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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High mobility group box 1 (HMGB1)의 α-synuclein 결합과 

α-synuclein 응집에 미치는 영향 

 

 High mobility group box 1 (HMGB1)은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하

는 핵 단백질로 미생물 감염과 같은 자극에 의해 면역 세포에서 능

동적으로 분비되거나 괴사를 일으키는 세포에서 수동적으로 세포 

외 공간으로 분비된다. 이렇게 분비된 HMGB1은 TLR-2, -4 및 

RAGE 등과 같은 세포 표면의 수용체와 결합하여 사이토카인 

(cytokine)과 같은 역할을 함으로써 염증반응을 유발시키는 매개체로 

작용한다. 또한 HMGB1은 정상 중추신경계의 초기발달과정에도 관

여한다. 중추신경계의 발달과정 중 신경세포의 세포 표면이나 세포 

밖에 존재함으로써 신경돌기 돌출 촉진인자로 작용하며, 신경세포

의 세포 이동에 관여한다. 최근 들어 HMGB1이 허혈, 뇌졸중 및 알

츠하이머병과 같은 다양한 만성신경질환에 관여한다는 연구들이 많

이 보고 되고 있다. 신경세포 내에 misfolded protein의 축적이나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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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세포의 소실은 다양한 퇴행성 신경질환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으로 도파민 신경세포 내에 축적된 α-synuclein 응집체는 파킨

슨병의 대표적 병리학적 특징이다. 그러나 이러한 파킨슨병의 발병

에 HMGB1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아직 연구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HMGB1과 α-synuclein이 직접적으로 결합함을 효소면역

항체법 (ELISA)과 면역침강법 (immunoprecipitation)을 통하여 확인하

였으며, 세포 내에서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를 처리하여 α-

synuclein의 응집을 증가시켰을 때 두 단백질의 결합이 증가함을 면

역침강법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또한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 

실제로 두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음을 면역형광염색법 

(immunofluorescence)을 통하여 확인하였으며, 정상 대조군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에서 HMGB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에서는 HMGB1이 α-synuclein과 결합하여 뇌

염증을 유발하는 물질로 작용함으로써 파킨슨병의 발병에 관여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핵심 되는 말: HMGB1, α-synuclein,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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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  서서  론론  

 

High mobility group box 1 (HMGB1) 또는 amphoterin은 215 개의 아미노산

으로 이루어진 단백질로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 존재하는 핵 단백질이다. 

HMGB1은 DNA와 상호작용하는 HMG box 도메인인 A box와 B box, 그리

고 산성을 띄는 C-말단 도메인으로 구성된다1
. 또한 HMGB1은 non-histone 

DNA 결합 단백질로 DNA의 minor groove에 결합하여 유전자의 전사를 조

절한다2,3
. 핵 내에 존재하는 HMGB1은 LPS와 같은 내독소 (endotoxin)에 

의하여 활성화된 대식세포 (macrophage)에 의해서 능동적으로 분비되거나, 

괴사 (necrosis)를 일으키는 세포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분비되어 세포 외 



4 

 

공간에서 손상 관련 분자 패턴 [damage 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DAMPs)] 신호 분자로 작용한다4
. DAMPs에는 HMGB1, heat shock proteins 

(HSPs), S100 단백질, IL-1α 등이 있으며, 병원균 관련 분자 패턴 [pathogen-

associated molecular patterns (PAMPs)]과 유사하게 염증반응을 촉진시킨다5-8
. 

세포 외 공간으로 분비된 HMGB1은 단핵구 (monocyte)를 자극하여 TNF-α, 

IL-1, IL-1β, IL-6 그리고 IL-8과 같은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 (cytokine)의 합

성을 자극한다9,10
. 또한 HMGB1은 Toll-like receptor (TLR)-2, -4, 그리고 

receptor for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RAGE)와 결합하여 염증반응을 

매개한다11,12
. HMGB1은 내독소혈증 (endotoxemia) 또는 패혈증 (sepsis) 동

물 모델이나 사람에게서 지연성 매개자로 작용한다13-16
. 최근 보고에 따르

면 HMGB1이 산화환원반응 (redox) 기전을 통해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하

며, 세포질 내에서 beclin-1과 결합하여 자가소화작용 (autophagy)과 세포예

정사 (apoptosis) 간의 조절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17
. 

HMGB1은 중추신경계 (central nervous system)에서 신경세포 (neuron), 미

세아교세포 (microglia) 그리고 성상교세포 (astrocyte)에 존재하고 있으며

11,18,19
, 말초신경계 (peripheral nervous system)의 신경세포와 시반세포 

(Schwann cell)에서도 관찰된다20
. 발달단계에서 HMGB1은 신경세포의 세포 

표면이나 세포 밖에 존재함으로써 신경돌기 돌출 촉진인자 (neurite 

outgrowth promoting factor)로 작용하며, 신경세포의 세포 이동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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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gration)에도 관여한다19,21-24
. 그러나 발달이 끝난 성인에서는 허혈 

(ischemia)이나 뇌졸중 (stroke)과 같은 뇌 손상 이후에 주변 세포로부터 다

량의 HMGB1이 세포 외 공간으로 분비되며, endogenous한 HMGB1의 발현

이 증가됨으로써 신경세포의 세포예정사와 퇴화에 관여한다. 이렇게 증가

된 HMGB1에 의해 RAGE와 TNF의 발현 역시 증가되어 뇌염증 

(neuroinflammation)이 유발된다24,25
. 또한 알츠하이머병 (Alzheimer’s disease)

과 같은 만성적인 퇴행성신경질환 (neurodegenerative disease) 환자에서 

endogenous한 HMGB1의 발현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통해 HMGB1이 기

억장애 (memory impairment), 뇌신경계 퇴화기전 (neurodegeneration) 및 뇌

염증의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생각된다26
. 

α-Synuclein은 음전하를 띄는 세포막 인지질 (phospholipid)과 결합할 수 

있는 소수성의 N 말단 부위와 α-synuclein 간의 단백질-단백질 결합에 필

수적으로 알려진 NAC (non-Aβ component of AD amyloid) 부위 및 샤페론 

(chaperone)으로써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성을 띄는 C 말단 부위로 구성

된다27-29
. α-synuclein은 140 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단백질로써 파킨슨

병, 루이소체 치매 (dementia with Lewy bodies) 및 다계통위축증 (multiple 

system atrophy)과 같은 퇴행성신경질환에 관련되어 있다30-32
. 파킨슨병은 

두 번째로 흔한 노인성 신경 질환으로 대표적인 병리학적 특성은 

substantia nigra pars compacta의 도파민 (dopamine) 신경세포의 손실과 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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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체 (Lewy body)의 형성이다. 이 루이소체는 세포 내 단백질들의 침전물

로써 α-synuclein의 피브릴 (fibril) 형태의 축적이 이루어지는 곳이다33
. 파

킨슨병의 발병원인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α-synuclein 유전자의 A30P, 

E46K 또는 A53T와 같은 세 가지의 과오돌연변이 (missence mutation)와 α-

synuclein 유전자 중복 돌연변이 (gene multiplication mutation) 같은 유전적

인 결함 역시 병의 발병에 원인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34
. 또한 파킨슨병 

뇌 조직의 용해물에서 고분자의 α-synuclein 응집체가 관찰되는 것을 통해 

이러한 α-synuclein의 응집체가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35,36
. 

본 연구는 in vitro 및 세포 내에서 HMGB1과 α-synuclein의 직접적인 결

합을 확인하고 α-synuclein이 응집된 환경에서 두 단백질의 결합을 확인하

였다. 또한 실제로 파킨슨병 환자 뇌조직에서도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이 일어나는지 확인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HMGB1이 만성 중추신

경계 질환의 하나인 파킨슨병의 발병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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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  재재료료  및및  방방법법  

 

1. 재료 

WT HMGB1, ΔC-HMGB1 (aa 1-185), HMGB1 A box (aa 1-79) 및 HMGB1 B 

box (aa 88-162) 단백질은 pRSET-B (BD Clontech, Palo Alto, USA) 플라스미드 

(plasmid)에 사람 HMGB1 전체 염기서열을 클로닝 (cloning)하여 

Escherichia coli pLysE (Novagen, Darmstadt, Germany)에서 발현시킨 뒤 Ni
2+

-

NTA 컬럼 (column)으로 정제하여 사용하였다37,38
. α-synuclein 단백질은 연

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종선 교수님께 제공받았다. 순수 정제된 재조합 단

백질은 Triton X-114를 이용하여 내독소 (endotoxin)를 제거하였다39
. 

Antibody는 anti-HMGB1 antibody (Abcam, Cambridge, UK), mouse monoclonal 

anti-α-synuclein antibody (BD Bioscience, San Jose, CA, USA), rabbit polyclonal 

anti-α-synuclein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anti-His 

tag antibody (Abcam, Cambridge, UK), mouse monoclonal anti-GFP antibody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rabbit polyclonal anti-GFP 

antibody (Abcam, Cambridge, UK), anti-Myc tag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 및 anti-GAPDH antibody (Abfrontier, Seoul, 

Korea)를 사용하였다. HMGB1-myc 플라스미드는 pCMV-myc (BD Clontech, 

Palo Alto, USA) 플라스미드에 사람 HMGB1 전체 염기서열을 클로닝하여 

제작하였다. HMGB1 C106A-myc은 HMGB1-myc을 주형 (template)으로 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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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머 (primer) 5’-GCC TCC TTC CTC TTC GCC TCT GAG TAT CGC CC-3’ 

(forward) 및 5’-GGG CGA TAC TCA GAG GCG AAG AGG AAG AAG GC-3’ 

(reverse)를 이용하여 QuikChange site-directed mutagenesis kit (Stratagene, La 

Jolla, CA, USA)의 manufacture’s protocol에 따라 106 번째 시스테인 (cysteine)

을 알라닌 (alanine)으로 치환하여 제작하였다. pCDNA3.1-α-synuclein, 

pEGFP-C3-α-synuclein
1-140

, pEGFP-C3-α-synuclein
1-95

 및 pEGFP-C3-α-

synuclein
61-140 플라스미드는 아주대학교 의과대학 박상면 교수님께 제공받

았다40
. Dimethyl sulfoxide (DMSO)는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방법 

가. 세포 배양 

세포는 HEK293 (human embryonic kidney 293) 세포, 인체 신경암세포주 

(human neuroblastoma)인 SHSY5Y를 사용하였다. 이들은 10% 소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Rockville, MD, USA), 100 U/ml penicillin, 100 

μg/ml streptomycin과 2 mM L-glutamine이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을 사용하여 5% CO2, 37°C에서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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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효소면역항체법 (ELISA) 

Polysorp ELISA plate (Nunc, Roskilde, Denmark)에 α-synuclein을 1 μg/ml로 

하루 밤 동안 부착한 뒤, PBS에 녹인 1% skim milk (Biorad, Hercules, CA, 

USA)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HMGB1을 농도 별로 넣어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키고 PBS에 0.01% Tween 20 (USB Corporation, 

Cleaveland, OH, USA)가 포함된 PBST로 세척하였다. Rabbit anti-HMGB1 

antibody를 넣어 상온에서 2 시간 반응시키고 PBST로 세척한 뒤, HRP-

conjugated anti-rabbit IgG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West Grove, PA, 

USA)를 넣어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PBST로 세척한 뒤, SureBlue 

TMB Microwell Peroxidase Substrate (KPL, Gaithersburyg, MD, USA)를 넣고 발

색시킨 후 450 nm 파장에서 optical density (O.D.) 값을 측정하였다. 

 

다. CCK-8 assay 

HEK293 세포와 SHSY5Y 세포를 well 당 5x10
3
 개씩 96 well plate에 배양

한 후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를 농

도 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Cell Counting Kit-8 (CCK-8) reagent 

(Dojindo Laboratories, Kumamoto, Japan)를 10 μl씩 넣어주고 37°C에서 1 시

간 동안 반응시킨 후 450 nm 파장에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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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형질주입 (transfection) 

세포를 70-80%의 confluence가 되도록 사용할 plate에 24 시간 정도 배양

한 후, 배양액을 회수하여 OPTI-MEM (Gibco-BRL, Bethesda, MD, USA)을 

넣어 주었다. 그 후 pCMV-HMGB1-myc, pCMV-HMGB1 C106A-myc, 

pCDNA3.1-α-synuclein, pEGFP-C3-α-synuclein
1-140

, pEGFP-C3-α-synuclein
1-95

, 

pEGFP-C3-α-synuclein
61-140 플라스미드를 FuGENE

TM 
(Promega, Madison, WI, 

USA) 또는 Lipofectamine
TM

 LTX (Invitrogen, Carlsbad, CA, USA)의 

manufacture’s protocol을 따라 세포에 사용하여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하여 

사용하였다. 

 

마. 면역침강법 (immunoprecipitation) 및 웨스턴 블롯 

  HEK293 세포를 형질주입한 뒤, 각 조건의 세포를 수확하여 원심 분리

를 통해 cell pellet을 얻었고, 이를 100X protease inhibitor cocktail (GenDEPOT, 

Barker, TX, USA)을 넣어준 PRO-PREP
TM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Seongnam, Korea)을 이용하여 용해시켰다. 이렇게 얻은 세포 

용해물은 원심 분리기를 통해 상층액을 분리하여 각각의 시료를 얻었다. 

세포 용해물을 BCA protein assay kit (Peirce, Rockford, IL, USA)을 이용하여 

정량하였고, PBS에 존재하는 50% protein G-Sepharose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slurry를 20 μl씩 세포 용해물에 넣어 4°C에서 1 시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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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learing하여 bead에 비특이적으로 결합하는 단백질을 제거하였다. 

Preclearing된 세포 용해물에 1 μg의 anti-HMGB1 antibody, anti-α-synuclein 

antibody 혹은 anti-GFP antibody를 첨가하여 4°C에서 밤새 반응한 후, 50% 

protein G-Sepharose slurry를 20 μl씩 넣어 4°C에서 1 시간 반응하였다. 이를 

PBS로 3 번 세척한 후 5X loading buffer [0.3125 M Tris-HCl pH 6.8, 10% 

sodium dodecyl sulfate (SDS) (w/v), 50% glycerol (w/v), 0.5 M dithiothreitol (DTT), 

0.5% bromophoenol blue]를 넣고 100°C에서 5 분간 끓인 후, 12% 혹은 15% 

SDS-PAGE gel에 loading하였다. 크기에 따라 분리된 단백질을 80 V에서 

150 분 동안 nitrocellulose membrane (Amersham Bioscience, Piscataway, NJ)에 

옮겼다. Ponceau S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염색을 하여 단백질 이

동이 제대로 되었는지 확인한 후, TBS에 0.1% Tween 20이 포함된 TBST로 

세척하였다. TBST에 녹인 5% skim milk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blocking

하고, antibody를 blocking 용액에 1:2,000으로 희석하여 4°C에서 하루 밤 

동안 반응시켰다. TBST로 10 분간 3 번 세척하고 blocking 용액에 1:3,000

으로 희석한 HRP-conjugated anti-rabbit IgG 혹은 HRP-conjugated anti-mouse 

IgG (Jackson ImmunoResearch Laboratories, West Grove, PA, USA)를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다시 TBST로 10 분간 3 번 세척 후 WestSaveUp ECL 

Reagent (Ab Frontier, Seoul, Korea)를 사용하여 발광 정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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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면역세포형광염색  

세포를 LabTekⅡ 4-wells chambers (Nunc, Roskilde, Denmark)에 배양한 뒤, 

4% paraformaldehyde (Biosesang, Seongnam, Korea)로 상온에서 30 분 반응하

여 세포를 고정하였다. 이를 PBS로 5 분씩 3 번 세척한 뒤, 0.1% Triton X-

100 (USB Corporation, Cleveland, OH, USA)이 포함된 PBS로 20 분 동안 

permeabilization 한 뒤, PBS에 녹인 1% BSA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blocking 하였다. Antibody를 blocking 용액

에 1:500으로 희석하여 37°C에서 2 시간 반응시킨 뒤, PBS로 5 분씩 3 번 

세척한 후 Alexa Fluor®  488 또는 Alexa Fluor®  594 anti-rabbit 또는 anti-

mouse IgG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1:2,000으로 blocking 용액에 희

석하여 상온에서 1 시간 반응하였다. 이를 PBS로 10 분씩 3 번 세척한 

뒤, mounting solution with DAPI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를 

사용하여 핵을 염색한 후 FV1000 공초점 현미경(Olympus Optical, Tokyo, 

Japan)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사. Proximity Ligation Assay (PLA) 

Endogenous HMGB1이 EGFP-α-synuclein이 과발현된 HEK293 세포 내에

서 α-synuclein과 결합하는지 확인하고 두 단백질의 결합 위치를 확인하기 

위하여 Duolink PLA kit (Olink Bioscience, Uppsala, Sweden)를 사용하였다41
. 



13 

 

HEK293 세포를 LabTeKⅡ 4-wells chambers에 배양하였고 EGFP-α-synuclein 

플라스미드를 FuGENE
TM의 manufacture’s protocol에 따라 세포에 사용하여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 하였다.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를 0.5 μM 농

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4% paraformaldehyde로 상온에서 30 분 반

응하여 세포를 고정한 후, PBS로 5 분씩 3 번 세척하였다. 이를 0.1% 

Triton X-100이 포함된 PBS로 15분 동안 permeabilization 시킨 뒤, blocking 

solution으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Rabbit anti-HMGB1 

antibody와 mouse anti-α-synuclein antibody를 antibody diluent에 1:500으로 희

석하여 4°C에서 밤새 반응하였다. 이 후 wash buffer A (0.01 M Tris, 0.15 M 

NaCl 및 0.05% Tween 20, pH 7.4)로 5 분씩 3 번 세척하고 mouse MINUS 

probe와 rabbit PLUS probe를 넣어 37°C 에서 1 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Wash buffer A로 5분씩 2번 세척하고 ligation solution에 녹인 ligase를 넣어 

37°C 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키고, wash buffer A로 2분씩 2번 세척하였다. 

이후 amplication solution에 녹인 polymerase를 넣어 37°C 에서 100 분 동안 

반응시켜 probe가 증폭되도록 해주었다. 이를 wash buffer B (0.2 M Tris 및 

0.1 M NaCl, pH 7.5)로 10 분씩 2 번 세척하고 DAPI가 포함된 mounting 

solution을 사용하여 핵을 염색하였다. 단백질 간의 거리가 40 nm 보다 작

을 때, probe가 증폭된 위치를 Texas Red (598/634 nm) 파장으로 공초점 현

미경(Olympus Optical, Tokyo, Japan)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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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면역조직형광염색 

파킨슨병 환자와 대조군의 대뇌 피질 (cortex) 조직은 Netherlands Brain 

Bank (http://www.brainbank.nl)를 통해 제공받았으며, 다계통위축 (multiple 

system atrophy) 환자의 뇌 조직은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김세훈 교수님께 

제공받았다. 면역조직형광염색을 위해 대조군과 실험군 조직을 FSC22 

O.C.T. Compound (Leica Microsystems, Wetzlar, Germany)로 embedded 시킨 후, 

5 μm 두께로 동결절편 하였다. PBS로 세척한 후 10% normal goat serum으로 

상온에서 1 시간 blocking한 뒤, antibody diluents (Dako, Glostrup, Denmark)에 

anti-HMGB1 antibody와 anti-α-synuclein antibody를 1:100으로 희석하여 4°C

에서 밤새 반응하였다. 0.01% PBST로 10 분씩 3 번 세척한 후 Alexa 

Fluor®  488 anti-mouse IgG 또는 Alexa Fluor®  594 anti-rabbit IgG를 1:2,000으

로 antibody diluents에 희석하여 상온에서 1 시간 반응한 후 0.01% PBST로 

10 분씩 3 번 세척하였다. 이를 DAPI가 포함된 ProLong®  Gold Antifade 

Reagent (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핵을 염색한 후 공초점 

현미경(Olympus Optical, Tokyo, Japan)을 통하여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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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1.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HMGB1과 α-synuclein의 직접적인 결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polysorp ELISA plate에 α-synuclein을 1 μg/ml 농도로 부착시킨 후 HMGB1

을 10 μg/ml부터 2 배 농도로 희석하여 반응시켰다. 그 결과 HMGB1은 대

조군으로 사용된 BSA와는 결합하지 않으나, HMGB1은 α-synuclein에 농도 

의존적으로 결합함을 알 수 있었으며, 고농도에서는 두 단백질의 결합이 

포화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A).  

다음으로 HMGB1과 α-synuclein의 직접적인 결합 여부를 면역침강법

(immunoprecipitation)을 통하여 확인해 보았다. 순수 정제된 재조합 단백질 

HMGB1과 α-synuclein을 각각 1 μg씩 anti-α-synuclein antibody를 이용하여 

면역 침강하여 anti-HMGB1 antibody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해 두 

단백질의 결합 여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HMGB1과 α-synuclein이 직접

적으로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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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In vitro 상에서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확인. A. Polysorp ELISA plate

에 순수 정제된 재조합 α-synuclein (α-syn)을 1 μg/ml로 부착시킨 후 다양한 농도

의 HMGB1을 반응시켜 결합을 유도함. 두 단백질 간의 상호 결합 정도를 450 nm 

파장에서 optical density (O.D.) 값으로 나타냄 (n=3). B. 순수 정제된 재조합 

HMGB1 (1 μg)과 α-syn (1 μg)을 각각 혹은 함께 PBS에 넣어주고 37°C에서 24 시

간 동안 반응시킨 후 anti-α-synuclein antibody를 1 μg/ml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여 

4°C에서 하루 밤 반응시킴. 50% protein G slurry를 20 μl씩 첨가한 후 4°C에서 1 시

간 반응시킨 뒤, protein G에 부착된 단백질을 sample buffer로 용리하여 anti-

HMGB1과 anti-α-synuclein antibody로 웨스턴 블롯을 수행함. Input은 100 ng의 단백

질을 loading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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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부위 확인 

HMGB1을 이루는 도메인 (domain)은 A box, B box, 그리고 산성을 띄는 

C tail로 구분할 수 있다 (그림 2A). 또한 α-synuclein은 불완전한 KTKEGV 

반복서열을 가지는 N 말단 부위와 NAC (non-Aβ component of AD amyloid)

로 불리는 소수성 부위와 산성을 띄는 C 말단 부위로 구분할 수 있다 (그

림 2A). 효소면역항체법과 면역침강법을 통해 HMGB1과 α-synuclein의 직

접적인 결합을 확인한 후 (그림 1), HMGB1이 α-synuclein의 어느 부위에 

의존적으로 결합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침강법을 통해 알아

보았다. HEK293 세포에 EGFP-α-synuclein
1-140

, EGFP-α-synuclein
1-95

 및 EGFP-

α-synuclein
61-140 플라스미드 (그림 2B)를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 시킨 뒤 

세포를 수확하여 세포 용해물을 얻었다. 이를 정량한 뒤, 세포 용해물에 

anti-GFP antibody를 넣어주고 밤새 반응시켜 면역 침강하였다. 그 후 순수 

정제된 재조합 단백질 HMGB1을 넣어 4°C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웨스턴 블롯을 통해 결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HMGB1은 EGFP-α-

synuclein
1-140

, EGFP-α-synuclein
1-95

 및 EGFP-α-synuclein
61-140 플라스미드가 발

현한 단백질과 잘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C). 

다음으로 α-synuclein이 HMGB1의 어느 도메인에 의존적으로 결합하는

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순수 정제된 재조합 단백질을 이용하여 면역

침강법을 수행하였다. 6개의 히스티딘 (histidine)이 부착되어 있는 재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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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WT HMGB1, ΔC-HMGB1, HMGB1 A box 및 HMGB1 B box에 각각 

재조합 단백질 α-synuclein을 넣어 4°C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하였다. 그 

후 anti-α-synuclein antibody를 이용하여 면역 침강 시킨 뒤 웨스턴 블롯을 

통해 결합 여부를 확인한 결과, α-synuclein은 WT HMGB1과 ΔC-HMGB1에

는 강하게 결합하나 HMGB1 A box와 HMGB1 B box에는 약하게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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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부위 확인. A. HMGB1 (상)과 α-synuclein (하)

의 구조. α-synuclein의 흰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불완전한 KTKEGV 반복서열. B. 

EGFP-α-synuclein
1-140

, EGFP-α-synuclein
1-95

 및 EGFP-α-synuclein
61-140

 플라스미드. 회

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불완전한 KTKEGV 반복서열을 가지는 N 말단 부위를 나

타내며, 붉은색으로 나타낸 부분은 산성을 띄는 C 말단 부위임. NAC; non-Aβ 

component of AD amyloid. C. HEK293 세포에 EGFP-α-synuclein
1-140

, EGFP-α-synuclein
1-

95
 및 EGFP-α-synuclein

61-140 플라스미드를 각각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하여 단백질

을 발현시킨 후 세포 용해물을 얻고, anti-GFP antibody를 이용하여 면역 침강 시킨 

뒤 재조합 HMGB1 단백질을 4 μg을 넣어준 후 4°C에서 밤새 반응시킴. 이를 

anti-HMGB1 antibody와 anti-GFP antibody로 웨스턴 블롯함. Input으로는 30 μg 의 세

포 용해물과 100 ng의 재조합 HMGB1 단백질을 loading함. D. 재조합 단백질인 α-

synuclein과 6x 히스티딘이 부착된 WT HMGB1, ΔC HMGB1, HMGB1 A box 및  B 

box를 각각 1 μg씩 PBS에 넣고 4°C에서 24 시간 동안 반응시킴. 이에 anti-α-

synuclein antibody를 1 μg/ml 농도가 되도록 첨가한 후 4°C에서 하루 밤 동안 반응

시킨 뒤 protein G를 이용하여 pull down시킴. 이를 anti-His antibody와 anti-α-

synuclein antibody로 웨스턴 블롯함. Input으로는 100 ng의 단백질을 loading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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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세포 내에서 프로테아솜 저해제 처리에 따른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확인 

α-synuclein의 응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가42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CCK-8 assay를 

수행하였다.  MG132를 4 μM부터 2 배 농도로 희석하여 18 시간 동안 처

리한 뒤 CCK-8 reagent를 첨가하고 37°C에서 1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450 nm 파장에서 MG132 농도에 따른 세포 생존율을 확인하였다. 

HEK293 세포에서 MG132의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세포의 생존율이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좌). 인체 신경암세포주인 SHSY5Y

에서는 1 μM 농도에서 세포의 생존율이 약 68%로 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우). 그 결과 MG132는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 독성을 

유발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후 실험에서는 0.5 μM 농도를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다음으로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을 세포 내에서 확인하고자 

HEK293 세포에 HMGB1-myc과 EGFP-α-synuclein 플라스미드를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하고, α-synuclein의 응집을 증가시키고 세포질 내에 존재하

는 단백질 양을 증가시켜주기 위하여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를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세포를 수확하여 lysis buffer를 이용

하여 세포 용해물을 얻은 뒤, 이를 anti-HMGB1 antibody를 이용하여 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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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강 시켰다. 이를 anti-α-synuclein antibody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이 세포 내에서도 일어남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MG132를 처리하자 그 결합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B, 좌). 같은 방법으로 세포를 수확하여 anti-α-synuclein 

antibody를 이용하여 면역 침강 시킨 뒤 anti-HMGB1 antibody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으로 확인한 결과, anti-HMGB1 antibody로 면역 침강 시킨 결

과와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도 HMGB1과 α-synuclein이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B, 우). 

이러한 현상이 신경세포주에서도 동일하게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

여 인체 신경암세포주인 SHSY5Y 세포를 이용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HEK293 세포에서와 마찬가지로 세포 내에서 HMGB1과 α-synuclein

이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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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G132 처리에 따른 HMGB1과 α-synuclein의 세포 내 결합. A. HEK293 세

포 (좌) 또는 SHSY5Y 세포 (우)를 96 well plate에 24 시간 동안 배양하고 다양한 

농도의 MG132를 0.13, 0.25, 0.5, 1, 2 및 4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함. (n=3) 

B-C. HEK293 세포 (B) 또는 SHSY5Y 세포 (C)에 HMGB1-myc과 EGFP-α-synuclein 

플라스미드를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 시킨 뒤,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를 



24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함. 세포를 수확한 뒤 anti-GFP antibody 혹은 

anti-HMGB1 antibody를 첨가하여 4°C에서 하루 밤 반응시킨 후, protein G로 pull 

down하여 anti-GFP antibody와 anti-HMGB1 antibody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

행함. Protein G는 넣고 antibody를 넣지 않은 샘플을 negative control로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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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LA probes assay를 통한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다음으로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 처리에 따른 HMGB1의 세포 내 

이동을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세포형광염색법을 수행하였다. MG132를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한 뒤, 세포를 고정하여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endogenous한 HMGB1의 세포 내 위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으로 DMSO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HMGB1이 주로 핵 내에 존재하

지만, MG132를 처리한 세포에서는 HMGB1이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A).  

MG132 처리에 따른 HMGB1의 세포 내 이동을 확인한 이후, HMGB1과 

α-synuclein의 세포 내에서의 실질적인 결합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anti-

HMGB1 antibody와 anti-α-synuclein antibody를 이용하여 PLA probe assay를 

수행하였다. HEK293 세포에 EGFP-α-synuclein을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한 

뒤, MG132를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을 

이용하여 PLA 신호를 확인한 결과, DMSO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MG132를 처리한 세포에서 PLA 신호가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4B). 또한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이 세포질에서 일어나고 있

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HMGB1은 MG132 처리에 의해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을 하고,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이 세포질에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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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Proximity ligation assay를 이용한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A. HEK293 

세포에 MG132를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함. 세포를 고정한 뒤 anti-

HMGB1 antibody를 37°C에서 2 시간 동안 반응시킴. Alexa Fluor 488-labeled 

secondary antibody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이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함. 

B. HEK293 세포에 EGFP-α-synuclein 플라스미드를 형질주입하고 24 시간이 지난 

뒤, MG132를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함. Anti-HMGB1 antibody와 anti-α-

synuclein antibody를 이용하여 두 단백질의 결합을 PLA probe assay를 수행하여 공

초점 현미경을 통해 확인함. 핵은 DAPI로 염색함. Scale bar는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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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포 내에서 프로테아솜 저해제 처리에 따른 HMGB1 C106A와 α-

synuclein의 결합 확인 

HMGB1은 23, 45, 그리고 106 번째 아미노산 서열에 시스테인 (cysteine) 

잔기를 가지고 있다 (그림 2A). 이 중 106 번째 시스테인에 돌연변이가 

일어나게 되면 HMGB1이 세포질에 많이 존재하게 되고, 세포질에서 다른 

단백질과 결합하여 다양한 역할을 수행한다17
. HMGB1이 세포질 상에 많

이 존재할 때 α-synuclein과의 결합이 더 증가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106번째 시스테인이 알라닌 (alanine)으로 치환된 HMGB1 (HMGB1 C106A)

과 α-synuclein의 결합을 면역침강법을 통해 확인하였다. 야생형의 HMGB1

과 비교하였을 때, HMGB1 C106A와 α-synuclein이 세포 내에서 더 잘 결합

하고 있으며 MG132를 처리하였을 때 그 결합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A). 이를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하였을 때에도 웨스턴 

블롯을 통해 확인한 것과 비슷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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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MG132 처리에 따른 HMGB1 C106A와 α-synuclein의 세포 내 결합. A. 

HEK293 세포에 HMGB1-myc 혹은 HMGB1 C106A-myc과 EGFP-α-synuclein 플라스

미드를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 시킨 뒤, MG132를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함. 세포 용해물을 얻은 후, anti-GFP antibody를 첨가하여 4°C에서 하루 밤 반

응시킴. Protein G로 pull down하여 anti-myc antibody와 anti-GFP antibody를 이용하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함. B. HEK293 세포에 HMGB1-myc 혹은 HMGB1 C106A-myc

과 EGFP-α-synuclein 플라스미드를 24 시간 동안 형질주입 시킨 뒤, MG132를 0.5 

μM 농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함. 세포를 고정한 뒤 anti-myc antibody를 37°C에서 

2 시간 반응시킴. 이를 Alexa Fluor 594-labeled secondary antibody로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함. 핵은 DAPI로 염색함. Scale bar는 1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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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파킨슨병 환자 뇌 조직에서의 HMGB1과 α-synuclein의 상호 결합 확인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이 실제 사람의 뇌 조직에서도 일어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형광염색을 통해 확인해 보았다. 실험에 사용된 

뇌 조직은 Netherland Brain Bank을 통해 제공받았으며, 이들의 평균 나이

는 정상 대조군은 85.6세, 파킨슨병 환자는 86.1세이다. 파킨슨병 환자의 

Braak stage는 모두 stage 5이며43,44
,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 대뇌의 

medial frontal gyrus 부분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표 1).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을 동결절편하여 HMGB1과 α-

synuclein으로 염색하여 확인해 본 결과, 파킨슨병 환자에서 두 단백질이 

세포질 부분에서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A, B).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에서의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 부위 면적을 

ImageJ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치화하였을 때에도 두 단백질의 결합이 통

계학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C). 

또한 α-synuclein의 응집이 관찰되는 비정형 파킨슨병인 다계통위축증 

(multiple system atrophy) 환자에서도 HMGB1과 α-synuclein이 세포질 부분

에서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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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의 조직 표본 정보 

 

† 
AD와 PD stage는 Braak stage를 이용하여 나타내었다. 

 AD=Alzheimer’s disease; PD=Parkinson’s disease; pdm=post-mortem delay; n.a=not 

applicable; LB=Lewy bo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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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 뇌 조직에서의 HMGB1과 α-synuclein의 결

합 확인. A, B, D. 사람 뇌 조직을 5 μm 두께로 동결절편하여 면역조직형광염색을 

통해 확인함. 정상 대조군 (A), 파킨슨병 환자 (B), 다계통위축증 환자 (D)의 뇌 

조직을 anti-HMGB1 antibody와 anti-α-synuclein antibody를 이용하여 4°C에서 밤새 

반응시킨 후, Alexa Fluor 594-labeled secondary antibody와 Alexa Fluor 488-labeled 

secondary antibody로 반응시킨 후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함. 두 단백질이 상호 

결합하고 있는 부분을 화살표로 표시함. Control; 정상대조군, PD; 파킨슨병, MSA; 

다계통위축증 (multiple system atrophy). C.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 각각 5명

의 뇌조직을 공초점 현미경으로 관찰한 뒤, 상호 결합하고 있는 부분의 면적을 

Image J 프로그램을 이용해 측정하여 그래프로 나타냄. 핵은 DAPI로 염색함. Scale 

bar는 5 μm. ** p<0.01 (n=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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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의 뇌에서 HMGB1과 α-synuclein

의 발현량을 비교해보기 위하여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조직 용해물을 얻

은 뒤 웨스턴 블롯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

간에 α-synuclein의 발현량은 큰 차이가 없었지만, HMGB1의 발현량은 파

킨슨병 환자에서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A). 이를 

loading control로 사용된 GAPDH를 이용하여 band intensity를 수치화하여 

나타내었을 때에도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HMGB1의 발현이 증가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그림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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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 뇌 조직에서의 HMGB1과 α-synuclein의 발

현량을 확인. A. 정상 대조군과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의 용해물을 얻은 후, 

anti-HMGB1 antibody, anti-α-synuclein antibody 그리고 anti-GAPDH antibody를 이용하

여 웨스턴 블롯을 수행함. 화살표는 단량체의 HMGB1과 α-synuclein을 나타냄. B. 

Image J 프로그램를 이용하여 loading control인 GAPDH에 상대적인 HMGB1과 α-

synuclein의 band intensity를 구함 (n=7). **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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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HMGB1은 거의 모든 진핵세포에서 핵 내에 존재하고 있으며, 간세포 

(hepatocyte)와 신경세포 (neuronal cell)에서는 세포질에서도 발견된다45
. 

HMGB1은 핵 내에서 DNA와 결합함으로써 뉴클레오솜 (nucleosome)을 안

정화시키고 전사를 조절하는 인자로 작용하며12,46,47
, 세포 외 공간으로 분

비되면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써의 기능을 한다12
. 또한 최근 연구 결

과에 따르면 HMGB1은 세포질 내에서 자가소화작용 (autophagy)과 세포예

정사 (apoptosis) 간의 조절자로써의 역할도 한다17,48,49
.  

중추신경계에서 HMGB1은 세포질에 존재함으로써 뇌의 초기 발달과정 

중 신경조직발생 (neurogenesis)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50
, RAGE와 

결합하여 신경세포의 신경돌기 돌출 (neurite outgrowth)을 촉진시킨다51,52
. 

뇌의 초기 발달과정 이후에 HMGB1의 발현은 젊은 성인에서 가장 높게 

발현되어 있다가 나이가 들면서 점차 감소하게 된다. 이렇게 HMGB1의 

발현이 감소하게 되면 핵 내에 존재하는 HMGB1의 양이 감소하게 되고 

이로 인하여 자연적으로 발생하는 DNA 손상이 복구되지 못하고 신경세

포의 기능 이상이 발생하게 된다18
.  

이렇듯 발달 단계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용을 하는 HMGB1은 발달 이

후에 뇌 손상이 일어나면 주변에 죽은 세포들에서 다량의 HMGB1이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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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게 되고, 이로 인하여 endogenous한 HMGB1과 RAGE의 발현이 증가됨

으로써 염증반응이 활발하게 일어나 신경세포의 퇴화와 세포예정사를 유

발한다24,25
. 또한 뇌졸중 (stroke) 환자의 혈청 (serum) 내 HMGB1의 양이 

10 배 이상 증가되어 있는 것을 통해 HMGB1이 뇌염증 (neuroinflammation)

을 유발하는 주요인자로 생각된다53
.  

중추신경계에서는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퇴행성신경질환에서 endogenous

한 HMGB1의 발현량이 증가되어 있는 것을 통해 HMGB1이 뇌염증을 유

발하는 중요 인자로 생각되며26
, 세포 외 공간에 존재하는 HMGB1이 

amyloid-β와 결합하여 amyloid-β의 다량체 형성을 안정화 시키며, 미세아교

세포의 의한 식세포작용 (phagocytosis)을 방해함으로써 알츠하이머병의 발

병에 영향을 준다54-56
. 

또한 파킨슨병 쥐 (rat) 모델의 뇌 조직에서 분리된 루이소체 (Lewy 

body)에서 HMGB1이 α-synuclein 응집체와 결합하고 있으며57
, 생쥐 (mouse) 

모델의 신경세포와 신경교세포 (glial cell)에서 HMGB1이 미세아교세포 막 

수용체인 Mac1과 결합하여 NF-κB 경로를 활성화 시키고 NADPH 산화효

소 (oxidase)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만성적인 뇌염증을 유발한다19
. 그

러나 HMGB1이 어떠한 기작을 통해 파킨슨병의 발병에 영향을 미치는 지

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in vitro상에서 HMGB1과 α-synuclein이 직접적으로 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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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그림 1), α-synuclein은 HMGB1의 도메인에 비의

존적으로 결합하고 HMGB1은 EGFP-α-synuclein
1-140

, EGFP-α-synuclein
1-95 및 

EGFP-α-synuclein
61-140과 잘 결합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2). 이

를 통하여 HMGB1이 α-synuclein 간의 단백질-단백질 결합에 필수적인 것

으로 알려진 NAC 부위와 결합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NAC 부위가 삭제된 

α-synuclein (ΔNAC α-synuclein)과 HMGB1의 결합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연

구가 필요하다. 또한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을 세포 수준에서 확인

해 본 결과 세포 내에서도 두 단백질이 잘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를 처리하여 α-synuclein의 응집체 형

성을 촉진하고 HMGB1의 핵에서 세포질로 이동을 유발하였을 때 그 결합

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3, 4). 이를 통하여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이 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MGB1이 단량체의 α-synuclein보다 응집체 형태의 α-synuclein과 더 잘 결

합하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더 필요하다.  

HMGB1의 106 번 째 시스테인은 이 부위의 산화환원반응에 따라 사이

토카인 활성이 달라지며4,58
, 106 번 째 시스테인이 알라닌으로 치환된 

HMGB1 C106A은 주로 세포질로 이동하여 존재한다. 세포질 내 존재하는 

야생형 HMGB1은 다른 단백질들과 결합함으로써 자가소화작용과 세포예

정사 간의 조절자 역할을 한다17,48,49
. 본 연구에서는 HMGB1 C106A와 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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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nuclein이 결합함을 확인하였고 오히려 야생형 HMGB1보다 HMGB1 

C106A가 α-synuclein과 더 잘 결합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5). 또한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를 처리하였을 때, α-synuclein이 야생형의 

HMGB1보다 HMGB1 C106A과의 결합이 확연하게 증가되어 있는 것은 야

생형의 HMGB1에 비해 HMGB1 C106A는 주로 세포질에 분포하기 때문에 

α-synuclein과 만나서 결합할 수 있는 기회가 많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MG132 처리에 따른 산화 스트레스 환경이 HMGB1 C106A의 구조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HMGB1과 α-synuclein의 결합은 파킨슨병 환자와 다계통위축증 

환자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정상 대조군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와 다계

통위축증 환자에서 두 단백질이 더 잘 결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그림 6), 정상 대조군에 비해 파킨슨병 환자에서 α-synuclein의 발현량

에는 큰 차이가 없었지만 HMGB1의 발현량은 증가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7). 이는 다른 만성질환인 동맥경화, 뇌졸중 혹은 알츠하이

머병 등에서 HMGB1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기존에 보고되었던 쥐의 뇌에서 분리한 루이소체에서 HMGB1과 α-

synuclein의 결합을 확인한 것과 달리, 본 연구에서는 in vitro 상에서 

HMGB1과 α-synuclein의 직접적인 결합을 확인하고 프로테아솜 저해제인 

MG132를 처리함으로써 세포 내에서 α-synuclein이 응집되는 환경을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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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두 단백질의 결합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더 나아가 실제 사

람 환자에게서 두 단백질이 결합함을 확인하고, HMGB1의 발현량이 증가

함을 확인함으로써 HMGB1과 파킨슨병 발병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본 실험실의 발표되지 않은 연구 결과에 의하면, HMGB1은 특정 환경에

서 다량체 (oligomer)를 형성하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발현이 증가된 

HMGB1이 α-synuclein과 함께 응집체를 이루어 루이소체에 존재할 것이라 

생각된다. 실제로 다량의 HMGB1과 α-synuclein이 함께 존재할 때, 응집체 

형성이 증가되는지에 관해서는 연구가 진행중이다. 

  본 연구는 실제 파킨슨병 환자에서 HMGB1과 α-synuclein이 결합하고 

있으며, HMGB1의 발현량이 증가되어 파킨슨병의 발병 기전에 상승적인 

작용을 할 것이라고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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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핵 내에 존재하는 HMGB1은 다양한 외부 자극에 의하여 세포질로 이동

한 뒤 세포 외 공간으로 분비되고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으로 작용한다. 

이러한 HMGB1은 동맥경화나 알츠하이머병과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에서

도 염증반응을 유발한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α-synuclein은 만성적인 퇴행

성 신경질환인 파킨슨병의 대표적인 단백질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 

HMGB1과 α-synuclein의 직접적인 결합을 확인하였으며, 파킨슨병 환자의 

뇌 조직에서도 두 단백질이 결합하고 있으며 HMGB1의 발현량이 증가되

어 있는 것을 확인함으로써 HMGB1이 파킨슨병의 발병에 관여할 가능성

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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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gh mobility group box 1 (HMGB1), an abundant non-histone nuclear 

protein, is present in almost all eukaryotic cells. HMGB1 can be released 

either passively by necrotic cells or actively by stimulated immune cell. The 

extracellular role of HMGB1 as a cytokine has been studied intensively and 

shown to be important as a danger associated molecular pattern protein. 

HMGB1 is also known as an amphoterin which involved in neurite 

outgrowth and neuronal migration in central nervous system. The 

accumulation of misfolded proteins and neuronal loss are common features in 

many neurodegenerative diseases. The aggregation of α-synuclein is 

implicated as a pathologic hallmark of Parkinson’s disease. Recent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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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MGB1 has been reported to induce neuroinflammation in many 

neurodegenerative diseases, although the involvement of HMGB1 in 

Parkinson’s disease has not elucidated. In this study, we demonstrated that 

HMGB1 directly interacted with α-synuclein in ELISA and co-

immunoprecipitation. Furthermore, the binding of HMGB1 and α-synuclein 

increase after treatment of lysosomal proteasome inhibitor MG132 in 

HEK293 cells and SHSY5Y cells. We further confirmed that in Parkinson’s 

disease brain tissue, HMGB1 and α-synuclein colocalize by 

immunofluorescence, and HMGB1 level is increased in Parkinson’s disease 

patients compared with age matched control.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HMGB1 may enhance α-synuclein aggregation and toxicity. This 

pathological synergistic effect between HMGB1 and α-synuclein may induce 

pathogenesis of Parkinson’s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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