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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amate is one of the principle transmitters in the CNS. Ionotropic receptors of glutamate, se-
lectively activated by N-methyl-D-aspartate (NMDA),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processes of cell 
development, learning, memory, and etc. On the other hand, many studies discovered that over-acti-
vation of glutamate receptors leads to neurodegeneration and are known to be implicated in major 
areas of brain pathology. Any sustained effect of a transient NMDA receptor activation is likely to 
involve signaling to the nucleus and to trigger coordinated changes in gene expression. Classically, 
a set of immediate-early genes are induced first; some of genes are by themselves transcription factors 
that control expression of other target genes. This study provides understanding of changes of in-
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mRNA levels with RT-PCR by inducing over-activation of NMDA re-
ceptor with intraperitoneal NMDA injection. The experimental conditions were varied by 1, 5, 25, and 
125 g/ of body weight NMDA and measured transcription factors mRNA levels are Egr-1, c-Jun, JunB, 
and FosB. Based on result obtained,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mRNA in NMDA injection to mice 
with 5 g/body weight showed the greatest change. And ITF mRNA showed greatest change 24 hr 
after injection. The expression level of JunB mRNA was markedly changed. Up to the present days, 
no study clearly understood how ITF mRNA affected the apoptosis of purkinje cells in the cerebellum. 
The current study improves the understanding of the mechanism of apoptosis of purkinje cells in the 
cerebell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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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성전하를 갖는 아미노산인 glutamate와 Asparate는 소뇌

의 오름신경로(ascending tract)에서 작용하는 흥분성 신경전

달물질로서[23] 중추신경계에서 다른 종류의 아미노산보다 높

은 농도를 유지하면서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거나 신경전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정상 이상의 농도에서는 

신경과흥분을 유발한다[11, 29]. 신경과흥분은 신경세포의 수

지돌기의 말단부에 있는 NMDA, Quis, KA로 구성되는 흥분

성 수용체[32]에 대한 과도한 자극으로 인하여 신경세포가 손

상을 받는 것을 지칭하는 것으로[25, 26], 그 중에서 NMDA 

수용체는 신경 전달을 담당하는 수용체로서 glutamate 수용체

의 ionotropic glutamate 수용체 중 하나이며[20], 리간드, 전압 

그리고 Ca2+의 투과성에 의존하여 수용체의 채널이 열리는 특

성을 가지고 있다[21]. 이 수용체는 GluR1 (NR1 in rat)와 

GluR (NR2)의 두 개의 subunit family로 구성되어있으며[35], 

뇌에서 분포는 neocortex에는 주로 GluR1과 GluR2 subunit가 

분포되어 있다. prefrontal cortex에는 모든 layer에서 GluR1이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8], 소뇌에서는 과립세포층에 많이 

분포하고 있다[32]. 이들 수용체의 발현시기는 성장과정의 특

정시기에 정해져 있지 않고 다양한 시기에 발현한다. 특히 소

뇌의 Purkinje cell에서 GluR1 subunit mRNA는 출생 후부터 

1년 동안 모든 Purkinje cell clusters에서 발현되지만 GluR 

subunit의 발현시기는 출생 후에 처음 나타나 1년까지 발현이 

지속되고, GluR2, 4 subunit는 출생 시에 일시적으로 발현되었

다가 사라지며, GluR3 subunit의 경우에는 발현이 전혀 관찰

되지 않는다[24]. NMDA 수용체가 과흥분 되면 뇌에서 저산

소증에 의한 국소빈혈, 발작성 경련, 괴사 등을 유발하여 신경

변성을 일으키고[2, 28], NMDA 수용체의 과흥분에 의한 일시

적인 활성은 NMDA 수용체와 L-voltage-sensitive calcium 

channel의 활성화에 의해 유도되는 transcription factor에 의

해서 신호전달과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다[32]. 

Transcription factor 중의 하나인 inducible transcri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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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CR primer sequences of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Egr-1, C-Jun, JunB, FosB) 

Primer Sequence

Egr-1
forward

reverse

5’-tttcctcactcacccaccat-3’

5’-tcgtttggctgggataactc-3’

c-Jun
forward

reverse

5’-acgaccttctacgacgatgc-3’

5’-ctcgtcggtcacgttcttg-3’

JunB
forward

reverse

5’gacgacctgcacaagatgaa-3’

5-tcctctttaaaggcggaagc-3’

FosB
forward

reverse

5’-aaccaccagtggacctgtgt-3’

5’-cttcgtaggggatcttgcag-3’

factors [12, 31]는 통증, 다양한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neuro-

trophins, long-term potentiation, 학습, 발작, 흥분, 신경변성, 

저산소성 국소빈혈, 뇌신경손상, 신경절제, 약제내성에 의해

서 유도된다[37]. 배양된 cerebellar granule neurons을 이용한 

in vitro 실험에서 glutamate 또는 NMDA에 의해 c-fos mRNA

와 Fos protein이 발현이 유도되며[30], 또한 배양된 purkinje 

cell에서 NMDA를 10~30 μM을 투여하면 purkinje cell의 수명

을 연장시키는 반면에, 250 μM을 투여하면 수명을 단축시켜 

NMDA의 투여 양에 따라 purkinje cell의 수명에 변화가 나타

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4]. 실험동물을 이용한 in vivo 실험

에서는 경련을 유발하는 용량의 NMDA 또는 Kianate를 복강

으로 주입하면 뇌에서 Fos protein과 c-fos mRNA의 발현이 

유도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c-fos의 발현은 NMDA 주입 후 

일시적으로 나타났지만 Kianate를 주입한 경우에는 c-fos의 

발현이 NMDA를 주입한 경우보다 더 오래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36].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발현은 glutamate receptors

의 활성에 의해서 유도되지만 아직까지 NMDA receptor와 

연관관계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MK-801, CPP, APH 등의 

NMDA receptor antagonist는 전체적인 단백질 합성에는 영

향을 미치지 않지만 위에서 언급한 다양한 자극 후에 Fos-like 

면역활성이 나타나지 않고, c-fos의 경우에는 glutamate의 자

극에 의해서 mRNA의 합성이 억제되지만, 다른 자극 후에는 

합성의 억제가 부분적이거나 전혀 억제가 되지 않는다. 이러

한 결과는 NMDA receptor에 의한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의 발현이 유도 될 수 있다는 현상을 제시할 뿐만 아니

라 신경전달과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가 유도되는 연

관관계가 gene transcription 수준에 한정되지 않음을 의미하

고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EAA 수용체의 하나인 NMDA 수용체의 과

흥분에 의해서 뇌조직이 손상을 받는 원인이 inducible tran-

scription factor의 발현변화에 의한 뇌세포 내의 유전자의 발

현이 변화의 주요 요인일 것으로 판단하여, NMDA를 mouse

의 복강 내로 투여하여 NMDA 수용체의 과흥분을 유도한 후, 

뇌 조직에서 mRNA의 발현에 영향을 주는 transcription fac-

tor (Egr-1, c-jun, JunB, FosB)의 mRNAs 발현을 RT-PCR 방법

으로 비교, 분석하였다.

재료  방법

공시동물

공시동물은 한국생명공학연구원에서 분양 받은 52마리의 

생후 56일령의 Balb/C mouse를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실험 

기간 동안 무균실에서 고형사료와 수돗물을 자유롭게 공급하

였다(KRIBB-AEC-13056). 

NMDA 투여

NMDA 투여군은 16마리의 mouse를 4마리씩, NMDA투여

량에 따라 4개군으로 구분하고, 정상 대조군에 대해서 300 μl

의 PBS를 mouse의 복강 내에 주사로 투여 하였으며, 실험군에 

대해서는 300 μl의 PBS에 NMDA (Sigma, Cat No. M-3262 

U.S.A)를 mouse의 체중 g 당 각각 1, 5, 25, 125 μg을 녹여 

정상 대조군과 동일한 방법으로 복강 내에 투여하였다.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은 투여군 별로 구분된 사육시설에서 12, 24, 

48, 72시간 동안 사육하였다. 이 실험은 동일한 조건으로 3회 

반복실험을 실시하였다.

RT-PCR에 의한 transcription factors의 발 량 분석

RT-PCR은 RT-PCR Kit (Stratagene. U.S.A)에 제시된 방법

에 따라 수행하였으며, PCR반응에 사용한 primers (β-actin 

및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는 Primer-3 program을 이

용하여 제작한 primer (Table 1)를 Genotech (Korea. 

Daegeon)에 의뢰하여 제작하였다. PCR 반응은 GeneAmp 

PCR system 2700 (Perkin-Elmer/Centus, Norwalk, CT)을 사

용 하였으며 50 μl의 반응액 (Templete DNA 1 μl, 10 pmole 

forward primer 1 μl, 10pmole reverse primer 1 μl, Taq poly-

merase(5U/μl), 0.3 μl (Superbio. Korea), 10×buffer Ⅰ 2.5 μl 

(Superbio. Korea), 10×buffer Ⅱ, 2.5 μl (Superbio. Korea), 

10mM dNTP 1.5 μl, DW 40.2 μl)으로 95℃, 5분에서 1 cycle, 

95℃, 1분, 54℃, 1분, 72℃, 1분에서 각 15, 20, 25, 30 cycles, 

72℃에서 10분 1 cycle로 수행하였다. 

NMDA 처리 후의 mRNA의 발현 양상에 대한 비교는 PCR 

반응산물을 전기영동 후, 실험군의 mRNA로부터 증폭된 

DNA의 강도를 β-actin mRNA로부터 증폭된 DNA의 강도로 

나눈 값을 1로 정하고, 각 농도 및 시간 별로 NMDA를 투여한 

군의 mRNA로부터 증폭된 DNA의 강도를 β-actin mRNA로

부터 증폭된 DNA의 강도로 나눈 값과 비교하였다.

결    과

NMDA 투여군과 정상 조군의 임상증상



Journal of Life Science 2015, Vol. 25. No. 9 1045

Fig. 1. β-actin mRNA sensitivity in each mRNA sample from RT-PCR reaction cycle. PBS(C) or NDNA was injected into mice 

abdomen and mRNA samples from cerebrum were extracted after each 12, 24, 48, 72 hr after injection. A; agarose electro-

phoresis pattern of RT-PCR reaction. B; ratio changes of mRNA expression based on β-actin expression, C;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300 μl PBS into abdomen, 1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1 μg/B.W NMDA into abdomen, 5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5 μg/B.W NMDA into abdo-

men, 25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25 μg/B.W NMDA into abdomen

NMDA를 투여한 후 12, 24, 48, 72시간 경과 후 NMDA 

투여군에서 나타난 임상증상은 체중 g 당 125 μg의 NMDA를 

투여한 군에 대한 3회의 실험에서 총 12마리 중 9마리가 10분 

이내에 발작성 경련을 일으키고 즉사하였으며, 그 외의 군에

서는 NMDA 투여 후 뇌를 적출하기 전까지 이상이 있는 임상

증상을 나타내지 않았다. 

Transcription factor의 상  발 량의 비교

실험대상이 되는 mRNA의 상대적 발현량을 보정하기 위해

서 먼저 정상 대조군과 NMDA 투여군의 시료에서 추출된 to-

tal mRNA를 주형으로 하여 β-actin 유전자에 대한 RT-PCR의 

감도를 측정하였다(Fig. 1). RT-PCR에 의한 감도를 비교한 결

과, 15 cycles의 PCR 반응에서는 모든 시료에서 RT-PCR 반응 

결과물을 확인 할 수 없었으며, 25 cycles의 RT-PCR 반응에서

는 반응산물의 포화에 의해 각 시료간에 증폭된 DNA의 양의 

차이를 판별할 수 없었다. 그러나 20 cycles의 PCR 반응에서는 

각 시료간의 증폭된 DNA의 양의 차이를 유의성 있게 측정할 

수 있어, transcription factor mRNA의 발현 량을 비교하기 

위해서 20 cycles의 RT-PCR 반응을 사용하여 β-actin mRNA

의 발현량을 기준으로 각 transcription factor의 mRNA 발현

에 대한 양적인 차이를 보정하였다. 

Egr-1 mRNA의 발  양상

(Fig. 2A)는 NMDA 투여량과 투여 후 경과시간에 따른 

Egr-1 mRNA의 RT-PCR 반응을 agarose 전기영동으로 확인

한 결과이며, (Fig. 2B)는 각 시료에 따른 mRNA의 발현량의 

상대적인 비율의 변화를 나타낸 그래프로 나타내었다. 본 논

문에서 조사된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에 대해서 동일한 

방법으로 결과를 나타내었다. 

Erg-1 mRNA의 발현량은 NMDA 투여량이 일정할 때 투여 

경과시간에 따라서, 또한 투여 후 일정한 시간에서 투여 량에 

따라 발현량의 차이를 나타내었다. NMDA 투여 12시간 후에

는 모든 NMDA 투여량에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이후 

NMDA의 투여량에 따라 변화를 보였다. 체중 g 당 1 μg의 

NMDA를 투여하였을 때, 투여 후 24시간까지는 정상 대조군

에 비하여 mRNA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48 시간 경과 후에

는 mRNA의 발현이 다른 투여군과 비교하여 소폭 증가한 다

음 72시간까지 급격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후에 가장 많은 증

가율을 보였으며, 72시간까지 높은 증가율이 지속되었다. 체

중 g 당 25 μg의 NMDA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투여 후 12시간 

경과 이후 급격히 증가하여 24시간 후에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낸 후에 감소하여 72시간 후에는 대조군과 거의 같은 정

도로 감소하였다. 반면, NMDA 투여 후 일정한 시간에서 

NMDA 투여량에 따른 변화는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여하였을 경우에 가장 많은 변화를 나타내었으며, NMDA

의 투여량에 비례하여 mRNA의 발현량이 증가하는 양상은 

나타내지 않았다.  

c-Jun mRNA의 발  양상

NMDA 투여 12시간 경과 후 모든 투여군에서 c-Jun mRNA

의 발현량의 증가가 나타났으며, 체중 g 당 1 μg의 NMDA를 

투여했을 경우에 다른 투여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

였다. 투여 후 48시간까지는 증가율을 감소하였으나 정상 대

조군에 비하여 mRNA의 발현이 증가한 상태가 유지되었으며, 

이후 72시간 경과 후까지 급속히 감소하여 정상 대조군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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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xpression pattern of Erg-1 mRNA in total mRNA sam-

ples by RT-PCR reactions. mRNA sample were extracted 

after 12 hr, 24 hr, 48 hr, 72 hr from cerebrum of mouse 

that injected PBS(C) or NMDA into abdomen. A; agarose 

electrophoresis pattern of RT-PCR reaction, B; ratio 

changes of mRNA expression based on β-actin ex-

pression, C;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300 μl PBS into abdomen, 1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1 μg/B.W 

NMDA into abdomen, 5 μg/B.W: total mRNA that ex-

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5 μg/B.W NMDA into 

abdomen, 25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25 μg/B.W NMDA into abdomen.

A

B

Fig. 3. Expression pattern of c-Jun mRNA in total mRNA sam-

ples by RT-PCR reactions. mRNA sample were extracted 

after 12 hr, 24 hr, 48 hr, 72 hr from cerebrum of mouse 

that injected PBS(C) or NMDA into abdomen. A; agarose 

electrophoresis pattern of RT-PCR reaction, B; ratio 

changes of mRNA expression based on β-actin ex-

pression, C;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300 μl PBS into abdomen, 1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1 μg/B.W NMDA 

into abdomen, 5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5 μg/B.W NMDA into abdomen, 

25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25 μg/B.W NMDA into abdomen

발현이 감소하였다.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여했을 경우

에는 투여 후 72시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었다. 체중 g 당 25 μg의 NMDA를 투여 했을 경우에는 24시간 

경과 후까지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mRNA의 발현량에 거의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이후 mRNA의 발현이 증가하여 

72시간 경과 후에는 투여군 중에서 가장 높은 증가율을 나타

내었다. 반면, NMDA 투여 후 일정한 시간에서 투여량에 따른 

변화는 48시간 후까지 모든 투여군에서 증가하였으며, 이후에

는 투여 량에 따라 감소 혹은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JunB의 mRNA의 발  양상  

 체중 g 당 1 μg의 NMDA를 투여 했을 경우에는 투여 후 

12시간부터 24시간까지 증가한 상태를 유지하다가 48시간에

서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mRNA의 발현이 가장 많이 증가하

였고 이후 감소하여 72시간 경과 후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

여 mRNA의 발현이 소폭 감소하였다.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여 했을 경우 투여 후 12시간 경과 후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mRNA의 발현이 감소하였으나 이후 증가하

여 48시간까지 급격한 증가율을 나타내고, 72시간까지 증가 

폭은 감소하나 지속적으로 발현율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

다. 체중 g 당 25 μg의 NMDA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투여 후 

24시간까지 정상 대조군보다 발현이 감소되어 나타났지만, 그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8시간에서 최고의 증가율을 나타

내었고, 이후 72시간까지 증가율은 감소하나 정상 대조군보다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JunB의 경우 NMDA 투여 

후 일정한 시간에서 투여량에 따른 변화는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여하였을 경우에 본 실험에서 조사 대상으로 한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Egr-1, c-Jun, JunB, FosB) 중에

서 mRNA의 발현이 가장 급격하고 가장 높은 증가율을 보였

다.  

FosB의 mRNA의 발  양상

FosB의 mRNA를 대상으로 한 RT-PCR 반응에서는 비특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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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4. Expression pattern of JunB mRNA in total mRNA sam-

ples by RT-PCR reactions. mRNA sample were extracted 

after 12 hr, 24 hr, 48 hr, 72 hr from cerebrum of mouse 

that injected PBS(C) or NMDA into abdomen. A; agarose 

electrophoresis pattern of RT-PCR reaction, B; ratio 

changes of mRNA expression based on β-actin ex-

pression, C;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300 μg PBS into abdomen, 1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1 μg/B.W 

NMDA into abdomen, 5 μg/B.W: total mRNA that ex-

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5 μg/B.W NMDA into 

abdomen, 25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25 μg/B.W NMDA into abdomen.

A

B

Fig. 5. Expression pattern of FosB mRNA in total mRNA sam-

ples by RT-PCR reactions. mRNA sample were extracted 

after 12 hr, 24 hr, 48 hr, 72 hr from cerebrum of mouse 

that injected PBS(C) or NMDA into abdomen. A; agarose 

electrophoresis pattern of RT-PCR reaction, ; RT-PCR 

product of FosB, B; ratio changes of mRNA expression 

based on β-actin expression, C; total mRNA that ex-

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300 μl PBS into abdomen, 

1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

jected 1 μg/B.W NMDA into abdomen, 5 μg/B.W: total 

mRNA that ex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5 μg/B.W 

NMDA into abdomen, 25 μg/B.W: total mRNA that ex-

tracted from cerebrum injected 25 μg/B.W NMDA into 

abdomen.

적 반응에 의한 산물이 나타났으나, 증폭된 DNA 단편 중에서 

FosB의 mRNA에서 유래하는 DNA산물을 명확히 구별할 수 

있고, 투여한 NMDA의 용량에 따른 변화를 반영하고 있어 

FosB로부터 증폭된 DNA를 대상으로 β-actin의 DNA와 비교

하여 FosB mRNA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g 당 1 μg의 NMDA

를 투여 했을 경우에는 발현이 48시간까지 정상 대조군보다 

증가하였으나, 이후 감소하여 72시간에는 정상 대조군보다 감

소하였다.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투여 

후 12시간이 경과하였을 때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mRNA의 

발현이 감소하나 이후 증가하여 48시간 경과 후에 mRNA의 

발현이 최고치에 이른 후, 72시간까지 증가율이 감소하면서 

정상 대조군보다 발현이 다소 증가하였다. 체중 g 당 25 μg의 

NMDA를 투여했을 경우에는 투여 후 12시간 경과 후에는 정

상 대조군에 비하여 mRNA의 발현의 변화가 감소하였지만 

이후 48시간 경과 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48시간 경과 

후에 증가율이 최고치에 이른 후 72시간 경과 후에는 정상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반면, NMDA투여 후 일정한 시

간에서 투여량에 따른 변화는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

여하였을 경우에 가장 급격한 변화를 나타내었다.

고   찰

NMDA (N-methyl-D-asparrate)는 신경세포에 있는 수용체

로 도파민 D1 수용체와 직접적인 상호작용을 하면서 상호작

용의 결과에 따라 세포의 사멸을 조절하거나, 정상적인 세포 

사이의 통신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포유동물의 뇌에서 

NMDA 수용체는 성장하는 동안에 신경접합부의 형성 또는 

long term potentiation (LTP), 기억, 학습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NMDA receptor가 과흥분 되면 저산소증에 

의한 국소빈혈, 발작성 경련, 괴사 등을 유발하여 신경변성을 

일으킨다[10, 22]. 본 실험에서는 NMDA 수용체가 과흥분 될 

경우에 나타나는 증상들에 관련된 기전을 해석하기 위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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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내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는 transcription factor에 

대해서 mouse를 대상으로 NMDA 양과 투여 경과 시간에 따

른 변화를 관찰하였다. mouse에 NMDA를 체중 g 당 1, 5, 

25, 125 μg을 투여한 후에 임상증상을 관찰한 결과 체중 g 당 

125 μg의 NMDA를 투여하였을 때, 투여군 12마리 중에서 9마

리가 투여 후 수 분 이내에 발작성 경련을 일으키고 즉사하였

다. 이 결과는 발작성 경련에 의한 폐사가 고농도의 NMDA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NMDA투여군과 정상 대조군의 소뇌로부터 추출한 total 

RNA에 포함된 대상 transcription factor의 양을 측정한 결과

에서 PCR 반응을 20 cycles로 실시하였을 때 각 실험 대상이 

되는 transcription factor mRNA의 양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는 동일한 양의 total RNA에 포함

된 각 transcription factor mRNA의 양이 다르다는 것을 의미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결과를 근거로 각 실험대상이 되는 

NMDA를 투여한 후의 transcription factor mRNA에 대해서 

양적인 변화를 비교할 수 있었다. NMDA투여군에서 in-

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Egr-1, c-Jun, JunB, FosB) 

mRNA의 발현의 변화는 NMDA 투여량이 일정할 때 투여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변화는 NMDA투여 후 24시간에서 가장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NMDA의 투여량에 따른 변화는 체중 

g 당 5 μg의 NMDA를 투여하였을 때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의 발현의 변화가 현저하게 나타났으며, JunB mRNA

의 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다. 본 실험의 결과는 NMDA의 

투여에 의해 NMDA 수용체가 활성화되어 본 실험에서 조사

된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Egr-1, c-Jun, JunB, FosB) 

mRNA의 발현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을 나타낸다. 이러한 실

험결과는 FosB mRNA의 발현의 변화가 배양된 cerebellar 

granule neurons에서 glutamate 또는 NMDA에 의해서 c-fos 

mRNA와 Fos protein의 발현을 유도한다는 실험결과[30, 33]

와 일치하고 있으며, Egr-1 mRNA의 발현의 변화는 gluta-

mate에 의한 NMDA 수용체의 활성에 의해 소뇌에서 Egr-1 

mRNA의 발현이 유도된다는 보고와[5, 30], NMDA의 복강 

내 투여에 의해 소뇌, 대뇌피질, 해마에서 Egr-1 mRNA의 발

현이 증가한다는[36] 보고와 일치하고 있다. 또한 JunB mRNA

의 발현의 변화는 소뇌의 granule cell에 다량의 NMDA를 투

여하였을 때 JunB의 발현에 영향을 준다는 보고와도[9, 15] 

일치하고 있다. 현재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NMDA re-

ceptor와 L-voltage-sensitive calcium channel이 활성상태가 

되면 Ca2+과 calmodulin이 결합하여 핵 내로 이동하여 핵 내의 

CaM kinase (Ca2+/calmodulin-dependentkinases) Ⅳ의 활성

화와 CREB(cAMP-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의 

Ser133을 인산화시키며, 또한 Ca2+은 Ras/ERK/RSK pathway

를 활성화시켜, 활성화된 ERK kinase와 RSK kinase는 protein 

kinase A의 활성에 의하여 핵 내로 이동한다. 핵 내에서, ERK

는 Elk-1을 인산화시키는 반면에 RSK kinase는 constitutive 

transcription factor인 CREB을 인산화시켜 CRE와 결합하여 

transcription을 활성화시키면서, 또한 coactivator CBP는 핵 

내 Ca2+, CaM kinase Ⅳ, protein kinase A에 의해서 활성화되

고, 핵 내 Ca2+은 repressor protein인 DREAM(downstream 

regulatory element antagonist modulator)과 결합하여 c-fos 

gene의 transcription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Transcription factors는 특정한 자극의 반응에서 immedi-

ate-early gene으로 발현되는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s에 의해서 발현되고 조절되는 

constitutive transcription factors, glucocorticoid receptor와 

같은 ligand-activated transcription factors로 구분된다[31]. 

그 중 본 실험에서 mRNA의 변화를 관찰한 Inducible tran-

scription factors로부터 발현되는 protein은 AP1 (activator 

protein 1)으로 알려져 있는 actual transcription factor를 형성

하기 위하여 leucine zipper motifs를 통하여 heterodimer를 

형성하며 TRE (TPA response element)로 불려지는 

TGACTCA의 DNA 염기서열을 인식하고 결합한다[31]. 즉 

Fos/c-Jun, FosB/c-Jun, Fos/JunD 등의 AP1는 활성적이지만 

c-Jun/JunB, JunB/JunB, FosB/JunB은 비활성적이다. 이들 

AP1이 TRE와 결합하면 transcription의 repressors로 작용하

며[12], 또한 Fos protein과 Jun protein은 인산화에 의하여 복

합적인 조절을 받는다. 따라서 세포 내에서 c-Jun이 존재하고 

있지만 c-Jun의 TRE에 결합은 c-Jun의 C-terminal region의 

인산화에 의해서 억제된다. 그러나 protein kinase C는 c-Jun

의 인산화된 C-terminal region를 신속하게 탈인산화시켜 

c-Jun을 활성화시킨다[13, 31].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는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 다양한 신경전달물질, 호르몬, neu-

rotrophins, long-term potentiation, 학습, 발작, 흥분, 신경변

성, 저산소성 국소빈혈, 뇌신경손상, 신경절제, 약제 내성 등 

다양한 요인에 에 의해서 유도되는데[37, 21], 이러한 현상에 

관해서는 Egr-1 protein 이 유도되면 c-Jun을 활성화시켜서 신

경의 apoptosis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특히, 소

뇌에서 Egr-1 protein는 granule cell에서 발현이 증가하며[4], 

c-Jun이 활성화되면 potassium deprivation에 의해서 granule 

cell의 사멸을 일으킨다. c-Jun의 발현은 beta-amyloid-medi-

ated apoptosis를 유도하고 Alzheimer's disease (AD)에서 증

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 19]. 그리고 Purkinje cell의 재생 

및 변성은 c-Jun protein은 단독으로는 발생할 수 없고 세포 

내 신호전달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으로 추측된다[3]. Fos와 

Jun transcription factor protein은 Purkinje cell의 사멸에 관련

된 신호전달과 cell death repressor gene인 bcl-2 발현의 조절

에 관여하는 것으로 추측되며[6], Fos protein은 homodimer를 

형성할 수 없기 때문에 FosB/JunD heterodimer가 신경과흥

분에 의한 신경세포의 사멸에 특히 중요한 원인으로 추측된다

[18]. 본 연구의 대상이 된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Egr-1, C-Jun, JunB, FosB)가 어떤 기전으로 소뇌의 purkin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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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의 사멸과정에 관여하는지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의 결과는 NMDA 수용체의 과흥분에 의해서 나타나는 

Egr-1, C-Jun, JunB, FosB transcription factors에 의한 소뇌에

서의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2D-gel 또는 microarray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내의 전체 단백질 혹은 유전자의 변화

[17]를 관찰함으로써 NMDA 수용체의 과흥분에 의한 뇌세포

의 사멸에 관련된 기전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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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NMDA투여에 의한 transcription factor (Egr-1, C-Jun, JunB, FosB)의 발  변화 양상

하종수1,2․김재화3․송재찬1*

(1경북대학교 수의과대학, 2삼화종계, 3의생명중계연구센터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신경과흥분은 신경세포의 수지돌기 말단부에 있는 흥분성 수용체에 대한 과도한 자극에 의해서 신경세포가 손

상을 받는 현상으로 transcription factor의 발현을 유도하여 통증을 유발하는 자극, 학습, 발작, 흥분, 신경변성, 

저산소성 국소빈혈, 뇌신경손상, 신경절제, 약제내성 등의 원인이 된다. 신경과흥분은 정상농도 이상의 NMDA에 

의해서도 유발되는데 본 논문에서는 mouse의 복강으로 과량의 NMDA를 투여하여 소뇌에서 RT-PCR 방법으로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Egr-1, c-jun, JunB, FosB) mRNAs의 상대적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NMDA를 투여

한 군에서 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s (Egr-1, C-Jun, JunB, FosB)가 투여량과 시간의 경과에 따라 다양한 발현

의 변화를 보였으며, NMDA투여 후 일정한 시간에서 투여한 양에 대한 변화는 체중 g 당 5 μg의 NMDA투여한 

경우에 현저한 변화가 나타났다. 조사한 transcription factor 중에서 JunB의 발현 변화가 다른 transcription factor 

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NMDA 투여량이 일정할 때 투여 후 경과 시간에 따른 발현양상은 투여 후 24시간이 

경과한 후에 발현의 변화가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대부분 이 48시간 경과 후 발현이 최고치에 

도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과흥분이 유도된 소뇌에서의 유전자 발현의 변화를 2D-gel 또는 microarray와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내의 전체 단백질 혹은 유전자의 변화를 관찰함으로써 NMDA 수용체의 과흥분에 의한 

뇌세포의 사멸에 관련된 기전을 밝힐 수 있는 좋은 자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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