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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Parkinson’s disease is a neurodegenerative disease caused by a decrease in the dopaminergic neurons in the sub-

stantia nigra. The abnormal expression of solute carrier family 6 member 4 (Slc6a4) has been reported in patients with Parkinson’s 

disease. Methods : In this study, we used MPTP to examine the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Slc6a4 in the brain of mice with 

Parkinson’s disease and investigate its effect on dopaminergic neuronal cell death. Results : In the examination of the Slc6a4 

expression in the substantia nigra of MPTP-treated mice  for 4 weeks. The gene expression was increased compared to the normal 

group. To investigate the relationship between Slc6a4 and dopaminergic neurons, we performed a study using siRNA of Slc6a4 

in the dopaminergic neuronal cell line SH-SY5Y. Using the siRNA of Slc6a4 to evaluate gene expression, it revealed that the 

tyrosine hydroxylase (TH) expression increases when Slc6a4 decreases. Moreover, this confirms its effects on the dopaminergic 

neurons. Additionally, through the evaluation of factors related to apoptosis, in particular, it was established that the value of 

bax/bcl2 decreased and was affected.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decreased Slc6a4 expression induces an increase in TH 

expression, providing a mechanism of action for dopaminergic neurons regulated by Slc6a4 expression. Conclusions : Slc6a4 is 

deemed to be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dopaminergic neurons, suggesting that an increased Slc6a4 expression induced by 

MPTP may influence a reduction of dopaminergic neu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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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평균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퇴행성 질환의 발병률이 증

가하고 있다1,2). 이러한 질병 중 파킨슨병은 진전, 무동증, 자세의 

불안정, 경직 등의 운동기능과 관련된 증상을 주요 특징으로 하는 

신경계의 만성 진행성 퇴행성 뇌질환으로써 알쯔하이머병에 이어 

두 번째로 많은 수를 차지한다2). 파킨슨병은 대뇌 흑질의 도파민성 

신경세포가 손실된 결과로 발생하는데1,2), 도파민 세포의 수가 감

소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2-4).

파킨슨병과 관련이 있는 인자들을 확인하기 위하여 유전자 배열 

http://crossmark.crossref.org/dialog/?doi=10.14406/acu.2021.013&domain=pdf&date_stamp=2021-09-27
https://orcid.org/0000-0001-9883-6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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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통하여 파킨슨병 동물모델에서 유전자의 발현 변화를 살펴

본 결과 파킨슨병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Solute Carrier Family 

6 (Neurotransmitter Transporter, Serotonin), Member 4 (Slc6a4)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Slc6a4는 SERT, Sero-

tonin Transporter 1, 5HT Transporter, 그리고 5-HTT 등으로도 

알려져 있는데, 이 유전자는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을 시냅스 

공간에서 시냅스 전 뉴런으로 재흡수하는 수송체인 막 단백질을 

암호화한다5). 인체에서 세로토닌의 수준은 주로 Slc6a4에 의해 암

호화 된 세로토닌 재흡수 수송체에 의해 조절된다6,7). 이러한 세로

토닌 재흡수 수송체의 이상이 파킨슨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으며, 이를 통해 각각의 신경전달물질들이 상호 영향

을 주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8,9).

중국인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안정 시 진

전, 우울증 등의 증상이 Slc6a4 발현 이상과 관련되어 있다고 보고

하였다10). 또 이탈리아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Slc6a4의 발현 

이상이 파킨슨병의 유전적 위험요소가 될 수 있다고 보고했다11). 

그리고 Slc6a4에 의해 발현되는 물질을 포함하는 세로토닌 시스템

은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학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

고 있다12). 

이들 앞선 연구결과들을 통하여 Slc6a4와 파킨슨병과의 연관성

을 살펴 볼 수 있었는데, 대다수의 논문들이 임상연구 결과로써, 

Slc6a4이 파킨슨병에 미치는 기전에 대하여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MPTP로 유도된 파킨슨병 동물모델의 뇌 흑

질에서 Slc6a4 발현 변화를 조사하고, SH-SY5Y 세포주에서 짧은 

간섭 RNA (siRNA)를 활용하여 파킨슨병의 주요 요소인 도파민성 

신경세포와 관련된 Slc6a4의 작용에 대하여 탐색하여 파킨슨병에 

미치는 기전에 대하여 살펴 보았다. 

재료 및 방법

1. 동물모델 

6주령 수컷 C57BL/6 마우스(체중, 20∼22 g, DBL, 한국)를 대

조군(CTL)과 MPTP 치료군(MPTP)으로 나누어 1주일간 적응 기

간을 가진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CTL 그룹의 마우스는 0.9% 

(100 μl) 식염수를 4주 동안 매일 1회 복강 주사하고 MPTP 그룹

의 마우스는 0.9% MPTP-HCl (20 mg/kg)을 복강 내 주사했다. 

최종 MPTP를 처리한 다음 날, 마우스를 Alfaxan (JUROX, 호주)을 

사용하여 마취하고 저온 0.05 M 인산 나트륨 완충액(PBS)으로 관

류하여 면역 조직 화학적 평가를 수행했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동물 프로토콜은 상지대학교 동물 실험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 

(No. 2016-07). 연구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달리 언급하지 않는 

한 Sigma (미국) 제품을 사용했다. 

2. RNA 추출 및 마이크로 어레이 분석 

RNeasy Plus Mini kit (QIAGEN, 미국)를 사용하여 각 그룹의 

양측 흑질(SN) 조직에서 총 RNA를 추출했다. 분리된 RNA의 품질

은 NanoDrop ND-1000 (NanoDrop Technologies, 미국)을 사

용하여 정량했다. 전체 RNA 300 ng을 GeneChip Whole Transcript 

Sense에 따라 Affymetrix GeneChipⓇ Mouse Gene 1.0 ST Array 

(Affymetrix, 미국)에 적용했다. Expression Console 소프트웨어 

(Affymetrix, 미국)를 사용하여 스캔하고 얻은 Microarray 데이터

는 GenPlex ver. 3.0 (ISTECH, 한국)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tudent t-test를 시행하여 유의성 기준 (p＜0.05)을 충족하는 유

전자를 대상으로 DEG-finding 모듈을 사용하여 분석했다. 

3. 세포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human neuroblastoma인 SH- 

SY5Y세포이며(한국세포주은행, 한국), 10% FBS (Welgen, 한국)

에서 100 U/ml의 페니실린, 0.1 mM의 비필수아미노산 및 100 

mg/ml의 스트렙토 마이신을 포함하는 MEM (Welgen, 한국)에서 

표준 세포 배양 조건(5% CO2, 37℃) 하에 배양되었다. 

4. 짧은 간섭 RNA (siRNA)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억제 

Slc6a4에 대한 siRNA (5’- UUG UUG AAC UUG UUG UAG 

CUA -3’) 및 음성 대조군(Slc6a4에 대한 스크램블 된 siRNA 5’- 

UUC UCC GAA CGU GUC ACG UTT -3’)는 Bioneer Inc (한국)

에서 구입했다. 

5. 면역 조직 화학 염색 

마우스의 뇌를 4% 파라 포름 알데히드를 함유하는 4℃의 

0.05M PBS에 12시간 동안 고정하고 30% 수크로스 용액에 48 시

간 동안 탈수시켰다. 뇌는 40μm 두께로 −20℃에서 마이크로톰

을 사용하여 절단했다. ABC 키트와 Mouse on Mouse (M.O.M) 

면역 검출 키트(Vector Laboratories, CA)를 사용하여 avidin- 

biotin-peroxidase 방법을 사용하여 면역 조직 화학적 분석을 수

행했다. 절편된 조직을 3% H2O2를 포함하는 PBS에서 처리하고 

1% bovine serum albumin 및 10% horse serum이 들어있는 

PBS로 1시간 동안 처리했다. 후에 실온에서 1시간 동안 M.O.M 

mouse Ig-blocking reagent (Vector Laboratories, CA)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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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opaminergic cell expression decrease in a MPTP-induced chronic parkinsonism mouse model.
The substantia nigra (SN) and striatum (ST) were immune-stained by an anti-tyrosine hydroxylase (TH; a, b, 100×; c, d, 40×) antibody.
Histogram (e) shows that the TH expression decreased in the MPTP groups; these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in comparison with the
MPTP group normalized to 100% of the control group. CTL : saline control (n=3), MPTP : MPTP treated (n=3). *p＜0.05 and **p＜0.01,
compared to CTL. Analyzed by Student’s t-test.

하고, 각 섹션을 anti-TH 항체(1:2000; Santa Cruz Biotechnology, 

USA)로 4℃에서 밤새 염색하여 도파민성 뉴런을 확인했다. 그런 

다음 절편을 비오틴화 된 a biotinylated anti-mouse IgG에 이어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로 순차적으로 처리하고 dia-

minobenzidine-hydrogen peroxide에 반응시켰다. 사진은 Nikon 

X-cite 시리즈 120 Q 현미경(Nikon, 일본)을 사용하여 촬영했다.

6. 면역 형광 염색 

세포를 4℃에서 밤새 anti-SERT (1:2000)로 처리했다. 각 그룹

은 비오틴화 된 항 마우스 IgG로 처리 한 후 Rhodamine Avidin 

D (Vector Laboratories, CA)와 함께 배양했다. Nikon X-cite 시

리즈 120 Q 현미경(Nikon, 일본)을 사용하여 촬영했으며 노출 매

개 변수는 CTL 및 MPP+ 그룹에서 동일했다. 

7. 웨스턴 블롯 

양측 ST 및 SN 영역을 얼음에서 30분 동안 lysis buffer로 균질

화한 후 4℃에서 20분 동안 원심 분리(12,000 rpm)하여 상층액을 

동일한 단백질 농도(총 단백질 30 μg)로 정량하였다. 샘플을 12%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전기 영동(SDS- 

PAGE)을 사용하여 분리 한 다음 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Bio-Rad, USA) 막으로 이동시켰다. 단백질이 옮겨진 PVDF는 5% 

탈지유를 포함하는 0.1% Tris- 완충 식염수(TBS; 20-mM Tris- 

HCl (pH 7.5) 및 0.1% Tween-20을 함유하는 150-mM NaCl, 

TBST)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고, anti-TH (1: 

2,000), anti-SERT (1:2000; Cloud-clone corp., USA), anti-bax 

(1:2000, abcam), anti-bcl2 (1:2000, abcam) 및 anti-β actin 

(1:5000; Santa Cruz Biotechnology, 미국) 항체와 함께 24시간 

배양되었다. 그 후, 막을 0.1% TBST로 세척하고 anti-mouse 

IgG-peroxidase 항체(1:2,000, Bio-Rad)와 함께 배양 한 후 Pierce 

ECL western blotting substrate (Thermo Scientific, 미국)을 사

용하여 현상했다. 

8. 통계 분석 

통계분석은 Student’s t-test 또는 분산 분석(ANOVA)을 수행했

다. 모든 값은 평균±표준 오차(SE)로 표현되었으며 유의수준은 

p＜0.05로 지정했다.

결    과 

1. 만성 MPTP 유발 파킨슨병 마우스 모델 

만성 MPTP 유발 파킨슨병 마우스 모델의 확립을 확인하기 위

해 먼저 뇌의 SN의 도파민세포와 ST에서 TH의 발현 변화를 평가

했다. CTL 그룹(Fig. 1a, c)과 비교하여 MPTP 그룹(Fig. 1b, d)의 

SN 영역에서 도파민세포 및 ST 영역에서 TH의 발현의 현저한 감

소가 관찰되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다(*p＜0.05 

와 **p＜0.01, Fig. 1e). 

2. MPTP 유발 만성 파킨슨증 마우스 모델에서 Slc6a4 

발현의 변화 

MPTP 그룹의 SN에서 Slc6a4 발현의 증가가 나타났다(Fig. 2a). 

마이크로 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에서 MPTP 그룹의 

Slc6a4증가를 나타냈으며, 이를 정량하기 위한 qPCR과 면역 블롯 

분석에서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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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olute carrier family 6 member 4 (Slc6a4) expression caused by MPTP treatment increased in a MPTP induced chronic parkinsonism
model.
(a) The results of the immunoblot assay are shown. (b) Histograms of the microarray, qPCR and the western-blot analyses represent
that Slc6a4 expression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MPTP group, compared to the control normalized to 100%. CTL : saline control
(n=3), MPTP : MPTP treated (n=3). *p＜0.05, compared to CTL. Analyzed by Student’s t-test.

Fig. 3. Western blot analysis (a) demonstrating that the administration of a solute carrier family 6 member 4 (Slc6a4) short interfering
RNA (siRNA) led to an increase in the tyrosine hydroxylase (TH) expression in SH-SY5Y cells. (b) Histograms of TH, bax, bcl2 and
bax/bcl2 expressions are shown in comparison of the control (CTL) group, siRNA 10, and siRNA 100.
CTL and C, control siRNA treatment (100 nM for 2 days, n=3); 10, Slc6a4 siRNA treatment (10 nM for 2 days, n=3); 100, Slc6a4 siRNA
treatment (100 nM for 2 days, n=3). *p＜0.05 and **p＜0.01, compared to CTL. Analyzed by Student’s t-test.

(*p＜0.05, Fig. 2b). 

3. siRNA를 사용하여 Slc6a를 감소시킨 SH-SY5Y 세포

에서 TH 발현 증가 

Slc6a4와 도파민성 신경세포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Slc6a4 

siRNA를 사용하여 Slc6a4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킨 SH-SY5Y 

세포에서 실험을 수행했다. 웨스턴 면역 블롯 분석은 Slc6a4 유전

자의 발현을 감소시킨 SH-SY5Y 세포에서 TH 발현이 증가되는 

결과를 보여주었다(*p＜0.05, Fig. 3a). 이와 관련된 기전을 살펴

보기 위해 apoptosis와 연관된 bax와 bcl2를 살펴본 결과 

bax/bcl2의 값이 감소하여 apoptosis 감소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p＜0.05 와 **p＜0.01, Fig. 3b). 이 결과는 Slc6a4

이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apoptosis를 조절하는 기전에 대한 증거

를 제공하고 있다. 

4. 면역형광염색으로 살펴본 MPP+를 처리한 SH-SY5Y 

세포에서 Slc6a4의 발현 변화 

SH-SY5Y 세포를 면역형광염색을 시행하여 MPP+에 의하여 

Slc6a4의 발현이 변화되는 양상을 관찰했다. Slc6a4의 발현은 

MPP+ 그룹에서 증가하였으며, 특징적으로 중심 부분에서의 발현

이 MPP+그룹에서 증가된 양상으로 나타났다(Fig. 4). 

고    찰 

기존의 파킨슨병 동물모델을 사용한 연구결과들에서 도파민세

포의 감소와 이에 따라 나타나는 변화를 TH의 감소를 통하여 확인

하였다13). 본 실험에서도 만성 MPTP 유발 파킨슨병 마우스 모델

을 확인하기 위해 뇌의 SN에서의 도파민세포의 발현과 ST에서 TH

의 발현 변화를 평가했다. CTL 그룹과 비교하여 MPTP 그룹의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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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olute carrier family 6 member 4 (Slc6a4) expressions in SH-SY5Y cells treated with 1-methyl-4-phenylpyridinium (MPP+).
The cells were immunofluorescence labeled with dapi (a, f; blue) and anti-Slc6a4 antibodies by using Rhodamine Avidin (b, c, g, h;
red). Slc6a4 focus (c, h) are of magnified images of squares in Slc6a4 (b, g). The merge panels (d, i) show merged images of the
left (a, f) and middle (b, g) panels, respectively. The merge focus panels (e, J) are of magnified images of squares in merge panels
(d, i). Note the purple-colored regions indicating the co-localization of the Slc6a4 and nucleus. CTL, Control : treatment none, MPP+ :
500 μM MPP+ treatment.

부위에서 도파민세포의 발현이 현저히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ST부위에서 TH의 발현의 현저한 감소를 통하여 파킨슨병 모델이 

잘 확립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1). 이 모델의 SN 부위에서 마이크

로 어레이를 이용한 유전자 발현 분석을 수행한 결과 MPTP 그룹

에서 Slc6a4의 현저한 증가를 나타냈다. Slc6a4와 도파민성 신경

세포와의 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Slc6a4 siRNA를 사용하여 Slc6a4

의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킨 SH-SY5Y 세포에서 TH 발현 증가를 

관찰하였다. 그리고 apoptosis와 연관된 bax와 bcl2를 살펴본 결

과, Slc6a4 siRNA에 의하여 bax와 bcl2 둘 다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bax/bcl2의 값이 감소하여 apoptosis 감소 경향을 나

타내는 것을 확인했다(Fig. 3). 이러한 결과는 Slc6a4이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apoptosis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증거를 

제공하고 있다. 특히 Slc6a4 감소가 TH의 증가를 나타낸 결과를 

통하여 MPTP 파킨슨병 동물모델에서 나타난 Slc6a4의 증가는 파

킨슨병을 악화시킬 것으로 생각된다. MPP+로 처리한 SH-SY5Y 

세포의 면역형광염색 결과에서는, 특징적으로 세포의 중심부분에

서 Slc6a4의 발현이 증가된 양상으로 나타났다(Fig. 4). 대조군의 

경우에는 중심 부분이 다른 부분에 비하여 연하게 염색된 것에 반

하여 MPP+로 처리한 SH-SY5Y 세포에서는 중심 부분이 다른 세

포영역에 비하여 좀 더 진하게 염색되어 MPTP 파킨슨병 동물모델

에서 나타난 Slc6a4의 증가가 세포의 중심부분에서 나타나는 것으

로 생각되었다. 또한 병증화와 관련하여 이 부위의 Slc6a4의 증가

가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었다. 

세로토닌 재흡수 수송체의 이상이 파킨슨병과 밀접한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는데8,9), 특히 파킨슨병의 전구증상으로 나타나

는 불면증의 경우 세로토닌 재흡수 수송체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14). PET을 사용하여 세로토닌 수송체 표지자를 관찰

한 연구에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발현 전에 세로토닌 변화가 발

생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보고하였다15). 이들의 연구를 통하여, 

병의 초기에 세로토닌 재흡수 수송체에 변화가 생기면서 파킨슨병

의 병리학적인 변화를 일으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파킨슨병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한 연구에서 파킨슨병의 운동 

증상 중의 하나인 진전과 Slc6a4 발현 이상이 관련되어 있다는 보

고를 통하여 도파민성 신경세포에 Slc6a4이 영향을 주어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10). 또한 Slc6a4에 의해 발현되

는 물질을 포함하는 세로토닌 시스템은 파킨슨병의 병태 생리학에

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12), 특히 Slc6a4발현 

변화가 도파민성세포에서의 apoptosis를 조절하는 것으로 나타난 

결과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croarray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나 Slc6a4의 

유전자 발현 변화에 대한 결과만을 제시하고 있다. 따라서 다른 

변화 인자나 각 인자들 간의 pathway 분석에 관한 연구가 더 진행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파킨슨병 동물모델의 뇌 흑질에서 

Slc6a4의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도파민성 신경 세포의 조절에 관

여하는 Slc6a4의 영향에 대해 살펴 보았다. 이를 통하여 아직 정확

한 원인을 알 수 없는 파킨슨병에서 도파민성 신경세포의 감소에 

대한 원인을 찾기 위한 근거로써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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