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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Excitability o medial vestibular nucleus (MVN) in the brainstem can be 
affected by changes in the arterial blood pressure. Several animal studies have 
demonstrated that acute hypotension results in the alteration of multiunit activities and 
expression of cFos protein in the MVN. In the field of extracellular electrophysiological 
recording, tetrode technology and spike sorting algorithms can easily identify single 
unit activity from multiunit activities in the brain. However, detailed properties of 
electrophysiological changes in single unit of the MVN during acute hypotension 
have been unknown. 
Methods: Therefore, we applied tetrode techniques and electrophysiological 
characterization methods to know the effect of acute hypotension on single unit 
activities of the MVN of rats.
Results: Two or 3 types of unit could b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morphology of spikes 
and firing properties of neurons. Acute hypotension elicited 4 types of changes in 
spontaneous firing of single unit in the MVN. Most of these neurons showed excitatory 
responses for about within 1 minute after the induction of acute hypotension and then 
returned to the baseline activity 10 minutes after the injection of sodium nitroprusside. 
There was also gradual increase in spontaneous firing in some units. In contrast small 
proportion of units showed rapid reduction of firing rate just after acute hypotension. 
Conclusions: Therefore, application of tetrode technology and spike sorting 
algorithms is another method for the monitoring of electrical activity of vestibular 
nuclear during acute hypoten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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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원발성심혈관질환을 가진 환자들 중 약 10% 정도에서 

주증상이거나 초기 증상으로 현훈을 경험한다[1-3]. 또한 

기립어지럼 및 심장성어지럼 환자들에서 하방 안진, 회전

성현훈 등이 동반되기도 한다. 이는 심혈관계 기능 이상과 

함께 중추 전정기관 또는 소뇌의 기능 이상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4,5]. 

한편, 이 논문 저자들의 과거 연구에서, 내측전정신경핵

에서 급성저혈압유발 시 신경세포의 흥분성 표지자인 cFos 

및 pERK1/2 단백이 발현됨을 확인했고, 이때 말초 전정 수

용체의 흥분이 전정신경핵의 흥분성 변화의 선행 조건임

을 보고하였다[6,7]. 이는 혈압 변동에 의해 중추 전정신경

핵의 흥분성이 변화될 수 있음을 제시하는 소견으로, 다른 

연구자들은 급성저혈압유발 동안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

포들의 자발발화성의 변화를 보고하기도 하였다[8].

세포외 전기생리 기록법(extracellular electrophysiological 

recording technique)은 중추신경계 신경세포들의 전기활동

성을 측정하는 기법들 중의 하나로, 기록 전극을 신경세포

의 세포체에 밀착시켜 신경세포의 활동전위의 파형(spike)

을 검출한다. 전정신경핵에서 신경세포의 흥분성 측정을 

위한 대부분의 세포외 전기생리 기록법에서는 유리전극 

또는 텅스텐과 같은 금속 전극 1개만 사용하였다. 이때 이

들 기록전극의 끝단이 2‒5 m 직경으로 신경세포의 세포

체에 기록전극이 근접하는 것이 용이하다. 

4개의 미세 금속전선을 서로 밀접하게 꼬아서 하나의 결

합체 형태로 제작한 전극을 테트로드 전극(tetrode electrode)

이라고 하는데, 세포외 전기생리 기록법에서 기록전극으로 

이를 사용하면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유래된 spike를, 인접

한 4개의 미세전극에서 기록할 수 있다[9]. 이 때, 4개의 미

세전극과 신경세포 사이의 공간적 차이가 있기 때문에 4개

의 미세전극에서 기록되는 spike의 파형 모양 및 진폭이 다

르게 기록된다[10]. 

테트로드 전극을 사용한 세포외 전기생리 기록법을 이

용한다면, 하나의 신경세포에서 발생한 spike를 4개의 전극

에서 비교 분석할 수 있어 인접 신경세포들에서 동시에 발

행하는 여러 형태의 spike를 비교 분석하는데 유용하다. 이

때, 통계학적 기법을 적용한 spike 분류 알고리즘(sorting 

algorithms)과 단일 spike 파형 및 자발 발화 특성을 자동으

로 분석하는 소프트웨어를 사용한다면 단일 spike의 전기

생리학적 특징에 따른 신경세포의 분류도 가능하다[11]. 이

러한 장점 때문에, 따라서 테트로드전극을 사용한 세포외 

전기생리 기록법은 대뇌피질, 해마, 소뇌 등 다양한 뇌 영

역에서 신경세포의 전기적 신호 정보를 획득, 분석하는 데 

필수적으로 사용되고 있다[12,13].

그러나, 저자들이 아는 한, 이러한 기법을 이용한 전정신

경핵신경세포에서 spike의 검출 및 분류 과정에 대한 연구

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의 목적은 테트로드 전극을 사용한 세포

외 전기생리 기록법을 이용하여 흰쥐의 내측전정신경핵에

서 신경세포들의 spike에 대한 전기생리학적 특징을 규명

하고, 급성저혈압유발 후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들의 

자발발화성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및 급성저혈압유발

1) 실험 동물

7마리의 체중 300‒400 g (8‒12 주령)의 성숙한 Sprague- 

Dawley계 흰쥐를 암수 구분 없이 사용하였다. 실험 7일 전

부터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켜 환경 변화에 따른 영향을 최

소화하였다. 각 실험 동물을 대상으로, 정상 말초전정기능

을 확인하기 위해, 회전 자극을 이용한 전정기능검사를 실

시하였다[6]. 이 연구의 모든 실험 절차들은 원광대학교 동

물생명윤리 위원회의 승인 아래 진행되었다.

2) 혈압측정 및 저혈압유발

실험 동물을 urethane을 0.9% 생리식염수에 20% 농도로 

희석시켜 복강 내 주사(1.5 g/kg) 하여 마취시킨 후, 앙와위

로 실험대에 고정하였다[6]. 수술현미경하에서 일측대퇴동

맥을 박리, 분리한 후 폴리에틸렌 관(polyethylene tube)을 

대퇴동맥에 삽입하였다. 삽입된 관을 압력변환기(pressure 

transducer; Gould Inc., Holliston, MA, USA)에 연결하고, 다

시 압력변화기를 생리기록기(physiograph; Grass Inc., West 

Warwick, RI, USA) 연결하여 혈압을 측정하였다. 측정된 

혈압 수치는 개인용 컴퓨터(Spike2, Cambridge Electronic 

Design Ltd., Cambridge, UK)에 저장하였다. 저혈압을 유도

하기 위해, 폴리에틸렌 관을 통해, sodium nitroprusside 

(SNP)을 주입하였다. 이때 정상 혈압 대비 30% 정도 하강

을 목표로, SNP 농도(10 g/kg)를 정하였다[6]. 모든 실험 

과정 동안 실험 동물의 체온을 직장체온 37.5oC로 유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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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위하여 자체 제작한 체온조절기와 전기 담요(Fine 

Scientific Tool, Sequim, WA, USA)를 사용하였다.

2. 테트로드 전극제작

Spike를 기록하기 위한 테트로드 전극 제작을 위해, 

Polyamide로 코팅된 니크롬 전극(nichrome; 직경 16 m, 

A-M System, Foster, CA, USA)을 5 cm길이 간격으로 4 가닥

으로 겹쳐 제작하였다. 4 가닥의 니크롬선을 자체 제작한 

테트로드회전기에 고정한 다음 30 회 회전하여 4 가닥 니

크롬 전극을 서로 강하게 꼬아 전극들이 서로 잘 접착되도

록 하였다. 소형 열풍기를 이용하여 꼬인 4 가닥의 전극에 

200oC 정도의 열을 가하여 전극들이 서로 접착되도록 하였

다. 테트로드를 자체 제작한 PCB전극 프로브에 고정하고 

테트로드의 일측 니크롬 전극 끝 부분의 피복을 벗긴 다음 

PCP전극 프로브의 전극 연결부에 납땜하여 고정하였다. 

신경세포가 접촉하는 반대측테트로드 끝단을 미세강철가

위로 절단한 다음 10% 금(gold) 용액(Neuralynx, Ann Arbor, 

MI, USA)에 삽입하고, 전기자극기(electrical stimulator, 

A310 Accupulser, WPI, Sarasota, FL, USA)에 전극프로브를 

연결한 다음 미세전류 2 A를 2–10 초간 통전하여 테트로

드의 니크롬선 끝단을 금으로 도금하여 니크롬 전극의 저

항값을 늦추었다. 임피던스 기록계(IMP-2A, Bak Electronics 

Inc., Umatilla, FL, USA)를 이용하여 도금된 개별 니크롬 

전극의 저항을 측정하여 저항이 300–500 KOhm (1 kHz)사

이를 유지되는지 확인하였다[14]. 동시에 두 개의 테트로드 

전극으로부터 신경신호를 측정하기 위하여 완성된 두 개

의 테드로드 전극을 27 게이지 바늘에 삽입하여 밀착시킨 

후에 실험동물의 뇌에 삽입하였다.

3. 다채널 세포외 전기생리기법을 이용한 Spikes의 기록

Urethane을 이용하여 실험동물을 전신 마취 시행 후 뇌

정위시술장치(SR-6R-HT, Narishige Co., Tokyo, Japan)에 실

험동물의 두부를 고정시킨 후 두피를 절개하고 두개골을 

노출시켰다. 전동미세드릴을 사용하여 두개골을 절단한 

다음 경막을 절개하여 소뇌를 노출시켰다. 수술현미경하

에서 전동 미세전동조작기(DSM-11, Narishige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두 개의 테트로드 전극을 소뇌표면을 통

하여 내측전정신경핵에 삽입하였다. 내측전정신경핵 내 

테트로드의 삽입 위치는 정수리점에서 뒤쪽으로 7–8 mm, 

옆쪽으로 1–2 mm지점이고, 깊이는 소뇌겉질 표면에서 6–
7.5 mm였다[15].

16 채널의 신호증폭기(RHA2000 amplifier chips, Intan 

Tech, Los Angeles, CA, USA)을 사용하여 테트로드 전극에

서 기록되는 신경세포들의 활동전위를 증폭하였으며 증폭

된 신호는 A/D 변환기(USB interface board, Intan Tech, Los 

Angeles, CA, USA)를 통하여 컴퓨터에 전달되었다. 컴퓨터

의 A/D 변환기 제어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증폭된 전기신

호를 300–3,000 Hz의 주파수 대역으로 필터하여 spike 파형

의 전기적 신호만 검출하였다. 검출된 spike 신호는 다시 

다른 유형의 A/D 변화기(CED 1401, CED Co., Cambridge, 

UK)를 경유하여 spike의 기록 및 분석이 가능한 프로그램

(Spike 2, version 6, CED Co.)에 저장하였다. 이때 spike 기

록 시 A/D 변환기의 샘플링 속도를 25 kHz 로 설정하여 

왜곡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였다. Spike를 구분하기 위하여 

기저 노이즈 수준의 3배 높이의 역치값에서 spike를 기록하

였다.

한편 테트로드 전극을 삽입하고 일단 spike가 관찰되면, 

신경세포의 자발 활동성이 안정상태가 될 수 있도록 30분 

이상 기저기록(baseline recording)을 실시하였다. 그 다음 

급성저혈압유발 후 1시간 이상 신경세포의 흥분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4. 테트로드 전극의 위치 확인

테트로드 전극의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이 끝난 후 

전기조직손상장치(direct constant current lesion maker, Grass 

Instrument, West Warwick, RI, USA)를 사용하여 테트로드 전

극을 통하여 100 A의 양극 직류전류를 20초간 통전하여 뇌

조직을 손상시켜 전극의 위치를 표시하였다. 실험 동물을 깊

게 마취시킨 후 심장을 통해 4% paraformaldehyde 조직고정

액으로 관류시켜 뇌를 고정한 다음 적출하였다. 적출한 뇌는 

다시 조직고정액에 24시간 동안 추가 고정한 다음 20% 설

탕용액에 2–3일 동안 보관하였다. 동결조직절단기(HM525 

NX Cryostat, ThermoFisher Sci, London, UK)를 사용하여 뇌

조직을 40 m 두께로 관상 절편을 만들고 cresyl violet으로 

염색한 후 현미경(BX41, Olympus, Tokyo, Japan)을 통해 전

극의 유입경로와 내측전정신경핵에서 전기손상 부위를 확

인하였다(Fig. 1). 한편 조직검사에서 기록전극이 내측전정

신경핵에 위치하지 않은 실험 동물의 결과는 실험 결과의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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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istologic verification for 
the location of tetrode electrode in 
the medial vestibular nucleus 
(MVN). (A) A photograph presents
the location of electrolytic lesion 
(arrow) indicating tip of tetrode in
the MVN. (B) Schematic drawing 
shows regional distribution of re-
cording site at the MVN of 7 rats.
CB, cerebellum.

Fig. 2. Classification of spikes in the medial vestibular nucleus. (A) Spike sorting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and K-mean method
that was used to separate single neurons (unit) from multiunits. Three units (1, 2, 3) were well isolated after the spike sorting. (B-1,
C-2, D-3) Upper panel, 4 different shapes of each spike recorded from single tetrode electrode. Lower panel, different excitation patterns
revealed by interspike interval histogram and auto-correlogram in each unit.

5. Spikes의 자료 분석

1) Spike 분류 및 군집화(spike sorting & clustering)

테트로드 전극에서 동시에 기록된 4개의 spike을 같은 

형태로 분류하기 위하여 spike 2 프로그램의 template-matching 

spike sorting 알고리즘을 사용하였다. 이때 spike의 구분은 

spike 진폭이 기저 노이즈 수준(S/N ratio)의 3배 이상 크기

를 보이는 spike 만을 선택하였다. 또한 spike 선택을 위해 

spike의 시간 범위는 spike 발생 전 0.3 msec에서 spike 후 

1.0 msec 로 총 1.3 msec의 구간에서 선택한 후에, 4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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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lectrophysiological characterization of spikes in the medial vestibular nucleus. (A) Typical 3 different wave forms of multiunit
spikes that were already sorted by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Once sorted, the waveforms of spike can be averaged to yield values
of the waveform half-width and the trough-to-peak time. (B) Plot of trough-to-peak time by the number of neurons. The plot appears 
to have some bimodality. (C) Plot of half width time of spike by the number of neurons. The plot appears to have single modality.
(D) Scatter plot of all peak-to-peak times and half-widths for each individual neuron. This plot indicates bimodal distribution of spikes
(n=77).

전극에서 검출되는 spike의 유사도에 따라 2–3개의 spike로 

구분하였다. 분류된 spike들은 Spike2 프로그램에 내장된 

Principal Component Analysis (PCA) 알고리즘과 K-mean 방

법을 사용하여 통계적으로 spike들이 일정한 형태의 spike

로 분류하였다. 이후 각 단일 spike를 분리한 다음 전기생리

학적 특성화 분석을 실시하였다.

2) Spike의 전기생리학적 특성화

각 spike의 전기생리학적 특성화는 spike 파형의 valley 

to peak time과 half-valley time을 산출하여 이들 시간과의 

상관성을 통하여 spike 파형의 시간 범위를 분석하였다. 분

류된 신경들의 발화 패턴을 분석하기 위해서 1 msec 간격 

(bin) 사이즈의 interspike interval (ISI)와 autocorrelation을 분

석하였고 이를 통하여 분류된 신경 신호의 발화 특징을 비

교하였다.

결    과

1. 내측전정신경핵에서 측정한 spike의 전기생리학적 

특징에 따른 신경세포의 분류

한 개 테트로드 전극에서 2–3개의 spike가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분류되었다(Fig. 2A). 1번 spike의 ISI의 분포(Fig. 

2B-1)가 2번(C-2), 3번 spike (D-3)의 ISI와 비교하여 한 곳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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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Representative recordings 
for simultaneous changes in spon-
taneous firing of 3 different units
following intravenous injection of
sodium nitroprusside (10 g/kg). 
(A) Changes in arterial blood pres-
sure (ABP). Treatment of nitro-
prusside caused about 30% of re-
duction of baseline value in ABP.
(B1–3) Changes in firing rate of 
3 different units. (C) Changes in 
shape of spikes following acute 
hypotension. There is a significant
reduction in amplitude of large-sized
spike following acute arterial hypo-
tension.

집중되어 있었는데, 이는 1번 spike의 자발발화성이 다른 

spike들에 비해 비교적 규칙적인 경향임을 시사하는 결과

였다. 특히, Fig. 2D-3의 3번 spike의 경우, auto-correlogram

의 분포가 ~20 msec에 집중되어 있다. 이것은 3번 spike가 

약 10 msec의 spike 간 간격을 가지고 있는 버스트(Burst)의 

자발발화 특성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1

과 3번 spike 같은 경우 발화의 규칙성과 발화시점의 집중

도에서 2번 spike에 비해서 보다 명확한 차이를 보였다.

총 77개의 단일 spike를 추출하여, trough-to-peak time과 

half valley time을 측정하였다. 이때 trough-to-peak time은 

0.2 msec에서 0.4 msec에 분포하며 평균값은 0.19 msec였다. 

특히, 전체 spike의 60% 이상(n=43)이 0.2–0.3 msec 사이에 

분포하였고 0.3 msec 이상에서는 분석 spike의 27% (n=21)

가 분포하였다(Fig. 3B). 그리고 각 spike의 half-valley time 

은 0.13 msec에서 0.29 msec으로 평균값은 0.26 msec였으며 

평균값을 중심으로 정규분포 형태를 보였다(Fig. 3C). 한편 

trough-to-peak 기간과 half-valley 기간과의 상관성에서 

trough-to-peak time이 길수록 half-valley 기간도 길어 졌으

며 이때 trough-to-peak time의 0.27 msec을 기준과 half- 

valley 기간의 0.215 msec 기준으로 2개의 spike군으로 구분

할 수 있었다(Fig. 3D).

2. 급성저혈압에 의한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의 자발

발화성의 변화

안정상태의 평균 동맥혈압은 93.3±15.6 mmHg (평균±표

준편차)였다. 한편 SNP을 10 g/kg 용량으로 투여하였을 

때, 약물투여 60초 이내에 혈압이 최저로 감소하였으며 이

후 빠르게 정상으로 회복되었다. 이때 SNP에 의한 최저 혈

압은 65.4±9.2 mmHg (n=7)로 약물투여 전과 비교하여 약 

30%의 혈압 감소를 보였다(Fig. 4A).

급성저혈압 후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의 자발발화성

의 변화를 20개의 신경세포에서 관찰하였다. 급성저혈압

에 의한 내측전정신경핵의 신경세포의 자발발화성의 반응

은 4 가지 형태를 보였는데, (1) 저혈압직후 자발발화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신경세포 (n=8), (2) 저혈압 직후 자발발화

성이 감소하는 신경세포(n=5), (3) 저혈압유발 후 자발발화

성이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신경세포(n=4), 및 (4) 자발 변화

가 없는 신경(n=3) 순으로 관찰되었다. 저혈압에 의한 빠른 

자발발화성 증가는 저혈압 유발 30초에 최대 32% 이상의 

증가를 보였으며 평균값으로 10.2%±9.4% (n=13) 이상 증가

하였다(Figs. 4B, 5). 또한 일부 신경세포에서는 자발발화성

이 저혈압 30초 이후에도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

였다(Figs. 4, 5). 한편 저혈압유발 후 5개의 신경세포에서 

자발발화성이 감소하였는데 이때 저혈압유발 30초에서 평

균감소는 8.1%±3.1%을 보였다(Fig. 5).

그리고 spike 파형의 진폭이 큰 신경세포들 중에서 급성

저혈압유발 후 진폭이 감소하였으며 이러한 진폭 감소는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는 10 분 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다(Fig. 4C).

고    찰

이 연구는 2개의 테트로드 전극과 다채널 세포외 기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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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ummary of changes in spontaneous firing activity of medial
vestibular nucleus (MVN) neurons following acute arterial 
hypotension. (A) Time-dependent changes in firing rate of total 
20 MVN neurons of 5 rats following acute arterial hypotension.
(B) Time-dependent changes in mean firing rate of upregulation
group (red) and down regulation group (blue) that showed increase
and decrease in firing activity, respectively. Values are mean±stand-
ard deviation of upregulation group (n=13) and of down regulation
group (n=4), respectively. (C) Histograph presents 4 types of re-
sponsiveness in spontaneous firing by number of neurons following
acute arterial hypotension.

치를 이용하여 내측전정신경핵의 신경세포들의 활동전위

인 spike를 기록하였다. 저자들이 아는 한, PCA 알고리즘 

및 K-mean 방법을 사용하여 spike들을 분류한 첫 번째 연구

로 생각한다. 또한 각 spike의 trough to peak time과 

half-valley time을 측정하여 spike의 형태학적 특징을 규명

하고, ISI와 auto-correlation을 분석하여 spike의 자발발화성

의 특징을 확인하였다.

테트로드 전극은 하나의 신경세포의 spike를 4개의 전극

에서 동시에 측정하기 때문에, 테트로드 전극과 신경세포

의 위치에 따라서 4개의 전극에서 기록되는 spike 파형 모

양과 크기가 달라질 수 있다. 또한 다른 위치에 있는 신경

세포의 spike도 4개의 전극에서 다른 형태로 기록될 수 있

어 신경세포들 간의 spike 파형과 크기를 비교 분석하는 데 

많은 장점이 있다. 따라서 단일 기록전극을 이용한 세포외 

전기생리 기록법 보다 각 신경세포의 spike를 보다 쉽게 감

별하거나, 분리할 수 있다[9,10].

대부분의 기존 연구들에서는 단일 기록 전극을 이용하

여, 전정신경핵에서 신경세포들의 자발발화성을 기록하였

다[8,16-18]. 일반적으로, 진폭이 가장 큰 spike를 임의로 선

정하여 일정 진폭 높이의 역치값에서 spike를 필터하여 

spike의 자발발화성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때 문제점은 

spike의 진폭은 전극과 신경세포의 거리, 신경세포의 이온

채널 활성도, 및 자발발화 빈도 등에 의해 다양한 정도로 

영향을 받는다는 점이다. 따라서 spike의 진폭만으로 단일 

신경세포의 spike를 분류하는 것이 어려운 실정이다[19,20]. 

이러한 단점 때문에 전정신경핵신경세포를 기능적으로 분

류하는 방법들이 시도되었는데 주로 회전자극, 전기자극 

등으로 말초 전정기관을 자극하여 전정신경핵 신경세포의 

자발발화성의 변화를 유도한 다음 신경세포를 기능적으로 

분류하였다[8,16,18,21]. 가장 대표적인 예로 Precht과 Shimazu 

[21]는 회전자극에 의하여 동측 말초전정기관의 흥분에 자

발발화 빈도가 증가하는 제 I 형 신경세포와 자발발화 빈도

가 감소하는 제 II 형 신경세포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하나의 테트로드 전극에서 2–3개 신경세

포의 spike를 선명하게 분리할 수 있었다. 한편 대뇌피질 

및 해마에서 테트로드 전극을 이용한 기록에서 1개의 테트

로드 전극에서 4–7개 이상의 spike가 분리된다[9]. 이러한 

연구 결과를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에서 분리된 spike 수는 

매우 작은 편이며, 이는 전정신경핵의 신경세포들 밀집도

가 대뇌피질 및 해마에서보다 적은 것을 의미할 수 있다

[22]. 또한, 이 연구의 결과 중 단일 spike를 파형에서 trough 

to peak time의 평균값은 0.19 msec였으며 60% 이상의 spike

에서 0.2–0.3 msec 사이에 위치했다. 또한 half-valley time은 

0.13–0.29 msec으로 평균값은 0.26 msec이었다. 기존 연구

에서는, 해마 및 피질에서 흥분성 신경세포인 피라미드 세

포의 trough to peak time은 0.5–0.9 msec 이고 half-valley time

은 0.30.7 msec이다[23]. 억제성 신경세포의 trough to peak 

time 및 half-valley time은 각각 0.25–0.5 msec, 0.1–0.3 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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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었다[23]. 따라서 이러한 피질 및 해마의 결과를 고려할 

때 이 연구에서 관찰한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의 spike 

파형의 간격이 피라미드 및 억제성신경세포의 파형보다 

매우 좁은 형태를 보였다. 이러한 뇌 각 부위에서 관찰되는 

spike 파형의 차이는 뇌의 각 영역이 가지고 있는 고유기능

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이외에, 세포 내 전기생리 기록법을 이용하여 뇌간 절편

의 전정신경핵 신경세포에서 활동전위의 파형을 분석하여 

신경세포의 전기생리학적 특징들을 파악한 연구들이 진행

되었다[24,25]. 특히 활동전위의 파형 분석을 통하여 흥분

성신경세포와 억제성신경세포를 구분하기 위한 연구들이 

진행되었다[26,27].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들은 활동전

위의 파형 및 세포막의 고유한 전기특징에 따라서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는데, A형 신경세포는 긴 활동전위와 

afterhyperpolarization (AHP)을 보이며, B형 신경세포는 

burst 흥분 패턴을 보이면서 AHP와 afterdepolarization을 같

이 동반하며, C형 신경세포는 이러한 2가지 유형에 포함되

지 않은 활동전위를 보이는 세포로 구분하였다[24,25]. 다

른 연구자들은, 분자생물학적 기법과 세포 내 기록법을 동

시에 이용하여 뇌간 절편의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들 

중에 glutamate 신경전달물을 가지고 있는 흥분성신경세포

와 GABA 신경전달을 갖고 있는 억제성신경세포의 활동전

위 특징을 비교 분석하였다[26,27]. 그 결과, 흥분성신경세

포와 비교하여 억제성신경세포의 활동전위 파형의 half- 

valley time이 더 길고 신경세포에 흥분적자극을 가했을 때 

자발발화 빈도는 더 낮았다.

한편, 해마 절편에서 흥분성세포인 피라미드세포에서 

세포외 기록법과 세포 내 기록법을 동시에 적용하여 활동

전위의 파형을 비교 분석한 연구에서는, 두 기록법에서 관

찰된 활동전위의 파형은 위상차가 반대로 관찰되었지만 

파형의 크기와 진폭은 서로 유사하였다[28].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고려한다면, 이 연구에 사용된 

세포외 기록법에 의한 spike와 다른 연구자 세포 내 기록법

에 의한 신경세포의 활동전위 파형을 직접 비교는 어렵지

만, trough to peak time 이 0.3 msec 이내 spike 파형은 흥분

성신경세포이며, 0.3 msec 이상의 spike 파형은 억제성신경

세포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추측을 검증하기 위

해서는 말초전정기관의 흥분을 유도한 다음 전정신경핵의 

흥분성신경세포와 억제성신경세포의 자발발화성의 변화

를 초래한 상태에서 spike 파형에 근거한 신경세포들의 흥

분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추가적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glutamate 및 GABA 수용체의 길항제 및 작동제를 직접 투

여하여 각 spike 파형별로 분류된 신경세포의 흥분성 변화

를 확인해 보는 것도 이러한 가설 검증에 도움이 될 것이다.

다음으로, 급성저혈압에 의한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

의 자발발화성의 반응은 앞에 기술한 바와 같이 4가지 형

태를 보임을 확인했다. 즉, (1) 저혈압 직후 자발발화성이 

빠르게 증가하는 경우, (2) 저혈압 직후 자발발화성이 감소

하는 경우, (3) 저혈압유발 후 자발발화성이 점진적으로 증

가하는 경우 및 (4) 자발발화성이 변화가 없는 경우로 분류

되었다. 

다른 기존 연구에서, 이번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회전자

극에 의해 구분된 내측전정신경핵의 제 I와 제 II 형 신경세

포를 대상으로 급성저혈압을 유발하였을 때, 제 I 형 신경

세포는 자발발화성이 증가하였고 제 II 형 신경세포는 자

발발화성이 감소함을 보였다[8]. 다만 이 연구에서는 이러

한 신경세포의 반응들 이외에 저혈압유발 후 자발발화성

이 점진적으로 증가하거나 유의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은 

신경세포들도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 연구의 경

우, 기능적으로 분류된 2가지 신경세포에서만 관찰하였고, 

이 연구는 불특정 신경세포들에서 저혈압의 반응을 관찰

하였기 때문일 가능성이 있다. 

한편 이 연구에서 spike 파형의 진폭이 큰 신경세포들 중

에서 급성저혈압유발 후 진폭이 감소하고 이러한 감소가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된 후에도 지속되는 경향을 보였는

데, 이는 기존 연구와 다른 결과였다[8]. 신경세포의 spike 

진폭의 감소에 대한 정확한 기전은 정확히 밝혀진 봐 없으

나, 일반적으로 자발발화의 빈도 증가에 따른 이온채널의 

활동성 변화, 흥분성 및 억제성신경전달물질의 농도변화, 

및 에너지 관련 신경세포의 대사기능 변화에 기인한다[20].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정확한 이유는 밝힐 수 없었지만, 위에 

언급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다. 특히 전정신경

핵 신경세포의 포도당 대사율이 매우 높고, 포도당 대사 

산물인 젖산 대사가 전정신경핵의 신경세포에서 cFos 단백

의 발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된 바 있다

[29,30]. 이를 고려했을 때, 저자들은 저혈압유발이 내측 전

정신경핵 신경세포에서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쳐 신경

세포의 활동전위의 진폭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추정

하였고, 따라서, 에너지 대사가 전정신경핵 신경세포의 활

동전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후 연구를 계획하였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는 테트로드 전극과 다채널 세포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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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리 기록장치의 하드웨어와 spike 분류를 위한 통계

학적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내측전정신경핵 신경세포의 

활동전위인 spike를 기록 후 spike의 전기생리학적 특징을 

기반으로 신경세포를 분류하였다. 이후 급성저혈압유발 

후 신경세포의 자발발화성 변화에서 4가지 유형을 관찰하

였다. 

결    론

이번 연구를 통하여 전정신경핵 신경세포의 전기적 활

동성을 분석할 수 있는 새로운 연구기법을 제공할 수 있었

으며, 급성저혈압이 전정신경핵 신경세포에서 다양한 흥

분성 변화를 초래하고, 혈압이 정상으로 회복되어도 신경

세포의 흥분성이 지속적인 변화함을 확인하였다.

중심 단어: 내측전정핵, 급성 저혈압, 테트로드 전극, 스파이

크 분류, 신경 흥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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