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學習行動에 關한 分子生物學的 鼎究*

-光과 電氣刺軟에 對한 planaria의 行動과 蛋白質의 變化-

張 補 基

(서 울大學校 師範大學 生物敎育科)

錯 論

學習效果는 結果로 볼 때 生體롤 外部의 環境情報에 過應시키는 生態現象이다. 그렇기

때 문에 遺傳情報의 擔體가 DNA라는 것이 밝혀 진 (Watson and Crick, 1953) 이 래 學習도

DNA와 關聯시켜 解釋하려고 시도하고 있다.

外部 環境情報에 對하여 生體의 遺傳情報發現에 依한 適應에는 遺傳情報 自體가 變化하

여 그 形質發現이 變化하는 경우와 遺傳情報에는 變化가 없으나 그 活性의 調節에 따라 發

現되는 形質이 變化하는 境遇가 있다. 環境情報에 對應한 生體遺傳情報의 變1t處理는 傳之

子孫하여 生體를 外部環境에 適應시키는 機構이고 環境情報에 對應하는 生體遺傳情報의 調

節處理는 그 當時에 限하여 制限펀 時間內에 生體블 適應시키는 機構이다.

實|聚로 DNA자 個體內에 存在할 때에는 大端히 安定된 物質로 環境變化에 適應하여 變

化되기 어 렵고 世代間에 傳達될 때 個體가 가지는 遺傳情報의 1/2의 變換이 일어 난다. 그

러 나 集團的 • 社會的으로 볼 때는 遺傳情報의 化學的 變化는 極히 조금씩 進行되는 것에

지 나지 않는다. 이 와 같은 DNA의 變化로 學習힘1\練과 걷은 한 個體內에서 -一世代 內에서

進行되는 情報處理를 說明하는 데는 無理가 있다. 그러므로 違傳情報의 發現機構인 central

dogma說 (Crick, 1970)에 注目하게 되 었다.

學習行動은 過去의 經驗을 記憶함으로써 이루어진다. 이 記憶은 環境情報에 對한 體內維

持를 말하며 維持하는 時間의 程度에 따라 短期記憶은 經驗한 情報플 短期間 維持하는 機

構로 不安定하기 때문에 生化學的 構造變化보다도 電氣生理學的 機構로 생각하는 것이 쉽

다고 알려지고 있다. 長期記憶의 機構를 說明하는데 central dogma說로 安定한 生化學的

機構로설명하고 있다.

쥐를 訓練시키기 전과 닮1\練시키고 난 후에 뇌 속에 포함되어 있는 RNA의 構成觸基의 組

成比를 分析하여 그 差異가 있음이 알려졌고(Hyden and Egyhazi, 1963) DNA의 주형위치

* 本論文은 1982年度 文敎部 學術1iFf究助成費에 依하여 돼究되 었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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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影響이 있음을記j憶財藏에合成이 防害되무로

主張하였다.

RNA 의作用하여actiomycin이에

Flexner와 Goodman (1963)는

puromycin을 使用하여 쥐의 넓II練이 저해됨을 親察하여 蛋白質이 記憶物質이라는 것을

張하였고 Barondes와 Cohen (1966) 이 같은 結果를 報告하여 상당한 인정을 받게 되었다.

特허 訓練시킨 動物로 動物間 學習轉移블 實驗하여 成功함으로써 더욱 인정을 받게 뇌었다

(Babich 등， 1965).

3츠

RNA라고記憶物質이(Goldberg et al. 1962)

그러묘로 本 없究에서는 planaria를 材料로 하여 電氣刺觀에 對한 光刺載의 條件으로 나

타나는 行動變化의 類型과 이에 따른 蛋白質의 變化樣相을 昭究하였다.

方法材料 및

1. Planria으l 館育

도립 천에 서 採集하여 寶驗室에 運搬하고 유

리수조에 넣어 사육하였다. 물은 수도물을 sodium thiosulfate로 脫魔素化하여 室溫에서 2'"

3 日 放置한 후 週 3回 갈아 주었으며 17rv20°C로 水溫을 維持하여 주었다. 벅이로는 질지

렁이를 週 l回 공급하였고， 實驗에 使用할 planaria에 는 實驗實施 一週日前부터 먹이플 供

實驗에 使用된 planaria(Dμgesia japonica)는

않았다.給하지

2. Planaria으l 훨II練

(l) 訓練器具

訓練倚(trough)은 두께 3mm의 白色 불투명한 아크릴판으로 Fig. 1과 같이 만들었다.

端의 電極으로 使用한 stainless線은 訓練時 삽입할 수 있도록 두께 5mm의 合板으로 Fig.1

과 갚은 規格으로 만플었으며 上端 左右에 100W 電球 2個와 中央에 60W 電球 1個플 배 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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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raining appratus for planar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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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힘I[練方法

1) 光에 對한 習性化 實驗

planaria블 10個體씩 100mi beaker에 약 30ml의 물과 함께 넣어 1""""5 日 間 6,500""7,000

lux의 明所와 光이 없는 暗所에서 기 른 후 3마리 씩 訓練倚에 옮기 어 光을 避해 가는 速度

릎 뼈，Ij定하였다. 이 때의 물의 溫度는 22°C였다. 이들 planaria를 1次 電氣泳動으로 蛋白質

의 樣相을 分析하여 習性化에 따른 蛋白質의 變化를 調養하였다.

2) 條件學習訓練

planaria블 光刺載群(LS)， 電氣刺載群(ES)， 電氣刺載에 對한 光刺載條件으로 힘l\練시 키

는 訓練群 (LES) 等의 3群으로 나누어 訓練倚에 5'""-' 10마리 씩 넣고 30秋間 自由롭게 움직 이

도록 놓아 두어 完全허 몸을 펀 상태로 움직이는 것을 確認한 후 訓練을 始作하였다.

LES群은 3移의 電光 (5， 400 '""-' 6， 400 lux) 과 마지막 l행 동안은·電氣刺載 (DC 9V; O. 5mA)

을 함께 주었으며 1過程을 1짧(trial) 으로 하여 25짧을 1 set로 施行한 후 하루에 6 set의 訓

練을 실시하였다. 각 trial 間의 간격은 20移， 各 set 間의 간격은 9分 48秋가 되도록 하였

다‘ ES群은 검은 종이로 차팡하여 電氣刺載만 1191씩 받도록 하였고 LS群은 光만 3移씩 받

도록 하였다.

電氣刺載과 光刺載은 switch를 使用하여 任意로 조작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planaria들이

움직이지 않올 때에는 스포이트로 물을 뿌려 폼을 펴거나 움직이도록 하여 訓練을 계속하

였다.

3) 學習行動의 類型

LES힘II練群을 닮II練箱子에 넣어 5, 400"-'6, 400 lux의 電光을 3행間 비추었을 때 나타나는

行動을 調흉하였으며 그 類型을 分類하였다. 만일 1回로 判斷이 困難할 째에는 2""""3회 반

복하여 그 行動類型을 決定하였다.

4) 學習程度의 決定

LES訓練을 實施한 후 電光만을 비추었을 때 몸을 움추리거나， 머리와 꼬리를 돌리거나，

가기만 하는 개체는 訓練된 것으로 보았다. 學習曲線을 求하기 위한 個體의 파악도 위와

갚은 方法으로 움직이는 個體를 파악하여 決定하였다.

(3) 1次 電氣泳動에 依한 蛋白質分析

1) 試料의 準備-

planaria의 分析試料블 얼음동에서 O°C로 維持하여 3分間 glass homogenizer로 갈았다. 이

때 試料 抽出滅은 1. 25M tris-HCI buffer(pH 8.8)를 l이音로 희석하여 使用하였다(Nixon과

Taylor, 1977). 抽出波은 4，000g에 서 5分間 遠心分離하여 상등액을 떠서 다시 5分間 分離

시컸다. 이 상등액만을 떠서 Bovine serum albumin(BSA)을 標準으로 定量하여 試料의 蛋

白質 灌度를 10mgjml로 調整하여 (Lowney , 1951) 냉동실에 보관하고 전기 영 동분석에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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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었다.

2) 1次 電氣泳動

CD Gel 準備

8% acrylamide gel을 만들어 유리판에서 2.5cm 程度 내려온 곳까지 부었다. 그리고 gel

表面을 평평하게 하기 위하여 水面層을 5mm 두께로 만들어 준 후 2時間 동안 굳혔다. 굳

은 것을 確認하여 물을 빼고 3% stacking gel 溶滾으로 2'"'-'3回 씻은 후 l픽담形의 comb블

꽂아 試料가 들어 갈 자리 를 만들고 stacking gel을 부었다. 이 때 stacking gel의 높이는 試

料높이의 1. 5倍 程度로 하였다. 約 2時間 동안 굳힌 후 comb를 뽑고 electrode buffer (pH

8.3)로 試料가 들어갈 자리를 2'"'-'3回 씻 었다 (Laemmli, 1970).

@ 分析試料準備

抽出波 (Laemmli , 1970) 45μl와 試料 50μl블 混合한 溶波을 끓는 물에 서 1. 5分間 重揚하

여 蛋白質을 完全히 解離시켰다.

® Running

室溫에서 sov로 lrv2時間 stacking하여 sharpening line이 나다난 것을 確認、하여 80V로

5'"'-'6時間 分離하였다. 電氣泳動이 끝난 후 0.5% Coomassie blue 溶波으로 30分間 梁色하

고 7% acetic acid로 脫色하여 band를 確認하였다. band 確認은 分子量이 알려진 crude

toad myosin과 BSA를 섞은 試料블 電氣泳動하여 標準으로 삼고 各群의 band 差를 densito

meter(Helena quick scan 1010)로 파장 525nm를 使用하여 確認하였다.

結 果

1. 光메 對한 習性化

planaria의 光에 對한 習性化를 調호하기 위하여 1'"'-'5 日 間 光處理한 planaria와 暗處理를

한 planaria를 光을 비추어 주었을 때 光을 避해 가는 速度블 測定하여 평가하였다. 그

結果는 Fig. 2에 서 보는 바와 같다.

Fig. 2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光條件下에서는 處理日 數가 增加함에 따라 光을 避해 가는 速

度가 느려지는 碩向을 나타내었으며 暗條件下에서는 處理日數가 增加함에 따라 光의 境遇

와는 反對로 光을 避해가는 速度가 增加하는 碩向이 있었다.

한편 이 實驗이 끝난 planaria를 材料로 電氣泳動에 의하여 蛋白質을 分析한 結果는 Fig.

3에 서 보는 바와 갇다. 이 結果에 依하면 1次 電氣泳動分析으로는 蛋白質의 變化樣相을 確

認할수 없었다.

Levison과 Gavurin (1979) 에 依하면 光條件下에서 planaria는 光에 對한 習性化가 增大한

다고 報告한 바 있으나 蛋白質의 變化樣相에 관한 分析은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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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ght-escaping velocity of planaria group under the light and dark
conditions in the training bo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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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phoretic pattern of planaria group undeL the light and dark conditions. (1: BSA, 2:
Control 3: Planaria at light condition(LC) for 1 day, 4: Planaria at LC for 2 days , 5:
Planaria at LC for 3 days, 6: Planaria at LC for 4 days, 7: Planaria at dark condition(DC)
for 1 day, 8: Planariaat DC for 2 days, 9: Planaria at DC for 3 days, 10: Planaria at
DC for 4 days)

2. 條件學習

(l) 學習曲線

하루의 學習程度(session)를 決定하기 위 하여 10set까지 訓練시킨 結果는 Fig.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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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ean percentages of response during the 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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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實驗結果로 불 때 6

이 結果 5set에 서 最大의 學習率을 나타내 었으나

러묘로 訓|練은 하루에 51'oJ6set 施行할 때 最大效果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結果에 따라 하루 6set씩 5 日 間 LES 訓練을 시킨 結果 Fig. 5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學

習效率은 2 日 次에 이 르기까지 다소 減少하는 碩向을 나타내 었다.

set의 LES 訓練은 過한 것 같으나

그 후는 점차흐 그 效果가 낮아졌다.

學習 o 후 因하여 생긴 蛋白質의 獲得에 가장 적당한 實

驗方法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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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ES 學習蛋白質의 發見

LES 訓練을 마친 planaria를 l 日 次와 最大學習效率을 나타내는 2 日 次別로 Control群， ES

群 및 LES群으로 나누어 5個體씩 random samplingi>}여 1次 電氣泳動으로 蛋白質의 變化

樣相을 調養하였다. 그 結果는 Fig. 6에 서 보는 바와 같이 LES 訓練群의 2 日 次에 서 만 1個

의 새로운 蛋白質 band가 나타났음을 發見하였다. 本 實驗의 結果로는 Control群， LS群 및

ES群과 比較하여 볼 때 分明한 LES 學習蛋白質임을 알 수 있었다.

이 LES 學習蛋白質 分子量을 推定하카 위 하여 Weber와 Osborn (1969), Reed (1975) 等의

方法에 따라 標準蛋白質과 比較하여 LES 習學蛋白質의 分子量을 구한 結果 約 75,000

daltons이 었다 (Fig. 7). 1"'5 日 次 LES 訓練을 마친 planaria의 各 日 次別群에서 random

sampling하여 1次 電氣침〈動으로 LES 學習蛋白質을 分析해본 결과는 Fig. 8에 서 보는 바와

같다. 이 分析結果에 依하면 Fig. 5의 學習曲線과 -致하여 2 日 次 LES 訓練의 成就度가 가

장 높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다. 1 日 次， 3 日 次 ， 4 日 次 맞 5 日 次에 서 도 Control群에 比하여

分明한 LES 學習蛋白質의 存在를 確認할 수 있었다.

(3) 學習行動의 類型과 學習蛋白質

2 日 次 學習닮II練群의 planaria를 訓練箱子에 넣고 3秋間 光을 비추어 주었을 때 行動의 變

化類型을 調호하였다.

그 結果 光刺載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行動， 온봄을 움추리는 行動， 머리와 꼬리를

2 3 4 5 6 7 8 9 10

Fig. E. Electrophoretic pattern of planaria of different group. (1, 10: BSA, 2 6: Control, 3: Light
stimulated group(LS) for 1 day, 4: Electric stimulated group(ES) for 1 day, 5: Light-elec
tric simulated group(LES) for 1 day, 7: LS for 2 days, 8: ES for Z days, 9: LES for Z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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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Molecular weight determination of a new protein b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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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lectrophoretic pattern of pl~naria trained by light-electric stimulated group(LES). (l: ESA ,

2: Control, 3: Electric stimulated group(ES) for 5 days, 4: Light stimulated group(LS) for
5 days, 5: LES for 1 day, 6: LES for 2 days, 7: LES for 3 days, 8: LES for 4 days , 9:
LES for 5 days).

폴리는 行動 및 머리만을 돌리는 行動 等

협11練이 끝내고 12時間 後에 行動類型을 調훌한 結果는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光刺載

2 日 次 LES群을4個 行動의 類型으로 나타났다.

폼을 움추리는 行動은 6%, 머리와 꼬리를 폴리

이 行動의 類型은 닮If練없이는 行動응 4% 및 머리만을 돌리는 行動은 17%로 觀察되었다.

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行動은 7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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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esponse

(%)

73 ± 11

77 ± 10

57 ± 8

50 ± 7

12

24
48

72
Control

Time after 2-day
LES learning(houfs) I

Table 1. Changes of learning behavioural patterns of no-response escape, body contraction, head
tail turn and head turn due to the time periods after 2-day LES learning of planaria

IBo뼈d여y con따tract삐 H많-lea뼈dot떼a따ilttωurn
(%) I (%) (%)

6 士3 4 ± 2 17 ± 5

3 ± 1 I - i 20 ± 6

43 ± 9

50 ± 8

100

24時間， 48時間 빛 72時間이 經過함에 따라 머리와 꼬리를 돌리는 行動은 24時間 後에는

觀察되지 않았으며 봄을 움추리는 行動도 48時間이 경 과하면 나다나지 않았다. 72時間이

弱

않는다. 本 昭究에 서 使用한

LES 訓練을 받지 않은 모든 planaria는 머 리 를 돌리는 行動5, 400"-'6, 400 lux의 光에 서 는

되 면 光刺軟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 이 는 行動과 머리 만을 돌리는 行動으로 나다나고 Control

群에서는 머리블 돌리는 行動만으로 냐타났다. 이는 刺載하는 光의 세기에 따라 다르며

光일수록 Control群에 서 도 光刺軟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 이 는 行動이 增加하며 행育할 때의

光의 세기에 가까와지면 머리를 툴리는 行動은 전혀 일어나지

反應을 나타내었다.

한편 LES 訓練時는 3秋間 5, 400 ,-...,6, 400 lux의 光을 1J]추어 ;ζ ~

T J-'.. 마지막 1휩間은 DC 9

32 4 5 6 7 8
Fig. 9. Comparisons of electrophoretic pattern of planaria showing four different behavioural patterns

in light-electric stimulated group for 2 days. 0 , 8: BSA, 2,7: Control, 3: No-response escape,
4: Body contraction, 5: Head-tail turn, 6: Head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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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0，4mA의 電氣刺載을 함께 준 寶驗이으로 이 訓練에 對한 成就度檢養는 20沙間隔으로

5, 400""'6, 400 lux의 光을 3妙間 주는 반복 實驗을 하여 確認한 結果이다. 그려나 3천↓、間의

暗間隔이 짧아지면 짧아질수록 봄을 움추리는 行動이 增加하는 것을 觀察할 수 있었다.

이들 行動類型에 따라 分類한 planania블 l次 電氣침〈動으로 LES 學習 蛋白質의 量的差

光영U載에 대한 反應없이 움직이

짙게 나타났으며 두 번째로는

그結果

가장굵고

異를 比較한 結果는 Fig.9에 서 보는 바와 같다.

는 行動을 하는 planaria의 學習蛋白質의 band가

온몸을 움추리는 行動을 하는 planaria였고 세 번째로 굵고 짙은 것은 머리와 꼬리를 몰리

는 行動을 하는 planaria였다. 머리만을 돌리는 행동을 하는 planaria는 Control群의 planaria

llTlTTIl뻐U괴

2

3
4

lJ I! llJIlJL]Jj IlTlllITTTllnU
Fig. 10. Densitometric analysis of planaria of showing four different behavioral patterns in LES for

2 days. Cl: NO'response escape, 2:Body contraction, 3: Read-tail turn , 4: Head tu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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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比較하여 블 때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이들 行動類型에 따른 學習蛋白質의 量的 差異

는 肉眼 대신에 분리 된 gel을 densitometer를 使用하여 機械的으로 그 量的 差異를 確認하

였다. 그 結果는 Fig. 10에 서 보는 바와 같다.

(4) 學習蛋白質의 轉移

2 日 次 LES 訓練群을 4個 行動類型으로 分類하여 光刺軟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行動

을 하는 planaria만을 選擇하여 신선한 실지렁이의 즙액과 함께 訓練을 받지 않은 planaria

에게 먹이는 cannibalism 實驗을 實雄하었다. 이 實驗을 行하고 24時間이 經過한 후 planaria

의 行動類型을 調훌하였다. 5며에 걸친 cannibalism 寶驗을 한 結果는 Table 2에 서 보는

바와 갚이 光刺載에 對한 反應없이 웅직이는 行動을 하는 planada와 머리를 돌리는 行動을

하는 planaria가 各各 zp:均 33%와 67%였다.

Table 2. Learnining transfer as a result of cannibalism of learned planada of LES group by
unlearned one.

The n빼
l 2 3 4 5expenment mean

Head turn (%) 67 75 54 73 66 67
No response escar;e (%) 33 95 46 27 34 33

2 3 4 5 6 7 8 g 10

Fig. 11. Electrophoretic pattern of planaria showing the learning transfer as a result of cannibalism
of learned planaria by naive one (1, 9 Crude toad myosin, 2: No-response escape, canniba

lized , 3; Head turn , cannibalized , 4,5,6,7, LES group for 2 days, 8: Control , 10: B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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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論 Control群의 planaria는 모두 머리를 돌리는 行動만을 나타내었다. 이 結果로 미루

어 볼 때 33%의 光刺軟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行動으로 變化되게 하는 學習行動응

LES 學習 蛋白質에 依한 것인지를 調좁하지 않으면 안된다.

그러묘로 cannibalism의 實驗結果 나타난 光刺朝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행동을 하는

planaria와 머 리 를 돌리 는 行動을 하는 planaria를 1次 電氣泳動으로 分析한 결과는 Fig. 11

과 같다. 이 結果 光刺載에 反應하지 않고 움직이는 planaria에 서 만 LES 學習 蛋白質의

band가 確認되 었다. 따라서 LES學習 蛋白質의 cannibalism에 依한 轉移로도 LES 訓練과

꼭 같은 成就度를 達成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았다.

論 議

planaria의 光과 電氣刺載에 對한 行動의 變化블 f자究하는데 있어 서 光의 習性化에 관한

調좁가 先行되 어 야 한다. 그러묘로 planaria를 暗所와 明所에 서 國育하여 光을 피하는 速度

를 測定하였다. 그리고 電氣泳動으로 蛋白質의 生成如否를 考察하었다. 그 結果 暗所에서

5 日 間 웹育한 planaria보다도 暗所에 서 館育한 planaria가 光을 피 하여 달아나는 速度가 빠

르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l次 電氣泳動의 結果로는 기존 蛋白質의 量的 差異의

存在可能性은 인정할 수 있었으나 새로운 生成은 觀察할 수 없었다. Levison과 Gavurin (l9

79)의 맑究에서도 光에對한 planaria의 習性化가 지적된 바 있었으나 蛋白質의 變化樣相은

調홈되지 않았다. 그랴무로 光에 對한 習性化의 陽究는 蛋白質의 量的 分析과 2次 電氣泳

動에 依한 蛋白質의 質的 變化樣相을 調춤한다면 光에 對한 習性化를 좀더 깊이 이해할 수

있을/것으로 생각된다.

planaria의 LES 學習曲線은 Fig. 5에 서 보는 바와 같은 이 結果는 McConnell (l959) 등의

實驗結果와 一致하며， 4，5 日 에 서 는 多少 빨어지는 碩向을 나타내었다 Levison과 Gavurin

(1 979) 에 依하면 光刺載만 준 群과 電氣刺載만을 숭 群을 순수한 對照群으로는 볼 수 없으

며 光과 電氣에 依해서도 學習되어지기 때문에 순수한 對照群이 있어야 學習程度를 比較할

수 있다는 것이 브고되었다. 그러으후 本 %究에서는 LES 訓練의 成就度블 光刺載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行動， 폼을 움추리는 行動， 머리와 꼬리를 돌리는 行動 等으로 判斷하

였다. 그 結果 2 日 次 訓練群에서 가장 LES 訓練의 成就度가 높았다.

2 日 次 LES 訓練群의 planaria블 random s;lmp1ing하여 l次 電氣泳動으로 蛋白質 band의

變化樣相을 調홉하여 약 75, 000 daltons의 分子量을 갖는 새로운 LES 學習蛋白質을 發見하

였다. 本 實驗에서 LS群 및 Control群間에 서 는 1次 電氣泳動으로 band의 差異블 確認할 수

없었다. 그리고 LES群의 planria는 訓練回數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몸을 움추리는 狀態로

남아 있는 수가 많았다. 이 때 스포이 트를 使用하여 刺載을 주지 않는 기 간 중에 물을 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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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 봄을 움직이게 하였다. 이 刺軟은 Levison과 Gavurin(1979) 에 休하면 假條件刺載으로

學習行動寶驗에는 影響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Hyden과 Lange (1968) 에 의하면 닮If練된 쥐의 hippocampus CA3 地域에 있는 pyramidal

細臨들을 3H-leucin으로 처 리 하여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를 하여 본 結果 訓練

받지 않은 쥐보다 2개의 蛋白質 band가 많음을 알아내어 protein 4，5라고 이름을 붙였다.

Bogoch (1968)는 訓練받은 1cll 둘기 뇌에서 13"-'20個의 protein group을 DEAE cellulose

chromatography를 利用하여 分析한 結果， 訓|練받지 않은 비 툴기보다 2종 이 상의 protein

fraction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Unger (l972) 등은 訓練받은 쥐의 뇌 에 서 peptide을 抽出하여 힘If練받지 않은 쥐 의 뇌 에

注射하여 닮II練시 킨 結果 힘If練받은 쥐 의 peptide를 주사받은 쥐 가 訓練받지 않은 쥐 의 peptide

를 注射받은 쥐보다 訓練時間이 현저하게 줄어들었다고 報告하였으며 이 peptide블 抽出하

여 Scotophobin이 라 명명하였다. 이 實驗에 對하여 Stewart (1972)는 抽出方法， 純度， 分析

法 등을 들어 잘못이 있음을 主張하였으나 Ungar (1972) 등은 다시 實驗을 하여 모든 것이

플림 이 없음을 確認하였다.

한편 間接的인 方法으로 Agranoff (964) 등은 puromycin과 같은 蛋白質合成、벼害빼플使

用하여 訓練前에 금붕어의 뇌에 puromycin즐 注射한 둬 訓練시키면 매우 저조한 訓練效果

를 나타내나 넓If練시킨 l時間 뒤 에 注射하면 다음 닮If練에 아무런 影響이 없음을 밝혀 記憶

에 蛋白質이 重훨한 投害U을 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또한 Corning과 John(196l)은 訓練련 planaria플 잘라서 ribonuclease즐 處理한 물 속에

서 再生시킨 후 實驗하여 學習。] 저조한 것으록 미루어 RNA가 記憶物質임을보고하였고

McConnell 등(1959)도 같은 結果를 보고한 바 있었으나 Hartry 등(1964)이 동일한 實驗으

로 이와 같은 結果를 얻는데 失敗하여 RNA가 記憶밝藏勳質이 아니라고 보고하였다.

Hyden과 Egyhazi (1963)는 쥐를 材料로 하여 訓練시키기 전과 힘II練시키고 난 후에 뇌에

서 RNA의 構成題基의 tt率을 測定하고 그 差異가 있음을 알고 記憶物質은 RNA라고 주장

하였고 Babich 릉(1965)은 척추동물에서 memory tranfer 物質이 RNA임을 보고하였으나

Byrne 등(1966)이 같은 結果를 얻는데 失敗하였다.

그러묘로 本 實驗에서 LES 訓練으로 planaria에 分子量이 ι 약 75,000 daltons의 蛋白質이

‘ 生合成펀 것은 學習이 蛋白質의 變化樣相으로 나타난다는 事實의 證據가 될 수 있는 것으

로 사료된다. 2 日 次 LES 訓練群의 學習成就度를 評價하기 뷔하여 時間에 따른 行動類型의

變化를 調훌하여 뢰If練後 12時間에는 光刺載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行動， 몸을 움추리

는 行動， 머리와 꼬리를 폴리는 行動 및 머리를 폴리는 行動 등 4種의 行動으로 區分할 수

있었다. 그려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Table 1에 서 보는 바와 같이 光刺載에 對한 反應없

이 움직이는 行動과 머리를 돌리는 行動類型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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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動類型에 對한 Halas 등(196 1)의 調훌結果에 따르면 光으로 홉導되는 行動類型을 머리

만 돌리는 行動과 폼을 움추리는 行動의 두 類型으로 區分하였고 Jacobson 등 (1967)은 몸을

움추리는 行動으로 學習된 程度블 判斷하었다. 本 寶驗에서는 4個 行動類型의 planaria를

材料로 하여 l次 電氣泳動으로 LES 學習蛋白質의 量的 差異를 比較한 結果 光刺載에 對한

反應없이 움직이는 行動， 몸을 움추리는 行動， 머리와 꼬리를돌리는行動순으로 착았으며，

꼬리를 몰려는 行動의 境遇는 肉眼으로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LES 學習蛋白質

의 量的 差에 依하여 行動類型이 變化하며 이 學習蛋白質의 定量分析에 依하여 學習의 成

就度블 評價할 수 있다는 것을 暗示하고 있다.

또한 本 寶驗에서 는 LES 學習蛋白質이 LES 訓練에 依하지 아니하고 cannibalism에 依하

여 轉移될 때 꼭같은 學習行動이 나타나는지의 如否를 밝히 었다 Hartry와 Lee (1964)는 同

種의 planaria간에는 서로 잡아 먹 지 않기 때문에 異種의 planaria를 使用하여 cannibalism

實驗을 하였고 그 넓1\練效果의 差異를 보았다. 그러나 本 實驗에서는 同種間에 먹을 수 있

도록 신선한 질지 렁 이의 즙액에 2 日 次 LES 訓練群의 planaria 中 光刺載에 反應없이 움직

이는 行動을 하는 planaria를 料理하여 cannibalism 實驗을 하였다. 實驗이 끝난 12時間 後

에 學習成就度를 調훌한 結果 光刺戰에 反應없이 움직 이는 行動을 하는 planaria가 33%에

이르렀고 1次 電氣泳動으로 LES 學習蛋白質을 分析한 結果 學習蛋白質의 轉移를 確認할수

있었다.

%論 67%의 머리를 폴리는 行動을 하는 planaria에 서는 LES 學習蛋白質의 存在릎 인청

하기 어려웠다. 이 結果로 볼 때 후자의 planaria는 이 學習蛋白質을 먹지 않았거나 極微量

吸收한 것으로 생 각된다.

要 約

本 昭究는 planaria블 電氣刺載에 對한 光刺載의 條件으로 닮1\練하여 planaria의 行動과 蛋

白質의 變化樣相을 調흉하였다.

planada를 光條件下에서 1'"'-'5 日 間 館育할 경우 光에 對한 習性化가 생 겨 光을 避해 가는

速度가 減少하였다. 光을 3秋間 주고 마지 막 1秋間은 電氣刺軟과 함께 주었을 때 2 日次 닮rl

練群에 서 없 75, 000 daltons의 分子量을 갖는 새로운 蛋白質을 發見하였다. 이 LES 學習蛋

白質의 量은 2 日次 LES 訓練群에서 가장 많았다. 2 日 次 LES 訓練群에서 光刺軟에 反應없

이 움직이는 行動， 몸을 움추리는 行動， 머리와 꼬리를 돌리는 行動， 머리를 돌리는 行動

等 4個 行動類型으로 分類되었다. 그러나 이들 行動類型은 時間의 經過에 따라 變化하였다

이들 行動類型에 따른 planaria의 LES 學習蛋白質의 量을 比較한 結果 光刺戰에 反應없

이 움직이는 行動， 폼을 움추리는 行動， 머리와 꼬리블 돌리는 行動 順으로 LES 學習蛋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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質의 量이 減少하여 머리를 돌리는 planaria는 이 蛋白質의 band가 거의 나다나지 않았다.

2日 次 訓練群中에 서 光刺載에 反應없이 움직 이는 行動을 하는 planaria를 LES 訓練을 받

지 않는 planaria에 게 먹인 結果 33%가 머리블 돌리는 行動으로부터 光刺載에 反應없이 움

직이는 行動을 나타내었다. 이들 planaria는 LES 訓練을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LES 學

習蛋白質을 含有하고 있다는 것을 確認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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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ehavioural responsεs of planaria (Dμgesia japonica) were studied on light, electric and

light-electric stimuli.

When planaria were treated from 1 to 5 days under the light condition , the velochy

to escape from light was gradually decreased because of the light habituation.

Planaria were trained to receive electric(ES group) , light(LS group) and light-electric

stimulus (LES group). The LES group was trained by the method that light was on for

3 seconds, during the last second of which the electric stimulus was passed though the

water. When the LES groups were trained from 1 to 5 days, a new protein band was

shown on the electrophoregram. Molecular weight of this LES learning protein was

approximately 75,000 daltons. Especial1y,the LES learning protein band of the LES group

for LES group for 2 days was the thickest of LES groups trained from 1 to 5 days. The

LES group for 2 days showed 4 behavioural patterns by lightening for 3 seconds when

12 hours passed after training: no"response escape, longitudinal body contraction, head-tail

turn and head turn. The LES learning protein band of the behavioural planaria with no

-response escape was the thickest among the four behavioural patterns. The decreasing

order of thickness was longitudinal body contraction, head-tail turn and head turn.

The learning behavioural pattern of no-response escape of planaria was transferred

through cannibalism and this planaria had the LES learning prote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