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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의 화학적 커뮤니케이션

  우리의 뇌 속에는 약 1000억 개의 신경세포(뉴런, neuron)들이 복잡하게 연결되어 감각, 학습, 의사결정, 

인지, 감정, 행동 등을 만들어 내고 있다. 신경세포는 평균적으로 수천 개의 신경연접(시냅스, synapse)을 

통해 구조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런 시냅스간의 소통은 주로 신경전달물질(neurotransmitter)이라고 하는 

화학물질을 매개로 이루어진다. 신경전달 물질은 주로 아미노산, 모노아민, 펩타이드 등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대표적 신경전달물질로는 흥분성 신호전달을 담당하는 글루탐산(glutamate), 억제성 신호전달의 가바(GABA)와 

인간의 감정을 조절하는 도파민(Dopamine), 세로토닌(serotonin) 등을 들 수 있다. 

  전(前)시냅스 신경세포에서 만들어지고, 저장되었다가, 특정 상황에서 칼슘 농도의 증가에 반응하여 매우 

정교하게 조절되어 분비된 신경전달물질은 후(後)시냅스 신경세포에 있는 신경전달물질 수용체에 결합하여 

“활동전위(action potential)”라는 전기적인 형태의 신호를 만들어 낸다. 이 활동전위는 100 밀리볼트(mV) 

정도의 작은 전압에 불과하고 1 밀리초(ms, 0.001초)간 존재하는 찰나의 신호로 매우 빠른 속도로 다음 

신경세포에게 신호를 전달한다. 신경세포간의 소통은 결국, “자극수용 → 전기적 신호 생산 → 신경전달물질의 

분비”가 신경세포 간에서 이어달리는 형태로 이루어진다 (그림 1). 

그림 1. 신경세포간의 화학적 신호전달 (Thomas Splettstoesser (www.scistyle.com), CC BY-SA 4.0, Wikip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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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적 신호를 만들어 내는 신경세포

  신경세포의 전기적인 신호는 세포 안팎에 분포한 이온의 서로 다른 조성과 신경세포의 세포막의 존재하는 

이온통로(ion channel) 단백질을 통해 만들어 진다. 예를 들어 흥분성 신경전달의 경우, 전기적 음성을 띠고 

있는 휴지상태(resting state)의 신경세포가 신경전달물질을 수용하면서 전기적 음성이 점차 감소하고, 임계 

전압(threshold voltage)에 도달하는 순간 나트륨 통로 (소듐1 통로, Na+ channel)가 열리면서 세포 밖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나트륨 이온을 세포 안으로 유입시키는데, 이 결과가 신경세포를 전기적 양성으로 

변화시킨다. 이 전기적 변화를 활동전위(action potential)라고 부르는데, 위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1 밀리초(milli 

second)의 짧은 시간동안 생성되었다가 사라지게 된다. 이렇게 짧은 활동전위는 신경세포가 다음 신호를 

준비하게 위해, 칼륨 통로(포타슘2 통로, K+ channel)를 열어 세포 내에 높은 농도로 존재하는 칼륨이온을  

세포 밖으로 방출시킴으로써 다시 신경세포는 전기적 음성인 휴지상태로 돌아가기 때문이다. 

  사실 신경세포는 건전지나 휴대전화의 배터리처럼 에너지를 축적하고 있다가 자극에 의한 이온통로의 

선택적 활성에 의해 축적된 에너지를 방출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처음 배터리를 충전하기 위해서 에너지가 

필요한 것과 마찬가지로 신경세포도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여 이러한 일련의 소통을 준비하는데, 뇌가 우리 

몸의 2% 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지만, 20%에 이르는 에너지를 소비하는 까닭도 여기에 있다. 필자도 고등학생 

시절에 거의 대부분의 아침밥을 거르고 보냈지만, 충분한 에너지를 섭취하는 것이 여러분의 고위 뇌기능에 

매우 중요함을 잊지 않기를 바란다.

동물 측정 세포
휴지막 전위 

(mV)
활동전위 

(mV)
활동전위 지속시간 

(ms)
전도속도 
(m/s)

오징어 (Loligo) 신경 거대축삭 - 60 120 0.75 35

개구리 (Rana) 신경축삭 - 60 to - 80 110–130 1.0 7–30

고양이 (Felis) 척수 운동신경세포 - 55 to - 80 80–110 1–1.5 30–120

표 1. 주요 동물의 활동전위 비교 

(Bullock, TH; Horridge, GA (1965). Structure and Function in the Nervous Systems of Invertebrates. A series of books in biology. San Francisco: W. H. 

Freeman.에서 일부 발췌)

1) 소듐: “현재 국제 관례는 비록 주기율표의 원소 기호로는 'Na'으로 되어 있지만 공식적인 표기는 'Sodium'으로 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일 때문에 표기가 통일되지 못하고, 현재 까지도 영어·불어권에서는 'Sodium'을, 그리고 독일어권에서는 

'Natrium'을 쓰게 되었다. 독일 과학의 영향을 받은 일본은 일제강점기를 통해 그들의 과학용어를 우리나라에 도입했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전에는 '나트륨'으로 썼고, 해방 후에도 당시 문교부 편수자료에 근거한 초중고등학교 

교과서에 '나트륨'이 사용되면서 거의 모든 학문 분야에서 '나트륨'을 쓰게 되었다. 그러나 국제기구에서 'Na'에 대한 공식 

표기가 'Sodium(Natrium)'이기 때문에 우리도 '나트륨' 대신 '소듐'을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이 

원소를 처음 발견한 사람이 만든 이름을 존중한다는 의미도 있다.” (출처. 지제근 교수의 의학용어 바로쓰기 중) 

2) 위와 유사한 이유로 K 원소에 대해 대한화학회가 정한 공식 원소 명칭은 포타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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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온통로의 선택적 투과성

  만약 위에서 이야기 한 어느 하나의 단백질(예를 들어, 신경전달물질 분비 단백질, 신경전달물질 수용체, 

이온통로 등)이라도 정상적인 기능을 할 수 없다면, 우리가 느끼고, 배우고 익히며, 판단할 수 있을까? 단백질 

기능의 변이가 어느 정도 인가에 따라 증상의 범위는 매우 다양하겠지만, 분명히 정상적인 뇌의 활동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만약 이들 단백질의 선택성이 고장 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예를 들어 하나의 선택적 

신경전달물질을 분비해야 하는 신경전달물질 분비단백질이 그 선택성을 잃어버린다거나, 나트륨 통로가 

이온선택성을 잃어버려 나트륨, 칼륨 이온 등을 무차별적으로 통과시키는 경우에는 신경세포는 신경전달 

물질을 받아 더 이상 전기적으로 흥분할 수 도 없을 것뿐더러 정교하게 이웃 신경세포와 소통할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이들 단백질들이 이처럼 고도로 정교한 물질 선택성을 가지고 있을까? 콩과 쌀을 

분리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작은 쌀알만을 빠져나올 수 있는 체를 이용하면 된다. 하지만 포타슘 통로가 

크기가 작은 나트륨이온을 배제하고 칼륨이온만을 통과시킬 수 있는지, 어떻게 염소 통로가 염소이온을 

통과시키면서 더 작은 불소이온을 구분해 내는가를 생각한다면 이온통로가 이온선택성을 갖는 일은 그리 

간단한 일이 아니다. 1950년대부터 이온통로의 선택적 이온투과성이 전기생리학(electrophysiology)을 

이용한 실험방법에 의해 하나 둘씩 드러나고, 유전자 재조합 기술(recombinant DNA technology)의 도입으로 

이온통로의 이온선택성을 결정하는 중요한 아미노산 잔기들이 밝혀졌지만 “과연 어떻게?”라는 질문의 답을 

세포는 어떻게 물질을 수송할까? -세포막 단백질의 입체구조와 선택성

그림 2. 이온투과 단백질의 삼차원 입체 분자구조. (A) 신경전달물질 수송체의 나트륨 결합부위. (B) 칼륨 통로의 포타슘 결합부위. (C) 

칼슘펌프의 칼슘결합부위. (D)  염소/수소 교환수송체의 염소결합부위. (Gouaux and MacKinnon, Science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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찾는 과정은 그렇게 쉽지 않았다.

  만일 우리가 이온통로 단백질의 삼차원 입체 구조를 알아낼 수 있다면 이온선택성의 원리를 알아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질문에 연구자들이 선뜻 움직이지 못했던 것은 단백질을 분리, 정제하여 세포막 단백질의 

결정을 얻어내고, 엑스선 결정학을 이용한 구조 결정과정을 이온통로같이 세포막에 박혀있는 막단백질에 

적용하기에는 기술적으로 너무나도 어렵기 때문이었다. 

  “Seeing is believing”, “보는 것이 믿는 것이다”라는 명제를 “Nothing venture, nothing have”, “호랑이를 

잡으려면 호랑이 굴에 들어가라”는 말처럼 행동에 옮긴 연구자로 2003년 노벨화학상을 수상한 맥키논 

박사를 들 수 있다. 전도유망한 전기생리학자였던 그는 앞서 말한 것처럼 기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너무나 많고 어려워 모든 사람이 주저하고 말리던 이온통로의 구조 규명 연구에 과감히 뛰어 들었고, 무모한 

도전이라며 그의 앞날을 걱정하던 동료들의 염려에 보란 듯이 칼륨 통로의 삼차원 입체구조를 규명하여, 

칼륨통로의 선택적 이온투과성의 비밀을 밝혀내었다. 그 이후는 여러분이 상상하는 하는 것처럼 많은 

과학자들이 하나둘씩 세포막 단백질 구조를 밝히게 되었고, 지금도 계속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예처럼 과학, 특히나 뇌과학의 많은 부분이 아직도 누군가에 의해 밝혀지길 기다리고 있고, 그 질문에 답하는 

것이 가진 무궁한 학문적 의의와 폭발적인 응용성은 달리 강조하지 않아도 될 정도이다. 부디 미래세대인 

여러분들이 그러한 일을 해낼 수 있기를 소망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