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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초파리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Spartin 결합단백질인  

CG33129 에 의한 시냅스 성장 조절 기전 연구 

 

성은경 

협동과정 유전공학전공 

서울대학교 대학원 

 

 

발생과정에서 시냅스의 형성 및 가소성은 시냅스 전세포와 후세포 사이의 

정보교환을 통하여 조절된다. 초파리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시냅스의 성장을 

조절하는 대표적인 정보교환 신호로는 근육세포로부터 분비되어 신경말단의 성장을 

촉진하는 bone morphogenic protein (BMP) 계열의 Glass bottom boat (Gbb) 가 알려져 

있다. 운동신경계 질환인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HSP)의 원인 유전자로 알려진 

Spartin 은 신경근육 이음부의 시냅스 전말단에서 BMP 수용체의 endocytosis 를 

촉진함으로써 시냅스 성장을 억제함이 밝혀졌다. 본 학위논문의 연구목적은 시냅스 

발생과정에서 Spartin 과 결합하는 단백질로 알려진 CG33129 의 기능을 규명하는데 

있다. 시냅스에서 CG33129 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P-인자가 삽입된 돌연변이의 

신경근육 이음부를 분석한 결과, 시냅스 성장이 야생형에 비하여 과도하게 일어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시냅스의 과도한 성장은 RNAi 기술을 이용하여 운동신경과 근육 

특이적으로 CG33129 의 기능을 저해했을 때도 관찰되었다. 또한, CG33129 돌연변이 

형질을 자세하게 분석하기 위하여 다양한 시냅스 marker 의 발현양상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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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 전말단의 경우, 소포를 염색하는 CSP 의 양과 세포결합 분자인 FasII 의 양이 

정상에 비해 줄어들어 있음을 규명하였다. 시냅스 후말단에서는 CG33129 돌연변이 

시냅스에서는 야생형과 비교하여 Dlg 와 Spectrin 의 발현 bouton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퍼져서 발현되어져 있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Spectrin 의 시냅스 레벨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 신경전달 물질의 수용체인 GluRIIA 가 감소됨을 규명하였다. 마지막으로, 

CG33129 돌연변이의 운동신경세포에 BMP 신호전달의 강도를 표지하는 P-Mad 이 

크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CG33129 단백질이 시냅스 발달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  CG33129,   신경근육 이음부,  시냅스 성장,  역방향 신호전달,  Spartin 

학    번 :  2011-22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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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유전성 강직성 대마비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s, HSPs) 는 진행성 

하반신약화와 강축을 보이는 유전성 신경질환이다. HSP 는 일반적으로 단순한 

형태와 복잡한 형태로 나뉘어 진다. 단순한 형태의 HSP 는 characteristic namesake 

symptoms 인 반면 복잡한 형태의 HSP 는 다른 신경과적 이상과 전신성 변화를 

동반한다. Troyer syndrome 은 이러한 복잡성 상염색체 열성 (autosomal recessive) HSP 

질환으로서 distal amyotrophy, dysarthria, 구부정한 자세, 정신 지체, 골격 구조의 이상 

등을 보인다. Troyer syndrome 은 SPG20 유전자의 돌연변이에 의한 Spartin (spastic 

paraplegia autosomal recessive Troyer syndrome) 단백질의 기능 상실성 돌연변이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Bakowska et al., 2008). 

 Spartin 은 다양한 세포기관에 분포하여 기능을 수행함이 알려져 있다 

(Bakowska et al., 2005, 2007; Lu et al., 2006). Spartin 은 N-terminal microtubule-

interacting and trafficking (MIT) domain, Eps15 binding domain, 그리고 C-terminal plant-

related senescence domain 등을 가지고 있다 (Ciccarelli et al., 2003; Milewska et al., 2009; 

Renvoisé et al., 2010; Robay et al., 2006). 초파리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Spartin 은 주로 

시냅스 전세포에서 발현되며 BMP 수용체인 Wishful thinking (Wit)의 internalization 과 

lysosomal degradation 을 촉진시킨다. 초파리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증가된 BMP 신호 

활성은 비정상적인 시냅스 과 성장 형질을 보여서, 이들 신호의 이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Bayat et al., 2011; Tsang et al., 2009). Spartin 돌연변이의 신경 근육 

이음부에서는 시냅스 과성장과  인산화된 Mad 의 양이 증가되는 형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partin 이 BMP 신호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시냅스 성장과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제시한다 (Nahm et al., unpublished).  

 본 학위 논문의 주제는 새로운 Spartin-binding protein 인 CG33129 에 의한 

시냅스 성장의 조절 기능에 대해 규명하는 것이다. CG33129 는 Spartin 의 potential 

binding partner 로서 yeast two-hybrid assay 를 통해 발견되었다. 이 단백질은 single-pass 

transmembrane protein 으로 두개의 transmembrane domains 을 가지는 인간의 TMEM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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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과 유사성을 가진다. 그러나 현재까지 CG33129 의 기능에 대해서는 거의  

알려져 있지 않았기 때문에 본 연구자는 Spartin 과의 연관성을 바탕으로 CG33129 가 

Spartin 의 기능과 유사하게 역방향 BMP 신호 전달과정을 통해 시냅스 성장을 

조절하는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모델 시냅스로 이용되어진 초파리 신경근육 

이음부는 glutamate 를 신경전달물질로 이용하며, 시냅스의 성장과 기능을 분자 및 

세포생물학적으로 연구하는데 아주 잘 확립된 연구 모델이다. CG33129 의 

유전자내에 P-인자가 삽입된 돌연변이를 이용하여 시냅스 형질을 분석한 결과 

시냅스 과성장이 나타나며 다양한 시냅스 단백질들의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유도되어짐을 규명하였다. 이는 CG33219 단백질이 생체내에서  정상적인 시냅스 

형태와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기능을 가짐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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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Drosophila stocks 

 야생형 초파리로는 w
1118을 사용하였다. CG33129 에 P-인자가 삽입된 초파리 

라인(CG33129
GX

)은 Genexel 로부터 구입하였다.  UAS-HA-CG33129 형질전환  초파리 

라인은 w1118 을 유전학적 배경으로 검증된 절차를 통하여 제작하였다 (Robertson et 

al., 1988). P{GawB}NP2532 (CG33129 enhancer trap line), UAS-mCD8::GFP, UAS-

CG33129
RNAi

 들은 Bloomington Drosophila Stock Center 로부터 구입하였다. 조직 

특이적으로 유전자를 발현시키기 위해 사용된 초파리들은 BG57-GAL4 (근육세포, 

Budnik et al., 1996),  C155-GAL4 (신경세포, Lin and Goodman, 1994)와  DA-GAL4 (Dura, 

2005)이다. 초파리는 25°C 를 유지하여 배양하였다.  

 

세포 배양과 유전자 도입 

 Drosophila S2R+ (Schneider 2 receptor plus) 세포는 25°C 에서 10% heat-

inactivated fetal bovine serum (FBS)이 첨가된 Schneider’s medium (Invitrogen)에서 

배양하였다. HEK293T (Human embryonic kidney cell-line 293T) 세포의 경우 10% heat-

inactivated FBS 가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양된 세포들은 각각 Cellfectin (Invitrogen)과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설명서에 따라 유전자 도입 실험이 진행되었다.  

 Drosophila S2R+ 세포에서 HA-tagged CG33129 유전자를 pAc5.1=Rab5-EGFP 

(early endosomes), pAc5.1=SPIN-EGFP (late endosomes), pUAST=Rab11-EGFP 

(recycling endosomes) 유전자조합체와 함께 세포내로 도입하였다. 세포들은 6-well 

plate 에서 polylysine 으로 코팅 한 coverslip 위에 붙이고 4%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20 분간 고정하였다. Permeabilization 과정은 PBT (1% Triton X-100)로 10 분 동안 

진행하였으며, PBA (PBS, 1% BSA)로 1 시간 blocking 시켰다. 이후 세포들을 primary 

antibody 로 25° C 에서 1 시간 붙인 후에 secondary antibody 로 30 분간 반응하였다. 각 

단계 사이에 washing 과정은 PBS 용액이 사용되었으며, 세포 핵은 DAPI 를 사용하여 

염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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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실험에서 사용된 항체는 다음과 같다. Mouse anti-KDEL receptor (1:100, 

Abcam), mouse anti-Golgi (1:200, Calbiochem), rat anti-HA (1:100, Roche), FITC- or Cy3-

conjugated secondary antibodies (1:200,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Inc.)   

 

유전자 클로닝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pull-down 분석에 필요한 construct 을 제조하기 

위하여, CG33129 서열이 포함되어 있는 cDNA 절편을 주형으로 하여 PCR 을 

수행하였고 이를 pGEX6P-1 vector 에 삽입하였다. 이때 제한효소 인지 서열로 Eco 

RI 과 Xho I 을 이용하였다. 형질주입실험에 필요한 construct 는 pUAST-HA vector 에 

PCR 을 통해 만들어진 CG33129 절편을 삽입하여 만들어졌다.   

 Drosophila spartin 의 전체길이 cDNA 는  Drosophila Genomics Resource 

Center 에서 구입하였다 (Clone ID: HL01040). pcDNA-HA-spartin 를 제작하기 위해 

cDNA 를  pcDNA3.1(+)-HA (Invitrogen) 벡터에 클로닝하였다. 돌연변이 생성을 

기본으로 한 PCR 을 통하여 HA-spartin△Eps15, HA-spartin△SE 과  HA-spartin△MIT 

를 만들었다. 

 

RT PCR 분석 

 CG33129
GX

 mutation 과 CG33129 를 knock-down 했을 때 CG33129 와  (control) 

mRNA 의 발현양을 측정하기 위해 TRIzol(Invitrogen)을 이용하여 초파리 

유충으로부터 total RNA 를 분리하였다. 역방향 전사는 1 μg RNA, oligo-dT primer, 

SuperScript II reverse transcription kit (Invitrogen)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cDNA 를 주형으로 하여 다음의 primer 들을 이용한 PCR 로  CG33129 과 rp49 

mRNA 의 발현양을 분석하였다. 

rp49   forward primer  5’-CACCAGTCGGATCGATATGC-3’ 

 reverse primer  5’-CACGTTGTGCACCAGGAACT-3’ 

 

CG33129  forward primer  5’-ATTGCGCTATACTTCAATGAAGCC-3’ 

 reverse primer 5’-CAACAAAACCTCCTTTAAATCAT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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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T pull-down 분석방법 

 N-말단에 GST 가 부착된 CG33129 단백질을 Escherichia coli BL21 

(Stratagene)에서 발현시킨 뒤 Glutathione Sepharose 4B (Amersham Pharmacia)를 

이용하여 정제하였다. HA-Spartin, HA-Spartin△Eps15, HA-Spartin△SE, 그리고 HA-

Spartin△MIT 를 발현시킨 HEK293T 세포를 2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mM EDTA, 그리고 0.5% NP-40 가 포함된 용해 완충액을 이용하여 용해시킨 뒤, 

4°C 에서 15 분 간 12,000 x g 에서 원심 분리시켰다. 500 μL 의 세포 용해액을 10 μg 의 

GST 혹은 GST-결합 단백질과 함께 4°C 에서 4 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Glutathione 

Sepharose 4B resin 은 용해 완충액으로 3 번 세척한 뒤 SDS sample buffer 와 함께 

95°C 에서 끓인 후 pull-down product 를 SDS-PAGE 를 이용하여 분리한뒤 rat anti-HA 

(1:100, Roche)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으로 분석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초파리 유충을 1X SDS sample buffer 안에 넣고 균질화한뒤 원심분리를 통해 

분리하였다. 균질화된 단백질을 SDS-PAGE 를 통해 분리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 (Whatman)으로 옮긴 후 membrane 을 5% skim milk/TBST (TBS, 0.2% Tween-

20) 또는 3% BSA/TBST 로 1 시간 blocking 하였고, 1 차 항체를 하룻밤 동안 반응 

시켰다. 1X TBST 로 3 번 이상 washing 해준 후 peroxidase 가 결합된 2 차 항체와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 시킨 다음 SuperSignal West Pico CL substrate (Pierce) 을 

이용하여 확인 하였다.  

 

조직면역염색방법 

 초파리 3 령 유충을 Ca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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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부하여 얻어낸 몸체 근육과 뇌를 4% formaldehyde 용액으로 30 분간 

고정하였다. 고정된 샘플을 PBT (PBS, 1% Triton X-100)로 세척한 후 5% BSA/PBT 로 

상온에서 1 시간 blocking 한 다음 1 차 항체와 함께 4°C 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켰다 

(Coyle et al., 2004; Verstreken et al., 2003).   



6 

 

 이 실험에서 사용된 항체는 다음과 같다. Developmental Studies Hybridoma 

Bank 에서 구입한 항체들: mouse anti-Dlg (4F3, 1:500), mouse anti-CSP (1G12, 1:100), 

anti-Bruchpilot (NC82, 1:10), anti-α-Spectrin (3A9, 1:30), mouse anti-Fasciclin II (1D4, 

1:5), and mouse anti-GluRIIA (1:50).  

 다른 항체들: rabbit anti-P-Mad (1:100) (Perrson et al., 1998), rat anti-HA (Roche, 

1:100), mouse anti-KDEL receptor (1:100, Abcam), FITC- and Cy3-conjugated secondary 

antibodies (1:200,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Inc.)  

 

조직면역염색 이미징 방법 및 형태학적 분석방법 

 형광염색 이미지는 Olympus FV300 confocal microscope 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이 때 사용된 렌즈는 Plan Apo 40× 0.90 NA 와 U Plan Apo 100X 1.35 

NA objective 렌즈이다. 그리고 촬영된 이미지는 Olympus FLOUVIEW software 와 

Adobe Photoshop CS2 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공초점 단면은 각 figure legend 에 

명시하였으며, 단일 단면이 아닐 경우는 z series section 을 의미한다. 초파리 유충 

신경근육 이음부의 형태학적 분석을 위하여 신경근육 이음부의 이미지는 3 령 유충 

복부의 2 번 체절 6/7 번에서 얻었다. 측정 툴인 Olympus FLOUVIEW software 를 

이용하여 FITC conjugate anti-HRP 항체로 염색한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전체 bouton 의 

개수와 근육면적의 넓이를 측정하였다. 형광의 강도 비교를 위하여 시료는 같은 튜브 

내에서 면역염색을 시행하였으며, 동일한 공초점 현미경 설정 값에서 이미지를 

촬영하였다 (Gorczyca et al., 2007; Menon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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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CG33129 와 물리적으로 결합하는 Spartin 단백질의 도메인 규명 

 CG33129 는 yeast two-hybrid assay 를 통하여 Spartin 의 potential binding 

partner 로 밝혀졌다 (그림 1A). CG33129 와 결합하는 Spartin 단백질의 도메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pull-down 실험을 수행하였다. Spartin 

단백질은 MIT 도메인, Eps15 결합 도메인, 그리고  senescence 도메인 등으로 

구성되어져 있는데, 각 도메인이 결손된 돌연변이들을 발현 시킨 세포의 lysate 를 

이용하여 GST-CG33129 와 반응 시킨 후 western blot analysis 를 수행한 결과 GST-

CG33129 는 senescence 도메인이 결손된 Spartin 단백질과는 결합하지 못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CG33129 가 Spartin 의 senescence  도메인에 물리적으로 

결합함을 제시한다 (그림 1 B).  

CG33129 의 세포내 발현 양상 규명 

 초파리 CG33129 는 인간의 TMEM214 과 22%의 상동성을 가지는 single 

transmembrane protein 으로 아직 그 기능이 밝혀진 바가 없다 (그림 2). 따라서 

CG33129 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세포내 발현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림 3). 

CG33129 의 세포내 발현 위치를 확인하고자 S2R+ 세포를 HA 로 표지된 CG33129 를 

이용하여 transfection 시켰다. HA-CG33129 가 transfection 된 S2R+ 세포에서 소포체 

표지자인 KDEL 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법을 수행한 결과 CG33129 는 S2R+ 세포의 

핵 주변에 존재하는 소포체와 colocalization 을 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3D). 다음으로, CG33129 의 생체내 발현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초파리 유충의 

근육에서 HA-CG33129 를 발현시킨 후 KDEL 항체와 HA 항체를 이용하여 

형광면역염색을 한 결과, HA-CG33129 와 KDEL 은 함께 근육세포의 세포질에서 

그물형태의 네트워크를 이루고 있었으며, 핵 주변부에서 많이 발현되고 있었다 (그림 

3F). 이들 결과들을 통해 CG33129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기능을 함을 예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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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CG33129 와 Spartin 의 생화학적 상호작용 분석 

(A) Yeast two hybrid assay. 전체 길이의 Spartin 을 bait 로 이용하였으며, 세개의 

표지유전자인 lacZ, URA3, ADE2 의 발현으로 CG33129 가 Spartin 의 novel 한 binding 

patner 임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는 이미혜박사로 부터 얻은 결과이다). (B) GST pull-

down assay. HA-Spartin, HA-Spartin△Eps15, HA-Spartin△SE, HA-Spartin△MIT 를 

발현하는 HEK293T 세포의 용해액을 정제된 GST 와 GST-CG33129 와 함께 

인큐베이션하였다. anti-HA 향체를 이용하여 HA-Spartin 을 검출하기 위해 2estern blot 

analysis 를 수행하였다. GST-CG33129 는 HA-Spartin△SE 를 pull-down 할 수 없었고, 

이를 통해 CG33129 가 Spartin 의 senescence domain 과 binding 한다고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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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아미노산 염기서열 비교와 단백질 도메인 구조 

(A) Homo sapiens TMEM214, Mus musculus TMEM214 과 Drosophila melanogaster 

CG33129 의 전체 아미노산 염기서열. 검정 박스는 염기서열의 완벽한 상동성을 

의미하고, 회색 박스는 비슷한 염기서열을 의미한다. (B) Homo sapiens 

TMEM214 과 Drosophila melanogaster CG33129 의 도메인 구조. Transmembrane (TM) 

도메인은 보라색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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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CG33129 의 세포내 발현 양상 규명 

(A-E) S2R+ 세포의 공초점 단면 이미지. HA-CG33129 는 S2R+ 세포에서 

발현시켰으며, 세포 소기관 인지자 ((A) early endosomes, (B) late endosomes, (C) 

recycling endosomes, (D) ER,  (E) Golgi) 로 면역 염색하였다. Scale bar, 10 μm. (F) HA-

CG33129 는 초파리 유충에서 CG33129 가 발현되는 위치 특이적으로 과발현시켰으며, 

이는 anti-KDEL receptor 항체 (소포체 인지자)와 anti-HA 항체로 면역염색하였다. 

Scale bar, 10 μm. (D-F) CG33129 는 소포체에 위치한다고 예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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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냅스 성장과정에서 CG33129 의 기능 규명 

 Spartin 단백질은 시냅스 성장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따라서 Spartin 의 

potential binding partner 인 CG33129 가 시냅스 성장조절에 기능을  하는지 밝히기 위해 

초파리 3 령 유충 신경근육 이음부의 형태를 신경세포막을 표지하는 HRP 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법을 통해 야생형 초파리 (w
1118

) 와 CG33129 의 유전자내에 P-인자가 

삽입된 돌연변이형 초파리 (CG33129
GX

)의 시냅스 형태를 분석하였다 (그림 4A, B). 

먼저 유충의 신경근육 이음부 형태를 조사하기 위하여 사용된 CG33129
GX

 

돌연변이에서 CG33129 mRNA 의 발현 양이 감소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RT-

PCR 을 수행한 결과 CG33129
GX

 돌연변이형에서 CG33129 mRNA 의 발현양이 

야생형보다 63% 이상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C). 야생형 유충에서 

신경근육 이음부는 type I bouton 들이 선상에 연속적으로 연결된 형태를 나타낸다. 

하지만 CG33129
GX

 돌연변이형 유충의 신경근육 이음부는 야생형에 비하여 좀 더 

밀집된 bouton 클러스터를 이루고 있었으며, 작은 satellite bouton 들이 나타났다 (그림 

4B). CG33129
GX

 돌연변이형의 표현형을 분석하기 위하여 신경근육 이음부의 전체 

bouton 수와 satellite bouton  수를 정량화하였고, 이를 복부의 2 번 체절 6/7 번 근육 

면적으로 표준화하였다. 그 결과 CG33129
GX

 돌연변이형의 전체 bouton 수는 

야생형보다 약 50% 가량 증가하였으며, satellite bouton 수는 약 130% 이상 증가하였다 

(그림 4D, E). 이를 통해 CG33129 가 정상적인 시냅스 성장에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CG33129 가 시냅스의 성장을 시냅스 전세포에서 조절하는지 아니면 

시냅스 후 세포에서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UAS/GAL4 system 을 이용하여 

표현형을 분석하였다. UAS-CG33129
RNAi

 를 전체 조직 세포에서 유전자를 발현시킬 수 

있는 GAL4 인 DA-GAL4 를 이용하여 CG33129 를 knock-down 시킨 결과 CG33129 의 

mRNA 발현 양이 약 80% 정도 감소한 것을 RT-PCR 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A). 다음으로 UAS-CG33129
RNAi

 를 신경세포 특이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GAL4 인 

C155-GAL4 와 근육세포 특이적으로 발현시킬 수 있는 GAL4 인 BG57-GAL4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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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CG33129 의 발현을 knock-down 시킨 후 유충의 신경근육이음부의 표현형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CG33129 가 시냅스 전세포와 시냅스 후세포에서 knock-down 

되었을 때 모두 전체 bouton 수와 satellite bouton 수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5B). 이를 통하여 CG33129 는 시냅스 전세포와 시냅스 후세포 모두에서 기능을 

하여 시냅스 성장을 조절함을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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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야생형과 CG33129 돌연변이 유층의 신경근육 이음부의 표현형 분석 

(A) Genomic organization of the CG33129 locus is shown. Black boxes correspond to the 

open reading frame and white boxes correspond to 5’ and 3’ UTRs. CG33129
GX

 P-인자가 

삽입된 위치는 삼각형으로 나타내었다. (B) 2 번 체절의 6/7 신경근육이음부의  

형광이미지는 야생형과 돌연변이 유충을  anti-HRP 항체로 염색하여 얻었다. Scale bar, 

20 μm.  (C) 초파리 3 령의 야생형과 CG33129
GX

 돌연변이 유충에서 CG33129 

와 rp49 의 mRNA 발현양을 RT-PCR 분석 (w
1118은 wt 표시함) (D) 전체 bouton 수 분석.  

(E) 6/7 신경근육이음부에서 satellite bouton 수. (D) 수치는 6/7 번 근육의 전체 

표면적으로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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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CG33129 는 시냅스의 전후세포에서 시냅스 성장 조절에 규명 

(A) 다음 유전형 초파리 3 령 유충들로부터  CG33129 와 rp49 의  mRNA 발현양을  RT-

PCR 분석했다: DA-GAL4/+, DA-GAL4/UAS-CG33129
RNAi

. (B) UAS-CG33129
RNAi

  line 을 

C155-GAL4 와 BG57-GAL4 를 이용하여 신경세포 또는 근육세포 특이적으로 knock-

down 시킨 후 유층의 신경근육이음부의 전체 bouton 수와 satellite bouton 수를 

정량화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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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33129 의 돌연변이에 의한 시냅스 전세포 단백질들의 형태학적 변화 분석 

 CG33129 돌연변이의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보여진 시냅스 과성장의 형질과 

함께 시냅스 전말단에 존재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의 발현에 변화가 있는지를 

분석하기 위하여 이들을 표지할 수있는 여러 종류의 항체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CG33129 돌연변이 유충에서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에 중요한 기능을 수행하는 active 

zone의 표지인 Bruschpilot (NC82)의 발현양과 분포에서는  결함이 없었다 (그림 6D-F). 

그러나 synaptic vesicle에  위치하는 CSP의 경우 시냅스 전말단에서 발현 양이 

감소하였고 (그림 6A-C), periactive zone에 존재하는 Fasciclin II (FasII)의 양은 약 50% 

가까이 감소되는 형질을 규명하였다 (그림 5G-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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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G33129 돌연변이에 의하 시냅스에 위치하는 CSP 와 FasII 양의 감소 

(A-B, D-E, G-H) 야생형 과 CG33129
GX

 유충에서  6/7 번 근육의 신경근육이음부는의 

Single confocal sections 은  anti-HRP (green) 와 (A, B) anti-CSP (red), (D, E) anti-NC82 

(red), (G, H) anti-FasII (red)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Scale bar, 10 μm. (C, F, I) (C) 

CSP, (F) NC82, (I) FasII 야생형과 CG33129
GX  돌연변이에서 HRP intensity 와 비교하여 

형광강도 분석(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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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33129 의 돌연변이에 의한 시냅스 후세포 단백질들의 형태학적 변화 분석 

 시냅스 성장조절에서 CG33129는 시냅스 전세포와 후세포 모두에서 기능을 

함을 앞서 결과를 통해 확인하였데,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냅스 후말단에 

위치하는 다양한 단백질들의 발현이 CG33129의 돌연변이에 의해 영향을 받는지를 

조사하였다. 초파리 유충의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시냅스 후말단은 근육막의 

tubulolamellar 접합 구조인 substynaptic reticulum (SSR)로 불리우는 특징적인 구조를 

가지는데, Dlg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구조적 변화를 확인할 수 있다 (Budnik 

et al., 1996). CG33129의 돌연변이 시냅스에서는 야생형과 비교하여 Dlg의 발현 

bouton 주변에 비정상적으로 퍼져서 발현되어져 있는 특징을 확인하였다 (그림 7A-C). 

또한 신경전달물질의 수용체인GluRIIA의 시냅스 레벨 또한  CG33129 돌연변이에서 

감소하였다. (그림 7G-I). 시냅스 후말단에서 Dlg는 Glutamate 수용체, 칼륨채널, 

세포붙임분자를 포함하는 다양한 단백질을 리크루트하는  접힘단백질로서 중요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hen and Featherstone, 2005; Tejador et al., 1997; 

Thomas et al., 1997; Zito et al., 1997, Kim and Sheng, 2004). 따라서 이들 결과는 

CG33129의 돌연변이에 의해 scaffolding 단백질인 Dlg의 발현이 비정상적으로 

이루어지며, 이로 인해 glutamate 수용체인 GluRIIA의 발현수준이 감소되어지는 

것으로 예상 할수 있다. 시냅스 후말단에서 SSR에 위치하는 세포골격화 단백질인 

Spectrin의 발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 야생형 유충과 CG33129 돌연변이 유충에서 

Spectrin의 시냅스 레벨이 두 배로 증가하였다 (그림 7D-F).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CG33129가 시냅스 성장 조절과 함께 구조 유지에도 기능을 가짐을 예상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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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CG33129 는 subsynaptic reticulum 의 정상적인 발달에 필요함을 규명 

(A-B, D-E, G-H) 야생형 과 CG33129
GX

 유충에서  6/7 번 근육의 신경근육이음부는의 

single confocal sections 은  anti-HRP (green) 와 (A, B) anti-Dlg (red), (D, E) anti-α-

Spectrin (red), (G, H) anti-GluRIIA (red) 항체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Scale bar, 10 μm. 

(C, F, I) (C) Dlg, (F) Spectrin, (I) GluRIIA 야생형과 CG33129
GX  돌연변이에서 HRP 

intensity 와 비교하여 형광강도 분석(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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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방향 BMP 신호전달과정에서 CG33129 의 기능 분석 

 시냅스 후세포로부터 작용하는 역방향 신호전달은 시냅스 전세포에서 

일어나는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와 신경세포의 생존에 영향을 줌으로써 시냅스 

항상성에 기여함이 알려져 있다 (Davis 2006, Fitzsimonds and Poo, 1998; McCabe et al., 

2003; Regehr et al., 2009). 초파리에서 가장 잘 연구되어진 역방향 신호는 bone 

morphogenic protein (BMP) family 에 속하는 Glass bottom boat (Gbb)이다 (McCabe et al., 

2003). 시냅스전 말단에서 활성화된 BMP 신호전달은 시냅스 bouton 의 수와 satellite 

bouton 의 수를 증가시킴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시냅스의 역방향 신호전달 

과정에서 CG33129 가 기능을 수행하는지를 알아보았다. CG33129 돌연변이 유충에서 

BMP 신호전달의 활성화 정도를 확인할수있는  인산화된 Mad 의 양적 변화를 분석한 

결과, CG33129 돌연변이에서 P-Mad 의 양이 43%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그림 8A, 

B). 또한, 초파리 유충을 균질화하여 Western blot 을 수행한 후 P-Mad 항체를 이용하여 

그 양을 측정했을 때에도 야생형에 비해 CG33129 돌연변이 유충에서 P-Mad 발현 

양이 124%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 (그림 8C). 따라서, CG33129 돌연변이에서 시냅스 

과성장과 P-Mad 의 양이 증가하는 형질은 CG33129 가 역방향 BMP 신호전달 

조절에서 기능함을 뒷받침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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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G33129 돌연변이 유충의 P-Mad 양 분석 

(A) DAPI (blue) 와 anti-P-Mad (red) 항체로 조직면역염색을 수행한 야생형과 

CG33129 돌연변이 초파리 유충 VNC 의 공초점 현미경 단면도. Scale bar, 50 μm. (B) 

형광강도의 상대적 정량화 (P-Mad relative to DAPI intensity) (p<0.05). (C) P-Mad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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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CG33129 에 의한 시냅스 성장 조절과 역방향 신호전달과의 연관성 

 시냅스는 시냅스 전세포와 시냅스 후세포사이의 복잡한 양방향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신경의 기본 구조이다. 특히 시냅스 전세포와 후세포 사이에서 일어나는 

양방향 신호전달의 활성은 시냅스 형성의 미세한 조절과 시냅스 항상성, 

신경전달물질의 분비 조절 등에 중요하게 관여한다 (Davis, 2006; Fitzsimonds and Poo, 

1998; McCabe et al., 2003; Regehr et al., 2009). 초파리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잘 알려진 

역방향 신호 중 하나가 BMP family 에 속하는 Glass bottom boat (Gbb)이다. BMP 는 

classical morphogens 으로서 척추동물로 부터 무척추 동물에 이르기 까지 진화적으로 

잘 보존되어 있다 (Marqués, 2005; Goold and Davis, 2007). 초파리에서 Gbb 는  시냅스 

후세포로부터 분비되어 시냅스 전세포에 존재하는의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 type II receptor 인 Wishful thinking (Wit)과 type I receptor 인 Thick veins (Tkv) 

및 Saxophone (Sax)의 활성화를 일으킨다. Gbb 리간드는 두개의 type I receptors 과 

두개의 type II receptors 로 구성된 tetrameric complexes 에 작용하며 이후 세포내 

인산화 과정을 촉발한다. Gbb 가 작용하여 type I receptor 의 tyrosine kinase domains 의 

구조변화가 일어나면 Smad transcription factor 인 Mothers against decapentaplegic 

(Mad)의 인산화가 유도된다 (Aberle et al., 2002; Marqués et al., 2002 McCabe et al., 

2003). 인산화 된 Mad 는 co-Smad Medea (Med) 와 complex 를 이루어 핵으로 들어가게 

되고 이 후 타겟 유전자의 발현에 관여한다 (Moustakas et al., 2001; Shi and Massague, 

2003; ten Dijke and Hill, 2004).  

 따라서 활성화된 BMP ligand-receptor complexes 의 endocytosis 과정의 정교한 

조절은 시냅스 전세포의 BMP  신호의 활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연구되어지고 있다. (Hartung et al., 2006; O'Connor-Giles et al., 2008; Shi et al., 2007; 

Sieber et al., 2009). 특히 BMP receptor trafficking 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은 사람에서 

퇴행성 뇌질환에 연관되어 있기도 하다 (Bayat et al., 2011; Hirth, 2010; Tsang et al., 

2009). SPG20 유전자 산물인 Spartin (spastic paraplegia autosomal recessive Tro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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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drome)은 endocytosis 를 조절하는 단백질로서 BMP receptors 의 internalization 과 

endosomal trafficking 를 조절한다는 사실이 최근 밝혀졌다 (Nahm et al., unpublished).  

 초파리 신경근육 이음부에서 증가된 BMP 신호의 활성은 비정상적인 시냅스 

과성장 형질을 보여서, 이들 신호의 이상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Bayat et al., 2011; 

Tsang et al., 2009; O’Connor-Giles et al., 2008). Spartin 유전자의 초파리 돌연변이 

시냅스 에서 또한 시냅스 과성장과 인산화된 Mad 의 양이 증가되는 형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는 Spartin 이 BMP signaling 을 조절함으로써 시냅스 성장과 기능에 영향을 

준다는 사실을 말해준다 (Nahm et al., unpublished). Yeast two-hybrid screening 을 통해 

Spartin 과 결합하는 단백질로서 규명되어진 CG33129 의 돌연변이에서도 spartin 

돌연변이와 유사하게 시냅스 과성장과 인산화된 Mad 의 양이 증가되는 형질을 

확인할 수 있는데, 이러한 결과는 CG33129 의 소실이 BMP signaling 의 과도한 

활성화를 가져왔음을 암시한다.    

 

CG33129 에 의한 시냅스 구조 유지 

 CG33129의 상실로 인해 시냅스 내에 다른 변화가 유도되었는지를 좀더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synaptic marker들을 관찰하였으며, CG33129 돌연변이에서 

소포를 염색하는Csp 와세포결합 분자인 FasII 발현이 감소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시냅스 후세포 영역에서 scaffolding proteins 인 Dlg 와 Spectrin의 tight association이 

저해되어져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근육에서 Dlg 는 glutamate receptors, potassium 

channels, cell adhesion molecule 들과 같은 다양한 단백질들을 끌어들여 시냅스 

후세포에서의 synaptic maturation을 유도함이 잘알려져 있다 (Chen and Featherstone, 

2005; Tejador et al., 1997; Thomas et al., 1997; Zito et al., 1997, Kim and Sheng, 2004). 

시냅스 후세에 존재하는 glutamate 수용체인 GluRIIA 발현 수준 또한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종합해 보면 이들 결과들은 CG33129 돌연변이에 의해 시냅스 전세포와 

후세포에서 비정상적인 구조가 형성됨을 말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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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G33129 와 퇴행성 뇌질환 

 퇴행성 뇌질환은 신경계의 구조와 기능의 점진적 감소 혹은 사멸에 의해 

유도되는 질환들을 통칭한다. 퇴행성 뇌병변은 운동실조나 정신이상 등을 수반한다. 

시냅스의 구조와 기능 이상은 이러한 퇴행성 뇌질환의 중요한 원인 인자이다. HSP 는 

무엇보다도 synaptopathy 와 axonapthy 로 인해 일어나는 질환이다 (Füger et al., 2012). 

HSP 는 corticospinal tract axon 의 distal portions 에서의 retrograde degeneration 때문에 

발병되는 하지의 진행성 강직과 수축을 공통 증상으로 하는 다양한 종류의 

질환군으로 정의된다. 다른 부가적인 신경과적 및 전신성 이상은 HSP 의 종류에 따라 

달라진다. CG33129 과 Spartin 간의 상관관계와  돌연변이 형질에서 보이는 유사성 

등은 CG33129 가 신경계 기능 유지에 중요함을 말해준다. 특히 CG33129 가 시냅스의 

성장과 기능에 중요하기 때문에 CG33129 의 돌연변이가 HSP 와 같은 퇴행성 

뇌질환으로 연결될 가능성이 크다. 차후 연구를 통해 CG33129 와 Spartin 사이의 기능 

관계를 규명함으로서 시냅스 성장 및 구조 조절에서 CG33129 의 정확한 기능을 

밝히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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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Spartin-Interacting Protein CG33129 in the Regulation of 

Synaptic Growth at the Drosophila Neuromuscular J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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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ing development, synaptic morphology and plasticity rely on complex, bidirectional 

communication between presynaptic nerve terminals and postsynaptic target cells. A well-

characterized retrograde signal that regulates synaptic growth in Drosophila melanogaster is 

Glass bottom boat (Gbb), a member of the bone morphogenic protein (BMP) family that is 

secreted from the postsynaptic muscle. Previous studies have shown that the hereditary 

spastic paraplegia (HSP) –related protein Spartin inhibits synapse growth by inducing BMP 

receptor endocytosis at the presynaptic terminals of Drosophila neuromuscular junctions 

(NMJ). The main objective of this thesis is to investigate the synaptic role of CG33129, a 

novel Spartin-interacting protein. Compared to wild type controls, CG33129 P-element 

mutants display synaptic overgrowth at the Drosophila NMJ. The knockdown of CG33129 

presynaptically or postsynaptically using RNA interference leads to similar overgrowth. 

CG33129 mutations diminish the levels of a synaptic vesicle marker CSP and cell adhesion 

molecule FasII. CG33129 mutations also lead to the disruption of the tight association of the 

scaffolding proteins Dlg and Spectrin with the postsynaptic subsynaptic reticulum (SSR). 

Spectrin levels are increased and postsynaptic GluRIIA levels are reduced. Levels of 

phosphorylated Mad (P-Mad), a key BMP transcription factor, are remarkably increased in 

CG33129 mutants. Based on these findings, I suggest that CG33129 has important roles in 

the regulation of synaptic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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