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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hal giant larvae (Lgl) 계열의 단백질은 효모에서 인간에
이르기까지 진화적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세포의 극성을 확립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세포의 극성은 신경 시냅스가 형성되고
유지되는데 매우 중요하나, 현재까지 시냅스에서 Lgl 단백질의 기능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신경근육접합부를

있지

이용하여

않다.

Lgl

이

본

연구에서는

시냅스의

성장을

초파리의
조절함을

규명하였다. Lgl 항체를 이용한 형광면역 염색을 통하여 Lgl 단백질이
신경근육접합부의 시냅스 전, 후 말단에서 모두 발현됨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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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형태학적

분석을

통하여

lgl

돌연변이

신경근육접합부에서

야생형에 비해 bouton 수와 시냅스의 길이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Lgl 단백질이 시냅스 성장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학

Lethal giant larvae, 시냅스, 초파리 신경근육접합부

번 : 2010-22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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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lethal giant larvae (lgl)은 초파리 (Drosophila melanogaster)
에서 처음으로 동정된 암억제유전자 (tumor suppressor gene)이다
(Gateff et al., 1969). 인간에서는 Hugl-1, Hugl-2가 초파리 Lgl의
상동단백질로 보고되어 있다 (Strand et al., 1995, Zimmermann et

al., 2008). 발달과정에서 Lgl의 기능은 초파리와 인간 사이에 보존되
어 있는데 이는 초파리 lgl 돌연변이가 인간 상동 Hugl-1에 의해 기
능이 회복되고 효모 돌연변이에서 인간과 초파리의 Lgl 단백질로 기능
보충이 되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다 (Kagami et al., 1998, Larsson

et al., 1998, Grifoni et al., 2004). 그러므로 초파리의 암억제인자인
Lgl을 연구하는 것은 암의 형성과 진행을 이해하는데 큰 도움이 되며
사람의 암 연구에 적용될 수 있다.
Hugl-1, Hugl-2 는 사람의 여러 종류의 암을 억제하는 데 참
여한다. 결장-직장 암 (colorectal cancer)환자에서 Hugl-1 유전자
손실을 보이며, Hugl-1의 발현으로 세포 부착의 증가, 세포 이주의 감
소를 보이므로 Hugl-1이 대장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Schimanski et al., 2005). Hugl-1 유전자 손실이 악성 흑색
종 (malignant melanoma)에서 발견되었으며 이는 Hugl-1이 악성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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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종의 발달과 전파에 억제기능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Kuphal et al.,
2006). 또한 Hugl-1는 전립선, 유방, 폐, 난소, 자궁내막 등에서 암의
형성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Grifoni et al., 2004,
Grifoni et al., 2007, Tsuruga et al., 2007). Hugl-2도 암의 형성이나
진행과

관련

있음이

증명되었다.

위장

상피

형성이상

(gastric

epithelial dysplasia)과 위장 선암 (adenocarcinoma) 조직에서는
Hugl-2 발현 소실이나 세포 내 위치이상이 관찰된다 (Lisovsky et

al., 2009). 마찬가지로, 진행된 췌장 상피내 신생물 (Pancreatic
intraepithelial neoplasia)이나 췌장 관세포암 (pancreatic ductal
adenocarcinoma)조직에서 Hugl-2 발현 소실이나 세포 내 위치이상
이 관찰된다 (Lisovsky et al., 2010). 이와 같이, Lgl의 인간 상동 단
백질은 사람의 여러 조직에서 발생하는 암을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
초파리에서 암억제인자에 돌연변이가 일어나면 세포의 과증식
(proliferation)으로

인한

조직의

과성장

(overgrowth),

즉

암

(tumor)이 발생한다. 초파리의 암은 전통적으로 두 가지 그룹으로 나
누어지는데, 상피 구조의 손실 없이 과성장이 일어나는 과다형성
(hyperplastic

overgrowth)과,

정단-기저

극성

(apical

basal

polarity)의 소실로 비정상적인 상피세포 모양을 동반하는 과성장인
신생종양형성 (neoplastic overgrowth)으로 나누어진다. 알려진 약
50개의 초파리 암억제인자 중 Lgl, Scribble (Scrib)와 Discs Large
(Dlg)만이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뇌엽 (brain lobe)과 성충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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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aginal disc)에 신생종양성 타입의 암을 유발한다 (Humbert et al.,
2003). 이 세 가지 인자 중 어느 하나에 돌연변이가 생겨도 상피세포
의 정단-기저 극성의 소실과 함께 뇌엽과 성충판의 과성장 등의 공통
된 표현형을 보이므로, Lgl, Dlg, Scrib는 같은 경로 안에서 기능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ilder et al., 2000). Lgl, Dlg, Scrib은 암억제인자
인 것뿐만 아니라 상피조직의 극성을 형성하고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하는 세포극성 (cell polarity) 인자이기도 하다 (Assémat et al.,
2008). Scrib와 Dlg는 항상 상피세포의 원형질막의 기저측면에 위치
하는 반면, Lgl은 정단면 원형질막에 위치한 aPKC에 의해 인산화되어
정단측에서는

불활성화되고

기저측면에서

제한적으로

기능한다

(Yamanaka, 2003). Lgl에 돌연변이가 생기면 aPKC에 의해 인산화되
지 않으므로 더 이상 기저측면에만 제한적으로 기능하지 않는다
(Betschinger et al., 2003). 이로 인해 상피세포의 정단면과 기저측면
을 구분시켜주는 adherens junction의 혼란을 가져오게 되어 세포극성
의 유지가 어려워진다 (Bilder et al., 2000; Hutterer et al., 2004).
또한 Lgl, Dlg, Scrib은 신경모세포에서 Prospero (Pros)와 Braintumor (Brat)와 같은 운명결정인자 (fate determinant)를 비대칭적으
로 분포시키는 데 필요한 것으로 알려졌다 (Albertson et al., 2003;
Betschinger et al., 2003). 비대칭적으로 분열하는 세포에서 운명결정
인자는 두 개의 딸세포 중 하나에만 불균등하게 분포됨으로써 특정 세
포의 운명을 촉진하거나 억제한다 (Betschinger et al., 2004). 신경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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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는 신경모세포의 성질을 유지하는 정단쪽의 큰 딸세포와 ganglion
mother cell (GMC)이 될 기저쪽의 작은 딸세포로 비대칭 분열하는데,
이때 운명결정인자는 GMC로 불균등 분포된다 (Ohshiro et al., 2000,
Peng et al., 2000). dlg, scrib, lgl 돌연변이 배아에서는 운명결정인자
가 고르게 분포하거나 정상과는 반대로 분포하여 신경모세포가 두 개
의 동일한 크기의 딸세포로 대칭 분열되거나 GMC가 더 큰 딸세포가
되도록 반대-비대칭적으로 분열된다 (Albertson et al., 2003). 한편,
세포 이주 (migration)는 정상적인 발달과정에 필요한 기본적인 과정
이며 암세포의 전이 (metastasis)나 침투 (invasion) 등의 병적인 상
황에서 불안정함을 보인다. Scribble 극성 모듈이 서로 다른 종류의 세
포에서 세포 이주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구성요소인 Lgl, Dlg,
Scrib은 각 세포 내 성질에 따라 세포 이주를 촉진하거나 억제하는 기
능을 한다 (Humbert et al., 2006, Dow et al., 2007). lgl, dlg, scrib
돌연변이에서 생긴 세포 이주에 결함은 암의 과증식과 전이를 일으킨
다 (Zhao, 2008).
이처럼 Lgl은 Scrib, Dlg와 함께 암억제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상피세포 극성 유지과정, 신경모세포의 비대칭 세포분열 과정, 세포의
이주과정 등에서 여러 가지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Hugl과 Lgl이 생리
적으로, 기능적으로 보존되어 있다는 사실은 초파리의 Lgl을 연구하는
것이 세포의 극성, 세포의 비대칭적인 분열, 암의 발생과 전이 등을 이
해하는 데 얼마나 유용한지를 말해준다. 흥미로운 것은 Lgl이 이렇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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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내에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밝혀졌지만 아직 신경발달과
정에서는 그 역할이 알려진 바 없다.
Fragile X mental retardation (FMR)는 다운증후군 다음으로
흔한 유전성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원인으로, 인간 X 염색체의 FMR1
유전자의 기능 손실의 결과로 발생된다 (O ’ Donnell et al., 2002).
FMR1의 초파리 상동 단백질은 dFmr1이다 (Wan et al., 2000).
dFmr1은 여러 종류의 mRNA를 타깃으로 하여 이들의 시냅스로의 운
반과정이나 번역 (translation)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Fmr1 돌연변이는 생존 가능하지만 시냅스의 형태와 기능에 결함을
보인다. 초파리 dFmr1 돌연변이의 신경근육접합부 (neuromuscular
junction)에서 시냅스 bouton 수가 야생형에 비해 50% 이상 증가하
였고 한 bouton의 면적도 증가하였으며 과도한 시냅스 가지를 보이는
등 시냅스의 과도한 성장 양상을 보이며, dFmr1 과발현 돌연변이에서
는 반대의 형질을 보인다 (Zhang et al., 2001, Schenck et al., 2003).
초파리의 신경근육접합부에서 신경발달과정 동안 Lgl은 유전적으로
dFmr1과 상호작용하며, dFmr1과 복합체를 이루거나 또는 독립적으로
특정 mRNA 운반을 조절한다. 초파리의 신경근육접합부의 형태를 조
절하는 것에 있어 Lgl의 기능소실은 dFmr1의 기능소실을 우성적으로
증진시킨다 (Zarnescu et al., 2005). 이와 같은 신경계의 시냅스에서
기능하는 dFmr1과의 상호작용과 세포 내에서 가지는 다양한 역할을
고려하면 Lgl이 신경발달과정에서도 기능할 것이 예상해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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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초파리의 신경근육접합부를 이용하여 신경발달과정에서
의 Lgl의 기능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초파리 신경근육접합부는 시냅스 형성과 구조 및 기능의 가소
성에 대한 기전 연구에 있어 많은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첫째, 초파리
는 다른 모델동물과 비교하여 특정 유전자의 기능 연구를 개체수준에
서 분석하기에 매우 용이하며, 돌연변이 및 형질전환 초파리를 쉽게
얻을 수 있고, 발생 시기나 세포의 종류에 따라 유전자를 선택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기술이 잘 개발되어 있다. 둘째, 초파리의 신경근육
접합부는 인간의 중추신경계에 존재하는 흥분성 시냅스와 유사한
glutamateric 시냅스로 이루어져 있다. 셋째, 초파리 유충의 신경근육
접합부는 다양한 전기생리학적, 세포생물학적 기술의 적용이 매우 용
이한 조직이다. 넷째, 초파리 신경근육접합부의 연접말단 (synaptic
terminal)은 유충의 발생단계와 활동성에 따라 구조와 활성이 변하고
시냅스 성장의 기전 연구에도 유용한 모델 시스템이다. 마지막으로, 시
냅스의 기능 및 가소성을 조절하는 유전자와 이에 해당하는 신호전달
과정이 인간과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
서, 시냅스 조절 유전자에 관한 초파리를 이용한 연구는 인간의 신경
계 조절 기전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초를 제공할 수 있다.
초파리의 Lgl 단백질은 인간의 Hugl 단백질과 높은 유사성을
보인다. Lgl 단백질이 야생형 유충 신경근육접합부의 시냅스 말단에서
발현됨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시냅스 후 말단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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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l의 기능이 저해된 돌연변이를 이용하여 시냅스 형태 분석 변수들을
살펴본 결과, 야생형에 비해 lgl 돌연변이에서 시냅스의 성장이 과도하
게 일어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시냅스 말단에서 발현되
는 Lgl이 시냅스 구조와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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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 재료 및 방법

Fly Stocks
야생형 초파리 라인은 w1118을 사용하였다. lgl 유전자에 EP인자가 삽입된 초파리 라인(KG05323)과 null allele lgl4 초파리 라인을
사용하였으며 이들은 Bloomington Stock Center로부터 구입하였다.
초파리들은

실험

직전까지

25℃에서

fresh

fly

food가

제공되는

표준조건 하에서 길러졌다.

Western Blot 분석
3령 유충단계의 초파리를 이용하여 SDS sample buffer를 넣고
갈아준 뒤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하여 95℃에서 5분간 끓였다. 균질화된
단백질을 SDS-PAGE를 통해 분리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
(Whatman)에 전기이동 (electrotransfer)하였다. 단백질이 전기이동된
membrane을 5% 탈지분유가 들어간 TBST (TBS, 0.2% Tween20)용액으로

1시간

상온에서

블로킹

(blocking)하고

1차

항체를

4℃에서 하룻밤 (overnight)동안 반응시켰다. TBST 용액으로 15분간
3번

세척하고

ImmunoResearch

peroxidase가

결합된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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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1:4000)를

항체
상온에서

(Jackson
1시간

반응시켰다. 이 후 TBST용액으로 15분간 3번 세척한 후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Pierce)을 이용하여 단백질
band를 X-ray film에 감광시켜 확인하였다. 이 실험에 사용된 항체들의
종류와

농도는

다음과

같다:

rabbit

anti-Lgl

(Santa

Cruz

Biotechnology, 1:100), rabbit anti-actin (Sigma, 1:4000).

조직면역염색방법 : 초파리 유충 체벽근육의 면역염색
3령 유충단계의 초파리를 Ca2+-free HL3 saline(70 mM NaCl,
5 mM KCl, 20 mM MgCl2, 10 mM NaHCO3, 5 mM Trehalose, 115
mM sucrose, 5 mM HEPES pH 7.2) (Stewart et al., 1994)에서
해부하였다. 해부한 유충을 4% formaldehyde를 첨가한 PBS용액으로
30분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샘플을 PBT (PBS, 1% Triton X-100)로
세척한

다음

5%

(blocking)하였다.

BSA/PBT로

1차

항체로

상온에서

4℃에서

1시간동안

하룻밤

블로킹

(overnight)동안

반응시키고 난 후 2차 항체로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Coyle

et al., 2004; Verstreken et al., 2003). 이 실험에 사용된 항체들은
다음과

같다: goat anti-HRP conjugated with

ImmunoResearch,

1:200),

Biotechnology,

1:100),

rabbit

anti-Lgl

Cy3-conjugated

antibodies(Jackson ImmunoResearch,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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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C (Jackson
(Santa

Cruz

secondary

형태학적 분석방법
유충
이미지를

복부

2번

얻었다.

microscope

체절 6/7번과 4번

이미지는

(Olympus)와

FV300

LSM

700

신경근육접합부의

confocal

형광

laser-scanning

laser-scanning

confocal

microscope (Carl Zeiss)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Adobe Photoshop
CS2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FITC conjugated anti-HRP 항체로
염색된 유충의 전체 bouton 수, satellite bouton 수 및 신경근육접합부
길이를 측정하였다. 근육의 면적은 Olympus FLOUVIEW (version 5.0)
image analysis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satellite bouton은
가지의 주축과 다른 방향으로 자라있는 한 개의 bouton으로 정의하였다
(Marie et al., 2004). 신경근육접합부 길이는 한 신경근육접합부의
축삭을 제외한 시냅스 가지의 길이를 모두 더한 값이고 (Coley et al.,
2004), 시냅스 가지는 시냅스 bouton이 세 개 이상 달려있는 가지를
뜻한다.

발달

과정

중

근육면적의

증가에

비례하여

유충의

전체

bouton의 수와 신경근육접합부 길이가 증가하므로 각각을 근육면적으로
나누어 표준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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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과

3.1. Lgl 단백질의 서열분석과 돌연변이 초파리 규명

초파리의 Lgl 단백질은 1153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며 5개의
WD40 도메인을 가지고 있다. WD40 도메인은 마지막 서열이 TrpAsp (WD)인 약 40개의 아미노산 서열을 가지며,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과 관련 있다 (Assémat et al., 2008). Lgl 단백질과 Hugl-1
단백질 사이의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은 동일 아미노산 서열만 비교한
경우는 약 39%, 유사 아미노산 서열까지 합하여 비교한 경우 약
63%이다 (Strand et al., 1995). Hugl-2 단백질과의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은 각각 약 42%, 53%이다 (그림 1). Lgl 단백질과 Hugl 단백질
사이의 높은 아미노산 서열 유사성은 이들 유전자가 진화적으로 잘
보존된 것을 말해주며, 이를 바탕으로 초파리 Lgl 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은 인간의 Hugl 단백질의 기능 연구에 매우 유용함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 앞서 null allel lgl4 돌연변이와 lgl 유전자의 5’
UTR에

전이성

P

인자가

삽인된

돌연변이

KG05323

라인을

확보하였으며 (그림 2A), lgl 돌연변이 초파리 (lgl4/lglKG)에서 Lgl의
단백질 발현양을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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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l 돌연변이 초파리에서 Lgl의 단백질 발현양이 야생형에 비해 상당히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2B), 확인된 lgl 돌연변이 초파리를
이용하여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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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초파리 Lgl 단백질과 인간 Hugl-2 아미노산 염기서열분석
초파리 Lgl 단백질과 인간 Hugl-2 단백질의 전체 아미노산 염기서열
분석그림. 동일한 아미노산 서열은 검은 색으로, 유사 아미노산 서열은
회색으로 표시함. 서열 유사성은 42.1%이며, 유사 아미노산까지 합한
경우 52.8%의 유사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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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lgl 유전자 돌연변이의 규명
초파리 lgl 유전자 5’ UTR위치에 전이성 유전인자인 P-인자가
삽입된 lglKG05323 라인 (A). null allel lgl4 돌연변이 초파리와 lglKG05323
돌연변이 초파리를 교배시켜 얻은 transheteozygote larval extracts의
western blotting 결과, Lgl 단백질이 발현되지 않음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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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초파리 유충 신경근육접합부에서 Lgl의 발현 양상

시냅스에서 Lgl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초파리 유충 단계의
신경근육접합부에서

Lgl의

발현양상을

분석하였다.

6/7번

신경근육접합부에서 Lgl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화학적 염색을 수행한
결과, 야생형 유충의 신경근육접합부에서 Lgl 단백질은 시냅스 전
말단과 후 말단에서 모두 발현되며, 특히 시냅스 후 말단에서 강하게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 이러한 Lgl 단백질의 발현양상은

lgl4/lglKG 돌연변이 신경근육접합부에서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부분이
사라지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Lgl이 시냅스 말단에 존재하며,
기능함을 제시한다.

15

그림 3. 야생형과 lgl 돌연변이 신경근육접합부 시냅스에서의 Lgl
단백질의 발현양상
야생형과 lgl돌연변이 초파리 유충의 6/7번 신경근육접합부 시냅스에서
HRP 항체와 Lgl 항체로 이중면역염색을 시행한 결과. 야생형에서는
시냅스 전 말단과 후 말단에 모두에서 Lgl 단백질 발현함(A1-A3). lgl
돌연변이에서는 Lgl 단백질 발현이 사라짐을 관찰함(B1-B3). Scale
bar, 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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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lgl 돌연변이에 의한 신경근육접합부 시냅스 과성장

규명

시냅스의

형성

과정에서의

Lgl의

기능을

밝히기

위해

신경세포막을 표지하는 HRP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법을 이용하여
신경근육접합부의

형태학적

신경근육접합부에서

시냅스

조사하여

분석을

형태를

수행하였다.

분석하는

대표적인

유충의
변수들을

lgl 돌연변이 형질을 분석한 결과, 야생형에 비해 lgl

돌연변이에서 시냅스의 형태가 비정상적으로 형성됨을 규명하였다
(그림 4). 우선, 시냅스 bouton의 수와 정상적인 bouton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형성되는 satellite bouton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또한
축삭을 제외한 시냅스 bouton이 달린 가지의 총 길이가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근육의 면적은 거의 변화가 없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이러한 근육 면적을 이용하여 단위 근육 면적당 시냅스 bouton와
신경근육접합부의 길이를 정규화 하였을 때도 이들 표현형질이 모두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lgl 돌연변이에 의한 시냅스의 과도한
성장은

6/7번

신경근육접합부에서도

신경근육접합부에서
동일하게

뿐만

관찰되었으며,

이

아니라

4번

결과

Lgl이

전반적인 신경근육접합부의 형태를 형성하는 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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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야생형과 lgl 돌연변이 유충의 4 번, 6/7 번 신경근육접합부
표현형 분석
야생형과 lgl 돌연변이 유충의 6/7 번 신경근육접합부 사진(A1, B1). lgl
돌연변이에서 6/7 번 신경근육접합부의 시냅스 bouton 의 수(C),
satellite bouton 의 수(D), 시냅스의 길이(E), 단위 근육 면적당 시냅스
bouton 의 수(G), 단위 근육 면적당 시냅스의 길이(H)가 증가하였다.
근육면적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았다(F). 4 번 신경근육접합부(A2,
B2)에서도 동일한 결과 보임. Scale bar, 5 μm. *p < 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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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찰

Lethal giant larvae (Lgl)은 여러 개의 WD40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도메인을 가진 초파리의 세포질 단백질로, 세포 내 인자들과
결합하여 극성을 형성하는 기능을 한다. 암억제인자로서 첫 번째로
동정된 Lgl 은 신경모세포의 세포분열과정에서 운명결정인자를 비대칭
분포시키는 역할에 관해 연구되어왔다 (Gateff et al., 1969; Bilder et

al., 2000; Ohshiro et al., 2000; Albertson et al., 2003). 또한 Lgl 은
신경발달과정동안

신경근육접합부의

형태를

조절하는

데

있어서

Fragile X mental retardation 원인인자 (dFmr1)와 상호작용 한다는
것이 제시되었다 (Zarnescu et al., 2005). 이런 결과들을 바탕으로,
Lgl 이 시냅스의 형태를 조절하는 지를 알아보기 위해 잘 규명된
초파리의 신경근육접합부 시냅스 모델을 사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초파리

유충의

신경근육접합부

시냅스에

Lgl

은

강하게

발현됨을 보였다. 시냅스의 신경세포막을 표지하는 HRP 항체와 Lgl
항체로 면역염색한 결과 시냅스 전, 후 말단 모두에서 발현됨을
확인하였다. 특히 시냅스 후 말단에서 더 강하게 발현됨을 상대적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다. 후속 연구에서는 시냅스 전, 후 말단에서의
Lgl 의 발현 양상을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시냅스 전 말단 acti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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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ne 단백질인 Bruchpilot (BRP) 와 시냅스 후 말단 subsynaptic
reticulum scaffold 단백질인 Discs Large (Dlg) 단백질에 대한
항체로 면역염색해 볼 수 있다. 특히, Dlg 는 Lgl 과 함께 배아의
신경모세포에서 운명결정인자의 비대칭 분포에 함께 관여한다 (Bilder

et al., 2000; Ohshiro et al., 2000; Albertson et al., 2003).
신경근육접합부

시냅스

후

말단에서

Dlg

와의

위치관계를

알아봄으로써 두 단백질의 상호작용에 대한 단초를 얻을 수 있다.

Lgl 돌연변이 유충 신경근육접합부의 형태학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시냅스의

이러한

형질이

UAS/GAL4

과도한
Lgl

의

system

을

성장이
기능에

유도되었다.
의한

이용하여

앞으로의

것인지를

연구에서는

규명하기

돌연변이체에서

Lgl

위하여

을

조직

특이적으로 발현시킴으로서 형질이 회복되는지를 조사해 볼 수 있다.
또한 Lgl 이 시냅스 성장을 조절하기 위하여 시냅스 전 말단과 시냅스
후 말단 중 어느 곳에서 기능하는 지 알아보기 위하여 Lgl 의 기능이
knock-down 된 RNAi 라인을 이용하여 신경근육접합부의 형태를
분석해볼 수 있다.
본 실험의 결과를 통해 Lgl 이 시냅스 전, 후 말단에서
발현되며 lgl 돌연변이에 의해 시냅스 과성장이 일어남을 규명하였다.
dFmr1

의

경우

또한

시냅스에서

발현되어

기능하며,

dFmr1

돌연변이에서 시냅스 bouton 수와 시냅스 가지가 증가하는 시냅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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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성장 형질을 보인다 (Zhang et al., 2001). 이와 같은 결과는
앞으로의 후속연구의 진행방향이 Lgl 과 dFmr1 사이의 상호작용에
대한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본 학위 논문은 Lgl 이 초파리 신경근육접합부에 존재하며
Lgl 이 소실되었을 때 시냅스의 과성장을 유도한다는 점을 보여주었다.
암억제인자로 알려진 Lgl 이 신경발달과정에서도 새로운 역할을 함을
제시하는 데 의의를 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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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gulation of synaptic growth by
Lethal giant larvae (Lgl) at the

Drosophila neuromuscular
junction
Jeong-Soon Kim
School of Dentistry
Department of Dentistry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Lethal giant larvae (Lgl) family of proteins is conserved
from yeasts to humans and plays an important role in establishing
cell polarity. Despite an essential role of cell polarization at
neuronal synapses, little is known about the synaptic function of
Lgl. Here, I provide evidence that Lgl regulates synaptic growth at

Drosophila neuromuscular junction (NMJ). Lgl is expressed p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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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ostsynaptically at the NMJ. Loss of Lgl causes an increase in
bouton number, satellite bouton number, and NMJ length. These
data suggest that Lgl is essential for normal synapt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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