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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의 주요한 특징으로
알려진

베타

Ab) 축적은

아밀로이드

blood-brain

단백질
barrier

(amyloid

beta-peptide,

(BBB)손상과

Ca2+항상성

불균형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그 정확한 기전 및
병인과의 연관성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AD 에서
보이는 BBB

손상 기전과 항산화제로 알려진 vitamin

C

가

Ab 축적과 BBB 손상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또한,
AD

에서

Ca2+항상성의

불균형이

보고

되어

Ca2+

있으므로

항상성을 유지하고 조절하는 단백질로 알려진 칼빈딘 (CalbindinD28k, CB)을 AD 모델 쥐에서 발현을 특이적으로 없앴을 때 AD
병인 기전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규명해 보고자 하였다.
방법:

(1)

BBB

손상을

확인하기

위해

Ab peptide

와

AD

동물모델인 5XFAD (Tg) mice 를 이용하였다.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칼시눌린(Calcineurin,

end

CaN),

products),

세포

내

Ca2+-

기질금속단백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 MMP)에 대한 각각의 저해제들을 처리해 그에
따른 변화를 혈관내피세포 (murine endothelial cells, bEnd.3)에서
관찰하였다. 그리고 vitamin C 가 AD 의 병인 기전에 영향을
i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vitamin C 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Gulo KO/Tg mice 를 생성한 후 저농도와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후 AD 의 병리적 증상들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2) AD 동물 모델에서 감소된 CB 양이 AD 병인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in vivo 에서 알아보고자, CB 가 결핍된 5XFAD
mice(Calb1-/-; 5XFAD)를 제작하였다.
결과: (1) Ab1-42가 RAGE 와 상호작용하여 세포 내 Ca2+을
증가시켜 CaN 활성과 MMPs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BBB 손상이
일어난다는 기전을 in vitro 와 in vivo 에서 확인하였다. 그리고
미세혈관의 손상과 더불어 Ab 축적이 고농도의 vitamin C 를
섭취한 쥐에서 더욱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2)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뇌를 비교 분석하여
여러 신호전달경로의 변화와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EPs)을 찾았다. 또한, 신경 세포의 수의 손실, 미토콘드리아
모양의 손상, 아폽토시스의 증가, 시냅스 신호전달 및 구조와 관련
단백질들의 발현의 감소가 5XFAD mice 보다 Calb1-/-; 5XFAD
mice 에서 더욱 유도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결론: AD 병인기전에서 보이는 BBB 손상이 RAGE, CaN, MMP 등
각각의 저해제들과 적절한 vitamin C 의 섭취로 조절한 결과
호전되었다. 또한, Ca2+ 항상성을 조절하는 CB 가 없으면 AD 의

ii

병리학적

지표들이

더

악화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BBB 손상과 칼슘 항상성의 불균형을 조절하는 것이 AD 병인기전을
치료하는 데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Ab, BBB, RAGE, Vitamin C, TJ, Ca2+,
5XFAD, Calbindin-D28k

학

번 : 2008-21988

iii

발표 논문
1.

Sun-Young Kook, Hyun Seok Hong, Minho Moon, Chang Man Ha,
Sunghoe Chang, et al. Aβ1-42-RAGE

interaction disrupts tight

junctions of the blood-brain barrier via Ca2+-calcineurin signaling.
Journal of neuroscience. June 27, 2012 ·32(26):8845-8854.
2.

Sun-Young Kook, Hyun Seok Hong, Minho Moon, et al. Disruption of
blood brain barrier in Alzheimer’s disease pathogenesis. Tissue
Barriers. 2013; 1: e23993.

3.

Sun-Young Kook, Kyoung-Min Lee, Yunmi Kim, Moon-Yong Cha,
Seokjo Kang, Sung Hoon Baik, Hyun Lee, Royun Park, et al. High-dose
of vitamin C supplementation reduces amyloid plaque burden and
ameliorates pathological changes in the brain of 5XFAD mice. Cell death
and disease. (in press)

4.

#
Sun-Young Kook#, Hyobin Jeong , Min Jueng Kang, Royun Park, Hong

Jun Shin, Sunho Han, Sung Min Son, Hyundong Song, Sung Hoon Baik,
Minho Moon, Eugene C. Yi, Daehee Hwang, et al. Crucial role of
calbindin-D28k in the pathogenesis of Alzheimer’s disease mouse model.
Cell death and differentiation (under revision)

iv

도표 및 약어 목록
AD : Alzheimer’s disease
APP : amyloid precursor protein
Aβ : amyloid beta peptide
BACE : beta site APP-cleavage enzyme
BSA: bovine serum albumin
BBB: blood-brain barrier
Bend.3: murine endothelial cell line
CAA: cerebral amyloid angiopathy
CaN: calcineurin
CB: Calbindin-D28k

Calb1-/-: Calbindin D-28k homozygous knock-out
Calb1-/-; 5XFAD: Calbindin knock-out mice crossed to 5XFAD mice
CNS: Central nervous system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dihydrochloride
DEPs: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MEM :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SO : dimethyl sulfoxide
ERK: MAPK kinase
FD-40: fluorescein isothiocyanate-conjugated dextran 40

v

Gulo: ι-gulono-γ-lactone oxidase
MMP: matrix metalloproteinase
MS: Mass spectrometry
PBS : phosphate buffered saline
PFA: paraformaldehyde
RAGE :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RIPA : radioimmunoprecipitation
SIM: super resolution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TJs: Tight junctions
ZO-1: zonula occludin-1
5XFAD: Transgenic mice with five familial AD mutations

vi

목

차

초록.............................................................................. i
도표 및 약어 목록 .................................................... ⅳ
목차........................................................................... ⅵ
표 및 그림 목록 ......................................................... ⅶ
서론.............................................................................1
실험재료 및 방법 .......................................................18
결과...........................................................................32
고찰...........................................................................73
결론...........................................................................85
참고문헌 ....................................................................86
초록 (영문) ............................................................. 100

vii

표 및 그림 목록

그림 1. 알츠하이머병 병인 기전에서 보이는 특징들 ..............................6
그림 2. Processing of Amyloid Precursor protein ...............................7
그림 3. Neurovascular unit 모식도 및 내피세포의 폐쇄연접의
분자적 구성 .............................................................................8
그림 4. BBB 와 혈관뇌척수액장벽에서 Ab 수송 경로 .............................9
그림 5. AD 병인기전에서 보여지는 신경혈관단위들의 모식도 ..............10
그림 6. AD 병인기전에서 보여지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칼슘 항상성 이상....................................................................11
그림 7. CNS 에서 ascorbate 의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와
조절 ....................................................................................12
그림 8. AD pathogenesis 에서 보여지는 Ca2+ dysregulation 과
연관한 메커니즘들 ..................................................................16
그림 9. 정상적인 생리학적 상태에서 뇌의 Ca2+ 항상성........................17

viii

그림 10. bEnd.3 세포에서 Ab 처리에 의한 폐쇄연접 손상 확인 ............40
그림 11. bEnd.3 세포에서 Ab에 의한 세포 내 Ca2+ 증가와 MMP
분비 증가 확인 ......................................................................41
그림 12. bEnd.3 세포에서 Ab 에 의한 TJ 손상에 관여하는
신호전달과정 확인 .................................................................42
그림 13. Ab 에 의해 유도된 TJ 손상에서 RAGE 의 역할 규명 ............43
그림 14. 5XFAD mice 의 뇌에서 미세혈관 손상 확인..........................44
그림 15. 8 개월 5XFAD mice 의 뇌의 혈관에서 RAGE 와 MMP
발현 증가 확인 ......................................................................45
그림 16. 8 개월 5XFAD mice 의 뇌에서 TJ 손상 확인 .......................47
그림 17.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쥐의 cortex 와
hipocampus 에서 노인 반점의 축적이 감소된다는 것 확인 .........48
그림 18.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에서 미세혈관
손상 감소 확인 ......................................................................50

ix

그림 19.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에서 TJs 손상
감소 확인 .........................................................................52
그림 20. Calb1-/-과 5XFAD mice 교배 후 human APP 와 PS1
유전자들의 과발현과 CB 유전자의 결핍 확인 .........................61
그림 21.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APP 와 Ab 축적의 변화 없음을 확인 .....................................63
Table 1. 6 개월된 Calb1-/-; 5XFAD mice 와 Tg mice 의 뇌에서
항체 미세집적 분석 결과 ......................................................64
그림 22. CB 결핍에 의한 효과로 동정된 단백질과 세포생물학적
과정들 ...................................................................................65
그림 23. 5XFAD mice 보다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신경세포의 감소를 6 개월령 에서 확인...........66
그림 24.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아폽토시스
변화를 6 개월령에서 확인 ......................................................67
그림 25.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미토콘드리아
구조적 변화와 단백질 양의 변화 ............................................69

x

그림 26.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NMDA
수용체와 ERK signaling 의 손상 확인 ..................................71
그림 27. AD 에서 보여지는 BBB 손상 기전의 전체적 모식도 ..............79
그림 28. AD 병인 기전에서 Calbindin-D28k 의 역할에 대한 모식도....84

xi

서

론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은 대표적 노인성
질환의 하나로 전 세계적으로 85 세 이상 인구 중 50% 이상이
앓고 있는 대표적인 신경 퇴행성 질환이다. 최근 현대 의학의
발달로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노년인구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고
AD 를 앓고 있는 환자도 매해 500 만 명씩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1]. AD 의 병리학적 대표 특징으로 베타 아밀로이드 (amyloidbeta

peptide,

Ab)가

과다하게

생성되고

축적되어

나타나는

노인반점 (senile plaque)과 세포 내 tau 단백질의 과인산화로 인한
신경섬유 덩어리 (neurofibrillary tangle, NFT)가 있다 (그림 1)[2,
3].
AD 의 주요한 병인 인자로 Ab 는 아밀로이드 전구 단백질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이 베타-시크리테아제 (βsecrease,

BACE1)

와

감마-시크리테아제

(γ-secretase

complex) 에 의해 순차적으로 잘리는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그림 2)[4]. 생성된 Ab의 길이는 37 개에서 43 개의 아미노산을
가지는 형태로 다양하게 만들어지는데 그 중에서 Ab40 과 Ab42 가
주로 나타나고, Ab42 가 노인반점의 침착을 시작하는 데 있어
중요하게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
１

Part I. AD 에서 일어나는 BBB 손상 기전 연구

정상인의 뇌에서는 Ab level 이 일정하게 유지되지만 AD 환자의
뇌에서는 Ab 과다축적으로 인해 노인반점이 많이 발견되며, 그
독성으로

인해

결국

많은

신경혈관손상(neurovascular

신경세포가

dysfunction)이

죽고
유발되어

AD 환자에게서 인지 기능 장애, 감정 장애, 기억 장애 등이
나타나게 된다 [6, 7]. 이전에 AD 환자의 뇌에서 신경혈관손상을
관찰한 보고가 있었고 AD 의 주요한 병인으로 알려져 있다 [810]. 하지만 뇌의 혈관과 뇌에 Ab 축적이 어떠한 기전으로 뇌의
투과성을 변화시키는지 알려진 바가 없다.
혈관뇌장벽(blood-brain barrier, BBB)은 다양한 분자 수송을
조절하고 뇌의 내피세포의 투과성을 제한한다 [11]. 폐쇄결합
(tight junction, TJ )은 뇌 내피세포의 중요한 특징으로써 BBB
integrity 를 담당한다. Zonula occluding-1 (ZO-1)은 BBB 에서
처음으로 밝혀진 TJ 을 구성하는 분자이고 TJ integrity 와
연관성을 갖는다 (그림 3)[12]. ZO-1 은 직접적으로 다양한 세포
내 단백질들과 결합하여[13] TJ 복합체 형성을 지휘한다. Ab는 TJ
integrity 를 손상시켜 투과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이전에 bovine
뇌의 혈관 내피 세포 배양에서 보고된 바 있다 [14]. BBB 는
CNS 로 RAGE 에 의해 혈장에서 유래한 Ab의 유입을 조절하고
２

[15] LRP-1 에 의해 뇌에서 유래한 Ab를 혈장에서 제거한다
(그림

4)[16].

본

연구에서는

luminal

Ab의

처음

증가가

BBB 손상의 vicious cycle 을 유도하여 abluminal Ab의 방출이
혈관으로 도달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Ab의 축적은 뇌혈관 손상에
있어서 초기에 원인을 제공하는 현상이다 (그림 5)[17]. 이러한
모든 중요한 근거들을 토대로 Ab가 특정한 매개자로 RAGE 와
상호작용하여 BBB 의 TJ 을 손상시킬 것이라 가정하였다. Ab는
직접적 또는 간접적으로 세포에서 Ca2+유입을 유도한다 [18, 19].
또한,

증가한

세포

내

Ca2+은

기질

금속단백분해효소(matrix

metalloproteinase, MMP)의 발현을 유도할 뿐만 아니라[20] TJ 의
이상을 유도한다 [21]. 예를 들어 Ab는 murine 내피 세포에서
MMP-9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22].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Ab에 의한 세포질 Ca2+유입과
MMP 발현 유도에 의해 TJ 이 손상된다고 가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항 RAGE-IgG 와 CaN 과 MMPs 에 대한 특정
저해제들을 이용하여 Ab에 의한 TJ 손상이 세포 내 Ca2+CaN 신호전달과 MMP 분비를 통한 RAGE 에 의해 매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in vitro 결과를 뒷받침해주면서, 뇌의
미세혈관 손상, RAGE 발현 및 TJ 의 구조적 변화가 AD 동물 모델인
5XFAD mice 뇌에서 관련성을 갖을 것이라 생각한다. 본 연구는

３

Ab-RAGE

상호작용이

BBB

integrity

손상과

AD

병인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AD 의 주요한 병인 인자로 노인 반점 이외에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가

있다

(그림

6)[23,

24].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는

AD 병인에서 초기에 보여지는 현상이기 때문에, vitamin C 를
포함하여 식이요법이나 비타민제를 통한 항산화제의 섭취가 free
radical 의 손상 효과를 낮춤으로써 AD 의 발달 과정을 늦출 수
있다 [25, 26]. 최근 보고에 의하면 vitamin C 가 Ab 펩타이드의
신경독성과 뭉침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 [27]. 또한, vitamin
C 가 compression 에 의해 유도되는 BBB 손상을 보호해준다는
연구와 낮고 높은 vitamin C 양이 미토콘드리아의 수와 크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된 바 있다 [28, 29]. Vitamin
C 는 CNS 에 쌓이고 뇌에서 vitamin C 의 양은 혈장이나 다른 기관
(organs)보다 더 높게 유지된다 (그림 7)[30]. AD 환자는 건강한
사람보다 혈장에 있는 Vitamin C 양이 낮다 [31]. 게다가 적은
Vitamin C 양은 cognitive impairment 와 연관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32]. 하지만, Vitamin C 가 AD 환자나 동물 모델에서 뇌의
병인에 영향을 준다는 직접적인 근거는 없다. 그래서 vitamin C 를
체내에서 합성할 수 없는 사람과 유사한 시스템을 만들기 위해서
AD 모델 쥐와 vitamin C 합성할 수 없다고 알려진 Gulo knocko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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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를 crossing 하여 KO-Tg 를 생성하였다. AD 모델 쥐에
vitamin C 를 저농도와 고농도로 먹였고, 고농도의 vitamin C 를
섭취한 쥐의 cortex 와 hippocampus 에서 Ab 생성과 TJ 의 구조적
변화를 통한 BBB 손상이 더욱 감소함을 in vivo 시스템에서
관찰하였다.

５

(Roberson et al_Science (2006))

그림 1. 알츠하이머병 (AD) 병인 기전에서 보이는 특징들

1)amyloid plaque 2)neurofibrillary tangles

６

3) neuritis

(Mattson et al. Nature (2004))

그림 2. Processing of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

７

(Abbott et al. Nature (2006))

그림 3. Neurovascular unit 모식도 및 내피세포의 TJ 의 분자적 구성

８

(Zlokovic et al. TRENDS in neurosci (2005))

그림 4. BBB 와 혈관뇌척수액장벽에서 RAGE-LRP 에 의해 조절되는 Ab
transport

９

(Zlokovic et al. Neuron (2008))

그림 5. AD 병인기전에서 보여지는 신경혈관단위들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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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tson et al. Nature (2004))

그림 6. AD 에서 보여지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Ca2+항상성의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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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ce et al. Trends Neurosci (2000))

그림 7. CNS 에서 ascorbate 의 구획화(compartmentalization)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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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Ⅱ. AD 에서 Ca2+ buffering 단백질인 Calbindin-D28k 의 역할
규명

AD 는 cognition 과 memory 쇠퇴가 진행 되는 특징을 가진
신경퇴행성 질환이다. 아밀로이드 가설은 Ab축적이 learning 과
memory 를 담당하는 hippocampus, subiculum, entorhinal cortex
및 basal forebrain 등의 뇌의 여러 부분의 세포에 신경독성의
영향을 준다고 내세운다 [2]. Ab와 tau 의 축적뿐만 아니라, 초기
AD 과정에서는 Ca2+기능 이상, 신경 세포 죽음 및 미토콘드리아와
synapse 의 기능 이상이 관찰된다 [2, 33]. 세포 내 Ca2+ 항상성은
정상적인 신경전달물질의 이동, synapse plasticity 및 신경세포의
아폽토시스를

매개하고

있으며

[34-37],

특히,

손상된

Ca2+항상성은 AD 환자와 나이든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어 AD 의
병인기전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38, 39]. Ca2+항상성이 무너져
dysregulation

이

되면

미토콘드리아의

구조

및

기능

손상,

아폽토시스 및 synapse 손실 등 다른 기능에도 큰 영향을 미친다
(그림 8)[40]. Ca2+ binding 단백질의 이상은 병리학적 상태에서
Ca2+항상성을 손상시킬 수 있고 Ca2+신호전달을 망가트려 신경
네트워크의 기능 이상을 초래할 수 있다 [41]. 본 연구는 특정한
Ca2+ binding 단백질의 발현 변화가 AD 에서 보여지는 다양한
병인들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하였다.
Ca2+ binding 단백질은 cytoskeletal organization, cell motility 와
분화와 같은 다양한 세포 활동에 관여되어 있지만 또한 free
Ca2+의 과도한 세포 내 양을 buffering 함으로써 Ca2+항상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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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한다 (그림 9)[42]. Ca2+ binding 단백질은 지금까지 200 여
가지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공통적인 구조적 motif 인 EF-hand 를
가지고 있어 높은 친화력으로 가지고 선택적으로 Ca2+과 결합한다.
Calbindin-D28k
binding

(CB)은

단백질들

중

Ca2+양을

완충하고

하나이다

[43].

수송시키는
특히,

다른

Ca2+
Ca2+

binding 단백질들 보다 CB 는 parvalbumin 과 calretinin 과
함께 CNS 전 지역에 걸쳐 풍부하게 존재하고 해부학 그리고
발생학적으로 신경 세포의 subpopulation 을 알 수 있는 마커로
매우 잘 알려져 있다. 이 세 가지 단백질들은 neuronal process 의
cytoplasm 에 가득 존재하여 neuronal shape, connectivity 그리고
functional specialization 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한다 [41]. 게다가
CB 는 증가한 세포 내 Ca2+양을 감소시키는 buffering 역할 말고도
복합적인 전 아폽토시스 경로들을 막는 기능을 한다. 예를 들어,
CB 를 과발현시키면 Ab와 mutant presenilin-1 에 의해 유도되는
아폽토시스 활성이 억제한다는 것을 신경 교세포와 신경 세포에서
확인하였다 [44, 45]. 또한 Bax 또는 caspase-3 와 관련한
아폽토시스 신호전달이 Calb1-/-mice 의 uteri 에서 CB 가 존재하는
정상적인 mice 에 비해 증가되어 있다 [46]. Familial AD-mutant
hAPP 를 발현하고 있는 mice 에서 보이는 learning 쇠퇴가 뇌의
dentate gyrus 에서 감소한 CB 양과 깊은 관련이 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 [47]. 게다가, homozygous Calb1-/-mice 는 motor
coordination 과 활성의 손상을 보였다 [48, 49]. 이처럼, CB 의
physiological role 을 밝힌 연구들이 있지만, AD 동물 모델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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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된 CB 양이 AD 병인기전에 영향을 줄 수 있는지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러한 AD 에서 보여지는 병인 이상들을 in vivo 에서 알아보고자,
본 연구에서는 CB 가 결핍된 AD transgenic mice (Calb1-/-;
5XFAD)를

제작하였고

항체

미세집적과

mass

spectrometry 분석을 이용하여 많은 단백질의 신호전달 경로들과
단백질의

인산화

및

양이

변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Mass

spectrometry 를 근간으로 한 프로테오믹스는 Calb1-/-; 5XFAD 와
5XFAD mice 에서 수 백, 수 천 개의 단백질의 증감을 한 번에
확인할 수 있고 그 단백질들 간의 네트워크의 연결고리를 찾아
특정한 pathway 의 변화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정보를 제공 해
준다.
또한 이러한 프로파일들로부터, 본 연구에서 Tg mice 의 뇌에서
CB 결핍이 세포 죽음 경로들, synaptic transmission, MAPK 신호
전달 및 cytoskeleton organization 에 유의한 변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western blot, immunohistochemistry,
FACS analysis 등의 분자기법들을 이용하여 5XFAD mice 에서
CB 제거가 아폽토시스 유도, 미토콘드리아 dynamic 단백질의 손상,
NMDA 에 의존하는 신호전달의 손상 및 synapse 단백질의 양 감소
등을 일으킨다는 것을 6 개월령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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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u et al. Progress in Neurobiol (2009))

그림 8. AD pathogenesis 에서 보여지는 calcium dysregulation 과 연관한
메커니즘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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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undorf G et al. Antioxid Redox Signal (2011))

그림 9. 정상적인 생리학적 상태에서 뇌의 Ca2+항상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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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
Part Ⅰ.
5XFAD

transgenic

mice

(Tg6799;

B.6SJL-Tg

[APPSweFlLon,

PSEN*M146L*L286V] 6799 Vas/J, stock no. 006554)는 human
APP695 에 3 개의 mutation (Swedish, Florida, 과 London)과 PS1 에
2 개의 mutation (M146L 과 L286V)은 murine Thy-1 promoter 의
전사 조절 하에 과발현한다 (Ref). 실험으로는 8 개월 (n = 3) 5XFAD
mice 와 B6SJL littermate mice 를 사용하였다. 또한 vitamin C 생성에 꼭
필요한 Gulo (ι-gulono-γ-lactone oxidase) 유전자를 제거한 Gulo
knockout (KO) mice 와 5XFAD mice 를 crossing 하여 생성된 Gulo KO
wild type 과 Gulo KO Tg 를 사용하였다. 5XFAD 쥐와 SJL line 은 미국
잭슨 랩 (The Jackson Laboratory (JAX Lab.))에서 구입하였고 Gulo
KO mice 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이왕재 교수님 랩으로부터 제공받았다.
1) 고농도(standard)의 vitamin C 를 먹인 mice (3.3g/L mouse, 6 개월
(n=4)).
저농도 (reduced)의 vitamin C 를 먹인 mice (0.66g/L mouse, 6 개월
(n=4)).
저농도와 고농도의 vitamin C 는 태어나서 8 주부터 먹이기 시작하였고,
4 개월 동안 먹인 후, 6 개월령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체내 vitamin C 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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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개월 mice 의 간을 이용하여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로

측정하였다.

6

개월

되었을

때

뇌를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Part Ⅱ.
6 개월 (n = 3) 5XFAD (Tg) mice 와 Calbindin-D28k(CB)단백질을
제거한 CB knockout (Calb1-/-) mice 와 5XFAD mice 를 crossing 하여
생성된 Calb1-/-; 5XFAD 를 사용하였다. 5XFAD mice 는 미국 잭슨 랩
(The

Jackson

mice

는

Laboratory

스위스의

(JAX

Firbourg

Lab.))에서

University

의

구입하였고
Dr.Schwaller

Calb1-/로부터

제공받았다.
1) Genotyping
5XFAD mice 와 Calb1-/-; 5XFAD mice 의 귀에서 소화 버퍼 (digestion
buffer, 50 mM Tris-HCl, 20 mM NaCl, pH 8.0, 1 mM EDTA, 1% SDS,
20mg/mL

Proteinase

K))로

55°C

for

2

hr

배양하고

페놀과

이소프로파놀을 처리하여 DNA 를 얻었다. CB wild type 과 CB mutant
대립

유전자를

구별하기

위해

oligo

(dT)프라이머를

이용하여

중합반응(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수행하였다. CB wild type
대립 유전자에 대한 oligo (dT)프라이머에 대한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upstream, 5’-TCC CTC ACC TAG AGA TAG AAG CAG CGC
AG-3’; downstream, 5’-AGA CAG CAG AAT CGA GGA GTC TGC
TGC TC-3’. CB mutant 대립유전자에 대한 oligo (dT)프라이머에 대한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upstream, 5’-TCC CTC ACC TAG AGA TAG AAG CAG CGC
AG-3’; downstream, 5’-GCT AAA GCG CAT GCT CCA GAC T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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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TT GG-3’. Wild type 의 PCR 후 DNA 의 크기는 254 bp 이고 mutant
type 의 PCR 후 DNA 의 크기는 192 bp 이다.
동물들은 Helsinki Treaty, the Principles of Laboratory Animal Care
(NIH publication no.85-23, revised 1985)그리고 서울대학교의 동물
관리와 지침서를 준수하여 유지하고 다루었다.

2. 세포 주 배양 및 시약 처리
가. 세포주
(1) bEnd. 3 세포주 및 배양
bEnd. 3 세포주는 쥐의 혈관내피 세포주로 ATCC 에서 구입하였다.
bEnd.3 세포주는 Dulbes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에 10 % (v/v) fetal bovine serum (FBS; Hyclone)와 1 mg/ml
Penicillin/Streptomycin

(P/S;

Sigma)을

넣은

배양액에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나. 시약 및 시약 처리
Ab1–42 는 American Peptide (Sunnyvale, CA, USA)에서 구입하였고
A23187

은

Sigma

에서

구입하였다.

FK506

은

종근당

(Korea

Pharmacy) 에서 제공받았고 GM6001 은 Millopore 에서 구입하였다. 이
실험에서

사용된

anti-ZO-1,

anti-claudin-5,

그리고

anti-

occludin 항체 모두 Zymed laboratories 에서 구입하였고, anti-RAGE
IgG 는 R&D system 에서 구입하였다. 시약의 처리는 배양된 bEnd.
3 세포주를 FBS 가 들어가 있지 않은 PBS 로 세척한 후 Opti-MEM
(Invitrogen)에서 최종 농도로 희석된 상태로 처리하였다. Ab1-42는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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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 농도로 24 시간 처리하였고, FK506 과 GM6001 은 각각 10 mM, 100
nM 로 Ab1-42처리 하기 1 시간 전에 미리 넣어주었다.

다. Ab1-42 preparation
Ab1–42 펩타이드는 먼저 1,1,1,3,3,3-hexafluoro-2-propanol (HFIP;
Sigma-Aldrich)로 최종농도가 1 mM 되도록 녹였다. 이 녹인 용액을
나누어

분주하고,

SpeedVac

Concentrator

(Savant

Instruments,

Hyderabad, India)를 이용하여 HFIP 를 증발시킨 후 -80 °C 에
보관하였다. 세포에 처리하기 직전에 -80 도에 보관하고 있던 Ab1–42 를
anhydrous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이고, 이를 Opti-MEM
(Invitrogen)또는 DMEM 에 적절한 농도로 처리하였다. 이렇게 만든
Ab1-42 는 monomer 와 oligomer 가 대부분 혼합되어 있음을 Atomic
force microscopy (AFM)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3. FD (fluorescein isothiocyanate-dextran) 40 투과력 측정
BBB 에서의 BBB 를 통과할 수 있는 물질의 수송을 모방한 시스템으로
bEnd.3

세포주에서

각각의

시약을

처리하고

transwell

membrane

insert 를 이용하여 형광을 띠는 염색약 (FD-40, MW 40,000, Sigma)을
꼭지면 세포막 (apical membrane)에 0.1 μg/ml 넣고 30 분 뒤에
기저측면

막(basolateral

membrane)쪽의

용액에

녹은

FD-40

의

형광값으로 투과성을 측정하는 것이다. 이 염색약은 bEnd.3 세포주를
투과할 수 있는 크기로 눈에 보이는 형광값으로 세포주의 integrity 를
직접적으로 예측이 가능하다.

4. Western blot analysis
단백질의 발현 양을 확인하기 위해 시약 처리가 끝난 세포를 RIPA
buffer

를

사용하여

총

단백질을

추출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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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A

방법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보고자 하는 단백질의 양과 크기 등 특징에 따라 20 – 30
μg 의 단백질을 7% SDS-PAGE gel 에 전기영동하고 PVDF membrane
(Millipore, USA)에 transfer 한 후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5% Skim
milk 에 두어 blocking 과정을 거쳤다. TBST buffer (0.05% Tween20 이 포함되어 있는 tris-buffered saline) 로 washing 을 하고 보고자
하는 단백질들에 특이적인 1 차 항체 (primary antibody)를 4℃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킨 후 HRP (horse 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2 차 항체
(secondaty antibody)를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항체는 ECL
advanced western blotting detection kit (Lumigen TMA-6; Amersham
Biosciences, England)를 이용하여 Bio-imaging analyzer 인 LAS3000 (Fuji Photo Film, Japan)으로 분석하였다.
사용한 1 차 항체는 아래와 같다.
Anti-ZO-1, anti-claudin-5, and anti-occludin antibody (Zymed
Laboratories); anti-RAGE (C20) antibody (Millipore); neutralizing
anti-RAGE antibody(R&D systems); anti-b-actin and anti-a-tubulin
antibody (Sigma); anti-MMP9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anti-human Ab1-17 mouse monoclonal antibody (6E10) (Signet
laboratories); anti-PS antibody, anti-calbindin D-28k antibody, antiDrp1 antibody (Santa Cruz Biotechnologies; Santa Cruz, CA, USA);
anti-Fis1 antibody, anti-Mfn1 antibody, anti-OPA1 antibody, antiBcl-2 antibody, anti-Bax antibody, anti-Bcl-xL antibody, antiNMDAR1 antibody, anti-NR2A antibody, anti-GluR1 antibody, antiGluR2 antibody, anti-phospho-ERK antibody, anti-ERK antibody,
anti-phospho-CREB Ser133 antibody, anti-CREB Ser133 antibody,
anti-synaptophysin antibody, and anti-PSD-95 antibody

5. 면역염색법
가. 면역세포염색법 (Immunocy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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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bEnd.3 세포 주를 24- well plate (2Χ104 세포 수/cm )에서 3 일 동안

키운 후, PBS 로 세척 후, 4% PFA 로 실온에서 고정한다. 그리고 0.5%
Triton X-100 을 이용하여 permeabilization 하였다. 5% BSA 가 들어간
PBST 로 blocking 한 후, 1 차 항체를 붙인 후, 4℃에서 overnight 하였다.
PBST 로 여러 번 세척 후, cy3-labeled donkey anti-rabbit antibody 를
넣고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PBST 로 여러 번 세척 후, 4-6diamidino-2-phenylindole(DAPI)로

핵을

염색하고,

형광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나. 면역조직염색법 (Immunohistochemistry)
8 개월 된 정상 쥐 (littermate)와 AD(5XFAD) 쥐 각각 3 마리씩의 그룹,
6 개월 된 저농도와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WT 쥐와 KOTg 쥐
각각 4 마리씩의 그룹, 그리고 6 개월 된 CB 단백질이 없는 5XFAD 와
5XFAD 쥐 각각 4 마리씩의 그룹을 Zoletil 50 (Virbac Laboratories,
Carros, France) and Rompun (Bayer Korea)을 3:1 로 혼합한 용액을
1ml/kg 으로 복강 내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PBS 와 fresh 4% PFA 로
심장을 통해 피를 관류시켰다. 그 후 쥐를 해부하여 빠르게 뇌를 적출하고
cryostat

(Leica

Microsystems,

Bannockbum,

IL)을

이용하여

연속적으로 30- µm 두께의 coronal 조직 부분으로 잘랐다. Bregma
1.70mm 와 2.30 mm 사이의 조직 부위를 이용하여 PBS 세척, 0.3%
triton-X 100 으로 permeabilization 을 거친 후 1 차 항체를 넣어
4℃에서 overnight 하였다. PBST 로 여러 번 세척 후, alexa fluor 488conjugated streptavidin (Invitrogen), goat anti-rabbit Alexa 594
(Invitrogen), 그리고 biotinylated anti-goat IgG antibody (Vector
Laboratories)를 넣고 1 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하였다.
사용한 1 차 항체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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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in-labeled

4G8

antibody

(1:700;

covance);

anti-GLUT-1

antibody (1:1000, Millipore); goat anti-RAGE antibody (1:20; R&D
systems); anti-pCREB antibody

6. Image analysis
Image 를 형광 현미경 (Olympus DP50)으로 얻은 후, Image J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ZO-1

모양

변화

(n

=8)와 calcium dye (Fluo-4)로 염색 (n = 4)된 형광의 세기 정도를
분석하였다.

7. Intracellular calcium level measurement
세포 내 칼슘 양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96well plate 에 bEnd.3 세포를
키운 후, 세포에 5 mM fluorescent calcium indicator dye (Fluo-4;
Invitrogen)를 Opti-MEM 에 희석하여 세포에 넣고 37℃ 배양기에서
30 분간 염색하였다. 세포는 5mM Ab나 1mM A23187 를 넣은 후 세포 내
칼슘을 측정하였다. 세포 내 칼슘 image 는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 filter 를 가진 형광 현미경 (Olympus DP50)을 이용하여 live 로
찍은 것이다.

8. Gelatin zymography
용액에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는 MMP 양을 측정하기 위해 bEnd.3 세포를
키운 media 를 환원제가 없는 SDS 용액을 이용하여 상온에서 함께
배양하고 2.65 mg/ml gelatin 이 있는 10% gel 에서 20mV 로
전기영동하고 SDS 를 제거하기 위해 2.5% triton X-100 으로 세척 후, 20
mM Tris-HCl, pH7.6, 10 mM CaCl2, 1mM ZnCl2, 0.04% Na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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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액으로 12 시간 동안 37℃에서 배양하였다. 그 후, ethanol 에 0.1%
coomassie blue 를 혼합한 후 membrane 을 염색하고 30 분 동안 10%
아세트산으로 gelatin 밴드가 보일 때까지 destaining 하였다. Bioimaging
analyzer (LAS-3000; Fuji)으로 image 를 확인하였다.

9. Transfection
bEnd.3 세포는 12well plate 나 24 well plate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lipofectamine

LTX

(Invitrogen)을

이용하여

cyan

fluorescent

protein cDNA 와 human full-length RAGE cDNA 발현벡터들을
트랜스팩션하였다.

Opti-MEM

(Invitrogen)에서

cDNA

와

transfection 용액을 30 분 동안 상온에서 혼합 및 배양하였다. 그
혼합용액을 bEnd.3 세포에 넣은 후 24 시간 후 serum 이 들어가 있는
media 로 바꿔 준 후 다른 시약들을 처리하였다.

10.

3D-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image

acquisition
노인 반점에 의한 뇌의 미세혈관의 손상을 더 정확히 관찰하기 위해서
수퍼 해상도를 가진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SIM; Nikon
N-SIM)을 이용하였다. 형광 염색된 고정된 뇌 조직을 0.15 µm 간격을
가지는 z 축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각각의 3D-SIM image 를 얻었다.
이것을 합쳐 reconstruction 하였고 NIS-E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여 α
블랜딩을 가지는 3D-deconvolution 을 만들었다. 멀티컬러의 형광은 488
nm 와 561 nm 레이저로 확인하였다.

11. 항체 미세집적 (antibody microarray)과 통계 처리
２５

CB 가 없는 5XFAD 는 5XFAD 와 비교했을 때 어떤 단백질의 양적인
차이와 신호전달 경로의 차이가 있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서
6 개월령의 5XFAD 와 Calb1-/-; 5XFAD mice (각 n = 3) 의 subiculum
조직을 224 개의 다른 항체들로 구성되어 있는 파노라마 항체 미세집단
세포 신호전달 분석 (Sigma) 에 이용하였다. Cy3 와 Cy5 염색약
(Amersham)을 5XFAD 와 Calb1-/-; 5XFAD mice 로부터 얻은 조직에
붙인다. 그 다음, 5XFAD 와 Calb1-/-; 5XFAD subiculum 으로부터
동일한 양의 labeled 단백질을 함께 혼합하고 항체 미세집적 키트로
넣는다. 세척 후, 신호를 찾기 위해 GenePix4008B Scanner (Molecular
Devices)을

이용하여

미세집적을

532

nm

(Cy3)

와

635

nm

(Cy5)파장대에서 스캐닝하고 데이터는 GenePix software (Molecular
Devices)로 분석한다. 각 단백질의 4 가지의 신호들을 위해 Lowess
normalization 을 수행하였다[50]. Calb1-/-; 5XFAD 와 5XFAD mice
사이의 1 개의 단백질의 4 번 반복된 것들의 normalized 신호들은 통합
통계적 분석 방법을 이용하여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EPs)
을 찾아보고자 비교되었다[51]. 각 단백질의 P-values 를 Student ttests and median fold-change test 를 이용하여 계산하고 Stouffer’s
method

를

이용하여

전체적인

혼합하였다[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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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s

를

계산하기

위해

12.

Liquid-chromatography

(LC)-Mass

spectrometry

(MS)/MS 분석 방법
In-gel digestion 으로 얻은 단백질 펩타이드를 50 µL Solvent A (2%
acetonitrile in 0.1% formic acid)로 resuspension 하고 샘플의 2 µL 를
nano-HPLC system (Easy nLC; Thermo Fisher Scientific, San Jose,
CA) 과 LTQ-Velos mass spectr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로
injection 하였다. 샘플을 in-house packed 75 µm (inner diameter) ×
10cm C18 column 에 넣고 38% Solvent B (98 % acetonitrile in 0.1%
formic acid)를 가지는 linear gradient 로 300 nL/min 의 flow rate 으로
90 분 동안 분리한다. LTQ 는 1 survey MS 스캔으로 400–1400 m/z
mass 범위에서 작동한다.

13. 단백질 분석과 정량(Identification 과 quantification)
LC-MS/MS 데이터를 forward-reverse ipi.MOUSE.v3.87 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파라미터들을 1.5 Da precursor mass tolerance; 1.0 Da
product ion mass tolerance; semitryptic digestion; up to 2 missed
cleavages; variable modifications: oxidation of methionine (+15.99);
fixed

modifications:

carbamidomethylation

of

cysteine

(+57.02)이용하여 SEQUEST 알고리즘으로 확인하였다. SEQUEST 으로
확인된 결과들은 TPP v.4.5b 를 이용하여 각 분석된 펩타이드들에 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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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tide

prophet

probability

를

계산하면서

평가되었다

[53].

펩타이드들이 가지는 error rate 은 < 0.005 으로 간주되고 protein
prophet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단백질들을

매치

하였다[54].

단백질 prophet probability 이 ≥ 0.9 된 단백질들은 믿을 수 있고 확인된
단백질들이고 Fu et al 에[55] 의해 명시된 spectral count-based
method 로 정량 분석하였다. 각 단백질의 spectral index (SPI) value 의
통계적 유의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1000 번의 임의의 치환(permutation)
실험에 의해 SPI 의 실험적 분포도 (empirical distribution)를 평가하였다.
각 단백질의 SPI value 에 대해, empirical distribution 을 이용하여 Pvalue 는 two- tailed test 로 계산하였다. 5XFAD 와 Calb1-/-; 5XFAD
mice 중 하나가 SPI P-value < 0.1 과 identified unique 펩타이드의 수
≥ 2 인 단백질들을 DEPs 로 간주하였다.

14. Sandwich ELISA
Sandwich ELISA kit (Human Ab– immunoassay kit; IBL)를 이용하여
Ab42 의 양을 측정하였다. Calb1-/- 쥐와 Calb1-/-; 5XFAD 쥐의
subiculum 을 적출하여 complet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Sigma)를
넣은 PBS 로 균질화 (homogenization)한다. 균질화한 조직을 70%
formic acid 에 넣고 35 초간 초음파 분해 (sonication)후, 4℃에서 1 시간
동안 100,000g 로 원심 분리한다. Formic acid 를 1M Tris phosphate
(pH11)로 중화한 후 ELISA 샘플 buffer 에 희석한다. ELISA 는 plate
２８

reader (POWER-XS; BIO-TEK, Winooski, VT)에서 45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15. Cytochrome C ELISA
뇌 조직의 세포에서 방출된 Cytochrome C 의 양을 비교하기 위해 Tg 와

Calb1-/-; 5XFAD 의 뇌 조직을 protease inhibitor cocktail [100 mg
-1
mL-1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2 mg mL leupeptin, and

2 mg mL-1 aprotinin, all from Sigma]이 포함되어 있는 hypotonic buffer
[10 mM Tris (pH 7.4), 1 mM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and 1
mM EGTA]로 균질화하였다. 30 분 동안 얼음 위에서 배양한 후, 터진
세포들을 dounce homogenizer 의 tight-fitting pestle 로 25 strokes 를
주면서

용해하고,

15

분

동안

500

g

로

원심분리기를(centrifugation)걸었다. 그 후 이 용액의 상층액을 30 분
동안 17,000 × g 로 원심분리기를 걸고 세포질(cytosolic extracts)로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Cytochrome C 특이적인 항체가 코팅된 plate
(Cytochrome c Kit, Invitrogen; Carlsbad, CA, USA) 에 뇌 조직의
동일한 세포질 양을 넣어주고 실온에서 2 시간 반응시킨다. 다섯 차례
세척 후 streptavidin-horseradish peroxidase (HRP) 가 붙어 있는 이차
항체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다. 다시 다섯 차례 세척
후

안정화된

chromogen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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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가한

뒤

색깔의

반응이

포화(saturation)되기 전에 stop solution 을 넣는다. 마지막으로 plate
reader (POWER-XS, BIO-TEK)로 450 nm 파장대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6. Annexin V FITC 염색
유세포 분석기를 이용하여 annexin V/propidium iodide (PI) 염색을 (BD,
San Diego, CA, USA)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아폽토시스
세포가 어느 단계인지 확인해보고자, 5XFAD 와 Calb1-/-; 5XFAD 의
subiculum 조직의 세포들을 trypsin 으로 깨트리고 모아서 annexin Vfluorescein isothiocyanate or PI 가 포함된 용액에 넣어서 25°C 에서
15 분 동안 어두운 장소에서 염색하였다. 차가운 PBS 로 세척 후, 즉시
FACS Calibur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로 알려진 유세포
분석기로 값을 읽는다.

17. 투과전자현미경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BBB 를 이루고 있는 TJ 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서 wild type 과
5XFAD 쥐의 cortex 에서, 또는 미토콘드리아의 모양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Calb1-/-과 Calb1-/-; 5XFAD 의 쥐의 subiculum 에서 1mm3 의
크기로

여러 개의 조직을 잘라

fixative

(mixture

of

cold

2.5%

glutaraldehyde in 0.1 M phosphate buffer (pH 7.2)또는 cacodylate
buffer (pH 7.2))에서 고정하고 epoxy resin 에 embedding 하였다.
Epoxy resin-mixed sample 을 38℃에서 12 시간, 60℃에서 48 시간
３０

동안 중합과정을 진행한 후, ultramicrotome (RMC MT-XL)을 이용하여
얇게 절단하여 copper grid 위에 옮겼다. 다시 65nm 의 두께로 절단하여
4% uranyl acetate 와 4% lead citrate 로 염색하였고,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JEM-1400; Japan)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얻었다.
각 그룹당 12 개의 TJ 들의 변화를 관찰하고 평균값을 측정하였다.

18. 통계 처리
모든 data 는 mean ± SEM 값으로 나타내었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GraphPad Prizm 4 을 이용하였고 그룹 간의 유의성은 post hoc test 또는
unpaired t test 를 가지는 one-way ANOVA 로 수행하였다.
(* : p < 0.05, ** : p < 0.01,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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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I. AD 에서 일어나는 BBB 손상 기전 연구

1. bEnd.3 세포에서 Ab1-42에 의한 ZO-1 위치 변화와 TJ 손상
Ab1-42가

TJ

을

손상시키고

ZO-1

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지

bEnd.3 세포에서 알아보았다. 이전 보고에서처럼 [56], ZO-1 은 TJ 에 잘
발현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Ab1-42 처리 후에는 세포와 세포
경계를 따라 보이는 ZO-1 의 면역 반응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것을
면역세포염색법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효과는 농도, 시간에 따라서
증가하였다 (그림 10A, B, arrowheads). 또한 western blot 을 통해서
Ab1-42 처리

시,

ZO-1

의

단백질

양이

뚜렷하게

감소한

것을

bEnd.3 세포에서 확인하였다 (그림 10C, D). 게다가 Ab1-42 에 의해
occludin 과 claudin-5 와 같은 다른 TJ 단백질의 단백질 양도 감소하였다
(그림 10E-G). Ab1-42 가 유도한 TJ 단백질의 손상은 이 실험 조건에서
cell death 에는 영향을 주지 않고 일어났다. 다음은, bEnd.3 세포에서
확인한 Ab1-42 에 의한 ZO-1 의 단백질 양 감소와 재배열이 TJ 의 손상을
반영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bEnd.3

세포를

transwell

system

에서

배양하여 FITC-dextran 40 (FD-40)의 투과양을 측정하였다. FD-40 는
human 뇌의 내피세포와 쥐에서 BBB 투과성을 측정하는데 이용 된다
[57]. Ab1-42 (5 mM)는 basolateral 공간에서 FD-40 의 양을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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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였다 (그림 10H). 이러한 결과들로 Ab1-42 는 TJ 을 손상시켜
paracellular 경로를 지나가도록 한다는 것을 bEnd.3 세포에서 알 수 있다.

2. Ab1-42에 의한 세포 내 Ca2+과 MMP 분비 증가가 Ab1-42에 의한
TJ 손상 기전에 관여하는 것을 bEnd.3 세포에서 규명
Ab1-42 가 bEnd.3 세포에서 Ca2+증가와 MMP 활성을 유도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세포

A23187(Ca

2+

내

칼슘과

MMP

activity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ionophore)이 Ab1-42 가 유도하는 ZO-1 의 손상과 유사한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bEnd.3 세포에서 Ab1-42 가
유도하는 ZO-1 의 손상에 Ca2+이 영향을 줄 것이라 추측하였다. Ab1-42 가
2+
시간에 따라 bEnd.3 의 세포 내 Ca 양을 증가시키는 것을 형광 현미경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11A). 이렇게 Fluo-4 의 형광 세기를 확인한
2+
image 를 정량하였을 때, 세포 내 Ca 이 Ab1-42 와 A23187 처리 후

1 시간이 되었을 때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할 수 있었고, 6 시간이 지났을
때 유의한 증가를 확인하였다 (그림 11B). Ab1-42 를 처리한 세포의
media 를 이용하여 zymography 를 수행하였을 때 72 와 92 kDa 에서
효소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C). 이 크기는 각각 MMP2 와 MMP-9 로 일치한다 [58]. 이러한 결과들로 bEnd.3 세포에서

Ab1-42 가 세포 내 칼슘 양을 증가시킴으로써 MMP-2 와 MMP-9 을
유도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 다음, MMP 의 증가가 Ab1-42에 의한
TJ

손상을

매개하는지

GM6001 을 함께

알아보기

bEnd.3 세포에

위해

Ab1-42와

MMP

저해제인

처리하였다. GM6001 은

pro-

MMP 형태가 기질을 degrading MMP 의 활성화 형태로 전환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9]. 농도에 따라 GM6001 이 존재하면

Ab1-42에 의한 ZO-1 손상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A). NFκB 나 AP-1 과 같은 전사 인자들은 MMP-9 의 전사를 조절한다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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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러한 전사 인자들은 Ca2+농도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Ca / 칼모듈린에

의존하는 단백질 인산화 효소인 calcineurin (CaN)에 의해 조절 받는다.
CaN 은 Ab 에 의해 활성화되고 AD 환자의 뇌에서 증가되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60, 61]. Doller 그룹 [62]은 CaN 저해제가 NF-κB
경로를 통해 유도되는 MMP 전사를 억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세포 내

2+
Ca /CaN 이 Ab에 의한 TJ 손상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Ab1-42와

CaN 저해제로 알져진 FK506 을 [63] 함께 bEnd.3 세포에 처리하였다.
농도에 따른 FK506 존재 시, Ab1-42에 의한 ZO-1 의 구조적 변화가
완화되는 것을 GM6001 과 유사하게 확인하였다 (그림 12B). 게다가
FD-40 를 이용한 투과성 실험에서 GM6001 (100 nM)과 FK506 (10

mM)를 Ab1-42와 함께 처리시 Ab1-42에 의한 bEnd.3 세포의 막 투과성
증가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C, D).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bEnd.3 세포에서 보이는 Ab1-42에 의한 TJ 손상에 세포
2+
내 Ca 과 MMP 가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bEnd.3 세포에서 Ab1-42에 의한 TJ 손상에 RAGE 의 역할 규명
내피 세포는 BBB 시스템에서 Ab binding 파트너로 알려진 RAGE 를
발현한다고 알려져 있다 [64]. RAGE 가 Ab에 의한 TJ 손상을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RAGE 의 extracellular domain 을 인식하는 RAGE
neutralizing 항체를 이용하여 Ab와 RAGE 의 상호작용을 차단하였다
[65]. RAGE 선택적 항체 (anti-RAGE IgG)를 처리했을 때 에 의해
Ab1-42 에 의해 유도되는 ZO-1 의 구조적 변화가 완화되었다 (그림 13A).
이러한 결과는 RAGE 가 Ab1-42에 의한 ZO-1 손상에 RAGE 가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말한다. 또한 RAGE 과발현 bEnd.3 세포주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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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1-42 처리시
RAGE

ZO-1

과발현

단백질

bEnd.3

양에

세포주에서

변화를

주는지

확인해

보았다.

mock

(비교

대상군)

과발현

bEnd.3 세포주보다 Ab1-42에 의한 ZO-1 단백질 양이 더 많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3B). 이것을 토대로 Ab1-42에 의한 ZO-1 구조적
손상과 단백질 양 감소를 RAGE 가 매개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5XFAD mice 의 뇌에서 미세혈관의 손상, RAGE 와 MMP 발현
증가 확인
GLUT-1 은 TJ 을 가지는 내피세포에만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GLUT-1 의 감소는 BBB 의 투과성 증가를 의미한다 [66].
그래서 GLUT-1 을 내피세포의 마커로 이용하였다. AD 마우스 모델에서
뇌의

미세혈관의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항 GLUT-1 항체와

항

Ab항체인 4G8 으로 함께 염색하였다. 5XFAD mice 는 8 개월째부터
신경세포가 죽고 행동 변화와 많은 노인 반점이 생성된다고 알려져 있다
[67]. 8 개월 littermate mice 와 5XFAD mice 의 cortex 를 염색해보았을
때, 노인 반점 주변으로 끊어져서 짧아진 길이의 미세혈관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4A, 노란색 원). 이러한 변화를 더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수퍼-resolution SIM (Nikon)을 이용하였다. 3D-SIM 이미지를
통해 5XFAD mice 의 미세혈관들이 littermate 의 미세혈관보다 더 많이
손상되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14B). 이러한 결과들로 AD 마우스
모델인 5XFAD mice 에서 미세혈관이 손상되어 BBB 투과성이 증가되어
있을 것이라는 예측을 할 수 있다. 앞의 그림 13 에서 RAGE 가 Ab에
의한 BBB 손상을 매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래서 5XFAD mice 뇌의
미세혈관에서도 RAGE 발현의 차이가 있는지 면역염색법을 수행하였다.
먼저, RAGE 의 발현이 littermate mice 보다 5XFAD mice 의 cortical
layer 1~3 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5A). 그 다음, RAGE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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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1 을 함께 염색하였을 때 서로 겹쳐서 염색되는 것을 통해
미세혈관에서 RAGE 가 존재함을 알 수 있었다. Littermate mice 의
미세혈관보다 5XFAD mice 의 미세혈관에서 RAGE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 겹쳐진 RAGE 와 GLUT-1 의 노란색 형광 부분을 정량 해
보았을 때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였다(그림 15B,C). 이러한 결과들로
RAGE 발현이 5XFAD mice 의 미세혈관에 증가된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3D-SIM 이미지로 확인하였을 때 더 명확한 RAGE 발현 증가를
5XFAD mice 의 미세혈관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D). 이러한
결과들은 AD 뇌의 혈관계에서 RAGE 발현이 증가되어 있다는 보고와
일치한다 [15]. 그림 10C 에서 bEnd.3 세포에서 Ab에 의한 MMP 분비가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는데, 면역조직염색법으로 MMP 의 면역반응을
5XFAD mice 의 뇌의 미세혈관에서 확인하였다. MMP 또한 5XFAD
mice 의 손상된 혈관 주변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5E).

5. 5XFAD mice 의 뇌에서 TJ 의 변화를 EM 으로 확인
인접해 있는 세포들 사이에 존재하는 TJ 의 구조는 electron microscopy
(EM)으로 확인한 것이 이전에 보고된 바 있다 [68]. Littermate 과
5XFAD mice 의 뇌에서 미세혈관들의 변화를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EM 으로 관찰하였다. 흥미롭게도, 5XFAD mice 의 뇌의 TJ 의 길이가
littermate mice 보다 짧아진 것을 유의하게 확인하였다 (그림 16A, B,
arrows). Littermate 와 5XFAD mice 의 뇌에서 15 개의 TJ 의 길이를
측정하였고 정량 결과 5XFAD mice 의 TJ 길이가 대략 2 배정도 짧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6C).

6.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의 cortex 와
hippocampus 에서 노인 반점의 감소
이전 보고에 의하면 5XFAD mice 는 노인 반점 축적이 매우 이른 시기에
나타난다고 한다 [67]. AD 는 뇌의 frontal cortex 와 hippocampus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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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로 구성된 노인 반점이 축적되는데 이것은 조직병리학적으로 알 수
있는 대표 특징이다 [69]. 저농도 또는 고농도의 vitamin C 가 frontal
cortex 와 hippocampus 에서 노인 반점 축적을 변화시키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특이적인 Ab 항체인 4G8 항체로 면역조직염색을 하여 정량 하였다.
모든 KO-WT mice 그룹에서는 노인 반점이 없었고, 모든 KO-Tg
mice 그룹은 frontal cortex 와 다른 뇌의 region 에서 많은 노인 반점의
축적을 보였다 (그림 17A). 뇌의 각 반구에서 운동 (흰 도트 라인의 b 와
c)과 체성감각 (흰 도트 라인의 a 와 d) 담당 영역을 확대 해 보았다.
저농도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와 비교해보았을 때,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는 frontal cortex 에서 더 적은
노인반점의

축적을

보였다

(그림

17B).

노인

반점의

축적

감소는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그룹의 hippocampus 에서도
관찰하였고 (그림 17C), 이 region 을 확대하여 보았을 때도 유의하게
노인 반점 축적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림 17D). 노인 반점이 축적된
frontal cortex 와 hippocampus 를 각각 정량 해 보았을 때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그룹에서 유의한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림 17E).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적정 vitamin C 섭취가 뇌에서 노인
반점 축적을 줄일 수 있다고 제안한다.

7.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보다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의 뇌에서 미세혈관 손상 감소
우리 연구진은 이전에 5XFAD mice 의 뇌에서 항 GLUT-1 항체를
이용하여 Ab 가 축적된 곳에서 미세혈관 손상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70].
GLUT-1 은 BBB 의 내피세포에서 제한적으로 발현하기 때문에, AD 에서
감소한 GLUT-1 발현은 BBB 투과성이 증가를 의미한다 [66]. 게다가
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유의하게 BBB 손상에 기여한다는
３７

것이 알려져 있다 [71]. Vitamin C 가 KO-Tg mice 의 뇌 미세혈관
변화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항 GLUT-1 항체와 항 Ab 항체를
함께 이용하여 면역조직염색을 하였다. 두 KO-WT 그룹에서는 긴 튜불러
형태의 미세혈관을 볼 수 있었고 4G8 에 대한 면역 반응은 보이지
않았으며,

고농도와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WT

mice 그룹에서는 GLUT-1 으로 염색된 혈관의 양적인 차이도 없었다
(그림 18A). KO-WT 쥐와 비교하였을 때, 대조적으로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의 뇌에서는 노인 반점 축적 근처로 손상된
혈관이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8B, 노란색 도트 원).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의 cortex 에서 GLUT-1 으로 염색된
혈관은 증가한 노인 반점 주변으로 더욱 손상된 미세혈관들이 있는 것을
관찰하였다 (그림 18B, 흰 도트 원). KO-Tg mice 그룹들에서 보인 노인
반점에 의한 미세 혈관 손상을 더욱 명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수퍼
해상도를 가지는 SIM (Nikon)를 이용하였다. 3D-SIM 이미지는 KO-WT
mice 그룹의 뇌 미세혈관들이 잘 형성 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림 18C,
KO-Tg mice 그룹의 뇌 미세혈관들은 많이 손상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림 18D).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와
비교했을 때,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의 뇌의 미세
혈관에서 뚫려 있는 구멍과 손상이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３８

결과로 충분한 vitamin C 의 섭취는 5XFAD mice 의 뇌에서 미세혈관을
더욱 완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8.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보다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의 뇌에서 TJ 의 이상 감소
BBB 는 완벽히 분화된 신경혈관 구조의 전문화된 뇌의 내피세포계로,
이것은

뇌

내피세포를

가로지르는

다양한

분자들의

수송을

적절히

조절하고 제한하는 중요한 일을 담당한다 [72, 73]. 뇌의 미세혈관에
존재하는 내피세포들 사이를 연결해 주는 TJ 은 BBB 에서 가장 잘 알려진
특징 중 하나이며 BBB 의 견고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다 [70]. 뇌의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TJ

구조는

이전

연구들에서

EM

으로

많이

확인하였다 [68]. BBB 손상 정도와 혈관 내피 세포의 견고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KO-WT 와 KO-Tg mice 그룹에서 뇌 미세혈관의 TJ 의 변화를
EM 으로 확인 해 보았다. KO-Tg mice 그룹의 TJ 들은 KO-WT
mice 그룹의 TJ 보다 유의하게 짧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9A,
arrows). 이 실험에서 모든 KO mice 에서 10 개의 TJ 을 측정하였다.
흥미롭게도,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의 TJ 의 평균
길이가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보다 유의하게 2 배
정도 길어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9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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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bEnd.3 세포에서 Ab 에 의한 TJ 손상 확인
(A) and (B) Immunostaining 을 이용해 Ab 처리 농도와 시간에 따른
ZO-1 모양 변화 관찰. Arrowheads 는 모양 변화를 의미 (Scale bar =
50 µm)
(C) and (D) bEnd.3 세포에서 western blot 으로 Ab 처리에 따른 ZO1 의 단백질 감소 확인 *p < 0.05
(E), (F), and (G) bEnd.3 세포에서 Ab 처리에 따른 다른 TJ 단백질
감소를 western blot 으로 확인 *p < 0.05
(H) Ab 처리에 의해 FD-40 의 bEnd.3 세포층 투과 증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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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1

그림 11. bEnd.3 세포에서 Ab에 의한 세포 내 Ca2+증가와 MMP 분비 증가
확인
(A) and (B) 형광을 띠는 칼슘 염색 시약을 통해 bEnd.3 세포에서
Ab 처리 후 시간에 따른 세포 내 칼슘의 유의한 증가 확인 (Scale bar =
50 µm)
(C) Gelatin zymography 를 이용하여 bEnd.3 세포의 media 에서 Ab 처리
후 MMP-2 와 MMP-9 분비 증가 관찰. M: 단백질 크기 표지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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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bEnd.3 세포에서 Ab 에 의한 TJ 손상에 관여하는 신호전달과정
확인
(A) and (B) Ab 농도에 따라 처리하여 유도된 ZO-1 의 모양 변화가
GM6001 과 FK506 에 의해 회복됨 Scale bar = 50 µm
(C) and (D) Ab 처리에 의해 유도된 FD-40 의 bEnd.3 세포층 투과
증가는 GM6001 과 FK506 에 의해 저해됨
샘플 대비) #p < 0.05,

##

**

p < 0.01,

p < 0.01 (Ab 처리 샘플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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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01 (Ctrl

그림 13. Ab 에 의해 유도된 TJ 손상에서 RAGE 의 역할 규명

(A) Ab에 의해 유도된 ZO-1 모양 변화가 anti-RAGE IgG 에 의해
회복되는 것을 immunostaining 으로 확인 Scale bar = 100 µm
(B) and (C) RAGE 과발현한 bEnd.3 세포에서 Ab에 의한 ZO-1

단백질 발현 감소가 더욱 촉진됨을 확인 후 정량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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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5

그림 14. 5XFAD mice 의 뇌에서 미세혈관 손상 확인
(A) 8 개월 5XFAD mice 의 뇌에서 littermate 와 비교했을 때 노인
반점 주변으로 혈관이 끊어지면서 손상된 것 (노란색 둥근 원 부분)을
immunostaining 으로 확인 Scale bar = 40 µm
(B) 8 개월된 5XFAD mice 의 뇌에서 littermate 와 비교했을 때 노인
반점 주변으로 혈관이 끊어지면서 손상된 것을 SIM 으로 확인 Scale
bar = 2 µm
４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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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8 개월 5XFAD mice 의 뇌의 혈관에서 RAGE 와 MMP 발현
증가 확인
(A) 5XFAD mice 의 cortex 에서 RAGE 발현 증가 Scale bar = 60 µm
(B) and (C) Littermate 와 비교했을 때 5XFAD mice 의 혈관에서
RAGE 발현의 유의한 증가를 immunostaining 으로 확인 후 정량분석
Scale bar = 30 µm *p < 0.05
(D) Littermate 와 비교했을 때 5XFAD mice 의 끊어져 손상된
혈관에서 RAGE 발현의 유의한 증가를 SIM 으로 확인 Scale bars = 2
µm
(E) 5XFAD mice 뇌의 손상된 혈관 주변으로 MMP 의 면역반응 증가
확인 Scale bar = 2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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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8 개월 5XFAD mice 의 뇌에서 TJ 손상 확인
(A) Littermate 와 5XFAD mice 의 뇌에서 TJ 을 전자현미경으로 확인
Scale bar = 500 nm
(B) 전자현미경으로 Littermate 와 5XFAD mice 의 뇌의
적혈구(RBC)주변에서 볼 수 있는 TJ 을 더 확대하여 관찰 Scale bar =
200 nm
(C) Littermate 와 5XFAD mice 에서 관찰한 TJ 의 길이를 수치화하였을
때 5XFAD mice 의 TJ 의 길이가 더욱 짧은 것을 확인 *p < 0.05
４７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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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쥐의 cortex 와
hipocampus 에서 노인 반점의 축적을 감소시킨다는 것 확인
(A)and (C) anti-Ab antibody 로 염색하여 노인 반점 축적을 관찰하였을
때 littermate 쥐에서는 노인 반점은 보이지 않고,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쥐에서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쥐보다 더 적은 노인 반점의
축적을 cortex 와 hippocampus 에서 각각 confocal 현미경으로 확인
Scale bar = 600 µm (B) and (D) vitamin C 를 처리한 각 그룹의
cortex 와 hippocampus 를 더 확대하여 노인 반점의 축적 정도를 확인 a
and d, somatosensory region; b and c, motor region Scale bar = 100
µm (E)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쥐의 cortex 와 hippocampus 에서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쥐에서보다 노인 반점의 축적이 더 적게
보임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

***

p < 0.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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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에서 미세혈관 손상의
감소 확인
(A)6 개월 된 mice 의 뇌의 section 을 항-GLUT1 (빨간색)과 항-Ab
antibody (초록색: 4G8)로 동시에 염색한 후 confocal 현미경으로 관찰.
항-GLUT1

항체

(빨간색)으로

염색된

미세혈관은

KO-WT

(초록색)과

잘려진

그룹

모두에서 긴 튜불러 모양의 형태를 보임.
(B)KO-Tg

mice

는

노인

반점

축적

모습의

미세혈관을 보임. 노인 반점 근처의 미세혈관들은 끊어진 튜불러 모양의
형태를 보임 (노란색 도트 원).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에서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보다 감소된
미세혈관 손상 관찰. Scale bar = 5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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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O-WT mice 두 그룹 모두의 뇌에서 3D-SIM 로 미세혈관 이미지
확인.
(D) 저농도(a-d)와 고농도 (e-h)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의
뇌에서 SD-SIM 이미지 확인. 3D SIM 이미지들은 alpha blending
function 으로 확인. 항-GLUT1 항체 (빨간색)로 염색한 미세혈관들과
항- Ab 항체(초록색: 4G8)로 염색한 노인 반점 확인.
Arrow, sectioned z-axis 이미지; arrow head, 손상된 미세혈관. Scale
bar = 2 µm. 3D depth, 2.8-4.5 µm in 고농도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3.9-7.6 µm in 저농도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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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5XFAD mice 에서 TJs 손상 감소
확인
(A) KO-WT mice 와 비교했을 때 KO-Tg mice 의 뇌에서 TJ 의 손상을
EM 으로 확인.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에서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에 비해 더 길어진 TJs 확인. n = 4
(4 개의 그룹에서 각 cortex 당) Arrow: TJs, RBC: red blood cells, Scale
bar = 2 µm
(B) 4 개의 그룹의 10 개의 TJ 의 길이를 측정하였을 때 고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의 TJ (1,225.6 nm)이 저농도의 vitamin C 를
*

먹인 KO-Tg mice 의 TJ(624.2nm)보다 더 길어짐을 확인 p < 0.05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Tg mice 대비)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인 KO-WT mice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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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01

Part Ⅱ. AD 에서 Ca2+ buffering 단백질인 Calbindin-D28k 의
역할 규명

1. Calb1-/-mice 와 5XFAD mice 의 교배 후 과발현된 human
APP 와 PS1 유전자와 억제된 CB 유전자 확인
AD pathology 에서 Calb1-/-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처음에
homozygous Calb1-/-mice 와 hemizygous Tg 를 교배하였고, 그 후 F1
세대의

heterozygous

Calb1-/-;

5XFAD

mice

끼리

교배하여

생성된 5XFAD 와 Calb1-/-; 5XFAD 를 구분하였다. 각 개체를 확인하기
위해서, 게놈 DNA 를 얻은 후, APP, PS, CB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 를 수행하였다 (그림 20A). 이 결과를 바탕으로
5XFAD 와 Calb1-/-; 5XFAD mice 를 구분하였다. 젊은 mice 에서 처음에
노인 반점이 나타나고 많은 양의 축적이 subiculum 에서 관찰된다고 한다
[67]. CB 는 사람의 뇌를 포함하여 포유 동물의 CNS 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43]. Subiculum 에서 Calb1-/-의 효과를 확인해 보기 위해서, 광학
현미경을

통해서

5XFAD

와

Calb1-/-; 5XFAD

의

subiculum

을

분리하였다 (그림 20B). 그리고 APP, PS, CB 의 단백질 발현을 확인해
보기

위해서,

5XFAD

와

Calb1-/-;

5XFAD

mice

새끼들의

homogenates 을 이용하여 western blot 을 수행하였다 (그림 20C). 또한
CB 발현의 존재와 노인 반점 축적을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확인하였고, Calb1-/-; 5XFAD 에서는 CB 발현이 없고 노인 반점 축적을
５３

면역염색법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0D).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형질전환 mice 가 다른 phenotype 의 차이는 보이지 않고 많은 노인
반점을 가지고 있고 CB 가 결핍된 mice 는 완벽하게 CB 발현이 없음을
subiculum 에서 확인하였다.

2.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의

subiculum 에서 APP 의 총 길이와 Ab 축적의 차이가 변화 없음을
확인
몇 가지 연구들에서 CB 를 발현하는 세포들은 AD 뇌에서 노인 반점과
역으로 관련성을 갖는다는 것을 밝힌 바 있다 [74, 75]. 5XFAD 뇌에서
CB 결핍이 Ab 생성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 해 보기 위해서, 각 개체의
subiculum 에서 western analysis, ELISA, 면역염색법을 수행하였다.
항-Ab 항체 (6E10)을 이용한 western blot 에서는 Ab의 단일 형태인
4kDa 에서 밴드가 보였고 이 발현은 Tg mice 와 비교하였을 때 Calb1-/-;
5XFAD 에서 유의하게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21A 와 B). 게다가
subiculum 에서 불용성의 fraction 으로 ELISA 를 수행하였을 때
5XFAD 와 Calb1-/-; 5XFAD mice 사이에서 Ab42 의 양적인 차이는
없었다 (그림 21C). Subiculum 에서 노인 반점을 특이적인 항 Ab 항체
(4G8)를 이용하여 면역염색법으로 확인해 보았을 때, CB 발현이 결핍된
5XFAD 의 subiculum 에서 5XFAD mice 의 subiculum 보다 전체적인
Ab 노인 반점 양이 증가하진 않았다 (그림 21D 와 E). 이러한 결과는
앞서 불용성의 fraction 으로 ELISA 한 것과 일치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b 병인기전에서 보이는 CB 결핍의 효과는 Ab 생성과 축적과는
독립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3. CB 결핍에 의한 효과로 동정된 단백질과 세포생물학적 과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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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B 결핍에 의한 효과로 단백질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서, 244 개의
단백질의 발현양을 측정할 수 있는 미세집적을 이용하여 6 개월 된
5XFAD 와 Calb1-/-; 5XFAD 의 subiculum 에서 발현양을 비교해보았다.
244

개의

단백질

중,

31

개를

와

5XFAD

Calb1-/-;

5XFAD

subiculum 에서 DEP 로 동정하였다. 31 개의 DEP 중 13 개의 단백질은

Calb1-/-;

5XFAD

감소하였다.

특히,

subiculum

에서

아폽토시스와

증가하였고

연관있는

p35,

18

개의

단배질은

PKB/AKT,

그리고

caspase-3 는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증가하였고, 반면 항 아폽토시스 NF-κB 는 감소하였다 (Table 1).
게다가,

세포

projection

와

cytoskeleton

과

관련

있는

neurofilament200 와 dystrophin 은 Calb1-/-; 5XFAD 에서 감소하여서
이것은 Calb1-/-; 5XFAD 에서 cytoskeleton 의 변화나 손상이 생겼음을
알 수 있다. CB 결핍에 의한 효과를 더욱 폭넓게 보고자 프로테옴을
수행하기 위해서, LC-MS/MS 분석을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조직에서 수행하였다. 그 결과, Tg 의 조직샘플에서
3840 개, Calb1-/-; 5XFAD 의 조직샘플에서 3970 개 이렇게 총
4546 개의 단백질을 동정하였다 (그림 22A). 이 동정된 단백질들 중,
3264 개의 단백질을 공유하고 있었다. 또한 269 개의 단백질은 DEP 로
선택되었다.

Gene

통해

가

DEP

ontology

아폽토시스

biological
조절,

processes

synaptic

(GOBP)

transmission,

분석을

negative

regulation of MAP kinase activity 그리고 mitochondrial fragmentation
(그림 22B)과 주로 연관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4. 5XFAD mice 보다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신경세포의 감소를 6 개월령 에서 확인
APP Tg mice 모델에서 신경세포의 감소를 확인한 적 없지만 [76] , 최근
연구에서는 5XFAD mice 는 cortical layer5 와 subiculum 에서 Ab42
축적이 증가되면서 많은 신경세포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67].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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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를 토대로 신경세포의 감소에 CB 가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6 개월령의 littermate, 5XFAD 그리고 Calb1-/-; 5XFAD mice 에서
신경세포

마커

단백질인

항-NeuN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염색법을

수행하였다. Littermate 보다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NeuNpositive 세포가 감소한 것을 확인하여 이 결과가 이전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3A 와 D). 그리고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NeuN-positive cell 이 littermate 와 5XFAD
mice 보다 더욱 적고 희미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3G).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B 발현이 Ab 가 유도하는 신경 독성을 예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신경세포가 살아있는 것을 유지하는데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5.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아폽토시스를
6 개월령에서 확인
감소된 CB mRNA 양이 신경 세포의 독성을 일으킨다는 것이 AD 환자
뇌에서 이전에 밝혀진 바 있다 [77]. CB 과발현은 림포구들, 신경교세포들,
자궁에서 아폽토시스 세포 독성을 막는다라는 것이 여러 연구들에서
밝혀진 바 있다 [45, 46, 78]. 하지만, CB 가 AD 의 신경세포
아폽토시스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직접적인 증거를 보여주는 연구는
없다.

Calb1-/-;

5XFAD

는

5XFAD

mice

의

뇌에서

신경세포

아폽토시스에서 CB 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한 가장 좋은 모델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 프로테옴 분석을 통해 Calb1-/-; 5XFAD mice 에서
CB

결핍이

아폽토시스

유도와

관련한

단백질의

발현을

유의하게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3B; Table1). 그래서 Tg 에서 CB
결핍이 아폽토시스 관련한 유전자들의 발현을 영향을 끼치는지 알아보았다.
그 결과, Bcl-2 와 Bcl-xL 발현양이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4A 와 B). Bax 의 단백질 발현양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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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되는 Cytochrome c 는 아폽토시스 경로에서 Bcl-2 family 의
단백질들에 의해 잘 조절된다. 그래서 분비되는 Cytochrome c 양을
ELISA 로 측정하였다.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분비된 Cytochrome c 양이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4C).
게다가, 활성화된 caspase 9 과 caspase 3 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4D 와 E).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세포에서 일어나는
아폽토시스가 일어나는지 양적으로 확인 해 보기 위해서, 아폽토시스
세포를 FITC-Annexin-V/PI 염색을 한 후 FACS 로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Annexin

V-positive,

PI-negative

아폽토시스

세포와

Annexin/PI-double positive 아폽토시스 세포가 5XFAD mice 에 비해

Calb1-/-; 5XFAD mice 에서 증가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CB 가 5XFAD mice 에서 아폽토시스에 약한 세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그림

24F)

5XFAD

mice 에서

CB

결핍시,

아폽토시스 특징들이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다.

6.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미토콘드리아 구조적
변화와 단백질 양의 변화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이 AD

병인기전에서 나타난다는

것은 여러

transgenic 동물 모델과 환자들에서 보고된 바 있다 [79, 80]. 아폽토시스
가 일어나는 동안, 미토콘드리아는 세포의 손상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소기관 중 하나이고 스트레스가 유도하는 세포 독성뿐만 아니라 Ca2+
buffering 과 signal transduction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81, 82]. 또한,
프로테옴 분석 결과에서 CB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fragmentation 과
연관한 단백질 발현양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3B). 이와
같이

AD

mouse

모델의

뇌에서

미토콘드리아

구조를

이전

많은

연구들에서 EM 으로 확인하였다.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미토콘드리아의 morphology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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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 로 촬영하였다. 그 결과, Calb1-/-; 5XFAD mice 에서 아폽토시스 특징
중 하나인 마치 구멍이 뚫린 듯 심한 cristae 손상이 보이는 것을 EM 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5A). 그리고 각 mice 그룹에서 길고 둥근 형태의
미토콘드리아의 퍼센트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Calb1-/-; 5XFAD mice 가
5XFAD mice 에 비해 긴 형태의 미토콘드리아가 유의하게 적은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5B). 게다가, Calb1-/-; 5XFAD mice 의 cristae
길이가 5XFAD mice 보다 유의하게 짧아진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5C).
이러한 결과들은 Calb1-/-; 5XFAD mice 에서 CB 가 미토콘드리아
morphology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 준다. AD 의
병리학적

특징은

미토콘드리아의

bioenergetic

와

연관

있는

미토콘드리아의 fusion 과 fission 을 담당하는 단백질의 발현양의 변화를
동반한다 [83, 84]. 미토콘드리아 단백질들 (Drp1, Fis1, Mfn1 그리고
OPA-1)의 변화를 western blot 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25D). Drp1
단백질 발현은 5XFAD mice 보다 Calb1-/-; 5XFAD mice 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Fis1 의 단백질 양도 Calb1-/-; 5XFAD
mice 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관찰하였지만 이러한 차이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을 나타내진 않았 다 (그림 25E). Mfn1 의 양은 5XFAD 와 Calb1/-

; 5XFAD mice 사이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OPA-1 은 5XFAD mice

보다 Calb1-/-; 5XFAD mice 에서 더 감소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25F). 이러한 결과는 5XFAD mice 에서 CB 결핍이 미토콘드리아
dynamic remodeling 을 손상하고 미토콘드리아 cristae 를 망가트려
미토콘드리아 구조 변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7.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NMDA 수용체와 ERK
signaling 의 손상 확인
2+
앞에서 프로테옴 분석 결과를 통해 CB 결핍은 Ca 을 매개한 신호전달과

Ca2+ 수송 조절에 연관하는 단백질 발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B). 세포 내 Ca

2+

농도를 조절하는 것은 synaptic plasticity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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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ng-term memory function 에 중요하다 [85]. 뇌에서 Ab 1-42 축적은
신경 세포 손상과 후에 신경 세포 죽음을 일으킬 수 있는 Ca2+ 조절의
이상을 일으킬 수 있다 [86]. Hippocampus 슬라이스에서 LTP 유도에는
NMDA 수용체 활성이 필요하고 CB 발현이 감소된 mice 는 memory 와
hippocampal LTP 가 손상된 것을 확인하였다 [87, 88]. Learning 와
memory 에 있어 NMDA activity 의 변화에 CB 결핍이 매개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NMDA 수용체들과 synaptic 분자들의 단백질양을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확인하였다. NMDA
수용체 1(NR1)과 NMDA 수용체 2A (NR2A)의 단백질 양이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감소하였다. (그림 26A 와 B). 또한
이렇게 Calb1-/-; 5XFAD mice 에서 확인한 NR1 와 NR2A 의 감소가
NMDA 수용체 매개 신호전달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해 보았다. 특히,
ERK 활성 및 인산화는 cognition 에 있어 아주 중요한 생화학적 과정이다.
앞에서 프로테옴 분석 결과에서 또한 CB 결핍이 MAPK 신호전달 경로
조절에 관련 있는 단백질의 발현을 변화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B). ERK 활성은 long-term memory 형성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전사인자인 CREB 활성을 통해 이루어진다 [89]. 특히, NMDA 수용체들은
serine 133 에서 인산화되는 CREB 활성을 통해 learning 과 memory 를
활성화시킨다 [90]. ERK1/2 인산화와 serine 133 에서 CREB 인산화의
양은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감소하였다 (그림 26A 와 C). 반면 전체적인 ERK1/2 와 CREB 의 양은
변화가

없었다.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결과로,

CREB

인산화를

면역염색법을 통해서 확인하였을 때 5XFAD mice 에 비해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신경세포에서 CREB 인산화가 감소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26D). 항-NeuN 항체와 항-pCREB 항체로 염색한
후의 이미지를 확인하였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노란색 형광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 이미지들의 형광 정도를 정량화하였다 (그림
26E). 이러한 결과로 CREB 불활성화가 CB 결핍에 의해 증가된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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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CB 결핍이 synapse 단백질의 양에도 부가적인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Calb1-/-; 5XFAD 와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synaptophysin 과 PSD-95 의 단백질양을 측정하였다. PSD-95 단백질
양은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15%정도
감소하였고 (그림 26F 와 G), synaptophysin 단백질 양은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24% 정도 감소하였다
(그림 26F 와 G). 이러한 결과는 5XFAD mice 에서 CB 결핍이 synaptic
transmission 과 plasticity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제시해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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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Calb1-/-과 5XFAD mice 교배 후 human APP 와 PS1
유전자들의 과발현과 CB 유전자의 결핍 확인
(a)

5XFAD mice 는 human APP mutation (Swedish, London,

Florida)와 PS1 (M146L; L286V)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끼들로부터
PCR 로 human APP, human PS1, CB 발현을 Calb1-/- mice 에서 확인
(b) cortex 안 쪽에 위치한 subiculum 의 대표 사진 (흰 색 도트 선
부분) LMol: lacunosum molecular layer, MolDG: molcecular layer
dentate gyrus, MEnt: medial entorhinal cortex
(c) 6 개월 된 5XFAD (n = 4)와 Calb1-/-; 5XFAD mice (n = 4)의
subiculum 샘플에서 APP, PS1 및 CB 발현을 western blot 으로 확인.
(d) 6 개월 된 쥐 (5XFAD 와 Calb1-/-; 5XFAD mice 각 n = 4)의 뇌
section 을 항-CB (빨간색)와 항-Ab 항체(초록색: 4G8)로 동시에
염색한 후 confocal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 Tg mice 는 노인 반점
축적을 보이고 Calb1-/-; 5XFAD mice 는 CB 발현이 보이지 않는 것을
확인. Scale bar = 30 µm Tg: 5XFAD, CBKOTg: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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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APP 와 Ab 축적의 변화 없음을 확인
(a) Subiculum 샘플을 APP 와 Ab 를 인식하는 항-6E10 단일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 분석
(b) 두 그룹 간 monomeric Ab 양의 차이가 없음을 확인 Tubulin: loading
control n.s: non-significant
(c) 70% formic acid 처리 후 얻은 불용성의 Ab1-42 를 subiculum 에서
얻은 후 ELISA 로 두 그룹에서 측정했을 때 변화 없음을 확인
(d) 항-CB 항체(빨간색)와 항-Ab 항체(4G8; 초록색)로 염색한 후 본
subiculum 대표 사진에서 Ab 축적과 CB 발현의 유무를 확인하였고 총
Ab 노인 반점의 양은 차이가 없음을 확인 CTK; cortex, Sub; subiculum,
HC; hippocampus Scale bar = 0.6 mm 와 0.1 mm
(e) 4G8 으로 염색된 곳을 퍼센트화하여 정량 (Tg 와 CBKOTg mice 각 n
= 4) Tg: 5XFAD, CBKOTg: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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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6 개월된 Calb1-/-; 5XFAD mice 와 5XFAD mice 의 뇌에서 항체
미세집적 분석 결과
증가 또는 감소된 변화들은 CB depletion 에 의한 것을 보여주는 것이고,
P-values 는 통합 통계 분석 방법을 통해 얻어진 전체의 p-values 를
말함. 색깔로 보여주고 있는 map 에서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증가

(빨간색)와

감소

(초록색)된

단백질들을 보여주고 있음. *: 유의한 증가 또는 감소된 분자들 (t-test
P-value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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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CB 결핍에 의한 효과로 동정된 단백질과 세포생물학적 과정들
(a)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찾아낸
proteomes 와 DEPs 로 3840 개와 3970 개의 단백질들을 각 그룹에서
확인하였고 이 단백질 중 3264 개를 공유하고 269 개의 단백질이
DEPs 로 확인 (5XFAD 와 Calb1-/-; 5XFAD mice 각 n = 3 independent
of other experiments)
(b) DEPs 로 확인된 GOBP. 선택된 GOBPs 와 연관한 DEPs 의 수를
보여줌 (빨간색: 증가된 DEPs; 초록색: 감소된 DEPs) Tg: 5XFAD,
CBKOTg: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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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5XFAD mice 보다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신경세포의 감소를 6 개월령 에서 확인
6

개월

mice

의

뇌

section

을

항-NeuN

(초록색)과

항-CB

(빨간색)항체로 동시에 염색한 후 confocal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subiculum(a-c)과

각각의

더

확대한

이미지(d-f)들을

확인.

Littermate 와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CB 양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확인 (g-i). Littermate 와 비교했을 때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신경세포의 수가 더욱 감소하였고
5XFAD mice 의 subiculum 과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염색된 신경세포의 수가 더욱 감소된 것을 확인 Scale
bar = 100 µm in a-c, Scale bar = 50 µm in d-i Tg: 5XFAD, CBKOTg: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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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아폽토시스 변화를
6 개월령에서 확인
(a) 6 개월령의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샘플에서
Bax, Bcl-2 및 Bcl-xL 발현을 western blot 으로 확인. Tubulin: loading
control
(b) Bcl-2 와 Bcl-xL 발현양이 Calb1-/-; 5XFAD mice 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하였고 Bax 양은 변화 없었음을 확인
(c) Subiculum 의 cytosol 샘플로 cytochrome C ELSA 를 수행하였고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음을 관찰
(d) 잘려진 caspase-9 과 caspase-3 의 발현양을 western analysis 로
확인 (5XFAD 와 Calb1-/-; 5XFAD mice 각 n = 4)
(e) 활성화된 caspase 형성이 5XFAD mice 에 비해 Calb1-/-; 5XFAD
mice 에서 유의하게 증가
(f) Subiculum 샘플을 binding 버퍼로 잘 균질화하여 PI (Y 축)와
annexin V (X 축)로 염색 후 FACS 분석했을 때 CB 결핍은 초기와
후기의 아폽토시스 세포를 증가시킴. 10,000 개의 세포를 분석하는 3 번의
독립적인 실험을 수행 *p < 0.05, **p < 0.01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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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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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미토콘드리아 구조적
변화와 단백질 양의 변화
(a) 6 개월령의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미토콘드리아를 EM 이미지로 확인 Arrowheads: cristae 가 있는
미토콘드리아 Arrow: cristae 가 없는 비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 Scale
bar = 1 µm
(b) 긴 미토콘드리아를 세어 퍼센트화함 (n = 9 각 그룹의 미토콘드리아)
(c)미토콘드리아 cristae 의 길이 분석 (n =25 각 그룹의 미토콘드리아)
(d) Subiculum 샘플을 Drp1, Fis1, Mfn1, OPA-1 및 tubulin 을 western
analysis 로 확인하였을 때 Calb1-/-; 5XFAD mice 에서 5XFAD mice 에
비해 유의하게 Drp1 의 증가와 OPA-1 의 감소를 확인
(e 와 f) Drp1, Fis1, Mfn1 및 OPA-1 단백질 양을 정량화함 Tubulin:
loading control *p < 0.05,

**

p < 0.01 및

vs. 5XFAD mice
Tg: 5XFAD, CBKOTg: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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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0.001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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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에서 NMDA 수용체와 ERK
signaling 의 손상 확인
(a, b, c) 5XFAD 와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샘플로 항NR1, 항-NR2A, 항-pERK1/2, 항-ERK1/2, 항-pCREB (Ser-133),
항-CREB 및 항-tubulin 항체들로 western analysis 를 수행한 후
정량하였을 때 NR1 과 NR2A 단백질양이 유의하게 Calb1-/-; 5XFAD
mice

에서

감소하였고

인산화된

ERK1/2

와

CREB

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
(d 와 e) NeuN (초록색)과 pCREB (빨간색)의 면역 염색하였을 때
pCREB 발현이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세포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음을 확인 초록색: NeuN, 빨간색: pCREB, 파란색: DAPI 를 통한
핵 염색 Scale bar = 30 µm
(f 와 g) 5XFAD 와 Calb1-/-; 5XFAD mice 두 그룹의 subiculum 샘플로
PSD-95 와 synaptophysin 의 단백질 양을 western analysis 로 확인 후
정량 (5XFAD 와 Calb1-/-; 5XFAD mice 각 n = 4) *p < 0.05 와
0.01 Calb1-/-; 5XFAD vs. 5XFAD mice
Tg: 5XFAD, CBKOTg: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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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

고

찰

Part I. AD 에서 일어나는 BBB 손상 기전 연구
이전에 BBB 손상과 AD 의 관계를 보여주는 여러 연구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Ab에 의해 일어나는 TJ 의 변화가 어떠한 기전에 의해
일어나는지 밝혀진 바 없었다 [91]. 이전 연구들에서 Ab가 TJ 을
직접적으로 망가트려 BBB integrity 가 손상되고 이것이 AD 와 관련한
병인기전을 일으킬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8, 92].

이전 논문에서 20

mM 의 높은 농도의 Ab1-42를 3 일 동안 처리하여 TJ 단백질의 변화를
관찰하였지만, 본 연구는 5 mM 의 낮은 농도의 Ab1-42를 하루 동안
처리하여 ZO-1 뿐만 아니라 claudin-5 와 occludin 의 단백질양의 감소와
구조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Transwell 플레이트를 이용하여 FD-40
투과성을 확인해 보았을 때, 5mM Ab1-42를 처리 시, FD-40 의 투과성이
증가함을 봄으로써 Ab1-42가 TJ 의 위치적, 구조적 변화를 일으켜 BBB
integrity 를 깨트릴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anti-RAGE

IgG

항체가

효과적으로

Ab1-42에

의해

일어나는 TJ 의 손상을 막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b-RAGE
상호작용이 BBB integrity 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뇌에서,
RAGE 는 정상적으로 내피세포, 미세아교세포 (microglia)와 신경세포에
발현하고 있다 [64, 65]. 또한, BBB 를 가로질러 통과하는 Ab 의 유입은
Ab-RAGE 상호작용에 의존하고 [93], BBB 를 따라 존재하는 RAGE 와
LRP-1 은 혈장과 뇌에서 Ab 농도를 안정화시키는 기능을 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다 [16]. 신경세포의 기능 이상, 신경교세포의 염증반응 증가,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 아밀로이드증, AD 의 BBB 에서 Ab 유입 증가 등
RAGE 의 몇 가지 병리학적 기능이 알려져 있지만 [15, 64], Ab-R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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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작용에 의한 TJ 손상기전은 아직 밝혀진 바 없다. Ab1-42 는 RAGE 와
상호작용하여 세포 내 Ca2+양을 증가시키고 CaN 경로를 따라 활성화된
MMP 의 분비를 증가시킨다는 것을 CaN 와 MMP 저해제들을 각각 처리해
봄으로써 확인하였다 (그림 12). 게다가 이러한 결과들은 anti-RAGE
IgG 항체에 의해 완화됨을 확인함으로써, bEnd.3 세포에서 Ab1-42 에 의해
일어나는 BBB 손상은 Ab1-42 와 RAGE 사이의 상호작용에 의해 시작이
되어 유도된 세포 내 신호전달에 의해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세포

내

2+
Ca 이상은

AD

병인기전과

연관이

있다

[94].

Ab 는

NMDA 수용체와 결합하여 Ca2+유입을 유도한다 [95]. 게다가, 증가한
2+
세포 내 Ca 양은 TJ 형성하는 것을 방해한다 [20]. RAGE 가 Ab 에 의해

일어나는 Ca2+유입에 영향을 주고 [96] 그러한 유입은 Ab 가 있을 때
2+
더욱 증가한다 (그림 11A). 게다가, Ca 에 의존하는 인산화 효소인

CaN 은 신경세포에서 Ab 에 의해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CaN 가 AD 가
더욱 진행되는 데 영향을 줄 것이라 한다 [60, 61].
CaN 인산화 효소의 활성에 영향을 주는 시약으로 알려진 FK506 은 Ab 에
의한 CaN 활성을 막는 것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APP/PS1 AD mouse
model

에서

FK506

은

Ab 축적을

줄이고

신경

아교증(gliosis)과

CaN 활성을 완화한다는 것이 밝혀진 바 있다 [97]. GM6001 과
FK506 의 효과가 Ab 에 의한 BBB 투과성 증가에 있는지 거의 알려진 바
없다. 흥미롭게도, GM6001 과 FK506 은 Ab 가 유도한 ZO-1 의 변화와
BBB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확인함으로써, CaN 와 MMP 가 BBB 를
잘 유지하는데 영향을 줄 것이라고 생각한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RAGE 는 뇌로 Ab 를 수송하는 것뿐만 아니라 Ab 에 의해 일어나는
신호전달을 매개함으로써 내피세포에서 일어나는 TJ 손상에 있어 기능을
할 것이라는 것을 새롭게 밝히는 바이다.
Warboys 연구진은 2009 년에 RAGE 가 미세혈관 투과성을 증가시키는데
필요하고, 이러한 결과로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가
７４

축적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더

잘

알려진

것으로,

RAGE

발현은

AD 환자의 뇌와 AD 쥐의 뇌의 혈관, 미세아교세포 및 신경세포에서
정상군보다 많이 증가되어 있다 [98]. 우리의 이전 보고와 함께 여러
연구들에서 RAGE 양이 쥐와 사람에서 나이에 따라 증가된다고 한다 [96,
99]. 게다가, 신경세포와 사람의 뇌 미세혈관 내피세포에서 RAGE 발현은
Ab 처리에 따라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 [65, 96]. 그림 13 는 RAGE 를
과발현하고 있는 bEnd.3 세포에서 Ab 처리한 후, ZO-1 의 단백질 양이
더욱 감소된 된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AD 동물 모델에서 확인하고자, 2 개월째에서부터 많은
노인 반점 축적을 가지고 있고 6 개월령에서 행동 이상을 보이는
mice 모델인 5XFAD mice 를 이용하였다 [67]. 흥미롭게도, 5XFAD
mice 뇌의 노인 반점이 있는 곳에서 뇌의 미세혈관들이 손상되었음을 뇌의
내피세포 마커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14). 수퍼 해상도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한 3D-SIM 이미지들은 두껍고 굵은 혈관들로 둘러싸여
있는 것을 보여주는 littermate 보다 5XFAD mice 의 뇌의 미세혈관들이
전체적으로 상처가 난 듯한 모습으로 많이 손상되어 있음을 뚜렷하게
보여주었다.

동시에,

미세혈관에서

RAGE

발현

증가를

5XFAD

mice 뇌에서 관찰할 수 있었고 (그림 15), 이러한 결과는 증가한 Ab–
RAGE 상호작용이 bEnd.3 세포에서는 BBB 에서 TJ 손상을 더욱
유도한다는 것과 뇌에서는 손상된 BBB 는 Ab 자체를 포함하여 많은 독성
물질들을 통과시켜 Ab 축적 뿐만 아니라 신경 세포의 죽음을 이르게 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바이다. 게다가, EM 을 통한 분석 결과로 5XFAD
mice 의 뇌에서 TJ morphology 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림 16). 5XFAD
mice 에서 확인한 짧아진 TJ 은 TJ 단백질들이 적어져서 분자 수송을
제한하는데 있어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예상된다. 이러한 결과로
AD 뇌에서 BBB 손상이 일어났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예측하게 된다.
비록 FK506 또는 GM6001 을 주입한 5XFAD mice 로 실험을 수행하진
못하였지만, 노인 반점 축적이 FK506 을 주입한 APP/PS1 mice 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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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97] GM6001 은 같은 동물 모델에서 산화적
스트레스와 연관 있는 CAA 를 감소시켰음을 이전의 연구들을 통해 알 수
있다 [100].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Ab 는 RAGE

발현을

유도하고

Ab–RAGE

상호작용이 세포 내 신호전달을 이끌어 TJ 을 손상시켜 BBB intergrity 를
망가트리는 것으로 생각된다. Ab 에 의한 TJ 손상은 세포 내 Ca2+, CaN 및
MMP

를 증가시킴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을

강력한

저해제들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TJ 이 깨지는 것을 AD 동물 모델에서 확인하였다.
그러므로
AD

Ab–RAGE-CaN-MMP

병리학적

특징으로

의

중요한

일련의

경로가

기전이라는

BBB

것(그림

손상과
27)과

AD 치료책으로도 뛰어난 목표가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바이다.
또한

뇌에서

vitamin

C

는

필수적인

항산화

물질로

기능을

하여

일반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는 AD 뿐만
아니라 ischemic stroke, Parkinson’s disease, and Huntington’s
disease 등 많은 신경 퇴행성 질환에서 뛰어난 치료책으로 쓰일 수 있다고
알려진 바 있다 [101-104]. Vitamin C 를 APP/PSEN1 transgenic
mice 에 주입하였을 때 기억 및 행동 장애가 완화된 것을 관찰하였지만
[26, 32], vitamin C 가 plaque burden 을 줄이거나 AD 에서 보여지는
phenotype 에 효과를 주었다는 직접적인 연구 보고는 없다. 사람과 달리,
mice 는 vitamin C 를 내부적으로 합성할 수 있다. 이러한 근거로,
사람이나 영장류처럼 vitamin C 합성 관련 유전자를 제거하여 내부적으로
vitamin C 를 생성할 수 없도록 5XFAD mice 를 성공적으로 만들었다. 이
모델은 AD 병인기전에 있어 vitamin C 의 직접직인 효과를 확인하기에
적합하다. 저농도와 고농도의 vitamin C 를 물에 넣어 KO-Tg mice 가
마셔 섭취하도록 하였다. 이전 연구는 mice 가 vitamin C 를 식이
요법으로 섭취했을 경우 plaque burden 이 변화가 없었지만, amyloid
plaque burden 에 vitamin C 의 정확한 효과를 보는 것은 그 쥐가
내부적으로 vitamin C 를 생성할 수 있기 때문에 불확실하다. 하지만,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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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 고농도의 vitamin C 를 chronic administration 하였을 경우,
plaque burden 이 cortex (by 57.9%)와 hippocampus (by 40.29%)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6 개월된 KO-Tg mice 에서 확인하였다 (그림 16).
DHA 는 α- and β-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의 C-terminal
fragment 를 감소시켜 APP processing 을 조절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는데 적절한 농도의 DHA 식이요법은 β-amyloid 축적을 예방할 수도
있겠다 [105]. 그림 16 은 vitamin C 가 amyloid plaque deposition 과
직접적으로 연관 있다는 것을 보여주면서, 식이 요법을 통한 vitamin
C 섭취는 Aβ가 유도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보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는

바이다.

또

다른

중요한

결과는

cerebral

capillary 에 있어 vitamin C 의 효과가 있는 것이고 이것은 CNS 에서
micronutrient 그 이상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 [106]. BBB breakdown 은
Aβ를

포함한

다양한

분자들의

유입과

유출을

조절하는

BBB

의

비정상적인 기능을 반영하기 때문에, 현재 AD 의 시작과 진행 과정에서
보여지는 AD 의 주요한 특징이다. 이전에, 5XFAD mice 의 뇌에서
cerebral endothelial marker 를 이용하여, amyloid plaque 이 쌓인 곳에서
cerebral capillary 가 망가진 것을 우리는 확인하였다 [70]. 게다가,
Schreibelt et al 은 ROS 가 Rho, PI3 kinase, and protein kinase B
(PKB)

signaling

을

통해서

뇌의

endothelial

tight

junction

을

망가뜨린다고 보고하였다 [71]. 몇 연구는 Aβ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매개하여 BBB 변화를 유도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107, 108]. 이

연구에서는, KO-Tg mice 에서 저농도의 vitamin C 를 먹였을 때, GLUT1 positive staining 의 감소와 capillary 의 형태학적 변화를 확인하였다.
Confocal microscopy 와 3D-SIM image 를 이용하여, 고농도의 vitamin
C 를 처리한 KO-Tg mice 에서 전체적인 혈관의 빈 공간이나 흠집이
줄어들었고, 저농도의 vitamin C 를 처리한 KO-Tg mice 보다 손상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7). 이 결과들은 고농도의 vitamin C 는
세포 내 신호전달계를 경유하여 ROS 생성과 amyloid plaque 을 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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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킴으로써 BBB 손상을 완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EM 분석은 TJ morphology 가 고농도의 vitamin C 를 처리한 KOTg mice 의 뇌에서 손상이 감소한 것을 유의하게 보여준다 (그림 18).
Capillary 의 TJ 의 길이는 직접적으로 endothelial cell 의 구조와 기능과
관련이 있다. 저농도의 vitamin C 를 처리한 KO-Tg mice 에서 보여진
길이가 짧아진 TJ 은 TJ 단백질의 수가 줄었거나 다양한 분자들의 수송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제시한다고 제안한다. 그러므로, 고농도의
vitamin C 는 AD 뇌에서 BBB breakdown 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 이유는 저농도의 vitamin C 를 처리한 KO-WT 은 고농도를
처리한 KO-WT mice 와 비교했을 때 TJ 길이의 차이점은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KO-Tg mice 에서 vitamin C 농도에 따라 TJ 의 변화와 amyloid
deposition 간의 상관관계가 높다고 제안한다. 결론적으로, 고농도의
vitamin C 는 AD 동물 모델의 하나인 5XFAD mice 의 뇌에서 amyloid
plaque 축적, BBB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고 주장하는 바이다. KOTg 에서 확인한 저농도의 vitamin C 가 유도한 AD 병인기전 변화들의
정확한 메커니즘은 확실하지 않지만, 이 연구의 결과들은 vitamin C
supplementation 은 AD 의 중요한 pharmacological avenue 가 될 수
있고, 적절한 vitamin C 농도는 AD 병인기전을 예방하는데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다. 저농도의 vitamin C 가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 amyloid
plaque 생성과 BBB 손상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지 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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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AD 에서 보여지는 BBB 손상 기전의 전체적 모식도

７９

Part Ⅱ. AD 에서 Ca2+ buffering 단백질인 Calbindin-D28k 의
역할 규명
AD 의 병리학적 특징으로 Ab 축적, Ca2+항상성 손상, 세포 죽음 및
synaptic 단백질 감소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CB 결핍이 Ab 에 의한
아폽토시스, AD 의 신경퇴행성 변화에 기여한다는 것을 밝히었다. 특히,
CB 양은 AD 환자 뇌와 AD rodent 모델 뇌에서 현저하게 감소해 있다
[47]. 5XFAD mice 에서 CB 제거가 AD 병인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는 CB 발현이 결핍된 Calb1-/-; 5XFAD mice 를
만들었다 (그림 20). Pasti 연구진은 1999 년에 CB 발현 억제는 NMDA 나
potassium 자극 후 신경 세포 내 Ca2+의 증가가 더욱 오랜 시간 지속되는
것을 hippocampus 에서 확인하였다 [109]. 2001 년에 Greene 연구진은
AD 환자의 뇌에서 CB 를 발현하고 있는 세포는 퇴화 (degeneration)에
대해 저항성을 띠는 것을 보여주었다 [110]. 5XFAD mice 의 뇌에서
CB 결핍의 결과로, 본 연구진은 세포 죽음 경로, synaptic transmission,
MAPK 신호전달 경로의 유의한 변화를 항체 미세집적 분석을 통해서
처음으로 확인하였다 (Table 1). 또한, mass spectrometry 에 의해
functional enrichment 분석은 5XFAD 와 Calb1-/-; 5XFAD mice
사이에서 DEP 가 유의하게 아폽토시스 유도, synaptic transmission,
MAPK 활성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과 연관성을 갖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2).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CB 결핍이 Ab 생성과는
독립적으로

AD

의

병리학적 특징들을

변화시킴을

생화학적 방법과

면역조직염색법 등을 통해 증명하였다. 비록 5XFAD 와 Calb1-/-; 5XFAD
mice

그룹

간의

Ab 축적에는

차이가

없었지만,

5XFAD

mice

의

subiculum 과 비교했을 때 심각한 신경 세포의 손실을 Calb1-/-; 5XFAD
mice 에서 확인하였다. Subiculum 이 심하게 쇠퇴(atrophy)되면 mild
cognitive impairment 에서 AD 로 진행이 증가되는 큰 위험을 초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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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111]. 본 연구는 Calb1-/-; 5XFAD mice 의 뇌에서 Bcl-2 와 BclxL

과

같은

항-아폽토시스

단백질이

감소하였고,

caspase-9

과

caspase-3 의 활성 증가와 Cyt C 의 분비가 증가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5XFAD mice 와 비교해보았을 때, 초기 (Annexin V-positive,
PI-negative)와

후기

(Annexin V/PI-double positive)

아폽토시스

세포가 Calb1-/-; 5XFAD mice 에서 증가되어있는 것을 FACS 분석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24). 이것은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에서 CB 가
Ab 에 의해 일어나는 세포 죽음에 대해 보호 기능을 한다는 이전 보고 및
murine uterus 에서 Calb1-/-에 의한 bax 와 caspase-3 단백질이
증가해있다는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44-46]. 그러므로 CB 발현이
5XFAD mice 에서 신경 세포의 생존에 기여할 수도 있다는 주장이
합리적일 수 있다. 아폽토시스가 일어나는 동안 미토콘드리아 cristae 의
리모델링은 mitochondria network 의 fragmentation 을 동반한다 [112,
113]. EM 이미지는 5XFAD mice 와 비교해보았을 때, Calb1-/-; 5XFAD
mice 의 미토콘드리아가 fragmentation 이 일어나서 cristae 손상이 더욱
일어났음을 보여준다. 최근에, 미토콘드리아의 전체적인 모양은 특정한
단백질들에 의해 매개되는 fusion 과 fission 단백질들의 균형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지고

있다

[114].

미토콘드리아

fusion

와

fission 단백질들의 손상은 많은 신경퇴행성 질환들과 연관되어 있다
[115]. 흥미롭게도, 각각 fission 과 fusion 단백질들 중 하나인 Drp1 과
Opa1 이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변화되어있음을 Calb1-/; 5XFAD mice 에서 확인하였다 (그림 22 와 25). 이러한 결과로 Calb1/-

; 5XFAD mice 에서 보여지는 미토콘드리아 dynamic 의 이상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뿐만

아니라

모양에

영향을

주어

신경

세포의

아폽토시스를 유도할 수 있다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아폽토시스 동안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 crista 의 integrity 는 Opa1 뿐만 아니라 Drp1 의
유전학적 억제에 의해서도 유지된다 [116]. 이와 같이 Calb1-/-;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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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e 의 Drp1 와 Opa1 의 단백질 양의 변화는 cristae 가 손상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게 해 주는 결과이다. 이전 보고에서 CB transgenic mice 에
antisense 를 이용하여 CB 발현을 억제시키면 water maze learning 이
망가진다는 것을 밝힌 바 있지만 [88], AD 마우스 모델에서 CB 결핍이
memory function 과 연관한 기전에 영향을 주는지는 알려진 바 없다.
2 개의 NR1 과 2 개의 NR2 subunit 으로 구성된 NMDA 수용체들은
memory function 과 synaptic plasticity 를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중요한 분자들이다 [117]. NR1 과 NR2A 의 단백질 양은 5XFAD mice 와
비교했을 때 Calb1-/-; 5XFAD mice 의 뇌에서 감소되어 있다. ERK1 과
ERK2 는 어른 포유동물의 CNS 에서 매우 잘 발현되는데 이 단백질들의
활성은 CREB 의 활성을 통해 NMDA 수용체를 경유하여 Ca2+유입에
의존한다 [89, 118, 119].

ERK1/2 와 CREB 두 단백질의 활성은

5XFAD mice 의 뇌에서 CB 제거 시 감소하였다 (그림 26A 와 C).

Calb1-/-; 5XFAD mice 의 subiculum 신경세포에서 인산화된 CREB 이
감소하였음을 면역조직염색을 통해서 확인하였다 (그림 26d 와 e). 이러한
결과들은

CB

결핍이

5XFAD

mice

모델에서

신경

세포의

결손과

cognitive dysfunction 에 영향을 주고, 미토콘드리아 fission 은 synaptic
damage, 생체에너지의 손실 및 신경퇴행성을 이끌 수 있다는 높은
가능성을 보여준다 [120, 121]. 본 연구에서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는
CB 가 synaptic 단백질 양에 영향을 주는 것이다. Synaptic function 의
손상은 AD 진행과정에서 잘 보여지는 특징 중 하나이다. 왜냐하면 이것은
cognitive impairment 와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122].
CB 가 synapse 의 중요한 조절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뒷받침 할 수 있는
몇 가지 증거가 있다. 첫 번째, CB 는 CNS 를 통해 뚜렷한 세포 유형에
발현하고 있고, 세포 내 Ca2+을 buffering 하며, 신경 세포에서 synaptic
function 을 변형시킨다 [43]. 두 번째, CB 의 과발현은 신경 세포 분화와
신경 돌기 성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3]. 마지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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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보고에 의하면 CB 는 caspase-3 와 직접적으로 결합하여 caspase3 의 활성을 억제한다는 것을 osteoblast 에서 보여주었다 [124]. 또한
caspase-3 는 Tg2576 AD mice 모델에서 초기에 synapse 기능 이상을
유도한다 [125]. 각각 presynaptic 단백질과 postsynaptic 단백질인
synaptophysin 와 PSD-95 의 단백질 양이 Calb1-/-; 5XFAD mice 의
뇌에서 더욱 감소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26f 와 g). 그러므로
presynaptic 단백질과 postsynaptic 단백질의 변화는 CB 결핍이 synaptic
formation 조절에 중요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 요약하여 말하자면,
본 연구는 CB 가 synapse 단백질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의 이상을
포함한 아폽토시스 특징들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것을 처음으로
AD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CB 결핍이 신경세포의
죽음, 아폽토시스 세포 죽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 및 synaptic
loss 를 가속화시킴으로써 AD 병인 기전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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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DCC: voltage-dependent Ca2+ channels
GRC: glutamate receptor channels

그림 28. AD 병인 기전에서 Calbindin-D28k 의 역할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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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BBB 손상과 칼슘 항상성의 불균형은 Aβ의 축적으로 인해 생기는
AD 의 주요한 병인 기전이다. 본 연구에서는 AD 의 원인 단백질인
Aβ에 의해 BBB 가 손상되고, 그러한 손상이 Aβ와 RAGE 의
상호작용을
signaling

통해
으로

세포
CaN

Ca2+을

내
활성과

MMPs

증가시켜
분비를

downstream
증가시킴으로써

일어난다는 기전과 충분한 vitamin C 의 섭취는 Aβ축적을 줄이고
AD

에서

보여지는

BBB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AD 에서 그 양이 감소되어 있고 칼슘 항상성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CB 를 AD 모델 쥐에서 제거하였을 때 AD 의
여러

병인

기전들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BBB 손상과 칼슘 항상성 불균형은 AD 에 국한된 특징이 아니라
파킨슨병,

다발성

경화증,

뇌종양

등과

같은

다양한

pathological 질병에서 나타나는 증상이기 때문에 이 증상들의
연구가 치료의 중요한 표적으로써 더욱 의미가 크고 병리학적으로
응용성이 높을 것이라고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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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1) Although deposition of beta-amyloid (Aβ), one of

major hallmarks of Alzheimer’s disease (AD) in the brain contribute

to breakdown of the blood-brain barrier (BBB) and disrupted
intracellular Ca2+ homeostasis, the precise mechanisms by which they

are changed and relationship between Ca

2+

homeostasis imbalance and

pathogenesis in AD have not been identified. Also, vitamin C as one of

the important antioxidants, its effect on Aβ accumulation and BBB

disruption examined. In addition, disrupted calcium homeostasis has

been reported in the brains of mice and humans with AD. We

examined whether depletion of calbindin-D28k (CB) that maintain and
regulate calcium homeostasis could influence AD pathologies.

１００

Methods: (1) We used 5XFAD mice and Aβ peptide to examine BBB

alteration and treated neutralizing antibody against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and inhibitors of intracellular
2+
Ca -Calcineurin (CaN)and MMP secretion in bEnd.3 cells. To

identify the effect of vitamin C in AD pathogenesis, we crossed

5XFAD mice with Gulo knockout mice (KO) and produced Gulo

knockout mice with 5XFAD (KO-Tg) mice background. These mice

were maintained on either low (0.66g/L) or high (3.3g/L) levels of

vitamin C.
(2) We crossed 5XFAD mice with CB knock-out (Calb1-/-) mice and
generated a novel line Calb1-/-; 5XFAD mice to identify whether

depletion of CB influence to AD pathogenesis.

Results: (1) We confirmed that Aβ1-42 induced BBB breakdown
occurred by monitoring increases in intracellular calcium, CaN, and

MMP secretion through Aβ–RAGE interaction in cultured bEnd.3 cells.

１０１

Also, TJ breakdown was confirmed in vivo AD animal models. We

found that the high-dose vitamin C-supplemented-KO-Tg mice had

decreased amyloid plaque burden in the cortex and hippocampus and

BBB disruption by altering tight junction (TJ) structure

(2) We first identified the change of signaling pathways,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EPs) globally by comparing analysis with brains
of 5XFAD and Calb1-/-; 5XFAD mice. Calb1-/-; 5XFAD mice had

significant neuronal loss, significant apoptotic features,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reduced levels of synapse signaling and structure-

related proteins in the subiculum compared with 5XFAD mice.

Conclusion: RAGE-neutralizing antibody, inhibitors of CaN and MMPs,

and intake of optimal vitamin C resulted in the improving of BBB

disruption in AD. Moreover, removal of CB from APP/PS transgenic

mice aggravates characteristics of AD pathogenesis. Therefore,

１０２

regulations of BBB disruption and Ca2+ homeostasis imbalance are

excellent targets for clinical therapy in AD path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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