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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뇌 뇌에 축적된 베타-아밀로이드 (Aβ) 플라크 주변에서 활성화 

된 미세아교세포가 발견되는 현상과 신경 세포로부터 분비된 타우 

단백질이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전두엽과 측두엽에서부터 신피질의 

다른 영역으로까지 전파된다는 것은 알츠하이머병의 주요한 

병리학적 특징이다. 또한 Aβ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의 축적 현상은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기 10~20년 전부터 시작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현재까지 뇌척수액에서 Aβ와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측정하는 방법과 PiB-PET 이미징을 통한 뇌 속 Aβ 플라크 축적 

정도를 확인하는 진단법이 알려져 있지만, 침습적이며 비용이 

비싸고 어려운 진단법이라는 단점이 있다.  

먼저, Aβ 플라크 주변을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 (microglia)가 

둘러싸고 있다는 현상은 많이 보고 되어왔지만 Aβ 플라크 형성과 

성장에 미세아교세포가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5XFAD를 이용하여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의 형성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발견하였다.  

또한, 타우 단백질은 신호 펩타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밖으로 분비 된다는 것이 보고되어 있는데, 어떠한 기전을 통하여 

분비되는 지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SH-SY5Y 

세포주에서 타우 단백질을 과발현 시키는 실험을 통하여 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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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이 분비 될 때 autophagy가 관여한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여섯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과 다양한 종류의 인산화된 

형태의 타우 단백질이 분비 될 때에도 autophagy가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알츠하이머병의 원인치료제는 아직 개발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증상 완화제는 이른 시기에 처방할수록 질병의 진행 속도를 

효과적으로 늦출 수 있기 때문에 조기 진단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PiB-PET 이미징을 시행하여 

진단이 정확한 환자의 혈청을 질량분석법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며 저비용의 AD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알츠하이머병의 주요한 병리학적 특징인 Aβ 

플라크의 생성과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을 밝혀냄과 동시에, 

혈청을 이용한 바이오마커를 발굴함으로써 AD의 조기 진단 연구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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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베타-아밀로이드 (Aβ), 미세아교세포 

(microglia), 타우 단백질, autophagy, PiB-PET, 혈청, biomarker 

학  번:  2012 – 217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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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츠하이머병은 퇴행성 신경질환 중에서 가장 빠르게 유병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질병이며, 주요한 병리학적 특징으로 뇌 내의 베타-

아밀로이드 (Aβ) 플라크와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축적과 더불

어 독성 단백질들이 뇌의 여러 부위로 전파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그림 1)(1). Aβ는 세포 밖 공간에서 단량체, 이량체, 삼량체를 

거치며 플라크 덩어리를 형성한다 (2). Aβ 플라크가 형성되는 과정

은 Aβ의 농도에 의존적이다 (3). 또한, Aβ는 산성 조건 (pH 5-6)

에서 뭉쳐지는 현상이 심화된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4,5), 이를 통

해 Aβ 플라크가 형성 될 때 주변의 생리적 환경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β 플라크는 구조적 안전성이 높기 때문에 한 번 뭉쳐

지면 풀기가 어렵다 (6). 단백질분해효소인 proteinase K (7)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단백질을 비활성화 시킨다고 알려져 있는 포름알

데하이드 처리 시에도 Aβ 플라크는 높은 안전성을 보인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8). 또한, AD 마우스 모델의 나이가 증가함에 따라 뇌 

내의 Aβ 플라크가 에스자형곡선 (sigmoidal curve)을 따라 양적인 

증가를 보인다는 것이 마우스 in vivo 이미징 실험을 통해 보고되었

으며 (9), 다른 선행 연구에서는 Aβ 플라크가 새롭게 생겨 날 때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플라크 주변부에 cluster를 이루면서 새로운 

플라크가 형성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1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Aβ 플라크의 형성 과정이 단순히 Aβ가 모이고 뭉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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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일련의 기전이 존재할 것 이라고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의 뇌 조직을 염색해보면, 중추신경계에 

상주하는 면역세포인 미세아교세포의 세포체 크기가 커지고 프로세

스가 짧아져 있으며, 이러한 활성화된 형태로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 주변부를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다(11). 또한, 미세

아교세포는 Aβ를 인지하는 RAGE, Scavenger receptor A, TLR2, 

CD36, TREM2 등의 다양한 종류의 수용체를 발현하기 때문에 (그

림 2)(12)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는 Aβ의 물리적 상태에 따라 세

포흡수작용 (pinocytosis)과 식세포 작용(phagocytosis)을 통해 

Aβ를 흡수하고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한다는 것이 여러 선행 연구를 

통해 보고되었다 (13–15). 이처럼 AD의 주요한 병인 물질인 Aβ를 

흡수하고 분해하는 기능을 수행하는 미세아교세포가 손상되어 제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되면, 이로 인하여 AD가 가속화 된다고 생

각할 수 있다. 실제로, 두 편의 genome-wide association studies 

(GWAS) 연구 논문에서 미세아교세포에서 발현하는 triggering 

receptor expressed on myeloid 2 (TREM2)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되는 것이 late onset AD의 위험 인자 중 하나라고 보고하였다 

(16,17). 게다가 여러 편의 논문에서 AD의 병증이 심해질수록 미

세아교세포가 제 기능을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8,19).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아교세포가 Aβ를 인지하여 활성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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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Aβ를 흡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Aβ 플라크의 형성과 성장에 기여

하지 않을까라는 실험 가설을 세우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장기간의 다광자 현미경 (multi-photon microscope)을 이용한 

실시간 생체 내 이미징을 통하여 5XFAD라는 AD 동물 모델에서 

Aβ 플라크의 성장을 관찰하였다. Aβ 플라크 주변부에 존재하는 Aβ 

cluster들이 대부분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시간이 지날수록 미세아교 세포 내부의 Aβ cluster들의 크기가 커

지고 많아지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세포 내 과도한 Aβ 축적으로 

미세아교세포가 사멸한 뒤에도 여전히 축적된 Aβ cluster는 같은 

자리에 계속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활성화된 미세아교세

포가 흡수한 Aβ가 세포 내부에 과도하게 쌓이게 되고 이로 인해 미

세아교세포가 사멸하는 현상이 Aβ 플라크가 형성되고 성장하는데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AD의 병변이 심화됨에 따라 신경세포에 축적된다고 알려진

타우 단백질은 미세관 (microtubule) 부착 단백질로 잘 알려져 있

으며 세포질에 존재하는 단백질이다. 인간의 경우 타우 단백질은 

N-말단의 개수와 C-말단 부근의 반복 도메인이 3개인지 4개인지

에 따라 6종류의 동형단백질 (4R2N, 4R1N, 4R0N, 3R2N, 3R1N, 

3R0N)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 건강한 신경세포의 

경우, 대부분의 타우 단백질은 주로 축색 돌기에 존재하며 미세관을 

안정화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 또한, 일부 타우 단백질은 핵 안에 

위치하며 유전체 DNA를 온전하게 유지하는데 기여한다고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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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 반면에, AD와 같은 병리학적인 조건에서는 타우 단백질의 

다양한 번역 후 조절기전-과인산화, 아세틸화 또는 유비퀴틴화-에 

의해 미세관으로부터 타우 단백질이 떨어져 나오게 되며, 그로 인해 

불안정해진 미세관의 해체가 일어나게 된다 (22). 또한, 이러한 신

경세포의 병리학적인 조건에서 미세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타우는 

신경세포 밖으로 분비되며 다른 세포로 전파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

다 (23). 그러나 최근에는 여러 편의 논문에서 신경세포의 병리학

적인 조건이 아닌, 신경세포의 정상적인 생리학적 상태에서도 세포

로부터 타우 단백질이 분비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Yamada et al. 

(2011)에서는 신경퇴화가 나타나지 않은 wild-type 마우스 뇌의 

간질액 (Interstitial fluid)에 타우 단백질이 존재함을 미세 투석법

을 이용한 실험결과를 통해 보고하였다 (24). 이 외에도, 신경세포

의 활성에 따라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된다는 것이 in vitro와 

in vivo 실험 결과를 통해 알려졌다 (25,26). 이처럼 여러 논문들을 

통해 병리학적인 조건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생리학적 조건에서도 

타우 단백질은 신호 펩타이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경세포 밖으

로 분비 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신호 펩타이드가 없는 타

우 단백질이 어떻게 신경세포로부터 분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기

전에 대해서는 더욱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일반적으로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이 분비될 때, N-말단에 신호 펩

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이 소포체와 골지체를 지나 세포 밖 

공간으로 분비 되는 기전 (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이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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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져 있다. 그러나 타우 단백질과 같이 N-말단에 신호 펩타이드

가 없는 단백질도 분비될 수 있는데, 이 경우에는 신호 펩타이드의 

부재로 인해 소포체를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비기전과 

달리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를 따라 분비 된다 (그림 

3)(27). 여러 종류의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가 존재하

며 (28,29), 최근에는 autophagy-mediated secretory pathway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림 4) (27). 또한, Mohamed 

et al. (2014)에서 mouse primary cortical neuron을 이용한 실험을 

통하여 신경세포에 EBSS를 처리하여 starvation을 야기하는 조건

과 lysosome에 손상을 주는 실험조건에서 신경세포로부터 타우 단

백질의 분비가 증가된다는 것을 보고하였다 (30). 이를 통하여 

autophagy에 의한 타우 단백질의 조절 가능성에 대한 단서를 얻을 

수 있었지만, 타우 단백질이 분비 될 때 autophagy가 관여하는지에 

대해 단계적으로 실험한 연구는 없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타

우 단백질이 autophagy-mediated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에 의해 분비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설을 세우게 되었고, 

이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SH-SY5Y 신경 세포주에 형질주입을 통해 Tau-wt 

(4R0N) cDNA를 발현 시킨 후, 웨스턴 블롯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타우 단백질이 세포 배양 배지에 분비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타우 단백질이 SH-SY5Y 세포로부터 분비됨을 확인하였

고, 여러 종류의 autophagy 조절 약물 처리와 siRNA를 이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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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hagy 관련 유전자의 발현 조절을 통하여, 타우 단백질의 분비

가 autophagy 조절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

한, 다양한 종류의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뿐만 아니라 6종류의 타우 

동형단백질이 분비될 때도 autophagy가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타우 단백질이 신경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새로운 기전으로 

autophagy-mediated secretory pathway가 있음을 규명하였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경우 인지기능의 저하가 나타나기 10~20년 

전부터 뇌 내에 이미 Aβ 플라크와 타우 단백질이 축적되기 시작 한

다 (그림 5)(1,31,32). 그렇기 때문에 알츠하이머병의 진단이 빠를

수록 현존하는 증상완화제가 더욱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으며 적

극적이 예방프로그램의 적용으로 증상 발병을 지연시킬 수 있다. 알

츠하이머병을 조기 진단하기 위한 연구들이 많이 수행되었고, 뇌척

수액에 존재하는 Aβ 펩타이드, 전체 타우 단백질, 인산화된 타우 단

백질 (p-tau)의 양이 AD 발병과 상관관계가 있음을 토대로 이들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이 AD의 진단법 중 한가지로 알려져 있

다 (33,34). 그러나 이 진단법은 뇌척수액을 채취하는 과정이 침습

적이라는 단점이 있다. 이 외에도, 자기 공명 영상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통해 신경퇴행성질환의 특징인 뇌의 

위축 정도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다. 그러나 MRI를 통한 진단법은 

Aβ와 타우 단백질의 변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뇌가 위축되는 현상은 Aβ와 타우 단백질의 양적 변화가 나

타나는 시점에 비해 상대적으로 질병이 진행 된 이후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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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이기 때문에 조기 진단법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진단법이다 

(17). 또한, fluoro-deoxy-D-glucose (FDG)-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은 AD가 진행됨에 따라 신경세포의 활성과 기

능이 저해되기 때문에 정상인에 비해 AD 환자의 경우 뇌에서 포도

당을 흡수하는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뇌의 물질대사 정도

를 확인 할 수 있는 영상 진단법이다. 이러한 FDG-PET은 상대적

으로 고가의 진단법이며 MRI와 마찬가지로 Aβ와 타우 단백질의 변

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5).  

이 외에도, Pittsburgh Compound B (PiB) 라는 Aβ 추적자 

(tracer)를 통해 뇌 내에 Aβ 플라크가 쌓인 정도를 확인함으로써 

AD를 진단하는 방법이 알려져 있다 (36,37). 이러한 PiB를 이용한 

PET 이미징을 찍기 위해서는 많은 비용이 들 뿐만 아니라, PiB 화

합물의 반감기가 짧아 (약 20분)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다는 단점이 

있지만, Aβ 병변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38).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여러 한계점을 극복하여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이면서, 

뇌 내의 Aβ 병변의 변화를 잘 반영 할 수 새로운 진단 바이오마커

를 찾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B-

PET 이미징 정보를 기반으로 선별한 MCI와 AD 환자의 혈청을 이

용하여 MCI와 AD의 질병 상태를 잘 반영하는 새로운 혈청 유래 

단백질 진단 마커를 찾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PiB-PET 이미징 결과를 토대로 선정된 discovery 

cohort의 혈청 시료를 정상군, MCI와 AD환자군 이라는 세 개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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룹으로 모았다. 그 다음, 그룹별로 합친 혈액을 isobaric tagging for 

relative and absolute quantitation (iTRAQ) 기법으로 표시하여 질

량분석기로 분석하였고, 그룹별 차이가 나는 단백질의 종류와 양을 

정리하였다. 또한, 질량분석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단백질 정보와 

기존에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AD 환자 뇌 조직에서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 정보를 비교함으로써, AD 환자의 뇌 속에서 나타나는 변화

를 동반하는 혈청 단백질의 프로파일을 보고하였다. 이후에는, 이렇

게 얻어진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의 유효성을 검증하고자 

validation cohort로 선별한 정상군, MCI와 AD 환자군의 혈청으로 

웨스턴 블롯과 ELISA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본 연구에서

는 MCI와 AD 환자에서 정상군과 차이를 보이는 혈청 단백질 세 

종류를 바이오마커로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가지 연구 주제를 통해 AD의 병인 

기전을 이해하고자 하였고, 혈청시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인 AD의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I.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의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 

II. Autophagy를 매개로 일어나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에 관

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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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PiB-PET 이미징 정보를 기반으로 선별된 환자의 혈청 단백

질 분석을 통한 AD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 발굴에 관한 연구 

 

이를 통하여 알츠하이머병의 대표적인 병리학적 특징인 Aβ 

플라크의 생성과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을 규명하였으며, 뇌 내의 

Aβ 변화량을 반영하는 혈청 시료를 이용하여 상대적으로 

비침습적인 바이오마커를 발굴함으로써 AD 의 조기 진단 연구에 

기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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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sters CL et al., Nat Rev Dis Primers, Oct 2015)  

그림 1. 질병의 진행에 따른 amyloid plaque 와 neurofibrillary 

tangle 의 전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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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ra Irving Mosher et al., Biochem Pharmacol (2014) (88) 4:594-604)  

그림 2. Aβ를 인지하고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용체와 Aβ 

분해효소를 발현하는 미세아교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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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a Ponpuak et al., Curr Opin Cell Biol, (2015) 35:106-116)  

그림 3. Conventional secretion 과 unconventional secretion 의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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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isa Ponpuak et al., Curr Opin Cell Biol, (2015) 35:106-116)  

그림 4. Degradative autophagy 와 secretory autophagy 를 나타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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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Q. Trojanowski et al.  Alzheimer’s & Dementia (2010) 6:230–238)  

그림 5. AD 의 진행단계에 따라 나타나는 병리학적 변화를 

시간순서로 나타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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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Part 1.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의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 

1. 실험에 이용된 실험동물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로 인간 APP 695의 3개의 돌연변이 

(K670N/M671L, Swedish; I716V, Florida; V717I, London)와 인

간 presenilin-1 (PS1) 의 2개의 돌연변이 (M146L and L286V)

를 발현하는 5XFAD 형질전환 쥐 (Tg6799, The Jackson 

Laboratory) 를 사용하였다. 또한 AD 질병 모델에서 미세아교세포

를 관찰하기 위하여 5XFAD 쥐와 C-X3-C chemokine receptor 

1-GFP (CX3CR1GFP/GFP) (The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 쥐를 교배하였다. 실험에는 4-9 개월 된 개체를 사용하였으

며, genotyping을 통하여 대조군 (WT/CX3CR1GFP/+)과 형질전환 

쥐 (5XFAD/CX3CR1GFP/+)를 선별하였으며, 모든 동물실험 절차는 

서울대학교 실험동물 자원관리원의 관리 및 지침서를 준수하였다.  

 

2. 동물수술 

실험 동물 수술을 위해 쥐의 근육에 zoletil 0.035 cc를 주사하여 

마취 하였다. 쥐의 몸과 머리를 37℃로 온도 유지가 되는 

stereotactic heating plate (Live cell instrument)에 고정하였다. 장

기간 in vivo 이미징을 위해서 open skull craniotomy surgery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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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하였고, TBI를 유도한 후 곧바로 이미징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thinned skull surgery 를 진행하였다.  

가. Open skull craniotomy surgery 

드릴을 이용하여 (중심 좌표: Bregma 기준 -0.5 와 -3.5 mm, 

sagittal suture 기준 0.5 와 3.5 mm) 약 3 mm 원을 갈면서 조심

스럽게 두개골을 제거하였다. 그 후, 접착제로 3 mm짜리 cover 

glass를 skull이 제거된 부위에 고정한 후, cover glass 와 skull 사

이 공간을 cyanoacrylate로 메워주었다. 그 다음, heating plate에 

고정 시킬 수 있도록 주문 제작한 머리 고정틀 (Live cell 

instrument)을 dental acryl로 붙여서 같은 자리를 지속적으로 이미

징 가능하도록 하였다. 수술한 쥐는 약 2-3주 동안의 휴지기를 거

친 후에 이미징 하였다. 

나. Tinned-skull surgery 

두개골을 두께가 15-20 um가 될 때까지 아주 조심스럽게 미세 

드릴로 갈았다 (좌표: Bregma 기준 -2 와 -2.5 mm, sagittal 

suture 기준 2 와 2.5 mm). 그 다음으로 microblade로 7-8번 압

력을 가하여 TBI 를 유도하였다. 

  

3. 다광자 현미경 

In vivo 촬영은 LSM 7MP multi-photon microscopy (Carl 

Zeiss)와 W Plan-Apochromat 20x objective lens (1.0 DIC M27 

70 mm, Carl Zeiss), 그리고 Titanium-Sapphire laser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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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herent)를 이용하여 진행하였다. 쥐 대뇌영역의 표면으로부터 

약 50 μm 아래 지점을 시작점으로 하여, 1 μm 간격으로 총 50 

μm 를 z-stack 이미징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3 차원 그림을 

만들었으며, 각 이미징은 1 분 간격으로 연속적인 촬영을 수행함으

로써 4 차원 이미징을 완성하였다. Methoxy-X04 (6.66 mg/kg, 복

강주사)로 염색한 Aβ는 780 nm laser 세기로 조사하였고, 미세아

교세포를 관찰하기 위한 GFP는 920 nm (< 35 mW)의 laser 세기

로 조사하였다. 레이저 조사는 이광자 레이저를 이용하여 직경 15-

20 μm 영역을 330 mW 세기로 850 nm 파장에서 500번 조사하

였다. 실험 결과는 Volocity (PerkinElmer)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 

 

4. 면역조직염색 (Immunohistochemistry) 

실험동물의 뇌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 4개월령의 5XFAD 쥐에 

MX04를 복강 주사 (6.66 mg/kg) 한 후 3개월이 지난 7개월령에 

뇌 조직을 꺼내서 Aβ 플라크를 염색하였다. 뇌조직은 30 μm로 

cryosection 하여 절편화 하였고, 다양한 1차 항체로 4℃에서 

16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1차 항체는 anti-Iba1 antibody (1:1000, 

Wako Pure Chemical Industry), anti-GFAP antibody (1:100; 

Invitrogen), anti-NeuN antibody (1:1000; Merck Millipore), 

anti-MAP2B antibody (1:1000; abcam), anti-biotin-labeled 

4G8 antibody (1:2000; Covance), anti-cleaved caspas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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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1:500; Cell signaling)을 사용하였다. 1차 항체로 염색 

후, PBS로 조직을 세척하였고 형광염료가 달린 2차 항체로 

상온에서 1 시간 염색하였다. 염색된 조직 시료는 FV10i 공초점 

현미경 (OLYMPUS, USA)으로 관찰하였다.  

 

5. 세포배양과 시약처리(Cell culture and Drug treatment) 

가. BV2 세포주 

쥐 미세아교세포주인 BV2 를 사용하였고, 5%의 소 태아혈청 

(FBS;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 100 U/mL 

penicillin과 0.1 mg/mL stereptomycin (Sigma-Aldrich, St Louis, 

MO)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에 37℃, 5% CO2 의 조

건에서 배양하였다. 

나. Primary microglia culture 

생후 1일 된 ICR 쥐의 cortex와 hippocampus 부분을 분리하여 

Ca2+ 과 Mg2+ 이 없는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WelGENE, Korea)에 옮긴 후 간단히 세척하였다. 그 후 조직을 

10% 의 FBS를 포함하는 DMEM에 옮겨 얇은 유리관으로 하나의 

세포로 분리시키는 과정을 거친다. 분리한 세포는 poly-D-lysine 

(Sigma, MO, USA) 으로 코팅해둔 T-75 플라스크에 깔아주었다. 

2-3 주 후 플라스크를 약하게 쳐서 미세아교세포를 떼어냈다. 그 

후 10% 의 FBS를 포함하는 DMEM에 옮겨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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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약처리 

세포에 Vehicle 과 Aβ1-42 (American Peptide, Sunnyvale, CA) 

와 FITC- Aβ1-42 (American Peptide, Sunnyvale, CA), 그리고 

FITC (Sigma-Aldrich, MO, USA)를 1 μM 로 24 시간 동안 처리

하였다. Fibrillary Aβ1-42 제작 방법은 다음과 같다. Aβ1-42 펩타이

드를 anhydrous dimethyl sulfoxide (DMSO) 에 1 mM 이 되도록 

녹인 후, 5 % FBS 를 함유하는 DMEM 에 100 μM 이 되도록 희

석한 후, 37℃ 에 24 시간 동안 두었다.  

 

6. 실시간 세포 이미징과 형광 세포 염색법 (Live Cell Imaging 

and Fluorescent Cytochemistry) 

실시간 세포 이미징을 통하여 BV2 세포 또는 primary murine 

microglia 의 lysosome을 관찰하기 위하여, 0.5 μM LysoTracker 

Red DND-99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으로 45 분

간 37℃, 5% CO2의 조건에서 세포를 배양하였다. 그 후 DMEM 으

로 세척 후 FV10i 공초점 현미경 (OLYMPUS, Center Valley, PA)

으로 실시간 세포 관찰을 하였다. 또한 BV2 세포와 primary 

murine microglia를 MX04 또는 Congo red 염료로 염색하기 위하

여, 4% PFA로 상온에서 15 분간 세포를 고정하였다. 그 다음, 

MX04 (10 μM) 또는 Congo red (10 μM)로 상온에서 세포를 1 

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고정된 형광 세포 염색 이미징은 FV10i 공

초점 현미경 (OLYMPUS, Center Valley, PA)과 LSM 700 공초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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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 (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관찰 하였다. 

 

7. 쥐 뇌로부터 미세아교세포를 분리 (Isolation of Microglia 

from Adult Mouse Brains) 

CD11b (Microglia) MicroBeads (Miltenyi Biotec, Germany)를 

이용하여 WT/CX3CR1GFP/+ 과 5XFAD/CX3CR1GFP/+ 쥐의 뇌에서 

미세아교세포를 분리하였다. 실험 방법은 다음과 같다. 우선, ice-

cold PBS를 쥐의 심장을 통하여 몸 전체에 순환시켜 말초의 대식세

포를 제거하고, 50 U/ml의 Collagenase type IV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를 HBSS에 녹인 용액에 뇌 조직

을 37℃ 50 분간 반응시켰다. Collagenase type IV 로 잘게 분리된 

뇌 조직은 30% Percoll (Sigma, MO, USA) 에 섞어 700 g 로 10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이를 통해 myelin을 제거하였고, 그 다음으

로 세포를 CD11b (Microglia) MicroBeads (Miltenyi Biotec, 

Germany) 와 15 분간 배양하였다. 자력을 이용하여 MS columns 

(Miltenyi Biotec, Germany)을 통해 CD11b microbeads에 부착한 

미세아교세포를 분리하였다. 분리된 미세아교세포는 GFP 신호를 띄

기 때문에 유동 세포 분석 실험 (Flow cytometry)을 통하여 미세

아교세포의 분리가 잘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8. 유동 세포 분석법 (FACS: Flow Cytometry) 

BV2 세포 분석을 위해서는 BD FACS Calibur (BD Biosci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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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nklin, NJ)를 사용하였고, 뇌에서 분리한 미세아교세포의 분석을 

위해서는 BD FACS Aria (BD Biosciences, Franklin, NJ)를 사용하

였다. FITC 또는 FITC-Aβ 를 처리한 BV2 세포의 표면이 아니라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FITC 신호를 감지하기 위하여, FITC 또는 

FITC-Aβ를 처리 후 BV2 세포에 proteinase K (100 μg/ml)를 

15 분 (4℃) 동안 처리하였다. 그 후 PE Annexin V (BD 

Biosciences, Franklin, NJ) 염색을 수행하여 세포사멸 정도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9. 통계처리 

본 연구에서 나타낸 모든 결과는 mean ± SEM 값으로 

표현하였다. 이에 대한 통계적 분석은 GraphPad Prizm 5 

(GraphPad Software, La Jolla, CA)를 사용하였고 두 그룹 간 

비교는 unpaired t-test, 세 그룹 이상의 비교는 one-way 

ANOVA의 Tukey’s multiple-comparisons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p값이 0.05 이하일 경우 의의가 

있다고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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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utophagy 를 매개로 일어나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에 관한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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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포는 인간 신경아 세포종인 SH-SY5Y 를 사용하였고, 10%의 

소 태아혈청 (FBS;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 

100 U/mL penicillin 과 0.1 mg/mL stereptomycin (Sigma-

Aldrich, St Louis, MO)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HyClone Laboratories, Salt Lake City, UT)에 

37℃, 5% CO2 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Primary cortical neuron 

culture 를 위해서는 embryonic day 16 의 ICR mice 의 cortex 

부분을 분리하여 잘게 자른 다음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WelGENE, Korea)에 옮긴 후 Papain (Worthington, 

NJ)으로 하나의 세포로 분리시키는 과정을 거쳤다. 분리한 세포는 

세포 수를 측정한 후에 poly-D-lysine (Sigma-Aldrich, St Louis, 

MO)으로 코팅해 둔 plate 에 깔아주었다. 또한 0.1 mg/ml PS, 

1 %의 GlutaMax (Invitrogen, CA, USA), B27 (Invitrogen, CA, 

USA)이 포함 된 neurobasal medium (Invitrogen, CA, USA)에서 

배양하였다.  

 

2. 시약 (Reagents)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다음과 같다. Nigericin (0.5 μM; N7143,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Spautin-1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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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L0440,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Trehalose (150 

mM; T9531,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Rapamycin 

(20 μM; R8781, Sigma-Aldrich, St. Louis, MO, USA); 3-MA 

(2-5 mM; M9281, Sigma-Aldrich); bafilomycin (10 nM; B1793, 

Sigma-Aldrich). 

 

3. 플라스미드 DNA 및 siRNA 형질주입 (Transfection) 

형질주입에 사용된 플라스미드 DNA는 다음과 같다. EGFP-

Tau-WT (4R0N; pRK5 벡터) cDNA 는 addgene 에서 

구입하였다.  타우 단백질의 6 isoforms 실험에는 pCMV6 벡터에 

의해 발현되는 4R2N, 4R1N, 4R0N, 3R2N, 3R1N, 3R0N Tau-WT 

cDNA를 같은 연구실의 양진희 박사님께 받아서 사용하였다. 

형질주입을 위해 SH-SY5Y 세포주에 Lipofectamine과 Plus 

reagents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이용해 cDNA를 

형질 주입시켰다. RNAiMax reagents (Invitrogen)를 이용하여 

Beclin1 siRNA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48시간동안 처리해서 SH-SY5Y 세포에 형질 주입하였다.  

 

4.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단백질의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시약처리가 끝난 세포를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세척 하였다. 다음으로, 

단백질 분해효소 저해제 (Sigma-Aldrich, USA)가 포함된 RI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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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50 mM Tris-HCl, pH 7.4; 150 mM NaCl; 1% Nonidet P-

40; 0.1% SDS; 0.5% deoxycholic acid sodium salt)를 사용해서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BCA 정량 실험을 통하여 동량의 단백질을 

준비한 후, 이를 NuPAGE Bis-Tris gel (Invitrogen, USA)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그 후에 PVDF membrane (Millipore, USA)에 

90 분간 transfer 하였다. 그리고 1 시간 동안 5% skim milk와 

실온에서 반응시켜 blocking 을 수행하였다. 각 단백질의 특이적인 

1차 항체를 하루 동안 4℃에서 반응시킨 후, horse 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 된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단백질에 결합한 항체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solution (GE Healthcare)을 이용하여 

LAS-3000 (Fugi photo Film, Japan)으로 분석하였다. 사용한 1차 

항체는 다음과 같다. Anti-Tau5 antibody (1: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 anti-GFP antibody (1:2000; abcam), anti-

LC3B antibody (1:2000; Cell Signaling Technology, MA, USA), 

anti-β-actin antibody (1:2000; Sigma-Aldrich, MO, USA), 

anti-pT181-Tau antibody (1: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 anti-pS199-Tau antibody (1: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 anti-pT231-Tau antibody (1: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 anti-pS262-Tau antibody (1: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 anti-pS356-Tau antibody 

(1: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 anti-pS396-T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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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1: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 

 

5. 세포 활성 분석 실험 

세포 활성 분석을 위해 MTS assay (Promega, WI, USA)와 

Calcein-AM assay를 수행하였다. MTS assay는 미토콘드리아 내 

dehydrogenase라는 효소에 의한 세포 활성을 측정하는 실험이다. 

세포에 MTS dye를 넣어주면 dehydrogenase 효소에 의해 잘려 

MTS formazan을 형성한다. 하지만 건강하지 않은 세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내 dehydrogenase의 기능감소로 인해 formazan을 

형성하지 못한다. 최종농도 333 μg/ml로 MTS dye를 처리하고 

1시간 배양 후, multiplate reader (Powerwave XS; BIO-TEK, 

USA) 로 490nm에서 측정하였다. Calcelin-AM assay는 세포 

내에 있는 esterase라는 효소가 calcein과 acetoxymethyl ester 

(AM)의 결합을 절단하는 원리를 이용한 실험이다. 잘린 calcein 

dye가 건강한 세포 내에 머무르는 것과 달리 세포 상태가 나빠지면 

이런 작용을 더 이상 할 수 없어 세포 내 존재하는 calcein dye의 

양이 감소한다. 최종 농도 1µM의 농도로 calcein-AM을 처리하고, 

37℃에서 1시간 배양 후 형광측정기로 (Fluorometer; Infinite 

M200, TECAN, Austria) 측정하였다.  

 

6. Trichloroacetic acid (TCA) precipitation 

세포 배양 배지에 분비된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해, 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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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pitation 실험을 수행하였다. 세포 배양 배지를 5,000 rpm에 

5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 잔재들을 없애주고, TCA 원액 (T6399, 

Sigma-Aldrich) 을 10%가 되도록 섞어주었다. 

 

7. 전자현미경 (Electron microscopy (EM)) 

SH-SY5Y 세포에서 autophagosome의 축적을 관찰하기 위해서 

전자현미경 관찰을 하였다. 약물 처리를 완료한 세포에, 24 시간 

동안 0.1 M PB (pH 7.2, 2.5% glutaraldehyde, 2% 

paraformaldehyde)로 세포를 고정 한다. 그 다음, epoxy resin을 

세포에 뿌려준다. 이후에 시료를 38°C에서 12 시간 동안 

배양하고 60°C 에서 48 시간 동안 배양한 후 초박 절편을 

수행한다 (65 nm, Ultramicrotome (RMC MTXL)). 구리 grid위에 

놓여진 시료를 4% uranyl acetate와 4% lead citrate으로 염색한 

뒤,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JEM-1400; Japan)로 

관찰한다. 

 

8. 면역세포염색 (Immunocytochemistry) 

Primary cortical neuron 세포를 염색용 plate에서 키운 후 시약

을 처리하고 PBS로 세척 한 후, 4% PFA로 실온에서 10분간 고정

한다. 그리고 0.1% Triton X-100으로 permeabilization하고 5% 

BSA가 들어간 PBST로 blocking하였다. 이 후 1차 항체와 함께 4℃

에서 하루 동안 항원-항체 결합반응을 시킨 후, 다음날 PBS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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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하였다. 그 다음 형광이 붙은 2차 항체를 실온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다시 PBS로 시료를 세척 하고 4-6-diamidino-2-

phenylindole (DAPI)로 핵을 염색하였다. 관찰은 공초점 현미경

(Confocal microscope) 또는 고해상도 현미경 (SIM; super 

resolution microscope) 으로 수행하였다.  

 

9.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mean ± SEM 값으로 나타내었다. 그룹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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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 5 

(GraphPad Softwar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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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PiB-PET 이미징 정보를 기반으로 선별된 혈청 단백질 

분석을 통한 AD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 발굴에 관한 연구 

1. 혈액 수집과 혈청 분리  

삼성의료원으로부터 AD 환자, MCI 환자 그리고 정상군으로부터 

혈청 시료를 얻었다. 이 과정에서 삼성의료원의 윤리 위원회의 가이

드라인을 따른 규정을 준수하였다. 우선, BD vacutainer SST II Plus 

plastic serum tubes (Becton, Dickinson and Company, USA)에 혈

액 시료를 얻었다. 혈액 응고 촉진제가 벽면에 묻어있는 튜브이므로 

상온에 30 분간 두면 혈액이 응고된다. 그 다음 3000g 에서 10 분

간 원심분리를 돌리면 혈청이 상층액으로 분리된다. 이를 실험에 쓸 

때까지 -80℃에 보관하였다.     

 

2. 면역고갈 (immunodepletion)과 시료 준비 

혈액 내에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진 14종류의 단백질을 

걸러내기 위해 14종류의 단백질에 대한 항체가 붙은 Agilent 

Multiple Affinity Removal System (MARS) Hu14 Column and 

buffer kit (Agilent, Santa Clara, CA, USA)을 이용하여 이들 

14종의 단백질에 대한 면역고갈 (immunodepletion)을 수행하였다. 

컬럼을 통해 면역고갈 시킨 단백질은 albumin, IgG, antitrypsin, 

IgA, transferrin, haptoglobin, fibrinogen, alpha-2-

macroglobulin, alpha 1-acid glycoprotein, IgM, apolipoprotein AI, 

apolipoprotein AII, complement C3, 그리고 transthyretin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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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다음으로, 20 mM Tris-Cl (pH 8.0)로 buffer 교체를 하기 위해 

Spin 5K concentrator (Agilent Technologies, Wilmington, DE, 

UK)를 이용하여 시료를 농축하였다. 농축 된 시료는 BCA 

(Pierce) 정량을 통하여 단백질 농도를 확인하였고, 트립신으로 

분해하기 전까지 4℃에 보관하였다. 

 

3. 트립신 (trypsin)을 이용하여 혈청 단백질을 펩타이드 

단위로 분해  

(본 실험은 서울대의대 이유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100 μg의 혈청시료에 Urea (> 6 M)와 1 M Tris buffer (pH 8.0, 

50 mM)를 넣고 상온에서 60분 동안 변성 (denature) 시킨다. 

TCEP (5 mM)을 37℃에서 60분 동안 처리하여 단백질을 환원시키

고, 환원된 티올 (thiol)은 iodoacetamide (10mM)을 통해 알킬화

한다. 50 mM Tris buffer (pH 8.0) 로 시료를 10배 희석한 후, 혈

청 단백질은 트립신으로 37℃에서 하루 동안 분해과정을 거친다. 

트립신 작용은 trifluoroacetic acid (0.4%)를 넣어 종결시킨다. 시

료는 Sep-Pak C18 cartridge (Waters, USA)를 통해 탈염한 후 

speed-vac으로 완전히 건조시켜 4℃에 보관한다.  

 

4. Isobaric tag for relative and absolute quantitation (iTRAQ) 

표지 

(본 실험은 서울대의대 이유진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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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립신 반응과 탈염과정을 거친 혈청 시료 (100 μg)는 20 μL

의 50 mM TEAB buffer (pH 8.0) 과 함께 4-plex iTRAQ 시약 

(ABSciex)에 섞어주었다. 리포터 이온 질량이 115, 116, 그리고 

117인 iTRAQ 표지 시약을 각각 순서대로 정상군, MCI 환자군, 그

리고 AD 환자군의 혈청 시료에 섞어 각 그룹을 표시하였다.    

 

5. 그룹 간 발현양의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 (d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EPs) 확인  

(본 실험은 DGIST 황대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3 반복의 질량분석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iTRAQ 리포터 이온의 

세기를 비교분석 하였다. 각 실험에서 MCI/정상군 (116/115)와 

AD/정상군 (117/115)의 iTRAQ 리포터 이온 세기의 비율을 비교

함으로써 펩타이드간의 상대적인 정량 비교를 하였다. 그룹 간 발현

양의 차이를 보이는 단백질 (DEPs)을 확인하기 위하여, 3 반복 실

험에서 얻은 MCI/정상군 또는 AD/정상군의 단백질의 양적 비교 결

과를 t-test를 수행함으로써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DEPs는 

적어도 두 개 이상의 non-redundant peptides 정보를 가지며, p-

value <0.1 (t-test)이며, 그룹간 양적 차이를 보이는 배율이 

|log2 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𝑟| > 1SD인 조건을 만족하는 단백질로 선정되었다.  

 

6. AD 환자 유래 뇌 조직에서 발현양의 차이를 보이는 유전자

(DEGs)와 단백질(DEPs)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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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은 DGIST 황대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22명의 AD 환자와 8명의 인지기능이 정상인 사람의 해마로부터 

얻어진 유전자 발현 정보를 Gene Expression Omnibus 

(GSE28146)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그룹이 수행한 6

개의 선행연구결과들로부터 확인 할 수 있는 AD 환자 뇌 조직 유

래의 DEPs 정보를 본 연구의 DEPs와 비교하였다 (표 4). 

 

7. 네트워크 분석 (Network analysis) 

(본 실험은 DGIST 황대희 교수님 연구실에서 진행하였다.) 

본 연구의 혈청 프로테옴과 다른 연구자들이 제공한 AD 환자의 

뇌 조직과 관련 된 유전자 및 단백질 데이터를 함께 통합적으로 분

석해 보고자 네트워크 모델을 구축하였다. 네트워크 모델은 1) AD 

환자의 뇌 조직으로부터 확인한 DEGs 또는 DEPs와 2) 본 연구에

서 MCI와 AD 환자의 혈청으로부터 얻은 DEPs가 공통으로 속해있

는GOBPs에 해당하는 DEPs로 구축되었다. 우리가 얻은 DEPs 의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 정보를 MetaCoreTM (ver 6.7; Thomson 

Reuter, New York, NY, USA), STRING9.1과 Hitpredict 데이터베

이스를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또한 각 DEP들을 연관이 있는 

GOBPs로 묶어 기능이 유사한 단백질들을 한번에 확인 할 수 있도

록 하였고 그룹별로 해당되는 GO를 표시하였다. DEPs 사이의 상호

작용정보는 Cytoscape을 통하여 시각화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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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웨스턴 블롯 (Western blot)  

30 μg의 혈청 시료를 1x sample buffer (60mM Tris-HCl (pH 

6.8), 2% SDS, 5% 2-mercaptoethanol, 10% glycerol, 0.01% 

bromophenol blue)와 섞어 준 후 95℃ 에서 5분간 가열하였다. 

4~12% 의 gradient gel 을 이용하여 시료를 전기영동 한 후, 단백

질을 PVDF membrane에 transfer 하였다. 그 다음으로 

membrane은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와 함께 4℃

에 16시간 동안 두었다. 1차 항체는 anti-PCSK9 antibody (1:200, 

abcam)와 anti-Factor XIII antibody (1:1000, abcam)를 사용하였

다. 그 다음, horse 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 된 2차 항체

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단백질에 결합한 항체는 ECL 

solution (GE Healthcare) 을 이용하여 LAS-3000 (Fugi photo 

Film, Japan)으로 분석하였다. 또한 시료 양에 대한 비교는 

membrane을 ponceau S로 염색 후 albumin 양으로 표준화하여 분

석하였다. 

 

9.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혈청 시료에서 DCD의 양을 확인 하기 위하여 human 

proteolysis inducing factor (PIF)/dermcidin (DCD) ELISA kit 

(Cusabio Life Science, HP, China)를 사용하였다. 먼저, 혈청 시료

를 sample diluent로 1:500으로 희석한 다음, DCD 특이적으로 

biotin이 결합된 항체가 코팅되어 있는 plate에 희석된 혈청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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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주었다. HRP가 결합된 avidin 특이적인 항체를 1 시간 동안 

37℃에서 반응시킨 후, 3 번 세척 하였고, TMB 기질 용액을 넣고 

37℃에서 15-30 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반응 종결 용액을 넣어 

반응을 멈춘 후에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POWER-XS, BIO-

TEK, VT, USA)하였다. 

 

10. 통계 처리 

웨스턴 블롯 결과와 ELISA 결과는 Matlab software (version 

7.12.0 (R2011a), Math-Wokrs Inc., Natick, MA, USA)와 

GraphPad Prism 5 (GraphPad Softwar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룹간의 통계적인 유의성은 one-way ANOVA 의 

Tukey’s multiple-comparisons test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p 

< 0.05, **p < 0.01,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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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1.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의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 

1. 5XFAD 쥐의 뇌 속에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플라크 

주변부의 Aβ cluster를 흡수하는 미세아교세포 관찰 

개별적인 Aβ 플라크의 성장 패턴을 이해하기 위하여, 다색 타임

-스탬프 기법 (multicolor time-stamp technique)을 수행하여 다

른 두 시점에서의 Aβ 플라크를 순차적으로 염색함으로써 두 시점에

서의 Aβ 플라크 상태를 한 번에 확인하고자 하였다 (39). MX04는 

Aβ 플라크의 염색제로서 한 번 주사하면 체내에서 적어도 90일간 

염색이 지속된다. 따라서 4개월 된 5XFAD 알츠하이머병 모델 쥐

에 복강 내 주사로 MX04를 주사하였고 그 시점에서의 플라크의 상

태를 ‘day 0’로 지정하였다. 3개월 후 (MX04 주사 90일 후) 같

은 쥐를 해부하여 Aβ 항체로 면역조직염색을 시행하였다 (그림 

6A). 3개월 동안 플라크의 성장 정도가 MX04 (day 0)와 Aβ 항체 

(MX04 주사 90일 후) 염색으로 잘 표현되었다 (그림 6B-C, F-G, 

J-K).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플라크 주변부로 Aβ cluster가 형성되

면서 90일 동안 플라크의 직경은 거의 두 배가 되었다 (그림 6C, 

화살표 머리: Aβ cluster). 기존 플라크 주변부의 Aβ cluster가 어떤 

세포에 의해 그리고 어떻게 증가 되는 것인지 확인하고자 미세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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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Iba1, 그림 6B-E), 성상교세포 (GFAP, 그림 6F-I), 신경

세포 (NeuN, 그림 6J-M)와 함께 Aβ 항체로 면역조직염색을 시행

하였다. 놀랍게도, Aβ cluster는 성상교세포나 신경세포 보다 미세아

교세포와 훨씬 빈번하게 겹쳐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6C, E). 

세포에 의해 흡수 된 Aβ cluster를 정량적으로 분석해보기 위하여 

직경 2 μm를 기준으로 Aβ cluster를 구분하여 비교해 보았다. 직

경이 2 μm 보다 작은 Aβ cluster는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68.8 % 

± 3.8, 성상교세포에 의해 22.4% ± 0.5, 신경세포에 의해 20.9% 

± 2.8 의 비율로 흡수되었다. 그러나 직경이 2 μm 보다 큰 Aβ 

cluster는 대부분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93.4% ± 1.5) 흡수되어 

있음을 정량적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N). 이를 통해 미세

아교세포가 플라크 성장에 중요한 과정인 Aβ cluster 형성의 주요 

세포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2. 5XFAD/CX3CR1GFP/+ 쥐에서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Aβ 

aggregates가 생성됨을 다광자 현미경을 통한 in vivo 이미징

으로 관찰  

미세아교세포에 의하여 어떻게 Aβ cluster가 생성되고 자라는지 

알기 위하여 다광자 현미경을 이용한 in vivo 이미징을 수행하였다. 

두개술을 수행한 5XFAD/CX3CR1GFP/+ 쥐를 장기적으로 이미징 하

였고, 수술 후 나타날 수 있는 염증반응을 배제하고자 수술시점으로

부터 3주 이후에 이미징을 수행하였다. 6개월령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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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FAD/CX3CR1GFP/+ 쥐 복강에 MX04를 주사한 후에 연속적인 이

미징을 수행하였고 (그림 7), 그림 6C의 면역조직염색 결과처럼 새

롭게 생겨난 Aβ 플라크가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플라크 주변부로 

(화살표 머리, 그림 7G) cluster를 이루는 것을 알 수 있다. Aβ 

cluster의 역학 (dynamics)을 이해하기 위해 다광자 현미경 이미

징을 매일 수행하였다. 첫째 날 이미징한 하나의 플라크는 이미 직

경이 10 μm 이상이며 (그림 7A-H), 주변부에는 오직 하나의 작

은 Aβ cluster가 존재했다 (화살표, 그림 7A). 8일 동안 매일 이미

징한 결과, 이 Aβ cluster는 점점 커져서 8일째에는 부피가 두 배로 

늘었다 (30.2-61.3 μm3 초록색 화살표머리, 그림 7G). 또한, 

day1에 관찰되지 않았던 Aβ cluster들이 (day1에 MX04 염색 반

응이 보이지 않는 곳을 표시한 왼쪽 상자, 그림 7A) 시간이 지남에 

따라 기존에 존재하던 플라크 주변부로 새롭게 생겨나고 점점 커지

는 현상을 관찰하였고 (그림 7G) 이를 정량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림 7Q). 그렇다면 새로 생겨난 Aβ cluster는 미세아교세포와 어떠

한 위치적 연관성이 있을지 확인해보았고, 흥미롭게도 새로 생겨난 

Aβ cluster는 대부분 플라크 주변부에 위치하는 활성화된 미세아교

세포 내부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7I-P). 그림 6의 ex vivo 

실험 결과와 함께 다광자 현미경 in vivo 이미징 결과를 정량적으로 

비교해 본 결과, ex vivo 실험 결과와 마찬가지로 in vivo 이미징 결

과에서도 대부분의 Aβ cluster가 (MX04 염색; 직경 >2 그리고 

<10 μm) 5XFAD/CX3CR1GFP/+ 쥐의 미세아교세포에 흡수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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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R). 이를 통해, Aβ cluster의 생성과 성

장은 in vivo에서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와 연관성이 높음을 알 수 

있었다. 

 

3.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가 lysosome에 쌓

임을 확인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Aβ가 어떻게 축적 되는지 알기 위하여 BV2 

(마우스 미세아교세포주)와 mouse primary microglia (PMG)에 

fibrillary FITC-Aβ를 처리하였다. 미세아교세포는 식세포 작용을 

통하여 fibrillary Aβ를 흡수하고 분해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40,41). 또한 세포는 Aβ를 포함하여 세포 내부 혹은 세포 외부 물

질을 분해하고자 할 때 lysosome을 이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42). 그러므로 Aβ와 같이 식세포작용으로부터 얻은 물질을 분해하

고자 할 때 세포 내 lysosome의 기능은 매우 중요하다 (43). 이러

한 관점에서, BV2 세포와 PMG 세포에 처리해준 fibrillary FITC-

Aβ가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이후에 lysosome으로 이동하는

지를 관찰하고자 lysosome 내부의 산성 pH 표지자인 

Lysotracker를 이용하여 실시간 이미징을 수행하였다 (그림 8). 실

험 결과를 통하여 FITC-Aβ fibril이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이후에 lysosome 내부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8D-F, I-J).  

Lysosome은 pH 4.5–5인 산성의 세포 소기관이다 (42). 이전 연구 

결과에서 Aβ 단백질이 산성 조건에서 aggregates를 잘 형성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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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가 있다 (4).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을 근거로,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가 lysosome내부로 이동한 이후에 

aggregation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해 보기 위하여 MX04를 이용한 

형광세포염색을 수행하였다. MX04는 β-sheet 구조에 끼어들어가

는 형광염색제로서 반응물이 밀집되어 있을수록 더 높은 형광 신호

를 보여준다 (44). BV2 세포와 PMG 세포에 FITC-Aβ를 처리하자, 

세포 밖에 비해 세포 내부에서 훨씬 강한 MX04 형광 신호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화살표, 그림 9A-D; 화살표 머리, 그림 9E-F, BV2 

세포, 그림 10K-M, PMG 세포). 또한, Congo red라는 다른 종류의 

Aβ 플라크 형광염료를 통해서도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의 aggregation이 세포 내부에서 더욱 증가 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화살표 머리, 그림 9G-I). 그렇다면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가 세포 내부에서 더욱 뭉쳐지는 현상이 

lysosome 내부에서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형광세포염색

을 수행한 결과,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FITC-Aβ는 

Lysotracker에 의해 보여지는 lysosome 내부에서 MX04 형광 신

호와 겹쳐지는 것을 BV2 세포와 PMG 세포에서 확인 할 수 있었다 

(빨간색 실선, BV2 세포, 그림 10A-E, PMG 세포, 그림10G-J). 

흥미롭게도, 세포 밖에 존재하는 fibrillary FITC-Aβ는 MX04와 거

의 겹쳐지지 않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빨간색 점선, BV2 세포, 그림 

10D, F, 별표, PMG 세포, 그림 10K-M)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

수된 FITC-Aβ는 lysosome 내부에서 더욱 밀집된 상태로 존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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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를 통해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는 lysosome 내부에 축적됨을 확인하였다.  

  

4. Aβ가 축적됨에 따라 미세아교세포의 사멸이 발생함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확인  

지금까지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Aβ가 lysosome에 축적되

는 현상을 확인하였는데, 그렇다면 세포 내부에 축적된 Aβ에 의해 

미세아교세포의 사멸이 일어나는 것이 아닌지 궁금증을 갖게 되었

다.  여러 편의 논문에서 lysosome에 쌓인 Aβ는 lysosome 막을 

불안정하게 만들고 이로 인해 세포 사멸이 유도된다고 보고하였다 

(45,46).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fibrillary Aβ를 처리 하였을 때 

BV2 세포의 세포 활성 분석을 수행해보게 되었고, fibrillary Aβ 처

리 농도에 따라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1A). Fibrillary Aβ에 의한 미세아교세포의 사멸 현상을 자

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유동 세포분석법 (FACS)을 수행하였다. 

FITC 또는 fibrillary FITC-Aβ를 (37℃, 24 시간) 처리한 이후에 

BV2 세포의 표면에 비특이적으로 붙은 Aβ를 제거하기 위하여 

proteinase K를 짧게 (4℃, 15분) 처리하였다. 그러므로 FACS 실

험을 통해 보이는 FITC 형광 신호는 세포에 의해 흡수된 FITC 혹

은 fibrillary FITC-Aβ의 신호라고 할 수 있다 (47). 그림 11B에

서,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FITC 신호는 대조군 (FITC를 처리한 

BV2 세포)에 비하여 실험군 (FITC-Aβ를 처리한 BV2 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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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게 나타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전체 BV2 세포 중에서 38.9% 

± 1.8을 차지하였다. 게다가, FITC-Aβ를 처리한 BV2 세포는 세

포 사멸을 확인 할 수 있는 Annexin V 신호가 높게 나타났다 (그

림 11C). 이차원의 점 도표를 통해 FITC와 Annexin V의 신호 세

기 정도에 따라 BV2 세포의 비율을 사분면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11F). FITC를 처리한 세포와 FITC-Aβ를 처리한 세포 그룹 

모두에서 Q1 집단 (FITC 음성; Annexin V 양성)의 비율은 비슷하

였다. 그러나 Q1 + Q2 집단 (Annexin V 양성) 은 FITC-Aβ를 처

리한 BV2 세포 그룹이 특이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림 

11E).  이것은 FITC-Aβ를 흡수함에 따라 미세아교세포의 사멸이 

증가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게다가 FITC-Aβ를 흡수한 전체 BV2 

세포 중 9.6%의 세포가 FITC-Aβ에 의하여 죽는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그림 11F). 

미세아교세포가 Aβ를 흡수함에 따라 세포 사멸이 증가하는 현상

을 in vivo에서 확인하기 위하여, WT/CX3CR1GFP/+ 쥐와 

5XFAD/CX3CR1GFP/+ 쥐 (8 개월령, 그룹당 3마리)에 MX04를 주

사하고 하루 뒤에 미세아교세포를 분리하였다 (48,49). WT 또는 

5XFAD 쥐를 CX3CR1GFP/GFP 쥐와 교배하였기 때문에 

WT/CX3CR1GFP/+ 쥐와 5XFAD/CX3CR1GFP/+ 쥐로부터 분리해낸 

미세아교세포는 FACS 실험에서 GFP 신호로 확인 할 수 있다. 

GFP 양성 신호를 보이는 미세아교세포 집단 (GFP +)을 점 도표를 

통해 추가적으로 분석하였고 (WT/CX3CR1GFP/+ 쥐, 그림 11G,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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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XFAD/CX3CR1GFP/+ 쥐, 그림 11H, J), MX04와 Annexin V 신호 

세기 정도에 따라 미세아교세포의 비율을 사분면으로 나누어 분석

하였다 (그림 11I, J). WT/CX3CR1GFP/+ 쥐와 

5XFAD/CX3CR1GFP/+ 쥐의 미세아교세포 그룹모두에서 Q1 집단 

(MX04 음성; Annexin V 양성) 의 비율은 비슷하였다. 그러나 Q1 

+ Q2 집단 (Annexin V 양성) 은 5XFAD/CX3CR1GFP/+ 쥐에서 분

리한 미세아교세포 집단에서 특이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났다 (그

림 11K). 이를 통하여, 미세하교세포가 흡수한 Aβ가 세포 내부에 

쌓이는 현상에 의해 세포사멸이 유도된다는 것을 in vitro와 in vivo

에서 확인 하였다. 

 

5. 미세아교세포의 사멸 후 aggregated Aβ가 같은 위치에 지

속적으로 존재함을 in vitro와 in vivo traumatic brain injury 모

델에서 확인  

미세아교세포가 Aβ aggregates를 흡수함에 따라 죽어가는 과정

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먼저, FITC-Aβ 

(1 μM; 24 시간)를 처리한 BV2 세포를 Lysotracker로 염색한 후 

CO2가 없는 조건으로 실시간 세포 이미징을 수행함으로써 세포가 

죽는 과정을 관찰하였다(그림 12A-I). 예상대로 대부분의 세포가 

세포질이 터지는 현상과 함께 150 분 안에 동시다발적으로 죽어갔

으며, 이 과정 중에 lysosome의 기능이 소실 되어 Lysotracker 신

호가 사라지는 것을 통하여 세포가 완전히 죽었음을 확인 할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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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12A, D, G). 그러나 흥미롭게도 FITC-Aβ 신호는 세포

가 죽은 이후에도 여전히 남아 있었다 (그림 12B, E, H; 화살표 머

리, 그림 12I).  

미세아교세포가 죽은 뒤에도 Aβ aggregates가 그 자리에 남아있

는 현상을 in vivo 에서도 확인 하고자 하였다. 급성 물리적 뇌 손

상을 가하게 되면 미세아교세포의 사멸이 나타난다는 기존 보고를 

토대로 5XFAD/CX3CR1GFP/+ 쥐에서 traumatic brain injury (TBI)

를 일으키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얇게 깎은 두개골에 마이크로블

레이드로 여러 차례 물리적 압력을 가하였다 (그림 12J-Q). TBI 

모델의 대뇌 영역에서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를 (점선 표시된 영역, 

그림 12N) 확인할 수 있었고, 이 세포의 세포질에는 MX04 신호를 

띄는 플라크가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흰색 원, 그림 12J). 두개골에 

물리적 압력을 가한지 2시간이 되자 미세아교세포가 죽기 시작하였

고, 이것은 미세아교세포의 GFP 신호가 사라짐을 통해 확인하였다 

(점선 표시된 영역, 그림 12O-Q). 그러나 미세아교세포가 죽은 뒤

에도 Aβ 플라크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존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2K-M). 이러한 결과를 통해 미세아교세포에 흡수된 Aβ가 

세포 내에 축적되게 되면 분해되기가 어려워 세포가 죽은 이후에도 

같은 자리에 지속적으로 남아있을 수 있음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확인하였다.  

 

6. 레이저 조사로 과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Aβ 플라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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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형성됨을 다광자 현미경을 통한 in vivo 이미징으로 

5XFAD/ CX3CR1GFP/+ 쥐에서 관찰  

미세아교세포가 과활성화 되는 현상이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그 

결과로 인해 Aβ 플라크가 형성되는지를 in vivo 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쥐의 대뇌 부분에 레이저를 조사하여 미세아교

세포를 과활성화 시킨 후 다광자 현미경으로 실시간 이미징을 수행

하였다. 기존 연구결과에 따르면 휴지기의 미세아교세포가 레이저 

조사에 의하여 활성화 될 수 있는데, 이는 레이저에 의해 손상된 조

직 세포에서 유래된 ATP를 인지한 미세아교세포가 손상 부위로 몰

려드는 현상을 동반한다고 알려져있다 (50). 이러한 실험 방법을 

토대로, 5XFAD/CX3CR1GFP/+ 쥐의 대뇌 영역 중 플라크가 없는 부

분에 레이저를 조사하였고, 레이저가 조사된 부분으로 주변에 있던 

미세아교세포가 몰려드는 것을 확인하였다 (점선으로 된 원, 그림 

13A-C). 다음날 같은 자리를 다시 이미징 하였고, 여전히 해당 위

치에 새로운 플라크 신호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미세아교세포가 활

성화된 상태로 몰려들어 있음을 볼 수 있었다 (그림 13G-I). 그러

나 2주후에 같은 자리를 이미징 하였더니 놀랍게도 그 자리에 

MX04 신호를 띄는 플라크가 생겨났음을 확인하였다 (실선으로 된 

원, 그림 13G-I). 이 때, MX04로 보여지는 플라크는 미세아교세포

에 의해 둘러싸여 있을 뿐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흡수되어 있지는 

않았다 (화살표, 그림 13H). 이를 통하여,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죽은 이후에 aggregated Aβ 플라크가 분해되지 못하고 원래 있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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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그대로 남겨짐을 in vivo에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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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Confocal ex vivo 이미징을 통해 Aβ cluster 가 플라크 성장에 

기여하며 이 과정에 미세아교세포가 관여함을 확인 

(A) 다색 타임-스탬프 기법 (multicolor time-stamp technique)

에 관한 실험 계획 모식도. 4개월된 쥐에 MX04 (6.66 mg/kg)를 복

강 내 투여한 뒤 3개월 후에 면역조식염색법을 수행함. (B-M)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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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Aβ cluster (화살표 머리; C 와 E)는 미세아교세포와 겹쳐지

고(B-E), 드물게 성상교세포 (F-I)나 신경세포 (J-M)와 겹쳐짐. 

플라크의 성장을 확인하고자 4개월령의 5XFAD 쥐에 MX04 (6.66 

mg/kg)를 복강 내 투여하였고, 그 날을 관찰의 시작일 (day 0)로 

지정함 (B, F, J). 90일 이후에, 면역조직염색을 수행하여 90일 동안 

Aβ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 4G8 항체로 확인하였으며 (C, G, K), 

세포 종류에 따른 기여도를 확인하고자 Iba1 항체 (D, 미세아교세

포), GFAP 항체 (H, 성상교세포), 그리고 NeuN 항체 (L, 신경세

포)로 면역조직염색을 수행함. 겹쳐진 이미지 (E, I, M)와 이를 정량

화한 막대그래프 (N)를 통해 미세아교세포 (E) 내부에서 Aβ 

cluster가 새로이 생성됨을 확인. (B-M) 스케일바는 5 μm를 나타

냄, 그룹당 네 마리의 쥐를 실험함. (N) Mean ± SEM; 그룹당 n = 

4 마리 (한 마리당 300-600개의 플라크를 측정함); one-way 

ANOVA, Tukey-Kramer test ***p < 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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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플라크 주변부에 Aβ cluster가 생기는 

현상이 미세아교세포 내부에서 발생함을 다광자 현미경을 이용한 in 

vivo 이미징을 통해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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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H) 6개월령의 5XFAD/CX3CR1GFP/+ 쥐에 MX04를 복강 내 주

사하여 염색한 플라크를 총 8일간 매일 추적하며 관찰함. 첫째 날 

이미징 결과, 기존에 존재하는 플라크 오른편에 하나의 약한 MX04 

형광만이 있을 뿐 (A, 화살표), 중심부의 플라크 기준으로 왼편에는 

MX04 형광이 보이지 않음 (A, 네모 표시 내부). 그러나 시간이 지

나자, 중심부의 플라크 주변으로 Aβ cluster 가 늘어남. 마침내 8일

째 되는 날, 기존에 존재하던 플라크 주변부에 새로운 cluster 들이 

생겨났으며 (G, 흰색 화살표 머리), 첫째 날 중심부 플라크 오른쪽

에 있던 작은 cluster (G, 초록색 화살표 머리) 는 8일째 되는 날 

크기가 두 배 가까이 커졌음을 확인. (I-P) 8일 동안 매일 추적 관

찰한 플라크들이 (A-H) GFP로 표지 된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존재

함을 확인. (Q) 8일 동안 증가한 Aβ cluster의 부피를 정량화하여 

선형 그래프로 표현함. (왼쪽 y-축은 Aβ cluster 전체와 왼쪽 네모 

표시 내부에 존재하는 플라크 부피를 확인 가능. 오른쪽 y-축은 첫

째 날 이미지의 중심부 플라크 오른쪽에 존재하고 있던 Aβ cluster

의 부피가 8일 동안 증가함을 확인 가능.) (R) in vivo 이미징 결과

에서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되어 있는 플라크의 비율 (MX04 양

성; 직경이 > 2 μm and < 10 μm 인 플라크) 을 그림 1의 ex 

vivo 이미징 실험에서의 플라크 흡수 비율 (4G8 양성; 직경 > 2 μ

m; 부피 < 65 μm3 인 플라크) 과 비교한 막대 그래프. (A-G), 

(I-O) 스케일바 10 μm; n=4 마리의 실험 결과 중 대표 이미지 

선별, (H) 와 (P) Unit 8.14 μm, (R) Mean ± SEM; 그룹 당 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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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마리  (in vivo 이미징에서 쥐 한 마리 당 30개의 플라크를 정량

함.); one-way ANOVA, Tukey-Kramer test ***p < 0.005. 

 

  

49 

 



그림 8.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 가 lysosome 

내부에 쌓여있음을 확인 

(A-C) BV2 세포주에 FITC-Aβ (1 μM)를 24 시간 처리한 후 

공초점 현미경으로 실지간 세포 이미징을 수행함. (D) (A-C) 의 

phase contrast 를 보여주는 z-stack 이미지. (E) 3 차 구조를 

보여주는 이미지를 통해 FITC-Aβ 가 BV2 세포 내부에 존재함을 

확인 (빨간색: Lysotracker, 초록색: FITC-Aβ). (F) (C) 에 표시한 

흰색선상에서 Lysotracker 와 FITC-Aβ 의 형광 세기 프로파일 

분석 결과. (G-J) Primary 미세아교세포에 FITC-Aβ (1 μM)를 

24 시간 처리한 후 공초점 현미경으로 실시간 세포 이미징을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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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TC-Aβ 가 lysosome 에 위치함을 확인. 스케일바 (A-D) 5 μm; 

(G-J)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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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 가 세포 내부에서 

더욱 뭉쳐짐을 확인 

(A-D) BV2 세포에 FITC-Aβ (1 μM) 를 24 시간 처리한 후 

세포형광염색을 통해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함. 세포 내부에서만 

강한 MX04 신호가 보이며, 이것은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FITC-

Aβ 신호와 겹쳐짐을 확인 (D 의 화살표).  (E) xyz-축 이미지를 

통해 MX04 신호와 FITC-Aβ 신호가 BV2 세포 내부 (화살표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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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존재함을 확인. (F) BV2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MX04 신호와 

FITC-Aβ 신호가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확인 (E 의 원 내부). 

(G-I) Congo red 와 FITC-Aβ 신호가 BV2 세포 내부 (G 의 

화살표머리) 에서 같은 위치상에 보여짐을 형광세포염색 이미지로 

확인함. 스케일바 (A-C) 10 μm; (E) 3 μm; (G-I) 15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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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흡수된 fibrillary Aβ 가 lysosome 

내부에서 더욱 뭉쳐짐을 확인 

(A-D) BV2 세포의 lysosome 내부에서 FITC-Aβ 신호가 

MX04 와 겹쳐짐을 확인. (E-F) MX04, Lysotracker, BV2 세포 

내부의 FITC-Aβ (D 의 빨간 실선), BV2 세포 외부의 FITC-Aβ 

(D 의 빨간 점선)의 형광 세기 프로파일. (G-J) Primary 

미세아교세포에서도 세포 내부에서 MX04, Lysotracker, FITC-Aβ 

신호가 모두 겹쳐짐을 확인. (K-M) Primary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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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수되어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FITC-Aβ 만 강한 MX04 신호를 

나타내며, 세포 밖에 존재하는 FITC-Aβ 는 MX04 신호가 보이지 

않음을 확인 (K 와 M 의 별표). 스케일바 (A-D) 10 μm; (G-M) 

2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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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Aβ에 의한 미세아교세포의 사멸 정도를 유세포 측정기로 

측정 

(A) Fibrillary Aβ (24 시간) 처리에 따른 BV2 세포의 활성 분석을 

위해 MTS assay를 수행함. (B-F) FITC 또는 FITC-Aβ (1 μM, 

24 h)를 BV2 세포에 처리 후, Proteinase K (100 μg/ml)를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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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으로써 세포 표면에 붙은 FITC 신호가 아니라 세포 내부로 흡수

된 FITC (B) 신호를 측정. Annexin V (C)에 염색 된 정도를 유세

포 측정기로 측정함으로써 세포 활성을 분석. Mean ± SEM; n = 5; 

unpaired t-test **p < 0.01, ***p < 0.005. (D) BV2 세포에 FITC 

(회색 점) 또는 FITC-Aβ (초록색 점) 처리 후, BV2 세포에서 나

타나는 FITC 와 Annexin V 의 상대적인 신호 세기를 사분면의 점 

도표에 표현. (E) (D) 에서 각 사분면에 포함된 세포 비율을 보여주

는 막대그래프 (Q1: FITC 음성; Annexin V 양성, Q1 + Q2: 

Annexin V 양성). Mean ± SEM; n = 5; one-way ANOVA, 

Tukey-Kramer test *p < 0.05, ##p < 0.01. (F) FITC-Aβ를 흡

수한 전체 세포 중에 사멸한 세포의 상대적인 비율. (G-K) 8개월령

의 WT/CX3CR1GFP/+ 쥐 (G)와 5XFAD/CX3CR1GFP/+ 쥐 (H)에서 

분리한 미세아교세포의 GFP 신호를 나타낸 히스토그램. 

WT/CX3CR1GFP/+ 쥐 (I)와 5XFAD/CX3CR1GFP/+ 쥐 (J)에서 분리

한 미세아교세포의 MX04 와 Annexin V 신호 세기를 나타낸 사분

면의 점 도표. (K) (I, J)의 각 사분면에 포함된 세포 비율을 보여주

는 막대그래프 (Q1: MX04 음성; Annexin V 양성, Q1 + Q2: 

Annexin V 양성). Mean ± SEM; n = 3; one-way ANOVA, 

Tukey-Kramer test **p < 0.01, ##p < 0.01.  

 

57 

 



 

그림 12. 세포 실시간 이미징과 TBI 를 유발한 9 개월령 

5XFAD/CX3CR1GFP/+ 쥐에서 다광자 현미경 in vivo 4D 이미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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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aggregated Aβ 는 미세아교세포의 사멸 이후에도 그 자리에 

남아 있음을 확인 

(A-I) FITC-Aβ 를 처리한 BV2 세포를 CO2 가 없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조건에서 공초점 현미경으로 실시간 세포 이미징을 수행

함. BV2 세포에 의해 흡수된 FITC-Aβ 와 Lysotracker 신호가 세

포 내부에서 겹쳐짐을 확인 (A-C). 시간이 흐를수록 Lysotracker 

신호는 감소하지만, FITC-Aβ 신호는 지속적으로 유지됨을 확인 

(D-F). 세포질이 터지는 현상을 통해 완전한 세포 사멸이 일어났

음을 확인한 후에도 FITC-Aβ 신호는 여전히 같은 자리에 남아 있

음을 확인 (G-I; 화살표머리). 스케일바 15 μm. 세 번의 독립적

인 실험 결과를 대표하는 이미지. (J-Q) TBI를 유발한 9개월령 

5XFAD/CX3CR1GFP/+ 쥐에서 다광자 현미경 in vivo 4D 이미징을 

수행함. MX04로 염색된 플라크 (J-M)와 GFP로 알 수 있는 미세

아교세포 (N-Q) 이미지를 시간 순서대로 나열함. 미세아교세포가 

사멸한 이후 (N-Q 의 점선 내부 GFP)에도 MX04로 염색된 플라

크 (J의 원 내부)는 계속 존재함을 확인. TBI를 유도한지 T1: 2 시

간 후; T2: 2 시간 45 분 후; T3: 2 시간 55 분 후; T4: 3 시간 후. 

Unit 7.64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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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레이저 조사로 미세아교세포를 과활성화 시키자 플라크 

생성이 유도됨을 in vivo 이미징을 통해 확인 (5XFAD/CX3CR1GFP/+ 

쥐, 9 개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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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플라크가 없는 곳 (점선의 원)에 레이저를 조사함. (D-F) 

24 시간 후, 레이저를 조사했던 곳에 MX04 로 염색 된 신호는 

보이지 않지만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몰려들어 있음을 확인. 

(G-I) 2 주 후 확인 결과, 레이저 조사에 의해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몰려들어 있는 곳에 플라크 (G 의 원 내부)가 

새롭게 생성되어 있음을 MX04 염색을 통해 확인. 플라크 신호가 

미세아교세포와 겹쳐지지는 않음 (H의 화살표가 보여주듯이 새롭게 

생성된 플라크가 존재하는 곳은 미세아교세포로 채워지지 않은 

공간임). 스케일바 10 μm. (J) Aβ 플라크 생성과 성장 과정에 

미세아교세포가 기여함을 설명하는 모식도. 1. 미세아교세포에 의해 

Aβ fibril 이 흡수되고 세포 내부에 쌓여 플라크가 형성된다. 2. 

주변에 있던 미세아교세포들이 몰려든다. 3. 세포 내부에 플라크를 

가지고 있던 미세아교세포의 사멸 이후 주변부의 미세아교세포들이 

계속 몰려들어 플라크 cluster 를 형성한다. 4. 미세아교세포의 

사멸과 함께 중심부의 플라크 주변으로 플라크 cluster 가 늘어나며 

플라크의 성장이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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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utophagy를 매개로 일어나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에 관한 연구  

1. SH-SY5Y 세포주에서 타우 단백질이 분비됨을 확인 

SH-SY5Y 세포로부터 타우 단백질이 분비될 수 있는지를 확인

해보기 위하여 세포주에 nigericin을 처리하였다. Nigericin은 

potassium ionophore로서, lysosome과 같이 세포 내 산성을 띄는 

소기관의 pH를 높이며, 이로 인해 autophagic vesicle의 축적을 야

기한다고 알려진 약물이다 (51,52). 게다가 다른 그룹의 연구 결과

에서는, nigericin을 세포에 처리하는 실험을 통하여 IL-1β가 

autophagy를 매개하는 비인습적인 기전에 의해 세포로부터 분비됨

을 보고하였다 (53). 이러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SH-

SY5Y 세포로부터 타우 단백질의 분비 여부를 확인하고자 형질주입

을 통해 세포에 EGFP-hTau-wt cDNA를 발현시켰다. 그 다음으

로 SY5Y세포에 nigericin을 처리한 후 세포 배양 배지로 분비된 타

우 단백질을 웨스턴 블롯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그 결과 

nigericin의 처리 농도와 시간에 의존적으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14A,B). 다음으로, nigericin 처리에 의

해 증가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세포가 건강한 상태에서 나타나는 

현상임을 증명하고자 세포활성분석 실험인 MTS assay와 Calcein-

AM assay를 수행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nigericin 0.5 μM 처리 

조건에서는 세포 활성이 대조군과 차이가 없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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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이를 통하여, SH-SY5Y 세포의 활성이 정상적인 조건에서 타

우 단백질이 분비됨을 확인하였다.     

 

2. Autopahgy를 매개로 하는 기전에 의하여 타우 단백질이 

분비됨을 확인 

Autophagy를 매개하는 비인습적인 분비 (unconventional 

secretion)는 신호 펩타이드가 없는 단백질의 분비 기전을 설명하

는 새로운 기전으로 주목 받고 있다 (27). 신호 펩타이드가 없는 

타우 단백질도 이처럼 autophagy를 매개로 분비 될 수 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인하고자, autophagy를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

진 약물을 통해 autophagy를 유도하거나 억제하는 실험을 진행하

였다. 먼저, nigericin 처리에 의해 증가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nigericin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에 비해 autophagy 형성을 저해

하는 spautin-1을 함께 처리하는 조건에서는 감소됨을 확인 하였

다 (그림 15A,B). Nigericin을 단독으로 처리했을 때 vehicle에 비

해 증가된 LC3II 양이, nigericin과 spautin-1을 함께 처리하자 감

소되는 것도 확인 하였다 (그림 15C). 또한, autophagy 생성을 유

도하는 trehalose (54) 를 처리하자 autophagy 증가를 확인 할 수 

있는 LC3II 단백질의 양이 증가하였고, 이와 함께 타우 단백질의 

분비도 증가됨을 확인 하였다 (그림 15D-F). Trehalose에 의해 

증가되었던 타우 단백질의 분비는 spautin-1을 함께 처리하자 감

소하였고, 이와 같은 경향으로 LC3II 단백질 양도 감소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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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그림 15D-F). 다음으로, autophagy 유도제로 잘 알려

진 rapamycin을 SH-SY5Y 세포주에 처리 하였을 때도 타우 단백

질의 분비가 증가하였다가, 3-methyladenine (3MA) 라는 

autophagy 억제제를 함께 처리하자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저해되

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5G, H). 타우 단백질이 lysosome에 의

해 분해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기 때문에, lysosome의 기능을 저

하시켰을 때 타우 단백질의 분비 양상이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확인

하고자 bafilomycin A1 (Baf)을 세포에 처리하였다.  Bafilomycin 

A1 (Baf)는 v-ATPase의 억제제로서 lysosome의 기능을 저하시

키는 약물이다. Lysosome의 기능을 억제시킨 다는 것은 다시 말하

면 autophagosome의 축적을 야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약물을 

처리함으로써 세포 내 autophagosome의 증가를 야기하는 현상이 

타우 단백질의 분비를 증가시키는지 확인해 보았고, 실험 결과를 통

해 autophagosome의 축적 현상 만으로도 타우 단백질의 분비를 

증가시키기에 충분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15I, J). 

Autophagy를 매개로 한 타우 단백질의 분비 가능성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기 위하여 쥐의 primary cortical neuron으로 같은 실험을 

진행해 보았을 때, 내재적으로 발현하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 또한 

autophagy에 의해 조절 받는 다는 것을 nigericin과 spautin-1 처

리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24). 이를 통하여, autophagy 

의존적인 기전을 통해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조절 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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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eclin1 발현 억제에 의한 타우 단백질 분비 감소를 확인 

Beclin1은 autophagy 생성 과정 초기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

백질이다 (55). Autophagy의 생성을 초기 단계에서 저해하는 것이 

타우 단백질 분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고자 siRNA 형질주

입 실험을 통해 Beclin1 유전자 발현을 저해하였다. SH-SY5Y 세

포주에 Beclin1 siRNA를 형질주입 시키자 beclin1 단백질 발현의 

감소 (그림 16A)와 함께 타우 단백질의 분비도 감소됨을 확인 하

였다 (그림 16B).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beclin1 발현 억제를 통해 

autophagy 생성을 저해하는 것이 타우 단백질 분비량을 감소시킴

을 확인하였다.   

 

4.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autophagosome 

형성이 촉진되어있음을 확인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되는 조건에서 autophagosome의 형

성 또한 늘어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타우 단백질의 

분비를 촉진시키는 nigericin 처리 조건에서, SH-SY5Y 세포를 웨

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 autophagosome의 양적 변화를 모니터

링 할 수 있는 단백질인 LC3II 양이 (56)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

였다 (그림 17A). 게다가, 전자현미경 (EM)으로 세포 내부를 시각

적으로 관찰한 결과 vehicle에 비하여 nigericin 처리시에 Tau-wt 

을 발현하는 SH-SY5Y 세포에서 autophagic vacuoles이 늘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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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17B). 이를 통하여, 타우 단백질이 분비 

될 때 autophagic vacuole 형성 증가 현상이 동반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타우 단백질이 LC3 와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primary 

cortical neuron에서 확인 

지금까지의 실험결과를 통해 타우 단백질은 autophagy 의존적인 

기전에 의하여 분비됨을 확인하였다. 그렇다면, 면역세포염색법 

(ICC)을 수행함으로써 primary mouse cortical neuron에서 LC3 

단백질과 타우 단백질이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우선, ICC 시료를 confocal microscope로 확인하였을 때, 그림 

18A에 보이는 것처럼 LC3와 타우 단백질이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이 두 단백질이 같은 위치에 존재하는지 보다 정교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confocal microscope보다 높은 해상력을 가지고 

있는 super resolution microscope (57)으로 이미징을 수행하였다. 

Super resolution microscope 이미징에서도 confocal microscope 

이미징 결과와 마찬가지로 LC3와 타우 단백질이 같은 위치에 존재

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8B).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primary 

cortical neuron에서 타우 단백질이 autophagy의 표적 단백질인 

LC3와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6. 다양한 종류의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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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tophagy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 

타우 단백질은 proteolytic cleavage, glycosylation, acetylation, 

ubiquitination, 그리고 phosphorylation과 같은 다양한 번역 후 조

절과정 (PTMs)에 의해 조절된다 (58). 이러한 PTMs 중에서도 많

은 연구자들은 AD를 포함하는 신경퇴행성질환에 나타나는 타우 단

백질의 과인산화 현상의 중요성에 대해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59). 뿐만 아니라, AD 환자의 뇌척수액에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된다는 연구결과를 토대로 뇌척수액에서 타우 단백질의 

양을 측정하는 것은 AD 진단의 한가지 방법으로 사용되고 있다 

(34,60).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autophagy에 의해 조절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보고자 웨스턴 블

롯을 수행하였다. 먼저, autophagosome을 증가시키는 nigericin 처

리 조건에 의해 전체 타우 단백질의 분비량이 증가하였다가 

autophagy 생성의 저해제인 spautin-1을 함께 처리한 조건에서는 

vehicle 수준으로 감소함을 웨스턴 블롯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하

였다 (그림 19A). 타우 단백질은 60개 이상의 인산화 잔기가 알려

져 있기 때문에 (20), 본 연구에서는 알려진 인산화 잔기 중 6개를 

선택해서 실험적으로 확인해 보았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T181, S199, T231, S262, S356, 그리고 S396 잔기가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 분비되는 현상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하였다. 흥미

롭게도, 실험적으로 확인한 6 종류의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 

정도는 autophagy를 증가시키거나 저해하는 조건과 같은 경향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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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19B-G). 이러한 연구 결과를 통하여, 다

양한 종류의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도 autophagy 의존적인 기전에 

의해 분비됨을 확인하였다. 

 

7. 다양한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의 분비도 autophagy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 

인간의 타우 단백질은 MAPT 유전자에 의해 암호화되며 엑손 2, 

3, 10번의 mRNA 선택적 이어맞추기 (alternative splicing) 에 

의해 6개의 동형 단백질을 갖는다. 이러한 6개의 동형 단백질은 

N-말단의 존재 유무와 개수에 따라 0N, 1N, 2N으로 나눠지며, C-

말단에 반복된 영역이 3개인지 혹인 4개인지에 따라서도 3R과 

4R로 동형 단백질의 종류가 나뉜다 (20). 비록 본 연구에서는 

대부분의 실험을 인간유래의 4R0N tau-wt cDNA를 SH-SY5Y 

세포에 발현시켜서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을 확인하였지만, 다른 

종류의 동형 단백질이 분비 될 때에도 autophagy 의존적인 기전을 

따르는지를 확인해보고자 하였다. 그림 20A-C에 표현하였듯이, 

웨스턴 블롯 실험을 통하여 타우 단백질의 6종류의 동형 단백질 

모두가 autophagosome을 촉진시키는 조건에서 많이 분비 

되었다가, autophagy를 억제하였을 때는 분비 되는 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여섯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은 모두 

autophagy 연관 기전에 의해 분비가 조절 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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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SH-SY5Y 세포주에서 타우 단백질이 분비됨을 확인 

EGFP-Tau-wt (4R0N) cDNA를 형질주입한 SH-SY5Y 세포의 

배양 배지로부터 타우 단백질의 분비를 확인하고자 TCA 침강 실험

을 진행함. (A, B) 웨스턴 블롯을 통하여 타우 단백질의 분비 정도

를 확인함. 타우 단백질의 분비 양상이 Nigericin (Nig) 처리 농도

와 시간에 비례하여 증가함을 확인. Mean ± SEM; n = 3-4; One-

way ANOVA; *<P 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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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Autopahgy를 매개로 하는 기전에 의하여 타우 단백질이 

분비됨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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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 SH-SY5Y 세포에 12 시간 동안 nigericin (Nig)을 단독으

로 처리한 것과 spautin-1 (Spa-1)을 함께 처리한 것을 비교함. 

Autophagy 생성 저해제인 spautin-1 처리에 의하여 타우 단백질

의 분비 (B)와 LC3II 단백질의 발현 (C)이 감소함. 즉, 타우 단백

질의 분비가 autophagy를 매개로 하는 기전에 의해 일어남을 확인. 

Mean ± SEM; n = 6; One-way ANOVA; *<P 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D-F) SH-SY5Y 세포에 12 시

간 동안 trehalose (Tre)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spautin-1 

(Spa-1)을 함께 처리한 것을 비교함.  mTOR 비의존적인 기전으

로 autophagy를 유도한다고 알려진 trehalose 처리에 의해 타우 

단백질의 분비 (E)와 LC3II 단백질의 발현 (F)이 증가함. 그러나 

spautin-1을 함께 처리하자 이 현상이 저해됨. Mean ± SEM; n = 

5; One-way ANOVA; *<P 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G) SH-SY5Y에 rapamycin (Rap)을 단독으로 처리한 

것과 3-MA를 함께 처리한 것을 비교함. mTOR 의존적인 기전으로 

autophagy를 유도하는 rapamycin 처리에 의해 타우 단백질의 분

비가 증가하였고, 이러한 현상은 autophagy 생성 저해제인 3-MA

를 함께 처리하자 억제됨. Mean ± SEM; n = 4; One-way 

ANOVA; *<P 0.05. (H) SH-SY5Y에 lysosome의 기능이상과 

autophagosome의 축적을 야기하는 약물인 bafilomycin A1 (Baf)

을 12시간 처리함.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autophagosome의 축적

이 늘어나는 조건에서 증가됨을 웨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함.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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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M; n = 5; One-way ANOVA;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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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Beclin1 발현 억제에 의한 타우 단백질 분비 감소를 확인 

(A) Tau-WT을 과발현 하는 SH-SY5Y 세포에 Beclin1 siRNA를 

처리하여 Beclin1의 발현을 억제시킴. (별표: 항체 비특이적 반응 

밴드.) Mean ± SEM; n = 8; One-way ANOVA; **P<0.01, 

***P<0.001. (B) Nigericin에 의해 증가하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Beclin1의 발현을 억제에 의해 저해됨을 확인. Mean ± SEM; n = 

9; One-way ANOVA; *<P 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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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autophagosome 

형성이 촉진되어있음을 확인 

(A) Nigericin 0.5 μM (12 시간) 처리 시, SH-SY5Y 세포의 LC3II 

단백질이 증가됨을 웨스턴 블롯 실험으로 확인. Mean ± SEM; n = 3; 

student t-test; ***P<0.001. (B) (A)에서와 동일한 그룹에서 

autophagosome 생성 정도를 비교하고자 전자현미경 관찰함. 

Nigericin 처리시에 vehicle 그룹에 비해 autophagosome이 많이 

생성되어 있음을 확인. 스케일바 = 2 μm (왼쪽 2 패널); 1 μm (오른

쪽 2 패널; 확대한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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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타우 단백질이 LC3 와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primary 

cortical neuron에서 확인 

(A, B) Primary cortical neuron (DIV 10-11) 에 nigericin 0.5 μM 

(12 시간) 처리 후 Tau-5 (빨간색)와 LC3B (초록색) 항체로 세포

면역염색을 수행함. DAPI (파란색)로 핵을 염색. 공초점 현미경 이

미지 (A)와 고해상도 현미경 이미지 (B)를 통해 타우 단백질과 

LC3B가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확인 (화살표머리). Scale bar = 2.5 

μm (공초점 현미경 이미지); 500 nm (고해상도 현미경 이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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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다양한 종류의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도 autophagy

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 

(A-G) Tau-wt (4R0N)를 발현하는 SH-SY5Y 세포의 배양 배지

로부터 T181, S199, T231, S262, S356, 그리고 S396 잔기가 인

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nigericin 처리에 의해 증가하고, 

spautin-1을 함께 처리하자 감소함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 Mean 

± SEM; n = 4; One-way ANOVA; *<P 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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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다양한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의 분비도 autophagy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 

(A-C) Tau-wt의 여섯 종류의 동형단백질 (3R0N, 3R1N, 3R2N, 

4R0N, 4R1N, 4R2N)을 발현하는 SH-SY5Y 세포의 배양 배지로 

웨스턴 블롯 실험을 수행함. 여섯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 모두 

nigericin 처리에 의해 분비가 증가되고, spautin-1을 함께 처리하

자 분비가 감소됨을 확인. Mean ± SEM; n = 5; One-way 

ANOVA; *<P 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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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타우 단백질이 autophagy를 매개로 분비되는 기전에 대한 

모식도 

Autophagy 형성을 촉진시키는 조건 (nigericin, trehalose, 

rapamycin)에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하고, autophagy 형성

을 억제하는 조건 (beclin1 siRNA, spautin-1, 3-MA)에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감소함을 확인함. 또한, autophagosome의 축적을 

야기하는 조건 (bafilomycin A1, nigericin)에서 타우 단백질의 분

비가 증가함을 확인함. 그러므로, 타우 단백질은 autophagy 를 매

개로 분비 될 수 있음을 의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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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타우 단백질의 분비를 확인한 실험 조건에서의 세포활성이 

대조군과 차이 없음을 확인 

(A, B) Nigericin (Nig)처리시 세포활성이 대조군과 차이 나지 않는 

농도 조건과 시간 조건을 확인함. Nigericin 0.5 μM (12 시간) 처

리 조건에서 대조군과 세포활성의 차이가 없음을 MTS assay (A)

와 Calcein-AM assay (B)를 통해 확인. Mean ± SEM; n = 3; 

One-way ANOVA; *<P 0.05, **P<0.01, ***P<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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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 Primary cortical neuron에서 내생적으로 발현되는 타우 단

백질의 분비가 autophagy 에 의해 조절됨을 확인 

(A-B) Primary cortical neuron (DIV 11)으로부터 분비되는 타우 

단백질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함. Nigericin에 의해 증가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spautin-1을 함께 처리한 조건에서는 저해됨을 

확인. Mean ± SEM; n = 5; One-way ANOVA; *<P 0.05, 

**P<0.01, ***P<0.001. (C-D) Primary cortical neuron (DIV 11)

에 nigericin 처리 시, LC3II 양이 증가함을 확인하였고, spautin-1

을 함께 처리 했을 때는 nigericin 단독 처리에 비해 LC3II 양이 

감소함을 확인. Mean ± SEM; n = 4; One-way ANOVA;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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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PiB-PET 이미징 정보를 기반으로 선별된 환

자의 혈청 단백질 분석을 통한 AD 조기 진단 바이오

마커 발굴에 관한 연구 

1. PiB-PET 이미징 정보를 기반으로 선별된 MCI 와 AD 

환자의 혈청 단백질에 대한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프로파일링 

본 연구에서는, AD 조기 진단을 위한 혈청 단백질 프로파일링을 

위하여 PiB-PET 이미징 결과를 기준으로 9명의 discovery 

cohort를 선정하였다 (그림 24). Discovery cohort로 선정된 9명의 

PiB-PET 점수, MMSE 점수, 나이, 그리고 APOE 유전자 정보를 

표 1 에 기재하였다. 정상군의 혈청 시료는 인지기능이 정상이며 

PiB-PET 점수가 기준 값에 비해 음성인 3명으로부터 얻었다. 반

면에, MCI와 AD 환자의 혈청 시료는 PiB-PET 점수가 기준 값에 

비해 양성인 사람들로부터 얻었다 (MCI와 AD 각 그룹당 3명; MCI

와 AD 선정 기준, PiB-PET 흡수 비율 ≥ 1.5).  

시료 준비와 질량 분석 실험에 대한 전체적인 과정을 그림 24에 

표현하였다. 각 그룹당 3개씩의 혈청 시료들을 그룹별로 합쳤고, 혈

액 내에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진 14종류의 단백질을 걸러낼 수 

있는 항체가 붙은 컬럼을 이용하여 이들 14종의 단백질에 대한 면

역고갈 (immunodepletion)을 수행하였다. 이를 통해 얻어진 통과

액 (flow through)은 상대적으로 적은 양으로 존재하는 단백질을 

포함하고 있으며, 이 통과액을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tryp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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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분해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펩타이드를 정상군, MCI, AD 그룹 

별로 iTRAQ 기법으로 표시하였는데, 순서대로 iTRAQ 115-117을 

사용하였다. iTRAQ으로 표시된 펩타이드는 Agilent사의 Offgel 

fractionator를 이용하여 12개의 fractions 으로 나뉘었고, 이것을 

이용하여 3 반복 질량 분석 실험을 진행하였다.  

3 반복 질량 분석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펩타이드에 대한 정보는 

MS-GF+와 SEQUEST라는 검색 엔진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또한 질량 분석 실험 결과로부터 단백질 종류와 이들의 양에 대한 

정보도 추가적으로 확인 하였다 (그림 28). 정상군, MCI, AD 세 그

룹의 discovery cohort의 혈청 시료로부터 총 12,750개의 non-

redundant 펩타이드를 (1차: 10,248 개, 2차: 10,397 개, 3차: 

10,326 개) 얻게 되었다 (그림 29A). 이렇게 얻어진 펩타이드 중 

8,157 (64.0%)가 3 반복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되었고, 

10,064 (79%)가 3 반복 중 두 번 이상에서 공통적으로 확인 되었

다. 게다가, 3 반복 실험에서 공통으로 얻어진 8,157 펩타이드 간의 

iTRAQ 강도에 대한 피어슨 상관계수는 0.9 이상임을 확인 하였다 

(그림 29B-D).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질량 분석 실험으로부터 얻

어진 펩타이드 종류와 양에 대한 정보가 상당히 재현 가능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Discovery cohort의 혈청 시료로부터 얻은 총 

12,750개의 non-redundant 펩타이드는 1,580개의 단백질 정보를 

담고 있는 펩타이드 임을 확인 하였고, 이들 중에서 2개 이상의 

non-redundant 펩타이드가 확인 된 단백질은 827개이며, 이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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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809개의 코딩 유전자 정보를 확인 하였다.   

 

2. AD와 MCI 환자의 혈청 시료로부터 얻어진 프로테옴 분석 

본 연구에서 혈청 (serum)시료로부터 얻은 프로테옴 정보가 포

괄적이고 광범위한지 평가하기 위하여, 분석 결과로 얻어진 809개

의 유전자 정보를 다른 연구자들의 선행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보고

자 하였다 (그림 25A). Song et al. (61) 에서는 Sydney Memorial 

and Ageing Study에서 얻은 정상군과 MCI, AD 환자의 혈장 

(plasma) 시료를 통해 iTRAQ 실험을 수행하였고, 146개의 단백질 

정보와 함께 102개의 단백질 코딩 유전자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림 

25A). Muenchhoff et al. (62) 에서도 Sydney Memorial and 

Ageing Study와 Hunter Community study로부터 얻은 정상군과 

MCI, AD 환자의 혈장 (plasma) 시료를 통해 프로테옴 분석을 수

행하였고, 135개의 단백질 정보와 함께 134개의 단백질 코딩 유전

자 정보를 확인하였다 (그림 25A). 두 편의 논문에서 보고된 프로

테옴 정보 중 95% 이상이 [97개 (102개의 95.10%); 128개 (134

개의 95.52%) 유전자] 우리의 혈청 프로테옴에서 확인 되었고 (그

림 2A), 이것은 우리가 얻은 혈청 프로테옴 정보의 타당성을 뒷받

침 해준다고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본 연구에서 검출한 혈청 프

로테옴은 다른 두 그룹의 연구 결과보다 680개 (809개의 84.1%) 

의 단백질 유전자 정보를 추가적으로 확보하였고, 더 나아가 두 연

구와 달리 PiB-PET 이미징 정보를 반영하는 프로테옴을 얻었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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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에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하면, 본 연구 

결과는 MCI와 AD 환자의 PiB-PET 검사 결과를 반영하며 포괄적

이고 광범위한 혈청 프로테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혈청 프로테옴 정보를 보다 잘 이해하기 위하여 다른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이번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 된 680개의 단백질 유

전자 정보와 129개의 공통 단백질 유전자 정보를 구분하여 다양하

게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gene ontology cellular 

components (GOCCs)와 gene ontology biological processes 

(GOBPs)를 CPDB 소프트웨어 (63) 를 통해 분석하였다. 새로운 

680개의 단백질과 공통된 129개의 단백질을 GOCCs로 분류해 보

았을 때, 이들은 공통적으로 secreted proteoms의 성격을 띄는 것

을 확인 하였다. 그 예로, 이들은 ‘ extracellular proteome ’ , 

‘ blood particle proteome ’  그리고 ‘ organelle lumen 

proteomes’에 속하며 (그림 25B), 이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확인

한 809개의 단백질 유전자 정보가 혈청 프로테옴 분석을 통해 얻어

졌음을 뒷받침 해준다. 게다가, 680개의 새롭게 확인된 단백질은 

‘neurological system’과 관련된 GOCCs에도 속해있음을 확인하

였다. 이번에는 GOBPs를 분석해 보았고, 680개의 새롭게 확인된 

단백질은 GOCCs 와 마찬가지로 GOBPs 분석 에서도 

‘neurological system’과 관련 있음을 확인 하였다 (그림 25C). 

이러한 결과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 얻은 혈청 프로테옴이 MCI와 

AD 환자에서 보여지는 신경계 이상과 관련한 정보를 담고 있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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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 

 

3. MCI와 AD 환자에서 변화된 혈청 프로테옴 분석 

MCI와 AD 환자에서 정상군과 발현양의 차이를 보이는 혈청 단

백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iTRAQ 강도를 비교함으로써 MCI/정상군 

그리고 AD/정상군으로 나누어 혈청 단백질의 양을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t-test 분석을 통하여 정상군과 비교하였을 때 총 121개의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EPs)를 확인 하였고 (표 2), 

MCI와 AD에서 각각 79개와 72개의 DEPs를 확인 하였다 (그림 

26A). 이 때 정상군과 비교하여 MCI와 AD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차이를 보이는 30개의 DEPs를 확인하였는데, 이는 MCI와 AD 환

자가 동일한 단백질 프로파일을 통해 예측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그림 26A). 또한, MCI와 AD에서 각각 49개와 42개의 

차별화된 DEPs를 확인 하였는데, 이렇게 두 그룹에서 차이가 나는 

DEPs를이용하여 MCI와 AD도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본 연구에서 확보한 DEPs를 체계적으로 조사하기 위하여 MCI와 

AD 에서 양적 변화를 보이는 패턴에 따라 7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분석하였다 (그림 26B). 그룹 2와 6은 MCI와 AD에서 같은 변화 

양상을 보이는 DEPs이며, 반면에 그룹 1, 3, 5 그리고 7은 MCI 또

는 AD 한쪽에서만 변화를 보이는 DEPs의 그룹이다. 입곱 개의 그

룹을 이해하고자 각 그룹의 특성을 GOBPs를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MCI와 AD에서 공통적으로 증가된 DEPs 를 보여주는 그룹 2를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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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하는 GOBP는 ‘protein metabolic process’ 이며, MCI와 AD에

서 공통적으로 감소된 DEPs가 속해있는 그룹 6는 ‘ vesicle-

mediated transport’와 ‘response to stress’라는 GOPBs로 분

류 됨을 확인 하였다 (그림 26C, 왼쪽 패널). 흥미롭게도, MCI에서

만 감소된 단백질들 (그룹 5)은 ‘neurological system’에 해당하

는 GOBPs로 분류 됨에 따라서 MCI 환자에게서 신경계의 퇴화가 

일어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PiB-PET 이미징 결

과를 반영하는 혈청을 모니터링 함으로써 이와 관련된 GOBPs 정보

를 제공하였다. 

 

4. MCI와 AD 환자의 병리학적 변화를 보여주는 혈청 프로테옴 

프로파일 보고 

병적인 상태에서 측정된 혈청 프로테옴은 질병으로 인해 변화된 

조직의 세포 네트워크를 이해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창 역할을 한다

는 연구 결과들이 많이 보고 되었다 (64–67).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의 혈청 프로테옴으로 확인 할 수 있는 단백질 데이터를 다른 

연구자들이 제공한 AD 환자의 뇌 조직과 관련된 유전자 및 단백질 

데이터들과 함께 통합적으로 분석해 보고자 하였다 (표 4). 먼저, 

기존에 보고된 데이터 베이스 분석을 통하여 정상군에 비해 AD 환

자의 뇌 조직에서 발현양의 차이를 보이는 3,465개의 유전자 

(DEGs) 와 611개의 DEPs를 확인하였다. 그 다음으로 이들이 속

하는 GOBPs  (그림 26C, 오른쪽 패널)를 본 연구 결과에서 얻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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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 그룹의 GOBPs (그림 26C, 왼쪽 패널)와 비교해 보았다. 이러

한 비교를 통하여 본 연구의 혈청 DEPs가 포함된 9개의 GOBPs는 

뇌 조직에서 얻은 DEGs 또는 DEPs 분석에서도 마찬가지로 차이를 

보이는 GOBPs임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즉, AD 환자의 뇌 조직의 

변화를 반영하는 9개의 GOPBs (그림 26C, 별표)에 속하는 혈청 

단백질 (121개의 DEPs 중 88개)들은 AD 환자의 뇌 조직의 변화

를 모니터링 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88개의 혈청 DEPs 간에 연관성을 나타내주는 네

트워크 모델을 만들고자 interactome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하여 88

개의 DEPs간의 단백질-단백질 연관성을 확인해 보았다. 네트워크 

모델을 통해 이들 DEPs 사이에 상당한 연관성이 존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특히 기능적으로 연관성이 있는 단백질끼리 그룹화 

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이 네트워크 모델은 혈청 프로테옴

과 AD 환자 뇌 조직에서 공통으로 변화된 9개의 GOBPs를 반영하

는 DEPs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질병 상태에 따라 이 88개 DEPs의 

양적인 변화가 어떠한지를 알 수 있게 표현 하였다. 

MCI와 AD 환자 모두에서 공통적으로 변화된 DEPs는 MCI와 

AD 환자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변화를 반영하는 단백질이기 때

문에 조기 진단을 위한 바이오마커로 활용 될 수 있다. 그러므로 네

트워크 모델에 나타낸 9개의 GOBPs 중에서 MCI와 AD에서 같은 

경향으로 변화한 DEPs를 반영하는 GOBPs인 ‘protein metabolic 

process ’ , ‘ vesicle-mediated transport process ’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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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ponse to stress’에 초점을 맞추었다 (그림 26B의 그룹 2와 

6; 그림 30). 또한, 증가된 단백질들은 질병의 진행을 모니터링 하

기에 용이하다는 여러 보고를 토대로 (68–70), 앞서 추려진 3개의 

GOBPs 중에서 MCI와 AD 모두에서 증가된 DEPs가 속해 있는 

GOBP인 ‘protein metabolic process’에 주목하게 되었다 (그림 

30). ‘protein metabolic process’에 속하는 DEPs 중에 MCI와 

AD 모두에서 증가하는 DEPs는 7개였다 (PSMA1, PCSK9, DCD, 

WARS, F13A1, MMP9, SERPINB1). 이 중에서 SERPINB1은 

immunodepletion을 했던 14종의 단백질에 속하기 때문에, 

depletion 과정에서 양에 대한 영향을 받았을 수 있으므로 바이오

마커 후보에서 제외시켰다. 또한 AD 환자의 뇌 속에 Aβ가 쌓이는 

현상은 단백질 분해 기전과 연관성이 깊다는 선행 연구결과가 

(71,72) 있으며, 이는 본 연구에서 찾은 ‘ protein metabolic 

process’와 관련 있는 6개의 DEPs에 대한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

질로서의 타당성을 뒷받침해준다.  

 

5. 선택된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 프로파일의 유효성 검증 

선택된 6개의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의 유효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discovery cohort와 독립적인 validation cohort를 선별하여 정

상군, MCI와 AD 환자로부터 혈청 시료를 얻었다. Validation cohort

에 대한 성별, MMSE 점수, 나이 그리고 APOE 유전자 정보는 표 

3에 표시하였다. 새롭게 얻은 혈청 시료를 통하여 본 연구에서는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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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의 양을 웨스턴 블롯과 ELISA 실험으로 확인

하였다. 이들 중 3개 단백질 (PCSK9, F13A1, DCD)의 양이 

discovery cohort의 질량 분석 결과와 일치하게 정상군에 비해 

MCI와 AD 환자의 혈청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validation cohort에

서 확인하였다 (그림 27A-C, 그림 31, 32). 흥미롭게도, 이들 중 

F13A1은 정상군에 비해 MCI에서 양이 더욱 많았고, MCI에 비해 

AD에서 양이 더욱 많음을 통해 질병의 진행에 따라 그 양의 점진

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했다. 이를 통하여, 웨스턴 블롯과 ELISA로 

유효성을 확인한 3 종류의 단백질이 PiB-PET 이미징 데이터를 기

반으로 MCI와 AD 환자를 진단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 사용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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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iTRAQ 기반의 LC-MS/MS 분석을 통한 혈청 프로테옴 

프로파일링 연구의 전체적인 흐름을 보여주는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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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 MCI, AD 세 그룹으로부터 discovery cohort 의 혈청 시료를 

그룹당 3 개씩 모은 후 합침. 혈액 내에 풍부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진 14 종류의 단백질을 걸러낼 수 있는 항체가 붙은 컬럼을 

이용하여 이들 14 종의 단백질에 대한 면역고갈 

(immunodepletion)을 수행함. 이 통과액을 다음 과정을 진행하기 

위해 trypsin 으로 분해함. 이렇게 얻어진 펩타이드를 그룹별로 

iTRAQ 으로 표시한 후 12 개의 fraction 으로 구분함. 각각의 

fraction 별로 LC-MS/MS 실험을 진행함. 마지막으로, MS-GF+와 

SEQUEST 를 이용하여 펩타이드 정보를 확인하고, iTRAQ 표시 

(115-117 iTRAQ reporter ions)를 통해 해당 펩타이드의 양을 

확인함.    

91 

 



  

그림 25. MCI 와 AD 환자의 혈청 시료를 통해 얻은 포괄적인 

프로테옴 프로파일 

(A) 본 연구에서 얻은 혈청 프로테옴과 다른 두 그룹의 혈장 

프로테옴 (MCI 와 AD 환자 유래 혈장) 연구 결과를 비교.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연구에서 확인한 단백질 정보간의 연관성을 

확인. 괄호 안에 적힌 수는 각 연구에서 확인한 단백질의 총 개수를 

의미함. 오른쪽 표를 통해서 1) 시료의 종류 (혈청 또는 혈장), 2) 

사용된 시료의 질병 상태 (AD, MCI, 정상군), 3) 진단을 위한 

PiB-PET 이미징 수행여부, 4) 확인한 단백질의 개수, 5) 확인한 

단백질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개수를 알 수 있음. (B-C) 본 

연구에서 새롭게 발견한 680 개의 단백질 (파란색)과 기존 

연구에서도 공통적으로 확인한 129 개의 단백질 (회색)에 대한 

GOCCs (B)와 GOBPs (C)를 표현함. 막대의 길이와 막대 옆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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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은 숫자는 각각의 GOCC (B)와 GOBP (C)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개수를 의미함. 괄호 안의 숫자는 각각 공유하는 단백질의 개수 / 

새롭게 확인한 단백질의 개수를 의미함. 별표는 본 연구에서 새롭게 

확인한 680 개의 단백질이 유의하게 높은 비율로 존재하는 GOCCs 

또는 GOPBs 를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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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AD 발병과 연관성이 있는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의 확인 

(A) MCI 그룹에서 확인한 79 개의 DEPs 와 AD 그룹에서 확인한 

72 개의 DEPs 사이의 관련성을 보여주는 벤 다이어그램. (B) 3 

반복의 iTRAQ 실험에서 나타난 DEPs 의 증가 혹은 감소 패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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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향에 따라 일곱 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표현함 (G1-7). 정상군에 

비해 MCI 혹은 AD 에서 증가된 단백질은 빨간색으로, 감소된 

단백질은 초록색으로 표현. 왼쪽의 색깔 막대는 log2-단백질의 

비율을 점진적인 색깔변화로 표현함. 괄호 안의 숫자는 각 그룹에 

해당하는 단백질의 개수를 의미함. (C) 각 그룹의 DEPs 가 

해당되는 GOBPs 를 나타냄. 오른쪽 상단의 색깔 막대는 CPDB 

pathway enrichment tool 로부터 얻은 p-value 를 -log10(P) 로 

표현함. 또한, AD 환자 뇌 조직으로부터 확인된 DEGs 

(DEG_AD/Control) 와 DEPs (DEP_AD/Control)가 해당되는 

GOBPs 를 각각 파란색과 주황색으로 표현함. (D) 9 개의 GOBPs 에 

속하는 총 88 개의 DEPs 사이의 연관성을 보여주는 네트워크 모델. 

9 개의 GOBPs 는 뇌 조직으로부터 확인한 DEGs 와 DEPs 가 

해당되는 GOBPs 와 혈청 DEPs 가 해당되는 GOBPs 중 공통의 

GOBPs 를 선정함. 교점의 색깔을 통해 MCI/정상군 (중심)과 

AD/정상군 (테두리)에서 단백질의 증가 (빨간색) 또는 감소 

(초록색) 경향을 확인 가능. 색깔 막대는 log2-단백질의 비율을 

점진적인 색깔변화로 표현함. Metacore, STRING, 그리고 

Hitpredict interactome databases 를 기반으로 단백질-단백질 

상호작용을 선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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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 선택된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 프로파일의 유효성 검증 

(A-B) PCSK9 (A)과 F13A1 (B)에 대한 웨스턴 블롯 실험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혈청 내 존재하는 단백질의 양은 독립적인 

validation cohort를 통해 확인함 (PCSK9: 10명의 정상군, MCI, 

AD; F13A1: 12 명의 정상군, MCI, AD 로부터 얻은 혈청 시료). 

Ponceau S 염색으로 확인한 albumin 양으로 표준화하여 PCSK9 

과 F13A1 단백질의 양을 그룹별로 비교함. (C) DCD에 대한 

ELISA 결과를 나타낸 그래프. 혈청 내 존재하는 DCD 단백질의 양

은 독립적인 validation cohort 를 통해 확인함 (DCD: 15명의 정상

군, 10 명의 MCI, 15명의AD 로부터 얻은 혈청 시료). *P < 0.1, **P 

< 0.05, and ***P < 0.01;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ukey-Kramer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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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MS-GF+ 와 SEQUSET 검색 결과를 통합하여 펩타이드 

정보를 확인함 

MS-GF+ 와 SEQUEST 검색 엔진을 통하여 3 반복한 질량 분석

결과로 얻어진 펩타이드 정보를 확인하였음. 벤 다이어그램을 통해 

각 검색 엔진을 통해 얻은 확인한 펩타이드 스펙트럼 수와 펩타이

드의 수를 각각 위와 아래 벤 다이어그램에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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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 iTRAQ 질량분석 실험 결과의 재현성 확인 

(A) iTRAQ 실험에서 확인한 non-redundant 펩타이드 정보가 3 

반복 실험에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는지 확인하고자 벤 

다이어그램을 그림.  괄호 안에 적힌 수는 각 실험에서 확인된 

펩타이드의 총 개수를 의미함. (B-D) 정상군 (B), MCI (C)와 AD 

(D)환자 그룹에서 iTRAQ 3 반복 실험에서 얻은 단백질 정보가 

높은 재현성을 나타내는지 확인함. 왼쪽 상단 패널은 점 도표로서 3 

반복 실험에서 공통적으로 확인된 8157 개의 펩타이드 분포를 

나타냄. 오른쪽 하단 패널은 3 반복 실험의 Pearson 상관계수를 

값을 제시함. 또한 iTRAQ 3 반복 실험의 상관성을 색깔로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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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0. 121개의 DEPs 중에서 6개의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을 선

택한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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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PCSK9의 발현양을 확인한 웨스턴 블롯 실험 결과 

정상군 10명, MCI 환자 10명, AD 환자 10명의 혈청시료를 이용하

여 PCSK9의 발현양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 정량분석을 위하여 

Albumin의 발현양을 Ponceau S 염색법으로 확인함. 

100 

 



 

그림 32. F13A1의 발현양을 확인한 웨스턴 블롯 실험 결과 

정상군 12명, MCI 환자 12명, AD 환자 12명의 혈청시료를 이용하

여 F13A1의 발현양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 정량분석을 위하여 

Albumin의 발현양을 Ponceau S 염색법으로 확인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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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3개의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에 대한 ROC 분석 결과 

(A-C) PCSK9 (A), F13A1 (B), DCD (C) 단백질을 그룹별 (AD 

vs 정상군, MCI vs 정상군, AD vs MCI)로 비교한 ROC curve 를 

나타냄. 각각의 플롯에서 AUC 값, p-value,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를 오른쪽 하단에 표시. (D, E) 

PCSK9 + F13A1 (D)과 F13A1 + DCD (E)을 패널로 선정하여 

그룹별 (AD vs 정상군, MCI vs 정상군, AD vs MCI)로 비교한 ROC 

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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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Discovery cohort 정보 

Discovery 실험에서 iTRAQ 실험에 사용된 혈청 시료의 정보를 나

타낸 표. Discovery cohort는 그룹당 3개의 혈청 시료를 사용함. 각 

시료를 제공한 사람들의 진단명, 성별, PiB 값, MMSE 점수, 나이, 

APOE 유전자 정보를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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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121개의 differentially expressed proteins (DEPs) 목록 

정상군과 MCI, AD 환자의 혈청 시료에서 발현양의 차이가 있는 단

백질 121개의 목록을 나타낸 표. 정상군에 비해 MCI와 AD 환자의 

단백질 발현양의 변화 양상을 Up/Down으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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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Validation cohort 정보 

웨스턴 블롯과 ELISA 실험에 사용된 혈청 시료인 validation 

cohort의 정보를 나타낸 표. Validation cohort에 해당하는 시료의 

수는 총 51개임. 1) PCSK9 확인 시료: 정상군 (10개), MCI 환자 

(10개), AD 환자 (10개); 2) F13A1 확인 시료: 정상군 (12개), 

MCI 환자 (12개), AD 환자 (12개); 3) DCD 확인 시료: 정상군 

(15개), MCI 환자 (10개), AD 환자 (15개). 각 시료를 제공한 사

람들의 진단명, 성별, MMSE 점수, 나이, APOE 유전자 정보를 나타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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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AD 환자 뇌 조직 데이터베이스를 이용한 통합적인 분석  

표에 나타낸 데이터를 본 연구의 혈청 프로테옴과 함께 비교분석 

하였다. 데이터의 종류 (‘Type’), 출처 (‘Reference’), 조직의 종류

와 종 (‘Tissue/Species’), 프로테오믹 방법 (‘Method’), 확인된 

유전자나 단백질의 규모 (‘Size’), 그리고 발견한 DEGs 또는 DEPs

의 수 (‘DEGs/DEPs’)를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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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Part 1.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의 형성 및 성장에 

기여하는 기전에 대한 연구 

Aβ 플라크는 어떻게 형성되며 또 어떻게 자라는가? 여러 편의 논

문을 통해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 주변을 활성화된 형태로 감싸

고 있다는 보고 (73)와 더불어, Aβ 플라크 주변에 존재하는 Aβ 

cluster가 플라크 성장의 핵심 인자라는 연구 결과도 발표된 바 있

다 (10,39). 또한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세포흡수작용 

(pinocytosis)과  식세포 작용 (phagocytosis)을 통해 Aβ 펩타이

드를 흡수 할 수 있다는 것이 AD 환자 조직 시료와 동물모델을 이

용한 실험에서 밝혀졌다  (11,14,40,41,74). 미세아교세포의 표면

에는 Aβ를 감지 할 수 있는 다양한 수용체가 존재하며, Aβ의 물리

적인 상태 혹은 Aβ를 인지하는 수용체의 종류에 따라 다양한 세포 

반응이 야기된다. Fibrillary Aβ (fAβ)는 phagocytosis를 통하여 미

세아교세포 내부로 흡수되며 이 과정에 class A scavenger 

receptor (SR-A)와 CD36이 관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75,76). 또한 soluble Aβ의 경우에는 fAβ와 달리 

macropinocytosis에 의해 미세아교세포 내부로 흡수된다고 보고 

되었다 (74). 한편, 다양한 항체 혹은 보체에 의해 옵소닌화된 A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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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Fc receptors와 complement receptors를 매개하여 

phagocytosis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77). 이 외에도, 미세아교세

포 표면에 존재하는 TREM2, TLR, RAGE, FPRL1/2 등의 수용체는 

Aβ를 인지하여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 시키며, 염증반응을 야기하

는 사이토카인 생성과 더불어 Aβ를 제거할 수 있는 효소 생성에도 

관여한다 (78–81).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 주변부에서 Aβ 펩타이드를 

흡수 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플라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미세아교세포가 활성화 되고 Aβ를 흡수하는 

현상이 Aβ 플라크가 형성되는 과정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가설을 세울 수 있었고 이를 AD 동물 모델 중 한 종류인 5XFAD 

쥐를 이용하여 증명하고자 하였다. 5XFAD 쥐는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이며 Thy1 프로모터를 통해 신경세포 특이적으로 familial 

Alzheimer’s disease (FAD)와 관련 있는 APP 695의 3개의 돌연

변이 (K670N/M671L, Swedish; I716V, Florida; V717I, London)

와 presenilin-1 (PS1) 의 2개의 돌연변이 (M146L and L286V)

를 발현하는 형질전환 쥐 (Tg6799, The Jackson Laboratory) 이

다. APP가 β-와 γ-시크리테아제에 의해 순차적으로 잘리는 과정

을 통해 Aβ가 생성되게 되며, APP K670N/M671L (Swedish 돌연

변이)는 전체적인 Aβ 생성을 증가시킨다. 또한 K670N/M671L 

(Swedish 돌연변이)는 I716V (Florida 돌연변이) 와 V717I 

(London 돌연변이)와 마찬가지로 Aβ42 생성을 증가시킨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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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γ-시크리테아제의 구성요소인 presenilin-1 (PS1)의 2

개의 돌연변이 (M146L와 L286V)도 Aβ42 생성 증가에 기여한다. 

Aβ42는 Aβ40 보다 insoluble fibril을 더욱 잘 형성하므로 Aβ 플

라크 형성의 주요한 구성물질로 알려져 있다. 5XFAD 쥐는 Aβ 생

성을 증가시키는 5종류의 돌연변이를 발현하기 때문에 Aβ 플라크

가 2개월령부터 뇌 내에 쌓이기 시작한다. 또한 Aβ 플라크 축적과 

더불어 성상교세포나 미세아교세포의 활성이 AD 병변의 심화와 함

께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다 (82). 5XFAD에서도 AD 환자 조직 시료

에서 확인된 것과 마찬가지로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플라크 주

변을 둘러싸고 있다는 것이 보고되었고 (83), 본 연구에서는 Aβ 

플라크 형성에 미세아교세포가 어떤 기여를 할 것인가에 대해 실험

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실제로 5XFAD 쥐에서 미세아교세포가 성상교세포나 신경세포에 

비해 훨씬 높은 비율로 Aβ aggregates를 흡수하고 있음을 조직면

역염색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그림 6). 뿐만 아니라 성상교세포나 

신경세포와는 달리 미세아교세포는 Aβ 플라크 표면을 직접 감싸고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을 토대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 생성에 중요한 기여를 할 것이라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에서

의 가설과 실험결과를 뒷받침 해주는 몇 편의 논문을 제시하고자 

한다. Mandrekar et al. (2009)(74)에서는 미세아교세포, 성상교세

포, 신경세포, 그리고 쥐의 배아 섬유아세포가 Aβ를 흡수 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미세아교세포가 특히 Aβ를 가장 높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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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로 흡수 하였음을 언급하면서 미세아교세포는 다른 세포 종류에 

비해 3-4배 높은 비율로 Aβ를 흡수 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 

논문에서 제시한 세포간 상대적인 Aβ 흡수 비율은 (미세아교세포: 

100; 성상교세포: 27; 신경세포: 17) 본 연구에서 확인한 결과와 유

사하였다 (미세아교세포: 100; 성상교세포: 29; 신경세포: 28). 

Wang et al. (2016)(83) 에서는 TREM2 (triggering receptor 

expressed on myeloid cells 2)가 결핍된 TREM2-/-5XFAD 쥐 모

델에서는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를 잘 둘러싸고 있지 못한다는 

조직면역염색법 실험결과를 제시하면서, 이로 인하여 Aβ 플라크는 

덜 빽빽하고 보다 느슨한 형태로 존재한다고 보고였다. 본 연구 결

과와 마찬가지로, 이 연구 결과는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의 물

리적인 형태 형성에 중요한 기여를 한다는 것을 뒷받침 해준다. 

다광자 현미경을 이용한 기존 연구결과들은 Aβ 플라크의 성장에 

관하여 단순히 성장 속도를 보고하거나, 질병의 진행에 따라 대뇌피

질에 존재하는 Aβ 플라크 분포에 대해 보고하였다 (9,84). 본 연구

에서는 연속적인 다광자 현미경 in vivo 이미징을 통하여 

5XFAD/CX3CR1GFP/+ 쥐에서 Aβ 플라크가 생성 될 때 새롭게 생겨

나는 플라크는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존재함을 확인하였고 (그림 7), 

점진적으로 증가하는 플라크 발달의 패턴 (9,84)과 더불어 이러한 

플라크는 기존에 존재하고 있던 플라크 근처에 새롭게 생겨난다는 

기존 연구결과 (10)와 일치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in 

vivo 이미징 결과를 토대로 미세아교세포가 플라크 cluster 형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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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여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미세아교세포에 (BV2 세포와 PMG 세포) fibrillary Aβ를 처리하

는 실험을 통하여 미세아교세포가 플라크 형성에 기여하는 기전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Aβ 펩타이드는 산성 조건에서 aggregation을 

잘 형성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었고 (2,5), 세포 내로 흡수된 Aβ 

fibril은 분해되기 위하여 lysosome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lysosome의 내부는 산성 이라는 것이 알려져 있다 (4,40). 그러므

로 본 연구에서는 미세아교세포의 lysosome의 기능을 조사하였다.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Aβ aggregates가 lysosome에 위치

해 있음을 확인하였고, lysosome 내부에 존재하는 Aβ aggregates

는 플라크를 염색 할 수 있는 MX04 염료와 Congo red 염료에 강

한 반응을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림 8-10). 이 때 세포 밖에 

존재하는 Aβ fibril은 MX04나 Congo red에 의해 염색되는 정도가 

낮음을 통하여, 미세아교세포 내부로 흡수된 Aβ aggregates는 

lysosome내부에 쌓이고 뭉쳐짐으로써 lysosome에 의해 분해되기 

어려운 수준으로 단단해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Aβ가 분해되지 못

하고 lysosome에 쌓이게 되면 세포 사멸이 일어난다는 기존 연구 

결과에 따라 (45,46), 본 연구에서도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Aβ 

aggregates를 흡수하게 되면 결과적으로 세포 사멸을 초래한다는 

결과를 in vitro와 in vivo에서 확인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미세아교

세포가 Aβ를 흡수하는 현상에 의하여 세포 사멸이 초래됨을 확인하

였다 (그림 11). 그렇기 때문에 Aβ aggregates가 분해되지 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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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로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존재한다면, 아주 적은 비율의 세포 사

멸만으로도 플라크 형성을 야기하기에는 충분해진다. 본 연구에서는 

in vitro와 in vivo 이미징을 통하여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의 사멸 

이후에 미세아교세포 내부에 있던 Aβ aggregates가 그 자리에 그

대로 남아 플라크가 형성되는 현상을 관찰 하였다 (그림 12, 13). 

특히, 5XFAD/CX3CR1GFP/+ 쥐의 뇌에 레이저를 조사하거나 물리적

인 압력을 가하여 미세아교세포를 활성화 시켰을 때 Aβ 플라크 생

성이 유도됨을 in vivo에서 다광자 현미경 이미징을 통해 확인 하였

다. 기존 연구들에서 보고하였듯이 뇌 염증은 AD의 위험 인자이며 

(85), 이러한 뇌 염증이 심화됨에 따라 Aβ 플라크의 축적이 증가한

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86,87).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 교세

포의 활성화 – 신경 염증에 대한 반응성 – 는 플라크 형성을 포함

하는 AD의 병인 기전에 중요할 수 밖에 없다고 사료된다. 그와 마

찬가지로, 심각한 뇌 염증을 초래하는 뇌 손상 병력과 AD 발병이 

양의 상관관계라는 역학결과를 근거로 TBI와 AD의 관련성을 보고

하는 기존 연구 결과들이 있다 (88,89). 

본 연구를 요약하자면,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가 흡수한 Aβ를 분

해하는데 실패하게 되면 Aβ는 lysosome 내부에 축적되게 되고 그 

결과 세포 사멸이 발생한다. 미세아교세포의 사멸을 인지하여 주변

에 있던 미세아교세포들이 모여들게 되고, 이들이 Aβ aggregates를 

처리하고자 Aβ를 흡수하고 사멸하는 반복적인 악순환이 Aβ 플라크

의 형성과 성장에 기여한다고 말할 수 있다 (그림 13J). 본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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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미세아교세포가 Aβ 플라크의 형성과 성장에 관여한다는 미세

아교세포의 새로운 역할을 밝힘으로써 AD의 병리학적 특징을 이해

하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1 

   

  

1 Part 1의 연구 결과는 GLIA, December, 64(12):2274-2290 
(2016)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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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2. Autophagy를 매개로 일어나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에 관한 연구 

최근 연구 결과들에서, AD나 전측두엽 치매 같은 tauopathies의 

경우에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 밖으로 분비되고 질병의 진행에 따

라 타우 단백질이 내후각 뇌피질, 치아 이랑, 해마를 포함한 뇌의 

여러 부위로 전파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90,91). 그러나 타우 단

백질이 세포 내 어떤 경로를 통해 분비 되는지에 대해서는 자세히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세포질에 존재하는 타우 단백질이 세포밖

으로 분비되는 기전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를 통해 SH-

SY5Y 신경세포와 primary cortical neurons에서 autophagy를 매

개하는 기전에 의해 타우 단백질이 분비됨을 발견하였다 (그림 21). 

Autophagy를 증가시키는 약물에 의하여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

가하였고, 반대로 autophagy를 감소시키는 약물 처리나 유전자 발

현 억제에 의해서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산화된 형태의 타우 단백질도 이 기전을 

통하여 분비가 조절 됨을 확인하였다. 타우 단백질은 6 종류의 동형 

단백질이 알려져 있다. 이 6 종류의 동형 단백질이 분비 될 때에도 

autophagy를 매개하는 기전이 이용됨을 확인하였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신경세포에서 타우 단백질이 분비 될 때 autophagy

를 매개로 분비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전을 발견을 하였다.  

N-말단에 신호 펩타이드를 가지고 있는 단백질은 conven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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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retory pathway를 통해 세포 밖으로 분비되며, 이 기전은 단백

질이 소포체와 골지체를 지나 세포 밖 공간으로 분비 되는 과정을 

동반한다. 그러나 타우 단백질과 같이 N-말단에 신호 펩타이드가 

없는 단백질도 분비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일반적인 분비기전과 

달리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를 따라 단백질이 세포 밖

으로 분비 된다 (27).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는 크게 

두 종류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N-말단에 신호 펩타이드나 

막관통영역 (transmembrane domain)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경우이다. 이는 다시 세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

다. Type I은 원형질 막을 가로지르는 구멍을 통해 분비되는 기전 

(pore-mediated translocation across the plasma membrane)이며, 

type II는 ABC 수송체를 매개로 분비되는 기전이다. Type III는 

autophagosome/endosome 매개의 분비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의 두 번째 종류는 신호 펩타이

드나 막관통영역이 있는 단백질로서 소포체를 통과한 후에 골지체

를 지나지 않고 바로 원형질 막을 통해 분비되는 경우이며, type IV 

골지체를 우회하는 경로 (Golgi-bypass pathway)로 명명한다  

(92). 이처럼 여러 종류의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가 

존재하며, 최근에는 type III autophagy-mediated secretory 

pathway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27). 

여러 선행 연구 결과들에서 타우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된다

는 것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확인하였다. Yamada K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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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에서는 신경세포의 활성에 따라 타우 단백질이 분비된다는 것

을 밝혔다. 한편, Croft CL et al. (2017) (93)에서는 돌연변이가 일

어난 타우 단백질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타우 단백질도 신경세포 밖

으로 분비 될 수 있다는 것을 해마 (hippocampus) 조직의 기관형 

배양 (organotypic culture) 실험을 통해 보고하였다. 그러나 두 편

의 논문에서는 신경세포로부터 타우 단백질이 분비될 수 있음을 보

고하였을 뿐 자세한 기전은 규명하지 못하였다. 본 연구와 마찬가지

로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기전을 밝히고자 여러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그 예로, 타우 단백질이 엑소좀 

(exosome) (94), 엑토좀 (ectosome) (95), 그리고 RAB7A를 매

개하는 늦은 단계의 엔도좀 (late endosome) (96)을 통해 분비 될 

수 있다는 기전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기존 보고들은 타우 단백질이 

비인습적인 분비 기전을 통해 분비됨을 시사하고 있다 (97). 

본 연구에서는 tau-wt을 형질주입 시킨 SH-SY5Y 신경세포와 

마우스 primary cortical neurons을 이용하여 신경세포의 사멸이 없

는 조건에서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로부터 분비됨을 웨스턴 블롯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14, 22). 타우 단백질이 

autophagy를 매개로 분비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autophagy를 

증가시키는 약물을 SH-SY5Y 신경세포와 primary cortical 

neurons에 처리하였고, 그 결과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함을 웨

스턴 블롯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반면에 autophagy 생성 억제

제를 함께 처리해 주었을 때는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저해됨을 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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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턴 블롯 실험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림 15). 그 다음으로 본 

연구에서는 autophagy 생성에 중요한 유전자인 beclin1의 발현을 

억제하기 위해 beclin1 siRNA를 처리하였고, 그 결과 LC3II 단백질 

양의 감소와 함께 타우 단백질의 분비도 감소함을 웨스턴 블롯 실

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그림 16). 이러한 실험 결과는 beclin1과 

같은 autophagy 관련 유전자와 단백질에 의해 신경세포에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조절됨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primary cortical neuron을 이용한 세포면역염색 실

험을 통하여 타우 단백질과 LC3B 단백질이 같은 위치에 존재함을 

공초점 현미경과 고해상도 현미경 이미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림 18). 또한 전자현미경 이미징을 통하여서도 신경세포에서 타우 

단백질의 분비가 증가하는 조건에서 세포 내부에 autophagic 

vacuoles이 늘어나 있음을 관찰하였다 (그림 17). 

뇌척수액 (CSF)과 간질액 (interstitial fluid)에도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 존재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26,34), 본 연구에

서는 인산화된 타우 (p-tau)가 분비 될 때에도 autophagy 매개 기

전을 통해 분비가 조절 되는지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세포 배양 배

지를 이용한 웨스턴 블롯을 통하여 pT181, pS199, pT231, pS262, 

pS396, 그리고 pS356 잔기가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이 분비될 때

에도 autophagy가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그림 19). 타우 단백질을 

발현하는 MAPT 유전자는 선택적 이어맞추기 (alternative splicing)

를 통하여 6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을 발현한다. 이러한 6 종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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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타우 동형단백질은 N-말단의 개수와 C-말단 부근의 반복 도메

인이 3개인지 4개인지에 따라 3R0N, 3R1N, 3R2N, 4R0N, 4R1N, 

그리고 4R2N으로 구분된다 (20). 흥미롭게도, 6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 모두가 autophagy를 매개하는 분비기전에 의해 분비가 조

절됨을 확인하였다 (그림 20).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는 신경세포에서 타우 단백질이 분비될 

때 autophagy를 매개로 분비될 수 있다는 새로운 기전을 제시하였

다. 이 연구결과는 기존에 autophagy-mediated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에 따라 분비된다고 알려진 IDE 와 IL-1β 

(53,98)처럼 타우 단백질도 이 기전을 통하여 분비 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타우 단백질이 autophagy를 매개로 분비 될 때 

soluble한 상태로 분비되는 것인지 아니면 autophagosome의 내막

에 싸여진 상태로 분비되는 것인지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Zhang et al. (2015)(99) 의 연구 결과에

서는 IL-1β가 autophagy를 매개로 분비 될 때, autophagosome

의 내막과 외막 사이 공간에 IL-1β가 위치함으로써, 

autophagosome이 세포막과 결합할 때 IL-1β가 soluble한 상태

로 세포 밖으로 분비 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단백질이 

autophagosome의 내막에 싸여진 상태로 분비되더라도 세포 밖 공

간에서 내막의 분해가 일어나게 된다면, 결국 분비된 단백질은 세포 

밖 공간에서 soluble한 상태로 존재할 수 있다는 가설이 제시된 바 

있다 (92). 이처럼 타우 단백질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마지막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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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autopahgosome 내막에 싸여진 상태로 분비 되는 것인지 

아니면 soluble한 상태로 분비되는 것인지에 대해 알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세포 내에서 autophagy는 분해와 분비라는 두 가지 다른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7). 실제로 타우 단백질은 

세포 내에서 autophagy-lysosome pathway에 의해 분해 될 수 있

음이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lysosome의 기능을 억제하는 

bafilomycin A1을 처리하여 lysosome을 매개하는 타우 단백질의 

분해를 억제하자 축적된 autophagosome에 의해 타우 단백질의 분

비가 증가함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다 (그림 15H). 그러나 본 연구

에서는 세포 배양 배지에 분비된 타우 단백질을 확인하기 위하여 

TCA precipitation을 수행한 후 농축된 단백질 시료를 웨스턴 블롯

으로 확인하였기 때문에 생리학적인 조건에서 얼마나 많은 타우 단

백질이 신경세포 밖으로 분비되는지에 절대량을 제시하기에는 어려

움이 있다. 그러므로 타우 단백질이 autophagy를 통해 분해되는 양

과 분비되는 양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autophagy의 기전을 조절할 

수 있는 다양한 약물을 처리한 후에 ELISA를 수행하여 세포 밖으

로 분비된 타우 단백질의 양과 세포질에 존재하는 타우 단백질의 

양을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이 부분

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한 상황이다.   

본 연구에서 타우 단백질이 신경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기전으로 

제시한 secretory autophagy는 세포질에 존재하는 타우 단백질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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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에도 신호 펩타이드가 없는 다양한 단백질의 분비를 설명하는 일

반적인 기전으로 확대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

안한 타우 단백질의 분비 기전에 대한 새로운 발견이 AD를 포함하

는 tauophathy를 연구하는 시야를 넓히는데 기여한다고 생각한다.2  

  

2 Part 2 의 연구 결과는 현재 논문 투고를 진행 중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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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3. PiB-PET 이미징 정보를 기반으로 선별된 환

자의 혈청 단백질 분석을 통한 AD 조기 진단 바이오

마커 발굴에 관한 연구 

혈액 바이오마커는 비침습적이며, 검사가 간편하고, 저비용으로 

진단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게다가 혈액은 풍부한 프로테옴의 

원천으로서 AD 상태를 반영한다고 알려져 있다 (100,101). 또한 

AD의 잘 알려진 병리학적 특성 중 하나인 뇌혈관장벽의 손상에 의

해서 뇌척수액과 혈액 사이의 단백질 물질 교환이 양방향으로 일어

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102). 혈액 바이오마커에 비해 침습적인 

진단법인 뇌척수액에서의 Aβ 펩타이드, 전체 타우 단백질,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 (p-tau)의 양을 측정하는 방법 (33,34) 이외에도 뇌 

영상 촬영을 통한 AD 진단 방법이 있다. 그 예로, 자기 공명 영상

법 (Magnetic Resonance Imaging: MRI)을 통해 신경퇴행성질환의 

특징인 뇌의 위축 정도를 진단하는 방법이 있는데, Aβ와 타우 단백

질의 양적 변화가 나타나는 시점에 비해 뇌가 위축되는 현상은 상

대적으로 질병이 진행 된 이후에 나타나는 현상이기 때문에 이 방

법은 조기 진단법으로서의 한계가 있는 진단법이다 (17). 또한, AD

의 병증이 심화됨에 따라 신경세포의 활성과 기능이 저해되기 때문

에 AD 환자의 경우 뇌에서 포도당 대사 비율이 낮아진다는 것을 

근거로 뇌의 물질대사 정도를 확인 할 수 있는 fluoro-deoxy-D-

glucose (FDG)를 이용한 positron emission tomography (P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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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 진단법이 있다. 이러한 FDG-PET은 상대적으로 고가의 진단

법일 뿐만 아니라 Aβ와 타우 단백질의 변화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

인하지 못한다는 단점이 있다 (35). 이 외에도, Pittsburgh 

Compound B (PiB) 라는 방사성 Aβ 염색물질을 통해 뇌 내에 Aβ 

플라크가 쌓인 정도를 확인하는 진단법이 있으며, PiB-PET 영상을 

통한 진단법은 AD의 이른 시기부터 나타나는 Aβ 병변의 변화를 잘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다 (36,37).  

본 연구에서는, PiB-PET 이미징 결과를 보유한 정상군, MCI와 

AD 환자의 혈청 시료로부터 iTRAQ 표지 기반의 질량 분석을 통하

여 정상군에 비해 MCI와 AD 환자에서 증가된 6개의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을 얻었고 (그림 30), 이들 중 PCSK9, F13A1 그리고 

DCD를 웨스턴 블롯과 ELISA 실험을 통하여 정상군에 비해 MCI와 

AD에서 발현양의 증가를 확인 함으로서 (그림 27, 31, 32) 본 연구 

결과의 유효성을 입증하였다.   

PCSK9 (Proprotein convertase subtilisin kexin type 9)은 저밀

도지단백수용체인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 (LDLR),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receptor (VLDLR), apolipoprotein E 

receptor (LRP1/APOER) 등에 부착하여 이들 저밀도지단백수용체

의 분해를 촉진시키는 기능을 수행함으로써, 체내 콜레스테롤 항상

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한다고 알려져 있다 (103). F13A1 

(Coagulation factor XIIIa)은 혈액 응고 과정에 관여하는 글루타민

전이효소로서 트롬빈과 칼슘 이온을 인지하여 활성화 되면 혈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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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4). 또한 

DCD (dermcidin/proteolysis inducing factor)는 항균작용에 관여

할 수 있으며, HSP70에 부착하여 응집된 단백질을 조절하는 역할에 

관여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 (105).     

이처럼 바이오마커로서 선별된 세 종류의 단백질들은 AD와도 연

관이 있으며, AD와의 연관성을 밝힌 기존 연구 보고들은 다음과 같

다. 그 예로, 1) PCSK9은 Aβ 생성에 관여하는 BACE1의 분해를 

촉진시킨다고 보고되었다 (106). 반면에, PCSK9은 NF-κb-Bcl-

2/Bax-Caspase9-Caspase3 신호전달을 통하여 신경세포의 사멸

을 촉진한다고 알려져 있다 (107). 2) F13A1은 AD의 병리학적 특

징으로 잘 알려진 활성화된 미세아교세포에서 발현된다는 것이 면

역조직염색법 실험을 통해 보고되었고 (104), F13A1의 공통 유전

적 다형성이 sporadic AD와 연관 있음이 보고되었다 (104). 3) 

DCD의 아미노기 말단은 HSPA4에 붙는데,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Aβ나 타우 단백질처럼 응집체를 형성하는 단백질들의 aggregation

이 조절된다는 보고가 있다 (105). 그러나 본 연구 이전에는 이 세 

종류의 단백질의 양이 MCI와 AD 환자의 혈청에서 변화되어 있다

는 사실은 밝혀지지 않았다. 한편, 이 세 종류의 단백질과 연관이 

있는 GOBP인 ‘proteolysis’는 신경퇴행성질환에서 변화되어 있다

고 알려진 공통된 특징 중 하나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의 바이오마

커 후보 단백질인 PCSK9, F13A1, 그리고 DCD가 파킨슨병이나 헌

틴턴병과 같은 다른 퇴행성 질환과도 연관이 있지 않은지 조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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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았으나 보고된 바가 없다.  

그림 25에 표현한대로 혈액 시료를 이용하여 정상군과 양적 차이

를 보이는 단백질을 통해 AD를 진단하고자 했던 선행 보고들이 있

다. Song et al. (61)에서는 411명의 정상군, 261명의 MCI, 19명의 

AD 환자의 혈장으로부터 146개의 단백질을 확인하였고 정상군 대

비 차이가 나는 77개의 DEPs를 보고하였다. Muenchhoff et al. (62)

에서는 564명의 정상군, 441명의 MCI, 24명의 AD 환자의 혈장 

(plasma)으로부터 135개의 단백질을 확인하였고 정상군 대비 차이

가 나는 44개의 DEPs를 보고하였다. 이들이 사용했던 혈장 시료는 

PiB-PET 이미징 정보를 모르는 상태로 환자의 인지기능 정도에 

기반한 분류에 의거하여 얻은 시료들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 개의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 (PCSK9, 

F13A1, DCD) 은 PiB-PET 이미징 결과를 기반으로 선별된 정상

군, MCI, 그리고 AD 환자의 혈청 시료 분석을 통해 얻은 DEPs이

다. 그러므로 혈청에 존재하는 이들 단백질의 양은 PiB-PET 이미

징 결과와 더불어 MMSE 점수와 같은 임상소견과 연관성이 있다. 

Validation cohort를 통하여, 이 세 종류의 단백질이 MCI와 AD를 

진단하는 바이오마커로서 활용될 수 있는지에 대한 유효성을 평가

해 보고자 하였다. 웨스턴 블롯과 ELISA를 통해 세 단백질의 바이

오마커로서의 유효성을 평가 하였을 때, 기존의 discovery cohort 

결과와 마찬가지로 세 종류의 단백질이 정상군에 비해 MCI와 AD

에서 증가되어 존재한다는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림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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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validation cohort를 통하여 웨스턴 블롯과 ELISA를 수행한 

실험결과를 토대로 세 종류의 단백질에 대한 ROC 분석을 수행하였

다. 이를 통하여 PCSK9, F13A1, DCD의 민감도 (sensitivity)와 

특이도 (specificity) 및 AUC 값을 확인하였다. 세 종류의 단백질

에 대한 ROC 분석은 AD vs 정상군, MCI vs 정상군, AD vs MCI으

로 그룹을 나누어 수행하였다. ROC 분석을 통하여 PCSK9과 

F13A1은 AD vs 정상군 비교 그룹에서 AUC > 0.8 (p < 0.01) 값을 

얻을 수 있었고, DCD의 경우에는 MCI vs 정상군 그룹에서 AUC > 

0.8 (p < 0.01) 값을 얻었다 (그림 33). 두 개의 바이오마커 후보 

단백질을 하나의 패널로 ROC 분석을 수행하였을 때, PCSK9 + 

F13A1은 AD vs 정상군 그룹과 AD vs MCI 그룹 비교에서 AUC > 

0.8 (p < 0.01) 값을 확인하였다. 또한, F13A1 + DCD는 AD vs 정

상군 그룹 비교 시에 AUC > 0.8 (p < 0.01) 값을 얻었고, MCI vs 

정상군 비교 시에는 AUC 값이 0.8의 근사치 (0.78)였으며, p-

value는 0.01의 근사치 (0.018)를 얻었다. 이를 통하여, MCI 또는 

AD 환자를 진단하기 위해 바이오마커를 패널로 구성하여 이용하는 

것이 더욱 신뢰할 수 있는 예측 결과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을 확

인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PCSK9, F13A1, 그리고 DCD가 MCI와 

AD 환자의 혈청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실험 결

과를 통해 이들이 AD 병리상태를 확인 할 수 있는 바이오마커로서 

사용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이 세 종류의 단백질을 임상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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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용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수의 AD 혈청 시료를 이용한 검증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이다. 이 외에도, AD의 질병 단계에 따라 이 단

백질들의 양적 변화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더욱 확실히 알기 위해

서는 장기간 비교연구 (longitudinal study)가 수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게다가, AD가 파킨슨병이나 헌팅턴 무도병과 같은 다른 

신경퇴행성질환과 공유하는 병리학적 기전이 있다는 것을 고려하였

을 때, 다른 신경퇴행성질환과 이 단백질들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추가 연구를 수행함으로써, 이 세 종류의 단백질의 AD 진단 특이성

을 높여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주목한 세 단백질 이외에도, MCI와 AD에서 찾은 다

양하고 포괄적인 DEPs 정보를 제시하였다. 그러므로 이 정보를 토

대로 다른 바이오마커 후보에 대한 추가적인 검증과 연구도 필요하

다. 다른 그룹의 선행 연구 결과에서 우리가 제시한 DEPs 정보에 

포함된 단백질 중 일부가 동일한 경향으로 변화함을 제시한 바 있

다. 그 예로, 1) alpha-2-macroglobulin (AD에서 증가)(108,109), 

2) TTR (AD에서 감소)(110), 3) C3 와 APOC2 (AD에서 감

소)(61)가 있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단백질 목록은 MCI와 AD 연구를 위한 포괄

적인 정보를 제공하리라 기대한다. 또한, 그림 26D에서 제시한 네

트워크 모델은 AD에서 나타나는 세포 내 변화를 이해하고자 할 때 

혈청을 모니터링 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앞서 언

급한 네트워크 모델에서는 특히 neurological processes (neu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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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ion development, regulation of cell communication, 

cytoskeleton organization, regulation of hydrolase activity)가 

AD 혈청에서 변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므로 AD 환자의 

혈청을 분석하는 연구가 퇴행성 신경질환인 AD 발병을 예측하는데 

도움이 되리라 생각한다. 요약하자면, 본 연구는 PiB-PET 이미징 

정보를 반영하는 혈청 단백질 프로파일을 성공적으로 얻을 수 있었

으며, 이 정보가 MCI와 AD 발병을 조기 진단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3  

 

  

3 Part 3의 연구 결과는 Journal of Alzheimer’s Disease, July 6, 
53(4):1563-1576 (2016)에 논문으로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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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알츠하이머병은 Aβ 플라크와 과인산화된 타우 단백질의 축적, 

그리고 이들 독성 단백질이 뇌의 여러 부위로 전파되는 현상과 

더불어 뇌 속에 존재하는 미세아교세포의 과도한 활성화 등 여러 

복잡한 병인 기전을 가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미세아교세포가 

활성화되고 식세포 작용을 통해 Aβ를 흡수하는 일련의 과정이 Aβ 

플라크의 생성과 성장에 기여한다는 것을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인 5XFAD를 이용하여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또한 신호 

펩타이드가 없는 타우 단백질이 신경 세포로부터 분비되는 기전 중 

하나로 autophagy-mediated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를 제시하였고, 다양한 종류의 인산화된 타우 단백질뿐만 

아니라 여섯 종류의 타우 동형 단백질이 분비될 때도 autophagy가 

관여함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기존의 AD 진단 방법인 Aβ 와 

타우 단백질의 농도를 뇌척수액에서 측정하는 방법과 PiB-PET 

이미징을 통한 뇌 속 Aβ 플라크 축적 정도를 확인하는 진단법은 

침습적이며 고비용의 진단법이라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PiB-PET 이미징을 시행하여 진단이 정확한 환자의 

혈청을 질량분석법을 통하여 분석함으로써 혈액을 이용한 

비침습적이며 저비용의 AD 조기 진단 바이오마커를 발굴하였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를 통하여 Aβ 플라크의 생성과 타우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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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비 기전을 밝혀냄과 동시에, 혈청을 이용한 바이오마커를 

제시함으로써 AD의 조기 진단 연구에 기여하였다 (그림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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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 Part 1, 2, 3 의 전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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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eokjo K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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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oul National University 

 

Pathological hallmarks of Alzheimer’s disease (AD) include 

activated microglia surrounding extracellular accumulation of 

amyloid β (Aβ) plaques and intracellular hyperphosphorylated 

tau, and their propagation to various brain regions including   

frontal lobe, temporal lobe and neocortex. Moreover, these 

pathological alterations are thought to begin several decades 

before the condition may start losing memory function and 

clinically diagnosed. Measuring the level of Aβ peptide, total tau 

protein, and phosphorylated tau protein in cerebrospinal fluid 

(CSF) and PET scans using Pittsburgh Compound B (PiB) – the 

amyloid tracer – have been used to diagnose AD. Despite the high 

sensitivity and specificity, these two methods are very invasive 

and expensive for use as a normal screening method.  

Recently, many studies have been reported activated microglia 

surround Aβ plaques, but there have no reports explaining their 

contribution to Aβ plaque generation and growth. For the first 

time, we found out that microglia contributes to plaque growth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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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 death due to uptake of Aβ in the brain of AD mouse model. 

Furthermore, tau protein which has no signal peptide is known 

to be secreted to extracellular space, but by which mechanisms 

involved is not well reported. In this study, we showed that tau 

protein is secreted through autophagy-mediated pathway using 

Tau-wt cDNA transfected SH-SY5Y cells and mouse primary 

cortical neurons. Besides, various phosphorylated tau and 6 

isoforms of tau proteins are also secreted through autophagy-

mediated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 

To this day, no cure for AD has been developed and drugs 

mitigating pathological symptoms are prescribed far too late in 

the disease progression for effective outcomes to be obtained. 

Therefore, study for relatively non-invasive and cost-effective 

blood-based biomarker is urgently required. Thus, we collected 

serum samples reflecting PiB-PET imaging data of Control, Mild 

cognitive impairment (MCI) and AD patients and we analyzed 

them using iTRAQ-mediated LC-MS/MS method. Finally, our 

data suggest serum biomarker candidates which can serve as a 

potential non-invasive early diagnosis platform reflecting PiB-

PET imaging for MCI and 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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