운동성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반면 무력정자증군에서는 그 값이 0.6±0.3으로 나타났다. 이

는 살아있는 정자의 60% 만이 운동성을 가진다는 것을 의미하며 두 군간

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p<0.0001). 또한 직진성을 단계별

로 구분해 보면 가장 직진성이 떨어지는 0∼1 사이의 비율이 정상군에서는 

22.9±12.3%, 무력정자증군에서는 41.5±24.9%로 무력정자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p=0.007), 가장 직진성이 높은 3∼4 사이의 비율은 정상군이 

8.0±8.0%, 무력정자증군이 0.6±1.7%로 정상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p=0.0002). 

  나. 형태적 검사 결과 비교

  두 군의 정자에 대한 형태적 검사 결과는 표 3에 나타내었다. 형태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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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인 정자의 비율은 정상군이 70.1±16.8%, 무력정자증군이 67.9±14.5%로

써 두 군사이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66). 그러나 형태적 비정상을 

두부와 미부로 각각 나누어 살펴본 결과 두부 비정상에서는 대형 두부를 

갖는 정자의 비율이 무력정자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0.2±0.4% vs. 

1.0±1.1%, p=0.012), 미부 비정상의 비율 역시 무력정자증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8.4±8.3% vs. 15.2±8.7%, p=0.018).

2. 사람 정자에서 CatSper mRNA 의 발현 조사 

  정상군과 무력정자증군의 정자에서 CatSper mRNA가 발현되는가를 알아

보기 위하여, 각각의 정자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역전사 반응을 거쳐 얻

어진 cDNA에서 2343 bp의 full length CatSper cDNA를 포함하는 2373 bp 

크기의 부분을 증폭한 후, 다시 이 1차 증폭산물을 주형으로 하여 522 bp

의 2차 증폭 산물을 얻었다. 결과는 그림 1과 같이, 실험에 사용한 시료 모

두에서 522 bp의 Nested RT-PCR 산물을 확인하 다. 

  두 군의 CatSper mRNA 발현양에 차이가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T-PCR 결과를 반 정량적으로 분석하 다. 정상군의 CatSper mRNA 발

현양을 반 정량적으로 분석한 평균값은 1.5±0.6, 무력정자증군의 평균값은 

1.4±0.6으로 나타나 두 군 사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발견 할 수 

없었다 (p=0.623) (그림2).

  정자가 이미 죽어서 운동성을 보이지 않는 경우를 배제하고 살아있는 정

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비교하기 위해 Motility/Viability ratio를 기준으로 

하여 CatSper mRNA의 발현양을 비교하여 보았다. Motility/Viability ratio 

0.5를 기준으로 하 을 때, 0.5 이하인 군 (n=8)의 CatSper mRNA 평균 발

현값은 1.2±0.6이고, 0.5 초과인 군 (n=31)의 CatSper mRNA 평균 발현값은 

1.5±0.6으로 Motility/Viability ratio가 높은 군에서 CatSper mRNA의 평균 

발현값이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141) (그림 3). 그러나 CASA 결과에 따라 운동성 50%를 기준으로 정

상군과 무력정자증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경우 (그림 2)보다 실제로 살아있

는 정자만을 대상으로 하여 그 운동성과 CatSper mRNA 발현양의 상관관

계를 비교한 경우 (그림 3)가 보다 의미 있는 경향성을 보여주었다. 즉 이

것으로 Motility/Viability ratio가 증가할수록 CatSper mRNA의 발현양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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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정자의 직진성에 따라 CatSper mRNA의 발현양에 차이가 있는가를 

조사하기 위하여 평균 직진성 1.7을 기준으로 하여 두 군으로 구분하여 비

교하 다. 직진성이 1.7 이하인 군 (n=11)의 CatSper mRNA 평균 발현값은 

1.3±0.5, 직진성이 1.7 초과인 군 (n=28)은 1.6±1.0으로 직진성이 높은 군에

서 CatSper mRNA의 발현이 23% 정도 높은 양상을 보 으나 통계적 유의

성은 없었다 (p=0.168) (그림 4). 

3. 정자에서 발현되는 CatSper 단백질의 형광 면역세포화학법 결과

  CatSper 단백질이 성숙된 사람 정자에서 발현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형광 면역세포화학법을 이용하 다. CatSper 단백질의 정자세포 내 발현 

위치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실험에서 제작된 1차 항체와 Cy3 형광물질 (적

색형광)이 결합된 2차 항체를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검출하 다. 이와 동시

에 정자의 미부 전체를 형광 면역염색하기 위하여 β-tubulin 항체에 FITC 

형광물질 (녹색형광)이 결합된 1차 항체를 사용하여 직접적인 방법으로 검

출하 다. 그리고 정자의 두부를 염색하기 위하여 핵을 염색하는 형광 염색

물질인 DAPI (청색형광)를 마지막 단계에 처리하 다. 결과적으로 한 정자 

세포에서 위의 세 가지 형광물질이 각각 정자의 두부, 미부 그리고 

CatSper 단백질의 존재 위치를 동시에 나타내도록 하 다. 실험결과는 그

림 5 와 6에 나타내었다. 그림 5의 A에서 볼 수 있듯이 정상군의 정자에서 

발현되는 CatSper 단백질은 정자의 미부에 강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 그림 5의 B는 정자의 미부 전체에 존재하는 β-tubulin을 염색한 것으

로 이는 미부를 구성하는 네 부분인 connecting piece, mid-piece, principal 

piece, end piece에 걸쳐 모두 존재하는 axoneme을 염색하여 미부 전체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5의 C는 정자의 두부에 존재하는 핵을 DAPI로 염색

한 것으로 정자의 두부가 청색으로 관찰되고 있다. 그림 5의 D는 A와 B를 

중복시켜 보여줌으로써 CatSper 단백질이 미부의 connecting piece, 

mid-piece, principal piece에서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의 

E는 CatSper, β-tubulin 그리고 핵을 염색한 세 가지 상을 중복시켜 각각의 

정확한 발현위치를 나타낸 사진이다. 그림 5의 F는 E의 흰색 사각형 부분

을 확대하여 관찰 한 것으로 흰색 화살표가 가리키듯이 정자의 end-pie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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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CatSper 면역반응 없이 β-tubulin 면역반응으로 녹색형광만 관찰되고 

있다. 그림 5의 D, E, F에서 볼 수 있듯이 CatSper 단백질 (적색형광)과 β

-tubulin (녹색형광)의 발현이 미부의 connecting piece, mid-piece, 

principal piece에서 겹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미부의 최 말단 (end 

piece)에서는 β-tubulin만이 형광 염색되었고 CatSper의 형광 염색은 관찰

할 수 없었다. 이는 사람의 정자에서 CatSper 단백질이 end piece를 제외한 

미부 전체에서 강하게 발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극히 일부의 정자에

서는 CatSper 단백질의 발현이 매우 적은 것이 관찰되었다. 이는 동일한 

정액 내에 존재하는 정자라 하더라도 CatSper 단백질의 발현정도가 서로 

다를 수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6은 무력정자증군의 정자를 형광 면역 

염색한 사진으로 정상군에서와 동일한 양상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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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정상군과 무력정자증군의 CASA를 이용한 정액 검사 결과 비교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Parameter
Normozoospermia

(n=18)
Asthenozoospermia

(n=21)
P value

Age (yr) 34.4±4.4 33.6±3.7 NS

Semen volume (ml) 3.5±1.6 3.2±1.7 NS

Semen pH 7.1±0.3 7.3±0.3 NS
Sperm concentration

(×106/ml)
126.5±45.4 89.9±44.1 0.015

Motility (%) 76.6±8.3 30.5±11.9 < 0.0001

Viability (%) 72.7±10.2 51.0±14.4 < 0.0001

Motility/Viability ratio 1.1±0.1 0.6±0.2 < 0.0001
Forward 

progressiveness
2.3±0.3 1.7±0.5 < 0.0001

0 ~ 1 (%) 22.9±12.3 41.5±24.9 0.007

1 ~ 2 (%) 20.4±5.9 20.2±16.3 NS

2 ~ 3 (%) 48.8±16.3 37.9±22.5 NS

3 ~ 4 (%) 8.0±8.0 0.6±1.7 0.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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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정상군과 무력정자증군에서 정자의 형태적 검사 결과 비교

Values are mean±SD.
NS; not significant

Parameter (%)
Normozoospermia

(n=18)
Asthenozoospermia

(n=21)
P value

Morphological normality 70.1±16.8 67.9±14.5 NS

Round head 6.7±9.1 2.9±5.5 NS

Small head 0.1±0.3 0.2±0.5 NS

Large head 0.2±0.4 1.0±1.1 0.012

Amorphous head 7.1±7.1 6.6±5.9 NS

Precursors 4.1±5.5 1.8±2.3 NS

Tapering head 3.1±2.1 4.4±4.8 NS

Double head 0 0 -

Coiled tail 8.4±8.3 15.2±8.7 0.018

Double tail 0 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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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M    1      2      3      4     5      6      7      8

←522 bp

B.       M    1      2      3      4      5      6     7      8

←330 bp

* M; 100-bp ladder DNA size marker, 
  1 - 4; normozoospermia,   5 - 8; asthenozoospermia. 

그림 1. 사람 정자에서 발현되는 CatSper mRNA의 Nested RT-PCR 결과. A. 

CatSper mRNA를 nested RT-PCR로 증폭한 결과. B.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mRNA를 RT-PCR로 증폭한 결과. 실험에 사용한 정

상군과 무력정자증군의 모든 정자시료에서 522 bp의 CatSper mRNA 산물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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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ozoospermia  Asthenozoospermia
                      (N=18)           (N=21)

그림 2. 정상군과 무력정자증군에서 CatSper mRNA 발현양의 반 정량적 비교. 

CASA 결과를 WHO 기준으로 분류하 을 때, 정상군에서 발현되는 CatSper 

mRNA의 평균값은 1.5±0.6, 무력정자증군의 평균값은 1.4±0.6으로 두 군 사이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p=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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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5 <             ≤ 0.5   
                 (N=31)              (N=8) 
                    Motility/Viability ratio

그림 3. CatSper mRNA 발현양과 Motility/Viability ratio간의 상관성 비교. 실제 

살아있는 정자만을 대상으로 비교하기 위하여 Motility/Viability ratio 0.5를 기준으

로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해 보았을 때, 0.5 초과인 군 (n=31)의 CatSper mRNA 

평균 발현값은 1.5±0.6이고, 0.5 이하인 군 (n=8)은 1.2±0.6으로 Motility/Viability 

ratio가 높은 군에서 CatSper mRNA의 평균 발현값이 25% 정도 높은 것으로 나타

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1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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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 <            ≤ 1.7 
                   (N=28)            (N=11)          
                        Progressiveness

그림 4. CatSper mRNA 발현양과 progressiveness간의 상관성 비교. 평균 직진성 

1.7을 기준으로 하여 두 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 을 때, 직진성이 1.7 초과인 군 

(n=28)의 CatSper mRNA 평균 발현값은 1.6±1.0, 직진성이 1.7 미만인 군 (n=11)은 

1.3±0.5로 직진성이 높은 군에서 CatSper mRNA의 발현이 23% 정도 높은 양상을 

보 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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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정상군의 정자에서 CatSper와 β-tubulin에 대한 형광 면역세포화학법 결

과. A. CatSper 단백질 면역반응이 정자의 미부에서 관찰되었다 (적색형광). B. 정

자의 미부 전체에 존재하는 β-tubulin의 면역반응이 미부에서 관찰되고 있다 (녹색

형광). C. 정자의 두부에 존재하는 핵을 DAPI로 염색하여 정자의 두부를 나타내었

다 (청색 형광). D. 사진 A와 B를 융합시킨 결과, CatSper 면역반응이 end- piece

를 제외한 미부 전체에서 관찰됨을 확인하 다. E. 사진 A, B, 그리고 C를 융합하

여 나타내었다 (200 배율). F. 사진 E의 흰색 사각형 부분을 400 배율로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흰색 화살표는 CatSper 면역반응 없이 β-tubulin 면역반응만 관찰된 

정자의 end-piece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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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무력정자증군의 정자에서 CatSper와 β-tubulin에 대한 형광 면역세포화학

법 결과. A. CatSper 단백질 면역반응이 정자의 미부에서 관찰되었다 (적색형광). 

B. 정자의 미부 전체에 존재하는 β-tubulin의 면역반응이 미부에서 관찰되고 있다 

(녹색형광). C. 정자의 두부에 존재하는 핵을 DAPI로 염색하여 정자의 두부를 나

타내었다 (청색 형광). D. 사진 A와 B를 융합시킨 결과, 정상군과 마찬가지로 

CatSper 면역반응이 end-piece를 제외한 편모 전체에서 관찰됨을 확인하 다. E. 

사진 A, B, 그리고 C를 융합하여 나타내었다 (200 배율). F. 사진 E의 흰색 사각형 

부분을 400 배율로 확대하여 나타내었다. 흰색 화살표는 CatSper 면역반응 없이  

β-tubulin 면역반응만 관찰된 정자의 end-piece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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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고환에서 생산된 정자는 운동성을 갖지 못하며 수정능획득 역시 이루어

지지 않은 상태로 존재한다. 이러한 미성숙의 정자는 고환으로부터 빠져나

온 후 부고환으로 이동되고 여기서 고환 후 성숙과정 (post-testis 

maturation)을 거치고 직진 운동성 (progressive motility)을 획득하게 된

다.
1
 이러한 고환 후 성숙과정 이후에도 정자는 사정되어서 난자를 수정시

키기까지 여러 단계의 성숙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러한 과정동안 정자는 생

리적, 생화학적, 그리고 형태적으로 여러 변화를 거치게 된다. 이러한 여러 

단계의 성숙과정을 모두 거친 후에 비로소 정자는 난자를 수정시킬 수 있

는 능력을 획득하게 된다. 정자가 난자를 수정시키는데 필수적인 요인들 중 

대표적인 것으로 정자의 운동성과 첨체반응을 들 수 있다. 정자의 운동성은 

사정된 정자가 난관을 거쳐 난자에 도달하기까지의 이동에 필수적이며, 또

한 난자를 둘러싼 세포층인 cumulus cell과 투명대를 뚫고 난자 세포막까

지 도달하기 위해 필수적이라 하겠다. 이와 더불어 정자가 난자의 투명대에 

도달하게 되면 투명대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한 종류인 ZP3가 정자 두부에 

존재하는 수용체와 결합하게 되어 첨체반응을 유발하고 첨체반응을 통해 

방출되는 여러 종류의 단백질 분해효소의 작용으로 투명대를 녹이게 된다.
3
 

  위에서 기술한 운동성과 첨체반응에는 모두 칼슘이온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정자 세포질 내의 칼슘이온이 상승하게 되는데 이러한 상

승은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칼슘이온이 세포막에 존재하는 특정한 단백질 

통로를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되거나 혹은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칼슘저장고

로부터 칼슘이온이 방출됨으로써 이루어진다. 특히 정자의 세포막에는 여러 

종류의 칼슘통로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9-12
 몇몇 종류의 칼슘통

로들은 정자의 운동성이나 첨체반응에 직접적으로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다. 

첨체반응의 경우에는 투명대의 ZP3 단백질에 반응하여 low voltage-gated 

calcium channel과 Trp2가 세포질 내의 칼슘농도를 상승시키는데 관여하는 

것이 생쥐에서 밝혀졌다.
12,19,22

 그리고 소에서는 편모에 특이적으로 존재하

는 CNG에 의해서 칼슘의 유입이 매개되는 것이 보고 되었다.
11
 이처럼 칼

슘이온의 역할과 중요성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칼슘이 통

과하는 이온 통로의 역할과 그 분자생물학적인 기전에 관한 연구는 미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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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이다. 특히 첨체반응의 연구에 비해 정자의 운동성에 관련된 칼슘통로

의 연구가 부족한 실정이다. 

  2001년 Ren 등
34
에 의해 새로이 발견된 정자 특이적 양이온 통로 

CatSper는 생쥐와 사람에서 그 존재가 확인되었다. 생쥐에서 연구된 바에 

의하면 그 단백질 발현이 정자의 편모, 특히 principal piece에 국한되며 그 

기능이 상실될 경우, 정자의 운동성과 직진성에 심각한 결함을 초래하고 이

로 인해 정상적으로 난자를 수정시킬 수 없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처럼 

칼슘통로가 정자의 운동성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여 불임을 초래할 수 있다

는 보고는 매우 흥미로운 사실이며, 사람의 정자를 대상으로 CatSper의 발

현과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고 생각된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사정된 사람의 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CatSper의 발현유무를 

mRNA와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하고 또 CatSper 발현양의 차이가 정자의 

운동성에 직접적인 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 알아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총 39명으로부터 채취된 정액에서 정자를 분리하여 실험

에 사용하 다. 먼저 사용된 정액을 CASA 결과를 기초로 하여 WHO 기준

에 의한
30
 운동성이 50% 이상인 정상군 (n=18, 평균 운동성 76.6%)과 운동

성이 50% 미만인 무력정자증군 (n=21, 평균 운동성 30.5%)으로 나누었을 

때, 정상군의 경우 정자의 수, 운동성, 직진성, 생존력, 형태적 측면에서 모

두 정상 범위에 속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무력정자증군의 경우, 정자의 

수와 형태적 측면에서는 정상범위에 속하 으나, 정자의 운동성을 포함하여 

생존력 (평균 51.0%)과 직진성 (평균 1.7)에서 정상범위를 벗어난 것을 알 

수 있다. 이로써 본 실험에서 선정한 무력정자증군이 운동성과 관련된 검사 

항목에서만 결함을 보이며 시료 채취과정에서 본 실험의 의도대로 실험 대

상이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2, 3). 그러나 CASA 결과는 정자

의 운동성을 검사하는데 있어서 살아있는 정자와 죽어있는 정자를 구별하

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실제 살아있는 정자만을 대상으로 운동성을 

검사하는 것이 요구되는 바, 본 연구에서는 정자의 생존력 검사 결과를 바

탕으로 하여 살아있는 정자만을 대상으로 한 실제 운동성을 산출하여 비교

하 다. 즉 전체 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얻어진 생존력에 대한 운동성의 비

율 (motility/viability)을 산출하 다. 그 결과 정상군은 그 비율이 평균 1.1

로 나타났다. 이는 살아있는 정자 모두가 운동성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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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는 CASA 결과만으로 나타난 76%의 운동성과는 큰 차이가 있으며 

좀 더 엄 한 의미의 운동성을 반 한다 하겠다. 무력정자증군의 경우는 그 

평균값이 0.6으로 살아있는 정자의 60% 만이 운동성을 보인다는 것이며, 

이 또한 CASA 결과로 나타난 30%의 운동성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이는 

실제로 생존력 검사 없이 외견상으로 정자의 운동성을 판별할 경우 죽은 

정자를 배제하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으며, 본 연구에서 의도하는 살아있는 

정자의 운동성에 관한 실험을 위해서는 반듯이 고려되어야 할 측면이라고 

할 수 있다.   

  사람 정자에서 CatSper mRNA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사정된 정자로

부터 total RNA를 추출하고, 이 RNA 시료로부터 CatSper mRNA만을 특

이적으로 증폭시키기 위하여 nested RT-PCR 방법을 사용하 다. 지금까지 

사람에서 CatSper mRNA의 발현이 보고된 것은 CatSper를 처음 발견한 

Ren 등이 사람의 고환에서 추출한 RNA를 시료로 하여 그 mRNA가 존재

함을 밝힌 것이 유일하다. 그러나 고환에는 지주세포 (Sertoli cell)나 간질

세포 (Leydig cell)와 같은 체세포와 생식세포 (germinal cell)들이 함께 존

재하고, 또한 여러 발생단계의 생식세포들이 모두 존재하기 때문에, 그 발

현이 생식세포에 국한된 것인지 또는 생식세포라 할지라도 발생과정에 있

는 미분화 세포인지 발생과 분화가 모두 끝난 정자인지는 알 수가 없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성숙이 끝나고 사정된 사람의 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CatSper mRNA의 발현을 확인 한 것은 본 연구가 최초의 보고라 할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 총 39개의 시료 모두에서 CatSper mRNA의 

발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처럼 성숙이 완전히 끝난 정자에 CatSper 

mRNA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를 주형으로 하여 만들어진 CatSper 단백질이 

정자에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나아가서 CatSper 단백질이 성숙이 끝

난 정자에 존재하면서 그 나름대로의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예측을 가능

케 한다.

  CatSper mRNA 발현양과 정자 운동성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기 위하여 

각 RNA 시료로부터 얻어진 nested RT-PCR 결과를 반 정량적 분석 

(semi-quantitative analysis)을 통하여 발현양으로 환산하고 정자의 운동성

과 CatSper mRNA 발현양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보았다. 먼저 CASA 결

과만을 바탕으로 정상군과 무력정자증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두 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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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per mRNA 발현양의 차이는 없었다 (1.5±0.6 vs. 1.4±0.6, p=0.623). 살

아있는 정자에 대한 실제운동성을 산출한 Motility/Viability ratio를 기준으

로 하여 두 군으로 나누어 비교했을 경우는 0.5 이하인 군의 CatSper 

mRNA 평균 발현값은 1.2인 반면, 0.5 초과인 군은 1.5로 약 25% 높게 나

타났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141). 이는 살아있는 정자만을 대상

으로 하 을 경우, 운동성이 왕성한 군에서 CatSper mRNA가 더 많이 발

현되는 경향이 있다고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정자의 직진성과 CatSper 

mRNA의 발현양을 비교하 을 경우, 평균 직진성이 1.7 이하인 군의 

CatSper mRNA 평균 발현값은 1.3인 반면, 1.7 초과인 군은 1.6으로 약 

23% 높게 나타났으나, 역시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다 (p=0.168). 이 또한 직

진성이 높은 군에서 CatSper mRNA의 발현이 높은 경향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CatSper mRNA의 발현양의 차이가 정자

의 운동성에 향을 미친다고 결론 내릴 수는 없었다. 

  본 실험에서는 사람의 정자에서 CatSper 단백질이 발현되는가를 알아보

았다. 이 또한 아직까지 보고 된 바가 없는 것이며, 위에서 기술했듯이 사

람의 사정된 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CatSper 단백질이 발현되는가를 알아본 

것은 최초이자 매우 의미 있는 시도라 할 수 있다. 이를 위하여 사람의 

CatSper 단백질의 일부를 항원으로 하여 토끼로부터 항혈청을 추출하여 사

용하 다. 본 실험에서 제작된 항혈청은 사람의 CatSper 단백질의 아미노

산 잔기 1번부터 160번까지를 포함하는 재조합 단백질을 항원으로 사용하

여 제작된 것이다. 본 항혈청을 사용하여 메탄올로 고정한 정자 슬라이드에 

대한 형광 면역세포화학법을 시행한 결과, 총 39개의 시료 모두에서 

CatSper 단백질이 발현되는 것을 확인하 다. CatSper 단백질은 주로 정자

의 미부에서만 그 발현이 관찰되었으며, 이를 세분해 보면 미부의 네 부분 

중 connecting piece, mid-piece, 그리고 principal piece에서 그 발현이 확인

된 반면 미부의 최 말단인 end piece에서는 발현이 관찰되지 않았다. Ren 

등
34
이 생쥐의 정자를 대상으로 실험한 바에 따르면, 생쥐 정자에서는 

CatSper 단백질이 미부의 principal piece에서만 주로 발현되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이를 종합해 보면, CatSper 단백질은 사람과 생쥐에서 모두 정자의 

미부에 주로 존재한다는 공통점이 있다. 그러나 사람 정자의 미부에 존재하

는 CatSper 단백질이 생쥐의 실험에서처럼 사람에서도 정자 운동성에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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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역할을 하는가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전혀 알려진 바가 없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CatSper mRNA의 발현양과 정자 운동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조

사함으로써 사람에서 CatSper 단백질의 기능에 대한 간접적인 실마리를 찾

아보려 시도하 으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 다. 그러

나 정자의 운동성이나 직진성이 증가함에 따라 CatSper mRNA의 발현양이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경향성에 의미를 부여하기 위해서는 

CatSper mRNA의 발현양과 더불어 단백질 발현양을 정량적으로 비교하는 

연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 연구에서 제작한 항혈청은 

Western blotting에서는 그 특이성을 검증할 수 없었다. 이는 항혈청을 제

작하는 단계에서 종종 나타나는 현상이며, 본 연구에서는 제작한 항혈청을 

면역세포화학법에만 사용하여 정자에서의 CatSper 단백질 발현유무와 발현

위치를 확인하는데 성공하 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보면, CatSper 유전자는 사람의 정자에서 비교적 

많은 양이 발현되며 또한 거의 모든 정자에서 발현되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발현 유무나 발현양의 차이는 없을 지라도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발현된 CatSper 단백질이 그 기능에 결함을 갖게 될 경우 이것이 정

자의 운동성에 문제를 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향후 사람의 

CatSper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존재하는 지를 조사하고 이것이 CatSper의 

기능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는 것이 매우 의미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국 CatSper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보이는 사람에서 정자의 운동성에 결함이 

있는지를 조사하여 그 연관성을 밝힌다면 사람에서 CatSper 유전자의 역할

을 규명하고 무력정자증의 기전을 이해하는데 큰 지식을 더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한다. 나아가서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기초로 하여 남성불임의 한 

부분을 이해하고 치료법을 개발하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또한 CatSper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와 더불어 CatSper의 기능

을 억제할 수 있는 blocker에 관한 연구도 CatSper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매우 유용하며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까지 생쥐나 사람의 CatSper 

단백질의 구조와 형태에 관한 연구는 전무하다 할 수 있다. 그러나 향후 

CatSper 단백질의 3차원 구조에 관한 연구들이 진행된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사람에 존재하는 다른 양이온통로의 기능은 억제하지 않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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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Sper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여 그 기능을 억제하는 blocker의 개발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이러한 연구의 처음 단계로 우선 기존에 

알려진 blocker들을 대상으로 하여 정자의 운동성을 저해하는 효과가 있는 

것들을 찾아내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정자에는 이미 많

은 종류의 양이온통로가 존재하면서 첨체반응이나 수정능획득 등에 관여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다른 이온통로들에는 작용하지 않으면서 

CatSper에만 작용할 수 있는 blocker를 찾아내는 일은 매우 어렵고도 핵심

적인 단계라 생각된다. 또한 향후 CatSper 단백질의 생화학적 특성과 3차

원 구조에 관한 연구들이 이루어진다면 이를 토대로 하여 새로운 CatSper 

특이적 blocker를 디자인하는 drug modeling이 가능할 수 있을 것이며, 결

과적으로 이러한 CatSper 특이적 blocker의 개발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

은 CatSper의 기능을 연구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할 수 있으며, 나아가서 

새로운 남성 피임약으로써의 효과를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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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사람의 정자를 대상으로 하여 정자 특이적 양이온 통로인 

CatSper의 발현을 mRNA와 단백질 수준에서 모두 확인한 최초의 보고이

며, 실험에 사용한 정자 시료 39개 모두에서 CatSper 유전자의 mRNA와 

단백질이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사람의 정자에서 발현되는 

CatSper 단백질이 정자의 미부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를 좀더 세분해 보면 미부를 구성하는 네 부분인 connecting piece, mid-   

piece, principal piece, end piece 중에서 end piece를 제외한 세 부분에 그 

발현이 집중되었다. 생쥐의 정자를 대상으로 CatSper 단백질이 미부의 

principal piece에 존재한다는 보고는 본 연구 결과와 매우 유사한 것이며, 

사람에서도 정자 미부에만 존재하는 CatSper 단백질이 생쥐에서와 유사한 

기능을 수행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러한 가설에 실마리

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저자는 CatSper의 발현양이 정자의 운동성을 조절

할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연구 결과, 정자의 운동성이나 직진성이 높은 

군에서 CatSper mRNA 발현양 역시 증가하는 경향성을 확인하 으나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하 다. 일반적으로 mRNA 발현양이 

단백질 발현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미루어 보아 CatSper 단백질의 발현양 

역시 mRNA 발현양의 결과와 유사할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CatSper 단백질 발현양을 정량적으로 분석하지는 못하 다. 그러나 형

광 면역세포화학법을 이용하여 CatSper 단백질의 발현을 조사한 결과를 보

면, CatSper 단백질은 사람의 정자 대부분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관찰 되었

으나 각각의 정자에서 발현되는 정도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

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CatSper 단백질의 발현양을 정량적으로 설명할 

수는 없으나, CatSper 단백질의 발현양이 정자의 운동성에 따라서 크게 변

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하겠다. 

  이상을 종합해 보면, 생쥐에서와 마찬가지로 사람에서도 CatSper 유전자

가 정자에서 발현되며, 특히 그 단백질 발현이 성숙이 끝난 정자의 미부에 

국한되는 공통점을 알 수 있다. 이는 생쥐에서 CatSper가 칼슘의 정자 세

포 내 유입을 매개하여 정자의 운동성을 조절하는 기능이 사람에서도 존재

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서 CatSper 발현 유무나 발현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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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차이는 없을 지라도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한 기능 손실이나 결함을 

가질 수 있고 CatSper 단백질의 기능 결함이 정자의 운동성에 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향후 사람의 CatSper 유전자 돌연변이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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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pression of sperm-specific cation channel, CatSper 

in human spermatozo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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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 by Professor Hyung Ki Choi)

  In the testis, spermatozoa are incapable of progressive motility and 

unable to fertilize an egg. Progressive motility and capacitation of sperm 

are crucial for fertilizing oocytes. Progressive motility is acquired during 

transit through the epididymis, and the capacitation is attained after 

incubation within the female reproductive tract. Numerous studies 

demonstrated that calcium ion and cyclic nucleotide control sperm 

motility and capacitation. Especially, calcium ion has been focused as the 

primary determinant of sperm cell behavior and extracellular calcium 

seems to be required for all of these physiological processes. 

  CatSper, a newly identified cation channel in mouse sperm and human 

testis, is reported to exist in flagellum of mouse spermatozoa. CatSper 

has a closest similarity to pore forming α1 subunit of voltage-gated 

calcium channels (Cav), including six-transmembrane-spanning domain, 

glutamate/aspartate residues of pore region and lysine/arginine repeats 

of voltage sensor region. In knock-out mice for CatSper, mutant sperm 

shows impaired progressive motility and sterility in vitro  fertilization 

because they fail to penetrate zona pellucida of oocytes. Moreover, the 

mutant sperm is incapable of inducing intracellular calcium elevation by 

cyclic nucleotide. So it is concluded that CatSper is a sperm specific 

cation channel and plays a key role in the sperm motility and fertility in 

mou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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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this study, we aimed to elucidate the expression and intracellular 

localization of CatSper in human spermatozoa. Moreover, we investigated 

the relationship between CatSper expression and motility of ejaculated 

human spermatozoa. To our best knowledge, this is the first report to 

show the expression of CatSper mRNA and protein in human 

spermatozoa. We confirmed the expression of CatSper mRNA in 

ejaculated human spermatozoa by nested RT-PCR. Moreover, we found 

that CatSper protein was dominantly expressed in flagellum of human 

sperm. Using double fluorescent immunostaining with anti-CatSper and 

anti-β-tubulin antibody, we concluded that CatSper protein was localized 

in connecting piece, mid-piece and principal piece of flagellum, not in 

end piece. In each sperm population, a few sperms showed very weak 

immunostaining of CatSper protein. This suggested that expression of 

CatSper protein may be heterogeneous in same sperm population and 

each sperm expresses CatSper protein at a different amount. Using 

nested RT-PCR and semi-quantitative analysis of CatSper mRNA, we 

compared the expression of CatSper mRNA with sperm motility, 

motility/viability ratio and progressiveness. In comparison of CatSper 

mRNA expression and sperm motility (not distinguishing dead sperms 

from whole sperm population), the mean value of CatSper mRNA 

expression (mean±SD) was 1.5±0.6 in normozoospermia (n=18) and 

1.4±0.6 in asthenozoospermia (n=21). There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between two groups. When compared the expression of 

CatSper mRNA with motility/viability ratio (group A; > 0.5, group B; ≤

0.5), group A (n=31) was 1.5±0.6 whereas group B (n=8) was 1.2±0.6. 

The mean value of group A was 25% higher than that of group B but 

i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In comparison of CatSper mRNA 

expression with progressiveness (group A'; >1.7, group B'; ≤1.7), group 

A' (n=28) was 1.6±1.0 whereas group B' (n=11) was 1.3±0.6. The mean 

of group A' was 23% higher than that of group B' but there also was 

no statistical signific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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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n conclusion, we demonstrate for the first time that ejaculated human 

spermatozoa expresses mRNA and protein of CatSper and CatSper 

protein is dominantly localized in flagellum including connecting piece, 

mid-piece and principal piece. There was no immunoreactivity in end 

piece of flagellum. We failed to show the significant difference of 

CatSper mRNA expression between normozoospermia and astheno- 

zoospermia. But we found the tendency of increasing CatSper mRNA 

expression according to increase of motility/viability ratio and 

progressiveness in ejaculated sperm. Moreover, most of sperm population 

expressed CatSper protein in immunocytochemical study. So further 

studies are focused on the mutation of CatSper gene resulting in 

functional loss or impairment of CatSper as a cation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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