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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서론: PKR 및 PERK는 번역 개시 인자인 eIF2 (eukaryotic 

protein synthesis initiation factor-2)의 α 아단위를 

인산화시키는 키나아제의 일종으로 eIF2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본 연구는 이러한 PKR 및 PERK가 면역계 및 

신경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한 마우스 모델로 genetic background가 129Balb/c 인 

PKR+/+PERK+/+, PKR-/-PERK+/+, PKR-/-PERK+/- 마우스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법: 동물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open field test, 십자형 높은 

미로 실험, rotor-rod test를 진행하고, 학습 및 기억 능력을 

확인하고자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과 공포 조건화 및 수동적 회피 

조건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서 놀람 반응 측정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면역세포의 분포를 

확인하고자 PKR PERK 유전자 적중 마우스의 비장, 골수 세포 및 

뇌의 미세아교세포 (microglia) 의 분포를 유세포 분석법을 사용해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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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PKR-/-PERK+/- 마우스는 open field test에서 다른 실험군에 

비해 더 활발한 움직임을 보였고, 청각적 공포 조건화 실험에서는 

PKR-/-PERK+/+ 및 PKR-/-PERK+/- 마우스가 야생형 마우스에 비

하여 더 높은 활동성 감소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면역 세

포의 분석 결과 PKR-/-PERK+/+ 마우스에서는 여러 골수성 계통 

세포의 수적 변화가 생김을 확인하였으며, transitional B 세포 및 

pDCs에서도 차이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또한 PKR-/-PRK+/- 마

우스에서는 활성화된 M2 대식세포의 증가 및 transitional B 세포

의 감소 또한 유의성 있게 관찰되었으나 뇌에서의 세포 변화는 통

계적인 의미가 없었다. 

 

결론: 본 연구 결과는 PKR 및 PERK가 동물의 행동 및 기억 능력

뿐 아니라 골수 및 비장 등의 면역 세포의 분화에도 영향을 미침을 

시사한다. 또한 골수 및 비장 세포에서 관찰된 변화가 뇌 내 면역 

세포에서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체내에서 일어나는 조혈 작

용과 뇌 내 면역 세포의 분화가 서로 다른 조절기작하에서 이루어

짐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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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PKR, PERK, 면역세포분화, 미세아교세포 

학  번: 2011 - 21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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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PKR (double-stranded RNA-activated Protein Kinase) 및 

PERK (PKR-like endoplasmic reticulum kinase) 는 번역 개시 

인자인 eIF2 (eukaryotic protein synthesis initiation factor-2) 

의 활성화를 조절하는 효소로서, eIF2의 α 아단위를 인산화시키는 

세린/트레오닌 키나제의 일종이다. PKR 은 주로 바이러스 감염과 같

은 세포 내 스트레스 상태나 알츠하이머성 치매 혹은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 질환에서 활성화되며 eIF2α를 인산화 시켜 mRNA 의 번

역 개시를 저해하고 (1) E-selectin (2) 및 Igκ light chain (3) 

의 전사를 조절하며 IκB 를 인산화시켜 NFκB 를 활성화시키고 염

증 유발 유전자들의 전사를 활성화하는 역할 (4) 을 한다. 최근 

PKR 의 억제가 인터페론 감마 (IFN-γ) 를 증가시키고 이것으로 

GABAergic synaptic action 을 저하시켜 학습 및 기억력을 증진시

킨다는 연구가 있었다 (5). 한편 PERK 는 소포체 (ER, 

Endoplasimic reticulum)에 존재하는 막투과 단백질로서 주로 변형 

단백질 (misfolded protein)의 축적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 (ER 

stress) 에 반응하여 활성화되어 eIF2α 를 인산화 시켜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하고, ATF4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4) 및 

GADD34를 발현시키며 NFκB 를 활성화시켜 최종적으로 세포 주

기 차단 (cell cycle arrest) (6) 에 이르도록 만든다. 최근 뇌 특이

적인 PERK 의 결손이 ATF4의 발현 저하 및 정보 처리능력과 인

지 능력에 변화를 일으킨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7)  신경 질환과 

관련하여 PERK 의 작용을 알아보는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본 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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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에서는 PKR 및 PERK 가 뇌 기능과 관련한 동물의 행동 뿐 아니

라 면역계에 어떠한 변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도 연구하고자 하

였다. 뇌의 고등 기능을 기반으로 한 행동 변화의 분석을 위해 기존

의 신경과학 연구에서 동물의 운동성 및 불안성 등을 측정하는데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open field test, 십자형 높은 미로 실험, 

rotor-rod test 를 진행하고, 학습 및 기억 능력을 확인하는 가장 

널리 알려진 방법인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과 공포 조건화, 수동적 

회피 조건화를 진행하였다. 또한 자극에 대한 반응성의 차이를 확인

하기 위해서 놀람 반응 측정 또한 함께 진행하였다. 한편 면역 세포

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면역학 연구에서 가장 보편적으로 사

용되는 유세포 분석법을 실험에 이용해 골수 와 비장에서 골수성 

계통 세포군 및 림프성 계통 세포군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또한 중

추신경계의 조직 특이적 대식세포의 일종 (8) 으로 알려져 있으며, 

중추신경계의 면역 반응을 담당하는 (9) 미세아교세포 (microglia)

의 차이 또한 유세포 분석법으로 확인하였다. 이러한 실험들을 통하

여 PKR 및 PERK 가 동물의 행동뿐 아니라 면역계에도 어떠한 변

화를 일으키는지에 대해서 연구하여 면역 세포의 차이와 동물 행동

의 변화 사이의 관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는 그 동안 확실하

게 밝혀지지 못했던 면역계와 신경계의 상호작용 및 연관성을 확인

하는 연구의 출발점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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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 

본 연구에 사용된 마우스는 genetic background 가 129Balb/c 

인 PKR+/+PERK+/+, PKR-/-PERK+/+, PKR-/-PERK+/- 마우스로서 

John C. Bell (Ottawa Hospital Research Institute, Ottawa K1H 

8L6, Canada) 박사의 연구팀으로부터 제공받은 것이다. PKR 유전

자 적중 마우스 (10) 및 PKR PERK 유전자 동시 적중 마우스 로

서,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와 PERK 유전자 적중 마우스 (11) 를 

교배시켜 PKR PERK 유전자 동시 적중 마우스를 만들었다. 모든 

마우스는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자원관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승인 하에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실험동물실 및 특수자

원센터의 특정병원체부재(SPF) 환경에서 사육하였다. IACUC 승인 

번호는 SNU-120422-1이다. 

2. 시약 및 시약처리 

Open field box 및 십자형 높은 미로 장치, 모리스 수중 미로 장

치는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동물행동분석실에서 제작한 것을 사용하

였다. Rotor-rod test 에는 Columbus Instruments (Columbus, 

OH, USA) 의 Rotamex 를 사용하였다. 놀람 반응 측정 및 파동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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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실험을 위해서는 SR-lab (San Diego Instruments, San 

Diego, USA) 을 사용하였다. 공포 조건화에는 Coulbourn 

Instruments (Lehigh Valley, PA, USA) 의 Animal shocker 인 

HABITEST system 을 사용하였으며 San Diego Instruments 

(San Diego, CA, USA) 의 GEMINI™ Avoidance System 을 이용

하여 수동적 회피 조건화를 진행하였다. 실험 동물의 형질 검증에는 

Enzynomics™ (Daejeon, Korea) 의 TOP simple™ DryMIX-

HOT 을 사용하였다. 마우스를 마취하는 마취제는 Virbac (SA, 

France) 사의 Zoletil 50 과 Bayer korea (Seoul, Korea) 사의 

Rompun 을 섞어 사용하였으며, perfusion 시에는 Medex 

(Carlsbad, CA, USA) 사의 Medfusion2001 infusion pump 및 한

국 메티칼 사푸라이 (Seoul, Korea) 의 27G JMS S.V 수액세트를 

사용하였다. 골수 분리에는 Invitrogen (Grand Island, NY, USA) 

사의 IMDM 및 2-mercaptoethanol (1000x), Pen Strep 

Glutamine 과 Gentamycin 을 사용하였다. 비장 세포 추출에는 나일

론 메쉬 및 WelGENE (Daegu, Korea) 사의 DPBS 를 사용하였다. 

뇌 세포 분리에는 Miltenyi biotec (Bergisch Gladbach, Germany) 

사의 Neural Tissue Dissociation Kits (P type) 및 Myelin 

Removal Beads II, LS column 과 WelGENE (Daegu, Korea)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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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HBSS 를 사용하였다. Cell strainer 는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 사의 pore size 70 µm 및 40 µm cell strainer 를 

사용하였다. 적혈구 용해에는 SIGMA (St Louis, MO, USA) 사의 

NH4Cl 및 Fisher Scientific (Pittsburgh, PA, USA) 사의 Tris-

base 를 사용하였다. Blocking buffer 및 FACS buffer 에는 

SIGMA (St Louis, MO, USA) 사의 EDTA, mouse serum, rat 

serum, NaN3와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 사의 anti-

CD16/32 Fc Block (clone 2.4G2), WelGENE (Daegu, Korea) 사

의 DPBS 및 바이오세상 (Seongnam, Korea) 사의 BSA 가 사용되

었다. 유세포 분석법에 사용된 항체는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 에서 구입한 Biotin Rat Anti-Mouse Ly-6G and Ly-

6C (clone RB6-8C5), PE Rat Anti-Mouse CD11b (clone 

M1/70), FITC Rat Anti-Mouse CD4 (clone GK1.5a), APC-Cy™

7 Rat Anti-Mouse CD8a (clone 53-6.7), PE Mouse Anti-

Mouse IgM[a] (clone DS-1), PE Mouse Anti-Mouse IgM[b] 

(clone AF6-78), PE-Cy™7 Streptavidin, 7-AAD Staining 

Solution 및 eBioscience (San Diego, CA, USA) 에서 구입한 

Biotin Rat Anti-Human/Mouse CD45R (B220) (clone RA3-

6B2), APC Rat Anti-Mouse CD317 (BST2, PDCA-1) (clone 



6 

 

eBio927) 및 Biolegend (San Diego, CA, USA) 사의 Alexa 

Fluor® 488 Rat Anti-mouse F4/80 (clone BM8), APC/Cy7 

Armenian Hamster anti-mouse CD11c (clone N418) 그리고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사의 APC Goat Anti-

Mouse MMR/CD206 항체이다. Flow cytometer 는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 사의 BD FACSCanto II 를 사용하였으며 원

심분리기는 Tomy (Tokyo, Japan) 사의 Lx-130 centrifuge 를 사

용하였다. 

3. 마우스 형질 검증 

모든 마우스는 꼬리에서 genomic DNA 를 추출하여 다음과 같은 

primer 를 사용한 중합 효소 연쇄 반응 (PCR) 방법으로 형질을 검

증하였다. PKR 에 대한 primer 는 NA-31 (5`-GGAACTTTGGA 

GCAATGGA-3`, NA-32 (5`-TGCCAATCACAAATCTAAAA 

C-3`), NA-33 (5`-TGTTCTGTGGCTATCAGGG-3`), McNeo-

2 (5`-TGACGAGTTCTTCTGAGGG-3`) 이며 PCR 산물의 크기

는 240 bp (야생형) 및 460 bp (돌연변이) 이다. PERK 에 대한 

primer 는 PGK 253R (5`-GCTACCGGTGGATGTGGAATGTG-

3`), MPERK 17305 (5`-AAGGACCCTATCCTCCTGCTGCAC-

3`), PERK 16AS (5`-CGGAGACAGTACAAGCGCAGATG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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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PCR 산물의 크기는 231 bp (야생형) 및 302 bp (돌연변이) 

이다. PCR 조건은 다음과 같다. 94°C 에서 4분 반응 시킨 후 94°

C 에서 30초, 55.5 ℃ (PKR) 및 62 ℃ (PERK) 에서 30초, 72℃

에서 30초를 한 세트로 하는 사이클을 35회 반복 후 72℃에서 10

분 반응시키고 PCR 을 종료하였다. 

4. 행동분석 실험 

유전자 변이에 따른 동물행동의 영향을 인지 기능 및 운동능력 

분석과 감정행동분석을 종합한 행동 분석을 이용해 학습과 기억, 

감정, 인지기능, 운동 능력 등의 차원에서 연구하였다. 모든 행동 

분석에는 12 주에서 18 주령의 수컷 마우스를 사용하였다. 

4.1 Open field test 

한 변이 40 cm 인 open field box 중앙에 마우스를 내려놓고 30 

분 동안 동물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였다. Box 내의 이동 거리 및 

방향 등으로 동물의 탐색 활동을 측정한다. 30 분이 지난 후에는 

동물을 꺼내고 70 % 에탄올로 닦아 분비물 및 넣어준 동물의 

냄새를 없앤 후 다른 동물을 넣는다. 

4.2 Rotor-rod test 

3 RPM으로 돌고 있는 rod 중앙에 마우스를 올려놓는다. 

마우스가 3 RPM에서 떨어지지 않고 움직이는 것을 확인한 후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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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RPM까지 가속을 시작하여 마우스가 추락한 시간 및 그때의 

속도를 기록하였다. 실험이 끝나면 동물을 꺼내고 70 % 에탄올로 

닦아 분비물 및 동물의 냄새를 없앤 후 다른 동물을 올린다. 

4.3 십자형 높은 미로 실험 

직경이 66 cm인 open-arm 및 closed-arm으로 구성된 십자 

형태의 장치 중앙에 동물을 놓고 5 분간 동물의 행동 패턴을 

기록하였다. 5 분 후 동물을 꺼내고 70 % 에탄올로 닦아 분비물 및 

동물의 냄새를 없앤 후 다른 동물을 올린다. 

4.4 놀람 반응 측정 

모든 실험은 마우스를 플라스틱 실린더에 넣고 65 dB의 배경 

잡음을 계속 준 상태에서 수행하였다. 청각적 놀람 반응 측정 

실험은 75~120 dB까지의 소리를 무작위로 섞어 자극하여 40 

밀리세컨드 동안 반응의 최대치를 측정하는 것으로 수행하였으며 

이를 5회 반복하였다. 파동전억제는 75 혹은 80 dB의 pre-pulse 

sound를 20 초간 준 다음 120 dB의 놀람 자극을 주어 40 

밀리세컨드 동안 반응의 최대치를 측정하였고 이를 10회 

반복하였다. 

4.5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 

모든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은 120 cm 지름의 수중 미로 수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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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을 채우고 수온을 25-28 °C로 맞추고 흰색 페인트를 물에 

풀어 플랫폼이 마우스의 눈에 띄지 않도록 만든 환경에서 

수행하였다. 본 실험에 들어가기 전에 마우스를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에 적응시키기 위해 2일 간 적응 훈련을 수행하였다. 플랫폼 

위에 마우스를 5 분 동안 올려두고 물 속에 안전한 위치가 있음을 

확인시키고 동시에 시험자의 손에 구조될 수 있음을 배우게 

하였으며 물에 뛰어들면 다시 건져서 5 분 동안 올라가 있도록 

만들어주었다. 이후 본 실험은 다음과 같은 절차로 10 일간 

수행하였다. 마우스를 플랫폼에서 떨어진 위치 -1 (정면), 2 

(좌측), 3 (우측), 4 (1과 동일한 자리)- 에서 입수시키고 플랫폼에 

올라가는데 걸리는 시간을 측정한다. 90 초 이내에 플랫폼을 찾지 

못하면 실험자가 손으로 가이드를 해주어 플랫폼 위에 올라가도록 

유도하며 그래도 찾지 못하면 마우스 직접 플랫폼 위에 올려주었다. 

마우스가 플랫폼 위에 올라가면 30 초간 cue를 기억하도록 해준 

후 실험자의 손 위로 이동시키고 1 분간 시선을 cue로부터 

차단시킨다. 2, 3, 4 번 자리에서도 이러한 과정을 반복하여 시간을 

기록하였다. Probe test는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이 마지막으로 

수행된 10 일째에 수중 미로 수조에서 플랫폼을 제거한 후 위치 1 

에 마우스를 입수시켜 그 행동 양상을 60 초간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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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6 공포 조건화 

적응을 위하여 마우스를 실험 상자에 넣고 300 초 후 소리 

자극을 20 초간 주었으며, 소리 자극이 시작된 지 18 초 후에 2 

초간 0.7 mA의 전기 자극을 주고 60 초 후 실험을 종료하였다. 

다음 날 동일한 실험 상자에 마우스를 넣고 5 분 간 관찰하는 

맥락적 공포 조건화를 실시하였다. 청각적 공포 조건화는 하얀색 

아크릴로 만들어진 원통을 실험 상자에 넣고 그 안에 마우스를 

집어넣은 후 3 분 후에 3 분 동안 전날과 동일한 소리 자극을 

가하여 수행하였다. 

4.7 수동적 회피 조건화 

마우스를 전기 충격기가 장치된 어두운 회피 상자에 넣고 60 

초간 적응 시간을 준다. 이후 마우스가 들어있는 쪽의 불을 밝혀 

밝게 만들어준 후 게이트를 열어 300 초 동안 마우스가 게이트 

건너편의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다. 

마우스가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하면 5 초 간 기다린 후 2 초간 1 

mA의 전기 자극을 주고 실험을 종료한다. 다음 날 다시 마우스를 

밝은 쪽 공간에 넣고 300 초간 건너편의 어두운 공간에 가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한 다음 마찬가지로 마우스가 이동하면 5 초간 기다린 

후 2 초간 1 mA의 전기 자극을 준다. 3 일째도 동일한 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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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복하여 게이트 건너편의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하기까지의 시간을 

측정하고 실험을 종료한다. SR (suppression ratio) 는 다음과 같은 

수식 (12-14) 으로 계산하였다. 

SR = (post) / (pre + post) 

5. 유세포 분석 

마우스에게 Zoletil 30 ㎎/㎏ 과 Rompun 10 ㎎/㎏을 섞은 

마취제를 근육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고정한다. 흉곽을 절개하여 

심장을 노출시킨 후 수술 가위로 우심방에 구멍을 내 피가 

빠져나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좌심실에 infusion pump의 바늘을 

꽂은 다음 200 ㎖/hr의 속도로 perfusion을 시작한다. 10 분 정도 

후 perfusion을 완료하고 비장 및 뒷다리 대퇴골을 적출한 다음 

참수하여 뇌를 적출한다. 적출한 대퇴골에서 0.292 ㎎/㎖의 L-

glutamine과 50 ㎍/㎖의 Gentamycin 및 100 ㎍/㎖의 

streptomycin, 100 units/㎖의 penicillin, 0.055 mM 의 2-

mercaptoethanol 이 들어있는 IMDM 배지 8 ㎖를 이용해 골수 

세포를 모은다. 비장은 적출 후 DPBS 10 ㎖에 잠겨 있는 나일론 

메쉬를 이용하여 비장 세포를 추출한다. 분리한 골수 및 비장세포는 

pore size가 70 ㎛인 cell strainer로 거른 후 NH4Cl 7.48 ㎎/㎖ 및 

Tris-base 206 ㎍/㎖ 가 들어있는 3차 증류수로 5 분간 RT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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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켜 적혈구 세포를 용해시킨다. 적출한 뇌는 Miltenyi biotec 

(Bergisch Gladbach, Germany) 사의 Neural Tissue Dissociation 

Kits (P type) 를 이용하여 설명서의 방법대로 세포를 추출하고 

Myelin Removal Beads II 및 LS column를 이용하여 myelin을 

제거하였다. 추출한 세포는 96 well 배양 접시에 well 당 5 x 105 

개의 세포가 포함되도록 한 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제거한 후 

20 µl의 blocking buffer에 섞어주고 얼음 위에서 30 분간 

반응시킨다. Blocking buffer는 1 mM EDTA, 1 % BSA, 10 % goat 

serum, 10 % rat serum 및 2 % anti-CD16/32 Fc Block, 10 mM 

NaN3가 포함된 DPBS로 이루어져 있으며 여기에 10 % mouse 

serum을 넣은 것과 넣지 않은 두 가지 조건으로 blocking하였다. 

30 분 후에는 1 mM EDTA 및 1% BSA와 0.1 %의 NaN3가 

포함된 DPBS로 구성되어 있는 FACS buffer에 항체를 섞어 얼음 

위에서 15 분간 반응시켰다. 1차 항체로는 Biotin Rat Anti-Mouse 

Ly-6G and Ly-6C (clone RB6-8C5), PE Rat Anti-Mouse 

CD11b (clone M1/70), FITC Rat Anti-Mouse CD4 (clone 

GK1.5a), APC-Cy™7 Rat Anti-Mouse CD8a (clone 53-6.7), 

PE Mouse Anti-Mouse IgM[a] (clone DS-1), PE Mouse Anti-

Mouse IgM[b] (clone AF6-78),  Anti-Human/Mouse CD45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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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220) (clone RA3-6B2), APC Rat Anti-Mouse CD317 

(BST2, PDCA-1) (clone eBio927), Alexa Fluor® 488 Rat 

Anti-mouse F4/80 (clone BM8), APC/Cy7 Armenian Hamster 

anti-mouse CD11c (clone N418) 및 APC Goat Anti-Mouse 

MMR/CD206 항체를 사용하였다. 이후 FACS buffer로 세척 한 

다음 2차 항체로 PE-Cy™7 Streptavidin 항체를 사용하여 얼음 

위에서 15분 간 반응시켰다. 유세포 분석 수행 10 분 전에 7-

AAD Staining Solution을 넣어주어 살아있는 세포와 죽은 세포를 

구분하였다. 

6. 통계처리 

결과에 제시된 모든 통계는 평균±표준오차를 나타낸다. 모든 

통계적 분석은 student’s t-test 혹은 one-way ANOVA 를 

기반으로 하고 있으며 그룹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 또는 

bonferroni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 < 0.05 인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분석 프로그램으로는 IBM 

사의 SPSS Statistics version 19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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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 및 PKR 유전자 적중 

PERK 유전자 이형접합자 마우스의 유전형 확인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 및 PKR PERK 유전자 동시 적중 

마우스의 꼬리에서 추출한 genomic DNA에 대한 PCR 결과 

(Figure 1) 는 다음과 같다. PKR+/+PERK+/+ 마우스는 PKR PCR 

band가 240 bp에서 나타나며 PERK PCR band는 231 bp에서 

나타났으며 PKR-/-PERK+/+ 마우스에서는 460 bp 크기의 PKR 

PCR 산물 및 231 bp 크기의 PERK PCR 산물을 확인할 수 

있었다. PKR-/-PERK+/- 마우스에서는 460 bp 크기의 PKR PCR 

band 및 231 bp와 302 bp 크기의 두 가지 PERK PCR band가 

나타났는데, PERK-/-의 유전형을 가진 마우스는 inbred strain을 

genetic background로 하는 경우 조기에 사망하기 때문에 (11) 

이형접합자인 PERK+/-마우스만을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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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PCR genotyping of PKR and PERK knockout mice 

PKR knockout mice (B) were positive for the mutant PKR band 

(460 bp) and negative for the wild type PKR band (240 bp). 

Mice heterozygous for the PERK gene (C) had double PERK 

band (231 bp for wild type and 302 bp for mut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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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PKR PERK 유전자 적중 마우스의 행동학적 

차이 분석 

2.1  Open field test 및 Rotor-rod test 결과 

PKR 및 PERK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른 동물 행동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하여, 마우스의 운동력 및 탐사력 (15) 과 불안 (16) 

에 기인한 행동 양상을 확인하는 실험인 open field test를 

진행하였다. 마우스를 새로운 환경에 접하게 했을 때, 마우스의 

운동력 및 탐사력이 높고 불안성이 낮을수록 더 많은 횡단을 하고 

중심에 더 오래 머무르려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 불안성이 높을수록 

벽을 따라 움직이려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때문에 마우스가 실험 

시간 내에 얼마나 많이 움직였는가 (distance moved) 및 중심에 

얼마나 오래 머물렀는가 (time in centre) 의 두가지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Open field test 결과 PKR+/+PERK+/+ 마우스 및 

PKR-/-PERK+/+ 마우스에 대조하여 PKR-/-PERK+/- 마우스는 더 

많은 거리를 움직였으며 (Figure 2.a) 이는 초기 5 분간의 

관찰에서도 동일하게 유의성 있는 양상을 보였다. 한편 중심에 

머무른 시간은 PKR-/-PERK+/-가 더 길었던 경향성을 보이나 

(Figure 2.b) 유의성은 충족하지 못하였다. 

또한 PKR 및 PERK 유전자의 존재 유무에 따른 마우스의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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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의 차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감각 운동 통합 기능의 차이 및 

균형 감각을 비교할 수 있는 rotor-rod test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PKR+/+PERK+/+, PKR-/-PERK+/+, PKR-/-PERK+/- 마우스간의 

운동 능력적 차이는 없는 것 (Figure 2.c) 으로 판별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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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Open field test and rotor-rod test 

(a) Open field test was performed to analyze anxiety and 

inquisitiveness. The distance travelled by the mice in the open 

field test was recorded. PKR-/-PERK+/- mice moved a 

significantly greater distance than the wild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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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time spent by the mice in the center of the open field 

box was tested. It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c) Locomotive abilities of the mice were tested based on the 

latency of falling during the rotor rod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PKR+/+PERK+/+, n = 8;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 p < 0.05; ** p < 0.01, one-way ANOVA followed by 

Bonferroni’s post-hoc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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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십자형 높은 미로 실험 결과 

불안의 정도를 측정하는 실험인 십자형 높은 미로 실험은 

closed-arm에서 머무른 시간 및 횟수를 통하여 동물의 불안이 

얼마나 높은가를 확인할 수 있는 실험이다 (17). 동물이 새로운 

공간을 탐험하려는 경향과 빛이 있는 열린 공간을 회피하려는 

경향간의 갈등이 행동에 영향을 미치게 되며 어두운 공간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을 보일수록 불안의 정도가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실험 결과 PKR-/-PERK+/- 마우스가 closed-arm에 더 오래 

머무르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부족하였으며 (Figure 3.a) 

마우스가 각 가지로 이동한 전체 횟수에서 close-arm에 진입한 

횟수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비슷하였다. (Figure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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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levated plus maze test 

(a) The time spent by the mice in the closed arm and open arm 

of the elevated plus maze test was recorded.  

(b) The number of open and closed arm entries was measured 

in the elevated plus maze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degrees of anxiety exhibited. 

PKR+/+PERK+/+, n = 8;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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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놀람 반응 측정 결과  

 놀람 반응 측정은 갑작스러운 자극에 대한 동물의 반응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이다 (18). 본 실험에는 다양한 데시벨의 

소리에 대한 반응을 측정하는 청각적 놀람 반응 측정 및 약한 사전 

소리 자극을 먼저 준 후 큰 소리 자극을 주어 사전 자극이 없을 

때에 비하여 반응성이 감소하는 정도를 확인하는 파동전억제를 

진행하였다. 청각적 놀람 반응 측정 결과 PKR+/+PERK+/+, PKR-/-

PERK+/+, PKR-/-PERK+/- 마우스의 소리 자극에 대한 반응성은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며 (Figure 4.a) 파동전억제의 경우에도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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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tartle response 

(a) Peak startle amplitude and startle latency were measured in 

the acoustic startle response test. Stimuli were presented from 

75 dB to 120 dB.  

(b) Pre-pulse inhibition of the startle response to acoustic 

stimulation was recorded. 75 dB or 85 dB pre-pulse followed 

by 120 dB startle stimulus.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startle response test and pre-pulse inhibition. 

PKR+/+PERK+/+, n = 8;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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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 결과 

 MWM (Morris water maze) 는 설치류의 해마 의존적인 공간적 

학습 및 기억 능력을 측정하는 실험 방법 (19, 20) 으로서 

불투명한 물로 가득 차 있는 수조 속에 마우스를 넣고 수중에 

숨겨진 플랫폼의 위치를 수조 주변의 배경을 이용해 기억하게 하여 

마우스의 시각적 기억 능력을 확인한다. 본 실험에서는 MWM 

수조를 4개의 사분면으로 나누고 그 중 한쪽 사분면에 플랫폼을 

설치한 후 나머지 사분면에서 마우스를 입수시켜 실험을 

진행하였다. Probe test는 플랫폼을 없앤 상태에서 마우스를 

입수시켜 플랫폼이 있던 자리를 몇 번이나 오가는가로 마우스의 

기억 능력을 실험하였다. 시각적 자극 요소로서 마우스가 기억을 

하는 대상인 cue는 수조 주변에 커튼이나 사물을 서로 다르게 

배치시킨 것을 이용하였다. 실험 결과 PKR+/+PERK+/+, PKR-/-

PERK+/+, PKR-/-PERK+/- 마우스의 기억 능력에는 큰 차이가 

없었으며 (Figure 5.a) probe test 결과 또한 유의미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Figure 5.b) Probe test에서 사분면에서의 점유율 

또한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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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Morris water maze test 

(a) The mean escape latencies across 10 days of Morris water 

maze test were recorded. 

(b and c) Platform removal probe test was performed on 10th 

day. The number of platform crosses (b) and quadrant 

occupancy (c) during the probe trial were tested in the probe 

test.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PKR+/+PERK+/+, n = 8; PKR-/-PERK+/+, n = 4; PKR-/-

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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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공포 조건화 결과 

 마우스 군간의 기억 능력 비교를 위하여 무해한 중립 조건 자극 

및 공포를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을 동시에 준 후 중립 자극에 대한 

공포 반응을 일으키도록 조건화 하여 마우스의 학습 및 기억 

능력을 확인하는 실험 방법 (21) 인 공포 조건화를 수행하였다. 

중립 자극에 대한 조건화된 공포의 정도는 freezing (얼어붙은 듯한 

반응) 등으로 측정하게 된다. 공포 조건화는 배경 (무해한 중립 

조건 자극) 과 발바닥 전기충격 (공포를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 을 

연관시킨 맥락적 공포 조건화 및 소리 (무해한 중립 조건 자극) 와 

발바닥 전기 자극 (공포를 유발하는 무조건 자극) 을 관련시켜 

확인하는 청각적 공포 조건화의 두 가지 측면에서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맥락적 공포 조건화에서 PKR+/+PERK+/+ 및 PKR-/-PERK+/+ 

마우스는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였으나 PKR-/-PERK+/- 마우스는 

조건화 된 중립 자극 (공간) 에 대한 freezing이 매우 낮게 

일어남이 관찰되었다. (Figure 6.a) 한편 청각적 공포 조건화에서는 

조건화 된 중립 자극 (소리) 을 주기 이전부터 이미 군 간의 

freezing의 정도에 차이가 있어 suppression ratio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그 결과 PKR+/+PERK+/+ 마우스에 비하여 PKR-/-

PERK+/+ 및 PKR-/-PERK+/- 마우스의 활동성 감소가 더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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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 것이 확인되었다. (Figure 6.b) 이를 통하여 마우스의 

시각에 의존한 기억력은 PKR의 유무에 영향을 받지 않으나, 

청각에 의존한 기억 능력은 PKR이 존재하지 않을 때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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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ear conditioning 

(a) The mean percentage of freezing time was measured in the 

contextual fear conditioning test. PKR-/-PERK+/- mice 

exhibited lower freezing which demonstrated lower visual 

memory capacity. 

(b) The mean suppression ratio of freezing was measur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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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uditory fear conditioning test. Increase of suppression 

ratio was observed in PKR-/-PERK+/+ mice and PKR-/-PERK+/- 

mice. There was a significant improvement in audio memory 

capacity in PKR-/-PERK+/+ mice and PKR-/-PERK+/- mice. 

PKR+/+PERK+/+, n = 8;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 p < 0.05; ** p < 0.01, one-way ANOVA followed by 

Bonferroni’s post-hoc comparis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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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 수동적 회피 조건화 결과 

 수동적 회피 조건화는 설치류가 어두운 곳을 선호하는 습성을 

이용한 기억 능력 및 학습 능력 비교 실험으로서 열고 닫을 수 

있는 게이트를 사이에 두고 두 부분으로 나뉘어진 회피상자에서 

실험을 진행하게 된다. 두 부분은 각각 빛이 비치는 밝은 공간과 

어두운 공간으로 설정되며, 어두운 공간에는 전기 자극이 갈 수 

있도록 전기충격기가 바닥에 장치되어 있다. 실험이 시작되면 

마우스는 밝은 공간에 놓이게 되고 열린 게이트를 통과하여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 전기 자극을 받게 된다. 이후부터 마우스는 이전에 

전기 자극을 받은 경험이 있는 장소로 들어가지 않거나, 

들어가더라도 빠르게 도망치려는 행동을 보이게 된다 (22). 수동적 

회피 조건화는 마우스를 밝은 공간에서 어두운 공간으로 

이동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측정하여 평가하며 (23), 능동적 회피 

조건화는 마우스를 어두운 공간에 바로 넣어 도망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평가한다. 수동적 회피 조건화에서는 이동에 걸리는 시간이 

오래 걸릴수록, 능동적 회피 조건화에서는 도망치기까지 걸리는 

시간이 짧을수록 기억 능력이 높다고 평가하게 된다. 본 실험에서는 

수동적 회피 조건화를 사용하였으며, 300 초 이내에 동물이 어두운 

공간에 들어가기까지 걸린 시간을 측정하였고 만약 마우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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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하지 않으면 걸린 시간을 300초로 기록하여 분석하였다. 실험 

결과 PKR+/+PERK+/+, PKR-/-PERK+/+, PKR-/-PERK+/- 마우스의 

이동 시간에는 큰 차이가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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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assive Avoidance conditioning 

Transfer latency time from light to dark chamber was recorded 

3 days. No significant difference was observed in the passive 

avoidance conditioning test. 

PKR+/+PERK+/+, n = 8;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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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유세포분석 결과 

 서로 다른 유전형의 마우스에서 추출한 뇌 조직에서의 뇌 세포 및 

골수와 비장에서의 면역 세포 분포를 유세포 분석법을 통하여 

분석하고 유전형과 면역 세포의 변화간의 상호 연관성을 

확인하였다. 각 조직에서 추출한 세포에서 골수성 계통 세포군을 

확인하기 위한 표지자로는 Gr-1, CD11b, CD11c, F4/80 을 

사용하였으며 림프성 게통 세포군의 확인을 위해서는 B220 

(CD45R), CD4, CD8a 를 사용하였다. 또한 형질세포양 수지상세포 

(pDCs, plasmacytoid dendritic cells)의 확인을 위해서는 PDCA-

1 (CD317) 을 표지자로 사용하였다. 실험 결과 골수성 계통 

세포군 중에서는 골수의 CD11b+Gr1-F4/80+ (Figure 9.a) 및 

CD11b+Gr1intF4/80int (Figure9.b), 그리고 CD11b+Gr1intCD11c-

(Figure9.c) 세포가 야생형인 PKR+/+PERK+/+ 마우스에 비하여 

PKR-/-PERK+/+ 마우스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활성화된 M1 대식세포인 CD11b+CD11c-CD206-F4/80+ (Figure 

9.d) 세포 또한 PKR-/-PERK+/+ 마우스에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M2 대식세포인 CD11b+CD11c-CD206+F4/80+ 

(Figure9.e) 세포는 PKR-/-PERK+/+ 및 PKR-/-PERK+/-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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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epresentative flow cytometry plots of the bone 

marrow, spleen and brain showing gating strategies. 

(a-c) Bone marrow cells in PKR+/+PERK+/+ (a), PKR-/-

PERK+/+ (b) and PKR-/-PERK+/- (c) mice. 

(d-f) Spleen cells in PKR+/+PERK+/+ (d), PKR-/-PERK+/+ (e) 

and PKR-/-PERK+/- (f) mice. 

(g-i) Brain cells in PKR+/+PERK+/+ (g), PKR-/-PERK+/+ (h) and 

PKR-/-PERK+/- (i)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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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Absolute numbers (in 10 million cells) of myeloid 

lineage cells in bone marrow and spleen 

(a) CD11b+Gr1-F4/80+ cells 

(b) CD11b+Gr1intF4/80int cells 

(c) CD11b+Gr1intCD11c- cells 

(d) CD11b+CD11c-CD206-F4/80+ cells 

(e) CD11b+CD11c-CD206+F4/80+ cells 

Observation: Myeloid lineage cell proliferation in bone marrow 

increased in PKR-/-PERK+/+ mice. 

PKR+/+PERK+/+, n = 4;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 p < 0.05; ** p < 0.01,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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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에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비장에서는 이들 세포

의 증가가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림프성 계통 세포 중에서는 골수

의 B220intPDCA-IgM++의 표면 마커를 발현하는 Transitional B 

세포 (Figure 10) 가 PKR+/+PERK+/+마우스에 비하여 PKR-/-

PERK+/+마우스 및 PKR-/-PERK+/-마우스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는 현상이 관찰되었다. 특이적인 것은 PKR-/-PERK+/+ 마우스의 골

수에서 표면에 B220intPDCA+을 발현하는 pDCs (Figure 11) 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는 것이다. 한편 뇌의 특이적인 면역 세포인 

미세아교세포 (Figure 12.a) 는 전체 뇌 세포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비슷하였고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인 CD11b+CD11c-CD206+F4/8 

0+ M2 미세아교세포 (Figure 12.c) 는 PKR-/-PERK+/- 마우스에

서 더 높은 비율이 나타나는 경향성이 관찰되었으나 유의성은 부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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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Absolute numbers (in 10 million cells) of transitional 

B cells in bone marrow and spleen 

Observation: Transitional B cell proliferation in bone marrow 

decreased in PKR-/-PERK+/+ mice and PKR-/-PERK+/- mice 

PKR+/+PERK+/+, n = 4;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 p < 0.05; ** p < 0.01,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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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Absolute numbers (in 10 million cells) of pDCs in 

bone marrow and spleen 

Observation: B220intPDCA+ pDCs proliferation increased in 

bone marrow of PKR-/-PERK+/+ mice. 

PKR+/+PERK+/+, n = 4;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 p < 0.05,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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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Microglia in brain 

Observation: The percentage of M2 microglia (c) in brain cells 

was observed to be higher for PKR-/-PERK+/- mice than 

PKR+/+PERK+/+ mice. Results were statistically insignifican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the percent of total microglia (a), 

M1 microglia (b), CD206+F4/80- microglia (d) and CD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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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4/80- microglia (e). 

PKR+/+PERK+/+, n = 4; PKR-/-PERK+/+, n = 4; PKR-/-PERK+/-, 

n=4.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 S.E (standard error).  

(* p < 0.05,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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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기존 연구에서 학습과 기억 및 행동에 변화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진 PKR과 PERK가 면역계의 면역 세포의 분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며 이것이 동물의 행동 변화와 어떻게 연관을 

지을 수 있는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PKR 유전자가 

결손된 PKR-/-PERK+/+ 마우스에서는 CD11b+Gr1-F4/80+ 세포, 

CD11b+Gr1intF4/80int세포, CD11b+Gr1intCD11c-세포, M1 대식 

세포인 CD11b+CD11c-CD206-F4/80+ 세포 및 M2 대식세포인 

CD11b+CD11c-CD206+F4/80+ 세포 등과 같은 골수성 계통의 

세포 수에 증가가 일어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transitional B 

세포의 감소 및 pDCs의 증가 또한 관찰되었다. 그러나 비장 

세포에서는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PKR이 면역 세포의 골수 내에서의 분화 및 2차 면역 

기관으로의 이동 단계에 영향을 미침을 유추할 수 있다. PKR은 

세린/트레오닌 키나아제로서 이중가닥 RNA 혹은 단일가닥 RNA의 

dsRNA 부위가 PKR의 N-말단부의 RNA 결합 영역인 RBDI 및 

RBDII에 결합하면 활성화, 이합체화하여 자가인산화를 일으키고 

eIF2α를 인산화시키는 단백질 키나아제로 변환된다 (24). eIF2α에 

존재하는 51번 세린 잔기가 인산화되면 eIF2-GDP를 eIF2-

GTP로 변환시켜 eIF2가 met-tRNA에 결합하도록 만들고, 

단백질의 번역이 저해된다 (25). 활성화된 PKR은 전사 인자인 

NFκB의 저해자인 IκB 또한 인산화시켜 NFκB에 의해 발현되는 

인터페론 베타 (IFN-β)와 같은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시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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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루킨 3 (IL-3) 및 PDGF, 인터페론 감마 등의 사이토카인이 

일으키는 세포 내 신호 전달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26). 또한 

PKR 유전자의 작용이 억제된 형질전환 NIH-3T3 세포를 주입한 

누드 마우스에서 악성 종양화 및 종양 성장이 촉진된다는 연구 

결과 (27)나, cell-permeable peptide가 PKR의 활성화를 

억제시키며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킨다는 기존 연구결과 (24) 는 

PKR 유전자가 세포의 성장 및 분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인터페론 감마 및 종양괴사인자 알파 (TNF-α)의 

조혈 억제 작용 시 PKR의 인산화로 인한 활성화가 동반되며, 

shRNA로 PKR을 억제하자 인터페론 감마에 의한 증식 억제가 

완화되었다는 또 다른 연구 결과 (28) 또한 이러한 견해를 

뒷받침한다. 반면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 골수 세포를 

에리트로포이에틴 (Epo), 인터루킨 3 (IL-3), KL (kit ligand)로 

처리하여 CFU (Colony-forming unit)을 확인하여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의 조혈 발달을 관찰했던 기존 연구에서는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의 조혈 발달이 야생형 마우스와 차이가 없다는 기존 

연구 결과 (10) 도 존재하여 PKR이 조혈 작용에 미칠 가능성에 

대한 서로 다른 견해를 제시하고 있었다. 본 논문에서는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와 야생형 마우스의 골수 세포 내에서의 세포 

분포의 차이를 분석하여 PKR의 세포 성장 및 분화에 대한 

영향력이 조혈 과정에도 미칠 가능성을 재발견하였다. 특히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에서 pDCs의 분화가 촉진되었다는 실험 결과는 

기존에 알려져 있듯이 PKR이 바이러스 감염을 감지하여 제 1형 

인터페론의 생성을 촉진시키는 항 바이러스 작용의 수용기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 (29) 뿐 아니라 pDCs의 분화 단계에서도 작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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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종양괴사인자를 처리한 pDCs에서 CD86을 

발현하는 성숙 pDCs로의 성숙이 유도되었다는 기존 연구 (30) 가 

있었으며, PKR 유전자가 종양괴사인자에 의한 IKK (IκB 키나아제) 

및 NFκB의 활성화 과정에 필수적이라는 기존 연구 (31) 에서 

추론하건대 PKR은 TNF에 의한 pDCs의 분화 조절에 관여할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PERK가 완전히 knock-out 되지 않은 

PKR-/-PERK+/- 마우스에서는 PKR-/-PERK+/+ 마우스에서 관찰된 

조혈 발달상의 차이가 일부 세포군에서만 관찰되는 것을 보아 

소포체에 존재하는 단백질 키나아제의 일종으로 소포체 내의 

변형단백질의 축적에 의해 활성화 (25) 되는 PERK의 감소는 

PKR의 결손에 의해 나타나는 세포 분화의 변화를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PKR 과는 달리 PERK가 조혈 

작용에 미치는 영향은 확실히 밝혀진 사실이 드물어 이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PKR-/-PERK+/- 마우스에서 증가하는 경향성이 관찰된 M2 

미세아교세포는 활성화 되면 염증 유발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막고, 

인터루킨 4, 인터루킨 10 등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며 

IGF-1 (Insulin like growth factor-1) 과 같은 neurotrophic 

factors를 분비 (32) 한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 혹은 감소가 

행동 변화를 유발한다는 것은 기존 논문에서 잘 알려져 있는 사실 

(33-35) 이다. 또한 IGF-1은 배아 발생기에 뉴런 전구 세포의 

증식을 촉진시키고 뉴런 및 희돌기교세포 (oligodendrocytes)의 

생존을 증진하는 역할을 하는 물질로서 (36) SE (status 

epilepticus)와 같은 병리학적 이상 상태의 뇌에서는 

미세아교세포가 분비하는 IGF-1이 증가하며, IGF-1 대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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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agonist) 를 처리하면 SE 유래 SGZ (subgranular zone) 증식 

이 감소한다는 연구 결과 (37) 도 발표되어 있다. 여기에서 PKR-

/-PERK+/- 마우스에서 관찰되는 M2 미세아교세포의 증가가 곧 뇌 

내 항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유발시키고, M2 

미세아교세포에서 분비된 IGF-1 양 또한 증가하여 뉴런 세포의 

증식에 영향을 미치게 되어 행동실험의 공포조건화 중 청각적 공포 

조건화에서 확인된 기억력 증진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해보았다. 

그러나 M2 미세아교세포의 항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IGF-1는 

미세아교세포의 활성화가 이루어졌을 때에 분비되는 것으로서,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실험 동물은 특정한 병리학적 상태를 유발하지 

않은 정상 개체군들이므로 PKR-/-PERK+/- 마우스에서 보이는 

행동학적 변화들이 이러한 미세아교세포의 증가에 의한 것이라 

보기는 어려우며, 그 증가가 통계학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았기 

때문에 동물의 행동 변화는 뇌 내 면역 세포의 변화로부터 일어난 

것은 아니라 결론지을 수 있다. 본 연구에서의 PKR-/-PER+/+ 

마우스 및 PKR-/-PERK+/- 마우스에서 관찰된 청각적 중립자극에 

대한 기억력 증진 효과는 PKR 유전자 적중 마우스에서의 기억력 

항진을 확인한 기존 연구 (5) 에서와 마찬가지로 기억 작용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 사이토카인인 인터페론 감마의 분비 

변화로 인한 결과로 사료된다. 또한 M1, M2 대식세포의 증가가 

PKR-/-PER+/+ 마우스의 골수 세포에서 관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M1, M2 대식세포와 표면 형질 발현이 동일한 뇌 내 M1, M2 

미세아교세포에서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 것을 통해 체내에서 

일어나는 조혈 작용과 뇌 내 면역 세포의 분화가 서로 다른 

조절기작하에서 이루어짐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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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가장 큰 한계점은 PKR+/+PERK+/- 마우스가 

실험군에서 누락되어 있다는 것으로, PKR-/-PERK+/- 마우스에서 

관찰된 행동적 면역학적 변화가 PKR 및 PERK 유전자 중 어떤 

것에 의한 결과인지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사용된 

마우스는 background strain이 129와 BalB/c의 교배종 마우스로서 

역교배를 거치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유전적 배경이 서로 다를 

가능성이 높다는 문제점을 안고 있다. Background strain에 따라 

동물의 행동에 차이가 있다는 것은 기존 신경과학 연구에서 널리 

알려져 있는 사실 (18, 20, 22, 38-41) 이며, 면역학적으로도 

유전적 배경의 영향력은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확인된 동물의 행동 및 면역 세포 분포의 차이가 

유전자의 영향에 의한 것인지, 유전적 배경의 차이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못하다는 문제가 있다. PKR 유전자가 결손된 마우스에서 

학습 및 기억 능력이 증진되는 것을 모리스 수중 미로 실험 및 

공포 조건화 실험을 통해 확인했던 기존 연구 (5) 와 달리 본 

논문에서 사용한 PKR-/-PERK+/+ 마우스가 야생형 마우스와 

대조하여 시각적 중립자극에 대한 기억 능력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은 결과 또한 유전적 배경 문제로 발생했을 가능성이 높다. 

일련의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역교배를 통해 background 

strain이 일정한 마우스를 생산하여 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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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troduction: PKR and PERK are the eIF2α kinases which 

phosphorylate the α subunit of the translation initiation factor 

eIF2 (eukaryotic protein synthesis initiation factor-2) and 

regulate the activation of eIF2. The PKR- and PERK-eIF2 

pathway has been known to be involved in anti-viral immune 

response and brain activity.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PKR and PERK on immune- and neuro-system by 

using PKR and PERK knockout mice whose genetic background 

was hybrid of 129 and Balb/c. 

 

Methods: Open field test, elevated plus maze test and rotor-rod 

test were used to analyze animal behavior. Morris water maze 

test and fear conditioning, passive avoidance conditioning were 

performed to find the difference of learning and memory ability. 

Startle response and prepulse inhibition were applied to 

measure the startle reflex. Multiparameter flow cytometry was 

used to analyze the composition of immune cells in bone 

marrow, spleen and b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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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PKR-/-PERK+/- mice was observed to move 

significantly longer distance than the wild type mice in open 

field test. In auditory fear conditioning test, the suppression 

ratio of freezing was increased in PKR-/-PERK+/+ mice and 

PKR-/-PERK+/- mice. Analysis of immune cell population 

demonstrated the change in the number of several myeloid 

lineage cells, transitional B cells and pDCs in bone marrow of 

PKR-/-PERK+/+ mice, while the increase of activated M2 

macrophages and decrease of transitional B cells in bone 

marrow of PKR-/-PERK+/- mice. Analysis of immune cells in 

brain showed that the cell percent of M2 microglia was 

increased in PKR-/-PERK+/- mice although it did not reach 

statistical significance. 

 

Conclusions: These results reveal that PKR and PERK might 

regulate immune cell differentiation as well as animal’s behavior 

and memory ability and suggest that hematopoiesis in bone 

marrow and immune cell distribution in brain could be 

differently regulated by PKR and PE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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