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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ression of c-fos, p53, Transforming Growth Factor-ββ1 and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in Hippocampus Following Transient
Forebrain Ischemia in Mongolian Gerbil

Jae Hwa Lee and Bang Hur

Department of Pathology, Kosin University Medical College, Pusan, Korea

Background : Recent studies have shown that delayed neuronal death is closely associated
with early gene (c-fos or c-jun)-related apoptosis in addition to hypoxia-induced energy defi-
ciency in the hippocampus. Methods : To elucidate the role of c-fos, p53, TGF- 1 and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and their interactions, cellular expression with immunohisto-
chemistry was examined during the time period of 10-minute hypoxia with variable reperfu-
sion intervals in the mongolian gerbil hippocampus. Results : Hippocampal CA1 shows pro-
gressive and delayed neuronal damage beginning from the 24-hour reperfusion, while CA2-3
reveals non-progressive, eosinophilic inclusion body within the neuron throughout the time
period. CA1 neurons show short-term expressions of c-fos prior to significant cellular dam-
age. However, CA2-3 neurons show persistent expressions by 3-day reperfusion. In both
CA1 and CA2-3, p53 is expressed for the short-term period of the early time points. Howev-
er, its intensity and duration are much less in CA2-3 than in CA1. While TGF- 1 is transiently
expressed at 24-hour reperfusion in CA1, its expression in CA2-3 is persistent in late time
points. Early expression of GFAP is observed in the pyramidal layer of CA1 prior to neuronal
damage and progressively increased in the late time points. Conclusion : These results
suggest that c-fos and TGF- 1 may play a role in neuronal viability in the early- and late time
points. Astrocytes may also be responsible for the active protective mechanism to neuronal
death, as well as reactive gliosis. The hypoxia-induced neuronal damage is, in part, a p53-
dependent process in the CA1 neur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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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쥐의 일과성 전뇌 허혈 후 해마의 c-fos, p53, Transforming Growth

Factor- 1,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의 발현

쥐에서 수분 내지 수십분 전뇌 허혈을 유발하 을 때 해마의

특정 부위에서 신경세포가 수시간 혹은 수일에 걸쳐 천천히 사

망하는 지연성 신경세포 사망(delayed neuronal death)은

Kirino 등1에 의해 처음으로 밝혀졌다. 뇌 허혈 후 발생하는 신

경세포 사망은 단순히 에너지 고갈에 의한 이온의 불균형만으로

는 설명될 수 없으며, 허혈 손상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세포내

물질에 하여 관심을 가지고 조사해야 한다. 지연성 신경세포

사망에 관하여는 여러 가지 가설들이 있지만 일반적으로, 허혈

초기에 에너지 장애에 따른 이온 펌프의 이상으로 칼슘의존형

protein kinase 등의 활성화에 따른 생화학적 연쇄 반응이 초래

되고, 그 결과 c-fos 및 c-jun을 비롯한 즉시 조기 유전자

(immediate early genes)의 발현, 열충격단백(heat shock

protein)의 발현, 세포자멸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 및 신경 양

성 인자(neurotrophic factor)들의 발현이 신경세포의 사망과

생존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

c-fos는 c-jun과 이질-동질성 이중체(hetero-homodimer)를

형성하여 trascription factor activator protein-1 (AP-1) 단백

을 만든다. 이 단백은 AP-1 biding site를 가진 유전자 특히,

후기 작동 유전자(late effector genes)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세포 생존과 사망을 간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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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4 c-fos는 다양한 스트레스성 자극을 받은 쥐 해마의 신경세

포에서 발현이 증가하며, 뇌 병변이 없는 경우에서는 c-fos 발

현이 낮거나 소수의 뇌 겉질 세포에서 발현된다.5

p53은 하위조절 유전자인 p21과 같은 cyclin dependent

kinase inhibitor (CDKI)와 결합하며 세포주기를 G1기에 정지

시키기도 하고,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과 결합하여

G1기를 정지시켜 DNA 복제를 억제시키기도 한다.6 해마의 허

혈성 손상시 관찰되는 지연성 세포 사망에 하여 단순한 허혈

성 괴사 뿐만 아니라 야생형 p53에 의한 세포자멸사의 관련성

에 관한 연구도 진행중에 있다.

신경세포 배양 연구에서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 1이 세포의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한다는 보고

가 있고7, human immunodeficiency virus (HIV) 뇌병증과

Alzheimer병 등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는 TGF- 1이 오

히려 신경 파괴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가 있다.8 교세포중 특히

별세포는 뇌의 간질액 항상성 유지, 여러 이온 및 신경전달물질

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별세포의 여러가지 반응(비

∙증식)은 신경세포 손상에 한 단순한 현상이 아니라 신경

세포 생존 혹은 사망에 접히 관여한다는 보고들도 있다.9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은 분자량이 50 kDa이

며 별세포의 독특한 세포질 중간세사이다. 신경세포, 근상피 등

에서는 발견되지 않으며, 정상적 혹은 병적인 상태하에서 별세

포를 확인하는 데 필수적인 표식자로 사용된다.10

모래쥐(Mongolian gerbil)는 척추 동맥과 속목 동맥 간의 문합

이없어온목동맥결찰만으로일과성허혈을유도할수있는좋은

실험 동물이다. 이에 저자는 전뇌 허혈을 일시적으로 유도한 모래

쥐 해마의 역에 따른 허혈성 손상의 형태학적 추이를 관찰하고

c-fos, p53, TGF- 1 및 GFAP의발현을시간 별로조사하여지

연성신경세포손상과의관련성을보고자본연구를시행하 다.

재료와 방법

재료

실험 동물은 모래쥐 60-80 g 정도의 수컷 32마리를 사용하

다. 사육 기간 중 음식과 물은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다. 마취제로 ketamine (50 mg/kg)과 xylazine hydrochloride

(10 mg/kg)을 복강 내로 주입하여 마취시킨 후 목을 신전하여

전경부를 노출시켰다. 정중부 절개선을 가한 다음 피하 조직을

박리하고 양측 목빗근을 견인한 후 기도 옆으로 주행하는 양측

온목 동맥을 주위 신경과 정맥으로부터 조심스럽게 박리하 다.

6.5 g 정도의 추를 연결한 6.0 흑견사로 온목 동맥을 10분간 견

인한 다음 다시 재관류시켰다. 재관류 후 30분, 2시간, 4시간, 6

시간, 1일간, 3일간, 5일간 및 7일간에 각각 3마리씩 단두 희생

하 다. 실험 조군은 8마리를 사용하 으며 경부 절개만 행하

다. 흉곽을 절개하고 좌심실을 천자하여 오름 동맥에 16게

이지 바늘을 거치한 후, 헤파린을 포함한 생리식염수로 약 1-2

분간 관류하여 혈액을 제거한 다음 0.1 M 인산 완충액(pH

7.0)에 파라포름알데하이드를 용해시켜 만든 4% 파라포름알데

하이드를 약 30분-1시간 지속적으로 주입하여 관류 고정한 후

뇌를 적출하 다. 적출된 뇌는 동일한 고정액에 24시간 이상 고

정시킨 후 약 2-3 mm 두께로 관상 절단한 후 이들 조직절편에

서 제 3 뇌실과 해마가 포함되었는지를 육안으로 확인하 다.

뇌세포의 허혈성 변성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체온의 변화를 보

정하기 위하여 마취 직후부터 수술용 램프를 사용하여 체온을

35-37℃로 유지하 다.  

방법

광학현미경적 염색 및 관찰

광학현미경 재료로 채취한 조직은 일정 부위를 골라 세절한

다음 4% 파라포름알데히드에 24시간 고정하 다. 그 후 탈수,

파라핀 포매를 거쳐 HE 염색을 실시하 다. 본 연구에서는

CA1은 해마밑동(subiculum)-CA1 (sub-CA1), 측부 CA1

(Lat CA1)으로 나누고, CA2와 CA3는 묶어서 CA2-3로 분류

하 고, CA1은 다시 층별로 세분화하 다(Fig. 1). 각 역별

신경세포의 손상정도는, CA1은 신경세포의 호산성 변성을 기준

으로 하 고, CA2-3에서는 세포질내 호산성 봉입체를 보이는

세포를 기준으로 하여 이와 같은 소견을 보이는 세포가 없는 경

우를 (-), 30% 미만인 경우를 (+), 30-70% 사이는 (++),

70% 이상인 경우를 (+++)으로 임의 분류하 다. 살아있는 신

경세포의 광학현미경 소견은 Stummer 등11의 기준에 근거하

다(Fig. 1C, Table 1).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및 판정

4% 파라포름알데히드에 조직을 고정한 후 파라핀 블록으로

만들고 4 m로 박절편을 만든 후, avidin-biotin complex

(ABC)법을 이용하여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 다. Xylene

으로 10분간 탈파라핀 과정을 거친 후 알코올로 함수 과정을 수

행하고 Tris 완충용액(10×Immunoassay buffer: Biomeda,

CA, U.S.A.)에 10분간 세척하 다. 일차항체로는 c-fos (Santa

Cruz, CA, U.S.A.), p53 (Santa Cruz, CA, U.S.A., Zymed

Lab, U.S.A.), TGF- 1 (Santa Cruz, CA, U.S.A., Zymed

Lab, U.S.A.)과 GFAP (Santa Cruz, CA, U.S.A.)를 사용하

1. Sharply delineated nucleus with ellipsoid or round shape
2. Clearly distinguishable nucleolus located centrally within the nucleus
3. Nucleus slightly darker than surrounding neuropil
4. Neuronal cytoplasm clearly demonstrated from surrounding neuropil
5. Less than one third of the neuron surrounded by confluent vacuolization

Table 1. Criteria for the identification of viable neuronal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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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항원성 회복을 위하여 pH 6.0의 citrate 완충용액에 슬라

이드를 담근 후 극초단파로 10분간 끓 다. H2O2로 endogenous

peroxidase 활성도를 억제시킨 후 정상 혈청을 blocking

reagent로 사용하여 20분간 상온에서 처치하 다. 각 일차 항체

를 희석액(Reserch Genitics, U.S.A.)과 1:50, 1:30, 1:30 및

1:100으로 희석한 후 도포하여 4℃ 냉장고에서 하룻밤 두었다.

Tris 완충용액으로 수세하고 2차 항체(primary rabbit/mouse

antibody, LSAB kit, DAKO, U.S.A.)로 30분간 처리한 후 다

시 Tris 완충용액으로 수세하 다. Streptavidin horse radish

peroxidase (HRP)에 14분간 반응시켜 biotin-avidin 특이 결합

을 유도하고 다시 Tris 완충 용액으로 수세하 다. 3-amino-9-

ethylcarbazole (AEC)을 도포하고 Mayer’s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분류하 다. 발현

이 없는 경우를 (-)로 하 고 약하게 발현된 경우를 (+), 분명

한 발현이 있는 경우를 (++), 아주 강하게 발현된 경우를

(+++)로 분류하 다. 발현의 범위는 25% 미만인 경우 (+),

25-75% 사이인 경우 (++), 75% 이상인 경우 (+++)로 판

정하고 (+)은 1점, (+++)은 3점으로 하여 발현 강도와 범위

에 해당되는 점수로 합산하여 분석하 다.

통계분석

재관류 후 시간에 따른 해마의 부위별 유전자 산물 발현의 차

이와 각각의 유전자 산물 발현의 상관성을 보기 위하여,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dows for

8.0) 프로그램을 이용한 Fisher’s exact test와 SAS (Statisti-

cal Analysis System)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Likelihood ratio

(LR) test for trend 법으로 시간에 따른 유전자 발현의 경향

을 분석하 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학적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 다. 

Fig. 1. Dorsal hippocampus at a level 3.8-4.0 mm caudal to
bregma. Localization of CA subfield (CA1-CA4) and dentate
gyrus (A). Histologic features of cornus ammonis (B). Control,
normal viable pyramidal cells in CA1 (C). CA: cornus ammonis,
alv: alveous, o: oriens layer, p: pyramidal cell layer, r: stratum
radiatum, lm: stratum lacunosum-moleculare, m: molecular layer
of dentate gyrus, dg: dentate gyr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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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광학현미경 소견

조군에서 해마의 신경세포는 4-6개의 세포가 층을 이루어

명확한 경계를 보이는 정상적인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1C).

실험군에서 세포 손상의 유형은 CA1에서는 호산성 신경세포로,

CA2-3은 세포질내의 호산성 봉입체의 형태로 나타났다. 허혈성

실험군에서는 재관류 24시간 에 sub-CA1 부위의 신경세포가

호산성 신경세포로 변화되면서 핵 뭉침 및 핵 농축 등의 점진적

손상으로 진행하 고(Fig. 2A), Lat CA1에서는 재관류 3일째

Fig. 2.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neuronal changes of hippocampal CA subfield after 10-min ooclusion of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ies with reperfusion. Neuronal damage is only seen in  narrow region of the subiculum-CA1 (arrowheads) (A, 24h reperfu-
sion). Most of neurons in subiculum-CA1 and lateral CA1 show dark eosinophilic condensed cytoplasm with pyknotic nuclei (B, 5d reper-
fusion). Neurons in CA2-3 show eosinophilic inclusion (EI) bodies (C, 24h reperfusion). High magnification of EI bodies (arrowheads) (D,
24h reperfusion). d: day.

A

C

B

D

Neuronal injury according to reperfusion time 

control    30 m    2h       4h      6h     1d        3d        5d        7d

Sub-CA1     -     -      -      -      -      +      ++    +++    +++
Lat CA1      -     -      -      -      -      -      ++    +++    +++
CA2-3        -     -      +      +     ++     +++    ++     ++      +

CA: cornus ammonis, Lat: lateral, Sub-CA: subiculum-CA, m: minute,
d: day, --: none, +: less than 30% of neurons involved, ++: between
30% and 70% of neurons involved, +++: greater than 70% of neurons
involved.

Table 2. Neuronal changes in gerbil hippocampus after 10-min
occlusion of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ies with reperfusion

24 h

24 h 24 h

5 d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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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현저하게 나타났다(Fig. 2B). 재관류 5일 이후부터는 CA1

의 역별 형태학적 변화에 차이는 없었다. CA2-3 부위의 신경

세포에서는 세포질내의 호산성 봉입체가 재관류 2시간 때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일째 전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었

고, 7일째까지 지속되었다(Fig. 2C, D, Table 2). 

c-fos 단백의 발현

조군에서는 c-fos 단백의 발현이 없었다. 재관류 30분에서

해마의 CA1과 CA2-3의 신경세포 뿐만 아니라 뇌조직 전반에

걸쳐서 발현하 다(Fig. 3A). CA1에서는 재관류 2시간 에서

강하게 발현되었고, 6시간 부터는 발현이 미약하거나 발현되

지 않았다(Fig. 3B). CA2-3에서는 재관류 30분부터 발현되기

시작하여 2시간 에 신경세포에서 가장 강하고 광범위하게 발현

Fig. 3. Regional distribution and time course of immunoreactivity for c-fos in gerbil hippocampus following 10-min ischemia. CA1, CA2-3,
and other brain regions (A, 30m reperfusion). Expression is seen in CA1 and in CA2-3 (B, C, 2h reperfusion). CA2-3 is more intense than
CA1 (3C, 2h reperfusion). Weakly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c-fos in CA1, but sustained immunoreactivity in CA2-3 (D, 6h reperfu-
sion). CA: cornus ammonis.

A

C

B

D

Scoring of c-fos expression according to reperfusion time

control    30 m    2h       4h      6h     1d        3d        5d        7d

CA1*       0      3      4      4      2      0      0      0      0
CA2-3**    0      4     6     5      5      4      3      0     0

CA: cornus ammonis, m: minute, d: day, Fisher’s exact test: NS (com-
parison between CA1 and CA2-3), LR test for trend: *p<0.001,
**p<0.005.

Table 3. Expression of c-fos in gerbil hippocampus after 10-
min occlusion of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ies with reperfu-
sion

c-fos 30 m

c-fos 2h c-fos 6h

c-fos 2h

CA1

CA2

CA1

CA3

CA4

CA2
CA1 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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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고, 3일까지 지속하 다(Fig. 3C, D). 재관류 시간에 따른

해마의 역별 c-fos 단백의 발현 차이는 없었으나 시간에 따라

유의하게 감소하 다(p<0.001, p<0.005).          

p53 단백의 발현

조군에서는 해마의 신경세포에서 p53 단백의 발현이 없었

다. 재관류 2시간 후 해마의 sub-CA1의 신경세포 핵과 세포

질에서 발현되기 시작하 고, 24시간 까지 지속하 다(Fig.

4A, B1). Lat CA1에서는 재관류 2시간 에는 발현되지 않았

고, 4시간 부터 발현되기 시작하 다(Fig. 4B2, C). Sub-CA1

과 동일하게 Lat CA1의 p53 발현은 재관류 24시간 까지 지

속하 다(Table 4). 재관류 시간에 따른 해마의 역별 p53 단

백 발현의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CA1에서는 재관류 후 시

간에 따라 p53 단백의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 으나(p<0.05),

CA2-3에는 4시간과 6시간에만 양성이었다. 

TGF- 1 단백의 발현

조군에서는 TGF- 1의 발현이 없었다. 재관류 24시간 에

Scoring of p53 expression according to reperfusion time

control    30 m    2h       4h      6h     1d        3d        5d        7d

Sub-CA1* 0      0     5      3      3      3      0      0      0
Lateral CA1 0      0     0      3      2      2      0      0      0
CA2-3**       0      0     0     2      2      0      0      0      0

CA: cornus ammonis, m: minute, d: day, Sub-CA: subiculum-CA, Fish-
er’s exact test: NS (comparison between CA1 and CA2-3), LR test for
trend: *p<0.05, **NS.

Table 4. Expression of p53 in gerbil hippocampus after 10-min
occlusion of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ies with reperfusion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p53 in hippocampal CA1
and CA2-3 after 10-min occlusion of bilateral common carotid
arteries with reperfusion. p53 is only expressed in subiculum-
CA1 (A, 2h reperfusion). High magnification of p53 expression in
subiculum-CA1 (B1, 2h reperfusion). p53 is expressed both
nuclear and cytoplasm in lateral CA1 (C, 4h reperfusion). CA:
cornus ammonis.

A

C

Sub-CA1

Sub-CA1

Lat-CA1

p53 2h

p53 4h

p53 2h

B1

B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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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의 CA1의 신경세포에서 약하게 발현되었고, 3일째 소실되

었다(Fig. 5A). CA2-3의 신경세포는 3일째부터 발현되기 시작

하여 1주까지 지속적으로 발현되었다(Fig. 5B). 재관류 5일째

에는 CA1에서 신경세포보다는 별세포라고 추정되는 세포에서

발현되었다(Fig. 5C). 재관류 후 시간에 따른 해마의 역별

TGF- 1 단백 발현의 차이는 없었다. CA1에서는 재관류 후

시간에 따른 TGF- 1 단백의 발현 양상이 통계학적으로 볼 때

의미있는 증감은 없었으나, CA2-3에 있어서는 의미있는 증감을

보 다(p<0.005).  

GFAP의 발현

조군에서 해마의 oriens, radiatum 및 lacunosum molecu-

lare 층에 있는 별세포에서 양성 반응을 보 다(Fig. 6A). 조

군의 별세포는 가는 세포 돌기를 가지고 있었고 세포 크기도 작

았다. 재관류 2시간 에 lacunosum moleculare 층에서 세포 돌

기가 다소 두꺼워진 것 외에는 조군과 차이점은 없었다. 재관

류 6시간째 pyramidal 세포층에서 GFAP 양성의 별세포가 출

현하 고, 3일째에는 현저하게 나타났다(Fig. 6B1, B2). 24시

Scoring of TGF- 1 expression according to reperfusion time

control    30 m    2h       4h      6h     1d        3d        5d        7d

CA1*      0      0      0      0      0      2      0      2� 0 
CA2-3**   0      0      0      0      0      0      3      2      2 

CA: cornus ammonis, m: minute, d: day, �: TGF- 1 positive glial cell,
Fisher’s exact test: p=1.000 (comparison between CA1 and CA2-3),
LR test for trend: *NS, **p<0.005.

Table 5. Expression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 1 in
gerbil hippocampus after 10-min occlusion of bilateral com-
mon carotid arteries with reperfusion

Fig. 5.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 1 in CA1 and CA2-3. TGF- 1 is expressed in CA1 (A,
24h reperfusion). In CA2-3, expression of TGF- 1 is seen (B,  3d
reperfusion). TGF- 1 is expressed in astrocytes rather than
pyramidal neurons showing marked pyknotic and karyorrhectic
changes (C, 5d reperfusion). Inset: Weakly expression of TGF-
1 in astrocytes. CA: cornus ammonis, d: day.

A

C

B

CA1

CA1

CA3

TGF-beta1 24h

TGF-beta1 5d

TGF-beta1 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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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 시간에서 별세포의 비 와 세포수

의 증가가 현저하 고, 재관류 5일째 가장 두드러졌다(Fig. 6C,

D). 재관류 1주일에는 GFAP 양성의 별세포가 감소하 으며

동시에 그 발현 강도도 감소하 다(Table 6). CA1에 비해

CA2-3에서의 GFAP 양성 반응은 뚜렷하지 않았다.

해마 역에 따른 각 단백 발현의 상관성

CA1 역에서는 세포손상의 정도에 따라 c-fos와 p53이 유

사한 시간 에 발현되며 세포 손상의 형태학적 소견이 저명하기

전에 발현되는 경향이 있었다. 이에 반해서 TGF- 1과 GFAP

는 세포 손상이 있는 시기에 발현되었고, 특이하게도 TGF- 1

Fig. 6. In control group, astrocytes are detected in oriens, radiatum, and lacunosum of hippocampal CA1. Their cytoplasmic processes
are thin (A).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positive cells are first seen in pyramidal cell layer (B1, 6h reperfusion) and increased in
numbers on the 3d reperfusion (B2). Increased GFAP-positive cells show thick and numerous processes (C, D, 5d reperfusion). d: day.

A

C D

Expression of GFAP according to reperfusion time

control  30 m   2h      4h      6h     1d       3d       5d        7d

St. oriens           A+    A+    A+   A+   B+    B+   B++  D+++ B++
St. pyramidale -     -      -    -    A+    A+   B+   B++    B+
St. radiatum  A+    A+    A+   A+   A+    B+   B+   B++    B+   
St. lacunosum A+ A+   A+   A+  B+    B+   B++  C++    B++  

CA: cornus ammonis,  St: stratum, --: no expression, +: detectable
expression, ++: prominent expression, +++: intense expression, A: thin
process, B: thick process, C: thick and numerous process, D: C with
hyperplasia, m: minute, d: day.

Table 6. Expression of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 in
gerbil hippocampus after 10-min occlusion of bilateral com-
mon carotid arteries with reperfusion

B1

B2GFAP control

GFAP 5d GFAP 5d

GFAP 6h

GFAP 3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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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별세포에서도 발현이 관찰되었다. CA2-3 역에서는

p53과 c-fos는 CA1과 유사한 시기에 발현되나 지속시간과 강

도에 있어서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며, TGF- 1은 c-fos나 p53

의 발현이 감소되면서 증가되는 경향을 보 다.

고 찰

모래쥐에서 뇌 허혈을 유발시킬 때 뇌 허혈의 기간에 따라 뇌

세포의 형태학적인 변화에는 많은 차이가 있다. 모래쥐에서 양

측 온목 동맥을 2분 정도 차단하면 뇌 세포의 변성은 발생하지

않으나, 5-10분 정도의 전뇌 허혈 후에는 해마의 신경세포 이외

에도 뇌 피질과 선조체의 신경세포나 소뇌의 풀킨예 세포

(purkinje cell) 에서도 손상이 관찰된다.12 그러나 해마의 특정

부위, CA1에서 약 3일 후에 선택적으로 지연성 신경세포 사망

이 관찰되는데, 이는 해마의 CA1 부위에서 재관류되더라도 생

존에 필요한 사 과정의 치명적인 장애가 이미 초래된 것으로

해석된다.1 최근 이러한 지연성 신경세포 사망에 여러 유전 단백

이 작용할 것이라는 연구가 있고 이를 증명하려는 연구가 진행

중에 있다.

본 연구는 모래쥐에서 10분간 양측 온목 동맥을 차단하고 재

관류시켜 시간에 따라 해마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 다. 실

험군에서는 재관류 24시간에 sub-CA1 부위의 신경세포가 호산

성 신경세포로 변화되면서 핵 뭉침 및 핵 농축의 소견으로 진행

하 다. 이러한 결과는 이 등13이 시행한 10분간의 허혈성 해마

실험 모델에서 보는 결과와 손상 세포의 출현시기가 유사하 지

만, 20분간의 허혈성 실험 모델에서 Nakano 등14이 보고한 재

관류 2-3일째 나타나는 손상에 비해 빠른 것이다. 이러한 결과

는 CA1 역 내의 신경세포도 허혈성 자극에 다르게 반응하고

그 예민도에서도 차이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CA2-3 역에

서는 신경세포 손상이 빠르게 나타나고, 형태학적으로도 CA1에

서 보이는 신경세포의 변성이 관찰되지는 않고 신경세포질내 호

산성 봉입체의 형태로 관찰되었다. 이러한 봉입체는 재관류 2시

간 부터 보이기 시작하여 1일째 전반적으로 가장 두드러지게

관찰되며 7일째까지 지속되었다. 그러나 CA2-3에서 CA1과는

달리 세포질내 봉입체의 형태로 표현된다는 점과 이 봉입체가

시간 경과에 따라 점차 소실된다는 점은, 역에 따라 세포 손상

의 기전이 다르다는 것을 시사하 다.

본 연구에서 c-fos 단백의 발현은 재관류 30분에 해마의

CA1과 CA2-3의 신경세포에서뿐만 아니라 뇌 전반에 걸쳐 발

현되었고 CA1에서는 재관류 6시간이 지난 후에 미약한 발현을

보 다. 뇌의 다른 부위에서도 CA1과 비슷한 발현강도를 보

다. CA2-3 신경세포에서는 재관류 2시간에 가장 강하고 광범

위하게 발현되었으며 3일째까지 지속되었다. c-fos 단백의 출현

이 신경세포 사망 혹은 생존에 향을 미치는가에 한 연구는

연구자마다 상이한 결과를 보인다. Jorgensen 등15은 20분간의

해마의 허혈성 실험에서 c-fos mRNA가 24시간 이후에 증가되

기 시작하여 재관류 72시간까지 지속됨을 관찰하 고, 동일한

실험 모델을 사용한 Wessel 등16은 in situ hybridization에서

해마를 포함한 뇌의 여러 부위에서 빠르고 일시적인 c-fos 단백

의 발현을 관찰한 바 있으며, CA1에서 재관류 24시간 후 이차

적으로 다시 상승한다고 하 다. Neumann-Haefelin 등5은 해

마의 일시적 허혈 손상에서 재관류 60분 후 뇌의 치상핵과 편도

의 신경세포에서, 그리고 3시간 이후에는 뇌의 부분에서 c-fos

단백이 발현되고, CA1에서는 재관류 12시간과 2일 사이에 발현

의 강도가 점차적으로 상승하나 해마의 CA1을 제외한 다른 부

위에서는 재관류 12시간과 1일 사이에 발현이 점점 약해짐을 관

찰한 바 있다. Neumann-Haefelin 등5과 유사한 실험 모델로 관

찰 방법에 의한 본 연구에서도 재관류 30분 후에 뇌 전반적으

로 발현되어 그 시기에 있어서 이들의 결과와 유사한 것으로 드

러났다. Dragunow 등17은 in situ hybridization 방법을 이용하

여 c-fos와 c-jun m-RNA 발현을 관찰한 바 CA1에서 오히려

지속적으로 발현됨을 보여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랐다.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c-fos 조기 유전자는 허혈에 의한 지연성

손상에 관여하는 것이 분명하며, 본 연구에서 확인한 바 c-fos

유전 단백은 허혈에 의한 지연성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사료

된다.

본 연구에서 p53은 재관류 2시간 의 sub-CA1의 신경세포

핵과 세포질에서 발현하기 시작하 고 24시간까지 지속적으로

발현하 다. McGahan 등18은 20분간의 일시적 전뇌 허혈 후

재관류 24시간에 CA1과 CA3 두 역에서 차이 없이 24시간까

지 발현되는 것을 관찰하 고, Chopp 등19은 2시간의 국소적

뇌 허혈 후 재관류 12시간 이후에 뇌 피질과 선조체 신경세포

에서 p53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을 보고하 다. 이를 볼때 허혈

유도 시간과 강도는 p53 단백의 발현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CA2-3에서는 CA1에 비해 신경세포의

일부분에서만 미약하게 발현되었으며 발현 지속 시간도 짧았으

며, 재관류 6시간 이후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 또 재관류 시간

에 따른 CA1과 CA2-3의 역별 p53 단백의 발현의 차이는 없

었다. 이러한 점은 McGahann 등18이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밝힌 바 있는, CA1에서의 지속적 발현과 CA3에서의 48시간 이

후의 미약한 후기 발현과는 상당한 차이가 난다. 이에 해서는

사용한 실험 동물, 항체 및 항원 단백의 회복 방법 등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하 다. Gill 등20은 10분의 일시적 허혈실

험에서 ISEL (in situ nick-end labelling) 방법으로 재관류 12

시간 이내에 양성 반응이 관찰되어, 형태학적 변화가 나타나기

전에 세포자멸사가 진행되고 있음을 밝히고 있으나, Petito 등
21은 같은 허혈성 실험 모델에서 재관류 2일째 세포 변성을 보이

는 모든 신경세포에서 ISEL 음성을 확인한 바 지연성 신경세포

사망에 p53이 직접적인 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p53 단백은 CA1 역에서 재관류 2시간 부터

발현하기 시작하여 1일째까지 지속한 반면, CA2-3 역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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늦게 발현하 으며 그 지속 시간도 짧고 강도도 미약하 다. 이

런 점은 아마도 p53의 발현 시기와 지속 시간이 신경세포 손상

과 어느 정도 관련성이 있을 것이라고 추정할 수 있는 의미 있

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또한 본 연구에서 특이하게 p53 단백이

핵뿐만 아니라 특이하게 세포질에서도 발현됨을 관찰할 수 있는

데, 이러한 현상은 세포주기 조절 기능을 상실한 p53 단백이 세

포질내로 격리된 것으로 해석된다.22

최근 허혈성 실험에서 밝혀진 바 TGF- 1은 외상, 저산소증

(허혈), 신경흥분성 물질 등 다양한 자극에 과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분명한 역할에 해서는 논란이 많다. 그러나 이

러한 병태생리학적 상황하에서 신경세포에 해를 주는지 혹은 방

어적 방향으로 작용하는지에 관해서는 아직 저자마다 이견이 있

다. Prehn 등23은 신경세포 배양을 통해서 신경흥분성 혹은 저

산소 상태에서 TGF- 1이 세포 생존에 유리한 방향으로 작용

한다고 보고하 다. McNeill 등24은 TGF- 1이 쥐나 토끼의 국

소 뇌 허혈 후에 유발된 뇌 경색의 크기를 감소시키며, 저

산소증 및 허혈을 유도한 신경세포 손상을 개선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보고하 다. Yamamoto 등7은 전뇌 허혈을 유도한

모래쥐에서 직접 해마나 혹은 뇌실에 NGF를 투여한 결과, 해마

의 CA1에서 지연성 신경세포 사망을 막을 수 있다고 하 다.

시험관내 실험에서 TGF- 1은 다양한 세포주, 즉 자궁내막 세

포와 간세포, 급성 골수성 백혈병 세포 및 사람의 위암 세포에

서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고 하 다.25 Knuckey 등3에 따르면

허혈성 세포 손상에 민감한 CA1에서는 TGF- 1 발현이 소실

된 반면 허혈에 저항성이 높은 CA2-3에서는 TGF- 1이 유지

되었으며, TGF- 1과 GFAP 단백을 이용한 이중염색으로 신

경세포층에서 GFAP 양성 세포가 출현함을 밝힌 바 있다. 본

연구에서 TGF- 1은 세포 손상이 현저한 CA1에서 일시적으로

미약한 양성 발현을 보 으나 CA2-3 지역에서는 재관류 3일째

부터 지속적으로 발현되고 신경세포층에서 정상에서는 관찰되지

않는 GFAP 양성 세포에서 관찰된 점은 Knuckey 등3의 결과

와 유사하 다. 이러한 결과는 Vivien 등26의 보고에서와 같이

TGF- 1이 autocrine 혹은 paracrine으로 작용하여 지연성 신

경세포의 사망과 생존에 관여됨을 보여주는 중요한 결과라고 생

각된다. 본 연구에서 신경세포의 손상이 심한 재관류 5일째

CA1에서 TGF- 1이 신경세포가 아닌 별세포에서 발현된 점

은, 이 유전단백이 직접적인 신경세포 손상뿐 아니라 손상의 치

유 과정에서도 접히 관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Hertz 등27의 생체외 실험에서는 뇌의 간질액의 항상성을 유

지시키는 데 별세포의 사 기능이 중요하고 별세포와 신경세포

간의 상호작용이 신경세포 생존에 상당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들에 따르면 별세포는 허혈성 뇌손상을 야기

시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수소 이온과 루탐산염 등을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허혈성 병변에서 관찰되는

별세포의 출현 및 비 는 손상에 의한 저항성으로 이해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CA1의 oriens, radiatum 및 lacunosum 층에,

GFAP 양성인 가는 세포 돌기를 가지며 크기도 작은 별세포가

관찰되었다. 재관류 6시간에 피라미드층에서 별세포가 비정상적

으로 관찰되었고, oriens 층에서 별세포의 세포돌기가 점점 두꺼

워지고 24시간을 기점으로 하여 그 이후의 시간에 별세포가 비

해지고 세포수가 현저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재관류 1주일

째부터는 GFAP 양성의 별세포가 감소하 으며 동시에 그 발

현 강도도 감소하 다. 이러한 결과는 Petito 등21의 연구에서

재관류 24시간부터 분명한 양성을 보이는 별세포의 출현과 일치

하는 것이다. Smith 등28은 GFAP의 발현이 뇌 손상을 받은

부위 뿐만 아니라 손상받지 않은 부위에서도 증가되었다는 것을

보고하 다. Goldmuntz 등29은 재관류 24시간에 GFAP 발현

이 증가하는 것을 단순한 발현 조절, 즉 세포 표면에 반응하지

않은 부위가 다시 발현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뇌허혈

후 별세포의 출현과 증식이, 정상적으로 관찰할 수 없는 해마의

피라미드층에서 출현하는 점과 세포손상이 현저하지 않은 재관

류 6시간 에서 나타나는 점은 허혈성 신경세포 손상에서 이들

세포가 단순한 반응성 증식에만 관여하는 것이 아니라 세포 손

상 초기부터 능동적으로 반응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저자들은 전뇌 허혈을 일시적으로 유도한 모래쥐 해마의 c-

fos, p53, TGF- 1 및 GFAP의 발현을 시간 별로 조사하여

CA1 신경세포에서는 지연성의 호산성 세포손상의 형태를,

CA2-3에서는 세포질내 봉입체의 형태를 보이는 신경세포의 손

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c-fos와 TGF- 1은 허혈 후 재관류 초

기와 후기에 신경세포의 생존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허

혈에 의해 유도된 신경세포 사망에 부분적으로 p53이 관련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별세포는 신경세포 사망에 따른 단순한 반응

성 증식뿐 아니라 재관류 초기부터 능동적으로 신경세포 생존에

관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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