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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요 약

[Part.1]

진핵세포에서 소포체 기능이상은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한다. 이때 세포는 UPR 

(unfolded protein response)이라 칭하는 반응을 통해 소포체 기능을 보호한다. UPR은 

소포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동안 소포체에 축적된 미성숙 단백질(unfolded proteins)을 

제거하기 위하여 proteasome과 autophagy같은 단백질분해 시스템과 함께 작용한다. 그러나 

소포체 스트레스가 오래 지속되면 세포는 아폽토시스(apoptosis)를 통해 죽게 된다. 따라서 

autophagy의 활성 조절은 세포 생존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본 연구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autophagy의 변화를 조직 수준에서 확인함으로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노출된 동물의 

생존 변화의 원인을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소포체 스트레스를 조직 수준에서 관찰하기 위해 정상 쥐 C57BL/6를 사용한 in vivo 

실험을 하였다.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강력한 당화억제제인 Tunicamycin(Tm)을 

주사한 후 20일 동안 관찰을 하였다.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5일째에 마우스 

survival이 급격히 감소하였기 때문에 5 day를 기준으로 UPR과 autophagy 변화를 

확인하였다. 결과 5 day에 마우스 survival이 크게 감소한 것에 비해 UPR은 이미 회복 

단계에 들어간 것을 확인하였고 이는 UPR의 활성화와 생존변화에는 연결점이 약하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autophagy 활성은 5 day에 큰 변화를 나타냈다. Autophagosome 

marker인 LC3B-Ⅱ와 오토파지 기질인 p62의 높은 축적을 보였고 이에 비해 Lysosome 

기능에 관여하는 LAMP1, 2의 감소와 Lysosome 단백질 분해효소인 Cathepsin들의 성숙이 

크게 억제되었으며, Autophagosome과 Lysosome의 융합에 관여하는 Vamp8의 큰 감소가 

확인되었다. 또한 lysosome biogenesis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에 관여하는 중요한 

전사인자로 알려진 TFEB(Transcription Factor EB)의 발현도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를 통하여 간 조직 수준에서의 소포체 스트레스에 대한 Autophagy 기능의 

감소경향성만 확인되었을 뿐 이런 현상이 동물생존과 관계가 있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TFEB의 과 발현 또는 Autophagy 기능 회복 등이 동물생존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한 추가적인 실험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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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진핵세포에서 소포체 기능이상은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UPR (unfolded 

protein response)이라 칭하는 반응을 통해 소포체 기능을 보호한다. UPR은 소포체 

스트레스가 지속되는 동안 소포체에 축적된 미성숙 단백질(unfolded proteins)을 제거하기 

위하여 autophagy같은 단백질분해 시스템과 함께 작용한다. UPR의 PERK pathway에 속하는 

ATF4는 autophagy를 조절하는데 필요한 전사인자라는 것은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오토파지 

유전자들의 발현에 관여하는 중요한 전사인자로 알려진 TFEB의 핵 이동에 대한 연구는 

확인되지 않았다. 본 실험은 ATF4가 TFEB를 통한 autophagy 조절에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본 실험이다.

실험을 위해 정상 세포와 ATF4가 결핍된 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대한 UPR과 

autophagy 변화를 비교하였다.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강력한 당화억제물질인 

Tunicamycin(Tm)을 사용하였다. 면역형과요법(Immunofluorescence) 분석으로 소포체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을 때 TFEB와 TFE3의 핵 이동을 확인하였고, 결과 ATF4가 결핍된 

간세포에서 핵 이동이 부분적으로 저해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단백질과 mRNA 분석은 

ATF4 의존적 유전자들의 발현이 감소한 ATF4 결핍 세포의 경우, UPR 유전자 발현이 

상대적으로 약화된 것을 확인하였다. Autophagy 유전자 발현의 경우 autophagosome 

marker인 LC3B의 차이는 없었으나, 각각 오토파지 시작과 오토파지 phagopore 형성에 

관여하는 Beclin1의 발현 및 ATG5-ATG12 conjugation이 감소하였고 cargo receptor인 

p62의 감소 등 전반적으로 autophagosome 형성에 문제가 생겼음을 

확인하였다.Lysosome의 경우는  TFEB/3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 LAMP1, 2의 감소와 

Lysosome 단백질 분해효소인 Cathepsin들의 발현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 즉 ATF4 

결핍은 autophagosome 형성을 저해시키고, TFEB의 핵 이동을 저해함으로서 lysosomal 

biogenesis를 저해시킴을 예상할 수 있다. 이를 확실하게 증명하기 위해 autophagosome의 

형성이 확실히 감소하였는지, 또한 autophagy process 중 fusion에는 문제가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으며, ATF4 결핍 세포에 ATF4를 회복시켜주었을 때 autophagy 활성 저하가 

회복되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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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진핵세포에서 소포체(endoplasmic reticulum, ER)은 핵막 외부에 그물망 같은 구

조로 존재하는 세포소기관으로 리보솜(ribosome)이 붙은 조면소포체(rough 

endoplasmic reticulum)와 활면소포체(smooth ER)로 구분된다.[1] 세포에 포함된 약 

30%의 단백질은 번역 후 수정(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 접힘(folding), 조립

(assembly)이 일어나는 조면소포체 내 리보솜에 의해 mRNA에서 단백질로 합성되고 

활성화된 단백질은 골지(golgi)로 이동한다. 그러나  미성숙(unfolded) 단백질들은 

소포체 내에서 제거되어 세포질에서 proteasome 기전이나 autophagy 기전에 의해

서 분해된다[2].

이러한 반응은 포도당(glucose)의 결핍과 미성숙 단백질의 축적 그리고 칼슘 항상

성의 변화 같은 생화학적, 생리적 자극에 의해 소포체의 기능에 이상이 발생하게 

되는데 이를 소포체 스트레스(ER stress)라 하고 세포는 소포체 스트레스로부터 소

포체의 기능을 보호하기 위한 보상기전으로 IRE1(inositol-requiring1), 

PERK(pancreatic ER kinase), ATF6(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와 같은 소포체 

스트레스 센서 단백질들이  활성화 되는 신호전달체계를 유발한다. 이런 기전을 총

칭하여 UPR(unfolded protein response)이라 부른다[2~5]. UPR을 구성하는 단백질 

중에 PERK 단백질이 활성화되면 eIF2(eukaryotic translational initiation factor 2)의 

α subunit은 인산화 되고 이 인산화의 결과로 거의 모든 mRNA의 번역 시작 과정 

중 첫 번째 아미노산인 Methionine이 라이보솜(ribosome)에 전달되는 것을 막음으

로써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는 것을 막는다. 이런 억제는 ER lumen에 misfolded 단

백질들이 축적되는 것을 효과적으로 막는다. 또한 특정한 여러 개의 untraslated 

region (UTR)을 가지고 있는 atf4 mRNA는 eIF2a의 인산화가 증가되었을 때 번역기

전이 증가되어 ATF4 전사인자를 만든다. 이 인자는 ER의 기능을 활성화 시킬 수 있

는 샤페론(ER chaperone) 유전자들과 활성산소 억제 유전자들의 발현을 증가시켜 

소포체를 스트레스로부터 보호한다[9]. IRE1과 ATF6의 활성도 마찬가지로 UPR 대상 

유전자(UPR target gene)의 전사(transcription)를 촉진한다. IRE1의 

kinase/endonuclease 활성화를 통한 xbp1 (x-box binding protein 1) mRNA의 

intron제거로 부터 XBP1s(spliced XBP1) 전사인자가 생성된다. XBP1s는 UPR관련 인

자들과 직접적으로 결합해 BiP/Grp78같은 소포체 샤페론(ER chaperone)을 활성화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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킨다. 그리고 full length ATF6는 site-1 protease (SP1)와 site-2 protease (SP2) 골지 

단백질 분해효소에 의해 잘려진 후 N-terminal 절편이 전사인자로써 핵으로 이동해 

XBP1s와 결합하여 소포체 스트레스 반응과 관련된 여러 샤페론 인자의 전사를 활

성화시킨다[4,8]. 그러나 이런 소포체 스트레스가 지속이 되면 같은 센서 단백질들을 

통하여 세포사멸(apoptosis) 경로가 활성화되어 손상된 세포를 제거한다[4,5]. 

최근 연구는 소포체 스트레스는 단백질 aggregate 또는 손상된 세포소기관을 제

거하기 위하여 오토파지를 활성화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6,8,10]. 이러한 오토파지

의 활성화는 세포 항상성을 유지케 하여 세포의 기능과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킨다.  

따라서 자가포식작용(Autophagy)은 단순히 세포사멸 기전과는 다르게 자신의 세포

에 에너지 등 대사물질들을 공급해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로 세포의 생존에 도

움을 주는 것이 자가포식작용(Autophagy)의 중요한 기능으로 생각될 수 있다.[12] 

자가포식작용(Autophagy) 과정은 진핵세포의 막 외부에 존재하는 소포체

(endoplasmic reticulum, ER)를 포함한 여러 곳의 지질막에서 유래된 Phagophore라

는 지질막 조각이 분해하려는 단백질 aggregate 또는 손상된 세포소기관을 둘러싸 

Autophagosome이라는 이중막 구조체를 형성하게 된다. 이 Autophagosome은 여

러 종류의 가수분해 효소를 가지고 있는 Lysosome이라 불리는 세포소기관과 하나

의 구조체로 융합되어 단일막 구조의 Autophagolysome으로 성숙된다. 성숙된 

Autophagolysome 내에 포함된 단백질 aggregate 또는 손상된 세포소기관들은 아

미노산 등 물질의 기본 단위체로 분해되어 세포가 생존하는데 필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현상은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의 

aggregate 또는 손상된 세포소기관의 제거를 위해 Autophagy를 활성화 시키는 것

으로 보고되어지고 있고,[6,7,10] 이와 같은 Autophagy의 활성화를 통해 세포의 항

상성을 유지시켜 세포의 기능과 생존율을 향상 시킬 수 있다. 따라서 세포에 소포

체 스트레스와 같은 세포내 이상이 있을 경우 위와 같은 Autophagy의 작용을 통해 

세포의 생존에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된다.

TFEB(transcription factor EB)는 세포질(cytoplasm)에 존재하는 Lysosome에 인산

화 된 형태로 존재하는데, lysosome 막에 존재하는 mTOR의 RAG 1 Protein과 TFEB

의 RAG Binding domain이 결합을 통해 인산화 된다. 인산화 된 TFEB는 14-3-3 단

백질과 결합해 cytosol에 머무르며 핵으로 이동하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외부 자극

에 의해 stress 상태가 되면 소포체와 lysosome 내부에서 세포질로 칼슘 이온이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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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되고 세포질 내부의 높아진 칼슘 농도는 calcineurin(Cn)이라는 phosphatase가 활

성화되고 Cn은 TFEB에 붙어있는 인사기를 제거함으로써 NLS(Nuclear localization 

signal)에 의해 핵으로 이동하여 autophagy와 lysosome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

진한다.[11]

[Part.1] 본 연구에서는 정상 쥐의 간 조직에서 소포체 스트레스 발생 시 나타나는 

UPR과 autophagy의 활성이 survivial과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 autophagy의 활성

이 survival을 조절할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Part.2] 본 연구에서는 ATF4 결핍 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 발생 시 TFEB/3의 

핵 이동 및 활성 변화와 그에 따른 autophagy의 변화를 확인하고 그 관계를 확인

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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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시약

본 실험에서 마우스의 간 / ATF4 결핍 세포에 화학적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도하

기 위한 Tunicamycin(Tm)은 MERCK에서 구입하였다. Western blot에서 UPR을 확인

하기 위한 1차 항체는 anti- β-actin(Sigma), anti-PERK(Cell signaling), anti-eIF2α

(Santa cruz), anti- p-eIF2α(abcam), anti-CHOP(Cell signaling), anti-IRE1α(Cell 

signaling), anti-XBP1s(Biolegend), anti-KDEL(assay designs) / ATF4(Cell signaling)를 

사용하였다. Autophagy의 활성을 확인하기 위한 1차 항체는 anti-LC3B(Sigma), 

anti-p62(abnova), anti-Syntaxin17(Sigma), anti-Vamp8(abcam), anti-LAMP1, 

LAMP2(DSHB), anti-Cathepsin B, L(R&D), anti-Cathepsin D(Santa cruz), 

anti-TFEB(Mybiosource), anti-TFE3(Sigam) / ATG5(abcam), Beclin1(Cell signaling)를 

사용하였다. 그리고 2차 항체는 anti-mouse/rabbit/Goat Ig G(Jackson 

ImmunoResearch)를 사용하였다.

Immunofluorescence에 사용된 1차 항체는 Flag(Sigma)를 사용하였다.

2. 샘플 준비

1) 마우스 처리 및 간 적출

정상 쥐 (학명 Mus musculus, C57BL/6, Male)를 청정실에서 12주령까지 키우고 

간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tunicamycin(Tm) 1 ㎎/㎏을 복강 내 주사

를 하였다.

Injection 후 day별로 mouse를 경추탈골로 sacrifice하고 간을 적출한 뒤 곧장 액

체질소에 급속냉동으로 얼린 후 –80℃에 보관하고, 이후 필요할 때 액체질소를 사

용해 간 조직이 녹지 않은 상태로 필요한 무게만큼 잘라서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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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배양 및 처리

실험에 사용된 ATF hepatocyte / MEF 세포는 10% FBS. 1% 

P/S(penicillin-streptomycin), 1x Non-Essential Amino Acid, β-MtOH 2.2 ㎕/500 ㎖

이 추가된 M199 / DMEM 배지에 37˚C, 5% CO2조건으로 배양하였다.

Glycosylation을 억제하여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tunicamycin(Tm) 1㎍

/㎖과 100ng/㎖을 처리하였다.

3. 방 법

1) 웨스턴 블롯(Western blot) 분석

얼린 간 조직에 30 ㎎에 NP-40 lysis buffer(1% noniet P-40, 0.05% SDS, 50mM 

Tris-Cl pH7.5, 150mM NaCl, 100mM NaF, 50mM β-glycerolphosphate, 0.5mM 

Na3VO4, protease inhibitor(Thermo)) 500 ㎕를 첨가 후, hand-drill 및 sonication을 

사용해 얻어낸 단백질에 BCA protein assay kit(Thermo)을 이용하여 정량 한 후 

단백질이 75 ㎍이 되도록 loading sample을 만들었다. SDS-PAGE에서 전기영동을 

하여, 단백질을 크기 별로 분리 후, Nitrocellulose(GE), 

PVDF(Millipore)-membrane으로 40~50V로 4˚C에서 2시간 30분 동안 transfer하였다. 

Membrane은 blocking solution(~5 skim milk in 1X TBS-T buffer(20mM Tris-Cl 

pH7.5, 150mM NaCl and 0.05% Tween20)에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항체의 비 특이적 결합을 차단하고 각각의 1차 항체를 4˚C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이후, 1차 항체를 제거하고 peroxidase conjugated goat anti-mouse/rabbit 

IgG(Thermo) 2차 항체를 각 1차 항체에 대응하게 상온에서 3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Thermo)를 사용하여 

membrane을 감광시켜 X-ray film을 이용하여 현상하였다.

세포실험의 경우 Tunicamycin을 처리한 세포에 NP-40 lysis buffer를 첨가하여 

얻어낸 단백질에 BCA protein assay kit(Thermo)을 이용하여 정량 한 후 단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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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이 되도록 loading sample을 만들었다. 이후의 과정은 위와 동일하다.

2)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T-PCR)과 qPCR(quantitative PCR)

얼린 간 조직 50㎎을 Trizol, Chloroform, Iso-Propanol, 75% EtOH을 사용해 

RNA를 분리하고 농도를 측정 후, RNA 50 ㎍/100 ㎕를 EN-RNeasy-Plus-Mini 

kit(Qiagen)을 이용하여 RNA를 purification 하였다. 다시 농도를 측정하여 각 

RNA에 DEPC water를 혼합하여 100ng/μl의 RNA를 만들었다. 그리고 RNA와 cDNA 

kit(Ambion,)을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이렇게 합성한 cDNA와 SYBR green 

mixture(Bio-Rad)를 혼합해 qPCR(quantitative PCR)을 실시하여(StepOnePlus, ABI) 

각 유전자의 발현을 비교하였다.

세포실험의 경우, EN-RNeasy-Plus-Mini kit(Qiagen)을 이용하여 곧바로 RNA를 

분리 및 정제하였고 이후의 과정은 위와 동일하다.

3) Xbp mRNA splicing analysis (RT-PCR)

qPCR sample을 만들기 위해 분리 및 정제 하였던 RNA를 Ambion High capacity 

RT kit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Xbp splicing PCR을 위한 primer 서열은 Forward primer는 

5‘-GAGTCCGCAGCAGGTG-3’, Reverse primer는 5‘-AGGCTTGGTGTATACATGG-3’ 

이다. PCR 조건은 95℃에서 1분 동안 denaturation, 60℃에서 45초 동안 annealing, 

그리고 72℃에서 1분 30초 동안 extension 반응을 30 cycles로 하여 증폭시켰다.

4) Immunofluorescence microscope analysis

6well plate에 round cover glass를 얹고 3시간 동안 collagen 0.01%(1x PBS)를 

37℃ incubator에서 coating 한다. ATF hepatocyte cell을 37℃, 5% C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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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ubator에 배양한 다음,  Adenovirus. TFEB/TFE3-3xFlag를 24시간 infection 하고 

그 후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발하기 위해 Tunicamycin(Tm)을 1 ㎍/㎖로 처리하였다. 

PBS로 2회 washing 한 후, 3.5% PFA 2 ㎖로 15분 고정하고, 다시 PBS로 2회 

washing 후 0.1% Triton X-100(Sigma)로 3분간 permeabilization하고 다시 PBS로 

5분간 3회 washing 한다.

필요한 cover glass만 chamber에 옮기고 BSA(in PBS)로 상온에서 1시간 

blocking한 후, Flag 1차 항체로 4℃에서 밤새 처리한다. 이후 PBS-T(Tween20, 

0.05%)로 1차 항체를 씻어내고, Alexa Fluor 594로 상온 암실에서 3시간 처리한다. 

이후 암실에서 PBS-T로 5분간 2회 washing 하고 5xDAPI로 상온 암실에서 10분간 

염색하고 다시 PBS-T로 5분간 washing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mounting solution을 

떨어뜨려 slide를 제작하였다. 공초점 레이저현미경(Confocal laser microscope)로 

관찰하여 결과를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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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 과 [Part.1]

1. ER stress affects mouse survival.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cell death와 Autophagy에 의한 survival을 조직 수준에

서 확인하기 위해 정상 쥐 C57BL/6 (Male, 12 weeks)에 생리식염수에 녹인 

Tunicamycin(Tm)을 1 ㎎/㎏으로 복강에 주사한 뒤 경과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주

사 후 5일째에 mouse survival이 크게 감소하였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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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R stress affects mouse survival.

(A) After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Tm (1mg/kg),  mouse survival was greatly decreased in 5 

da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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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Observation of the UPR in livers of Tunicamycin (Tm)-challenged 

mice.

정상 쥐(C57BL/6, Male, 12 weeks)의 간 조직에서 Tunicamycin(Tm)에 의한 화학

적 소포체 스트레스가 유도되었을 때 UPR 단백질 발현량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생

리식염수에 녹인 Tm 1 ㎎/㎏을 복강 주사하고 일수(0, 0.5, 1, 5, 13, 20 days)별로 

간 조직을 적출한 후, protein sample을 만들어 Western Blot을 통해 UPR 단백질 

발현량 변화를 확인하였고 (Fig. 2A), 이를 β-actin에 대한 normalization을 통해 그

래프화 하였다. (Fig. 2B) UPR 관련 유전자의 mRNA 변화는 qPCR을 사용해 분석하

였고 (Fig. 2C), 이를 위해 분리했던 RNA를 RT-PCR 및 PCR을 통해 Xbp1 splicing 

band를 젤 전기영동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Fig. 2D)

ER stress에 의한 UPR 활성은 chaperone protein을 제외하고, 1 day에서 제일 

높은 활성을 보이고 5 day에서는 빠르게 회복되는 중이었다. mRNA도 같은 경향을 

보여주며, Xbp1도 splicing 된 DNA band가 5 day에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 11 -



- 12 -



- 13 -



- 14 -

Figure 2. Observation of the UPR in livers of Tm-challenged mice.

(A), (B) Observation of UPR protein change in Tm-challenged mouse liver tissue. (C) Observation 

of UPR mRNA change in Tm-challenged mouse liver tissue. (D) Observation of Xbp1 mRNA 

splicing in Tm-challenged mouse liver tissue. Data are Mean ± SEM; n=3, *,&P<0.05, **,&&P<0.01, 

an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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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Observation of expression of autophagy in livers of Tm-challenged 

mice.

UPR과 달리 autophagy process는 5 day에 큰 변화를 보인다. LC3B-Ⅱ와 p62 

accumulation을 통해 autophagosome 증가를 확인하고, Syntaxin17의 발현 변화는 

없으나 Vamp8 감소를 통해 autolysosome으로의 fusion에 문제가 생겼음을 예상할 

수 있으며, cargo receptor LAMP의 감소와 protease Cathepsin의 active form 감소 

및 pro-form accumulation을 통해 lysosome의 biogenesis 및 function에 문제가 생

겼음을 알 수 있다. 또한 lysosome의 master regulator인 TFEB의 발현이 함께 감소

하였다. (Fig. 3A, B)

Fusion, Transcription factor 및 Autophagosme, Lysosome 관련 mRNA expression 

level도 5 day에서 많은 감소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ER stress에 의한 autophagy 

process impairment는 mRNA level에서 조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이러한 

mRNA 감소는 transcription factor인 Tfeb, Tfe3 mRNA 발현 감소가 영향을 미친 것

으로 보인다. (Fig. 3C~E)

이 결과를 통해 lysosome의 기능 손상이 autophagy flux를 망가뜨리며 이는 시간

이 지남에 따라 회복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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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Observation of expression of autophagy in livers of Tm-challenged 

mice.

(A), (B) Observation of Autophagy protein change during ER stress in 

Tm-challenged mouse liver tissue. (C)~(E) Observation of Autophagy mRNA 

change during ER stress in Tm-challenged mouse liver tissue. Data are Mean ± 

SEM; n=3, *,&P<0.05, **,&&P<0.01, and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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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Part.1]

앞선 여러 논문들을 보면 autophagy가 ER stress를 회복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

명되었다. 본 실험은 autophagy와 ER stress간의 관계를 조직 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 강력한 ER stress inducer인 Tunicamycin(Tm)을 1 ㎎/㎏을 복강 주사하였고, 

Tm injection 후 mouse survival의 감소가 있었고 5 day에서 급격한 감소가 있었음

을 확인했다.

5 day에서 mouse가 많이 죽은 이유를 ER stress와 autophagy에서 접근하기 위해 

여러 days에 간 조직을 적출하고 Western Blot과 qPCR을 사용해 UPR과 

Autophagy의 protein 및 mRNA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UPR의 경우 훨씬 early day

인 1 day에서 대체로 가장 큰 활성을 나타냈고 mouse survival이 크게 감소했던 5 

day에서는 이미 회복단계에 들어가 있었다. 반면 autophagy process는 5 day에서 

큰 변화를 보여주었다. Autophagosome marker로 유명한 LC3B-Ⅱ와 cargo 

receptor인 p62의 accumulation이 확인 되었고, Lysosomal membrane protein 중 

autophagosome과 fusion을 담당하는 Vamp8의 감소와 Lysosomal cargo receptor

인 LAMP의 감소, 그리고 cargo를 분해하는 protease인 cathepsin의 active form 

(single-, double-chain) 감소와 Tm에 의한 glycosylation inhibition으로 인한 

pro-form의 축적이 확인되었다. (대부분의 protease는 활성을 위해 glycosylation 과

정을 필요로 한다) 즉 Lysosome의 biogenesis 및 function에 손상이 발생해 

autophagy flux가 blocking 되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이러한 lysosome 손상은 lysosomal biogenesis master regulator인 TFEB의 

protein 및 mRNA 발현이 크게 감소한 것이 원인으로 예상된다. 다른 autophagy 

gene의 발현도 감소한 것으로 보아 TFEB의 self-transcription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

아 protein level의 감소로 이어졌고 이것이 lysosome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확인된 결과로는 경향성만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다. 그 내용으로는, 1) Autophagy flux가 정말로 blocking 되었는가?, 2) 시간에 따

른 TFEB/3의 핵 이동에 변화가 있는가?, 3) Autophagy를 회복시켰을 때 5 day에서 

감소했던 survival을 회복시킬 수 있는가?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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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과 [Part.2]

1. ATF4 deficiency decrease nuclear translocation of TFEB/3 during 

ER stress.

ATF4 deficient cell에서 Stress 반응에 대한 TFEB, TFE3 핵 이동에 ATF4가 관여하

는지 immunofluorescence(IF) 및 nuclear fractionation Western Blot으로 확인하였

다. Adenovirus를 이용한 IF 결과, ATF4 deficient cell의 TFEB, TFE3 핵 이동이 감소

하였다. (Fig. 1A, B) Nuclear fractionation을 통한 Western Blot 실험에서도 

Tunicamycin 16hr에 TFEB, TFE3의 nuclear fraction에 WT에 비해 발현양이 적은 것

을 확인하였다. (Fig. 1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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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TF4 deficiency decrease nuclear translocation of TFEB/3 during ER 

stress.

(A), (B) TFEB or TFE3-3xFlag expressing adenoviruses infected ATF4 hepatocytes 

were treated with Tm for 16hrs. The white arrow heads  indicates the cells 

containing cytosol localized TFEB or TFE3. Right side graph shows the pecentage 

of cells (300 cells) with nuclear TFEB . Scale bar = 20 ㎛. Data are Mean ± 

SEM; &&&,###P<0.05 vs. control and ***<0.05 ATF4 WT vs ATF4 Null. (C) Western 

Blot analysis of TFEB and TFE3 nuclear translocation withcellular fractio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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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TF4 is imporatant for expression of UPR genes.

ER stress에 대한 UPR 활성이 ATF4 유무에 따른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PERK, IRE1 pathway 및 chaperone protein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ATF4가 없을 경

우, time dependent한 상승은 보여주나 주로 late time에서 WT보다 훨씬 낮은 발

현 수준을 보여준다. (Fig. 2A)

mRNA 의 경우, ATF4 deficiency에 의한 ATF4 dependent gene expression level

이 감소한 것이 확인되었다. Bip은 protein과 같은 모습을 보였으나 Xbp1s, Grp94는 

protein과 상이한 결과를 보였다. (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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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ATF4 is imporatant for expression of UPR genes.

(A) Western blot analysis of expression level of UPR Proteins in ATF WT/Null 

MEF cell line treated with Tunicamycin(Tm) for 0~24hr. (B) Changes of UPR 

mRNA level were measured by qPCR in Tm-treated ATF4 WT/Null MEF cell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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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TF4 is required for proper expression of autophagy genes 

during ER stress.

Autophagy와 관련된 protein의 Western Blot 결과를 β-actin에 대한 

normalization 하였다. 결과 ATF4가 없을 경우, LC3b-Ⅱ는 차이가 없었으나 그 외에 

autophagosome 형성에 관여하는 p62, Beclin1, ATG5-ATG12 conjugation의 발현 

수준이 전체적으로 훨씬 낮았다. Lysosome의 경우는 late time에서 LAMP의 발현양

이 크게 감소하였고, Tm에 의한 Cathepsin L의 pro-form accumulation 역시 발현 

수준이 훨씬 낮았다. 반면 TFEB, TFE3에서는 차이가 확인되지 않았다. (Fig. 3A)

mRNA의 level에서는 ATF4가 없을 경우, Autophagosome 관련 gene 일부의 발현 

수준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그 유전자들은 ATF4 dependent 하다. 

마찬가지로 Lysosome 관련 gene 일부도 발현 수준이 크게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

다. 이들은 TFEB dependent한 gene이다. (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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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TF4 is required for proper expression of autophagy genes during ER 

stress.

(A) Western blot analysis of expression level of UPR Proteins in ATF MEF cell 

line treated with Tunicamycin(Tm) for 0~24hr. (B) Change of UPR mRNA level 

were measured by qPCR in Tm-treated ATF4 MEF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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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고 찰 [Part.2]

ATF4는 basic leucine zipper (bZIP) transcription factor family의 subfamily에 속하는 

하나의 transcription factor이다. 그 역할은 많은 유전자들의 전사를 조절하여 스트레스

에 대한 적응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이미 여러 논문에서 ATF4가 autophagy를 

조절하는 역할을 가지고 있음을 밝힌 바 있다. 하지만 autophagy process에 있어 중요

한 전사인자인 TFEB와의 관계를 알아본 실험은 없었기 때문에 본 실험은 

ATF4-TFEB-Autophagy 관계를 알아보았다.

ATF4 deficient cell에서 TFEB, TFE3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강력한 ER stress inducer인 

Tunicamycin(Tm)을 처리하고 immunofluorescence와 Western Blot nuclear fractionation

을 통해 핵 이동을 확인한 결과 ATF4가 없을 경우 TFEB, TFE3 핵 이동양이 감소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ER stress에 의한 UPR 활성을 Western Blot과 qPCR을 통해 protein과 

mRNA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PERK, IRE1 pathway의 activation을 확인하였고, ATF4 

deficient cell에서는 late time에서 UPR 단백질 발현양이 낮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mRNA 수준에서도 드러났는데, ATF4 dependent gene의 발현이 감소한 가운데, UPR 

gene 중 Bip의 late time 발현이 낮은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Grp94는 훨씬 높게 나왔

고 Xbp1은 protein과는 달리 차이가 없었다.

Autophagy도 차이가 나타났다. 단백질 수준에서 β-actin에 대해 normalization 하여 

비교한 결과 ATF4 deficient cell의 경우, LC3B-Ⅱ의 차이는 없었으나 Autophagosome 

형성에 관여하는 Beclin1, ATG5-ATG12 conjugation 및 cargo 수용체인 p62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Lysosome의 경우 마찬가지로 cargo 수용체인 LAMP1, LAMP2의 late time

에서 감소에서의 감소와 protease인 cathepsin L의 발현 감소가 확인 되었다. 이는 

mRNA에서도 같은 모습을 보였다. ATF4 dependent한 Beclin1, Atg12, p62, Nbr1이 감

소하였고, TFEB dependent한 Cathepsin과 Lamp2a, 2b, 2c에서도 발현 감소를 보인 것

으로 보아 ATF4 deficient로 인한 TFEB의 핵 이동 감소가 autophagy 활성을 저해하였음

을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TFEB를 통한 ATF4와 autophagy의 관계를 증명하기에는 자료가 부족하므

로, 이후 autophagosome의 형성과 lysosome과의 fusion에의 영향이 있는지 확인하고, 

ATF4 deficient cell에 외부에서 ATF4를 넣어줬을 때 ER stress에서 TFEB, TFE3의 핵 이

동 감소와 autophagy의 회복이 되는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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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rt.1]

The ER stress is interfering with the function of ER in all eukaryotic cells, that is a 

cause of cell stress response referred to as by maintaining the biological function of ER 

in the evolutionary conservation to protect the cells from stress response, UPR (unfolded 

protein response). The UPR is assistance, such as the protein degradation system 

Autophagy, Proteasome to remove immature protein during ER stress is in progress. 

However, if ER stress persists for a long time, cell fate is converted from survival to cell 

death through apoptosis. Therefore, the regulation of autophagy activity may affect 

survival.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ER stress and survival in a 

wider range by identifying changes in autophagy caused by ER stress at the tissue level.

In vivo experiments with normal mouse C57BL/6 were performed to induce ER stress 

at the tissue level. Tunicamycin(Tm), a potent chemical ER stress inducer, was injected to 

induce ER stress and observed for a long time. After then, it was confirmed that the 

survival of mouse was greatly decreased at 5 days, so the change of UPR and 

autophagy was observed for a long time based on 5 days. As a result, it was confirmed 

that UPR recovered much faster than 5 days when mouse survival significantly 

decreased, indicating that the connection point was weak in UPR activity and survival. 

Autophagy activity, on the other hand, showed a significant change at 5 days. The 

autophagosome marker LC3B-Ⅱ and substrate p62 was shown to be significantly 

increased, whereas the reduction of LAMP1 and 2 and cathepsin maturation involved in 

lysosome function were significantly inhibited, and Vamp8 related fus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addition, the expression of Transcription Factor EB (TFEB), an important 

transcription factor for expression of genes involved in lysosome biogenesis, was also 

reduced.

However, only the tendency of Autophagy to ER stress at the tissue level has been 

identified, and its relationship to survival has not yet been identified. Therefore, further 

experimentation is needed to confirm that recovery of TFEB and autophagy is related to 

survi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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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2]

ER dysfunction in eukaryotic cells induces ER stress, which protects ER function 

through a reaction called an unfolded protein response (UPR). The UPR is assistance, 

such as the protein deradation system Autophagy to remove immature protein during 

ER stress is in progress. ATF4, a member of UPR's PERK pathway, is known to be a 

transcription factor for regulating autophagy. However, no studies have observed the 

relationship with another important transcription factor, TFEB. This study examined the 

relationship between ATF4 and autophagy regulation through TFEB.

For the experiment, we compared the changes of UPR and autophagy on vesicle 

stress when ATF4 was deficient compared to normal cells. Tunicamycin(Tm), a potent 

chemical ER stress inducer, was used to induce ER stress. Immunofluorescence analysis 

confirmed nuclear localization of TFEB and TFE3 when ER stress was induced, and the 

results showed that nuclear localization was partially reduced in ATF4 deficient 

hepatocytes.

Protein and mRNA analysis using Western Blot and qPCR confirmed that UPR activity 

was relatively attenuated at late time in ATF4 deficient cells with reduced expression of 

ATF4 dependent genes. In autophagy, there was no difference in LC3B, an 

autophagosome marker, however, the expression of Beclin1 and ATG5-ATG12 

conjugation, which were involved in initiation and phagopore formation, decreased, and 

the overall problem of autophagosome formation with reduced cargo receptor p62 was 

revealed. It was also confirmed that these proteins were ATF4 dependent. In case of 

lysosome, LAMP1, 2 and Cathepsin L, which are involved in its function, were found to 

decreased expression level at late time, and they were confirmed to be TFEB dependent. 

In other words, ATF4 deficiency can be expected to attenuate autophagosome formation 

and lysosomal biogenesis by partially decreasing nuclear localization of TFEB.

To confirm this clearly, it is necessary to confirm whether the formation of 

autophagosomes has been reduced and that there is no problem in the fusion of the 

autophagy process using another experiment, and when recovery ATF4 in ATF4 deficient 

cells, identified decrease in autophagy activity is to be recove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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