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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알츠하이머병 (AD)은 신경에 대해 독성을 지닌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 (Aβ)가 뇌에 축적되면서 발생한다. Aβ에 대한 제거의 

감소가 이러한 Aβ의 축적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최근에 뇌 

모세혈관 내피의 관강내막에 존재하는 유출 수용체인 P-

glycoprotein (P-gp)이 뇌에서 Aβ를 유출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AD 의 쥐 모델에서 P-gp 를 회복시키면 뇌 내에 

존재하는 Aβ의 양이 감소한다는 연구도 이루어진 바가 있지만 

어떠한 기전으로 AD 에서 P-gp 발현이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 쥐의 뇌 내피세포로 만든 bEnd.3 

세포주에서 Aβ1-42 가 P-gp 를 감소시킨다는 것과 이와 

연속선상으로 5 가지 가족성 AD 돌연변이 (5XFAD)를 지니고 

있는 AD 의 쥐 모델을 이용한 생체내 실험 결과에서 P-gp 가 뇌 

내의 아밀로이드 반 주변부에서 유독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에 대한 

수용체인 RAGE 에 대한 중화 항체와 nuclear factor-kappa B 

(NF-κB)에 대한 억제제가 Aβ1-42 에 의해 P-gp 가 감소되는 

것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β가 RAGE 와 

상호작용을 하여 NF-κB 신호전달 체계를 통하여 P-gp 발현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내피세포와 접촉하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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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교세포에서 나온 유도 물질을 공급하였을 때 bEnd.3 세포주에 

Aβ를 처리하여도 P-gp 감소되지 않고 유지되는 양상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성상교세포-내피세포 사이의 접촉이 

손상되는 것이 P-gp 발현 감소와 관련이 깊다는 것을 나타낸다. 

5XFAD 쥐의 뇌에서도 성상교세포의 세포체와 end feet 사이에 

존재하는 극성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에서 Aβ에 의한 P-gp 감소는 내피세포 내의 RAGE-NF-

κB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이루어지며 성상교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접촉이 P-gp 발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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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아밀로이드 베타, P-glycoprotein, RAGE, 

NF-κB, 혈액 뇌 관문, 성상교세포, 내피세포 

학  번: 2009-22260 



iii 

 

도표 및 약어목록 

 

Aß : amyloid beta 

ABCB1 : ATP-binding cassette, subfamily B, member 1 

AD : Alzheimer’s disease 

AGE :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PP : amyloid precursor protein 

Aqp4 : aquaporin 4 

BAY 11-7082 : inhibitor of IκB phosphorylation 

BBB : blood-brain barrier 

bEnd.3 : murine brain endothelial cell line 

DAPI : 4’-6-diamidino-2phenylindole  

GLUT-1 : glucose transporter 1 

IDE : insulin-degrading enzyme 

IκB : inhibitor of kappa B 

Lama2 : laminin a2 

LRP1 :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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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DR1 : multidrug resistance protein 1 

NF-κB : nuclear factor-kappa B 

P-gp : P-glycoprotein 

PS1 : presenilin-1 

RAGE :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SIM : super-resolution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4G8 : anti-Aß peptide antibody 

5XFAD : transgenic mice with 5 familial AD gene mu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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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병 (AD)은 인지 기능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여 치매에 이

르는 것을 특징으로 하는 신경퇴행성 질병이다. AD의 주된 병리학

적 특징은 뇌 실질에 신경 독성을 가진 아밀로이드 베타 펩타이드 

(Aβ)가 침착된다는 것이다 (그림 1).1 AD에 축적되어 있는 Aβ의 

기원은 아직까지 분명하지 않다. 아밀로이드 가설은 Aβ의 축적이 

Aβ의 생산과 제거의 불균형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이라고 제안한다 

(그림 2).2 전체 AD 환자 중 1~5% 정도에 해당하는 가족성 AD에

서의 유전적 변화는 주로 Aβ의 생산을 증가시키지만, 그보다 훨씬 

높은 유병율을 보이는 산발성 AD에서는 뇌로부터 Aβ의 제거 감소

가 병의 기전에 더 기여하는 양상을 보인다.3 대부분의 알츠하이머

병 환자들의 병인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뇌로부터 Aβ를 제거

하는 기전으로는 뇌 실질 조직에 존재하는 Aβ의 neprilysin이나 

insulin-degrading enzyme (IDE)와 같은 단백질 분해 효소들에 

의한 효소 분해, 다른 용질들이나 세포간질액과 함께 모세혈관이나 

동맥 벽을 따라 배출되는 perivascular drainage, 그리고 Aβ 제거

에 기여도가 제일 높은 혈액 뇌 관문 (BBB)의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1 (LRP1)과 P-

glycoprotein (P-gp)와 같은 수용체를 통한 능동적 수용체 운반이 

있다.4 

 



2 

 

BBB는 성상교세포, 신경, 혈관주위 세포와 세포외 기질과 상호작용

을 하는 뇌의 내피세포로 구성되어 뇌신경 단위를 이룬다 (그림 

3).5,6 BBB는 혈액과 뇌 사이의 접점에서 분자 교환을 조절함으로,7 

뇌의 미세환경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8 이러한 

BBB의 기능은 근접한 내피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tight junction

을 통해 물리적으로 혈액 내의 화합물들이 뇌 내부로 들어오지 못

하도록 막고, 혈액으로부터 뇌로의 유입 수용체를 통해 포도당, 아

미노산과 같은 영양분은 선택적으로 받아들이며, 약물 유출 수용체

를 통해 외인성 화합물의 뇌로의 유입을 막고, 뇌로부터 혈액으로의 

유출 수용체들을 통해 뇌 세포간질액에 존재하는 대사산물들이나 

신경독성 물질들을 혈액으로 유출시킴으로써 이루어진다.7,9 뇌혈관

의 내피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tight junction으로 인해 BBB를 통

과하기 위해서는 극성을 띠고 있는 Aβ를 운반시켜줄 수 있는 

carrier나 receptor를 통한 운반 시스템이 필요하다.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AGE)에 대한 수용체인 RAGE는 관강내막

에 존재하여 Aβ를 체순환계에서 BBB를 통과하여 뇌로 운반하는 

유입 수용체이고, 저밀도 지질단백질 수용체 관련 단백질-1(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1)은 Aβ를 뇌에서

부터 유출시키는 수용체 중 하나이다 (그림 4). 10 

 

최근에 뇌 모세혈관 내피의 관강내막에 대량 발현되는 ATP를 동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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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사용하는 유출 수용체로 MDR1(multidrug resistance protein 

1)이나 ABCB1(ATP-binding cassette, subfamily B, member 1)

이라는 이름으로 더 알려져 있는 P-glycoprotein (P-gp)이 뇌로

부터의 Aβ 유출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 (그림 4). P-gp는 배출

이나 장벽의 역할을 하는 장, 간, 콩팥 또는 BBB와 같은 기관에 발

현되어 있다.11 P-gp는 MDR1이라는 이름답게 흔히 쓰이는 

anthracycline이나 taxane과 같은 항암제들이나 cyclosporine A나 

FK506과 같은 면역억제제들, 고혈압제인 digoxin, 그리고 

rifampicin과 같은 항생제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종류의 기질들을 운

반함으로써 혈액 내에서 순환되어지고 있는 해로운 분자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다.12 Tight junction이나 뇌에 

존재하는 포도당 수용체인 GLUT-1, transferrin 수용체, 그리고 

γ-GTP와 같은 다른 BBB의 구성요소들과 마찬가지로 P-gp 발현

은 내피세포들이 성상교세포들과 접촉하고 있을 때 유도되어지는 

것으로 생체외 실험(in vitro)과 생체내 실험(in vivo)을 통해 알려

져 있다.13,14 내피세포들은 모세혈관의 내피세포를 둘러싸고 있는 

성상교세포의 end-foot process에 의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과 

성상교세포로부터 기원한 angiopoietin-1, thrombospondin-1, 그

리고 interleukin-6와 같은 유도 신호나 물질들에 의해 BBB로 유

도되어진다.15,16,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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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β가 뇌에서 혈액으로 제거되는 과정은 LRP1을 통해 뇌 실질에

서 모세혈관 내피세포의 abluminal 세포막을 통과하여 모세혈관 내

피세포 내로 이동하는 첫 번째 단계와 P-gp를 통해 모세혈관 내피

세포의 관강내막을 통과하여 혈액으로 이동하는 두 번째 단계로 이

루어진다 (그림 4). 아래에 소개할 여러 논문들이 P-gp가 Aβ 제

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증명한다. Lam et al.은 생체외 실

험을 통해 P-gp가 Aβ와 직접 결합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Kuhnke et al.은 돼지 신장 상피세포주 LLC cell에 MDR1을 발현

시켜 cyclosporine A와 같은 조절물질을 통해 P-gp의 기능을 감

소시키면 Aβ의 제거도 감소한다는 것이 확인하였다.19,20 또한, 치

매 증상이 없는 노인 인구집단에서 각 사람의 뇌 내 Aβ 축적된 정

도와 뇌 모세혈관 P-gp 발현 사이에 역 상관관계가 성립하였다.21 

더 나아가, P-gp knockout 쥐에서는 Aβ의 유출이 감소되어 Aβ 

축적이 증가한 양상을 보였다.22 이에 속도 제한 반응인 Aβ의 제거

에서의 두 번째 단계를 매개하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P-gp가 AD의 병리 기전에서 LRP1보다도 중요한 역할을 감당할 

것이라고 생각한 Hartz et al.이 AD 모델 쥐인 Tg2576에서 

nuclear receptor pregnane X receptor를 활성시킴으로써 BBB에 

P-gp의 발현양을 복원시키면 뇌 내 Aβ의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23 하지만 아직 AD에서 P-gp 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기전으로 감소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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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β가 AGE에 대한 수용체인 RAGE와 결합하여 

nuclear factor-kappa B (NF-κB) 신호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P-gp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더 나아가 내피세포

인 bEnd.3 세포들에 접촉되어 있는 성상교세포에서 기원된 유도 신

호나 물질들이 공급되는 상태에서는 Aβ에 노출되어도 P-gp가 감

소하지 않고 유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AD

에서 성상교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접촉을 통한 상호작용에 변화

가 일어남으로써 Aβ에 의해 P-gp 발현이 감소되었음을 추측하게 

한다. 정리하자면, 본 연구는 AD에서 Aβ가 RAGE와 결합하여 

NF-κB 신호체계를 활성화시킴으로써 BBB에 존재하는 P-gp의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기전을 밝혔고, 또한 성상교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접촉이 P-gp 발현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

실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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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ang et al., Cell (2012))  

그림 1. 알츠하이머병의 주된 병리학적 특징인 아밀로이드 

반(Amyloid plaque)과 신경섬유 덩어리(neurofibrillary tang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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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olezzi et al., Front. Aging Neurosci. (2014)) 

그림 2. Aβ의 생산과 제거의 불균형으로 알츠하이머병을 설명하는 

아밀로이드 가설 

 

Apo E: Apolipoprotein E 

BBB: blood-brain barrier 

LRP1: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1  

ABC: ATP-binding cassette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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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m et al., Toxicological Research (2013)) 

그림 3. 뇌신경단위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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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BBB 에서 Aβ의 운반을 매개하는 수용체들  

 

LRP1: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related protein 1 

P-gp: p-glycoprotein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Endothelial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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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시약  

BAY 11-7082는 Merck Millipore (Darmstadt, Germany)에서 구

입하였고, RAGE에 대한 중화항체는 R&D Systems, Inc. 

(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Aβ1-42 펩타이드는 

American Peptide Company Inc. (Sunnyvale, CA, USA)에서 구

입하여 이전에 서술한대로 준비하였다.47 아래의 항체들은 면역학적 

탐지를 위해 사용되었다 : anti-P-gp (Covance Inc., Princeton, 

NJ, USA), anti-beta amyloid (6E10; Covance Inc.), anti-p-

IkBa 와 anti-IkBa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Beverly, 

MA, USA); anti-RAGE 와 anti-glucose transporter-1 

(GLUT-1; EMD Millipore Corporation, Billerica, MA, USA), 

anti-tubulin 과 anti-b-actin (Sigma-Aldrich Co., LLC, St. 

Louis, MO, USA).  

 

실험동물과 조직 수집  

다섯 개의 가족성 AD 유전자를 지닌 쥐 (5XFAD) (Tg6799; 

B6SJL-Tg [APPSwFlLon, PSEN*M146L*L286V] 6799Vas/J, 

stock no. 006554)는 세 개의 사람 APP 695 돌연변이들 

(Swedish, Florida, 그리고 London)과 쥐의 Thy-1프로모터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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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전사가 조절되는 두 개의 사람 PS1 돌연변이들 (M146L and 

L286V)이 과발현되어 있는 쥐로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 USA)에서 구입하여 서울대학교 동물실에서 사육되었

다. 유전자조작 쥐들은 중합효소 연쇄반응 (PCR)을 통해 동정되었

고, 유전자 조작이 일어나지 않은 한배 새끼들은 대조군으로 사용되

었다. 동물들은 실험동물관리의 원칙 (NIH 출판물 no, 85-23, 

1985년 개정)과 서울대학교의 동물관리와 이용 가이드라인에 따라 

관리되었다. 모든 동물과 관련된 실험은 서울대학교의 실험동물자원

연구소에 의해 인증받았다. 

 

뇌 모세혈관 분리 

뇌 모세혈관들은 6개월 된 야생형 한배 새끼 쥐들 (n=3)과 

5XFAD 쥐들 (n=3)로부터 이전에 서술된 방식으로 분리되었

다.23,48 간단히 설명하자면, 6개월 된 쥐들을 Zoletil 50 (Virbac, 

Carros, France)과 Rompun (Bayer Korea, Seoul, Korea)의 혼합

물 (3 : 1 ratio, 1 ml/kg, i.p.) 로 마취시킨 후 목을 자른다. 뇌의 

표면에 보이는 큰 혈관들과 맥락막망과 뇌수막을 제거한다. 대뇌 반

구들은 4배 부피의 차가운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에 

의해서 균질화된 후 3500g로 10분간 원심분리한다. Pellet은 4배 

부피의 15% Ficoll T-400 (Sigma-Aldrich Co., LLC)을 포함하고 

있는 PBS로 재균질화 과정을 거친다. 25000g로 20분간 원심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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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 난 뒤 상층부의 액체 위에 떠 있는 myelin과 상층부 액체를 

제거하고 나면 뇌 모세혈관들이 pellet 상태로 분리되어진다. 

 

세포 배양 

쥐의 뇌 내피세포로 만든 세포주인 bEnd.3 (ATCC, Manassas, VA, 

USA)의 세포들은 10% fetal bovine serum (Thermo Fisher 

Scientific Inc.)과 100 U/ml penicillin, 그리고 100 μg/ml 

streptomycin (Sigma-Aldrich Co., LLC)이 포함되어 있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을 공급 받으며 습한 37°C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되었다. 시약을 처리할 때에는 media를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DMEM으로 바꾸어준 상태에서 처리하였다. 

 

Transfection  

bEnd.3 세포에 transfection할 때에는 Lipofectamine LTX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 Waltham, MA, USA)를 제조업체의 프

로토콜을 따라 사용하였다. 세포들은 RAGE 과발현을 위해 24-

well plate (4 X 104 cells/cm2 SPL, Pocheon, Korea) 또는 12 

well plate (7 X 104 cells/cm2 SPL Life Sciences Co., Ltd, 

Pocheon, Korea)에 깔아서 사용하였고 NF-κB 반응요소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를 위해서는 12 well plate (4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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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4 cells/cm2 SPL Life Sciences Co., Ltd)에 깔아서 사용하였다. 

cDNA를 Lipofectamine LTX와 Opti-MEM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 내에서 섞이도록 20분간 상온에서 둔 후에 혼합물을 

세포의 배양액에 넣어 주었다. 

 

1차 성상교세포 배양 

1차 성상교세포는 이전에 서술한 방식을 조금 변형시킨 방식으로 

준비하였다.49 간단히 설명하면, 태어난지 1일이나 2일된 새끼 ICR 

쥐의 대뇌 반구들을 무균적으로 적출하여 조각들로 잘게 자르고 트

립신 처리하여 T75 culture flasks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에서 배양한다. 1차 성상교세포들은 10% fetal bovine serum 

(Thermo Fisher Scientific Inc.)과 100 U/ml penicillin, 그리고 

100 μg/ml streptomycin (Sigma-Aldrich Co., LLC)이 포함되어 

있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을 공급 받으며 습한 

37°C 5% CO2 인큐베이터에서 배양되었다. 성상교세포들은 트립신 

처리로 분리해서 poly-L-lysine-coated culture plate에 배양하였

다. 

 

생체외 BBB 모델 준비 

생체외 BBB 모델은 이전에 서술한 방식대로 준비되었다.13,14 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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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요약하자면 성상교세포를 먼저 콜라겐이 코팅되어 있는 삽입가

능한 transwell (surface area: 0.33 cm2, pore size: 0.4 mm, 

Corning Incorporated, Corning, NY, USA)을 뒤집어 바닥면에 깔

아주거나 24-well plate에 깔아주고 (3 X 104 cells/cm2) 이틀 후

에 transwell 안쪽인 막의 윗면에 bEnd.3 세포들 (4 X 104 

cells/cm2)을 깔아주어 밀집된 단층으로 배양되도록 한다. 

transwell 안쪽에 깔아주는 동일한 날에 따로 다른 24-well plate

에도 bEnd.3 세포들 (4 X 104 cells/cm2)을 깔아준다. bEnd.3-성

상교세포 공동 배양 plate의 세포배양액을 매일 bEnd.3 plate로 옮

겨주었고 두 번 옮겨준 이후에는 공동 배양 plate의 세포들을 기존

의 세포배양액이 아닌 DMEM에 배양하고 하루 뒤에 이 배양액을 

bEnd.3 plate에 마지막으로 옮겨준 다음 시약 처리를 하였다. 

bEnd.3-성상교세포 공동 배양 모델을 도식적으로 표현한 그림을 

그림 10.에서 확인할 수 있다.  

 

Western blot 분석 

단백질 양을 측정하기 위해 시약 처리가 끝난 뇌 모세혈관이나 

bEnd.3 세포들에 protease inhibitors (Sigma-Aldrich Co., LLC)

와 phosphatase inhibitors (A.G. Scientific, Inc., San Diego, CA, 

USA)를 첨가한 RIPA buffer (150mM NaCl, 1% Nonidet P-40, 

0.5% deoxycholic acid, 0.1% sodium dodecyl sulfate, and 50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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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is-HCl, pH 7.4)를 이용하여 총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단

백질은 bicinchoninic protein assay (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통해 정량되었고 7% 또는 10% glycine gel에 동량으로 전

기영동하였다. 이후에 분리된 샘플들은 polyvinylidenedifluoride 

(PVDF) membrane으로 옮겨진 이후에 보고자 하는 단백질들에 대

한 특이적인 1차 항체에 반응시켰다. 단백질에 결합한 항체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GE Healthcare Life 

Sciences, Seoul, Korea)를 이용하여 바이오이미징 분석기 (LAS-

3000; Fujifilm Corporation, Tokyo, Japan)를 통해 이미지화 되었

다. 각각의 이미지는 Multi-Gauge program (Fujifilm Corporation)

을 통해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 

Transfection을 한 후에 시약처리를 24시간 하고나서 passive 

lysis buffer로 세포들을 용해시켰다. 세포 추출물의 luciferase 

activity는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 (Promega 

Corporation, Madison, WI, USA)을 통해 측정되었다. 

 

면역 세포 화학 (ICC) 

bEnd.3 세포들을 18mm 둥근 커버슬립에 깔았다. 시약을 처리한 

후 세포들을 차가운 PBS로 두 번 씻어주고 4% para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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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 BIOSESANG, Inc., Gyeonggi-do, Korea)로 20분간 실온

에서 고정시켰다. 0.5% Triton X-100 (Sigma-Aldrich Co., LLC)

로 투과화 과정을 거친 후에 세포들을 항-P-gp 항체 (1 : 1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와 반응시

켰다. PBS로 세척한 후 세포들을 형광 표지된 이차 항체 (1 : 500;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와 2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키

고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로 10분간 핵을 염

색하였다.  

 

이미지 분석  

모든 이미지들은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FV10i-w; 

Olympus Corporation, Tokyo, Japan)을 통해 취득하였다. 형광 강

도 프로필은 각 세포 이미지에 그 세포의 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구하였다.28 각 선에 대하여 가장 높은 형광 강도의 수치들이 분석

에 사용되었다. 뇌 조직의 면역반응성에 대한 정량화를 위해서 대뇌 

전두 피질의 면역형광 이미지를 얻어 Lama2와 Aqp4에 대하여 염

색된 세포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취득한 이미지의 대뇌 전두 

피질 부위에서의 면역형광으로 염색된 픽셀의 수는 Image J 

processing software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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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 조직 화학 (IHC) 

6개월 된 암컷 야생형 한배 새끼인 쥐들 (n=3)과 5XFAD 쥐들 

(n=3)을 마취시킨 뒤 심장을 통하여 4% PFA를 온몸에 관류시킨 

후 20시간 동안 4% PFA에 고정시켰다. 뇌 조직은 CM 1950 

cryostat (Leica Microsystems GmbH, Nussloch, Germany)을 사

용하여 30μm 두께로 얇게 썰었다. 모세혈관을 다량 보유하고 있는 

전두 피질 부위를 포함하는 슬라이스를 골라서 70% formic acid에 

20분간 담궈 항원들이 회복되도록 한 후에 아래의 1차 항체들에 하

룻밤동안 4°C에서 반응시켰다 : biotin-labeled 4G8 (1 : 700; 

Covance, Inc.), rabbit 항-P-gp (1 : 10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Fluorescein Lycopersicon esculentum 

(Tomato) lectin (1 : 100; Vector Laboratories, Inc., Burlingame, 

CA, USA), rat 항-Lama2 (1 : 500; Abcam plc, Cambridge, MA, 

USA), 그리고 rabbit 항-Aqp4 (1 : 100; EMD Millipore 

Corporation). PBS로 여러 번 씻은 후에 조직 슬라이스들을 Alexa 

Fluor dyes (1 : 500; Life Technologies Corporation)와 결합되어 

있는 이차 항체들과 실온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켰다. 면역형광 이미

지들은 confocal laser scanning microscope (FV10i-w; Olympus 

Corporation)을 통해 취득하였다.  

 

삼차원 SIM 이미지  



18 

 

아밀로이드 반에 의한 P-gp 발현의 변화를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서 우리는 super-resolution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SIM; Nikon N-SIM, Nikon Instruments, Inc., Tokyo, Japan)를 

이전에 서술된대로 사용하였다.29 간략히 말하자면, 면역형광으로 염

색된 뇌 조직 슬라이스들로부터 이미지를 z-방향으로 순차적으로 

얻어내어 NIS-E software (Nikon Instruments, Inc.)를 사용하여 

삼차원 SIM 이미지로 재구성하였다. 

 

통계 처리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 (SEM) 값으로 표시하였다. 모든 통

계적 분석은 GraphPad Prism 5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였고 Unpaired t-tests는 2개의 그룹을 

비교할 때, 그 외 그룹간 비교는 one-way ANOVA 의 Tukey’'s 

multiple comparisons tests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0.05, 

**P＜0.01, 그리고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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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5XFAD 쥐의 뇌 모세혈관에서의 P-gp 발현 감소 

이전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5XFAD 쥐는 2개월부터 다량의 아밀로

이드 축적을 보이고 4에서 6개월부터는 기억력 저하를 보인다고 보

고되어졌다.24,25 P-gp는 Aβ를 뇌로부터 유출시키는 역할을 감당하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6개월 된 5XFAD 쥐의 뇌 조직 슬라이스

와 뇌 모세혈관에서 5XFAD 쥐의 뇌 모세혈관에서 P-gp 발현의 

정도가 대조군에 비해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P-gp 발현은 

5XFAD 쥐로부터 분리한 뇌 모세혈관에서 야생형 쥐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었다 (그림 5a와 b). GLUT-1의 발현은 내피

세포에 국한되기 때문에,26 GLUT-1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여 뇌 모

세혈관이 뇌조직으로부터 효율적으로 분리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쥐들이 야생형인지 5XFAD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항-A

β 항체 (6E10)을 사용하여 immunoblot 분석을 해보았고, Aβ는 

예상했던대로 5XFAD 쥐들의 뇌 조직과 뇌 모세혈관에서만 확인되

었다 (그림 5a). P-gp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P-gp와 아

밀로이드 반을 각각 항-P-gp 항체와 항-Aβ 항체인 4G8로 염색

하였다. 5XFAD 쥐인 경우에서도 아밀로이드 반으로부터 거리가 좀 

떨어진 모세혈관에서는 야생형 쥐에서와 같이 P-gp가 선명하게 관

찰되었지만 (그림 5c, 노란색 화살표 머리로 표시) 5XFAD 쥐의 아

밀로이드 반 근처에서는 P-gp를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림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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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 점선 원으로 표시). 아밀로이드 반 근처에서의 P-gp 발현을 더 

확실히 확인하기 위해 해상도가 높은 super-resolution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SIM)을 사용하였다. 삼차원으로 재구성한 

SIM 이미지들을 보면 야생형 쥐의 뇌에서 P-gp가 내피세포를 따

라 발현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림 5d, 노란색 화살표 머리). 

또한 야생형 쥐와 비교했을 때, 5XFAD 쥐의 아밀로이드 반 근처에

서 P-gp 발현이 눈에 띄게 불연속적인 양상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d, 하얀색 화살표 머리). 이러한 결과들은 5XFAD 쥐

에서 아밀로이드 반 근처의 뇌 모세혈관에서 P-gp 발현이 감소되

어 있다는 것을 증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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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5XFAD 쥐 뇌 모세혈관에서의 P-gp 발현 감소 

(a와 b) western blot을 사용하여 야생형과 5XFAD 쥐의 대뇌 

homogenate와 뇌 모세혈관에서의 P-gp 단백질 양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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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actin은 loading control로 사용되었다. (c) 6개월 된 대조군과 

5XFAD 쥐의 30μm 두께인 대뇌 조직 슬라이스에서 P-gp와 아밀

로이드 반에 대하여 confocal microscope로 분석하였다 (n = 각각 

3). 아밀로이드 반은 항-Aβ 펩타이드 항체 (녹색; 4G8)으로 표지

하였고, P-gp (빨간색)는 야생형 쥐에서는 모세혈관을 따라 선명히 

관찰되었고 (노란색 화살표 머리) 5XFAD 쥐에서는 아밀로이드로부

터 멀리 떨어진 곳에서는 확인되었지만 (노란색 점선으로 된 원) 

아밀로이드 반이 침착되어 있는 곳 주위에서는 관찰하기 어려웠다 

(흰색 점선으로 된 원). (d) 야생형과 5XFAD 쥐 뇌에서의 P-gp와 

아밀로이드 반의 삼차원 SIM 이미지 (n = 각각 3). 아밀로이드 반

와 P-gp는 4G8 (녹색)과 항-P-gp 항체 (빨간색)으로 면역형광 

염색하였다. 화살표 머리는 P-gp 발현 부위를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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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β1-42에 의한 bEnd.3 세포에서의 P-gp 발현 감소 

뇌의 모세혈관을 덮고 있는 내피세포들은 P-gp가 속해 있는 

ATP-binding cassette (ABC) 유출 수용체들을 포함한 여러 종류

의 유출 수송체들을 지니고 있다.27 AD 환자의 뇌 해마 부위에 있

는 뇌혈관 상의 P-gp 양은 정상군에 비해 적다.28 위에서 확인한 

5XFAD 쥐의 뇌 모세혈관에 존재하는 P-gp가 아밀로이드 반 주위

에서 발현이 감소한 원인이 되는 물질을 규명하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단층 배양한 bEnd.3 세포들에 Aβ1-42를 처리하였을 때 P-

gp 발현에 변화가 확인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29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bEnd.3 세포에 24시간동안 5μM의 Aβ

1-42를 처리하였을 때, P-gp 단백질의 양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a와 b). 또한 Aβ1-42를 bEnd.3 세포

에 24시간동안 처리한 후에 면역형광 분석을 해보았을 때, P-gp의 

면역반응성은 약하게 염색되는 패턴을 보였고 (그림 6c), P-gp의 

형광 강도를 표현하는 빨간색 선의 가장 높은 수치 또한 형광 강도 

프로필을 표현한 그래프 상에서 대조군 세포에 비해 낮아지는 양상

을 보였다 (그림 6d). 여러 세포들의 가장 높은 형광강도 수치를 

모아서 비교해 보았을 때에도 Aβ1-42를 처리한 bEnd.3 세포에서 

그 값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e).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실험당 10개의 세포들의 수치를 비교하였고 독

립적인 세 번의 실험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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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β1-42에 의한 bEnd.3 세포에서의 P-gp 발현 감소 

(a) 다양한 농도의 Aβ로 24 시간동안 처리한 bEnd.3 세포의 P-

gp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 분석하였다. Loading control 로는 

튜불린을 사용하였다. (b) Western blot 에 대해여 밀도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n = 4;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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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s. Aβ 0μM) (c) Aβ 5μM 로 24 시간 처리한 bEnd.3 

세포에서의 P-gp 면역형광 강도를 confocal microscope 로 

분석하였다. 핵은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blue)로 염색하였고, P-gp 는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있다. (d 와 e) 

형광 강도 프로필은 각 세포 이미지에 그 세포의 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구하였다. x 축은 μm 각 선들의 길이를 의미하고 y 축은 

강도를 표시하고 있다. 빨간 선은 P-gp, 파란 선은 DAPI 의 형광 

강도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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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κB 활성을 통한 Aβ1-42의 P-gp 발현 감소 

AD 환자의 뇌혈관과 신경세포에서 NF-κB의 아단위인 p50의 발

현이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있다.30,31 bEnd.3 세포에서의 Aβ1-

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에 NF-κB 신호 체계가 연관되어 있을

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bEnd.3 세포에 Aβ1-42와 함

께 IκB가 인산화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NF-κB 경로를 억제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BAY 11-7082라는 억제제를 동시에 처리

하였다.32 5μM의 BAY 11-7082에 의해서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가 유의하게 약화되는 양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7a와 b). 

또한 confocal microscopy에 의한 면역형광 분석에서도 5μM의 

BAY 11-7082에 의해서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가 약화

되었다 (그림 7c). 가장 높은 형광강도 수치도 Aβ1-42를 처리한 

bEnd.3 세포에 비해서 유지되었다 (그림 7d와 e). BAY 11-7082

에 의해서 IκB의 인산화가 적절히 억제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서 IκB의 인산화된 정도를 western blot 기법으로 확인하였다. 

bEnd.3 세포에 15분동안 5μM의 Aβ1-42를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 

세포들에 비해서 유의하게 IκB의 인산화 (p-IκB)가 유도되는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에 비해 5μM의 BAY 11-7082가 존재하

는 상태에서 Aβ1-42를 처리하였을 때에는 Aβ1-42만 처리하였을 

때에 비해 유의하게 인산화되는 정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7f와 g). NF-κB 신호 경로가 P-gp 발현 감소에 실제로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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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NF-κB가 유전자 상의 NF-κB 반

응요소에 부착하면 luciferase activity가 증가하도록 되어 있는 

NF-κB 반응요소 luciferase gene reporter assay를 시행하였다 

(그림 8). Aβ1-42만 처리하였을 때에는 대조군 세포들에 비해서 

luciferase activity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지만, 5μM의 BAY 11-

7082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30분동안 5μM의 Aβ1-42를 처리하였

을 때에는 bEnd.3 세포에서의 NF-κB 반응요소 luciferase 

activity가 유의하게 약화되었다 (그림 7h). 종합하여 볼 때, 이 결

과들은 NF-κB 신호전달 체계를 통해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가 일어난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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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에 NF-κB 경로 관여 

(a) 5μM의 BAY 11-7082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5μM의 Aβ로 24시간동안 처리한 bEnd.3 세포의 P-gp 발현 정

도를 western blot 분석하였다. (b) Western blot에 대해여 밀도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n = 4; **P＜0.01 

vs. Aβ 5μM) (c) 5μM의 BAY 11-7082가 존재하거나 존재하

지 않는 상태에서 Aβ 5μM로 24시간 처리한 bEnd.3 세포에서의 

P-gp 면역형광 강도를 confocal microscope로 분석하였다. 핵은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blue)로 염색하였고, P-

gp는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있다. (d) 형광 강도 프로필은 각 세포 

이미지에 그 세포의 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구하였다. x 축은 μ

m 각 선들의 길이를 의미하고 y 축은 강도를 표시하고 있다. 빨간 

선은 P-gp, 파란 선은 DAPI의 형광 강도를 보여준다. (e) 여러 세

포들의 P-gp에 대한 가장 높은 형광강도 수치의 평균값을 표시하

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실험당 10개의 세포들의 수치를 비

교하였고 독립적인 세 번의 실험에 대해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P＜0.001 vs. Ab 5μM) (f) 5μM의 BAY 11-7082가 존재하

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5μM의 Aβ로 15분 동안 처리한 

bEnd.3 세포에서 p-IκBα와 IκBα의 양을 western blot 분석하

였다. (g) Western blot에 대해여 밀도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n = 4; ***P＜0.001 vs. Aβ 5μM) (h)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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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M의 BAY 11-7082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5μ

M의 Aβ로 30분 동안 처리한 bEnd.3 세포에서의 NF-κB 반응 

요소 luciferase gene reporter assay 결과. (n = 3; **P＜0.01, 

***P＜0.001 vs. Aβ 5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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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8. NF-κB 반응요소 luciferase gene reporter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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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GE를 통한 Aβ1-42의 P-gp 발현 감소 

RAGE는 AGE, S100, Aβ와 같은 RAGE의 기질들이 부착하였을 

때 NF-κB 경로를 포함해서 ERK1/2(p44/p42) MAP kinase, 

SAPK/JNK MAP kinase, JAK/STAT pathway 등 여러 세포 신호

체계를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BBB에서의 Aβ와 

RAGE의 상호작용은 Aβ의 혈액에서 뇌로의 transcytosis를 매개

하며, 내피세포의 염증 반응과 응혈 촉진 반응에 관여하고, NF-κB

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사멸을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34 

bEnd.3 세포에서의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에 RAGE가 

관여하고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RAGE의 세포

외 부위를 인식하여 Aβ1-42-RAGE 결합을 억제할 수 있는 항-

RAGE 중화항체를 사용하였다.35 항-RAGE 중화항체는 면역형광 

분석 상에서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 약화시켰다 (그림 

9a). 형광 강도 프로필을 표현한 그래프는 그림 4b에 있다. Aβ1-42

를 bEnd.3 세포에 처리한 후에 면역형광 분석을 해보았을 때, P-

gp의 형광 강도를 표현하는 빨간색 선의 가장 높은 수치가 대조군 

세포에 비해 낮아지는 양상을 보였고 Aβ1-42를 항-RAGE 중화항

체와 함께 처리하였을 때에는 다시 높아지는 모습을 보였다. 15μ

g/ml의 항-RAGE 중화항체가 존재하는 상태에서 Aβ1-42를 처리하

였을 때 가장 높은 형광강도 수치의 평균값이 Aβ1-42만 처리한 

bEnd.3 세포에서 보이는 감소를 약화시키는 것이 확인되었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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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c) 이는 RAGE가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것을 뜻한다. bEnd.3 세포에 사람 RAGE를 과발현시킨 

후에 Aβ1-42를 24시간동안 처리했을 때와 처리하지 않았을 때 P-

gp 발현양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Aβ1-42는 RAGE를 과발현시킨 

bEnd.3 세포에서 특별한 유전자가 삽입되지 않은 mock 벡터를 

transfection한 세포들에서보다 P-gp를 더욱 감소시키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9d와 e). 이러한 결과들은 RAGE를 통해 Aβ1-42가 

NF-κB 신호전달 체계를 활성화시켜 P-gp의 발현을 감소시킨다

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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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에 RAGE 관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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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15μg/ml의 항-RAGE 중화 항체가 존재하거나 존재하지 않는 

상태에서 Aβ 5μM로 24시간 처리한 bEnd.3 세포에서의 P-gp 

면역형광 강도를 confocal microscope로 분석하였다. 핵은 DAPI 

(파란색)로 염색하였고, P-gp는 빨간색으로 염색되어 있다. (b) 형

광 강도 프로필은 각 세포 이미지에 그 세포의 축에 평행한 선을 

그어서 구하였다. x 축은 μm 각 선들의 길이를 의미하고 y 축은 

강도를 표시하고 있다. 빨간 선은 P-gp, 파란 선은 DAPI의 형광 

강도를 보여준다. (c) 여러 세포들의 P-gp에 대한 가장 높은 형광

강도 수치의 평균값을 표시하였다. 이를 분석하기 위해서 한 실험당 

10개의 세포들의 수치를 비교하였고 독립적인 세 번의 실험에 대해

서 분석을 시행하였다. (***P＜0.001 vs. Ab 5μM) (d) Mock 벡터

나 RAGE를 transfection을 통해 과발현시킨 상태에서 5μM의 A

β로 24시간동안 처리한 bEnd.3 세포의 P-gp 발현 정도를 

western blot 분석하였다. (e) Western blot에 대해여 밀도를 수치

화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프. (n = 3; **P＜0.01, 

***P＜0.001 vs. mock 대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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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교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접촉에 의한 Aβ1-42 유도 P-gp 발

현 감소의 약화 

Tight junction이나 뇌에 존재하는 포도당 수용체인 GLUT-1, 

transferrin 수용체, 그리고 γ-GTP와 같은 다른 BBB의 특성들처

럼, P-gp 발현은 내피세포들이 성상교세포와 접촉을 이루고 있을 

때 유도되는 것으로 생체외 실험과 생체내 실험을 통해 알려져 있

다.13,14 또한 이것은 일차적으로 end-feet process와 성상교세포로

부터 기원한 유도 물질들에 의해서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이러한 이전 연구들에 기반을 두어, 본 연구에서 성상교세포와 내피

세포 사이의 접촉이 이루어진 공동 배양 모델과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은 공동 배양 모델 사이에서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에 

차이가 있을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서 bEnd.3 세포에 

각 모델의 배양액을 며칠간 공급해준 이후에 Aβ1-42를 처리하여 

P-gp 단백질의 양을 비교해 보았다 (그림 10a). 접촉 모델에서는 

1차 배양된 성상교세포들을 콜라겐이 코팅되어 있는 삽입 가능한 

transwell의 막 아래쪽에 먼저 배양하여 나중에 transwell의 안쪽, 

즉 막의 위쪽에 배양될 bEnd.3 세포들과 endfeet을 통해 접촉할 

수 있도록 하였다. 그리고 다른 모델인 비접촉 모델에서는 성상교세

포들을 24-well plate에 깔아서 나중에 transwell 안쪽에 깔아질 

bEnd.3와 배양액을 공유하며 공동 배양되기는 하지만 직접적인 접

촉은 이루어질 수 없게 하였다. 대조군의 경우 성상교세포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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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nd.3 세포들만 transwell 안쪽에 배양하였다. transwell이 삽입

되어 있는 plate에서 각각의 배양액들이 bEnd.3 세포만 깔려 있는 

plate로 Aβ1-42를 처리하기 전까지 매일 공급되어졌다. bEnd.3 세

포에서의 P-gp 발현은 비접촉 모델로부터 배양액을 공급 받은 경

우에는 대조군의 bEnd.3 세포에서와 별반 다르지 않게 Aβ1-42를 

처리하였을 경우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접촉 모델로부터 배양

액을 공급 받은 경우에는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가 약화

되는 모습을 보였다 (그림 10b와 c). 이러한 결과는 내피세포와 접

촉을 이루고 있던 성상교세포로부터 배출된 수용성의 물질이 Aβ1-

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를 막을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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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β1-42에 의한 P-gp 발현 감소는 성상교세포와 내피세

포 사이의 접촉 부재시에만 성립 

(a) 대조군과 접촉, 비접촉 bEnd.3 세포-성상교세포 공동 배양 모

델로부터 세포 배양액을 따로 배양하고 있는 bEnd.3 세포에 공급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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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과정을 표현한 그림. (b) 표시되어 있는 종류의 세포 배양액을 

공급 받은 상태에서 5μM Aβ를 24시간 처리한 후에 western 

blot으로 bEnd.3 세포 내의 P-gp 양을 분석하였다. (c)Western 

blot에 대해여 밀도를 수치화하여 분석한 내용을 보여주는 막대그래

프. (n = 4; **P＜0.01 vs. Aβ 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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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FAD 쥐의 뇌에서 관찰되는 성상교세포의 극성 파괴 

그림 10의 생체외 실험 결과인 성상교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접촉

이 Aβ1-42로부터 P-gp가 감소하지 않도록 보호할 수 있을 것이라

는 결과에 근거하여 야생형 쥐와 5XFAD 쥐의 뇌에서 성상교세포

의 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모세혈관들

은 tomato-lectin으로 표시하였는데, lectin은 혈관에 대해서 효과

적인 표지자로 알려진 바 있지만 또한 microglia에 대한 표지자이

기도 해서 5XFAD 쥐에서는 아밀로이드 반 주위에 활성화 된 

microglia가 동시에 표지되었다. 하지만 혈관을 표지하는 양상과 

microglia를 표지하는 양상이 달라서 혈관과 아밀로이드 반을 구별

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없었고 오히려 아밀로이드 반의 위치를 예측

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성상교세포의 end-feet으로 대표될 수 있는 

극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두 가지 표지자를 사용하였는데 한 가지는 

end-feet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채널인 aquaporin 4 (Aqp4)이

고 또 하나는 성상교세포에서 기원한 기저막 성분인 laminin a2 

(Lama2)이다, 두 가지 모두 야생형 쥐의 뇌에서는 모세혈관 표면

에 고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1a와 c). 하지만 

5XFAD 쥐에서는 혈관 주위에 염색되는 양상이 Aqp4와 Lama2 모

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면역반응성이 약해졌고 (그림 11b

와 d), Aqp4 신호는 주위에 퍼져 보이는 양상을 보여 (하얀색 화살

표 머리), 성상교세포가 극성을 잃었음을 보여주었다. 종합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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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5XFAD 쥐에서 성상교세포가 극성을 잃었음을 확인

하였으며 이는 AD에서 성상교세포가 end-feet을 통해 내피세포에 

접촉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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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5XFAD 쥐에서의 성상교세포 극성의 손상 

(a) 6개월 된 대조군과 5XFAD 쥐의 대뇌 피질 부위의 aquaporin 

4 (Aqp4)와 혈관들을 confocal microscop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n = 각각 3). Aqp4 (빨간 색)은 대조군에서는 혈관 (초록 색)

에 위치하였지만, 5XFAD 쥐에서는 퍼져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하얀

색 화살표 머리). (b) 야생형 쥐와 비교해서 5XFAD 쥐에서 Aqp4 

양성인 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다. (*P＜0.05 vs. 야생형 쥐) 

(c) 6개월 된 대조군과 5XFAD 쥐의 대뇌 피질 부위의 laminin α

2 (Lama2)와 혈관들을 confocal microscope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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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n = 각각 3). Lama2 (빨간 색)는 대조군에서는 혈관 (초록 색)

에 위치하였지만, 5XFAD 쥐에서는 강도가 감소하고 발현하는 면적 

자체도 감소하였다. (d) 야생형 쥐와 비교해서 5XFAD 쥐에서 

Lama2 양성인 세포들이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다. (***P＜0.001 vs. 

야생형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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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AD 환자와 동물 모델들에서 P-gp가 Aβ를 포함한 여러 독성 물

질들로부터 뇌를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사실은,19-

21,23 P-gp나 P-gp를 조절하는 인자들을 표적으로 하는 치료들이 

알츠하이머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상당한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지만 아직까지 AD에서 어떠한 기전으로 P-gp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알려진 바가 적었다. AD 모델 동

물인 5XFAD 쥐의 뇌에서의 본 연구에서의 생체내 결과를 보면, 야

생형 쥐에 비해 P-gp의 발현은 아밀로이드 반 주위에서 특징적으

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이고 성상교세포는 극성을 잃어 내피세포와

의 접촉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쥐의 뇌 내피세포로 만든 세포주인 

bEnd.3 세포에서 얻은 결과들을 통해 Aβ가 RAGE와 NF-κB 신

호체계를 통해 P-gp 발현을 감소시키게 되고 이러한 Aβ에 의한 

작용은 내피세포들이 내피세포와 접촉하고 있는 성상교세포에서 내

보내는 유도 신호나 물질을 공급 받고 있지 못할 때에만 가능하다

는 것을 알게 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기반으로 본 연구에서는 AD 

뇌의 내피세포에서 P-gp 발현이 감소되는 것은 내피세포와 성상교

세포 사이의 접촉이 끊어지면서 P-gp의 발현을 유도하는 물질이 

내피세포에게 공급되지 못하는 상황에서 Aβ가 RAGE와 결합하여 

NF-κB 신호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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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PP 쥐에서 분리한 모세혈관 세포막에서 P-gp의 양이 상당히 감

소되어 있다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23 또한 치매 증상이 없는 노인

들의 뇌에서 Aβ가 축적된 정도와 P-gp 발현 사이에 유의한 역상

관관계가 있다는 연구가 있었다.21 본 연구에서도 AD 모델 동물인 

5XFAD 쥐에서 P-gp 발현이 감소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

고 P-gp의 발현이 아밀로이드 반과 상관관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5XFAD쥐는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와 presenilin-1 

(PS1) 두 가지 유전자에 대하여 유전자 조작을 한 쥐로써 아밀로

이드 반의 생성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족성 AD 돌연변이를 

다섯 개 발현하고 있다.24 P-gp 발현과 아밀로이드 반간의 상관관

계를 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이른 시기의 쥐가 

아닌 이미 기억력 저하와 병리 기전이 상당히 진행된 6개월된 

5XFAD 쥐에서 뇌 모세혈관을 분리하였고 뇌 조직 슬라이스를 이

용하여 실험하였다. 뇌 모세혈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P-gp는 

5XFAD 쥐의 뇌에서 아밀로이드 반 주위에서 특징적으로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고 (그림 5), 이로 인해 Aβ가 P-gp 발현 감소에 원인 

물질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예상했던 것과 같이 

bEnd.3 세포에 5μM의 Aβ를 24시간동안 처리하자 P-gp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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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Aβ를 처리하면 P-gp의 mRNA 발현

이 감소한다고 한다.27,37 Aβ가 P-gp의 발현을 전사 단계에서 감소

시킨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에 본 연구에서는 RAGE와의 결합이나 

NF-κB의 활성에 대한 특이 억제제들을 이용하여 어떠한 신호 경

로를 통해 Aβ가 P-gp의 발현을 감소시키는지를 밝히고자 하였다. 

NF-κB는 세포의 생존과 관련되어 있는 신호 경로로 파킨슨병, 헌

팅턴병,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들에서 신경세포의 생

존과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또한 Aβ에 

의해서 내피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 NF-κB가 

안정기의 세포 상태에서는 억제제인 IκBα에 결합하여 세포질에 

머무르지만 활성화 상태가 되면 인산화된 억제제로부터 자유로워져

서 핵 안으로 이동하여 DNA 상의 κB 부위에 결합하여 특이적인 

유전자들을 활성화시키기도 하고 억제시키기도 하는 역할을 한

다.33,38 BAY 11-7082는 IκBα의 인산화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함

으로써 NF-κB 신호 경로를 억제한다. BAY 11-7082가 존재하는 

상태에서는 Aβ에 의한 P-gp 발현 감소와 luciferase activity 증

가가 모두 유의하게 약화되어 (그림 7), NF-κB가 DNA에 결합하

여 P-gp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Aβ에 의한 P-gp 발현 

감소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NF-κB에 의해서 P-

gp 유전자 발현이 억제되는지를 더 명확히 확인하기 위해서는 

NF-κB가 핵 내로 실제로 들어가는지를 확인하거나 NF-κB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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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p 발현에 영향 줄 수 있는 부위에 실제로 response element가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고 그 자리에 부착할 수 없도록 유전자조작을 

할 경우 P-gp 발현이 억제되지 않는 양상을 보이는지 등의 실험이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Aβ를 포함한 기질들이 RAGE에 결합하면 NF-κB를 포함한 

ERK1/2(p44/p42) MAP kinase, SAPK/JNK MAP kinase, 

JAK/STAT pathway와 같은 다양한 세포내 신호 전달 체계가 활성

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0 RAGE 자체도 NF-κB에 의해서 활

성화되는 유전자여서 NF-κB가 활성화되면 RAGE가 증폭되어지

게 된다.41 Aβ는 RAGE를 과발현시킨 bEnd.3 세포에서 mock 벡

터를 transfection한 대조군 세포에서보다 유의한 정도로 더 P-gp 

발현을 감소시켰다 (그림 9). 이는 RAGE가 Aβ에 의한 P-gp 발

현 감소에 역할을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Aβ가 축적됨에 따라, 

RAGE도 증가되고, 신호 전달도 더욱 증폭되는 양상을 보인다. 하

지만 P-gp 발현은 RAGE의 발현이 증가하는 시기보다도 이른 시

기에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23 RAGE의 증가 자체는 P-gp의 감

소에 AD의 이른 시기에는 기여하지 않고 병이 진행된 상태에서만 

기여하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항-RAGE 중화 항체로 Aβ와 

RAGE의 결합을 막았을 때 bEnd.3 세포에서 Aβ에 의한 P-gp의 

발현 감소가 약화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림 9), RAGE가 A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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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P-gp 발현 감소에 관여한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었다. 

 

BBB는 내피세포, 성상교세포, 기저막, 주피세포와 신경으로 구성되

어지며 그 구성원들은 내피에 물리적으로 아주 밀접하게 존재한

다.42 이들 중에 성상교세포는 뇌 모세혈관의 바깥쪽 막에 촘촘하게 

end-feet을 덧대어 end-feet process와 여러 유도 물질들을 통해 

P-gp 발현을 포함한 BBB의 특성들을 유도하는 기능을 한다 (그림 

3).13,36 내피세포와 접촉을 이루고 있는 성상교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유도 신호나 물질을 내피세포가 공급 받고 있는 상황에서도 Aβ가 

P-gp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을지를 확인해보기 위해서 본 연구

에서는 bEnd.3 세포와 성상교세포 공동 배양 모델의 세포 배양액을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이전 연구들 중에는 내피세포만 배양한 경우

의 내피세포와 성상교세포와 접촉을 이루도록 배양한 내피세포에서 

P-gp 발현의 차이를 확인한 실험들이 있었다.13,14 이러한 경우에는 

성상교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에 물리적인 접촉 자체를 통해 유도되

는 신호와 물리적인 접촉에 의해 이차적으로 성상교세포에서 분비

되는 물질에 의한 신호를 구분해서 확인할 수가 없다. 본 연구에서

는 성상교세포와 직접 접촉을 이루고 있는 내피세포가 아니라 접촉

을 이루고 있거나 이루지 않고 있는 내피세포-성상교세포 공동 배

양 모델의 세포 배양액을 공급 받은 내피세포를 관찰하였다는 데에

서 직접적인 물리적 접촉에 의한 신호보다는 이차적으로 성상교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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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서 분비되는 물질에 의한 신호를 살펴보았다는 점에서 차이점

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내피세포와 접촉을 하고 있는 성상

교세포에서의 secretome이 내피세포와 접촉을 하지 않고 있는 성

상교세포의 secretome과 다를 것이라고 가정하였고, 접촉 공동 배

양 모델에서 배출된 물질들에 의해서 Aβ에 의한 P-gp 발현 감소

가 약화되지만, 비접촉 공동 배양 모델에서 배출된 물질들에 의해서

는 그러한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β는 내피세

포와 접촉되어 있지 못한, 내지는 접촉되어 있는 성상교세포로부터 

유도 물질을 공급받지 못하는 내피세포에 대해서만 P-gp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림10). 이 발견은 성상교

세포에서 분비된 어떠한 물질이 Aβ에 의한 P-gp의 감소를 약화

시킬 수 있다는 점과 이 물질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성상교

세포에서의 secretome을 연구하는 방식이 아니라 내피세포와 접촉

을 이루고 있는 성상교세포의 secretome을 연구해야할 것임을 알

려주었다는 점에서 약물학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43,44 아직 A

β에 의한 P-gp 발현 감소를 약화시킬 수 있었던 성상교세포에서 

기원한 신호 분자가 무엇인지 규명하고 밝혀내는 연구는 과제로 남

겨져 있다. 또한 이 물질이 성상교세포와 내피세포가 접촉을 이루고 

있을 때 내피세포에서의 P-gp 발현을 증가시키는 물질일 것이라고 

예상했던 것과 다르게 접촉 공동 배양 모델에서 배출된 물질을 공

급한 내피세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P-gp 발현이 증가하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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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습을 보여 P-gp 발현을 증가시키는 신호는 성상교세포가 내피세

포에 직접 접촉함으로써 유도하는 신호에 의한 또 다른 신호에 의

해 매개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본다. 

 

Aβ가 성상교세포와 접촉을 이루지 못한 내피세포들에서 P-gp 발

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5XFAD 쥐에서 대조군 

쥐들에 비해 실제로 성상교세포의 end-feet로 대표되어지는 극성

이 손상되어 있는지 극성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자들을 사용하여 

확인해 보았다. 이전부터 AD에 대한 쥐 모델들의 이른 시기부터 성

상교세포의 극성이 혈관주위에 침착된 아밀로이드 주위에 성상교세

포의 end-feet이 부어 있고 떨어져 있는 양상과 Aqp4가 end-

feet 막에서 end-feet이 아닌 막 부분으로 재배열되어지는 양상으

로 손상되어 있다는 보고들이 있었다.45,46 생체내 실험 결과상에서

도 Aqp4가 넓은 부위에 퍼져서 존재하는 양상과 혈관 근처에서의 

Aqp4와 Lama2의 면역반응성이 현저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여 야생

형 쥐에 비해 5XFAD 쥐에서 성상교세포의 극성이 손상되어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림 11). 하지만 아직 AD에서 어떠한 기전으로 

성상교세포의 극성이 손상되는지나 실제로 성상교세포의 극성 손상

이 P-gp 발현 감소보다 앞서서 생체내에서 일어나는지의 질문들이 

남아 있다. 5XFAD 쥐에서의 성상교세포들이 극성을 잃고 내피세포

로부터 떨어져 있다는 것은 AD에서 내피세포와 접촉하고 있는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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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교세포에서 분비되는 유도 물질을 공급 받을 수 없는, 그렇기 때

문에 Aβ에 의해 P-gp의 발현이 감소되기 쉬운 취약한 환경에 노

출되어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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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에서는 AD에서 P-gp 발현이 어떻게 감소하는지를 설명할 

수 있는 모델을 제시하고자 한다. 정상적으로 성상교세포는 뇌 모세

혈관의 바깥쪽 막에 end-feet을 촘촘히 덧붙임으로써 P-gp 발현

을 포함한 BBB의 특성들을 유도하는 역할을 한다.13,36 AD가 진행

된 뇌에서는 알지 못하는 기전으로 성상교세포들이 내피세포와의 

접촉을 잃게되고 (그림 11), 그럼으로써 P-gp 발현을 유도하지 못

하게 된다. 성상교세포가 내피세포와 접촉하고 있을 때 배출되는 유

도 물질이 존재하고 있을 때에는 Aβ가 존재하고 있어도 P-gp 발

현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유도 물질들이 존재하

지 않게 되면 Aβ가 P-gp 발현이 감소하도록 작용할 수 있다 (그

림 10). Aβ는 RAGE에 결합함으로써 NF-κB 신호를 활성화하여 

P-gp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 AD에서 뇌 

실질 내에 축적된 Aβ가 P-gp를 통해 관강내의 혈액으로 배출되

면서 관강내막에 존재하는 RAGE에 결합하고 신호가 전달될 수 있

는 환경이 만들어질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더불어 내피세포와 접촉

하고 있는 성상교세포에서 배출되는 물질들 중에 Aβ에 의한 P-

gp 발현 감소를 약화시킬 수 있는 물질이 있을 가능성이 많다는 것

을 제시한다. P-gp가 Aβ를 포함한 독성 물질들로부터 뇌를 보호

하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음을 생각할 때 Aβ에 의해서 P-gp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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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분자적 기전에 의해 감소하는지와 이를 

약화시킬 수 있는 아직은 밝혀지지 않은 물질이 존재한다는 것을 

밝힌 본 연구는 AD를 치료하는 데 있어서의 치료 표적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연구 결과는 Cell Death and Disease (2014) 5, e1299에 논문

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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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알츠하이머병에서 P-gp 발현이 감소되는 기전 모식도  

AD 상황의 뇌에서는 성상교세포들이 내피세포와의 접촉을 잃어 

성상교세포가 내피세포와 접촉하고 있을 때 배출되는 유도 물질이 

분비되지 않는다. 이러한 환경에서는 Aβ가 RAGE 에 결합함으로써 

NF-κB 신호를 활성화하여 P-gp 발현을 감소시킨다. 

  



55 

 

참고 문헌 

1.  Braak H, Braak E. Neuropathological stageing of 

Alzheimer-related changes. Acta Neuropathol 1991; 82: 239-

259. 

2.  Hardy J, Selkoe DJ. The amyloid hypothesis of 

Alzheimer's disease: progress and problems on the road to 

therapeutics. Science 2002; 297: 353-356 

3.  Mawuenyega KG, Sigurdson W, Ovod V, Munsell L, 

Kasten T, Morris JC et al. Decreased clearance of CNS beta-

amyloid in Alzheimer's disease. Science 2010; 330: 1774. 

4. Weller RO, Subash M, Preston SD, Mazanti I, Carare RO. 

Perivascular drainage of amyloid-beta peptides from the brain 

and its failure in cerebral amyloid angiopathy and Alzheimer’'s 

disease. Brain Pathol 2008; 18: 253-266. 

5.  Neuwelt EA. Mechanisms of disease: the blood-brain 

barrier. Neurosurgery 2004; 54: 131-140; discussion 141-

132. 

6.  Hawkins BT, Davis TP. The blood-brain barrier / 

neurovascular unit in health and disease. Pharmacol Rev 2005; 

57: 173-185. 

7.  Ohtsuki S, Terasaki T. Contribution of carrier-mediated 



56 

 

transport systems to the blood-brain barrier as a supporting 

and protecting interface for the brain; importance for CNS drug 

discovery and development. Pharm Res 2007; 24: 1745-1758. 

8.  Begley DJ, Brightman MW. Structural and functional 

aspects of the blood-brain barrier. Prog Drug Res 2003; 61: 

39-78. 

9. Loscher W, Potschka H. Blood-brain barrier active 

efflux transporters: ATP-binding cassette gene family. 

NeuroRx 2005; 2: 86-98. 

10. Deane R, Bell RD, Sagare A, Zlokovic BV. Clearance of 

amyloid-beta peptide across the blood-brain barrier: 

implication for therapies in Alzheimer’s disease. CNS Neurol 

Disord Drug Targets 2009; 8:16-30. 

11.  Demeule M, Labelle M, Regina A, Berthelet F, Beliveau 

R. Isolation of endothelial cells from brain, lung, and kidney: 

expression of the multidrug resistance P-glycoprotein isoforms.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1; 281: 827-834. 

12.  Schinkel AH. The physiological function of drug-

transporting P-glycoproteins. Semin Cancer Biol 1997; 8: 

161-170. 

13.  Hayashi Y, Nomura M, Yamagishi S, Harada S, 



57 

 

Yamashita J, Yamamoto H. Induction of various blood-brain 

barrier properties in non-neural endothelial cells by close 

apposition to co-cultured astrocytes. Glia 1997; 19: 13-26. 

14.  Gaillard PJ, van der Sandt IC, Voorwinden LH, Vu D, 

Nielsen JL, de Boer AG et al. Astrocytes increase the functional 

expression of P-glycoprotein in an in vitro model of the blood-

brain barrier. Pharm Res 2000; 17: 1198-1205. 

15. Kim JH, Kim JH, Park JA, Lee SW, Kim WJ, Yu YS, Kim 

KW et al. Blood-neural barrier: intercellular communication at 

glio-vascular interface. J Biochem Mol Biol. 2006; Jun 

31;39(4):339-45. 

16. Thurston, G., Suri, C., Smith, K., McClain, J., Sato, T. N., 

Yancopoulos, G. D. and McDonald, D. M. et al. Leakage-

resistant blood vessels in mice transgenically overexpressing 

angiopoietin-1. Science 1999; 286, 2511-2514. 

17. Song, H. S., Son, M. J., Lee, Y. M., Kim, W. J., Lee, S. W., 

Kim, C. W. and Kim, K. W. et al. Oxygen tension regulates the 

maturation of the blood-brain barrier. Biochem. Biophys. Res. 

Commun. 2002; 290, 325-331. 

18. Abbott, N. J. Astrocyte-endothelial interactions and 

bloodbrain barrier permeability. J. Anat. 2002; 200, 629-638. 



58 

 

19.  Lam FC, Liu R, Lu P, Shapiro AB, Renoir JM, Sharom FJ 

et al. beta-Amyloid efflux mediated by p-glycoprotein. J 

Neurochem 2001; 76: 1121-1128. 

20.  Kuhnke D, Jedlitschky G, Grube M, Krohn M, Jucker M, 

Mosyagin I et al. MDR1-P-Glycoprotein (ABCB1) Mediates 

Transport of Alzheimer's amyloid-beta peptides—implications 

for the mechanisms of Abeta clearance at the blood-brain 

barrier. Brain Pathol 2007; 17: 347-353. 

21.  Vogelgesang S, Cascorbi I, Schroeder E, Pahnke J, 

Kroemer HK, Siegmund W et al. Deposition of Alzheimer’'s 

beta-amyloid is inversely correlated with P-glycoprotein 

expression in the brains of elderly non-demented humans. 

Pharmacogenetics 2002; 12: 535-541. 

22.  Cirrito JR, Deane R, Fagan AM, Spinner ML, Parsadanian 

M, Finn MB et al. P-glycoprotein deficiency at the blood-brain 

barrier increases amyloid-beta deposition in an Alzheimer 

disease mouse model. J Clin Invest 2005; 115: 3285-3290. 

23.  Hartz AM, Miller DS, Bauer B. Restoring blood-brain 

barrier P-glycoprotein reduces brain amyloid-beta in a mouse 

model of Alzheimer's disease. Mol Pharmacol 2010; 77: 715-

723. 



59 

 

24.  Oakley H, Cole SL, Logan S, Maus E, Shao P, Craft J et 

al. Intraneuronal beta-amyloid aggregates, neurodegeneration, 

and neuron loss in transgenic mice with five familial Alzheimer's 

disease mutations: potential factors in amyloid plaque formation. 

J Neurosci 2006; 26: 10129-10140. 

25.  Moon M, Hong HS, Nam DW, Baik SH, Song H, Kook SY 

et al. Intracellular amyloid-beta accumulation in calcium-

binding protein-deficient neurons leads to amyloid-beta plaque 

formation in animal model of Alzheimer's disease. J Alzheimers 

Dis 2012; 29: 615-628. 

26.  Kalaria RN. The blood-brain barrier and 

cerebrovascular pathology in Alzheimer's disease. Ann N Y 

Acad Sci 1999; 893: 113-125. 

27.  Kania KD, Wijesuriya HC, Hladky SB, Barrand MA. Beta 

amyloid effects on expression of multidrug efflux transporters 

in brain endothelial cells. Brain Res 2011; 1418: 1-11. 

28.  Wijesuriya HC, Bullock JY, Faull RL, Hladky SB, Barrand 

MA. ABC efflux transporters in brain vasculature of Alzheimer's 

subjects. Brain Res 2010; 1358: 228-238. 

29.  Kook SY, Hong HS, Moon M, Ha CM, Chang S, Mook-

Jung I. Abeta(1)()(4)(2)-RAGE interaction disrupts tight 



60 

 

junctions of the blood-brain barrier via Ca(2)(þ)-calcineurin 

signaling. J Neurosci 2012; 32: 8845-8854. 

30.  Yan SD, Chen X, Fu J, Chen M, Zhu H, Roher A et al. 

RAGE and amyloid-beta peptide neurotoxicity in Alzheimer's 

disease. Nature 1996; 382: 685-691. 

31.  Yan SD, Yan SF, Chen X, Fu J, Chen M, Kuppusamy P et 

al. Non-enzymatically glycated tau in Alzheimer's disease 

induces neuronal oxidant stress resulting in cytokine gene 

expression and release of amyloid beta-peptide. Nat Med 1995; 

1: 693-699. 

32.  Ohkita M, Takaoka M, Shiota Y, Nojiri R, Sugii M, 

Matsumura Y. A nuclear factor-kappaB inhibitor BAY 11-7082 

suppresses endothelin-1 production in cultured vascular 

endothelial cells. Jpn J Pharmacol 2002; 89: 81-84. 

33.  Bierhaus A, Humpert PM, Morcos M, Wendt T, Chavakis 

T, Arnold B et al. Understanding RAGE, th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J Mol Med 2005; 83: 876-

886. 

34.  Deane R, Wu Z, Zlokovic BV. RAGE (yin) versus LRP 

(yang) balance regulates alzheimer amyloid beta-peptide 

clearance through transport across the blood-brain barrier. 



61 

 

Stroke 2004; 35(11 Suppl 1): 2628-2631. 

35.  Li M, Shang DS, Zhao WD, Tian L, Li B, Fang WG et al. 

Amyloid beta interaction with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up-regulates brain endothelial CCR5 expression 

and promotes T cells crossing the blood-brain barrier. J 

Immunol 2009; 182: 5778-5788. 

36.  Kim JH, Kim JH, Park JA, Lee SW, Kim WJ, Yu YS et al. 

Blood-neural barrier: intercellular communication at glio-

vascular interface. J Biochem Mol Biol 2006; 39: 339-345. 

37.  Brenn A, Grube M, Peters M, Fischer A, Jedlitschky G, 

Kroemer HK et al. beta-Amyloid downregulates MDR1-P-

glycoprotein (Abcb1) expression at the blood-brain barrier in 

mice. Int J Alzheimers Dis 2011; 2011: 690121. 

38.  Mincheva-Tasheva S, Soler RM. NF-kappaB signaling 

pathways: role in nervous system physiology and pathology. 

Neuroscientist 2013; 19: 175-194. 

39.  Gonzalez-Velasquez F, Reed JW, Fuseler JW, Matherly 

EE, Kotarek JA, Soto-Ortega DD et al. Activation of brain 

endothelium by soluble aggregates of the amyloid-beta protein 

involves nuclear factor-kappaB. Curr Alzheimer Res 2011; 8: 

81-94. 



62 

 

40.  Bierhaus A, Humpert PM, Stern DM, Arnold B, Nawroth 

PP.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 receptor-mediated cellular 

dysfunction. Ann N Y Acad Sci 2005; 1043: 676-680. 

41.  Tanaka N, Yonekura H, Yamagishi S, Fujimori H, 

Yamamoto Y, Yamamoto H. Th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is induced by the glycation products themselves 

and tumor necrosis factor-alpha through nuclear factor-kappa 

B, and by 17beta-estradiol through Sp-1 in human vascular 

endothelial cells. J Biol Chem 2000; 275: 25781-25790. 

42.  Persidsky Y, Ramirez SH, Haorah J, Kanmogne GD. 

Blood-brain barrier: structural components and function under 

physiologic and pathologic conditions. J Neuroimmune 

Pharmacol 2006; 1: 223-236. 

43.  Lafon-Cazal M, Adjali O, Galeotti N, Poncet J, Jouin P, 

Homburger V et al. Proteomic analysis of astrocytic secretion 

in the mouse. Comparison with the cerebrospinal fluid proteome. 

J Biol Chem 2003; 278: 24438-24448. 

44.  Skalnikova H, Motlik J, Gadher SJ, Kovarova H. Mapping 

of the secretome of primary isolates of mammalian cells, stem 

cells and derived cell lines. Proteomics 2011; 11: 691-708. 

45.  Merlini M, Meyer EP, Ulmann-Schuler A, Nitsch RM. 



63 

 

Vascular beta-amyloid and early astrocyte alterations impair 

cerebrovascular function and cerebral metabolism in transgenic 

arcAbeta mice. Acta Neuropathol 2011; 122: 293-311. 

46.  Yang J, Lunde LK, Nuntagij P, Oguchi T, Camassa LM, 

Nilsson LN et al. Loss of astrocyte polarization in the tg-

ArcSwe mouse model of Alzheimer’'s disease. J Alzheimers 

Dis 2011; 27: 711-722. 

47.  Dahlgren KN, Manelli AM, Stine Jr WB, Baker LK, Krafft 

GA, LaDu MJ. Oligomeric and fibrillar species of amyloid-beta 

peptides differentially affect neuronal viability. J Biol Chem 

2002; 277: 32046-32053. 

48.  Dallaire L, Tremblay L, Beliveau R. Purification and 

characterization of metabolically active capillaries of the blood-

brain barrier. Biochem J 1991; 276(Pt 3): 745-752. 

49.  Benavides A, Pastor D, Santos P, Tranque P, Calvo S. 

CHOP plays a pivotal role in the astrocyte death induced by 

oxygen and glucose deprivation. Glia 2005; 52: 261-275. 

50.  Kuchler-Bopp S, Delaunoy JP, Artault JC, Zaepfel M, 

Dietrich JB. Astrocytes induce several blood-brain barrier 

properties in non-neural endothelial cells. Neuroreport 1999; 

10: 1347-1353. 



64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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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reduced clearance of amyloid-β peptide (Aβ) from the 

brain partly accounts for the neurotoxic accumulation of Aβ in 

Alzheimer‘s disease (AD). Recently, it has been suggested 

that P-glycoprotein (P-gp), which is an efflux transporter 

expressed on the luminal membrane of the brain capillary 

endothelium, is capable of transporting Aβ out of the brain. 

Although evidence has shown that restoring P-gp reduces 

brain Aβ in a mouse model of AD, the molecular mechanisms 

underlying the decrease in P-gp expression in AD is largely 

unknown.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Aβ1-42 reduced P-gp 

expression in the murine brain endothelial cell line bEnd.3, 

which was consistent with the in vivo data that P-gp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especially near amyloid 

plaques in the brains of five familial AD mutations (5XFAD) 

mice that are used as an animal model for AD. A neutraliz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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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against th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RAGE) and an inhibitor of nuclear factor-kappa B 

(NF-κB) signaling prevented the decrease in Aβ1-42-induced 

P-gp expression, suggesting that Aβ reduced P-gp 

expression through NF-κB signaling by interacting with RAGE. 

In addition, the P-gp reduction by Aβ was rescued in bEnd.3 

cells receiving inductive signals or factors from astrocytes 

making contacts with endothelial cells (ECs). These results 

support that alterations of astrocyte-EC contacts were closely 

associated with P-gp expression. This suggestion was further 

supported by the observation of a loss of astrocyte polarity in 

the brains of 5XFAD mice. Taken together, P-gp 

downregulation by Aβ was mediated through RAGE–NF-κB 

signaling pathway in ECs and that the contact between 

astrocytes and ECs was an important factor in the regulation of 

P-gp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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