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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최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이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 

뇌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에게 나타난다고 알려졌다. 알츠하이머병은 

나이가 들면서 나타나는 신경학적인 질병이며,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이 알츠하이머병의 발병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에 

주요한 원인물질로 알려져있다. 하지만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에 대한 연구는 많이 

되어지지 않은 상황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과 관련된 기전연구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방법에 관한 실험을 세 파트로 수행하였다.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ATP 합성효소의 O-GlcNAcylation 

저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동물모델에서 

ATP 합성효소의 구성 단백질인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감소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이 베타-아밀로이드가 ATP 

합성효소에 직접 결합하여 일어남을 밝혔다.  

(2) 미토콘드리아 특이적인 활성산소 저해제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제작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직접 세리아 나노입자를 전달하였고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와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서 활성산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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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뿐만 아니라 신경세포의 사멸과 

과도한 신경교증 또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 

이식하여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줄어들고 기억력 저하가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식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는 교질세포 (glail cell) 들로 분화한 것을 알 수 있었다. 

  위 실험들을 통해서 알츠하이머병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고, 미토콘드리아 내부 단백질들의 

O-GlcNAcylation 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나노입자와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회복된 것으로 보아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억제하거나 교질세포의 

기능을 회복시키는 것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한 치료 표적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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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미토콘드리아, 베타-아밀로이드, O-

GlcNAcylation (O-linked β–N-acetylglucosamine), ATP 

합성효소, 세리아 나노입자, 역분화 줄기세포   

학  번: 2011 – 31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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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표 및 약어목록 

 

Aβ: Amyloid-beta 

ABAD: Aβ peptide-binding alcohol dehydrogenase 

AD: Alzheimer’s disease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ATP: Adenosine triphosphate 

ATP5A: ATP synthase, H+ transporting, mitochondrial F1 

complex, alpha subunit 1 

BBB: Blood brain barrier 

CypD: Cyclophilin D 

DEPs: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SO: Dimethyl sulfoxide 

FITC: Fluorescein isothiocyanate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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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BP: Gene ontology biological process 

Iba-1: Ionized calcium-binding adapter molecule 1 

iPSc: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CP-MS: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iTRAQ: isobaric tags for relative and absolute quantification 

NFT: Neurofibrillary tangle 

Oct4: Octamer-binding transcription factor 4 

O-GlcNAc: O-linked β–N-acetylglucosamine 

OGA: O-GlcNAcase 

OGT: O-GlcNAc transferase 

TPP: Triphenylphosphonium 

SOD: Superoxide dismutase 

sWGA: succinylated wheat germ agglutinin 

4-HNE: 4-Hydroxynonenal 

5XFAD: Transgenic mice with five familial AD mut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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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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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장 대표적으로 보고되고 있는 질병으로 70세 이상의 인구 중 

10% 에서 나타나는 신경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1, 2).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병리학적인 특징으로는 베타-

아밀로이드(amyloid-beta peptide, Aβ)에 의해 나타나는 

노인반점(senile plaque)과 세포 내의 타우(tau) 단백질이 과인산화 

되어 형성되는 신경섬유 덩어리(Neurofibrillary tangle, NFT)가 

있다 (그림 1)(3-5).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정상인과 다른 과정에 의해 생성된 베타-

아밀로이드가 뇌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고, 이로 인하여 신경세포의 

소실을 야기하게 됨으로써 인지장애나 기억장애가 유발된다. 

노인반점의 주요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는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이 베타-

시크리테아제(β-secretase)와 감마-시크리테아제(γ-

secretase)라는 두 종류의 아스파르트산 단백질 분해요소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면서 생성된다 (그림 2)(6, 7).  

또한 최근 연구들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하여 저해되어 있고, 이러한 기능 저하가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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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의 항상성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소기관이며, 

다른 세포 내 소기관들과 긴밀하게 작용하여 ATP(Adenosine 

triphosphate) 합성을 통한 에너지 생산 및 대사작용에 관여한다 

(12-14). 미토콘드리아는 이러한 기능에 필수적인 단백질들을 

스스로 생산할 수 있도록 자체 DNA genome(mtDNA)을 가지고 

있지만 대부분의 단백질들은 핵에서 만들어진 후 미토콘드리아로 

운반된다. 이러한 운반 체계는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의 translocase 

of the outer membrane(TOM) complex 와 translocase of the 

inner membrane(TIM) complex 에 의해 일어나는데 미토콘드리아 

표적 시퀀스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들은 Tom20 과 Tim23 

complex 에 의해 이동되고 이러한 시퀀스가 없는 단백질들은 

Tom70, Tim22 complex를 통하여 이동한다 (15, 16). 아직까지 

베타-아밀로이드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어오는 기전은 정확히 

알려지지 않았지만 TOM complex 중 하나를 통해 들어가서 

cristae 에 축적된다는 보고가 있다 (17). 실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를 전자현미경으로 보았을 때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가 관찰되었으며, 이렇게 축적된 베타-

아밀로이드는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하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초래한다(그림 3) (18-21). 하지만 

지금까지 밝혀진 Aβ-binding alcohol dehydrogenase(ABAD) 나 

cyclophilin D(CypD) 와 같은 베타-아밀로이드 결합 단백질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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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으로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을 완전히 설명할 수 없고, 

베타-아밀로이드는   미토콘드리아 뿐만 아니라 다른 세포 내 

소기관과 각종 신호전달체계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에 대한 다양한 

후속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22, 23). 선행연구에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미토콘드리아에 미치는 영향을 직접적으로 보기 

위하여, 베타-아밀로이드를 미토콘드리아의 matrix로 직접 

이동시키도록 미토콘드리아 표적 베타-아밀로이드 플라스미드 

(mito-Aβ1-42)를 제작하였다. 이를 통하여 미토콘드리아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가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와 ATP 합성량을 

저해시키고 활성 산소의 발생을 촉진시켜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의 직접적인 원인임을 

밝혔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관련 기전들을 규명하고 나아가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킬 수 있는 다양한 치료 방법들을 

이용하여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서의 치료효과와 그 기전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24).  

 

 

Part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ATP5A 의 O-

GlcNAcylation 감소로 초래되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해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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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nked β–N-acetylglucosamine(O-GlcNAc)은 단백질 번역 

후 수식화(post-translation modification)로써, ER 과 Golgi 에서 

수식화가 일어나는 N-과 O-glycosylation 과는 달리 핵과 

세포질,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에서 단백질의 Ser 과 Thr 잔기에 

결합한다. 이러한 O-GlcNAc 의 특성은 인산화 

(phosphorylation)와 비슷하기 때문에, O-GlcNAc 과 인산화는 

상호간에 경쟁(competition)하는 경우가 많고, 기능에 있어서도 

단백질의 안정화(stabilization)와 활성 또는 신호 전달을 

조절하는데 관여한다. O-GlcNAc 은 O-GlcNAc transferase 

(OGT)에 의해 단백질에 결합되며, O-GlcNAc-selective N-

acetylglucosaminidase(O-GlcNAcase)에 의해 단백질에서 

분해된다 (그림 4) (25-27). Hexosamine 생합성 과정의 마지막 

산물인 UDP-GlcNAc 이 OGT 의 기질로 작용하여 각 단백질들의 

O-GlcNAcylation 을 촉진한다. 이러한 다양한 단백질들의 O-

GlcNAcylation 은 체내의 대사와 면역작용, 기억력 등의 

생리기능에 영향을 준다(28, 29). 뇌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의 O-

GlcNAcylation 은 glucose metabolism 에 의해 조절되는데,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비정상적인 glucose metabolism 이 

흔히 관찰되고 있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내 단백질들의 O-GlcNAcylation 이 

낮아진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5) (30, 31). 또한 O-GlcNAc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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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제를 투여한 쥐에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줄어들고 

낮아진 기억력이 회복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O-GlcNAcylation 

의 조절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 및 증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32). 하지만 이러한 현상은 주로 세포질에서 

일어나는 것으로, mitochondrial OGT(mOGT)가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을 뿐 아직까지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존재하는 

단백질들의 O-GlcNAcylation 에 대해서는 많이 알려져 있지 않다. 

한편 최근 보고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 내에서도 몇몇 단백질들이 

O-GlcNAcylation 되어있으며, 이러한 O-GlcNAcylation 의 

조절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보고되었음으로 이와 관련된 기전을 연구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33, 34).   

본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하는 ATP 합성효소 

(ATP synthase)의 구성요소인 ATP5A(ATP synthase, H+ 

transporting, mitochondrial F1 complex, alpha subunit 1)가 O-

GlcNAcylation 이 일어나는 단백질임을 밝혔다. ATP 합성효소는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계 중 5번째 구성 요소로서 세포내 에너지 

수송체인 ATP 를 생산하는 기능을 한다 (35-37).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ATP 합성효소의 활성이 낮아지고, ATP 

생산량이 줄어들어 있다는 연구결과는 있었지만, ATP 합성효소가 

O-GlcNAcylation 된다는 보고는 이전까지 없었다 (38, 39).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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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인 5XFAD 

쥐의 뇌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저하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였고, 5XFAD 쥐에서 과발현되어 있는 베타-아밀로이드가 

ATP5A 의 O-GlcNAcylation 을 저해하는 주요인자로 

생각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HeLa(인간 자궁경부암 

세포주), CHO(햄스터 난소 세포주)세포주와 대뇌피질 

신경세포에서도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현상은 O-GlcNAcase 의 저해제인 Thiamet 

G 를 처리함으로써 회복되었다. 또한 베타-아밀로이드가 ATP 

합성효소에 직접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때 mOGT 가 

ATP5A 에 결합하는 정도가 저해된다는 것을 검증하였다.  

위 결과를 토대로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에서 O-

GlcNAcylation 을 저해하는 인자임을 확인하였고, 그 결과 ATP 

합성효소의 활성이 저해되고 ATP의 생성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다. 

 

Part 2.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회복기전 연구 

  아직까지 어떠한 기전으로 베타-아밀로이드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명확히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하가 중요한 역할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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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는 것은 많이 알려져 있다. 여러 가설 중에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활성 산소가 세포 내 항상성을 

망가뜨리리고 세포 독성을 일으킨다는 주장이 있다 (40-42). 

Superoxide anoin, hydroxyl radical, hydrogen peroxide 와 같은 

과도한 활성 산소의 축적은 미토콘드리아 내의 DNA 돌연변이를 

유발하고 내인성 아폽토시스(intrinsic apoptosis)를 일으킨다 

(43). 이러한 이유로 최근 미토콘드리아 특이적인 항산화물질들의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실제로 MitoQ 와 SS31 과 같은 

물질들은 활성 산소를 억제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44-46). 

미토콘드리아 특이적인 항산화물질들은 대부분 양극을 띠는 친수성 

분자인 triphenylphosphonium(TPP)를 이용하여 음극을 띠는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에 들어갈 수 있으며 생체적합성 

(biocompatibility)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 

(그림 6). 하지만 이러한 항산화제들은 활성 산소를 제거하는 

능력에 한계가 있고 잠재적인 세포독성을 야기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생체 내에서 독성이 거의 없고 약동학적 

(pharmacokinetics)으로 향상된 능력을 지닌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시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47). 세리아 

나노입자는 세륨 이온이 나노입자 표면에서 Ce3+에서 Ce4+로 

바뀌면서 활성 산소를 환원시키는 원리를 이용한 것이다.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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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아 나노입자는 세포 내에서 활성 산소 제거를 담당하는 

superoxide dismutase(SOD)나 catalase 와 같은 효소와 동일한 

기능이 있다고 알려졌다 (48, 49). 또한 계속 신체 내에서 재활용 

되며 활성 산소를 제거할 수 있기 때문에(recyclable ROS 

scaverger) 일반적인 항산화제보다 더 큰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세리아 나노입자에 TPP 를 부착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 좀 더 특이적으로 작용할 수 있게 제작하였고, 이를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 주입함으로써 어떠한 회복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는 

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을 통과하여 미토콘드리아 

피질부분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생성된 활성 산소를 

제거하고 망가진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을 회복시키는 것을 세포와 

동물 모델에서 관찰하였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서 

과도하게 증가한 신경교증(gliosis)을 회복시킴으로써 손상된 

신경세포의 수를 늘려주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된 활성 산소를 좀 

더 효율적으로 제거하였을 때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치료제 개발에 이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8 

 



Part 3.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회복기전 연구 

  줄기세포(stem cell)는 면역거부반응이 없고 분화 능력을 계속 

유지하고 있으며(self-renewal), 특히 신경줄기세포(neural stem 

cell)는 중추신경계(central nervous system)의 주요 세포들인 

신경세포(neurons), 성상세포(astrocytes), 소교세포(microglia), 

그리고 희소돌기아세포(oligodendrocytes)를 생산할 수 있다. 

줄기세포는 주변 환경에 의해 다양한 형태로 분화가 가능한테 

세포가 보유하는 분화 능력에 따라 totipotent 줄기세포, 

pluripotent 줄기세포, 그리고 multipotent 줄기세포로 나눌 수 

있다 (50, 51). Totipotent 줄기세포는 다수의 분열을 통해 하나의 

온전한 개체를 형성 할 수 있도록 무한정 분열하는 경우를 말하며 

수정란(fertilized egg) 혹은 약 4 세포기까지 난할이 진행된 

세포가가 그 범주에 속한다. Pluripotent 줄기세포는 수정 이후 

배아발생과정(embryogenesis)중 생성되는 배반포(blastocyte) 내 

세포내괴(inner cell mass)의 구성세포들처럼 하나의 완전한 개체를 

형성할 수는 없으나, 태반(placenta)을 제외한 3 배엽 층의 모든 

세포로 분화가능한 경우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multipotent 

줄기세포는 이미 어느 정도 세포분화의 방향이 결정되어 특정 

계통으로의 세포로만 분화가능한 세포인데 조혈모세포 

(hematopoietic stem cell), 중간엽 줄기세포(mesenchymal 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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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50, 52). 현재 뇌질환 치료를 위하여 

동물 모델에서 쓰이고 있는 줄기세포로는 중간엽 줄기세포, 

골수세포(human bone marrow cell), 제대혈세포(human umbilical 

cord blood cell), peripheral blood progenitor cell 등이 있고,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 이식한 줄기세포에 의하여 

손상된 인지 능력이 회복되고,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줄어들었다는 보고가 있다 (53-56). 하지만 이러한 multipotent 

줄기세포들은 특성상 분화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효과가 

제한적이고,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totipotent 줄기세포들은 

윤리문제로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하여 2006년 Shinya Yamanaka 는 분화가 끝난 

체세포를 분화 이전의 세포 단계로 되돌리는 방법을 통하여 역분화 

줄기세포(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를 개발하였다 

(57). 역분화 줄기세포는 체세포에 Oct3/4(octamer-binding 

transcription factor 3/4), Sox2(SRY-box 2), c-Myc, Kif4 

(kinesin family member 4)등의 유전자를 도입함으로써 유도되며, 

윤리적인 문제를 야기하지 않으면서도 totipotent 특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줄기세포 연구에 이용되고 있다 (58-60). 

또한 역분화 줄기세포를 만들기 위해서 사용되는 레트로 

바이러스에 의해서 종양이 생성된다는 보고가 있었기 때문에 

최근에는 좀 더 안전하다고 여겨지는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 

10 

 



(protein-based iPSc)가 개발되었다 (61, 62). 지금까지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에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용한 병인기전 

회복에 대한 연구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본 실험에서는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 주입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이 회복되는지를 관찰하였으며,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줄어들고 저하된 인지능력이 회복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이를 통하여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알츠하이머병의 치료에 이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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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sniewski et al. Neuron (2015)) 

 

그림 1. 노인반점과 신경섬유 덩어리의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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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furth and LaFerla et al. NEJM (2010)) 

 

그림 2.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의 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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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ckert et al. International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2011)) 

 

 

그림 3. 미토콘드리아에 미치는 베타-아밀로이드의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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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over et al.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 (2012)) 

 

 

그림 4. O-GlcNAcylation 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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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cadlo et al. Chem Soc Rev (2014)) 

 

 

그림 5. 알츠하이머병에서의 O-GlcNAcylation 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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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rphy et al. Trends in pharmacological sciences (2012)) 

 

 

그림 6. 미토콘드리아 표적 치료제의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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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binton et al. Nature (2012)) 

 

 

그림 7. 역분화 줄기세포의 의학적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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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로 5XFAD 쥐를 사용하였다. 5XFAD 는 

다섯 가지 알츠하이머병의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쥐로서 (3 개의 

휴먼 APP 695 돌연변이: K670N/M671L(Swedish), I716V 

(Florida), V717I(London)와 2 개의 휴먼 프리세닐린(Presenilin, 

PS1) 돌연변이: M146L, L286V 신경세포에만 발현하는 Thy-1 

프로모터에 의해서 과발현이 조절 되도록 되어있다. 5XFAD 쥐는 

Jackson Laboratory(Bar Harbor, ME; catalog number 

006554)에서 구입하였다.  

  동물들의 유지는 Helsinki Treaty 와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NIH publication No. 85-23, revised 

1985),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실험동물 관리 및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2. O-GlcNAcase 저해제인 Thiamet G 투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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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GlcNAcase 의 조절이 미토콘드리아내 단백질인 ATP5A 의 

O-GlcNAcylation 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 

5XFAD 쥐에 Thiamet G 를 투여하였다. Thiamet G 의 투여는 

7 개월 된 5XFAD 쥐 수컷에 50 mg/kg 으로 정맥 내 투여 

(intravenous injection, i.v.) 방식으로 진행하였고, 2 일 동안 

하루에 한번 투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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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La(인간 자궁경부암 세포주), CHO(햄스터 난소 세포주), ICR 

쥐의 primary cortical neuron culture(대뇌피질 신경세포)를 

사용하였다. 이 세포주 들은 10 %의 소태아혈청(FBS;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 100 U/mL penicillin 과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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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에 37°C, 5% CO2 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대뇌피질 신경세포(primary cortical neuron) 

은 ICR P1 mice 의 대뇌피질 부위를 분리하여 잘게 자른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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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 WelGene, Korea)에서 

0.5% trypsin(Sigma, USA) 처리를 하였다. 분리된 세포를 poly-

D-lysine(Sigma, USA)로 코팅한 plate 에서 배양하였다. 배양액은 

neurobasal medium (Invitrogen, USA)에 0.1 mg/ml PS, 0.5 mM 

L-glutamine, B27(Invitrogen, USA)을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권유욱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4. 시약 및 항체(Reagents and Anti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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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입하였고, Thiamet G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그리고 ST045849 는 Timtec(USA)에서 구입하였다. 

β–D-N-acetyl-hexosaminidase 는 New England Biolabs 

(USA)에서 구입하였다.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는 

서울대학교 현택환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실험에 사용한 

1차항체는 다음과 같다. anti-ATP5A, anti-RL2, anti-GFP, anti-

Timm17b, anti-4-HNE, anti-GAPDH(Abcam, UK), anti-β-

actin, anti-OGT(Sigma-Aldrich, USA), anti-Tom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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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ntacruz, USA), anti-6E10 (Covance, USA) 

 

5. 플라스미드 DNA 및 형질주입(Transfection) 

형질주입에 사용된 플라스미드 DNA는 다음과 같다. ATP5A-

FLAG, ATP5B-FLAG, mitochondrial OGT(mOGT) 플라스미드는 

연세대학교 조진원 교수님으로부터 제공받았다. ATP5A-GFP, 

ATP5B-GFP 플라스미드는 Gateway cloning technology 

(Invitrogen, USA) 기법을 이용해 제작하였다. ATP5A-GFP 와 

ATP5B-GFP 의 deletion mutant(ATP5A-GFP-Δ355/405-

408, ATP5B-GFP-Δ386/394-456), ATP5A-GFP 

플라스미드의 substitution mutant 는 site-directed mutagenesis 

kit(Enzynomics, Korea)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Mito-Aβ1-42 

플라스미드는 다음의 논문과 같이 제작하였다 (24). 형질주입을 

위해 각 세포주를 Fugene HD reagents(Promega, USA)를 

이용하여 플라스미드를 형질주입 하였다. Opti-mem 배양액에 

발현하고자 하는 DNA와 Fugene HD reagent 를를 1:3 의 비율로 

20 분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배양시킨 플레이트에 넣어주고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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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O-GlcNAc transferase(OGT) siRNA 형질주입 

Mouse O-GlcNAc transferase(OGT)의 siRNA 를 Bioneer 

에서 구입하였다. OGT siRNA를 형질주입 하기 위해서 RNAimax 

reagent(Invitrogen, Carlsbad, CA)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HeLa 세포주를 100 mm dish 에 배양하고 24시간 

지난 후, OGT siRNA를 RNAimax와 Opti-mem 배지에 섞고 

30분간 incubation한 이후 세포에 넣어주었다. 4 시간 이후에 10% 

FBS가 들어간 DMEM 배지로 교체하였고, 24 시간 동안 

incubation 한 이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7. ATP 생산량과 ATPase 활성 측정 

세포주에서 생산된 ATP 는 ATP determinat kit (Invitrogen,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 % triton X-100 용액으로 세포의 

단백질을 추출한 후 100 μl 의 ATP determinant solution 과 

반응시켜 luminometer(Infinite M200, Tecan)로 분석하였다. 

정상쥐와 5XFAD 쥐를 이용하여 조직에서 생산된 ATP 를 

측정하였다. 분리된 뇌 조직을 ATP assay buffer(Abcam, UK)를 

이용하여 Dounce homogenizer 로 파쇄하였으며, 파쇄된 뇌 

조직액과 반응액을 섞어주고 535 nm 와 587 nm 의 파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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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광도를 측정하였다.   

ATPase 의 활성은 ATP synthase Enzyme Activity Microplate 

Assay kit(Abcam, UK)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8.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단백질의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약처리가 끝난 세포에 

phosphate-buffered saline(PBS)로 세척 해주었고,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Sigma-Aldrich, USA)와 O-GlcNAcase 저해제 

(Thiamet G)가 포함된 RIPA buffer (50 mM Tris-HCl, pH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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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id sodium salt)를 사용해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동량의 

단백질을 NuPAGE Bis-Tris gel(Invitrogen, USA)에서 전기영동 

한 후, PDVF membrane(Millipore, USA)에 100 분간 transfer 

하였다. 그리고 1 시간 동안 5% skim milk와 실온에서 반응시켜켜 

blocking 과정을 거쳤다. 그 이후 각 단백질의 특이적인 1차항체와 

반응시켰다. 단백질과 결합한 항체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Amersham Pharmacia Biote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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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apan)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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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면역침강법(Immunoprecipitation) 

  ATP5A/mitochondrial OGT 의 결합과 ATP 합성효소/베타-

아밀로이드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다. 

세포주에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Sigma-Aldrich)와 O-

GlcNAcase 저해제(Thiamet G)가 포함된 1% NP40 buffer(25 

 mM Tris-HCl, pH 7.5; 150 mM sodium chloride; 1 mM EDTA, 

5% Glycerol)로 세포내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동량의 단백질에 

GFP 의 항체를 넣어준 후 4°C 에서 24 시간가량 로테이터에서 

반응시켰다. Protein A/G agarose beads(Santa Cruz 

Biotechnology)를 반응이 끝난 샘플에 넣어주었고, 추가로 2 시간 

가량 로테이터에서 더 반응 시켰다. 반응 후, 1% NP40 buffer를 

이용해서 세척해주었고 5X sample buffer를 10  μl 넣어준다음 

95°C 에서 10분간 끓여주어 agarose bead 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그 이후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겨 웨스턴 블롯 

실험을 진행하였다. 단백질의 O-GlcNAcylation 을 확인하기 

위하여 추출된 단백질에 succinylated wheat germ agglutinin 

(sWGA)을 넣어준 다음 위와 같은 방법으로 면역침강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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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Stereotaxic injection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와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

세포를 쥐의 subiculum 부위에 주입하기 위하여 stereotaxic 

injection 을 수행하였다. 쥐를 호흡마취 한 후, 주입할 뇌 부위의 

두개골을 소형드릴로 제거하였다. Stereotaxic apparatus 

(Myneurolab, USA)에 Hamilton syringe (Hamilton Company, 

USA)를 연결하여 각 물질을 0.5 μl/min 의 속도로 주입하였다. 

사용된 좌표는 다음과 같다. AP: -4.16 mm, ML: 3.25 mm, DV: 

4.00 mm. 

 

11. Y-maze 

각 쥐를 Y-maze(정도비앤피, Korea)의 중앙에 놓고, 통로로 번

갈아 들어가는 순서와 전체 통로로 들어간 횟수를 8 분간 기록하였

다. 쥐가 연속하여 세 통로로 들어간 경우를 하나의 alteration 으로 

간주하고(예: ABC, CAB, 또는 BCA) 중복되는 경우는 제외하였다 

(예: ACA, BBC). 실험에 이용된 쥐들은 실험 전날과 당일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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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ze 에 2 시간 가량 적응하였다. 

 

12. Contextual Fear Conditioning 

Contextual fear conditioning chamber(H10-11M-TC; 

Coulbourn Instruments, USA)를 FreezeFrame 프로그램과 연결

하여 쥐의 움직임이 컴퓨터에 저장 및 분석되게 하였다. 첫째날 쥐

를 chamber 에 넣어 270 초동안 두었고, 그 동안 1 분 간격으로 

두 번 전기충격(0.65 mA, 2 sec)을 주었다. 둘째날 쥐를 같은 

chamber 에 넣고 300 초동안 두었고, 그 동안 freezing behavior 

를 관찰하였다. 

 

13. 면역조직염색 (Immunohistochemistry) 

각 쥐들에 Zoletil(Virbac Laboratories, France)과 Rompun 

(Bayer Korea)을 3:1 로 혼합한 용액을 복강 내 주사(1 

ml/kg)하여 마취하였다. 이후 PBS 와 4% paraformaldehyde 

(PFA) 를 순차적으로 관류하여 피를 제거해주고 고정화 과정을 

거쳤다. 이 후 쥐의 뇌를 적출하여 20 시간 동안 4% PFA 에,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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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시간동안 30% sucrose 에 반응시켜 후고정과 cryoprotection 

과정을 거쳤다.  쥐의 뇌는 cryostat(Leica Microsystems, 

Germany)을 이용하여 30 μm 의 두께로 잘라주었고, PBS 로 

세척하였다. 이후 0.3 % triton X-100 용액을 사용하여 

permeabilization 을 하였고, 2% 소태아혈청이 포함된 용액으로 1 

시간동안 실온에서 blocking 하였다. 그 후 1차항체를 4°C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1차항체에 반응하는 Alexa Fluor® 488, 

Alexa Fluor® 594, Alexa Fluor® 647(1:500, Invitrogen, USA)가 

붙은 2차항체로 1시간동안 실온에서 반응하였다. 형광신호는 

confocal microscopy(FV10vi, Olympus, Japan)를 이용해서 

촬영하였다. 사용한 1차항체는 다음과 같다. anti-biotin-labeled 

4G8(Covance, USA), anti-NeuN, anti-Olig2(Millipore, USA), 

anti-GFAP(Invitrogen, USA), anti-Iba-1(Wako, Japan)  

 

14. Aβ1-42 준비 (Aβ1-42 prepa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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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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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peedVac concentrator(Savant Instrument, Hyderabad, India)를 

이용하여 HFIP 를 증발시킨 후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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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처리하기 전에 DMSO(anhydrous dimethyl sulfoxide)에 1 

mM에 녹였고, DMEM 에 3  μM 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15. 통계처리 

  통계처리를 위해서 데이터는 mean±SEM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룹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Student t-test or one-way ANOVA 

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 

Version 5.0 (GraphPad Software, USA)을 이용해서 수행되었다 

(*p < 0.05, **p < 0.01, ***p < 0.001, ****p < 0.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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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ATP5A 의 O-

GlcNAcylation 감소로 초래되는 기능 저해 연구 

 

1. 5XFAD 쥐에서 보이는 ATP5A 의 O-GlcNAcylation 

감소와 ATP 합성효소의 활성 저하 

O-GlcNAcylation 이 일어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후보군을 

규명하기 위하여 쥐의 대뇌피질 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하였고, GlcNAcylation 이 일어난 단백질들과 특이적으로 

결합하는 succinylated wheat germ agglutinin(sWGA)를 이용하여 

pull-down assay를 수행하였다. 분리된 미토콘드리아에서 O-

GlcNAcylation 이 일어난 단백질들을 LC-MS/M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단백질 후보군을 얻을 수 있었다(표 1).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와 결합하는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후보군을 규명하기 

위하여 HT22 세포주에서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하였고, biotin-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후에 streptavidin-agarose 를 

이용하여 pull- down assay 를 수행하였다. 검출된 베타-

아밀로이드 결합 단백질들은 LC-MS/MS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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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후보군을 얻을 수 있었다(표 2). 분석 결과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O-GlcNAcylation 이 일어나는 단백질 중에 베타-

아밀로이드와도 결합하는 후보 단백질은 ATP5A 가 유일하였고, 

실제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알츠하이머병 모델에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와 5XFAD 쥐의 대뇌피질 조직으로 sWGA pull-down assay 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5XFAD 쥐에서 전체 

ATP5A 의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ATP5A 의 양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A-D). 이 조건에서 O-GlcNAcylation 을 조절하는 효소인 

OGT 와 OGA 의 양은 변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5XFAD 쥐에서 

과발현 되어있는 베타-아밀로이드가 직접적으로 ATP5A 의 O-

GlcNAcylation 을 감소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5XFAD 

쥐에서 감소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ATP 합성효소의 

기능에도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고자 ATP 생산량을 

측정해보았고, 그 결과 5XFAD 쥐의 ATP 생산량이 정상쥐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8E). 

이 결과들을 토대로 베타-아밀로이드가 5XFAD 쥐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을 감소시켰고, ATP 의 생산량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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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하시켰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세포주와 대뇌피질 신경세포에서 ATP5A 의 O-

GlcNAcylation 확인 

  아직까지 ATP5A 가 O-GlcNAcylation 되어있다는 보고가 전혀 

없었기 때문에, HeLa 세포주와 대뇌피질 신경세포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sWGA 과 free O-

GlcNAc 을 미리 배양시킨 후, HeLa 세포주의 세포액(cell 

lysate)과 반응시키는 competitive assay 를 수행하여 웨스턴 

블랏으로 확인하였다(그림 9A). 그 결과 free O-GlcNAc 과 

sWGA 를 미리 배양시킨 샘플에서는 밴드가 전혀 보이지 않았고 

이는 ATP5A 가 실제로 O-GlcNAcylation 이 일어남을 의미한다. 

또한 HeLa 세포주 세포액에 β–D-N-acetyl-glucosamine 

잔기의 가수분해(hydrolysis)를 촉진하는 β–D-N-acetyl-

hexosaminidase(β-HEX)를 처리하고 웨스턴 블랏을 하여 O-

GlcNAc 특이적인 항체(RL2)로 확인하였을 때, 세포내 단백질들의 

O-GlcNAcylation 정도가 줄어 들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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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GA 로 pull-down 한 샘플에서는 실제 O-GlcNAcylation 된 

ATP5A 의 양이 줄어들고 상등액에 O-GlcNAcylation 이 제거된 

ATP5A 의 밴드가 보이는 것으로 보아, ATP5A 가 O-

GlcNAcylation 됨을 다시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9B). 한편, O-

GlcNAcylation 을 조절하는 효소인 OGT 와 OGA 를 저해하였을 

때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변화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OGT 의 저해제인 ST045849(25 μM)와 OGA 의 

저해제인 Thiamet G(1 μM)를 각각 HeLa 세포주와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처리하였다. ST045849 를 처리한 샘플에서 ATP5A 

의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ATP5A 의 

양은 유의하게 줄어들었고 Thiamet G 를 처리한 샘플에서는 

ATP5A 의 양과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ATP5A 의 양 모두 

변화가 없었다(그림 9C, D). 이는 정상 상태의 세포들에서 이미 

충분한 O-GlcNAcylation 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OGA 를 저해함으로써 O-GlcNAcylation 을 더 늘려주어도 더이상 

변화가 없는 것이라 생각되어진다. ATP 합성효소의 기능은 ATP 

합성량과, 생성된 ATP 를 다시 분해할 수 있는 ATPase 활성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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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된 ATP 의 양과 

ATPase 의 활성을 측정해보았을 때, ST045849 를 처리하여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낮아진 세포에서는 두 수치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앞선 결과와 유사하게 Thiamet 

G 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그림 9E, F). 또한 

유전적으로 OGT 의 발현을 증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하여 siOGT 

와 mOGT-Flag 을 과발현시키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HeLa 

세포주에 siOGT 를 과발현시켜 OGT 의 발현을 저하시킨 후에 

미토콘드리아를 분리하였고, 이를 sWGA 로 면역침강 시켰을 때 

ATP5A 의 양은 변하지 않았지만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ATP5A 의 양은 현저하게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9G, H). 

또한 mOGT-Flag 을 과발현시킴으로써 미토콘드리아 내 OGT 의 

발현량을 증가시켰을 때,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ATP5A 의 

양이 유의하게 늘어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9I, J). 이러한 

조건에서 생산된 ATP 의 양과 ATPase 의 활성을 측정해보았을 

때, siOGT 를 과발현한 세포에서는 ATP 의 생산량과 ATPase 의 

활성이 둘 다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mOGT-Flag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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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발현한 세포에서는 변화가 없었다(그림 9K, L). mOGT-Flag 을 

과발현하였을 때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ATP 생산량이나 ATPase 의 활성이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정상 상태보다 과도하게 O-GlcNAcylation이 

증가한다고 해서 ATP 합성효소의 기능이 더이상 활성화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위 결과를 토대로 ATP5A 가 기능적으로 O-GlcNAcylation 에 

의하여 조절됨을 알 수 있었다.  

 

3.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ATP5A 의 O-GlcNAcylation 

변화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조절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인 5XFAD 쥐에서 O-GlcNAcylation 을 

조절할 수 있는 OGT, OGA 효소와 전체 ATP5A 단백질의 양에는 

변화가 없이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감소한 것을 

확인했기 때문에, 실제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HeLa 세포주에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앞선 결과와 

같이 베타-아밀로이드(3 μM)를 24 시간 처리한 He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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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주에서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ATP5A 의 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ATP5A 단백질의 양이나 OGT, OGA 의 

양은 차이가 없었다(그림 10A). 또한 같은 조건에서 HeLa 

세포주의 ATP 생산량과 ATPase 의 활성이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그림 10B) 베타-

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을 

감소시키는 주요 원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ATP5A 의 O-GlcNAcylation site mapping 

  ATP5A 의 어느 부위에서 O-GlcNAcylation 이 일어나는지를 

규명하기 위하여 tandem mass spectrometry(MS/MS)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SDS-PAGE 에서 ATP5A 단백질 부위를 잘라 

Chymotrypsin 으로 in-gel digestion 을 수행하였고, β-

elimination followed by Michael addition with the DTT 

(BEMAD) 방법을 이용하였다. BEMAD 는 O-GlcNAc 을 DTT 

로 치환시켜 주는 방법으로, O-GlcNAc 이 MS/MS 과정에서 

단백질과 쉽게 분리되기 때문에 O-GlcNAc 의 위치를 찾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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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합한 방법이다(63). O-GlcNAc 과 결합된 펩타이드의 경우 기존 

펩타이드 무게에서 DTT 가 더해져 136.2 Da 만큼 늘어나게 되고, 

따라서 136.2 Da 이 늘어나 MS/MS 되는 위치가 O-GlcNAc 이 

결합하는 위치이다. 이러한 방법으로 앞의 펩타이드와 같은 

시퀀스를 가지고 있으면서 DTT 가 결합되어 136.2 Da 이 늘어난 

후보군들을 찾았다(그림 11A). 후보군들 중에서 실제 O-

GlcNAcylation 이 일어나는 부위를 찾기 위해서 ATP5A-GFP 

플라스미드에 Ser52, Ser198, Ser315, Ser346, Thr432, Ser502 

부위를 각각 Ala 로 point mutation 시킨 플라스미드를 제작하였다. 

각각의 플라스미드를 과발현시킨 후 sWGA 를 이용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고, ATP5A 의 Thr432 부위를 mutation 

시킨 플라스미드를 과별현시킨 샘플에서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ATP5A 의 양이 유의하게 감소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1B). ATP5A 의 T432 위치를 포함한 펩타이드인 

425AMKQVAGTMK434 의 MS/MS 값이 [M+H]2+ 642.32 인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들은 ATP5A 가 주로 Thr432 에서 O-

GlcNAcylation 되어있음을 의미한다(그림 11C). 또한 ATP5A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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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432 부위를 mutation 시킨 플라스미드를 과별현시킨 

세포주에서 ATP 의 생산량과 ATPase 의 활성이 감소한 것으로 

보아 이 위치에서의 O-GlcNAcylation 이 ATP 합성효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임을 알 수 있었다(그림 11D,E) 

 

5.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mOGT 와 ATP5A 의 결합 저하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OGT 가 직접 ATP5A 의 O-

GlcNAcylation 을 조절하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HeLa 세포주에 

mOGT-Flag 플라스미드를 과발현 시키고 ATP5A-GFP 와 

ATP5A-GFP-T432 mutant 를 각각 동시에 과발현 해주었다. 

Flag 을 이용한 면역침강법을 수행한 결과 ATP5A 와 mOGT 가 

직접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하었고 T432 mutant 를 과발현시킨 

샘플에서는 그 결합정도가 유의하게 줄어드는 것으로 보아, mOGT 

가 ATP5A 에 결합함으로써 O-GlcNAcylation 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2A). 또한 이러한 현상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서도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ATP5A-

GFP 와 mOGT-Flag 을 동시에 과발현 시킨 HeLa 세포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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베타-아밀로이드(3 μM)를 24 시간 처리하였을 때 mOGT 가 

ATP5A 에 결합하는 정도가 유의하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2B).   

  위의 결과를 토대로 mOGT 의 결합에 의한 ATP5A 의 O-

GlcNAcylation이 ATP 합성효소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베타-아밀로이드와 ATP 합성효소의 결합 

  앞선 결과들을 보면 5XFAD 쥐와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주에서 OGT 와 OGA 의 양적인 변화가 없었기 때문에 어떻게 

베타-아밀로이드가 특이적으로 ATP5A 의 O-GlcNAcylation 에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in silico 에서 

ATP5A 의 Thr432 부위를 O-GlcNAcylation 시킬 수 있는 

분자적 모델링 기법을 사용하였다(고려대학교 송현규 교수님 

실험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Bovine ATP5A(PDB ID: 

1OHH)의 3차 구조를 이용하여 O-GlcNAc-Thr432 부위를 

모델링하였고, 이 부위가 3차 구조상에서 OGT 와 OGA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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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들이 접근하기 용이한 표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3A, B). 또한 bovine ATP 합성효소와 human 베타-

아밀로이드(1-42)의 NMR 구조를 서로 docking simulation 

해보았을 때, 베타-아밀로이드가 ATP5A 와 ATP5B 의 사이에 

있는 C-terminal pocket 에 우선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리고 이 부위는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일어나는 Thr432 와 인접한 위치이기 때문에, 베타-아밀로이드가 

이 부위에 결합하였을 때, ATP5A 의 O-GlcNAcylation 에 영항을 

줄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그림 13C). 다음으로 이러한 

현상을 재확인하기 위하여 베타-아밀로이드가 ATP5A 와 ATP5B 

에 결합하는 부위를 각각 없앤 deletion mutant(ATP5A-GFP-

DM, ATP5B-GFP-DM)를 제작하였다. HeLa 세포주에 

미토콘드리아에만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스미드(mito-Aβ1-42)와 두 종류의 deletion mutant 를 

동시에 과발현시키고 GFP 항체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다. 

ATP5A-GFP/ATP5B-GFP 플라스미드를 mito-Aβ1-42와 

과발현시킨 샘플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의 베타-아밀로이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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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P5A-GFP/ATP5B-GFP 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deletion mutant 를 mito-Aβ1-42 와 과발현시킨 샘플에서는 

이러한 결합이 보이지 않았다(그림 13D).  

 

7. OGA 저해제에 의한 ATP5A 의 O-GlcNAcylation 회복 

  앞선 결과들로 베타-아밀로이드가 ATP 합성효소에 결합하여 그 

인접한 위치에 있는 Thr432 부위에 OGT 가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다는 예상을 할 수 있었다.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감소한 O-GlcNAcylation 을 OGA 저해제인 Thiamet G 로 

다시 증가시켜 주었을 때, ATP5A 의 O-GlcNAcylation 또한 

회복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HeLa 와 CHO 세포주,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Thiamet G(1 μM)를 12 시간 처리하고 

베타-아밀로이드(3 μM)를 24 시간 처리하였을 때, 베타-

아밀로이드만을 처리한 군에서 감소한 ATP5A 의 O-

GlcNAcylation 이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4A). 

이러한 조건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저해된 ATP 생산량과 

ATPase 활성 또한 회복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4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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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현상이 실제 동물 모델에서도 일어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5XFAD 쥐에 Thiamet G(50 mg/kg)를 정맥 내 주사 

(intravenous injection)하였다. 앞선 결과들과 마찬가지로 

대뇌피질을 분리하여 sWGA 를 이용한 pull-down assay 를 

수행하였을 때 5XFAD 에서 감소되어있는 ATP5A 의 O-

GlcNAcylation 이 유의하게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4D).   

 

 

 

 

Part 2.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회복기전 연구 

 

1.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의 합성 

미토콘드리아 내에 세리아 나노입자를 선택적으로 전달하기 

위하여 triphenylphosphonium(TPP) 잔기를 세리아 나노입자에 

부착하였으며, 동물 모델에 주입된 후의 안정성을 더 높이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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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면을 PEGylation 시켰다(그림 16A). 합성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는 물에 잘 분산되는 특성을 지니고, 음극의 

막전위를 가지는 미토콘드리아 이중막을 효과적으로 통과할 수 

있도록 일반 세리아 나노입자와 달리 양극의 제타전위(zeta 

potential)를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16B-D)(본 과정은 

서울대학교 현택환 교수님 연구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2. 세리아 나노입자를 이용한 베타-아밀로이드 유래의 활성 

산소 제거 

  합성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실제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이동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SH-SY5Y 

세포주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먼저 세리아 나노입자의 세포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TT assay 를 수행하였다. SH-SY5Y 

세포주에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0.25 mM 부터 세포독성이 유의하게 일어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이후의 실험들은 모두 0.125 mM 의 농도로 

실험하였다(그림 17A). 세리아 나노입자와 미토콘드리아 표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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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리아 나노입자를 각각 SH-SY5Y 세포에 처리한 후 

미토콘드리아를 mitotracker 로 염색하였을 때,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와 미토콘드리아의 형광신호가 다수 겹치는 것을 

확인하였고, correlation coefficient 수치가 세리아 나노입자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7B,C).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세포 내에서 미토콘드리아에 주로 위치해 있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 실제로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줄일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 활성 산소를 세리아 

나노입자가 제거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특이적 활성 산소를 측정하는 MitoSOX assay 를 수행하였다. SH-

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5 μM)를 6 시간 처리하였을 때 

미토콘드리아 특이적인 활성 산소가 생성되었고, 이때 베타-

아밀로이드와 함께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처리해준 

그룹에서는 활성 산소의 발생이 줄어든 것을 flow cytometry 로 

확인하였다(그림 17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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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신경 세포 

손실의 회복 

  앞선 보고들에 따르면, 5XFAD 쥐의 subiculum 부위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관찰되고 신경세포의 손실이 일어난다(64, 

65). 세리아 나노입자는 혈관뇌장벽 (Blood brain barrier; BBB)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stereotaxic surgery 로 쥐의 subiculum 

에 직접 주입하였다. 세리아 나노입자가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하여 쥐에 주입한 후 2 달 후에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18A). 주입된 세리아 나노입자는 fluorescein 

isothiocyanate(FITC)로 표지되었기 때문에 stereotaxic surgery 

가 잘 수행되었는지 공초점 현미경으로 확인하였고, subiculum 

부위에 고르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8B). 

이러한 결과는 쥐의 subiculum 을 분리한 후 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ICP-MS)를 수행하여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뇌반구에서 세륨이온이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주입하지 않은 반구에서는 전혀 

검출되지 않았다(그림 18C).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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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된 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신경세포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단백질인 NeuN 의 항체로 면역염색을 

수행하였다. 5XFAD 쥐의 subiculum 에서 정상쥐에 비해 

신경세포의 수가 현저히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5XFAD 쥐에서는 이러한 

신경세포의 손실이 유의하게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9A). 

5XFAD 쥐에서 나타나는 신경세포의 손실은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와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분포에 영향을 주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4G8 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을 수행하였다. 

예상과는 달리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쥐에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분포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이 결과는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와 관계없는 간접적인 효과로 신경세포의 손실을 

막았음을 의미한다(그림 19B). 

 

5.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신경교증의 
46 

 



회복 

  이전 결과들을 설명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5XFAD 쥐에서 일어나는 신경교증(gliosis)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성상세포(astrocyte)와 소교세포 

(microglia)를 염색하기 위하여 각각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와 ionized calcium binding adaptor molecule-1(Iba-1) 

항체를 이용한 면역염색법을 수행하였다. 5XFAD 쥐에서 GFAP 와 

Iba-1 염색성이 정상쥐에 비해 현저히 높아지는 것으로 보아 

과도한 신경교증이 일어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반면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5XFAD 쥐에서는 

이러한 신경교증이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0A). 

이러한 결과를 뒷받침 하기 위하여 U373 성상세포주를 사용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한 활성산소의 양을 측정할 수 있는 

MitoSOX assay 를 수행하였고,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생성된 

미토콘드리아 활성 산소를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효과적으로 제거함을 형광현미경과 flow cytometry 로 확인하였다 

(그림 20B). 이상의 결과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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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신경교증을 

완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6.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모양과 활성산소에 의한 막지질 손상의 회복 

  이전 보고들에 의하면 미토콘드리아 모양의 손상은 활성 산소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망가졌을 때 일어나는 여러가지 

현상 중 초기단계에 해당한다(66, 67). 5XFAD 쥐에서도 

미토콘드리아 이중막들이 손상되고 내부 구조가 손상된 것이 관찰 

되었고,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5XFAD 

쥐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현저히 회복되는 것을 전자현미경 

(electron microscopy)으로 확인하였다(그림 21A). 또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쥐의 미토콘드리아 

내부에 전자입자(electron particle)들이 위치해 있으며, 이들은 

세포질에도 소수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1B).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실제 동물 모델에서 발생한 

활성 산소를 제거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lipid peroxidation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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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커인 4-HNE(4-Hydroxylnoneal)항체를 이용한 웨스턴 블랏을 

수행하였다. 4-HNE 는 지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 과정의 

최종 산물로서 산화 스트레스(oxidative stress)의 표지물질로 

사용된다(68, 69). 5XFAD 쥐에서 증가한 4-HNE 단백질의 양이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쥐에서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하였고, 특이하게 나노입자를 주입한 뇌의 반구가 

아닌 반대쪽 반구에서도 다소 줄어든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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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회복기전 연구 

 

1. 이식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의 분화 

5XFAD 쥐의 subiculum 부위에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관찰되고 신경세포의 손실이 일어나고, 6 개월령의 5XFAD 쥐에서 

인지능력이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64).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키고 인지능력을 

향상시킬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4 개월령의 5XFAD 에 

stereotaxic surgery 를 이용하여 쥐의 subiculum 에 직접 

주입하였고, 2 개월 후에 실험을 수행하였다(그림 23A). 배양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는 만능성 줄기세포(pluripotent stem 

cell)을 표지할 수 있는 alkaline phosphatase(AP) 염색을 통하여 

확인하였고(그림 22A,B), 역분화 줄기세포의 마커로 알려진 Nanog 

와 Oct3/4(octamer-binding transcription factor 3/4)로 

면역염색을 함으로써 검증하였다. 배양한 역분화 줄기세포는 

mouse origin 이므로, human 역분화 줄기세포의 마커인 Tra1-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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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docalyxin)은 염색이 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22C-E) 

(이 실험은 서울의대 권유욱 교수님 실험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이식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어떤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였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subiculum 부위를 

면역염색 하였고,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표지되어 있는 

GFP 형광이 어느 종류의 세포에 발현되어 있는지를 관찰하였다. 

신경세포, 소교세포, 성상세포, 그리고 희소돌기아세포를 염색하기 

위하여 각각 NeuN, Iba-1, GFAP, Olig2 항체를 사용하여 

실험하였고,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주로 희소돌기아세포와 

소교세포로 분화하였으며 성상세포로도 일부 분화하였으나 

신경세포로의 분화는 전혀 일어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3B-F).  

 

2.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회복 

앞선 결과를 통해 5XFAD 쥐에 투여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주로 교질세포(glial cell)로 분화한 것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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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의하여 알츠하이머병과 관련된 병변은 어떻게 변하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4G8 항체를 이용하여 면역염색을 수행하였고,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투여한 5XFAD 쥐에서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5XFAD 쥐에 비해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가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그림 24A). 또한 앞선 결과에서 분화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로는 전혀 분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실제 5XFAD 쥐에서 나타나는 신경세포의 손실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euN 항체를 이용한 DAB(3,3’-

Diaminobenzidine)염색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주입한 5XFAD 쥐에서 일반 5XFAD 쥐와 

동일한 수준의 신경세포 사멸이 관찰되었다(그림 24B).  

 

3.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효과로 동정된 

단백질들의 분석 

  5XFAD 쥐에 투여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주로 

교질세포(glial cell)로 분화한 이유를 좀 더 알아보기 위해 5XF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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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와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투여된 5XFAD 쥐의 

subiculum 을 이용하여 LC-MS/MS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물을 다시 iTRAQ(isobaric tags for relative and absolute 

quantitation)분석법을 이용하여 골라낸 결과 12623 개의 단백질을 

동정하였고, 그 중 395 개의 단백질을 DEPs(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로 분류하였다(그림 25A)(이 실험은 

서울대학교 이유진 교수님 실험실과 공동으로 진행하였다). DEP 

들이 어떻게 세포 내에서 영향을 주고 있을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GOBP(Gene Ontology biological process)분석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주입한 5XFAD 쥐에서 

희소돌기아세포나 신경교세포와 관련된 DEP 가 더욱 많이 검출된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25C). 또한 실제로 희소돌기아세포 분화에 

관련된 전사인자(transcription factor) 인 Trf(Transferrin) 과 

Wwp1(NEDD4-like E3 ubiquitin-protein ligase) 의 발현이 

증가하였고(그림 25D), myelination 이나 신경세포의 action-

potential 과 관련된 인자들이 늘어난 것으로 보아 분화된 

희소돌기아세포가 신경세포 주위의 환경을 조절한다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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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림 25D).  

4.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 주입에 의한 기억력 저하 

회복  

  앞선 결과에서 주입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줄기세포가 교질세포로 

분화하여 myelination 과 신경세포의 action-potential 을 

증가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혔기 때문에 5XFAD 쥐의 저하된 인지능력도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이를 위해 Y-maze 와 contextual fear 

conditioning 의 두 가지 행동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Y-maze 

실험에서 쥐의 total arm entry 는 모든 그룹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5XFAD 쥐의 spontaneous alteration 수치가 현저하게 

낮아져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때 단백질 유래 역분화줄기세포를 

주입한 5XFAD 쥐의 spontaneous alteration 이 유의하게 

회복되었다(그림 26A). 또한 contextual fear conditioning 

실험에서 저하된 5XFAD 쥐의 freezing 수치를 단백질 유래 

역분화줄기세포가 유의하지는 않지만 다소 증가시켰다(그림 26B). 

따라서 이상의 결과로 보아 단백질 유래 역분화줄기세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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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인지능력의 저하도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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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O-GlcNAcylation 이 일어난 단백질들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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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베타-아밀로이드와 결합하는 단백질들의 동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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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알츠하이머병 모델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감소 

(A,B)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감소되었음을 관찰 *p < 0.05 

(C,D)5XFAD 쥐의 뇌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감소되었음을 

관찰 **p < 0.01 

(E)5XFAD 쥐의 뇌에서 대조군에 비해 ATP 의 생산량이 감소되었음을 

관찰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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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포주에서 ATP5A 가 O-GlcNAcylation 됨을 규명 Ⅰ 

(A)HeLa 세포주의 세포액에 free N-acetylflucosamine(GlcNAc)을 

처리하고 sWGA-agarose pull-down competitio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이 O-GlcNAcylation 되어 있음을 확인 

(B)HeLa 세포주의 세포액에 β-hexosaminidase(β-HEX)를 처리하고 

sWGA-agarose 로 pull-dow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이 O-

GlcNAcylation 되어 있음을 확인 

(C)HeLa 세포주에 OGT 저해제인 ST045849(ST, 25 μM)와 OGA 

저해제인 Thiamet G(ThG, 1 μM)을 처리하고 sWGA-agarose 로 pull-

dow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이 O-GlcNAcylation 되어 있음을 확인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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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OGT 저해제인 ST045849(ST, 25 μM)와 

OGA 저해제인 Thiamet G(ThG, 1 μM)을 처리하고 sWGA-agarose 로 

pull-dow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이 O-GlcNAcylation 되어 있음을 

확인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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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포주에서 ATP5A 가 O-GlcNAcylation 됨을 규명 Ⅱ 

(E)HeLa 세포주에 OGT 저해제인 ST045849(ST, 25 μM)을 처리했을 

때 ATP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 ***p < 0.001 

(F)HeLa 세포주에 OGT 저해제인 ST045849(ST, 25 μM)을 처리했을 

때 ATPase 의 활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 *p < 0.05 

(G,H)HeLa 세포주에 siOGT 를 과발현시키고 sWGA-agarose 로 pull-

dow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이 O-GlcNAcylation 되어 있음을 확인 

*p < 0.05 

(I,J)HeLa 세포주에 mOGT-Flag 을 과발현시키고 sWGA-agarose 로 

pull-dow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이 O-GlcNAcylation 되어 있음을 

확인 *p < 0.05 

(K)HeLa 세포주에 siOGT 를 과발현시켰을 때 ATP 생산량이 줄어든 

것을 확인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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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eLa mOGT-Flag 을 과발현시켰을 때 ATPase 의 활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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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베타-아밀로이드가 ATP 합성효소의 기능과 O-

GlcNAcylation 에 미치는 영향 

(A)HeLa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3 μM)를 처리한 후 sWGA-

agarose 로 pull-dow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이 O-GlcNAcylation 

이 감소했음을 확인 **p < 0.01 

(B)HeLa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3 μM)를 처리했을 때 ATP 

생산량이 감소함을 확인 ***p < 0.001 

(C)HeLa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3 μM)를 처리했을 때 ATPase 의 

활성이 줄어든 것을 확인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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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TP5A 의 O-GlcNAcylation site 규명 

(A)ATP5A 의 O-GlcNAcylation 후보 site 

(B)Site-directed mutagenesis 를 통한 ATP5A mutant 들을 생산함. 

Mutant 들을 과발현 시킨 후 sWGA-agarose 로 pull-down assay 를 

수행하여 ATP5A 가 T432 에서 O-GlcNAcylation 됨을 확인 *p < 0.05 

(C)ATP5A-T432 에서의 O-GlcNAcylation 을 LC-MS/MS 로 확인 

(D)HeLa 세포주에 ATP5A-T432 를 과발현 시켰을 때 ATP 생산량이 

감소한 것 확인 **p < 0.01 

(E)HeLa 세포주에 ATP5A-T432 를 과발현 시켰을 때 ATPase 의 

활성이 감소한 것 확인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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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ATP5A 와 mOGT 의 결합 저해 

(A)HeLa 세포주에 ATP5A-T432 와 mOGT-Flag 을 과발현 시킨 후 

Flag 항체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을 때 ATP5A 와 mOGT 의 결합이 

저해된 것 확인 **p < 0.01 

(B)HeLa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3 μM)를 처리한 후 Flag 항체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을 때 ATP5A 와 mOGT 의 결합이 저해된 것 확인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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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베타-아밀로이드와 ATP 합성효소의 결합 

(A,B)ATP5A(붉은색)의 T432(검은 실선상자, B)부위에 O-

GlcNAcylation 이 일어난 3D 모델. ATP5B 는 녹색으로 표시 

(C)분자 결합 시뮬레이션(molecular docking simulation)을 통해 베타-

아밀로이드(주황색)가 ATP 합성효소의 pocket 부위에 결합하는 것 확인 

(D)ATP5A 와 ATP5B 의 deletion munant(ATP5A/B DM)을 각각 

과발현 시켰을 때 베타-아밀로이드가 ATP 합성효소에 결합하지 않는 것 

확인 

(E) 베타-아밀로이드와 ATP 합성효소 결합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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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Thiamet G 에 의한 ATP5A O-GlcNAcylation 의 회복 

(A)HeLa, CHO 세포주와 대뇌피질 신경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 (3 

μM)를 처리하였을 때 감소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Thiamet 

G 에 의해 회복된 것을 확인 *p < 0.05, **p < 0.01; #p < 0.05, ##p < 

0.01 

(B)HeLa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후(3 μM) 감소한 ATP 

생산량이 Thiamet G 에 의해 회복된 것을 확인 ***p < 0.001; ##p < 

0.01 

(C)HeLa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후(3 μM) 감소한 

ATPase 의 활성이 Thiamet G 에 의해 회복된 것을 확인 **p < 0.01, 

***p < 0.001; #p < 0.05 

(D)5XFAD 쥐에 Thiamet G(50 mg/kg)을 주입하였을 때, 감소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회복된 것을 확인 *p < 0.05;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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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알츠하이머병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저해되는 

기전 모식도 

 

 

 

 

 

69 

 



 

 

 

 

 

 

 

 

 

 

 

 

그림 16.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의 합성 

(A)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TPP 와 lipid PEG 이 부착된 

것을 확인 

(B)세리아 나노입자와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물에서 

균일하게 퍼지는 것을 확인 

(C,D)세리아 나노입자와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의 표면 

지름(C) 과 zeta potential(D)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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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의 세포 내 분포와 활성 산소 

제거 

(A)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SH-SY5Y 세포주에 농도별로 처리한 후 MTT assay 를 수행. ****p < 

0.05 

(B)(C) 의 이미지를 정량하여 correlation coefficient 수치를 얻음. ****p 

< 0.05 

(C)형광 표지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녹색)가 

미토콘드리아(붉은색)와 co-localization 되어 있는 것을 확인 

(C)MitoSOX assay 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한 활성 산소 발생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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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동물 모델에 주입 

(A)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4 개월령의 정상 쥐와 5XFAD 

쥐의 subiculum 에 stereotaxic injection 방법으로 주입하고 2 개월 후 

실험을 수행함 

(B)주입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subiculum 에 균일하게 

분포한 것을 확인 

(C)Subiculum 부위의 세륨 이온을 ICP-MS 로 검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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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신경세포 사멸의 

회복 

(A)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FITC, 녹색)에 의해 5XFAD 

쥐에서 보이는 신경세포(NeuN, 붉은색) 사멸이 회복된 것 확인 ****p < 

0.0001; ##p < 0.01 

(B)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FITC, 녹색)가 5XFAD 쥐에서 

나타나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4G8, 붉은색)의 분포에 영향을 주지 

않는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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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신경교증의 회복 

(A)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FITC, 붉은색)에 의해 5XFAD 

쥐에서 보이는 신경교증(GFAP, 붉은색; Iba-1, 녹색)이 회복된 것 확인 

**p < 0.01; ##p < 0.01. Scale bar: 30 μm 

(B)U373 세포주에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생성된 활성 산소가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해 회복된 것을 형광 현미경과 

flow cytometry 로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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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과 lipid peroxidation 의 회복 

(A)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5XFAD 쥐에서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이 회복된 것 확인. Scale bar: 500 nm 

(B)미토콘드리아의 내부에 나노입자가 위치해 있는 것 확인. Scale bar: 

250 nm  

(C)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5XFAD 쥐에서 증가된 

lipid peroxidation 이 회복된 것을 웨스턴 블랏으로 확인 **p < 0.01; #p 

<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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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의 특징 

(A)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의 모양을 현미경으로 관찰 

(B)Alkaline phosphatase(AP) 염색을 통하여 역분화 줄기세포의 특성이 

발현되어 있음을 확인 

(C-E)면역염색으로 쥐의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발현하는 인자인 (C) 

Nanog 와 (D) Oct3/4 가 발현되어 있으며 human 역분화 줄기세포에서 

발현되는 (E) Tra1-81 은 발현하지 않는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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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이식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의 분화 

(A)4 개월된 5XFAD 쥐의 subiculum 에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식한 후 2 

개월 후에 실험을 진행 

(B)이식된 단백질 유래 줄기세포가 분화한 세포종류를 정량 

(C)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신경세포(NeuN)로 분화하지 않은 것 

확인. Scale bar: 10 μm 

(D)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소교세포(Iba-1)로 일부 분화한 것 

확인 

(E)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성상세포(GFAP)로 일부 분화한 것 

확인 

(F)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희소돌기아세포(Olig2)로 일부 분화한 

것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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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완화 

(A)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식한 5XFAD 쥐에서 베타-

아밀로이드 플라크(4G8)가 유의하게 줄어든 것을 확인. Scale bar: 20 

μm 

(B)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식한 5XFAD 쥐에서 신경세포 

(NeuN)의 사멸이 회복되지 않는 것 확인. Scale bar: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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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이식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효과로 동정된 

단백질과 생물학적 기전들 

(A)각 그룹의 subiculum 에서 찾아낸 프로테옴과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DEPs)로 395 개의 단백질들을 확인 

(B)DEPs 로 확인된 gene ontology biological process(GOBP) 

(C)각 세포종류별로 증가된 DEP 와 감소된 DEP 의 정도를 확인(AS: 

성상세포; OD: 희소돌기아세포; N: 신경세포) 

(D)전사 조절 능력이 있다고 알려진 20 개의 DEP 를 분류하였을 때, 

희소돌기아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는 Trf 와 Wwp1 이 포함된 것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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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인지능력의 회복 

(A)Y-maze 를 수행하였을 때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식한 

5XFAD 쥐의 spontaneous alteration 정도가 현저히 회복된 것 확인. **p 

< 0.01; #p < 0.05, ##p < 0.01 

(B)Contextual fear conditioning 을 수행하였을 때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식한 5XFAD 쥐의 freezing behavior 가 현저히 회복된 것 

확인.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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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츠하이머병은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뇌에서 선택적으로 

신경세포의 사멸이 일어나는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알츠하이머병의 

정확한 기전과 치료법이 아직 밝혀지지 않은 가운데 최근 이 병의 

주요 원인물질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가 미토콘드리아의 활성과 

기능에 영향을 주고 그 결과 질환이 악화된다는 보고가 있다(70-

72).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항상성뿐만 아니라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신경퇴행성질환에도 관여하는 필수적 세포 내 소기관이다. 

베타-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발생 원인이며, 병이 

진행됨에 따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저하를 초래한다. 하지만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의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다(73, 74).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베타-아밀로이드와 타우 단백질이 모두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가져온다는 보고가 있지만, 특히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에 대해서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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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ATP5A 의 O-

GlcNAcylation 감소로 초래되는 기능 저해 연구 

세포내의 주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는 ATP 가 정상적으로 

합성되지 못하면 대부분의 세포내 활동이 저해된다. 이전 보고들에 

의하면 생체 내 에너지 대사의 지속적인 감소가 신경계의 노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고, 특히 ATP 생산량과 ATP 합성효소 활성이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감소되어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었다 

(38, 75). 하지만 관련 기전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혀진 바가 없다. 

 ATP 합성효소의 기능 저해를 초래하는 기전에 큰 역할을 할 

것이라고 예상되는 요인 중에 번역 후 수식화(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가 있다. ATP 합성효소의 여러 구성요소들에 

nitration, S-nitrosylation, tryptophan oxidation, acetylation, 

phosphorylation 등 다양한 번역 후 수식화가 일어나는 것이 

보고되었다(76-78). O-GlcNAcylation 은 또 다른 번역 후 

수식화로서 ATP 합성효소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가정은 O-GlcNAcylation을 조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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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중에 미토콘드리아 내에 존재하는 mOGT가 있음에 기인하고 

있다(79). 또한 최근 연구들에서 mass-spectrometry를 이용하여 

ATP 합성효소의 구성요소들이 O-GlcNAcylation 될 수 있음을 

밝혔다(80, 81). 하지만 이 연구들에서는 O-GlcNAcylation 

여부를 생화학적 실험으로 검증하거나, O-GlcNAcylation에 의해 

ATP 합성효소의 기능이 어떻게 조절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ATP5A 의 Thr432 부위에서 O-

GlcNAcylation이 일어나고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와 사람의 

대뇌피질에서 정상쥐에 비하여 ATP5A 의 O-GlcNAcylation이 

낮아져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8). 이러한 사실에 기반하여 OGT 

저해제와 siOGT를 이용하여 O-GlcNAcylation을 인위적으로 

조절하였을 때 ATP 생산량과 ATPase 의 활성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베타-아밀로이드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들아가는 

경로는 명확하게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미토콘드리아 외막과 내막의 

TOM/TIM complex 를 통해 들어가서 cristae 부분에 축적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17). 베타-아밀로이드를 세포주에 처리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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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내부의 ATP 합성효소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 지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고, 베타-아밀로이드가 ATP 합성효소에 직접 

결합하며 이 부위는 O-GlcNAcylation 이 일어나는 Thr432 와 

매우 밀접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3).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가 ATP5A 에 결합함으로써 mOGT 가 ATP5A 로 

접근하는 것을 방해하여 O-GlcNAcylation이 잘 일어나지 못하게 

되고 이로 인해 ATP 생산량과 ATPase 의 활성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다(그림 12). mOGT 의 존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단백질이 O-GlcNAcylation 된다는 보고는 

거의 없었고,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막 단백질인 

ATP5A 가 O-GlcNAcylation 에 의해 기능이 조절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한편, 특정 단백질이 O-GlcNAcylation 에 의하여 조절되기 

위해서는 OGT 나 OGA 와 같이 가수분해를 담당하는 효소들이 

작용해야 한다(82, 83). 본 연구에서 베타-아밀로이드 처리에 의해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감소하며, 이는 OGA 저해제인 

Thiamet G 를 처리함으로써 유의하게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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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FAD 에 Thiamet G 를 정맥 내 주사했을 때도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그림 14). 이러한 연구결과는 ATP5A 의 O-

GlcNAcylation 이 특정 자극에 의하여 저해되었을 때 OGA 의 

활성을 조절함으로써 완화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하거나 ATP5A-GFP-T432 mutant 를 

과발현시켰을 때 mOGT 가 ATP5A 로 접근하는 것이 저해되었고, 

이러한 결과는 mOGT 가 ATP 에 결합하는 것이 ATP5A 의 O-

GlcNAcylation 에 중요한 기전이라는 것을 의미한다(그림 12). 

이러한 기전은 또다른 미토콘드리아 내 단백질들이 O-

GlcNAcylation 되는 과정에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앞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연구하는 것에도 중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Vocadlo 그룹이 알츠하이머병과 O-GlcNAc 

수식화의 연결고리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84). 이러한 보고에 

기반하여 본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내 단백질의 O-

GlcNAcylation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에 중요한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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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회복기전 연구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하여 미토콘드리아에서 활성 산소가 

과도하게 생성되고, 생성된 활성 산소에 의하여 다시 

미토콘드리아와 다른 세포내 기관들이 망가진다는 보고가 있었다 

(85-87). 또한 기존에 세리아 나노입자를 이용하여 뇌에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제거함으로써 뇌졸중 쥐의 infarc volume 을 회복시킨 

연구 결과가 있었기 때문에 이를 알츠하이머병 치료에 접목하고자 

하였다(88). 본 연구에서는 최초로 세리아 나노입자에 

미토콘드리아 표적 물질을 부착하여 미토콘드리아에만 특이적으로 

작용하게 하였고 이를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 주입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병변과 미토콘드리아의 손상을 효과적으로 

회복시킬 수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합성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는 미토콘드리아에 효과적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양극의 제타전위(zeta potential)을 띠고 있으며, 체내에 흡수되었을 

때 안정성을 높이기 위하여 표면에 PEGylation 이 되어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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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또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세포에 처리했을 

때 실제 미토콘드리아에 위치하는 것을 형광현미경으로 

확인하였으며 세포에서 발생하는 활성 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그림 17). 동물모델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5XFAD 쥐의 subiculum 에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stereotaxic surgery 로 

주입하였고,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나노입자가 미토콘드리아 안에 

위치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알츠하이머병 뇌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현상 중 하나가 

신경세포의 사멸이고, 이는 기억력 저해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89, 90). 본 실험에서 5XFAD 쥐에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후 2 개월 후에 신경세포의 수를 

관찰하였고, 기존 5XFAD 쥐에서 나타나는 신경세포의 사멸이 

유의하게 회복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신경세포 사멸의 

회복에도 불구하고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쥐에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분포는 차이가 없었다(그림 19).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베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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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밀로이드의 생성 혹은 제거와는 관계없는 또 다른 기전으로 

알츠하이머병 병변에 관여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기존의 보고들에 의하면 알츠하이머병에서 일어나는 신경세포의 

사멸에는 신경교증(gliosis)으로 대표되는 신경염증반응 

(neuroinflammation)이 주요하게 관련되어 있다(91-94). 또한 

비스테로이드성 항염증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 

NSAID)가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과정에 관계없이 신경세포를 

보호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95). 실제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주입한 쥐에서 신경교증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동시에 손상된 미토콘드리아의 모양과 산화 스테레스에 의한 

막지질의 lipid peroxidation 도 회복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미토콘드리아에 특이적으로 작용하는 세리아 

나노입자가 알츠하이머병의 새로운 미토콘드리아 치료제로 이용될 

수 있음을 동물모델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Part 3.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에 의한 알츠하이머병 

병변의 회복기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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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분화 줄기세포는 배아줄기세포와 같은 분화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식되었을 때 성체줄기세포보다 큰 치료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뿐 아니라 윤리적인 문제점도 지니지 않는다(96, 97). 특히 

단백질 유래 역분화줄기세포는 배양이 다소 어렵지만 바이러스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viral-based iPSc)에 비하여 종양발생률이 

낮아 더욱 안전하게 여겨지고 있다(98). 최근 파킨슨병 동물모델에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이식하여 병변이 줄어들고 

운동능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한 연구는 있었지만, 아직까지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에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치료제로서 이용한 보고는 전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동물모델인 5XFAD 쥐에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주입함으로써 병변이 감소하고 인지능력의 저하가 

회복되는 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 단백질 유래 역분화줄기세포를 5XFAD 쥐에 

이식했을 때 신경세포로는 전혀 분화하지 않고 교질세포, 그 

중에서도 희소돌기아세포로의 분화가 가장 많이 일어난 것을 

확인하였다. 기존 보고들에서도 줄기세포를 동물모델의 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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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식하였을 때 다양한 종류의 신경세포와 교질세포로 분화한 

연구결과를 보여주었다(54, 99). 줄기세포는 미세환경 

(microenvironment) 또는 niche 라 불리우는 주변 환경에 의해 그 

기능과 활성이 조절된다고 알려져있다. 이러한 niche 는 이식된 

기관이나 각 조직에 따라서도 달라지며 matrix rigidity, shear 

stress, oxygen tension, 온도와 같은 여러가지 물리적 인자들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는다(100-103). 따라서 뇌에 이식된 

줄기세포는 주변의 niche 에 의해서 다양한 종류의 세포로 

분화하여 각기 다른 역할을 할 수 있다. 본 실험에서는 이식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주로 희소돌기아세포로 분화하여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이고 기억력 저하를 회복시켰다. 

이러한 현상은 이식된 조직을 프로테옴 분석하였을 때 

희소돌기아세포 관련인자들이 주로 관찰되는 것으로 검증되었다. 

또한 추후 이러한 현상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단백질 유래 

역분화줄기세포에 트랜스페린 단백질(Trf)을 처리하였을 때 실제로 

희소돌기아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되는지를 알아볼 예정이다. 

  최근 뇌에서 신경세포뿐 아니라 교질세포들의 역할이 대두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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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실제 교질 전구세포(Glial progenitor cell) 를 이식함으로써 

뇌질환을 치료하려는 노력들이 있다(104, 105). 특히 

희소돌기아세포는 myelin 의 주요 구성요소 이기 때문에 

demylelination 이 일어나는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중요한 기능을 

한다(106, 107). 또한 최근 희소돌기아세포가 monocarboxylate 

transporter 1(MCT1)을 이용하여 lactate 를 분비함으로써 

신경계의 기능을 보조할 수 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역할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108, 109). 알츠하이머병에서도 

희소돌기아세포의 수가 줄어들어 있고, demyelination 이 일어나는 

것이 보고되고 있기 때문에 이식된 단백질 유래 줄기세포가 

희소돌기아세포로 분화가 되어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켰을 

것이라고 예상한다(110-112). 또한 단백질 유래 줄기세포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자식작용으로 분해한다고 알려진 

소교세포로도 분화했기 때문에 희소돌기아세포와 함께 남아있는 

신경세포의 기능을 좀 더 활성화 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113). 

 이식된 단백질 유래 줄기세포가 어떻게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를 

줄이고 기억력 저하를 회복시켰는지에 대한 정확한 기전이 뒷받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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될 필요가 있지만 본 실험으로 단백질 유래 줄기세포의 새로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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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     론 

 

  최근 많은 연구들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이 

알츠하이머병의 병인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주장을 

하고 있다. 실제로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동물모델의 미토콘드리아가 

손상되어 있고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저하가 신경세포 사멸과 

아폽토시스의 원인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MitoQ 나 SS31 과 

같은 미토콘드리아 특이적인 항산화제를 처리하였을 때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을 회복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신경세포의 사멸을 저해한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에 대한 기전은 아직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규명하고 나아가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을 회복시킬 수 있는 치료법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  

  파트 1 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한 ATP 합성효소의 

구성요소 중 하나인 ATP5A 가 O-GlcNAcylation 된다는 것을 

최초로 보고하였다. O-GlcNAcylation 은 번역 후 수식화(post 

96 

 



translational modificaion) 기작 중 하나로, 단백질들의 O-

GlcNAcylation 은 체내에서 대사와 면역작용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최근에 미토콘드리아 내 단백질들의 O-GlcNAcylation 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연구결과가 

있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서 ATP5A 의 

O-GlcNAcylation 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고, 이로 인해 ATP 

합성효소의 기능이 저해되어 ATP 의 생산량이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러한 현상은 베타-아밀로이드가 

ATP 합성효소에 직접 결합하여 mOGT 가 ATP5A 의 Thr432 에 

접근하는 것을 방해함으로써 일어난다는 것을 밝혔다.  

  파트 2 에서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를 개발하였고, 이를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 직접 주입함으로써 미토콘드리아에서 

발생하는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하고자 하였다. 5XFAD 에 

주입된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가 미토콘드리아 내에 

전달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망가진 미토콘드리아의 모양을 

회복시키고 과도하게 발생한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는 것을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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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또한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 주위에 과도하게 일어난 

신경교증(gliosis)을 회복시켜 신경염증반응을 줄임으로써 

신경세포의 사멸을 저해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파트 3 에서는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를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에 직접 주입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키고자 하였다. 

주입된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는 주로 교질세포, 그 중에서도 

희소돌기아세포로 분화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의해서 5XFAD 

쥐에서 나타나는 베타-아밀로이드 플라크의 분포가 줄어들었고, 

기억력 저하가 회복된 것을 관찰하였다. 

  이상의 실험들로 알츠하이머병에서 나타나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의 새로운 기전을 밝혀내었으며, 아직 많은 후속 

기전전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지만 미토콘드리아 표적 세리아 

나노입자와 단백질 유래 역분화 줄기세포가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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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Mitochondria are best known as the essential intracellular 

organelles that host the homeostasis required for cellular 

survival, and they also have relevance in diverse disease-

related conditions,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AD). 

Amyloid β (Aβ) peptide is the key molecule in AD 

pathogenesis, and has been highlighted in the implication of 

mitochondrial abnormality during the disease progress. 

However, the underlying mechanism of how Aβ affects 

mitochondrial function remains uncertain.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mitochondrial dysfunction mechanisms and 

therapeutic strategy to restore AD pathogenesis. 

 In part 1, relationship between O-GlcNAcylation on ATP 

synthase and their effect under AD pathological condition was 

examined. Mitochondrial ATP synthase is a multiprotein 

complex that synthesizes ATP from ADP and Pi. Here,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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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hat ATP synthase subunit α (ATP5A) was O-

GlcNAcylated at Thr432 and ATP5A O-GlcNAcylation was 

decreased in AD human patients and a mouse model, as well as 

Aβ-treated cells. Indeed, Aβ bound to ATP synthase directly 

and reduced the O-GlcNAcylation of ATP5A by inhibition of 

direct interaction between ATP5A and mitochondrial O-GlcNAc 

transferase, resulting in a decreased ATP production and 

ATPase activity. Furthermore, treatment of O-GlcNAcase 

inhibitor rescued the Aβ-induced impairment in ATP 

production and ATPase activ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β-mediated reduction in ATP synthase activity in AD 

pathology might result from the direct binding of Aβ to ATP 

synthase and inhibition of ATP5A Thr432 O-GlcNAcylation. In 

part 2-1, effects of mitochondrial-targeting ceria nanoparticle 

on AD pathogenesis were examined. Mitochondrial oxidative 

stress is one of the key features of AD pathogenesis. Abnormal 

reactive oxygen species (ROS) generation resulting fr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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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l dysfunction causes neuronal death. Ceria 

nanoparticles are a well-known strong and recyclable ROS 

scavenger by shuttling between Ce3+ to Ce4+. Consequently, 

selectively targeting ceria nanoparticles to mitochondria might 

be a promising therapeutic approach for neurodegenerative 

diseases. The designed synthesis of triphenylphosphonium 

(TPP) conjugated ceria nanoparticles that target mitochondria 

and subsequently reduced a neuronal loss in AD mouse model. 

Furthermore, TPP-ceria nanoparticles restored reactive gliosis 

and disrupted mitochondrial morphology.  

 In part 2-2, we examined whether protein-based induced 

pluripotenct stem cell (iPSc) transplantation into the subiculum 

of an AD mouse model could have potential for treating AD, and 

if so, how they render a beneficial effect on AD pathogenesis. 

We investigated that subiculum niche promoted the 

differentiation of iPSCs to glial cells including astrocyte, 

microglia and oligodendrocyte. Using a proteomic analysi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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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und that oligodendrocyte specific genes are significantly 

enriched in up-regulated DEPs. Furthermore, we report iPSC-

injection restores the cognitive impairment and decreases 

plaque deposition in 5XFA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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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Alzheimer’s disease, mitochondria, Amyloid β 

(Aβ), O-GlcNAcylation (O-linked β–N-acetylglucosamine), 

ATP synthase, ceria nanoparticle,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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