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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 환자의 뇌에는 병리학적 특성인 

베타-아밀로이드 (β-amyloid peptides, Aβ)의 비정상적 축적과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 (tau proteins)의 응집 이외에도 신경염증반응 (neuro-

inflammation)이 보여진다. Neuro-inflammation은 주로 신경교세포 (glial 

cells)인 미세아교세포 (microglia)와 성상세포 (astrocytes)의 염증활성에 의

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지만, 아직 정확한 발생 기전과 AD 발병에서

의 역할은 명확하지 않은 상태이다. Part. I에서는 microglia가 Aβ에 반응하여 

주 에너지생산 기전이 mitochondria의 산화적 인산화 (oxidative 

phosphorylation, OXPHOS)에서 해당과정 (glycolysis)로 변환되며 염증반응

이 활성화됨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활성화된 microglia는 최종적으로 세포 내 

중요 에너지대사의 손상과 함께 Aβ에 대한 반응이 현저히 떨어지는 Aβ-

tolerance 상태가 되었다. 이 tolerant microglia에 합성 interferon-γ를 처리

하여, microglia의 대사상승 (metabolic boosting)을 일으킴으로써 Aβ에 노출

된 후, 같은 자극으로도 염증활성이 나타나지 않는 tolerant microglia의 활성

화 기능이 정상화되고, 5XFAD에서 AD 병변이 완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Part. II에서는 활성화된 astrocyte에서 과발현하는 단아민 산화효소 

(monoamine oxidase, MAO)와 AD의 주 병변인 Aβ plaque의 정적 상관관계 

(positive correlation)을 5XFAD 쥐 뇌의 실시간 촬영을 이용함으로써 보고한

다. AD와 같은 정신질환에서 신경전달물질 (neurotransmitter)를 직접 불활성



ii 

 

화하는 MAO의 과활성이 보고되어 왔지만,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AD의 진

행에 따른 생체 내 시간∙공간적 MAO의 활성을 확인하였다. MAO의 활성을 

탐지하도록 개발된 MAO probe-1은 MAO의 촉매작용에 의해, Aβ plaque-인

지 형광체가 되어, AD의 주 병변인 Aβ plaque와 MAO의 in vivo 촬영에 사용

되었다. 결과적으로 5XFAD 쥐의 대뇌피질에서 AD진행에 따른 MAO의 활성

과 Aβ plaque의 성장의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실시간으로 확인하였으며, 

astrocytoma 세포주에 Aβ 처리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AD 진행에 따른 MAO

의 활성증가가 Aβ에 의한 활성화된 astrocyte에서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Aβ에 의한 microglia와 astrocytes의 염증활성 반응과 그 결과를 

확인하였으며, 신경교세포의 형질조절이 AD의 새로운 치료적 목표가 될 것으

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다광자 현미경 (Multi-photon microscopy), 신경염증 

(Neuro-inflammation), 베타-아밀로이드 (Aβ), 미세아교세포 

(microglia), 에너지대사, 해당과정 (glycoylsis), 성상세포 

(astrocyte), 단아민 산화효소 (monoamine oxidase) 

학   번: 2013 - 31176 



iii 

 

약어 목록 

 

AD: Alzheimer’s disease  

AMPK: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PP: amyloid precursor protein 

Aβ: beta-amyloid peptides 

BBB: blood brain barrier 

CAA: cerebral amyloid angiopathy 

CNS: central nervous system 

Cx3cr1: CX3C chemokine receptor 1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SO: dimethyl sulf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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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F-1α: hypoxia inducible factor-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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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N-γ: interferon-γ 

IHC: immunohistochemistry 

IL-1β: interleukin-1β 

IL-1RA: interleukin-1 receptor antagonist 

IL-10: interleukin-10 

IV-MPM: intravatial multi-photon microscopy 

MeoX04: Methoxy-X04 

Monoamine oxidase: MAO 

MPM: Multi-photon microscopy 

MRC: maximal respiratory rate 

mTOR: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NIR: near-infra red 

OCR: oxygen consumption rate 

OXPHOS: oxidative phosphorylation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MG: primary microg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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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FA: paraformaldehyde 

PS1: presenilin 1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WT: wild-type 

5XFAD: 5 familial Alzheimer’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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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AD)는 전세계 약 3,500만명이 존재하

며, 65세 이상 인구의 10%를 차지하는 가장 대표적인 퇴행성 신경질환이다. 

기억 및 인지장애와 함께 말하기, 삼키기, 그리고 걷기와 같은 행동학적 이상

이 오는 질환으로서, 점진적이며 만성적인 특징이 있으며, 진단 후 3-9년 안

에 환자를 죽음에 이르게 한다 (1). 이러한 AD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병리학적 특성에는 베타-아밀로이드 단백질 (β-amyloid proteins, Aβ)의 세

포 외 비정상적 축적과 미세소관 안정화 단백질로 알려진 타우 단백질 (tau 

proteins)의 과인산화에 의한 신경섬유덩어리 (Neuro-fibrillary tangles)가 보

고되어 있으며, 이 특징들은 신경염증 (neuro-inflammation)과 세포의 산화적 

손상 (oxidative damage)를 통하여 뇌 내 신경세포의 사멸과 이영양증 신경

돌기 (dystrophic neurites)를 야기한다 (1–4). 그 중 Aβ는 amyloid 

precursor protein (APP)가 β-secretase와 γ-secretase의 순차적인 효소반

응에 의해 생성되며, 36-43개의 아미노산을 갖는 신경세포독성의 일량체 

(monomer) 단백질이다. Aβ monomer는 아미노산 개수의 따라 Aβ40와 Aβ42

로 분류되는데, 더 많은 비율로 존재하는 Aβ40보다 비율은 작지만 더 높은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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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성을 갖는 Aβ42가 강한 신경세포독성을 갖는 것이 보고되어 있다. Aβ 

monomer의 축적은 올리고머화 (ologomerization)을 통하여 oligomeric Aβ, 

fibrillary Aβ 등을 형성한다. Monomer, oligomer, fibril 형태의 Aβ 중 

oligomeric Aβ가 synaptotoxin과 같은 신경세포독성이 가장 높다는 것이 합

성 Aβ 연구, APP 과발현 세포배양 연구, APP 과발현 동물모델, 그리고 사람

의 뇌-척수액 및 뇌조직 연구를 통하여 보고되었다 (5). 단백질 β-sheet 구

조를 형성하는 fibrillary Aβ는 diffused, dense-core, 그리고 cerebral 

amyloid angiopathy (CAA) 등 다양한 형태의 Aβ plaque로 뇌-실질과 뇌혈관

에 침적되며, AD환자의 뇌에서 나타나는 신경세포독성 및 신경교세포의 염증

활성과 관계되어있음이 in vitro 및 in vivo 연구들을 통하여 확인되었다 (그림 

1)(2,6–8). 

AD에서 나타나는 Aβ의 병리학적 역할이 보고됨에 따라 Aβ-과발현 AD동

물모델의 개발 및 연구가 진행되었다. Aβ-과발현 AD동물모델은 인간의 APP 

돌연변이 또는 γ-secretase의 주요 구성단백질인 presenilin 1 (PS1) 돌연변

이를 쥐 뇌의 신경세포에서 발현시킴으로써 만들어진다 (2,9). APP와 PS1 돌

연변이를 동시에 발현하는 APP/PS1 동물모델은 Aβ의 생성이 증가하여 9-

16 개월에서 Aβ plaque를 생성하며,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 인간 APP 돌연

변이에는 Swedish (K670N/M671L), Florida (I716V), 그리고 London 

(V717I) 돌연변이 등이 있으며, PS1에는 M146L과 L286V 돌연변이가 알려

져 있다. APP Swedish는 Aβ의 생성을 증가시키며, Florida, London, PS1 

M146L, 그리고 L286V는 축적성이 높은 Aβ42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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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되었다. 이 5개의 돌연변이를 신경세포 특정 promoter인 Thy-1 

promoter에서 발현하는 5XFAD 동물모델은 각 돌연변이의 조합을 통하여 총 

Aβ와 Aβ42의 발현을 기존 AD동물모델보다 약 2배 증가시켰으며, 1.5-2 개월

에서부터 Aβ plaque를 관찰 할 수 있다. 또한 Aβ plaque의 생성과 함께 신경

교세포의 활성이 나타나며, 신경세포의 손실이 수반된다. 전후 관계상 두려움 

조절 실험과 Y-미로 실험 등의 행동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5-7 개월에 행동

학적 이상이 오는 것이 보고되었다 (9). 

Aβ의 병리와 직접적 연관이 있는 AD의 병인기전인 neuro-inflammation에 

관한 연구는 성상세포 (astrocytes), 미세아교세포 (microglia) 등 신경교세포

의 염증기전과 연관되어 많이 보고되고 있다 (그림 2)(2,10–17). Microglia는 

뇌 내 대표적 내재면역세포 (innate immune cells)로서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 CNS)의 염증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 (18). 휴지기의 

microglia는 분지가 많은 형태를 유지하며, 주변 환경을 감시하지만, 위험신호 

(danger signals)를 감지하면 process는 짧아지며, 세포체의 크기가 증가하는 

활성화된 amoeboid 형태로 변하고, 이동성을 가지는 것이 보고되었다 

(19,20). 또한 microglia는 AD에서 보이는 염증반응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 

기존 보고에 의하면 AD 환자 및 모델 쥐의 뇌에서 활성화된 microglia를 확

인하였으며, interleukin-1β (IL-1β), tumor necrosis factor-α (TNF- α), 그

리고 interleukin-6 (IL-6)와 같은 염증 및 inuterlukin-10 (IL-10)과 같은 항

염증 cytokine의 분비를 보고하였다 (15,16). 이러한 염증 cytokine의 분비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야기할 수 있지만, 반대로 AD에서 활성화된 microglia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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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β의 흡수를 통하여 Aβ plaque의 제거할 수 있으며 (13,14,21), Aβ plaque

을 감싸면서 주변세포를 보호한다 (22). 이처럼 세포의 형태와 발현하는 

cytokine을 통한 AD에서의 활성화된 microglia의 역할확인연구가 지속되어 

왔지만, 신경세포의 사멸과 보호라는 서로 상반되는 역할과 함께 실제로 이 

세포가 Aβ에 의하여 어떻게 활성화되는지 그리고 병리학적으로 AD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는 불분명하다. 

Microglia와 같은 내재면역세포 (innate immune cells)는 외부 병원균이나 

조직의 상처와 같은 세포위험신호에 의하여 활성화되며 염증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활성화된 세포는 IL-1β, TNF-α 등의 염증 cytokine을 분비하며, 향상

된 세포움직임과 세포포식작용 (phagocytosis)를 보인다 (12,15,16). 하지만 

이와 같은 염증반응이 지속되면 숙주조직에 손상이 올 수 있으므로 내재면역

세포는 스스로 염증반응을 멈추고, 외부에 대한 반응을 떨어뜨리는 내재면역

관용 (innate immune-tolerance) 상태로 들어간다. 역설적으로 이러한 innate 

immune-tolerance는 많은 염증질환들과 연관되어 오히려 질병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대표적 질환으로는 패혈증 (sepsis), 자가면역질환 (auto-immune 

diseases) 등이 있다 (23,24). 

최근 면역세포대사 (immuno-metabolism)에 관한 연구는 내재면역세포의 

활성화에 새로운 근거를 제시해 주었다 (25). 각 세포들이 갖는 다양한 기능

만큼 필요한 에너지량도 다르므로 세포들은 각 세포 고유의 대사경로 

(metabolic pathway)를 갖는다. 예를 들어 활성화된 내재면역세포는 높은 에

너지 소비에 맞추어 빠른 에너지생산이 가능한 해당과정 (glycolysis)를 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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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로 사용하지만, 휴지기의 세포는 높은 에너지생산 효율을 갖는 

mitochondria의 산화적 인산화 (oxidative phosphorylation, OXPHOS)를 주

로 사용한다 (25,26). 또한 immune-tolerance 상태의 세포들은 glycolysis와 

OXPHOS가 모두 감소한 대사결함 상태임이 보고되었다. 즉, 세포의 에너지 

대사는 세포의 생리와 기능을 대변하며, 세포의 기능적 운명과 깊이 연관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7–31).  

Astrocyte는 CNS 내 환경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보조적 성향의 신경교세포

다. Astrocyte는 1차적으로 뇌의 미세혈관주변을 감싸는 구조로서 뇌-혈관 장

벽 (Blood-brain barrier, BBB)을 형성하거나 상피세포와 함께 뇌조직 구조의 

지반을 형성한다. 또한 신경세포와 직접연접을 형성함으로써 칼슘조절과 젖산 

등의 대사산물 공급을 통한 신경세포의 활성 및 유지를 담당한다 (2,32,33). 

특히 신경세포의 활성과 관련하여 astrocyte는 신경전달물질 

(neurotransmitter)을 직접 흡수 및 이화할 수 있는데, 이 때 세포 내 단아민 

산화효소 (monoamine oxidase, MAO)의 활성에 의한 조절이 보고되었다 

(34). 

MAO는 세포 mitochondria 막에 존재하며 monoamine기를 산화시킴으로써 

탈아민화를 촉매하는 효소이다. 따라서 monoamine을 포함하는 serotonin, 

melatonin, epinephrine, 그리고 dopamine과 같은 신경전달물질을 이화작용

을 통하여 억제하며, 결과적으로 CNS 신경세포의 기능을 직접 조절할 수 있

다 (35). MAO는 형태에 따라 MAO-A와 MAO-B로 나뉠 수 있으며, 위치적

으로 MAO-A는 간, 호흡계 혈관세포, 소화계 상피세포에서 발현하며, M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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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는 혈소판에서 발현한다. CNS에서는 신경세포와 astrocyte에서 MAO-A와 

MAO-B가 모두 발현하지만, 나이에 따른 발현량의 차이가 있다. 신생아의 

CNS에서 MAO-A는 80%로 MAO 활성의 대부분을 차지하지만, 나이가 들면

서 점차 MAO-B의 비율이 늘며, 노화에 따른 발현량의 증가를 보인다 (36). 

AD에서는 활성화된 astrocyte의 MAO-B에 의한 신경세포의 활성억제 및 

사멸이 보고되었다. AD에서의 MAO-B의 작용기전은 2가지로 설명할 수 있는

데, 첫 번째는 MAO-B의 탈아민화를 통한 aminergic neurotransmitter의 억

제다. 신경세포간 신호전달 역할을 하는 neurotransmitter의 억제는 신경세포

의 활성을 약화시킴으로써 세포의 기능을 저하하고 최종적으로 세포사멸까지 

야기될 수 있다 (34,36,37). 두 번째는 MAO-B의 촉매작용 시 발생하는 활성

산소에 의한 신경세포의 손상이다. 효소에 의한 neurotransmitter의 탈아민화

과정에서 과산화수소 (H202)가 생성되는데, AD에서 증가한 MAO의 작용은 이 

활성산소의 양을 증가시키며, 결국 신경세포의 손상을 야기한다 (45,49,50). 

MAO-B 활성증가에 따른 신경세포의 사멸은 AD에서 나타나는 기억 및 인지

장애와 같은 병인과 연관되어 있다고 보고되어왔지만, 지금까지 AD에서 나타

나는 MAO 활성의 증가는 실험재료 및 방법의 부재 등 많은 제약으로 인하여 

in vitro 또는 ex vivo 실험을 통하여 보고되어왔으며 (37,39), AD 진행에 따

른 MAO 활성에 대한 그 직접적 연관성을 시간 및 공간적으로 보여준 in vivo 

연구는 없었다. 

AD기전 연구에 사용되는 다양한 촬영기법 중 다광자 현미경 (Multi-

photon microscopy, MPM)은 femto (10-18) 초 안에 두 번 이상 조사가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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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레이저를 광자로 사용한다 (40–42). 이러한 다광자 조사방식은 실제 광자

가 갖는 에너지의 2배에 달하는 에너지를 전달함으로써 낮은 에너지의 광자

로도 형광입자의 방출을 유도할 수 있다. 특히, MPM은 높은 투과성과 적은 

에너지를 지닌 장파장 (near-infrared (700-1200 nm), NIR) 레이저를 조사광

원으로서 사용하는데, NIR의 초점 조사는 기존의 일광자를 사용한 공초점현미

경보다 적은 photo-toxicity와 깊은 투과성을 제공하므로 동물모델 in vivo 

촬영을 통한 기전연구에 적합하다 (그림 3)(43–45). 이처럼 MPM을 이용한 

형광촬영의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서 MPM 형광염료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

으며, 칼슘 및 당 표지를 통한 세포의 활성, 세포소기관 표지를 통한 역할분

석, 그리고 Aβ 표지를 통한 Aβ의 형성 및 발달 등 생체 내 기전연구가 전 의

과학 분야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3,21,43–53). 

본 연구에서는 뇌 내 내재면역세포로서 microglia가 세포상태에 따른 고유

의 immune-metabolism을 갖고 있을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AD에서 Aβ에 의

한 microglia의 활성기전과 AD 병인기전에서의 역할을 확인하기 위하여 XF 

분석기를 이용한 실시간 세포대사 모니터링과 단백질 및 mRNA의 정량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하여, Microglia는 Aβ를 세포위험신호로 인식하여, 염증 

cytokine 발현 및 향상된 phagocytosis를 보였으며, 특히 이러한 활성화에는 

glycolysis로의 대사전환이 필수조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대사전환이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경로에 의존적으로 발생한다는 것

을 rapamycin과 metformin과 같은 신호억제약물 처리를 통하여 확인하였다. 

한번 활성화된 세포는 5일 이내에 cytokine 발현과 phagocytosis가 급격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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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으며, microglia의 이러한 immune-tolerance를 AD 모델 쥐의 생체 

내 MPM 촬영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을 때, 대조군 쥐의 microglia보다 주변 

세포괴사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하였다. 마지막으로 대사상승의 기능이 알려진 

interferon-γ (IFN-γ)를 AD 모델 쥐에 장기간 투여하여 microglia의 활성능

력과 Aβ plaque의 성장, 그리고 쥐의 행동 등을 관찰함으로써 합성 IFN-γ의 

투여가 glycolysis 대사의 상승을 일으키고, 이를 통하여 microglia의 움직임

과 Aβ의 phagocytosis가 증진되며, AD 모델 쥐의 Aβ plaque와 같은 병리학

적 특성이 감소하고, 저하되었던 공간인지기능의 행동학적 병리까지 회복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결과는 microglia의 대사변화가 세포의 염증활성

기능을 조절하는 직접적 연관성을 보여주었으며, microglia세포대사의 조절을 

통하여 Aβ plaque 섭취와 같은 AD 병인기전에 대한 새로운 치료적 전략을 

제시하였다 (그림 4). 다음으로 AD진행에 따른 astrocyte와 MAO의 활성을 

생체 내에서 시간∙공간적으로 확인하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특이

적으로 MAO에 반응함으로써 Aβ plaque감지 형광체를 생성하는 염료를 사용

하였다. MAO probe 1은 MAO의 반응이 없는 상태에서 비형광성이지만, MAO

의 효소작용에 의하여 형광성인 IBC 2를 생성한다 (52). IBC 2는 기존 Aβ 

plaque 감지가 가능한 확장된 아세단형태를 이루고 있었으며, in vitro 및 in 

vivo 실험에서 Aβ plaque 감지 염료로서 Aβ-특이성과 광도에서 높은 효율을 

보여주었다. 이를 통하여, 5XFAD 쥐의 뇌에서 MAO의 활성과 Aβ plaque의 

in vivo 촬영이 가능할 것으로 가정하였으며, 5XFAD 쥐 대뇌피질에서 AD 진

행에 따라 MAO의 활성과 Aβ plaque이 같은 패턴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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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MAO와 Aβ plaque의 in vivo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

으며, AD 진행에 따른 MAO의 활성증가를 생체 내에서 실시간을 확인함으로

써 AD 병인의 새로운 in vivo 표지자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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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furth and LaFerla et al. NEJM (2010)) 

그림 1. Aβ의 생성과 fibril form의 형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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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rfurth and LaFerla et al. NEJM (2010)) 

그림 2. AD에서 나타나는 neuro-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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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ulti-photon microscopy의 조사방식과 사용광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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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Microglia의 대사조절을 통한 AD의 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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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ulti-photon 촬영을 통한 MAO와 AD의 상관관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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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본 연구에서는 3개의 human APP 695 돌연변이 (Swedish, Florida, and 

London)와 2개의 human presenilin 1 돌연변이 (M146L and L286V)를 발현

하는 5XFAD transgenic mice (Tg6799, The Jackson Laboratory)를 사용하

였다 (9). 또한 microglia를 촬영하기 위하여 CX3C chemokine receptor 1-

GFP (CX3CR1gfp/gfp) (The Jackson Laboratory) 쥐를 5XFAD와 교배하였다. 

Genotyping을 통하여 wild type (WT)과 transgenic 쥐를 선별하였으며, 실험

에는 2-11 개월 된 개체를 사용하였다. 동물은 specific pathogen-free 시설

에서 길러졌으며, 모든 동물실험 절차는 서울대학교 실험동물 자원관리원 

(IACUC: SNU-120221-1-12; SUN-16328-1-3)의 규정을 따랐다. 

 

2. 다광자 현미경 

LSM 7MP MPM system (Carl Zeiss)과 20X water immersion-objective 

lens (W Plan-Apochromat 20x/1.0 DIC M27 70 mm, Carl Zeiss), 그리고 

Titanium-Sapphire femtosecond laser (Coherent)를 이용하여 in vivo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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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하였다. 쥐 뇌의 cortex surface부터 약 50 μm 밑을 시작으로 1 μm 간격

으로 총 50 μm z-stack 촬영하여 3 차원 그림을 만들었으며, 이를 1 분 간격

으로 연속 촬영하여 4 차원 촬영을 완성하였다. GFP는 920 nm (< 35 mW)의 

laser를 조사하였으며, Aβ는 Methoxy-X04 (5 mg/kg, 복강주사)로 염색한 후

, 780 nm 레이저로 조사하였다. 촬영된 MPM 그림은 Volocity (PerkinElmer)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3. 동물수술 

쥐 뇌의 in vivo 촬영을 위해서 thinned-skull surgery와 open-skull 

surgery가 수행되었다 (40,54). Zoletil 0.035 cc를 쥐에 근육 주사하여 마취 

후, stereotactic heating plate (Live cell instrument)에 고정하였다. 알코올 

소독된 두피를 제거 후, 고통 감소를 위해 epinephrine을 처리하여, blade로 

골 막을 제거하였다. 

가. Tinned-skull surgery 

Bregma 기준 -2.5 mm, sagittal suture 기준 2.5 mm의 skull을 microdrill

로 아주 조심스럽게 두께가 15-20 um가 될 때까지 긁어냈다. 수술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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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fact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drilling 중간에 ice-cold 식염수를 처리하였다. 

수술된 쥐는 당일 바로 촬영되었다. 

나. Open-skull surgery 

Bregma 기준 -2.5 mm, sagittal suture 기준 2.5 mm을 중심으로 약 3 mm 

원을 조심스럽게 drilling하여 skull을 제거하였다. 그 후, 3 mm짜리 cover 

glass를 순간접착제로 고정한 후, dental acryl로 드러난 skull을 메워주었다. 

수술에 의한 염증을 줄이기 위하여 수술 전 후로 dexoymetathone과 

carprofen을 섞어 근육 주사하였다. 수술된 쥐는 약 3주 동안의 휴지기를 거

친 후에 촬영되었다. 

 

4. Aβ 준비 

Aβ1-42 단백질 (Bachem)을 1,1,1,3,3,3-hexafluoro-2-propanol (HFIP, 

Sigma)에 1 mM로 녹인 후, 분주하였다. Speedvac Concentrator (Savant 

Instruments)를 사용하여 HFIP를 증발시킨 튜브를 사용 전까지 -80℃에 보

관하였다. 사용 시, Anhydrous dimethyl sulfoxide (DMSO)에 1 mM로 녹인 

후, monomer 형태로 사용하거나 각각 100 μM, 10 μM로 Dulbescc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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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에 희석하여 4℃, 37℃에서 24 

시간을 두어 oligomer나 fibril 형태로 사용하였다 (54). 

 

5. 동물실험에서의 시약처리 

 2-deoxy-glucose (2-DG, 5 mM, Sigma-Aldrich)의 in vivo 효과를 보기 위

해 1 g/ml을 정맥 주사한 후, 3 시간 뒤부터 촬영을 시작하였다. Aβ의 in vivo 

효과를 보기 위하여, oligomeric Aβ (100 μM, 5 μl) 또는 DMSO가 들어간 

PBS를 쥐 뇌의 직접 stereotaxic 주사 (AP -0.4, ML 1, DV 2.5)하여 24시간 

후에 사용하였다. 쥐의 대사상승실험 (metabolic boosting)을 위하여 

interferon-γ (IFN-γ, Peprotech)를 0.66 mg/kg을 복강 주사하였다. 장기간 

효과를 보기 위해서 일주일에 한 번씩 3 달 동안 (4.5-7.5 M) 복강 주사하였

다. Aβ Plaque를 염색하기 위해서 Methoxy-X04 (MeO-X04)를 5 mg/kg 복

강 주사하여 약 20시간 후, 촬영하였다 (42). 

 형광염료개발을 위한 실험에서는 MAO probe 1, IBC 2, 그리고 MeO-X04를 

10 mg/kg 복강 주사한 후, 2시간 후부터 MPM촬영하였다. 혈관을 염색을 위

해서 Dextran-Texas-Red (70 kDa)을 25 mg/kg 정맥 주사 후, 촬영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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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O의 억제를 위하여 MAO 억제제인 selegline을 음용수 (10 mg/150 ml, 

ad libitum)에 섞어 일주일간 투여하였다.  

 

6. 세포 배양 및 시약처리 

 가. Primary microglia (PMG) 배양 

태어난 지 2-3일 된 ICR 쥐 (Koatech)의 뇌에서 대뇌피질과 해마를 분리

한 후, mixed glia 배양을 하였다. DMEM에 fetal bovine serum (FBS, 10%, 

Gibco)와 Penicillin/Streptomycin (P/S, 1 mg/ml, Sigma)를 첨가한 배지에서 

10일간 배양한 후 (37℃, 5% CO2), microglia가 자라나면 배양접시를 물리적

으로 두드려 떨어뜨린 후, poly-D-lysine 코팅된 배양접시에 2-2.5 x 105/ml

로 다시 깔아 주었다. 이 후, 약 2-3일간 세포의 휴지기를 준 후 실험을 하였

다. Lipopolysaccharide (LPS, 10 ng/ml)와 각 형태의 Aβ (2 μM)를 24 시간 

처리하였다. Glycolysis와 mTOR 신호 억제를 위하여 2-DG (5 mM), 

rapamycin (30 nM), 그리고 metformin (3 mM)을 각각 3 시간, 1 시간, 1시간 

pre-incubation 후, Aβ와 함께 24 시간 처리하였다. Tolerance 연구를 위하

여 24 시간 동안 oligomeric Aβ가 처리된 세포를 3-5 일간 더 배양하여 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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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기를 준 후, 다시 oligomeric Aβ를 24 시간 처리하였다. 대사상승실험 

(metabolic boosting)을 위하여 tolerant 세포에 IFN- γ (25 U/ml)을 1 시간 

pre-incubation 후, oligomeric Aβ와 24 시간 처리하였다. 

나. U-373 세포 배양 

 인간 astrocytes의 세포주인 U-373 세포에서 MAO 활성 연구를 하였다. 

U-373 세포주는 FBS와 P/S를 첨가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하였다 

(37℃, 5% CO2). Monomeric Aβ (1 μM)을 24 시간 처리하였다. 

 

7. 단백질정량 (Western blotting) 

 세포를 RIPA buffer를 사용하여 총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BCA 방법을 통하

여 정량 후, 5-10 μg의 단백질을 NuPAGE gel (Invitrogen)에 전기영동하였다

. PVDF membrane (Millipore)에 transfer한 후, 1 시간 동안 5% skim milk로 

blocking하였다. TBST buffer (0.05% Tween-20와 tris-buffered saline)를 

이용하여 세척한 membrane에 단백질 1차 항체를 16 시간 처리하였다 (4℃). 

이 후, horse radish peroxidase (HRP)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처리하여 

Amersham Imager 600 (GE Healthcare)로 바이오 이미지 분석을 하였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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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항체는 p-AKT (Cell Signaling, 1:2,000), AKT (Cell Signaling, 1:2,000), 

p-AMPK (Cell Signaling, 1:2,000), AMPK (Cell Signaling, 1:2,000), p-

mTOR (Cell Signaling, 1:2,000), mTOR (Cell Signaling, 1:2,000), HIF-1α 

(Novus 1:2,000), β-actin (1:2,000, Sigma-Aldrich), LC3-IIB (Cell 

Signaling, 1:2,000), GAPDH (1:2,000, Abcam), IL-1β, MAO-B (Abcam, 

1:2,000), 6E10 (1:2,000, BioLegend)을 사용하였다. 

 

8. 역전사 중합반응 (RT-PCR) 

RT-PCR을 통하여 mRNA의 양을 측정하였다. RNA를 RNeasy Plus Mini 

kit (QIAZEN)을 통하여 분리하였다. 60-150 ng/μl의 RNA를 Maxime RT 

PreMix (Intron biotechnology)와 RT-PCR을 통하여 cDNA를 얻은 후, 

SYBR Green Fast mix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real-time qPCR을 

수행하였다. 정규화에는 Rps18을 사용하였다. mRNA 발현은 ∆∆Ct 값을 계산

하여 분석되었다. 사용한 프라이머 시퀀스는 다음과 같다. 

Il1b, FW 5’-TGGCAACTGTTCCTG-3’,  

RV 5’-GGAAGCAGCCCTTCATCTT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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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10, FW 5’-AGGCGCTGTCATCGATTT-3’,  

RV 5’-CACCTTGGTCTTGGAGCTTAT-3’;  

Tnfa, FW 5’-GCCTCTTCTCATTCCTGCTT-3’,  

RV 5’-TGGGAACTTCTCATCCCTTTG-3’;  

Rps18, FW 5’-GGATGTGAAGGATGGGAAGT-3’,  

RV 5’-CCCTCTATGGGCTCGAATTT-3’. 

 

9. 해마조직준비 (Acute Hippocampal slices) 

 쥐를 경추 탈골 한 후, 빠르게 뇌를 꺼내어 차가운 artificial cerebrospinal 

fluid (aCSF, NaCl (124 mM), KCl (3 mM), NaH2PO4 (1.25 mM), MgCl2 (1 

mM), NaHCO3 (36 mM), D-glucose (10 mM), CaCl2 (2 mM), 95% O2, 5% 

CO2)에서 vibraing blade microtome (Leica)로 slice (250 μm)하였다. 이후 

IBC 2 (10 μM)와 MeO-X04 (10 μM)에 45 분간 염색하였다 (37℃). 

 

10. 조직염색 (Immunohistochemistry) 

Zoletil (40 μl, 근육 주사)로 마취 시킨 쥐의 가슴을 열어 심장을 통행 

PBS 를 온몸 순환 시킨 후, 뇌 조직을 꺼내어 4% paraformaldehyde (PFA)에 

20 시간 담가두었다. 조직을 꺼내어 30% sucrose 에 다시 3 일간 담가두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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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이 바닥에 완전히 가라앉은 것을 확인하고, 30 μm 로 cryosection 하여 

조직염색에 사용하였다. PBS 로 5 분간 3 번 세척 후, 70% formic acid 로 

항원복원을 한 다음 다시 PBS 로 세척해주었다. 5% bovine serum-albumin 

(BSA)로 비특이적 반응을 억제하고, 1 차 항체에 16 시간 담가두었다 (4℃). 

다시 PBS 세척 후, 형광염료가 달린 2 차 항체 (Invitrogen, 1:500)에 1 시간 

상온에서 염색 후, 세척하여 유리 slide 에 고정하였다. 일광자 현미경 

(Olympus, FV10i)를 이용하여 조직을 촬영하였다. 1 차 항체는 4G8 

(Covance, 1:2,000), Iba-1 (Waco, 1:1,000), MAO-B (Abcam, 1:1,000)를 

사용하였다. 

  

11. 세포염색 (Cytochemistry) 

가. Cytochemistry 

유리 slide에 준비된 세포를 PBS 세척 후, 4% PFA로 고정 (15분)하였다. 다

시 PBS 세척한 다음 0.25% Triton-X100으로 10분간 투과성을 높여주었다. 

Phalloidin (Invitrogen, 1:50)으로 1시간 염색한 후, DAPI (Sigma, 1:5,000)으

로 10분간 핵을 염색하고 유리커버로 고정하였다. 

나. Live cell 촬영 

Mitochondria를 보기 위하여 MitoTracker red (50 nM, 30분)을 사용하여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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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후, 일광자 현미경 (Olympus, FV10i)로 동안 live cell 촬영하였다.  

 

12. 세포 에너지대사 분석 

Seahorse XF24 분석기 (Seahorse Bioscience)를 이용하여 세포의 대사를 

모니터링 하였다. 세포를 XF24 배양 접시에 0.4 x 105개를 깔아준 후, 시약처

리를 하였다. 카트리지 접시를 XF 용액으로 활성화 16시간 활성화 시키고, 

세포를 분석 배지 (1 mM puruvate, 4 mM glutamine, 24 mM glucose가 들어

간 XF 배지)로 갈아준 후, 분석을 시작하였다.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ECAR)를 측정할 때에는 vehcle, LPS (10 ng/ml), Aβ (2 μM)이 분석 시

작 30분 후에 주사되었으며, 6분간격으로 10시간동안 모니터링 되었다. 

Oxygen consumption rate (OCR)을 측정할 때에는 oligomycin, FCCP, 

Rotenone & antimycin A를 순서대로 처리하여 mitochondria의 basal OCR, 

proton leak, 그리고 maximal respiratory rate (MCR)를 확인하였다. 

 

13. Microglia phagocytosis 분석 

먼저, YG 형광염료가 달린 microsphere (polysciences)를 fetal bov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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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rum (FBS)로 opsonization (37℃, 30분) 후, 시약처리 된 세포에 

microsphere 1 x 106개를 처리하여 30분간 (37℃) 두었다. 0.1 M PB로 2번 

세척 한 후, 0.05% trypsin으로 세포를 떨어뜨렸다. 그 다음 CD11b 

(ebioscience, 1:1,000)으로 30분간 염색하여 flow cytometry로 microsphere

의 흡수된 정도를 분석하였다. 

 

14. Y-미로 실험 

첫째 날, 적응을 위하여 Y-미로의 3 구역 중 한 쪽에 쥐를 넣은 후, 8분간 

쥐를 적응하였다. 둘째 날, 같은 방법으로 Y-미로 한 쪽에 쥐를 넣고, 8분간 

쥐의 이동경로를 추적하여, Y-미로 3 구역의 통과 횟수를 세어 연속적인 교체

통과비율을 측정하였다. 

 

15. ELISA를 이용한 MAO-B 활성 분석 

MAO의 활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MAO 활성 분석 키트 (Abcam)와 U-373 

세포주를 사용하였다. Aβ 처리된 U-373 세포주를 RIPA 버퍼로 추출한 다음, 

농도 연속적으로 희석하였다. 그리고 이 추출액을 MAO 항체가 바닥에 코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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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microplate에 넣어준 후, MAO의 활성에 의하여 생성된 hydrogen 

peroxide (H2O2)를 키트의 H2O2 probe로 탐지하여 microplate 리더기 (λexc  

= 495 nm, λemi = 529 nm, TECAN)을 사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16. Statistical analysis 

두 그룹간의 비교는 paired 또는 unpaired t-test를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세 그룹이상의 비교는 one-way ANOVA, tukey test를 이용하였다. 시간의 

변인요인이 있는 경우 two-way ANOVA, Bonferroni post-test를 이용하였다

. Data는 mean ± SEM으로 표시되었다. *p < 0.05, **p < 0.01, ***p < 0.001. In 

vitro 실험의 n은 각각의 단독실험을 의미하여, in vivo 실험의 n은 각 동물의 

수를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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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I. Microglia의 에너지대사가 AD 병인기전에 미치는 영향 연구 

1. Aβ에 의한 microglia의 glycolysis로의 대사전환과 염증반응 

Microglia가 Aβ에 어떠한 반응을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primary 

microglia culture 후, 3가지 형태의 Aβ (monomer Aβ (mAβ); oligomer Aβ 

(oAβ); fibril Aβ (fAβ))와 양성조절군 (positive control)으로서 LPS를 세포에 

24시간 처리하였다. 이를 통하여 먼저 짧아진 process들과 큰 세포체를 갖는 

활성화된 형태의 primary microglia를 볼 수 있었으며, 동시에 형광으로 표지

된 microsphere의 섭취를 형광세포분석기 (FACS)를 이용하여 분석함으로써 

Aβ에 의하여 microglia의 phagocytosis 활동이 대조군보다 증가되어 있는 것

을 확인하였다 (그림 6a, 6b). 또한 Aβ를 처리한 그룹에서 염증 cytokine인 

IL-1β와 TNF-α가 mRNA와 단백질 레벨에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Aβ에 의한 microglia의 염증활성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c, 6d). 

세포의 대사가 세포의 기능을 조절 및 대변 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으므로

(28–30), XF 분석기를 이용한 세포 외 기질분석을 통하여 microglia의 대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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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Glycolysis를 대변하는 real-time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ECAR)가 Aβ를 처리하자마자 급격하게 증가하여 10시간 이상 유지되는 것

을 볼 수 있었으며 (그림 6e), 이러한 ECAR의 증가는 glycolysis의 대사산물

인 lactate 증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함으로써 (그림 6f), Aβ에 의해 세포의 

glycolysis가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반면 mitochondria의 기능을 나타내는 

oxygen consumption rate (OCR)을 측정하였을 때, Aβ처리 그룹에서 대조군 

대비 maximal respiratory capacity (MRC)가 유의하게 떨어져 있었으며 (그

림 6g), MitoTracker Red로 염색한 mitochondria를 실시간 촬영 후, 세포소

기관의 모양 (aspect ratio; circularity)를 분석함으로써 mitochondria의 기능

저하와 관련있는 mito-fission이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6h). 이처럼 

mitochondria의 전체적인 기능이 하락되었음을 확인함으로써 Aβ에 의하여 

microglia내에서 OXPHOS의 의한 에너지 생성기전이 glycolysis로 대사전환

이 일어났음을 알 수 있었다. Aβ에 의한 microglia 활성이 glycolysis 의존적

인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glycolysis의 억제제인 2-DG를 Aβ와 함께 처리하는 

비교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2-DG에 의하여 glycolysis가 억제된 그룹에

서 염증 IL-1β와 TNF-α와 같은 cytokine이 유의하게 줄었으며 (그림 6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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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통하여 glycolysis 대사가 Aβ에 의한 microglia 활성을 일으키고 유지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2. mTOR-HIF-1α 경로 의존적인 Aβ에 의한 microglia의 활성과 glycolysis 

mTOR 경로는 세포의 대사환경을 인지하여 당 대사를 조절할 수 있다. 이 

경로에서 AKT는 외부신호를 받아 mTOR를 활성화시키며, 반대로 AMP-

activated protein kinase (AMPK)는 대사적으로 고갈된 상태인 AMP, ADP 

등을 인지하여 mTOR를 억제한다. 활성화된 mTOR는 glycolysis 조절단백질

인 hypoxia inducible factor-1α (HIF-1α)의 발현을 늘려 결과적으로 

glycolysis를 가속화한다 (31). Immunoblot 분석을 통하여 Aβ를 처리한 

microglia에서 양성조절군과 마찬가지로 AKT의 인산화증가와 AMPK의 인산

화감소를 보였으며, 그에 따른 mTOR의 인산화증가와 HIF-1α의 발현증가를 

확인하였다 (그림 7a). 또한 mTOR 억제제인 rapamycin과 AMPK 활성제인 

metformin을 Aβ와 함께 처리하는 실험을 통하여 mTOR 경로를 억제하였을 

때, Aβ에 의해 증가했던 염증 cytokine (IL-1β, TNF-α)이 감소함을 확인하였

다 (그림 7b, 7c). 이러한 결과는 mTOR 경로를 통한 glycolysis의 증가가 A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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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microglia의 염증반응의 시작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3. Aβ에 의한 microglia의 innate immune tolerance와 대사손상 

AD는 오랜 시간에 걸쳐 지속 및 발달하는 만성질병이므로 (2), Aβ에 의한 

microglia의 반응이 장시간에 걸친 반응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선천면역세포

는 보통 1-3일간 염증활성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후생유전학적 변

화가 있는 경우에는 7일까지 염증활성이 지속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31,55). 이에 microglia의 만성적 반응을 확인하기 위하여 oAβ를 24시간 처

리한 다음 PBS 세척 후, 3-5일간 배양을 하였다. 그 후, 다시 같은 농도의 

oAβ를 24시간 처리하여 만성염증활성 반응을 확인했을 때, 처음 Aβ에 의해 

증가했던 IL-1β, TNF-α와 같은 염증 cytokine들이 mRNA, 단백질 레벨에서 

모두 급격하게 줄어들었을 뿐만 아니라 (그림 8a, 8b) 향상되었던 

phagocytosis 능력도 유의하게 떨어진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8c). 이는 기

존 AD 환자 및 동물모델의 뇌에서 보여지는 기능불능의 microglia에 대한 연

구들과 일치하는 결과였다 (51,54,56–59). 만성적으로 Aβ에 노출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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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glia를 면밀히 조사해보면, AKT-mTOR-HIF-1α 단백질의 활성과 발현

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그림 8d), 결과적으로 Aβ에 의해 증가하였던 lactate

의 감소를 통하여 glycolysis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림 8e). 에너지대사 중 

OCR을 측정을 통하여 OXPOHS를 확인하였을 때, Aβ를 처음 만났을 때와 마

찬가지로 여전히 MRC가 대조군대비 감소하여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그림 8f) 

감소된 glycolysis와 함께 세포 내 전반적인 대사손상이 왔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대사손상이 microglia의 Aβ-tolerance에 중요한 단계이며, 이

는 곧 염증활성과 같은 세포기능의 손실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확인시켜 주었

다. 

 

4. Glycolysis 의존적인 in vivo microglia의 반응적 활성과 AD 모델 쥐에서의 

감소 

AD 쥐 모델의 in vivo microglia에서도 대사손상에 의한 염증활성의 기능상

실이 나타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microglia가 GFP로 표시된 

WT/Cx3cr1gfp/+ 쥐를 IV-MPM 촬영하여 microglia의 주변조직 손상에 대한

활성을 확인하였다. 알려진 대로, 조직에 레이저 손상을 주었을 때, microg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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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process들이 손상지역으로 몰려들었으며 (19), 이를 통하여 레이저에 대한 

반응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렇게 몰려드는 움직임은 높은 에너지를 요구하

는 염증활성의 면역반응이므로, 앞선 염증반응과 마찬가지로 (그림 6) 반응이 

glycolysis 의존적일 것이라 가정하였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WT/Cx3cr1gfp/+ 쥐에 glycolysis의 억제제인 2-DG를 주사한 후, microglia의 

반응성을 다시 관찰하였다. 2-DG에 의해 glycolysis가 억제된 그룹에서 

microglia의 반응이 현저하게 줄었으며 (그림 9a), 이를 통하여 in vivo 

microglia의 반응적 활성이 glycolysis 의존적이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레이저 

손상에 대한 microglia의 반응을 MPM 촬영함으로써 microglia의 활성과 세

포의 에너지대사를 확인할 수 있으므로, Aβ에 의한 in vivo microglia의 반응

성을 확인하는 실험을 수행하였다. oAβ를 뇌실에 stereotaxic 주사하고 24시

간이 지난 후에 레이저 손상에 대한 반응을 확인하였을 때, PMG in vitro 실

험 (그림 6a-6d)과 마찬가지로 대조군보다 더 빠르게 반응하였다 (그림 9b). 

하지만 대조군인 WT 쥐 또한 세포대사가 망가진 상태는 아니었으므로, 최종 

반응에서는 두 그룹이 수렴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그림 9b). 이는 Aβ에 의

해 in vivo microglia의 대사가 glycolysis로 전환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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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6-8개월 된 AD 모델 쥐인 5XFAD/Cx3cr1gfp/+ 쥐에서 같은 방법으로 

microglia 반응확인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에서 AD microglia의 최종 반

응성이 WT 쥐보다 유의하게 감소되어 있음을 확인함으로써 (그림 9c) 만성적

인 Aβ의 노출은 in vivo microglia 에너지대사 손상을 야기하며, AD에서 

microglia의 염증활성 기능의 결함까지 야기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5. IFN-γ 처리를 통한 tolerant microglia의 대사와 기능의 회복 

AD에서 microglia는 대사손상에 의한 기능결함이 보이므로 (그림 8과 9), 

microglia의 대사상승이 세포기능의 복구를 도울 것으로 가정할 수 있었다. 

IFN-γ는 세포의 mTOR 경로활성 (60,61)과 이를 통한 인간 선천면역세포 

glycolysis의 상승 (30)을 유도하는 것이 알려져 있으며, 특히 AD 모델 쥐인 

5XFAD 쥐의 뇌에서 양적으로 감소되어있는 cytokine이기도 하다 (57). 이를 

통하여, IFN-γ를 microglia의 대사상승을 일으키는 AD의 치료적 방법으로 고

려하게 되었다. Aβ-tolerance를 보이는 PMG (그림 8의 만성모델)에 IFN-γ를 

처리하였을 때, AKT와 mTOR가 활성화되어 HIF-1α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

였다 (그림 10a). 결과적으로 저하되었던 tolerant microglia의 glycolysis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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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되면서 (그림 10b) IL-1β, TNF-α와 같은 염증 cytokine의 분비 및 

phagocytosis의 활성이 모두 복구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0c, 10d). 

5XFAD/Cx3cr1gfp/+ 쥐에 IFN-γ를 전신 주입하여, MPM을 통한 microglia의 

반응성을 확인하는 in vivo 실험에서도 AD 쥐에서 감소하였던 in vivo 

microglia의 주변 조직손상에 대한 반응성이 IFN-γ에 의해 복구되됨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0e). 이 결과는 IFN-γ에 의한 glycolysis 대사상승이 

microglia의 염증활성 기능의 복구까지 연결된다는 것을 보여준다. 

 

6. 장기간 IFN-γ 처리를 통한 알츠하이머병 병인 완화 

IFN-γ가 in vitro 와 in vivo microglia의 대사상승을 야기하고 염증활성 기

능이 향상됨을 보았으므로 (그림 10), AD 모델 쥐에 지속적으로 IFN-γ를 처

리하는 실험을 수행해보기로 하였다. 먼저 6개월 5XFAD/Cx3cr1gfp/+ 쥐를 매

일 IV-MPM 촬영하여 IFN-γ 주사 전후로 microglia의 변화를 관찰하였을 때

, microglia가 IFN-γ에 의해 더욱 활성화되어 Aβ plaque 주변으로 몰려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a). 다음으로 4개월된 5XFAD 쥐에 IFN-γ를 

일주일간격으로 3달동안 주사한 후, 사후고정 조직염색을 수행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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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b-11h). In vivo microglia가 IFN-γ에 의해 활성화되어 Aβ plaque 주변으

로 몰려들었던 것처럼 (그림 11a) 더 많은 microglia가 IFN-γ에 의해 Aβ 

plaque으로 몰려들어 있었으며 (그림 11b의 화살머리; 그림 11c와 11d), 몰려

든 microglia는 PBS를 처리한 5XFAD 대조군의 microglia보다 더 높은 

phagocytosis와 더 많은 Aβ의 섭취를 microglia 내 Aβ를 체적을 측정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11b의 흰 원; 그림 11e와 11f). IFN-γ 처리 그룹에서 AD의 

병인요인인 Aβ plaque의 양이 감소하였으며 (그림 11g), Y-미로 행동실험을 

수행을 통하여 5XFAD 쥐의 저하된 신경기능이 IFN-γ에 의해 복구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h). 

 

Part II. Astrocyte에서 분비되는 MAO 인지 형광염료를 통한 MAO와 Aβ의 

상관관계 연구 

1. MAO활성과 Aβ plaque의 in vivo MPM 촬영 

MAO의 활성과 AD 진행의 상관관계를 in vivo 쥐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MAO의 활성에 특이적으로 반응을 보이는 형광염료에 집중을 하였다. 그 중 

MAO에 의해 산화됨으로써 benzo[g]iminocoumarin 2 (IBC2)를 생성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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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O probe 1을 찾을 수 있었다 (52). 비형광성인 probe 1이 MAO 특이적으

로 반응하여 염료의 aminopropyl moiety가 iminium ion 중간체로 변형되고, 

이는 다시 가수분해와 β-제거에 의하여 hydroxy 중간체가 되면서 nitrile 그

룹 중 하나와 응축되어 최종 생성물로서 높은 형광성을 지닌 IBC 2를 생성한

다. IBC 2는 기존 Aβ plaque 형광염료에서 보여지는 평평하고 긴 쌍극자 구

조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2a와 12b)(43). 또한 MAO의 활성에 의해 형광이 

발생하는 스위치-온 형태의 형광반응을 통하여 MAO와 그 활성을 특이적으로 

탐지할 수 있었다 (그림 12b). 최종적으로 생성된 IBC 2는 in vivo 촬영에 최

적파장대인 일광자-450 nm, 이광자-900 nm에서 최대흡수파장을, 600 nm에

서 최대방출파장을 갖고 있었으며 (그림 13), 낮은 분자량 (MW = 263.10)과 

BBB를 통과하기에 충분한 LogP values (MAO probe 1: 2.77, IBC 2: 2.91)를 

갖고 있었으므로 in vivo Aβ plaque 촬영에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62,63). 

 

2. In vitro Aβ와 IBC 2의 결합분석 

본 연구에서 IBC 2의 흡수 및 방출파장을 in vitro에서 확인하였다. IBC 2를 

ethanol 및 PBS를 용매로 사용했을 때, 450 nm의 최대흡수를, 각각 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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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0 nm에서 최대형광방출을 갖고 있었다 (그림 13a, 13b). Aβ plaque 내부의 

극성과 ethanol의 극성이 유사하다고 알려져 있으므로 (44), 형광방출에 있어

서 IBC 2가 Aβ plaque와 만날 경우 ethanol에서와 마찬가지로 bathochromic 

shift가 일어날 것으로 예상하였으며, 실제로 in vitro Aβ와 함께 측정하였을 

때, 약 10 nm의 방출파장의 밀림현상이 보였다 (그림 13c). 또한 probe 1과 

IBC 2의 Aβ 농도변화에 따른 형광세기를 보았을 때, probe 1의 경우 Aβ에 

의한 형광이 전혀 보이지 않는 반면에 IBC 2에서는 Aβ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

라 형광세기도 함께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3c). 다음으로 IBC 2의 농도

변화에 따른 Aβ와의 결합분석 실험을 수행하였을 때, IBC 2와 Aβ의 결합적정

이 1:5 결합 화학량 론을 갖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그림 13d), IBC 2의 높은 

Aβ 인식 및 형광표지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3. IBC 2를 이용한 ex vivo Aβ plaque MPM 촬영 

IBC 2를 이용한 Aβ plaque의 특이적 염색을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 Aβ 

plaque 형광염료로 잘 알려진 MeO-X04 (42)를 참고염료로서 사용하여 AD 

모델인 5XFAD 쥐 뇌 조직의 ex vivo MPM 촬영을 수행하였다. Aβ plaqu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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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이 발달되었다고 보고된 9개월 5XFAD 쥐의 뇌 (9)를 급성뇌조직절단 

(brain hippocampal acute slice)를 수행하여 IBC 2와 MeO-X04를 동시 염색 

(각 10 μM, 45 분, 37℃)한 후, MPM 촬영을 하였을 때 (그림 13e), in vitro 

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림 13) IBC 2에 의하여 Aβ plaque가 염색되어 붉은 파

장대 (565-610 nm 필터)에서 강한 형광방출을 하며, MeO-X04 (푸른 파장: 

485 nm 필터)의 형광신호와 겹쳐져 촬영됨을 확인함으로써 IBC 2가 뇌조직

에서 효과적으로 Aβ plaque를 염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4. IBC 2를 이용한 in vivo Aβ plaque MPM 촬영 

IBC 2의 효과적이고 뛰어난 Aβ plaque 염색능력을 확인한 후, craniotomy 

수술이 된 9개월 5XFAD 쥐에 IBC 2를 복강 주사하여 대뇌피질 in vivo 

MPM 촬영을 수행하였다 (그림 14a). 염료 주사 1분만에 IBC 2에 의한 Aβ 

plaque 형광신호가 보이기 시작하여, 약 2시간이 되었을 때 최대세기를 보였

으며, 24시간 뒤에는 신호가 거의 없어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b). 

특히 최대세기를 보일 때에는 조직표면에서부터 두께 약 600 μm 밑까지 Aβ 

plaque의 형광신호가 탐지되었으며, 이는 기존 Aβ plaque 염색 형광염료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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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2배나 더 깊게 탐지된 것이었다 (그림 14a)(44). 이를 통하여, IBC 2가 빠

르게 BBB를 투과하며 in vivo Aβ plaque에 강한 염색성을 갖는 것이 확인되

었다. 또한 혈관 주변에 Aβ가 축적되어 생성되는 CAA도 탐지됨으로써 IBC 2

가 일반 Aβ plaque보다 더 적은 amyloid 축적에도 반응할 수 있는 높은 민감

도를 가졌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4c의 화살표). 다음으로 염색된 Aβ plaque

를 60분동안 지속적으로 실시간 확대 촬영한 후, 남은 형광세기를 측정하는 

광안정성 검사를 수행하였을 때, 오직 30%의 형광신호의 감소를 확인함으로

써 광안정성 또한 높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4d). IBC 2로 Aβ 

plaque를 염색한 쥐를 사후 고정 후, cryosection하여 일광자 현미경으로 촬

영하였을 때, 기존 보고된 Aβ plaque 발현패턴 (그림 14f, 대뇌피질 layer V

에서 layer I까지 순차적으로 많은 양의 Aβ plaque 발현)(44)대로 Aβ plaque

가 탐지되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IBC 2가 BBB를 통과하여 뇌 전체의 Aβ 

plaque를 염색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4g). 

 

5. Probe 1과 MPM을 이용한 in vivo MAO 활성과 Aβ plaque의 in vivo MPM 

촬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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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BC 2가 in vivo Aβ plaque에 빠른 염색과 높은 민감도를 보였으므로, 

probe 1을 통한 MAO의 활성과 Aβ plaque의 in vivo 촬영을 수행하였다. 

Probe 1은 MAO 활성을 통해서 Aβ plaque 염색염료인 IBC 2를 생성하므로 

(52), MPM 촬영 시 탐지되는 형광신호는 MAO와 Aβ plaque의 지표가 되었

다. AD 진행에 따른 MAO의 활성과 Aβ plaque의 변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2-11개월의 5XFAD 쥐와 대조군으로서 9개월의 WT 쥐에 probe 1을 복강 

주사한 후, in vivo MPM 촬영을 수행하였다 (그림 15a). Data는 주사 후 2시

간이 되었을 때, 약 30분간 뇌조직표면부터 200-300 μm 깊이로 촬영하여 얻

었으며, 이를 통하여 5XFAD 쥐의 나이가 들면서 AD가 진행됨에 따라 Aβ 

plaque의 수와 크기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또한 MAO 활

성에 반응하여 생성된 IBC 2의 배경신호 (background signal)를 측정함으로

써 MAO의 활성 또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5b). 건강한 WT 쥐의 

MAO 활성과 비교하였을 때, AD 쥐는 4개월까지 유의한 차이가 없지만 5개

월이후부터 AD가 진행됨에 따라 효소의 활성도 증가함을 in vivo 촬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7개월부터는 큰 크기의 Aβ plaque들이 많이 보이기 시작

하였으며, AD 후반 단계에서는 Aβ plaque가 피질 전체로 확산함을 확인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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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었다 (그림 15a).  

Aβ plaque 형광신호와 배경형광신호 모두 5XFAD 쥐의 나이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AD의 진행과 Aβ plaque, MAO 활성이 

밀접한 정적 상관관계를 갖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 15c). 배경신호는 Aβ 

plaque의 미쳐 흡수되지 못하고 남은 IBC 2이므로 MAO의 활성을 직접적으

로 보여준다. 이러한 양적 신호와 Aβ plaque의 부피가 동물의 나이에 비례하

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배경신호와 Aβ plaque 신호의 밀접한 연관성을 통하

여 MAO의 활성과 Aβ plaque가 AD 진행에서 동시에 같은 패턴으로 증가함

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 in vivo MPM 촬영을 통하여 AD의 진행단계를 

크게 3가지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는 3개월까지 MAO의 활성과 Aβ 

plaque의 증가를 포함하는 AD병인이 천천히 진행 및 시작되는 단계, 4-8개월

의 AD병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단계, 마지막으로 9개월 이후에 AD병인진행

이 포화되는 단계이다. 나이에 따른 in vivo MAO의 활성 증가는 이 효소의 

활성이 AD의 진행 정도를 직시하는 또 다른 표지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

다. 

다음으로 MAO 억제제인 selegiline을 9-10 개월 된 5XFAD 쥐에 투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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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탐지된 형광신호가 실제로 in vivo MAO의 활성에 의한 것인지 확인하였다

. 이 실험에서 IBC 2의 배경신호가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함으로써 IBC 2가 in 

vivo MAO 활성에 반응하여 생성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5a, 15b).  

 

6. 조직학적 염색과 astrocytoma U-373 세포배양을 통한 MAO 활성과 Aβ 

plaque 관계 확인 

In vivo MPM 촬영실험과 더불어, 사후 고정된 5XFAD 쥐의 뇌조직을 조직 

염색하여 MAO와 Aβ plaque를 위치적 관계를 확인하였다. AD 병인에서는 

MAO-B가 더 주된 형태로 알려져 있으므로 (34,64,65), MAO-B 항체를 통한 

분석실험을 수행하였다. 3개월과 9개월의 5XFAD 쥐에서 MeO-X04와 MAO-

B 항체를 이용하여 조직을 형광염색한 후, Aβ plaque와 MAO-B의 위치적 상

관관계를 확인하였다 (그림 16a, 16b). 3개월에서 9개월로 AD가 진행될수록 

Aβ plaque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Aβ plaque 주변에서 MAO-B의 양이 2-3

배 증가하여 있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인간 astrocytoma U-373 세포주에 

Aβ를 24시간 처리 후, ELISA 분석을 통하여 astrocytes내의 MAO-B 활성을 

측정하였을 때 (그림 16c), Aβ에 의한 유의적인 MAO 활성이 증가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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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Aβ에 의해 astrocyte가 활성화되며 MAO 활성

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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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β에 의한 microglia의 염증 반응은 glycolysis 의존적이다. (a) 

mAβ, oAβ, fAβ 처리된 microglia를 phalloidin과 DAPI로 염색하여 일광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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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b) mAβ, oAβ, fAβ 와 LPS를 처리한 microglia에 

microsphere를 처리하여 phagocytosis를 FACS 분석하였다. (c), (d) 염증 또

는 항염증 cytokine의 단백질량과 mRNA을 정량 분석하였다. (e), (f) 시약 처

리 후, ECAR의 변화를 seahorse XF 분석기로 모니터링하고, lactate의 분비

량을 정량 분석하였다. (g) 시약 처리 후, 세포의 OCR을 XF 분석기를 통하여 

분석하였다. (h) 시약 처리 후, MitoTracker red로 염색하여 live cell 일광자 

현미경 촬영하였다. (i) mAβ, oAβ, fAβ에 2-DG를 처리한 후, cytokine의 

mRNA를 정량 분석하였다. (b)-(i) data는 mean ± SEM으로 표시되었다. (a) 

독립적인 5번의 실험의 대표 그림. (b)와 (e)-(g)와 (i) n = 5, (c) n = 10, (d) n 

= 6, (h) n = 3, *p < 0.05, **p < 0.01, ***p < 0.001, two-way ANOVA, #p < 

0.05, unpaired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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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microglia의 glycolysis는 mTOR경로 의존한다. (a) mAβ, oAβ, fAβ와 

LPS를 처리한 microglia의 immunoblot. (b), (c) mAβ, oAβ, fAβ에 

rapamycin 또는 metformin을 처리한 microglia의 mRNA정량 결과. (a)-(c) 

data는 mean ± SEM으로 표시되었다. (a) n = 10, (b) n = 5, (c) n = 6,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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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Aβ에 의해 활성화 된 microglia는 에너지대사 손상과 함께 tolerance 

단계로 들어간다. (a), (b) oAβ 처리하고 3-5일 휴식기간을 준 후, 염증 또는 

항염증 cytokine의 단백질량과 mRNA을 정량 분석하였다. (c) oAβ 처리하고 

3-5일 휴식기간을 준 후, phagocytosis 분석을 수행하였다. (d) oAβ 처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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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일 휴식기간을 준 후, microglia의 immunoblot을 수행하였다. (e) oAβ 처

리하고 3-5일 휴식기간을 준 후, lactate의 분비량을 분석하였다. (f) oAβ 처

리하고 3-5일 휴식기간을 준 후, OCR을 측정하였다. (a)-(f) data는 mean ± 

SEM으로 표시되었다. (a)-(d) n = 7, (e), (f) n = 5, *p < 0.05, **p < 0.01, ***p < 

0.001, one-way ANOVA, #p < 0.05, unpaired t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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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In vivo microglia의 반응적 활성은 glycolysis 의존적이며, AD 모델 

쥐에서 감소되어 있다. (a) 2-DG 처리 후, microglia의 laser 조사에 대한 반

응성 확인. (b) oAβ 주사 후, microglia의 laser에 대한 반응성 확인. (c) WT 

쥐와 5XFAD 쥐에서 microglia의 laser 조사에 대한 반응성 확인. (a)-(c) 

data는 mean ± SEM으로 표시되었다. n = 3-4 per group, *p < 0.05, ***p < 

0.001, two-way ANOVA, 큰 원 지름은 140 μm, 작은 원 지름은 7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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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β-tolerant microglia에 합성 IFN-γ를 처리하면 세포의 대사와 기

능이 회복된다. (a) Tolerant microglia에 IFN-γ를 처리하여 24 시간 후에 

immunoblot을 수행하였다. (b) Tolerant microglia에 IFN-γ를 처리하여 24 

시간 후에 lactate의 분비량을 분석하였다. (c) Tolerant microglia에 IFN-γ를 

처리하여 24 시간 후에 TNF-α의 mRNA양을 분석하였다. (d) Toler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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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glia에 IFN-γ를 처리하여 24 시간 후에 phagocytosis 분석을 수행하였

다. (e) AD 쥐 모델에서 IFN-γ 처리 후, microglia의 laser 조사에 대한 반응

성 확인. (a)-(e) data는 mean ± SEM으로 표시되었다. (a),(d) n = 7, (b),(c) n 

= 6, (e) n = 4 per group, (a)-(d) *p < 0.05, **p < 0.01, ***p < 0.001, unpaired 

t test, (e) *p < 0.05, two-way ANOVA, 큰 원 지름은 140 μm, 작은 원 지름

은 7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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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IFN-γ의 장기간 처리는 알츠하이머병 병인요인을 완화시킨다. (a) IFN-γ 처

리 전후의 in vivo microglia 분석. (b) 장기간 IFN-γ 처리 후, ex vivo microglia와 

Aβ plaques 촬영그림. (c) Aβ plaque로 모여든 microglia 숫자, 각 점은 

microglia. (d) Aβ plaque로 모여든 microglia 숫자, 각 점은 쥐 한 개체에서

의 평균 microglia의 숫자. (e) 한 개의 Aβ plaque에서 microglia가 섭취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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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β의 양. (f) 한 microglia가 섭취한 Aβ의 양. (g) 쥐 cortex에서 총 Aβ 

plaques의 양을 정량. (h) WT, 5XFAD, 5XFAD + IFN-γ의 Y-미로 실험. Data

는 mean ± SEM으로 표시되었다. 각 그룹당 (a) n = 3, (b)-(h) n = 8, (a),(c)-

(g) *p < 0.05, **p < 0.01, ***p < 0.001, unpaired t test, (h) *p < 0.05, one-

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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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MAO 와 AD 진행의 in vivo MPM 촬영. (a) 기존에 보고된 평평하고 

긴 쌍극자 구조의 Aβ 형광염료. (b) Probe-1 이 MAO 활성에 의해 반응하여 

IBC 2 로 변환된 후, in vivo Aβ 형광염료로 사용되는 계획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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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In vitro IBC 2 형광염료 분석. (a), (b) Ethanol 과 PBS (pH 7.4)에서

의 IBC 2 (2 μM)의 흡수 및 방출 파장. (c) Aβ 농도 (0-50 μM)에 따른 IBC 

2 (10 μM)의 형광 spectra. (d) Aβ (10 μM)에 반응하는 IBC 2 (0-15 μM)의 

포화 곡선. Data 는 mean ± SEM 으로 표시되었다. (e) MeO-X04 (10 μM, 760 

nm 조사)와 함께 ex vivo 5XFAD 쥐 뇌조직 대뇌피질의 Aβ plaque 를 염색

한 IBC 2 (10 μM, 850 nm 조사) MPM 촬영 그림. Scale bar 6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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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IBC 2 를 이용한 in vivo Aβ plaque 의 MPM 촬영. (a) IBC 2 를 복

강주사 (10 mg/kg; 2 h)하여 5XFAD 쥐 (9 개월, n = 3)의 대뇌피질에서 in 

vivo 형광 촬영하여 3D 구조화한 그림. Scale bar 45 μm. (b) IBC 2 주사 후, 

5 개월 5XFAD 에서 시간에 흐름에 따라 촬영한 그림. Scale bar 30 μm. (c)  

IBC 2 를 이용한 5XFAD 촬영에서 관찰된 CAA. Scale bar 30 μm. (d) Laser 

photobleaching 분석 (80 mW; 850 nm; 60 min). (e) IBC 2 와 Dextran-

Texas-Red (70 kDa, 24 mg/kg)을 주사한 5XFAD 쥐의 대뇌피질 그림. 

Scale bar 50 μm. (f) 5XFAD 쥐 대뇌피질에서의 Aβ plaque 분포도. (g) IBC 

2 를 주사 한 5XFAD 쥐 뇌조직의 Aβ plaque 일광자 형광 촬영. Scale bar 

1000 μm, 2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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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Probe 1 을 이용한 MAO 활성과 Aβ plaque 의 in vivo MPM 촬영. 

(a) WT 쥐 (9 개월, n = 3)와 5XFAD 쥐 (2-11 개월, n = 2-3) 대뇌 피질의 

MPM 촬영 (850 nm, 50 mW, 200-300 μm 의 z-depth) 그림. Scale bar 60 

μm. (b) Aβ plaque 와 배경신호의 세기를 개월 별로 정리 분석한 그래프. Data

는 mean ± SEM 으로 표시되었다. (c) Aβ plaque 의 부피와 배경신호의 세기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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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MAO 의 조직학적 염색과 Aβ 에 의한 astrocyte 의 MAO 활성. (a) 

MAO-B 항체를 이용한 5XFAD 쥐 (3, 9 개월, n = 3) 대뇌피질의 조직학적 염

색. Scale bar 20 μm. (b) a 에서의 Aβ plaque 와 MAO-B 의 상대적 형광 세

기. (c) Aβ 처리에 의한 astrocytoma U-373 세포주에서의 MAO-B 활성 정

량 분석. Data 는 mean ± SEM 으로 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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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신경교세포는 중추신경계의 항상성유지를 위하여 끊임없이 환경을 감시하고

, 조직괴사나 외부항원에 반응하여 활성화된다. 본 연구에서는 뇌 내 신경교

세포 중 microglia와 astrocyte가 AD의 병리학적 특성인 Aβ에 어떻게 반응

하는지 확인하였다. Microglia와 astrocyte는 모두 Aβ에 반응하여 염증활성을 

보이거나 활성화되는 것을 볼 수 있었지만 (그림 6과 그림 16c), 지속적으로 

Aβ를 만나는 만성적 상황에서는 다른 반응을 보였다. Microglia는 면역관용적 

특징을 보이며, 더 이상 Aβ에 반응을 보이지 않은 tolerance로 접어든 반면

에 (그림 8) astrocyte는 AD진행에 따른 지속적인 MAO의 과활성을 보였다 (

그림 15). 본 연구에서는 Aβ에 대한 신경교세포 두 종류의 반응기전 및 반응 

후의 결과를 확인하였다. 

선천면역세포는 세포 내 에너지대사에 따라, glycolysis의 빠른 반응을 통한 

염증반응의 활성 또는 mitochondria의 효율적인 에너지생성을 통한 조직의 

항상성 유지 등의 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28–30). 본 연구의 첫 

번째 part에서는 선천면역세포로써 뇌 내 microglia의 대사가 Aβ에 반응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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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tochondria의 OXHPHOS에서 glycolysis로 급격하게 변환되는 것을 보았다 

(그림 6). OXHPHOS에서 glycolysis로의 대사전환이 일어남에 따라 

microglia에서는 amoeboid 형태로의 모양변화, IL-1β; TNF-α와 같은 염증 

cytokine 분비증가, 그리고 phagocytosis의 증가와 같은 염증활성이 나타남

을 실시간세포촬영, 단백질 및 mRNA 정량, 그리고 형광세포분석기를 이용하

여 확인하였으며 (그림 6a, 6b, 6c, 6d), 대사조절은 microglia의 염증활성에 

하는데 중요한 과정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i). 

본 연구에서 Aβ에 의해 microglia의 대사전환이 OXPHOS에서 glycolysis

로 나타나는 동안, mitochondria의 fission과 OXPHOS의 감소가 보였다 (그림 

6g와 6h). Mitochondria의 fission은 mTOR 경로 의존적임이 후천면역세포에

서 보고되었으며 (66), glycolysis의 빠른 당 대사라는 이점 이외에도 

mitochondria의 citrate, succinate, 그리고 itaconate와 같은 중간대사산물이 

염증 및 후생유전 관련 효소를 활성화하는데 사용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25,26,29,67,68). 이는 mitochondria의 에너지대사로서의 기능이 아닌 염증 

및 후생유전을 조절하는 새로운 기능을 보여주며, Aβ에 의한 microglia의 대

사전환에서도 mitochondria의 대사산물에 의한 염증 및 후생유전 효소들의 



62 

 

활성이 염증반응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세포 내 citrate, 

succinate와 같은 대사산물과 히스톤 단백질의 acetylation 및 methylation과 

같은 후생학적 수정을 확인하는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Aβ monomer, oligomer, 그리고 fibril 형태의 따라 microglia의 반응이 다

르게 나타났다 (그림 6). Microglia는 Aβ monomer와 oligomer에 반응하여 

IL-1β, TNF-α 등의 염증 cytokine의 발현 및 phagocytosis와 같은 염증활

성이 높게 나오는 반면에, 비슷한 mTOR 경로 및 glycolysis의 증가를 보였

음에도 fibrillary Aβ에 반응하여 상대적으로 낮은 염증활성을 보였다. 

Glycolysis의 차이가 없음에도 Aβ fibril처리 그룹에서 염증활성이 낮게 나타

난 이유에는 세포자식작용 (autophagy)의 증가를 들 수 있다. Microglia에 다

양한 형태의 Aβ를 처리 시, 오직 Aβ fibril처리 그룹에서만 autophagy가 증

가되었음이 microtubule-associated proteins light chain 3B (LC3-IIb) 단백

질 정량을 통하여 보고되었다 (14). Autophagy는 세포소기관을 분해함으로써 

불기능의 세포소기관을 제거하며, 이를 통해 에너지와 단위분자들을 생성하는 

대표적 대사기전으로, Inflammasome의 억제 및 활성산소생성 mitochondria

의 제거를 통하여 염증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4,27). Aβ fibr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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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시 나타나는 autophagy의 증가가 microglia 염증활성억제에 관여되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대한 추가연구 또한 필요하다. 

조직에서의 과염증반응은 조직손상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내재면역세포는 

정교하게 염증반응을 조절하여야 한다 (23,24). 본 연구에서는 tolerant 

microglia 모델을 통하여 microglia 또한 대식세포나 단핵구세포와 같은 내재

면역세포처럼 숙주세포의 보호를 위하여 세포대사를 감소시킴으로써 염증반응

을 조절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 세포의 염증활성은 세포가 

OXPHOS와 glycolysis 중 사용하는 대사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므로, 세포대

의 조절을 통한 염증활성의 조절방법은 효율적이며 염증조절에 확실한 방법이 

되었다. 하지만 tolerant microglia는 오히려 Aβ에 대한 반응성이 감소되며, 

Aβ plaque의 축적을 야기하는 등 AD 진행에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치게 되었

다 (그림 8a-8c, 그림 9c). 이 결과는 최근 기능불능의 microglia가 AD 환자

와 모델 쥐에서 보이며 (51,54,56), 항염증 cytokine인 IL-10, 항염증 T 세

포를 억제하거나, 염증 T 세포의 수를 늘리는 등의 면역상승이 AD 병인을 완

화한다는 연구들 (57–59)과 일치한다. 

Microglia의 염증활성에서 보이는 OXPHOS에서 glycolysis로의 대사전환은 



64 

 

mTOR 경로에 의존적이므로 (그림 7), mTOR의 억제약물인 rapamycin과 

AMPK의 유도물질인 metformin의 AD 치료목적으로써의 사용은 더 논의되어

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AD 치료에 있어서 mTOR 억제에 대한 새로

운 시야를 제공한다. mTOR 경로를 따라 조절되는 OXPHOS에서 glycolysis

로의 대사전환에 관한 이번 결과들은 Aβ에 의한 microglia의 염증활성 기전

을 명확하게 보여준다 (그림 7). 즉, mTOR 경로는 microglia의 기능 및 염증

반응을 직접 조절한다. 이러한 결과는 mTOR 억제를 통한 microglia의 활성

감소는 Aβ에 대한 기능불능의 microglia를 야기하며 Aβ plaque의 침적과 같

은 AD 병인진행에 안 좋은 영향을 끼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으며, metformin

처리에 의한 5XFAD 쥐에서의 Aβ plaque의 증가에 관한 연구 (69)는 이를 

뒷받침해준다. 

 본 연구에서는 IV-MPM 촬영을 통하여 in vivo microglia의 에너지대사와 

염증활성을 동시에 관찰하였다. MPM 레이저 조사는 조직의 특정부위에 비감

염성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 조직손상에 의한 microglia의 즉각적인 반응

과 움직임이 보고된 바 있다 (19). Microglia의 주변조직손상에 대한 반응이 

glycolysis 의존적임을 glycolysis 억제제인 2-DG를 처리한 쥐 실험을 통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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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림 9a), 조직손상에 대한 반응을 확인함으로써 in 

vivo microglia의 직접적인 glycolysis대사의 확인이 가능하였다. In vitro 

PMG 실험결과와 마찬가지로 (그림 6과 그림 8) WT 쥐 뇌에 ICV 주사를 통

한 급성 Aβ의 처리는 microglia의 OXPHOS에서 glycolysis로의 대사전환을 

통하여 조직손상에 대한 반응이 초반에 더 빠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지만 (그

림 9b), 나이 많은 5XFAD 동물모델의 만성적 상황에서는 지속적인 Aβ에 의

하여 microglia의 tolerance 상태가 유도됨으로써 조직손상에 대한 반응이 현

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9c). 

AD에서는 지속적인 Aβ의 생성과 그로 인한 뇌 내 신경세포들의 손상이 있

으므로, microglia 대사조절을 통한 세포의 염증활성이 Aβ의 제거로 이어지며

, microglia의 대사조절이 AD의 치료적 방법이 될 것으로 가정하였다. mTOR 

경로 및 glycolysis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60,61) IFN-γ를 in vitro tolerant 

microglia에 처리함으로써 glycolysis의 상승을 야기함으로써 감소되었던 세

포의 염증활성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그림 10a-10d). 또한 IFN-γ 주사는 

in vivo microglia의 염증활성을 야기하여, 레이저에 대한 반응성 증가로 연계

되었다 (그림 10e). AD 동물모델에 IFN-γ를 장기간 투여하여 microgli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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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olysis 상승을 통한 세포의 염증활성을 일으켰을 때, AD 병인기전인 Aβ 

plaque의 감소와 감퇴된 행동의 복구 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1). 

최근 microglia의 후생유전학 연구 (70)는 LPS-전신주입을 통한 쥐 뇌 

microglia의 후생유전적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주입횟수에 따라 세포의 형질

이 변화함을 보고하였다. LPS를 낮은 농도로 1회 처리하면 HIF-1α의 상승과 

함께 microglia의 염증활성을 증가시키지만 (trained), LPS의 지속적 처리 (4

회)는 HIF-1α의 감소와 함께 tolerant microglia를 유도하였다. 이를 통하여 

HIF-1α 의존적 glycolysis에 따라 염증활성의 변화를 확인하였으며, 이는 본 

연구의 glycolysis 의존적 microglia의 염증활성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하지만 

AD동물모델 중 하나인 APP/PS1 쥐에 tolerant microglia를 유도하여 

phagocytosis의 증가와 함께 AD병변의 감소를 관찰하였다. 이는 본 연구와 

상반되는 결과인데, APP/PS1 쥐는 9개월부터 Aβ plaque가 관찰되므로 사용

된 3-9개월 쥐는 Aβ plaque의 생성 이전시기이며, 본 연구에서 사용한 Aβ 

plaque 발달시기의 microglia와는 다른 단계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선천면역

세포의 phagocytosis 능력은 glycolysis 의존적이라는 것이 보고되었다 (71–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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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관찰한 뇌 내 선천면역세포는 microglia지만 중추신경계 외부

로부터 유입된 혈액유래 대식세포 (blood-derived macrophages)의 존재 또

한 배제할 수 없다. Microglia는 배아시기 (E9.0-E9.5) BBB생성이전에 yolk-

sac에서 생성된 원시대식세포가 중추신경계에 정착하여 생성된다. 피부나 다

른 조직의 거주대식세포는 배아시기 정착된 원시대식세포에서 태아-간에서 

생성된 단핵구로 대부분 교체되는 반면에 microglia는 이러한 교체가 없어 체

내 다른 거주 대식세포들과는 독자적으로 중추신경계 특이적 선천면역세포로 

발달한다 (75,76). 과거 조직거주 대식세포와 혈액유래 대식세포 사이에 특이

적 표지가 없고, 염증활성 및 phagocytosis라는 공통된 형질을 보였으므로 조

직거주 대식세포는 혈액유래 대식세포로부터 대체가 가능한 것으로 생각되어

왔다. 하지만 최근 관련연구에서 이 둘은 각각 독자적인 발달과정을 갖고, 혈

액유래 대식세포는 조직으로 이동할 경우 염증활성을 보이는 반면에 조직거주 

대식세포는 주로 항상성 유지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5). 중추신경

계로 유입될 경우에도 혈액유래 대식세포는 강한 염증활성을 갖는 반면 

microglia는 염증활성보다는 항상성 유지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77). 최근 전 게놈관련분석 (Genome-wide association study, GWAS) 기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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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전으로 microglia에서 체내 macrophages와는 다르게 p2ry12, Sall1, 그

리고 Tmem119와 같은 microglia 특이적 표지들이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 (77,78). P2ry12는 일반 대식세포에도 발현하고 있지만 microglia에 특

이적으로 더 많이 발현하고 있다고 보고되었으며, microglia의 중추신경계 내 

chemotaxis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확인되었다 (19). Sall1은 항상성 조절 

특성의 microglia를 유지하도록 하는 전사조절자이며, 이 유전자의 부재는 

microglia를 염증활성적 대식세포와 같은 형질로 전환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79). 휴지기 상태의 microglia는 그 분지된 형태와 함께 특이적 표지들의 발

현을 통하여 혈액유래 대식세포와 비교가 가능하지만, 활성화된 microglia는 

amoeboid로의 형태변화와 microglia 특이적 표지의 발현이 변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77), AD 또는 traumatic brain injury (TBI)와 같이 microglia의 활성

이 보이는 질환에서는 비교가 불가능하며, 이는 chimeric 쥐의 parabiotic실

험과 같은 방법을 통하여 더 연구되어야 하겠다.  

본 연구에서는 microglia의 OXPHOS 및 glycolysis 등의 세포대사를 확인

함으로써 Aβ에 의한 OXPHOS에서 glycolysis로의 대사전환이 microglia의 

염증활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AD 진행에서는 glycolysis의 감소를 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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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β-tolerant microglia가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OXPHOS에서 Glycolysis로의 

대사전환을 억제함으로써 Aβ에 의한 microglia의 염증활성을 억제하거나 

IFN-γ를 처리하여 glycolysis를 상승시킴으로써 microglia의 염증활성을 복

원하는 등 세포대사의 조절을 통하여 microglia의 활성과 비활성을 모두 조절

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microglia의 염증활성이 세포의 대

사에 따라 조절됨을 보여주었으며, 이러한 발견을 통하여 microglia의 대사조

절을 통한 AD의 새로운 치료적 전략을 제시하였다.1 

효소반응기반 MAO probe 1과 MPM을 사용하여 처음으로 AD 동물모델 

대뇌피질에서의 MAO의 활성과 Aβ plaque 성장을 실시간으로 생체 내에서 

MPM 촬영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신경교세포 중 astrocyte의 Aβ에 대한 반

응을 확인하였다. 연구에 사용한 비형광성의 MAO probe 1은 MAO 특이적 효

소반응에 의해 monoamine기가 산화되어 nitrile기와 결합됨으로써 형광성의 

IBC 2로 전환된다 (52). IBC 2는 기존 Aβ plaque 염료로 보고된 확장된 쌍극

자 구조로서 (44), MAO의 활성과 Aβ plaque의 염색을 통한 AD의 진행을 동

시에 표지 가능할 것으로 가설을 세울 수 있었다 (그림 12). 

                                            
1 Part. I의 결과는 현재 논문 투고 준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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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O probe 1을 이용한 in vivo MPM 촬영을 수행하기 위해서 IBC 2의 

Aβ plaque 염색성과 파장을 조사하였을 때, 일광자 450 nm (이광자 900 nm) 

파장에서 가장 높은 흡수율을 나타냈으며, 600 nm의 방출파장을 보임으로써 

MPM 형광촬영의 최적 조사파장 (780-1,000 nm)을 갖는 red 염료임을 확인

하였다 (그림 13a와 13b). 또한 Aβ 농도 의존적인 형광세기의 증가와 2 μM

의 IBC 2로 10 μM의 Aβ를 염색하는 높은 효율을 보임으로써 MPM Aβ 

plaque 염료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13c와 13d), AD 동물모델 쥐

에 IBC 2를 전신 주입 후, MPM 촬영함으로써 BBB를 빠른 속도로 통과하며 

Aβ plaque를 강하게 염색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MAO probe 1은 살아있는 쥐에 전신 주입되어 빠르게 BBB를 통과하며, 

MAO와 반응하여 IBC 2를 생성하였다 (그림 15). IBC 2는 MAO 활성에 의한 

probe 1의 반응으로만 생성되므로 (그림 12), 촬영에서 탐지되는 모든 형광신

호는 MAO의 활성을 직접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15a). 대뇌피질에서 MAO의 

활성과 Aβ plaque를 동시에 in vivo 실시간 촬영할 수 있었으며, AD 모델 쥐

에서 보이는 형광신호와 염색된 Aβ plaque의 in vivo 체적정보는 정확한 in 

vivo AD병인의 발달을 보여주었다 (그림 15). 이를 통하여 5XFAD 쥐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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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따른 MAO 활성과 Aβ plaque 증가를 확인하였으며, MAO의 활성과 Aβ 

plaque 증가의 정적 상관관계를 볼 수 있었다 (그림 15b와 15c). 또한 MAO

의 활성과 Aβ plaque의 증가를 AD 동물모델에서 나이에 따라 측정함으로써 

AD의 진행단계를 3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그림 15b). 첫 단계는 3개월까

지의 MAO의 활성과 Aβ plaque 증가를 포함하는 병인의 느린 시작 단계, 이

후 이러한 병인이 급격하게 진행되는 단계 (4-8개월), 마지막으로 9개월 이후

에서 나타나는 병인의 포화 단계이다. 

In vivo MPM 촬영에서 보여진 MAO의 활성과 Aβ plaque의 정적 상관관

계를 조사하기 위하여 ex vivo 조직염색을 수행하였을 때, 나이 든 5XFAD의 

뇌에는 더 큰 Aβ plaque을 발현하고 있으며, 큰 Aβ plaque 주위에서 MAO-

B의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U373 세포주 실험을 통하여 Aβ

에 의해 활성화된 astrocytes에서 MAO의 활성증가를 확인하였다 (그림 16).  

본 연구에서 관찰한 in vivo MAO 활성과 Aβ plaque 정적 상관관계는 

AD의 잠재적인 생체표지로서 MAO에 대한 추가 조사의 필요성을 보여주었으

며, 생체 내에서 보이는 MAO와 Aβ plaque의 정적 상관관계가 Aβ plaque에 

의한 astrocyte 활성임을 확인함으로써 AD 병인기전에서의 신경교세포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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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활성 역할을 확인하였다.2 

 

 

 

 

 

 

 

 

 

 

 

 

 

 

                                            
2 Part. II의 연구결과는 ACS Cent. Sci., 2016, 2 (12), pp 967–975 DOI: 

10.1021/acscentsci.6b00309에 발표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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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Microglia 및 astrocytes 같은 신경교세포는 중추신경계에서 neuro-

inflammation을 직접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신경세포사멸 등의 AD 병인

기전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지만, AD에서 microglia와 

astrocytes의 정확한 염증활성 기전 및 역할은 불분명하게 남아있었다. 본 연

구에서 IV-MPM 촬영을 이용한 쥐 뇌의 직접적인 in vivo 촬영실험을 통하여 

그 동안 신경교세포의 한계였던 in vitro 세포배양 실험에서 나타나는 in vivo 

세포와의 형질차이를 극복하며, AD에서 보이는 신경교세포의 염증활성과 그 

역할을 확인하였다. 

Microglia는 뇌 환경의 청소부 및 관리자로서 process를 이용하여 끊임없

이 주변을 탐색하고, 위험한 인자를 발견하면 섭취함으로써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Aβ에 의해 이러한 기능이 glycolysis 의존적으로 활성화됨을 알 수 

있었다. 하지만 microglia는 선천면역세포이면서 뇌조직에 긴 시간 동안 상주

하는 상주세포이므로, 한번의 염증활성으로도 tolerance가 야기되었으며, 

tolerant microglia는 지속적으로 뇌조직에 남아 Aβ plaque를 증가시켰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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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astrocyte에서 주로 발현하는 MAO를 인지하는 형광염료를 이용하여, AD 

모델 쥐에서의 MAO의 활성과 Aβ plaque 성장의 정적 상관관계를 확인하였

다. Probe 1으로부터 MAO 활성에 의하여 생성된 IBC 2는 MAO와 Aβ의 IV-

MPM 촬영을 가능케 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AD가 진행됨에 따라 MAO의 활

성도 같이 지속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Aβ에 의해 활성화된 

astrocytes에서 나타난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신경교세포의 종류의 따라 AD 병인기전과 진행시기에 따

라 서로 다른 역할을 수행함을 확인하였다. Microglia는 위치적으로 Aβ에 더 

근접해있으며, 직접 Aβ를 섭취하고, 활성화에 따라 모양이 급격하게 변하는 

반면에 astrocyte는 활성화함에 따라 주로 염증인자들을 분비하는 것이 보고

되었다. 이러한 특성과 함께, 기존 AD 연구에서는 Aβ에 의해 활성화된 

astrocyte와 microglia에서 분비된 염증인자가 신경세포독성을 직접적으로 야

기할 것으로 생각되어왔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Aβ에 의하여 세포대사의 

손상이 야기됨으로써 기능불능의 microglia가 나타나는 반면에, astrocyte는 

과활성화되어 MAO의 활성을 증가시켜 AD를 가속화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하여 microglia는 초기 AD 상황에서 Aβ 제거역할을 수행하다 기능을 상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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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astrocyte는 AD 말기까지 활성화되어 병을 진행시킴을 알 수 있었다. 

이는 AD에서 보여지는 신경교세포의 염증활성만을 강조하던 기존의 평면적인 

시각을 벗어나, 각 신경교세포의 종류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역할을 세포의 

종류, 시간 및 공간 등을 고려한 입체적 시각을 보여주었다. 

AD 연구는 신경생물학이라는 틀 안에서 지속되어 왔으며, AD 병인기전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으나, AD 연구분야의 확장은 궁극적으로 AD 치료를 

위하여 꼭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다. Microglia를 중추신경계내의 하나의 신

경교세포로만 보지 않고, 면역시스템의 선천면역세포로 접근함으로써 AD에서 

microglia의 역할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롭게 개발된 MPM 형광염료를 이

용한 AD 진행 전반에 걸친 MAO 활성의 추적연구는 AD 말기까지 나타나는 

astrocyte의 활성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은 연구분야의 확장은 AD 치료법을 

찾아내는 지름길이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으며, 앞으로 AD 연구가 가야 할 

방향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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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study on the metabolic alterations of glial cells 

in the pathogenesis of Alzheimer’s disease 

Baik, Sung Hoon 

College of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Neuro-inflammation of glial cells including reactive astrocytes and 

microglia is one of major pathological features in Alzheimer’s disease (AD). 

However, it is still unclear how the inflammatory responses occur and 

work in the pathogenesis of AD. In part. I, through metabolic profiling and 

biochemical study, we found microglia are activated acutely by β-amyloid 

peptides (Aβ) and it was accompanied by the metabolic switching from 

oxidative phosphorylation (OXPHOS) to glycolysis. The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mTOR) pathway was also required for this shifting. 



92 

 

However, once activated, microglia had reached to the tolerant phase in 

which immune responses mostly decreased and the cellular metabolisms 

were broadly defected. It was confirmed by intravital multi-photon 

microscopy (IV-MPM) imaging with AD mouse model. Finally, we showed 

that recombinant interferon-γ (IFN-γ) treatment boosted the diminished 

glycolytic metabolism. In addition, it restored altered inflammatory 

responses and mitigated AD pathogenesis such as microglial dysfunction, 

Aβ plaques-generation, and cognitive impairment in 5XFAD mice. In part. 

II, we report in vivo MPM imaging of monoamine oxidases (MAO) activity 

and Aβ plaques along with aging of 5XFAD mice, using a multi-photon 

fluorescence probe. By the catalytic action of MAO, the probe is changed 

to a dipolar fluorophore sensing Aβ plaques and it enables to monitor MAO 

activity and the progress of Aβ plaques at the same time in vivo. Our 

findings showed that the MAO activity closely correlated with the growth 

of Aβ plaques and it can be categorized by three stages: first, the slow 

pathogenic initiation stage (-3 months) then the aggressive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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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ge (4-7 months), and the final saturation stage (after 9 months). 

Histological staining and biochemical study with astrocytoma cell line, U-

373, also showed a spatial correlation between Aβ plaques and MAO 

activity and that Aβ elevates MAO activity in astrocytes. In this study, we 

confirmed how glial cells respond to Aβ and what the results are. 

Moreover, proper modulation of glial cells is expected to be new 

therapeutic strategies for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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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words: Alzheimer’s disease, Multi-photon microscopy, neuro-

inflammation, β-Amyloid, microglia, metabolism, glycolysis, astrocytes, 

monoamine oxidase 

Student number: 2013 - 31176                                                            


	서론   
	실험재료 및 방법  
	결과  
	고찰  
	결론  
	참고문헌  
	초록 (영문)  


<startpage>13
서론    1
실험재료 및 방법   15
결과   27
고찰   60
결론   73
참고문헌   76
초록 (영문)   91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