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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특정 단백질의 비정상적인 축적은 퇴행성 뇌 질환, 당뇨, 비만, 암을 포함한

다양한 인간 질환의 중요한 원인 중 하나로 인정되어 왔으며, 단백질 품질관리

기전의 선택적 제어가 이들 질환의 핵심 치료 전략으로 고려되고 있다. 특히, 

분비 단백질에서 흔히 발견되는 단백질 특이적 수식(modification)은 단백질 품

질관리 기전이 선택성을 확보하는데 중요한 모티프로 작용한다.

우리는 인간 광우병의 원인으로 알려진 프리온 단백질의 병원성 획득 기전에

이황화결합 손상이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황화결합이 손상된 변

종 프리온 단백질은 정상적인 단백질 분비 기전을 통과하지 못하고, 비 성숙된

형태로 소포체에 축적되어 단백질 독성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프리온 단

백질의 합성을 억제하여, 소포체의 기능적 과부화를 회복시켰을 때, 이러한 프

리온이 자발적으로 제거되었다. 리소좀 활성을 모니터링 할 수 있는 형광 리포

터를 제작하여, 비 성숙된 잠재적 독성 프리온이 소포체로부터 리소좀으로 수송

되어 분해되는 새로운 프리온 단백질 분해기전을 제시하였다. 반면, 소포체에

축적된 프리온 단백질의 독성은 이황화결합의 손상으로 인한 활성 티올기

(free-thiol)에 기인하였으며, 활성 티올기의 제거를 통해 프리온 단백질의 독

성이 회복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단백질 독성을 나타내는 프리온의 이황화결합 변종을 소포체-

포식작용(ER-phagy)의 특이적 기질로 제안하였으며, 이는 소포체-포식작용의 활

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 리포터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활성 티

올기 제거 변종에서 발견된 새로운 올리고머를 만드는 기전이 프리온 단백질의

새로운 선택적 품질관리 기전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프리온

단백질의 소포체-포식작용능 조절을 통해 프리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개념을

도출 할 수 있다.

(중심단어) 프리온, 이황화결합, 소포체-포식작용, 단백질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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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정상적 구조를 가진 특정 단백질의 축적은 당뇨, 비만, 암 및 퇴행성 뇌 질

환에 이르는 다양한 인간 질환들의 원인 중 하나로 예측된다. 비정상적인 구조

변형의 원인 중 하나인 폴딩 오류는 대부분 번역 후 변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손상에 의해 일어난다1-3). 단백질의 번역 후 변형은 인산화

(Phosphorylation), 당화(Glycosylation), 유비퀴틴화(Ubiquitination), 메틸화

(Methylation), 아세틸화(acetylation), 수산화(hydroxylation) 등을 포함하며

이는 단백질의 기능적 다양성을 부여한다4). 이 중 이황화결합(disulfide bond)

은 소포체에서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번역 후 변형으로 단백질의 3차 구조 형성

과 안정성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5).

이러한 이황화결합을 포함한 포유류가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번역 후 변형 모

티프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병원성 단백질에는 프리온(Prion)이 있다6). 프리

온성 질환은 전염성해면상 뇌병증(Transmissible spongiform encephalopathy)을

나타내는 질병으로서 크로이츠펠트-야콥병(Creutzfeldt-Jakob disease), 스크래

피(Scrapie), 광우병(Bovine spongiform encephalopathy), 쿠루(kuru), 게르스트

만-슈트로이슬러-샤잉커 증후군(Gerstmann-Straussler Sheinker syndrome), 치명

적 가족성 불면증(Fatal familial insomnia) 등이 알려져 있다. 1982년 스텐리

프루시너(Stanley B. Prusiner)는 이들 질환의 궁극적인 원인이 비정상적인 구

조를 가지는 프리온 단백질의 자가복제에 기인한다는 프리온 패러다임을 제시했

다7, 8). 

프리온 단백질은 소포체에서 합성되어 골지체를 통해 세포표면으로 이동하는

분비기전을 통해 합성되는 단백질로, 소포체로 유입되기 위한 신호서열을 가지

고 있고, 소포체로 유입된 후 당화하기 위한 두 개의 글리코실화 부분9)과 뉴런

의 항상성 유지에 기능적으로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유추되는 옥타펩타

이드(octapeptide repeat (OPR)), 다양한 단백질의 토폴로지의 원인을 제공하는

것으로 알려진 소수성 부분, 세포막에 정착하기 위해 필요한 글리코실 포스파티

딜 이노시톨 정착 서열(glycosylphosphatidyl inositol-anchored sequence (GPI-

AS))를 가지고 있다10). 또한 소포체에서 특이적으로 일어나는 이황화결합의 모

티프를 가지고 있다11). 최근 연구에 따르면 두 개의 시스테인을 연결하는 이황화



2

결합의 산화 환원 상태가 프리온의 아밀로이드 형성 성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하

며12) 이황화결합이 제거될 경우 단백질의 구조가 불안정해진다13). 정상 프리온

단백질은 intra-disulfide bond를 형성하지만 이황화결합을 이루는 시스테인 돌

연변이에 의해 이황화결합이 손상되어 활성 티올기 노출될 경우 inter-

disulfide bond를 형성한다(Fig. 1). 기존 논문에서 이러한 intra-, inter-

disulfide bond의 중요성은 알려져 있으며14) 이황화결합의 형성유무 혹은 패턴

에 따라 단백질의 골지체로의 수송 및 대사가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 

세포는 소포체 스트레스를 완화하고 그 기능을 회복하기 위한 비접힘 단백질

반응(unfolded protein response (UPR))과 소포체 관련 분해 (Endoplasmic-

reticulum-associated protein degradation (ERAD))시스템을 가지고 있다. 잘못

폴딩된 단백질은 UPR 에 의해 재폴딩이 유도되고 재폴딩 되지 않은 단백질들은

유비퀴틴-프로테아좀에 의해 분해되는데 이를 ERAD 라 한다. 하지만 프리온과

같이 GPI 정착서열을 보유한 단백질의 경우 유비퀴틴-프로테아좀 의존적인

ERAD 가 저해된다고 밝혀졌다 16). 또한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프리온

단백질은 세포 표면으로 빠르게 수송되어 정착한 후 내포작용에 의해

리소좀에서 분해되는데 이러한 품질관리 경로를 RESET (rapid ER stress-induced 

export)이라 한다 17). 

우리의 예비 연구결과에 따르면 이황화결합 손상 변종은 정상적인 단백질

분비 기전을 통과하지 못하고 소포체에 축적되어 단백질 독성을 유도하였다. 

하지만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하여 소포체의 기능적 과부화를 회복시켰을

때 변종 프리온 단백질이 자발적으로 분해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변종의 수송과

분해기작을 알아보기 위해 연구를 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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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연구방법

재료

PCR을 위한 올리고 뉴클레오타이드는 Cosmogenetech (Seoul, Korea)에서 합성

하였다. 35S-메티오닌(Methionine)은 PerkinElmer (Waltham, MA), 화학물질은

Sigma-Aldrich Korea (Yongin-si,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1차

항체는 anti-GRP78 (BiP), HSP90, LC3B (Cell Signaling Technology, Boston, 

MA), anti-HA (Roche Diagnostics, Indianapolis, IN), 3F4 (Covance, Princeton, 

NJ) Sec61β, TRAPα, FLAG, PrP-A and RFP (kindly provided by Dr. R. Hegde, 

University of Cambridge, UK)이다.

플라스미드의 구성

PCR을 통해 증폭시킨 RFP를 pcDNA5-FRT/TO-Prl-PrP의 Bsu36I위치에 삽입하여

pcDNA5-FRT/TO-Prl-PrP-mRFP를 만들었다. 이후 특정 부분의 돌연변이는 site 

directed mutagenesis (SDM)에 의해 만들어졌다. 예를 들어 C179A의 경우 합성

된 올리고뉴클레오티드를 이용하여 프리온의 179번째 시스테인(Cysteine)을 알

라닌(Alanine)으로 치환하였다.

세포배양 분석

HeLa세포와 Flp-In 293 T-Rex 세포는 각각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와 Invitrogen (Carlsbad, CA)에서 구입하여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에 10% fetal calf serum (FCS)을 넣어 5% CO2, 

37°C에서 배양하였다.

일시적, 영구적 형질주입을 포함하는 모든 실험은 Effectene (Qiagen, Valencia, 

C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영구적 세포주의 경우

Blasticidin과 Zeocine을 함유한 배지에서 배양된 Flp-In 293 T-Rex 세포에 각

각 wtPrP, PrP-C179A, PrP-C179A-RFP, PrP-C214A, PrP-C179/214A, PrP-

C179/214A-RFP와 Flp을 암호화하는 재조합효소인 pOG44를 1:9의 비율로 함께 형

질 주입하였다. 이 후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Blasticidin (5ug/ml) and 

Hygomycine (100ug/ml)을 함유한 Tetracycline-free배지에서 영구적세포주를 증

폭시키고 유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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웨스턴블롯

세포를 1% SDS, 100mM Tris pH 8.0으로 용해화 한 다음 중탕하였다. 샘플을

SDS-PAGE에서 전기영동을 하여 단백질을 크기 별로 분리 후, Nitrocellulose (GE) 

멤브레인으로 100V에서 50분동안 트렌스퍼하였다.  멤브레인은 블로킹용액(5% 

skim milk)에 30분동안 반응시켜 항체의 비특이적 결합을 차단하고 각각의 1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1차 항체를 제거하고 2차 항체를

각 1차 항체에 대응하게 상온에서 1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Thermo, Waltham, MA)를 사용하여 멤브레인을

감광시켜 C-dig blot scanner (LI-COR, Lincoln, USA)를 사용하여 현상하였다. 

모든 웨스턴블롯은 anti-Sec61β나 anti-TRAPα로 재 탐지하여 동량임을 확인하

였다.

공초점 현미경 분석

HeLa세포를 0.1% PLL으로 코팅한 커버슬립에 준비한 후 RFP융합 프리온을 형질

주입하였다. 1xPBS에 녹인 4% 파라포름알데하이드(paraformaldehyde (Sigma, St. 

Louis, USA))로 30분간 고정 후 1차 항체(1:100)를 상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1차 항체를 제거하고 2차항체(1:500)를 각 1차항체에 대응하게 상온에서 1

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공초점 현미경 분석 하였다.

펄스 체이스 표지와 면역침강

전좌의 효율은 세포에서 새로 합성된 단백질의 측정에 의해 결정된다. 세포를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서 30분간 배양한 후 35S -메티오닌을 넣어 30분동안 펄

스표지 했다. 펄스표지 된 세포를 1% SDS, 100mM Tris pH 8.0으로 용해화 한 다

음 중탕하였다. 한편 체이스표지 세포는 정상적인 배지로 바꿔준 후 적절한 시

기에 용해 시켰다. 용해된 샘플은 IP buffer (100mM Nacl, 50mM HEPES, 1% Triton 

X-100)로 10배 희석한 후 Protein G conjugated magnetic beads (GE Healthcare 

Life Sciences, Pittsburgh, PA)와 anti-RFP, anti-PrPA, 또는 anti-3F4를 넣고

4℃에서 3시간동안 반응시킨다. IP buffer로 세척 한 후 bead에 포획 된 단백질

을 환원시켜 분리한다. SDS-PAGE에서 전기영동 한 후 자동방사선사진법으로 분

석한다.

Endo H, PNGase F 처리

Endoglycosidase H (Endo H)와 Peptide N-Glycosidase F (PNGase F)에 의한 글



5

라이칸의 변형은 제조자(New England Biolabs, Ipswich, MA)에 의해 제공된 프로

토콜에 따라 수행되었다. 샘플(1% SDS, 100mM Tris pH 8.0) 40㎕를 2% β-

mercaptoethanol, 0.1M Tris-HCl pH 6.8 40㎕로 희석한 후 100℃에서 5분간 끓인

다. 이를 20㎕씩 3개로 나누어 첫번째 샘플에는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고, 두번

째 샘플에는 물 70㎕, 10XG5 (New England Biolabs, Ipswich, MA) 10㎕, Endo H 

1㎕, 세번째 샘플에는 20% Triton X-100 1㎕, PNGase F 1㎕를 넣어준후 37℃에서

2시간 반응시킨다. 이 후 SDS-PAGE에서 전기영동하여 웨스턴블롯으로 분석하였

다.

콜로니 형성 어세이

6well plate (True line, Seoul, Korea)에 well당 100개의 cell을 뿌린 후 3일

마다 배지를 바꿔준다. 14-21일 후 콜로니가 형성되면 Crystal Violet in 

methanol으로 상온에서 하루 동안 염색하고 증류수로 2번 씻어 말린다.

계면활성제에 대한 용해도 분석

세포를 DB buffer (0.5% TX-100, 0.5% deoxycholate, 150mM NaCl, 50mM Tris pH

7.4)로 용질화 한 후 4℃에서 3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가용성과 불용

성으로 나누었다.

수크로스 구배

세포를 0.25M 수크로스(sucrose), 1mM EDTA, 20mM Hepes-NaOH pH 7.4 200㎕로

용질화하여 미리 만들어 둔 10%~50% 수크로스 구배에 얹어 TLS-55로터(Beckman, 

California, USA)에서 55000rpm, 1시간동안 초원심분리 후 상단에서부터 200㎕

분획하여 SDS-PAGE및 웨스턴블롯으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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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새로 합성된 프리온 단백질의 신속한 처리를 리소좀에서 관찰

리소좀으로 수송되어 분해되지 않고 안정적으로 축적되는 형광단백질18, 19)을 이

용하여 새로 합성된 야생형 프리온 단백질의 수송을 관찰할 수 있는 리포터 시

스템을 만들기 위해 실험을 진행하였다. 프리온 단백질의 앞쪽에는 소포체로 수

송되기 위한 신호서열이 존재하며 뒤쪽에는 GPI-AS가 존재하므로 형광단백질인

RFP를 중간에 삽입한 형태로 제작하였다(Fig. 2). 야생형 프리온의 경우 소포체

에서 합성되어 골지체를 통해 세포표면으로 이동한 후 내포작용에 의해 리소좀

에서 제거되는 RESET 경로를 따른다. 이러한 야생형 프리온 단백질의 분해 후

free-RFP의 축적에 대해 알아보기 위해 펄스 체이스 후 RFP로 면역침강 하였다

(Fig. 3A). 우리는 프리온 단백질 외에 약 27kDa의 밴드를 확인 하였다. 이 단

백질은 리소좀 억제제인 Bafilomycin A1 (BAF-A1 (100nM))을 처리하였을 때 나타

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리소좀에서 축적되는 free-RFP라고 예상되었다. 이를 확

인하기 위해 펄스 체이스 후 RFP, 3F4, PrPA 항체로 각각 면역 침강 하였다(Fig. 

3B). 이때 27kDa의 단백질은 anti-RFP에서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 단백질이

프리온 분해 후 축적된 free-RFP임을 나타낸다. 결과적으로 형광단백질 태깅한

프리온을 이용하여 새로 합성된 프리온이 리소좀으로 프로세싱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는 형광 리포터 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대부분의 단백질 잘못 접힘에 원인이 되는 번역 후 변형이 프리온 단백질의 프

로세싱에 끼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프리온의 번역 후 변형 모티프 변종들을

각각 과발현하여 펄스 체이스 후 면역 침강을 수행하였다. 결과적으로 이황화결

합손상에 의해 활성 티올기를 가진 변종(179번째 cysteine을 alanine으로 치환

(C179A))과 신호서열을 제거하여 소포체내로 수송 되지 못하는 변종(Δss)을 제

외한 나머지 변종들에서 post-ER form와 free-RFP가 나타난다. 그에 반해

C179A-RFP 변종에서 post-ER form은 나타나지 않으나 free-RFP를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C179A가 야생형 프리온 단백질과 다르게 골지체로 수송되지 않는 대안

적인 경로를 통해 리소좀으로 수송됨을 알 수 있다(Fig. 4).

C179A 변종이 일반적인 야생형 PrP와 다르게 세포막으로 수송되지 않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세가지 실험을 진행했다. 첫째, 과발현시킨 C179A 변종은 글리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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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화 되지 않은 프리온과 단일 글리코실화 된 프리온을 자를 수 있는

Endoglycosidase H (Endo H)에 높은 감도를 보였다(Fig. 5A). 이는 야생형 프리

온와 비교하여 글리코실화 되지 않았으며 골지체로의 수송이 제한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두번째, 세포막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C179A 변종을 과발현한 세포에 트립신을 처리했을 때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으

로 보아 야생형 프리온와 다르게 세포 표면에 위치하지 않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5B). 세번째, 야생형 프리온과 C179A 변종에 RFP를 태깅한 후 과발현시켜

형광이미지를 분석하였다. 야생형 프리온의 경우 세포막에 위치하는 반면 C179A

변종의 경우 세포 내부에서 관찰된다. 야생형 프리온과 C179A 변종은 소포체의

마커로 사용되는 샤페론 단백질인 Bip과 동일위치에 존재하지 않았다(Fig. 6A).

골지체가 C179A의 수송경로에 포함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brefeldin A (BFA)를 처

리하여 골지층판(golgi stack)의 파괴를 유도한 후 형광이미지를 분석하였다

(Fig. 6B). 먼저 골지체가 효과적으로 파괴되었는지 확인하기 위해 RFP 태깅된

야생형 프리온을 과발현 시킨 후 4시간동안 BFA를 처리하였다. 결과적으로 야생

형 프리온이 세포막에서 관찰되지 않았으며, Bip과 동일위치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골지체로 수송되지 못하고 소포체에 축적되는 것을 나타낸다. 따라서 BFA

에 의해 골지체가 효과적으로 파괴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C179A 변종을 과발현한 세포에 BFA를 처리하였을 때, 처리하지 않은 것과 차이

를 보이지 않으며 소포체에 축적되지 않는다. 따라서 C179A 변종은 RESET 경로

가 아닌 다른 경로를 통해 리소좀으로 이동하는 것을 나타낸다. C179A 변종이

리소좀에 위치하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 RFP 태깅된 C179A 변종을 과발현한 후

형광이미지를 분석했다. C179A 변종이 일관되게 세포 막으로 이동하지 않는 것

을 확인 할 수 있으며 리소좀의 마커인 LAMP1 (Lysosomal Associated Membrane 

Protein 1)과 동일위치에 존재하는 것을 보아 결과적으로 리소좀으로 이동한다

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6C). 소포체에서 합성된 대부분의 단백질이 리소좀으

로의 이동은 후기골지망(trans-Golgi network (TGN))에 의해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20). 그러나 Endo H에 의한 감도, 형광이미지 분석을 토대로 C179A 변종은

골지체로 수송되지 않는다고 볼 수 있다. 이것은 C179A 변종이 소포체의 일반적

인 품질관리경로를 통과하지 못한다는 것을 암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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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상태에서 소포체로부터 잘못 폴딩된 프리온의 활성 티올기 의존적인 자가포

식성 제거

활성 티올기를 가지는 C179A는 대안적인 품질관리 경로에 의해 소포체에서 리

소좀으로 이동한다. 이러한 품질관리 경로와 자가포식작용의 연관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C179A 변종의 대사회전을 확인하였다. C179A-

RFP 변종을 과발현한 후 cyclohexamide (100㎍/㎖)를 처리하여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을 억제한 상태에서 자가포식작용 억제제인 BAF-A1 (100nM)21) 에 따른 대사

회전을 웨스턴 블랏을 통해 관찰 하였다. 결과적으로 cyclohexamide만 처리하였

을 때 시간에 따라 이미 합성되어있던 C179A-RFP의 자발적 분해가 일어난다. 이

에 반해 cyclohexamide와 BAF-A1을 함께 처리하였을 때 C179A-RFP가 분해되지

않고 축적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7A). 그리고 웨스턴 블랏의 경우 축적된

단백질만을 확인 할 수 있으므로 C179A-RFP를 과발현한 세포에서 펄스 표지 후

면역침전을 통하여 새롭게 합성된 C179A-RFP의 대사회전을 확인하였다. 30분간

합성된 35S-메티오닌 표지 C179A-RFP는 시간에 따라 분해되어 감소하고 free-RFP

가 증가한다. 이에 반해 BAF-A1을 처리하였을 때 C179A-RFP의 분해가 억제된다

(Fig. 7B). 자가포식작용의 하나인 소포체-포식기전의 소포는 소포체에서 기원

한다고 보고되어있다22, 23). 이에 C179A 변종이 자가포식작용에 의해 리소좀으로

이동하여 분해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자가포식작용을 비활성화 한 후 C179A의

수송을 알아보기 위해 우리는 자가포식작용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ATG7

(Autophagy-related protein 7)24)을 유전자 가위를 통해 제거하여 ATG7 녹아웃한

세포주를 제작하였다. 이러한 세포주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잘

알려진 자가포식작용의 마커인 P62와 LC3를 웨스턴 블랏을 통해 나타내었다18, 25). 

자가포식작용에서 LC3-Ⅰ은 ATG7에 의해 LC3B-Ⅱ로 활성화된다. 따라서 LC3B-Ⅱ

가 감소하고 SQSTM1 (P62)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25) ATG7 녹아웃한 세포주의 자

가포식작용이 억제된 것으로 확인되었다(Fig. 8A). ATG7 녹아웃 세포주에 C179A-

RFP를 과발현시킨 후 펄스표지 후 면역침전을 통하여 자가포식작용이 억제된 상

태에서 C179A-RFP의 대사회전을 확인하였다. C179A-RFP는 분해되지 않고 BAF-A1

을 처리하였을 때와 같이 축적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8B). 본 연구의 분석

결과 C179A 변종이 소포체 스트레스와 관련 없이 소포체에서 바로 리소좀으로

이동하여 분해되는 소포체-포식기전26, 27) 에 의해 제거된다는 것을 나타낸다.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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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C179A의 수송을 확인하기 위해 펄스 체이스 후 면역침

강 하였다. 이때 Thapsigargin (Tg) 의 농도가 증가할수록 free-RFP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며 (Fig. 9A) Tg (5uM), Dithiothreitol (DTT (10mM))처리한 후 시

간 별로 체이스 하였을 때 free-RFP가 감소한다(Fig. 9B, C). 최근 C179A 변종

이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Transmembrane emp24 domain-containing protein 

10 (Tmp21) 에 의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여 RESET 경로를 통해 분해된다는 보

고가 있다17). 종합해보았을 때 C179A 변종은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소포제-

포식기전이 저해되며 RESET 경로가 활성화 됨을 나타낸다. 따라서 우리는 C179A

변종을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자가포식작용과 구별되는 하나의 소포체-포식기

전 특이적 기질로 제안한다.

활성 티올기 제거에 의해 세포 표면에 축적되는 새로운 프리온 올리고머

C179A 변종의 소포체-포식작용에 의한 분해가 활성 티올기에 의해 유도된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야생형 프리온, 활성 티올기를 가지는

C179A와 C214A변종, 활성 티올기를 제거한 (179,214번째 cysteine을 alanine으

로 치환(C/A)) 변종을 과발현하여 웨스턴 블랏 해보았을 때, C/A 변종에서 특이

적으로 75kDa의 새로운 형태의 프리온 단백질 올리고머가 합성되었다(Fig. 10A).

C/A 변종의 세포 내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HeLa세포에 RFP 태깅한 야생형 프리

온, C179A, C/A 변종을 과발현 시킨 후 형광이미지를 분석 하였다. C/A는 C179A

와 다른 위치에 존재하며 야생형 프리온과 동일하게 세포막에 위치한다(Fig. 

10B). GFP 태깅한 야생형 프리온과 RFP 태깅한 C/A 변종을 같은 HeLa세포에 과

발현한 후 형광염색 하였을 때 두 종류의 아형 단백질이 동일위치에서 확인되었

다(Fig. 10C). 또한 야생형 프리온과 C/A 변종을를 과발현 시킨 세포에 트립신

을 사용하여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제거한 후 용질화 하여

웨스턴 블랏 하였다. C/A에서 ER-form은 유지되는 반면 75kDa의 새로운 프리온

단백질 올리고머만 선택적으로 제거된다. 따라서 75kDa의 새로운 프리온 단백질

올리고머가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1A). 이와 같이 세포

표면에 존재하는 프리온 올리고머가 세포 내에서 수송되어 회복되는 것을 확인

하기 위해 트립신을 이용해 세포 표면 단백질을 제거한 세포를 일정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트립신에 의해 제거되었던 75kDa의 새로운 프리온 단백질 올리고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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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시간에 따라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1B). 이러한 새로운 올리고머

가 어떤 경로에 의해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는지 알아보기 위해 야생형 프리온과

C/A 변종을 과발현한 후 세포 소포체에서 골지체로의 소포수송을 억제하는 BFA

를 처리한 후 용해하여 웨스턴 블랏으로 나타내었다. 골지체로의 소포 수송을

억제 하였을 때 새로운 프리온 올리고머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이 올리

고머가 골지체로 수송된 후 세포 표면으로 이동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1C).

활성 티올기제거에 따른 프리온의 단백질 분해성 내포작용의 변화

세포 표면으로 이동하는 C/A의 새로운 올리고머가 내포작용에 의해 리소좀에서

분해되는 RESET pathway를 따르는지 알아보기 위해 C/A돌연변이를 과발현한 후

cyclohexamide를 처리하여 새로운 단백질의 합성을 저해한 상태에서 대사회전을

관찰하였다. ER form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세포 표면

으로 이동하거나 분해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세포 표면에 위치하는

새로운 올리고머는 감소하지 않고 유지된다(Fig. 12A). 또한 C/A-RFP를 과발현

한 세포에서 펄스 표지 후 면역침전을 통하여 새롭게 합성된 단백질의 대사회전

을 확인하였다. 새로운 올리고머는 분해되지 않고 유지되지만 ER form의 경우

시간이 지날수록 감소하며 Free-RFP가 증가한다(Fig. 12B).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새로운 올리고머가 일반적인 RESET 경로를 따르지 않는다는 가설을 세웠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야생형 PrP와 C179A돌연변이를 과발현한 후 내포작용을 억

제하는 Dynasore28, 29)을 처리하였다. 각각의 약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였을 때 새

로운 올리고머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13). 결과적으로 세포표면에 존재

하는 새로운 올리고머가 내포작용에 의해 세포 내에서 제거되지 않고 세포 표면

에 머무른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활성 티올기제거에 의한 프리온단백질의 단백질의 독성 완화

새로운 프리온 올리고머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C/A를 과발현 시

킨 후 1% SDS (1% SDS, 100mM Tris pH 8.0) 로 용해하였다. 이 후 글라이칸

(glycan)을 선택적으로 잡는 Concanavalin A (ConA) 세파로오스를 이용하여 침

강시켰다30). 이 결과에서 새로운 프리온 올리고머가 회복 되는 것으로 보아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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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코실화 형태라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ER form의 경우 ConA와 결합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글라이코실화 되지 않은 형태라는것을 확인하였다(Fig. 14A 

lane1, 2). 이와 같은 세포를 IP buffer (1% TX-100, 50mM Hepes, 100mM NaCl) 

로 용해시켜 가용성과 불용성으로 분리한 후 ConA 세파로오스를 이용하여 침강

시켰을 때 C/A돌연변이의 ER form은 불용성 부분에서 확인되며 새로운 형태의

올리고머는 가용성 부분에서 확인된다. 결과적으로 새로운 형태의 올리고머가

가용성 단백질, ER-form이 불용성 단백질임을 나타낸다(Fig. 14A lane3~6). 이러

한 돌연변이 단백질의 밀도를 비교하기 위해 sucrose gradient (10~50%) 로 초

원심분리를 하였다. 원심분리한 용액을 원심분리관의 상층부부터 200㎕씩 분획

별로 수확하여 1번부터 11번까지 나타내었다. C179A의 경우 3~6번 분획에서 주

로 관찰되었으며 C/A의 경우 ER form 은 C179A와 일치하는 3~6번 분획에서, 새

로운 올리고머는 그보다 밀도가 낮은 1~5번 분획에서 관찰되었다(Fig. 14B). 단

백질의 위치변화, 계면활성제에 대한 불용성 등은 단백질 잘못 접힘, 단백질 독

성의 간접적 지표로 사용된다. 이러한 C179A와 C/A돌연변이의 단백질 독성 여부

를 평가하기 위해 우리는 두가지 실험을 진행하였다. 첫째, 제한된 트립신에 대

한 소화를 활용하였다. 이 실험에서 과발현 세포를 이용하여 프리온 돌연변이를

과발현 시킨 후 DB buffer (0.5% TX-100, 0.5% deoxycholate, 150mM NaCl, 50mM 

Tris pH 7.4)로 용해시켜 가용성과 불용성 분획으로 분리하였다. 트립신은 처리

하지 않은 것부터 0, 10, 25, 50, 100㎍/㎖로 얼음에서 1시간동안 처리한 후

PMSF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로 불활성화 시켰다. 예상대로 성숙한 야

생형 PrP는 대부분 가용성분획인 상층액에서 확인되었으며 대부분 트립신에 의

해 소화되었다. 먼저 C179A 돌연변이는 완전히 불용성분획에서 분리되었으며 트

립신에 대한 내성을 보였다. 또한 C/A돌연변이의 경우 가용성과 불용성 분획에

서 모두 확인할 수 있었으며 새로운 올리고머의 경우 대부분 상층액에서 확인되

었으며 트립신에 의해 완전히 소화된다(Fig. 15A). 결과적으로 불용성이며 트립

신에 대한 내성을 가지는 C179A는 단백질 독성을 가진다고 간접적으로 예상 할

수 있다. 두 번째, colony forming assay를 이용하여 각각의 돌연변이 과발현 세

포의 생존율을 비교하였다. 야생형 PrP를 100%라 하였을 때 C179A의 경우 생존

률이 20%까지 감소했으나 C179/214A의 경우 98%로 야생형 PrP와 유사한 생존율

을 보였다(Fig. 15B).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C/A의 새로운 올리고머를 만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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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이 프리온 단백질의 새로운 선택적 품질관리 기전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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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본 연구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소포체에서 병원성 프리온 단백질의 선택적 자

가포식 기전을 발견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통해 알아낸 두가지 주된 결과는 첫째, 활성 티올기를 가지는

C179A 변종 프리온은 단백질 독성을 나타내며 정상적인 상황에서 소포체-포식작

용(ER-phagy)에 의해 분해되는 것을 발견한 것이다. 최근 알려진 소포체-포식작

용은 스트레스 상황에서 일어나는 RESET경로의 대안적인 경로로 소포체-포식작

용의 자가소화포 이중막은 부분적으로 소포체에서 분리되었다는 점에서도 RESET 

경로와 구분된다26, 27). 이러한 결과에 따라 C179A 변종은 소포체 스트레스가 배

제된 상황에서 소포체-포식작용의 활성을 모니터링 하기 위한을 리포터로 활용

가능하며 이를 이용하여 다양한 병원성 단백질의 선택적 자가포식을 파악 할 수

있다. 둘째, 활성 티올기를 제거한 C/A 변종에서 새로운 올리고머를 발견한 것

이다. 새로운 올리고머는 C179A 변종과 다른 생화학적 성질을 가지며 세포 표면

에 축적된다. 우리는 이러한 올리고머를 만드는 기전이 프리온 단백질의 독성을

제거하기 위한 새로운 선택적 품질관리 기전일 가능성을 제시한다.

C179A변종은 소포체-포식작용에 의해 제거됨에도 불구하고 단백질 독성을 나

타낸다. 우리는 이러한 현상의 원인이 소포체로 수송된 변종 프리온 단백질에

의한 리소좀의 기능장애일 것이라고 예상하였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결과적으로 본 연구에서 제시한 소포체-포식작용능 조절과 활성 티올기 제거

를 통한 새로운 품질관리 경로의 기전을 연구 함으로써 프리온 질병을 치료하기

위한 개념을 도출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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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Intra-, Inter-disulfide bond 형성

야생형과 시스테인 돌연변이에 의해 형성되는 두 가지의 disulfide bond를 그

림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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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실험에서 사용된 RFP 태깅된 프리온

프리온 단백질은 소포체로 유입되기 위한 신호서열(SP)을 가지고 있고, 두 개

의 글리코실화 부분, OPR 부분, 소수성 부분(HD), GPI-anchored sequence (GPI-

AS)를 가지고 있다. RFP는 SP와 GPI-AS에 영향을 주지 않기 위해 가운데에 삽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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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RFP 태깅된 프리온 단백질은 분해된 후 free-RFP는 리소좀에 축적된

다.

(A) RFP 태깅된 야생형 프리온을 과발현시킨 후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

서 배양하고 30분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고 이후 2시간까지 체이스 하였다. 시간에 따라 1% SDS로 용질

화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역 침전하였다. (B) (A)

와 같은 세포를 준비한 후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하고 30분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고

이후 4시간동안 체이스 하였다. 1% SDS로 용질화 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

하여 anti-RFP, anti-3F4, anti-PrPA 항체로 각각 면역침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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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번역 후 변형 모티프 변종에 따른 프리온의 프로세싱 확인

프리온 돌연변이를 과발현한 후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하고 30

분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간 배양(0 time)또는 2시간동안

체이스 진행하였다. 1% SDS로 용질화 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역 침전하였다(상단 패널). Gel을 coomassie blue로 염색한 후 IgG를

나타내었다(하단 패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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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야생형 프리온과 다른 C179A 변종의 수송

(A) 야생형 프리온과 C179A를 과발현한 후 글리코시다아제인 EndoH와 PNGase F

를 사용하여 분해하였다. 이때 TRAPα는 대조군으로 사용였다. (B) 프로테아제

인 트립신(0, 0.06, 0.12, 0.25%)을 37℃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세포 표면의 단

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였다. “PrPΔCHO”=글리코실화 되지 않은 프리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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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야생형 프리온과 다른 C179A 변종의 세포 내 위치

(A) RFP 태깅된 야생형 프리온과 C179A를 HeLa세포에 형질전환 후 면역형광염색

을 이용하여 형광이미지를 분석하였다. (B) (A)와 같이 준비된 세포에 BFA를 4

시간 처리한 후 면역형광염색을 이용하여 형광이미지를 분석하였다. (C) RFP 태

깅된 C179A와 GFP태깅된 LAMP1을 HeLa세포에 형질전환 후 면역형광염색을 이용

하여 형광이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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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179A 변종의 대사회전

(A) RFP 태깅한 C179A돌연변이 과발현 세포에 cyclohexamide (100㎍/ml)와 BAF-

A1 (100nM)을 처리하여 시간에 따라 용질화 한 후 웨스턴블롯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B) (A)와 같은 세포를 준비하여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서 배

양한 후 30분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고 이후 4시간까지 체이스 하였다. 시간에 따라 1% SDS로 용질

화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역 침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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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자가포식작용에 의해 분해되는 C179A 변종

(A) ATG7 녹아웃 세포를 제작한 후 세포가 제대로 작용하는지 웨스턴블롯을 이

용하여 검증 하였다. (B) ATG7 녹아웃 세포에 C179A-RFP를 과발현한 후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하고 30분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

서 30분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고 이후 4시간동안 체이스 하였다. 1% 

SDS로 용질화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역 침전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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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소포체 스트레스 상황에서 C179A-RFP 수송의 변화

(A) C179A-RFP를 과발현한 후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하고 30분

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

고 이후 Tg (0, 0.05, 0.5, 5uM)배지에서 2시간동안 체이스 하였다. 1% SDS로 용

질화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역 침전하였다. (B)

(A)와 같은 세포를 준비한 후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하고 30분

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

고 이후 Tg (5uM)을 포함한 배지와 포함하지 않은 배지에서 2시간까지 체이스

하였다. 1% SDS로 용질화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

역 침전하였다. (C) (A)와 같은 세포를 준비한 후 30분간 메티오닌이 없는 배지

에서 배양하고 30분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고 이후 DTT (10mM)를 포함한 배지와 포함하지 않은 배지에서

2시간까지 체이스 하였다. 1% SDS로 용질화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역 침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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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활성 티올기를 제거한 변종에서 새로운 올리고머 발견

(A) 야생형 프리온, C179A, C214A, C/A를 각각 HeLa세포에 형질전환하여 과발현

시킨 후 용질화 하여 웨스턴블롯으로 분석하였다. (B) RFP 태깅된 야생형PrP와

C179A, C/A를 HeLa세포에 형질전환 후 면역형광염색을 이용하여 형광이미지를

분석하였다. (C) HeLa세포에 GFP태깅된 야생형 PrP와 RFP 태깅된 C/A돌연변이를

형질전환 후 면역형광염색을 이용하여 형광이미지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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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새로운 올리고머가 세포 표면에 위치

(A) 프로테아제인 트립신(0, 0.06, 0.12, 0.25%)를 37℃에서 10분간 처리하여 세

포 표면의 단백질을 선택적으로 분해하였다. (B) 0.25% 트립신을 37℃에서 10분

간 처리한 세포를 정상배지에서 배양하였다. 이 후 시간에 따라 세포를 용질화

하여 웨스턴블롯으로 분석하였다. (C) 야생형 프리온과 C/A변종을 과발현하고

BFA(10uM)를 처리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을 용질화 하였다. 그 후 웨스턴블롯

으로 분석하였다.“PrPΔCHO”=unglycosylated P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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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새로운 올리고머가 세포표면에 축적

(A) C/A돌연변이를 과발현한 세포에 cyclohexamaide (100㎍/ml) 4시간까지 처리

한 것과 처리하지 않은 것을 1% SDS로 용질화하여 웨스턴블롯으로 분석한다. (B) 

RFP표지된 wtPrP와 C179A돌연변이를 과발현하였다. 이 세포를 30분간 메티오닌

이 없는 배지에서 배양한 후 30분간 펄스표지 하였다. 이후 정상배지에서 30분

간 배양한 것을 0 time으로 설정하고 이후 4시간동안 체이스 하였다. 1% SDS로

용질화한 후 IP buffer로 10배 희석하여 anti-RFP 항체로 면역 침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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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RESET 경로를 따르지 않는 새로운 프리온 올리고머

야생형 프리온과 C/A를 과발현한 세포에 4시간동안 처리 Dynasore (0,5, 10, 

20, 40, 80uM)를 4시간동안 처리한 후 1% SDS로 용질화 하여 웨스턴블롯으로 분

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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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C179A와 C/A의 물리화학적 차이

(A) C179/214A를 과발현 시킨 후 total (T)의 경우 1% SDS로 용해하였고 IP

buffer로 용해하여 원심분리를 통해 가용성(S)과 불용성(P)으로 분리하였다. 이

후 글라이칸을 선택적으로 잡는 Concanavalin A (ConA) 세파로오스를 이용하여

침강시키고 0.25M Methyl-α-d-glucopyranoside로 용출시켜 웨스턴블롯으로 분

석하였다. (B) C179A, C/A를 과발현한 후0.25M sucrose, 1mM EDTA, 20mM Hepes-

NaOH pH 7.4 200㎕로 용질화하여 sucrose gradient (10~50%)에 얹어 TLS-55로터

(Beckman)에서 55000rpm, 1시간동안 원심분리 후 상단에서부터 200㎕ 분획별로

수확하여 1번부터 11번까지 가벼운 순서대로 나타내었다. 분석은 웨스턴블롯으

로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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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활성 티올기의 제거는 단백질 독성에 방어적이다.

(A) 야생형, C179A, C/A를 과발현한 세포를 용해한 후 얼음위에서 트립신(0, 10, 

25, 50, 100㎍㎖)을 사용하여 분해한다. PMSF를 사용하여 트립신을 비활성화한

후 가용성과 불용성분획으로 분리하여 웨스턴블롯으로 분석하였다. (B) 야생형, 

C179A, C/A를 안정적으로 과발현하는 세포를 정상배지에서 14-21일간 배양한 후

Crystal Violet으로 염색하여 시각화 하였다. “PrPΔCHO”=unglycosylated Pr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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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bnormal accumulation of specific proteins has been recognized as one of 

the important causes of various human diseases including degenerative brain 

diseases, diabetes, obesity and cancer. Selective control of protein quality 

control mechanism is considered as a key therapeutic strategy for these 

diseases. In particular, the protein-specific modification that is often 

found in secretary proteins as an important motif to ensure selectivity of 

the protein quality control mechanism.

We have found that the damage of disulfide bonds is closely related to the 

pathogenic mechanism of prion protein, which is known to be the cause of 

human mad cow disease. The mutant prion protein, which has disulfide bond 

damage, does not pass the normal protein secretion mechanism and accumulates 

and accumulates in the endoplasmic reticulum to induce protein toxicity.

However, when the synthesis of the new prion protein was inhibited and the 

functional overload of the endoplasmic reticulum was restored, these prions 

were spontaneously removed. A fluorescent reporter capable of monitoring 

lysosomal activity was prepared and a novel prion protein degradation 

mechanism was proved in which potential toxic prions were transported from 

the endoplasmic reticulum to the lysosome and degraded. On the other hand, 

the toxicity of the prion protein accumulated in the endoplasmic reticulum 

was attributed to the free-thiol due to the disulfide bond damage, and the 

toxicity of the prion protein was restored by the removal of the free-thiol 

group.

In this study, a disulfide-binding variant of prions indicating protein 

toxicity was proposed as a marker of ER-phagy, which may be used as a 

reporter to monitor the activity of ER-phagy. Also the mechanism of making 

new oligomer found by free-thiol depletion variant is suggested as a new 

selective quality control mechanism of prion protein. In particular, the 

concept of treating prion diseases can be derived through the control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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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phagy activity of these prion proteins.

Keyword: Prion, disulfide bond, ER-phagy, prote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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