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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서 α-synuclein의 역할 

및 기전 연구

α-Synuclein은 신경 세포의 신경접합 전부위에 다량 존재하는 

비정형 구조 단백질로서 140개의 아미노산 잔기로 구성되어있다. 이 

단백의 30번째 및 53번째 알라닌 잔기가 각각 프롤린과(A30P), 트레

오닌으로(A53T) 치환된 변이가 가족력이 있는 파킨슨병 환자에서 

발견됨으로서 이 유전자의 돌연 변이가 유전성 파킨슨병의 병인으

로 밝혀졌다. 이러한 α-synuclein 단백은 파킨슨병 환자의 중추 신

경세포 내에 형성되는 단백 침착물인 루이 소체의 중요 구성 성분

임이 알려졌다. 루이 소체 형성은 파킨슨병 뿐 아니라 다른 퇴행성 

신경계 질환인 알쯔하이머병이나, 루이소체성 치매, 다발성경화증에

서도 발견되는 것으로 보아 α-synuclein이 다양한 퇴행성 신경계 

질환 발생에 깊이 관여함을 보여 준다. 이러한 단백 응축물 형성과 

특정 뇌 세포의 사멸로 인한 뇌 기능 장애가 신경질환으로 발병하

리라 여겨지지만 α-synuclein에 의한 단백 응축물 형성기전이나 세

포 사멸 유도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

다. 세포 내부에서 α-synuclein 단백 응축물 형성뿐만 아니라 그 잘

린 단백이 세포 밖에서 알쯔하이머 환자의 뇌 세포 외부에서 발견

되는 Aβ(amyloid β)와 함께 senile plaque를 형성한다는 보고와 

뇌척수 액에서도 α-synuclein이 존재한다는 보고 등은 α-synuclein

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세포 외부에서 세포 생존 및 사멸에 향

을 미칠 수 있음을 암시한다. 또한 α-synuclein의 61번부터 95번 아

미노산까지의 잘린 부분이 세포의 외부에서 형성된 plaque에 존재

한다는 이전의 보고는 α-synuclein이 잘림 또는 분해 가능성을 보

여주고 있지만 그 분해 기전이나 관여하는 분해 효소의 특성 및, 잘

린 α-synuclein에 의한 응축물 형성이나 세포 사멸에 미치는 향 

등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는 세포 밖으로 분비된 α-synuclein에 의해 유도되는 

신경 세포 사멸 기전을 밝히고자 대장균에서 발현 정제한 α

-synuclein 단백을 신경 세포 외부에서 처리하 을 때 일어나는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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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내 변화를 조사하 다. 외부에서 처리한 α-synuclein은 신경 세

포 사멸을 유도하 으며 세포 내에서 활성 산소종(ROS)을 농도 의

존적으로 생성하고 세포 골격 붕괴를 야기하 다. 이러한 세포 사멸

은 세포막을 투과, 세포 내부로 α-synuclein이 이동하여 루이소체와 

유사한 단백 응축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며, 이러한 α-synuclein의 세

포 내 유입은 Rab5A라는 endocytosis에 관여하는 단백에 의존적으

로 일어남을 발견하 다. 또한 human neuroblastoma 세포주에 α

-synuclein을 과 발현시켰을 때 α-synuclein 단백이 세포 외부로 분

비되어 monomer 단백외에 oligomer가 형성됨을 관찰하 다. 또한 

MMP-3과 MMP-9는 α-synuclein의 과발현으로 세포 내 합성이 유

도되고 이 신경 세포주에 NO 생성을 유발하는 시약을 첨가하 을 

때 α-synuclein의 잘림 현상이 관찰되었다. 또한 MMP 억제제를 전

처리 하면 NO donor에 의한 α-synuclein의 잘림 현상이 억제됨으

로 보아 α-synuclein의 세포 외부에서 잘림도 MMP의 활성도와 관

련 있음을 암시한다. MMP-3와 MMP-9에 의해 잘린 α-synuclein은 

응축물 형성 속도가 잘리지 않은 단백과 비교하여 훨씬 빠르며 형

성된 응축물의 세포 독성도 잘리지 않은 단백과 비교하여 더욱 증

가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α-synuclein이 신경 세포 내부와 외부로 이동하여 

세포 외부에서는 MMP에 의해 잘려지며 파킨슨 환자에게서 보이는 

단백 침착물을 형성함을 보여 준다. 이런 연구를 바탕으로 관여하는 

분자 기전 연구 및 결합 단백 동정을 통해 세포 사멸 조절 인자를 

규명할 수 있다면 파킨슨병의 병인 기전 분석과 새로운 치료 기술 

개발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 되는 말 : α-synuclein, Rab5A, MMP, 파킨슨병, 루이 소

체, 퇴행성 신경계 질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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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신경계 질환에서 α-synuclein의 역할 

및 기전 연구

<지도교수 이종은>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성 지 

I. 서론

파킨슨병 (Parkinson‘s disease, PD)은 알쯔하이머 병 

(Alzheimer's disease, AD)과 함께 가장 흔하게 발생하는 퇴행성 신

경계 질환으로서 떨림, 근육 경직, 운동 완서 등의 특징적인 이상을 

보이는 대표적 운동 장애 질환이다.1 파킨슨병은 뇌의 흑색질 

(Substantia Nigra, SN)에서 신경 세포가 파괴됨으로써 신경 전달 물

질인 도파민의 결핍에 의하여 생기는 병으로 알려져 있다.2 파킨슨

병의 발병 요인은 명확히  알려져 있지 않지만 크게 환경적 요인과 

유전적 요인이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파킨슨병의 환경적 

요인은 과도하게 발생하는 활성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해 뇌의 특정 부분이 파괴되어 생긴다는 것이다.3 또한 이

병은 특정 약물이나 살충제에 노출된 사람들에게 많이 발병한다는 

보고4 등으로 보아 여러 환경적 요인이 파킨슨병 발병의 원인이 된

다고 알려져 있다. 파킨슨병의 유전적 요인은 가족력이 있는 파킨슨

병 환자들의 가계 유전자를 조사하여 이루어 졌는데 현재까지 5개 

정도의 유전자 변이 및 소실이 보고되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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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Chromosome Inheritance

α-synuclein 4 Autosomal dominant

parkin 6 Autosomal recessive

PARK3 2 Autosomal dominant

UCLH-L1 4 Autosomal dominant

DJ-1 1 Autosomal recessive

표 1. 현재까지 알려진 파킨슨병 병인 유전자 

파킨슨병의 병리적 현상으로 루이소체 (Lewy Body, LB)라고 

하는 단백질의 세포 내 축적이 나타나는데 루이소체는 파킨슨 병뿐

만 아니라 루이소체 성 치매 (dementia with Lewy body, DLB)에서

도 발견되고 있고 이 루이소체의 주 구성 성분이 α-synuclein 단백

이다 (그림 1).5,6

LB in Doparminergic Neuron 
in SN region of PD patient

Cortical LBs (arrow) and LNs (arrow head) in 
DLB

Brain Pathology 1999;9:657-661

그림 1. 루이소체의 주성분을 이루는 α-synuclein. 

α-Synuclein은 대표적인 비정형 구조 단백으로 중추 신경계에서 

특히 많이 분포한다.
5
  140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α-synuclein의 

카르복실 말단 부위는 산성 성질을 가진 아미노산들로 이루어져있

고, 아미노 말단 부위는 양측성 부위(amphipathic region)로 세포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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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잘 결합하는 성질을 갖고 있는데,
7
 이 아미노 말단 부위를 통해 

α-synuclein은 세포막과 결합 후 α-helix나 β-sheet 구조로 변형됨

이 알려져 있다 (그림 2).
8
  α-Synuclein의 생리적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으나 신경 가소성 혹은 신경 전달 물질 분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 하고,
9
 세포 내 단백질들의 폴딩 및 용해도를 조절하는 

chaperone 역할도 담당하리라 여겨지고 있다.
10
 

Cellular and molecular life sciences 2000; 57; 1984-1908

그림 2. α-synuclein의 구조 및 결합 단백질

최근 α-synuclein의 비정상적 응집과 세포 내 축적이 여러 다

른 퇴행성 신경 질환에서도 발견되고 비 아 로이드 베타 구성물

(non-amyloid β component, NAC)로 알려진 α-synuclein의 잘린 

조각이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뇌 세포 밖에서 amlyloid-β와 함께 침

착 됨이 알려져 있으나,
11
 이런 α-synuclein의 잘림과 세포 밖에서

의 축적에 관해서는 아직까지 그 기전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지 않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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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trix metalloproteinase (MMP)는 세포 외부에서 활성화되어 

세포 외부 기질 (extracellular matrix)을 재구성하고 배 발생 시 배

아의 형태를 이루거나 상처 부위의 조직 재생, 신생 혈관 형성, 뼈

의 재구성 등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병적인 상태에서는 암의 조

직 침윤이나 전이, 염증 반응을 야기하는데 중요 역할을 담당한

다.
12,13,14

 MMP 활성화는 세포 내부에서 전구체로 합성되어 세포 밖

으로 분비되고 세포 밖에서는 불 활성화 상태로 존재하거나,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에 의해 억제되어 있다가 세포 

외부의 신호, 염증 반응, 활성 산소종에 의해 활성화된다.
15
 최근 보

고에 따르면 여러 신경계 질환에 MMP 역할들이 보고되었는데, 뇌

허혈 시 MMP가 활성화되고 이 활성화에 의해서 뇌경색의 정도가 

더 악화된다는 보고도 있다.
16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MMP 

양 증가가  보고되었고
17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도 침착

된 Aβ의 생성에 MMP가 관여한다는 연구 결과도 발표되었다.
18
 

MMP가 뇌척수액에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과,
19
 α-synuclein이 신경 

세포 안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밖의 뇌척수액에서도 존

재한다는 것으로 보아 α-synuclein의 잘린 형태인 비 아 로이드 

베타 구성물 역시 MMP에 의해서 잘려져 형성될 가능성을 보여주

고 있다.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α-synuclein이 주위세포에 미치는 향

은  신경 세포에 정제한 α-synuclein 단백을 처리하 을 시에 세포 

사멸을 유도한다는 보고가 있고
20
 세포 내부에 α-synuclein을 과 발

현 시켰을 때 세포 내에서 활성 산소종의 양이  증가된다는 보고만 

있을 뿐
21
 구체적인 분자 기전은 아직 잘 연구가 되어 있지 않다. 또

한 α-synuclein의 절단 형태가 Aβ-plaque에 침착 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으나
22
 세포 외부에서 α-synuclein을 분해하는 효소에 대

해서는 명확하게 알려진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α-synuclein이 세포막과 결합하는 특성에 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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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세포막과 결합 내지는 세포막을 투과하는 현상을 자세히 규명

하고 이런 과정에 관여하는 조절 단백의 특성과 조절 기전을 연구

하고자 하 다. 또한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α-synuclein이 어떤 경

로에 의해 변형되는 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α-synuclein의 과 발

현 시α-synuclein 단백의 세포 밖으로의 분비 여부와 세포 밖에서 

비 아 로이드 베타 구성물 형성과 같은 단백 잘림 현상이 이루어

지는 지를 알아보고, 만약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면  MMP 활성도와

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조사하 다. 본 연구를 통하여 파킨슨병의 초

기 진행 시 α-synuclein의 세포 내 침착이 이루어진 후 주위에 있

는 다른 신경 세포의 생존 및 세포사멸에 미치는 향과 기전을 설

명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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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antibiotics, L-glutamine, transferine, G418, 

LipofectAMINE Plus, Trizol reagent, Superscript
TM
 II reverse 

transcriptase, randum hexa primer, methionine-free DMEM 들은 

Life Technologies (Gaithers burg, MD, USA) 에서 구입하 다. 

ampicilin, insulin, isopropyl β-D-1-thiogalatopyranoside (IPTG), 

aprotine, leupeptin,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sodium fluoride (NaF), sodium 

pervanadate (Na3V04), PMSF 들은 Sigma (St. Louis, MO, USA)에

서 구입하 다. Phospho-JNK 항체는 Promega (Madison, WI, 

USA), MMP-3 및 MMP-9 항체와 α-synuclein 항체는 BD 

Transduction Laboratory (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 다. 

N-terminal α-synuclein을 인식하는 항체는 Chemicon (Temecula, 

CA, USA), C-terminal α-synuclein을 인식하는 항체는 Zymed 

(South San Franscisco, CA, USA)에서 구입하 다. 
35
S-Methionine은 

NEN Life Science Product (Boston, MA, USA)에서 구입하 다. 

Invitrogen (Carlsbad, CA, USA)에서 구입한 진핵 세포 단백 발현 

벡터 pcDNA3에 human α-synuclein cDNA를 넣어 α-synuclein 

단백 발현 벡터를 제작하 다. Protein-A bead는 Amersham 

Biosciences (Piscataway, NJ, USA)에서 구입하 다. Anti 

mouse-FITC, anti-rabbit-Rhodamine, 5,6-chloromethyl-2',7- 

dichlorodihydro fluorescein diacetate (DCFH-DA), phalloidin-FITC

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egon, USA)에서 구입하 다.

2.. 쥐 해마 신경 세포 배양과 transfection

 흰쥐 태아에서 유래된 해마신경 배양 세포주 (H19-7)는 33℃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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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기능적으로 활성이 유지되고 39℃에서는 활성이 억제되는 온도

에 민감한 SV40 large T antigen을 발현하는 retroviral vector를 세

포 내 transduction함으로써 만들었다.
51
 H19-7 세포주는 T-antigen 

기능이 활성화되는 33℃에서는 epidermal growth factor (EGF)에 대

해 반응 성장이 이루어지고, T-antigen 기능이 비활성화되는 39℃에

서는 basic fibroblast growth factor (bFGF)에 대해 분화하는 특성을 

갖는다. 분화하지 않고 분열 성장하는 세포는 10% FBS와 50 μ

M/ml streptomycin, 50 U/ml penicillin을 포함하는 DMEM에 200 

μg/ml geneticin을 selective antibiotics로 사용하 다. 세포를 분화

시키기 위해서는 2 mM의 glutamine이 포함된 N2 배지에 48시간 

배양하여 준 후 10 ng/ml bFGF를 처리해 주었다.

Human neuroblastoma SK-N-BE(2) 세포주는 10% FBS와 50 μ

M/ml streptomycin, 50 U/ml penicillin을 포함하는 DMEM에서 배

양하 다. Transfection은 LipofecAMINE Plus reagent를 이용하여 

제공된 사용법에 따라 수행하고 48시간 후 transfection한 단백 발현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 다.

3. α-Synuclein 단백의 대장균 내 대량 발현 

 α-Synuclein의 cDNA 부위를 원핵 세포 발현 vector에 삽입한 

후, 대장균에 형질 전환 시켜 넣어 준 후 ampicilin을 포함한 LB 배

지에서 배양하 다. 600 nm 파장에서 흡광도 값이 0.6 이 될 때까지 

대장균 세포를 배양한 후 1 mM의 IPTG로 4시간 처리하여 α

-synuclein 단백 발현을 유도한 다음 원심 분리하여 얻어진 대장균

을  sodiun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와 Western 분석법으로 발현 여부를 분석하 다.

4. MTT 방법을 이용한 세포 생존율 측정

 Tissue culture plate에 H19-7 세포를 plating 하고 실험군에 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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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α-synuclein 발현 벡터를  transfection하 다. DMEM을 N2 배

지로 교체한 후 24시간 반응시키고 세포 생존률 측정을 위해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추출을 수행하 다. 5 mg/ml MTT stock solution을 250 μl 

세포 배양액을 포함하는 24 well plate에 각각 첨가하여 37℃에서 2

시간 배양 한 후, 20% SDS와 50% N,N-dimethyl formamide가 함유

된 250 μl extraction buffer를 첨가하고 formazan을 37℃에서 20시

간 이상 용해시킨 후 ELISA read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최고 흡광도를 측정, 세포 생존

율을 측정하 다.

5. 세포 내 활성 산소종 측정 

세포내의 활성 산소종 측정을 위해 신경 세포에 일정량의 

recombinant α-synuclein 단백을 처리 한 후에 HEPES-buffered 

saline으로 씻어 주었다. 5 mM의 5,6-chloromethyl-2',7'-dichlorodi 

hydrofluorescein diacetate (CM-H2DCFDA)를 세포에 5분간 첨가하

고 암소에서 배양한 다음, 세포 내의 활성 산소종에 의해서 산화되

어 형광을 나타내는 dichlorodihydrofluorescein (DCF)의 양을 

confocal microscopy (Leica, TCS NT system)로 관찰하 다. 

6. 면역침전과 Western blot 분석

 H19-7 세포주를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하고, 

lysis buffer (1 mM PMSF, 50 μg aprotinin, 50 μM leupeptin, 1 

mM NaF, 1 mM Na3VO4, 50mM Tris-HCl, pH 7.5, 150 mM NaCl, 

1% Triton X-100)로 세포액을 추출하 다. 단백 정량은 Bradford법

을 이용하 고, 정량한 동일 양의 단백질이 포함되게 한 후 분리해

내고자 하는 단백의 항체를 넣어 4℃에서 overnight 반응시키고 

10% Protein-A bead (Amersham Pharmacia Biotech, UK)를 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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넣어 4℃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 bead를  lysis buffer로 

씻어준 후 sample buffer를 첨가하여 5분간 끓이고 SDS-PAGE를 거

쳐 단백을 분리하 다. 시료를 각 well에 loading한 후 전기 동을 

실시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에 단백질을 이동시켰다. 5% 

non-fat dry milk에 1시간동안 반응시켜 비 특이적인 단백질의 결합

을 배제시키고, 확인하고자 하는 단백의 1차 항체를 4℃에서 

overnight 반응시켰다. 0.1% Tween-20이 함유된 Tris-buffered saline 

(TBS)으로 단백 전이 막을 세척한 후 발색반응을 일으키는 효소가 

부착되어 있는 2차 항체를 4℃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같은 용

액으로 세척하 다. 발색 반응은 ECL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 UK)을 이용한 후, X-ray 필름에 노출하여 확인하 다.

7. Zymogram을 이용한 MMP 활성도 측정법 

 α-Synuclein을 과 발현시키고 24 시간 후에 Centricon 

(Millipore Inco. Bedford. MA, U.S.A)으로 염을 제거하고 농축하여 

얻은 시료를 0.2% gelatin이 들어있는 SDS-PAGE에 걸어 분리하

다. 분리한 젤을 0.5% Coomassie 염색 용액으로 단백질을 염색하고 

탈색용액 (30% methanol, 10% acetic acid)로 destaining 시킨 후 

gel의 band를 관찰, MMP 활성도를 조사하 다.   

 

8. 면역 염색법

배양 세포를 PBS로 씻어준 다음 4% paraformaldehyde 용액에서 

고정하고, 0.2% Triton X-100 용액으로 침윤시켰다. 1% bovine 

serum albumin (BSA) 용액으로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하

다. 이후 1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고 PBS로 씻어준 

후 fluorescence dye가 붙어 있는 2차 항체를 넣어 4℃ 에서 1시간 

배양하 다. 배양 후 PBS로 충분히 씻어 주고 90% glycerol로 

mounting하고 세포를  sealing 한 후 형광 현미경 (IX 71, Olymp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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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kyo, Japan)으로 발현 단백을 관찰하 다.

9. Metabolic labeling

H19-7 세포에서 새로운 α-synuclein의 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

해  배지를 methionine이 없는 DMEM으로 3시간 동안 바꿔주고 50

μCi/ml [
35
S]-methionine의 동위원소를 첨가 후 6시간 동안 배양하

다. 세포를 cold PBS로 씻어 준 뒤 lysis buffer를 사용하여 세포 

추출물을 얻고 동량의 단백질을 포함하는 추출액에 α-synuclein 항

체를 넣어 4℃에서 overnight 반응시키고 10% 농도의 30 ㎕ 

Protein-A bead를 넣어 2시간동안 4℃에서 반응시켰다. 반응 후 

bead를 lysis buffer로 충분히 씻어준 후 전기 동을 실시하여 단백

을 분리해 내고 [
35
S]-methionine이 표지된 α-synuclein 단백을 

autoradiography로 확인하 다.

10. RNA 추출과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RT-PCR). 

Total RNA는 Trizol reagent를 이용하여 H19-7 세포에서 뽑아 

정량하고 2μg의 total RNA로부터 random hexaprimer와 

SuperScript
TM
 II reverse transcriptase를 사용하여 cDNA를 만든 뒤

에 human MMP-3과 MMP-9의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하 다. 9

4℃에서 3분간 초기 변성을 하고 증폭 반응은 94℃ 30초, 62℃ 1분, 

72℃ 1분으로 30 cycle을 수행하 으며 최종 안정화 반응은 72℃ 10

분 동안 시행하 다.  MMP-3의 5‘-primer는 ATTATACAC 

CAGATTTGCCAAAAGA, 3’-primer는 AAAAGAACCCAAATTC 

TTCAAAAAC, MMP-9의 5‘-primer는 TACCTCTACCGTTATGGTT 

ACACTC, 3’-primer는 ACTTCTTGTG CGTGTCAAAGT TC를 사용

하 다. PCR 반응 산물의 크기는 각각 500 bp 이 다.    

11. 전자 현미경 시료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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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19-7 세포 주에 bacteria recombinant α-synuclein을 처리하고 

30분 경과 후 0.2% glutaraldehyde와 paraformaldehyde로 전 고정 

및 1.33% OsO4로 후 고정하고 알코올로 탈수 후 propylene oxide로 

치환하여 Epon 혼합액에 포매 하 다. 초박 절편을 만들어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중 염색하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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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1. 외부에서 처리한 α-synuclein의 신경 세포 투과 효과 검색

 먼저 대장균에서 발현되어 정제한 α-synuclein 단백을 각각 5, 

10, 30 μM의 농도로 H19-7 신경 세포와 도파민성 신경 세포의 배

양액에 첨가한 후 24 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조사해본 결과 두 세

포주 모두 농도에 비례하여 세포 사멸이 증가하 다. 특히 30 μM

의 α-synuclein을 처리하 을 때 최대 50%의 세포 사멸이 일어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3A).

α-Synuclein에 의한 세포 내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α-synuclein 

처리 후 세포 내에서 활성 산소종의 생성 여부를 조사하 다. 10 μ

M α-synuclein을 처리한 후 30분 부터 세포 내부에서 활성 산소종

이 발생하여 60분까지 지속됨을 확인 할 수 있었고 (그림 3B), α

-synuclein 처리 후 6시간 후에 세포의 주된 골격 단백인 actin 구조

가 붕괴되는 것을 actin 항체에 의한 면역 염색법으로 확인하 다 

(그림 3C). 이때 세포 내부의 MAP kinase 활성도를 조사해본 결과 

스트레스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되어 세포 사멸 신호를 전달하는 

c-Jun N-terminal kinase (JNK)가 α-synuclein 처리 후 1시간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하여  6시간 후에 JNK가 가장 많이 활성화되고 그 

후 점차 감소함을 확인하 다 (그림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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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15 min

30 min 60 mi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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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α-synuclein에 의한 세포 사멸 유도 및 세포 내 독성효과 

A. H19-7 세포에 정제한 α-synuclein을 각각 0, 5 μM, 10 μM, 30 μM의 농도

로 처리한 다음 24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MTT 분석법으로 분석하 다. B. 10μM 

α-Synuclein을 H19-7 세포에 처리한 후 일정 시간마다 세포 내부에서 생성된 활성 

산소종의 양을 confocal microscopy로 측정하 다. C. 10μM α-synuclein을 H19-7 

세포에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에 actin에 결합하는 FITC-phalloidin으로 actin 구조



- 16 -

를 관찰하 다. D. 세포에 10μM α-synuclein 을 처리한 후 일정 시간마다  세포 

lysate를 모아 SDS-PAGE에 걸어 phospho-JNK 항체로 Western blot을 수행하 다. 

다음으로 외부에서 처리해 준 α-synuclein의 세포 독성 효과가 

세포내의 α-synuclein의 양 혹은  발현 위치 변화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α-synuclein 단백을 세포 외부에 처리한 

후 세포 내의 α-synuclein의 발현 변화 여부를 조사하 다. H19-7 

세포에 10 μM α-synuclein 처리 후 세포막 성분과 세포질을 각각 

분획 하여 조사해본 결과 세포질 내의 α-synuclein의 양이 처리 후 

1분부터 크게 증가하는 것을 발견하 다 (그림 4A). 이러한 세포 내 

α-synuclein의 빠른 증가가 세포 내에서 새로운 α-synuclein 단백 

합성의 결과인지 혹은 외부에서 단백이 세포 내로 유입 됬는지 여

부를 확인 하기 위해 metabolic labeling 방법으로 세포 내의 α

-synuclein을 동위 원소로 표지 하여 autoradiography를 통해 알아

보았다. 표지된 α-synuclein이 자극 후에 세포 내에서  검출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세포 내에서 α-synuclein 단백의 새로운 합성은 일

어나지 않고 세포 내에 증가한 α-synuclein 단백은 세포 외부에서 

처리해준 것이 세포 내부로 들어간 것임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

다 (그림 4B). 뿐만 아니라 α-synuclein을 처리한  세포 안에는 α

-synuclein 단백이 세포질, 핵 내에 균일하게 발현되는 것이 아니라 

α-synuclein 단백의 원형 침전물 형태로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그림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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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세포 내로 투과되어 들어가는 α-synuclein 확인 

A. 10μM의 α-synuclein을 H19-7 세포에 처리한 다음 lysis buffer로 세포를 깨고 

세포질 부분과 세포막 부분을 원심분리기로 나누었다. 각 분획을 15 % SDS-PAGE

에 내린 후 α-synuclein  항체로 Western blot을 하여 세포 내의 α-synuclein의 

양을 조사하 다. B. H19-7 세포의 배지에 10μCi/mL의 [35S]-methionin을 24 시간 

동안 배양하여 단백질을 표지 한 다음 세포 안의α-synuclein의 양을 Western blot 

분석법으로 확인하 다. C. H19-7 세포에 10 μM의 α-synuclein을 처리한 다음 30

분 후 세포를 고정하고 α-synuclein 항체로 면역염색을 하여 세포 내의 α

-synuclein의 존재와 분포를 확인하 다.

세포 안으로 투과한 α-synuclein이 세포 내에서 형성한 단백 침

착물이 파킨슨 질환의 뇌조직에서 관찰되는 루이 소체 구성 단백들

과 직접 결합되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세포 외부에서 처리하여 

생성된 α-synuclein 침착물과 루이 소체 구성 단백인 

synaptophysin, tau, ubiquitin 들과의 결합을 면역 침전 및 면역 염

색법을 통해 확인하 다 (그림 5). α-synuclein이 세포 내부의 루이 

소체 구성 단백질과  결합함을 관찰함으로써 세포 내에 형성된 α

-synuclein 응축물의 구성이 루이 소체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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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α-synuclein과 루이 소체 구성 단백질의 결합 

A. H19-7 세포에 10μM α-synuclein을 처리하고(+) 30분 후에 세포를 lysis 하여 

α-synuclein, synaptophysin, tau, ubiquitin 항체로 각각 면역 침전을 한 후 α

-synuclein 항체로 Western blot을 하 다. B-D. α-synuclein을 처리하고 30분 후 

각각 α-synuclein과 ubiquitin 항체로(B),  α-synuclein과 synaptophysin 항체로

(C), α-synuclein과 Tau 항체로(D) 면역 염색을 수행하 다.  

이상의 결과로 해마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세포 사멸 시 변화가 

외부의 α-synuclein의 세포 내 유입에 의한 결과로 일어남을 확인

하 고 여기에 관여하는 기전을 더 자세히 밝히기 위해 세포 배양

액에 α-synuclein 단백을 처리한 후 전자 현미경 (electron 

microscopy, EM)을 통해 시간에 따른 세포 내부의 변화를 관찰하

다. 처리 후 5분부터 세포 표면에 microvilli 구조가 형성되고 세포 

내부에 vacuole과 유사한 endosome의 형성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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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α-synuclein을 처리한 H19-7 세포의 전자 현미경 사진 

H19-7 세포에 정제한 α-synuclein 10μM을 처리한 다음 5분, 30분 후 세포를 4% 

paraformaldehyde와 glutaldehyde로 고정하여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세포 표면에 형성된 microvili나 세포 내부의 endosome 형성이 

endocytosis에 의존적인 기전으로 α-synuclein이 세포 안으로 들어 

갈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이런 세포 내 단백 수송에 관여하

는 조절 단백을 확인하기 위해 신경계 질환시 세포 내 단백의 

endocytosis 기능과 관련된 단백들을 조사해 본 결과, 신경아교세포 

안의 단백 응집이나 다발성 경화증 환자의 뇌세포 안에서 발견되는 

단백 응축물 구성 성분 중에서 Rab5A라는 endocytosis 조절 단백이 

존재가 보고되었다.38 Rab5A는 small-GTP 결합 단백으로 세포 내의 

endocytosis로 형성된 endosome을 이동시키는데 관여한다.39 이런 

보고를 근거로 α-synuclein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데 Rab5A가 관

여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기 위해 α-synuclein을 세포 외부에 처리하

을 시에 세포 안으로 들어가 세포 내부의 Rab5A와 결합하는 지

를 면역 침전법과 면역 염색법을 통해 확인하 다 (그림 7). 실험 결

과 세포 내부의 Rab5A와 세포 안으로 들어간 α-synuclein이 선택

적으로 결합하고 (그림 7A), 세포 내에서도 두 단백의 발현 위치도 

동일함을 알 수 있었다 (그림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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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α-synuclein과 Rab5A의 specific binding 

A) 10μM의 α-synuclein을 H19-7 세포에 30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lysis 

buffer로 깨고 면역 침전법을 이용하여 Rab5A와 α-synuclein의 결합을 조사하

다. B)α-synuclein을 30분간 처리한 후 생성된 응축물에 Rab5A가 존재하는지를 

immunohistochemistry 수행한 후 형광 현미경으로 세포 안의 Rab5A와 α

-synuclein의 결합을 확인하 다. 

세포 안으로 α-synuclein이 투과하여 들어가는데 Rab5A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면 Rab5A의 단백 수송 기능을 억제시켰을 때에는 

α-synuclein에 의한 세포 독성 효과나 세포막 투과 효과는 억제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Rab5A의 활성화에 필수 적인 

GTP 결합에 필수적인 34번째 아미노산인 serine 잔기를 asparagine

으로 치환한 돌연변이 발현 벡터를 준비하 다. 이것을 세포에 과발

현 한 후 recombinant α-synuclein 단백을 처리하 을 때 세포 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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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효과가 저해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8A). 이는 α

-synuclein의 세포내 유입이 돌연변이 단백 Rab5A에 의해 저해되었

기 때에 α-synuclein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독성이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돌연변이 단백을 발현시키지 않은 세포와 비교해서 세포

질 안에서 발견되는 α-synuclein의 양이 감소하고 세포막에서 관찰

되는 α-synuclein의 양이 증가한 것은 α-synuclein이 세포막에 결

합한 후 세포질 내부로 들어가는 것이 억제되어 세포막에 남아 있

기 때문이란 것을 Western blot과(그림 8B) 면역염색법을 통해 증명

하 다 (그림 8C). 이상의  결과로  α-synuclein을 세포 안으로 들

어가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데 수송 단백인 Rab5A가 중요 역할을 

수행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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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Mutant Rab5A가 α-synuclein의 세포 독성과 endocytosis에 미치는 효

과 

A. H19-7 세포에 34번째 serin을 alanine으로 치환한 mutant S34N Rab5A 

(mRab5A)의 DNA 2㎍을 transfection 지 24시간 후 10 μM의 α-synuclein을 처리

한 다음(α-Syn) 24시간 후 세포 생존율을 대조군(C)에 비교하여 MTT 분석법으로 

구하 다. B. 세포에 S34N Rab5A의 DNA를 transfection 하고 24시간 후 10 μM 

α-synuclein을  30분 동안 처리한 후 세포를 lysis buffer로 깬 다음 lysate를 초고

속 원심분리를 하여 세포질 부분과 세포막 부분으로 나누어 15 % SDS-PAGE를 걸

어 각 부분에 존재하는 α-synuclein의 양을 확인하 다. C. S34N Rab5A의 DNA

를 H19-7 세포에 transfection 하고 24시간 후 10 μM의 α-synuclein을 처리한 다

음 세포를 4% paraformaldehyde로 고정하고 면역 염색법을 수행하여 세포 내부의 

α-synuclein의 위치를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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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내 α-synuclein 과 발현 유도시 세포 외부로 분비 여

부 확인 및 α-synuclein의 변형 조사.

α-Synuclein의 잘린 형태인 61번에서 95번까지의 펩타이드 조각

이 알쯔하이머 환자들에게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senile plaque에  

amyloid β와 같이 침착 되어 있는 것이 알려져 있지만 α

-synuclein이 세포 밖  뇌척수 액에 어떻게 분비되는지, α-synuclein

을 자르는  효소 및 특성에 대해 아직 명확하게 알려져 있지 않다. 

이러한 α-synuclein 분비 및 잘림 현상을 자세히 규명하기 위해 α

-synuclein을 SK-N-BE(2) human neuroblastoma 세포주에 과 발현

시켰을 때, 세포의 생존율 변화와 세포 외부로 α-synuclein이 분비

되는지 여부를 조사해 보았다. α-Synuclein을 모델 세포주에 과 발

현시킨 후 48시간 후 세포 생존율이 60% 정도로 떨어지고 (그림 

9A), 세포에 과 발현시킨 α-synuclein이 세포 내부에서 발현하는 것 

이외에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세포 배양액에 존재하며 α-synuclein

은 단일 형태뿐만 아니라  polymer 상태로도 존재하고 있음을 관찰

하 다 (그림 9B). 그러나 plaque에서 보이는 것 같은 α-synuclein 

단백질의 절단물을 관찰 할 수는 없었다(그림 9C). 파킨슨병 환자들

의 뇌 조직에서 많이 발견되는 활성 산소종의 생성은 뇌 흑질 부분

의 신경 세포 사멸을 유도함이 알려졌고,
21  
활성 산소종에 의한 세

포 사멸이 파킨슨병의 발병 요인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다음으로  

SK-N-BE(2) 세포에 활성 산소종 생성을 유도한 다음 α-synuclein의  

분비 및 잘림 여부를 관찰하 다. NO donor로 알려진 SIN-1을 세

포에 처리한 후  세포  밖으로 분비되는 α-synuclein의 잘림 여부

를 조사해보니 α-synuclein 과 발현 후 24 시간 후에 30μM, 100μ

M의 SIN-1을 6시간 동안 처리하자 세포 밖으로 분비된 α

-synuclein이 18kDa에서 대략 8kDa으로 잘림을 확인하 다. NO에 

의해 활성화되는 단백 분해 효소로 최근에 protease로 matrix 

metalloproteinase (MMP)가 보고되었는데,
48
  NO에 의해서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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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MMP에 의해 α-synuclein의 절단 가능성을 조사하기 위해 

MMP 억제제를 세포주에 처리하여 세포 외부에서 MMP 활성도를 

억제시킨 후 SIN-1을 처리하여 α-synuclein의 절단 여부를 확인해

보니, SIN-1 처리에 의하여 α-synuclein의 잘림이 MMP 억제제를 

처리하 을 때에는 억제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9D). 이 결과

로 NO donor 처리 시 분비된 α-synuclein의 잘림 현상이 세포 외

부에서 MMP에 의해 매개됨을 간접적으로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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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 S30 Cont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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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Cont Syn+SIN-1  Cont Syn+SIN1  

MMP Inhibitor

α-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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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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α-Syn
(partial)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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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processing되는 α-synuclein 확인

A. α-synuclein plasmid 2㎍을 SK-N-BE(2) 세포에 과 발현시킨 후 24 시간 후에 

세포 생존율을 대조군(vector)과 비교하여 MTT 분석법을 통해 확인하 다. B.      

α-synuclein이 과발현 된 SK-N-BE(2) 세포의 배양 배지를 48시간 후 모아 농축한 

다음 배지에 포함된 α-synuclein의 양을 SDS-PAGE와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하

다. C. 과발현 후 배지로 release되는 α-synuclein을 시간 별로 모아서 확인하

다. D. vector만 넣어 준 대조군 (Cont)과α-synuclein을 과발현 시킨 군 (Syn), NO 

donor인 SIN-1을 30μM (S30), 100μM (S100)의 양으로 각각 24 시간 동안 처리하

여 준 것의 배지를 각각 모아 농축시킨 다음 α-synuclein의 절단 여부를 15% 

SDS-PAGE와 Western blotting으로 확인하 다. E. 대조군(Cont), α-synuclein 과발

현군(Syn)에 MMP inhibitor II를 1μM의 농도로 전 처리한 후  SIN-1 100μM을 

처리한 군에서의 α-synuclein의 잘림 여부를 조사하 다.     

이상의 결과로 과발현된 α-synuclein이 세포막을 투과하여 세포 

밖으로 분비되고 NO 생성 조건시 활성화 된 MMP에 의해 α

-synuclein 잘림이 일어 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실제로 알

쯔하이머 환자의 뇌조직에서 형성되는 plaque에서 비아 로이드 베

타 구성물과 함께  MMP-9가 발견되고 MMP-3 역시 알쯔하이머 환

자의 뇌 조직에 특징적으로 많이 분포한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에 

α-synuclein이 특정 MMP, 예를 들어 MMP-2, MMP-3과 MMP-9, 

MMP-14 등에 의해 잘려지는지의 여부를 조사하 다. 정제한 α

-synuclein과 MMP-3, MMP-14를 37℃에서 배양한 후 SDS-PAGE를 

통해α-synuclein의 아미노 말단 부분을 인지하는 항체와 카르복실 

부분을 인지하는 항체를 가지고 Western blot 분석을 시행하 다 

(그림 10). MMP-14에 의해서는α-synuclein의 잘림은 관찰되지 않았

으나 MMP-3에 의해 α-synuclein이 N-terminal 부분이 있는 8 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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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 크기의 펩타이드 조각으로 잘리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N-terminal

S   S+MMP3   MMP14 

α-synuclein

α-synuclein

~ 8 KDa

C-terminal

A

B

S   S+MMP3   MMP14 

N-terminal

S   S+MMP3   MMP14 

α-synuclein

α-synuclein

~ 8 KDa

C-terminal

A

B

S   S+MMP3   MMP14 

그림 10. MMP-3에 의한 α-synuclein의 절단

A. 정제한  2㎍ α-synuclein 단백질과 100 ng MMP-3 및 MMP-14 효소를 PBS 

(pH 7.4), 37℃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 다음 15% SDS-PAGE에 걸어 blotting 하고 

아미노 말단 부위를 인식하는 항체와, B. 카르복실 부분을 인식하는 α-synuclein 

항체를 사용하여 잘린 α-synuclein fragment를 확인하 다.   

동일한 방법으로 MMP-2 및 MMP-9에 의해 α-synuclein의 절단 

여부를 확인하여 보니 α-synuclein이 MMP-2에 의해서는 잘리지 않

고 MMP-9에 의해서만  잘리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1). 

또한 MMP-9에 의해 잘리는 α-synuclein의 부위를 자세히 확인하기 

위하여 peptide sequencing을 수행하여 보았는데 (그림 11), 분석 결

과 α-synuclein의 62번째 아미노산인 루타민 잔기와 67번째 아미

노산인 라이신 잔기에서 잘라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

과를 통해 α-synuclein이 MMP-3과 MMP-9에 의해 in vitro에서 잘

라짐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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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MMP-9에 의한 α-synuclein의 절단과 절단 면 확인  

A. 정제한 α-synuclein 2㎍과 MMP-2를 농도별로 배양하 을 때  α-synuclein의 

잘림이 일어나지 않음을 확인하고 B. MMP-9와 α-synuclein을 배양하 을 때는 2

부분으로 잘리는 것을 확인하 다. C. MMP-9에 의하여 잘리는 α-synuclein의 site

를 확인하기 위하여 MALDI-TOF 방법을 통해 알아보았다 이 때 잘리는 α

-synuclein의 크기가 6.76 KDa, 6.29 KDa인 것을 알 수 있었고 잘리는 site는 62번

째와 67번째임을 알 수 있었다.

다음으로  SK-N-BE(2) 세포에 α-synuclein을 과발현시킨 다음 세

포 내의 MMP-3와 MMP-9의 발현 변화를 RT-PCR을 통해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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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림 12A). α-Synuclein을 세포에 과발현시켰을 때 세포 내부에

서 MMP-3와 MMP-9의 mRNA 발현 양이 과 발현 6시간 후부터 증

가하 고, 발현이 증가한 MMP-3와 MMP-9의 mRNA가 세포 외부

에서 단백 합성 후 효소 활성화도가 증가됨을 세포 배양 배지에 포

함된  MMP-9의 활성도를 측정하는 zymogram와  MMP-3의 

Western blot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림 12B, C). 다음으로 이

러한 MMP의 활성이 NO에 의해 활성화되는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NO donor인 SIN1을 처리하여 세포 밖에서 활성화 된 MMP-3과 

MMP-9의 활성도를 Western blot과 zymogram 방법으로 조사해 보

니, SIN-1에 의해서  MMP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고 (그림 12 D), NO donor 처리에 의한 MMP의 활성화는 

광범위한 MMP 방해제인 MMP inhibitor II complex를 전처리 하

을 때 억제되는 것을 확인  하 다. 이상의 결과로 과 발현 된 α

-synuclein이 모델 신경 세포주에서 MMP-3와 MMP-9의 발현을 증

가시키며 단백의 활성도도 촉진  함을 알았고, 이런 MMP의 활성화

는 NO에 의해서도 일어나며 MMP 억제제에 의해서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C          S            C           S  
  MMP3                MMP9  

RT-PCR 6hr after transfection 

Actin  

A

 C          S            C           S  
  MMP3                MMP9  

RT-PCR 6hr after transfection 

Actin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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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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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yn       C   Sy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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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Syn      C     C+Syn+SIN-1

MMP Inhibitor

MMP-3 MMP-3

D E

MMP-9 MMP-9

그림 12. α-synuclein의 과 발현 후 세포내의 MMP 발현 증가와 세포 외부의 

MMP의 활성도 측정  

A. 세포에 MMP의 발현 양을 조사하기 위해 α-synuclein plasmid 2㎍을 

SK-N-BE(2) 세포에서 과발현 시키고(S) 6시간 후, 벡터만 넣어준 대조군(C)과 함께 

RNA를 추출하여 MMP-3 와 MMP-9의 RT-PCR을 수행하 다. 동량의 조건임을 확

인하기 위해 β-actin으로 PCR을 수행하 다. B. MMP-9의 활성화 정도를 조사하기 

위해 대조군(C)과 α-synuclein 과발현 군 (Syn)에서 과발현시키고 48시간 후 세포 

배지에 포함된 활성화된 MMP-9의 양을 zymogram 방법으로 조사하 다. C. B와 

동일한 조건에서 활성화된 MMP-3의 양을 Western blot으로 조사하 다. D. 대조

군(C)과 α-synuclein 과발현군(Syn), 거기에 No dornor인 SIN-1 100μM을 24 시간 

동안 처리한 군들의 MMP-3, MMP-9의 활성도를 조사하 다. E. 대조군과(C) α

-synuclein 과발현군(Syn), 24시간 후 MMP Inhibitor II 1μM을 24시간 동안 처리

한 군들의 MMP-3, MMP-9의 활성도를 조사하 다.    

 

α-Synuclein 단백의 잘림이 실제로 루이 소체 형성에 향을 미

치는지 조사하기 위해 MMP-3로 α-synuclein을 in vitro에서 반응 

시킨 후 반응물의 침전 형성 정도와 생성된 응축물의 신경 세포 독

성 효과를 검사하 다 (그림 13). 10μM α-synuclein만을 배양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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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α-synuclein과 MMP-3를 함께 37℃에서 1시간 동안 배양하여 잘

라진 α-synuclein을 인위적인 단백 응축 형성 조건에서 배양시키고 

응축물 생성 정도를 260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해 조사해보

니 MMP-3에 의해 잘려진 α-synuclein이 응축물 형성 정도가 잘려

지지 않은 α-synuclein의 응축물 형성 정도 보다 2배정도 많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3A). 이때 생성된 응축 물을 SK-N-BE(2) 세

포에 처리하고 24 시간 후에 세포 독성 정도를 MTT 분석법을 통하

여 알아보았다 (그림 13B). MMP-3에 의해 잘려진 α-synuclein의 응

축물의 세포 독성이 잘리지 않은 α-synuclein의 응축물에 의한 세

포 독성이 40% 정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MMP에 의해 잘린 후 

생성된 α-synuclein 응축물의 독성 변화가 응축물 구조와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응축물의 구조를 조사해 

보니 MMP-9 에 의해 잘린 후 생성된 α-synuclein의 침착물 구조가 

잘리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현저하게 다른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는데(그림 14), 이러한 응축물 구조 변화가 세포 독성에 

향에 미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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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13. MMP-3에 의한 α-synuclein의 절단이 응축물 형성에 미치는 효과 

및 세포 독성 변화

A. 정제한 α-synuclein을 37℃에서 흔들면서 7일 동안 배양하여 α-synuclein 응축

물을 만들고(synuclein), 정제한 α-synuclein과 MMP-3을 3시간 동안 배양하여 자

른 다음 70℃에서 5분간 처리한 다음 37℃에서 흔들면서 7일 동안 배양하여 α

-synuclein 응축물을 만든(MMP-synuclein) 다음 28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

해 응축물의 생성 정도를 비교하 다. B. 위의 방법으로 응축물을 만든 후 100℃에

서 2분간 끓이고 이를 SK-N-BE(2) 세포에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Cont), 

synuclein , synuclein-MMP 각각 처리한 다음 24시간 후 세포 생존률을 MTT 분석

법으로 분석하 다.   

 

w/o MMP- 9 w/ MMP-9
A B

w/o MMP- 9 w/ MMP-9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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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MMP-9에 의해 잘린 α-synuclein의 응축물 구조 변화

A. 정제한 α-synuclein(W/O MMP-9)을 37℃에서 배양하여 인위적인 응축물을 형

성  시키고 생성된 응축물의 구조를 전자 현미경(EM)으로 관찰하 다.  B. MMP-9

에 의해 잘린 α-synuclein의 응축물(W/ MMP)을 37℃에서 배양하여 인위적인 응

축물을 형성시킨 후 생성된 응축물의 구조를 전자 현미경(EM)으로 관찰하 다.

다음으로 실제 파킨슨병에서 MMP-3 및 MMP-9의 양의 변화 

및 활성화 여부와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하여 신경 독소인 MPTP를 

주입해 파킨슨병의 특징적인 운동 장애가 나타나고 중뇌 흑색질의 

도파민성 신경 세포가 소실되는 파킨슨 질환 쥐 모델에서 MMP-3 

및 MMP-9의 양 변화를 측정하 다. 40μg/kg의 MPTP를 흰쥐의 

선조체(stiratum)에 주입한 후 뇌 조직을 얻어 MMP-3과 MMP-9 단

백의 양의 증감을 조사해보니 MPTP를 주입한 흰쥐의 뇌 조직에서 

MMP-3과 MMP-9의 발현 양이 MPTP를 주입하지 않은 부위와 비교

하여 증가하 음을 관찰하 다 (그림 15).

MMP-3 

Cont MPTP injection

MMP-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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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파킨슨병 쥐 모델에서 MMP 발현의 증가

 40 μg/kg의 MPTP를 흰쥐 뇌의 좌측 선조체에 microinjection으로 주입한 다음 7

일 후 렛드의 뇌 조직을 꺼내어 고정한 다음 잘라서 MMP-3와 MMP-9 항체로 면

역 염색을 하여 MPTP를 주입하지 않은 쪽의 발현 양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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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I. 외부에서 처리한 α-Synuclein의 신경 세포 투과 효과 검색 

α-Synuclein은 신경 말단 부위에 풍부하게 존재하는 단백으로 

세포질 내에서 파킨슨 질환의 뇌 세포 내에서 루이 소체를 구성하

는 주요 성분이다
23.
 파킨슨병의 병인 단백 유전자로 최초 발견된 α

-synuclein은 노인성 치매 환자의 뇌에서 amyloid와 함께 형성된 

senile plaque에서 처음 관찰되었으나
24
 그 형성 기전이나 세포 외부

에서 응축된 α-synuclein이 주위 세포 생존에 미치는 향은 아직 

잘 밝혀져 있지 않다. α-Synuclein의 세포질 내에서의  과도한 축적

이 파킨슨병 환자의 뇌 세포에서 많이 발견되는 사실과, 세포 내부

에서 응축된 α-synuclein에 의해 신경 세포 사멸이 유도되고,
25
 파

킨슨병 환자의 뇌척수액에 존재하는 α-synuclein에 대한 보고로
26
 

보아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α-synuclein이 세포 내부 및 세포 생존

에 향을 주리라 생각되어 진다. 이런 사실들을 바탕으로, 본 연구

에서는 먼저 세포 외부의 α-synuclein이 세포 내부 및 세포 생존율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세포 외부에 정제한 α-synuclein 단

백을 과량 처리하 을 때 세포 내부에 루이 소체와 유사한 단백 응

축물이 형성되어 세포 사멸을 유도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었고 (그

림 1), 과도한 양의 α-synuclein은 세포 안으로 빠르게 운반되고 세

포 독성을 나타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하여 내부에서 

형성된 α-synuclein의 침전물인, 루이 소체가 세포 외부로 노출되어 

주위 세포들에 향을 미쳐 퇴행성 신경 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가

능성을 보여 주었다. 이와 비슷한 예로 헌팅톤병은 헌팅틴이라는 단

백질의 polyglutamine 잔기들이 계속 생성됨으로  단백질의 비정상

적인 응축이 일어나 이로 인해  발생하는 퇴행성 신경계 질환인데,
27
 

이 질환에서도 세포질 내에서 생성되는 응축물이 세포 핵 안에서도 

발견되고,
28
 알쯔하이머병 환자와 다른 퇴행성 신경계 질환을 가진 

환자의 뇌척수액에서도 Tau 단백의 검출이 보고되었다.
29
 이런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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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들로  단백들의 세포 내, 혹은 세포 사이의 비정상적 이동과 응

축이 퇴행성 신경계 질환들에서 중요한 병인이 됨을 뒷받침 해준다.  

  파킨슨병의 발병 원인 중 하나인 활성 산소의 과다 생성은 선택

적으로 대뇌 흑질 부위의 신경 세포를 파괴하는데, 본 실험에서도 

α-synuclein을 세포에 처리하 을 때 세포 내부에서 활성 산소종의 

생성이 유도되었다 (그림 1). 이런 과도한 활성 산소종 생성은 파킨

슨병에서 보이는 단백 응축물의 주성분인 α-synuclein이 nitration되

게 하는 주요 원인이고,
31
 nitration이 된 α-synuclein은 구조 변형을 

통해  응축물 생성 속도가 증가하고 세포 내에서 분해되지 않는 형

태로 변형됨으로써
32
 세포 독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또

한 활성 산소종은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의 기

능 소실을 야기하고,
33 
이러한 현상은 항산화제를 처리하 을 때 파

킨슨병에서 보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소실이 억제되는 것을 통

해 활성 산소종의 생성이  파킨슨병 발병의 주 요인이 됨을 알 수 

있다
34
. 

현재까지 α-synuclein 단백의 세포 내 기능에 대한 연구로는 첫 

번째 신경 세포의 물질 수송 단백질의 생성에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고 시냅스의 vesicle과 결합한다는 보고가 있다.
35
  두 번째로 세포

막의 지질과 결합하여 세포막에 위치하는 효소인 phopholipase D2 

(PLD2)의 기능을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 다.
36
 PLD2는 막 지질의 

분해를 조절하여 막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37
 α-synuclein이 지

질의 대사를 조절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세포막에서 수용 단백질과 

결합한 α-synuclein이 세포 안으로 이동하는데 필요한, endocytosis 

조절 단백을 밝혀 내기 위해서, 우선 세포 내부에서 형성한 응축물

을 이루는 단백질 중에서 endocytosis에 관련된 단백질들을 조사해

보았다. GTP-결합 단백인 Rab5A는 신경 교세포 응축물(glia 

cytoplasmic inclusion, GCI)에서 발견된다는 보고가 있고
38
 신경 세

포 내에서 Rab5A가 시냅스의 vesicle을 이용하여 물질 수송에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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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수행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39
 Rab5A와 α-synuclein와의 관

계를 조사한 결과 α-synuclein과 Rab5A가 결합하여 α-synuclein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에 중요하고 (그림 5), Rab5A가 GTP와 결

합하여 활성화되는 부분을 변형시킨 Rab5A S34N mutant를 세포에 

발현 시켰을 때는 α-synuclein의 세포 독성과 세포 투과 효과가 줄

어드는 것으로 보아 증명되었다 (그림 6). 이상의 결과로 정제된 α

-synuclein 단백을 세포 외부에서 처리했을 때 나타나는 세포 독성

효과는 세포 안으로 들어간 α-synuclein이 단백 침착물을 형성하여 

나타나는 세포 내 변화로 야기된 것이며 세포 내로의 단백 이동은 

세포 내부의 물질 수송 단백질인 Rab5A에 의존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그림 16). 이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파킨슨병의 병인 

유전자인 α-synuclein에 의한 세포 사멸의 전체적이고 자세한  분

자 기전을 더 연구하여 파킨슨병의 병리 기전을 밝히는데 기여 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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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α-Synuclein에 의한 세포 사멸 유도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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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세포 내 α-synuclein 과 발현 유도시 세포 밖으로 분비 

여부 및 α-synuclein의 변형 조사.

 α-Synuclein의 변형은  파킨슨병 연구자들이나 응축의 생성 

기전을 연구하는 사람들에게 관심의 대상이 되어왔다. α-Synuclein

의 신경계 생리작용에 대한 처음 보고는 이 단백 중 61번부터 95번

째 아미노산까지의 펩타이드 조각으로 알쯔하이머병 환자의 

Amyloid-β plaque에서 축적되어 있음이 발견되어
22 
α-synuclein이 

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 잘리게 될 것이라는 가능성은 거론되어져 

왔으나 관여하는 효소의 특성이나, 잘린 후 세포 내부 및 외부에서

의 응축물 형성에 미치는 향에 대해서는 잘 규명되어있지 않다. 

α-Synuclein의 구조 변화가 응축물 형성에 향을 끼친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보고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유전성 파킨슨 질환에서 

보고된 α-synuclein의 돌연변이 형태인 A30P나 A53T α-synuclein 

단백이 과 발현되는 세포에서 응축물  생성이 증가하고,
40
 인산화가 

된 α-synuclein이 파킨슨병 환자의 세포 내에 형성된 응축물에 많

이 있다는 보고가 있고
41
 α-synuclein 인산화시키는 효소로 casein 

Kinase II (CK II)
42
와 Syk

43
, Src kinase

44
들이 알려져 있다. Src 

kinase에 의한 α-synuclein의 인산화는 129번 serine 잔기에서 일어

나지만 단백 구조 변화로 인한 응축물 생성에는 큰 향을 주지 않

고 반대로 Syk kinase에 의한 α-synuclein 125, 133, 136번 tyrosine  

잔기의 인산화는 α-synuclein의 응축물 형성을 더 가속화하는 것으

로 알려졌다
43
.  이러한 α-synuclein의 구조 변화가 응축물 형성에 

중요한 향을 미친다면 α-synuclein 잘림으로 인한 단백 구조 변

화도 응축물 형성에 향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음으로 α-synuclein을 자를 수 있는 protease를 조

사하고 잘린 후 α-synuclein의 응축물 형성 변화를 조사해 보았다. 

세포질 외부에서 α-synuclein을 자를 수 있는 효소를 찾기 위해 세

포 외부에 존재하는 효소이면서 뇌 조직에도 상당한 양이 발현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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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행성 신경계 질환 중 단백 응축물을 형성하는 알쯔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과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된 효소를 

조사하 다. MMP는 세포 외부기질을 분해하는 효소로
45
 MMP-9에 

의해 amyloid-β 전구 단백 (APP)이 잘려 amyloid-β 

peptide(1-140)를 형성한다는 보고가 있고
18
 알쯔하이머병 환자와 파

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에 형성된 응축물에 MMP-3과 MMP-9가 함

께 발견된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46,47
 이런 결과를 바탕으로 

파킨슨 질환의 단백 응축물 형성에 MMP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

라는 가설을 세우게 되었다. 이런 가설을 검증하기 위해  본 실험에

서는 MMP-3과 MMP-9에 의해 정제된 α-synuclein이 잘리는 지 여

부를 in vitro에서 확인하 고 (그림 8, 9) 잘리는 부분이 아미노산 

말단 부위임을 확인하 다. 또한 세포주에 α-synuclein을 과 발현 

시켰을 때 세포의 사멸이 유도되고 세포 밖으로 α-synuclein이 분

비되고 oligomer를 형성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뇌 척수액에 

α-synuclein이  존재한다는 보고가 있지만
26
 세포에서 과 발현 된 

α-synuclein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고  세포 밖에서 oligomer를 형

성한다는 보고는 아직까지 없다.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여기서 사

용된 실험 모델이 알쯔하이머 병 또는 다른 신경계 질환에서 보이

는 세포 밖의 응축물의 형성에 의한 신경계 질환 연구에 좋은 모델

이 되리라 생각된다. 

과 발현 된 α-synuclein이 세포 밖으로 분비되어 나간다면 세포 

밖의 MMP에 의하여 잘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를 조

사해 보기 위하여 α-synuclein이 과 발현된 세포에서 배지 내에서

의 MMP-3 과 MMP-9의 발현 정도와 활성도를 비교하여 본 결과, 

과 발현된 α-synuclein에 의해 MMP-3 와 MMP-9의 발현이 증가되

었고 세포 외부에서 효소의 활성도 역시 증가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MMP의 활성화 인자로 최근 보고된 nitric oxide (NO)
48
를 

처리하여 α-synuclein의 잘림이 세포 밖에서 나타나는지 조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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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No donor 처리 후 MMP에 의해 α-synuclein이 잘린 형태로 

세포 밖에서 존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α-synuclein

의 잘린 형태는 MMP 방해제를 처리하 을 때에는 억제되는 것을 

보아 (그림 5)  α-synuclein의 잘림이 MMP에 의해 일어남을 알아

낼 수 있었다. 또한 선택적으로 중뇌의 도파민성 신경 세포를 고사

시켜 파킨슨병과 유사한 증상을 보여 파킨슨병의 유발 약물로 사용

되는 MPTP
49
를 흰쥐의 뇌에 주입하 을 때  뇌 조직에서 MMP-3과 

MMP-9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에 MMP의 합성이 증가한다는 보고가 있

고
17
 파킨슨병 발병의 환경적 요인으로 지목되는 활성 산소종의 과

다 생성으로 인해 세포 밖에 존재하는 MMP가 활성화되기 때문에 

활성화된 MMP가 세포 외부에서 α-synuclein을 자를 수 있는 가능

을 시사한다.
50
 활성화 된 MMP에 의해 잘려져 구조에 변화가 일어

난 α-synuclein의 응축물 형성은 자르지 않은 것에 비해 응축물 형

성 속도가 증가하 고 형성되는 양도 크게 늘어났으며 이때 형성된 

응축물을 세포에 처리하 을 때 세포 사멸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

다. 또한 MMP에 의해 잘린 α-synuclein 단백의 침전물이 잘리지 

않은 것과 비교하여 다른 구조를 가짐을 전자 현미경으로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 변화로 인하여 α-synuclein의 응축물의 형

성 속도가 빨라지고 세포 독성이 크게 증가함은 α-synuclein의 구

조 변화가 인산화 뿐만 아니라 잘림에 의해서도 일어나고 이러한 

변화로 세포에 독성을 더 크게 나타내는 산물로 바뀌게되어 주위 

세포의 사멸을 유도함을 암시한다 (그림 17).

세포 밖으로 분비된 α-synuclein이 활성화된 MMP 에 의해 잘리

고, 잘린 산물이 응축물 형성을 가속화해 주위 세포 사멸을 유도한

다는 현상은 파킨슨병에 알려져 있지 않은 기여 요인으로 세포 내

의 단백의 구조 변화가 중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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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세포 밖 α-synuclein의 processing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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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파킨슨병의 병인 단백인 α-synuclein의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세포 

사멸 유도 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정제한 α-synuclein 단백을 신

경 배양 세포 외부에 처리하 을 때 일어나는 세포 사멸 기전을 조

사하 다. 또한 퇴행성 신경계 질환에서 발견되는 α-synuclein의 

잘린 형태가 생성되는 과정을 조사하고 α-synuclein의 잘림이 응축

물 형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외부에서 처리한 α-synuclein은 해마 줄기 신경 세포에 세포 

독성을 일으키는데 이는 세포 안으로 α-synuclein이 endocytosis 에 

의해 들어가서 루이 소체와 비슷한 단백 침착물이 형성됨으로서 일

어난다.

2. α-Synuclein이 endocytosis에 의해 세포 안으로 들어갈 때 

Rab5A라는 small GTP-binding 단백질에 의해 매개되고 이것을 봉

쇄하면 α-synuclein 단백의 세포 내 유입이 억제되고 세포 독성이 

현저히 감소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신경 세포에 과발현시킨 α-synuclein은 세포 외부로 분비되고, 

분비된  α-synuclein 단백은 세포 외부에서 활성 산소종의 자극에 

의해 활성화된 MMP에 의해 잘리게 됨을 관찰하 다. 

4. 정제한 α-synuclein 단백이 in vitro에서 MMP-3, MMP-9에 의

해 잘리는 것을 관찰하 다.  

5. 세포 내에 α-synuclein을 과 발현 시켰을 때 세포내 MMP-3, 

MMP-9의 mRNA의 발현과 그 활성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6. MMP-3, MMP-9에 의해 잘린 α-synuclein은 aggregate 형성이 

촉진되고, MMP-3에 의해 형성이 촉진된 α-synuclein aggregate는 

세포 사멸을 가속화시킨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7. MPTP 주입에 의한 파킨슨병 유발 쥐 모델에서 MMP-3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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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MP-9의 발현이 뇌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결과들로 외부에서 처리한 α-synuclein에 의한 세포 사멸 

효과는 세포내의 물질 수송 단백인 Rab5A에 의해 세포내부로 이동

하여 단백 응축물을 형성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세포 외부에서 일어나는 α-synuclein의 잘림 현상은 활성 산소종에 

의해 활성화된 MMP-3과 MMP-9에 의해 일어나며 이러한 잘림에 

의해 단백 응축물 형성이 증가하 고 세포 사멸 역시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사실은 α-synuclein에 의한 새로운 세포 

사멸 기전 모델을 제시하고 α-synuclein의 잘림에 의한 응축물 형

성 변화를 통해 파킨슨병의 분자 생물학적인 기전 연구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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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ole of α-synuclein and its mechanism in 

neurodegenerative disease 

Jee Young Sung

Department of Medical Scienc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Jong Eun Lee)

The presynaptic α-synuclein is a prime suspect for 

contributing to Lewy pathology and clinical aspects of 

diseases, including Parkinson's disease, dementia with 

Lewy bodies, and a Lewy body variant of Alzheimer's 

disease. α-synuclein  is also the precursor to an intrinsic 

component of extracellular plaques in Alzheimer's disease. 

In the present study first we examined the pathogenic 

mechanism to induce the neuronal cell death by 

extracellular α-synuclein. The exogenous addition of α

-synuclein  induced necrotic cell death in immortalized 

hippocampal and dopaminergic neuronal cells. Its 

intracellular response included the activation of c-Jun 

N-terminal kinase, genera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and disruption of cytoskeletal actin structures. After cell 

fractionation, most of α-synucleins were localized in 

intracellular soluble fraction and distributed unevenly as 

a granular form with the similar contents of cytoplasmic 

Lewy body inclusions. By using metabolic labeling with 

[35S]-Met, we observed that de novo protein synthesis of 

α-synuclein  is not occurred during the cell death, 

indicating that α-synuclein  added exogenously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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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ported into the cells. We also found that Rab5 

protein, a small GTPase and known to be involved in 

endocytosis, binds to α-synuclein  in a specific way and 

is co-localized with α-synuclein  at the cytosolic area. 

Overexpression of GTPase-mutant Rab5A proteins resulted 

in the significant suppression of cell toxicity of exogenous 

α-synuclein due to its incomplete endocytosis. Overall 

theses results indicated that Rab5A-specific endocytosis of 

α-synuclein  caused Lewy body-like intracytoplsmic 

inclusions followed by cell death in neuronal 

hippocampal cells. Next, we examined the possible 

functional relationship between several forms of matrix 

metalloproteinases and α-synuclein in human 

dopaminergic neuroblastoma cell line. When human 

dopaminergic neuroblastoma SK-N-BE(2) cells were 

transiently transfected with a plasmid encoding α

-synuclein, the cell viability decreased significantly. 

Interestingly, the presence of α-synuclein  was detected 

in the extracellular culture media and cleaved by 

NO-activated MMPs. In addition, the α-synuclein  has 

been selectively digested by MMP-3 and 9, but not by 

MMP-2 and 14, in vitro. When its cleavage pattern was 

analyzed in detail, the 62th, 67-th amino acids of α

-synuclein  were cleaved by MMP-9. Furthermore, the 

overexpression of α-synuclein  in neuronal cells resulted 

in the activation of MMP-3 and -9 as well as the levels 

of their mRNA levels, respectively. While the aggregation 

rate was increased in the MMP-mediated α-synuclein 

fragments, compared with that of intact α-synuclein, the 

proteolytic α-synuclein fragments showed the more toxic 

effect on cell viability. In addition, the levels of MMP-3 

and 9 were found to be increased significantly in 

MPTP-injected rat brain model. Taken together, our 

findings suggest that the extracellular-secreted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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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uclein could be processed via the activation of 

MMP-3 and 9 in a selective manner and this kind of α

-synuclein digestion could play a certain role in the 

pathogenesis of Parkinson's disease.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α-Synuclein, Rab5A, Parkinson's disease, 

Endocytosis, MMP, Neurodegenerative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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