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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알츠하이머병
신경퇴행성

록

(Alzheimer’s

질환으로

disease:

AD)은

베타-아밀로이드

대표적인

(Amyloid-beta:

Aβ)와 타우 단백질의 침착 그리고 신경 세포의 소실이
특징이다.

하지만

아밀로이드와
불분명하다.

알츠하이머병의

알츠하이머병에
따라서

본

정확한

사이의

원인과

연관성은

연구에서는

베타-

아직까지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에 미칠 수 있는 새로운 경로를 살펴보고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조절하는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를 세
파트에 걸쳐서 수행하였다.
(1) 베타-아밀로이드의 수용체 단백질인 RAGE의 신호 전달
부위와 PRAK의 결합이 알츠하이머병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둘 사이의 결합은 세포 내 자식 작용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쳐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유발하는

신호

전달

과정에서 PRAK이 새로운 역할을 담당하는 것을 규명하였다.
(2) 베타-아밀로이드가 유전자 변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에서

체세포 돌연변이를 유발할 수 있는 transposon의 활동성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와
환자의

뇌에서

transposon의
i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3)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인 AY9944를 처리하였을 때
세포막을 구성하는 지질 뗏목의 분포에 변동이 일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 결과 아밀로이드 생성 과정에 관여하는
물질들 사이의 물리적 거리와 효소의 활성에 변화가 일어나서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해서

베타-아밀로이드가

알츠하이머병에 다양한 영향을 끼침으로써 병인 기전에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점에 대한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다.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베타-아밀로이드,

Transposon, AY9944, 지질 뗏목

학 번: 2009-21881

ii

RAGE,

PRAK,

약어목록

Aβ: Amyloid-beta
AD: Alzheimer’s disease
AICD: APP intracellular domain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AY9944: trans-1, 4-bis (2-dichlorobenzylamino-ethyl)
cyclohexane dihydrochloride
BACE: beta site APP-cleavage enzyme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N-RAGE: dominant negative RAGE
FACS: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GFP: green fluorescent protein
LC3: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 1 light chain 3
MAPK: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TORC1: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complex 1
NFκB: nuclear factor of kappa light polypeptide gene enhancer
iii

PLA: Proximity Ligation Assay
PRAK: p38-regulated/activated protein kinase
RAGE: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products
Rheb; Ras homologue enriched in brain
SPR: surface plasmon resonance
TEM: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ULK1; UNC-51-like kinase 1
Veh: vehicle
Y2H: yeast two-hybr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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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Alois

Alzheimer

론

박사에

의해

처음

정의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은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으로
노인성 치매의 60%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인구의 고령화에 따라
알츠하이머병 환자는 매년 증가 추세에 있는데 65세 이상 노인
치매 유병률은 2020년 10%를 돌파해, 2050년에는 15%에 이를
전망이다

(국회

예산정책처,

2014).

알츠하이머병의

주요

병리학적인 특징에는 베타-아밀로이드 (amyloid-beta peptide,
Aβ)의 과도한 생성으로 축적되는 노인반점 (senile plaque)과
타우 (tau) 단백질이 과인산화 되어 엉킴으로써 형성되는 신경섬유
덩어리 (Neurofibrillary tangle, NFT)가 있다 (그림 1)(2).
아밀로이드

가설에

따르면

베타-아밀로이드는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이 아스파르트산
단백질

분해요소들에

의해

순차적으로

절단되면서

생성된다.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은 두 가지 경로로 절단될 수 있는데 알파시크리테아제

(α-secretase)와

secretase)에

의해서

잘리는

감마-시크리테아제

비아밀로이드

생성경로

(γ(non-

amyloidogenic pathway)에 의해 secreted APP-α (sAPPα)와
p3 peptide가 생성되고 이것은 노인반점을 형성하지 않는다. 반면에
아밀로이드

전구단백질이

베타-시크리테아제
1

(β-secretase)에

의해서 먼저 잘리게 되면 secreted APP-β (sAPPβ)과 APP Cterminal fragments (APP-CTF, C99)이 생성되고, C99는 다시
감마-시크리테아제에
만들어진다.

이

의해

과정을

잘려서

아밀로이드

베타-아밀로이드와
생성경로

AICD가

(amyloidogenic

pathway)라 하며 생성된 베타-아밀로이드는 노인반점 형태로 뇌
조직에 침착 된다. (그림 2) (3-5).
베타-아밀로이드의 비정상적인 축적은 세포의 산화성 손상, 면역
반응, 신경 세포의 사멸 등을 야기해서 지적 기능의 저하와 우울증,
판단력 장애, 행동 이상 등을 유발한다 (6-8).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는 알츠하이머병을 일으키는 초기 원인 물질 이라고
생각되어

왔다.

아밀로이드의

하지만

역할에

알츠하이머병의

대한

정확한

발생

메커니즘에

기전과

베타-

대해서는

아직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9). 본
연구에서는
새로운

베타-아밀로이드가

기전을

밝히고

알츠하이머병에

나아가

생성

영향을

과정을

미치는
조절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병변을 회복시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Part 1. 알츠하이머병에서 RAGE와 PRAK의 결합에 의한
세포자식과정 조절 연구

2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RAGE)는
면역글로불린상과 (immunoglobulin superfamily)에 속하는 멀티
리간드 수용체 단백질 (multi-ligand receptor)이다 (10, 11).
베타-아밀로이드(12)를

포함하여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10), high mobility group box 1 (HMGB1)(13),
S100/calgranulins (14, 15), Mac-1 (16), phosphatidylserine
(17)과 같은 다양한 리간드와 결합한다. RAGE와 리간드 사이의
결합은 ERK1/2, p38, JNK, PI3K, Src kinase, JAK/STAT,
TGFβ/Smad 그리고 Rho GTPase 신호 경로와 같은 세포 내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18). 그 결과 활성 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의 생성(19), 세포의 항상성과 면역 반응에 영향을
미쳐서

암,

당뇨

그리고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다양한

질병과

연관되어 있다(그림 3) (20).
여러

가지

선행

연구에서

RAGE

C말단(cytoplasmic-

terminus)의 42개의 아미노산 잔기가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다. C말단이 결실된 RAGE는 신호를 전달하지
못한다 (21). 하지만 C말단에는 인산화 효소 영역이 존재하지 않아
신호 전달을 유발하는 과정의 이해에 대한 한계점이 존재한다. 최근
mDia-1이

RAGE의

세포질

영역

(cytoplasmic

domain)에

결합하여 Rho GTPases 신호 경로 (특히 Rac-1와 Cdc42)를
활성화 시켜서 세포의 이동을 조절한다는 연구가 발표되었지만
3

(22) RAGE에 의해 유도되는 또 다른 신호들에 대한 조절 기작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p38-regulated/activated

protein

kinase

(PRAK,

MAPK

activated protein kinase-5(MK5))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의 한 종류로써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았을 때
인산화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이다 (23).
PRAK은

세포

cytokines)에

스트레스와
의해서

(HSP27)(23),

염증성

활성화되며

cytosolic

사이토카인(inflammatory

Heat

phospholipase

shock
A2

protein

27

(cPLA2)(24),

tyrosine hydroxylase(25), FOXO3a(26), FAK(27), septin8
(28), p53(29)을 조절한다. 그 결과 세포 주기, 신생혈관 생성,
신경가소성과 같은 세포 신호 현상들에 역할을 한다 (30). 또한
PRAK이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complex

1

(mTORC1)의 구성 요소인 Ras homologue enriched in brain
(Rheb)의 인산화를 조절해서 세포 성장에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31).
본 연구에서는 yeast two-hybrid (Y2H) screening, 면역침강법,
표면 플라즈몬 공명 (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기술
등의 다양한 실험 방법을 통해 PRAK이 RAGE C말단의 새로운
결합

단백질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PRAK과 RAGE 사이의 결합이 증가하고 PRAK이 활성화 됨을 알
4

수 있었다. 그 결과 mTORC1 신호 경로가 조절되어 자가포식소체
(autophagosome)의
알츠하이머병에서

형성을

증가시킴을

세포자식과정

(autophagy)

확인함으로써
활성화에

대한

새로운 조절 기전을 규명하였다.

Part 2. 알츠하이머병에서 유전자 전이 인자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전이 인자 (Transposable elements, Transposone)는 이동성
유전 인자 (mobile genetic elements)에 속하는 DNA의 한
종류이다

(32).

1940년대에

Barbara

McClintock에

의해

옥수수에서 처음으로 발견되었고 최근에는 초파리에서 인간까지
거의 모든 유전체에서 발견되고 있다 (33, 34). 전이 인자는 주변
유전체에 끼어들어가 직접적 혹은 간접적으로 삽입, 상실, 전좌
등의 유전자 재조합을 유발하여 다양한 변이를 유도할 수 있다. 그
결과

자연돌연변이

(genetic

(spontaneous

rearrangements),

수평적

mutation),
유전자

유전자

이동

재배열

(horizontal

transfer of genetic material)에 기여하여 돌연변이를 발생시키거나
특정 유전자 발현을 변화시킬 수 있다 (35, 36).
이동 방법에 따라 복사하여 붙이기 방법 (copy and paste)을
사용하는 retrotransposon과 잘라 붙이기 방법 (cut and paste)을
5

사용하는

DNA

transposon으로

나누어

진다.

특히

retrotransposon은 전체 인간 유전체 DNA의 약 40%를 차지하고
있고

다시

LTR

(Long

retrotransposon으로
Interspersed

Terminal

구분된다.

Elements)과

Repeats)과

non-LTR에는
SINE

(Short

non-LTR

LINE

(Long

Interspersed

Elements)이 속한다. 그 중 LINE은 인간 유전체의 15~20%을
차지하고 있어서 전이 인자 중 가장 높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다
(36). LINEs는

5’-UTR (RNA 중합효소 II), 두 개의 open

reading frames (ORF1 and ORF2) 그리고 3’-UTR로 이루어져
있는 6kb의 긴 DNA 배열이다 (그림 5)(37). LINEs은 역전사효소
(reverse

transcriptase)와

엔도뉴클리아제

(endonuclease)와

같은 자율 인자 (autonomous element)를 내부에 코드하고 있어서
스스로 유전체의 이동을 유발할 수 있는 유일한 전이 인자이다.
SINE도 LINE의 기능에 의존할 때만 이동할 수 있다 (38, 39).
게다가

최근

생식

세포뿐만

아니라

체세포에서도

LINE-1의

발현이 보고되었고 흥미롭게도 다른 장기보다 뇌에서의 발현이
월등하게 높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40, 41).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LINE-1이 초기 발생 후 인간 유전체, 특히
신경계에 미치는 영향과 그 역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림 5) (42-44).
대부분의 전이 인자들은 진화 과정에서 프로모터와 같은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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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 혹은 인트론의 결여와 같은 변이가 축적되어 유사 유전자
(pseudogene) 형태로 존재한다. 실제로 520,000개의 copy 중
3,000-5,000개만이

온전한

배열을

가지고

있고

그중에서도

100여개 정도만이 전이성을 가지고 있다 (45). 전이 인자의 위험성
때문에 (mutagen) 유전체는 DNA의 메틸화, 조기 아데닐중합반응
(polyadenylation), RNA interference 그리고 APOBEC3 family과
같은

다양한

억제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46).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이가 일어나게 되면 혈우병, X연관 악성 면역결핍증
(SCID), 피린증 (porphyria), 직장암, 근이영양증 등의 심각한
인간 유전적 질병의 원인이 된다 (47).

또한 노화, 스트레스 등의

외부적 요인들에 의해서 전이인자의 억제 기작이 저해될 수 있고
그 결과 전이 인자들이 활성화 되어서 스스로 주변 유전체에
끼어들어가서

질병을

근위축성측삭경화증

유발할

수

(amyotrophic

있다.

실제로

lateral

알코올

sclerosis,

중독,
ALS),

전측두엽 퇴화 (Frontotemporal lobar degeneration, FTLD), 레트
증후군,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증 (ataxia telangiectasia; Louis–
Bar

syndrome),

Creutzfeldt-Jakob

disease

(sCJD),

schizophrenia과 같은 다양한 신경성 질병의 발병에 전이 인자들이
역할을 하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림 6) (48-51).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의 원인 물질인 베타-아밀로이드가
LINE-1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7

하였고

실제로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LINE-1의 활동성이 증가하고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알츠하이머병 병인 기전이 어떻게 LINE-1의

활동성을 증가시키는지에 대한 단서를 찾고자 하였다.

Part 3.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를 통한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성과 베타-아밀로이드 의 합성 조절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과 침착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양한 유전
학적 돌연변이와 비유전학적 요소들이 연구되어 왔는데 그 중 콜레
스테롤은 두 가지 요소들에 동시에 영향을 끼칠 수 있다 (52, 53).
콜레스테롤의

이동에

영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는

유전자인

apolipoprotein E (APOE)의 ε4 allele는 최초로 밝혀진 후발성 알
츠하이머병(late-onset AD)의 유전학적 위험 요소이다 (54, 55).
비유전학적 측면에서 콜레스테롤은 지질 뗏목 (lipid raft)에서 APP
가 베타-아밀로이드로 생성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56). 지질
뗏목은 스핑고지질(sphingolipids), 인지질(phospholipids) 그리고
여러 가지 단백질들로 구성되어있고, 콜레스테롤은 이러한 구성 요
소들이 세포막의 한곳에 모여 뗏목 구조를 형성할 수 있도록 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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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구조는 세포의 신호 전달과 세포막 이
동, 단백질 프로세싱과 같은 다양한 세포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
록 해준다 (57, 58). 여러 가지 선행 연구들에서 APP와 함께 베타
-시크리테아제와 감마-시크리테아제가 주로 지질 뗏목 영역에 존
재한다고

밝혔다

(substrate)을

(59-61).

두고

반면에

APP라는

베타-시크리테아제와

공통의

경쟁하면서

기질
non-

amyloidogenic 단백질을 생성하는 알파-시크리테아제는 지질뗏목
이외의 구역에 존재한다 (62).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는 주로 지
질뗏목에서 만들어지고 이곳의 특성에 따라 아밀로이드 생성도 영
향을 받을 것이다 (그림 7) (63). 실제로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켰을
때 지질 뗏목에서의 APP와 베타-시크리테아제의 군집화가 증가하
고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을 때에는 베타-시크리테아제에 의한 단
백질 가수 분해가 감소되어서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이 감소한다
(64, 65). 또한 콜레스테롤이 APP 대사과정의 부산물인 APPCTF와 직접 결합하여 감마-시크리테아제가 기질을 인식하고 분해
하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6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을 종합해보

면 콜레스테롤은 APP를 아밀로이드 생성 과정 쪽으로 유도하는 요
9

소이고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베타-아밀로이드 축적을 촉진시킬 것
으로 예상할 수 있다.
앞선 결과들을 바탕으로 많은 연구자들은 statin 같은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가 알츠하이머병의 증상을 완화시켜 줄 수 있는 가능성
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였고 실제로 많은 실험들이 이루어졌다
(67-70). 하지면 임상 실험과 전향적 코호트 연구(cohort study)
에서 서로 상반되는 결과들이 제시되고 있어서 그것의 효과에 대해
서는 아직 논란이 되고 있다 (71, 72). 게다가 statin은 콜레스테롤
합성과정 중 첫번째 단계인 HMG-CoA 환원 효소를 표적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 부산물들의 합성을 모두 차단해서 예상할 수 없었던
그리고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73). 본 연구
에서는

또

다른

합성

저해제인

AY9944(trans-1,4-bis(2-

dichlorobenzylamino-ethyl)cyclohexane dihydrochloride)를 이
용하여 콜레스테롤이 APP 대사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AY9944는 Δ7-dehydrocholesterol (7-DHC) 환원 효소를 억제
하여 성숙한 콜레스테롤의 합성과 에스테르화(esterification)로 인
한 활성화를 저해한다 (74, 75). AY9944가 작용하는 7-DHC 환
10

원 효소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에 작용하기 때문에
statin과는 달리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로 유발될 수 있는 부작용들
을 최소화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림 8).

이번 연구에서는 세포에

AY9944를 처리하였을 때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과 감마-시크리
테아제의 활동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고 어떠한 기작으로
는지 규명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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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하

(Nixon et al. J. Neuropathol. Exp. Neurol. (2005))

(Spires-Jones et al. Neuron. (2014))
그림 1. 알츠하이머병의 병리학적인 특징
; 노인반점과(

, arrowheads) 신경섬유 덩어리(

12

,arrows )

그림 2. APP 대사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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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RAGE 에 의해 매개되는 신호전달 경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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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ushal et al. Kidney International. (2012))

그림 4. 세포 자식 과정의 개략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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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er et al. Trends in Neurosciences. (2010))

그림 5. 역전사인자의 종류와 LINE-1 의 역전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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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nger et al. Trends in Neurosciences. (2010))

그림 6. LINE-1 이 유전체에 미치는 영향과 억제 기전
17

그림 7. Lipid raft 에 의한 APP 대사과정의 조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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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from Sánchez-Wandelmer et al. BBA.(2009))

그림 8. 콜레스테롤의 합성 과정과 억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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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과 환자 샘플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Tg6799 (5XFAD) 쥐를 사용하였다.
Tg6799 는 다섯 가지 알츠하이머병의 돌연변이 (3 개의 휴먼
APP695

돌연변이:

V717I(London)와 2

670N/M671L(Swedish),
개의

휴먼 Presenilin

I716V(Florida),
(PS1)

돌연변이:

M146L, L286V)를 가지고 있고 신경세포에만 발현하는 Thy-1
프로모터에

의해서

과발현이

조절

되도록

되어있다.

실험

동물은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 catalog number
006554)에서 구입하였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샘플과 관련된
실험은 Mayo Clinic College of Medicine 의 김정수 교수님과 함께
진행하였고 정보는 표 2. 에 표시되어 있다. 동물의 유지는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IH, 1985),
그리고 서울대학교의 실험동물 관리 및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모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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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절차는 2000 년도 발행된 1964 년 헬싱키 선언의 윤리기준에
따라 수행되었다.

2. 세포주 및 세포배양
SH-SY5Y; 인간 신경모세포종 세포주, Chinese hamster ovary
(CHO); 햄스터 난소 세포주, HT22; 쥐 해마 세포주, HeLa; 인간
자궁경부암

세포주,

7w-PSML:

CHO

세포주에

APP

와

Presenilin-1 (M146L)을 과발현 시킨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이
세포주들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에 10% 소태아혈청
(FBS; HyClone Laboratories), 100 U/mL penicillin 과 0.1
mg/mL stereptomycin (Sigma-Aldrich, St Louis, MO)을 넣은
배양액을 사용하여 37°C, 5% CO2 의 조건으로 유지하였다.

3. 시약 및 항체(Reagents and Antibodies)
Staurosporine (STS), etoposide (Eto)와 Bafilomycin A1
(Baf)는

Sigma-Aldrich

(St.
21

Louis,

MO)에서

구입하였다.

AY9944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1차 항체는 다음과 같다. anti-PRAK,
anti-Rheb (Santa Cruz Biotechnology), anti-RAGE (Millipore,
R&D), anti-GFP, anti-p-p70s6k, anti-p70s6k, anti-LC3B,
anti-p-mTOR, anti-mTOR, anti-p-ULK1, anti-ULK1, antip-IkB anti-IkB anti-p-p38, anti- p38, anti-calnexin (Cell
Signaling, Beverly, MA), anti-β-actin, anti-tubulin (SigmaAldrich, St Louis, MO), anti-GAPDH (Abcam, Cambridge, MA)
anti-flotillin-1 (BD Biosciences, San Jose, CA and Santa Cruz),
anti-PS1 loop (Chemicon, Temecula, CA),, anti-nicastrin
(Abcam

and

BD

Biosciences),,

anti-APH-1aL

(Covance,

Berkeley, CA), anti-PEN-2 (Oncogene, San Diego, CA). Beta
amyloid 1-16 (6E10; SIGNET, Dedham, MA) monoclonal
항체는 full length APP를 관찰하는데 사용하였다.

The APP-

CTF는 APP 762–770 를 인식하는 AB5232 항체를 사용하였다
(Chemicon). Anti-p-PRAK (T182) 과 anti-p-Rheb (S130)
항체는 Xiamen University의 Jiahuai Han 실험실에서 제공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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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효모단백질잡종법 (Yeast two-hybrid screening)

효모단백질잡종법 은 Panbionet (www.panbionet.com)에서 수행
하였다. RAGE carboxyl terminal (C-terminal) region 을
binding domain 으로 human brain cDNA domain library 를
activation domain 으로 사용하였다. RAGE bait (135 nt)를
GAL4 DNA binding domain (GAL4DB)을 가지고 있는 pGBKT
vector 에, activation domain library 는 GAL4 activation domain
을 가지고 있는 pACT2 vector 에 각각 삽입하였다. 두 가지 혼성
플라스미드를 세가지 3 reporters (URA3, lacZ, and ADE2)를 가
지고 있는 yeast strain PBN204 에 트랜스폼 시킨 후 각각의 전
사 활성화 작용을 관찰하였다.

5. 플라스미드 DNA 및 형질주입(Transfection)
형질주입에

사용된

플라스미드

DNA는

RAGE,

DN-RAGE

(Neurogenex, Korea), PRAK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L1RPEGFP,

pL1RP

(addgene)

(JM111)-EGFP,

C99-CFP

and

pBS-L1PA1-CH-mneo

NCT-YFP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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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9-L720을

Pro720으로 치환한 substitution mutant은 QuickChange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Stratagene, La Jolla, CA)을 이용하여
제작하였다.
형질주입을

위해

발현하고자

하는

DNA를

Lipofectamine-

LTX와 Plus Reagent (Invitrogen) 혹은 Fugene HD reagent
(Fugent LLC)을 이용하여 제시된 프로토콜에 따라 opti-MEM
(Invitrogen,

Carlsbad,

CA)과

함께

세포주에

처리하였다.

Lipofectamine-LTX은 4 시간 이후에 10% FBS가 들어간 DMEM
배지로 배양액을 교체하였고, 24 시간 이상 배양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Fugene HD reagent을 사용한 세포주는 48시간 배양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6. siRNA 형질주입
PRAK의 siRNA와 control siRNA(Santa Cruz)를 RNAimax
reagent (Invitrogen)를 이용하여 제시된 프로토콜에 따라 optiMEM과 함께 세포주에 처리하였다. 4 시간 이후에 10% FBS가
들어간 DMEM 배지로 배양액을 교체하였고, 24 시간 이상 배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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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을 진행하였다.

7. 면역침강법 (Immunoprecipitation)
PRAK과

RAGE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다. CHO 세포주 혹은 PRAK-GFP과 RAGE을 과발현
시킨 CHO 세포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단백질분해효소 저해제
(Sigma-Aldrich)가 포함된 1% CHAPS로 세포 내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동량의 단백질을 GFP의 항체와 섞어준 후 4°C
로테이터에서 16~18 시간 가량 반응시켰다. Protein A/G agarose
beads

(Santa

Cruz

Biotechnology)를

반응이

끝난

샘플에

넣어주고, 추가로 1시간 가량 로테이터에서 더 반응 시킨 후 1%
CHAPS 를 이용해서 Protein A/G agarose beads를 세척하였다.
세척이 끝난 agarose beads 에 2×sample buffer를 넣고, 95°C
에서 10분간 끓여 agarose bead에 붙어있는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그

이후

상층액을

새로운

튜브로

옮겨

웨스턴

블롯

실험을

진행하였다.
정상쥐와 알츠하이머 마우스 Tg6799 모델의 뇌 샘플에서도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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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강 실험을 수행하였다 (3mo, n=4).

뇌 샘플을 RIPA buffer로

용해시킨 후 ImmunoCruz™(santa Cruz) 키트를 사용하여 제시된
프로토콜에

따라

수행하였다.

그

이후

웨스턴

블롯

실험을

진행하였다.

8.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단백질의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약처리가 끝난 세포를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세척 후,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와 탈인산화가수분해효소 저해제 (Sigma-Aldrich)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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리하여 세포를 용해하였다. 그 다음 BCA 정량법을 이용하여
동량의 단백질을 Tris-glycine SDS-PAGE gels 혹은 NuPAGE
Bis-Tris gel (Invitrogen)에서 전기영동 한 후, PDVF membrane
(Millipore)에 transfer 하였다. 그리고 5% skim milk로 1 시간
동안 실온에서 blocking 후 각각 표기한 항체들과 4 °C 에서
16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단백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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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한

항체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GE

Healthcare

Biosciences)를

이용하여 신호를 증폭시킨 후 Bio-imaging analyzer (LAS-3000;
Fuji, Japan)과 Multi-Gauge (Fuji)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9. Surface plasmon resonance spectroscopy (SPR)
PRAK protein으로 코팅한 CM5 센서칩에 RAGE C-terminal
region을 다양한 농도로 희석시킨 HBS-EP buffer를 흘려 보내 준
후 (flow rate of 30 µL/min for 180s) binding kinetics를
관찰하였다. response unit (RU) 은 Biacore (Biacore X-100
plus, Biacore, Inc.) 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10. Aβ1-42 준비
Aβ1-42 펩타이드를 (AP62-0-80; American Peptide, CA,
USA)

1,1,1,3,3,3-hexafluoro-2-propanol

(HFIP;

Sigma-

Aldrich)에 녹였다. 4일 후 SpeedVac concentrator (Savant
Instrument, Hyderabad, India)를 이용하여 HFIP를 증발시키고
동결

건조

상태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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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처리하기

전에

DMSO

(anhydrous dimethyl sulfoxide, Sigma)를 이용하여 1mM으로
녹인 후 세포에 처리하였다.

11. Sandwich ELISA
Aβ40과

Aβ42은

sandwich

ELISA

kit

immunoassay kit; IBL)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uman

Aβ

Extracellular

Aβ40 과 Aβ42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시약처리가 끝난 7wPSML 세포주의 배지를 이용하여 제공된 실험 프로토콜에 따라 실
험을 진행하였다.

12. in situ Proximity Ligation Assay
RAGE와 PRAK을 동시에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Aβ
2

µM을 처리 하였다. 그 후 제공된 실험 프로토콜에 따라 실험을
진행하였다 (Duolink; 92008, Olink Bioscience. Sweden).

13. 면역 염색 (Immunocytochemistry)
세포를 PBS로 세척한 후, 4% paraformaldehyde (상온, 1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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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MeOH (-20°C. 10분)를 사용하여 고정화 시켰다. 1% triton
X-100 용액을 사용하여 permeabilization 후, PBS에 2% 염소의
혈청과 2% 소태아혈청이 포함된 용액으로 1시간 동안 실온에서
blocking하였다.

그 후 1차 항체를 4°C에서 16~18시간 동안

반응시켰고, 1차 항체에 반응하는 Alexa Fluor ®488 or Alexa
Fluor®594 (1:500, Invitrogen)가 붙은 2차 항체로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Sigma Aldrich, St Louis, MO)로 핵을 염색한 후 건조하였다.
형광신호는 confocal microscopy (FV10vi, Olympus)과 super
resolution structured illumination microscopy (Nikon N-SIM,
Nikon Instruments Inc.)를 이용해서 이미지를 얻었다.

14.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
세포를 2% PFA in 0.1 M phosphate or cacodylate buffer (pH
7.2) 와 2.5% glutaraldehyde in 0.1 M phosphate buffer (pH
7.2) 로 4°C 에서 24시간 동안 고정시켰다. 그 후 epoxy resin
에 끼워 넣고 38°C 에서 12 시간, 60°C 에서 48 시간 중합시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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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Ultramicrotome (MT-XL, RMC Products)위에 얇게 자른 샘
플을 얻은 후 (65 nm) 4% lead citrate 과 saturated 4% uranyl
acetate로 염색하였다. 이것을 electron microscope (JEM-1400,
JEOL) at 80 kV, 20,000x magnification으로 관찰한 후 이미지
한장당

발견되는

자가포식소체의

숫자를

세어서

정량화하였다

(n=6).

15. L1 retrotransposition assay
addgene(www.addgene.org)에서 구입한 L1 retrotransposition
cassette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pL1RP-EGFP 플라스미드 DNA
를 세포주에 형질 주입 시키고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하였다. 48
시간이 지난 후 선발 마커 중 하나인 퓨로마이신 (puromycin;
Sigma)을 처리하여 pL1RP-EGFP이 과발현 된 세포들을 골라내면
서 GFP 신호의 발현을 형광 현미경으로 지속적으로 관찰 하였다.
동시에 기능을 하지 않는 돌연변이형 LINE-1을 발현하는 pL1RP
(JM111)-EGFP

플라스미드

DNA를

음성대조군(negative

control)로 사용하였다. 4일~7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신호 발현
30

이 확인 되면 GFP 신호를 나타내는 세포의 수를 집계하였다. 전체
세포의 수는 호크스트 염색 (Hoechst staining)을 한 후 cellomics
(Thermo Fisher Scientific)를 이용하여 집계하였다.
pBS-L1PA1-CH-mneo 플라스미드 DNA를 Hela 세포에 과발현
시킨 후 베타-아밀로이드를 48시간 동안 처리 하였다. 전이가
일어난 세포는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게 되고 G418 1mg/ml
(Sigma)을 포함한 배양액을 이용하여 2주간 선별하였다. 콜로니를
이룬 세포들을 4% PFA로 고정시킨 후 0.5% crystal violet(CV)
으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16. 형광활성 세포선별기(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 FACS)
pL1RP-EGFP 플라스미드 DNA를 세포주에 형질 주입 시킨 세포
중 GFP 신호를 발현하는 세포의 개수를 확인 하기 위해 형광활성
세포선별기를 사용하였다 (BD FACS Calibur). 세포주를 트립신을
이용하여 FACS buffer에 단 세포 형태로 떼어낸 후 20000개의
cell 중 GFP 신호를 나타내는 cell의 수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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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루시페라아제 리포터 유전자 어세이 (Luciferase
reporter gene assay)
루시페라아제 리포터 유전자 실험을 위해서 감마-시크리테아제
유전자와 Notch1 유전자에 루시페라아제가 붙은 construct (APP-

C99-GAL4,

△

Notch- E-GVP,

UAS-Luc)를

Lipofectamine

LTX를 이용해서 형질주입을 하였다. 24시간 후, AY9944를 처리한
세포주에서 Passive lysis buffer (PLB; Promega)를 이용해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세포의

루시페라아제

신호는

Dual-

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 (Promega, Madison, WI)과
luminometer (Infinite M200, Tecan)을 이용해서 측정하였다.

18.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 (Real-time PCR)
세포 혹은 조직의 RNA는 RNeasy Plus Mini Kit (Qiagen,
Valencia, CA)를 이용해서 추출 하였다. RevertAid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Fermentas, 25 Glen Burnie, MD)으로
cDNA를 합성하였다. 이를 주형으로 KAPA SYBR FAST qPCR
Master Mix과 target primer를 혼합하여 ABI StepOne 2.1
32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에서 중합효소 연쇄반응을
관찰하였다. GAPDH와 U6 유전자로 mRNA양을 정량화 하였다.

19. Filipin 염색
시약 처리가 끝난 세포를 4% PFA로 상온에서 15분간 고정하
였다. 그 다음 50 μg/mL filipin 용액 (sigma)을 넣고 37C
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다시 PBS로 씻어주고 고정하였다.
이렇게

염색된

신호들을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Olympus DPS) ImageJ 소프트웨어 (US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로 정량하였다 (76).

20. 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시약처리가 끝난 세포에 MTT을 배양액의 1/5 정도 첨가한
다. 세시간 동안 빛을 피해서 반응시킨 후 생성된 formazan
crystals을 DMSO로 녹여준다. 용액화 된 반응물의 수치를
OD 570 mm 에서 multiplate reader (PowerWave X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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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k, Winooski, V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1.

TdT-mediated

dUTP

nick-end

labeling

(TUNEL) assay
시약 처리가 끝난 세포를 4% PFA로 상온에서 15분간 고정하
였다.

그

다음

0.2%

Triton

X-100을

이용하여

permeabilized 시킨다. DeadEnd Colorimetric TUNEL assay
kit (Promega, Madison, WI) 을 이용하여 제조회사의 실험법
에 따라 실험 후 apoptotic 세포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하였
다 (Olympus DPS).

22. 형광공명에너지전달분광학법(FRET)
PDL 코팅을 한 35 mm glass-bottom dishes에 C99-CFP
과 NCT-YFP 을 과발현 시켰다. 배양액을 Leibovitz’s L15 medium (Invitrogen) 으로 바꾼 후 IX81 inverted
epifluorescence microscope (Olympus)을 사용하여 관찰하
였다. 시약 처리 후 CFP/YFP, DIC 이미지를 30초 마다 4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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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dual-image mode로 촬영하였다. 전체 이미지들은 CPF
와 YFP 이미지로 분리하여 stack file로 만든 후 Metamorph
(Metamorph Inc., Nashville, TN)과 AutoQuant (Media
Cybernetics,

Inc.,

Rockville,

MD)로

분석을

하였다.

excitation filter는 XF1071 (440AF21), diachronic mirror
는 XF2034 (455DRLP), emission filters는 CFP-XF3075
[480AF30] and YFP-XF3079 [535AF26](Omega Optical,
Brattleboro, VT)를 각각 사용하였다. 75-W xenon lamp
(Olympus) 를 형광 광원 소스로 halogen lamp (Olympus)
는 DIC image 를 찍는데 이용하였다.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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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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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1. 알츠하이머병에서 RAGE와 PRAK의 결합에
의한 세포자식 과정 조절 연구

1. RAGE와 PRAK의 결합 확인
RAGE와 결합 가능성이 있는 단백질 후보를 선별하기 위하여
인간 뇌에 존재하는 cDNA library와 RAGE의 C말단 영역 사이의
yeast two-hybrid (Y2H) screening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각각
다른 GAL4 promoter하에 존재하는 세가지 리포터 유전자 (lacZ,

ura3, ade2)에 모두 반응을 보이는 후보 단백질을 알아낼 수
있었다

(그림

9,

그림

10A,

표

1).

면역

침강법

(Immuniprecipitation, IP)을 이용하여 후보 단백질 중 PRAK이
세포 내에서도 RAGE와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림 10
B, 그림 11) 표면 플라즈몬 공명(Surface Plasmon Resonance:
SPR) 기술을 이용하여 둘 사이의 결합을 다시 한번 관찰하였다.
PRAK 단백질을 고정시킨 칩 표면에 RAGE 세포질 영역 단백질을
2.5 μM 부터 40 μM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농도가 증가할
수록 둘 사이의 response unit (RU)도 증가하였다. 이 때 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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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수

(Dissociation

constant;

KD=[A]·[B]/[AB]=kd/ka)는

0.5086 nM이다 (그림 10C). 이렇게 Y2H, 면역침강법, 표면
플라즈몬 공명 기술 등의 다양한 실험 기법들을 이용하여 확인한
결과 PRAK이 RAGE의 명확한 결합 단백질 임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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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효모단백질잡종법 (Yeast two hybrid screening) 결과

표 1. RAGE 와 결합하는 단백질 후보

38

그림 10. RAGE 와 PRAK 의 결합
(A) Y2H 결과 중 3 가지 promoter 에서 발현 확인
(B) PRAK 과 RAGE 를 과발현한 CHO 세포주에서 면역침전방법을
이용한 RAGE 와 PRAK 결합 확인
(C)

표면

플라즈몬

공명

기술을

분석(Kinetic Measur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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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한

단백질

상호작용

그림 11. CHO 세포주에서 면역침강법을 이용한 RAGE 와 PRAK
결합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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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PRAK과 RAGE의 결합 변화
베타-아밀로이드와 RAGE와 결합은 알츠하이머병의 병리 현상에
관련된 신호를 변화시킨다 (77, 78). 먼저 베타-아밀로이드가
PRAK과 RAGE의 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았다.
RAGE와 PRAK 사이의 거리가 40 nm 이하로 가까워졌을때 점
모양의 형광 신호가 발현되는 in situ proximity ligation assay를
수행한 결과 베타-아밀로이드 처리 후 둘 사이의 결합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2A).

또한 structure

illumination

microscopy (SIM)을 이용하여 세포 자체의 PRAK과 RAGE의
위치를

면역형광염색법으로

관찰하였을

때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에서 두 단백질이 동일한 위치에 존재하는 패턴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2B). In vivo에서의 결합을 확인하기
위해 Tg6799 쥐의 뇌조직에서 면역침강법을 수행하였다. 앞선
결과와

마찬가지로

in

vivo에서도

PRAK과

RAGE의

결합이

야생형의 쥐 (litter mate, LT)에 비해 Tg6799 쥐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그림 12C). 따라서

PRAK과 RAGE와

사이의 결합이 세포뿐만 아니라 생체 내에서도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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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베타-아밀로이드로 인한 RAGE와 PRAK의 결합 증가
(A) PRAK과 RAGE를 과발현한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를 6 시간 처리 후 in Situ Proximity L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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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ay 를 수행하여 신호 관찰
(B)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를 6 시간 처리
후 면역 염색을 이용한 위치 확인 Scale bars: 5 μm
(C) 알츠하이머병 쥐의 뇌조직에서 면역침강법을 이용하여 in vivo
결합을 확인. 이미지상의 농도계를 이용하여 PRAK의 양을 정량화.
(3 mo, n=4,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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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PRAK의 인산화와 RAGE의 역할
규명
PRAK은 세포 스트레스나 면역 사이토카인과 같은 외부 자극에
의해 인산화되어 활성을 가지는 단백질이므로 (23) 본 연구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PRAK이 인산화 되는지 확인해 보았다.
세포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후 PRAK의 Thr-142 자리의
인산화에 반응하는 항체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한 결과
인산화의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3A). PRAK의 활성화
과정에서 RAGE의 역할을 관찰하기 위해서 RAGE 의 신호 전달을
담당하는

세포질

영역이

제거된

RAGE

cytoplasmic

domain

deletion mutant (DN-RAGE)를 이용하였다. RAGE 발현 조건과는
달리 DN-RAGE가 과발현된 세포에서는 인산화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3B).

이

결과를

토대로

베타-아밀로이드로

유발되는 PRAK의 인산화가 RAGE의 세포질 영역을 통해서 이루어
진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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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AGE 를 통한 PRAK 의 활성화 증가
(A)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6 시간
처리한 후 PRAK 의 인산화 확인
(B) RAGE 혹은 DN-RAGE 를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6 시간 처리한 후 PRAK 의 인산화
확인. 이미지상의 농도계를 이용하여 단백질 양을 정량화. (**P<
0.01, ***P< 0.001)

45

4.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mTORC1 신호전달 경로에서

PRAK-RAGE의 역할 규명
세포자식 과정의 유도를 조절하는 mTORC1/p70S6K 신호전달
경로에 베타-아밀로이드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

Rheb는

mTORC1의 구성 요소이고 PRAK에 의해 활성화가 조절된다는
사실이 발표되었다 (31). 따라서 PRAK이 세포자식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가정하고 실험을 수행하여 보았다. 앞선
실험과 같은 방법으로 RAGE 혹은 DN-RAGE가 각각 과발현 된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RAGE 발현
세포주와는 달리 DN-RAGE가 과발현된 세포주 에서는 Rheb의
인산화가 증가하지 않음을 관찰하였다 (그림 14A). 또한 si-RNA
를 이용하여 PRAK의 발현을 감소시킨 조건에서 Rheb의 인산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그림 14C). Rheb의 인산화는 mTORC1/p70S6K
신호 전달 경로를 저해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관련 신호를
살펴보았다.

Rheb와

마찬가지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p70S6K의 인산화의 감소는 DN-RAGE에 완화되고 PRAK의 siRNA를 이용하여 다시 회복될 수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림 14C,
D). 따라서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Rheb와 p70S6K의 신호 전달
과정은 PRAK과 RAGE에 의해서 매개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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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베타-아밀로이드 처리 시 RAGE 와 PRAK 에 의한
mTORC1 관련 신호 전달 체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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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RAGE 혹은 DN-RAGE 를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6 시간 처리 후 Rheb 과
p70s6k 의 인산화 확인. 이미지상의 농도계를 이용하여 단백질
양을 정량화. (**p < 0.01)
(B, D) PRAK si-RNA 을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6 시간 처리 후 Rheb 과 p70s6k 의 인산화
확인. 이미지상의 농도계를 이용하여 단백질 양을 정량화.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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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GE 와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유도되는 자가포식소체
형성 과정 에서 PRAK의 역할 규명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PRAK의

활성화가

Rheb-mTOR에

영향을 미치므로 mTOR의 하위 신호인 세포자식 과정이 어떻게
변화하는지 살펴보았다. mTOR의 활성화는 UNC-51-like kinase
1 (ULK1)의 인산화를 조절하여 세포자식 과정을 억제시킨다.
특히

ULK1은

자식

작용을

개시하는

키나아제로

초기

유도

단계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79). 세포자식 과정이 유도되는
초기의 표지자인 mTOR와 ULK1의 인산화를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주에서 각각 관찰해 보았다. 그림 15A에서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에서

mTOR와

ULK1의

인산화가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하지만 PRAK의 양을
감소시킨 세포주에서는 두 가지 신호의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 또
다른 세포자식 과정 중 자가포식소체 형성의 표지자인 1A/1Blight chain 3-II (LC3-II)의 변화를 관찰해 보았다. LC3 단백질은
세포질에서

존재하다가

(LC3-I)

자가포식소체가

형성되는

조건에서 phosphatidylethanolamine (PE)에 의해서 지질화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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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포식 소체의 막 사이에 끼어가서 세포자식과정이 일어나도록
한다.

따라서

LC3-II가

축적되는

현상은

널리

알려져

있는

자가포식소체의 표지이다 (80, 81). 기존의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웨스턴 블랏팅을 통하여 베타-아밀로이드가 LC3-II의 단백질 양을
증가시킴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PRAK의

발현을

감소시킨

세포주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15B). LC3II의 축적의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첫번째는
자가포식소체의 생성이 증가되었을 때 (activation in induction
pathway)와
(lysosomes)에

두번째는
의해

생성된

분해되지

자가포식소체가

못하였을

경우이다

리소좀
(defective

clearance of autophagosome). 두 가지 가능성 중 어느 것이
실제로

LC3-II의

bafilomycin

축적을

A1(Baf)를

초래하였을지
이용하였다.

규명하기
Bafilomycin

위하여
A1은

자가포식소체가 리소좀과 결합하여 자가용해소체를 형성하는 것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베타-아밀로이드와 bafilomycin A1를 함께
처리한 조건에서 LC3-II의 축적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B, si-control lanes). PRAK의 발현을 저해한 조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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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filomycin A1를 함께 처리한 샘플의 LC3-II 의 축적이 여전히
저해되는 것이 관찰하였다 (그림 15B, si-PRAK lanes). 이러한
결과를

통해

세포자식과정의

PRAK에
분해

의해서

능력

결함

매개되는
때문이

생성의 증가 때문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LC3-II의
아니라

축적이

자가포식소체

실제로 PRAK에 의한

자가포식 소체의 생성 유도를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TEM)을 이용하여 다시 한번 관찰해 보았다. 그림 15C에서 볼 수
있듯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처리는 자가포식소체의 생성을 증가
시켰고 (빨간 화살표) PRAK의 발현 억제 조건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D).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여
보았을 때, 베타-아밀로이드와 RAGE의 결합에 의한 세포자식
작용 활성화에 PRAK이 관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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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세포자식 과정에서 PRAK 의 역할 규명
(A) PRAK si-RNA 을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6 시간 처리 후 세포자식 과정 신호인
mTOR 와 ULK-1 의 인산화 확인. 이미지상의 농도계를 이용하여
단백질 양을 정량화.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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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PRAK si-RNA 을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6 시간 처리 후 LC3B-Ⅱ의 변화를 확인.
(Baf: Bafilomycin A1)
(C)RAGE

와

PRAK

아밀로이드

2

μM

를

si-RNA
6

시간

을

과발현

처리한

시킨

SH-SY5Y

후

베타-

세포주를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화살표: 자가포식소체)
(D) 자가포식소체의 수를 정량화 (n=6, Scale bars: 1 μm,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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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그림

16.

B

RAGE-PRAK

에

의한

신호

전달이

세포자식과정

특이적임을 규명
(A) PRAK si-RNA 을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30 분 처리 후 IkB 의 인산화 확인
(B) RAGE 혹은 DN-RAGE 를 과발현 시킨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30 분 처리 후 p38 의 인산화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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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알츠하이머병에서

유전자

전이

인자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1.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유전자 전이 인자의 활성화 관찰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LINE-1의 활성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두
가지 retrotransposition cassette를 사용하였다 (82-85). 먼저
active human LINE-1 element (L1RP)의 3'-UTR antisense
orientation에

EGFP

retrotransposition

cassette을

위치시킨

pL1RP-EGFP 플라스미드 DNA를 사용하였다. 이 때 EGFP는
감마-글로빈 인트론(γ-globin intron)과 TK poly(A) signal에
의해서 발현이 억제되어 있다. LINE-1의 전사물 (transcript)이
이어 맞추기 (splicing),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 과정을
거쳐서

염색체

DNA

(chromosomal

DNA)로의

끼어들어가는

retrotransposition이 일어나면 감마-글로빈 인트론이 제거되면서
LINE-1의 발현과 함께 GFP 신호가 발현된다. 따라서 세포 배양
과정

중에

실시간으로

형광

신호를

관찰함으로써

LINE-1의

역전사 과정을 실시간으로 관찰할 수 있다. SH-SY5Y 세포주에
55

pL1RP-EGFP 플라스미드 DNA를 형질 주입 시킨 후에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하였다. 48시간이 지난 후 선발 마커 중 하나인
퓨로마이신 (puromycin)을 처리하여 pL1RP-EGFP을 발현하고
있는

세포들을

지속적으로

선별하면서

관찰하였다.

GFP

동시에

신호의

기능을

발현을

하지

않는

현미경으로
돌연변이형

LINE-1을 발현하는 pL1RP (JM111)-EGFP 플라스미드 DNA를
음성대조군 (negative control)으로 사용하였다. 4일~7일 정도의
시간이 지난 후, 신호 발현이 확인 되면 GFP 형광을 나타내는
세포의 수를 집계하였다. 전체 세포의 수는 핵을 염색하는 호크스트
염색 (Hoechst staining) 후에 cellomics를 이용하여 집계하였다.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에서 GFP 신호가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A). 같은 조건에서 실험한
세포들을

형광활성

세포선별기

(fluorescenceactivated

cell

sorter(FACS))를 이용하여 관찰하였을 때에도 GFP 발현 세포가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7B).
반면에

음성대조군으로

사용한

pL1RP

세포에서는 GFP 신호가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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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111)-EGFP

발현

비슷한

원리로

GFP

대신에

LINE-1의

레트로트랜스포지션이

일어나면 mneoI (neomycin phosphotransferase) 선별 마커
유전자를 발현하여 항생제 저항성을 가지게 되는 pBS-L1PA1CH-mneo

플라스미드

DNA를

이용하여

다시

한번

확인해

보았다. Hela 세포주에 pBS-L1PA1-CH-mneo를 과발현 시킨
후 베타 아밀로이드를 처리 하였고 48시간 후에 G418를 포함한
배양액을

이용하여

2주간

선별을

진행하였다.

역전사과정이

일어나 항생제 저항성을 획득한 세포들은 콜로니를 형성하고
이것을 눈으로 관찰하기 위해 crystal violet (CV)으로 세포를
염색하였다

(그림

17C).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세포주에서의 LINE-1의 활동성이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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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그림 17.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LINE-1 의 활동성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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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1RP-EGFP 를 발현하고 있는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24 시간 처리.

Selection 후 GFP 신호를

형광 현미경을 이용하여 확인.
(B) L1RP-EGFP 를 발현하고 있는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24 시간 처리. Selection 후 GFP 신호를
FACS 를 이용하여 확인. (pL1RP (JM111)-EGFP 플라스미드
DNA; 음성대조군)
(C) pBS-L1PA1-CH-mneo 를 발현하고 있는 Hela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24 시간 처리. Selection 후 CV
staining 으로 콜로니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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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유전자 전이 인자의 발현 관찰
역전사인자의 이동은 복사 후 붙여 넣기 기작을 따르기 때문에
이동이 많아질 수록 LINE-1의 발현량이 증가하게 된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

모델

관찰해보았다.

3개월

쥐에서의
된

LINE-1의

Tg6799

쥐의

뇌

mRNA의
조직에서

양을
RNA를

추출하여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RT)

polymerase

chain

reaction(PCR))으로

관찰하였을 때 LINE-1의 상대 정량 (Relative quantification)값이
야생형보다 Tg6799 쥐에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8A)
사후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

샘플에서

역시

실시간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법으로 LINE-1의 양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의 대표적인 침착 부위 중 하나인 뇌의 대뇌피질
(cortex)에서 건강한 사람보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LINE-1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n=15, 그림 18B).
(본 실험은 Mayo Clinic College of Medicine의 김정수 교수님과
함께 진행 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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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18. 알츠하이머병에서 LINE-1 의 발현
(A) Tg6799 쥐의 뇌 샘플에서 LINE-1 의 발현을 관찰
(B)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사후 뇌 샘플에서 LINE-1 의 발현을
관찰 (n=15,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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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사후 뇌 샘플 정보

3.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전이 인자의 조절 인자 탐구
생체

내에서

LINE-1의

활동은

DNA의

메틸화,

조기

아데닐중합반응, RNA interference 그리고 APOBEC3 family와
같은 다양한 방법으로 조절되어 약 50,000여개 중 약 100여
개만이 활동성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에서 LINE-1의
발현이 증가가 어떠한 기전으로 이루어 지는지 살펴보았다.

다양한

조절 기작을 살펴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를 처리한 세포주에서
LINE-1의 활동성을 억제시킨다고 알려진 APOBEC3B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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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LINE-1 의 조절 기전 변화
SH-SY5Y 세포주에 베타-아밀로이드 2 μM 를 표시된 시간만큼
처리. 이미지상의 농도계를 이용하여 단백질 양을 정량화. (*P<
0.05,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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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를

통한

감마-

시크리테아제의 활성과 베타-아밀로이드의 합성 조절

1. AY9944에 의한 콜레스테롤 합성 억제
AY9944가 콜레스테롤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filipin 염색법을 수행하였다 (86, 87). Filipin은 비에스테르화
스테롤과

복합체를

이루어서

형광을

나타내는

폴리엔계

항생물질로 AY9944를 처리한 세포에서 형광 신호가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20 A, B). 이것은 AY9944가
비에스테르화 형태의 콜레스테롤 전구체인 7-DHC을 축적시키고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했다는 것을 보여준다.
AY9944의 세포 독성 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TUNEL assay
(그림 20C) 와 MTT assay(그림 20D)를 수행하였다. 실험을
수행한 농도에서 AY9944는 세포의 형태적인 변화와 생존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Staurosporine (STS)을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AY9944가 세포의
생존 능력에 영향 없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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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0. AY9944 에 의한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와 세포 독성 확인
(A) CHO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filipin
염색을 수행
(B) ImageJ 를 이용하여 형광 신호를 정량화 (***P < 0.001)
(C) CHO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TUNEL
assay 와 (D) MTT assay 를 수행 (***P < 0.001, ns=non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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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Y9944에 의한 APP 대사 과정과 Aβ 생성 변화
콜레스테롤의
확인하였다.

합성이

Chinese

저해되었을
hamster

때

ovary

APP의

대사

과정을

(CHO)세포에

APP와

돌연변이형 (mutant) Presenilin-1 (M146L)을 안정적으로 과발현
시킨 7w-PSML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AY9944를 처리 후 감마시크리테아제의 substrate인 APP-carboxyl terminal fragment
(APP-CTF)이 세포의 전체 용해물과 세포막 부분 용해물에서
축적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1 A, B). 다음으로 APP-CTF의
산물인 Aβ40 and Aβ42 의 양을 β-amyloid (1-40 or 1-42)
ELISA

kit으로

측정해

보았다.

그림

21의

C와

D과

같이

AY9944에 의해 Aβ40 and Aβ42의 생성이 유의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AY9944이 APP 처리과정에

영향을 주고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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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AY9944 에 의한 APP 대사 과정과 Aβ 생성의 변화
(A, B) 7w-PSML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전체 세포액 과 세포막 단백질에서의 APP 대사 과정을 관찰
(C, D) 7w-PSML 세포주에 AY9944 2 μg/ml을 24시간 처리 후
얻은 배양액에서 Aβ40과 Aβ42의 양을 ELISA를 이용하여 측정.
(***P < 0.001)

3. AY9944에 의한 APP와 nicastrin의 분포 변화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은 주로 콜레스테롤이 주로 모여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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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막의 한 부분인 지질 뗏목(lipid raft)에서 일어난다. 베타
아밀로이드의 전구물질인 APP와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성 과정에
역할을 하는 단백질 분해효소들이 주로 지질 뗏목에 존재하기
때문이다. AY9944에 의한 베타-아밀로이드 감소의 기전을 밝히기
위해서 콜레스테롤의 합성에 변화가 생겼을 때 지질 뗏목 표지
단백질의 양을 확인해보았다.
표지

단백질이면서

단백질

Flotillin은 지질 뗏목을 대변하는

APP-CTF가

(scaffolding

지질

protein)로써의

뗏목에

기능을

위치해서

하도록

구조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하지만 AY9944에 의해서 Flotillin의 양에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림 22), 다른 조절 기작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저해할 것이라고 생각되었다.
어떠한

메커니즘이

면역조직염색법을

이용하여

작용하는지
Flotillin과

알아보기
APP

그리고

위하여
감마-

시크리테아제의 구성요소인 nicastrin을 관찰해 보았다. 평소에는
세포 전체에 흩어져 있던 지질 뗏목이 AY9944 처리 후 한곳으로
뭉쳐져 있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흥미로운 점은 AY9944
처리 전에는 지질 뗏목과 함께 존재하던 APP가 처리 후 더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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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께 위치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그림 23A). 반면에 nicastrin은
여전히 지질 뗏목과 함께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23B). 그러므로
정상 상태에서는 지질 뗏목에서 APP와 nicastrin이 함께 존재하고
있지만 AY9944 처리 후 APP는 더 이상 함께 존재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APP와 nicastrin 분포를
같은 조건에서 확인해 보았다. 앞선 결과와 같이 대조군에서는 함께
위치하던 APP와 nicastrin는 AY9944 처리 후 서로 다른 위치에
존재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4).

더불어

지질뗏목에 함께 존재하는 베타-시크리테아제인 BACE1의 위치
또한 함께 확인해 보았다. 실험 결과 BACE1은 평소에 지질뗏목에
존재하고 있지만 그 외의 부분에도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AY9944의 처리에 의한 분포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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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AY9944 에 의한 지질 똇목 단백질의 변화
CHO 세포주와 7w-PSML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지질 뗏목의 표지 단백질인 flotillin-1 의 양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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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AY9944 에 의한 Flotillin 과 APP, Nicastrin 의 분포
변화
(A) CHO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면역염색을 통한 Flotillin 과 APP 분포 관찰
(B) CHO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면역염색을 통한 Flotillin 과 Nicastrin 분포 관찰 Scale bars: 1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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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AY9944 에 의한 APP 와 Nicastrin 의 분포 변화
CHO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면역염색을
통해 APP 와 Nicastrin 분포 관찰 Scale bars: 1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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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 AY9944 에 의한 Flotillin 과 BACE1 의 분포 변화
CHO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을 12 시간 처리 후 면역염색을
통한 Flotillin 과 BACE1 분포 관찰 Scale bars: 1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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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역조직염색법을 통하여 관찰한 현상을 형광공명 에너지전달
분광학법 (fluorescence resonance energy transfer, FRET)을
사용하여 살아있는 세포에서도 살펴보았다.

형광공명 에너지전달

분광학법은 두 가지 단백질 사이의 거리가 10 nm 이하일 때
발생하는

신호를

기법이다

(88).

실시간으로
본

세밀하게

연구에서는

nicastrin-YFP 플라스미드

관찰할

수

있는

실험

APP-C99(L720P)-CFP와

DNA를 각각 donor

와 acceptor

probe로 사용하였다. 만약 C99가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C99에 달려있는 CFP는 세포 밖으로 이동하여 형광
신호가 사라지게 된다. 그러므로 지속적인 신호 관찰을 위하여
C99가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해

잘리지

않도록

변환시킨

돌연변이형 C99 (L720P)를 만들었다. 그림 23A에서 볼 수 있듯이
C99

(L720P)는

(Eto)를

처리하였을

감마-시크리테아제의
때

C99

(wild

활성제인
type)과는

etoposide
달리

APP

intracellular domain (AICD)를 생성하지 않는다 (그림 26 A).
따라서

APP-C99(L720P)-CFP를

안정적으로

과발현하는

세포주를 만든 후 nicastrin-YFP를 과발현 시켰다. 대조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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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99와 nicastrin은 가까이 존재하고 있지만 AY9944 처리 후
FRET 신호가 점점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6 B,
C). 이러한 결과들로 미루어 보아 평소에 APP-C99와 감마시크리테아제는 지질 뗏목에 함께 존재하고 있다가 AY9944 처리
후 지질뗏목의 구성과 분포가 변화하게 되면서 둘 사이의 거리서
서로 멀어지는 것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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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AY9944 에 의한 APP-C99 와 nicastrin 의 분포 변화
(A) CHO 세포주에 C99-WT 또는 C99-L720P substitution 을
각각 과발현 시킨 후 mutation 효과 확인. Etoposid(Eto)는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성제로 사용.
(B) C99-CFP 와 nicastrin-YFP 을 과발현 시킨 CHO 세포주에
AY9944 2 μg/ml 처리 후 형광공명에너지전달분광학법(FRET)을
이용하여 둘 사이의 거리를 관찰
(C) FRET 신호를 MetaMorph software (MetaMorph Inc.)를
이용하여 정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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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Y9944에 의한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성 변화
AY9944

가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동성에

luciferase assay 로 알아 보고자 하였다.

미치는

영향을

GAL4-VP16-tagged

APP-C99 를 과발현 시킨 세포의 C99 가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의해서 잘리게 되면 AICD-GAL4-VP16 이 생성되고 이것은
핵으로 이동한다. 그 후 UAS promoter 와 결합하여 luciferase
gene 을 활성화 시켜서 신호를 생성한다(그림 27 A). AY9944 를
처리하였을 때,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동성이 다양한 세포주에서
유의하게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27B, C). 감마시크리테아제의

또

다른

substrate

인

Notch1

의

생성을

관찰하였을 때에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그림 27D)
AY9944 에 의해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동성이 변화하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현상을 설명할 수 있는 것 중의 하나는 감마시크리테아제를 이루고 있는 구성 요소들의 양적 변화 이다 하지만
감마-시크리테아제

콤플렉스를

구성하는

nicastrin

(NCT),

Presenilin 1 (PS1), anterior pharynx defective-1 (APH1),
Presenilin enhancer-2 (Pen-2)의 양은 변하지 않는 것을 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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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었다 (그림 27E). 앞선 결과들을 종합해 보았을 때 콜레스테롤의
구성 변화는 지질 뗏목에 속해있는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동성을
조절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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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Notch1

E.

그림 27. AY9944 이 감마-시크리테아제 활동성에 미치는 영향
(A)APP-C99 luciferase assay 시스템 모식도
(B) CHO 세포주와 (C) SH-SY5Y 세포주에 감마-시크리테아제
루시페라아제가

붙은

construct

를

발현시키고

AY9944

2

μg/ml 을 6 시간 처리 후 luciferase assay 를 수행 (***p <
0.001)
(D) CHO 세포주에 Notch-1 에 루시페라아제가 붙은 construct 를
발현시키고 AY9944 2 μg/ml 을 6 시간 처리 후 luciferase
assay 를 수행 (***p < 0.001)
(E)감마-시크리테아제를 이루고 있는 단백질의 발현량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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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Part 3 의 전체 모식도

81

고

찰

Part 1. 알츠하이머병에서 RAGE 와 PRAK 의 결합에 의한
세포자식 과정 조절 연구
RAGE의 리간드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 진 것과는
다르게 리간드가 RAGE에 결함한 후 일어나는 신호 전달 과정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적게 이루어졌다. 본 연구에서는 PRAK이
RAGE의 세포질 영역에 결합하는 새로운 단백질임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한 RAGE와 PRAK의 결합이
자가포식소체의 형성을 조절하는 mTORC1에 관여함을 밝힘으로써
세포 자식 현상을 조절하는 과정에서 PRAK의 새로운 역할을
규명하였다.
RAGE 수용체는 특정 리간드와 결합하여 ERK1/2, p38, JNK,
PI3K, Src kinase, JAK/STAT, TGFβ/Smad 그리고 Rho GTPase
를 포함한 다양한 세포 신호 전달을 매개한다. 그 중 NF-κB는
베타-아밀로이드와

RAGE에

경로이다 (그림 3)(89).

의해

변화하는

대표적인

신호

PRAK이 매개하는 신호 전달이 Rheb82

mTOR/p70S6K에

특이적임을

확인하기

위하여

NF-κB의

활성화를 함께 살펴 보았다.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증가하는 pIκB은 PRAK을 감소시켰을 때 여전히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5A). 따라서 PRAK은 RAGE에 의해 생성되는 많은
신호 경로 중에 Rheb-mTOR/p70S6K을 특이적으로 조절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앞선

연구

결과들에서

PRAK은

p38와

ERK3/4에 의해서 인산화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는데(90) 특히
p38은 베타-아밀로이드와 RAGE에 의해서도 활성화 될 수 있다
(18, 91). 하지만 c-terminal domain이 없는 DN-RAGE를 과발현
시킨 세포에서도 여전히 p38의 인산화가 관찰되었고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PRAK이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인산화되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었다 (그림 15B).
PRAK이 Rheb을 탈 인산화 시킴으로써 mTORC1의 활성을
조절한다는 연구결과에서 PRAK에 의한 TORC1의 변화는 AMPactivated

protein

Complex

2

kinase

(TSC2)와는

설명하였고 있다 (31).

(AMPK)

와

독립적으로

Tuberous
일어나는

Sclerosis
현상이라고

mTOR는 mTOR complex 1 (mTOR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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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mTOR complex 2 (mTORC2)를 구성할 수 있다. mTORC1와
mTORC2는 서로 다른 요인들에 의해서 조절되는데, mTORC1은
PI3K/Akt, GSK-3β, AMPK, LKB1, IRS-1 and MAPK과 같은
다양한 자극에 의해서 조절된다 (92-96). 그 결과 STAT3,
4EBPs and p70S6Ks과 같은 downstream 신호 조절에 관여한다
(97).

mTORC1은

특히

뇌에서

많이

발현되고

단백질

합성,

세포자식 과정, 세포 성장 그리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도 조절할 수
있다 (98). 이러한 선행연구의 결과 mTORC1이 알츠하이머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다 (98, 99). 또한
베타-아밀로이드와 RAGE의 결합이 Ca2+/calmodulin-dependent
protein

kinase

kinase-AMPK

자가탐식공포(autophagic
발표되었다

(100).

vacuoles)을

이러한

연구

pathway를

조절하여

유발한다는

연구결과가

결과들을

토대로

PRAK이

관여하는 신호 전달 경로가 세포자식 작용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 예상되었고 그것에 집중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와 RAGE에 의한 자가포식소체의 형성에 관여하는
경로가

CaMKKβ-AMPK뿐만

아니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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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조절

메커니즘인

PRAK이 매개하는 Rheb-mTORC1 신호에 의해서도 유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mTOR의 활성 저해는 자가포식 소체의 형성을
유발하여

(101)

자가탐식공포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생성되도록 한다 (102). Becliln1을 저해하였을 때 자가포식소체의
양의

감소하면서

알츠하이머병
측면에서

쥐

본다면

베타

아밀로이드의

모델에서

축적이

관찰되었다

자가포식작용이

(103,

과도하게

증가하는
104).
축적된

것이
이러한
베타

아밀로이드의 분해에 유익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하지만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와 환자의 뇌의 용해소체 (lysosomal)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105, 106).
이것은 자가포식소체와 결합하는 과정인 autophagic flux가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게 해서 자가용해소체 (autolysosome)의 형성을
감소시키고 결국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분해가 저해된다 (107,
108). 따라서 용해소체의 기능 장애에 의한 autophagic flux의
차단은

자가포식소체의

축적을

유도하고

실제로

다수의

자가탐식공포 (autophagic vacuole)가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에서
발견되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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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Aβ-RAGE-PRAK로

mTORC1/p70s6k를 저해하여

연결되는

자가포식 작용의

신호전달이

활성을 활성화

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해소체가 정상적으로 기능을 한다면
Aβ-RAGE-PRAK이로부터

유발되는

신호는

알츠하이머병에

유익한 영향을 미칠 것이다. 하지만 아직 알츠하이머병의 초기
단계에서 용해소체의 정확한 기능성이 불명확하고 자가포식작용의
역할에

대해서도

여러

의견들이

엇갈리고

있다.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자가포식 작용의 역할에 대한 더욱 정확한
연구가 향후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art 2. 알츠하이머병에서 유전자 전이 인자 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
최근 신경세포들의 염기서열을 분석한 결과 뇌는 다른 조직에
비해 상당히 높은 비율로 유전자 변이를 가지고 있다 (Brain
Somatic Mosaicism (BSM)). 게다가 각 세포의 변이는 서로 중복
되지 않는데, 이것은 신경 세포의 유전자 변이가 발생 초기에
일어난 일이 아니라 분화가 끝난 후 각각의 세포에서 일어났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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뜻한다 (109). 이러한 유전자 변이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전사 인자의 이동일 것이다. 대부분의 신경세포는 발생
초기과정에서 생성된 후 분화하므로 분열하는 세포에서 활발히
이루어지는

전사

인자의

이동이

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어왔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생식세포 이외에
체세포에서도 전이인자의 이동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현상의 관찰은
뇌의

신경세포에서도

발견되었다

(110).

실제로

신경세포에서

일어나는 전이 인자의 발현에 대한 연구 결과 정신분열증, 조울증,
등과 같은 정신질환뿐만 아니라 전측두엽 퇴화, 레트 증후군,
모세혈관확장성 운동실조증 등의 신경 장애와도 밀접하게 연관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었다 (42).
여러 가지 전사인자 중 포유류에서 유일하게 스스로 전이를
일으킬 수 있고 활동성을 가지고 있는 LINE-1은 뇌에서의 발현이
다른 조직보다 증가되어 있다 (110). 뇌의 신경세포에서 LINE1이 발현이 높은 이유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뇌세포의 돌연변이
발생에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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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도하게

생성된

베타-

아밀로이드가
확인하였다.

LINE-1의
그

결과

역전사과정을

알츠하이머병

쥐

활성화
모델과

시키는
환자의

것을
뇌에서

LINE-1 발현량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았을 때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 전이인자의 이동이 활성화 되어
병인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가능성을 제기할 수 있다. 또한 LINE1의

억제

인자

중

하나인

APOBEC3B의

발현이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서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하였다. 하지만 아직
전이

인자와

질병

사이의

선후관계와

APOBEC3B이

어떠한

기전으로 LINE-1을 저해하는지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추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더 나아가 실제로 전이인자의 이동으로 인한
변이가 어떠한 유전자에 영향을 줄 수 있고 알츠하이머병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Part 3.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를 통한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성과 베타-아밀로이드 의 합성 조절
지질

뗏목은

세포막의

일부분을

차지하는

영역으로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에 관련된 다양한 단백질들이 모일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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플랫폼 역할을 한다 (65). 콜레스테롤은 지질 뗏목의 구조를
유지시켜주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에서의 역할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가장 마지막
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인 Δ7-dehydrocholesterol reductase의
기능을 저해하는 AY9944이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AY9944가 지질 뗏목 구조의 양 자체에는
영향을 주지 않기 때문에 다른 방법으로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에
관여할 것 이라고 생각하였다. 면역염색법을 통해 확인한 결과
베타-아밀로이드를 생성하는 감마-시크리테아제와 그것의 기질인
APP-CTF의

분포가

AY9944에

의해

각기

다른

양상으로

변화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대조군 상황에서는 세포막 전체에
비교적 고루 존재하던 지질 뗏목 마커가 AY9944 처리 후 한
곳으로 뭉치는 경향성을 보였다. 이때 지질 뗏목과 함께 이동하는
nicastrin과는 달리 APP-CTF는 AY9944 처리 후 더 이상 함께
존재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APP-CTF와 nicastrin을 면역

염색법과 형광공명에너지전달분광학법을 이용하여 관찰 하였을 때
AY9944 처리 후에 더 이상 함께 존재하지 않는 것을 한번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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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므로 AY9944로 유발되는 지질 뗏목의
변화는 APP-CTF와 감마-시크리테아제가 접촉할 수 있는 기회를
감소시켜서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이

줄어들게

만들

것이라

생각된다.
또한 감마-시크리테아제의 활동성이 AY9944에 의해서 저하됨을
확인하였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in vitro buoyant fractions에서
콜레스테롤에 직접 결합하여 제거하는 MβCD를 처리하였을 때
감마-시크리테아제의
보충해

주었을

vesicle에서

때

추출한

활동성이
그것이

감소하고,

회복

된다

다시

(60,

감마-시크리테아제에

콜레스테롤을

111).

또

콜레스테롤을

lipid
첨가해

주었을 때 APP를 가수분해 하는 속도가 증가하고 생성물인 C99가
증가한다 (112).

이러한 선행 연구 결과들은 콜레스테롤이 감마-

시크리아제의 활동성을 조절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모두 in vitro에서 진행되었고 정확한
기전에

대한

설명이

부족했기

콜레스테롤과 감마-시크리테아제
system에서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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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사이의 연관성을

whole cell

콜레스테롤과 알츠하이머병 사이의 밀접한 연관성은 콜레스테롤
합성

저해제가

궁금증으로

알츠하이머병

자연스럽게

치료에

연결되었다

효과가

(113).

있는지에

따라서

가장

대한
널리

쓰이고 있는 콜레스테롤 저해제인 statin이 알츠하이머병 치료제의
후보 물질로 고려되어 왔다 (114, 115). 콜레스테롤의 합성은
20단계가 넘는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진행되는데 statin은 합성
단계의 첫번째 효소인 HMG-CoA reductase의 기능을 막는다. 그
결과 콜레스테롤뿐만 아니라 HMG-CoA 이후에 생성되는 모든
부산물들, 예를 들어 mevalonate, squalene, lanosterol의 합성까지
저해된다.

이러한

중간

산물들은

비타민

D,

코엔자임

큐텐

(coenzyme Q10), 헴 A (heme A), 파르네실 (farnesyl), 돌리콜
(dolichol),

유비퀴논

(ubiquinone),

옥시스테롤

(oxysterol),

스테롤 (sterol)과 같은 다양한 물질들의 전구체로서 사용되기
때문에 (116-119) 콜레스테롤 합성 중간 산물들의 결핍은 단백질
변형, 지질 대사, 스테로이드 호르몬 형성, 정자형성, 면역 기능과
같은

중요한

대사

과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120,

121).

2012년에 미국의 식품의약국 (United States Food and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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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ministration (FDA))에서는 소비자들에게 간 손상, 기억력 손실,
당뇨 그리고 근육 소실과 같은 statin이 유발할 수 있는 잠재적인
부작용에

대하여

경고문을

발표하였다

(122,

123).

그러므로

콜레스테롤 합성을 저해하는 방법에 있어서 가능한 하위 단계를
조절하는 것이 잠재적인 부작용을 막는 것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할 수 있었다. AY9944는 콜레스테롤 합성의 가장
마지막 단계인 7-DHC reductase을 저해하므로 콜레스테롤 합성의
부산물들의 생성에 영향을 적게 줄 수 있을 것이다.
선행 연구들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 생성 저하가 statin이라는 매
우 특정한 약물 한가지에 의해서 일어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하여 영향을 받을 수
있다.

Statin의 광범위한 작용 범위에 따른 잠재적인 혼합 효과

(compounding effect)는 베타-아밀로이드 생성의 저하가 statin의
직접적인 효과인지에 대한 해석에 의문점을 가지게 한다. 예를 들어
statin은 콜레스테롤 합성 저하 외에도 APP 대사과정을 포함한 신
호 전달 과정의 isoprenylation에 영향을 준다고 알려져 있다
(124).

이번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를의 합성만을 특이적으로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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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약물을 사용함으로써 베타-아밀로이드 합성에서의 콜레스테롤
의 정확한 역할을 살펴볼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콜레스테롤과
APP 대사 과정 그리고 알츠하이머병의 사이의 연관 관계를 조금
더 명확하게 밝히는 증거가 될 것이다. 하지만 AY9944의 이용에
있어서 몇가지 고려해야 할 사항들이 있다. 콜레스테롤의 전구체인
7-DHC는 콜레스테롤과 거의 동일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질 뗏목에서 콜레스테롤을 대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다. 그럼에
도 불구하고 세포막 특성의 변화를 유발해서 단백질의 구성과 기능
의 변화가 일으킨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또한 AY9944 동물 모델에
서 seizures 과 Smith-Lemli-Opitz syndrome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도 존재한다 (125). 하지만 앞선 연구들은 콜레스테롤을 극단
적으로 7-DHC으로 변화 시킨 조건이기 때문에 실제 사용에 있어
서 적절한 양을 사용하거나 수정된 버전의 사용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콜레스테롤과 APP-CTF 혹은 감마-시크리테아제와의 결
합의 저해는 베타-아밀로이드 형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고
이것은 새로운 치료제 개발의 표적이 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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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베타-아밀로이드는

론

알츠하이머병에서

처음

밝혀진

병리학적

특징이자 초기 원인 독성 물질로 생각되어 왔다 (3, 126). 따라서
다양한

연구와

약물들이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불구하고

임상

연구에서

현재까지

알츠하이머병은

베타-아밀로이드의
베타-아밀로이드의
기대에

못미치고

근본적인

치료

감소를

타깃으로

효과적인

감소에도

성과를
보다

얻고
병의

있다.
증상을

완화시키는 치료법이 있을 뿐이다 (127).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베타-아밀로이드가 병인이 미치는 영향에 대한 더욱 확실한 이해가
필요할 것이라 생각하고 새로운 작용 기전을 생화학적 그리고
유전학적 측면에서 살펴보았다. PRAK 은 RAGE 의 신호 전달
도메인에 결합할 수 있고 그 결과 베타-아밀로이드에 의해서
활성화 된다고 알려져 있는 세포자식 과정 관련 신호를 매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이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세포자식 작용을 조절할
수 있는 새로운 표적이 될 것이다. 또한 최근 뇌 세포에서의
영향력에

대한

가능성이

높아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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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전이인자가

베타-

아밀로이드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베타아밀로이드가
제시하고
미치는

유전학적

있다.

이렇게

변이인자로

작용할

알츠하이머병의

베타-아밀로이드의

생성에

수

병인에

있을
다양한

콜레스테롤의

가능성을
영향을
중요성을

확인하였다. 콜레스테롤의 합성만을 저해하는 AY9944 에 의한
지질 뗏목의 변화는 APP 와 아밀로이드 생성경로에 관여하는
가수분해 효소 사이의 물리적 만남과 효소 활성을 조절해서 베타
아밀로이드의 생성을 감소시킨다. 이러한 연구를 종합한다면 베타아밀로이드의 역할과 생성 조절 방법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를
통해서 알츠하이머병 치료제 개발을 위한 새로운 목표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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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lzheimer’s disease (AD) is a progressive neurodegenerative
disorder that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intracellular
neurofibrillary tangles (NFT) and senile plaques in the brain.
Amyloid beta (Aβ) is major causative molecules of AD
pathogenesis. Unfortunately, the mechanism underlying toxic
Aβ interactions and AD pathogenesis remains unclear. As a
result, current treatments can merely alleviate AD symptoms.
In this study, I attempted to elucidate the effect of Aβ on AD
pathogenesis based on three aspects.
In part 1, several analyses were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signal transduction induced by Aβ via RAGE, one of Aβ
receptors, followed by the identification of RAGE binding
proteins using various experiments. The results indicated that
PRAK is a novel RAGE binding protein that mediates autophagy
flux, and is an active protein in AD.
In part 2, genetic alterations caused by Aβ in AD were
examined. There was an increase in LINE-1 retrotransposition
in Aβ treated cells. Moreover, the expression of LINE-1
increased in the brains of AD transgenic mice and AD pati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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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phenomenon can lead to cellular stress and genetic
mutations and exacerbates pathology.
In part 3, in order to clarify the direct effect of cholesterol on
APP processing, AY9944, which blocks the last step of
cholesterol biosynthesis and thus, minimizes unknown side
effects of upstream inhibitors such as HMG-CoA inhibitor, was
studied. Treatment with AY9944 decreased the γ-secretase
activity and Aβ gener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change
in the membrane constitution, by lowering the cholesterol with
AY9944,

regulates

γ-secretase

activity

and

might

be

associated with Aβ generation and AD pathogenesis.
Therefore,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β is able to play a
significant role in AD pathogenesis and the regulation of
cholesterol is expected to become an important therapeutic
target for A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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