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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문 요약 

신경세포에서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는 zinc의 표적

   NF-κB는 뇌졸중, 알쯔하이머 병, 파킨슨 병 등을 포함한 중추 신경계 여

러 퇴행성 신경질환이나 그 밖의 많은 신경질환에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어

있다.  TNF-α는 NF-κB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우선 TNF-α가 그 수용체(TNF receptor, TNF-R)와 결합하면 TNF-

α 수용체는 몇몇 단백질을 끌어들여 TNF-R 신호전달 복합체를 형성한다. 

두 종류의 TNF-R 중 TNF receptor 1 (TNF-R1) 신호전달 복합체를 구성하

는 단백질로는 TNF receptor-associated death domain-containing protein 

(TRADD),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2 (TRAF2)와 death domain 

kinase receptor-interacting protein (RIP) 등이 있다. TNF-α가 수용체와 결

합하면 TNF-R1에 TRADD가 각각의 death domain을 통해 결합하며, 또한 

RIP도 death domain을 가지고 있어 TRADD를 통해 TNF-R1에 결합한다. 

또한 TRAF2는 TRADD에 결합되며 계속적으로 NF-κB interacting kinase 

(NIK)와 IκB kinase (IKK)가 TRAF2에 결합되어 TNF 수용체 신호전달 복

합체가 구성된다.

   Pyrroldine dithiocarbamate (PDTC)는 NF-κB의 억제제로 기저의 NF-κ

B의 활성뿐 아니라 TNF-α에 의해 유도된 NF-κB의 활성도 억제한다. 우

리는 이전에 PDTC가 zinc의 이온운반체이며, zinc를 매개로 하여 NF-κB를 

억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그래서 이번 실험에서 TNF 수용체 신호전달 복

합체에 미치는 zinc의 효과를 PDTC를 사용하여 신경모세포종에서 유래된 세

포주인 SH-SY5Y에서 실험하 다. 

  SH-SY5Y 세포에서 TNF-α에 의한 NF-κB의 활성은 zinc에 의해 억제

되었고, IκB-α에 대한 IKKα와 IKKβ의 활성도 zinc에 의해 모두 억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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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Zinc는 TNF-α에 의한 IKK의 인산화도 억제하는 것으로 보아 TNF-

α에 의한 신호전달 경로중 IKK보다 상위의 단계에 작용할 것으로 생각하

다. 

  SH-SY5Y 세포에서 TNF-α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는 TNF-R1에 의해 

억제되었으나 TNF-R2에 의해서는 억제되지 않았다. 즉, SH-SY5Y 세포에서 

TNF-α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는 TNF-R1을 통한 경로임을 확인하 다. 

Anti-TRAF2 항체를 이용한 면역침전을 통해 TRAF2와 부착되어 상호작용

하는 단백질들을 분리하여 Western blot을 수행한 후 단백의 상호작용에 대

한 zinc의 효과를 관찰하 다. 그 결과, zinc는 TNF-R1에 TRAF2가 부착되

는 것을 억제하 고, TRAF2에 RIP, NIK, IKKα,β가 부착되는 것도 억제하

다. TNF-R1, TRADD 및 TRAF2들의 상호작용에 대한 zinc의 효과를 관

찰하기 위하여 이들을 둘씩 함께 transfection시킨 후 면역침전으로 확인하

다. TRADD와 TRAF2사이의 상호작용은 zinc에 의해 억제되었으나 zinc는 

death domain-death domain 상호작용으로 결합되는 TNF-R1과 TRADD의 

상호작용은 억제를 하지 못하 다. 

  이상의 결과들로 zinc가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은 

TNF-R1 신호전달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단백 중 TRADD와 TRAF2사

이의 결합을 억제하여 TNF-α에 의한 NF-κB 활성이 감소되는 것이라 생

각된다.

핵심되는 말 : 신경모세포종, zinc, NF-κB, TNF-R1, TRADD, TR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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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세포에서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는 zinc의 표적

<지도교수 안 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사업단

강 신 

Ⅰ. 서  론

  20세기에 들어서며 생명과학 및 의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간의 평균 수명

은 늘어나며, 장 노년 인구의 비중이 점차 늘어나 이에 따른 여러 문제들이 

부각되고 있다. 특히 노인성신경계질환들, 특히 뇌졸중(stroke),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파킨슨씨병(Parkinson's disease)등은 치명적인 신경계

의 기능장애로 이를 막을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없는 현 실정에서 삶의 

질 저하 및 막대한 의료비의 지출 등으로 가정적으로나 사회적으로도 많은 

문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여 세계 각 국은 범 국민

적인 관심 속에 집중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현대 신경과학의 연구 방향은 기억, 감정의 조절, 인지와 같은 뇌의 본질적

인 기능을 이해하려함과 동시에, 뇌 기능의 비정상적인 조절에 의하여 야기

되는 뇌질환에 관한 연구에 초점을 두고 있다. 뇌질환 연구에서 크게 두 가

지의 연구 접근방법이 주요한 기조를 이루고 있다. 첫째, 어떠한 유전인자가 

관련되어 있는가? 둘째, 많은 경우 뇌질환이 뇌조직의 퇴화현상을 나타내는 

바, 이러한 세포퇴화의 세포생물학적 기전(신호전달경로)을 밝히려는 방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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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고 있는 nuclear factor kappa B (NF-κB)는 

B림프구에서 면역 로불린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전사인자로 발견되었

으며, 이후 면역 로불린 뿐 아니라 많은 싸이토카인의 생성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지게 되어, 신체의 염증반응에 매우 중요한 물질로 생각하게 

되었다.1-5 이 물질은 류마티스성 관절염등의 자가면역질환에 관련되어 있을 

뿐 아니라 다양한 세포의 사멸과 성장에도 중요한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즉,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볼 수 있는 신경세포의 세포사멸에 관련있으며, 정상적

인 세포사멸이 이루어지지 않아 죽어야할 세포가 죽지 않고 비정상적으로 계

속 분열을 하는 암세포등에도 관련되어 있음이 밝혀졌다.6-12 이에 따라 NF-

κB 가 여러 만성적인 면역성 질환과 퇴행성 신경질환과 암 등의 치료에 중

요한 표적이 되고 있다.13

  선행된 연구에서 이러한 NF-κB의 억제제로 pyrrolidine dithiocarbamate 

(PDTC)를 사용하여, 이것이 zinc를 매개하여 NF-κB를 억제한다고 밝혔

다.14,15 Zinc는 과거 체내에 존재하는 극 미량의 원소로 별 관심을 얻지 못했

지만, 최근 뇌에서 그 양이 많다는 것이 밝혀짐에 따라 뇌에서 zinc가 어느 

정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되었다.16-21 

  Tumor necrosis factor (TNF)-α는 NF-κB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염증반응

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22 우선 TNF-α가 그 수용체(TNF receptor, 

TNF-R)와 결합하면, TNF-R는 몇몇 단백질을 끌어들여 TNF-R 신호전달 

복합체를 형성한다. TNF-R는 55 kDa의 TNF-R1과 75 kDa의 TNF-R2가 

존재하는데, 이 둘은 모두 TNF-α에 의해 삼중체가 되어 TNF-R 복합체를 

형성한다. 세포막을 가로질러 위치해있는 수용체의 세포외부 부위의 구조는 

두 수용체가 거의 유사하여 TNF-α가 잘 결합되나, 세포내부 부위는 서로 

다른 구조를 가지고 있어 TNF-α에 의한 신호에 서로 다른 결과를 초래한

다.22,23 TNF 수용체들은 효소기능을 가지고 있지 않아 신호전달을 위해서는 

다른 단백들의 결합을 필요로 하는데, death domain을 가진 TNF-R1에는 유

도단백(adapter protein)인 TNF receptor-associated death domain-con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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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 (TRADD)이 자신의 death-domain을 이용하여 결합함으로서 다른 단

백들이 계속 결합되기 위한 기반을 구축한다.24. 반면, TNF-R1의 세포내부 

부위에는 death domain이 존재하지 않아 TRADD가 붙지 못하고 TRAF1과 

TRAF2가 붙어 TNF-R1과는 다른 방향으로 신호를 전달한다.25,26 TNF-R1에 

TRADD가 결합되면, death domain kinase receptor-interacting protein 

(RIP)과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2 (TRAF2)가 계속적으로 결합되어 

TNF-R1 신호전달 복합체를 형성한다.22-30. NF-κB interacting kinase (NIK)

와 IκB kinase (IKK)는 TRAF2에 결합되어 활성화되면, IκB-α를 인산화

시켜 파괴되도록 한다. IκB-α에 의해 세포질에서 불활성상태로 존재하던 

NF-κB가 IκB-α의 파괴로 인해 자유로와져 핵으로 전이되면 여러 인자들

의 전사가 시작된다.31

  TRAF family는 이것이 결핍된 형질전환 쥐를 만들어본 결과 그 쥐의 면

역체계에 큰 이상이 발견되자 면역체계와 관련된 여러 신호전달과정에서 그 

중요성이 증대되었다. TRAF2는 TRAF1부터 TRAF6까지 밝혀진 TRAF 

family의 하나로 TRADD와 결합하여 NF-κB를 활성화시키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TRAF2의 카르복실기는 TRADD의 아미노기와 결합하여 

TNF-R1 신호전달 복합체를 이루고, TRAF2의 아미노기에 존재하는 RING-

과 Znic-finger 부위는 IKK의 leucine zipper부위에 결합된다.31,32

  IKK는 촉매부위를 가진 IKKα,β와 촉매부위가 없는 IKKγ의 복합체를 

말한다. IKKα는 NIK에 의해 인산화되면 자동인산화로 IKKβ를 인산화시키

고 이렇게 인산화가 됨으로 IKK가 활성화되어 IκB-α에 작용한다. IKKα와 

IKKβ는 52%이상의 유사성을 보이며, IKKγ는 이들과는 다른 구조를 갖고

있으며, IKKα와 IKKβ에 결합하여 IKK를 거치는 신호전달을 돕는 역할을 

한다.21,31,33

  RIP은 촉매작용(catalytic)을 하는 부위는 존재하나 실질적인 작용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TNF-α를 통한 IKK의 활성화에 중요한데, α,β 그리고 

γ로 이루어진 IKK의 아단위(subunit)사이의 결합을 안정하게 해줌으로 이를 

거치는 신호가 제대로 전달되도록 돕는다.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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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inc의 이온운반체인 PDTC를 처리하면 TNF-α에 의해 활성화되었던 

NF-κB의 활성이 억제되며, 또한 세포질 내에서 NF-κB와 결합하여 활성을 

억제하고 있는 IκB-α의 분해가 억제되는 것을 보았다.   

  이 결과는 zinc가 IκB-α를 인산화시키는 IKK단계에서 작용할 것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그러나 IKK의 효소활성이 감소되는 것이 IKK보다 상위의 

단계에서 작용 할 것이라는 보고에 따라,33 IKK의 작용을 억제하는 단계, 즉 

NIK의 활성의 감소로 IKK의 작용이 억제되었거나 혹은 그보다 더 상위의 

단계에서 zinc가 작용할 가능성도 있다. 이에 따라 본 실험에서는 NF-κB 

활성화의 초기단계인 TNF-R1 신호전달 복합체에 대한 zinc의 효과를 관찰

하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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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과 transfection

  사람 신경모세포종 유래 세포주인 SH-SY5Y를 10% fetal bovine serum 

(FBS)과 50 μ g / ml streptomycin, 50 U/ml penicilin이 포함된 Minimum 

Essential Medium (Life Technologies Inc., Grand Island, NY, USA)과 F-12 

(Life Technologies Inc.)가 반씩 섞인 media에서 배양하 다. 세포는 사용전

까지 37℃, 5% CO2 환경에서 배양상태를 유지시켰다.

  Transfection은 LipofectAMINE reagent (Life Technologies Inc.)와 PLUS 

reagent (Life Technologies Inc.)를 이용하여 제공된 사용법에 따라 수행하

다. 

  pRk-TNF-R1, pRk-flag-TRAF2는 이태호 교수(연세대학교 이과대학 생물

학과), pRk-flag-TRADD은 박전한 교수(연세의대 미생물학교실)으로부터 제

공받았다.

 2. Western blotting

  

  SH-SY5Y 세포에 약물을 처리한 후 차가운 phosphate-buffered saline으로 

두 번 세척하고 lysis buffer (20 mM Tris-HCl pH 7.5, 0.5 M NaCl, 0.25% 

Triton X-100, 1 mM EDTA, 1 mM EGTA, 및 각종 protease inhibitor와 

phosphatase inhibitor 첨가)를 1 ml 떨어뜨린 후 얼음 위에 10분간 두었다. 

용해된 세포들을 모아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모아 Bradford 법
35
을 이용

하여 bovine serum albumin을 기준으로 단백질을 정량한 후 동일한 단백질 

양이 포함되게 시료를 준비하 다. 각 시료에 5 × sample buffer를 첨가하여 

5 분간 끓인 후, SDS-PAGE를 하 다. 전기 동이 끝난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전이하여 5% non-fat dry milk에 상온에서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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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시켜 비특이적인 단백질의 결합을 배제시킨 후 확인하고자 하는 단백에 

대한 1차 항체를 넣고 4℃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Tris-buffered saline 

(0.1% tween 20)으로 세 번 세척한 후, 1차 항체의 유래 종에 따라 발색반응

을 일으키는 효소가 부착되어 있는 적절한 2차 항체로 4℃에서 2시간 반응시키고, 

Tris-buffered saline (0.1% tween 20)으로 세 번 세척하 다. 발색반응은 enhanced 

chemiluminoscence kit (Amersham Pharmacia, Buckinghamshire, UK)을 이

용하 고, X-ray film (Agfa-Gevaert N.V., Mortsel, Belgium)에 노출시켜 

zinc에 의한 단백질간의 상호작용의 변화를 확인하 다. 

  Phospho-IκB-α에 대한 1차 항체는 New England Biolabs Inc. (Beverly, 

MA, USA)에서, TNF-R1과 TRADD에 대한 1차 항체는 R&D System Inc. 

(Minneapolis, MN, USA)와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TRAF2, IκB-α에 대한 1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에서 각각 구입하 다. RIP에 대한 

1차 항체는 BD Bioscience (Circle Palo Alto, CA, USA)에서 구입하 다.

 3. In vivo  kinase assay

  SH-SY5Y 세포에 약물을 처리한 후 차가운 PBS로 두 번 세척하고 

Western blot과 동일한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단백질을 

정량한 후 5 ㎍의 anti-IKK antibody를 첨가하여 2-4 시간 동안 가볍게 흔들

며 4℃에서 반응시킨 후, 50% slurry protein A sepharose bead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더 반응시켰다. 이것을 lysis buffer로 세 번 세척하고, kinase 

buffer (20 mM HEPES pH 7.7, 2 mM MgCl2, 2 mM MnCl2, 10 mM β

-glycerophosphate, 10 mM NaF, 300 μM Na3VO4, 1 mM benzamidine, 10 

μM PMSF, 10 ㎍/ml aprotinin, leupeptin, pepstatin, 1 mM DTT)로 두 번 

씻어주고, kinase buffer에 10 μM ATP와 5 μCi [γ-32P]ATP (NEN Life 

Science Products, Inc., Boston, MA, USA)와 기질이 되는 GST-IκBα를 

넣고 30℃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 각각의 시료에 5 × sample buffer 넣고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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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끓인 후 8% acrylamide gel에 전기 동하 다. Gel을 건조한 후 kinase의 

활성이 zinc에 의해 변화되는지 여부를 autoradiography로 확인하 다.

  IKKα, IKKβ에 대한 1차 항체는 BD Bioscience에서 구입하 다.

 4. In vivo phosphorylation assay

   SH-SY5Y 세포를 phosphate가 없는 media에 10% dialyzed fetal bovine 

serum (Life Technologies Inc.)을 첨가하여 3시간동안 배양하고, 

32
P-orthophosphate (NEN Life Science Products, Inc.)를 0.5 mCi 첨가하여 

2시간 더 배양하여 세포 내에 phosphate가 
32
P로 치환되게 하 다. 약물을 처

리한 후 lysis buffer로  세포를 용해하여 원심분리하고 그 상층액을 모아 단

백질을 정량하 다. Anti-IKKα antibody를 넣어서 2-4시간 동안 가볍게 흔

들며 4℃에서 반응시킨 후 50% slurry protein A sepharose bead를 첨가하여 

2시간 더 반응시켰다. 이것을 전기 동하여 autoradiography로 kinase의 인산

화가 zinc에 의해 변화되는지 확인하 다.

5. 면역 침전 (Immunoprecipitation)

  SH-SY5Y 세포에 약물을 처리하고 phosphate-buffered saline으로 세척하

다. 그 후 1 mM PMSF, 50 ㎍ aprotinin, 50 μ M  leupeptin, 1 mM NaF, 1 

mM Na3VO4를 첨가한 RIPA buffer로 세포액을 추출하 다. 단백질을 정량한 

후 동일한 단백질 양이 포함되게 하 다. 그 후 각 시료에 분리해내고자 하는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넣어 4℃에서 16시간 반응시키고 10% protein A bead 

slurry를 30 ㎕ 넣어 4℃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Bead를 RIPA buffer로 충분

히 씻어준 후 전기 동을 위해 sample buffer를 첨가하여 5분간 끓인 다음 

SDS-PAGE 하 다. 원하는 단백질과 결합하고 있는 단백질을 Western blot

으로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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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면역침전시 heavy chain 없애기

  1차 항체와 10% protein A bead를 상온에서 2시간 가볍게 흔들면서 반응

시켰다. Bead를 0.2 M sodium borate, pH 9.0 (Sigma, St. Louis, MO, USA)

으로 bead 양의 10배 volum으로 세번 세척하 다. Dimethyl pimelimidate 

(Sigma)를 최종 농도 20 mM이 되도록 bead와 1차항체가 붙어있는 시험관에 

넣어주고 30분간 상온에서 가볍게 흔들면서 반응시켰다. 0.2 M ethanolamine, 

pH 8.0 (Sigma)으로 두 번 bead를 세척하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0.2 M 

ethanolamine, pH 8.0을 첨가하여 2시간동안 상온에서 가볍게 흔들면서 두었

다. EQ buffer (20 mM Tris-HCl, pH 8.1, 0.5 M NaCl, 0.1% Triton X-100, 

5 mM EDTA)로 두 번 세척하 다. 이것에 동일한 양의 세포 추출액을 넣고 

면역침전을 수행하 다.

7.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 (EMSA)

  전사조절단백인 NF-κB의 활성화 정도는 EMSA를 통해 확인하 다. 세포

를 5×10
6
되게 모은 다음 차게한 PBS 용액으로 씻어주고, 1 packed cell 

volume (PCV)의 저장성 완충액 A (10 mM HEPES, pH 7.9, 1.5 mM 

MgCl2, 10 mM KCl, 0.5 mM DTT, 1 ㎍/ml leupeptin, 1 ㎍/ml aprotinin)에

부유시켰다. 부유된 세포들은 얼음 위에서  10분간 세워둔 후 27-gauge 바늘

에 5번 통과시켜서 세포막을 파괴시켰다. 원심분리하여 핵을 침전켜 얻은 핵

을 완충액 A로 두 번 씻어주었다. 그 후 핵 침전물에 2/3 PCV의 차게한 완

충액 B (10 mM HEPES, pH 7.9, 420 mM KCl, 1.5 mM MgCl2, 0.2 mM 

EDTA, 0.5 mM DTT, 0.5 mM PMSF, 25% glycerol, 1 ㎍/ml leupeptin, 1 

㎍/ml aprotinin)를 넣어 얼음위에 세워두고 자주 진탕해주어 핵 단백이 추출

되도록 하 다. 얼음에 차게한 2/3 PCV의 완충액 C (19 mM HEPES, pH 

7.9, 0.2 mM EDTA, 0.5 mM DTT, 1 ㎍/ml leupeptin, 1 ㎍/ml aprotinin)를 

시험관에 첨가한 후, microcentrifuge에서 최대속도로 4℃에서 15분간 원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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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 다. 이와 같이 얻은 핵 추출물을 새로운 시험관에 

분주하고 dry ice에서 급속 냉동시켜 -80℃에서 보관하 다. 핵단백질 5 ㎍을 

[γ-32P]ATP로 표지한 NF-κB consensus oligonucleotide (5'-AGTTGAGG 

GGACTTTCCCAGGC-3') 0.0175 pmoles (>104 cpm)와 1 ㎍의 poly(dI-dC)

를 포함한 20 ㎕의 binding buffer (10 mM Tris-HCl, pH 7.6, 20 mM NaCl, 

1 mM DTT, 1 mM EDTA, 5 % glycerol)를 섞어주었다. 얼음 위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다음, 반응물을 non-denaturing 6% polyacrylamide gel에 부하

하 다. 부하전 200 V에서 3시간 먼저 전기 동한 후, 부하 후 180 V에서 2

시간 전기 동을 시행하 다. 전기 동이 끝나면 gel을 건조시킨 후 X-ray 

film에 노출시켜 autoradiography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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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신경세포에서 zinc는 TNF-α에 의한 NF-κB 활성을 감소시키며, 이

는 IKK를 경유하여 일어난다.

   Zinc는 세포를 배양하는 media에 첨가되어 있는 FBS에 어느 정도 존재하

므로 zinc의 ionopore로 PDTC를 처리하 을 때, PDTC가 FBS내에 존재하는 

zinc를 끌고 세포 내로 들어가므로,14,15 PDTC를 처리하는 것으로 zinc의 작용

을 대신 확인하 다. SH-SY5Y 세포에서 TNF-α에 의해서 NF-κB가 활성

화되며, 이는 zinc의 ionophore이며 NF-κB의 억제제인 PDTC를 2시간 처리

하 을 때 TNF-α에 의해 활성화된 NF-κB가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다 

(그림 1A). IκB-α는 IKK에 의해 인산화되어 proteasome에서 degradation

되므로서 NF-κB가 활성화된다.2 TNF-α에 의해 활성화되는 NF-κB가 

IKK를 경유하는 작용임을 확인하기 위해 PDTC 50 μ M 을 2시간 처리하고 

IKK의 기질로 IκB-α에 glutathione sepharose transfrase (GST)가 부착되

어있는 GST-IκB-α를 사용하여 IκB-α에 작용하는 IKK의 kinase 활성을 

확인해보았다. [γ-32P]APT가 GST-IκB-α가 인산화될 때 표지된 인산을 

대신 GST-IκB-α에 부착하므로 자가방사법으로 그 인산화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TNF-α에 의해 GST-IκB-α의 인산화가 증가되는 것으로 또한 

TNF-α에 의한 GST-IκB-α의 인산화 증가는 PDTC에 의해 억제되었으

며, 이는 zinc가 IKK 또는 그 상위단계에 작용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림 

1B, 1C).

2. 신경세포에서 zinc는 IKK의 인산화를 감소시킨다.

  IKK 활성이 zinc에 의해 감소된 것이 IKK가 kinase 활성을 나타내기 위해 

선행되어야 할 IKK의 인산화에 zinc가 향을 끼쳤는지 확인하 다. 

  우선, 세포를 인산기가 없는 MEM/F12 media에 10% dialyzed FBS를 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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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3시간 배양한 후 32P-orthophosphate를 0.5 mCi 첨가하여 2 시간 더 배

양하여 세포 내에 인산기가 32P로 치환되게 하 다. 그 후 anti-IKKα 항체

로 면역침전하여 8% acylamide gel상에서 전기 동하 다. IKK의 인산화는 

TNF-α에 의해 증가되었으며, 이는 zinc에 의해 그 인산화가 억제되었다 

(그림 2). 

TNFα

PDTC 2h - - 25  50  100  200 (µM)
- + + +  + +

GST-IκBα

TNFα

PDTC

- +     +

- - +

A. B.

그림 1. Zinc의 IKK를 경유한 TNF-α에 의한 NF-κB 활성 감소 확인. A. EMSA를
통하여 NF-κB의 활성을 살펴보았다. PDTC를 2시간동안 농도별로 처리하고 TNF-
α를 10분동안 처리하였다. 6%  non-denaturing polyacrylamide gel을 만들어 200 V에
서 3시간동안 먼저 영동시킨 후에 각 sample들을 loading하고 150 V에서 2시간 전기영
동하였다. TNF-α에 의해 활성화 된 NF-κB가 zinc의 ionopore인 PDTC를 처리하였
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그 활성이 감소되었다. B. IKK kinase assay를 통하여 zinc
에의한 IKK의 kinase활성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PDTC 50 µM 2시간 처리한 후
TNF-α를 처리하여 anti-IKKα (B), anti-IKKβ (C)항체로 면역침전을 하여 [γ-
32P]ATP와 IKK의 기질이 되는 GST- IκBα를 함께 섞어주어 8 % acrylamide gel에
전기 영동하여 kinase의 활성이 zinc에 의해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anti-IKKα , 
anti-IKKβ 항체로 Western blot을 하여 IKKα와 IKKβ의 양이 동량임을 보였다.

C. GST-IκBα

IKKα

IKK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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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H-SY5Y 세포에서는 TNF-R1을 통해 IκB-α가 인산화된다.

  TNF-α를 사용하여 NF-κB가 활성화되는 정확한 시간과 농도를 확인해 

보았다. NF-κB가 활성화되기 위해 먼저 IκB-α의 인산화와 분해가 일어나

므로 anti-phospho-IκB-α항체를 이용하여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 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TNF-α 농도인 10 ng/ml에서 시간별로 IκB-α의 인

산화 정도를 관찰해보았더니, 10분에 가장 많이 인산화가 되었다. 또한, 

TNF-α의 농도를 달리하여 IκB-α의 인산화를 관찰한 결과 3 ng/ml에서 

인산화가 시작되었다 (그림 3A). 이에 따라 SH-SY5Y세포가 가지고 있는 

TNF 수용체의 종류를 확인하는 실험은 TNF-α를 3 ng/ml로 10분간 처리하

다. TNF receptor 1, 2를 길항하는 항체를 2시간 처리한 후  IκB-α의 인

산화를 살펴보았다. TNF-α 3 ng/ml 10분을 처리하면 정상적으로 IκB-α

가 인산화되나, TNF-R1 길항항체를 처리하 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IκB-

α의 인산화가 억제되었다. 그러나 TNF-R2 길항항체를 처리하 을 때는 농

도를 높여주어도 IκB-α의 인산화가 억제되지 않았다. 즉 SH-SY5Y 세포에

서 TNF-α에 의한 IκB-α의 인산화에 관여하는 수용체는 TNF-R1임을 확

인하 다(그림 3B).

TNF-α

PDTC

- +     +

- - +

그림 2.  IKK의 인산화에 대한 zinc의 영향. 세포를 phosphate가 없는 media에
10% dialyzed fetal bovine serum을 첨가하여 3시간동안 배양하고, 32P-
orthophosphate를 0.5 mCi 첨가하여 2시간 더 배양하였다. PDTC 50 µM을 2시
간 처리한 후 TNF-α 10 ng/ml을 10분간 처리하였다. Anti-IKKα/ β로 면역침전을 하여 8 % 

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하여 자가방사법으로 IKK의 인산화에 대한 zinc의 영향을 알아
보았다. Zinc는 IKKα/ β 의 인산화를 억제하였다.

IKKα
IKK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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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Zinc가 TNF 신호전달 복합체 내 단백 사이의 결합에 향을 미친다.

  우선 TNF-R1 복합체 내의 여러 단백간의 상호 결합관계에 zinc가 어떻게 

향을 미치는지 확인해 보기 위해, TRAF2를 중심으로 상하 단백간의 결합

관계를 살펴보았다. 우선 TRAF2가 52 kDa이며 TNF-R1이 55 kDa으로 어

TNFα 10min
0              3          5        10     (ng/ml)

TNFα 10ng/ml
0 3      5     10     30  (min)

Phospho-IκBα

Phospho-IκBα

A.

0 1      5  10 0      1      5 10

- TNFα + TNFα  (3ng/ml 10min)

TNF-R2 blocker (µg/ml)

TNF-R1 blocker : TNF-receptor 1 antagonistic antibody

TNF-R2 blocker : TNF-receptor 2 antagonistic antibody

*

0 1      5  10 0      1      5 10

- TNFα + TNFα  (3ng/ml 10min)

Phospho-IκBα

Phospho-IκBα

B.
TNF-R1 blocker (µg/ml)

그림 3.  SHSY-5Y 세포에서 TNF-R1을 통한 IKK의 인산화. A. TNF-α 10 ng/ml
을 시간별로 처리한 결과 10분에 IkB-a의 인산화가 가장 강하였으며 (위), 농도를
달리하여 투여한 결과 3 ng/ml에서 부터 인산화가 관찰되었다. 그러므로 다음 실
험은 TNF-a를 3 ng/ml을 10분간 처리하여 수행하였다. B. TNF-α가 수용체에 결
합하는 것을 억제하는 억제제를 사용하여 두 종류의 수용체중에 어떤 수용체를 경
유하여 TNF-α의 신호전달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보았다. Type 1 TNF 수용체 길
항항체를 사용하였을 때 IkB-a의 인산화가 억제되었으나, type 2 TNF 수용체 길
항항체를 사용하였을 때는 IkB-a의 인산화가 억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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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 것으로 면역침전을 해도 heavy chain에 가려 보고자하는 단백을 확인하기 

어려워 heavy chain의 제거를 시도하 다. 즉, 면역침전에 사용하고자 하는 1

차 항체를 bead에 cross-linking시켜 떨어지지 않도록 하 다. 이 항체로 원

하는 단백을 분리해내어 sample buffer를 넣고 끓이게 되면 원하는 단백만 

항체에서 떨어지고 항체는 bead에서 떨어지지 않아 최종적으로 heavy chain

이 없는 원하는 단백만을 얻을 수 있다. 즉, anti-TRAF2 항체를 bead에 

cross-linking시켰다. anti-TRAF2 항체와 10% protein A bead를 상온에서 2

시간 반응시키고, bead를 0.2 M sodium borate로 세척한 후, dimethyl 

pimelimidate를 최종 농도 20 mM이 되도록 넣어주고 상온에서 반응시켰다. 

0.2 M ethanolamine, pH 8.0으로 세척하여 반응을 정지시킨 후 0.2 M 

ethanolamine, pH 8.0을 첨가하여 2시간동안 상온에서 가볍게 흔들면서 두었

다. 여기서 1차 항체와 bead가 잘 cross-linking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0.2 

M sodium borate로 세척하는 단계에서 30 ㎕를 따로 떼어놓은 것과,  0.2 M 

ethanolamine으로 세척하는 단계에서 30 ㎕를 떼어놓은 것을 2 × laemmli 

sample buffer를 넣고 끓여 10% gel에서 전기 동 시킨 후 그 gel을 

Coomassie blue로 염색하여 확인하 다. Cross-linking시킨 후에는 

cross-linking 전에 비해 분명히 그 heavy chain의 양이 줄어있거나 거의 검

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 다 (그림 4). 이렇게 cross-linking시킨 

anti-TRAF2 항체로 면역침전하여 TNF-R1을 이루는 여러 단백의 항체로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 다. SH-SY5Y 세포에 PDTC 50 μM을 2시간 

처리한 후 TNF-α 10 ng/ml을 10분 처리하 다. 이 시료를 anti-TRAF2 항

체로 면역침전하여 TNF-R1, RIP, NIK, IKKα, IKKβ의 1차 항체로 

Western blotting하 다. TNF-α를 처리하 을 때 TRAF2는 정상적으로 

TNF-R1에 결합하 고, 이는 zinc에 의해 억제되었다. IKKα, IKKβ도 

TNF-α를 처리하 을 때 정상적으로 TRAF2에 결합하 고, 이는 zinc에 의

해 억제되었다. RIP과 NIK역시 TNF-α에 의해 정상적으로 TRAF2와 결합

하던 것이 zinc에 의해 억제됨을 확인하 다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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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Zinc가 TNF-R1 신호전달 복합체 핵심 단백인 TRADD와 TRAF2

사이의 결합을 억제시킨다. 

  앞선 결과들로 미루어 볼 때, zinc가 향을 미치는 부분은 TNF-R1 신호

전달 복합체에서 핵심단백들인 TNF-R1, TRADD와 TRAF2 사이의 결합관

계에 향을 끼쳐 그 아래로 복합체를 이루는 모든 단백들의 결합관계가 

향을 받는 것이라 생각하게 되었다. TNF-R1과 TRADD, TRADD와 TRAF2

사이의 결합관계에서의 zinc의 향을 알아보기 위해 SH-SY5Y 세포에 각 

단백을 과발현시킬수 있는 plasmid construct를 co-transfection시키고 PDTC

를 처리하여 그 향을 확인하 다. 우선TNF-R1과 TRADD plasmid 

construct를 co-transfection시키고 24시간 후에 PDTC를 두시간 처리한 후, 

TNF-α를 10 분간 처리하여 anti-TNF-R1 항체로 면역침전하 다. 두 단백

그림 4.  1차 항체와 bead의 cross-linking을 통한 heavy chain 제거. TNF-R1과
TRAF2는 분자량이 각각 55 kDa과 53 kDa으로 면역침전을 하였을 때 heavy 
chain이 나오는 50 kDa과 근접하여 이를 해결하고자 bead와 1차 항체를 cross-
linking시켜 loding하기위해 끓이더라도 그 연결이 끊어지지 않도록 하였다. Bead
와 1차 항체를 상온에서 2 시간 반응시킨 후 0.2 M sodium borate, pH 9.0로
bead를 세척한 후 최종농도 20 mM 되도록 dimetyl pimelimidate를 넣어주고 30 
분간 반응시킨다. 0.2 M ethanolamine, pH 8.0으로 세척하여 반응을 중지시킨다.
10% 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시킨 후 Coomassie blue로 gel을 염색하여 면역
침전시 쓰일 1차 항체의 heavy chain이 검출되는지 확인했다. M: molecular 
weight size marker, 1: cross-linking 전, 2: cross-linking 후

M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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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모두 정상적으로 발현이 되었는지는 면역침전 하지 않은 세포 추출액을 

정량하여 gel에 걸어 anti-TNF-R1 항체와 anti-TRADD 항체로 각각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여 확인하 다. TNF-R1과 TRADD사이의 결합은 

zinc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았다 (그림 6A). 그러나 TRADD와 TRAF2의 과

발현을 확인한 후 TRADD와 TRAF2를 cross-linking시킨 anti-TRADD 항

체로 면역침전시켜 anti-TRAF2 항체로 blotting을 한 것에서는 TRADD와 

TRAF2의 결합이 zinc에 의해 감소되었다 (그림 6B).

- +  +
- - +

IKKα

TNFα
PDTC

TRAF2

IP

NIK

TRAF2

WB

TNF-R1

그림 5.  Zinc가 TNF-R1 신호전달 복합체에 미치는 영향. 신호전달 복합체를 이
루고 있는 각 단백들의 상호연결관계에 있어 zinc가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PDTC 50 uM을 2시간 처리한 후, TNF-a 10 ng/ml을 10분간 처리하였다. Anti-
TRAF2 항체로 면역침전하여 anti-TNF-R1, anti-IKKα, anti-IKKβ, anti-RIP, 
anti-NIK로 Western blotting을 해 본 결과 TRAF2는 신호전달 복합체의 개시 단
백인 TNF-R1과의 연결이 억제되었고, IKKα, IKKβ, RIP, NIK 모두 TRAF2와의 연
결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RIP

TRAF2

TRAF2

TRAF2 IKKβ

TR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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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DD

WB
- +  +
- - +

TNFα
PDTC

TRAF2

TRADD

I P

TNF-R1

그림 6.  Zinc가 TNF-R1 신호전달 복합체 핵심 단백에 미치는 영향. TNF 신호전
달 복합체의 핵심 단백인 TNF-R1, TRADD, TRAF2사이에 zinc가 영향을 미치는
것을 면역침전으로 확인하였다. A. TNF-R1과 TRADD plasmid constructs를 co-
transfection하여 anti-TNF-R1 항체로 면역침전하여 anti-TRADD 항체로
blotting하였다. Zinc에 의해 TRADD가 TNF-R1에 부착되는 것은 영향을 받지 않
았다. B. TRAF2와 TRADD plasmid constructs를 co-transfection하여 TRADD로
면역침전하여 anti-TRAF2 항체로 blotting하였다. Zinc에 의해 TRAF2가 TRADD
에 부착되는 것은 억제되었다. 

TRADD

TNF-R1

-

-

-

-

TRADD

TRAF2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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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사람의 신경모세포종 유래 세포주인 SH-SY5Y에서 TNF-R1 신호전달 복

합체를 이루는 단백들간의 상호 결합관계에 zinc가 미치는 향에 대한 실험

을 수행하 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PDTC는 zinc를 매개로 하여 NF-κB의 

활성을 떨어뜨렸으며,
14,15

 이는 PDTC가 zinc의 이온운반체로 작용하기 때문

에, 세포 배양액에 첨가되는 10% FBS내의 1 μM의 zinc가 PDTC의 작용으

로 세포내로 운반된다.
36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zinc의 효과를 보는데 있어 

PDTC를 사용하 다. 

  Zinc는 기저 NF-κB의 활성을 떨어뜨릴 뿐 아니라 TNF-α에 의해 활성

화 된 NF-κB의 활성도 감소시켰다. NF-κB는 세포질에서 IκB-α와 붙어

있어 불활성 상태로 존재하다가, 외부로부터 전달되어오는 신호에 의해 

IκB-α가 인산화되면 polyubiquitination되어 proteasome에 의해 파괴된다.
2-4
 

이때 IκB-α를 인산화시키는 IKK의 또한 zinc에 의해 감소되었다. Zinc에 

의해 IKK의 활성이 감소된 것이 단순히 kinase의 활성도 자체가 감소된 것

인지, IKK보다 상위에 존재하는 여러 단계에서의 신호전달 과정에 문제가 생

겨 kinase 활성이 감소된 것인지를 확인하 다. 우선 IKK는 NIK에 의해 인

산화되어 활성화됨으로,
21
 zinc가 IKK의 인산화를 조절하는지 확인하 다. 

IKKα와 IKKβ는 TNF-α에 의해 충분히 인산화되었고 zinc는 TNF-α에 

의한 IKKα와 IKKβ의 인산화를 감소시켰다. 즉, IKK를 인산화시키는 IKK

상위의 신호전달관련 단백들이 zinc에 의해 향을 받는다고 추측할 수 있었

다. 한편, zinc는 IKK의 활성자체를 변화시키지는 않는다고 보고된 바 있어,
33
 

TNF-α에 의해 개시되는 신호전달경로에서 IKK를 거치는 경로를 검색하여 

IKK보다 상위 단계를 살펴보았다.

  TNF-R는 두 종류로 55 kDa의 TNF-R1과 75 kDa의 TNF-R2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 TNF-R1이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에 우위를 가진

다.
22-24 

TNF-R는 intracellular tail, transmembrane domain, extracellular 

ligand-binding part의 세 부분으로 구성되어있다. TNF-R1은 카르복실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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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에 80 amino acid로 된 death domain을 가지고 있으며, death domain을 가

진 또다른 분자들인 TRADD, RIP, FADD 등과 death domain-death domain 

결합을 한다.22-29 TNF-R1에 유도단백(adapter protein)인 TRADD가 결합하

여 다른 단백들이 결합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24 TRADD는 34 kDa으로 기능

적으로 구분되는 두 부위를 가지고 있다. TRADD의 카르복실기 말단 (a.a. 

196-301)은 death domain이 존재하는 부위로 TNF-R1과 결합되며, 아미노기 

말단 (a.a. 1-169)은 소수성 성질이 많은 부위로 TRAF2의 카르복실기 말단

과 결합되는 부위이다.23,28,29 TNF-α에 의한 자극으로 TNF-R1에 TRADD가 

결합되면, TRAF2와 RIP 등이 이에 결합되는데, TRAF2는 53 kDa으로 

RING-finger domain, Zn-finger domain, coiled-coil domain 그리고 카르복실

기 말단으로 나눌수 있다.26-29 TNF-R1을 통한 IKK 활성화에서, RIP은 death 

domain을 통해 TRADD와 TNF-R1에 결합하여 IKK를 이루는 각 아단위

(subunit)사이의 결합을 안정하게 해줌으로 IKK를 통한 신호의 전달이 원활

하도록 돕는다.34 TNF-α에 의해 TNF-R1에 TRADD가 부착되고, TRADD

에 RIP과 TRAF2가 붙어 신호전달 핵심 복합체를 이루면 TRAF2에 NIK와 

IKK가 결합된다. NIK는 α/β/γ의 아단위들이 결합된 IKK complex에서 

IKKα를 직접 인산화 시키며, 자동인산화에 의해 IKKβ도 인산화된다. 활성

화된 IKK complex는 IκB-α를 인산화시켜 NF-κB를 활성화시킨다.2,21 

  SH-SY5Y 세포에 두 종류의 TNF-R에 대한 길항항체를 각각 처리하여 어

느 수용체를 통하여 TNF-α에 의한 신호전달이 되는지 확인하 다. 

TNF-R1 길항항체를 처리하 을 때, TNF-α를 통한 IκB-α의 인산화가 억

제되었으나, TNF-R2 길항항체를 사용하 을 때는 TNF-α를 통한 IκB-α

의 인산화가 억제되지 않았다. 이것으로 SH-SY5Y 세포에서 TNF-R1을 통

해 TNF-α에 의한 NF-κB가 활성화되는 것을 확인하 다. 또한, TNF-R1 

신호전달 복합체를 이루는 각각의 단백들 중, IKK를 통한 NF-κB 활성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보고되어진 TRAF2를 중심으로 상하 결합관계를 살펴보

았다.31 TRAF2는 위로는 TRADD를 매개로 TNF-R1과 결합되어 있고, 직접

적이지는 않지만 TNF-R1과 TRADD를 통해 RIP과도 결합되어 있으며, NI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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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는 직접적으로 그 결합부위가 밝혀져 있으며, IKKα와 β와도 결합되어있

다.22-24 Anti-TRAF2 항체로 면역 침전하여 TNF-R1과의 단백간 상호 결합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TNF-α에 의해 그 결합이 증가되었으나 이는 zinc에 

의해 억제가 되었다. TNF-α에 의한 TRAF2와 RIP 사이의 결합관계도 zinc

에 의해 억제되었고, TNF-α에 의한 TRAF2와 IKKα,β사이의 결합관계도 

zinc에 의해 모두 억제되었다. 그렇다면 TNF-R1 신호전달 복합체의 핵심을 

이루고있는 TNF-R1과 TRADD와의 결합관계나 TRADD와 TRAF2 사이의 

결합관계가 zinc의 핵심 표적이 될 것이라 생각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서 내

인성 단백들로 그 결합관계를 확인했던 것과는 달리, 면역침전 후에 

anti-TRADD 항체나, anti-TRAF2 항체로 Western blotting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명확하지 못해 각각의 cDNA를 얻어 필요한 단백을 과발현 시킨 후 

그 결합관계를 확인하 다. TNF-R1, TRADD, TRAF2를 두 개씩 동시에 

co-transfection하여 TNF-R1과 TRADD와의 결합관계와 TRADD와 TRAF2 

사이의 결합관계를 살펴보았다. TNF-R1과 TRADD사이의 결합관계는 zinc

에 의해 아무런 향을 받지 않았는데, 이들간의 결합은 death domain-death 

domain 결합으로 직접적이며 단순한 결합으로 그 결합 친화력이 강하다는 

보고와 상응한다.22 그러나 TRADD와 TRAF2사이의 결합관계는 TNF-α에 

의해 증가되었고, 이것은 zinc에 의해 억제되었다 (그림 7). 

  TRADD와 TRAF2의 결합부위중 핵심이라 말하는 부분들은 소수성결합을 

하는 부위로, TRADD쪽이나 TRAF2쪽 모두 그 핵심에는 사실상 zinc에 의

해 향을 받을 수 있는 cysteine은 없다.28,29 그러나 그 핵심들 주변에는 적

은 양이지만 cysteine이 존재하고 있고,28,29,32 이들 cysteine에 존재하는 thiol

기와 zinc는 매우 강한 친화력을 보임으로14,15 핵심부위의 주변에 존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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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량의 cysteine이라도 zinc가 결합하여 그 결합부위의 구조에 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 

  이 결과는, zinc같은 금속 이온들이 thiol 기를 가진 효소인 IKK에 작용하

여 IKK의 활성도를 억제하여 NF-κB가 억제된다는 것
21 

과는 어느정도 유

사하지만 다른 결과를 나타내었다. Zinc가 IKK의 활성도를 억제하 다는 것

은 다른 보고와 상응하는 결과이나, 이보다 더 상위의 단계에서 단백사이의 

결합을 억제하 다는 것이 이 실험에서 주목할만한 결과다.

  물론, TRADD와 TRAF2사이의 결합이 zinc에 의해 억제가 되었다는 것만

그림 7.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를 위한 신호전달 경로와 zinc의 작용점.
TNF-α가 TNF-R1에 부착되면 TNF-R1에 TRADD와 RIP이 들러붙고 TRADD에
TRAF2가 붙어 신호전달 복합체를 이루면 TRAF2에 NIK가 붙고 IKK를 인산화시킴
으로써 활성화시키면 이는 NF-κB에 붙어 NF-κB가 핵 내로 들어가는 것을 저해
하는 IκB-α를 인산화 시킴으로써 이를 인식하여 파괴하는 proteasome에 의해
IκB-α가 파괴되면 자유로워진 NF-κB는 핵 내로 들어가서 DNA에 붙어 전사조절
을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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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 아래 모든 결합들이 이 억제작용에 의해 향을 받았다, 혹은 모든 

결합들이 향을 받지 않았다는 증거는 없다. TRADD와 TRAF2사이의 결합

만이 zinc에 의해 향을 받았고, TRAF2와 RIP, IKKα,β, NIK간의 결합은 

zinc에 의해 전혀 향을 받지 않았다고 말하려면 in vitro에서 각 단백들을 

따로 추출해 내어 각 단백 간의 결합에 zinc가 미치는 향을 살펴봐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 TNF-R의 신호전달 단백복합체에 대한 zinc의 

향을 관찰한 결과, TNF-R1과 TRADD사이의 결합은 zinc에 의해 억제되지 

않았으나, TRADD와 TRAF2사이의 결합은 zinc에 의해 억제되었음으로, 이

러한 억제작용이 zinc가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는 기전의 

하나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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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신경모세종에서 유래된 세포인 SH-SY5Y 세포에서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는 zinc의 표적을 찾기 위한 연구

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SH-SY5Y 세포에는 TNF-R1를 통해 NF-κB가 활성화되었다.

2. Zinc가 TNF-R1 신호전달 복합체를 이루는 단백들 중 TRAF2와          

   TNF-R1, TRAF2와 IKKα,β, TRAF2와 RIP, 그리고 TRAF2와 NIK의   

   결합을 억제하 다.

3. Zinc가 TNF-R1 복합체 핵심 단백인 TNF-R1과 TRADD의 결합은 억    

   제하지 못하 으나, TRADD와 TRAF2사이의 결합을 억제시켰다.

이상의 결과들로 zinc가 TNF-α에 의한 NF-κB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은, 

zinc가 TNF-R1 신호전달 복합체를 이루고 있는 여러 단백 중 TRADD와 

TRAF2사이의 결합을 억제하여 TNF-α에 의한 NF-κB 활성이 감소하는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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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Zinc inhibits TRADD-TRAF2 interaction in 

TNF receptor signaling complex.

Shin Young Ka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oung Soo Ahn)

Inflammation is involved in the pathophysiology of many CNS diseases, 

such as stroke, Alzheimer's disease, Parkinson's disease etc. TNF-α 

plays a key role in inflammation through the activation of  NF-κB in 

neurons. In response to the TNF-α, TNF-α receptor recruits several 

proteins to form a TNF receptor signaling complex. . The components of 

the TNF receptor(TNF-R) signaling complex are TNF receptor-associated 

death domain-containing protein(TRADD),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 

2(TRAF2) and  death domain kinase receptor-interacting protein(RIP). RIP 

and TRAF2 bind to TRADD which is recruited to death domain of 

TNF-R1 via its death domain. Subsequently, NIK and IKK recruitment to 

TRAF2 ensued. IKK is quickly activated by TNF-α, which correlates 

with IKK recruitment to the TNF receptor signaling complex. PDTC is a 

NF-κB inhibitor that inhibits both the basal and the TNF-α-induced 

NF-κB activation. We have previously reported that PDTC is a zinc 

ionophore and the NF-κB inhibition by PDTC is mediated by zinc. In 

this study, therefor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zinc using PDTC on 

the TNF receptor signaling complex in the SH-SY5Y human 

neuroblastoma cell line. We reconfirmed that TNF-α activated NF-κ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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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rough the type 1 TNF receptor(TNF-R1), not through the type 2. The 

complex was immunoprecipitated with TRAF2 first and interacting 

proteins were identified by Western Blot. TRAF2 immunoprecipitated 

TNF-R1, IKKα,β, NIK and RIP upon stimulation of TNF-α. Zinc 

inhibited the recruitment of TNF-R1 to TRAF2. Zinc also inhibited the 

recruitment of IKKα,β, NIK, RIP to TRAF2. TNF-R1, TRADD and 

TRAF2 were trasfected and overexpressed in SH-SY5Y cells and the 

effect of zinc on TNF-R1-TRADD-TRAF2 complex were studies in these 

cells. In this experiment, zinc inhibited the recruitment of TRAF2 to 

TRADD but not TRADD to TNF-R1. From these results, it could 

suggested that zinc would inhibit TNF-α-induced NF-κB activation 

through the inhibition of the recruitment of TRAF2 to TRADD.

Key Words: Neuroblastoma, Zinc, NF-κB, TNF-R1, TRADD, TRAF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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