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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예쁜꼬마선충 신경계의 다우어 특이적 발생

유연성에 대한 연구 
 

임현수 

 

많은 종들은 발생 단계에 따라 신경계의 재배열을 겪으며, 이는 발생

특이적 행동을 야기하는 데에 중요한 변화이다. C. elegans는 열악한 

환경에 처하면 대안적 발생 단계인 다우어 시기로 진입하여, 생존을 위

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스트레스 저항성을 보인다. 닉테이션

(nictation)은 다우어 발생단계 특이적인 행동으로, 기계적 자극을 받으

면 고개를 들고 움직여 다른 동물에 올라타고 새로운 서식지로 이주하

고자 하는 행동이다. 닉테이션에는 아세틸콜린성 감각 뉴런인 IL2가 관

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나, IL2 신경계에 어떤 구체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지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닉테이션에 관여하는 IL2 뉴런과 접촉 뉴런들을 중심

으로 C. elegans 신경계의 다우어 특이적 발생유연성에 대해 알아보았

다. IL2 뉴런이 다우어 시기에 신경근접합을 형성하여 다우어 특이적 

행동을 조절한다는 가설을 검토하기 위해, IL2 뉴런과 근육의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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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해 보았으나 비다우어 시기와 다른 형태적 차이는 특별히 보이지 

않았다. 접촉 뉴런에서는 발생특이적인 신경계 변화가 관찰되었다. 비

다우어 시기 인두의 앞쪽까지만 뻗어 있는 ALM과 AVM 뉴런이 다우

어 시기 특이적으로 신장되어 있다는 것을 EM과 confocal 이미지로 

확인하였으며, 다우어 시기에서 진입한 L4 시기에서도 그 형태가 유지

됨 역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신경계 변화의 사례들을 규명함

으로서 발생특이적 행동의 기전을 밝히고자 하였다.  

 

주요어 : C. elegans, dauer, nictation, IL2, neuromuscular junction, 

polymodality, ALM, AVM, touch neuron, process, neural 

development 

 

학번 : 2015-22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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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Caenorhabditis elegans는 1974년 Sydney Branner에 의해 모델 

동물로 제안된 이후 신경, 발생, 행동, 노화 등의 다양한 영역에서 개체 

수준의 이해를 도모하는데 기여해 왔다 (Brenner, 1974). 고등동물들

의 경우 개별 뉴런과 시냅스 하나하나의 변화를 추적하기에 어려우나, 

C. elegans는 비교적 단순한 모델로서 수정란부터 성체까지 현재 모든 

세포의 가계도(cell lineage)가 밝혀져 있고, 전체 신경계의 연결 구조

를 나타내는 커넥톰(connectome)이 밝혀진 유일한 동물로서 신경계 

발생 연구에 대해 큰 우위를 가지고 있다. 현재 예쁜꼬마선충을 이용하

여 성에 따른 행동들의 신경 기전(Oren-Suissa, 2016), 발생단계에 

따른 개별 뉴런과 시냅스 변화(Walthall, 1995; Zhou, 1998) 등 다양

한 신경계 변화와 이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경로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실은  C. elegans의 다우어(dauer)라는 대안적 발생단계에 

대해 연구하고 있다. C. elegans는 생존에 불리한 환경을 만나면 다우

어라는 발생단계에 들어가, 생존을 위한 휴면상태를 유지하고 여러 스

트레스 저항성을 보인다 (Golden and Riddle, 1984). 다우어 시기엔 

발생단계 특이적으로 닉테이션(nictation)이라는 이주 행동을 보이는데, 

닉테이션은 C. elegans가 기계적 자극을 받으면 고개를 쳐들고 움직이

며 다른 동물을 타고 새로운 서식지로 이동하고자 하는  특별한  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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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행동이다. 본 연구실은 micro-dirt chip assay를 개발하여 최초로 

이 행동을 정량화하고, 아세틸콜린성 감각 뉴런인  IL2 뉴런이 이 행동

에 관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Lee et al., 2012). 하지만 다우어 시

기에 IL2 뉴런과 다른 접촉 뉴런들의 구체적인 어떤 변화에 의해 이런 

발생 단계 특이적 행동을 이끌어낼수 있었는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다우어 특이적인 IL2 뉴런의 새로운 시냅스 변화와 

기계적 자극을 수용할 수 있는 기계감각 수용 뉴런(mechanoreceptor 

neuron)들의 변화를 발굴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다우어 시기에는 운동 

뉴런과의 신경근접합(neuromuscular junction)을 형성하기 위한 근육 

팔(muscle arm)의 개수가 많아진다는 현상이 기존에 보고된 바 있었

다 (Dixon and Roy, 2005). 이를 보아, 발생단계 특이적인 근육 팔과 

신경근접합이 새롭게 형성되어 다우어 특이적 행동에 관여할 가능성이 

있다. IL2 뉴런은 정상 발생 시기에는 신경근접합을 전혀 형성하지 않

으나, 다우어 시기에는 EM(electron microscope)상에서 근육과 가까

이 마주한다는 점, IL2가 야기하는 새로운 행동이 존재한다는 점 등으

로 미루어 보아 근육 팔 중 하나와 IL2가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할 가

능성이 존재한다. 이는 감각 뉴런인 IL2가 발생단계 특이적으로 새로운 

시냅스를 이룬다는 점 뿐 아니라, 감각-운동뉴런으로(polymodality) 

동시에 작용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특별히 의미가 있다  (Albertson 

and Thomson, 1976). 

 또한, 닉테이션은 micro-dirt chip의 돌기에 입 부근이 부딛치며 받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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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적 감각에 의해 개시가 시작되므로, 다양한 기계감각 수용 뉴런이 

관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행동이다. 비다우어에서 입 앞쪽에서 오는 기

계적 감각(nose touch)을 수용할 수 있는 뉴런들로는 IL1, OLQ, ASH 

기계감각 수용 뉴런들이 알려져 있으며 (Hart, 1995; Troemel, 1998), 

몸의 상단부에서 느껴지는 접촉을 느끼는 기계감각 수용 뉴런에는 

ALM과 AVM, PLM 접촉뉴런(touch neuron)이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Goodman, 2006). 만약 다우어에서 이들의 형태적 변화 혹은 시냅스 

변화가 관찰된다면, 이는 닉테이션 행동의 기반이 될 만한 강력한 변화

일 것이다. 제안된 이러한 새 가설들이 확인될 경우, 발생특이적 행동

을 조절하는 신경회로망 지도를 채워가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선 닉테이션을 조절하는 IL2 뉴런의 새로운 신경근접합과, 접촉

뉴런인 ALM, AVM의 다우어 특이적인 변화를 관찰해 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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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1) 배지 

 C. elegans는 nematode growth medium(NGM) 배지를 55 mm 

직경의 petri plates에 부어 만든 환경에서 길러졌다. NGM 배지는 

1L당 bacto-trypton(Difco) 4 g, potassium dihydrogen 

phosphate(Sigma) 3 g, sodium chloride(Fisher) 2 g, dipotassium 

hydrogen phosphate(Sigma) 0.5 g, cholesterol(Sigma) 0.008 g을 

넣고 한천(Agar)을 2% 첨가하여 제작하였다. 

E. coli는 일반적으로 Luria Bertani(LB) 배지를 사용하여 길러졌다. 

고체배지를 100 mm 직경의 plate에 만들 때는 한천을 2%로 

첨가하였으며, 원하는 플라스미드가 가진 마커에 따라 ampicillin, 

streptomycin 등의 항생제를 추가로 사용하였다. 

 

2) C. elegans strains 

 C. elegans 기본 야생형으로서 N2 strain(Bristol)을 사용하였으며, 

mutant strain이나 몇 transgenic strain들은 C. elegans Genetics 

Center에 요청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strain은 d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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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e1370), mec-4::GFP(sk4005) 등이 있다. 나머지 형질전환 

벌레(Transgenic animals)들은 모두 N2를 바탕으로 실험실에서 

제작되었다. 실험에 사용한 벌레들은 모두 표준적인 방법에 의해 

유지되었으며, 55pi NGM 배지에 E.coli 균주를 먹이로서 배양한 

플레이트에서 길러졌다.  

 

3) E. coli 균주 

 C. elegans 의 먹이로는 대장균(Escherichia coli) OP50-

1(streptomysin  내성균주)을 사용하였고, 플라스미드의 증폭을 

위해서는 XL10 을 사용하였다. 

 

4) 효소  

 제한 효소(restriction enzyme)등은 주로 Enzynomics 사와 New 

England Biolab 사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40 μm 볼륨 당 1 μm 의 

제한효소를 처리하여 반응시켰으며, 37 ℃에서 16 시간씩 처리하였다.  

 

5) Dauer pheromone 

Dauer 를 만들기 위해 합성 페로몬을 사용하여 페로몬 배지를 

제작하였다. 합성 페로몬은 [ascaroside C7 (ascaroside 1, daumone 

1), ascaroside C6 (ascaroside 2, daumone 2), ascaroside C9 

(ascaroside 3, daumone 3) (Butcher et al., 2007; Jeong et al., 



6 
 

2005)] 연세대학교 백융기 교수님 실험실의 김희경 박사로부터 

제공받았다. 페로몬 배지는 bactotrypton 을 뺀 NGM 배지 조성에  

1 L 당 각각 10 µM 의 daumone 1, 2, 3 을 2 ml 씩 추가하여 제작한다. 

이 조성 하에서 C. elegans N2 strain 은 약 80% 정도가 dauer 

발생단계로 진입한다.  

 

6) 기타 

Promega 사의 agarose 를 사용하여 DNA 전기 영동을 하였다. 

E.coli 에서 플라스미드 추출에는 Axygen 사의 plasmid kit 를 

사용하였고, PCR 산물의 정제와 DNA agarose gel 에서 DNA 

추출에는 Cosmo genetech 사의 PCR purification 과 gel extraction 

kit 을 사용하였다.  

 

2. 실험 방법 

 

1) Cloning 

IL2 co-localization을 보기 위한 Pklp-6::gfp, Pmyo-3::rpy-

1::mCherry가 pPD117.01 벡터를 기반으로 클로닝되었다. Pklp-

6::BirA::nrx-1, Pmyo-3::AP::nlg-1는 Desbois로부터 (Desbois, et 

al., 2015)받은 Pgcy-8::BirA::nrx-1와 Pttx-3::AP::nlg-1로부터 

SLiCE 방법(Zhang, et al., 2014)을 통해 클로닝되었다. SLiC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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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H10B-derived strain인 PPY E. coli와 상동재조합(homologus 

recombination)을 이용한 클로닝 방법으로, T4 ligase를 사용하는 전

통적인 클로닝보다 효율이 좋다고 알려졌다.  

 

2) 미세주입(microinjection)을 통한 형질전환동물(transgenic 

animals) 만들기 

 미세주입을 통해 C. elegans에 유전자를 넣어주면 형질전환동물

(transgenic animals)를 만들 수 있다. Axygen plasmid kit을 사용하

여 미세주입을 하기 위한 plasmid DNA를 준비했다. IL2 co-

localization 벌레를 만들기 위해서 N2 strain에 Pklp-6::gfp 

(50 ng/ul), Pmyo-3::rpy-1::mCherry(50 ng/ul)를 pRF4(rol-6) 

(50 ng/ul)를 마커로 사용하여 찔렀다. BLINC positive control 벌레를 

만들기 위해선 N2 strain에 Pgcy-8::BirA::nrx-1, Pttx-3::AP::nlg-

1, Punc-122::streptavidin::tagRFP, pRF4(rol-6)를 각 25 ng/ul의 

농도로 찔렀다. 미세 주입은 Differential interference contrast(DIC) 

현미경을 이용하였다. 먼저 young adult stage의 C. elegans를 2% 

agar pad에 올린 뒤, DNA construct로 채워진 주사 바늘을 벌레의 생

식선 속으로 찔러 넣고 공기압으로 DNA 용액을 주입하였다. 미세주입

이 완료된 벌레는 M9 buffer를 이용하여 새 배지에 옮긴 뒤 다음 세대

를 보내 marker를 가지고 있는 transgenic line을 얻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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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auer synchronization 

dauer stage synchronization을 위해 페로몬 배지를 이용하였다. 

Young adult 시기인 열 마리 이상의 C. elegans를 페로몬 배지에 올리

고 25 ℃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면 다음 세대에서 dauer stage의 벌레

를 얻을 수 있다. Dauer는 Young adult의 벌레들을 페로몬 배지에 올

린 시점을 기준으로 약 4일 뒤에 관찰된다. 

 

3) Fluorescence Microscopy 

Transgenic animal에서 fluorescence의 발현 패턴을 관찰하기 위해 

벌레를 2.5 mM levamisole로 마비킨 후, mouth pipette을 이용해 5% 

agar pad 위에 올려놓고 커버 글라스를 덮어 프레파라트를 준비한다. 

형광현미경은 Confocal LSM700 microscope (Zeiss)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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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다우어 시기에서 IL2 뉴런의 시냅스 변화 가능성 

 

비다우어 시기 IL2 뉴런에 대한 기존의 보고에선 화학적 자극을 수

용하는 아세틸콜린성 감각뉴런으로만 밝혀져 있으며, IL2가 운동뉴런으

로서 기능할 수 있는지의 여부는 밝혀지지 않았다. 비다우어 시기와 달

리 다우어 시기의 벌레는 하피(hypodermis)가 줄어들어 있어 체벽 근

육과 뉴런들의 거리가 매우 가까워진다 (Riddle, 1997). 또한 IL2가 

즉각적으로 야기하는 발생 특이적인 새로운 행동이 존재하는 점으로 미

루어 보아 IL2가 다우어 시기에서 새로운 신경근접합을 형성하고 감각

-운동뉴런으로서 동시에 작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졌으

며, 본 실험에서 가설을 확인해 보았다. 

먼저 다우어 특이적인 IL2 근육 팔이 뻗어나오는지 알기 위해 IL2 

뉴런과 근육을 형광단백질을 이용하여 표지한 후, 현미경상으로 IL2 뉴

런과 근육간의 접촉 (co-localization)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IL2 뉴런

을 GFP로 표지하기 위해서는 Pklp-6::GFP 플라스미드를 주입하고, 

근육을 mCherry로 표지하기 위해서는 Pmyo-3::rpy-1::mCherry 플

라스미드를 주입하였다. 근육의 표지에 이용된 렙신(Rapsyn) 단백질은

은 아세틸콜린 수용체에 붙어 안정화하는 단백질로(Nam, 2009), IL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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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아세틸콜린 특이적인 신경근접합을 이루고 있는 근육 표면을 더 잘 

시각화하였다. C. elegans의 신경근접합은 운동뉴런의 축삭이 근육 쪽

으로 뻗는 게 아니라 근육에서 근육 팔이 운동뉴런 쪽으로 뻗어나오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기에 (White, 1986; Dixon and Roy, 2005), 비 다

우어와 달리 다우어에서만 IL2 뉴런 쪽으로 새로운 근육 팔이 뻗어나

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비다우어 시기에도 IL2 쪽으

로 근육 팔이 뻗어나오는 현상들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g 1a), 다우

어 시기에도 IL2-muscle co-localization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b). IL2의 축삭은 Pharynx의 아래쪽으로 둥그렇게 뻗어 있으며, 비다

우어와 다우어 모두 많은 벌레에서 mCherry로 표지된 근육에서 긴 돌

출부가 IL2의 축삭을 따라 뻗어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다. First 

bulb 쪽에서 관찰되는 이러한 IL2-근육 팔 co-localization을 정량화

한 결과, 비다우어 시기와 다우어 시기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2). 

위의 형광 표지 결과를 종합하여 본 결과, 가설과는 달리 비다우어 

시기에서도 IL2 축삭 쪽으로 뻗는 근육 팔이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IL2는 비다우어 시기에서 신경근접합을 형성하지 않기에 이 근육 팔은 

IL2와 위치가 근접한 IL1, URA 운동뉴런들과 만나는 근육 팔로 추정

할 수 있으며 (Altun, 2002), 다우어 특이적인 근육 팔은 아님을 결론

지을 수 있다. 하지만 단일 근육 팔은 여러 뉴런과 시냅스를 동시에 형

성할 수 있으며 (White, 1986) 동일한 근육 팔 구조가 보일지라도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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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어 시기에서만 IL2 뉴런이 발생특이적인 신경근접합을 형성할 가능

성 또한 존재한다. 

현재 이러한 단일 시냅스를 표지하여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는 전

자현미경(EM) 사진, GRASP (Feinberg, 2008), iBLINC(Desbois, 

2015) 세 가지 방법이 알려져 있다. IL2의 축삭은 굵기가 가늘어 EM

상으로 추적이 어려워 기술적 보완이 필요하며, 현재 본 연구실에서 

dauer EM을 찍기 위해 노력 중에 있다 GRASP는 ‘GFP 

Reconstitution Across Synaptic Partners’의 약자로, 녹색형광단백질

(GFP)의 두 개 소단위체를 쪼개 시냅스 전 뉴런과 시냅스 후 뉴런에 

달아주어, 두 뉴런이 시냅스를 이룰 경우에만 시냅스가 표지되게 하는 

기술이다 (Fig 3A). GRASP는 최근까지 단일 시냅스를 표기할 수 있는 

유일한 기술이였지만 시냅스를 이루는 두 뉴런간의 구조 단백질의 성분

에 따라 사용하는 벡터가 다양해지기에, 알려지지 않는 새로운 시냅스

의 발굴 시 모든 조합을 시도해야 하는 단점이 존재하였다. 2015년 발

표된 iBLINC는 ‘Biotin Labeling of INtercellular Contacts’의 약자로 

Biotin 단백질과 streptavidin 단백질의 친화력을 이용하여 시냅스를 

적색형광단백질(RFP)로 표기하는 C. elegans 특이적인 기술이다. C. 

elegans 에는 coelomocyte라는 분비 세포가 몸에 세 쌍 존재하고 있

으며, coelomocyte promoter가 달린 Punc-122::streptavidin:: 

tagRFP 벡터를 미세주입하면 RFP가 달린 streptavidin 단백질이 

coelomocyte에서 분비되게 된다(Desbois, 2015). 원하는 시냅스전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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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과 시냅스후뉴런이 만나게 될 경우 시냅스에 biotin이 달리게 되는데, 

coelomocyte에서 분비된 streptavidin::tagRFP가 이를 인식하여 결합

하게 되면 시냅스가 RFP로 표지되게 된다 (Fig 3B). 현재 iBLINC 

positive control로서 이미 잘 알려진 시냅스인 AFD-AIY 뉴런의 시냅

스를 표지하는데 성공하였으며 (Fig 3C), 향후 IL2와 근육 특이적인 

프로모터를 이용한 GRASP, iBLINC 결과를 통해 다우어 발생 특이적

인 IL2 신경근접합이 존재하는지 확인하고자 한다.  

 

2) 다우어 시기에서 ALM과 AVM 뉴런의 형태 변화 확인 

 

 비다우어 시기에서 몸의 상단부에서 느껴지는 기계적 감각을 수용할 

수 있는 뉴런들의 목록에는 IL1, OLQ, ASH, ALM, AVM, PLM 기계감

각 수용 뉴런 등이 있다고 앞서 언급하였다. 위 뉴런들의 다우어에서의 

변화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전자현미경 단면(EM section)을 분석

하였다. Dauer EM상에서 접촉 뉴런의 경우 9+2 구조가 아닌 15개의 

프로토필라멘트로 이루어져 있는 특유의 미세소관 구조가 뉴런의 축삭 

내에 20~30개 정도 빽빽하게 차 있어 손쉬운 구별이 가능하다 

(Chalfie and Thomson, 1979). 이를 통해 한 쌍의 ALM 뉴런(ALML

과 ALMR)은 입으로부터 3~5μm부터 시작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4). 이는 ALM의 축삭은 pharynx의 first bulb를 지나 입 근처까지 신

장되어 있다는 것으로, Adult에서 ALM  뉴런의 축삭은 pharynx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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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st bulb를 약간 지나는 만큼만 뻗어 있다는 기존의 결과와 현저히 다

른 관찰 결과이다 (Fig 5). 

 ALM 뉴런들의 형태 변화에 관한 통계적인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접촉뉴런 모두를 GFP로 표지해주었다. mec-4는 기계적 자극을 수용

할 수 있는 나트륨 채널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로, 접촉 뉴런 특

이적인 발현 패턴을 보인다(Chalfie and Sulston, 1981). CGC 에서 받

은 mec-4::GFP(sk4005) integration line을 confocal로 확인한 결과, 

L4 시기에서는 관찰된 벌레 모두 기존 adult에 대한 보고와 마찬가지

로 first bulb 근처에 ALM과 AVM 뉴런이 위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A). 한편, dauer 시기의 벌레에서는 adult와 비슷한 발현 

양상을 가진 벌레들도 존재했으나 EM상의 관찰 결과와 일치하는 신장

된 ALM 축삭을 가진 벌레들도 다수 관찰되었다 (Fig 6B). 또한, EM상

에서는 AVM의 축삭 길이 변화는 관찰하지 못하였으나 다수의 다우어

에서 AVM의 뉴런 축삭 역시 신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ALM

의 길이 변화와 양적인 상관관계를 이루는 표본들이 많았다. Adult와 

달리 dauer에서 ALM 축삭의 길이 변화를 일으킨 표본들을 양적으로 

측정한 결과 평균 28%의 벌레들이 다우어에서 길이 변화를 일으켰으

며, 보통의 L4 시기와 유의미한 차이가 존재하였다. Dauer에서 AVM 

뉴런 변화는 평균 43%의 벌레에서 일어났으며, 역시 L4 시기와 유의

미한 차이를 보였다 (Fig 7). 위의 결과를 종합하였을때, dauer 시기 

특이적인 접촉뉴런 형태변화가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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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의 연구에선 dauer에서 빠져나가 진입한 L4 시기에서는 정상적인 

생식 주기를 통과한 L4 시기와 달리 많은 생리학적 변화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Wang, 2003). 접촉 뉴런의 형태변화 양상도 dauer-

exit L4와 보통의 L4 시기에서 다르다고 추측해 볼수 있는데, confocal 

확인 결과 dauer-exit L4는 보통의 L4와 달리 접촉뉴런들이 길어져 

있어 dauer와 비슷한 패턴을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c). 

통계적으로도 dauer-exit L4는 보통의 L4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났으며, dauer와는 거의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Fig 7). 위의 

결과를 종합하였을 때, 한번 dauer 시기에 들어가 ALM, AVM 뉴런의 

축삭 길이가 변화하면 dauer에서 빠져나가 다시 생식주기에 접어들어

든 dauer-exit L4는 보통의 L4와 같은 상태로 돌아가지 않고 그대로 

남아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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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본 연구는 발생특이적 행동인 닉테이션을 조절하는 IL2 뉴런의 새로

운 시냅스를 발굴하고자 하는 시도를 담고 있다. C. elegans 다우어 커

넥톰은 아직 밝혀진 바가 전혀 없어, 발생특이적 행동을 조절하는 새로

운 신경회로를 규명하고자 할 때는 이러한 시냅스후 뉴런(근육)들의 목

록을 선정하고 하나하나 스크리닝하며 접근해야 한다는 한계가 존재한

다. 본 실험에서는 발생특이적으로 IL2가 근육과 만나 감각-운동뉴런

으로서 기능하지 않을까 하는 가설을 검토하였으나, 안타깝게도 IL2 뉴

런과 근육을 표지한 co-localization 이미지 데이터는 비 다우어 시기

와 다우어 시기에서 아무런 차이가 보이지 않았다. 비다우어 시기에도 

IL2 축삭 쪽으로 근육 팔이 뻗어 나와 있었으며, 다우어 시기와 유의미

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IL2는 비다우어 시기에서 신경근접합을 형성

하고 있지 않음이 알려져 있으므로, 뻗어 나온 근육 팔은 IL2 근방의 

IL1, URA 운동 뉴런등과 신경근접합을 형성하기 위해 뻗어나온 것이

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이미지상으로는 비다우어 시기와 다우어 시기의 근육 팔에 차

이가 존재하지 않을지라도, 다우어 특이적으로 IL2 뉴런이 근육과 새로

운 시냅스를 이룰 가능성은 아직 존재한다. 다우어 시기에 새로운 근육 

팔을 뻗는 것이 아니라, 이미 뻗어 나온 근육 팔에 추가적인 시냅스를 

발생특이적으로 형성하는 방식으로 IL2-근육의 신경근접합이 생길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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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기 때문이다. 이 경우 단순한 co-localization 데이터로는 구분이 불

가능하며, 확인을 하는 데는 아래와 같은 접근을 시도해 볼 수 있다. 

첫 번째로, 아세틸콜린성인 IL2 뉴런이 새로운 시냅스를 형성할 경우 

아세틸콜린 수용체와 그에 연관된 랩신 단백질이 근육에 늘어날 수 있

다. 이 경우 랩신 단백질에 표지된 형광을 정량화한다면, 형광 표지의 

양적인 차이로서 비다우어 시기와 다우어 시기를 비교해 볼수 있다.  

또한 C. elegans의 시냅스의 경우 en passant 로 형성이 되기에 

(White, 1986), Pklp-6::GFP와 같은 transcriptional fusion 

construct가 아닌 시냅스말단 특이적인 단백질(synaptobrevin 등)에 

GFP를 표지한다면 시냅스의 유무에 따라 전체 신경세포에서 GFP분포

에 차이를 보일 수 있다. 더불어 현재 mCherry 단백질이 잘 응집된다

는 보고를 받아, tagRFP 등 보다 그런 현상이 적은 형광 표지로 

Pmyo-3::rpy-1::mCherry construct를 치환한뒤, 형광 분석을 하고

자 한다.  

궁극적으로는 단일 시냅스 표지 방법인 GRASP, iBLINC를 셋업하

고, 전자현미경 사진을 분석하여 IL2의 다우어 특이적인 시냅스를 찾아 

나가야 한다. 전자현미경 사진으로서는 IL2 뉴런 관련 신경계의 전체적

인 그림을 그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나, IL2의 돌기가 가늘어 

EM상에서 추적이 어렵기에 많은 보완이 필요하다. 현미경 이미지 상에

서의 다우어 IL2뉴런은 또 하나 새로운 특징을 가지고 있다. IL2의 수

상돌기는 다우어 발생 시기에 특이적으로 가지치기 (arboriazation)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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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점이 본 실험실에서 공동연구를 통해 밝힌 바 있으며 (Nathan, 

2013), 입 쪽의 수상돌기에선 특별한 crown-like structure가 발견되

는 등 다양한 형태적 변화를 보여준다 (Fig 8). 본 연구에서 밝혀내지

는 못하였지만, 이러한 IL2 뉴런의 형태적 변화는 아직 다우어에서 

IL2의 시냅스 변화와 기능 변화를 강력하게 지지하고 있다. 

GRASP와 iBLINC는 현재 단일시냅스를 표지하는 유일한 방법으로

서, 시냅스 존재 유무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되어 줄 것이다. 향

후 GRASP, BLINC 기법을 적극 이용하여 IL2-근육간의 신경근접합의 

확인 뿐만이 아니라, IL2의 새로운 하위 뉴런 후보군들과 시냅스를 발

굴하여 다우어 특이적인 IL2 connectome을 완성하고자 한다. 

ALM과 AVM 뉴런의 변화는 EM상의 결과와 confocal 이미지 결과

에서 일관되게 관찰되었다. 다우어 EM상에서 AVM 뉴런의 변화는 비

다우어에서 기존에 알려져 있던 결과와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으

나, confocal 이미지로 정량화한 결과 ALM보다도 더 큰 변화를 보여주

는 것으로 드러났다. 다우어가 시기에 일어나는 이러한 생리학적 변화

들은 몇 가지 신호전달 경로에서 시작한다. 다우어를 유도하는 신호전

달 경로에는 인슐린 신호전달 경로(Gottlieb and Ruvkun, 1994; 

Riddle and Albert, 1997)와, 이와 평행한 다른 경로인 TGF-β 경로 

(Patterson and Padgett, 2000)등이 존재한다. 인슐린 경로와 TGF-β

는 다양한 다우어의 생리학적 변화를 야기하는 주요 원인중 하나이며, 

ALM과 AVM 뉴런의 신장 개시를 담당하는 조절자 역시 이 신호전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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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로의 일부에 존재할 것이라고 추정된다. 

다우어 특이적으로 신장되는 이 접촉 뉴런들의 돌기는 다우어 특이적

인 감각 인지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향후 ALM과 AVM 뉴런이 관

여하는 접촉 인지 실험을 발생 시기별로 수행하고 접촉뉴런 관련 돌연

변이체를 스크리닝하여 닉테이션과의 연관성 또한 살펴봄으로서, 다우

어 특이적인 이 뉴런 구조들이 기여하는 생물학적 의미를 도출할 수 있

을 것이다.  

다우어를 빠져나간 뒤 진입한 L4가, 보통 발생단계를 거친 L4와 다

른 신경계를 가진 채 남아있는 것도 고무적인 결과이다. 야생에 존재하

는 C. elegans의 경우 대부분의 벌레는 다우어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Barrière and Félix, 2005), 따라서 자연에서 발견되는 L4의 경우 정

상 발생을 한 L4가 아닌 dauer-exit L4인 것이 대부분이다. 기존의 C. 

elegans 신경과학 연구의 경우 실험실에서 정상 발생을 거친 L4나 

adult를 주로 대상으로 시행되고 있으나, 이에서 도출된 결론은 생태학

적 의미를 끌어내기엔 적절하지 않다는 지적을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자연계에 존재하는 벌레들과 실험실 환경에서 자란 벌레들의 신경계가 

상당히 다를 수 있음을 밝히고 있다.  C. elegans 신경, 행동과학 연구

에서 자연적 의미를 부여하고자 한다면 어떤 발생 단계를 표준적인 모

델로 삼을 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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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tudies on dauer-specific developmental 

plasticity of the nervous system in 

Caenorhabditis elegans  

 

Hyunsoo Yim 

Dept. of Biologic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any organisms undergo remodeling of neural circuits among 

developmental stages, and it is fundamental for them to adopt 

stage-specific behaviors. When C.elegans faces harsh environment, 

it enters an alternative developmental stage called dauer and 

maintains dormancy. Nictation, a dauer-specific dispersal behavior 

of C.elegans, is regulated by IL2 neurons which were known as 

cholinergic sensory neurons. As dauer larvae show quite different 

behavioral patterns, it is strongly expected that the neural circuit 

of the dauer stage may have undergone synaptic re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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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I examined the dauer-specific developmental 

plasticity of the nervous system, with focusing on IL2 neurons and 

touch neurons. To confirm the possibility that IL2 neurons make a 

novel synapse with body wall muscle, I tried to confirm the 

neuromuscular junctions between IL2 and body wall muscle by the 

co-localization of pre- and pos-synaptic markers, but there was 

no distinguishable differences between dauer stage and non-dauer 

stage. In touch neurons, stage-specific changes were observed by 

electron microscope and confocal imaging. ALM and AVM touch 

neuron processes were elongated in a dauer stage specific manner, 

and elongation was maintained in the post-dauer L4 stage. This 

study tried to confirm these phenomena and contribute to the 

understanding of the developmental plasticity of the synapse 

remodeling and the behavior. 

 

Keywords : C. elegans, dauer, nictation, IL2, neuromuscular 

junction, polymodality, ALM, AVM, touch neuron, process, neural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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