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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가 보이는 지적 수행능력 등 뇌의 고등기능은 우리의 신경이 얼마나
정보를 효율적으로 주고 받는지에 달려있다. 신경세포의 신호전달은 시
냅스 전 세포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분출하며 시냅스 후 세포에서 수용체
를 통해 신경전달물질을 인지하고 세포 내부로 신호를 전달함으로써 이
루어진다. 시냅스 전 세포에서는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하는 과정이 중요
하고 시냅스 후 세포에서는 받은 신호를 전달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의 변
화와 그 메카니즘이 중요하다. 특히 시냅스의 신호전달은 뇌의 정보 저
장 형태로도 작용할 수 있는데 이 기전 중 하나가 시냅스 가소성
(synaptic plasticity)이다. 시냅스 후 세포에서 같은 신호에도 반응이 커
지거나 (potentiation) 작아지는 (depression) 현상이 관찰되며 이러한
신호전달의 효율성 변화가 장시간 지속되기도 하는데 이를 시냅스가소성
이라고 한다 (Malenka and Bear, 2004). 장기 강화 (long term
potentiation : LTP), 장기 약화 (long term depression :LTD) 등의 다
양한 형태를 가지는 시냅스가소성은 학습 및 기억, 감정, 운동능력, 중독
등의 정보저장에 연관되어 있다. 특히 뇌의 측두엽 안쪽 (medial
temporal lobe) 에 존재하며 limbic system에 속하고 (Bliss et al.,
1993; Bird et al., 2008), 새로운 기억 형성과 재경화과정, 단기 기억을
장기기억으로 전환시키는 해마의 시냅스가소성은 학습과 기억의 핵심적
인 기전으로 받아들여져 왔다.
Hippocampus-dependent 시냅스 가소성의 이상은 많은 경우mental
retardation (MR) 과 같은 뇌기능 저하를 가져온다. 70 이하의 지능지수
(IQ) 로 정의되는 MR은 주로 18세 이전의 어린 나이에 발병하여
cognition과 adaptive skill의 저하를 보이며 유병률이 1-3 %에 이르는
매우 흔한 질병이다 (Leonard et al., 2002; Curry et al., 1997;
Roeleveld et al., 1997; Croen et al., 2001). MR이 일어나는 원인의 반
은 유전적인 결함 때문으로 chromosome abnormalities, monogenetic
disorders and polygenic factors 등을 MR 유발 mechanism으로 들
수 있다 (Winnepenninckx et al., 2003; Curry et al., 1997). 환경적 요
인에 의한 MR의 발병은 그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반면
(Winnepenninckx et al., 2003; Vaillend et al., 2008), fmr1, PAK3,
MeCP2 등 지금까지 300 여 가지의 MR 관련된 유전자의 단백질이 밝
혀졌고 앞으로 수백 가지의 유전자 및 단백질이 밝혀질 것으로 예측된다
(Inlow, 2004). 특히 많은 MR-related 유전자 및 단백질들이 시냅스에
존재하여 presynaptic vesicle cycling이나 postsynaptic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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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lex 형성, transcription과 translation 조절, cytoskeleton 조절 등
에 관여하여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하는 데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
다 (Vaillend et al., 2008).
Chromosome의 수의 변화나 부분적인 변화에 의한 chromosome
abnormalities와는 달리, monogenetic disorders는 한 유전자에서 돌연
변이가 일어나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못한 변화에 의하며 autosomal
dominant, autosomal recessive, X-linked 로 나뉘어 진다
(Winnepenninckx et al., 2003). 또한 MR은 오직 지적 수행능력의 감소
만을 보이는지, 다른 생리적, 행동적 이상도 같이 보이는지에 따라 nonsyndromic MR과 syndromic MR로 나뉠 수 있다 (Winnepenninckx et
al., 2003; Vaillend et al., 2008). 현재까지 autosomal recessive nonsyndromic MR은 5 가지 유전자만이 알려져 있다 (Garshasbi et al.,
2008).
세레브론 (cereblon; CRBN) 은 autosomal recessive non-syndromic
MR을 일으키는 유전자 중 하나이다 (Higgins et al., 2004). 세레브론 유
전자에 이상이 생기면 human monogenic disorder 중에서 dysmorphic
feature나 physical anomalies없이 mild mental retardation phenotype
을 보인다 (Higgins et al., 2000, 2004). 인간의 유전자 분석을 통해
chromosome 3번의 short arm 쪽에 있는 유전자가 autosomal
recessive non-syndromic mental retardation에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알았고 (Higgins et al., 2000), DNA sequence를 분석한 결과,
nucleotide 1274번의 C가 T로 nonsense mutation되어 세레브론 Cterminus의 24개 아미노산이 통채로 사라져 mild MR이 나타남을 알았
다 (Higgins et al., 2004). CRBN이 코딩하는 세레브론 단백질은 ATPdependent Lon protease domain 을 가진 442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
어져 있다 (Higgins et al., 2004). 세레브론은 여러 장기에 발현되어 있
으며 (Xin et al., 2008), 특히, 뇌에서는 hippocampus에 다량 발현되어
있다 (Aizawa et al., 2011).
세레브론은 최근 밝혀진 mild MR을 일으키는 유전자로서 그 기능이 거
의 알려져 있지 않다. 세레브론은 앞서 말한 바와 같이 다양한 장기에
발현되어 있지만 그 돌연변이는 뇌에서 MR이라는 가장 큰 phenotype
을 보인다. 따라서 세레브론은 뇌에서 하는 역할이 가장 클 것이다. 많
은 MR 연구들이 학습과 기억을 담당하는 해마에서 시냅스 가소성 연구
를 통해 신경세포 내에서 역할을 규명하는 연구들로 이루어져 왔다
(Vaillend et al., 2008). 세레브론 또한 시냅스 가소성 연구를 통해서 그
기능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세레브론이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하는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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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전기생리학적인 방법을 통해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
스의 해마에서 시냅스 가소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또한 세레브론과
상호작용 하는 Large conductance calcium activated potassium
channel (BK channel) 의 작용을 막고 시냅스 가소성의 변화를 관찰함
으로써 세레브론과 BK channel의 상호작용이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하는
데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Figure 1. Diagram of mental retardation, synaptic plasticity and
Cerebl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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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 료 및 방 법

조직 준비

해마 (transverse slices) 조직은 3-4 주령 C57BL6 마우스부터 적출하여
준비 하였다. 쥐를 흡입마취 시킨 후, 뇌를 빠르게 꺼내어 분리한 해마를 5
mM KCl, 1.2 mM NaH2PO4, 26 mM NaHCO3, 10 mM dextrose 와 213 mM
sucrose 로 구성되고 95% O2 와 5% CO2 가 주입되고 있는 차가운 lowCa2+ / high-Mg2+ dissection buffer 안에 넣는다. 해마조직은 400 µm 의
두께로 자르고 124 mM NaCl, 5 mM KCl, 1.2 mM NaH2PO4, 2 mM CaCl2, 1
mM MgSO4, 26 mM NaHCO3 와 10 mM dextrose로 구성되고 95% O2 와
5% CO2 가 주입되고 있는 artificial cerebrospinal fluid (ACSF) 가 있는
28-30°C 의 회복 챔버에서 1시간 동안 안정화 시켰다.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와 대조군 마우스는 모두 광주과학기술원에서
태어났으며 동일한 날짜에 태어난 마우스를 가지고 실험하였다.

전기생리학 검사
1시간의 안정화 후에, 해마조직을 95% O2 와 5% CO2 가 주입되고 있으며
ACSF (28-30°C) 가 연속적으로 2ml/min 의 속도로 돌고 있는 기록 챔버에
놓았다. 해마의 CA3 부분 중 Schaffer collateral fiber 에 bipolar
stimulating electrode (200 µm diameter; FHC, Bowdoinham, ME, USA)를
통해서 0.2 ms current pulses로 자극을 주고 해마의 CA1 에서 매 15초마다
반응의 크기를 기록하였다 (Frederick Haer Co., Bowdoinham, Me, USA).
세포 밖의 기록을 위해 ACSF 로 채워진 Microelectrodes (1-2 M Ω )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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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Castro-Alamancos et al. 1995; Kirkwood et al. 1996). 시냅스
반응은 해마의 CA1 부분에서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의 기울기를
측정하였다. Input output relationship은 자극의 크기를 올려주며 4 번씩
반복하여 평균을 내었다. paired pulse ratio와 장기 강화, 장기 약화에서
기준치 반응은 최고점 40-60% 의 0.07Hz 에서 수행되었다. paired pulse
ratio는 두 자극 사이의 시간을 20, 40, 80, 160, 320, 640, 1280, 2560, 5120
ms 로 하여 총 세 번씩 반복하여 평균을 내었다. 두 자극 사이의 간격에
따라 두 번째 자극에 의한 반응의 기울기와 첫 번째 자극에 의한 반응의
기울기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장기 강화와 장기 약화 실험에서는
20분 동안 안정된 반응 후에, 장기 강화는 매번 200ms 자극의 10번 bursts
(each with four pulses at 100Hz) 의 4 trains 로 구성된 theta-burst
(TBS) 로 유도 되었고, 장기 약화는 900초 동안 1Hz 에서 자극 900번
들어가는 Low-frequency stimulation (LFS) 에 의해 유도 되었다. 안정한
기록 (평균치에서 5% 미만의 변화) 을 가진 조직으로부터 얻어진 기록만
데이터화 하였다.
모든 실험은 마우스의 유전자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진행하였다. 모든
데이터는 preconditioning baseline에서 평균 (mean) ± 평균의 표준오차
(standard error of the mean; SEM)로서 나타내어 진다.

데이터 분석
평균 반응 (mean ± SEM) 은 기준치 반응의 퍼센트로서 표현되었다. ttest는 두 그룹간의 통계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고 ANOVA는 세
그룹이상의 통계 의미를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기록은 microelectrode
AC amplifier (A-M system., Sequim, WA, USA), Tektronix TDS 2014
oscilloscope (Tektronix Inc., Beaverton, OR, USA), stimulator PG 4000A
(Cygnus Technology., Delaware Water Gap, PA , USA) 그리고 isolated
current source (Cygnus Technology) 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 IGOR
software (Wavemetrics, Lake Oswego, OR, USA) 는 반응을 기록하고
분석하는데에 사용하였다. 약물은 TOCRIS 로부터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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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atic diagram of field potential recording in mouse
hippocampus. Stimulating electrode was placed in CA3. Recording electrode
was placed in the CA1.

- 6 -

Ⅲ. 결

과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에서 기본적인 시냅스의
신호전달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 조직에서 기본적인 시냅스에서의 신호절
달이 바뀌었는지 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Input output relationship을 측
정하였다. field potential은 ACSF 존재 하에 0.07 Hz로 CA3에 자극하고
CA1에서 기록하였다. 자극 세기에 따른 반응 (field potential) 의 크기를 기
울기로 측정하였고, 같은 자극을 4 번씩 주어 평균을 내었다. Input output
relationship을 측정한 결과, 자극의 세기와 field potential 기울기와의 관계에
서 유전자 결핍 마우스와 대조군과의 차이가 없었다 (WT, n = 66 from 17
mice; KO, n = 63 from 16 mice ) (fig 3 B). 이러한 결과로 보아 세레브론 유
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기본적인 시냅스에서의 신호전달이 망가지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에서 paired pulse ratio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 조직에서 시냅스 전 세포말단이 신경전
달물질을 분비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pulse ratio를
측정하였다. 기록하는 반응의 기울기는 최고점의 40-60%에서 측정을 하였고
두 자극 사이의 시간은 20, 40, 80, 160, 320, 640, 1280, 2560, 5120 ms 로
하여 총 세 번씩 반복하여 평균을 내었다. 두 자극 사이의 간격에 따라 두 번
째 자극에 의한 반응의 기울기와 첫 번째 자극에 의한 반응의 기울기의 비율
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20, 40, 80, 160 ms의 두 자극 사이의 간격
에서 대조군 (20 ms; 1.38 ± 0.03, 40 ms; 1.45 ± 0.03. 80 ms; 1.44 ±
0.02, 160 ms; 1.30 ± 0.02, n = 33 from 17 mice) 에 비해 paired pulse
ratio가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20 ms; 1.51 ± 0.03, 40 ms; 1. 58 ±
0.03. 80 ms; 1.54 ± 0.02, 160 ms; 1.37 ± 0.02, n = 30 from 16 mice )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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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B).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에서 시냅스 가소성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 조직에서 시냅스 가소성의 변화를 관찰
하기 위해, TBS로 유도된 장기 강화와 LFS로 유도된 장기 약화를 기록하였
다. 20 분의 기록 안정화 이후에 각각 TBS와 LFS를 주고 한 시간 동안 반응
의 기울기를 기록하였다. LFS로 유도된 장기 약화는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
우스에서 대조군 (79.97 ± 2.50 % of baseline at 1 hr after LFS ; n = 13
from 3 mice) 과 비교했을 때, 반응의 기울기의 차이가 없었다 (77.07 ±
2.64 % of baseline at 1 hr after LFS ; n = 8 from 4 mice) (fig 5 D, E, F).
TBS로 유도된 장기 강화는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대조군
(120.78 ± 2.24 % of baseline at 1 hr after TBS ; n = 28 from 13 mice) 보
다 증가하는 현상을 관찰하였다 (134.82 ± 3.87 % of baseline at 1 hr after
TBS ; n = 21 from 12 mice) (fig 5 A, B, C). 이를 통해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장기 강화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에서 Iberiotoxin (IbTX)
처리에 따른 기본적인 시냅스의 신호전달의 변화 유무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와 대조군의 해마 조직에서 Iberiotoxin (100
nM) 처리에 따라 기본적인 시냅스에서의 신호전달이 바뀌었는지 변화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 field potential은 ACSF 존재 하에 0.07 Hz로 CA3에 자극하
고 CA1에서 기록하였다. 우선 약물의 처리로 인해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10 분간 기록 안정화 이후에 정상적인 ACSF (99.40 ± 0.83 % of
baseline ; n = 4 from 2 mice) 에 Iberiotoxin (100 nM)을 처리하였다.
Iberiotoxin (100 nM) 처리 이후에 반응의 변화는 없었다 (100.56 ± 1.34 %
of baseline for 10 min after application of Iberiotoxin ; n = 4 from 2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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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그 다음으로 정상적인 ACSF에 Iberiotoxin (100 nM)을 처리하고
Input output relationship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그룹에서 차이가 없음
을 확인하였다 (WT + veh, n = 66 from 17 mice; KO + veh, n = 63 from 16
mice; WT + IbTX, n = 9 from 6 mice; KO + IbTX, n = 6 from 5 mice) (fig 6
B). 이러한 결과로 보아 Iberiotoxin의 처리가 대조군과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 모두 기본적인 시냅스에서의 신호전달에 영향을 끼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에서 Iberiotoxin 처리에
따른 paired pulse ratio 변화 유무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 조직에서 paired pulse ratio가
Iberiotoxin 처리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상적인 ACSF에
Iberiotoxin (100 nM)을 넣고 paired pulse ratio를 측정하였다. 기록하는 반응
의 기울기는 최고점의 40-60%에서 측정을 하였고 두 자극 사이의 시간은 20,
40, 80, 160, 320, 640, 1280, 2560, 5120 ms 로 하여 총 세 번씩 반복하여
평균을 내었다. 두 자극 사이의 간격에 따라 두 번째 자극에 의한 반응의 기
울기와 첫 번째 자극에 의한 반응의 기울기의 비율을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대조군 (20 ms; 1.38 ± 0.03, 40 ms; 1.45 ± 0.03. 80 ms; 1.44 ± 0.02,
160 ms; 1.30 ± 0.02, n = 33 from 17 mice) 에서는 Iberiotoxin (100 nM)의
효과가 없었으나 (20 ms; 1.36 ± 0.04, 40 ms; 1.41 ± 0.03. 80 ms; 1.38 ±
0.03, 160 ms; 1.23 ± 0.02, n = 11 from 6 mice)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
스 (20 ms; 1.51 ± 0.03, 40 ms; 1. 58 ± 0.03. 80 ms; 1.54 ± 0.02, 160
ms; 1.37 ± 0.02, n = 30 from 16 mice) 에서는 Iberiotoxin (100 nM)을 처
리했을 때 대조군의 수준만큼 떨어지는 현상을 보았다 (20 ms; 1.45 ± 0.04,
40 ms; 1. 48 ± 0.03. 80 ms; 1.44 ± 0.02, 160 ms; 1.28 ± 0.02, n = 10
from 5 mice) (fig 7 B). 이를 통해 Iberiotoxin이 대조군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고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만 영향을 미쳐서 대조군의 수준만큼 회
복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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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에서 Iberiotoxin 처리에
따른 시냅스 가소성의 변화 유무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 조직에서 장기 강화가 Iberiotoxin 처리
에 따라 변화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정상적인 ACSF에 Iberiotoxin (100 nM)
을 넣고 장기 강화를 측정하였다. field potential은 ACSF 존재 하에 0.07 Hz
로 CA3에 자극하고 CA1에서 기록하였다. 20 분의 기록 안정화 이후에 TBS
를 주고 한 시간 동안 반응의 기울기를 기록하였다. 대조군 (120.78 ±
2.24 % of baseline at 1 hr after TBS ; n = 28 from 13 mice) 에서는
Iberiotoxin (100 nM)을 처리했을 때 차이가 없었다 (122.77 ± 2.93 % of
baseline at 1 hr after TBS ; n = 9 from 6 mice).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
스 (134.82 ± 3.87 % of baseline at 1 hr after TBS ; n = 21 from 12 mice)
에서는 증가 했던 장기 강화가 대조군 수준만큼으로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
다 (118.15 ± 3.60 % of baseline at 1 hr after TBS ; n = 6 from 5 mice)
(fig 8 A, B, C). 이러한 결과로 보아 Iberiotoxin의 처리가 대조군에서는 영향
을 미치지 않는 반면,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는 증가한 장기 강화
를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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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mV
10 ms

Figure 3. Normal basal synaptic transmission. (A) The average slope of
input output curve. The bar indicates 0.5 mV and 10 ms. (B) The synaptic
input output relationship was obtained by plotting the slope of evoked
fEPSPs against stimulation intensities. WT, n = 66 from 17 mice; KO, n =
63 from 16 mice,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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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nhanced paired pulse ratio in CRBN KO mouse. (A) The typical
traces of paired pulse ratio are shown for each group. The bar indicates
0.5 mV and 300 ms. (B) An increased paired pulse ratio in CRBN KO
mouse. The ratio of paired pulse responses (second fEPSP slope/first
fEPSP slope) were plotted against interpulse intervals (in ms). Note that
significant differences are observed at 20, 40, 80, 160 ms interpulse
interval. WT, n = 33 from 17 mice; KO, n = 30 from 16 mice, t-test;
**p<0.01,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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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nhanced LTP and normal LTD in CRBN KO mouse. (A) Enhanced
LTP induced by TBS in CRBN KO mouse. WT , n = 28 from 13 mice; KO ,
n = 21 from 12 mice (D) Normal LTD induced by LFS in CRBN KO mouse.
WT , n = 13 from 3 mice; KO , n = 8 from 4 mice (B, E) The typical trace
during baseline (gray) and at last few minutes of recording (black) The bar
indicates 0.5 mV and 10 ms. (C, F) Average fEPSP slope of each group
were calculated as percent of baseline at the last few minutes of recording
after TBS (C) or LFS (F). Error bars indicate SEM. t-test; **p<0.01,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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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Application of Iberiotoxin does not affect on basal synaptic
transmission. (A) Time courses of mean slope of field potential in
hippocampal slices. The horizontal bar indicates the time when iberiotoxin
(100 nM) was applied (n = 4 from 2 mice). An overlay of representative
field potential traces taken during baseline (gray) and at the last few
minutes of recording (black) is shown for each group. The bar indicates
0.5 mV and 10 ms. Error bars indicate SEM. (B) The synaptic input output
relationship was obtained by plotting the slope of evoked fEPSPs against
stimulation intensities. WT + veh, n = 66 from 17 mice; KO + veh, n = 63
from 16 mice; WT + IbTX, n = 9 from mice; KO + IbTX, n = 6 from
mice,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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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Application of Iberiotoxin affects paired pulse ratio in CRBN KO
mouse. (A) The typical traces of paired pulse ratio are shown for each
group. The bar means 0.5 mV and 300 ms. (B) Application of iberiotoxin
(100 nM) in WT does not affect paired pulse ratio. But in CRBN KO mouse,
paired pulse ratio was recovered by iberiotoxin (100 nM). WT + vehicle
(veh), n = 33 from 17 mice; KO + veh, n = 30 from 16 mice; WT + IbTX, n
= 11 from 6 mice; KO + IbTX, n = 10 from 5 mice, ANOVA;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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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Application of Iberiotoxin affects LTP in CRBN KO mouse. (A)
Application of iberiotoxin (100 nM) in WT does not affect LTP. But in
CRBN KO mouse, LTP was recovered by iberiotoxin (100 nM). WT +
vehicle (veh), n = 28 from 13 mice; KO + veh, n = 21 from 12 mice; WT +
IbTX, n = 9 from 6 mice; KO + IbTX, n = 6 from 5 mice (B) overlies of
representative field potential traces taken during baseline (gray) and at
the last few minutes of recording (black) is shown for each group. The bar
means 0.5 mV and 10 ms. (C) Average fEPSP slope of each group were
calculated as percent of baseline at the last few minutes of recording after
TBS. ANOVA; **p<0,05, ns;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with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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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본 연구자는 정신지체를 일으키는 유전자 중 하나인 세레브론이 시냅스 가소
성 조절에 기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의 해마
에서 전기생리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우선 세레브론 유전
자 결핍 마우스 해마에서 기본적인 시냅스에서의 신호전달이 제대로 일어나는
지 확인하기 위해 input output relationship을 측정한 결과 정상임을 확인하
였다 (fig 3). 그 다음 시냅스 전 세포 말단에서 신경전달물질을 분출하는 과
정에 문제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paired pulse ratio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마우스에서 paired pulse ratio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
였다 (fig 4). 장기 강화와 장기 약화를 측정하였을 때는 장기 약화는 대조군
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지만 장기 강화는 대조군보다 더 증가하는 수준을 보였
다 (fig 5).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paired pulse ratio 증가와 장기
강화의 증가에 대한 원인을 찾고자 세레브론과 상호작용하여 negative하게 조
절된다고 알려진 BK channel 의 blocker를 처리하여 input output
relationship, paired pulse ratio, 장기 강화를 각각 측정하였다. 그 결과 대조
군에서는 모두 약물에 의한 변화가 없었다 (fig 6, 7, 8). 그러나 세레브론 유
전자 결핍 마우스에서는 input output relationship에서는 변화가 없었지만
(fig 6) paired pulse ratio와 장기 강화에서 약물을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의
수준만큼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7, 8). 따라서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paired pulse ratio 증가와 장기 강화의 증가가 BK channel을 막
았을 때 정상수준만큼 회복되는 것을 관찰한 것은 세레브론이 BK channel을
조절함으로서 시냅스 가소성 조절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
다.
세레브론은 세포 내에서 cytoplasm과 juxtanuclear region에 주로 발현되어
있다 (Higgins et al., 2010; Xin et al., 2008). 그러나 구조나 도메인에 대한
연구, 분자적 기능 등 세레브론 자체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그와 반
면, 세레브론과 상호작용하는 분자는 총 4 가지가 알려져 있다. 첫 번째로 세
레브론은 BK channel 과 결합한다 (Jo et al., 2005). 해마에서 세레브론과
BK channel 의 alpha subunit과의 결합이 BK channel 의 tetramer 형성을
막고 세포막으로 발현되는 것을 막는다 (Jo et al., 2005). 두 번째로 세레브론
은 voltage gated chloride channel 2 (ClC-2) 와 결합한다 (Hohberger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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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레티나 셀의 세포막에서 세레브론의 Lon protease 부분과 ClC-2 의
C-terminus 가 결합한다고 알려져 있다 (Hohberger et al., 2009). 그러나 세
레브론이 ClC-2 의 기능을 조절하지 않고 (Hohberger et al., 2009), 해마에
서 결합하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세 번째로 세레브론은
AMP-Kinase (AMPK) 와 결합한다 (Lee et al., 2011). 세레브론은 해마에서
AMPK의 alpha subunit과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AMPK의 alpha subunit과
gamma subunit이 상호작용하는 것을 막고 AMPK의 기능을 저하시킨다 (Lee
et al., 2011). AMPK는 세포 내 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기능을 조절한다
(Tokunaga et al., 2004). 뇌에서는 AMPK 결핍 마우스에서 시냅스 가소성 관
점에서 단백질 합성 의존적인 long lasting LTP 를 저하시킨다 (Potter et al.,
2010). 마지막으로 세레브론은 damaged DNA binding protein 1 (DDB1) 과
결합하여 E3 ubiquitin ligase complex를 형성하고 ubiquitination 기능을 가
진다 (Ito et al., 2010). E3 ubiquitin ligase complex에서 세레브론의 역할은
밝혀진 바가 없으며 ubiquitination 시키는 분자 또한 알려진 바가 없다. 세레
브론은 또한 thalidomide와 결합하며 그로 인해 ubiquitination 기능이 억제된
다 (Ito et al., 2010). 그러나 설치류에서는 thalidomide에 의한 효과가 보이지
않는다 (Brent, 1964). 이는 종에 따라 그 역할이 미비하거나 기능을 하지 않
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thalidomide와 ubiquitination에 대한 세레브론
연구를 설치류에서 수행하는 것은 제약이 있을 것이다.
본 연구자는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보인 paired pulse ratio와 장
기 강화의 변화의 원인을 찾고자 세레브론과 상호작용하는 4 가지 분자들 중
가장 유력한 후보를 BK channel로 선정하였다. BK channel 은 뇌에서 다양하
게 발현되어 있으며, 해마에서 pyramidal neuron에 분포되어 있다 (Sailer et
al., 2006). 신경세포의 흥분성과 신경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한다고 밝혀져
있다 (Hu et al., 2001). 신경세포에서 위치에 따라 cell body에서는 재분극에
관여를 하고 axon terminal에서는 세포 내 과도한 칼슘이나 과도한 세포막 탈
분극을 인지하여 K+를 세포 밖으로 내보냄으로서 평형성을 유지시키는 역할
을 한다 (Latorre et al., 2006). 따라서 세레브론을 통한 BK channel의 조절
이 뇌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
본 연구자는 위와 같은 이유로 세레브론이 BK channel을 조절함을 통해서 시
냅스 가소성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정하에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레브론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 BK channel blocker인 iberiotoxin을 처리함으로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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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브론이 BK channel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을 비슷하게 따라한 상태에서
실험을 하였다. 그 결과 증가했던 paired pulse ratio와 장기 강화가 대조군의
수준만큼 떨어지는 것을 관찰하였고 이는 세레브론이 BK channel 조절을 통
해 시냅스 가소성 조절에 참여할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해마의 CA3 - CA1 pathway에서 iberiotoxin은 시냅스 전 세포 말단, 즉
CA3 말단의 BK channel에만 영향을 미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BK
channel의 활동성이 미미하나 다른 potassium channel의 기능을 막으면 크게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Hu et al., 2001). 즉, BK channel의 활동성은 비
정상적인 상황에서 크게 보인다. BK channel의 세포막 발현을 negative하게
조절하는 세레브론의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시냅스 가소성의 변화와
iberiotoxin에 의한 회복은 BK channel이 과도하게 세포막에 발현되어있는
비정상적인 상태임을 유츄할 수 있다.
최근 Kv4.2 (voltage gated potassium channel) 의 발현증가가 취약 X 증후
군에서 보이는 mental retardation phenotype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Lee et al., 2010). 취약 X mental retardation 단백질 (FMRP) 때문에 발현이
억제되고 있던 Kv4.2가 FMRP 유전자 결핍 마우스에서 증가되고, 변화된 시
냅스가소성이 Kv4.2의 blocker를 처리함으로서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는 K+ 채널의 조절이 mental retardation의 발병에 중요하다는 상관관계를
잘 보여주는 예이다.
따라서 세레브론이 어떻게 BK channel을 조절하여 시냅스 가소성을 조절하는
지 연구하면, 세레브론에 의한 정신지체 환자에게 뇌에만 BK channel
blocker를 투여하면 치료가 가능할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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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egulation of synaptic plasticity
by Cereblon
in the mouse hippocampus

Hui Yeon Ko
Interdisciplinary program in Neuro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Mental retardation (MR) affects approximately 1-3% of the general pop
ulation. About 300 genes are known to cause MR. Cereblon(CRBN) is h
ighly expressed in the brain, and is related to an autosomal recessive
non-syndromic mental retardation which associated with IQs ranging fr
om 50 to 70. However, the pathological mechanism of CRBN is not full
y understand. CRBN interacts with some proteins that play an importan
t role in learning and memory; therefore the main goal of this paper to
study the function of CRBN on the regulation of hippocampal synaptic
plasticity, which is strongly related to the learning and memory. It orde
rs to study the changes in synaptic neurotransmission and plasticity in
CRBN knockout mice, I examined field excitatory postsynaptic potential
(fEPSP) recordings in schaffer colleteral pathway of mouse hippocampu
s. Basal synaptic transmission measured by input/output relationship wa
- 29 -

s normal in CRBN KO mouse. I tested a paired-pulse ratio (PPR) to ch
eck a change of neurotransmitter release in presynaptic terminal, and f
ound it was reduced in CRBN KO mouse. Interestingly I found an incre
ase in theta burst stimulation induced long term potential (LTP) inducti
on, whereas a low frequency stimulation long term depression (LTD) w
as normal in CRBN KO mouse. CRBN reduces the surface expression o
f BKCa channels by binding with its a subunit. BKCa channels regulate s
pike repolarization and transmitter release in the presynaptic terminal o
f hippocampus. Thus it is possible that the changes in synaptic transmi
ssion and plasticity in CRBN KO mice are due to a change in BKCa cha
nnel activity. To test this hypothesis, I applied iberiotoxin, a BKCa chan
nel inhibitor to the hippocampus of CRBN KO mice. Even Iberiotoxin
was applied, basal synaptic transmission measured by input/output relati
o n s hi p w a s n o r m a l i n CR BN K O mo us e . But after application of
Iberiotoxin, PPR and LTP were recovered in CRBN KO mous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RBN could modulate synaptic plasticity by
interacting with BKCa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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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tentiation, Paired-pulse ratio, BKCa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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