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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 practical RNA in situ hybridization method using digoxigenin labeled RNA 
probes is described in order to evaluate the technical difficulties and problems in RNA in situ
hybridization. Methods : The paraffin sections, routinely processed in the Pathology Labora-
tory, were tested for the possibility of RNA in situ hybridization instead of the RNase free
paraffin sections, fixed in 4% paraformaldehyde and prepared using RNase protection proce-
dures. Results : Most of the paraffin sections, fixed in 10% neutral formalin solution in fresh
condition, showed relatively good reaction of RNA in situ hybridization, although the necrotic
tissue and autopsy specimens showed poor reaction of RNA in situ hybridization. A refixation
procedure using a 4% paraformaldehyde solution was evaluated for optimal expression of
mRNA in the paraffin sections. Conclusions : The treatment of 4% paraformaldehyde
before the treatment of proteinase K showed better in situ hybridization than did the treat-
ment of 4% paraformaldehyde after the treatment of proteinase K. Also a new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based method of RNA probe production showed consistently good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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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goxigenin을 부착시킨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개선된 연구 방법

In situ hybrization은 조직 내에 직접 DNA나 RNA의 발현

을 관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많이 사용된다.1-5 DNA probe를

이용한 in situ hybridization은 주로 염색체의 DNA 또는

DNA virus를 DNA-DNA hybridization을 통하여 표시하는

방법으로 사용되고,6,7 RNA probe를 이용한 in situ hybridiza-

tion은 RNA-RNA hybridization의 강한 결합력에 의하여 세포

내의 mRNA나 RNA virus를 표시할 수 있다.8,9 본 연구는

DNA in situ hybridization과 구별하기 위하여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용어를 사용해서 digoxigenin labeled RNA

probe를 이용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실제적인 proto-

col을 작성하고,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어려운 점이나

문제점 등을 파악하고자 한다. RNA in situ hybridization은

조직 절편에서 직접 mRNA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는 매우 유

익한 기법이지만, 실험실마다 방법의 차이가 있으며 결과에

한 신뢰성이 약하므로 쉽게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러나 목표가 되는 유전자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정확한 기법으

로 반복해서 얻은 결과에 하여는 충분히 인정받을 수 있다.

우선 목표가 되는 유전자가 생산량이 많은 기질 단백질 mRNA

인 경우에는 오히려 면역조직화학 염색보다 강한 발현을 관찰할

수 있으나, 전사 유도인자 (transcription factor)나 소량의 성장

인자 등에 하여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10,11

Northern blot은 전기 동을 통하여 mRNA의 크기를 구별

할 수 있는 데 비하여, RNA in situ hybridization은 조직 내에

서 mRNA의 분포, 특히 특정세포 내의 발현을 식별할 수 있

다.11 그리고 Northern blot이 RNA 분리 과정을 통하여 모든

mRNA를 농축시키고 blot을 통하여 막에 집시켜 특정

mRNA의 존재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데 비하여, RNA in

situ hybridization에서는 현재 특정 세포 내에서 발현되는

mRNA 양을 관찰하게 되므로 소량의 mRNA만을 생산하는 경

우에 그 발현을 관찰하기 어렵게 된다.12 한편 Northern blot은

RNA 제작 과정에서 RNA가 분해되거나 소실된 경우에는 단

일 band를 형성하지 않으므로 특정 유전자의 존재를 확인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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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렵지만, RNA in situ hybridization에서는 고정액에 의하여

조직에 고정된 RNA가 일부 분해되더라도 정확한 염기서열에

probe가 hybridization 되면 조직 세포 내에서 특정 mRNA의

존재를 충분히 파악할 수 있다. 어쨌든 Northern blot인 경우에

는 강한 RNase 억제제들에 의하여 RNase의 활성화를 막고 분

해되지 않은 온전한 RNA를 얻을 수 있지만,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경우에는 단지 고정액에 의하여 RNA를 기질

단백질 등과 cross linking 시킴으로써 세포질내의 RNA를 보

존하는데, 일차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RNA는 손상을 받게 되고,

비록 고정액에 의하여 RNase가 부분적으로 비활성화된다 할지

라도 보관 상태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RNA가 분해될 가능성이

있다.13

체로 RNA in situ hybridization에서는 Northern blot과

같이 RNA를 농축시켜서 사용할 수 없으며 방사성 동위원소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민감도가 저조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digoxigenin을 label하여 RNA probe를 이용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은 고배율에서 각각의 세포를 관찰할 수 있으

므로 중요한 소견을 얻을 수 있다.14 기존의 35S를 부착시킨

DNA probe를 사용한 in situ hybridization은 자가방사법을 이

용해서 상당히 커다란 은 알갱이를 관찰하게 되는데, 이것으로

는 mRNA의 분포 상태만을 알게 되며 어느 세포에서 발현되는

가는 알 수 없다.15 본 연구에서는 digoxigenin을 부착시킨

RNA probe를 사용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방법을 연

구하 다. 이를 잘 이용하면 세포 내에서 소량의 target mRNA

를 digoxigenin 항체 반응과 chromogen으로 증폭해서 관찰할

수 있으며, RNA-RNA 간의 교차 반응을 최 로 줄이기 위한

RNase A 처리 또는 다양한 세척 방법 등으로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특이성을 증가시켜서 정확한 결과를 얻을 수 있

을 것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자들은 지금까지 본 실험실에서 시

행하여 온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실패 원인 및 비특이

적 반응 등을 분석하여 실험실 내에서 쉽고 정확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하기 위한 protocol을 마련하고자 본 연구

를 수행하 다.

재료와 방법

조직의 고정과 파라핀 블록 제작

체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하기 위한 현미경 절편

은 4% buffered paraformaldehyde (PBS, pH 8.0)에 고정한

조직을 사용한다. 고정법으로는 고정액이 조직 내로 침투하는

시간을 단축하기 위하여 혈관 내 관류를 통하는 것이 효과적이

다. 예를 들면 생쥐의 뇌 조직을 관찰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심장

의 좌심실에 4% buffered paraformaldehyde 용액(#1)을 주

사하여 전신 관류에 고정시킨 후 뇌를 조심스럽게 박리하여 다

시 4% buffered paraformaldehyde 용액에 담가서 재고정시킨

다. 이와 같은 관류 고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조직을 두께 2

mm 정도로 얇게 자르고 조직 크기의 50배 이상의 고정액을 넣

은 용기에 담그고, 이것을 rocking plate나 shaker에서 4-6시간

가볍게 흔들어 줌으로써 고정액이 조직 내로 용이하게 침투할

수 있도록 한다. 이렇게 고정된 조직은 4℃ 냉장고에서 하루가

경과된 뒤 80% 에탄올에 넣어 냉동 보관할 수 있는데, 가능하

면 오래 지체하지 말고 탈수 및 파라핀 포매 과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좋다. 고정된 조직의 세척 및 탈수 과정에서 잔존된 RNase

가 활성화되어 RNA가 심하게 분해될 수 있으므로 DEPC

(diethylpyrocarbonate, Sigma, D-5758, St. Louis, MO,

U.S.A.; #2)로 처리된 물을 사용하고, 여러 개의 조직을 한꺼

번에 세척, 탈수 및 파라핀 포매하는 것보다는 별도의 용기를 사

용하며 한 번 사용한 시약은 재사용하지 않는 것이 안전하다. 

본 연구에서는 위와 같은 방법으로 RNase 활성화를 최 한

으로 방지한 상태에서 제작한 표본과 비교해서, 임상적으로 외

과적인 적출물을 통상적인 외과 병리적인 표본제작 과정을 통하

여 제작한 표본이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성공 가능성이

있는가에 한 실험을 병행하 다. 서울 학교 병원 병리과에서

제작한 파라핀 블록을 이용하여 만든 위암조직의 tissue array

슬라이드를 이용해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시행하 다.

세포 종류나 세포분화 정도에 따라 발현 정도의 차이가 있으므

로 본 실험에서는 그들의 발현량의 정도를 밝히기보다는 현미경

관찰에서 mRNA의 발현 가능성만을 파악하 다. 모두 12장의

tissue array 슬라이드 표본을 사용하 는데 각각의 tissue

array 슬라이드에는 60개의 위암 조직을 포함한다. 유전자의 발

현 정도가 각 유전자별로 서로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발현

량이 비교적 많은 elafin과 c-myc, 그리고 발현량이 비교적 적

은 MnSOD (manganous superoxide dismutase)와 CRBP

(c-myc and IGF-II mRNA-binding protein)의 발현을 관찰

하기 위한 RNA probe를 제작하 다. 이들 14장의 tissue array

슬라이드에서 12장은 elafin (3장; 180 절편), c-myc (3장;

180 절편), MnSOD (3장; 180 절편), 그리고 CRBP (3장;

180 절편)의 antisense RNA probe를 사용하 고, 2장은 sense

RNA probe를 사용해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수행하

다. 그리고 그들의 발현 결과는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발현

정도가 중등도 이상인 것을 양성 반응으로 분류해서 양성 반응

의 비율을 분석하 다. 

#1: 4% buffered paraformaldehyde 용액의 제작

Paraformaldehyde는 환원성이 매우 강하여 사람이 분말을

흡입한 경우에는 해롭다. 따라서 hume hood 안에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한데, paraformaldehyde 분말은 pH 11 부근에서 비

교적 쉽게 용해되므로 PBS 용액에 10N NaOH를 첨가하여 pH

를 상승시킨 후 신속하게 paraformaldehyde를 용해한 후 다시

고농도 HCl 용액으로 pH 8.0으로 맞추어 주는 것이 효과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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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Paraformaldehyde 분말을 pH 8.0인 PBS 용액에 그 로

용해시키는 경우에는 50℃ 수조에 장시간 방치하여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paraformaldehyde의 강력한 환원력이 감소될 수

있으므로 전자의 방법이 유리하다. 그리고 제작된 4% buffered

paraformaldehyde 용액은 4℃ 냉장고에 보관하면 약 1개월 동

안 사용이 가능하다. 

#2: DEPC 처리된 물의 제작

DEPC는 발암물질의 가능성이 의심되고 독성이 강하므로

hume hood 내에서 고무 장갑을 끼고 작업을 한다. 증류수

1,000 L에 2 mL의 DEPC 원액을 넣고 마개를 닫고 심하게 흔

들어서 DEPC를 충분히 용해시키고 하루 동안 방치하여 RNase

를 완전히 분해한 후 마개를 열어 일부의 가스를 방출시킨 후

가압 멸균기에서 15분 동안 처리하여 DEPC를 증발시켜서 제거

한다. 

현미경 절편 제작과 보관

4-6 m 두께의 파라핀 절편을 얻기 위하여 새 일회용 칼을

사용한다. 파라핀 절편을 펴기 위하여 10% 에탄올과 45℃의 수

조에 DEPC로 처리된 물을 사용한다. Microtome과 작업 부

위를 70% 에탄올을 사용하여 깨끗하게 닦아내고 입김이나 콧

김에 의한 RNase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마스크를 사용한다.

파라핀 절편은 silanized 처리된 RNase free 슬라이드(5116,

Muto pure chemicals Co, LTD, Japan 또는 실험실에서 제작

가능; #1)에 얹어서 55℃의 배양기에서 절편을 수평으로 놓고

2시간 동안 건조시킨 후 새 슬라이드 박스에 넣어서 건조한 곳

에 보관한다.

#1: RNase free silane coated slide 슬라이드 제작 방법;

유리 slide를 70% acid alcohol (1% HCl)에 담그고 하루를

경과시킨 후 3차 증류수로 세척하고 유리 슬라이드 carrier에 넣

고 acetone에 두차례 담그어 유기질을 완전히 세척하고 상온에

서 건조시킨다. 건조된 슬라이드가 들어 있는 carrier를 silane

희석액(silane 원액 (Sigma, M6514, St. Louis, MO, U.S.A.)

1 volume: acetone 3volume)에 잠시 담근 후 꺼내어 60℃

oven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킨 다음 깨끗한 슬라이드 박스에

넣어 보관한다. 

Template DNA 준비

본 연구에서는 RNA probe를 효과적으로 얻기 위하여 일반

적으로 사용되는 plasmid DNA를 template DNA로 사용하는

방법과, 본 연구자들이 고안한 PCR (polymerase chain reac-

tion)로 얻은 DNA를 template DNA로 사용하는 방법을 비교

하 다. 이를 위하여 610 bp의 human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cDNA가 들어 있는 pBlueScript

plasmid vector를 사용하 는데, 제한 효소에 의한 linearized

plasmid DNA를 사용하는 경우와 RNA polymerase promoter

sequence를 사용한 PCR에서 얻은 DNA를 사용한 방법을 서로

비교하 다. 

Plasmid cDNA의 사용

2 g의 plasmid cDNA를 DNA 제한효소로 절단하여 lin-

earized 시킨다. Sense probe를 위하여 plasmid에 삽입되어 있

는 cDNA의 3′end를 절단하고, 5′end 부위에 위치하는 RNA

promoter에 작용하는 RNA polymerase를 사용하여 in vitro

transcription 시킨다. Antisense probe를 위하여 plasmid

cDNA의 5′end를 절단하고, 3′end 부위에 위치하는 RNA

promoter에 작용하는 RNA polymerase를 사용하여 in vitro

transcription 시킨다. Linearized DNA를 순수 분리한다. DNA

clean-up kit (Promega, A7280, Madison, WI, U.S.A.) 등을

사용하여 RNase가 없는 순수한 DNA를 얻는다. 

PCR에서 얻은 DNA의 사용

Plasmid cDNA의 5′과 3′flankling RNA promoter (T7,

T3, 그리고 SP6)와 같은 염기서열로 이루어진 primer를 사용

하여 PCR 한다 (denaturation; 95℃, annealing; 60℃, elon-

gation; 72℃, 30 cycles). 

예를 들면 insertion DNA가 plasmid vector의 T3 promoter

(5′end)와 T7 promoter (3′end) 사이에 위치하면 T3 pro-

moter 염기서열과 T7 promoter 염기서열의 primer를 이용해

서 해당되는 plasmid DNA를 template로 PCR을 하면 inser-

tion DNA 양단에 T3 및 T7 promoter sequence를 갖는

DNA를 얻을 수 있다. 

이때 PCR이 단일한 plasmid DNA를 사용하기 때문에 PCR

로 얻은 DNA를 1% agarose gel로 전기 동하여 ethidium

bromide의 자외선 형광법으로 예상되는 DNA의 크기를 확인하

면 충분하고, sequencing을 통한 염기서열의 확인은 거의 필요

하지 않다. 

사용되는 primers: T3 promoter primer; GAGG AAT

TAA CCC TCA CTA AAG GG, T7 promoter; GAGG

TAA TAC GAC TCA CTA TAG GG, SP6 promoter;

GAGG ATT TAG GTG ACA CTA TA (5、등의 GAGG

는 RNA polymerase를 잘 부착시키기 위한 연장 염기서열이다.)

PCR을 통하여 얻은 DNA를 1% agarose gel에서 전기 동

하여 ethidium bromide의 자외선 형광법으로 확인한 후, DNA

clean-up kit (Promega, A7107, Madison, WI, U.S.A.) 등을

사용하여 RNase가 없는 순수한 DNA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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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 probe의 제작

In vitro transcription reaction mixture; 얼음 용기 안에

RNase가 없는 Eppendorf tube를 준비하고 RNase free pipet

tip (멸균 포장된 pipet tip을 사용함)을 사용하여 12 L의

DEPC H2O, 1 L의 template DNA fragment (1 g/ L),

2 L의 10X DIG RNA labeling mixture (10 mM ATP,

10 mM CTP, 10 mM GTP, 6.5 mM TTP, 3.5 mM DIG-

2-UTP, pH 7.5, 20℃, Roche, 1-277-073, Mannheim, Ger-

many), 2 L의 10X transcription buffer, 1 L의 RNase

inhibitor (3 U/ L, Fermentas, 6801, Hanover, MD,

U.S.A.), 2 L의 RNA polymerase (T3, T7, or SP6, 2

U/ L, Fermentas, VT1863, Hanover, MD, U.S.A.) 등의 반

응 혼합액을 만든다. 이때 음성 조군의 sense RNA probe를

동시에 제작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여러 종류의 cDNA에 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할 경우 각각의 cDNA에 한

sense RNA probe를 제작하지 않고 RNA probe의 비특이전

hybridization만을 확인하기 위하여 비교적 발현량이 많은 것으

로 알려진 mRNA에 한 sense RNA probe를 universal

sense RNA probe로 사용하여 음성 조군의 역할을 할 수 있

는지에 한 검토를 하 다. 이를 위하여 비교적 세포 내 발현

량이 많은 elafin, fibronectin, cadherin mRNAs 등에 한

sense RNA probe를 universal probe로 사용해서 특정 mRNA

의 sense RNA probe의 in situ hybridization과 비교하 다. 

∙37℃ 수조에서 2시간 동안 배양시킨다. 위와 같은 in vitro

RNA transcription 반응에서 1 kb 크기의 1 g DNA tem-

plate에서 2시간 동안에 약 10 g의 DIG labeled RNA probe

가 제작된다. 

�Template DNA를 제거하기 위하여 1 L의 RNase 억제

제와 2 L의 DNase I (RNase free)를 첨가하고 37℃ 수조에

서 15분 동안 배양한다.

*실제로 template DNA는 digoxigenin이 부착되어 있지 않

고 RNA probe가 double strand의 template DNA와 반응하지

않으므로 template DNA는 제거하지 않아도 무방하다.

*RNA probe의 크기가 500bp 이하인 경우에는 �에서 바로

�의 방법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

RNA probe를 분리하기 위하여 1 L의 0.5M EDTA, 1 L

의 glycogen (20 g/ L, Roche, 901-393, Mannheim, Ger-

many), 1 L의 8M LiCl, 60 L의 Cold EtOH를 첨가하고

-80℃ 냉동고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1.5 mL tube용 원심분리기에서 15,000 rpm으로 15분 동안

원심분리한다. 

70% 냉장 에탄올로 세척한다. 

건조시킨 후에 52 L DEPC H2O로 녹인다. 

*Template가 800 bp 이상 크면 alkali 처리해서 RNA

probe를 절단시킨다.

*�의 template DNA 제거 과정을 생략하고 ∙에서 ‥로 넘

어가서 실험하는 경우에는 ∙의 tube에 32 L의 DEPC H2O

를 넣은 후 ‥의 과정을 진행한다.

‥ alkali treatment solution (50 L 40 mM NaHCO3, 60

mM Ma2CO3)을 첨가한다.

60℃ 수조에서 15-30분 동안 배양한다. 

RNA probe를 중화시키고 분리하기 위하여 100 L의 0.2M

NaAce pH 6.0+1% 빙초산, 20 L의 3M NaAce (pH 5.2),

2 L의 glycogen (20 g/ L, Roche, 901-393, Mannheim,

Germany), 600 L의 cold EtOH를 첨가한다.

-80℃ 냉동고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다. 

1.5 mL tube용 원심분리기에서 15,000 rpm으로 30분 동안

원심분리한다.

70% 냉장 에탄올로 세척한다. 

건조시킨 후에 20 L DEPC H2O로 녹인다. 

�Formamide 20 L를 첨가하여 RNA의 분해를 방지하고

이중에서 1-2 L의 RNA probe를 사용하여 1% agarose gel

에서 전기 동하여 RNA probe의 생산을 확인하고(Fig. 1B)

나머지는 -20℃ 냉동고에 보관한다. 

*이 경우, 약 2 개월간 유효하다.

Hybridization 및 발색과정

2일 계획

2일 계획은 3일 계획에 비하여 신속하게 결과를 관찰할 수 있

으나 제 2일에 8시간 이상의 실험 시간이 필요하므로 RNA in

situ hybridization에만 주의를 집중하기 위해서는 다른 실험과

병행할 수 없다. 이에 실험실 내에서 실험 계획에 따르는 연속

적인 실험을 수행하기 어렵다. 그러나 동결 절편을 사용하는 경

우에는 절편의 부착 상태가 비교적 약하므로 2일 계획을 사용하

는 것이 유리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통상적인 방법인 2일

계획으로 시행한 경우와 3일 계획으로 시행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직 내에서 mRNA 발현 정

도를 비교 관찰하 다. 

제 1일

● 조직 절편 슬라이드를 xylene에서 10분 동안 3회 탈파라핀화

한다.

● 100%, 95%, 90%, 80%, 70% ethanol에서 5분씩 넣어서 함

수시킨다. 

● RNase의 활성을 막고, 조직을 함수 및 세척하기 위해

DEPC-PBS 용액에 5분 동안 넣는다. 

● RNase를 비활성화시키고 RNA를 포함하는 조직 성분들을

재고정하기 위하여 4% buffered paraformaldehyde 용액으

로 약 10분 동안 고정한다.

● 조직 내 단백질을 분해하기 위해 proteinase K (#1) 용액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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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상온에서 20분 동안 배양한다

● 상온의 0.2 N HCl 용액(#2)에서 5-10분 동안 세척한다. 

* HCl은 강력한 세척효과가 있으므로 절편의 성질 또는 상태

에 따라 시간을 조절한다.

● DEPC-PBS 용액에서 5분 동안 중화한다. 

● 0.1 M TEA (triethanolamine, Sigma, T-9534, St. Louis,

MO, U.S.A.) 용액(#3)에서 10분 동안 적정화한다. 

● 0.1 M TEA solution+0.25% acetic acid (#4)에서 10분

동안 acetylation 시킨다. 

● DEPC-PBS 용액에서 10분 동안 중화한다. 

● Hybridization solution (HybrisolTMII; Oncore, S4042,

Gaithersburg, MD, U.S.A. 또는 실험실에서 제작할 수 있음

#5)을 50℃ 수조에 충분히 녹인다. 

● 절편을 깨끗한 종이 타월 위에 놓고 상온 건조시킨다. 

● 약 100 L의 hybridization solution에 약 4 L의 DIG

labeled RNA probe (약 2 g의 RNA probe)를 섞는다. 

● 절편 위에 RNA probe mixture를 놓고 Hybrislip (PGC,

62-6504-04, Frederick, MD, U.S.A.) 또는 plastic cover

(#6)로 덮는다. 

● 55℃ heat plate에서 14-16시간 동안 배양한다. 절편이 건조

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습윤실은 slide를 열판에 놓고 gauze에

물을 묻혀 슬라이드 주위에 충분히 놓은 후 큰그릇으로 덮어

서 폐시킨다. 

#1: Proteinase K 용액(10 g/mL)을 제작하는데, 25 L

의 proteinase K 용액(20 mg/mL), 500 L의 1 M Tris-HCl

(pH 7.5), 100 L의 0.5 M EDTA, 49.4 mL의 DEPC H2O

을 섞어 총 부피 50 mL가 되도록 한다.

#2: 0.2 N HCl 용액의 제작; 2 N의 conc HCl 용액을

DEPC H2O로 희석한다.

#3: 0.1 M TEA (triethanolamine) 용액의 제작; 1.85 g

의 TEA를 100 mL의 DEPC H2O에 용해한다. TEA는 auto-

clave에서 분해될 수 있으므로 autoclave를 삼가한다. 

#4: 0.1 M TEA 용액+0.25% acetic acid의 제작; 50

mL의 0.1 M TEA 용액에 acetic anhydrate (Sigma, A6404,

St. Louis, MO, U.S.A.) 125 L를 첨가한다. 

#5: Hybridization 용액은 50% formamide, 10 mM Tris-

HCl (pH 7.6), 200 mg/mL RNA, 1X Denhardt's solution,

10% Dextran sulfate, 600 mM NaCl, 0.25% SDS, 1 mM

EDTA로 이루어져 있는데, 예를 들면 500 L의 Hybridizaton

용액을 만들기 위하여 250 L의 formamide, 5 L의 1 M

Tris-HCl pH 7.6, 2 L의 tRNA (50 mg/mL), 5 L 100X

Denhardt's solution*, 100 L의 50% Dextran sulfate, 60 L

의 5 M NaCl, 12.5 L의 10% SDS (sodium dodecyl sul-

fate, Sigma, 71726F, St. Louis, MO, U.S.A.), 1 L의 0.5

M EDTA 그리고, 64.5 L의 DEPC H2O를 섞는다.

*100X Denhardt's solution; 10 g Ficoll 400, 10 g

polyvinylpyrrolidone, 10 g BSA (Pentax Fraction V),

DEPC를 넣어 500 mL의 부피로 만들고 여과한 후 -20℃ 냉동

고에 보관한다. 

#6: plastic cover; parafilm을 slide cover 크기만큼 자른 후

에 5 N NaOH 용액에 30분간 넣고 DEPC-PBS 용액에 10분씩

1

2027

1375

947

564

2 1 2 1 2 3

Fig. 1. Electrophoresis of DNA templates and RNA probes. A: template DNAs, lane 1; PCR  (polymerase chain reaction) product of
VEGF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610 bp, lane 2; linearized plasmid DNA, about 4.0 kb. B: in vitro transcription, lane 1; purified
PCR product DNA, lane 2; RNA probe, higher band than the template DNA is probably due to the complex structure of RNAs. C: com-
parison between RNA probe from PCR product DNA and RNA probe from the linearized plasmid DNA, lane 1; RNA probe from PCR
product. DNA shows a condensed band, lane 2, 3; RNA probes from the linearized plasmid DNA show weak bands in smeared pattern,
RNA probe of lane 2 is much degraded.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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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회 세척한 후 DEPC-PBS 용액에 넣어 보관하여 사용한다.  

제 2일

● 배양기에서 꺼낸 후에 2X SSC-50% formamide 용액(#1)

을 사용하여 50℃ 수조에서 10분 동안 배양한다. 2X SSC-

50% formamide 용액은 슬라이드에서 hybrislip을 쉽게 제거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 배양 후 Hybrislip을 제거한다. 

● 다시 2X SSC-50% formamide 용액으로 50℃ 수조에서 20

분 동안 배양한다. 

● 2X SSC 용액을 50℃ 수조에서 10분 동안 배양한 후에 상온

에서 10분간 배양한다

● mRNA 발현이 충분히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RNase/NTE buffer (#2)로 37℃ 수조에서 20분간 배양한다.

● mRNA의 발현이 매우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바로 다음

으로 진행한다. 

● DIG 1 용액(#3)에 넣은 후 37℃ 수조에서 10분 동안 배양

한다. 

* DIG 1 용액에 있는 고농도의 염류(NaCl)와 단백질이 포

함되어 있어서 RNA를 안정화 시킨다. 

● ※ DIG 2 용액(#4)에 넣은 후 실온에서 1-2시간 동안 배양

한다(슬라이드를 닦지 말고 바로 � 순서로 간다). 

* DIG 2 용액 속에는 blocking agent (milk)가 있기 때문에

nonspecific cross hybridization을 막아준다.

�anti-DIG antibody (1:1000 dilution in DIG 1 solution,

Roche, 1-093-274, Mannheim, Germany)로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배양한다.

★ DIG 1 용액으로 세척한다(DIG 1 용액으로 30분마다 교

환 4 차례).

�Chromogen 용액 만들기; 2 mL of DIG 3 용액(#5)에

50 L of 2 M MgCl2 (50 mM) 첨가한다. 9 L of NBT

(nitroblue tetrazolium salt, Roche, 1-383-213, Mannheim,

Germany) solution과 7 L of BCIP (5-bromo-4-chloro-3-

indolyl phosphate, Roche, 1-383-221, Mannheim, Germany)

용액을 섞는다. 

● 절편을 � 용액으로 20분 이상 발색한다. 

● 발색이 충분한가를 현미경으로 직접 관찰하고 DIG 4 용액

(#6)으로 10분간 세척한다. 

* DIG 4 용액은 calcium chelator로써 발색을 중지시킨다. 

● 필요에 따라 contrast green (methyl green)으로 조염색한다. 

● Glycerol gel로 봉입한다. 

#1: 2X SSC-50% formamide 용액을 제작하는데, 10 mL

의 20X SSC, 40 mL의 DEPC H2O, 50 mL의 deionized for-

mamide를 섞어 총 100 mL가 되게 한다.

#2: RNase/NTE buffer의 제작; NTE buffer (500 mM

NaCl, 10 mM Tris, 1 mM EDTA, pH8.0)+2 g/mL

RNase A

#3: DIG 1 용액의 제작; Maleic acid 0.1 M, NaCl 0.15

M, pH 7.5, 또는 0.1 M Tris pH 7.5, 0.15 M NaCl

#4: DIG 2 용액의 제작; 2% blocking reagent를 제작하

기 위하여 우선 100 mL의 DIG 1 용액에 10 gm의 block

reagent 가루를 stirrer를 사용해서 녹이고 autoclave 한 후 10

mL씩 분주해서 20℃ 냉동고에 보관한다. 사용할 때에는 10

mL의 10% block reagent에 40 mL의 DIG 1 solution을 섞어

서 사용한다. 

#5: DIG 3 용액의 제작; 100 mM Tris-HCl pH 9.5, 100

mM NaCl

#6: DIG 4 용액의 제작; 10 mM Tris-HCl, 1 mM

EDTA

3일 계획 RNA in situ hybridization 

3일 계획은 하루 실험 시간이 3-4시간 정도 필요하므로 다른

실험과 병행할 수 있으나 절편의 부착 상태가 나쁜 경우에는 좋

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 

제 1일

2일 계획의 RNA in situ hybridization과 동일하다. 

제 2일

2일 계획의 ※ 표시된 순서까지 동일하게 진행한다.

anti-DIG antibody (1:1000 dilution in DIG 1 solution,

Roche, 1-093-274, Mannheim, Germany), parafilm으로 덮어

서 건조되지 않게 하고 냉장고에서 over night 배양한다. 

제 3일

2일 계획의 ★ 표시에서 끝까지 진행한다.

결 과

외과 병리조직 파라핀 절편의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가능성

생쥐를 사용하여 4% paraformaldehyde로 관류 고정하고

RNase protection의 방법으로 파라핀 절편을 제작한 경우에 뇌,

간, 폐, 콩팥, 비장 등에서 가장 우수한 RNA in situ hybridiza-

tion의 결과를 관찰하 다. 사람의 위암 조직의 tissue array는

한 slide에 최 60예의 위암병소 조직을 심는 방법인데, 12장의

위암 조직 tissue array를 사용하여 elafin, c-myc, MnSOD 및

CRBP 등의 mRNA에 한 in situ hybridization을 시행한 결

과, elafin은 81.7%, c-myc은 77.2%, MnSOD는 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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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BP는 70%의 증례에서 중등도 이상의 양성 반응을 보여서

모두 75.3%의 양성 반응을 보 다(Table 1, Fig. 2A-D).

PCR을 통한 RNA probe의 제작 방법

PCR을 통하여 얻은 DNA를 사용해서 RNA probe를 제작한

경우가 linearized plasmid DNA를 사용하여 RNA probe를 제

작한 경우보다 훨씬 다량의 RNA probe를 얻을 수 있었으며 실

험시간이 짧고 간편하 다. 특히 RNase contamination이 없어

서 실패 확률이 적고 장기간 보관 후에도 RNA probe의 분해가

적었다(Fig. 1). 

4% paraformaldehyde의 재고정 방법

RNA in situ hybridization 과정 중에는 노출되는 RNA를

보호하기 위하여 4% paraformaldehyde에 의한 재고정이 필요

한데, 4% paraformaldehyde의 재고정을 proteinase K 처리

이전에 하는 경우가 proteinase K 처리 이후에 하는 경우보다

훨씬 mRNA의 발현량이 증가하고 비교적 고른 발현 양상을 보

다(Fig. 3-1, 2). 그리고 4% paraformaldehyde를 처리하지

않은 경우보다 4% paraformaldehyde를 처리하는 경우에 훨씬

안정되고 강한 mRNA의 발현이 관찰되었다(Fig. 3-3a, b). 

2일과 3일 계획의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장단점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2일 계획으로 하는 경우에는

신속하게 결과를 관찰할 수 있으며 동결 표본과 같은 연약한 조

직을 사용하는 경우에 적합다. 그러나 지나치게 많은 시간을 집

중해서 실험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3일 계획으로 하는 경우에는 면역조직화학 방

법에서 철저한 세척 방법을 사용하면 2일 계획의 실험과 거의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며 3일 계획으로 실험을 하는 경우

에는 하루에 3-4시간 정도가 사용되므로 다른 실험과 병행하여

진행할 수 있었다. 그러나 동결 표본과 같은 연약한 절편은 3일

계획으로 처리하기 어려웠으며 장기간 함수된 절편을 주의해서

처리해야 했다. 

세척 과정에서 RNase A의 처리 여부

mRNA의 발현량이 매우 커서 in situ hybridization에 지나치

게 강한 발현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RNase A의 처리로 nonspe-

cific hybridization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수 있었으나 mRNA

의 발현량이 적은 경우에 RNase A를 처리하 을 때 오히려

mRNA의 발현이 현저하게 감소됨을 관찰하 다(Fig. 2E-G). 

RNA in situ hybridization 후에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가능성

RNA in situ hybridization 중에는 proteinase K나 SDS 용

액으로 기질 단백질을 분해하는 처리과정이 있어서 조직 내 단

백질의 상당 부분이 손상되므로 항원성이 감소된다. 결과적으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서 전반적으로 양성 반응이 감소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상태의

조직절편이 어느 정도의 항원성을 유지하는가를 알고자 RNA

in situ hybridization 후에 바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GFAP, smooth muscle actin, laminin 등의 단백질에

한 양성 반응을 관찰하 다. 그러나 이들 양성 반응은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하지 않은 원래의 파라핀에서 보이는 면역

조직화학 염색과 비교하면 현저하게 감소된 양성 반응이었다

(Fig. 2H, J). 

음성 조용 sense RNA probe의 선택

여러 종류의 RNA probe들을 동일한 조직에 in situ

hybridization 하는 경우에, 세포 내에서 mRNA의 발현량이 비

교적 많은 elafin 이나 fibronectin 등의 mRNA에 한 sense

RNA probe를 universal sense RNA probe로 사용한 경우와,

각각의 목표하는 유전자의 mRNA에 한 sense RNA probe

를 따로 제작하여 in situ hybridization에 사용하는 경우에 결

과적으로 유사한 결과가 나왔다. 특히 universal sense RNA

probe를 사용하 을 때, in situ hybridization 과정 중에 점액

성의 hybridization 용액이 건조되거나 세척이 불량한 경우에

비특이적 hybridization의 경향이 증가되었다(Fig. 2J). 

고 찰

RNA in situ hybridization에 사용되는 조직 표본은 일반적

으로 적출 후 신선한 상태의 조직을 4% paraformaldehyde에

의하여 신속하게 고정해야 하며, 조직 심부의 세포까지 신속한

고정을 요하는 경우에는 4% paraformaldehyde를 혈관 내 주

tissue array    total tissue      positive         negative    positive
slide No.              No               reaction       reaction     rate (%)

elafin 3 180 147 33 81.7
c-myc 3 180 139 41 77.2
MnSOD 3 180 130 50 72.2
CRBp 3 180 126 54 70
total 12 720 542 178 75.3

Table 1. Rate of the positive reaction of RNA in situ hybridiza-
tion in the tissue array specimens of gastric carcinoma

mRNA

MnSOD: manganous superoxide dismutase, human, CRBP: c-myc
and IGF-II mRNA-binding protein,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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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NA in situ hyrbidization, A-D; expression of elafin mRNA, A; tissue array slide composited with the cases of stomach carcinoma,
*; absent of specimen due to technical failure (× 3), most of cases are intensely positive, B; low magnification of a positive case of tissue
array. Tumor cells (arrows) and stromal fibrous (SF) tissue are distinguishable (× 25), C; human adult submandibular gland fixed in 4%
paraformaldehyde and prepared in RNase protection procedure, showing intense positive reaction in the acinar cells (arrows) and duc-
tal cells (D) (× 400), D; high magnification of panel b, elafin mRNA is intensely positive in the infiltrating tumor cells (arrows) (×400), E-F;
expression of snailfish clone (C90-171) (× 400), E; too intense positive reaction in the stromal fibrous tissue (arrows) when RNase A
treatment was omitted, F; nonspecific positive reaction was removed by RNase A treatment, G; expression of VEGF (vascular endothe-
lial growth factor) mRNA became very weak after RNase A treatment (× 400) H; double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laminin
(arrows) and GFAP (glial fibrillary acid protein, arrowhead) I; in situ hybridization of laminin -chain followed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GFAP (× 400), J; negative control of RNA in situ hybridization using universal sense RNA probe of elafin sense pr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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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paraformaldehyde retreatment during the procedure of in situ hybridization, using human salivary gland clone (C75-14)
in the paraffin sections of human submandibular gland, no counter staining. 1: paraformaldehyde treatment ([5-4]) after proteinase K
treatment ([5-5]), 1a; low magnification view. The expression is weak and uneven throughout the section (× 6), 1b; mRNA expression is
diffusely positive in similar level both in the acinar cells (arrows) and ductal cells (D) (×200), 1c; high magnification view, the mRNA
expression increased slightly in the acinar cells (arrows) compared to the ductal cells (arrowhead) (× 400). 2: paraformaldehyde treat-
ment ([5-4]) before proteinase K treatment ([5-5]), 2a; low magnification view. The expression is intense and relatively even throughout
the section (× 6), 2b; the mRNA expression is more intense in the acinar cells (arrows) than the ductal cells (D) (×100), 2c; high magni-
fication view. The mRNA expression is intense in the acinar cells (arrows) but weak in the ductal cell (arrowhead). 3: no paraformalde-
hyde treatment (delete [5-4]) during the procedure of in situ hybridization, 3a; low magnification view, the expression is uneven and
focally condensed (× 6), 3b; high magnification view, the mRNA expression is markedly intense in the acinar cells (arrows), while it is
weak in the ductal cells (arrowhead). The level of positive reaction is weaker than Fig. 2c (×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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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해서 관류에 의하여 고정액이 직접 세포들에 전달되게 해야

한다.16-18 그리고 파라핀 블록의 제작 과정 또한 RNase protec-

tion되어 있는 표본 제작 과정이 필요하며, 파라핀 블록의 제작,

보관, 파라핀 절편 제작 등에도 RNase protection의 세심한 주

의가 요구된다. 그러나 실제로 외과병리학적 검사 표본들은

부분 10% buffered formalin에 의하여 고정하고, 다수의 병리

조직 표본들을 모아서 한꺼번에 표본 제작을 하며 파라핀 블록

의 제작이나 보관 등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이지 않는 실정이다.

그래서 현재까지 많은 연구자들이 일반적인 외과병리학적 파라

핀 블록을 사용해서 RNA in situ hybridization를 수행하는 것

을 꺼려 왔으며 간혹 RNA in situ hybridization에서 양성 반

응을 보 다 하더라도 이를 인정하려 하지 않았다.19-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외과병리학적 표본을 사용하여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수행하 을 때 얼마나 양성 반응에 신뢰성 있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tissue array 표본을 이용해서 검색하

다. 결과적으로 모두 약 75%의 양성 반응을 관찰하 는데, 이

유전자들은 위암 세포의 증식성 또는 세포분화 정도에 따라 발

현의 차이가 있으므로 실제 파라핀 절편상에 mRNA가 충분히

잔존되어 있을 확률을 의미하는 진성 양성 반응의 가능성은

80% 이상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외과병리학적으로 수집,

제작된 파라핀 절편에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수행하

을 경우 양성 반응의 가능성이 비교적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전 과정에서 충분한 양의 정확

한 RNA probe를 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통상적

으로 사용되는 plasmid DNA를 사용하여 제작하는 경우에는

우선 충분한 양(한번 반응에 1 g 이상)의 plasmid DNA를

얻기 위하여 plasmid DNA를 증식시켜야 하고 E. coli에서

plasmid를 순수 분리하기 위하여 다량의 RNase를 사용하게 되

므로, 비록 plasmid DNA를 순수 분리하 다 하더라도 용액 내

에 RNase가 소량 남아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런 경우 RNA in

vitro 전사를 실패하게 되는 경우가 빈번하다.23-25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간편하고 정확하면서도 다량의 RNA probe를 얻기

위한 방법을 고안하 다. 즉 부분의 RNA polymerase가

dsDNA에서 특이한 promoter sequence에 반응해서 RNA를

전사할 수 있는 특성을 이용해서, 관찰하고자 하는 유전자를 포

함하는 PCR DNA 조각을 제작하기 위한 primer에 T3, T7,

및 SP6 등의 promoter sequence를 5′말단에 연장해서 붙임

으로써 PCR 결과로 얻는 DNA 조각 양끝에 각각의 promoter

sequence를 갖게 하 다. 이렇게 함으로써 원하는 probe 크기

를 cDNA의 primer 위치에 따라서 자유롭게 결정할 수 있는데

체로 1,000 bp 이하의 크기가 적당하다. 그리고 primer를 제

작할 때 primer의 5′말단 부위에 위치하는 promoter sequence

에 RNA polymerase의 부착과 작용을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GAGG 염기서열을 추가시켜 주는 것이 좋다. PCR에 의한 부

정확한 DNA 복제 현상에 한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본 연

구에서 RNA probe 제작에 사용되는 PCR 방법은 단일한

plasmid DNA를 template로 사용하는 반응이므로 PCR 후에

생성된 DNA가 다른 유전자일 가능성은 거의 없다. 또한 드물

게 생기는 PCR 돌연변이가 있다 해도 in situ hybridization에

는 큰 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그리고 PCR 생성

DNA의 크기가 예상보다 작은 경우도 목표하는 유전자의 염기

서열이 일부 포함되어 있으면 RNA probe 제작이 가능하므로

전체 크기의 DNA와 함께 사용될 수 있다. 

파라핀 포매된 현미경 절편을 xylene으로 탈파라핀시킨 후에

에탄올을 사용해서 함수시키는 과정에서 조직 내의 RNA가 노

출되어 RNase에 의해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4% 중성

paraformaldehyde 용액으로 현미경 절편을 재고정시키는 방법

이 사용된다. 이에 해 4% 중성 paraformaldehyde의 처리를

proteinase K 처리 이전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아니면 이후

에 하는 것이 효과적인가, 또는 이러한 4% 중성 paraformalde-

hyde의 처리가 반드시 필요한 것인가에 한 실험을 수행하

다. 우선 본 연구에서 4% 중성 paraformaldehyde의 재고정 처

리를 proteinase K 처리 이전에 하는 것이 proteinase K 처리

이후에 하는 것보다 훨씬 강한 mRNA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

었다. 이는 아마도 proteinase K 처리 이후에 4% 중성

paraformaldehyde의 재고정을 하면 proteinase K에 의하여 노출

된 mRNA들이 4% 중성 paraformaldehyde에 의하여 cross-

linking 됨에 따라, 나중에 RNA probe의 hybridization 효율이

감소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결국 4% 중성 paraformalde-

hyde는 조직 내 mRNA가 RNase에 의하여 파괴되는 것을 막기

위하여 사용하고 proteinase K는 조직 내에 mRNA가

hybridization이 잘 되도록 세포질 내의 단백질을 부분적으로 제

거하기 위하여 사용하므로 4% 중성 paraformaldehyde와 pro-

teinase K는 서로 상반되는 기능이 있다고 할 수 있다.26-28 어쨌

든 여러 저자들에 의하여 소개된 RNA in situ hybridization

방법에는 4% 중성 paraformaldehyde를 proteinase K 처리 이

후에 사용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그런데 이 경우에는 4% 중성

paraformaldehyde의 처리로 인한 RNase의 비활성화가 안된

상태에서 바로 proteinase K를 처리하면 노출된 mRNA가 쉽

게 RNase에 의하여 파괴된다. 반면 세포질 내의 mRNA가

proteinase K에 의하여 광범위하게 노출된 다음 다시 4% 중성

paraformaldehyde 재고정 처리를 하면 paraformaldehyde의

강한 cross-linking 환원력에 의하여 mRNA가 다시 고정되므로

효과적인 RNA in situ hybridization이 어렵게 되리라고 추측

된다.29,30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4% 중성 paraformaldehyde의

재고정 처리를 하는 것이 재고정하지 않는 것보다 mRNA의 발

현량이 증가되었으며 발현 정도가 훨씬 균등한 분포를 보 다.

이는 4% 중성 paraformaldehyde 처리가 비특이적으로 존재하

는 RNase의 활성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와 같이 충분히 잘 고정된 조직 절편인 경우

에는 RNA가 세포 내 간기질과 강하게 결합되므로 비록 조직

절편 제작 과정에서 RNA가 부분적으로 분해되어도 남아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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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NA가 특정 RNA probe와 반응하여 목적으로 하는 특정 유

전자의 발현을 가능케 하는 것이라고 추측된다. 

RNA in situ hybridization은 전체적으로 RNA probe 제작

슬라이드 표본의 hybridization 전처리과정, hybridization, 표본

의 세척 과정, 면역조직화학 염색 과정과 발색 과정으로 구성되

어 있다.29 RNA probe를 미리 제작한 경우에는 제1일에

hybridization 전처리과정을 약 3-4시간 정도에 수행할 수 있고

밤새 동안 hybridization을 한 후 제2일에 3-5시간 정도의 세척

과정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한 blocking 과정이 2시간 정도

필요하다. 이러한 세척 과정과 blocking 과정은 실제로 반응시

킨 후에 기다리는 시간이 부분이므로 연구자가 실험에 사용되

는 시간은 매우 짧다고 본다. 만약 RNA in situ hybridization

을 2일 과정 전부 완료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2일에 세척 과정,

blocking, 항체 반응 과정, 최종 세척 과정, 발색 과정을 모두

수행하여야 하므로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매우 많아서 아침에

시작한다 하더라도 밤 늦게 실험을 마치게 된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이 모두 시간을 재고 진행되어야 하므로 연구자가 관여하는

다른 실험을 병행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3일

과정의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방법을 고안하 다.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전과정에서, hybridization 전처

리과정은 RNase를 protection된 상태로 진행하여 RNA probe

를 hybridization 할 때까지 RNA의 분해를 방지한다.

hybridization을 수행한 후에는 RNase protection된 상태가 필

요없으며 오히려 cross hybridization을 제거하기 위하여 RNase

A 처리를 포함하기도 한다. 그러므로 digoxigenin에 한 항체

를 반응시키는 시간을 조절함으로써 RNA in situ hybridiza-

tion을 2일 과정에서 3일 과정으로 연장시킬 수 있는가에 한

연구가 필요하다. 다시 말해서 장기간의 항체 반응 시간 중에

hybridization되어 있는 RNA probe가 분해되지 않아야 하며,

RNA probe의 hybridization은 본래의 생체 내의 DNA-DNA

hybridization 만큼 단단한 구조를 갖는 것이 아니므로 RNA

probe의 hybridization이 항체반응 기간 중에 이완되지 말아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항체반응 중에 RNA probe의 분해를 억제

하기 위하여 고농도 염기 성분의 DIG 1 용액을 사용하고 항체

반응을 4℃의 냉장고 안에서 진행하 으며 조직의 부풀림과 이

동을 억제하고 항체 용액의 증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직 표본

위에 parafilm을 덮어서 보관하 다. 결과적으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3일 과정으로 수행한 경우의 mRNA 발현 정

도가 2일 과정으로 수행한 경우와 거의 같은 결과임을 관찰하

다. 그리고 지나친 항체 반응으로 인한 background 항체 반응

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항체 반응 후에 철저한 세척법을 사용하

여 면역 반응에 의한 비특이성 염색을 충분히 줄일 수 있었다. 

DNA-DNA 또는 DNA-RNA 사이에 작용하는 hybridiza-

tion은 항원-항체 반응에 비하여 결합력은 약하지만 hybridiza-

tion의 경우 결합 특이성이 훨씬 높아서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결과가 면역조직화학 결과보다 신뢰도가 높다.

그러나 RNA in situ hybridization에서도 RNA probe가 유사

한 염기서열의 유전자에 하여 cross hybridization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으며, 또는 RNA probe가 부분적으로 hybridization

되고 나머지 부분의 RNA probe 염기들이 매달려 있는 상태로

있는 경우에도 양성 반응으로 보일 수 있다. 그러므로 이러한

잘못된 hybridization을 제어하기 위하여 RNase A를 사용한다.

즉, RNase A는 hybridization이 안된 RNA 염기서열을 선택적

으로 분해하는 효소로서 저농도에서도 신속하게 유리된 RNA를

분해한다. 실제로 RNase는 유리되어 있는 RNA를 신속하게 분

해하기 위하여 세포질 내외에 풍부하게 분포되어 있는데 특히

우유, 타액 등의 분비액과 혈장 내에도 다량 함유되어 있다. 따

라서 RNA in situ hybridization 중의 면역조직화학적 반응에

사용되는 blocking 용액이나 항체 용액에는 다량의 RNase가 포

함되어 있으므로, 이들 용액에서 장시간 반응을 한 경우에는 저

절로 RNase 처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는 RNase A의 처리에 관한 유효성을 알기 위하여 RNase A의

농도를 높여서 10 g/mL의 RNase A를 37℃에서 20분 동안

처리한 경우에는 실질적인 RNA in situ hybridization 양성 반

응이 많이 소실된다는 점을 관찰하 다. 그래서 RNase A의 농

도를 줄인 결과 2 g/mL의 RNase A를 처리하는 것이 가장

적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런데 mRNA의 발현이 미약한 경우

에는 오히려 RNase A를 처리한 경우에 mRNA의 발현이 전혀

관찰되지 않아서, 경향이 보여서 잘 알려지지 않은 유전자들이

나 mRNA의 발현량이 적을 것으로 예상되는 유전자인 경우에

는 차라리 RNase A의 처리를 생략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

각된다(Fig. 2E-G). 

RNA in situ hybridization은 mRNA의 발현을 관찰하기 위

한 방법인데 실제로 관련 mRNA가 단백질을 합성하는지를 확

인하기 위해서는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필수적이다. 그런데 생산

된 mRNA가 단백질 합성에 모두 사용되는가? 또는 생산된

mRNA가 단백질 합성에 사용되지 못하고 mRNA 자체가 신호

전달과 반응의 역할만 할 수 있는가? 등에 한 논란이 계속되

고 있으므로 mRNA의 발현과 단백질의 생성과는 반드시 일치

한다고 볼 수가 없다. 그리고 생산된 단백질이 세포 외로 분비

되어서 세포외 기질이나 다른 부위의 조직에서 주요 기능을 하

는 경우에는, 그 단백질을 생산한 세포의 경우에서 관련되는

mRNA의 발현이 강하지만 그 단백질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

색에서는 미약하게 관찰될 수가 있다. 따라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한 후 동일한 조직 절편에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한 관찰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생쥐의 뇌 조직에서

laminin- 1 chain의 RNA in situ hybridization를 수행한 후

에 laminin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중으로 수행한 결과, 신경

원세포에서는 RNA in situ hybridization에서 laminin- 1

chain mRNA의 발현이 강하게 보이지만 동일한 신경원세포에

서의 laminin 단백질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매우 미약하게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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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었다. 한편 RNA in situ hybridization에서 laminin- 1

chain mRNA의 양성 반응으로 세포 종류를 파악하기 위하여,

laminin- 1 chain의 RNA in situ hybridization 후에 동일 조

직에 GFAP와 뉴런 특이 항원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수

행하 다. 결과적으로 비록 온전한 파라핀 절편에서의 면역조직

화학 염색보다는 못하지만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수행

한 조직 절편에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중으로 수행한 경우에서

도 식별이 가능한 정도의 양성 반응이 관찰되었다. 즉,

laminin- 1 chain mRNA를 생산하는 신경원세포에서는 뉴런

특이 항원 단백질에 한 양성 반응을 보이고, GFAP 단백질의

면역조직화학 염색은 laminin- 1 chain mRNA를 생산하지 않

는 성상세포 등의 신경교의 세포에서 양성 반응을 보이므로 세

포학적 구별이 가능하 다. 

음성 조용으로 사용되는 sense RNA probe는 목표로 하는

mRNA의 염기서열과 같으므로, 이 sense RNA probe가 세포

질 내에 존재하는 다른 mRNA들에 비특이적으로 hybridization

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이 주목적이다.29 물론 경우에 따라서 목

표하는 mRNA의 발현량에 상응하는 sense RNA probe의 비

특이적 hybridization을 관찰함으로써 RNA in situ hybridiza-

tion에서 목표로 하는 mRNA에 한 RNA probe의 민감도를

예측할 수 있다. 그러나, sense RNA probe는 비특이적

hybridization만을 관찰하는 경우가 부분이므로 본 연구에서

는 특정 mRNA에 맞는 sense RNA probe를 사용하지 않고

염기서열 배열이 다른 cDNA의 sense RNA probe를 사용하

을 때에도 음성 조의 효과가 있는가를 조사하 다. 결과적으

로 비교적 발현량이 풍부한 mRNA의 sense RNA probe를

universal probe로 사용해도 동일한 음성 조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을 확인하 다. 따라서 여러 종류의 mRNA에 한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각각의

mRNA에 맞는 sense RNA probe를 제작하지 않고, 그 중에서

비교적 발현량이 풍부한 mRNA에 한 sense RNA probe를

제작하여 RNA in situ hybridization을 수행해도 음성 조의

관찰이 충분하다고 생각된다. 아울러 본 연구를 통하여 RNA

in situ hybridization의 반응 특이성과 반응 민감도에 향을

주는 위음성 반응과 위양성 반응에 하여도 조사하 다. 위음

성 반응은 조직 절편 내에 RNA가 분해되어서 RNA in situ

hybridization이 안되는 경우, actin 등과 같이 발현량이 풍부한

mRNA를 positive control로 동시에 시행하면 그 판단을 할 수

있었고, 위양성 반응은 RNA probe가 세포 내 ribosomal RNA

등에 비특이성으로 hybridization 되는 경우, sense RNA

probe를 사용하여 그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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