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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타액 분비의 분자적 기전에 관한 

고찰

이숭주

서울대학교 치의학대학원

치의학과

 타액선으로부터 타액의 분비는 건강한 생활을 영위하는데 있어서 가장 

필수적인 요소 중 하나이다. 그런데, 타액 분비 기전에 이상이 생기게 

되면 xerostomia나 sjogren’s syndrome과 같은 질병이 발생되는 데, 

아직까지 이러한 질병들에 대한 명확한 병리적 기전이 이해되지 않고 있

다. 만약, 타액 분비의 분자 기전에 대해서 명확한 이해가 동반된다면 

병리적 기전을 이해하는데 있어서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따라서 우리 논



- ii -

문에서는 타액분비 분자기전에 대하여 현재까지 알려진 연구 결과와 가

설 그리고 이론들을 종합함으로써, 방대하게 흩어져있는 타액 분비의 분

자 기전에 대하여 보다 체계적으로 정리 및 설명을 해보고자 한다. 또한 

앞으로 타액 분비의 분자 기전에 대한 연구 방향에 대해서도 제시하고자 

한다. 

주요어 : primary saliva fluid secretion, primary saliva modification, 

saliva protein, membrane protein internalization

학 번 : 2009-22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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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일반적으로 사람은 하루에 0.5-1L Saliva를 분비한다고 알려져 있다.1 

정상적인 사람은 Saliva 분비와 생성에 이상이 없기 때문에 전혀 불편감 

없이 살아가지만, 노화나 기타 불명의 이유로 인해서 Saliva의 생성 및 

분비 장애를 앓고 있는 사람들은 일상생활에서 매우 불편감을 겪는다. 

 생리학적 위치에 따라서 이하선, 악하선, 설하선으로 구성되는 대타액

선에서 Saliva가 생성되어 분비되는 과정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위해

서는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 이러한 이해는 Saliva의 생성 

및 분비장애로 발생하는 다양한 Saliva 관련 질환(Sjogren’s 

syndrome, Xerostomia등)의 pathology에 실마리를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중요하다.

 일반적으로 타액선 세포는 선포 세포(Acinar Cell)과 도관 세포(Duct 

Cell)로 구성되는데 이들 세포막에 존재하는 다양한 수송체와 수용체들

이 복잡한 분자적 기전을 통해서 Saliva의 생성 및 분비에 관여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Saliva의 생성 및 분비 기전은 다음과 같다. 교감 신

경 및 부교감 신경의 자극을 받은 선포 세포에서는 NaCl이 풍부하게 존

재하는 Primary Saliva Fluid가 생성되고 이 Fluid는 도관 세포에서 

K+가 많고 NaCl이 적게 존재하는 Hypotonic Fluid로 바뀌게 된다. 또

한 선포 세포에서는 Saliva에 포함되어야 하는 많은 단백질들이 분비되

게 된다.1 

 이번 논문에서는 선포 세포에서의 Primary Saliva Fluid의 분비 및 도

관 세포에서의 Modification에 대한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

려진 연구 결과 및 가설들을 정리한다. 또한 선포 세포에서의 Sali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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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분비 기전에 대해서 Amylase의 분비 과정에 대해서 행해진 일

련의 연구 결과 및 가설들을 정리한다. 마지막으로 Saliva 분비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Salivary epithelial Cell에 존재하는 수송체와 수용

체의 internalization에 대해서 잘 연구되어 있는 논문들의 내용을 간략

히 소개함으로써 타액선 세포의 세포막에서의 수송체와 수용체의 조절이 

생리적으로 어떠한 의의를 갖고 있는지 소개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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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본론

1. Primary Saliva Fluid Secretion Mechanism

 선포세포가 타액을 생성하여 타액선관으로 분비하는데 있어서 기본적인 

장치는 Na+/K+-ATPase로 S. H. Hall 등(1972)은 개의 악하선에서의 

Na+/K+-ATPase의 기능에 대한 연구를 통해서, Na+/K+-ATPase가 

타액선 분비 과정에서의 수송체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과 상관관

계가 있다고 밝혔으며2, Peterson과 Poulsen(1967)은 고양이의 악하선

에서의  Na+ pumps의 inhibitor인 ouabain을 처리한 경우 fluid 분비가 

심하게 저해되는 것을 보여주었다.2 또한 Jo Augustus(1976)는 실험을 

통해서 토끼의 도관 상피에서 transepithelial potential difference를 

만드는 가장 핵심적인 electrogenic sodium pump가 Na+/K+-ATPase

라는 직접적인 증거를 제시하였다.3

 Na+/K+-ATPase는 ATP를 에너지로 사용하면서 세포의 원형질 막에

서 Na+를 세포 외부로, K+를 세포 내부로 이동시켜줌으로써 Na+의 세

포 외부로부터 내부 쪽으로의 전기화학적 기울기가 만들어진다.1-3 Na+

의 전기화학적 기울기는 타액선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이온인 Cl-

를 세포 안으로 이동시키는 통로인 Na+/K+/2Cl- 공동운반체(이하 

NKCC로 통일)를 작동하는 원동력을 제공한다.1,5

 타액선 분비에 관여하는 NKCC는 포유류에서 발견되는 

cation-choride 공동운반체 유전자 족에 의해서 발현되는  NKCC1이

다. Evans등(2000)의 연구에 따르면 Wild type 쥐에서  NKCC1는 주

로 이하선의 선포세포의 기저막에 분포하며 도관세포에는 발견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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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NKCC1의 발현 유전자가 knock-out된 쥐에서 선포 세포내로 Cl-

의 유입이 저해되고 타액선의 분비가 심각하게 감소하는 것이 확인되었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NKCC1이 Cl- 의 선포 세포내로의 유입 메커니

즘에 참여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또한 NKCC1의 발현 유전자가 

knock-out 쥐에서 이하선의 NaCl 보존 능력이 사라지는 것이 관찰되

었는데, 이는 Na+ 채널의  α-,β-,γ-소단위체의 전사 수준이 감소

한 것과 관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NKCC1는 

선포 세포에서 Cl-의 유입 메커니즘 및 타액선 분비에 핵심적으로 관여

한다.6

 포유류의 선포세포의 기저막에 존재하는 K+ 채널은 Muscranic 

agnoist에 의해서 자극을 받게 되는데, 이 경우 막전위를 과분극 시킴으

로서 첨단막에서의 Cl- 유출을 촉진시키는 전기화학적 원동력을 제공한

다. 게다가 K+ 채널을 통한 K+의 유출은 NKCC의 작동을 위한 K+ 

gradient를 제공한다. 현재까지 2 종류의 K+ 채널이 선포세포의 측저막

에 위치하여 작동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중 하나는 IK1 또는 

SK4로 이름 붙여진 중간정도의 전류전도도를 갖는 Ca2+-activated K+ 

채널과 나머지 하나는 maxi K 또는  Slo로 이름 붙여진 큰 전류전도도

를 갖는 Ca2+ 와 Voltage-activated  K+ 채널이다. 쥐를 통한 실험에

서  밝혀진 사실은 두 개의 채널 중 어느 하나만 있어도 정상적인 fluid 

secretion이 일어난다는 사실이다. 8,15,16

 분자적으로 명확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Them16A로 이름 붙여진 

Ca2+-activated Cl- 채널은 Cl-의 방출에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이 채널은 상피세포에서 음이온 이동 및 fluid 

secretion을 담당하는데, cystic fibrosis 환자에서 non-functional 

CFTR(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regulator) Cl-채널을 아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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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적으로 대체하고 있다고 여겨진다.9  

 초기 타액선 분비(Primary salivary fluid secretion) 모델의 가장 고

전적인 모델은 Cl- Coupling 모델 이며 이는 다음과 같이 설명되고 있

다.4,7  부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선포 세포 내 Ca2+ 농도가 증가하게 되

면, 첨단막(apical membrane)에 위치한 Ca2+-activated Cl- 채널에 

의해서 Cl-가 세포 밖으로 방출된다.9,10 또한, 부교감신경의 자극은 세포

막에 위치하고 있는 K+ 채널을 활성화 시키는 데, 활성화된 K+ 채널은 

Cl- 방출의 전기화학적 힘을 제공한다.4,8,12 세포 내에 Cl- 농도가 떨어

지게 되면 높은 농도의 Cl-에 의해서 자신의 기능이 억제되고 있던  

NKCC1이 Na+/K+-ATPase에 의해서 생성되는 Sodium chemical 

gradient를 원동력을 바탕으로 작동하게 된다12.   정리하자면, 자극원에 

의해서 증가된 세포내의 Ca2+ 농도에 의해서 측저막의 K+ 채널과 첨단

막에 위치하는 Cl- 채널이 활성화되어 열리게 되고 따라서 KCl의 세포 

밖으로의 소실이 일어난다. Cl-의 유입은 NKCC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며 Cl-이 내강(Lumen)으로 이동함에 따라 Na+도 전기적 경사를 따

라 이동하게 되고, 이후 삼투적 평형을 위해서 물이 방출되면서 초기 타

액선 분비이 이루어지게 된다.4,7,9,10

 이러한 고전적인 모델은 사람의 대 타액선에서의 초기 타액선 분비의 

기전뿐만 아니라 많은 생물체에서의 타액선 분비 기전을 잘 설명해주기 

때문에 널리 사용되어왔다. 하지만, 이 모델을 보완한 2가지의 모델들 

또한 그 나름의 실험적인 데이터를 기반으로 새로운 가설로 인정받고 있

다. 우선 첫 번째 모델은 고전적인 모델에서 NKCC1이 Cl-/HCO3
- 및 

Na+/H+ 교환기로 대체된 모델로, 외부 신호에 의해서 세포 내부의 KCl

의 손실되어 발생하는 Cl-의 농도 감소가 Cl-/HCO3
- 교환기를 통해서 

보충된다고 설명되고 있다. HCO3
-의  손실은 세포로의 CO2 확산과 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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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탈수소효소에 의한 H+와 HCO3
-의 분리로 보충되게 되며 세포 내 증

가된 H+는 Na+/H+ 교환기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퍼내어지게 된다. 다

음으로 두 번째 모델에서는 Cl- 보다는 HCO3
-의 분비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CO2가 선포세포의 측저막을 넘어서 들어와 세포내 탄산탈수소효

소에 의해서 H+와 HCO3
-로 분리되는데 HCO3

-의 분비는 아마도 Cl-의 

분비를 담당하는 음이온 통로에 의해서 이루어지며 세포 내 증가된 H+

는 Na+/H+ 교환기에 의해서 세포 밖으로 퍼내어지게 된다고 이 모델에

서는 설명하고 있다.4

 보완된 모델에서 선포세포에서 fluid 분비 시 HCO3
-가 내강(lumen)으

로 이동하면서 세포질이 산성화되고 이것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pH 완

충작용이 필요한데, 이 과정에서 앞에서 언급했듯이세포질내의   H+와 

HCO3
- 농도 조절을 담당하는 Na+/H+ 교환기와 Cl-/HCO3

-  교환기가 

참여하며, Na+/HCO3
- 공동수송기도 참여하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물론 pH 조절 메커니즘은 이하선 선포 세포와 설하선 선포세포에서 주

로 발현되는 Na+/H+ 교환기에 의해서 대부분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Na+/HCO3
- 공동수송기(NBC)는 이하선 선포 세포에서 발현되어 

Na+/H+  교환기와 함께 pH 조절을 담당한다는 많은 연구들이 밝혀져 

있다.46,47

 Park등(2002)은 기능적 electrogenic NBC이 인간 이하선 세포에서 

발현되며, 선포 세포에서 pH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

으며46, Kim등(2003)은 쥐의 이하선 세포를 이용하여 pancreatic 

NBC1(pNBC1)이 이하선 세포에서만 발현되며 pH 조절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고47, Koo등(2006)은 guinea pig의 이하선에서 

발견되는 guinea pig NBC1(gpNBC1)가 쥐와 사람의 이하선 NBC1와 

거의 상동이며 이 또한 pH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밝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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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8 

 특이하게도 NKCC1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knock-out된 쥐에서 

Cl-/HCO3
- 교환기의 활성이 증가된다. 이것은 NKCC1의 소실로 인한 

Cl- 유입을 보상해주는 것으로 생각되는데6, 도관 세포의 측저막에 존재

하는 짝지어진 Cl-/HCO3
- 및 Na+/H+ 교환기는 Resting 시에는 pH의 

조절에 관여하며 Stimulation 된 경우에는 Na+/H+의 작동이 도관 내

의 pH가 증가를 가져오고  Cl-/HCO3
-  교환기는 NKCC와 함께 Cl-  

유입 경로를 제공하게 된다.7

 초기 타액 분비 기전에서 타액선 선포를 통해 이루어지는 물의 이동 방

향은 간질에서 세포 내부로 그리고 세포 내부에서 내강을 향하는데, 이

러한 흐름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삼투압적 경사(osmotic gradient)이

다. 이러한 삼투압적 경사는 선포 세포가 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이온들

에 의해서 이루어진다. 그런데 세포막 자제의 물 투과성이 상당히 낮기 

때문에 물이 직접적으로 세포막을 뚫고 들어갈 수는 없고 세포막에 존재

하는 대표적인 물을 이동시키는 단백질인 Aquaporin(AQP)의 isoform

인 Aquaporin5(AQP5)에 의해서 이루진다고 설명되어진다. 일반적으로 

타액 선세포의 모양이 피라미드 형태이며, 따라서 기저 외측의 넓은 곳

에서 내강의 좁은 곳으로의 물 이동 방법을 단순히 세포막을 통한 투과

로 설명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는데 많은 실험과 연구를 통해서 세포막 자

체는 물 투과성이 낮고 AQP라는 특수한 형태의 단백질을 통해서 물이 

이동한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AQP와 타액 분비에서의 물 이동의 연관

성에 주목하게 되었다.7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 의해서 AQP5의 발현이 

억제되면 타액 분비가 상당히 감소한다는 밝혀져 왔기 때문에 현재로서

는 타액 분비에 필요한 물의 이동에서 AQP5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되고 있다.7,1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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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간의 물의 이동 또한 삼투압적 경사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설명되

는데, 아마도 그 이외도 다른 기전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나 정확하게 알

려지지는 않았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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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rimary Saliva Modification Mechanism

 

 타액선의 도관은 타액선의 종류에 따라서 다양한 세포 형태와 조성으로 

구성되게 되는데 보통 Intercalated, Striated, Execretory Duct의 세 

종류로 도관을 구분한다. 여기서 Intercalated, Striated duct는 

intralobular이고 Execretory duct는 기본적으로 extralobular이다. 

 선포세포에서 결과적으로 분비를 위해서 내강으로 초기 타액(Primary 

saliva)이 이동하게 되면, NaCl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던 초기 타액의 

조성이 도관 시스템에서 조성이 변하게 된다. 초기 타액은 그 조성이 

intralobular와 extralobular에서 다르게 관찰되게 되는데, 이는 앞에서 

언급한 도관 시스템에 의한 변형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어지고 있으며, 

NaCl의 재흡수가 양쪽에서 다 일어난다고 여겨진다.17,18

 도관계에는 여러 종류의 이온 채널과 수송체 단백질이 자리 잡고 있다

고 밝혀져 있다. 17,18 도관계에서 Na+의 재흡수를 담당하는 가장 중요한 

이온 채널로 여겨지고 있는 Na+ 채널인 ENaC는 선포 세포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주로 도관 세포의 첨단막에서 발현된다.17-19 이를 확인하

기 위해서 Catalan 등은 ENaC의 murine α, β 또는 γ 소단위체를 발

현하는 CHO 세포에서 α-ENaC의 N-terminal 조각에 대한 Rabbit 

polyclonal antibody의 Specificity가 생성되기 위한 테스트를 진행하였

으며 ENaC에 대한 Immunostaining을 진행한 결과 쥐의 악하선 

Granular/Striated 도관 세포(Duct cell)의 첨단극(Apical  pole)에서 

ENaC가 강하게 표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선포 세포에서는 

ENaC가 표지되지 않았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α-ENaC가 표지되는 패

턴과 실제 작용하는 ENaC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악하선 도관 

세포를 악하선으로부터 따로 분리시켜서 patch-clamp 기술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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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iloride-sensitive, ENaC mediated Na+  current와 Na+  전도도가 

ENaC 활동도에 전적으로 의존한다는 사실을 밝혀냈다. 이는 10μM의 

amiloride를 처리한 경우 활동도가 급격히 감소했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알 수 있었다. 또한 amiloride-sensitive current의  current-volatge 

관계에서 역전압이 40mV이상임을 알 수 있었는데, 이는 Na+  전도도 

값(실내 온도에서 +47.7mV)과 매우 잘 일치함을 알려주고 있었다. 이

러한 실험 결과를 바탕으로 악하선 선포 세포의 첨단막에 위치하고 있는 

ENaC가 악하선에서의 Na+  재흡수에 관여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

다.19 

 Na+/H+ 교환기인 NHE1, NHE2, NHE3는 모두 타액선 분비 세포에서 

발현되는데, Park K. 등(2001)은 쥐의 악하선 선포 세포와 도관 세포

를 대상으로 한 Immunohistochemistry의 결과를 통해 NHE1와 NHE2

는 각각 도관세포와 선포세포의 측저막과 첨단(apical) 부위에 위치하며 

반면 NHE3는 도관세포의 첨단 부위에만 위치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도관세포에서의  Na+/H+ 교환기의 Na+의 재흡수 기여 여부를 

확인한 실험에서 NHE2와 NHE3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knock-out된 

쥐에서 어떠한 Na+의 재흡수 저하도 발견하지 못하였다. 반면 NHE1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knock-out된 쥐에서는 도관세포에서의 Na+의 재흡

수 저하를 발견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실험결과를 통해서 NHE1이 도관

세포에서 Na+의 재흡수에 관여하고 있다는 결론을 내리고 있다.20

 도관 세포에서 Cl-의 재흡수는 주로 CFTR Cl- 채널이 담당한다고 알

려져있다. 17-19 이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하기 위해서 Catalan 등(2010)

은 쥐의 악하선을 대상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CFTR  채널의 분

포를 확인하기 위해서 쥐의 악하선을 대상으로 immunolocalization를 

시행한 결과 이 채널들이 granular/striated duct cell에 주로 표시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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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었다. 상대적으로 선포 세포에서는 CFTR 채널이 거의 발견되

지 않았다. 이러한 표시된 패턴과 실제 작용하는 CFTR 채널의 상관관

계를 확인하기 위해서 쥐의 악하선 세포에서 단일 선포 세포 및 도관 세

포를 분리하여 patch-clamp 기술을 이용하여 CFTR –mediated Cl- 

전류를 측정하였다. CFTR 채널을 발현하는 쥐의 악하선 도관 세포에 

대해서 CFTR에 선택적인 blocker(CFTR(INH)-172)를 10μM 적용

한 결과 cAMP-activated Cl- 전류가 완전히 저해되는 것을 확인하였

으며 CFTR 채널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모두 돌연변이 된 쥐에서는 

cAMP가 Cl- 전류를 활성화 시키지 못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CFTR 

채널을 발현하는 유전자를 정상적으로 갖는 경우  cAMP-activated 음

이온 채널을 encoding 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In vivo와 Ex vivo

에서 시행된 실험에서는 CFTR 채널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모두 돌연변

이 된 쥐에서 악하선의 타액내의 Cl- 의 농도가 매우 증가한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는데 이는 CFTR 채널이 분명히 Cl-의 재흡수에 관여한다는 

것을 시사한다.19

 CFTR 채널은 도관 세포에 존재하는 Cl-/HCO3
- 교환기를 통해서 조절

된다고 설명되어진다. 쥐의 이하선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Slc26a6 유

전자에 의해서 encoding되는 도관 세포의 첨단에 위치한  Cl-/HCO3
- 

교환기가 CFTR 채널과 상호작용하여 서로의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는 아마도 타액선 도관 세포에서 CFTR 채널과  

Cl-/HCO3
- 교환기가 복합체 형태로 존재하여  Cl-의 재흡수에 관여한

다고 생각할 수 있다.21

  Reddy등(2003)의 연구에 따르면 땀샘 도관 상피세포에서 CFTR 채

널과 ENaC 채널은 서로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고, 상호 작용

을 통해서 작동하고 있음이 밝혀져 있는데, Catalan등(2010)의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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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왜냐하면 CFTR 채널을 발현하는 유전자가 

모두 돌연변이 된 쥐에서 악하선의 saliva내의 Na+와 Cl-의 농도가 모

두 증가하였으며,(야생형 쥐에 CFTR 채널 선택적인 

blocker(CFTR(INH)-172)를 처리 했을 때도 비슷한 결과를 얻었다) 

ENaC에 amiloride 처리했을 때에도 Na+와 Cl-의 농도가 모두 증가하

였기 때문이다. 또한 immunolocalization 한 경우 CFTR 채널과 ENaC 

채널이 쥐의 악하선의 도관 세포에 동시에 발현 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두 채널이 서로 상호 작용하고 있다고 생

각할 수 있다.19

  도관 세포에도 선포 세포와 마찬가지로 K+ 채널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는 침에서 발견되는 K+ 농도가 혈장 내 농도와 비교 시 더 높

다는 것으로도 확인할 수 있는데, 왜냐하면 K+는 도관 세포 밖으로 이

동하는 Na+와 Cl- 와는 달리 도관 세포에서 K+ 채널을 통해서 초기 타

액으로 분비되기 때문이다.17,18

 K+ 채널을 통한 K+의 분비에 관한 분자적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

으며, 단지 K+/H+ 교환기와 K+/HCO3
- 공동수송기에 의한 기전이 아닐

까라는 가설이 존재했었다. 이 가설에 의하면 K+ 분비는 HCO3
-의 세포 

밖으로의 방출농도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설명되어진다. 그러나 

Nakamoto등(2008)은 쥐의 악하선에서 K+ 분비에 관한 그러한 가설이 

잘못됨을 밝혔으며, K+ 분비에 필요하다고 알려진 maxi-K 채널을 발

현하지 못하게 설계된 돌연변이 쥐(Kca1.1 gene null mutation mice)

에서 K+ 분비가 75% 이상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maxi-K 

채널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blocker인 paxilline을 처리한 결과 악하선

에서 분비되는 침의 K+ 농도가 매우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maxi-K 채널이 아닌 중등도의 K+ 전도도를 갖는 IK1 채널을 발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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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하는 쥐(Kca3.1 gene null mutation mice)에서는 K+ 분비가 감

소되지 않았다. 침의 flow rate에 의존하여 flow rate가 증가 시 K+ 농

도가 감소한다는 사실은 널리 알려진 사실인데, 실험에 따르면 Kca 1.1 

gene null mutation 된 쥐에서 그러한 경향성이 사라진 것을 통해서 

maxi-K 채널이 K+ 분비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마지막으로 Immunohistochemistry 결과, striated 와 

excretory 도관 세포에서 maxi-K 채널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 하였으

며 반대로 granular 도관 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는데 이는 maix-K 

전류가 granular 도관 세포에서는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맞는 관찰로 

보여진다. 이러한 상기 실험 결과들을 분석해보았을 때, maxi-K 채널

이 striated와 excretory 도관 세포의 첨단막에 분포하면서 K+ 분비를 

주로 담당하고 있다고 설명할 수 있다.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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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alivary Protein Secretion

 

  Saliva에는 다양한 단백질이 함유되어 있다. 탄수화물 소화효소인 α

-Amylase를 비롯하여 anitbacterial/antiviral 기능을 포함한 단백질들, 

특히 침에서 중요한 1차 면역작용을 담당하는 lysozyme, 

Immunoglobulin(IgA), peroxidase, 그리고 mucin등이 함유되어 있다. 

널리 알려져 있다시피, 이러한 단백질들은 대부분 선포세포에서 분비되

게 된다. 단백질들이 분비는 대부분 exocytosis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과정은 보통 신경 전달물질에 의해서 조절되게 된다.7 이번 

논문에서는 침에서 가장 대표적인 단백질인 α-Amylase의 exocyotsis

의 분자적 기전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1) cAMP 의존적 Amylase protein secretion

 Busch등(2002)에 따르면 이하선에서 세포 내에서 cAMP의 농도를 증

가시키는 β-agonist인 isoproterenol을 처리한 경우 amylase의 분비

가 증가하였으나, 악하선에서의 amylase의 분비에는 영향이 없었다. 실

험에서 사용된 isoproterenol는 이하선에서 amlyase 분비를 촉진 시키

는 가장 중요한 분비 촉진 물질로 알려져 있었는데 그 분자적 기전은, 

β-agonist인 isoproterenol이 adenyl cyclase의 활성을 유도하여 세

포질의 cAMP의 농도를 증가시키고, 증가된 cAMP에 의해서 cAMP 의

존적 protein kinase(PKA등)의 활성을 증가시키게 되어 핵 내부에서 

amyalse를 담당하는 유전자의 발현이 이루어져 amylase의 분비가 촉진

된다고 설명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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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β-adrenoeceptor 중에서 분비 촉진 물질에 반응하여 이하선에서의 

amylase 분비를 촉진 시키는 것은 β1-adrenoeceptor이다. 특히 

adenyl cycl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SQ-22536을 처리 했을 때, 이하

선에서 isoproterenol에 의한 amylase 분비 촉진이 억제되었기 때문에 

이하선에서 amylase 분비가 β1-adrenoeceptor 과 adenyl cyclase의 

coupled pathway에 의해서 이루어진다고 알려져 있다.24

 악하선에서 amylase의 분비 기전에 대해서는 의견이 분분하다. Busch

등(2002)의 연구에서 악하선에서의 amylase의 분비는 l-arginine/NO 

pathway와 무관하다는 실험 결과를 얻었다. NO의 doner인 SIN-1이 

amylase의 분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연구도 밝혀져 있

다.24 반면, A. J. Espanol등(2001)은 murine 악하선에서 interferon-

γ가 muscarinic 수용체의 활성과 NO 합성 경로를 자극시킨다고 설명

하고 있다.25 물론 Garret등(1996)은 in vivo에서 행해진 연구에서 쥐

의 악하선으로부터 분비되는 단백질에 부교감신경으로부터 분비되는 

NANC 신경전달물질이 매우 적은 영향을 주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으나, 

NO가 악하선의 분비를 조절하는 신경전달물질이라는 사실은 어느 정도 

인정이 되고 있다.26

 Microfilament의 파괴가 악하선에서의 amylase의 분비를 억제한다는 

기전도 고려해볼만하다. 타액선 선포 세포에서 Amylase의 분비에 세포 

골격의 변화가 관여한다는 여러 연구 결과가 밝혀져 있기 때문이다. 

 Perrin등(1992)은 Guinea Pig의 이하선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Resting 상태에서는 세포막 아래에 fodrin과 actin이 연속적인 띠를 두

르고 있으나 분비 촉진 물질에 의해서 세포가 자극 받았을 경우 fodrin

과 actin이 대부분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세포 골격의 변화

는 Ca2+ 존재하에 carbamolycholine, Ca2+ +/- isoprotere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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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skolin 또는 dibutryl-cAMP등의 분비 촉진 물질 등에 의해서 

amylase의 분비와 함께 일어남이 관찰되었는데, 이를 통해서 세포 골격

의 변화가 amylase의 분비와 어떠한 관계성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

다.27 이러한 사실은 M Jin등(2012)의 실험에서도 확인되었는데, HSG 

(Human Salivary Gland) 세포에 SS IgG(sjogren syndrome 

Immunoglobulin G)를 적용한 결과 carbachol 처리 시 세포내 Ca2+ 농

도에 의존적으로 α-fodrin가 재조직 되던 것이 억제되었다.44

 또한, Kongo등(2008)은 쥐의 이하선 세포를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cofilin 활성화를 통해서 actin filament를 붕괴시키는 물질인 

cytochalsin D를 처리한 경우 amylase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

했다. 이러한 사실은 cAMP 활성에 의한 amylase의 분비에 cortical 

actin의 결합이 요구된다는 것을 알려준다.43 

 물론 Busch등(2002)의 연구에 비추어보았을 때, cAMP의 축적이나 

Ca2+ 농도의 증가가 악하선에서의 amylase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24 악하선에서의 amylase의 분비는 이하선과는 다른 방식

으로 세포 골격에 의해서 조절된다고 할 수 있겠다.

(2) Ca2+ 의존적 Amylase protein secretion

 선포 세포막에 존재하는 β-adrenoeceptor에 의한 signal pathway와 

별도로, muscarinic, substance P의 자극이나 α-adrenoeceptor에 의

해서도 amylase 분비가 촉진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과정은 교감 

신경성 반응인 β-adrenoeceptor에 의한 분비 촉진 과정과는 반대로, 

부교감성 자극에 의해서 진행되는 것으로 부교감성 자극원이 선포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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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에 위치하는 수용체에 결합하게 되면 phospolipase C의 활성을 증가

시킴으로서 시작된다. 활성의 증가는 세포 내 Ca2+의 농도를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 과정은 cAMP의 농도가 증가되는 과정과 별개이다.28

(3) The process of membrane fusion

 타액선 선포 세포에서 합성된 Amylase가 세포 밖으로 방출되기 위해

서는 어떠한 메커니즘이 필요하다. 합성된 amylase는 보통 세포 내 합

성된 단백질의 방출과정과 같이 분비 소포 안에 포장되어 세포 밖으로 

나가게 되는데 이 과정에 있어서 필연적으로 granule이 memebrane과 

fusion을 일으켜야만 분비가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소포

가 세포막에 docking하는 과정, ATP 가수분해를 동반한 priming 과정, 

세포내의 Ca2+ 농도증가에 의한 fusion/secretion 과정을 거치게 된

다.28

 Yoshimura등은(1998) 타액선 세포에서 amylase 분비를 야기 시키는 

신경 전달 물질인 isoproterenol과 substance P의 조합이 amylase 분

비를 강화시키는지에 대해서 관류(perfused)된 쥐의 이하선을 통해서 

알아보았다. 이 연구에서 두 신경 전달 물질이 함께 작용하는 경우 

amylase의 분비 응답을 살펴본 결과, 응답 초기에 커다란 peak이 형성

되며 그 뒤에 지속적인 평탄기를 보이는 biphasic한 변화를 갖고 온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두 응답의 크기 모두 각각의 신경전달 물질

에 의한 응답의 합보다 컸다.29

 이 연구에서 매우 중요한 사실은  두 신경전달 물질을 함께 처리한 경

우 시간에 따라서 amylase가 분비되는 양상이 substance P의 양상과 

더 닮았다는 점이다. Isoproterenol은 substance P가 세포 내 Ca2+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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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를 증가시키는데 영향을 주지 못했다. Yoshimura등은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여 amylase 분비 기전에 대한 가설을 세웠는데, 이는 Ca2+에 용

량 의존적으로 fusion/secretion가 조절되며 cAMP는 준비된 분비 소포

(primed secretory granule)의 합성을 촉진시키며 fusion/secretion에 

대한 Ca2+의 affinity를 증가시켜서 반응이 더 잘 일어나게 해준다는 것

이다.29

 Fujita-Yoshigaki(2000)는 자신의 논문에서 두 신경전달 물질을 함께 

처리한 경우 시간에 따른 amylase 분비에 대하여 두 개의 1차 반응이 

합성된 연속적인 반응이라고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분비 소포들이 총 3

개의 state를 갖는다고 설명되었는데 이는 pre-docked와 docked 그리

고 fusion state이다. 다양한 분비 촉진 물질에 의해서 야기되는 

amylase의 시간에 따른 분비는 pre-docked에서 docked(Docking 

Step)과 docked에서 fusion(Fusion Step)에서의 rate constant를 바

꿈으로서 설명이 가능하였으며, Ca2+가 late fusion step을 강화시키고 

cAMP가 docking step을 활성화시킴을 확인하였다. 또한 docked된 소

포들의 양이 매우 적게 파악되는 것을 통해서 amlyase 분비가 주로 

cAMP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30)

 Yoshimura등은(2002) 자신들이 세운 amylase 분비 기전에 관한 가

설을 확인하기 위해서  carbachol과 isoproterenol을 관류된 쥐의 이하

선 세포에 같이 작용시켰을 때, amylase의 분비에 있어서 역시 초기에 

커다란 peak와 그 뒤에 지속적인 평탄기의 biphasic한 변화를 갖고 온

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세포에 Ca2+이 없는 용액을 처리한 경우에는 

carbachol이 초기 peak만 보였으며 isoproterenol은 carbachol에 의한 

세포 내 Ca2+ 농도 증가에 관여하지 않았으며 2,4-dintrophenol과 

carbonyl cyanide m-chlorophenyl hydrazone을 처리한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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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bachol에 의한 초기 peak에는 영향이 없었고 isoproterenol과 

carbachol에 의한 지속적 평탄기가 사라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carbachol이 Ca2+을 통해서 fusion/excyotosis의 개시 및 분

비 소포의 priming을 촉진시키고 isoproterenol은 cAMP를 통해서 

priming의 직접적인 자극 및 Ca2+ 효과의 민감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결과적으로 isoproterenol은 primed된 분비 소포 의 pool을 

증가시킴으로써 amylase 분비를 촉진시키며 반면 carbachol은 primed 

pool로 부터의 secretory granule의 유출/유입을 증가시키는데 이는 

isoproterenol에 의해서 효과가 강화된다고 생각할 수 있다.31

(4) SNARE protein in cAMP regulated amylase 

secretion

 

 Fujita-Yoshigaki등은(1996) cAMP 조절성 amylase 분비 과정이 

neurotransmitter와의 exocytosis기전과 유사한지에 대한 비교 연구에

서, 쥐의 이하선에 Rab3A 항체와 VAMP-2(vesicle associated 

membrane protein 2)에 반응하는 25kDa와 18kDA 단백질을 확인하

였다. 이 단백질들은 다른 외분비 선포세포에서도 발견되었다. 25kDa 

단백질은 분비 소포와 세포질 내 조각에서 검출되었으며 18kDa 단백질

은 분비 소포의 막에서 검출되었다. 특히 18kDa 단백질은 botulinum 

neurotoxin B에 의해서 쪼개졌으며, cellubrevin에 반응하지 않았으므

로 neurotransmitter 분비 기전에서 발견되는 VAMP-2와 동일한 단백

질이라고 결론지을 수 있었다. 당연한 결과이지만 botulinum 

neurotoxin B 처리한 경우 cAMP 조절성 amylase 분비 과정이 저해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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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2

 VAMP-2는 분비세포에서 존재하는 SNAP(soluble NSF attachment 

protein) 수용체인 SNARE의 일종으로 vesicle SNARE(v-SNARE)에 

속한다.  VAMP-2는  분비 소포의 막에 존재하며 따라서 exocytosis

되기 위해서 fusion 될 때 막에 존재하는 SNARE를 인식해야하므로 이

러한 SNARE를 target membrane SNARE(t-SNARE)로 불리며 여기

에는 syntaxin-1과 25kDa의 synaptosome-associated protein가 있

다. SNARE의 역할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통 botulinum neurotoxin을 

이용하는데 왜냐하면 이것의 이량체의 경쇄가 SNARE를 쪼개기 때문이

다. 다양한 분비 세포에서 VAMP-2를 쪼개는 botulinum neurotoxin를 

처리한 경우 Ca2+ 의존적인 exocytosis가 저해되었다.28,32

 그렇다면 매우 유사한 과정으로 생각되는 신경세포에서의 Ca2+  의존

적인 exocytosis와 타액선에서의 cAMP 조절성 amylase 분비에서의 

조절 기전의 차이는 왜 생기는 것일까? 여기에 대해서 

Fugita-Yoshigaki(1998)는 Ca2+ 의존적인 exocytosis와 cAMP 조절

성 amylase 분비 과정의 brake point가 다르다는 가설을 제시하고 있

다. 이하선에서의 선포세포에서는 분비 자극이 있은 후 10초 이상 걸려

야 exocytosis가 일어나는 반면  Ca2+  의존적인 exocytosis는 수 밀

리 초 내에 일어나게 된다. 이러한 이유로는 Ca2+ 의 유입은 매우 빠른 

반응이지만, cAMP가 합성되는 데에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으

로 생각된다. 따라서 cAMP 조절성 amylase 분비 과정의 brake point

는 predocking state에서 docking state로 가는 곳에 위치하게 된다. 

신경세포는 이와는 달리 priming state에서 fusion state에서 가는 곳으

로 위치하게 된다.28

 쥐의 이하선에서 v-SNARE인 VAMP-2 이외에도 비신경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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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NAR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syntaxin-4와 

SNAP-23이 발견되었다. Takuma T 등(2000)은이 단백질들이 

t-SNARE의 역할을 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를 

이용하여 조사하였다.  그러나 기대했던 것과는 달리 세포의 용해물로부

터 VAMP-2를 면역 침강시켰을 때 syntaxin-4나 SNAP-23과 동시

에 침강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용해물로부터 syntaxin-4가 면역 침강되

는 경우 SNAP-23, NSF(N-ethylmaleimide-sensitive fusion) 단백

질, Munc18c과 동시 침강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syntaxin-4와 

SNAP-23 가 VAMP-2와 아마도 이하선 세포내에 있는 어떤 다른 단

백질들에 의해서 저해를 받고 있다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33 

 Imai A 등은(2003) 쥐의 이하선 선포세포에서 t-SNARE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되는 syntaxin-4와 SNAP-23을 비롯하

여 syntaxin-2,3 의 세포내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서 western blot과 

immunochemistry를 시행하였다. 그 결과 syntaxin-2,3은 세포막의 첨

단에 위치하였으며 syntaxin-4는 세포막의 첨단 그리고 세포내막

(intracellular membrane)에 위치하였다. 면역 침강법으로 확인한 결과 

syntaxin-3,4가 VAMP-8과 SNAP-23과 세포막의 첨단 쪽에서 상호 

작용하는 것으로 보였으며, yeast two-hybrid assay로 확인한 결과 

syntaxin-2,3,4가 SNAP-23과 VAMP-3과 상호작용하는 것으로 보

였다.34 같은 해에 imai 등은(2003) Munc18-3의 선포 세포내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도 규명했는데 Munc18-3도 역시 선포 세포막의 첨단 쪽

에서 위치하며 syntaxin-4와 상호작용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특히 

Munc18-3은 PKC(protein kinase C)에 의해서 인산화되는데 

isoproterenol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선포 세포막의 Munc18-3은 세포

막쪽에서 세포내로 전위되게 된다. 또한 Munc18-3의 항체를 처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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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O(streptolysin O) 투과성 이하선 선포 세포에서 항체의 용량 의존

적으로 isoproterenol에 의한 amylase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통해서 

Munc18-3이 isoproterenol 유도성 amylase 분비를 조절한다는 것을 

밝혔다. 35 

 최근 들어 사람의 악하선 선포 세포에서도 SNARE 단백질이 조사되었

다. Stoeckelhuber M등(2012)의 연구에서 polarized cell에서 첨단부

와 측저부 방향으로의 수송을 담당하는 SNAP-23과 VAMP-2, 

syntaxin-2,4이 모두 사람의 악하선 선포 세포에서 발견되었다. 또한 

원래 cytokinesis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septin-2(아마도 vesicle의 

targeting 과 tethering을 관장한다고 생각되는)도 발견되었다. 

SNAP-23과 VAMP-2, syntaxin-2,4는 내강의 세포막에서 위치하고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으며  또한 syntaxin-2과 septin-2는 같은 

vesicle에서 발견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기존의 동물들의 타액선에

만 확인되었던 SNARE 단백질들이 사람의 타액선에도 존재하는 사실을 

의미하며, 동물들의 타액선에서 일어나는 exocytosis기전을 사람의 타

액선에서도 유사하게 적용할 수 있다는 실험적 근거를 제공한다.36 아직

까지 타액선 세포에서 SNARE 단백질에 의한 명확한 exocytosis의 분

자적 기전은 완벽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

로 이루어지고 있다.

(5) Small GTP-binding protein in amylase 

secretion

 18-30kDa의 분자 질량을 갖는 small GTP-binding protein은 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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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작용하는 단백질로 하나의 소단위체와 자신들의 GTPase activity

를 증가시켜주는 특정 GTPase-activating 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 이 

단백질들은 Ras, Rab, Arf, Rho, Ran의 다섯 가지 종류로 나뉘는데 세

포 분화, 분비, 소포체와 골지체 사이에서의 membrane trafficking, 

microfilament의 조립, 핵으로의 단백질 수송의 역할을 수행한다. 이러

한 small GTP-binding protein이 타액선 선포 세포의 exocytosis에도 

관여할 것이라는 의견이 Watson등의 연구에 의해서 제안되었다.4

 Ras family인 Rap1은 Kameyama Y등(1994)과 D’silva NJ등

(1997)에 의해서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의 세포막의 첨단과 측저부 그

리고 분비 소포에서 발견되었다.4 Rap1은 분비 소포의 막에 존재하는 

인접한 단백질과 매우 단단하게 연결되어 있었는데 분비 소포의 세포질 

쪽 면에서의 위치로 보아 exocytosis와 연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졌다.37 D’silva NJ등은 isoproterenol을 처리한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에서, 1μM의 isoproterenol인 경우 Rap1의 세포질로의 전이가 가

장 많이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동시에 amyalse가 분비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유의할 만 사항은 β-adrenergic antagonist을 처리한 경

우에는 amylase의 분비는 저해되고 Rap1의 전이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

치지 않았다는 사실인데 이러한 결과로부터 Rap1의 활동은 exocyotsis

시 cAMP와 Ca2+ signal pathway간의 cross talk 혹은 세포 골격의 재

조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38

 Rab은 Ras와 매우 유사한 단백질로 주로 membrane trafficking의 기

전에 참여 한다고 추정되는데 쥐와 인간에서 60여종이 넘게 밝혀져 있

다. Rab은 GEF(guanine nucleotide exchange factor)에 의해서 

GDP/GTP가 교환되면서 활성화되는데 활성화된 Rab은 자신의 특정 

effector과 함께 복합체를 만들게 되는데 세포 내에서 membrane 



- 24 -

trafficking 의 다양한 단계를 제어한다. GTP가 붙은 Rab은 enhance에 

의해서 활성된 그 자신의 Rab-GTPase에 의해서 가수분해 된다. 이어 

Rab의 비활성이 일어나는데, GDP-Rab은 prenylated 된 GDP 결합 

Rab과 직접적으로 결합하는 GDI(Rab-specific GDP dissociation 

inhibitor)에 의해 세포막으로부터 제거되고, GDI는 GDP/GTP의 교환을 

억제하고 Rab을 세포질 내에 놔두어 세포막으로의 부착을 기다리게 한

다. 마지막으로 GDF(GDI-dissociating factor)에 의해서 Rab이 재활

성화 된다. Rab도 Ras와 마찬가지로 이하선 선포 세포의 exocytosis에 

관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들이 오랜 시간을 통해서 계속적으로 밝혀지

고 있다. 그 중 Rab3D, Rab4, Rab8, Rab11, Rab26, Rab27이 모두 

이하선 선포 세포에서 endocytosis와 exocytosis를 한다고 밝혀졌다. 

최근 Imai A등(2009) 연구에 의해서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에서 

isoproterenol 자극 후 Rab27B가 어떻게 재위치되는지 밝혀졌다. 이 

연구는 Rab의 membrane trafficking 기전을 도입하여  exocytosis시 

Rab27B의 재위치 과정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 매우 흥미롭다. 휴지기

에 주로 분비 소포에 위치하는 Rab27B는 isoproterenol 자극 후 5분 

뒤, 부첨단(subapical) 영역으로 이동하며 30분 뒤에는 세포질 내로 분

산된다. 세포막의 첨단에서 Rab27b가 분리되는 과정은 isoproterenol 

자극 후 30분 뒤 Rab27B-GDI 복합체가 세포질에서 상당히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막으로부터 GDP 결합 Rab가 GDI에 의해서 뽑아져 나오

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39

 Arf(ADP-ribosylation factor)는 20kDa의 단백질로 Ras 

superfamily이 일원이다. 총 6개가 존재하는데 이 중 1-5까지는 세포

질에  6은 세포막과 연관되어 있다. 원래는 Arf는 cholera 

toxin-catalyzed ADP-ribosylation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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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한 사실 이외에도 vesicle의 발아, 수용체 매개 세포내 섭취

(receptor-mediated endocytosis), endosome의 자극 혹은 핵막의 

fusion, phospholipase D의 활성에도 관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Dohke Y등은(1998)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에서 Arf1이 세포질에서 

secretory granule로 전위한다는 사실과 이 과정이 GTP 의존적이라는 

것을 밝혔다. 또한 그들은(2000) 투과성 있는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에 

Arf1의 N 말단에서 나온 peptide를 처리한 경우 cAMP에 의한 

amylase 분비가 억제된다는 사실을 밝혔다.40,41 

 현재까지 밝혀진 small-GTP binding protein에 의한 기전들은 명확

하지는 않으나 이하선 선포 세포가 아닌 다른 종류의 세포들에서 먼저 

보고된 것들을 참고하여 정리할 수 있다. 우선 Rab 단백질들의 

GDP/GTP 교환 과정을 통해 활성화가 된 뒤, 세포질과 막을 왔다 갔다

하는 싸이클을 이루는 기전이 있다. 또한 신경 세포에서는 Rab3A가 

SNARE 복합체의 조합을 조절한다는 보고가 있다. Rap1에 의한 기전은 

여러 가지가 생각되어지는데 세포 골격의 재조직에 의해서 exocytosis

가 이루어진다는 의견이 보다 더 설득력이 있다. 이러한 의견은 사람의 

platelet에서 Rap1이 세포 골격과 연관되어 exocytosis를 조절한다는 

보고가 있기에 뒷받침 될 수 있겠다. Mast cell에서 Arf1이 PIP2의 수

준을 조절하여 exocytosis의 활성화 및 IgE 수용체의 cross linking에 

관여한다는 연구가 있다.4 아무튼 SNARE와 마찬가지로 small-GTP 

binding 단백질에 의한 exocytosis의 기전에 대한한 완벽한 이해가 이

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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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ocyst subunits in amylase secretion

 Yeast에서 포유류 까지 exocytosis에 관여하는 복합체가 있다고 알려

져 있으며, exocyst라고 불리는 이 복합체는 분자질량이 734 kDa로써 

여기에는 총 8개의 소단위체(Sec3, Sec5, Sec6, Sec8, Sec10, 

Sec15, Exo70, Exo84)가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러한 exocyst는 

SNARE나 small-GTP binding 단백질과 상호작용한다고 생각되어지며 

SNARE의 조합을 조절한다고 생각된다. 많은 연구들에 따르면 

polarized된 세포에서 exocyst 복합체가 exocytic 경로의 후반부에 작

용한다고 설명되고 있다. Imai A등(2012)은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를 

통해서 타액선 세포에서도 8개의 소단위체의 mRNA의 발현됨을 확인하

였으며 그 중 Sec6과 Sec8이 이하선  선포 세포의 내강의 세포막에 존

재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isoproterenol에 의해서 자극을 받은 세포에

서 5분 뒤 Sec6과 Sec8의 상호작용이 강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

로 exocyst 복합체의 각 소단위체에 대한 연구들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며, 많은 내용들이 밝혀지게 된다면 타액선 세포에서의 

exocytosis의 기전에 대해서도 더 자세히 알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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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embrane protein internalization in salivary 

epithelial cells 

 세포막에 존재하는 여러 수송체와 수용체들은 주로 endocytosis에 의

해서 그 수와 기능이 조절되게 되는데, 타액선 세포에서도 여러 수송체

와 수용체에 대한 endocytosis가 연구되고 있다. 

  Perry C등(2009)은 쥐의 이하선 선포 세포에서 얻은 ParC5와 

ParC10 세포에서 세포막 수송체의 endocytosis(internalization)에 관

한 연구를 통해 electrogenic Na+-HCO3
- 공동수송기(NBCe1)의 아미

노기 말단 변종인 NBCe1-A와 NBCe1-B가 측저막에 위치하며 

constitutive endocytosis 및 PKCs(PKCαβγ)와 PKCδ에 의해서 

조절되는 carbachol-stimulated endocytosis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사

실을 밝혔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primary salivary secretion시 자극

을 받은 선포 세포에서 HCO3
- 분비를 담당하는 NBCe1-B가 

endocytosis에 의해서 제거되는 경우 세포내 pH 균형을 위해서 HCO3
-

가 측저막에 위치하는 NBCn1(electroneutral)에 의해서 세포 내로 유

입되어 pH 균형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밝혔다. 또한 신장에서 

acid-base 균형이 깨지는 등의 병적 상황에 대하여 신체가 NBCe1-A

의 세포막 분포를 endocytosis로 조절하여 적응할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49

 또한 M Jin등(2011)은 primary sjogren‘s syndrome 환자에서 

pssIgG가 부교감 신경 말단에서 분비되는 Acetylcholine(Ach)를 수용

하는 Muscarinic Acetylcholine type 3 수용체(M3R)를 

clathrin-mediated 경로에 의해서 세포 내로 internalization 시킨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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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을 밝혀냈다.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primary sjogren's 

syndrome의 pathology를 아마도 pssIgG가  M3R의 agonist 결합 부

위에 결합하고 수용체를 인산화시킴으로서 M3R이 탈감작되고pssIgG가 

계속적으로 존재하면서 M3R를 clathrin-dependent internalization시

켜 전체적으로 M3R의 기능이 점점 상실 하게 된다고 설명하였다.50

 아직 많은 종류의 수송체와 수용체의 endocytosis에 관한 기전이 명확

하게 밝혀져 있지는 않지만 앞으로 여기에 대한 꾸준한 연구를 통해서 

salivary secretion 기전에 대한 명확한 이해가 가능하리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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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론

 타액선으로부터 타액선이 분비되는 과정은 외부 신호의 자극(교감,부교

감 신경)에 대한 반응으로 타액선 선포세포로부터 초기 타액선 분비되면

서 시작된다. 초기 타액선 분비에 관한 모델은 앞에서 언급했듯이 3가지

의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 3가지의 모델 모두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갖

고 있기 때문에 어느 한 모델이 우세하거나 더 정확하다고 말할 수는 없

겠다. 3가지 모델은 내강(lumen)으로 이동하는 음이온이 Cl-인지 

HCO3
-인지에 따라서 두 종류로 구분할 수 있는데 Turner등(2002)에 

따르면 대 타액선으로부터 분비되는 초기 타액선의 기전에 대해서는 

Cl-이 이동하는 경우로 설명할 수 있는 부분이 더 많다고 한다.4 내강으

로 이동하는 음이온이 어떤 것인가 와는 상관없이 3가지 모델 모두 세

포내 공간으로부터 내강으로의  H2O의 이동 및 간질(interstitium)에서 

세포내 공간으로의 H2O의 이동에 있어서의 원동력으로 삼투압적 경사를 

제시하고 있다. 

 초기 타액선 분비 모델에 관여하는 다양한 이온채널이나 수송체의 기능

이 여러 가지 이유에 의해서 억제되는 경우 타액선 분비 저하가 올 수 

있으며 이는 앞에서 설명된 분비 모델에 관한 분자적 기전을 통해서 충

분히 생각할 수 있다. 실제로 삼환계 우울증 치료제인 Desperamine이 

xerostomia를 일으키는 분자적 기전에 관한 Choi SY 등(2006)의 연구

에 따르면 약물이 타액선 세포에 존재하는 Na+/H+  교환기에 직접적으

로 억제하여 침 분비를 감소시킨다는 기전을 제안하고 있다.46 

 초기 타액은 도관을 따라 흐르면서 도관 세포에 존재하는 ENaC와 

NHE1에 의해서 Na+와 CFTR 채널과  Cl-/HCO3
- 교환기의 복합체가 

Cl-를 재흡수 되면서 조성이 변하게 된다. 여기에서 Na+와 Cl- 재흡수 

메커니즘에 관여하는 ENaC와 CFTR가 서로 상호 종속적으로 발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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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가설이 흥미롭다. 이 가설은 아직 더 많은 검증이 필요하겠지

만, 땀샘 도관 세포에서 그러한 경향성을 보이는 것이 이미 밝혀졌기 때

문에19 매우 신빙성이 있는 가설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  Striated와 

execretory 도관에서는 K+가 첨단막에 존재하는 maxi-K 채널에 의해

서 초기 타액으로 분비된다.(granular 도관에서는 maxi-K 채널이 존재

하지 않는다.) 여기서 초기 타액으로의 K+ 분비의 원동력은 아마도 

ENaC에 의해서 재흡수된 Na+에 의해서가 아닐까라는 가설을 생각할 

수 있는데23, granular 도관에서의 K+ 분비에 대한 정확한 기전 설명을 

위해서는 검증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타액선 선포세포에서 exocytosis 기전은 초기 타액선 분비와 조성 변

화 과정에 대한 분자적 기전에 비해 훨씬 덜 알려져 있기 때문에 활발하

게 연구되어지고 있다. 아직도 어떠한 기전이 선포세포에서의 

exocytosis를 담당하는지 정확하게는 모른다. 본문에서 언급했듯이 

amylase를 통해서 알려진 선포세포에서의 exocytosis의 기전은 β

-agonist에 의한 교감신경에 의해서 발생되는 기전과(cAMP 관여) α

-adrenoeceptor 등에 같은 부교감 신경에 의한 기전(Ca2+ 관여)이 있

다. 악하선의 경우에는 특이하게 β-agonist에 의한 amylase의 분비가 

아닌 세포 골격이 관여하고 있다고 생각되어지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앞

으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선포세포에서의 amylase의 exocytosis에 대한 연구는 외부 신호를 받

아서 amylase의 합성이 촉진되는 과정보다는 합성된 amylase가 세포막

을 통해서 밖으로 방출되는 연구에 대해서 더 초점이 맞춰져있다. 

 현재 가장 유력하게 생각되는 가설은 amylase를 포장하고 있는 분비 

세포가 pre-docking 단계와 세포막에 docking하고 priming하는 단계 

그리고 세포막과 fusion하고 secretion 되는 세 단계를 거쳐서 세포 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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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방출되게 된다는 것이다.

 이 가설에 대한 다양한 연구자들의 계속적인 연구와 검증에 의하면 β

-agonist의(isoproterenol과 같은) 자극에 의한 세포 내 cAMP 농도 

증가는 primed된 분비 소포의 pool을 증가시키며 부교감 신경에서 분비

되는 무스카린 자극성 물질(carbachol과 같은)등에 의한 세포 내 Ca2+ 

농도의 증가는 primed된 분비 소포의 pool로 부터의 세포막 방출을 유

도한다. 이 과정에서 cAMP에 의한 상승효과가 이루어진다. 따라서 분비 

소포가 방출되는 과정에는 교감 신경과 부교감 신경의 자극이 동시에 필

요하다. 

 분비 소포가 세포막을 찾아가는 과정에서는 세포막에 위치하는 

t-SNARE와 분비 소포막에 존재하는 VAMP-2 단백질이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졌다. 현재까지 t-SNARE와 v-SNARE에 대해서 완벽

하게 다 밝혀진 것은 아니지만 인간의 악하선을 분석한 결과 SNAP-23

과 VAMP-2, syntaxin-2,4등이 존재한다는 것으로밝혀진 것을 통해서

36 t-SNARE와 v-SNARE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분비 소포가 세포막을 

찾아간다는 가설이 사람의 타액선에서 exocytosis 기전을 설명하는데 

충분한 신빙성을 갖는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여기에 small GTP 단백

질에 대해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Rap1의 활동은 exocyotsis시 

cAMP와 Ca2+ signal pathway간의 cross talk 혹은 세포 골격의 재조

직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되며38, 그 이외에도 현재까지 exocytosis 기전

에 관여한다고 생각되는 여러 Rap들이 밝혀졌다. 또한 Arf1이 GTP 의

존적으로 세포질에서 분비 소포로 전위한다는 연구결과가 밝혀졌는데 이 

역시 exocytosis 기전과 관련이 있다고 설명되어 진다.40,41

 최근 SNARE나 small-GTP binding 단백질과 상호작용한다고 생각되

어지며 SNARE의 조합을 조절한다고 생각되는 exocyst 복합체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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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이루어졌다. Exocyst는 세포막에서 분비 소포가 방출되는 기전

의 후반부에 작용한다고 생각되어지는데, 보다 확실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다. Exocyst에 대한 연구가 잘 이루어진다면 SNARE과 small-GTP 

binding 단백질과 함께 분비 소포가 세포막을 통해서 방출되는 과정에 

대한 기전을 보다 더 명확하게 알 수 있을 것 같다.

 마지막으로 타액선 선포세포에서 존재하는 막 단백질들(수송체, 수용체

등)의 endocytosis 기전을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실제적으로 타액선 

분비 기전에서 막 단백질들이 차지하는 부분이 매우 큰데 이들은 세포막

에 항시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세포질과 세포막을 왔다 갔다 하면서 그 수

가 조절되게 된다. 여기서 매우 흥미로운 사실은 primary sjogren‘s 

syndrome 환자에서 pssIgG에 의해서 M3R이 clathrin-dependent 

internalization된다는 것인데50, 이는 타액선 선포세포에서 막 단백질들

의 endocytosis가 NBCe1와 같이 정상적인 생리 과정에서도 발생하지

만, 병적인 상황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타액선

의 병적인 상황에서 막 단백질들의 endocytosis에 관한 연구가 보다 많

이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번 논문을 통해서 타액선 세포에서 일어나는 타액 분비 과정에 대한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 현재까지 알려진 내용들을 정리하고, 앞으로 어떠

한 연구가 더 필요할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제시하였다. 타액 분비의 분

자적 기전에 대해서 보다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아직 까지 

많은 의문에 쌓여있는 타액 분비 관련 질환의 병적 기전에 대해서 보다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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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f molecular 

mechanisms of saliva secretion

SoongJu Lee 

Department of Dentistry

School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Saliva Secretion from salivary glands is one of the most 

essential elements required for a healthy life. However, when 

saliva secretion mechanisms have some problem, disease such as 

xerostomia, sjogren’s syndrome can occur. Until now, precise 

pathologic mechanism of these disease is not understood. It will 

be very helpful for understanding  about the pathologic 

mechanisms of these diseases, if accompanied by a 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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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derstanding of the molecular mechanisms of saliva secretion.

 Therefore, our paper tries to focus on summarizing and 

explaining molecular mechanisms of savlia secretion by 

organization of the vastly scattered study results, hypotheses 

and theories. In addition, we propose the direction of future 

research on molecular mechanisms of saliva secretion. 

Key word : primary saliva fluid secretion, primary saliva 

modification, saliva protein, membrane protein intern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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