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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 스트레스에 의한 심방근세포 커넥신 해미채널의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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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tivation of Connexin Hemichannel by Shear Stress in Atrial My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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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hear stress induces global Ca waves in atrial myocytes and this Ca wave has been shown to be sensitive
to connexin (Cx) channel interventio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shear stress activates Cx by measuring dye
flux through the Cx channels in rat atrial myocytes. Because the pores of the hemichannels are large enough to permit
flux of large molecules up to 1000 MW, we used a Cx channel-permeable dye, Calcein, and a Cx-impermeable dye,
Oregon to evaluate Cx-specific activity under shear stress. Application of shear stress (~16 dyn/cm ) using micro-jet
apparatus to single atrial cells induced a significant increase in cellular Calcein efflux. The Calcein efflux was largely
potentiated by the use of Ca -free external solutions which enhance Cx hemichannel activity. However, it was suppressed
by 95% following the pre-treatment of La (2 mM), a gap junction blocker. Pre-exposure to the pannexin inhibitor
probenecid (800 mM) did not alter the calcein efflux under shear stress. In contrast, the Oregon signal was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shear stress exposure, suggesting that calcein efflux by shear exposure was not due to nonspecific
increase in membrane permeability. In a monolayer of HL-1 atrial cell culture treated by the external solutions containing
Cx-permeable Lucifer Yellow dye, cellular dye influx was increased by shear stress. These results suggest that shear stress
activates Cx hemichannels in atrial my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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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ntroduction)

7,8)

부피의 증가에 의해 강해진다. 이러한 부피, 압력의 과부하는 고
혈압, 밸브 질환, 심부전과 같은 심각한 심혈관 질환에 의해 야

심근세포들은 커넥신(connexin, Cx) 단백질들로 구성된 간극접
합(gap junction)들로 서로 연결되어 있다.

1,2)

이 전단 스트레스는 과도한 압력이나

스트레스가 발생된다.

커넥신들은 1 kDa

기 된다.

9,10)

이 질환들은 특히 심방세동 및 치명적인 심실 부정

이하의 이온, 신호전달 물질들을 통과시킬 수 있는 채널을 형성

맥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궁극적으로 고령 심장병 환자에서

하여 세포간 전기적인 통신 및 대사 신호의 전달을 가능하게 한

뇌졸중의 주원인이 된다.

다.

1-5)

기계적 과부하에 의해 발생되는 부

9,10)

정맥의 기전으로 현재까지 신장(stretch)에 대한 심근세포의 반응

접합을 이루는 세포막에는 커넥신 채널로 이루어진 반쪽

의 간극접합(connexon)이 존재하고, 이웃하는 세포와 이 반쪽의

및 기전이 잘 알려져 왔다.

11-15)

그러나 기계적 자극 중 하나인

해미채널(hemichannel)이 결합하여 완전한 간극접합이 형성된다.

전단 스트레스에 대한 심근세포의 반응 및 그 기전은 잘 이해

접합을 이루는 곳 근처의 세포막에는 접합을 이루지 않은 해미

되지 않았다.
심방근세포는 전단 자극을 받을 때 자발적인 활동전위나 길

채널들이 존재한다고 알려져 왔으며, 이러한 커넥신 해미채널은
심장 질환이 진행됨에 따라 늘어나게 된다.

4-6)

아직까지 이 커넥

이 방향의 느린 Ca 웨이브(wave)를 일으킨다.
2+

신 해미채널의 활성화 기전이나 기능은 잘 이해되지 않았다.

16,17)

이러한 웨이

브 및 활동전위는 커넥신 채널을 약물로 억제하면 소멸된다고

심장근육은 매번 수축 시 근육 층들 간의 밀림에 의해 전단

보고된 바 있다.

16,17)

이 선행 보고로 미루어 우리는 전단 자극

에 의해 커넥신이 활성화 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고, 본 연구
에서 이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분리한 흰쥐 심방근세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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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튜브를 통해 유체를 처리함으로써 전단 스트레스를 가
하였다.

16)

커넥신을 선택적으로 통과하는 지시약들을 사용하여

그 채널 기능을 공촛점 영상화 기법과 약리학적 접근으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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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본 연구 결과들은 전단자극이 심방근세포 세포막 커넥

789.55, Thermo Fisher Scientific-Molecular Probes, Eugene OR,

신 채널 기능을 활성화시킴을 보여주고 있다.

USA)을 20분간 처리하여 염료가 세포안으로 들어가게 하였다.
Oregon Green 488 BAPTA-1 AM (MW: 1258.07; Thermo

실험 방법(Experimental Methods)

Fisher Scientific) 염료는 5 µM로 20분간 세포에 처리하였다. 그
후 세포를 실험 챔버에 놓고, 정상 타이로드 용액(조성: 137 mM
NaCl, 5.4 mM KCl, 10 mM HEPES, 1 mM MgCl , 2 mM

심방근세포 분리

17)

2

수컷 백서(SD rat, 약 250 g)를 펜토바르비톨 나트륨(sodium

CaCl and 10 mM glucose, pH=7.4)으로 계속 흘려주었다. 형광

pentobarbital; 150 mg/kg, i.p.)으로 마취한 후, 심장을 적출하였다

측정을 위해 488 nm 레이저 빔을 현미경 대물렌즈를 통해 세포

(충남대학교 동물윤리관리위원회 승인번호: CNU-00368). 분리한

에 쪼이고, 발생되는 형광은 >510 nm 영역에서 영상으로 측정

심장의 대동맥을 랑겐도르프(Langendorff) 관류 장치의 카눌라

하였다. 영상은 공촛점현미경(Nikon A1, Japan)으로 256×256 픽

(cannular)에 연결하여 고정한 후, 대동맥 안으로 0 mM [Ca ]-타

셀의 이차원 영상으로 5초에 한번씩 5분간 측정하였다. 전단자

이로드(Tyrode) 용액(in mM: 137 NaCl, 5.4 KCl, 10 HEPES, 1

극에 의한 염료의 방출은 세포 형광의 감소율로 측정하였다.

2+

MgCl , 10 Glucose, pH 7.3)을 37 C에서 5분간 관류시켰다. 이
o

2

2

커넥신을 통한 염료의 세포로의 유입(influx)을 측정하기 위해

어서 0 mM [Ca ]-타이로드 용액에 콜라게나아제(collagenase; 1.4

Lucider Yellow 1 mg/mL을 30분간 세포 외액에 처리하고, 전단

mg/mL)와 프로테아제(protease; 0.16 mg/mL)를 포함한 용액을 12

자극을 가하기 전과 후에 형광을 공촛점현미경으로 측정하였다.

분간 관류시킨 다음, 마지막으로 0.2 mM [Ca ]을 포함한 타이

형광측정은 위와 동일한 방법을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2+

2+

로드 용액을 약 7분간 관류시켜 사용된 효소을 제거하였다. 심
장을 랑겐도르프 관류 장치로부터 분리한 후, 심방을 취하여 25
mm 패트리 디쉬(petridish), 0.2 mM [Ca ]을 포함한 타이로드 용
2+

액에 두고, 여러 번 절개한 후, 기계적 소화로 세포를 분리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데이터의 수치들은 평균±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n,
SEM)로 나타내었고, 통계학적인 비교는 paired 또는 unpaired “t
test”로 이루어졌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으로 유의

HL-1 세포 배양
HL-1 심방근세포주는 클레이콤(Claycomb) 배지(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5% 이산화탄소 37 C 항온기에서 이
o

전 논문에 언급한 방법대로 배양하였다.

18)

세포들은 0.02% 젤라

틴(Difco), 12.5 mg/mL 파이브로넥틴(fibronectin; Sigma) 기질 위

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Results and Discussion)

에 키웠으며, 10% FBS (fetal bovine seruml JRH Biosciences),

전단자극에 의한 심방근세포 커넥신의 활성화
전단자극을 심방근세포에 가하면 세포 내에 Ca 웨이브가 발

4 mM L-글루타민(Life Technologies), 10 mM 노르에피네프린(nore-

생된다고 보고되었고, 이 웨이브가 간극접합을 억제하거나 ATP

pinephrine; Sigma), 10 mM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Life Tech-

방출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할 때, 또 퓨린 수용체를 억제할

nologies)을 배지에 첨가하였다. 배지는 하루에 한 번 갈아주었

때 소실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

으며, 실험 이틀 전에 실험용 커버글라스에 부착시켰다.

루는 커넥신 채널이 전단자극 시 활성화될 가능성을 보여주고

2+

16,17)

이 보고들은 간극접합을 이

있다. 따라서 이에 대하여 검증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커넥신

전단자극의 처리

채널은 비교적 채널 내경이 다른 채널들보다 훨씬 커서 분자량

전단자극을 단일 심근세포에 처리하기 위해, 미세관(inner

1000 이내의 분자는 투과 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이 특성을 이

diameter=250 µm)을 통해 세포에 압력을 가진 유체를 흘려주는

용하여 다른 양이온 및 음이온 선택성 채널들을 통과하지 않을

장치를 사용하였다 . 이 장치는 특정 높이의 위치에 용액의 저

정도로 크면서 분자량 1000 보다는 작은 염료의 투과율을 기존

장고들을 놓고, 미세관을 각 저장고에 연결하여 관을 통하여 유

의 방법대로 측정함으로써 이 채널의 기능을 고찰하였다. 먼저

체가 단일 세포에만 흘러가도록 고안되었다. 특히 매우 작은 미

커넥신을 잘 통과하는 Calcein을 세포 내에 로딩한 후 공촛점영

세관 끝을 세포 바로 근처에 놓이도록 하였고, 관의 중간 부분

상화 기술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세포 형광의 변화를 측정하

에 자동 밸브를 장착하여 패치 클램프 작동 프로그램(pClamp)

였다. 전단자극을 처리하였을 때 Calcein 형광강도는 시간에 따

으로 조절되도록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40 cm 높이의 용액 저

라 현저히 더 감소되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1A and B, control).

11)

장고를 사용하였고, 이 때 약 16 dyn/cm (=0.16 N/m )의 전단
2

2

력이 발생된다 .
12)

5)

5)

이러한 형광감소가 커넥신 채널에 의해 매개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채널을 억제한다고 알려진 La 을 2 mM로 전처리하고
3+

이 물질이 포한된 용액으로 전단자극을 가하여 그 효과를 고찰

염료 플럭스(dye flux) 분석
세포로부터 염료의 방출(efflux)을 측정하는 방법을 사용하였

하였다. 이 경우, 전단자극에 의한 세포 형광강도의 감소율이 처

다. 흰 쥐 심방근세포에 10 µM Calcein Red/Orange AM (MW:

널은 세포 외액의 Ca 농도 감소에 의해 더 활성화 된다고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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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지 않은 경우에 비해 현저히 억제되었다(Fig. 1). 커넥신 채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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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

Fig. 1. Shear stress-induced calcein efflux through connexin (Cx) hemichannels in atrial myocytes. (A) Confocal calcein images measured
from rat atrial myocytes before (0 s) and after 210-s application of shear stress (~16 dyn/cm ) under control condition and in the solutions
containing zero Ca , 2 mM La or 800 M probenecid (the inhibitor of pannexin). (B) Calcein efflux measured as % decrease under such
different interventions. (C) Averaged shear-induced calcein efflux per min in the absence and presence of La (n=5) or probenecid (“proben”;
n=6) and in Ca -free solutions (n=7). **p<0.01, ***p<0.001 vs. control (con).
2

2+

3+

3+

2+

Fig. 2. Effects of shear stress on the efflux of gap junction impermeable oregon dye in atrial myocytes. (A) Comparison of calcein- and gap
junction-impermeable oregon (green BAPTA-1)-efflux under shear stress (~16 dyn/cm ). (B) Upper: Confocal oregon image measured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shear stress (“210 s”), showing no significant change in cell fluorescence. Lower: comparison of average efflux of
oregon (n=6) and calcein per min under shear stress. **p<0.01 vs. calcein (unpaired t test).
2

려져 있다. 전단자극에 의해 증가하는 염료의 방출은 세포 외
5)

Calcein 방출에 별 영향이 없었다(Fig. 1). 이 결과들은 전단 스

액의 Ca 을 제거하였을 때 훨씬 더 커졌다(Fig. 1). 유사한 종

트레스에 의해 세포막 커넥신 채널의 기능이 증가됨을 보여준

류의 단백질인 파넥신(pannexin)이 전단자극에 의해 활성화되는

다. 실제 분리한 심근세포에서 간극접합이 분리 후 20시간 남짓

지 알아보기 위해, 이 단백질을 probenecid (800 µM)로 억제하여

그대로 유지된다는 사실을 고려할 때,

그 효과를 고찰하였다. 이 약물의 전처리는 전단자극에 의한

간극접합을 이루지 않은 반쪽의 채널일 가능성이 더 크다.

2+

19)

이러한 염료의 방출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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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shear stress on dye influx through connexins in HL-1 cell monolayer. (A) confocal fluorescence images of Lucifer Yellow
(LY)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shear stress (16 dyn/cm ) in HL-1 cells. (B) Average cellular LY fluorescence measured before and after
application of shear stress. **p<0.01 vs. control (4 cell batches).
2

전단자극에 의한 염료 방출이 커넥신 채널에 의해서만 일어

감수성을 높일 수 있다. 전단자극이 증가되는 울혈성심부전, 고

나고, 이 자극에 의한 세포막 손상에 기인하지 않는지 더 확인

혈압, 승모판 질환 환자에서 심방 세동이 잘 관찰되는데, 이러
9)

하기 위해, 커넥신을 통과하지 않는 더 큰 크기의 염료 분자

한 심방 부정맥 발생에서 커넥신 해미채널이 기여할 가능성은

Oregon을 이용하여 실험을 하였다.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진행

앞으로 고찰되어야 할 부분이다. 실제 이러한 심장 질환이 진행

하였을 때, Oregon의 세포 형광강도는 전단자극에 의해 별다른

됨에 따라 현저한 간극접합 리모델링이 관찰되었으며, 커넥신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2). 이 결과로 미루어 앞서 실험한

해미채널의 빈도가 증가되고 커넥신 발현 및 그 세포 내 위치

Calcein 방출이 전단자극에 의한 커넥신 채널의 활성화에 의한

가 달라지므로,

것이며, 비특이적 세포막 투과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알 수 있다.

관 가능성은 존재하고, 이에 대해 검증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전단자극 시 배양된 심방 세포주에서 커넥신을 통한 세포 내

결 론(Conclusion)

21,22)

염료 유입
전단자극에 의한 심방근세포 염류 방출 반응에서 접합을 이

커넥신 해미채널과 심방 부정맥 진행과의 연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가능성으로 제시되었던 전단자

루지 않은 커넥신 해미채널의 역할을 더 검증하기 위해, 세포

극에 의한 커넥신 채널의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검증하였고, 심

간 간극접합이 형성되어 있는 단층의 HL-1 심방세포 집단에서

방근세포에서 전단자극이 커넥신 채널의 기능을 활성화시킴을

실험을 진행하였다. 커넥신을 통과하는 Lucifer Yellow (분자량:

커넥신을 통과하는 염료의 확산을 이미징으로 측정함으로써 확

442)를 1 mg/mL로 세포 외액에 첨가하고, 전단자극을 30분간 가

인하였다. 커넥신 해미채널의 활성에 의해 전단자극 시 세포 외

한 후 세포 내로 유입되는 염료의 형광을 공촛점 현미경으로 측

로 ATP가 방출되면 퓨린 수용체를 통해 세포의 반응은 크게 증

정하였다. 전단자극을 가한 세포들에서 세포 형광의 현저한 증

폭될 수 있고,

가가 관찰되었다(Fig. 3). 이 결과는 전단자극에 의해 커넥신 해

효과는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이러한 커넥신에 대한 기

미채널이 활성화됨을 나타낸다.

능적 검증은 심방근세포의 병적 조절에 대한 기초를 제공할 것

심방근세포에서 커넥신 채널이 전단자극에 의해 활성화됨을

16,17)

Ca

2+

신호 및 수축의 조절로 이어져 그 파급

으로 사료된다.

증명하였으나, 이러한 증거는 전단자극에 의해 커넥신이 직접적
으로 열림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개구리 난자에 발현시킨 커
넥신 46이 기계적 자극에 의해 직접 활성화 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 커넥신 43을 발현하였을 때에는 저장성(hypotonic) 용액
처리에 의한 기계적 자극 시 반응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도되
었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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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사실은 커넥신의 아형에 따라 기계적 자극 민감

도가 다를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심장근에 가장 많은 커넥신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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