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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퇴행성 뇌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은 특정 뇌부위에 특정 병인 

단백질의 구조적 변성체(misfolded protein) 및 응집체(aggregates)의 점

진적인 축적과 해당부위의 신경세포 사멸이라는 공통적인 병리적 특징을 

갖는다.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타우병증에서는 타우가 병인 단백질로 작

용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타우는 미세소관에 결합하여 미세소관의 조립

과 안정성에 기여하지만 병리적 조건에서는 미세소관으로부터 분리된다. 

분리된 타우는 비이상적 구조 변화를 일으켜 응집현상을 유발하거나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인접한 신경세포로 전파된다. 다양한 형태의 타우가 인접

한 신경세포로 분비되며 이를 전달받은 세포에서는 더 빠르게 타우 응집

체가 축적되어 결국 세포 사멸에 이르게 된다.  

현재까지 분비된 타우가 어떤 경로로 다른 세포로 유입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최근 세포의 표면에 존재하는 패턴-인지 수용체 중 하

나인 톨 유사 수용체 2(TLR2)가 알츠하이머병과 파킨슨병에서 연관이 있

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행성 뇌질환 모델에서 타우와 TLR2의 연관성을 보여준 연구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및 타우병증에서 주요 병인단백질로 

밝혀진 타우가 세포 외로 분비된 후, 이들이 인접 신경세포로 유입되는 과

정에서 TLR2가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타우의 세포 외 분비 및 유입되는 현상을 trans-well 

system에서 구축하였으며 이를 이용해 TLR2를 과발현시키거나 약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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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해 활성화시키는 조건에서 타우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타우가 TLR2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TLR2는 타우의 유입

에 관여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밝혔다. 더불어 타우에 의해 TLR2가 활성

화 되면 세포 내 autophagy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TLR2에 의해 증가된 타우의 유입이 TLR2 항체 처리를 통해 감소될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8종의 TLR2 항체 스크리닝(antibody screening)

을 진행하였고, 그중 3종류의 TLR2 항체가 타우의 유입을 유의미하게 감

소시킬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타우가 세포 간 전이되는 과정에서 TLR2에 의해 유입

이 매개될 수 있음을 밝힘과 동시에 TLR2가 타우에 의한 자가포식을 증

가시킬 수 있으며 TLR2 항체 처리시 타우의 유입이 감소하는 것을 보여

줌으로써 TLR2가 타우의 전파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주요어: 알츠하이머병, 타우병증, 타우, 세포 간 전이 및 유입, 톨 유사 

수용체 2, 트랜스웰 시스템, 자가포식, 항체 스크리닝 

학 번: 2017-24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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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FT  : Neurofibrillary tangle 

 PAMP  :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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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P  : 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SGⅡ  : Secretogranin Ⅱ  

tfLC3  : LC3 tagged with GFP-RFP tandem fluorescent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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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1. 퇴행성 뇌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s)과 타우

(tau) 

퇴행성 뇌질환(neurodegenerative diseases)은 주로 60세 이상의 노년

층에서 발병하는 질병으로 임상증상이나 병변 부위 등에 따라 알츠하이머

병(Alzheimer’s disease, AD), 파킨슨병(Parkinson’s disease, PD), 헌팅턴

병(Huntington’s disease, HD),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myotrophic lateral 

sclerosis, ALS) 등으로 분류된다[1]. 이들은 각기 다른 질병으로 분류됨

에도 불구하고, 특정 뇌부위에 특정 병인 단백질의 구조적 변성체

(misfolded protein) 및 응집체(aggregates)의 점진적인 축적과 해당부위

의 신경세포 사멸이라는 공통적인 병리적 특징을 갖는다. 알츠하이머병에

서는 아밀로이드 베타(amyloid β, Aβ)와 타우(tau), 파킨슨병에서는 알파

시뉴클린(α-synuclein, α-Syn),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LS)에서는 TDP-

43 등이 대표적인 병인 단백질로 알려졌다[2]. 이중 타우는 알츠하이머병

을 비롯한 진행성 핵상 마비(Progressive supranuclear palsy, PSP), 전두

측두치매(Frontotemporal dementia, FTD), 피질기조퇴행(Corticobasal 

degeneration, CBD) 등의 타우병증에서 병인 단백질로 작용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알츠하이머병 및 CBD, PSP등의 타우병증에서 신경섬유덩어리

(neurofibrillary tangle, NFT)가 타우 응집체로 관찰되고[3], 다른 형태의 

타우 내포체(inclusion body)가 픽씨병(Pick’s disease)에서도 발견된다[4]. 

최근 퇴행성 뇌질환 중 발병률이 가장 높은 알츠하이머병의 경우 아밀로

이드 베타에 집중 되어있던 치료제 연구가 대부분 효과를 보이지 못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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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5] 다음 표적으로써 타우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6]. 따라서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타우와 연관된 퇴행성 뇌질환의 발병기전 및 치료

법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타우의 응집 및 축적과 전파현상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이다.  

 

1.2 타우(tau) 단백질  

1.2.1. 타우의 구조(structure)   

일반적으로 타우는 내재적으로 무질서한(intrinsically disordered) 구조

를 갖고 있어 본질적으로는 응집될 경향성이 매우 낮다[7]. 타우는 16개

의 엑손(exon)을 가진 하나의 유전자에 암호화되어 있으며 선택적 스플라

이싱(alternative splicing)을 통해 6개의 동위체(isoform)로 발현된다 (그

림 1). 6개의 동위체는 exon 2, 3에 암호화되어 있는 N-말단 도메인(N-

terminal domain)의 수와 exon 10에 암호화 되어있는 microtubule-

binding domain의 수에 따라 0N3R, 0N4R, 1N3R, 1N4R, 2N3R, 2N4R로 

분류된다[8]. 일반적으로 microtubule-binding domain의 수가 많은 4R 

형태의 타우가 응집하기에 더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알츠하이머병 

환자에서는 3R과 4R 형태의 타우가 주로 관찰된다[9]. 타우는 크게 N-말

단이 포함된 projection domain과 C-말단이 포함된 microtubule-

assembly domain의 2개 도메인으로 구분된다. Projection domain의 기능

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미세소관과 다른 세포 구성물질 사이의 부착

에 관여할 것이라 예상된다[10]. Microtubule-assembly domain은 타우와 

미세소관과의 상호작용(interaction)을 가능하게 하며 해당 도메인을 통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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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소관과 결합하여 미세소관의 안정성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1]. 이로 인해 병리적 조건에서 타우가 미세소관으로부터 분리되면 미

세소관은 불안정해지면서 해체 수순을 밟는다[12].   

 

1.2.2. 타우의 생리적 기능(physiological function) 

정상조건에서 타우는 주로 신경세포의 축삭(axon)에 존재하며 미세소관

(microtubule)과 상호작용하여 미세소관의 조립(assembly)에 관여한다

[13]. 특히, 세포골격(cytoskeleton) 재구성(reorganization)에 필수적인 

미세소관의 역동성(dynamic instability)을 조절하여 미세소관을 안정화한

다[14]. 또한 타우는 축삭을 통한 물질 수송에도 관여하는데, 운동 단백질

(motor protein)중 하나인 kinesin과 미세소관에 경쟁적으로 결합하여 물

질의 수송 속도를 낮추는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15]. 일반적으로 타우

는 축삭에 존재하지만 일부는 핵 안쪽에 위치한다. 핵 안에서 타우는 유전

체 DNA(genomic DNA), 세포질 DNA(cytoplasmic DNA), 핵 

RNA(nuclear RNA)가 온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기능한다고 알려져 있다

[16, 17]. Tau knock-mouse를 이용한 연구에서 해마(hippocampus)의 

neurogenesis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연구[18]와 해마에서 새로 

생성된 신경세포의 이동이 감소했다는 보고[19]등을 통해 타우가 

neurogenesis에도 관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1.2.3. 타우의 과인산화(hyperphosphorylation) 

타우는 다양한 번역 후 조절 과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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칠 수 있는데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병리적 조건에서는 과인산화

(hyperphosphorylation), 아세틸화(acetylation), 유비퀴틴화

(ubiquitination)등을 통해 변화된 형태의 타우가 많이 관찰된다[20-22]. 

특히 과인산화된 타우가 NFT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밝혀진 후, 타우의 인

산화는 타우의 응집현상과 관련하여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타우는 

총 85개 정도의 인산화가 가능한 자리를 갖고 있으며 정상인 경우에는 타

우 단백질 한 분자당 1-2개 정도로 인산화가 되어있는 반면, 알츠하이머

병 환자의 뇌에서 관찰되는 타우는 한 분자당 8개 정도로 과인산화 되어

있다[23]. 과인산화 된 타우는 미세소관으로부터 분리되기 쉬워 시냅스

(synapse)의 붕괴를 야기할 수 있으며[24] 응집현상 또한 쉽게 증가시킬 

수 있어[25] 타우의 인산화를 타겟으로 하는 치료제 개발도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26].  

1.2.4. 타우의 응집현상(aggregation) 

타우의 응집현상(aggregation)은 타우와 연관된 퇴행성 뇌질환에서 나타

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다. 하지만 타우 단백질 자체는 unfolded 구조를 갖

기 때문에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응집될 가능성이 매우 낮아 타우의 응집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졌다. 타우가 microtubule-

assembly domain을 통해 미세소관과 결합하게 되면 일정 구조를 갖추게 

되는데, 이때 타우가 비정상적으로 접히거나(misfolding) 과인산화 등에 의

해 미세소관으로부터 떨어져 나오게 되면 베타쉬트구조(β-sheet 

formation)로 변질될 가능성이 높아진다[27, 28]. 미세소관으로부터 분리

된 타우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다른 타우와 결합하여 베타쉬트구조를 형

성하는 데에는 microtubule binding domain에 존재하는 2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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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xapeptide motif(VQIINK, VQIVYK)가 필수적이며 해당 motif를 망가뜨

리면 타우의 응집현상이 감소한다[29]. 또한 microtubule binding domain

의 수가 많을수록 응집되기 쉬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타우가 세포 

내에서 대사과정을 거치면서 잘린 형태(truncated form) 중 microtubule 

binding domain을 갖고 있는 truncated tau 역시 응집 가능성이 높은 것으

로 알려졌다. 알츠하이머병 환자와 타우병증을 보이는 동물 모델에서 

truncated tau가 타우의 응집과 NFT의 형성을 증가시키는 것이 확인되었

다[30].  

 

1.2.5. 타우의 세포 간 전파현상(cell-to-cell propagation) 

타우의 응집현상과 더불어 타우병증에서 나타나는 또다른 특징은 타우

가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인접한 신경세포로 퍼져 나간다는 것이다[31]. 

전파되는 타우의 형태는 monomer부터 oligomer, 응집체(aggregates) 등 

다양한 형태로 확인되었다[32]. Microfluidic system을 이용해 타우가 한 

신경세포에서 연접한 다른 신경세포로 이동하는 것을 관찰하여 타우의 전

파과정을 이미징으로 보여준 연구가 있으며[33] 전 신경말단(presynaptic 

exon)에서의 glutamate의 분비와 같은 신경세포의 활성도 증가가 타우의 

세포 외 방출을 유도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34]. 타우병증에서 대표적

으로 관찰되는 타우응집체인 신경섬유덩어리(neurofibrillary tangle)의 전

파과정은 알츠하이머병에서 많은 분석이 이루어졌다.  Heiko Braak 연구

팀이 알츠하이머병 환자들의 뇌를 병리학적으로 분석하여 제시한 모델에 

따르면 NFT가 발병초기에 내후각주위피질(transentorhinal cortex)에서 

나타나기 시작해 병의 진행정도에 따라 해마(hippocampus)를 포함한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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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계(limbic system)를 거쳐 신피질(neocortex)로 순차적으로 퍼져 나간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림 3)[35, 36]. 또한 알츠하이머병 환자의 뇌척수액

에서 일반 타우와 과인산화 된 타우가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다[37]. 아직

까지 타우가 정확히 어떤 기전으로 분비되는지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엑소

좀(exosome)이나[38] Rab7A가 매개하는 후기 단계의 엔도솜(late 

endosome)을 통해 타우가 분비될 수 있다는 것[39]이 보고된 바 있으며 

자가포식을 매개하여 타우가 분비될 수 있음을 보여준 연구도 있다[40].  

 

1.2.6. 타우의 세포 내 유입(uptake) 

타우가 신경세포 간에 전파된다는 사실이 밝혀지고 있지만, 타우에 의한 

병리현상 전파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세포 밖에 존재하는 타우가 세포

내로 어떻게 유입(uptake)되는지 또한 알아야한다. 타우의 유입과 관련된 

연구로 Marc I. Diamond 그룹이 타우 응집체가 donor 세포에서 분비되어 

recipient 세포로 유입되는 현상을 보고한 바 있고[41], Tamas Letoha 그

룹은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heparan sulfate proteoglycan이 타우 응집체

의 유입을 매개할 수 있다고 제시하였다[42]. 하지만 여러 연구에도 불구

하고 아직 세포 외로 분비된 타우가 다른 신경세포로 유입되는 기전은 완

전히 규명되지 않은 상태이다. 

 

1.3. 톨 유사 수용체 2(Toll-like receptor 2, TLR2) 

1.3.1 톨 유사 수용체(Toll-like receptors)의 구조 및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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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퇴행성 뇌질환에서 특정 병인 단백질의 유입과정에 톨 유사수용체

2(Toll-like receptor 2, TLR2)가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톨 

유사 수용체(Toll-like receptor, TLRs)는 선천성 면역계(innate immune 

system)에서 면역반응 활성을 유도하는 패턴 인지 수용체(pattern-

recognition receptor)의 한 종류로써[43] 세균의 lipopolyschaaride(LPS)

나 펩티도글리칸(peptidoglycan)과 같은 병원균 관련 분자 패턴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PAMPs)을 인식하거나[44, 45] 

세포내 비정상 구조 단백질(misfolded protein), 열충격 단백질(heat shock 

protein)과 같은 내재적인(endogenous) 손상 연관 분자 패턴(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DAMPs)를 인식하여[46] 위험요소로부터 

개체를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톨 유사수용체(TLRs)의 발견은 먼저 

초파리에서 Toll이라는 수용체가 배아의 발생과 항진균 면역과정에 관여한

다는 연구를 통해 밝혀졌고[47] 이후 포유류에서도 Toll과 유사한 수용체

(homologue)가 염증반응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전사(transcription)를 유도

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48]. 그후 이와 구조적으로 유사한 11개의 수용

체가 추가적으로 발견되어 이들은 톨 유사 수용체 집단(Toll-like 

receptors)으로 명명되었다[49]. 현재까지 포유동물에서 발견된 톨 유사 

수용체의 아형(subtype)은 총 13가지이며 인체에서는 TLR1부터 TLR10

까지 10종류의 톨 유사 수용체가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50, 51].  톨 

유사 수용체의 구조는 크게 세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첫번째는 세포막

의 바깥 부분으로 PAMP나 DAMP를 인식하는 leucin-rich repeat 

domain(LRR domain)이며 두번째는 세포막 사이에 존재하는 짧은 

transmembrane 지역(region)이다. 마지막은 세포질 내에 위치하며 하위 

신호전달 반응에 관여하는 부분으로 interleukin-1 수용체와 상당히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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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다 하여 Toll/IL-1 receptor(TIR) domain이라 불린다[52]. 다양한 세포

에서 발현되는 톨 유사 수용체들은 세포 내 분포하는 위치에 따라서도 분

류할 수 있는데 TLR1,2,4,5,6,10은 세포막에 존재하고 TLR3,7,8,9는 세

포 내에 존재하는 엔도솜(endosome)이나 리소좀(lysosome)의 막에 위치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3]. 각각의 톨 유사 수용체들은 각기 다른 분

자 패턴(molecular pattern)을 인식하여 항원에 대한 적절한 면역반응이 

일어날 수 있게 한다.    

 

1.3.2. 톨 유사 수용체 2의 구조 및 기능  

톨 유사 수용체 중 TLR2는 그람양성세균(Gram-positive bacteria)의 

펩티도글리칸(peptidoglycan, PGN)이나 리포타이코산(lipoteichoic acid, 

LTA)등 다양한 병원균을 인식한다[54]. 대부분의 톨 유사 수용체들이 동

형이합체(homodimer)로 기능하는 반면에 TLR2는 주로 TLR1 또는 

TLR6와 이형이합체(heterodimer)를 이루어 신호전달을 진행한다[55]. 일

반적으로 TLR2/1형태는 triacylated lipopeptides를, TLR2/6형태는 

diacylated lipopeptides를 인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TLR2가 활

성화되면 세포질에 위치한 TIR domain이 이합체(dimer)를 이루고, 세포질

에 존재하는 어댑터(adaptor) 단백질인 Myd88(Myeloid differentiation 

factor 88)과 TIRAP(Toll-IL-IR domain containing adaptor protein)에 의

해 염증반응을 위한 신호가 전달된다. 이로 인해 nuclear factor kappa-

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가 활성화되어 IL-1β, 

IL-6, TNF-α등 염증성 사이토카인(pro-inflammatory cytokine)인이 생성

된다(그림 4)[5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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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 퇴행성 뇌질환과 톨 유사수용체 2(TLR2) 

최근 퇴행성 뇌질환과 TLR2의 연관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발표되었

다.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TLR2의 발현이 증가했으며 파킨슨병의 핵심 

병인 단백질인 알파시뉴클린의 응집 및 축적된 형태인 루이바디

(lewybody)에 TLR2가 함께 위치한다는 것이 알려졌다[60]. 또한 알파시

뉴클린의 oligomer 형태가 미세아교세포(microglia)에 존재하는 TLR2에 

결합하여 뇌염증반응(neuroinflammation)을 일으키고[61], 파킨슨병 마우

스 모델에 TLR2 항체를 처리하면 신경세포에서 알파시뉴클린의 축적이 

감소하고 세포 손상 역시 줄어드는 것이 확인되었다[62]. 알츠하이머병 

마우스 모델에서는 미세아교세포에서 TLR2를 제거하면 신경세포 손상이 

회복되고[63], TLR2가 베타아밀로이드의 수용체로써 작용한다는 것이 보

고되었다[64].  

 

1.4. 자가포식(Autophagy) 

세포내로 유입된 병인 단백질은 여러 경로를 통해 분해되는데 응집체 및 

불완전한 병인 단백질이 자가포식(autophagy)을 통해 분해될 수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65]. 자가포식(autophagy)이란 세포 내 물질들을 세포 스

스로 리소좀(lysosome)을 통해 분해하는 과정을 말한다. 세포 내 영양분

이 고갈된 경우 세포는 불필요한 소기관 등을 분해하여 에너지를 얻기도 

하고, 산화된 지질이나 비정상적으로 접힌 단백질(misfolded protein)등의 

스트레스 요인들을 분해하여 세포를 보호한다[66]. 자가포식은 분해되는 

경로에 따라 미세자가포식(microautophagy), 샤페론-매개 자가포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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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erone-mediated autophagy, CMA), 거대자가포식(macroautophagy, 

일반적인 autophagy를 지칭하며 본 논문에서 말하는 autophagy는 

macroautophagy를 의미함)의 3가지 종류가 있다[67]. 

 

1.4.1 자가포식(autophagy)의 종류  

미세자가포식(microautophagy)은 세포 내 작은 구성성분을 리소좀 또는 

후기 엔도좀(late-endosome)의 막을 통해 직접 흡입하는 간단한 형태의 

자가포식이다. 리소좀에 글리코겐(glycogen)을 운반하는 역할을 하며[68] 

다소포체(multivesicular bodies, MVB)를 흡입하여 막단백질의 재활용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69]. 

샤페론-매개 자가포식(chaperone-mediated autophagy, CMA)은 열충격 

단백질(heat shock protein)과 같은 샤페론(chaperone)에 의해 인식된 단

백질을 분해하는 경로이며 특정 아미노산 서열(KFERQ motif)을 갖는 단백

질들이 인식된다. 이 경로는 미세자가포식이나 거대자가포식과는 달리 분

해되는 단백질들이 막을 통해 리소좀으로 운반되지 않고 리소좀의 막에 

존재하는 LAMP-2a라는 수용체에 의해 리소좀 안으로 이동한다[70]. 

거대자가포식(macroautophagy)은 분해될 물질이 막에 의해 둘러싸여 

소포체(vesicle)형태로 격리된 후, 리소좀의 막과 함께 융합되어 리소좀에

서 분해되는 경로이다. 일반적으로 자가포식이라 불리는 경로는 해당 자가

포식 경로를 뜻하며 몇 가지 과정을 거치게 된다. 막에 의해 물질이 격리

된 형태인 자가포식소체(autophagosome)을 형성하는 것이 첫 단계이며 

이후 자가포식소체가 리소좀과 합쳐져 자가용해소체(autolysosome)가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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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리소좀 안의 분해효소들에 의해 단백질이 분해된다[66]. 자가포식과 

관련된 유전자들(autophagy-related gene, ATG)은 약 31개 정도가 효모

(yeast)를 통해 밝혀졌으며 유전자들의 기능이 포유류에서도 보존되어 있

는 것으로 알려졌다[71]. 자가포식 경로는 크게 mTOR(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의존적(mTOR-dependent) 또는 비의존적(mTOR-

independent) 경로로 나뉘는데 병인 단백질과 같은 비정상 단백질의 제거

는 대부분 mTOR-dependent pathway로 진행된다(그림 5)[72, 73].   

 

1.4.2 타우와 관련된 퇴행성 뇌질환과 자가포식(autophagy)   

 신경세포 내 병인 단백질의 응집과 축적을 특징으로 갖는 퇴행성 뇌질환

의 경우 많은 수의 질병이 자가포식의 기능 이상과 연관 되어있다는 것이 

밝혀졌다[74]. 신경세포는 불필요한 물질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는 것에 

굉장히 취약한 세포 중 하나로 자가포식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으면 결

국 사멸에 이르기 때문에 퇴행성 뇌질환에서 자가포식 기전 이상을 이해

하기 위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75].   

알츠하이머병과 CBD, PSP에서는 autophagosome과 lysosome과의 융

합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아 세포체(cell body)와 신경돌기(neurites)에 

dystrophy가 관찰된 보고가 있고[74, 76-78], 경도인지장애(mild 

cognitive impairment)와 알츠하이머병 동물 모델 및 환자에서 

mTOR(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관련 자가포식 경로에서 인산화 

활성 패턴이 바뀐 것을 확인한 연구가 있다[79,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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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퇴행성 뇌질환 모델에서 타우와 

TLR2의 연관성을 보여준 연구가 없고, 타우의 유입기전 역시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알츠하이머병 및 타우병증에서 주요 

병인단백질로 밝혀진 타우가 세포 외로 분비된 후, 이들이 인접 신경세포

로 유입되는 과정에서 TLR2가 관여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검증하고자 먼저 타우의 세포 외 분비 및 유입현상이 일어나는 환

경을 trans-well을 이용해 구축하였다. 구축된 trans-well 시스템에서 면

역형광염색법과 웨스턴 블롯을 통해 TLR2를 과발현 시키거나 TLR2를 활

성화시키는 약물을 처리하는 경우에 타우의 세포 내 유입 증가여부를 확

인하였다. 또한 타우 유입의 증가와 더불어 자가포식작용(autophagic flux)

의 변화여부도 확인하였다. 마지막으로 TLR2 항체가 타우의 유입을 감소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총 8종의 TLR2 항체 스크리닝(screening)

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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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타우 단백질 구조를 나타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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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타우의 응집현상을 나타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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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edert, 2014, Curr Neurol Neurosci Rep) 

 

그림 3. 알츠하이머병의 진행에 따른 NFT의 전파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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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iveira-Nascimento et al, 2012, Frontiers in Immunology) 

 

그림 4. 톨 유사 수용체 2의 신호전달 과정을 나타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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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en M, 2018, Nature Reviews Molecular Cell Biology) 

 

그림 5. 자가포식을 통한 분해과정을 나타낸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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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실험에 사용된 항체는 다음과 같다: Tau4R monoclonal antibody 

(1:1,000 dilution; Millipore), Chromogranin Ⅱ(SGⅡ) polyclonal antibody 

(1:250 dilution; Abcam), p62 monoclonal antibody(1:1,000 dilution; BD 

Transduction Laboratories; Swampscott, MA), β-actin monoclonal 

antibody(1:10,000 dilution; Sigma), TLR2 monoclonal antibody(1:1,000 

dilution; Abcam). Horse 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goat anti-

mouse immunoglobulin G(IgG; H+L)(1:3000 dilution; Bio-Rad 

Laboratories, 172–1011, Hercules, CA, USA). Fluorescence dye-

conjugated goat anti-mouse IgG는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1:500 dilution; West Grove, PA)에서 구입하였다.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은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DAPI는 Invitrogen(Carlsbad,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TLR2 항체 스크

리닝에 사용된 8종의 항체는 같은 실험실의 이준성 박사님께 받아서 사용

하였으며 5㎍/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2. 세포주 및 배양(Cell line and Cell culture) 

가. SH-SY5Y 세포 배양 

세포는 인간 신경아 세포종인 SH-SY5Y(ATCC CRL-2266; Manass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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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를 사용하였다. 10%의 소 태아혈청(FBS; SH30396.03, HyClone), 100 

units/ml penicillin 과 100 units/ml streptomycin(15140-122, Gibco, 

Grand Island, NY, USA)이 첨가된 Dulbecco’ s modified Eales’ s Medium 

(DMEM; SH30243.01, HyClone, Logan, UT USA)에 37℃, 5% CO2에서 

배양하였다. SH-SY5Y 세포를 분화(differentiation)시키기 위해 50uM의 

all-trans-retinoic acid(RA; R2625, Sigma-Aldrich)를 첨가한 배양액으로 

배양하고, 2일마다 RA가 첨가된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다.  

나. Trans-well을 이용한 혼합배양 

모든 혼합배양은 trans-well(Corning, Corning, NY)에서 진행되었다. 분

화한 SH-SY5Y 세포 또는 TLR2를 과발현한지 3일된 SH-SY5Y 세포를 

bottom well에 깔아주었다(Recipient 세포). 분화 후 타우 단백질을 과발

현한지 3일된 SH-SY5Y 세포는 격리된 trans-well inserts에 깔아주었고

(donor 세포), 4시간 뒤 inserts와 bottom well을 24시간 동안 혼합배양 

하였다. 

 

3. 아데노바이러스를 주입을 통한 단백질의 과발현 

가. 타우의 과발현 

사람의 타우 cDNA 중 4-repeat 도메인만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

(Ad-Tau4R)를 분화한 지 5일째 된 SH-SY5Y 세포에 50의 감염다중도

(multiplicity of infection; m.o.i)로 감염시켰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체배양

액 1/2의 양에 혼합하여 세포에 처리하고 37℃, 5% CO2에서 90분동안 배

양하였다. 90분 후 나머지 배양액 1/2의 양에 RA를 첨가하였다. 24시간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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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배양한 후 RA를 첨가한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다. 

나. 톨 유사 수용체 2 (TLR2)의 과발현 

사람의 톨 유사 수용체 2(TLR2, Full-length) cDNA를 발현하는 아데노

바이러스(Ad-TLR2)를 분화한 지 5일째 된 SH-SY5Y 세포에 10의 감염

다중도(multiplicity of infection; m.o.i)로 감염시켰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

체배양액 1/2의 양에 혼합하여 세포에 처리하고 37℃, 5% CO2에서 90분

동안 배양하였다. 90분 후 나머지 배양액 1/2의 양에 RA를 첨가하였다.  

24시간동안 배양한 후 RA를 첨가한 새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다. 

다. tfLC3의 과발현   

GFP와 RFP가 융합된 LC3를 발현하는 아데노바이러스(Ad-tfLC3)를 분

화한 지 5일째 된 SH-SY5Y 세포에 5의 감염다중도(multiplicity 

ofinfection; m.o.i)로 감염시켰다. 아데노바이러스를 전체배양액 1/2의 양

에 혼합하여 세포에 처리하고 37℃에서 90분동안 배양하였다. 나머지배양

액 1/2의 양에 RA를 첨가하였다. 24시간동안 배양한 후 RA를 첨가한 새

로운 배양액으로 교체하였다. 

 

4. 시약(Reagents)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다음과 같다: Bafilomycin(50 nM; B1793, Sigma-

Aldrich), Pam3CSK4(500 nM; tlrl-pms, Invivogen).   

 

5. 단백질 정량(Western b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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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의 발현량을 확인하기 위해서 세포를 PBS(phosphate buffered 

saline)로 세척하였다. 단백질은 1xLaemmli sample buffer를 이용하여 추

출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12% SDS-PAGE gel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그리

고 젤에서 분리된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80분간 이동

(transfer)시켰다. 그 후에 Blocking buffer(5% dry milk, 1x PBST, 0.02% 

NaN3)로 1시간동안 반응시켜 blocking하였다.  각 단백질에 해당하는 1

차 항체를 primary antibody solution(1% BSA, 1x PBST, 0.02% NaN3)에 

희석한 후, 4℃에서 하루 동안 반응시켰다. 항체와 반응시킨 membrane에 

horse radish peroxidase(HRP)가 결합된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동

안 처리하였다. 이미지는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solution을 

이용하여 Amersham imager 600(GE Healthcare Life Sciences, 

Marlborough, MA, USA)로 확인하였다. 이미지 분석은 Multi Gauge(v3.0) 

software(Fujifilm, Tokyo, Japan)로 수행하였다.  

 

6. 면역 형광 염색(Immunofluorescence cell staining)  

Poly-L-lysine(PLL)으로 코팅한 커버슬립(coverslip)에 세포를 배양한 

후 4%의 paraformaldehyde in PBS로 고정하였고, Permeability 

solution(PBS, 0.1% Triton X100)을 처리하여 세포막 투과성을 증가시켰다. 

Blocking solution(PBS, 5% bovine serum albumin, 3% goat serum)을 이

용해 상온에서 30분 동안 incubation 시켜준 후 1차 항체를 처리하였다. 

PBS로 씻어준 뒤, 형광염색시료가 결합된 2차항체(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Inc., West Grove, PA, USA)를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핵은 DAPI(Invitrogen)로 염색하였고, 염색된 세포를 Prol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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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Antifade Reagent(Invitrogen)로 슬라이드에 mounting하였다. 면역 

형광 염색 세포 이미지는 LSM 700 공초점 현미경(Carl Zeiss, 

Oberkochen,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7. 통계 처리  

모든 결과는 mean ± SEM값으로 표시하였다. 그룹 간 통계적인 유의성

은 unpaired t-test 또는 two-way ANOV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 7(GraphPad Software,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p<0.05, **p<0.01, ***p<0.001, ****p<0.0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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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아데노바이러스 주입에 따른 타우 단백질의 발현 및 분비 

확인 

본 실험에서는 타우를 과발현시키기 위해 타우를 암호화하고 있는 

MAPT 유전자에서 N-말단 및 C-말단 도메인을 제거하여 Tau 4-Repeat 

도메인만 발현시키는 아데노바이러스(Ad-Tau4R)를 이용하였다. Tau4R 

형태는 미세소관에 대한 친화도(affinity)가 강하고 미세소관의 조립과정에

서도 3R형태보다 많이 발견된다[81]. 또한 repeat domain수가 많아 응집

체를 형성하기 쉬우며 알츠하이머병 및 PSP, CBD 등의 타우병증에서 주

로 관찰되는 형태로 알려져 있어 실험에 사용하였다[9]. 

 분화된 SH-SY5Y 세포에 Ad-Tau4R을 주입하여 72시간 후에 배양액

을 수거하고 세포는 Triton x-soluble부분과 Triton x-insoluble 부분으로 

나눈 후, 타우의 발현정도를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하였다.  Tx-sol, 

insoluble 부분 모두에서 단량체(monomer) 형태의 타우를 확인할 수 있

었고, insoluble 부분에서는 high-molecular weight에 해당하는 타우도 확

인되었다(그림 6A). 같은 조건에서 타우의 발현 정도를 면역 형광 염색법

으로도 확인하였다(그림 6B). 또한 타우가 세포 외로 분비되어 배양액에 

존재하는 것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하였다(그림 6C). 웨스턴 블롯 결과를 

통해 분비된 타우의 형태는 monomer, oligomer, aggregates등 다양하게 

존재함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바이러스에 의한 세포 독성이 나타나는지 

검증하고자 세포막 손상정도를 측정하여 세포 생존율을 확인한 결과, 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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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스를 주입하지 않은 그룹과 주입한 그룹 간에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6D). 따라서 Ad-Tau4R 주입 후 확인된 타우의 세포 외 분

비는 세포막 손상에 따른 결과가 아니며 바이러스 주입에 따른 세포 독성

도 없음을 확인하였다.  

 

타우 단백질의 분비(secretion) 및 유입(uptake)이 일어나

는 환경을 trans-well을 이용해 구축함 

타우의 전파현상(spreading)은 알츠하이머병을 비롯한 타우병증에서 병

리적 증상이 퍼져 나가는 방식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82]. 본 실험에서

는 세포 외부로 전파된 타우가 인접한 신경세포로 유입되는 환경을 재현

하기 위해 trans-well을 이용한 in vitro co-culture system에서 실험을 진

행하였다. Trans-well system에서 donor 세포와 recipient 세포는 0.4um 

pore를 갖는 membrane을 경계로 분리된다. Membrane은 단백질과 small 

molecule만 통과할 수 있기 때문에 donor 세포와 recipient 세포 간 직접 

접촉을 방지하여, 온전히 세포 외로 분비된 단백질의 유입을 살펴볼 수 있

다. 위쪽 chamber인 insert에는 Ad-Tau4R 또는 Ad-ctr이 주입되어 타

우를 과발현하거나 하지 않는 donor세포를 깔아주었다. 아래 chamber인 

bottom well에는 분화된 SH-SY5Y세포 또는 TLR2를 과발현하는 SH-

SY5Y세포를 깔아주었다. 이후 배양액과 bottom well의 세포를 수거하여 

분석을 진행하였다(그림 7A). 

Trans-well system에서 타우의 분비 현상 및 insert에서 bottom well로

의 전파가 제대로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분화된 SH-SY5Y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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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ttom well에 깔아주고, 타우를 과발현하거나 하지 않는 분화된 SH-

SY5Y세포를 insert-well에 각각 깔아준 뒤, 4시간 후부터 Donor 세포와 

recipient 세포의 혼합배양을 시작하였다. 24시간 후 배양액을 수거하여 웨

스턴 블롯으로 타우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그림 7B). 대조군과 달리 

donor세포에 타우를 과발현시킨 경우에만 타우의 세포 외 분비와 bottom 

well로의 전파현상이 나타남을 확인하였다(그림 7C). 배양액에서 보이는 

타우의 형태는 monomer인 13-14kDa뿐만 아니라 26-37kDa 및 그 이상

에서도 확인되었다. 혼합배양 후 recipient 세포에서 타우 발현량을 웨스

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그림 7D), 배양액에서 관찰되었던 형태 중 하나

인 oligomer 형태의 타우 발현량이 증가하였다. 이를 통해,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타우의 전파현상이 trans-well system에서 재현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 또한 신경세포에서 나타나는 타우는 monomer 형태뿐만 아니라 

보다 응집된 oligomer 형태로도 분비될 수 있으나 recipient 세포로 유입

되는 것은 주로 소중합체(oligomer) 형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톨 유사 수용체 2(TLR2)의 수용체 작용제(agonist)인 

Pam3CSK4처리에 의해 recipient 세포에서의 타우 단백

질 유입이 증가됨을 확인 

앞서 trans-well system에서 donor 세포로부터 분비된 타우가 

recipient 세포로 유입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타우의 유입과 TLR2의 연관

성을 알아보기 위해 TLR2/TLR1 형태에 대한 agonist로 잘 알려진 

Pam3CSK4를 이용하여 TLR2를 활성화시키는 경우에 타우의 유입이 증

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Pam3CSK4를 recipient 세포에 30분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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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24시간 동안 donor 세포와 recipient 세포를 혼합 배양하였다. 이

후 recipient 세포에서 타우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면역형광염색법(그림 

8A, B)과 웨스턴 블롯(그림 8C, D)을 통해 Pam3CSK4를 처리한 경우에 

타우의 유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웨스턴 블롯에서는 그림 7D

의 결과와 유사하게 oligomer 형태가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8D). 

따라서 TLR2가 활성화되면 타우의 유입이 증가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고, 

특히 TLR2에 의해 oligomer 형태의 타우 유입이 매개될 수 있음을 확인

하였다.   

 

톨 유사 수용체 2(TLR2)를 과발현시킨 recipient 세포에

서 타우 단백질의 유입 증가 확인  

인위적으로 TLR2를 활성화시키지 않더라도 TLR2가 타우의 유입을 증

가시키는지 알아보고자 분화된 SH-SY5Y 세포에 Ad-TLR2를 주입시켜 

TLR2를 과발현시켰다. 분화된 SH-SY5Y 세포 또는 TLR2를 과발현하는 

세포를 bottom well(recipient cell)에 깔아주었고, insert(donor cell)에는 

타우를 과발현 하거나 하지 않는 분화된 SH-SY5Y세포를 깔아주었다. 4시

간 후부터 donor 세포와 recipient 세포를 24시간 혼합배양한 후, 

recipient 세포에서 타우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면역형광염색법을 통해 

TLR2가 과발현 된 경우 그렇지 않는 경우에 비해 타우의 유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고(그림 9A, B), 웨스턴 블롯을 통해 그림 8D와 마찬가지로 

oligomer 형태의 타우 유입이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9C, D). 이를 

통해, 타우는 TLR2를 활성화시킬 수 있고 활성화된 TLR2는 세포 내로 

타우를 전달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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톨 유사 수용체2(TLR2)에 의한 타우 단백질 유입 증가시

에 자가포식(autophagy) 관련 단백질의 발현량 변화 확인  

앞서 활성화된 TLR2에 의해 타우의 유입이 매개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

다. 파킨슨병 모델에서 알파시뉴클린에 의해 TLR2가 활성화된 경우 

AKT/mTOR signaling을 자극하여 자가포식이 불활성화 된다는 보고[83]

를 참조하여, 타우에 의한 TLR2의 활성화가 자가포식에 변화를 가져오는

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림 8,9와 같은 조건에서 진행하여 recipient 세

포에서 autophagy의 substrates로 알려진 p62와 자가포식소체의 표지자

로 자주 사용되는 LC3II의 발현량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하였다. 먼저 

Pam3CSK4를 처리한 경우에는 처리하지 않은 그룹과 p62, LC3II의 발현

량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0A-C). 반면에 TLR2를 과발현시킨 

경우 과발현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p62, LC3II의 발현량이 모두 유의미하

게 증가하였다(그림 10D-F). 이를 통해 타우를 통한 TLR2 활성화 조건에

서만 autophagy와 관련된 단백질 발현량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톨 유사 수용체2(TLR2)에 의한 타우 단백질 유입 증가시 

autophagic flux의 변화 확인  

TLR2를 과발현시킨 조건에서 타우의 유입이 증가할 때, 자가포식 관련 

단백질들의 증가현상(그림 10B)은 자가포식의 활성 증가 또는 자가포식의 

불활성화에 따른 단백질의 축적으로 해석될 수 있기에 이를 명확히 판별

하기 위하여 autophagic flux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실험에는 mRFP와 

GFP가 융합된 형태인 tfLC3를 이용하였다. 세포 내에서 자가포식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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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 세포질에 존재하던 LC3I 단백질은 ATG4에 의해 C-말단이 잘린 후, 

자가포식소체 막에 있는 PE(phosphatidylethanolamine)에 결합하여 

LC3II로 전환된다. 자가포식이 종료되면 LC3II는 다시 LC3I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LC3II는 자가포식소체(autophagosome, AP)의 표지자로 사용될 수 

있다[84, 85]. 이러한 특성에 의해 tfLC3가 중성상태인 AP에 존재하면 

mRFP와 GFP가 모두 발현하여 노란색 신호로 나타나게 되지만 AP가 리

소좀과 융합되어 산성상태인 자가포식용해소체(autolysosome, AL)에 존재

하는 tfLC3는 GFP 단백질에 구조적 변형이 생겨 mRFP만 발현되면서 빨

간색 신호로 나타난다[86]. 따라서 tfLC3를 통해 AP와 AL을 구분할 수 

있다.   

분화된 SH-SY5Y 세포 또는 TLR2를 과발현하는 세포에 Ad-tfLC3를 

주입한 후 bottom well(recipient cell)에 깔아주었고, insert(donor cell)에

는 타우를 과발현 하거나 하지 않는 분화된 SH-SY5Y세포를 깔아주었다. 

먼저 Pam3CSK4의 처리를 통해 TLR2를 활성화시킨 경우, 세포당 AP의 

수는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그림 11A, B). AL의 수는 Pam3CSK4를 처

리한 그룹에서 타우를 과발현하지 않고 Pam3CSK4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

군에 비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 타우를 과발현하고 Pam3CSK4를 처리

하지 않은 그룹과 비교해서는 Pam3CSK4를 처리한 조건에서 AL의 수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그림 11A, C). 

다음으로 TLR2를 과발현시킨 경우 세포당 AP의 수는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지만(그림11C, D) AL의 수는 TLR2가 과발현된 그룹에서 유의미하게 

증가하였다(그림 11C, E).   

다음으로 TLR2를 과발현시킨 조건에서 AP와 리소좀의 융합을 막아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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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포식을 억제하는 약물인 Baf.A1을 18시간, 50nM로 처리한 후, 자가포식

소체의 양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TLR2를 과발현시킨 경우 그렇지 

않은 그룹 간에 AL수는 차이가 없었지만 AP수는 TLR2를 과발현시킨 그

룹에서 유의미한 증가가 확인되었다(그림 11E). 이를 통해, 타우에 의한 

autophagy의 개시(induction)가 TLR2에 의해 더 강하게 일어날 수 있음

을 확인하였다.  

 

TLR2를 과발현시킨 조건에서 톨 유사 수용체 2 항체 처

리가 세포 내 타우 유입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  

다음으로 TLR2 항체를 처리하면 타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총 8종의 TLR2 항체 스크리닝을 진행하였다. TLR2 항체는 실

험실에서 자체 제작하였으며 항체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dot blot을 수

행하였다(그림 12A). 7,8번 항체의 경우 TLR2뿐만 아니라 TLR4도 인식

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3번 항체는 dot blot 결과에서 human TLR2를 검

출해내지 못했지만 이전에 진행된 ELISA 실험에서는 human TLR2를 검

출했기 때문에 본 실험에는 8종 항체를 모두 이용하였다. 8종의 항체를 각

각 recipient 세포에 30분간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donor 세포와 

recipient 세포를 혼합 배양하였다. 이후 recipient 세포에서 타우의 발현

량을 면역형광염색법으로 확인하였다. TLR2 항체를 처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1, 3, 4번 항체 처리시 타우의 유입이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그림 12B). 이를 통해 TLR2 항체처리가 타우의 유입을 감소시킬 

수 있으며 이러한 효과를 보이는 3종류의 TLR2 항체를 발굴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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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SH-SY5Y 세포주에서 Ad-Tau4R 주입에 따른 타우 발현 및 세포 

외분비 확인 

(A-B) 분화한 SH-SY5Y 세포에 Ad-Tau4R을 주입 시 타우 발현량이 증

가하는 것을 웨스턴 블롯(A)과 면역형광염색법(B)을 통해 확인함. (C) 세포 

배양액의 웨스턴 블롯을 통해 Ad-Tau4R 주입에 의해 과발현 된 타우가 

여러 형태로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것을 확인함. (D) 아데노바이러스(Ad-

Tau4R) 주입 시 세포 생존율에는 유의미한 차이가 없는 것을 확인함. (C-

D) Mean ± SEM; n =3; unpaired t test, **p<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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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Trans-well system에서의 타우 분비(secretion) 및 bottom well

로의 전파현상 확인 

(A) Trans-well system을 이용한 실험 모식도 (B) Trans-well system에

서의 실험 타임라인 (C) Trans-well에서 혼합배양 후 trans-well insert와 

bottom well에서 각각 수거한 배양액을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 

Ad-Tau4R을 주입한 donor 세포와 함께 혼합배양 했을 때만 타우가 분비

되는 것과 bottom well로의 타우의 전파현상이 확인됨. I: trans-inserts 

fraction(donor dSY5Y cells)의 배양액. B: Bottom well fraction(recipient 

dSY5Y cells)의 배양액. SGII: secretogranin II. (D) Trans-well에서 혼합

배양한 bottom well의 세포에서 타우의 발현량이 증가한 것을 웨스턴 블

롯으로 확인. *; oligomer. Mean ± SEM; n = 3; Unpaired t-test,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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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TLR2를 활성화시키는 Pam3CSK4 처리시 타우의 유입이 증가하

는 것을 확인 

(A-D) Pam3CSK4를 이용하여 TLR2를 활성화시킨 경우 recipient 세포에

서 타우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면역형광염색법(A, B)과 웨스턴 블롯(C, 

D)으로 확인함. (A) Scale bar 10㎛. (C) #; monomer, ←; oligomer. (A-B) 

Mean ± SEM; n = 3; two-way ANOVA; *p<0.05, **p<0.01, ***p<0.001. 

(C-D) Mean ± SEM; n = 4; two-way ANOVA; *p<0.05,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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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TLR2를 과발현시키면 타우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 

(A-D) TLR2를 과발현시킨 recipient 세포에서 타우의 유입이 증가하는 

것을 면역형광염색법(A, B)과 웨스턴 블롯(C, D)으로 확인함. (A) Scale bar 

10㎛. (C) #; monomer, ←; oligomer. (A-D) Mean ± SEM; n = 3; two-

way ANOVA; *p<0.05, **p<0.01,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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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Pam3CSK4를 처리하거나 TLR2를 과발현시켰을 때 recipient 

세포에서 나타나는 자가포식 관련 단백질 발현량의 변화 확인   

(A-C) Pam3CSK4 처리를 통한 타우의 유입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autophagy 관련 단백질(p62, LC3II)의 발현량에 변화가 없는 것을 웨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함. (D-F) TLR2 과발현을 통한 타우의 유입이 증가하는 

과정에서 autophagy 관련 단백질(p62, LC3II)의 발현량이 증가한 것을 웨

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함. (A-F) Mean ± SEM; n = 3; two-way ANOVA; 

**p<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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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Pam3CSK4를 처리하거나 TLR2를 과발현시킨 recipient 세포에

서 보이는 자가포식현상(autophagic flux)의 변화 확인 

(A-C) Pam3CSK4 처리를 통한 TLR2의 활성화 조건에서 autophagic flux

의 변화를 확인함. Pam3CSK4 처리 조건에서 autophagosome의 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B) autolysosme 수는 ctr 그룹에 비해 Pam3CSK4 처리 

그룹에서 증가한 것을 확인함(C). (D-F) TLR2 과발현 조건에서 

autophagic flux의 변화를 확인함. TLR2 과발현 조건에서 autophagosome

의 수에는 변화가 없었지만(E) autolysosome의 수는 TLR2 과발현시에 증

가하는 것을 확인함(F). (G-I) TLR2 과발현 조건에서 Baf.A1을 처리했을 

때 autophagic flux의 변화를 확인함. TLR2 과발현 조건에서 

autophagosome의 수(H)가 증가하고, autolysosome의 수(I)에는 변화가 

없는 것을 확인함. (A-I) Mean ± SEM; n = 3; two-way ANOVA; *p<0.05, 

**p<0.01, n.s; 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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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TLR2항체 처리에 의한 타우 유입의 감소 확인  

(A) TLR2 항체에 대한 dot blot 결과. 1-6번 항체만 TLR2에 특이적인 항

체로 확인됨. 해당 데이터는 실험실의 이준성 박사님으로부터 제공받았음. 

(B, C) TLR2를 과발현시킨 조건에서 1,3,4번 항체가 타우의 유입을 통계

적으로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함. (Mean ± SEM; n = 3; two-

way ANOVA;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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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TLR2에 의해 매개되는 타우의 유입현상에 대한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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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알츠하이머병을 포함한 타우병증에서는 타우가 병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으며 병리적 증상으로 세포 간 타우의 응집 및 전파현상이 관찰된다. 타

우는 주로 미세소관에 결합해 미세소관의 조립과 안정성에 기여한다고 알

려져 있으나 병리적 조건에서는 미세소관과의 결합이 약해져 미세소관으

로부터 분리된다. 분리된 타우는 비이상적 구조 변화를 일으켜 응집현상을 

유발하거나 인접한 신경세포로 분비된다. 타우는 여려 형태로 분비될 수 

있으며 타우를 전달받은 세포에서는 빠르게 타우 응집체가 축적되어 결국 

세포 사멸에 이른다[31]. 따라서 분비된 타우의 유입 기전을 이해하는 것

이 중요하나 아직까지 정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최근 퇴행성 뇌질환에서 알파시뉴클린 및 베타아밀로이드의 유입과 톨 

유사 수용체 2(TLR2)간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었지만 타우와 

TLR2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기 때문에 본 연구는 기존 연구 결과

[60-64, 83]를 바탕으로 타우의 유입을 TLR2가 매개할 수 있는지 알아보

고자 하였다.    

타우의 유입에 TLR2가 관여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본 실험에서는 먼저

타우가 세포 간에 전파되고 유입되는 현상을 trans-well을 통해 구축하였

다. 세포밖으로 분비된 타우의 유입을 확인하고자 했기에 타우를 분비하는 

donor 세포와 받아들이는 recipient 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되 두 세포 

그룹이 한 공간에서 자라는 환경을 구축하였다. 배양액과 recipient 세포

의 웨스턴 블롯을 통해 타우가 insert에서 bottom well로 이동하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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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고(그림 7C), 분비된 형태 중 oligomer 형태의 타우가 세포내로 

유입되는 주된 형태임을 밝혔다(그림 7D).  

구축된 trans-well system에서 recipient 세포의 TLR2를 활성화시키거

나(그림 8), TLR2를 과발현시키면 타우의 유입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그

림 9). 이를 통해 타우의 유입이 TLR2를 통해 매개될 수 있음을 밝혔다.  

추가적으로 웨스턴 블롯 결과를 통해서 oligomer 형태의 타우 유입이 증

가한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8C, D). 많은 수의 타우병증에서 공통적으로 

NFT가 발견되고 특히 알츠하이머병에서는 NFT의 분포정도와 인지능력의 

감퇴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 밝혀졌지만[35], 최근 NFT 자체

만으로는 시냅스의 붕괴나 인지능력을 감소시키는 데에 충분치 않다는 연

구들이 보고되었다[87-89]. 더불어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 타우의 형태

가 oligomer 형태일 수 있으며, 알츠하이머병과 PSP 환자의 뇌에서 

oligomer 형태의 타우가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다[90, 91]. 본 연구에서는 

TLR2가 주로 oligomer 형태를 갖는 타우의 유입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

인하였고, 이는 TLR2가 매개하는 타우의 유입을 막는 것이 효과적인 치

료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TLR2가 타우의 유입을 매개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지만 

Pam3CSK4에 의해 이미 activation된 TLR2가 타우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고(그림 8), 인위적인 TLR2의 activation 없이 TLR2만 과발현시킨 

조건에서도 타우의 유입이 증가했기(그림 9) 때문에 TLR2의 activation과 

타우의 유입 간 선후관계를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타우가 TLR2를 

activation 시킬 수 있다는 것은 실험실에서 진행된 연구를 통해 검증된 

바 있고, 이에 따라 TLR2의 과발현 조건(그림 9)에서 TLR2가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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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gand에 의해 이미 activation 되어 있을 가능성도 매우 낮을 것이라 예

상된다. 하지만 트랜스웰 시스템에서 타우 외의 다른 ligand에 의한 TLR2

의 activation 여부를 signaling marker들을 이용하여 명확하게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그림 11의 결과를 통해 타우가 TLR2의 ligand로 작용하는 

경우 Pam3CSK4와 다르게 autophagic flux에 변화를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타우에 의한 TLR2의 activation이 세포 내 signaling을 

기존 ligand와는 다른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위 결과를 토

대로 TLR2가 타우 또는 타우 외의 다른 ligand에 의해 activation된 경우 

모두 타우의 유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TLR2의 활성화와 타우의 유입 간 선후관계를 판별하기 어려우나 

시간적 선후관계와 별개로 TLR2가 activation되면 타우의 유입을 증가시

키는 방향으로 전개된다는 것을 밝혔다. 

일반적으로 small molecule의 세포 내 유입기전은 clathrin-, caveolae-, 

lipid raft-dependent endocytosis로 나뉜다[92]. 추가적으로 진행한 실험

에서 TLR2의 과발현에 의해 증가하는 타우의 유입과 Pam3CSK4의 처리 

및 TLR2 과발현을 동시에 진행한 조건에서 증가하는 타우의 유입은 웨스

턴 블롯상에서 차이가 없었다. 따라서 타우가 TLR2를 통해 세포 내로 유

입되는 기전은 Pam3CSK4 처리 조건과 TLR2 과발현 조건에서 동일했을 

것으로 추측된다. TLR2의 ligand 중 하나인 FSL-1이 clathrin-mediated 

endocytosis를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된다는 보고와[93] Pam3CSK4 및 

LTA에 의해 활성화된 TLR2의 internalization이 clathrin-mediated 

endocytosis를 통해 진행된다는 연구가 있지만[94], 타우가 어떤 

endocytosis경로를 통해 유입되는지는 각각의 endocytosis 경로를 막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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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들을 처리한 후 타우의 유입 정도를 비교하는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하며, endocytosis뿐만 아니라 다른 유입기전을 사용하는지

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선행연구에 따르면 알파시뉴클린에 의한 TLR2의 활성화는 신경세포애

서 자가포식을 저해하여 알파시뉴클린의 응집현상을 촉진하고 세포 간 전

파현상을 증가시킨다[83]. 이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타우에 의한 

TLR2의 활성화도 같은 결과를 보이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TLR2가 과발

현된 조건에서 타우에 의해 TLR2가 활성화되면 자가포식 작용과 연관 있

는 단백질들의 발현량이 증가하고(그림 10) 이는 autophagic flux의 증가

에 따른 결과라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1). 특히 자가포식을 억제하는 

약물을 처리한 결과를 통해 타우에 의한 TLR2의 활성화가 자가포식소체

(autophagosome) 형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1E-F). 따

라서 기존 연구와는 반대로 타우에 의한 autophagy induction을 TLR2가 

향상시킬 수 있음을 밝혔다.  

자가포식은 주로 분해기전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비전형적 분비경로

(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로 기능할 수 있음이 밝혀졌다[95]. 

일반적으로 진핵세포에서 단백질이 분비되는 기전은 크게 두가지가 있는

데, 분비되는 단백질에 N-말단의 신호 펩타이드(N-terminal signal 

peptide)가 존재하면 소포체와 골지체를 거쳐 분비되는 기전(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으로, 신호 펩타이드의 부재로 소포체를 지나지 못하

는 단백질의 경우엔 비전형적 분비경로(unconventional secretory 

pathway)를 통해 분비된다[95]. 타우는 N-terminal signal peptide가 없

기 때문에 후자의 경로로 분비될 것이 예상되나 아직까지 정확한 분비 기



 

５１ 

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하지만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타우는 

autophagy-mediated secretory pathway를 통해 분비될 수 있다는 것이 

확인되었다[96]. 자가포식을 증가시키는 약물을 처리하면 타우의 분비가 

증가하고 자가포식을 감소시키는 약물을 처리하거나 자가포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면 타우의 분비도 감소하였다[40]. 해당 연구결과

를 고려해볼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TLR2 활성화에 따른 자가포식의 증

가는 다른 세포로 타우를 분비하기 위해 일어난 결과일 수 있다. 이 경우 

타우에 의한 TLR2 활성화가 자가포식을 증가시키고, autophagy-

mediated secretory 경로를 통한 타우의 분비가 증가할 수 있다. 하지만 

자가포식이 TLR2에 의해 유입된 타우를 분해하고자 늘어난 것이라는 가

능성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먼저 자가포식이 타우의 분해를 위한 경로

인지 분비를 위한 경로로 작용하는지 확인하는 실험이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TLR2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이 타우의 유입을 막을 수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8종의 TLR2 항체를 recipient 세포에 처리하고 타우의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8종의 TLR2 항체 중 3종류가 타우

의 유입을 유의미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그림 12). 따라서 

TLR2에 대한 immunotherapy가 타우의 유입을 저해할 수 있는 효과적인 

치료법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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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 결과를 통해 TLR2가 타우의 유입을 매개할 수 있고, 타우에 

의해 TLR2 활성화가 진행되면 세포 내 autophagy 현상이 증가하며 

TLR2 항체가 타우의 유입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

써 TLR2가 타우의 세포 간 전파현상을 지연시킬 수 있는 치료 타겟

(therapeutic target)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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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role of Toll-like receptor 2 

 in cell-to-cell propagation of tau 

 

Kyu-Won Cho 

Department of Bio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eurodegenerative diseases have common pathological features such as progressive 

accumulation of misfolded proteins, aggregation of certain pathogenic proteins in 

specific brain areas and neuronal cell death in those areas. In tau diseases, including 

Alzheimer's disease, tau is known to act as an etiological protein. Tau binds to 

microtubules and contributes to the assembly and stability of microtubules but separates 

from microtubules during pathological conditions. Isolated tau causes non-ideal 

structural changes, causing aggregation or secretion out of the cell and propagation to 

adjacent neurons. Various types of tau are secreted to adjacent neurons and causes tau 

aggregates to accumulate faster in those cells, leading to cell death. 

To date, it is not known exactly how the secreted tau enters other cells. Recently,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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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s been reported that Toll-like receptor 2 (TLR2), a pattern recognition receptor 

present on the surface of cells, is associated with Alzheimer's and Parkinson's disease. 

Despite many studies, no studies have shown the association between tau and TLR2. 

Therefor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whether TLR2 is involved in the cell-

to-cell propagation of tau. 

In this experiment, the extracellular secretion and uptake of tau was established in a 

trans-well system. I confirmed that the uptake of tau increased during conditions of 

overexpressed TLR2 or during its activation with drugs. It was first shown that tau can 

activate TLR2 and that activated TLR2 is involved in the uptake of tau. In addition, it 

was confirmed that TLR2 could further increase autophagy induction by tau. Based on 

this, a total of eight TLR2 antibody screenings were performed to determine whether 

the uptake of tau increased by TLR2 could be reduced by TLR2 antibody treatment. 

Indeed, I confirmed that TLR2 antibody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tau uptake. 

This study revealed that TLR2 can mediate cell-to-cell propagation of tau and that 

TLR2 could increase autophagy induction by tau. Furthermore, TLR2 antibody 

treatment can decrease uptake of tau. These suggest that TLR2 could be a therapeutic 

target for delaying the spread of tau. 

                                                                        

Keywords: Alzheimer’s disease, Tauopathies, Tau, Cell-to-cell propagation and 

uptake, Toll-like receptor 2, Autophagy, Trans-well system, Antibody screening  

Student Number: 2017-24271 

  


	서 론
	실험 재료 및 방법
	결 과
	고 찰
	결 론
	참고 문헌
	초 록(영문)


<startpage>11
서 론 １
실험 재료 및 방법 １８
결 과 ２３
고 찰 ４７
결 론 ５２
참고 문헌 ５３
초 록(영문) ６４
</bod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