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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바마제핀 장기 투여가 白鼠 뇌의 Protein Kinase A와 

Protein Kinase C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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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Protein Kinase C Activities in Rat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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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jective：Many evidences suggest that patients with bipolar disorder have functional abnormalities in their postreceptor signal transduction path-
ways, and mood stabilizing effect of lithium is exerted by modulating this dysfunctioning system. Carbamazepine, an antiepileptic agent, is also 
known to be effective in the treatment and prevention of bipolar disorder. But the precise mechanism of action of the drug is still poorly under-

stood.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lucidate the possible therapeutic mechanism of carbamazepine. 
Method：The effects of chronic carbamazepine administration on protein kinase A and protein kinase C activities in frontal cortex of rat brain after 2 

weeks of drug administration were measured and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subjects. 
Results：Mean(±SE) value of activity(phosphate transfer μmol/mg of protein·min) of protein kinase A in control and test group was 0.249563±0.036 

and 0.539853±0.078, and that of protein kinase C was 0.654817±0.053 and 1.146205±0.052 respectively, being increased in test group. And differences 
between the two groups were statistically significant for both enzymes(protein kinase A；p<0.01, protein kinase C；p<0.001). 

Conclusion：These results show that chronic carbamazepine administration increases protein kinase A and C activities, and concerning the possible 
mode of therapeutic action in bipolar disorder it is suggested that enhanced enzymes phosphorylate receptor-G-protein-effector complexes to dampen 
hyperfunctioning neuronal activity and thus stabilize th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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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신경 전달 체계에서 2차전령 체계가 알려지기 전까지만 해도 효

현제가 수용체에 작용을 하여 어떤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만 

알려졌을 뿐, 효현제가 수용체에 작용을 한 뒤 실제로 효과가 나

타날 때까지의 소위‘수용체 후 신호 전달’은 잘 알려져 있지 않

았다. 1971년 glucagon과 그 수용체에 의한 신호 전달이 guan-

osine triphosphate(이하 GTP)에 의해 조절된다는 사실을 Rod-

bell 등(1971)이 처음 보고한 후, 이들 수용체 후의 신호 전달자

로 G-단백질(GTP-binding regulatory protein, G-protein)

이 존재하고(Bokoch 등 1983；Northup 등 1980 ；Pfeuffer 

1977), 이들 G-단백질이 2차전령을 생성하여 세포의 궁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게 된다는 사실이 알려지게 되었다(김영훈과 이상

경 1995；백광진 1995；Baraban 등 1989；Hudson 등 1993；

Manji 1992). 최근에는 호르몬뿐 아니라 각종 감각자극, 국소 

조정자, 신경전달물질등의 신호 전달에도 G-단백질이 신호 전달

자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졌다(백광진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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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단백질이나 2차전령이 신호 전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이들의 이상으로 인해 질병이 발생하기도 하고, 

치료 약물들이 이들에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내기도 한다는 사실

이 오늘날 여러 연구를 통해 밝혀지고 있다(Emala 등 1994；

Manji 1992). 그 중에서도 동물 실험이나 환자 대상 실험 혹은 

사후 부검 등의 많은 연구들을 통해, 기분장애의 병태생리에 G-

단백질의 기능장애에 기인한 수용체-효과자 반응의 장애가 있음

을 강력히 시사해 주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으며, 특히 양극성장

애 환자에서는 G-단백질의 기능이 항진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많

이 있다(Hudson 등 1993；Manji 1992；Schreiber 등 1991；

Young 등 1994；Young 등 1991). 

한편 양극성장애의 치료에 오랫동안 사용되어 온 리튬(lithi-

um)이 2차전령 체계에 작용하여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

다. 리튬의 작용기전은 과거에는 신경전달물질이나 수용체 혹은 

이온 통로 등의 관점에서 주로 연구되어 왔으며, 그 결과들은 너

무나 다양하여 일치된 의견을 끌어내기가 힘들 정도였다. 그러나 

Manji 등(1991)과 Risby 등(1991)은 일련의 연구를 통하여 

항우울제나 항조증 약물이‘noradrenergic’혹은‘serotone-

rgic’그 자체이기 때문이 아니라 그러한 신경전달물질에 의해 생

기는 수용체 후 신호 전달을 변화시키기 때문에 효과가 나타난

다고 주장하면서, 리튬의 작용을 어느 특정한 신경전달물질에 대

한 관점에서보다는 2차전령 체계의 관점에서 보아야 한다고 주

장했다. 

최근까지 밝혀진 바에 의하면 리튬은 2차전령 체계의 일련의 전

달 단계 중 G-단백질 수준에서 수용체-효과자 결합을 약화시

키거나(Avissar와 Schreiber 1989；Avissar 등 1988；Manji 

등 1991；Mork와 Geisler 1989a；Mork와 Geisler 1989b；

Risby 등 1991), 혹은 효과자나 2차전령 수준에서 그 활성을 약

화시키든지(Batty와 Nahorski 1985；Berridge 등 1989；Be-

rridge 등 1982；Hallcher와 Sherman 1980；Mork와 Gei-

sler 1989c), 아니면 이들 G-단백질이나 2차전령을 조절하는 

mRNA에 영향을 미쳐(Colin 등 1991；Li 등 1993) 그 항진된 

기능을 개선함으로써 양극성장애에 치료적 효과를 나타낸다고 주

장되고 있다. 

이와같이 양극성장애에서 G-단백질을 포함한 2차전령 체계의 

기능장애가 발견되고 리튬이 G-단백질 등의 2차전령 체계에 영

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2차전령 체계의 기능장애를 조절해 주는 기

전이 양극성장애의 치료기전일 것이라는 추론을 가능케 한다. 

한편 carbarmazepine은 양극성장애를 비롯한 여러 질병의 치

료에 임상에서 다양하게 사용되는데(Bezchlibnyk-Butler와 Je-

ffries 1995；McElroy와 Keck 1995), 그 작용 기전은 아직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양극성장애에 대한 향

정신 효과에 관하여는 더욱 그러하다. 따라서 카바마제핀이 2차

전령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아 리튬의 그것과 비교해 보는 

것도 양극성장애의 생물학적 기전을 이해하는데 있어 의미가 있

을 것이다. 

카바마제핀의 작용기전에 관한 기존의 연구들은 주로 특정 이

온 통로나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작용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으며 

상대적으로 2차전령 체계에 관한 연구는 매우 적은 편인데(Bez-

chlibnyk-Butler와 Jeffries 1995；McElroy와 Keck 1995；

Post 등 1992), 이들 연구 마저도 체계의 전달 단계 중 서로 다

른 부위, 즉 G-단백질(Avissar 등 1990；Lesch 등 1991)이

나 2차전령(Kodama 1994；Schubert 등 1991), 혹은 mRNA 

(Li 등 1993) 등 다양한 부위에서 관찰을 한데다 연구 결과도 

서로 달라서 현재로써는 일치된 의견이 없는 상태이다. 

본 실험에서는 카바마제핀이 2차전령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카바마제핀을 2주간 장기 투여한 후 2차전령 체

계의 두 개의 축인 adenylate cyclase(이하 AC) system과 ph-

osphoinositide(이하 PI) system의 변화를 측정하였는데, 그 궁

극적인 효과를 보기 위해 각 전달 체계의 최종 단계인 cAMP de-

pendent protein kinase(protein kinase A, 이하 PKA)와 pro-

tein kinase C(이하 PKC)를 관찰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 대상 및 방법 
 

1. 연구 대상 

백서 25마리에 2주 동안 카바마제핀을 투여한 후 대뇌 피질에

서의 PKA, PKC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같은 조건

에서 사육하여 카바마제핀을 투여하지 않은 백서 25마리를 사용

하였다. 백서는 호르몬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하여 雄性 백서를 사

용하였다. 
 

2. 연구 방법 
 

1) 약물의 투여 

카바마제핀을 加溫한 propylene glycol에 녹여 25mg/kg/day

를 복강 내로 주사하였다(Albright와 Bruni 1984). 
 

2) 대뇌 피질의 채취 

단두대에서 순간적으로 단두한 후 즉시 4℃의 冷房으로 들어가 

전두엽 부위의 대뇌 피질을 채취하였다. 단두 후 단두면을 통하여 

출혈되는 혈액을 받아서 카바마제핀의 혈중 농도를 측정하는데 

사용하였다. 
 

3) 효소 시료(試料)의 준비 

각 조직 표본을 ice bath에서 파쇄한 후 microcentrifuge로 

15000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pellet과 상층액을 분리

한 뒤 상층액을 soluble fraction으로 사용하였다. Fraction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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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단백질 농도는 BCA protein assay reagent를 사용하여 결

정하였다. Pellet는 1% Triton X-100이 포함된 파쇄 완충액

을 사용하여 재현탁한 후 2차로 원심 분리하여(15000rpm, 15

분) 상층액을 받아내 이를 membrane fraction으로 사용하였으

며, 마찬가지 방식으로 단백질 농도를 결정하였다. 시료의 보관

은 -70℃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4) 효소 활성도의 측정 
 

(1) PKA 측정 

PKA assay ki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험 방식은 제작사

의 지시에 따랐다. 간단히 기술하면 10μl의 substrate cocktail, 

10μl의 inhibitor cocktail, 10μl의 효소 시료를 micro-cen-

trifuge tube에 넣은 후 [γ-32P]ATP를 함유한 Mg2＋/ATP co-

cktail을 10μl 첨가하여 반응을 시작시키고 渦動한 뒤, micr-

ocentrifuge tube를 30℃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對照로는 기

질이 포함되지 않은 것을 사용하였으며 substrate cocktail 대신 

enzyme dilution buffer를 동량 첨가하였다. 25μl의 반응 혼합물

을 P81 phosphocellulose paper에 적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

으며 이상의 과정들은 1℃의 ice bath에서 수행되었다. 방사능 

표지된 기질이 여과지에 결합되도록 30초간 방치 한 후, 30ml의 

0.75% phosphoric acid로 3번 씻어 내고 다시 30ml의 ace-

tone에 5분간 담가 두었다. 그 후 여과지를 5ml의 scintillation 

cocktail에 첨가하여 기질에 포함된 방사능을 β-counter로 측

정하였다. 
 

PKA specific activity(phosphate transfer μmol/mg of pr-

otein·min)＝ 

{(CPM of substrate-CPM of blank)×(ATP conc-

entration per CPM)}÷{10min×(mg of protein in 

blotting paper)}(CPM；Counts Per Minute) 
 

조직의 soluble fraction과 membrane fraction에 있는 PKA의 

specific activity를 각각 구하고 이를 평균하여 total activity를 구

하였다. 
 

(2) PKC 측정 

PKC assay ki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실험 방식은 제작사

의 지시에 따랐다. 간략히 기술하면 10μl의 substrate co-

cktail, 10μl의 inhibitor cocktail, 10μl의 lipid activator, 10

μl의 효소 시료를 microcentrifuge tube에 첨가하였다. 이때 

lipid activator는 1분간 초음파 분해 처리(sonication)하였다. 

10μl의 [γ-32P]ATP를 함유한 Mg2＋/ATP cocktail을 첨가하

여 반응을 시작시키고 와동한 뒤, microcentrifuge tube를 30℃

에서 10분간 배양하였다. 대조 사용 및 그 후의 과정은 PKA 

측정과 동일하다. 
 

5) 통계 처리 

PKA와 PKC 각각에 대해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를 Stud-

ent’s t-test를 시행하여 비교하였으며, 컴퓨터화된 SPSS 프로

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6) 기구 및 시약 

실험에 사용된 기구 및 시약들은 다음과 같다；β-counter 

(Packard, 2000CA TRI-CARB), PKA assay kit(UBI), PKC 

assay kit(UBI), [γ-32P]ATP(Amersham), scintillation co-

cktail(Packard), BCA microprotein assay reagent(Pierce), 

그 외 시약은 모두 Sigma 제품이었다. 

 

결     과 
 

실험에 사용한 약물 투여군 25마리의 백서 중 3마리가 도중

에 사망하였으며, 하나는 실험 조건을 수립하는데 사용하여 결국 

효소 측정에는 21개의 표본이 사용되었다. 

실험군 백서에서 단두 시 채취한 혈액 중의 카바마제핀 농도는 

평균(±SE) 6.5±0.5μg/ml이었으며(표 1), PKA의 total act-

ivity(phosphate transfer μmol/mg of protein·min)는 대조군

과 실험군에서 각각 평균(±SE) 0.249563±0.036과 0.539853

±0.078이었고(표 2), PKC의 total activity(phosphate tran-

sfer μmol/mg of protein·min)는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각각 평

균(±SE) 0.654817±0.053과 1.146205±0.052이었다(표 3). 

표에서 보는 바와 같이 두 효소 모두 약물 투여 후에 활성도가 증

가하였으며 PKA, PKC에서 각각 p<0.01, p<0.001로 모두 통계

적으로 유의하였다(표 4). 

 

Table 1. Serum concentrations of carbamazepine in test group 
             unit：μg/ml 

Sample number Result Sample number Result 

 1 15.3 13 6.2 
 2  5.8 14 5.1 
 3  8.0 15 6.1 
 4  6.2 16 6.4 
 5  5.4 17 5.5 
 6  6.8 18 6.0 
 7  5.6 19 5.9 
 8  6.0 20 7.7 
 9  5.4 21 7.0 
10  4.9   
11  4.9 Mean 6.5 
12  5.4 SE 0.5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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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임상적으로, 抗癲癎 효과를 가진 약물들이 양극성장애의 일부

에서 급성 치료 효과와 예방 효과를 보인다. 그러한 약물들 중 

현재 양극성장애에 대한 치료 목적으로 임상에서 실제 사용되고 

있는 항전간 약물로는 carbamazepine, valproate, phenytoin이 

있으며 연구 개발 중인 항전간 약물로는 oxcarbamazepine이 있

고, benzodiazepine 계열의 약 중에는 clonazepam과 loraze-

pam이 치료적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다(McElroy와 Ke-

ck 1995). 

카바마제핀은 항전간 효과 및 양극성장애에 대한 효과 외에 삼

차신경통에 대한 항통증 효과 등 다양한 임상 효과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Bezchlibnyk-Butler와 Jeffries 1995；

McElroy와 Keck 1995), 그 중 양극성장애에 대한 효과는 1971

년 처음 보고(McElroy와 Keck 1995)된 이래 양극성장애의 혼

재성 상태나 단기 순환형 혹은 리튬에 반응이 적은 경우 등에 대

해 특히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Bezchlibnyk-Butler와 

Jeffries 1995；Calabrese 등 1995；McElroy와 Keck 1995). 

그러나 많은 임상적 이용에도 불구하고 그 작용 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항전간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과 기분 안정 

효과를 나타내는 기전 사이에 연관성이 있다고 주장한 사람들

(Motohashi 등 1994；Olpe와 Schmutz 1990)도 있으나, 그 

기전들이 서로 다를 것이라는 주장이 더 많다. 그 동안의 연구들

에 의하면, 항전간 효과에 관한 기전으로는 type 2 voltage-

Table 3. Protein kinase C total activity of control and test group 
    unit：phosphate transfer μmol/mg of protein·min 

Sample number Control group Test group 

 1 0.642438 1.227498 
 2 0.858168 1.143531 
 3 0.342469 1.310881 
 4 0.447462 1.048842 
 5 0.503413 0.781750 
 6 0.768818 1.078900 
 7 0.982147 0.701465 
 8 0.616946 1.220453 
 9 0.964153 0.952747 
10 0.781571 1.456599 
11 1.035447 1.524976 
12 0.656198 1.391648 
13 0.679662 0.897067 
14 1.458505 1.580169 
15 0.375931 1.313198 
16 0.719789 0.992479 
17 0.608576 1.137906 
18 0.429957 1.050205 
19 0.747233 1.302344 
20 0.536444 1.114244 
21 0.424267 0.843399 
22 0.613562  
23 0.496151  
24 0.350467  
25 0.330644  

   
Mean 0.654817 1.146205 

SE 0.053 0.052 
SE；standard error 

Table 4.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est group for protein 
kinase A (PKA) and protein kinase C(PKC) 

Mean value of activity* 
Enzyme 

Control group Test group 
Significance** 

PKA 0.249563 0.539853 p<0.01 
PKC 0.654817 1.146205 p<0.001 

*Phosphate transfer μmol/mg of protein·min 
**Student’s t-test 

Table 2. Protein kinase A total activity of control and test group 
    unit：phosphate transfer μmol/mg of protein·min 

Sample number Control group Test group 

 1 0.357191 0.273342 
 2 0.342112 0.477182 
 3 0.342810 0.771147 
 4 0.158008 1.011097 
 5 0.162922 0.137313 
 6 0.536199 0.642827 
 7 0.443511 0.465137 
 8 0.258742 1.055308 
 9 0.337967 1.021198 
10 0.143156 0.944538 
11 0.512392 1.026072 
12 0.357944 0.676029 
13 0.257280 0.629627 
14 0.774693 0.831743 
15 0.085418 0.600374 
16 0.188177 0.117046 
17 0.166243 0.087162 
18 0.171870 0.124570 
19 0.146947 0.080207 
20 0.104210 0.201485 
21 0.060503 0.163512 
22 0.111131  
23 0.073810  
24 0.066516  
25 0.079319  

   
Mean 0.249563 0.539853 

SE 0.036 0.078 
SE；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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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nsitive sodium channel, peripheral-type benzodiazepine 

수용체, potassium channel, calcium, glutamate(NMDA 수용체

에 작용), monoamine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이론들(Kubota 등 

1994；Meshki 등 1994；Olpe 등 1985；Post 등 1992；Wi-

llow 등 1984)이 거론되었고, 항통증 효과에 관한 기전으로는 대

체로 GABAb- 혹은 baclofen-like mechanism에 의견이 일치

되고 있으며(Bezchlibnyk-Butler와 Jeffries 1995；McElroy

와 Keck 1995；Post 1987；Post 등 1992), 항우울 및 항조증 

효과와 관련하여서는 GABAb antagonism, striatum의 acetyl-

choline의 증가, dopamine turnover의 감소, norepinephrine의 

분비와 CSF norepinephrine의 감소, adenylate cyclase와 gu-

anylate cyclase 활성의 감소, GABA turnover의 감소, D3 수용

체를 통한 작용 등이 거론되었다(Post 등 1992；Waldmeier 등 

1984). 

한편 카바마제핀의 임상적 효과가 나타나는 시간 경과를 보면, 

경련에 대한 효과는 즉시 나타나는데 반해 삼차신경통에 대한 효

과는 24∼48시간에 나타나며 기분장애에 대한 효과는 더 늦게 

나타난다. 따라서 단기 투여 시 나타나는 생물학적 변화보다는 장

기 투여 시 나타나는 변화가 향정신 효과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Post 등 1992), 실제로 Weiss 등(1989)은 

카바마제핀의 장기 투여가 요구되는 경련 모형을 만들어 장기적

인 효과를 연구한 결과, 단기 혹은 간헐적 투여 때와 장기 투여 때

와는 효과가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고,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에 

따라 작용하는 기전도 다르다고 주장하였다. 이렇게 카바마제핀

을 장기 투여한 후의 변화를 관찰한 소견들로는 substance P 감

수성(sensitivity)과 수치의 증가, GABA turnover의 감소, GA-

BAb 수용체의 증가, 그리고 adenosine 수용체의 증가 등(Post 

등 1992)이 있다. 

그러나 이들은 거의 모두가 어느 특정한 신경전달물질이나 수

용체 혹은 이온 통로의 관점에서 관찰한 연구인데 반해, 근래에

는 2차전령 체계의 발견과 더불어 그 관점에서 연구가 많이 이루

어지고 있다. 

리튬도 2차전령 체계에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많이 있는데, 그

에 관한 기왕의 연구들은 다음 몇 가지로 대별할 수 있다. 첫째

는 PI system에 관한 것으로 inositol phosphatase를 억제한

다는 inositol depletion 가설(Batty와 Nahorski 1985；Berr-

idge 등 1989；Berridge 등 1982；Hudson 등 1993), 둘째는 

AC system인 adenylate cyclase를 약화시킨다는 것(Manji 등 

1991；Mork와 Geisler 1989b；Mork와 Geisler 1989c；Ri-

sby 등 1991), 그리고 셋째는 이 두 system이 공유하고 있는 

G-단백질 수준에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Avissar와 Schreiber 

1989；Avissar 등 1988；Hudson 등 1993；Manji 1992；

Mork와 Geisler 1989a；Mork와 Geisler 1989b；Schreiber 

등 1991；Volont 1988)이다. Avissar와 Schreiber(1989)는 

리튬이 Gs(isoprenaline 작용과 관련)와 Gp(carbamylcholine 

작용과 관련)을 각각 억제한다는 결과를 보고하면서, 양극성장애

의 adrenergic-cholinergic balance 가설의 관점에서 보면 이

것이 항조증 효과와 항우울 효과를 모두 설명할 수 있다고 주장

하기도 하였다. 마지막 이론은 리튬이 G-단백질이나 2차전령 체

계를 조절하는 mRNA 수준에 작용(Colin 등 1991；Lesch 등 

1991；Li 등 1993)한다는 것이다. 

또한 항우울제와 전기경련치료 그리고 항정신병약물들도 리튬

과 마찬가지로 2차전령 체계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도 

있다(최  영 등 1992；Avissar 등 1990；Hudson 등 1993 ；

Manji 1992). 

이처럼 여러 향정신약물에 대해 2차전령 체계의 관점에서의 연

구 보고들이 많이 있으며 특히 리튬에 대해서는 그 연구가 매우 

풍부한 반면, 카바마제핀의 경우는 각각의 신경전달물질에 대한 

연구는 많이 있으나 2차전령 체계의 관점에서의 연구는 비교적 

적은 편이다. 

2차전령 체계와 관련된 카바마제핀의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들

을 보면, 우선 카바마제핀이 diacylglycerol(이하 DAG)을 변화

시키지 않았다는 것(Kodama 1994)과, 카바마제핀이 높은 농도

에서 PKC를 억제했다는 연구(Morishita와 Watanabe 1994)가 

있으나 DAG와 PKC가 PI system의 한 축을 이루는 물질들임

에도 불구하고 결과가 다르기 때문에 이 둘은 상이한 결과를 보

여 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Avissar 등(1990)과 Lesch 등

(1991)은 G-단백질에 대한 영향을 조사하여 각각 카바마제핀

이 Gs, Gi를 억제, 그리고 Gsα와 Giα를 감소시킨다는 비슷한 소

견을 보여주었으나, Li 등(1993)은 Gαs, Gαi1, Gαi2 mRNA 

level에 대한 리튬의 효과가 카바마제핀에는 없다고 하여 그 결

과가 일치하지 않는다. 또한 한 연구(Schubert 등 1991)에 의

하면 카바마제핀이 guanylate cyclase를 억제한다고 하였다. 이

와 같이 각각의 연구들의 결과가 일치되지 않고 있으며 그 수도 

적어서 현재로는 공통된 의견은 없는 상태이다. 

리튬 치료에 저항하는 경우에 카바마제핀을 사용하는 등 리

튬과 카바마제핀의 임상적 적용이 약간의 차이가 있으며, 리튬

의 작용기전과 관련하여, 약물을 투여한 기간(장기/단기)(Colin 등 

1991；Manji 등 1991), 검사 대상이 된 뇌 부위(Mork와 Ge-

isler 1989b；Risby 등 1991), 혹은 투여한 약물의 용량(Batty

와 Nahorski 1985；Colin 등 1991)에 따라 결과가 다르다거나, 

2차전령 체계를 오히려 강화시킨다는 등(Chuang 1989；Colin 

등 1991；Kodama 1994；Mork와 Geisler 1989b；Volont 

1988) 반대되는 소견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양극성장애에서 2

차전령 체계의 기능 항진이 발견된다는 소견과 그 동안 많이 주장

되어 온 리튬의 2차전령 체계 약화 기전에 비추어 저자는 카바마

제핀도 어떤 단계에서든 2차전령 체계를 약화시켜 궁극적으로 

PKA와 PKC를 억제하지 않을까 예상을 했었으나 본 연구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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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에서는 놀랍게도 PKA와 PKC 모두에서 그 활성이 증가했으며, 

그 차이는 PKA, PKC 모두 2배 정도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

이를 보여주었다. 

카바마제핀과 2차전령 체계를 연관시킨 그 동안의 연구들이 

비록 그 숫자 자체가 많지는 않다 하더라도 이번 결과를 지지해 

주는 것은 없다. 그러나 이번 연구와 결과가 다른 이 전 연구들을 

검토해 보면, Morishita와 Watanabe(1994)의 연구 및 Kod-

ama(1994)의 연구는 약물의 장기 투여 효과를 본게 아니어서 

카바마제핀을 투여하는 방법(장기 투여/간헐적 투여/단기 투여)에 

따라 상이한 생화학적 결과가 초래된다고 한 Weiss 등(1989)

의 주장에 비추어 이번 실험과는 그 결과가 다를 수 있고, 또한 

Avissar 등(1990)과 Lesch 등(1991)의 연구에서는 상반되는 

작용을 나타내는 Gs와 Gi가 동시에 감소되었을 때 궁극적으로 

PKA가 어떻게 영향을 받을 지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어 결과를 

해석하기가 곤란한 점이 있었다. 

반면 리튬에 관한 그 동안의 연구들 중에는 이번 결과를 지지

해 주는 것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 Mork와 Geisler(1989b)는 

리튬이 해마에서 AC 활성을 강화시켰다고 보고하면서 실험 결과

들을 종합해 볼 때 이는 리튬이 Gi를 억제하여 나타나는 결과라

고 하였고, Colin 등(1991)은 리튬 치료 후 AC에 대한 mRNA

와 protein이 증가하고 Giα1과 Giα2에 대한 mRNA와 prot-

ein이 감소하였다면서 Giα의 하향 조절과 AC의 상향 조절이 리

튬의 작용이라고 주장하였다. 한편 Volont3(1988)는 신경 성장 인

자와 함께 배양한 세포에서 리튬이 phospholipase C(이하 PLC) 

활성도와 GTP binding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관찰하고 이는 리

튬이 2차전령을 많이 생성함으로써, 잃어버릴 신호들을 강화시켜 

세포를 보호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리고 결과에 대한 해

석은 없지만 리튬이 DAG의 축적과 PLC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Kodama 1994)도 있다. 

한편 Chuang(1989)은 리튬의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들을 비

교 검토한 후, 리튬이 DAG 축적을 유도하여 PKC 활성을 증가

시키고 이는 negative feedback regulation에 의해 receptor-

G-protein-PLC complex를 인산화시켜 전체적인 신경세포의 

활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작용을 나타낸다고 해석을 하였다. 이는 

리튬이 2차전령 체계를 강화시켰다는 상기 소견들과 더불어, 카

바마제핀이 PKA와 PKC 활성을 증가시킨 이번 연구의 결과를 해

석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해 준다. 즉 Chuang의 해석을 근거로 

하여 추론해 볼 때, 카바마제핀이 PKA와 PKC 활성을 증가시켜 

receptor-G-protein-AC complex나 receptor-G-protein-

PLC complex를 인산화시켜 기능 항진 상태에 있는 신경 계통을 

안정시킴으로써 기분장애에 효과를 나타낸다는 가능성을 추정할 

수있다. 

또 한가지 가능한 해석으로 cross-talk 기전(Manji 1992)을 

들 수 있는데, 이는 리튬이 PI system에 작용하여 PKC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것이 AC system의 Gi나 AC를 인산화시킴으로써 

PKA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다. 

한편 이번 연구에는 몇가지 문제점이 있는데, 첫째로 혈중 카바

마제핀 농도를 들 수 있겠다. 평균 혈중 농도가 6.5±0.5μg/ml

로 나와 치료적 농도에 미치지 못하였으며, 농도에 따른 작용 기

전의 차이점을 지적한 연구들에 비추어, 농도를 조절한 후의 연

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로 이번 연구의 대상 조직이 대뇌의 

전두엽 부위로 제한되어 있는데, 부위에 따른 결과의 차이를 보

고한 연구들이 있으므로 다른 부위에서의 연구도 필요하겠다. 세

째로 이번 연구는 카바마제핀이 야기하는 궁극적인 변화를 보기 

위해 2차전령 체계의 마지막 단계인 PKA와 PKC를 측정하였기 

때문에 카바마제핀이 직접 작용을 나타내는 단계는 알 수 없으므

로 2차전령 체계의 각 단계마다의 변화를 측정하는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G-단백질이 α, β, γ의 세 subunit로 이루어져 있고 그 아형

들도 계속 밝혀지고 있어 수백 종의 G-단백질이 조합 가능하기 

때문에(백광진 1995), 전체적인 G-단백질을 대상으로 한 연구

보다는 어느 특정한 한 종류의 G-단백질 및 그와 연관된 2차전

령 체계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필요하며 이는 카바마제핀의 작용

기전과 그를 통한 기분장애의 생물학적 기전 이해에 더욱 많은 

자료를 제공해 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양극성장애 환자에서 G-단백질을 포함한 2차전령 체계의 이

상이 발견되고 리튬이 이 2차전령 체계에 영향을 미쳐 작용을 나

타낸다는 이 전의 연구 결과들이 많이 있다. 한편 항전간 약물인 

카바마제핀도 양극성장애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데 

그 작용기전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이 연구에서는 카바마제핀이 2차전령 체계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해 보기 위해 백서 25마리에 2주일 동안 카바마제핀을 투여한 

후 대뇌 전두엽 피질에서의 PKA와 PKC의 활성도를 측정하여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대조군과 실험군의 PKA의 평균(±SE) 활성도(phosph-

ate transfer μmol/mg of protein·min)는 각각 0.249563±

0.036과 0.539853±0.078로써 실험군에서 증가하였다. 

2) 대조군과 실험군의 PKC의 평균(±SE) 활성도(phosph-

ate transfer μmol/mg of protein·min)는 각각 0.654817±0. 

053과 1.146205±0.052로써 실험군에서 증가하였다. 

3)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활성도의 차이는 두 효소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PKA；p<0.01, PKC；p<0.001). 

이상의 결과로 보아 카바마제핀 장기 투여는 PKA, PKC 활성

을 증가시키는데, 그 치료적 작용기전과 관련하여 추론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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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된 효소들이 receptor-G-protein-effector complex를 

인산화하여 기능 항진 상태에 있는 신경계통을 안정시킴으로써 기

분장애에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된다. 
 

중심 단어：카바마제핀·단백 인산화 효소 A·단백 인산화 효소 

C·이차전령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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