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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ptococcus pneumoniae is the leading cause of community-acquired pneumonia throughout the world.
The bacteria invade through lung tissue and cause sepsis, shock, and serious sequelae, including rheu-
matic fever and acute glomerulonephritis. However, the molecular mechanism associated with pneu-
monia’s penetration of lung tissue and invasion of the blood stream are still unclear. We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host cell response at protein levels to S. pneumoniae D39 invasion using human lung
cancer epithelial cells, A549.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began to change the morphology of A549
cells to become round with filopodia at 2 hours post-infection. A549 cell proteins obtained at each
infection time point were separated by SDS-PAGE and analyzed using MALDI-TOF. We identified
several endoplasmic reticulum (ER) resident proteins such as Grp94 and Grp78 and mitochondrial
proteins such as ATP synthase and Hsp60 that increased after S. pneumoniae D39 infection. Cytosolic
Hsc70 and Hsp90 were, however, identified to decrease. These proteins were also confirmed by
Western blot analysis. The identified ER resident proteins were known to be induced during ER stress
signaling. These/ data, therefore, suggest that S. pneumoniae D39 infection may induce ER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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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은 그램양성 구균으로

상기도의 정상균 총상을 구성한다[16]. 또한, 세계적으로 폐렴

과 같은 급성호흡기 감염으로 인한 사망을 유발하는 원인균이

다[13]. Streptococcus pneumoniae는 폐렴 이외에도 수막염, 중

이염, 골수염, 감염성 관절염, 심근내막염 등의 질병을 일으킨

다[20]. 만약 폐포에서 S. pneumoniae가 제거되지 않으면 S.

pneumoniae는 급속히 번식하게 되고, 폐포 주변의 체액을 유출

시켜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면서 폐 전체를 감염시킨다[1, 12].

감염 환자의 약 15-30%는 균혈증으로 진행되고, 균혈증 페렴

의 경우 치사율이 약 20%로 매우 높으며, 고위험군의 경우는

항생제 치료를 하여도 치사율이 60% 정도로 더욱 높다[8].

숙주의 S. pneumoniae에 대한 방어는 주로 고전적 보체 경로

가 유발되어 opsonin 의존적 식균작용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또한, IgM, IgA, IgG 항체, 폐, 간, 이자에 존재하는 호중

구세포와 대식세포에 의해도 큰 영향을 받는다[4]. 이자 제거

환자나 간경화 환자의 경우 심각한 S. pneumoniae감염 가능성

이 높으며, 유전적으로 항체나 보체 합성이 결여되어 있는 경

우도 높은 감염성과 연관되어 있다[10]. S. pneumoniae의 감염

메카니즘에 대한 연구는 비록 많이 이루어 졌으나[11], 폐조직

의 침투와 혈관벽의 침투 메커니즘에 대한 보다 명확한 규명

에는 여전히 많은 연구가 요구되고 있다.

Endoplasmic reticulum (ER)은 세포 내의 막 전체의 절반을

차지하고, 새롭게 합성되는 전체 단백질 약 30% 합성에 관여

하고 있다. ER의 적절한 기능 유지는 vesicle의 수송, 지질 및

막의 신생, 단백질의 수송 및 적절한 곳으로의 분비 등, 다양한

세포 생리적인 면에서 아주 중요하다. ER 항상성은 영양분의

고갈, hypoxia, redox 및 glycosylation 반응 이상, 비정상적인

Ca2+ 수송 이상에 의해 깨어지게 되고, 이러한 비정상적인 상

태에서는 ER 내에 misfolding 및 unfolding 단백질의 축적이

유발되면서 ER stress (또는 unfolded protein response) sig-

naling이 활성화된다[6, 17].

ER stress signal이 활성화되면 ER membrane에 존재하는

perk, ire1, ATF6 단백질에 의해 Grp78 (BiP) 및 Grp94 등과

같은 ER chaperone 단백질, protein disulfide isomerase

(PDI), peptidyl-propyl isomerase 등과 같은 효소 및 ER의 구

조에 관여하는 단백질 등의 합성을 촉진하게 되며, 세포 내

전체적인 단백질의 합성이 약화되어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축

적을 방지하게 된다[19]. 또한, 동시적으로 ER 내에서 mis-

folded 단백질들을 분해하기 위해 ER-associated degradation

(ERAD)를 활성화 시킨다. 즉, ER degrading-enhancing

ɑ-mannosidase-like protein (EDEM)과 같은 ERAD 연관 단백

질 등이 misfolding 단백질을 분해하여 비정상적인 유해 단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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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을 분해한다[3, 21]. ER stress signaling은 stress를 받고 있는

초기 상태에서는 세포를 보호하기 위한 단백질들을 유도한다.

그러나 stress가 제거되지 않거나 너무 과도할 경우 stress를

받고 있는 세포는 세포사멸 과정으로 들어가게 된다[15, 18].

세균감염과 ER signaling에 대한 연구는 현재까지 많지 않

다. 따라서 세균감염 시 숙주동물의 첫 번째 방어선인 상피세

포에서 ER stress signal을 규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여겨진다. 폐렴의 주요 원인 균인 S. pneumoniae를 감염

일선의 물리적 방어벽을 형성하는 인간 폐 상피세포가 암세포

화된 A549세포에 감염시켜 S. pneumoniae 감염이 미치는 영향

을 ER stress와 관련 단백질에 초점을 맞춰 연구함으로써 S.

pneumoniae의 감염 및 침투에 수반되는 현상의 일부분을 밝히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균주 및 세포주 배양

Streptococcus pneumoniae D39는 Todd-Hewitt (Difco) broth

에 0.5% yeast extract agar 1.5% 및 sheep blood 5%가 포함된

THY 면양혈액 한천배지에서 배양하였다. 또한 인간 폐암 상

피세포(A549, a human lung epithelial carcinoma, Type II

pneumocyte)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였으며, 10% fetal

bovine serum, 10,000 U/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

mycin이 함유된 RPMI1640 배지에서 95% 산소, 5% 이산화탄

소 조건과 37℃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는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 및 세포형태 관찰

A549 세포는 100 mm tissue culture plates (2×106 cells/

dish)에 상기 배지를 첨가하여 18 시간 배양하였으며, S. pneu-

moniae D39 감염 전 RPMI1640배지를 제거하고 PBS buffer

10 ml로 3회 씻어 주었다. 그 후 항생제만 포함되지 않은 동일

배지를 새롭게 대체한 후 2 시간 동안 A549 세포를 배양시켰다.

THY 면양혈액 한천배지에 도말하여 배양했던 S. pneumo-

niae D39는 3 ml THY broth에 다시 접종하여 37℃ water bath

에서 정치배양하고 UV spectrophotometer (OPTIZEN 322

OUV)를 이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0.3~5×10
7

CFU/ml) 값

이 나오도록 배양하였다. 이렇게 배양된 S. pneumoniae D39를

A549 세포에 세균:세포의 감염비율이 100:1이 되도록 감염시

켜 4 시간 동안 매 시간 별로 세포의 형태변화를 관찰 하였다.

Tuncamycin과 thapsigargin 약물 처리

세균 감염 과정과 동일한 과정으로 배양한 A549 세포에 tu-

nicamycin (Sigma) 10 μg/ml 또는 thapsigargin (Sigma) 2 μM

최종농도가 되도록 처리하고 S. pneumoniae D39 감염 과정과

동일하게 4 시간동안 매시간 별로 세포의 형태변화를 관찰하였다.

Total cell lysates 제조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 및 tunicamycin과 thap-

sigargin 약물이 처리된 A549 세포를 한 시간 간격으로 회수하

여 RPMI1640 배지를 제거한 후 PBS buffer 10 ml로 3 회 씻어

주었다. 그 후 NP-40 lysing buffer 100 μl를 첨가하여 준 후

4℃에서 10 분간 세포를 용해 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용해된

것을 회수하여 4℃에서 10 분간 원심분리(13,000 rpm) 후 상등

액을 회수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SDS-PAGE 및 MALDI-TOF 분석

상기의 방법으로 회수한 total cell lysates를 8% poly-

acrylamide gel을 사용하여 SDS-PAGE를 실시하였다. 20 분간

Coomassie blue 염색(Bio-rad) 후 탈색하여 특이적인 변화를

나타낸 단백질 밴드를 잘라내어 50% acetonitrile을 처리하여

SDS와 염 그리고 염색시약을 제거 시켰다. 그리고 vaccum으

로 acetonitrile을 증발시킨 후 trypsin (8-10 ng/μl)을 처리하여

37℃에서 8-9 시간 반응시켜 단백질 분해과정을 거쳤다. 단백

질 분해 과정은 0.5% trifluoroacetic acid 용액 5 μl을 첨가하여

종결하였다. 절단된 peptides를 회수 및 농축 그리고 그 액상

에 첨가된 시약들을 제거하기 위해 C18ZipTips (Millipore)을

사용하여 처리한 후 MALDI-TOF 분석을 실시하였다. MALDI-

TOF 분석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단백질 peptide 서열을 The

Rockefeller University에서 제공되는 검색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동정하였다. SDS-PAGE 후의 과정은 Genomine회사(포항)

의 협조를 받았다.

Western blot 방법을 사용한 단백질 변화 확인

각 시간대 별로 회수한 total cell lysates를 SDS-PAGE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그 후 과

정은 일반적인 western blot 방법을 따랐다. Hsp70 단백질은

rabbit anti-Hsp70 polyclonal antibody, Hsc70은 rabbit an-

ti-Hsc70 polyclonal antibody, Grp94과 Grp78은 mouse an-

ti-KDEL monoclonal antibody, Hsp90은 rat anti-Hsp90 mon-

oclonal antibody를 Stressgen (USA)사로부터 구매하여 사용

하였으며, 각 1 차 항체에 해당하는 적절한 2 차 항체를 사용하

였다. 항체반응 후 ECL Plus chemiluminescent reagent

(Amersham Pharmacia Biotech)로 발광시켜 X-ray film에 감

광하여 해당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결 과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 후 세포형태 변화

Streptococcus pneumoniae 감염이 폐의 상피세포에서 시작

됨으로 사람의 primary 폐 세포를 대신하는 A549 세포는 in

vitro S. pneumoniae 감염 연구에 많이 사용되는 세포주이다.

본 연구에 사용한 S. pneumonia D39 균주 역시 in vitro 연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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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orphology change of A549 after S. pneumoniae D39 infection. A549 cells were infection with S. pneumoniae D39 and round-shap-

ed A549 cells were observed at 2 hr post-infection under a phase-contrast microscope. Filopodia (arrow) were appeared in

most cells at 3 hr post-infection.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균주로서 감염능을 안정적으로 유지하

기 위해 THY 면양혈액 한천배지에 도말하여 배양하였다. S.

pneumoniae D39 감염비율은 세균:세포가 100:1이 되도록 감염

시켰으며 감염 후 4 시간 동안 매 시간 별로 세포의 형태변화

를 위상차 현미경을 사용하여 관찰 하였다. 최초 감염 후 2 시간

경과 시 A549 세포의 형태가 둥글게 변하기 시작하였으며 3

시간 경과 후 뚜렷한 filopodia가 형성되었으며, 4 시간이 지나

면서 모든 세포의 약 90% 이상이 정상적인 세포형태에서 둥글

게 변하며 filopodia가 잘 발달된 현상이 관찰되었다(Fig. 1).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인한 A549

세포의 단백질 변화와 MALDI-TOF에 의한 분석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인한 A549 세포의

형태 변화는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변화도 수반되었

을 거라는 가정하에 세포 내 단백질 변화를 확인하기 위해

감염된 A549세포의 total cell lysates를 매 시간마다 추출하였

다. 추출한 total cell lysates는 8% polyacrylamide gel을 사용

하여 SDS-PAGE방법을 사용하여 단백질들을 분리하였다. 단

백질 분리 후 Coomassie blue를 사용하여 gel을 염색하여 각

시간 별 시료의 단백질 변화를 분석하였다. 감염시간이 경과

함에 따라 특정 단백질의 패턴이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이들 중 증가하거나 감소된 단백질들을 확인하였다(Fig.

2). 이러한 단백질 밴드를 잘라내어 MALDI-TOF 분석 방법을

사용하여 동정하였다. 모두 12 종의 단백질을 동정하였는데

이들 중 molecular chaperone이 6 종 이었으며, 다른 3 종은

효소 단백질이었다. 다른 3 종은 bovine serum albumin과 분

해된 heat shock protein이었다. 특히 ER에 존재하는 Grp94와

Grp78이 동정되었으며, 또한 세포질에 존재하는 Hsc70,

Hsp90 chaperone 역시 동정되었다. Grp94와 Grp78 chaper-

one에 해당하는 단백질 밴드는 Coomassie blue 염색에서 확

인하였을 때 감염 직후부터 2 시간까지는 별다른 변화가 나타

나지는 않고 거의 일정하였으나 3 시간 경과 시 단백질 밴드가

두드러지게 증가되며 이후 4 시간까지 증가되는 현상이 나타

남을 확인하였다. 그와는 반대로 HSC70과 Hsp90의 경우 감염

최초부터 4 시간까지 단백질 변화가 일정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Western blot에 의한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인한 A549세포의 단백질 변화 분석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A549 세포에서 변

화되는 단백질을 재확인 하고자 western blot 방법으로 분석

하였다. MALDI-TOF 분석을 위해 SDS-PAGE를 시행할 때 두

개의 8% polyacrylamide gel에 동일한 시료를 적용하여 전기

영동을 한 후 하나의 gel은 MALDI-TOF 분석에 사용하였으

며, 다른 하나는 western blot 분석에 사용하였다. 세포질과

ER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molecular chaperone인 Hsc70,

Hsp70, Hsp90, Grp94, Grp78을 대상으로 이들 단백질에 해당

하는 일차 항체를 처리하여 S. pneumoniae D39 감염에 따른

변화를 확인하였다.

세포질에 존재하는 Hsc70은 시간에 따라 감소현상을 나타

내었고, 반면에 Hsp70은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Hsc70은

정상적인 환경에서 합성되어 chaperone 기능과 함께 다양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sp70은 열과 같은 외부의

충격에 의해 유도, 합성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5], Hsp70은

증가는 S. pneumoniae D39 감염이 충격의 일종으로 작용 하였

음을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ER chaperone인 Grp94와 Grp78

은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p94는 ER에 존재하는

Hsp90 homologue로 알려져 있는데, Hsp90과는 달리 S. pneu-

moniae D39 감염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sc70

homologue인 ER에 존재하는 Grp78은 Hsp70과 같이 증가하

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Grp94와 Grp78은 ER stress 조건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어[9], S. pneumoniae D39

감염에 의한 이들의 증가는 S. pneumoniae D39 감염이 ER

stress를 유발하였다는 것을 의미함을 나타낸다.

Tuncamycin과 Thapsigargine 약물 처리 후 세포형태 관찰

ER stress 유발을 나타내는 Grp94와 Grp78이 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증가되어 ER stress와 S. pneumoniae D39 감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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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alysis of protein pattern change of A549 cells induced by S. pneumoniae D39 infection. (A) The A549 cell lysates were

separated on a 8% SDS-polyacrylamide gel and the gel was stained with Coomassie blue. Interesting proteins were arrowed.

(B) MALDI-TOF technique was applied to identify interesting proteins. Grp78 is presented here for an example. Peptides

underlined were identified. (C) All identified proteins were labeled.

Fig. 3. MALDI-TOF-identified proteins were re-analyzed by

western blot. Endoplasmic reticulum and cytosolic mo-

lecular chaperone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using

each corresponding antibodie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β-actin was coomassie-stained.

의 상관관계를 조사하기 위해 ER stress 유발 약물로 널리 쓰

이는 tunicamycin과 thapsigargin을 A549 세포에 처리하였다.

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인한 세포형태 관찰 조건과 마찬

가지로 약물 처리 직후부터 총 4 시간 동안 매 시간 별로 세포

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 tunicamycin과 thapsigargin을 처리한

경우에는 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인한 형태 변화와는 다

르게 뚜렷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 3).

A549 세포에 tunicamycin 처리 후 단백질 변화 분석

A549 세포에 tunicamycin을 처리하고 4 시간에 걸쳐 매 시

간마다 A549 세포의 total cell lysates를 추출하여 단백질 밴드

의 변화를 각 시간대 별로 관찰하였다. 몇몇 밴드의 변화는

관찰되나 전체적으로 뚜렷하게 증가하거나 감소되는 단백질

들은 확인되지 않아 S. pneumoniae D39 감염에 의한 변화와는

확연한 차이를 보였다(Fig. 5). 또한, S. pneumoniae D39 감염

때와 마찬가지로 동일한 total cell lysates를 molecular chap-

erone인 Hsc70, Hsp70, Hsp90, Grp94, Grp78을 대상으로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 Tunicamycin을 처리 하였을 때

Grp94와 Grp78은 약물처리 최초 시간부터 4 시간 동안 점차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여 기존에 보고된 ER stress 반응 결과와

동일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그리고, Grp94와 Grp78의 증

가와 함께 Hsp70 역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

나 Hsc70은 두드러진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Hsp90

은 시간의 경과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S. pneum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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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rphology of A549 after tunicamycin and thapsigargine treatment. Morphology of A549 cells has not been changed in

the presence of ER stress inducers, tunicamycin and thapsigargin.

Fig. 5. Protein analysis of A549 cells after tunicamycin treatment. Total cell lysates of the indicated time were separated on 8%

SDS-polyacrylamide gels and coomassie-stained. The same total cell lysates were used for western blot analysis.

niae D39의 감염과는 다른 변화의 패턴을 나타내었다(Fig. 5).

고 찰

Streptococcus pneumoniae D39가 숙주세포인 인간 폐암 상피

세포, A549에 감염되었을 때 숙주세포가 대응하는 여러 가지

일련의 반응을 보일 것이며, 이러한 일련의 숙주세포의 반응

중에서도 단백질의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아직까지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에 의한 숙주

세포로의 침투 메카니즘의 일부분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위상차현미경 관찰에서 감염된 A549 세포의 형태가 시간에

따라 급격하게 변화하였으며, 변화된 세포 형태의 특이적인

것은 넓게 퍼져서 부착된 모양에서 중앙으로 둥글게 모이면서

filopodia와 같은 구조체를 형성하였다. 이 결과는 S. pneumo-

niae D39의 감염이 A549 세포의 actin 배열을 변형시킨 것으로

추측이 되며, neuroblastoma 세포주에서도 비슷한 현상이 관

찰되었다고 보고 되어 있다[7]. 세포 형태의 변형은 세포골격

을 이루는 actin의 변화가 있었기 때문인데 pneumolysin에

의한 Rho와 Rac GTPase의 급격히 활성화되어 actin의 재배열

을 유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은 A549세포의 형태 변

화뿐만 아니라 단백질의 변화도 초래하였다. 다양한 단백질들

이 변화가 예상되지만 본 연구에서는 감염 후 시간에 따른

양적인 변화가 있는 단백질을 조사하고자 하였으며, 방법으로

는 MALDI-TOF을 사용하였다[22]. 많은 연구들이 2차 전기영

동 후 MALDI-TOF을 사용하여 단백질을 분석하는 proteo-

mics 기술을 사용하고 있으나, 선행실험을 통해 1차 전기영동

만으로도 두드러진 단백질의 변화가 관찰되어 1차 전기영동

후에 바로 MALDI-TOF를 사용하였다. 다만, 단백질 분리의

효율을 증대시키기 위해 8% acrylamide gel을 사용하여 30

kDa 단백질이 gel 끝 부분까지 이동할 때까지 전기영동을 실

시하였다. 이 같은 방법으로 단백질 분리가 양호한 결과를 얻

을 수 있었으나, 저분자 단백질은 gel을 이탈하여 분석에서

제외되었다. 1차 전기영동으로 분리하여 분석하고자 하였던

각 단백질 밴드를 MALDI-TOF를 사용하여 동정하는 과정에

서 타 단백질의 오염 문제는 없었으며, 동정한 모든 단백질

밴드는 순조롭게 분석되었다.

양적인 변화를 나타낸 12 개의 동정된 단백질 중 6 종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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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at shock protein과 molecular chaperone으로 분석되었으

며, 3 종은 효소 단백질, 1 종은 bovine serum albumin이었다.

다른 2 종 역시 heat shock protein이었으나 SDS-PAGE 상에

분자량으로 볼 때 분해된 fragment로 판단되었다. bovine se-

rum albumin은 감염 후 3-4 시간 때에 변형된 또는 사멸하는

A549 세포 표면에 배지에 함유되어 있던 bovine serum albu-

min이 흡착되어 total cell lysate에 혼합된 것으로 생각된다.

Heat shock protein과 molecular chaperone은 외부와 내부에

서 생겨나는 stress에 대응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기능을 한다

[2]. 동정된 heat shock protein과 molecular chaperone은 세포

질, 소포체, 미토콘드리아에 존재하는 Grp94, Grp78, Grp75,

Hsp90, Hsc70, Hsp60이었으며, 이들 모두 단백질 folding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감염 후 이들이 증가하였다는 것은 감

염으로 인한 세포 내 단백질이 손상을 입고 있다고 추측된다.

이 추론은 손상된 단백질의 축적으로 유발되는 ER stress 반응

과 연계되며, ER stress 반응으로 증가되는 전형적인 molec-

ular chaperone인 Grp94와 Grp78이 감염 후에 증가되었다는

현상은 감염 세포 내 단백질이 손상을 입고 있다고 추론을

뒷받침 한다고 생각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tunicamycin과

thpasigargin을 사용하여 ER stress를 유발 시켰다.

Tunicamycin은 소포체 내에서 단백질의 N-glycosylation을

억제하여 단백질의 misfolding을 유도하여 ER stess를 유발한

다[14]. Thpasigargin 역시 세포질의 Ca
2+
의 농도를 증가시켜

근소포체와 소포체의 Ca
2+

channel을 활성화시킴으로써 세포

질로 Ca2+을 유입하여 ER stress를 유발한다[9, 14]. 이 두 약물

을 A549 숙주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A549 세포의 모양은 변화

가 없었으나, 감염에 의한 결과와 동일하게 Grp78과 Grp94

그리고 Hsp70이 시간이 경과 될수록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다.

다만, 특이한 점은 Hsc70의 경우 감염에서와는 다르게 지속적

으로 단백질량이 비슷하게 유지되었다. 즉, S. pneumoniae D39

의 감염으로 숙주세포인 A549에서 Grp94와 Grp78이 증가하

였다는 것은 S. pneumoniae D39 감염이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

은 요인으로 ER stress를 유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 지금까지 밝혀낸 S. pneumoniae D39 감염 및

tunicamycin과 thapsigargin의 약제 처리에 의한 숙주세포의

형태적인 차이 및 ER stress 반응에 관련된 단백질에 초점을

맞춰 ER stress signaling의 차이점을 일부 확인하였다. 그러나

추가적으로 단백질 수준의 차이가 주는 결과가 mRNA 및

DNA 수준에서 어떠한 차이를 나타내는지에 대해 연구 되어

야 할 것이며, ER stress 유발 원인을 밝힘으로서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으로 인한 폐렴에 대한 더욱 명확한 분자

적 메커니즘의 일부가 밝혀 질 것으로 예상된다.

감사의 글

이 논문은 2011학년도 동의대학교 연구년 지원에 의해 연구

되었음.

References

1. Austrian, R. 1981. Some observations on the pneumococcus

and on the current status of pneumococcal disease and its

prevention. Rev Infect Dis 3(Suppl.), S1-S17.

2. Becker, J. and Craig, E. A. 1994. Heat-shock proteins as mo-

lecular chaperones. Eur J Biochem 219, 11-23.

3. Brodsky, J. L. 2012. Cleaning up: ER-associated degradation

to the rescue. Cell 151, 1163-1167.

4. Bruyn, G. A., Zegers, B. J. and van Furth, R. 1992. Mechan-

isms of host defense against infection with Streptococcus
pneumoniae. Clin Infect Dis 14, 251-262.

5. Craig, E. A. and Gross, C. A. 1991. Is hsp70 the cellular

thermometer? Trends Biochem Sci 16, 135-140.

6. Ellgaard, L. and Helenius, A. 2003. Quality control in the

endoplasmic reticulum. Nat Rev Mol Cell Biol 4, 181-191.

7. Iliev, A. I., Djannatian, J. R., Nau, R., Mitchell, T. J. and

Wouters, F. S. 2007. Cholesterol-dependent actin remodeling

via RhoA and Rac1 activation by the Streptococcus pneumonia
toxin pneumolysin. Proc Natl Acad Sci USA 104, 2897-2902.

8. Immunization Practices Advisory Committee. 1981. Pneu-

mococcal polysaccharide vaccine. Morbid Mortal Weekly Rep
30, 410-412, 417-441.

9. Kaufman, R. J. 1999. Stress signaling from the lumen of the

endoplasmic reticulum: coordination of gene transcriptional

and translational controls. Genes Dev 13, 1211-1233.

10. Lammers, A. J., de Porto, A. P., Florquin. S., de Boer, O.

J., Bootsma, H. J., Hermans, P. W. and van der Poll, T. 2011.

Enhanced vulnerability for Streptococcus pneumoniae sepsis

during asplenia is determined by the bacterial capsule.

Immunobiol 216, 863-870.

11. Marriott, H. M. and Dockrell, D. H. 2006. Streptococcus pneu-
moniae: the role of apoptosis in host defense and patho-

genesis. Int J Biochem Cell Biol 38, 1848-1854.

12. Musher, D. M. 1992. Infections caused by Streptococcus pneu-
moniae: clinical spectrum, pathogenesis, immunity and treat-

ment. Clin Infect Dis 14, 801-807.

13. Paton, J. C., Andrew, P. W., Boulnois, G. J. and Mitchell,

T. J. 1993. Molecular analysis of the pathogenicity of

Streptococcus pneumoniae: the role of pneumococcal proteins.

Annu Rev Microbiol 47, 89-115.

14. Ron, D. 2002. Translational control in the endoplasmic retic-

ulum stress response. Clin Invest 110, 1383-1388.

15. Ron, D. and Harding, H. P. 2012. Protein-folding homeo-

stasis in the endoplasmic reticulum and nutritional

regulation. Cold Spring Harb Perspect Biol 4, 1-13.

16. Rubens, C. E., Smith, S., Hulse, M., Chi, E. Y. and van Belle,

G. 1992. Respiratory epithelial cell invasion by group B

streptococci. Infect Immun 60, 5157-5163.

17. Rutkowski, D. T. and Kaufman, R. J. 2004. A trip to the

ER: coping with stress, Trends Cell Biol 14, 20-28.

18. Rutkowski1, T. D. and Kaufman, R. J. 2007. That which does

not kill me makes me stronger: adapting to chronic ER



1056 생명과학회지 2013, Vol. 23. No. 8

초록：Streptococcus pneumonia 감염으로 변화한 사람 폐 상피세포 단백질의 프로테오믹 분석

이윤영․정경태*

(동의대학교 임상병리학과)

Streptococcus pneumoniae는 전 세계적으로 급성 호흡기 질환 높은 사망률 나타내며, 정상인의 비인후부에 존재

하여 호흡기 감염을 통해 폐렴, 수막염, 중이염, 패혈증, 복막염, 골수염 등을 일으킨다. 그러나 S. pneumoniae가

폐 조직에 침입하는 분자적 메커니즘과 혈류를 통한 침입은 많은 연구에도 불구하고 아직 명확하게 알려지지

않았다. 그러므로 본 실험에서는 S. pneumoniae D39의 감염 및 침입에 대한 분자 메카니즘을 알고자 사람의 폐암

상피 세포 유래 A549 세포를 이용하여 감염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변화되는 A549 세포의 모양을 관찰하였으며,

또한 숙주세포의 단백질 패턴 변화를 조사하였다. 일부 A549 세포는 감염 후 2 시간부터 세포의 모양이 둥근형태

로 변화된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감염 3 시간째에는 세포의 모양이 둥글며 filopodia가 아주 잘 발달하였다. 감염

4 시간에 도달하게 되면 거의 모든 A549 세포가 둥글며 잘 발달된 filopodia를 형성하였다. 감염 후 각 시간 별

A549 세포의 총 단백질들을 추출하여 시간의 경과에 따라 특이적으로 양 적인 변화를 나타내는 단백질을 MALDI-

TOF 분석법을 사용하여 동정하였다. Streptococcus pneumoniae D39 감염 후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단백질 중 대다

수가 특이하게도 molecular chaperone에 속하는 단백질들이었다. 대표적인 cytosol chaperone인 Hsp90과 Hsp70

의 경우 감소하는 패턴을 나타낸 반면에 endoplasmic reticulum (ER)에 존재하는 chaperone인 Grp94와 Grp78

(BiP)은 감염 후 점차 증가하는 패턴을 나타내었다. ER chaperone인 Grp94와 Grp78의 증가는 ER stress signal-

ing pathway와 관련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S. pneumoniae D39의 감염에 의한 이들 단백질의 변화 패턴을

ER stress를 유발 시켰을 때와 비교하였다. Tunicamycin 또는 thapsigargin으로 처리하여 ER stress를 유발시킨

A549 세포의 형태는 변화하지 않았으며 흡착세포의 형태를 유지하였다. 그러나 Western blot을 통한 molecular

chaperone의 분석 결과는 S. pneumoniae D39 감염의 경우와 일치하였다. 본 연구에서 얻은 결과는 S. pneumoniae

D39의 감염은 A549 세포의 형태적 변화를 유발하며 또한 molecular chaperone 증가와 감소를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주며, 특이적으로 Grp94와 Grp78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아 S. pneumoniae D39 감염은 A549 세포 내 ER stress

를 유발한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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