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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일반적으로 볼 수 있는 현상이다. 알츠하이머병은 

나이에 따라서 나타나는 신경학적인 질병이며,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은 알츠하이머병의 발병에 주요한 원인물질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관여하는 시계 

유전자들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에 의한 시계 유전자들의 조절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t 1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으며, 시계유전자의 리듬 또한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시계유전자의 분자적인 조절기전을 

확인하기 위해서 HT22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하여 

BMAL1 단백질의 수모화의 증가로 인한 BMAL1 단백질의 

안정화가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CBP 단백질의 감소가 감마-

시크리테아제에 의한 N-Cadherin의 절단에 의해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하위단계인 PER2 단백질의 발현에 영향을 

미침을 확인하였다. Part 2에서는 타우에 의한 일주기리듬의 교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타우와 베타-아밀로이드를 동시에 과발현 

하는 마우스를 제작하여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우의 과인산화가 알츠하이머병의 병인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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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타우의 과인산화를 유도하는 플라스미드와 타우의 인산화를 

막은 플라스미드를 이용해서 시계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이 타우의 

인산화에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Part 3에서는 실제로 일주기리듬의 

교란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그렐린 호르몬을 투여하여 수면제한을 하게 되면 베타-

아밀로이드의 증가 등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마커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위 실험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

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에 의해 시계 유전자의 교란이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렐린 호르몬 처리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의해서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악화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일주기 리듬을 회복시키거나 베타-

아밀로이드나 타우 단백질의 조절로 시계유전자의 작동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에 주요한 치료 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일주기리듬, 베타-아밀로이드, BMAL1 (Aryl 

hydrocarbon receptor nuclear translocator-like), CBP (Creb-

binding protein), 타우, 그렐린 

학  번: 2009 - 3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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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및 약어목록 

Aβ, Amyloid-beta; 

AD, Alzheimer’s disease;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BiFC, Bimolecular fluorescence complementation; 

BMAL1, Aryl hydrocarbon receptor nuclear translocator-like; 

CaMKII, Calcium-calmodulin protein kinase 2 

CBP, Creb-binding protein; 

Cdk5, Cyclin-dependent kinase 5 

CHX, Cycloheximide; 

Clock, Circadian locomoter output cycles kaput 

CRY, Cryptochrome; 

CSF, Cerebrospinal fluid; 

CT, Circadian Time 

Dex, Dexamethasone; 

GSK-3, Glycogen synthase kinase 3 

ICD, intracellular dom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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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F, interstitial fluid; 

LD cycle, Light-Dark cycle 

MBD, Microtubule-binding domain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RK, Microtubule affinity-regulating kinase 

PER2, Period circadian protein homolog 2 

PKA, Protein kinase A 

PHF, Paired helical filaments 

PP, protein phosphatase 

SCN, Suprachiasmatic nucle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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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주기 리듬은 24시간을 주기로 일주기 시계 시스템이라 불리는 

내부의 시계에 의해서 조절된다 (그림 1) (1, 2). 일주기 리듬에 

의해서 수면, 섭취, 체온변화, 멜라토닌 분비 등 행동 학적인 변화가 

24시간을 주기로 유지된다. 이러한 일주기 리듬은 포유동물에서 

시상하부의 시상교차핵 부위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주요한 

부위로 알려져 있으며, 시상교차핵에 의해서 조절된 일주기 리듬은 

행동학적 리듬이나 간, 신장, 심장 같은 말초기관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2) (3, 4). 이러한 생리학 적인 변화는 

수면, 호르몬 분비, 글루코즈 대사작용 같은 체내의 변화에 일주기 

리듬을 유도한다고 한다. (5-7). 이러한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키는 

교대제 근무 같은 경우, 심장질병, 암, 퇴행성 신경질환, 그리고 

다양한 대사질환에 걸릴 위험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일주기 리듬을 잘 조절하는 것이 생리학적인 항상성과, 질병의 

예방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9). 

일주기 리듬의 조절은 세포 자율적으로 조절되는 전사-번역의 

피드백 고리를 가지고 있으며, 이것을 구성하는 유전자들은 종마다 

보존이 잘 되어 있다 (10, 11). 포유동물에서 일주기 시계는 

네거티브 피드백 고리로 연결되어 있으며, 이러한 피드백의 구성 

요소로 Clock (Circadian locomoter output cycles kaput), Bma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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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yl hydrocarbon receptor nuclear translocator-like), Per1 & 

2 (Period homologue) and Cry1 & 2 (Cryptochrome) 유전자들이 

있다. 이러한 일주기 시계는 낮일 때, CLOCK과 BMAL1이 

결합하여, Per와 Cry의 유전자의 E-box에서 전사를 촉진하게 

된다. 생성된 PER와 CRY 단백질은 헤테로다이머를 형성하여 다시 

핵안으로 전좌 (Translocation)되어 CLOCK-BMAL1 복합체에 

결합하여 이 전사과정을 억제하게 된다 (12). 밤시간이 되면, 

PER-CRY 리프레서 복합체는 분해되고, CLOCK-BMAL1이 

새로운 사이클로 들어가 전사를 촉진하게 된다 (그림 3). 이러한 

코어 시계유전자 피드백 고리 외에도 핵 호르몬 수용체인 (Nuclear 

hormone receptor) Rev-erbα는 CLOCK-BMAL1 복합체의 

타겟으로 Bmal1의 전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3). 

이러한 이차적인 피드백 고리는 필수적이진 않지만, 시계유전자의 

발현의 강도를 조절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되며, 

이 외에도 또 다른 시계유전자로 Timeless, Dec1, Dec2 그리고 

E4bp4가 알려졌고, 최근 연구에서 Chrono 또한 새로운 일주기 

유전자로 밝혀졌다 (14, 15).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은 노인성 치매 중 

대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질병으로 65세 이상 인구 중 10% 

이상에서 보이는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16).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인 특징으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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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는 노인반점 (senile plaque)과 미세소관의 안정화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타우 (Tau)가 과인산화 되어 형성되는 신경섬유 

덩어리 (Neurofibrillary tangle, NFT)가 있다 (그림 4, 5).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는 정상인과는 다른 과정에 의해 

노인반점의 과다한 축적이 신경세포의 소실을 야기하게 되어 

인지장애나 행동과 기억장애 또한 유발하게 된다 (17, 18). 베타-

아밀로이드는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이 베타-시크리테아제 (β-secretase)와 감마-시크리테아제 

(γ-secretase)의 순차적인 절단에 의해서 생성된다 (그림 4).  

Pyramidal neuron에 생성되는 신경섬유 덩어리는 알츠하이머 

병과 다른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타우병증 (Taupathy)으로 

명명되어 불리고 있다 (19). 이러한 신경섬유 덩어리는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됨에 따라 점차 그 수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신경섬유 덩어리의 구성성분은 비정상적으로 

과인산화가 일어나거나 (hyperhosphorylated) 응집 

(aggregated)이 일어난 타우로 구성이 되어있다. 가용성 

(soluble)의 타우는 일반적으로 축삭에 존재하며, 미세소관의 

어셈블리와 안정화에 기여하며, 소포의 이동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불용성 (insoluble)의 타우는 과인산화가 일어난 

타입으로, 미세소관에 결합하는 친화성이 떨어져 Paired helical 

filaments (PHF) 구조를 형성하게 된다 (그림 5). 또한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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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 올리고머와 유사하게 타우의 비정상적인 중간 응집체는 

독성을 나타내며(20), 인지기능을 저해시키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21, 22).  

 

Part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서 

보고되고 있다. 65세이상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80% 가량은 

체온조절과 수면주기와 같은 일주기 리듬에 문제를 겪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3, 24). 이러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알츠하이머병이 진행될수록 더 악화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24, 25). 일주기 리듬의 교란은 알츠하이머병의 초기에서부터 

나타난다는 보고들을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진행되는 것을 

진단하는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25). 하지만 아직까지 베타-

아밀로이드와 일주기 리듬의 교란의 분자적인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가 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인 5XFAD 쥐에서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조절에 문제가 있는 것을 기존에 알려진 동물모델들과 

비교해서 확인하였고 (26, 27) 베타-아밀로이드를 과발현해서 

생성하는 동물모델이기 때문에 베타-아밀로이드가 5XFAD 쥐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유도하는 주요한 인자로 생각하였다. 그와 

더불어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 유전자인 aryl hydrocarb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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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nuclear translocator-like (Bmal1)과 period circadian 

protein homolog 2 (Per2) 또한 5XFAD 쥐에서 발현되는 일주기 

리듬의 패턴이 망가진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이 5XFAD와 

HT22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의 

분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BMAL1의 분해에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수모화가 주요한 인자로 확인 

되었고, CBP의 분해에는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활성화 된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하여 생성된 N-Cadherin CTF2가 주요한 

인자로 확인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로 BMAL1-CLOCK 

복합체에 의해서 조절되는 하위단계의 PER2 발현에 문제를 

나타내는 것을 확인하였다. 위 결과를 토대로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야기하는 주요한 

위험인자임을 확인하였고, 이러한 과정에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CBP의 분해가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t 2. 타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나는 것은 

많은 보고들에 의해 알려져 왔다. 하지만 이러한 동물모델은 주로 

베타-아밀로이드를 과발현 하는 동물모델에서 이루어진 결과였다 

(27-30). 알츠이머병의 또 다른 병인물질인 타우에 의해서는 

아직까지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고, 타우와 베타-아밀로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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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에 과발현되는 동물모델에서만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27, 

30).  

타우는 4개의 반복되는 시퀀스로 (R1-R4) 미세소관 결합 도메인 

(Microtubule-binding domain; MBD)으로 구성되어 있다 (31). 

타우의 인산화 과정에서는 serine과 threonine잔기에서 인산화가 

일어나게 되며, proline 잔기에서 타우의 인산화는 glycogen 

synthase kinase 3 (GSK-3β), cyclin-dependent kinase 

(cdk5)과 p25 혹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에 

의해서 인산화가 일어나게 된다 (32-34). nonproline 잔기에서 

타우의 인산화는 Akt, Fyn, protein kinase A (PKA), calcium-

calmodulin protein kinase 2 (CaMKII), 그리고 microtubule 

affinity-regulating kinase (MARK)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 (35-38). KXGS (lysine과 unknown residue, glycine, 

serine) 시퀀스가 인산화의 타겟 모티프로 알려져 있다. 타우가 

결합하게 되면 미세소관의 조립과 안정화를 촉진하게 된다. 하지만 

타우에 kinase 활성화가 증가하거나, phosphatase 활성화가 

감소하게 되면, 타우의 과인산화를 유도하게 되고, 미세소관에서 

분리되어 미세소관의 안정화가 감소되며, 자가응집을 유도한다 (39, 

40).  

 일주기 시계는 casein kinase 1 (δ,ε), GSK-3β와 같은 

kinase와 protein phosphatase 1 (PP1), protein phosphatase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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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2A), protein phosphatase 5 (PP5)과 같은 phosphatase에 

의해서 번역 후 조절이 일어나게 되며, 이러한 조절에 의해서 

피드백 조절인자들의 변화를 유도하여 24시간 주기로 나타나는 

전사과정을 연기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41). CK1δ는 

PER 단백질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42), CK1ε은 PER, 

CRY, BMAL1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3, 44). 

 기존 보고들을 통해서 타우와 일주기 시계는 공통적인 kinase에 

의한 조절을 받고 있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본 연구에서는 

실제로 타우의 인산화와 일주기 리듬의 조절이 연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타우가 과발현된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인 6XFAD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우의 과인산화가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주요한 

마커이기 때문에 타우의 인산화와 시계유전자 간의 연구를 

진행하였다. 타우의 인산화가 일어나지 못하게 만든 construct에서 

일주기 유전자인 Per2, Bmal1의 gene oscillation 진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타우의 인산화가 지속적으로 일어나게 만든 

construct에서는 Per2, Bmal1의 gene oscillation 진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타우의 인산화가 일주기 

시계유전자의 oscillation에 중요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t 3. 그렐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과 알츠하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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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의 상관관계 

 그렐린 (Ghrelin)은 옥탄산 (Octanoic acid)에 의해 Ser3에 

에스테르화 되는 펩타이드로 알려져 있으며 (45, 46), 28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위의 산성점막에 존재하는 Gr 

(Ghrelin-producing) cell에서 분비되며, 뇌에서는 시상하부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45, 47, 48). 뇌하수체 

전엽에서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성장호르몬과는 별개의 조절기전으로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49, 50). 또한 그렐린이 in vitro와 in vivo 

실험을 통해 세포사멸을 억제하여 survival factor로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 하였다 (그림 7)(51-53).  

최근 연구에 따르면 그렐린이 성장호르몬, 렙틴, 오렉신과 함께 

작용하여 수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54). 쥐와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서 central administration을 통해서 

그렐린을 투여한 그룹에서 각성상태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 

되었으며 (55-57), systemic administration을 통해서 그렐린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성별과 투여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8, 59). 사람에게서는 그렐린을 정맥투여를 하였을 

때, 남성의 경우는 각성상태에는 영향이 없지만, NREM (non-rapid 

eye movement)수면을 증가시키고 REM (rapid eye 

movement)수면은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여성의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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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leep-wake cycle에 효과가 없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60-62).  

Holtzman 그룹에서 발표한 논문에 따르면 쥐에 수면을 제한하게 

되면 세포간질액내 (interstitial fluid)의 베타-아밀로이드의 양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63, 64), 이 과정에서 오렉신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고 하였다. 하지만 그렐린 투여에 

의한 수면의 제한이 알츠하이머병 진전에 영향을 미치는 결과는 

아직까지 보고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5XFAD 쥐에 그렐린을 투여하였을 때,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실제로 나타나는지 확인하였고, 이러한 결과와 

더불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과 유사한 베타-아밀로이드의 증가, 

신경세포의 감소, 신경교증의 증가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그렐린에 의한 수면 제한이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유도함을 알 수 있었고,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유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9 

 



 

 

 

(http://en.wikipedia.org/wiki/Circadian_rhythm) 

 

 

그림 1. 24 시간 일주기 생체시계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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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ibler et al. Cell (2002)) 

 

 

그림 2. 쥐에서 보이는 중심부와 말초부의 일주기 시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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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kahashi et al. Nature Reviews Genetics (2008)) 

 

 

그림 3. 전사-번역으로 구성된 포유류 일주기 시계의 네트워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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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furth and LaFerla et al. NEJM (2010)) 

 

 

그림 4.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의 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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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furth and LaFerla et al. NEJM (2010)) 

 

 

그림 5. 타우 단백질의 구조와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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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rews et al. Trends in Neuroscience (2011)) 

 

 

그림 6. 그렐린의 합성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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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hete et al. Trends in Neuroscience (2011)) 

 

 

그림 7. 그렐린의 Neuroprotection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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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 (AD animal mice)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로 5XFAD, 6XFAD. MAPT 쥐를 

사용하였다.  

Part 1. 5XFAD 는 사람의 다섯 가지 알츠하이머병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쥐로서 (세 가지의 휴먼 APP 돌연변이: K670N/M671L 

(Swedish) + I716V (Florida) + V717I (London)와 두 가지의 

휴먼 프리세닐린 1 의 돌연변이: M146L + L286V), 신경세포에만 

발현하는 Thy-1 프로모터에 의해서 조절 받도록 되어있다. (65). 

5XFAD 쥐는 잭슨 랩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 

catalog number 006554)에서 구매하였다.  

Part 2. 6XFAD 는 5XFAD 와 타우를 과발현하는 유전자 (휴먼 타우 

돌연변이: hTau P301L)를 발현하는 MAPT 쥐의 교배로 생산된 

쥐로 타우에 의한 일주기리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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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들의 유지는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IH publication No. 85-23, revised 1985)과 

서울대학교의 실험동물 관리와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2. 그렐린 투여 (Ghrelin injection) 

일주기리듬의 조절이 알츠하이머병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XFAD 쥐에 그렐린 (human, rat Ghrelin 1-10, 

Peptides international, Louisville, Kentucky)을 투여하였다. 

그렐린의 투여는 2 개월 된 5XFAD mice 수컷에 80 ug/kg 으로 

오후 5 시 (차이트게버 8 시간, ZT8hr)에 복강투여 방식으로 

투여하였고, 일주일 동안 3 일 투여 (월, 수, 금)로 8 주동안 

진행하였다.  

 

3. 세포주 및 세포배양 (Cell line and Cell culture) 

HT22 쥐의 해마 세포주, COS7 원숭이 신장 세포주, NIH-3T3 

쥐의 섬유아세포주를 사용하였다. 이 세포주 들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Laboratories,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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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ke City, UT)에 10%의 소태아혈청 (FBS;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 100 U/mL 페니실린, and 0.1 

mg/mL 스트렙토마이신 (Sigma-Aldrich, St Louis, MO)이 첨부된 

배양액에 배양하였다. 배양조건은 37°C 의 온도에 5% CO2 를 

맞추었다. 

 

4. 시약 및 항체 (Reagents and Antibodies) 

Aβ1-42는 American Peptide (Sunnyvale, CA, USA) 에서 

구입하였고, 세포를 동기화 시키기 위해서 Dexamethasone (Dex), 

Kronos 실험을 위한 D-Luciferin,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는 

시약인 Cycloheximide (CHX)는 Sigma-Aldrich (St.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r-secretase inhibitor인 L-685,458은 

Calbiochem (La Jolla, CA)에서 구입하였다. 그리고 실험에 사용한 

1차항체는 다음과 같다. anti-BMAL1, anti-CBP, anti-GFP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anti-PER2 

(Alpha Diagnostic International Inc., San Antonio, TX), anti-

Sumo1 (Cell Signaling, Beverly, MA), anti-N-Cadherin (BD 

Biosciences, San Jose, CA), anti-phospho-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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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scientific, Rockford, IL), anti-Lamin A, anti-GAPDH 

(Abcam, Cambridge, MA), anti-α-Tubulin (Sigma-Aldrich, St 

Louis, MO). 

 

5. 플라스미드 DNA 및 형질주입 (Transfection) 

형질주입에 사용된 플라스미드 DNA는 다음과 같다. Per2-Luc, 

Myc-BMAL1 WT, Myc-BMAL1 K259R, VC-BMAL1, VN-CBP 

플라스미드는 서울대학교 생명과학과 김경진 교수님과 경희대학교 

의과대학 조세형 교수님 실험실에서 제공받았다. Sumo1 WT, Tau 

WT-GFP, Tau AP-GFP, Tau E-GFP, Tau P301L-GFP 

플라스미드는 Addgene에서 구입하였고, N-Cadherin은 장창환 

박사님께 제공받았다. 형질주입을 위해 HT22 세포주를 12well 

플레이트에서 24시간 배양 후 LipofectamineTM LTX와 Plus 

reagents (Invitrogen, Carlsbad, CA)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형질주입 하였다. Opti-mem 배양액에 발현하고자 하는 DNA와 

Plus reagent를 5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LipofectamineTM 

LTX를 첨가하여 30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배양시킨 

플레이트에 넣어주었다. 4시간 이후, 형질주입 된 배지를 제거한 후, 

10% 소태아혈청이 들어간 DMEM 배양액으로 변경 후 24시간 

20 

 



동안 배양하였다.  

 

6. 쥐의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의 모니터링 

(Monitoring of home cage activity and body 

temperature) 

알츠하이머병의 동물모델에서 일주기리듬의 교란을 확인을 

위해서 쥐의 활동량과 체온을 모니터링 하였다. G2 E-mitter probe 

(Mini Mitter, Bend, OR)를 등 부위의 목에 수술을 통해서 피부에 

이식하였고, 일주일 동안 쥐의 안정화를 유지하였다. 그리고 쥐의 

활동과 체온을 Activity Monitoring System (Mini Mitter, Bend, 

OR)을 통해서 모니터링 하였고 모니터링 결과는 6분에 한번씩 

VitalViewH Data Acquisition System을 통해서 나타내었다. 쥐의 

개별적인 액토그램을 ActiViewH software를 통해서 분석하였고, 

쥐에서 일일의 액토그램을 MS excel을 홍해서 표시하였다. 그리고 

체온의 경우는 모니터링 기간동안 얻은 결과의 평균을 표시하였고, 

쥐의 활동량은 얻은 결과를 모두 합한 값을 표시해서 28일간의 

결과를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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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웨스턴 블롯 (Western Blot) 

일주기리듬에 따른 단백질의 발현되는 양을 확인하기 위해서 

특정시간에 시약처리가 끝난 세포에 차가운 생리식염수로 두 번 

워싱 해주었고,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 (Sigma-Aldrich, St Louis, 

MO)가 들어간 RIPA buffer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Nonidet P-40; 0.1% SDS; 0.5% deoxycholic acid 

sodium salt)를 사용해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백질은 

BCA (Pierce, Rockford, IL) 방법을 통해서 정량화 하였다. 동량의 

단백질을 Tris-glycine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고, 

PDVF membrane (Millipore, Billerica, MA)에 단백질을 transfer 

하였다. 그리고 실온에서 1시간 동안 5% skim milk에서 반응하여 

blocking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 특정 단백질의 특이적인 

1차항체를 반응시켰다. 항체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Amersham Pharmacia Biotech, Buckinghamshire, 

England)을 이용하여 Bio-imaging analyzer (LAS-3000; Fuji, 

Tokyo, Japan)를 통해서 분석하였다. 

 

8. 면역 염색 (Immunocytochemistry) 

BMAL1과 CBP 그리고 PER2 단백질의 면역염색을 다음과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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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처리된 세포에 생리식염수로 2회 

세척한 후, 4% paraformaldehyde를 15분동안 처리하여 고정화 

(Fixation) 과정을 거쳤다. 그 후, 0.5% triton X-100용액을 

사용하여 permeabilization을 하였고, 생리식염수에 2% 말의 혈청, 

2% 염소의 혈청, 그리고 2% 소태아혈청이 포함된 용액으로 

1시간동안 실온에서 blocking하였다. 그 후 1차항체를 4°C에서 

16~18시간 동안 반응하였고, 1차항체에 반응하는 Alexa Fluor® 

488- or Alexa Fluor® 594 (1:500, Invitrogen, Carlsbad, CA)가 

붙은 2차항체로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하였다. 세척과정을 거친 

후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1:5,000; Sigma-

Aldrich, St Louis, MO)용액에서 1시간동안 염색을 하고 

건조하였다. 형광신호는 confocal microscopy (FV10vi, Olympus, 

Tokyo, Japan)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얻었다 

 

9. 루시페라아제 리포터 유전자 어세이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 

루시페라아제 리포터 유전자 실험을 위해서 Per2 유전자에 루시

페라아제가 붙은 construct를 LipofectamineTMLTX와 Plus 

reagent를 이용해서 형질주입을 하였다. 형질주입 24시간 이후, 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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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하였고, Passive lysis buffer (PLB; Promega, 

Madison, WI)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세포의 루시페라아

제의 측정은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 (Promega, 

Madison, WI)를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10. BiFC 어세이 (Plasmids and BiFC assay) 

Bimolecular fluorescence complementation (BiFC) 실험은 다음

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66). Cos7 세포에 VC-BMAL1과 VN-

CBP를 형질주입 하였다. 형질주입 12시간 이후, 12시간동안 소태아

혈청을 제거하였고, 그 이후 베타-아밀로이드를 24시간 동안 처리

해 주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처리된 BiFC 형광신호를 정량화 하

기 위해서 핵 속에만 존재하는 형광의 신호를 측정하였다. 

 

11. 면역침강법 (Immunoprecipitation) 

BMAL1 과 Sumo1 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가 처리된 HT22 세포주에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 (Sigma-Aldrich)가 포함된 RIPA buffer (50 mM 

24 

 



Tris-HCl, pH 7.5; 150 mM sodium chloride;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1% Triton X-100; 2 mM EDTA)로 

세포내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동량의 단백질을 BMAL1 의 항체와 

반응하여 4°C 에서 16~18 시간가량 로테이터에서 반응하였다. 

Protein A/G agarose beads (Santa Cruz Biotechnology)를 반응이 

끝난 샘플에 넣어주었고, 추가로 1 시간 가량 로테이터에서 더 반응 

하였다. 반응후, RIPA buffer 를 이용해서 Protein A/G agarose 

beads 를 세척해주었다. 세척이 끝난 agarose beads 는 5× sample 

buffer를 10 ul 넣어주었고, 95°C 에서 10분간 끓여주어 agarose 

bead 에서 단백질을 얻었다. 그 이후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겨 

웨스턴 블롯 실험을 진행하였다.  

 

12.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Real-time PCR) 

일주기리듬을 조절하는 시계유전자의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서 

mRNA 레벨을 측정하였다. RNA는 RNeasyR Plus Mini Kit 

(Qiagen, Valencia, CA)를 이용해서 추출하였다. cDNA를 합성하기 

위해서 RevertAid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Ferment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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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en Burnie, MD)를 사용하였다.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ABI 

StepOne 2.1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기계를 사용

하여 실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프라이머는 다음의 논문을 참고하

였다 (67). Bma1, Per2, and Gapdh에 반응하는 프라이머를 사용하

였다. Gapdh 유전자는 mRNA양을 정량화하는데 사용하였다. 

 

13. Aβ1-42 준비 (Aβ1-42 preparation) 

Aβ1-42 펩타이드는 먼저 1,1,1,3,3,3-hexafluoro-2-propanol 

(HFIP; Sigma-Sldrich)로 녹였다. 녹인 용액을 분주하였고, 

SpeedVac concentrator (Savant Instrument, Hyderabad, India)를 

이용하여 HFIP를 증발시킨 후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하였다. 

세포에 처리하기 전에 DMSO (anhydrous dimethyl sulfoxide)에 

1mM에 녹였고, DMEM에 2 uM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14. Sumo1 siRNA 형질주입 

Mouse Sumo1의 siRNA를 Santa Cruz에서 구입하였다 (sc-

36574). Sumo1 siRNA를 형질주입 하기 위해서 RNAimax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를 이용하여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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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HT22 세포주를 6well에 seeding 하고 24시간 지난 

후, Sumo1 siRNA를 RNAimax와 Opti-mem 배지에 섞고 30분간 

incubation한 이후 세포에 넣어주었다. 4시간 이후에 10% FBS가 

들어간 DMEM 배지로 교체하였고, 24시간 동안 incubation 한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15. 통계처리 

통계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는 mean±SEM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룹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Student t-test or one-way 

ANOVA를 이용해서 분석하였고, 그룹간의 Factor 분석은 two-

way ANOVA의 Bonferroni posttests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 Version 5.0 (GraphPad Software, 

San Diego, CA)을 이용해서 수행되었다 (*P < 0.05, **P < 0.01, ***P 

< 0.001 or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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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1. 5XFAD 쥐에서 보이는 일주기 리듬의 교란 

기존보고에서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 있다 

(26, 27, 68, 69). 기존에 알려진 동물모델이 아닌 5XFAD mice를 

사용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실험에 사용한 동물모델이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2개월 된 5XFAD 쥐에서 

체온과 홈케이지 활동이 낮-밤 사이클 (Light-Dark; LD cycle) 

일주기시간 (Circadian Time; CT)인 24시간에서 유의하게 

야생형의 쥐에 비해서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8A, B). 

쥐가 활동하는 기간에서는 야생형의 쥐에서는 이른 밤과 늦은 

밤에서 홈케이지 활동이 두 번의 peak를 띄는 것을 보여주었고 

(그림. 8A), 체온의 변화는 이른 밤에 한 번의 peak를 보여주었다 

(그림. 8B). 그에 반해서, 5XFAD 쥐에서는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조절 두 가지에서 야생형의 쥐와 유의한 차이가 보이는 패턴을 

보여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A, B). 그리고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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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빛에 의한 효과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서 쥐를 밤-밤 

(Dark-Dark; DD cycle)에서 홈케이지 활동과 쥐의 체온변화를 

모니터링하는 실험을 진행하였다. 2개월된 5XFAD 쥐에서 LD 

cycle에서와 유사한 결과로 야생형의 쥐에 비해서 증가된 홈케이지 

활동과 쥐의 체온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8A, B).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증가됨에 따라 영향을 

받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8개월된 쥐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나는지 확인하였다. 8개월된 5XFAD 쥐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더 많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8C, D). 이 

결과들을 토대로 베타-아밀로이드가 실제로 동물모델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유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5XFAD 쥐에서 보이는 시계유전자의 발현 

앞선 결과를 통해서 5XFAD 쥐에서 기존의 알려진 것과 같이 

일주기 리듬이 망가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기존보고에서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유전자에 의해서 

조절받는 것이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난 5XFAD 쥐에서 시계유전자의 발현이 어떻게 변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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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부위는 뇌의 시상하부의 

시교차상핵 (suprachiasmatic nucleus; SCN)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시교차상핵 부위에서 시계유전자인 Bmal1과 Per2의 발현을 

5XFAD 쥐에서 측정하였다. 시상교차핵에서 Bmal1과 Per2의 

mRNA 레벨을 확인한 결과, 5XFAD 쥐에서 유의하게 야생형 쥐에 

비해서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A). 감소된 

시계유전자의 발현이 단백질 레벨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고, 

야생형쥐 에서는 BMAL1, PER2 단백질이 시간에 따른 일주리 

리듬을 보임을 확인하였지만, 5XFAD 쥐에서는 BMAL1, PER2 

단백질의 일주기 리듬을 확인할 수 없었다 (그림. 9B, C). 위 결과를 

토대로 베타-아밀로이드를 과발현 하는 5XFAD 쥐에서 

시계유전자의 조절이 망가져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의 분해 

Creb-binding protein (CBP)는 기존보고에서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 유전자로 알려졌고 (70), CBP는 circadian 

transcriptional co-activator인 BMAL1과 결합하는 것이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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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 이러한 두 가지 단백질의 기능을 연구하기 위해서 HT22 

세포주에 동기화를 유도하기 위해서 Dexamethasone (Dex)을 

처리하였고 (71), 동기화된 세포를 24시간 동안 2 μM의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에서 BMAL1, CBP 단백질의 레벨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웨스턴 블롯 (그림. 10A, B)과 면역염색 

(그림. 10C, D)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앞선 보고에서 BMAL1과 

CBP가 결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조건에서 이러한 결합에 영향을 미치는 지 확인하기 위해서 BiFC 

assay를 수행하였다. BiFC assay는 enhanced yellow fluorescence 

protein인 Venus가 원하는 두 가지 단백질이 결합하게 되면 

단백질의 결합을 살아있는 세포에서 실시간으로 시각화 할 수 있는 

실험 기법이다 (72). COS7 세포주에 VC (C-terminal)-BMAL1과 

VN (N-terminal)-CBP을 형질주입을 통해서 발현시켰고, 

형질주입 12시간 이후, 세포의 동기화를 하였고, 추가적으로 베타-

아밀로이드를 24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그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BMAL1과 CBP의 감소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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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FC 신호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통해서 

VC-BMAL1과 VN-CBP의 결합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0E, F). 이러한 단백질 결합을 BMAL1-CBP의 

면역침강법을 이용해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BMAL1과 CBP의 결합이 저해되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이러한 결과가 Bmal1과 Cbp mRNA 레벨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HT22 세포주에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한 후 Bmal1과 Cbp mRNA레벨을 측청하였고, 

그 결과 Bmal1과 Cbp mRNA레벨에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 위 결과를 토대로 

베타-아밀로이드가 BMAL1과 CBP의 생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닌 안정화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확인할 수 있었다.  

 

4.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유도된 BMAL1의 수모화 

(sumorylation)에 의한 BMAL1 분해 

수모화 (Sumorylation)는 번역후변형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과정으로 세포사멸, 단백질의 안정화, 전사과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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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핵-세포질의 이동 등 다양한 세포의 과정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3). 기존보고에서 수모화에 의해서 시계 유전자의 

조절이 일어나고, 그 중 BMAL1의 안정화에 주요하게 작용함을 

보고한 바 있다 (74).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분해가 수모화에 의한 단백질 안정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였다. 우선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안정화가 컨트롤 

그룹과 차이가 나는지를 확인 하였다.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기 

위한 Cycloheximide (CHX)를 처리한 후 시간대별 (1, 3, 5시간)로 

BMAL1의 분해되는 정도를 웨스턴 블롯을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BMAL1의 분해되는 정도가 더 빨리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A, B). 다음으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수모화가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면역침강법을 

이용해서 확인한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BMAL1의 수모화가 더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C). 

BMAL1의 수모화가 단백질의 안정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을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수모화에 작용하는 Sumo1이 

33 

 



없을 경우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분해가 회복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Sumo1 siRNA를 이용해서 Sumo1 단백질의 

기능을 낮추었고,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단백질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Sumo1 siRNA를 형질주입한 HT22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분해가 Control 

siRNA를 형질주입한 세포주에 비해 BMAL1의 분해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D, E). 위 결과를 통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나타나는 BMAL1의 분해에 BMAL1 단백질의 

수모화가 중요한 작용을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유도된 N-Cadherin CTF2에 의한 

CBP의 분해 

BMAL1-CLOCK 복합체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조절은 CBP가 

Per1 promoter의 E-box에 결합하여 BMAL1-CLOCK 복합체에 

의한 일주기 리듬을 추가적으로 조절하게 됨이 보고된 바 있다 

(66). 또 다른 보고에서 CBP는 N-Cadherin의 C-말단 단백질 

(C-terminal fragment)과 결합하고 CBP의 분해를 유도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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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75). 이번 실험에서 실제로, N-Cadherin의 과발현을 

통해서 CBP레벨이 변하는지 확인하였고, 그 결과 N-Cadherin이 

과발현 된 그룹에서 유의하게 CBP 레벨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A).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한 CBP의 감소가 N-Cadherin CTF의 생성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농도별로 처리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N-Cadherin CTF가 농도별로 레벨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이로 인해 CBP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B). N-Cadherin은 두 가지의 절단과정을 거친다. N-

Cadherin CTF1은 ADAM10에 의해서 일어나며, 다시 이것이 

감마-시크리테아제 (γ-secretase)에 의해서 나타남이 알려져 

있다 (75). 그렇다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의 분해가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인지를 확인하기 위해 

감마-시크리테아제 저해제인 L-685,458을 HT22 세포주에 

처리하였다. 그 결과,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해 나타나는 CTF1의 

절단이 L-685,458에 의해서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N-

Cadherin CTF1의 축적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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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CTF1이 CTF2로의 절단이 감소함에 따라 CBP의 레벨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위 결과를 통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나타나는 CBP의 분해가 CTF2에 의해서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C).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감마-

시크리테아제의 활성화가 증가됨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한 증가된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성을 L-

685,458을 처리함으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유도되는 CBP의 

감소를 회복시켜주는 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웨스턴 블롯을 이용해 

확인한 결과,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감소된 CBP 레벨이 L-

685,458에 의해서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D, E). 위 

결과를 통해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해서 잘려진 N-Cadherin 

CTF2가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 분해에 주요한 역할을 

담당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6.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CBP의 감소가 Per2 

expression에 미치는 영향 

BMAL1-CLOCK 복합체는 하위단계 있는 Per와 Cry 유전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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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을 유도하고, 이것들이 다시 PER-CRY 복합체를 형성해서 

BMAL1-CLOCK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 (11, 

76). 앞선 결과들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CBP의 

감소를 확인하였고,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하위단계에 있는 PER의 

레벨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조절받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을 위해 0.2 μM Dex를 2시간 동안 처리한 HT22 세포주에 2 

μM 베타-아밀로이드를 4시간에 한번씩 24시간 동안 처리한 

샘플을 준비하여 Per2의 일주기 리듬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의 Per2의 mRNA 레벨의 

oscillation의 교란이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A). 

추가적으로 PER2의 단백질 레벨 또한 교란이 일어났는지 

확인하였고, mRNA 레벨과 마찬가지로 PER2 단백질의 레벨 또한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감소된 것을 웨스턴 블롯 

(그림. 15B)과 면역염색 (그림. 15C, D)에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이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함으로 Per2 

프로모터에 결합하지 못함으로 나타나는 결과임을 확인하기 위해서 

Per2 프로모터 활성을 측정해보았다. HT22 세포주에 Pe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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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moter-luciferase를 형질주입 하였고, 형질주입된 세포에 

동기화를 하였고, 베타-아밀로이드를 2 μM의 농도로 24시간 동안 

처리하고 루시페라아제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Per2 프로모터 활성이 컨트롤 

그룹에 비해서 감소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하여 나타나는 BMAL1, CBP의 감소가 Per2 프로모터에 

활성을 저해하여 mRNA 레벨을 감소시켜 단백질 레벨 또한 

저해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E). 위 결과를 통해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유도되는 BMAL1, CBP의 감소가 하위단계인 

PER 단백질의 발현을 조절하여 일주기 리듬을 교란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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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타우 (Tau)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1. 6XFAD에서 보이는 일주기 리듬의 교란 

기존보고들에 따르면 알츠하이머병의 동물모델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기존에 

알려진 알츠하이머병 모델은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병변이 주로 

일어나는 쥐에서 확인된 것이었다 (27, 30). 실제로 타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XFAD 쥐에 

타우의 유전자인 MAPT가 과발현 된 쥐와 교배하여 새롭게 

6XFAD 쥐를 만들었고,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4개월 된 쥐와 12개월 된 쥐에서 체온과 홈케이지 활동을 낮-밤 

사이클 (Light-Dark; LD cycle)에서 모니터링 하였다. 그 결과, 

4개월 된 6XFAD의 ZT 24시간에서 야생형의 쥐에 비해서 체온과 

홈케이지 활동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16A), 12개월 된 6XFAD에서는 야생형에 비해 체온과 홈케이지 

활동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6B).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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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타우가 과발현된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타우에 의한 시계 유전자의 교란 

 앞선 결과들을 통해서 타우가 과발현된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확인한 것은 실제로 타우에 의해서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유전자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고자 하였다. 타우는 

과인산화로 인한 응집이 병변에 주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16). 

따라서 타우의 정상 플라스미드 (WT), 타우의 인산화를 할 수 

없게 만든 플라스미드 (AP), 인산화를 과하게 일어나게 만든 

플라스미드 (E)와 타우의 응집을 유도하는 플라스미드 (P301L)를 

이용하여, 시계유전자인 Per2와 Bmal1의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을 하였다. 우선 예비실험으로 타우 플라스미드의 발현을 

확인하였고, 타우가 정확히 발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NIH-3T3 세포주에 Bmal1, Per2-dsLuc과 Tau의 플라스미드를 

형질 주입한 이후, 24시간 이후 Dex으로 세포를 동기화 한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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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nos 장비를 이용하여 시계유전자의 일주기 리듬이 어떻게 

바뀌는 지 확인하였다. Per2의 일주기 리듬을 확인한 결과, WT에 

비해 mutant AP에서 Per2의 일주기 리듬의 진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E와 P301L에서는 WT에 비해 Per2의 일주기 

리듬 진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A-C). 

Bmal1의 일주기 리듬 또한 WT에 비해 AP에서 Bmal1의 일주기 

리듬의 진폭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E와 P301L에서는 WT에 

비해 Bmal1의 일주기 리듬의 진폭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9A-C).  

 위 결과를 토대로 타우의 인산화가 시계유전자의 oscillation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추후 실험을 통하여 정확한 조절기전의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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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그렐린 (Ghrelin)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과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상관관계 

 

1. 그렐린 투여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그렐린은 기존 연구들에서 신경보호의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51-53). 하지만 또 다른 그렐린의 역할로 

수면주기에서 각성의 단계를 유발한다는 것 또한 알려지고 있다 

(54, 60-62). 따라서 그렐린 투여에 의한 신경보호 효과 혹은 수면 

감소로 인한 병변의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서 3개월 된 5XFAD 

쥐에 그렐린을 8주 동안 투여한 뒤, 일주기 행동의 변화를 모니터링 

하였다. 

 그렐린을 투여한 5XFAD 쥐에서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그룹에 

비해서 홈케이지 활동이 불이 꺼진 활동기에서 현저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20B), 체온의 조절은 일주기 리듬의 

패턴은 유사하나, 생리 식염수를 투여한 쥐에 비해서 현저하게 낮게 

유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0B). 이러한 변화가 WT 

쥐에서는 변화를 보이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0A).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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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그렐린 투여에 의해 5XFAD 쥐에서 일주기 리듬의 

변화가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2. 그렐린 투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변화 

앞선 결과를 통해 5XFAD 쥐에 그렐린 투여를 하게 되면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더 심해짐을 확인하였고,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병변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의 양을 확인하기 위하여 그렐린을 투여한 5XFAD 

쥐에서 RIPA-soluble 한 베타-아밀로이드의 양을 웨스턴 블롯 

으로 확인한 결과, 생리식염수를 처리한 그룹에 비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양이 현저하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A). 그리고 이러한 현상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전사단계에는 

영향이 없음을 real-time PCR을 통해서 APP의 mRNA양을 

측정하였다 (그림. 21B). 알츠하이머병에서 성상교세포증 

(astrogliosis) 또한 중요한 특징중 하나이며,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주변에서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그렐린 

투여에 의한 성상교세포증은 어떠한 영향이 있는지 확인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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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FAD 쥐에 그렐린을 투여한 쥐에서 성상교세포증의 마커인 

GFAP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A). 또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신경세포가 죽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특징으로, 신경세포의 마커인 NeuN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 그렐린을 투여한 그룹에서 발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A).  

 위 결과를 토대로 그렐린 투여에 의해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유도하게 되고, 일주기 리듬의 교란으로 인해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마커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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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XFAD 쥐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 

(A) 2개월 된 Littermate와 5XFAD에서 보이는 Home cage 

activity의 변화 관찰 (낮-밤 (Light-Dark) cycle; 첫 번째 줄 

왼쪽패널, 두 번째 줄, 밤-밤 (Dark-Dark) Cycle; 첫 번째 줄 

오른쪽패널, 세 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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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XFAD 쥐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 

(B) 2개월 된 Littermate와 5XFAD에서 보이는 Body 

temperature의 변화관찰 (낮-밤 (Light-Dark) cycle; 첫 번째 줄 

왼쪽패널, 두 번째 줄, 밤-밤 (Dark-Dark) Cycle; 첫 번째 줄 

오른쪽패널, 세 번째 줄)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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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XFAD 쥐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 

(C) 8개월 된 Littermate와 5XFAD에서 보이는 Home cage 

activity의 변화 관찰 (낮-밤 (Light-Dark) cycle; 첫 번째 줄 

왼쪽패널, 두 번째 줄, 밤-밤 (Dark-Dark) Cycle; 첫 번째 줄 

오른쪽패널, 세 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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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5XFAD 쥐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 

(D) 8개월 된 Littermate와 5XFAD에서 보이는 Body 

temperature의 변화관찰 (낮-밤 (Light-Dark) cycle; 첫 번째 줄 

왼쪽패널, 두 번째 줄, 밤-밤 (Dark-Dark) Cycle; 첫 번째 줄 

오른쪽패널, 세 번째 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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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5XFAD 쥐의 시계 유전자의 교란 

(A) Littermate와 5XFAD에서 보이는 Bmal1과 Per2의 유전자 

발현 확인 (*P < 0.05, **P < 0.01, ***P < 0.001) 

(B) Littermate 와 5XFAD 에서 보이는 BMAL1 과 PER2 의 

단백질 발현 확인  

(C) BMAL1, PER2 의 정량화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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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T22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 단백질의 변화 

(A) 2 μM의 베타-아밀로이드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HT22 

세포주의 핵에서 BMAL1, CBP 웨스턴 블롯을 통한 단백질의 변화  

(B) BMAL1, CBP 의 정량화 (*P < 0.0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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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T22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 단백질의 변화 

(C) 2 μM의 베타-아밀로이드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HT22 

세포주의 핵에서 면역염색을 통한 BMAL1, CBP 단백질의 변화 

(D) BMAL1, CBP 의 정량화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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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HT22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 단백질의 변화 

(E) 2 μM의 베타-아밀로이드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HT22 

세포주의 핵에서 BiFC 방법을 통한 BMAL1, CBP의 결합확인 

(F) BMAL1-CBP 복합체의 BiFC 신호의 정량화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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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HT22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 단백질의 결합 변화 

(A) 2 μM의 베타-아밀로이드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HT22 

세포주의 핵에서 면역침전방법 (Immunoprecipitation) 방법을 

통한 BMAL1과 CBP의 결합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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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HT22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 

mRNA의 변화 

(A)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HT22 에서 Bmal1 mRNA 측정 

(B)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HT22 에서 Cbp mRNA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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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수모화가 BMAL1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A)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 CHX 를 이용한 단백질의 

분해 확인  

(B) BMAL1 단백질의 정량화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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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수모화가 BMAL1의 

안정화에 미치는 영향 

(C)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주에 BMAL1의 수모화 측정 

(D) Sumo1 Knock down에 의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의 단백질 레벨 확인 

(E) BMAL1 단백질의 정량화 (n.s; nonsignifican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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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 단백질의 분해에 N-

Cadherin이 미치는 영향 

(A) N-Cadherin 과발현에 의한 CBP 단백질 변화 확인 

(B)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와 N-Cadherin 단백질 변화 확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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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 단백질의 분해에 N-

Cadherin이 미치는 영향 

(C) L-685,458 처리에 의한 CBP와 N-Cadherin 단백질 변화 

(D)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 분해에 L-685,458 의 영향 

(E) CBP 단백질의 정량화 (###P < 0.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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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과 CBP 단백질의 

분해가 Per2 발현에 미치는 영향 

(A) 베타-아밀로이드 처리에 의한 Per2 mRNA 의 변화 (*P < 

0.05, **P < 0.01, ***P < 0.001) 

(B)-(D) 베타-아밀로이드 처리에 의한 PER2 단백질의 변화 

(E) 베타-아밀로이드 처리에 의한 Per2-promoter 활성의 변화 

59 

 



 

(A) 

 

 

그림 16. 6XFAD 쥐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 

(A) 4 개월 된 Littermate 와 6XFAD 에서 보이는 홈케이지 활동, 

체온 및 휠-런닝의 변화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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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그림 16. 6XFAD 쥐의 일주기 리듬의 교란 

(B) 4 개월 된 Littermate 와 6XFAD 에서 보이는 홈케이지 활동, 

체온 및 휠-런닝의 변화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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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타우 플라스미드의 확인 

(A) 웨스턴 블롯으로 타우 cDNA 확인 

(B) 형질주입으로 타우의 발현 확인 

6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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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타우에 의한 Per2 의 oscillation  

(A) Per2 유전자의 oscillation Raw data 

(B) Per2 유전자의 oscillation의  Detrend data 

(C) Per2 유전자의 oscillation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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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타우에 의한 Bmal1 의 oscillation  

(A) Bmal1 유전자의 oscillation Raw data  

(B) Bmal1 유전자의 oscillation의 Detrend data  

(C) Bmal1 유전자의 oscillation 정량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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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그렐린 투여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A) 그렐린 투여에 의한 Wild-type 쥐에서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의 변화 

(B) 그렐린 투여에 의한 5XFAD 쥐에서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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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그렐린 투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 변화 

(A) 그렐린 투여에 의한 쥐에서 알츠하이머병 마커단백질의 확인 

(B) 그렐린 투여에 의한 APP 의 mRNA 레벨의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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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Part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난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으나 (24, 68, 69, 77), 

아직까지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대한 

정확한 분자적인 기전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분자적인 매커니즘에 

대해서 연구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를 과발현 해서 뇌 안에서 

축적되는 5XFAD 쥐에서 일주기 행동의 변화와 함께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시계유전자의 변화가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 9).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분자적인 매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하기 위해서 시계유전자인 BMAL1, CBP, PER2의 전사조절, 단백질 

발현, 그리고 전사후 번역 과정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BMAL1과 CBP의 

분해가 나타났고 (그림. 10), 이로 인해서 하위단계인 PER2의 

단백질과 mRNA의 발현이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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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러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감소는 

BMAL1과 수모화에 관여하는 Sumo1 단백질의 결합에 의해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림. 13C). 또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잘려진 N-Cadherin CTF가 CBP 분해를 촉진함을 추가로 

확인하였고 (그림. 14B), 이 과정에서 γ-secretase가 작용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4E).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조절하는 주요한 위험 인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주기 리듬은 내생적으로 가지고 있는 일주기 시계에 의해 

조절되고, 이러한 주기는 약 24시간을 보이고 있으며, 다양한 

외부자극에 의해서 사이클이 변경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일주기 리듬은 포유동물, 식물, 곰팡이, 남조류 같이 다양한 

생물종에서 보존되어 있다 (78-80). 일주기 리듬은 대사작용을 

조절하며, 호르몬 분비, 수면, 심장의 기능 유지에 주요하게 

관여하고 있다 (67, 81, 82). 따라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나게 되면 당뇨병, 비만, 조울증, 암, 퇴행성 신경질환 같은 

질병을 유발하게 된다 (6, 67, 73, 83, 84). 최근 보고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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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도 관찰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1, 7, 9, 23, 81). 

시상하부의 시교차상핵 부위가 주요한 시계 조절 부위로서, 

중심과 말초의 시계 유전자를 조절함으로써, 일주기 행동을 

유발하게 된다. (85-87). 따라서 실험에 사용한 5XFAD 쥐에서 

일주기 행동의 변화와 시계 유전자의 변화가 시교차상핵 부위에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 9). 2개월 된 5XFAD 쥐의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은 특정 시간에서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8개월 된 5XFAD 쥐의 일주기 행동은 Littermate에 

비해서 홈케이지 활동이나 체온이 활동기간에 현저히 저하가 된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5XFAD 쥐에서 보이는 일주기 행동의 

변화패턴은 Littermate 쥐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5XFAD 쥐에서 보이는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의 현저한 감소가 

5XFAD 쥐에서 보이는 신경세포의 사멸에 의한 현상인지 확인하지 

못했기 때문에 시교차상핵 부위의 신경세포 사멸을 확인해 볼 

예정이다. 또한, 시교차상핵 부위에서 다른 부위로 일주기 

신호전달이 문제가 되어 brain 다른 region으로 신호가 전달 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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못하여 일주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지 시교차상핵에서 분비되는 

neuropeptide의 분비를 추가로 확인해보아야 할 것이다.  

앞선 결과에서 시계 유전자의 oscillation이 5XFAD 쥐의 

시교차상핵에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하였고, Per2, Bmal1의 유전자 

oscillation이 영향을 받는 것을 확인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척이 증가하는 

부위인 해마와 피질부분에서 또한 시계유전자의 oscillation을 

확인할 예정이다.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유전자의 

oscillation의 교란의 조절기전 모델을 제시하면, 기존보고에서 

Bmal1의 유전자 전사과정은 Rev-erbα에 의해서 조절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 (88). 이러한 Rev-erbα는 GSK3β에 의해서 발현의 

조절이 되는 것이 알려져 있다. GSK3β를 siRNA를 통해서 

Knock-down 시키게 되면, Rev-erbα의 발현이 저해되어, 

Bmal1의 전사가 증가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89). 기존연구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GSK3β의 조절기전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며,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GSK3β의 serine 9번의 

인산화를 저하시키게 되면, GSK3β가 activation 된다 (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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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제시된 모델에 따라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GSK3β의 

인산화가 저해되어 activation이 되면 Rev-erbα가 증가하게 되고, 

이로 인해 Bmal1의 전사를 저해하게 되어 하위단계인 Per2의 발현 

또한 저해할 것으로 예상된다. 기존 보고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일주기 행동의 변화가 병리학적 변화가 심해지기 이전부터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어 낮은 농도의 베타-아밀로이드가 실제로 

시계 유전자의 변화를 나타내는지 확인하였다. 세포사멸을 측정할 

수 있는 MTT, Calcein-AM 실험기법을 사용해서 확인한 결과 

24시간동안 5 μM의 농도로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그룹에서는 유의한 세포사멸을 보이며, 실험에 사용한 24시간동안 

2 μM의 농도로 처리한 그룹에서는 유의한 세포사멸을 관찰할 수 

없어 이 조건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2 μM의 베타-아밀로이드 

처리로 BMAL1과 CBP 안정화를 조절해서 단백질 분해를 가져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  

단백질의 수모화는 번역후변형 과정으로 세포사멸, 단백질 

안정화, 전사조절, 핵-세포질 이동 등 다양한 세포의 과정에 

작용한다. 그리고 기존 보고에서 BMAL1의 수모화가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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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에 주요한 작용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하여 BMAL1 단백질 수모화에 의해서 BMAL1 단백질의 

불안정화를 보여줌을 확인하였고 (그림. 13A, B), 수모화에 

작용하는 SUMO1을 siRNA를 통해서 SUMO1 단백질의 레벨을 

낮춰주게 되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의 감소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3D, E). 기존 보고에서 

BMAL1의 수모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진 SUMO 단백질은 SUMO 1, 

2, 그리고 3가 알려져 있다 (74, 91). 2008년 Science에 발표된 

논문에서 BMAL1의 수모화가 SUMO1에 의해서 안정화가 조절이 

되며, 이 과정에 Lysine 259 잔기의 sumoylation이 중요함을 

보고하였다 (74). 그리고, SUMO 2/3 또한 BMAL1의 수모화에 

관여하며, 일주기 리듬을 활성화 시키는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91). 뇌 내에 주로 작용하는 SUMO 단백질의 

isoform은 SUMO1이고, SUMO2/3를 확인한 실험에서는 

Fibroblast 세포를 사용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나타나는 수모화를 SUMO1에 집중하여 

확인하였다.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수모화의 조절장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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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보고가 되어있다 

(92-94). SUMO-activating enzyme subunit 2 (SAE2)의 SNP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유의하게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고 (95), 

SUMO enzyme인 SENP3는 microarray를 통해서 분석하였을 때,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감소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다 (96). 그리고 

SUMO-conjugating enzyme인 Ubc9 또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SNP가 유의하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97). 따라서 단백질의 

수모화가 알츠하이머병에서 주요한 번역후 변형으로 조절 받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도 수모화에 

관련된 단백질의 변화를 확인하면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 보이는 

수모화의 조절장애를 더 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N-Cadherin은 PS1과 복합체를 형성하며 (98), 칼슘에 

의존적인 세포의 부착에 관여하는 글리코단백질로, 세포외부에 다섯 

개의 cadherin repeat를 가지며, cytoplasmic tail, 

transmembrane을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다. 이 단백질은 뉴런과 

시냅스에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98, 99). N-Cadherin은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해서 절단되어 N-Cadherin CTF2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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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리는 세포내 도메인을 생성하게 되며, CBP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분해함으로 전사인자인 CBP-mediated 전사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5). CBP는 일주기 시계 유전자를 조절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까지 많은 연구는 진행되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보고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 분해가 보고가 

되었고, 이때에 유전자 발현에는 영향이 없는 것을 보고 하였고, 

마찬가지로 우리 실험 결과에서도 이러한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 

(그림. 12).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CBP의 분해가 N-

Cadherin CTF에 의해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확인할 수 있었고, N-

Cadherin CTF의 생성을 저해하는 감마-시크리테아제 저해제를 

처리하게 되면 이러한 현상이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14). 베타-아밀로이드가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미치는 영향을 그림 

22에서 모식도로 나타내었다. BMAL1과 CBP의 감소로 인한 PER2 

induction의 감소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Part 2. 타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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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일어난다는 많은 보고가 있었으나 (24, 68, 69, 77), 

아직까지 타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에 대한 연구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타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실제로 

일어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타우가 뇌 안에서 축적되는 

6XFAD 쥐를 새롭게 제작하였고, 실제로 일주기 행동의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6). 타우는 인산화에 의해서 

조절을 받게 됨으로, 타우의 인산화를 조절할 수 있는 플라스미드 

DNA를 이용하여, 타우의 인산화와 시계유전자의 oscillation을 

확인하였을 때, 타우의 인산화에 의해서 시계유전자의 oscillation 

진폭에 영향을 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 18).  

기존에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은 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과발현되는 쥐를 이용한 

실험에 의해서 결과를 얻은 것이다 (27-30). 하지만 타우가 

과발현된 쥐에서는 아직까지 일주기 리듬의 교란이 나타난다고 

보고된 바가 없었으며, 본 실험을 통해 실제로 타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6XFAD 쥐는 

5XFAD 쥐에 Tau P301L mutation 쥐를 (100) 교배해서 만든 

쥐이다. 따라서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의 축적 외에도 세포내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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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우의 축척 또한 관찰할 수 있는 모델이다.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확인하기 위해서 4개월, 12개월의 쥐를 사용하였고, 6XFAD TG에서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 조절이 6XFAD LT (MAPT only)에 비해 

현저히 망가져 있는 것을 개월 수와 Genotype 별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6). 하지만 사용한 쥐에서 Genetic background가 

같은 LT 쥐가 없기 때문에 추후로 새롭게 쥐를 만들어서 LT와 

정확한 비교가 있어야 실제로 타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할 수 있을 예정이다. 

실제로 타우의 축척은 과인산화가 중요한 과정임이 알려져 있다. 

타우에 알려진 다양한 kinase의 활성화가 증가하거나, phosphatase 

활성화가 감소하게 되면, 타우의 과인산화를 유도하게 되고, 

미세소관에서 분리되어 미세소관의 안정화가 감소되며, 자가응집을 

유도한다 (39, 40).  

일주기 시계는 core clock machinery 외에도 core clock을 

조절하는 여러 kinase와 phosphatase 들이 존재한다 (21, 46). 

이러한 조절들로 일주기 시간을 앞당기거나 뒤로 연장시키는 것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따라서 타우와 일주기 

시계조절은 여러 kinase와 phosphatase에 의해서 조절 받고, tau-

mediated한 일주기 시계 리듬의 조절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고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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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타우의 인산화가 나타난다고 알려진 14개의 site를 

mutation 시킨 construct (101) (T111, T153, T175, T181, S199, 

S202, T205, T121, T217, T231, S235, S396, S401, S422)를 

이용하여 인산화가 되지 않게 만든 construct (AP14), 과인산화가 

일어나게 만든 construct (E14)를 이용하여 일주기 시계 유전자의 

oscillation을 확인하였다. Bmal1, Per2의 promoter activity의 

oscillation이 타우의 인산화가 되지않는 AP14를 과발현하게 되면 

일주기 리듬의 진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그림. 18, 19), 

타우의 과인산화가 되는 E14를 과발현하게 되면 Bmal1, Per2의 

promoter activity oscillation의 진폭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8, 19). 

추후 실험을 통해 실제로 타우의 인산화가 일주기 시계 유전자의 

oscillation에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타우의 siRNA를 

이용하여 타우가 감소하였을 때, 타우에 의한 시계 유전자의 

oscillation에 관여하는지 확인해 볼 예정이며, 실제로 어떤 

kinase가 주요하게 작용하는지 다양한 타우의 인산화에 관여하는 

kinase inhibitor를 이용하여 specific한 kinase를 찾을 예정이다.  

앞선 실험들을 통해서 실제로 타우 또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유도 할 수 있는 요인임을 확인하였고, 베타-아밀로이드 외에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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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알츠하이머병의 병인인자들이 일주기 리듬의 교란을 유도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시한 연구로써 더 많은 분자적인 기전연구 

또한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Part 3. 그렐린에 의한 일주기 리듬의 교란과 알츠하이머 

병변의 상관관계 

그렐린은 기존보고에서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며, 성장호르몬의 

분비를 촉진한다는 것이 기존에 알려진 기능이다 (49, 50).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서 그렐린이 앞서 보고한 기능 외에도 알츠하이머 

동물모델에 protection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노화가 

촉진된 동물모델인 SAMP8 쥐에서 학습과 기억에 문제가 있는 

것이 보고가 된 바 있고, 이 모델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과발현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동물모델에서 그렐린을 

투여하게 되면 학습과 기억에 회복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102). 그렐린은 학습과 기억 외에도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사멸에도 protection 기능을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 올리고머를 ICR mice에 투여해서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결과에 그렐린을 투여하게 되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유도된 세포사멸이 감소됨을 확인함으로 그렐린이 neuroprotection 

기능을 하는 것을 보고 하였다 (103). 하지만 최근 연구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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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렐린이 이러한 역할 이외에도 성장호르몬, 렙틴, 오렉신과 함께 

작용하여 수면을 조절할 수 있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 (54). 쥐와 

마우스를 이용한 실험을 통해 그렐린을 투여한 그룹에서 

각성상태가 증가하는 것이 보고 되고있다 (55-57). 하지만 그렐린 

투여에 의해 각성상태가 증가하는 것이 모두 동일하지는 않고 

성별과 투여시간에 따라 효과가 다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58, 

5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렐린을 2개월 가량 장기투여 했을 때, 

수면각성의 효과로 인해 알츠하이머 병변이 어떻게 바뀌는지, 

일주기 행동이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였다. 그렐린 투여에 의해 

생리식염수를 처리한 그룹에 비해서 홈케이지 활동과 체온의 

변화가 더 커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림. 20), 

알츠하이머병의 마커들을 확인해 본 결과, RIPA buffer soluble 

베타-아밀로이드의 양이 그렐린 투여에 의해 현저히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astrogliosis의 마커 단백질인 GFAP 

발현 또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1A).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신경세포의 사멸이 나타나는 것은 잘 

알려져 있으며, 신경세포의 사멸을 신경세포의 마커 단백질인 

NeuN으로 확인해 본 결과 그렐린 투여에 의해 감소하는 것으로 

베타-아밀로이드의 증가에 의해 세포사멸이 증가하는 것을 유추할 

수 있었다 (그림. 2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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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렐린에 의한 수면의 조절에 대한 기존의 가설이 제시 되었다. 

Growth hormone이 수면상태를 유지함에 있어 주요한 호르몬 임이 

보고된 바 있다 (54). 그렐린 투여에 의해 LHA의 orexin 

neuron을 활성화 시키게 되고, 활성화된 orexin neuron은 ARC 

region에서 NPY / AgRP neuron을 활성화 시키게 된다 (104). 

활성화된 NPY / AgRP neuron에 의해서 PeN region에서 SST의 

분비를 촉진함으로 시상하부에서 Growth hormone분비를 

감소시킴으로써 수면의 감소를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 (105, 

106). 따라서 추가적으로 기존보고와 같이 그렐린 투여한 쥐에서 

orexin 레벨을 확인할 것이며, 일주기 행동 리듬의 변화를 가져오는 

것이 그렐린 투여에 의한 시계유전자의 변화에 의해 나타나는지 in 

vivo와 in vitro 시스템을 통해서 확인하여, 실제로 그렐린 투여에 

의해 시계유전자의 조절을 확인해 볼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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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최근 많은 보고들에서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것이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치료의 방법으로 제시되고 있다 (64, 107). 헌팅턴병 

환자에서 수면의 교란이 주요한 특징으로 보고되고 있고, 헌팅턴병 

모델 쥐인 R6/2 쥐에서도 수면의 교란이 보고되어 있다 (108).  

수면제로 사용되는 알프라졸람을 이용해서 정상의 수면사이클을 

회복시켜주는 실험을 하였고, 지속적인 알프라졸람 투여로 인해 

기억력이나 시계유전자의 oscillation 이 R6/2 쥐에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일주기 리듬이나 수면의 교란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는 오렉신 수용체의 활성을 antagonist 를 처리하게 

되면 베타-아밀로이드의 플라크의 생성을 줄이게 된다. 따라서 

수면사이클의 장애가 퇴행성 신경질환을 가속화를 시키고, 정상 

수면사이클로 회복시키는 것이 퇴행성 신경질환의 치료법으로 주목 

받고 있다. 게다가, 또 다른 최근 보고에서 수면이 베타-아밀로이드 

같은 필요 없는 대사물질을 제거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논문에서 

수면을 통해서 뇌 세포 사이 공간의 크기가 커지게 되고, 

뇌척수액과의 물질순환이 일어나게 되어 베타-아밀로이드의 제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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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면과정 동안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109). 따라서 베타-

아밀로이드는 일주기 리듬을 조절하는 주요한 위험인자이며, 

BMAL1 과 CBP 의 분해로 이러한 현상을 야기한다. 그리고 이러한 

분해는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의 수모화, N-Cadherin 의 

절단에 의해서 나타난다.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BMAL1 과 CBP 의 분해를 막거나, 베타-아밀로이드를 제거할 수 

있게 수면사이클을 정상화 시키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에 주요한 

치료타켓이 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직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지만 

타우 또한 일주기 시계 유전자의 조절에 관여함으로 타우에 의한 

일주기 시계유전자의 정확한 조절기전 연구 또한 알츠하이머병에 

주요한 치료타켓이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존에 알려진 그렐린의 

신경보호 효과와는 다르게 그렐린을 장기간 투여하면 정상적인 

수면 사이클을 유지할 수가 없고, 실험결과를 통해 알츠하이머 

병리학적 마커들이 증가하기 때문에 신경보호의 기능을 

치료타겟으로 한 그렐린 투여는 더 많은 그렐린의 기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82 

 



그림 22.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일주기 리듬 교란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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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zheimer’s disease (AD) is one of the most common age-

related neurological disease. AD is a characterized by two 

pathological hallmark: Amyloid-β (Aβ) plaques and 

neurofibrillary tangles (NFTs) in the brain, The disruption of the 

circadian rhythm is commonly found in patients with AD, but 

whether and how circadian clock molecules are perturbed in AD 

remains unknow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role of Aβ 

and tau in the regulation of clock molecules and circadian rhythm. 

 In part 1, the mechanism of circadian rhythm disruption by Aβ 

using 5XFAD mice and HT22 cells were examined. AD model 

mice exhibited altered circadian behavior, and altered expression 

patterns of the circadian clock genes, Bmal1 and Per2. Using 

cultured cells, we showed that Aβ induces post-translational 

degradation of the circadian clock regulator CBP, as well as the 

transcription factor BMAL1, which forms a complex with the 

master circadian transcription factor CLOCK. Aβ-induced 

degradation of BMAL1 and CBP correlated with the reduced 

binding of transcription factors to the Per2 promoter, which, in 

turn, resulted in disruptions to PER2 protein expression and the 

oscillation of Per2 mRNA levels.  

In part2, the mechanism of circadian rhythm disruption by 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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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ing 6XFAD mice and NIH-3T3 cells were examined. 6XFAD 

mice exhibited altered circadian behavior. Using cultured cells, 

we showed that circadian clock gene disruption was mediated by 

tau phosphorylation.  

In part 3, we investigated whether circadian rhythm disruption 

may exacerbate AD pathology. Chronic injection of ghrelin 

stimulated circadian rhythm disruption, increased AD 

pathological markers in 5XFAD mice.  

In this study, we found that circadian behaviors such as home 

cage activity and body temperature were disrupted both 5XFAD 

and 6XFAD mice modeling AD. Importantly, we found that 

alteration of circadian clock gene oscillation was mediated by Aβ 

and tau. Moreover, we showed that chronic injection of ghrelin 

increased AD pathology. Therefore, the prevention of Aβ, tau-

induced circadian rhythm disruption, or improved AD pathology 

by reactivation of the sleep-wake cycle, could be novel 

therapeutic targets for AD pathogenesis, and warrant further 

investigation. 

------------------------------------- 

Keywords: Alzheimer’s disease, Circadian rhythm, Aβ, BMAL1, 

CBP, Tau, Ghrelin 

Student number: 2009-31110  

105 


	서론
	실험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
	초록 (영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