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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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yn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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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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 장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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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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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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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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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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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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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 장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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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resynap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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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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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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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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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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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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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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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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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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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ostsynapse 모습, (C-C”) 기능 상실 돌연변이인 repo > ptdss1 RNAi의 post-synapse 모습, (D)
각각의 NMJ에서 TypeⅠb bouton 수를 측정한 결과(n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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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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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 장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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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3

참고 문헌

Akbar, M., Calderon, F., Wen, Z., & Kim, H.-Y. (2005). Docosahexaenoic acid: A
positive modulator of Akt signaling in neuronal survival.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02(31), 10858-10863. doi:10.1073/pnas.0502903102
Arikketh, D., Nelson, R., & Vance, J. E. (2008). Defining the importance of
phosphatidylserine synthase-1 (PSS1) - Unexpected viability of PSS1deficient mice.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83(19), 12888-12897.
doi:10.1074/jbc.M800714200
Bader Lange, M. L., Cenini, G., Piroddi, M., Abdul, H. M., Sultana, R., Galli, F.,
Memo, M., Butterfield, D. A. (2008). Loss of Phospholipid Asymmetry and
Elevated Brain Apoptotic Protein Levels in Subjects with Amnestic Mild
Cognitive Impairment and Alzheimer Disease. Neurobiology of disease,

29(3), 456-464. doi:10.1016/j.nbd.2007.11.004
Brand, A. H., & Perrimon, N. (1993). Targeted gene expression as a means of
altering cell fates and generating dominant phenotypes. Development,

118(2), 401.
Brink, D. L., Gilbert, M., Xie, X., Petley-Ragan, L., & Auld, V. J. (2012). Glial
Processes at the Drosophila Larval Neuromuscular Junction Match
44

Synaptic Growth. Plos One, 7(5), e37876. doi:10.1371/journal.pone.0037876
Budnik, V., Koh, Y.-H., Guan, B., Hartmann, B., Hough, C., Woods, D., & Gorczyca,
M. (1996). Regulation of Synapse Structure and Function by the Drosophila
Tumor Suppressor Gene dlg. Neuron, 17(4), 627-640.
Collins, C. A., & DiAntonio, A. (2007). Synaptic development: insights from

Drosophila.

Current

Opinion

in

Neurobiology,

17(1),

35-42.

doi:http://dx.doi.org/10.1016/j.conb. 2007.01.001
Coyne, A. N., Siddegowda, B. B., Estes, P. S., Johannesmeyer, J., Kovalik, T.,
Daniel, S. G., Pearson, A., Bowser, R., Zarnescu, D. C. (2014).
Futsch/MAP1B mRNA is a Translational Target of TDP-43 and is
Neuroprotective in a Drosophila Model of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The

Journal

of

Neuroscience,

34(48),

15962-15974.

doi:10.1523/

JNEUROSCI.2526-14.2014
Dickman, D. K., Lu, Z., Meinertzhagen, I. A., & Schwarz, T. L. Altered Synaptic
Development and Active Zone Spacing in Endocytosis Mutants. Current

Biology, 16(6), 591-598. doi:10.1016/j.cub.2006.02.058
Estes, P. S., Boehringer, A., Zwick, R., Tang, J. E., Grigsby, B., & Zarnescu, D.
C. (2011). Wild-type and A315T mutant TDP-43 exert differential
neurotoxicity in a Drosophila model of ALS. Human Molecular Genetics,

20(12), 2308-2321. doi:10.1093 /hmg/ddr124
Estes, P. S., Daniel, S. G., McCallum, A. P., Boehringer, A. V., Sukhina, A. S.,
45

Zwick, R. A., & Zarnescu, D. C. (2013). Motor neurons and glia exhibit
specific individualized responses to TDP-43 expression in a Drosophila
model of 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Disease Models & Mechanisms,

6(3), 721-733. doi:10.1242/dmm.010710
Fabelo, N., Martín, V., Santpere, G., Marín, R., Torrent, L., Ferrer, I., & Díaz, M.
(2011). Severe Alterations in Lipid Composition of Frontal Cortex Lipid
Rafts from Parkinson’s Disease and Incidental Parkinson’s Disease.

Molecular Medicine, 17(9-10), 1107-1118. doi:10.2119/molmed.2011.00119
Fergestad, T., Olson, L., Patel, K. P., Miller, R., Palladino, M. J., & Ganetzky, B.
(2008). Neuropathology in Drosophila Mutants With Increased Seizure
Susceptibility. Genetics, 178(2), 947-956. doi:10.1534/genetics.107.082115
Freeman, M. R., & Doherty, J. (2006). Glial cell biology in Drosophila and
vertebrates. Trends in Neurosciences, 29(2), 82-90. doi:http://dx.doi.org/
10.1016/j.tins.2005.12.002
Fuentes-Medel, Y., Logan, M. A., Ashley, J., Ataman, B., Budnik, V., & Freeman,
M. R. (2009). Glia and Muscle Sculpt Neuromuscular Arbors by Engulfing
Destabilized Synaptic Boutons and Shed Presynaptic Debris. PLoS Biology,

7(8), e1000184. doi:10.1371 /journal.pbio.1000184
Iuso, A., Sibon, O. C. M., Gorza, M., Heim, K., Organisti, C., Meitinger, T., &
Prokisch, H. (2014). Impairment of Drosophila Orthologs of the Human
Orphan Protein C19orf12 Induces Bang Sensitivity and Neurodegeneration.
46

Plos One, 9(2), e89439. doi:10.1371/journal.pone.0089439
Kanehisa, M., Araki, M., Goto, S., Hattori, M., Hirakawa, M., Itoh, M., Katayama,
T., Kawashima, S., Okuda, S., Tokimatsu, T., Yamanishi, Y. (2008). KEGG
for linking genomes to life and the environment. Nucleic Acids Research,

36(Database issue), D480-D484. doi:10.1093/nar/gkm882
Kim, H. Y., Akbar, M., Lau, A., & Edsall, L. (2000). Inhibition of neuronal apoptosis
by docosahexaenoic acid (22 : 6n-3) - Role of phosphatidylserine in
antiapoptotic effect.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75(45), 35215-35223.
doi:10.1074/jbc.M004446200
Kim, H. Y., Huang, B. X., & Spector, A. A. (2014). Phosphatidylserine in the
brain: Metabolism and function. Progress in Lipid Research, 56, 1-18.
doi:10.1016/j.plipres.2014.06.002
Liebl, F. L. W., & Featherstone, D. E. (2008). Identification and Investigation of

Drosophila Postsynaptic Density Homologs. Bioinformatics and Biology
Insights, 2, 369-381.
Lu, B. W., & Vogel, H. (2009). Drosophila Models of Neurodegenerative Diseases

Annual Review of Pathology-Mechanisms of Disease (Vol. 4, pp. 315-342).
Mattson, M. P. (2008). Glutamate and Neurotrophic Factors in Neuronal Plasticity
and Disease. Annals of the New York Academy of Sciences, 1144, 97112. doi:10.1196/annals.1418.005
Menon, K. P., Carrillo, R. A., & Zinn, K. (2013). Development and plasticity of
47

the Drosophila larval neuromuscular junction. Wiley interdisciplinary

reviews. Developmental biology, 2(5), 647-670. doi:10.1002/wdev.108
Mhatre, S. D., Satyasi, V., Killen, M., Paddock, B. E., Moir, R. D., Saunders, A. J.,
& Marenda, D. R. (2014). Synaptic abnormalities in a Drosophila model
of Alzheimer's disease. Disease Models & Mechanisms, 7(3), 373-385.
doi:10.1242/dmm.012104
Miller, D. L., Ballard, S. L., & Ganetzky, B. (2012). Analysis of Synaptic growth
and function in Drosophila with an extended larval stage. The Journal of

neuroscience : the official journal of the Society for Neuroscience, 32(40),
13776-13786. doi:10.1523/JNEUROSCI.0508-12.2012
Moloney, E. B., de Winter, F., & Verhaagen, J. (2014). ALS as a distal axonopathy:
molecular mechanisms affecting neuromuscular junction stability in the
presymptomatic stages of the disease. Frontiers in Neuroscience, 8.
doi:10.3389/fnins.2014.00252
Newton, A. C., & Keranen, L. M. (1994). Phosphatidyl-L-Serine is Necessary for
Protein-kinase Cs High-affinity Interaction with Diacylglycerol-Containing
Menbranes. Biochemistry, 33(21), 6651-6658. doi:10.1021/bi00187a035
Pavlidis, P., Ramaswami, M., & Tanouye, M. A. (1994). The Drosophila Easily
Shocked Gene - A Mutation in a Phospholipid Synthetic Pathway Causes
Seizure, Neuronal Failure, and Paralysis. Cell, 79(1), 23-33. doi:10.1016/
0092-8674(94)90397-2
48

Sastry, P. S. (1985). Lipids of nervous tissue: Composition and metabolism. Progress

in Lipid Research, 24(2), 69-176. doi:http://dx.doi.org/10.1016/01637827(85)90011-6
Smith, R., & Taylor, J. P. (2011). Dissection and Imaging of Active Zones in the

Drosophila Neuromuscular Junction. (50), e2676. doi:doi:10.3791/2676
Svennerholm,

L.

(1968).

Distribution

and

Fatty

Acid

Composition

of

Phosphoglycerides in Nomal Human Brain. Journal of Lipid Research, 9(5),
570-+.
Ullian, E. M., Christopherson, K. S., & Barres, B. A. (2004). Role for glia in
synaptogenesis. Glia, 47(3), 209-216. doi:10.1002/glia.20082
Wang, S. X., Zhang, S. Y., Liou, L. C., Ren, Q., Zhang, Z. J., Caldwell, G. A.,
Caldwell, K. A., Witt, S. N. (2014). Phosphatidylethanolamine deficiency
disrupts alpha-synuclein homeostasis in yeast and worm models of
Parkinson disease.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of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111(38),

E3976-E3985.

doi:10.1073/pnas.1411694111
Weber, U., Eroglu, C., & Mlodzik, M. (2003). Phospholipid Membrane Composition
Affects EGF Receptor and Notch Signaling through Effects on Endocytosis
during Drosophila Development. Developmental Cell, 5(4), 559-570.
doi:http://dx.doi.org/ 10.1016/S1534-5807(03)00273-9
Wells, K., Farooqui, A. A., Liss, L., & Horrocks, L. A. (1995). Neural membrane
49

phospholipids in alzheimer disease. Neurochemical Research, 20(11), 13291333. doi:10.1007/ BF00992508
Zhao, L., Wang, D., Wang, Q., Rodal, A. A., & Zhang, Y. Q. (2013). Drosophila
cyfip Regulates Synaptic Development and Endocytosis by Suppressing
Filamentous

Actin

Assembly.

PLOS

Genetics,

9(4),

e1003450.

doi:10.1371/journal.pgen.1003450
김영두. (2007). 발암억제유전자 expanded와 cg4825 유전자의 교세포 유지 및 분
화 조절에 관한 연구.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정소정. (2015). 초파리의 호메오틱 유전자가 zfh1의 가슴 체절 특이적인 발현
조절에 미치는 영향. 석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조민규. (2014). 초파리 cg4825 돌연변이가 수명과 신경 퇴화에 미치는 영향. 석
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서울.

50

Abstract

Effects of Phosphatidylserine

synthase1 gene mutation on the
synaptic growth
and function in Drosophila
Kim, Tae Yeop
Department of Science Education (Biology Major)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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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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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 Drosophila, Glial cells, ptdss1, Neuromuscular junction, Synap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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