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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인지질은 신경세포의 유지와 생존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최근 연구에서 

인지질의 구성 변화와 기능 이상이 퇴행성 신경질환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phosphatidylserine synthase1 (ptdss1)은 phosphatidylserine을 합성하는 

효소이며, ptdss1의 돌연변이에서 퇴행성 신경질환의 표현형이 나타났지만, 

구체적인 기능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시냅스의 이상이 관찰된다는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경 세포 

수준에서 ptdss1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초파리의 신경 근 

접합부(Neuromuscular junction)를 모델로 시냅스 이상을 확인하였다. 교세포에서 

ptdss1의 발현양을 변화시켰을 때, bouton 수의 변화를 통해 시냅스 형성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branch 수, Satellite bouton 수의 변화를 통해 

시냅스의 성장 조절에 이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post-

synapse 형성 조절과 운동능력에도 이상이 생기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운동신경에서 ptdss1의 발현을 변화시켰을 땐, 큰 이상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ptdss1 유전자가 교세포에서 작용하여 시냅스 형성과 성장 조절, 

그리고 시냅스의 기능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초파리, 교세포, ptdss1, 신경 근 접합부, 시냅스 

학   번 : 2014-20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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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1. 인지질과 퇴행성 신경질환 

인지질은 구조적, 생물학적으로 중요한 물질이다. 단백질과 함께 생체막의 

주요 구성 성분 중 하나이며 인산과 지방산으로 구성된다. 인산은 친수성, 지방

산은 소수성이기 때문에 인지질 2중층을 형성한다. 인지질은 염기에 따라 

phosphatidylcholine, phosphatidylethanolamine, phosphatidylserine, sphingomyelin 

등이 있다. 인지질은 세포막에서 다양한 단백질과 상호작용하며 세포 내 대사활

동을 조절한다.  

신경 조직은 인지질이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으며 인지질 대사과정이 활

발하게 일어나는 장소이다(Sastry, 1985). 또한, 신경 세포막의 backbone을 구성

하며 유동성과 투과성을 제공한다(Wells et al., 1995). 이를 통해 신경 세포의 정

상적인 기능을 유지하도록 돕는 역할을 한다. 

인지질의 기능이 상실되거나 인지질의 불균형적인 구성은 신경질환의 공통

적인 특성 중 하나이다. 퇴행성 신경질환은 인지질의 불균형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Fabelo et al., 2011). 초파리의 eas(easily shocked) 유전자는 ethanolamine 

kinase로 이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phospholipid synthetic pathway에 문

제가 생기면서 seizure, neuronal failure, 그리고 paralysis가 나타났다(Pavlidis et 

al., 1994, Fergestad et al., 2008). 또한, phosphatidylcholine 합성효소의 유전자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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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t1의 돌연변이에 의해 phospholipid 구성이 변하고 눈에 이상이 나타났다

(Weber et al., 2003). 그뿐만 아니라 Alzheimer’s disease를 앓고 있는 환자에서 

phosphatidylserine의 비정상적인 분포를 관찰한 연구가 있으며(Lange et al., 

2008), 미토콘드리아에서 phosphatidylserine으로부터 phosphatidyl ethanolamine의 

합성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면 α-synuclein의 homeostasis에 영향을 주

게 되어 Parkinson’s disease의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Wang et al., 2014). 

이처럼 인지질과 퇴행성 신경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

고 있다.  

 

2. phosphatidylserine synthase1 

    phsophatidylserine synathase1(ptdss1)은 phosphatidylserine을 합성하는 효소

로 포유류에서는 PSS1과 PSS2로 존재하며 상호 보완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Arikketh et al., 2008). 초파리에서는 PSS1과 상동성을 가진 유전자만 존재하며 

phosphatidylcholine을 phosphatidylserine으로 합성한다.  

ptdss1에 의해 합성되는 phosphatidylserine은 주로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하

며, 세포막의 세포질 부분에 위치하고 음전하를 띤다(Svennerholm, 1968). 이러

한 phosphatidylserine의 특성 때문에 다양한 단백질과 상호작용이 가능하다. 특

히, Akt, Raf-1, 그리고 protein kinase C(PKC) 신호전달 경로가 phosphatidylserine

과 상호작용한다(Newton et al., 1994, Kim et al., 2000, Akbar et al., 2005)고 알

려져 있다(그림 1). 이러한 신호전달 경로는 신경의 생존과 신경돌기의 성장,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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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고 시냅스 형성(synaptogenesis)을 촉진한다(Kim et al., 2014). 즉, 

phosphatidylserine은 신경계의 발생과 성장, 그리고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도록 돕는 기능을 한다. 이처럼 phosphatidylserine이 신경 조직에서 중요한 역

할을 하지만 아직 phosphatidylserine의 기능은 알려진 바가 없다. 

선행 연구에서 초파리의 ptdss1의 이형 돌연변이를 관찰한 결과 노화가 진

행됨에 따라 퇴행성 신경질환의 표현형이 나타났다. 일반적으로 퇴행성 신경질

환의 특성을 보이는 돌연변이는 수명의 감소와 뇌조직의 퇴화가 나타나는데(Lu 

and Vogel, 2009), ptdss1 돌연변이에서도 뇌 조직의 퇴화가 나타나며 수명이 감

소하고 운동능력에 결핍이 나타났다(조민규, 2014). 하지만, 아직 ptdss1과 퇴행

성 신경질환의 관계는 알지 못한다. 따라서 ptdss1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퇴행성 신경질환의 구체적인 원인 분석이 필요하다. 

 

 

 

 

 



 4   

 

그림 1.  Phosphatidylserine에 의해 활성화되는 neuronal signaling pathway 

(Kim et al., 2014) 

Phosphatidylserine은 PKC와 Raf-1, Akt 등의 신호전달 경로에 관여하고 있다. 이 신호전

달 경로는 신경의 생존과 분화의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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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 근 접합부 (Neuromuscular junction) 

시냅스의 유전적 특징과 분자적인 mechanism을 밝히기 위해 효과적인 

model system으로 초파리의 neuromuscular junction(NMJ)이 사용되고 있다. 초파

리의 NMJ는 다른 개체의 신경에 비해 상대적으로 간단하면서 각 복부의 hemi 

segment에 32개의 운동신경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각 운동신경의 NMJ은 크고 

개별적으로 위치하고 있어서 관찰하기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다. 다루기 쉽기 때

문에 시냅스의 형태와 기능을 연구하기에 좋은 재료이다(Collins and DiAntonio, 

2007). 또한, 초파리의 NMJ는 glutamatergic synapse이며 포유동물 중추신경의 

glutamatergic synapse의 구성과 기능이 비슷하다고 알려져 있다(Collins and 

DiAntonio, 2007). Glutamate는 포유동물 신경계의 주된 excitatory neuro 

transmitter이며 학습과 기억 과정의 매개체로 작용한다(Mattson, 2008). 또한, 포

유동물의 postsynaptic density(PSD) 단백질의 95.8%가 초파리 NMJ의 PSD와 일

치하여(Liebl and Featherstone, 2008) post-synapse의 형성과 기능을 연구하기에 

용이하다. 

초파리 유충의 NMJ는 1령에서 2령, 3령 유충이 되면서 근육의 크기가 커지

게 되고 동시에 NMJ의 bouton 수와 branch 수가 많아지게 된다(그림 2). 또한, 

초파리 유충의 NMJ에서는 다양한 표현형들이 관찰되며 이를 분석하여 시냅스 

형성과 구조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Menon et al., 2013). NMJ의 분석은 주로 두 

곳의 근육 위치에서 이루어진다. 4번 위치의 근육과 6/7 위치의 근육에서 관찰

되는 NMJ를 분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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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aptic bouton 수의 변화를 확인함으로 시냅스 형성 과정의 이상을 확인

할 수 있고, bouton의 크기를 비교하기도 한다(그림3A, B, C, D). 또한, Synaptic 

branch와 Satellite bouton은 시냅스의 성장과 관련이 있다(Menon et al., 2013). 

특히, Satellite bouton은 terminal parent bouton 끝에 나타나는 작은 bouton으로 

parent bouton에 budding된 형태로 나타난다(그림 3E, F). Endocytic mutant에서 

자주 발견되고(Dickman et al., 2006, Zhao et al., 2013), 시냅스의 성장을 조절하

는 signaling pathway와 연관이 있으며, NMJ의 overgrowth를 나타내는 표현형으

로 알려져 있다(Menon et al., 2013). Pre-synapse가 형성된 후 시냅스가 기능을 

하기 위해서 subsynaptic reticulum(SSR)을 만들게 된다. SSR은 post-synaptic 

membrane으로 pre-synapse 지역을 둘러싸고 있으며 post-synaptic glutamate 

receptor가 분포하고 있다. Post-synapse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SSR을 염색하는 Disc-Large(DLG) 항체를 이용하여 관찰할 수 있다(Budnik et al., 

1996). 또한, post-synapse가 형성되지 않아 DLG 항체로 염색이 되지 않는 ghost 

bouton을 관찰할 수도 있다(그림 3G, H, I). 

Bouton은 형태와 기능에 따라 4가지 종류로 나뉜다(그림 4). SSR의 유무에 

따라 TypeⅠ과 TypeⅡ, Ⅲ로 나뉜다. TypeⅠ bouton은 SSR이 존재하는 반면, 

TypeⅡ, Ⅲ는 SSR이 없다. TypeⅠ bouton은 Ⅰb(big) bouton과 Ⅰs(small) bouton

으로 나뉜다. TypeⅠ bouton은 glutamate를 신경전달물질로 사용하고 있다. 

TypeⅡ bouton은 glutamate 또는 peptide, TypeⅢ bouton은 peptide만을 신경전

달물질로 사용한다(Menon et al., 2013)(그림 4). SSR이 강하게 발달 된 Type Ⅰ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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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uton 수를 측정함으로 post-synapse 형성의 이상을 확인할 수 있다(Menon et 

al., 2013, Mhatre et al., 2014). 

Alzheimer’s dieases,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ALS)등의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에서 NMJ를 모델로 시냅스에 영향을 주는 유전자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

루어지고 있다. 대표적으로 TDP-43 유전자를 운동신경과 교세포에 각각 과발현

시켰을 때,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Estes et al., 2013). 또한, 

Alzheimer’s disease에서 synaptic abnormality가 나타났다(Mhatre et al., 2014). 각

각의 연구 결과에서는 bouton 수의 변화, branch 수의 변화, Satellite bouton 수

의 증가를 통해 유전자가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과, 퇴행성 신경질환 발생에 영

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Synaptic bouton, branch, Satellite 

bouton 수 등을 통해 유전자가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교세포는 시냅스의 형성과 분화 과정인 synaptogenesis 과정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Ullian et al., 2004). 교세포가 시냅스를 조절하는 것과 같

은 다양한 mechanism을 증명하는 연구도 초파리의 NMJ를 활용하여 수행되고 

있다. 교세포와 근육세포가 immature bouton과 presynaptic debris를 shedding 하

는데 관여함으로 운동신경의 신호전달을 향상시켜주며 정상적인 Synaptic 

expansion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돕는 역할을 하며(Fuentes-Medel et al., 2009), 

NMJ에서 교세포의 작용이 확장되었을 때 시냅스의 성장을 조절한다(Brink et al., 

2012)는 연구가 있다. 이처럼 초파리의 NMJ는 유전자가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

에 대한 연구를 하기에 좋은 실험적 모델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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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NMJ의 확장 및 Synaptic growth (Menon et al., 2013) 

유충의 발달 과정에 따라 근육 6, 7 위에 있는 TypeⅠb bouton의 성장 패턴을 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왼쪽은 1령 유충, 오른쪽은 3령 유충의 NMJ 패턴이며 시기가 지날수록 

근육의 크기가 증가하면서 branch와 bouton의 수가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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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NMJ에서 확인할 수 있는 다양한 표현형의 예 (Menon et al., 2013) 

NMJ에서 볼 수 있는 표현형 (A-F)는 HRP 항체로 염색한 것이며 (G-I)는 HRP와 DLG로 

이중 염색한 것이다. (A) 근육 4번 위치의 야생형 NMJ, (B) 근육 4번 위치의 돌연변이 

NMJ, bouton수가 많아졌으나 크기는 작아졌다. (C) 근육 6/7 위치의 야생형 NMJ 일부, 

(D) 근육 6/7 위치의 돌연변이 NMJ 일부, 야생형에 비해 bouton 수가 감소하였으나 크기

는 커졌다. (E) 근육 4 위치의 야생형 NMJ, (F) Satellite bouton. 화살표로 표시된 부분이 

Satellite bouton이며 budding structure를 나타내고 있다. 그리고 terminal parent bouton에 

branching bouton을 보여준다. (G-I) NMJ와 ghost bouton(그림 I의 화살표), Ghost bouton

은 pre-synaptic marker인 HRP가 나타나지만 post-synaptic marker인 DLG는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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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Synaptic bouton의 유형 별 모양과 특징 (Menon et al., 2013) 

(A) Synaptic bouton의 유형, 12번 근육에 위치한 TypeⅠb, Ⅰs, Ⅱ, 그리고 Ⅲ bouton을 

보여준다. TypeⅠb bouton과 Ⅰs bouton은 크기와 모양, physiology, 그리고 subsynaptic 

reticulum(SSR)의 양이 다르다. SSR은 DLG 항체로 염색된다. TypeⅠb bouton은 Ⅰs 

bouton에 비해 더 많은 SSR로 둘러싸여 있다. TypeⅡ와 Ⅲ는 DLG 항체로 나타나지 않

는다. HRP 항체는 모든 type의 bouton을 나타낸다. (B) Bouton의 특징, 각 bouton의 유형

에 따른 특징을 그림으로 나타낸 것이다.  



 12   

4. 연구목표 

인지질의 구성 변화와 기능 이상은 퇴행성 신경질환과 관련되어 있다. 새로

운 퇴행성 신경질환 유전자로 예측되는 ptdss1 유전자(조민규, 2014)의 기능을 

보다 구체적으로 규명하기 위해서는 유전자의 영향이 미치는 범위를 세분화하

여 관찰해야 할 필요가 있다. 퇴행성 신경질환의 대표적인 Alzheimer’s disease에

서 시냅스의 이상이 나타난다는 연구(Mhatre et al., 2014) 결과와 ALS에서 시냅

스의 이상을 관찰한 연구(Estes et al., 2011, 2013) 결과를 바탕으로 퇴행성 신경

질환과 관련된 유전자인 ptdss1에서도 시냅스에 이상이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ptdss1에 의해 합성되는 phosphatidylserine은 신경 조직에 많이 분포하며 신경의 

생존과 분화, 시냅스 형성과 관련된 다양한 신호전달과 관련되어 있다(Kim et 

al., 2014). 교세포는 신경세포와 상호작용하며 시냅스를 형성하고 조절하는 역할

을 하는데(Ullian et al., 2004), 시냅스 형성 과정에서 phosphatidylserine의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퇴행성 신경질환 연구에서 시냅스의 기능 이상이 나타난다

는 기존 연구 결과들을 토대로 초파리 유충의 NMJ를 모델로 하여 운동신경과 

교세포에 각각 ptdss1의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를 제작하여 

분석하였다. 각 돌연변이 시냅스에서 나타나는 구조적인 변화와 유충의 행동 변

화를 통해 ptdss1 유전자가 시냅스의 형성과 성장, 기능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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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방법 및 실험재료 

 

1. 사용된 초파리 

실험에 사용된 초파리는 옥수수와 효모(cornmeal/yeast) 배지가 들어있는 

20mm vial에 dry yeast를 넣고 25도에서 day/night를 12시간으로 맞추고 습도를 

60%로 유지하여 배양하였다. 

유전자의 기능을 확인하는 방법으로는 대표적으로 기능 획득 돌연변이

(Gain-of-function)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Loss-of-function)를 제작하여 표현형을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초파리에서는 UAS/GAL4 system을 사용하여 조직이나 세

포 특이적으로 발현을 조절하여 유전자의 기능을 분석할 수 있다(Brand, A. H. 

and Perimon, N. 1993). 본 연구에서는, 신경세포 수준에서 ptdss1의 기능을 확인

하기 위해 UAS/GAL4 system을 사용하여 운동신경과 교세포 특이적으로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GAL4 초파리를 사용하여 돌연변이를 제작한 후 실험을 진행하

였다. 운동신경에서 ptdss1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D42-GAL4 초파리와 

v5391(ptdss1 RNAi), UAS-ptdss1 초파리를 각각 교배하여 운동신경에 특이적으로 

발현을 억제시키거나 증가시켰다. 교세포에서 ptdss1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repo-GAL4 초파리를 이용하여 v5391(ptdss1 RNAi), UAS-ptdss1 초파리를 각각 

교배한 후 나타나는 표현형을 확인하였다. 사용된 RNAi 초파리는 Dicer 효소의 

작용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교배과정을 거쳐 각 GAL4 초파리에 UAS-

Dicer-2가 있는 초파리를 만들었다. 원하는 유전자형을 가진 유충을 선별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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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형광이 발현되는 2번 염색체의 CTG(CyO, twi-GAL4, UAS-GFP) 또는 3번 

염색체의 TTG(TM3 Sb, twi-GAL4, UAS-GFP)로 balancer를 바꿔 형광이 발현되

지 않는 유충을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대조군으로는 각 GAL4 초파리에 

w1118 초파리를 교배하여 그 자손을 비교하였다. Canton-S와 #11632(CG4825) 초

파리를 사용하여 Climbing assay를 수행하였다. 

 

2. 실시간 정량 PCR (Quantitative Real-time PCR) 

25도에서 배양하여 깨어난 지 하루 미만의 초파리 수컷 40마리를 모아 

Deep-freezer(-70℃)에 넣어 얼렸다. Homogenizer로 초파리를 균질하게 갈아준 

뒤 RNeasy Plus Mini Kit(QIAGEN)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순도 1.8 이상

의 RNA를 선별하여 정량하고, RT-PCR(Reverse transcription PCR)을 수행하여 

동량의 cDNA를 합성하였다. cDNA 합성은 QuantiTect Reverse Transcription 

Kit(QIAGEN)를 이용하였다. 합성된 cDNA를 이용하여 실시간 정량 PCR을 진행

하였다. SYBR Green 방식인 TOPreal™ qPCR 2X PreMix(Enzynomics) 시약을 사

용하였고, Rotor-gene Q(QIAGEN) 기기를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Reference gene

으로는 ribosomal protein인 rp49를 사용하였으며, interest gene으로는 ptdss1 유

전자를 사용하였다. 사용된 primer 서열은 아래와 같다(표. 1). Delta-Delta CT 

Relative Quantitation Analysis 방법으로 표준화하여 비교하였다(정소정,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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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qRT-PCR Primer Set Sequence 

Gene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rp49 TACAGGCCCAAGATCGTGAA TCTCCTTGCGCTTCTTGGA 

ptdss1 CATCAGTTGGGATCGCGTT CACAGAAATGGCCCACAG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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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신경 근 접합부(Neuromuscular junction) 해부 

25℃에서 배양된 초파리를 교배 후 5~6일이 지난 뒤, 자손이 3령 유충이 되

어 vial의 벽을 따라 올라온 유충(Wandering third instar larvae)을 실험에 사용하

였다. 3mm Vannas Spring Scissors(FST)와 Stainless Steel Minutien Pins-0.1mm 

Diameter(FST)를 사용하여 초파리 유충 해부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6% 한천 

배지 위에 차가운 상태의 HL-3.1 dissection buffer를 한 방울 떨어뜨리고, 그 위

에 3령 유충을 올린 후 Forcep을 이용하여 유충을 잡고 minutein pin을 유충의 

머리와 꼬리에 꼽아 한천배지에 고정시켰다. 이때 유충을 최대한 늘린 상태로 

핀으로 고정해야 한다. 핀으로 고정 후 3mm Vannas Spring Scissors를 이용하여 

머리를 수평으로 자르고 등의 가운데 라인을 따라 자른 뒤 꼬리 부분을 수평으

로 잘랐다. Body wall의 근육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며 장기를 제거한 후 

minutien pin을 이용하여 body wall을 사방으로 늘려서 고정시켰다. HL3.1 

dissection buffer를 제거한 뒤 4% paraformaldehyde로 25분간 고정(fixation)시켰

다. 고정 후 paraformaldehyde를 제거하고 HL-3.1 dissection buffer로 5분간 2회 

씻어주었다. Minutien pin을 제거한 뒤 1X PBS 1mL이 들어있는 E-tube에 옮긴 

후 4℃에 보관하였다(Smith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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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신경 근 접합부 해부 방법 (Smith et al., 2011). 

초파리 3령 유충을 이용하여 신경 근 접합부를 해부하는 방법을 순서에 따라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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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용된 항체 및 면역조직화학염색법 

(Immunohistochemistry) 

1차 항체로 mouse anti-CSP(ab49, 1/20, Developmental Studies Hybridoma 

Bank(DSHB)), mouse anti-DLG(4F3, 1/20, DSHB)가 사용되었고, 2차 항체로 Alexa 

Fluor 488 goat anti-mouse IgG(1/1000, Invitrogen), Alexa Fluoro 594-conjugated 

AffiniPure Goat Anti-Horseradish Peroxidase(1/400, Jackson ImmunoResearch)가 

사용되었다(Mhatre et al., 2014).  

항체 염색을 이용하여 NMJ를 확인하기 위해 해부실험 후 1X PBS에 보관되

어있는 유충의 body wall을 PBS를 제거하고 PT(PBS + 0.1% Tween20)로 5분간 5

회 씻어주었다. 항체의 비 특이적인 결합을 방지하기 위해 5% NGS(Normal Goat 

Serum)를 포함하여 1차 항체를 비율에 맞게 희석시켰다. 각 E-tube당 희석된 1

차 항체 용액을 300㎕ 넣은 후 4℃에서 12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반응 후 PT로 

5분간 5회 씻어주었다. 형광 염색을 위해 빛을 차단시킨 후 1차 항체에 맞는 2

차 형광 항체를 선택하여 1시간동안 반응시키고 형광 신호를 현미경으로 확인

한 후 반응을 정지시켰다. 이중염색을 위해 단일염색의 2차 형광확인까지 완료

한 후, 다시 앞의 과정을 반복하여 처리한다. 이중 염색이 완료되면 PT로 5분간 

5회 이상 씻어주고 Fluoromount-G 용액을 넣고 보관하였다(Smith et al., 2011). 

NMJ의 관찰 및 사진촬영은 Intravital Multi-Photon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IMP-LSM; LSM 780 NLO, Carl-Zeiss)를 이용하였다. 복부 3번 체절의 

6/7 근육 사이에 있는 NMJ를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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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3령 유충의 체절 및 근육 위치 (Smith et al., 2011) 

본 실험에서는 모두 같은 시기의 3령 유충으로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복부 3번 체절에 

있는 6번과 7번 근육 사이의 NMJ를 confocal image로 촬영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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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NMJ의 형태학적 분석 방법 

    3령 유충의 복부 3번 체절 6/7번 근육(A3 segment, 6/7 muscle)의 NMJ를 염

색한 후, confocal image를 Image J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HRP와 

CSP로 pre-synapse를 염색한 후 전체 bouton 수, branch 수, Satellite bouton 수

를 측정하였다. Synaptic branch 수는 bouton이 두 개 이상이 달려있는 branch

를 뜻한다. Satellite bouton은 2개 이상의 bouton이 terminal parent bouton에서 

가지를 뻗어 나온 것으로 정의하여 수를 측정하였다(Miller et al., 2012). TypeⅠ

b bouton은 DLG 항체로 염색 후 SSR 지역이 두껍게 염색된 bouton 수를 측정

하여 통계적으로 분석하였다(Meno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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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행동 이상 측정 

(1) Climbing assay (Iuso et al., 2014) 

25℃에서 키운 막 깨어난 초파리의 수컷을 29℃에 옮겨 키운다. 3일에 한번

씩 transfer를 하여 유지하였다. 약 20cm 길이의 vial에 초파리를 각 25마리씩 

넣어준 후 30분~1시간 정도 상온에 두면서 마취가 풀리고 환경에 적응할 때까

지 기다렸다. 동영상으로 촬영할 카메라를 설치한 후, 초파리를 넣은 vial을 부

드럽게 바닥에 두드려 초파리들이 모두 밑으로 내려오도록 하였다. 10초의 시간 

동안 각각의 초파리가 얼마나 올라갔는지를 측정한 후 대조군과 비교하였다. 10

일차와 20일차에 실험을 진행하여 시간에 따른 운동 능력 감소의 정도를 비교

하고, 그 결과는 Student’s t-test로 통계처리 하였다. 

 

(2) Larval turning assay (Estes et al., 2013) 

초파리의 3령 유충을 apple juice plate에 놓았다. 환경에 적응할 수 있도록 

시간을 준 뒤, 배쪽이 위를 향하도록 붓을 이용하여 부드럽게 뒤집어주었다

(ventral side up). 다시 등쪽이 위로 오도록 뒤집어서(dorsal side up) 앞으로 이

동할 때까지 관찰하였다. 각각의 유충이 이 과정을 완료할 때까지 걸리는 시간

을 측정하여 기록하였다. 각 유전자형마다 20마리 이상의 유충으로 3번에서 5번 

반복 수행하고 그 결과는 Student’s t-test로 통계처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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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   과 

 

1.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ptdss1 

유전자의 발현양 변화 확인 

운동신경과 교세포에서 각각 ptdss1의 발현양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실시간 정량 PCR을 사용하여 실험에 사용한 초파리의 mRNA 발현 level을 조사

하였다.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ptdss1의 발현양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

인 D42-GAL4/+에서 ptdss1의 발현양을 100%라고 하였을 때, UAS-ptdss1를 교배

한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는 약 188%로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며, ptdss1 RNAi

를 교배한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는 약 72%로 발현양이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7A). . 

마찬가지로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ptdss1의 발현양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인 repo-GAL4/+에서 ptdss1의 발현양을 100%라고 하였을 때, UAS-ptdss1

를 교배한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는 약 313%로 발현양이 증가하였다(그림 7B). 

반면, ptdss1 RNAi를 교배한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는 치사량이 높아져 성체로 

깨어나는 비율이 현저하게 감소하게 되며, 이를 통해 발현이 억제되었을 때 생

존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Data not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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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의 ptdss1 발현양 확인 

(A) 운동신경에서 ptdss1 유전자의 돌연변이 제작 후 발현양 확인. 운동신경에서 ptdss1의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 발현양이 증가한 것과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발현양이 감소

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 repo-GAL4 초파리를 사용하여 교세포에서 ptdss1 유전자

의 돌연변이 제작 후 발현양 비교. 교세포에서 ptdss1의 기능 획득 돌연변이의 발현이 증

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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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tdss1 유전자가 Synaptic bouton 수에 미치는 영향 

퇴행성 신경질환 관련 유전자에서 NMJ를 통해 시냅스 형성 이상을 확인한 

연구와 마찬가지로 ptdss1 유전자가 시냅스의 형성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 시냅스의 bouton 수를 분석하였다. 신경세포에서 영향을 미치

는지, 아니면 교세포에 의한 신경세포 조절 작용 영향인지 확인하기 위해서 운

동신경과 교세포에 각각 ptdss1의 발현양을 변화시키고, HPR와 CSP 항체를 사

용하여 NMJ를 염색한 후 Synaptic bouton 수를 확인하였다. 

그림 8과 9는 neuronal membrane을 확인할 수 있는 HRP 항체와 pre-

synaptic vesicle을 확인할 수 있는 CSP 항체로 이중염색을 한 것으로, HRP는 붉

은색, CSP는 녹색으로 관찰된다. NMJ는 3령 유충의 복부 3번 체절에서 6/7 근육

에 있는 신경을 confocal 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A-A’’’는 대조군, B-B’’’는 기능 

획득 돌연변이를 제작하기 위해 UAS-ptdss1을 교배하여 발현을 증가시킨 결과, 

C-C’’’는 기능 상실 돌연변이를 만들기 위해 v5391(ptdss1 RNAi)를 교배하여 발현

을 억제시킨 결과이며, D는 Image J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Synaptic bouton 수를 

counting하여 그래프로 표현한 것이다. 그림 8은 운동신경의 ptdss1의 발현양을 

조절하여 Synaptic bouton 수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한 것이며, 그림 9는 교세포

에서 ptdss1의 발현양을 조절한 후, Synaptic bouton 수를 확인한 것이다. 운동신

경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확인한 결과, 모두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8D). 반면, 교세포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

이에서는 bouton 수가 증가하였고,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는 bouton 수가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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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그림 9D). 이 결과는 ptdss1 유전자의 돌연변이로 인해 phosphatidylserine

의 composition이 변하는 것이 교세포에 의한 신경세포 조절 과정에 직, 간접적

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교세포의 ptdss1 유전자의 발현양에 따라 

bouton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을 통해 교세포가 시냅스 형성 과정

(synaptogenesis)을 조절할 때, 교세포의 ptdss1 유전자에 영향을 받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phosphatidylserine이 시냅스 형성 과정에 관여하며(Kim et al., 

2014), 시냅스 형성 과정이 교세포에 의해 조절된다(Ullian et al., 2004)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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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NMJ 구조 및 Synaptic bouton 수의 변

화  (A-C)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NMJ 구조(3령 유충, A3 체절, 6/7 

근육), HRP(neuronal membrane)와 CSP(pre-synaptic vesicle) 항체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A-A”) 대조군인 D42-GAL4/+의 NMJ 구조, (B-B”) 기능 획득 돌연변이인 D42 > ptdss1의 

NMJ 구조, (C-C”)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D42 > ptdss1 RNAi의 NMJ 구조, (D) 각각의 

Synaptic bouton 수를 측정한 결과(n 18), 운동신경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 모두 bouton 수에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

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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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NMJ 구조 및 Synaptic bouton 수의 변화  

(A-C)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NMJ 구조(3령 유충, A3 체절, 6/7 근육), 

HRP(neuronal membrane)와 CSP(pre-synaptic vesicle) 항체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A-

A”) 대조군인 repo-GAL4/+의 NMJ 구조, (B-B”) 기능 획득 돌연변이인 repo > ptdss1의 

NMJ 구조, (C-C”)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repo > ptdss1 RNAi의 NMJ 구조, (D) 각각의 

Synaptic bouton 수를 측정한 결과(n 34), 교세포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는 

bouton 수가 증가하였으며,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는 bouton 수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

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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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tdss1 유전자가 Synaptic growth에 미치는 영향 

퇴행성 신경질환인 ALS 돌연변이 NMJ에서 branch 수가 감소하고 Satellite 

bouton 수가 증가한 결과(Estes et al., 2011, Coyne et al., 2014)와 마찬가지로 퇴

행성 신경질환과 관련된 유전자인 ptdss1 돌연변이에서도 시냅스의 성장에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 branch 수와 Satellite bouton 수를 측정하였다. 

먼저,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NMJ에서 HRP 항체로

neuronal membrane을 염색한 뒤 Synaptic branch 수의 변화를 확인하였다(그림 

10). A는 대조군, 그림 B는 기능 획득 돌연변이를 만들기 위해 D42-GAL4에 

UAS-ptdss1을 교배하여 발현을 증가시킨 것, C는 기능 상실 돌연변이를 만들기 

위해 ptdss1 RNAi를 교배하여 발현을 억제시킨 것의 결과이다. D는 각 branch 

수를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낸 것이다. 운동신경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

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branch 수가 증가하는 경향은 보였지만 통계적으로 유

의미하지는 않았다.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repo-GAL4를 활용하여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를 만든 후 NMJ의 

Synaptic branch를 확인하였을 때(그림 11), 교세포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

에서는 branch의 수가 증가하였다(그림 11B, D). 반면,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는 branch 수가 감소하는 경향이 보이지만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그

림 11C, D). 교세포에서 ptdss1의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branch 수가 증가한 것

은 교세포의 ptdss1 유전자가 시냅스 성장과 관련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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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Synaptic branch 수의 변화 

(A-C)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NMJ 구조(3령 유충, A3 체절, 6/7 근육), 

Synaptic branch를 관찰하기 위해 HRP 항체로 염색한 후 관찰하였다. (A) 대조군인 D42-

GAL4/+의 NMJ 구조, (B) 기능 획득 돌연변이인 D42 > ptdss1의 NMJ 구조, (C)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D42 > ptdss1 RNAi의 NMJ 구조, (D) 각각의 Synaptic branch 수를 측정한 결

과(n 18), 운동신경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branch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경향은 보이지만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프는 평균

값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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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Synaptic branch 수의 변화 

(A-C)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NMJ 구조(3령 유충, A3 체절, 6/7 근육), 

Synaptic branch를 관찰하기 위해 HRP 항체로 염색한 후 관찰하였다. (A) 대조군인 repo-

GAL4/+의 NMJ 구조, (B) 기능 획득 돌연변이인 repo > ptdss1의 NMJ 구조, (C) 기능 상

실 돌연변이인 repo > ptdss1 RNAi의 NMJ 구조, (D) 각각의 Synaptic branch 수를 측정한 

결과(n 18), 교세포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는 branch 수가 증가하였으나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는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타

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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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aptic growth의 신호전달의 이상으로 NMJ가 overgrowth 되는지 확인하

기 위해 운동신경과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Satellite bouton 수를 확인하

였다. 앞에서의 실험과 마찬가지로 D42-GAL4를 사용하여 운동신경에서 ptdss1

의 발현을 조절하였고(그림 12), repo-GAL4를 사용하여 교세포에서 발현을 조절

하였다(그림 13). HRP 항체와 CSP 항체를 사용하여 염색한 후, 400배로 촬영한 

confocal image를 2.5배 더 확대하여 NMJ의 Satellite bouton 부분을 1000배로 나

타냈다. A~D는 대조군이며, E~H는 ptdss1의 기능 획득 돌연변이, I~J는 ptdss1의 

기능 상실 돌연변이의 결과이다. M은 각 개체의 NMJ에 있는 Satellite bouton 수

를 counting한 뒤 그래프로 나타낸 결과이다. 

운동신경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Satellite 

bouton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대조군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긴 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그림 12M). 반면, 교세포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는 Satellite bouton 수가 증가하였다. 기능 상실 돌연변

이에서는 큰 차이가 없었다(그림 13M). 이는 교세포에서 ptdss1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됨에 따라 시냅스의 성장 신호가 촉진되거나 이상이 생겨 overgrowth 된 

결과로 보여진다. Synaptic branch와 Satellite bouton을 종합한 결과, 교세포의 

ptdss1 유전자가 시냅스 성장의 조절 과정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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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Satellite bouton 수의 변화 

(A-L)는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 NMJ에서 나타나는 Satellite bouton 모습, Arrowhead

는 Satellite bouton을 나타낸다. 각각의 사진은 HRP와 CSP 항체로 염색한 후 merge 된 

사진이다(x1000). (A-D) 대조군인 D42-GAL4/+의 Satellite bouton, (E-H) 기능 획득 돌연변

이인 D42 > ptdss1의 Satellite bouton, (I-L)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D42 > ptdss1 RNAi의 

Satellite bouton, (M) 각각의 NMJ에서 나타나는 Satellite bouton 수를 측정한 결과(n 18), 

운동신경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Satellite bouton 수의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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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서 나타나는 Satellite bouton 수의 변화 

(A-L)는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 NMJ에서 나타나는 Satellite bouton 모습, Arrowhead는 

Satellite bouton을 나타낸다. 각각의 사진은 HRP와 CSP 항체로 염색한 후 merge 된 사

진이다. (A-D) 대조군인 repo-GAL4/+의 Satellite bouton, (E-H) 기능 획득 돌연변이인 

repo > ptdss1의 Satellite bouton, (I-L)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repo > ptdss1 RNAi의 

Satellite bouton, (M) 각각의 NMJ에서 나타나는 Satellite bouton 수를 측정한 결과(n 34), 

교세포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 대조군에 비해 Satellite bouton 수가 증가하였

다. 반면, 기능 상실 돌연변이는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타

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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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tdss1 유전자가 post-synapse 형성에 미치는 영향 

운동신경과 교세포에서 각각 시냅스의 morphology를 확인한 결과 교세포의 

ptdss1에 의해 bouton 수와 branch 수의 변화 및 Satellite bouton 수가 증가하는 

등 구조에 변화가 나타났다. Pre-synapse 형태뿐만 아니라 post-synapse 구조의 

형성에는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석하기 위해 SSR이 강하게 발달하는 TypeⅠ

b bouton 수를 측정하였다. 

앞에서 진행된 실험과 마찬가지로 운동신경과 교세포에 각각 ptdss1의 발현

을 증가시키거나 억제시킨 뒤 3령 유충의 NMJ를 HRP 항체와 DLG 항체로 염

색하여 관찰하였다. 복부 3번 체절의 6번 7번 근육에 있는 NMJ를 confocal 

image로 나타낸 뒤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는 그림 14, 15와 같다. 먼저 운동신경

에서 ptdss1이 post-synapse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Pre-synapse와 

마찬가지로 post-synapse 형성에도 운동신경의 ptdss1 유전자는 관여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14). 반면, 교세포에 특이적으로 ptdss1의 발현양을 변화시켰

을 때, TypeⅠb bouton 수의 변화가 나타났다(그림 15). 교세포에서 ptdss1 유전

자의 발현을 증가시켰을 때, Synaptic bouton 수와 branch 수가 증가했던 것처럼 

TypeⅠb bouton의 수도 증가하였다. 반면, 발현을 억제하였을 땐 대조군에 비해 

큰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림 15D). 교세포의 ptdss1가 시냅스의 성장뿐만 아

니라 post-synapse가 형성될 때 SSR이 만들어지는 과정에도 관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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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운동신경의 ptdss1 유전자가 post-synapse 형성에 미치는 영향 

(A~C)는 운동신경의 ptdss1 돌연변이 NMJ에서 나타나는 post-synapse 구조, HRP 

(neuronal membrane)와 DLG(post-synaptic pretein) 항체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A-A”) 

대조군인 D42-GAL4/+의 post-synapse 모습, (B-B”) 기능 획득 돌연변이인 D42 > ptdss1의 

post-synapse 모습, (C-C”)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D42 > ptdss1 RNAi의 post-synapse 모

습, (D) 각각의 NMJ에서 TypeⅠb bouton 수를 측정한 결과(n 13), 운동신경의 ptdss1 기

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모두 TypeⅠb bouton 수에는 큰 차이가 나

타나지 않았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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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교세포의 ptdss1 유전자가 post-synapse 형성에 미치는 영향 

(A~C)는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 NMJ에서 나타나는 post-synapse 구조, HRP(neuronal 

membrane)와 DLG(post-synaptic pretein) 항체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A-A”) 대조군인 

repo-GAL4/+의 post-synapse 모습, (B-B”) 기능 획득 돌연변이인 repo > ptdss1의 post-

synapse 모습, (C-C”)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repo > ptdss1 RNAi의 post-synapse 모습, (D) 

각각의 NMJ에서 TypeⅠb bouton 수를 측정한 결과(n 18), 교세포의 ptdss1 기능 획득 

돌연변이에서는 TypeⅠb bouton가 증가하였으나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는 대조군에 비

해 큰 차이가 없었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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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tdss1 유전자가 운동 능력에 미치는 영향 

퇴행성 신경질환은 일반적으로 운동 능력에 결함이 나타난다(Pavlidis et al., 

1994, Estes et al., 2011, Iuso et al., 2014). ptdss1 돌연변이에서도 퇴행성 신경질

환으로 인한 운동 능력의 결함이 나타났다. 뇌전증의 표현형인 Bang sensitive가 

나타나거나(조민규, 2012) Climbing ability 감소를 통해 운동 능력에 결함이 나타

났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6). 노화가 진행 될수록 운동 능력의 결함이 더 

크게 나타났다(그림 16B). 

ptdss1 유전자가 운동 능력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

세포 수준에서 특이적으로 발현을 조절한 후, Larval turning assay를 수행하였

다. 먼저 운동신경에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땐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

었다(그림 17A). 시냅스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그림 8, 10, 12, 14)와 같은 맥락이

다. 반면, 교세포에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유충의 운동 능력에 결함

이 나타났다(그림 17B). 발현을 증가시킨 것에 비해 감소시켰을 때 결함의 정도

가 더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ynaptic bouton 수가 줄어든 것(그림 9D)

이 locomotor function에 더 큰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성체뿐만 아니라 유충에서도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

을 때, 운동 능력의 결함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특히,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에 의한 시냅스 이상이 운동 능력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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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ptdss1 돌연변이 초파리에서 수행한 Climbing assay 결과 

ptdss1 돌연변이 초파리인 #11632를 대조군인 Canton-S와 비교하여 climbing assay를 수

행한 결과, (A) 29℃ 환경에서 10일동안 자란 초파리들의 climbing ability를 분석한 것, (B) 

29℃ 환경에서 20일동안 자란 초파리들의 climbing ability를 분석한 것(n≥250), 시간이 

지날수록 locomotor defect의 정도가 훨씬 크게 나타났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

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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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운동신경과 교세포의 ptdss1 돌연변이 유충에서 나타나는 행동 이상 

(A) 운동신경에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Larval turning assay 결과(n≥29), (B) 

교세포에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Larval turning assay 결과(n≥22), 운동신경에

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운동능력은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교세포

에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에서 모

두 Larval turning behavior에 이상이 나타났다. 발현이 증가했을 때 보다 감소했을 때 더 

느린 운동을 보였다. 그래프는 평균값 ± 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s t-test를 

통해 통계처리 하였다. *p<0.05, **p<0.01, ***p<0.001 

 

 

 

 

 

 



 40   

제 4 장 고   찰 

 

초파리의 ptdss1은 phosphatidylserine을 합성하는 효소의 유전자로 돌연변이

가 일어나면 퇴행성 신경질환의 표현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조민규 

2014). 인지질과 퇴행성 신경질환과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현재 활발히 진행

되고 있으며, 특히 eas나 cct1, psd와 같이 인지질 합성 효소 유전자에 돌연변이

가 일어났을 때 퇴행성 신경질환이 일어난다(Pavlidis et al., 1994, Weber et al., 

2003, Wang et al., 2014)는 연구보고가 있으나 아직 phosphatidylserine을 합성하

는 ptdss1과 퇴행성 신경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않

았다. 본 연구는 phosphatidylserine이 신경세포의 기능을 유지하는 신호전달에 

관여하며 synaptogenesis에 관여한다(Kim et al., 2014)는 것과 Alzheimer’s 

disease나 ALS에서 NMJ를 이용하여 시냅스의 형태 분석과 성장에 관한 연구가 

이루어진 것(Estes et al., 2013, Mhatre et al., 2014)을 토대로 신경세포 수준에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시냅스에 미치는 영향과 ptdss1 유전자와 퇴

행성 신경질환의 구체적인 관계를 규명하고자 한 것에 그 의의가 있다. 

운동신경에서 ptdss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시냅스 구조와 형태

는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반면, 신경세포와 상호작용하며 신경세포의 기

능 유지 및 성장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교세포에서 ptdss1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시냅스의 형성과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교세포에 의한 시냅스의 조절 과정에 ptdss1 유전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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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는 결과이다.  

교세포에서 ptdss1의 발현양을 변화시켰을 때, Synaptic bouton, branch, 

Satellite bouton 수에 변화가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교세포에서 ptdss1 돌연변

이가 phosphatidylserine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되면서, synaptogenesis 조절 과정

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시냅스는 축삭이 다양한 곳으로 뻗어나간 뒤, 

표적세포에 연결된 것만 남기고 제거되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교세포는 이러

한 synaptogenesis 과정에서 immature bouton과 presynaptic debris를 shedding하

여 운동신경의 high-frequency stimulation를 향상시킨다(Fuentes-Medel et al., 

2009)고 알려져 있다. 교세포에서 ptdss1 유전자의 발현양에 따라 bouton 수가 

증가하거나 감소한 것을 통해 ptdss1 유전자가 시냅스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미

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교세포에서 ptdss1의 발현을 증가시켰을 때, 

branch와 Satellite bouton 수가 증가한 것은 교세포의 ptdss1 유전자가 synaptic 

growth의 신호전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Post-synapse 형성 과

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DLG 항체를 사용하여 post-synapse 지역을 

염색한 후 SSR이 잘 발달 된 TypeⅠb bouton 수를 측정하여 확인하였다(Budnik 

et al., 1996, Mhatre et al., 2014). 교세포에서 ptdss1의 발현을 증가시켰을 때, 

TypeⅠb bouton 수가 증가한 것은 bouton이 형성된 후, post-synapse를 형성하

는 과정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교세포가 시냅스

의 physiology, remodeling, maturation, synaptic growth를 조절한다(Brink et al., 

2012)고 알려져 있는 것과 같다. 또한,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시냅스 abnorma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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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나타남을 확인한 선행연구들(Estes et al., 2013, Mhatre et al., 2014)과 같이 

퇴행성 신경질환 유전자인 ptdss1 유전자의 돌연변이에서도 시냅스 abnormality

가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면, 교세포와 신경세포 사이에서 ptdss1에 의한 phosphatidylserine 구성의 

변화가 어떤 과정을 통해 시냅스 형성과 성장을 조절하는지는 구체적으로 알 

수 없었다. 그리고 repo-GAL4는 교세포 전반적으로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GAL4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들이 어떤 교세포의 영향인지 확인할 수 없었다. 초

파리의 교세포는 Cortex glia, Neuropil glia, Surface glia, Peripheral glia 등이 있

으며 신경의 영양을 공급하거나, 시냅스의 modulation, 축삭의 외피화, 수초형성, 

면역 등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다(Freeman and Doherty, 2006)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각각의 교세포 특이적인 GAL4 초파리를 사용하여 ptdss1의 발현을 조

절하였을 때, 시냅스에 어떤 영향이 나타나는지 확인함으로 각 교세포의 기능과 

ptdss1을 연결하여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ptdss1에 의해 합성되는 phosphatidylserine은 신경세포의 생존과 기능 유지

에 필요한 신호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Kim et al., 

2014). 신경세포와 교세포에서 phosphatidylserine의 기능과 역할을 확인하는 것

은 시냅스 조절 과정과 ptdss1에 의한 신경질환의 연관성에 대한 기작을 이해하

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초파리의 퇴행성 신경질환 돌연변이에서는 일반적으로 climbing ability나 

paralysis와 같은 locomotor defect가 나타난다(Pavlidis et al., 1994, Iuso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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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 또한, 유충에서도 다양한 방법으로 locomoter defect를 확인하여 퇴행성 

신경질환을 확인할 수 있다(Estes et al., 2013, Mhatre et al., 2014). 마찬가지로 

ptdss1 돌연변이에서도 bang-sensitive로 paralysis 현상(김영두, 2007, 조민규, 

2014)과, climbing ability의 감소(그림 16)가 나타났다. 본 연구에서는 운동신경과 

교세포에서 각각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때, 운동능력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기 위해 3령 유충을 이용하여 Larval turning assay를 수행하였다. 운동신경

에서 ptdss1에 돌연변이가 생겼을 땐 큰 차이가 없었으나, 교세포에서 ptdss1의 

기능 획득 돌연변이와 기능 상실 돌연변이 모두 느린 운동 능력을 보였다. 이는 

교세포에서 ptdss1에 의한 phosphatidylserine의 적절한 구성 비율이 시냅스의 기

능을 유지하여 운동 능력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초파리의 NMJ를 모델로 하여 신경질환과 연관된 유전자가 

시냅스의 조절 과정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구체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시

냅스 형성 과정과 조절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교세포에서 

ptdss1 유전자가 Synaptic bouton의 형성 과정과 시냅스의 성장을 조절하며, 

post-synapse의 SSR이 형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ptdss1과 phosphatidylserine, 그리고 교세포와 퇴행성 신경질환의 구체적인 연관

성은 앞으로도 다양한 실험과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연구는 

신경의 형성과 유지에 핵심적인 기능을 한다고 알려진 phosphatidylserine의 중

요성(Kim et al., 2014)과 신경질환 간의 연관성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모델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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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lipids play important roles in maintenance and survival of neurons. 

Recent studies have reported that phospholipid’s composition changes and 

dysfunctions are associated with neurodegenerative diseases. Phosphatidylserine 

synthase1 (ptdss1) is an enzyme that synthesizes phosphatidylserine. Phenotype 

of ptdss1 mutation was neurodegenerative diseases, but its specific function was 

unknow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synaptic abnormality by using 

neuromuscular junction of Drosophila as a model to investigate the function of 

ptdss1 on the level of neural cell on the findings that synaptic abnormality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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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served in neurodegenerative diseases. The expressions of ptdss1 were altered 

in the glial cells, changes in number of Synaptic boutons, branches, and Satellite 

boutons resulted in abnormality of synaptic growth and structure. On the other 

hand, when the expressions of ptdss1 were changed in the motor neurons, no 

significant abnormalities were observe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ptdss1 

function on the glial cells and effects of the synapse form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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