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96

한병리학회지: 제 35 권 제 6 호 2001

The Korean Journal of Pathology. 2001; 35: 496-505

Apoptosis of Alveolar Cells in Pneumocystis Carinii Pneumonia:
Application of Electron Microscopic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Method

Kyu Hun Kang, Sang Pyo Kim and Kun Young Kwon

Department of Pathology, Keimyung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Daegu, Korea

Background : Pneumocystis carinii (P. carinii) attaches to alveolar cells and causes injury to
the epithelial cells by direct toxic effects or inhibition of epithelial growth and replication.
Although respiratory cell damage or death is a common feature in P. carinii pneumonia, there
has been little reports about expression of apoptosis of the lung tissue in the literatures.
Methods : We examined expression of fibronectin and vitronectin in the interaction between
P. carinii and alveolar cells, and in situ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
biotin nick end-labeling (TUNEL) expression of apoptosis in the respiratory cells by immuno-
histochemistry and pre-embedding immunoelectron microscopy. Results : Light microscopic
(LM) and electron microscopic (EM) immunohistochemical stains for the fibronectin and vit-
ronectin showed strong expressions on the pellicles and tubular extensions of P. carinii and
weak expression along the surfaces of type I alveolar cells. LM and EM TUNEL stains
showed positive expression in the nuclei of alveolar cells, apoptotic bodies in the cytoplasm
of alveolar macrophages and cellular debris in alveolar spaces. Conclusions : P. carinii
induces injury and apoptosis of alveolar cells after attachment of the organisms to host cells,
and alveolar macrophages enhance the clearance of apoptotic bodies of alveolar cells as
well as phagocytosis and degradation of P. carinii.

Key Words : Pneumocystis carinii, In situ nick-end labeling, Apoptosis, Microscopy, immuno-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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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포자충 폐렴에서의 폐포세포자멸사: 전자현미경적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법의 적용

서 론

폐포자충(P. carinii) 폐렴은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를 비

롯하여 암, 만성 질환 및 기관 이식 후 면역 억제 요법을 장기간

받은 환자에게서 합병증으로 발생하는 질환으로 치사율이 높아

이 질환의 발병 기전, 치료 및 예방에 관련된 연구가 활발히 이

루어지고 있다.1-3 1981년 이후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 환자가 아

프리카, 유럽 및 미국을 위주로 발생하다가 세계 도처에 만연해

지면서 의학계에 주요 관심의 상이 되었으며, 후천성면역결핍

증후군 환자에게서 합병증으로 흔히 야기되는 P. carinii 폐렴에

한 임상 및 기초적 연구가 상당히 진행되어 왔다.1,2,4,5 그러나

후천성면역결핍증후군을 제외한 각종 원인에 의한 면역결핍 환

자에게서 발생하는 P. carinii 폐렴에 해서는 아직 문헌에 보

고된 연구가 많지 않으며 이 분야에 한 연구의 필요성이 높아

지고 있다.4-6

P. carinii가 인체 내에서 폐렴을 야기하는 기전은 단히 복

잡하며 아직도 그 발병기전이 완전히 밝혀져 있지 않다. 최근 P.

carinii에 한 연구 방향은 숙주세포와 병원체 간의 복잡한 반

응기전을 규명하는 데 있다.7-11 P. carinii가 인체에 감염될 경우

부분 I형 폐포세포에 부착하여 병원체의 수가 많아지면서, 폐

포세포의 상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 또한 폐포 내에

존재하는 단백 물질이 I형 폐포세포와 P. carinii의 상호 반응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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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절 역할을 할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이들 중에는 세포간

접착물질, 면역 로불린, 섬유소원, tumor necrosis factor

(TNF- ), 표면활성제-A 및 -D 등을 들 수 있다.1,10-13

세포 손상 때에 야기되는 세포자멸사를 광학현미경상에서 형

태학적으로 발현할 수 있는 in situ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TUN

EL)법이 개발되면서 의생물학 역의 각종 연구에서 TUNEL

법을 활용하게 되었다.14-17 최근에는 전자현미경 TUNEL 기법

이 개발되어 광학현미경에서 판별이 어려운 세포자멸사의 초기

과정과 세포자멸사를 야기한 세포의 성상을 전자현미경 수준에

서 정확히 관찰할 수 있어 전자현미경 TUNEL법을 적용한 연

구를 시도하고 있으나 아직은 초기 단계에 있다.18 P. carinii 병

원체가 숙주에 침입하여 폐실질 세포에 손상을 초래하는 과정에

서 나타나는 폐포세포, 간질세포, 폐포 식세포 등의 세포자멸

사 양상을 형태학적으로 관찰하기 위해서는 TUNEL법의 적용

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세포 손상에서 야기되는 세포자멸사는

변화가 빠르게 진행된다. 이러한 세포자멸사의 초기과정을 형태

학적으로 확인하고 세포자멸사가 일어난 세포의 종류를 정확히

감별하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 수준의 TUNEL법을 이용하여

검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P. carinii의 감염에 의한 폐포세

포의 손상에서 초래되는 세포자멸사를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TUNEL법으로 발현한 연구 보고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그 동안 P. carinii 폐렴에 관련된 저자

들의 연구 결과10,13,19를 기초로 하여 P. carinii 감염에 의한 폐

포세포의 손상에서 출현할 수 있는 세포자멸사의 양상과 그 전

개 과정을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TUNEL법을 적용하여 형

태학적으로 발현하고자 한다.

재료와 방법
실험동물

체중 200-250 g 되는 Sprague-Dawley종 흰쥐 30마리를 사

용하여 조군 및 P. carinii 폐렴의 실험군 재료로 사용하 다.

조군은 정상식을 제공하고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는 군(5

마리)이고, 실험군은 I군과 II군으로 나누었다. 실험 I군은 P.

carinii 폐렴을 야기한 흰쥐를 희생시킨 후 폐장조직을 채취하여

광학현미경, 투과전자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해 각

각 시료 제작 과정을 실시한 군(15마리)이고, 실험 II군은 P.

carinii 폐렴을 야기한 흰쥐를 희생시킨 후 폐장 조직을 사용하

여 광학현미경 TUNEL법을 실시하고, 전포매법을 응용한 전자

현미경 TUNEL법을 실시한 군(10마리)이다.

P. carinii 폐렴의 실험적 모델

Sprague-Dawley 흰쥐를 사용하여 저단백식(8%)을 제공하

면서 마시는 물에 덱사메타손(2 mg/L)을 혼합하여 매일 투여

하 다. 이렇게 하여 6주 내지 8주가 경과한 뒤, 흰쥐의 전신 상

태가 불량하고 체중 감소가 현저한 것부터 기관지폐포세척액

(bronchoalveolar lavage) 검사를 실시하여 Diff-Quik 및 Go-

mori’s methanamine silver (GMS) 염색을 하거나, 채취한

폐 조직을 HE 및 GMS 염색을 하여 P. carinii가 다수 확인되

는 흰쥐를 P. carinii 폐렴의 실험군 모델로 사용하 다. 실험

모델을 만드는 도중 세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테트라사이클

린(500 mg/L)을 사용하 고, 진균 감염을 방지하기 위해 니스

타틴(200,000 U/L)을 마시는 물에 각각 녹여 투여하 다.

연구방법

P. carinii 폐렴의 실험적 모델에서 얻은 폐 조직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시료 제작 과정을 거쳐서 관찰하 다.

광학현미경 검사

채취한 폐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고 계열에탄

올로 탈수한 후 파라핀 침투와 파라핀 포매 과정을 거친 후 4

m의 박절편을 만들어 HE 염색과 GMS 염색을 하 다.

투과전자현미경 관찰

투과전자현미경용으로 제공된 폐 조직을 1 mm3 크기로 세절

하여 폐포 내의 공기를 탈기 방법으로 제거한 후 2.5% glutaral-

dehyde 용액(0.1 M phosphate buffer, pH 7.4)으로 1-4℃에

서 2시간동안 전고정을 하 다. 다음 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1% OsO4 용액에서 2시간 동안 후고정을 하고 같은

완충액으로 세척한 후 계열 에탄올로 탈수를 하 다. Propylene

oxide로 치환한 후, epon 혼합물로 포매하여 37℃에 12시간,

45℃에 12시간, 60℃에 48시간 동안 방치하여 열중합을 시켰다.

포매된 조직을 1 m 두께로 박절하고 toluidine blue 염색을

하여 전자현미경상에서 관찰할 부위를 선택한 다음, 나머지 epon

포매 부위를 깎아서 제거하고 Sorvall MT 5000형 초박절기를

사용하여 40-60 nm의 회백색을 나타내는 초박절편을 만들었다.

이를 구리 grid에 부착하여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

중전자염색을 한 후 Hitachi H-7100형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

찰하 다.

주사전자현미경 검사

흰쥐를 앙와위로 고정시킨 후 정중선을 따라 개복하고 하 정

맥에 cannula (18 gauge polyethylene tube)를 넣어 생리식염

수를 주입하면서 흉부 동맥을 절개하여 폐 혈관 내의 혈액을

모두 제거하 다. 혈액이 제거된 혈관 내로 0.5% glutaral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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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e와 0.5% paraformaldehyde를 혼합한 고정액을 사용하여

관류를 통해 고정시킨 후 폐 조직을 절취하여 1×1×4 mm 정

도의 크기로 세절한 다음 같은 고정액에 넣어 1일간 더 고정 시

켰다. 그 다음 1% OsO4 용액으로 2시간 동안 후고정을 하고

0.1 M 인산염 완충용액으로 수세한 다음 25% dimethyl sul-

foxide (DMSO)에 30분간, 50% DMSO에 30분간 담근 다음

액체질소로 동결한 후 조직을 할단(cracking)하 다. 할단된 조

직을 50% DMSO에 녹여 수세한 후 2% tannic acid에 침투시

킨 다음 1% OsO4 용액으로 전도염색을 하 다. 계열 에탄올로

탈수를, isoamyl acetate로 침투를 시킨 후 임계점 건조를 하고

이온증착기(IB-3 Ion-coater, Eiko Co., Japan)를 사용하여 Pt-

Pd로 증착한 후 Hitachi S-4200형 주사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드라이아이스-아세톤 냉각법에 의한 Optimal Cutting Tem-

perature 동결 포매

P. carinii 폐렴의 실험 모델에서 채취한 폐 조직의 fibronectin

및 vitronectin 발현을 위한 면역전자현미경법과 세포자멸사 발

현을 위해,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TUNEL의 시료 제작 과

정의 일환으로 드라이아이스-아세톤 냉각법에 의한 전포매 시료

제작법을 사용하 다. 폐 조직을 4×4×1 mm로 세절하여 10

℃ 하에서 periodate lysine paraformaldehyde (PLP)용액에

5시간 고정을 하 다. PLP 용액으로 고정한 폐 조직을 10%,

15% 및 20%의 설탕/인산염완충액(sucrose/PBS)에 넣어 3-4

시간씩 각각 통과시켜서, 폐 조직 내의 수분을 고농도의 설탕/

인산염완충액으로 치환하여 폐 조직을 단단하게 하고 조직 냉동

때의 변형을 최소화하 다. 동결절편용 조직 포매 재료인 Opti-

mal cutting temperature (OCT) 물질을 사용하여 폐 조직을

충분히 침적시켰다. 알루미늄 포일로 포매용 주물을 만들어 폐

조직을 넣고 5 mm 높이로 OCT 물질을 추가하 다. 그 다음

드라이아이스-아세톤 냉각 용액 내에 알루미늄 포일을 담가 급

속 냉동(-80℃)을 하 다. 동결된 폐 조직 블록을 parafilm으로

단단히 싸서 공기를 차단하고 초저온 냉동기(-70℃ 이하)에서

보관하 다.

전포매법 면역전자현미경법에 의한 Fibronectin 및

Vitronectin 발현

냉동 폐 조직을 꺼내어 Cryostat에 장착하여 9 m 두께로

세절한 후 silane이 덮인 슬라이드에 부착하 다. 30분 정도 실

온에서 방치하고 10% 설탕/인산염완충액으로 충분히 씻은 후

5% 정상 흰쥐 혈청으로 작용시켜 비특이성 반응을 차단시켰다.

일차 단클론 항체인 fibronectin (NCL-FIB, 1:100, Novocas-

tra, U.K.)과 vitronectin (MAB 1945, 1:100, Chemicon INC,

U.S.A,)을 사용하여 4℃의 습한 용기 내에서 하룻밤 동안 반응

을 시켰다. 10% 설탕/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한 후 0.5% glu-

taraldehyde로 고정하고, 이차 항체인 biotinylated anti-mouse

IgG (Vectastain Elite Kit, U.S.A.)를 사용하여 37℃에서 30

분간 방치하 다. 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하고, avidin-

biotin 혼합용액(ABC Elite Kit, Vector, U.S.A.)으로 37℃에

서 30분간 작용시켰다. 10% 설탕/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하고

3,3、-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e (DAB)를 사용하여

3-5분간 실온에서 발색시킨 후 10% 설탕/인산염완충액으로 수

세하 다. 2% osmium tetroxide로 후고정한 후 계열 에탄올로

완전히 탈수하고 epon으로 역위 포매하여 60℃에서 3일간 중합

반응을 시켰다. Silane이 덮인 슬라이드에서 epon 블록을 뗀 다

음 관찰할 부위를 선택한 후 나머지 부분을 trimming하고 Sor-

vall MT 5000형 초박절기를 사용해 100 nm 두께로 초박절하

여 동 grid에 올린 다음 Hitachi H-7100형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광학현미경적 TUNEL 염색

파라핀 블록을 사용하여 5 m 두께로 세절편을 만들어

silane이 덮인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시키고 크실렌과 계열 알코

올을 사용하여 탈 파라핀과 함수를 한 후 증류수로 2분간 5회

수세하 다. Proteinase K (20 g/mL)용액을 사용하여 실온

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내인성 과산화수소의 차단을 위하여

30% 과산화수소 1 mL에 메탄올 99 mL를 혼합하여 만든 용

액에서 20분간 처리하고 증류수로 2분간 5회 수세하 다. TdT

용액을 만들어 37℃에서 3시간 반응시킨 후 2×SSC 용액을 사

용하여 TdT 반응을 중지시킨 다음 0.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2분씩 5회 수세하 다. 1% bovine serum albumine/phosphate

buffer solution (BSA/PBS)으로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다음 1:100으로 희석한 peroxidase-conjugated streptavidin으

로 실온에서 3시간 처리한 후 0.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5분간

6회 수세하 다. 실온에서 Tris-HCl로 5분간 작용시킨 후 DAB

를 사용하여 10분간 실온에서 발색시킨 후 Mayer’s hematoxy-

lin으로 조염색을 실시하고 permount로 봉입하여 광학현미경

으로 관찰하 다.

전자현미경적 TUNEL 염색

초저온 냉동기에 보관된 폐 조직의 OCT 블록을 사용하여

cryostat로 9 m 두께로 세절한 후 silane을 도포한 유리 슬라

이드에 부착하여 0.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수세하 다. 20 g/

mL의 proteinase K 용액을 사용하여 실온에서 15분간 반응시

킨 후 0.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2분씩 5회 수세하 다. 3%

H2O2 용액을 슬라이드에 도포하여 5분간 작용시킨 후 0.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2분씩 5회 수세하 다. TdT 반응 용액을 만

들어 37℃에서 3시간 반응시킨 후 2×SSC 용액을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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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dT 반응을 중지시킨 다음 0.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2분씩 5

회 수세하 다. 1% BSA/PBS 용액으로 실온에서 20분간 반

응시킨 다음 1:100으로 희석한 peroxidase-conjugated strepta-

vidin으로 37℃에서 1시간 방치한 후 0.01 M 인산염완충액으

로 5분간씩 6회 수세하 다. 실온에서 Tris-HCl로 5분간 작용

시킨 후 DAB를 사용하여 3-5분간 실온에서 발색하고 0.01 M

인산염완충액으로 2분씩 5회 수세하 다. 0.01 M cacodylate

완충액을 사용하여 1% OsO4를 만들어서 슬라이드 위에 1%

OsO4 100 L를 가한 후 보습함 내에서 1시간 방치하 다. 계

열 에탄올을 사용하여 세절편을 완전히 탈수시킨 후 epon 혼합

물로 도립 포매하여 60℃에서 3일간 열중합을 시켰다. Epon에

포매한 폐 조직 블록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면서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한 부위를 선택하 다. 그 다음 나머지 포매 부분을

깎아서 제거한 후 Sorvall MT 5000형 초박절기를 사용하여 80

nm 두께의 초박절편을 만들어 구리 grid에 부착하여 건조시킨

후 Hitachi H-7100형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결 과

광학현미경 소견

P. carinii 폐렴을 가진 흰쥐의 폐 조직에서 폐포강은 미만성

으로 포말성 호산성 삼출액을 보 으며, 폐 간질 조직에는 림프

구와 형질세포를 포함한 단핵구들이 침윤되었으나 그 정도는 미

약하 다. GMS 염색에서 P. carinii 균체가 부분 둥 거나,

컵 또는 반달 모양의 포낭 구조를 가지면서, 그 표면에 주름이

있거나 피막점(capsular dot)이 있었다. 폐포강에는 포말성 호

산성 삼출액과 함께 폐포 식세포들이 관찰되었으며 그 수는

조군에 비해서 약간 증가하 다. 폐포벽에는 섬유모세포의 수

가 증가하 고, 림프구 및 형질세포의 침윤과 교원질 침착으로

인해 폐포벽이 다소 비후되었다(Fig. 1).

투과전자현미경 소견

P. carinii 양형의 균막이 I형 폐포세포의 세포막과 직접

착하거나, 양형의 관상연장(tubular extensions)이 I형 폐포

세포의 세포막과 착하는 양상을 보 다(Fig. 2). P. carinii가

부착한 I형 폐포세포의 세포질 및 세포소기관은 다양한 손상과

파괴를 보 으며, 때때로 P. carinii 양형이 폐포벽의 간질 내

로 침투한 소견도 있었다. I형 폐포세포에 부착한 P. carinii의

양형은 그 형태가 매우 불규칙하고 여러 개의 양형이 I형

폐포세포 표면에 착 배열을 하면서 부착하 다. P. carinii 포

낭은 부분 폐포강에 위치하면서 양형과 함께 활발한 증식

양상을 보 으며, I형 폐포상피세포에 부착하는 포낭은 거의 찾

아볼 수 없었다. II형 폐포세포의 표면에는 미세융모가 잘 보존

되어 있었으며, P. carinii의 양형 또는 포낭의 부착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주사전자현미경 소견

P. carinii 양형의 형태는 매우 불규칙하고 표면에 무수한

관상연장 구조를 갖고 있었다. 폐포세포에 부착되어 있는 양

Fig. 1. Light micrograph shows intra-alveolar foamy exudate and
some inflammatory infiltrates in the alveolar septa. Inset: Gomori-
methenamine silver stain shows some cysts of P. carinii organ-
ism.

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graph shows some P. carinii
trophozoites which attached firmly to type I alveolar cells by
numerous tubular extensions (*) of the trophozoites. A tropho-
zoite attached firmly to the alveolar wall (arrow). T: trophozoite
of P. carinii, AS: alveolar space, AW: alveolar wall, N: nucleus of
interstitial cell. Bar= 1 m, ×17,000.

T

N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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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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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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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은 관상연장에 의해 폐포세포 표면과 단단히 부착되어 있었다

(Fig. 3A). 포낭은 둥 거나 반달 또는 초승달 등의 모양으로

형태가 다양하 으며, 주위 폐 조직에 비해서 전자 도가 높아

관찰이 용이하 다. 포낭은 양형에 비해서 균막 표면이 매끈

하 으며 관상연장의 수가 매우 적고 길이는 짧았다. 포낭은 폐

포세포와 부착하지 않고 주로 폐포강에서 볼 수 있었다(Fig.

3B). 폐포강에는 폐포 식세포가 흔히 보 으며 할단면을 보

이는 폐포 식세포의 세포질 내에는 다수의 P. carinii 균체의

일부를 탐식하 다.

면역조직화학법에 의한 Fibronectin 및 Vitronectin의 발현

단클론 항체인 fibronectin과 vitronectin를 사용하여 광학현

미경용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하 을 때 HE 염색상 포말성 호

산성 삼출액을 보이는 부위에서 P. carinii의 포낭과 양형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 특히 폐포벽 면에 P. carinii 양형이 부착

한 곳을 따라서 미만성으로 강한 반응을 보 다. 폐포강의 I형

폐포세포막을 따라서 선상으로 다소 약하게 발현하 다(Fig.

4). 폐포 식세포에서는 부분적으로 세포질에 양성 발현을 보

A B

Fig. 3. A: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shows trophozoites of P. carinii attached to alveolar cells. B: A semilunar shaped cyst with a few
tubular extensions (arrows) on the outer surface is seen in alveolar space. C: cyst of P. carinii, T: trophozoite of P. carinii, AS: alveolar
space, AW: alveolar wall. A: Bar= 3 m, ×3,450, B: Bar= 2 m, ×10,500.

AW

AS

AS

C

T

T

T

Fig. 4. A: Immunohistochemical stain for fibronectin shows positive expression on the P. carinii trophozoites (arrows), alveolar
macrophages (asterisks), and surface of the type I alveolar cells (arrow head). B: Vitronectin shows diffusely positive expression along
the type I alveolar cells (arrow heads) and trophozoites (arrows) attached to the alveolar wall.

*

A B



다. 드라이 아이스-아세톤 냉동법을 적용한 면역전자현미경

검색에서 fibronectin과 vitronectin의 발현 양상은 서로 비슷한

소견을 보 으며, 주로 양형의 균막 외층을 따라서 미만성으

로 고전자 도의 발현을 보 다. 그리고 P. carinii 포낭의 균

막을 따라서는 다소 약하게 발현하 고, 폐포강에 존재하는 세

포 잔해물과 I형 폐포세포막을 따라서 전자 도가 다소 약하게

선상으로 발현되었다. P. carinii 양형이 I형 폐포세포와 착

한 부위에서는 fibronectin과 vitronectin에 한 발현이 약하

다(Fig. 5, 6).

광학현미경 TUNEL 소견

폐포벽을 따라서 세포자멸사를 일으킨 폐포세포가 간헐적으

로 TUNEL에서 발현되었으나 I형 폐포세포인지 II형 폐포세포

인지는 분명하지 않았다. TUNEL에 발현된 폐포세포의 세포자

멸사는 P. carinii가 폐포벽에 부착하는 부위에서 주로 관찰되었

고, P. carinii가 분포하지 않는 폐포에서는 TUNEL 발현을 거

의 볼 수 없었다. 폐포강 내에 위치한 폐포 식세포에 탐식된

세포자멸사체에서도 TUNEL에서 강하게 발현되었다(Fig. 7).

그리고 폐포강에 흩어진 세포 잔해물에서도 TUNEL에 양성 발

현을 볼 수 있었다. 조군에서는 폐포세포나 P. carinii 또는 폐

포 식세포 등에서 TUNEL에 양성 발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전자현미경 TUNEL 소견

폐포벽을 구성하는 I형 및 II형 폐포세포에서 세포자멸사가

일어난 곳에서는 핵막을 중심으로 전자 도가 강한 TUNEL

양성 발현을 보 으며, 세포자멸사의 진행에 따라 그 발현의 양

상이 다양하 다. 즉 핵의 변연부에 불규칙하게 발현하거나 핵

전체에 걸쳐서 미만성으로 발현하기도 하 으며 일부에서는 핵

막이 부서지면서 조각으로 나뉘어진 발현 양상을 볼 수 있었다.

폐포벽을 포함한 폐 간질에 비후를 보이는 부위에서도 때때로

섬유모세포의 핵에서 TUNEL 양성 발현을 볼 수 있었다(Fig.

8). 폐포강에 출현한 폐포 식세포의 세포질 내에서 주로

TUNEL에 강하게 발현하 고, 폐포 식세포의 핵에서는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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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re-embedding immunoelectron micrograph using
fibronectin shows diffusely electron dense expression on the
pellicles of the trophozoites (long arrows) and collapsed cyst
(short arrows), less electron dense expression on type I alveo-
lar cell surface (arrow heads), and floating materials (asterisk).
T: trophozoite of P. carinii, C: collapsed cyst of P. carinii, AS:
alveolar space, AW: alveolar wall (Bar= 1 m,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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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C
AS

*

Fig. 6. Pre-embedding immunoelectron micrograph using vit-
ronectin shows electron dense expression along the surface
pellicles of trophozoite, and cysts (arrows). T: trophozoites of P.
carinii, C: cyst of P. carinii, AS: alveolar space, AW: alveolar
wall (Bar= 1 m, ×1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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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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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ight microscopic TUNEL stain shows positive expression
on the alveolar cell (large arrow), and apoptotic bodies in cyto-
plasm of alveolar macrophages (small arrows).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되지 않거나 미약하 다. 그리고 폐포강에는 흔히 세포자멸사체

또는 세포 잔해물로 보이는 구조물에서 TUNEL에 강하게 발현

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Fig. 9, 10).

고 찰

P. carinii의 양형은 주로 I형 폐포세포와 결합하며 부분

폐포세포 표면에 부착하여 직접 손상을 야기하거나 P. carinii와

폐포세포 사이의 면역반응을 유도하며, P. carinii가 폐포세포의

성장과 복제를 억제하여 폐포세포의 손상과 세포자멸사를 초래

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5,13 본 연구의 전자현미경 관찰에서

P. carinii의 양형, 전포낭 및 포낭의 형태학적 구조를 잘 볼

수 있었으며, 이 중 양형이 주로 관상연장에 의해 I형 폐포세

포 표면에 착하거나 폐포세포의 형질막과 깍지를 끼는 형태로

단단히 결합하 다. 드물게 포낭에 의해 폐포세포와 착을 보

이나 포낭의 표면에 관상연장이 많지 않으므로 포낭의 균막이

직접 폐포세포막과 결합하 다. 따라서 폐포세포와 P. carinii

사이의 결합에서 관상연장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포낭에 비해서 양형이 폐포세포에 주로 부착하는 것

은 구조적으로 양형의 표면에 많은 관상연장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포골격 시스템이 포낭에 비해서 보다 잘 발달되

어 있기 때문이며, 세포골격 시스템은 P. carinii가 폐포세포와

결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면역조직화학 검색상 P. carinii의 양형 및 포낭에서 fibro-

nectin과 vitronectin의 접착물질에 한 발현이 강하게 나타났

고 폐포벽을 덮고 있는 폐포세포에 선상 발현을 보 다.

그리고 면역전자현미경 검색에서는 포낭과 양형의 균막에

미만성으로 고전자 도의 양성 발현을 보 으며 폐포세포 표면

을 따라서도 선상의 양성 발현을 보여 fibronectin과 vitronectin

이 P. carinii와 폐포세포 사이의 결합에 큰 역할을 하 을 것으

로 생각된다. 이러한 점은 P. carinii와 폐포세포의 결합에서 폐

포강에 존재하는 fibronectin, vitronectin, 표면활성제-A 및 -D

등의 접착물질이 관여하는 역할에 한 일련의 연구5,10-13,20에서

도 이를 뒷받침하고 있다. P. carinii가 I형 폐포세포에 직접 부

착하는 부위에서는 접착 물질에 한 발현이 약하거나, 없는 것

은 P. carinii와 폐포세포가 결합하면서 면역학적 반응이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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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lectron microscopic TUNEL stain shows an electron
dense expression on the nucleus of alveolar cell (arrow), some
nuclei of scattered interstitial cells (arrow heads) with variable
expression patterns.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
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N: nucleus of
alveolar cell or interstitial cells, AS: alveolar space. Bar= 2 m,
×6,300.

AS

N

N

Fig. 9. Electron microscopic TUNEL stain shows strongly elec-
tron dense expression on the apoptotic nuclear debris in the
alveolar space (asterisk). TUNEL: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eling, AS: alveo-
lar space, N: nucleus of alveolar cell. Bar= 2 m, ×9,000.

AS

N

Fig. 10. Electron microscopic TUNEL stain shows an electron
dense expression on the cytoplasm (small asterisks) of alveolar
macrophage which phagocytize the apoptotic debris. A nega-
tive expressed cell (large asterisk) is seen. TUNEL: terminal de-
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biotin nick end lab-
eling, AS: alveolar space, N: nucleus of alveolar macrophage.
Bar= 2 m, ×7,200.

AS

N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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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5 그리고 I형 폐포세포막에 특이

한 수용체가 존재하여 P. carinii 균막에 위치한 당단백질, -

glucan 및 폐포 내의 접착물질 등과 결합한다는 연구 보고도 있

다.5,12

권 등19은 P. carinii와 폐포세포와의 상호 반응에 관한 연구의

투과전자현미경 관찰에서 P. carinii가 I형 폐포세포에만 부착하

는 이유로, 첫째 I형 폐포세포는 폐포벽의 부분을 덮고 있어

P. carinii 양형이 쉽게 부착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고, 둘

째 II형 폐포세포의 표면에는 미세융모가 다수 존재하는 데 비

해서 I형 폐포세포의 표면은 체로 평활하여 양형이 쉽게 부

착할 수 있으며, 셋째 I형 폐포세포 막 표면에는 P. carinii와 결

합에 관여하는 특이한 수용체가 있을 것으로 보고하 다.

Limper 등5은 폐포강에 존재하는 fibronectin, vitronectin, 표면

활성제-A 및 -D 등의 단백 물질에 해서 P. carinii의 균막에

당단백-A 및 -glucan 등의 상응하는 배위자를 가지며, 이들

의 상호 작용으로 P. carinii와 폐포세포가 결합하는 것으로 보

고하 다.

P. carinii의 양형이 I형 폐포세포와 결합하면서 폐포강에는

접착성을 가진 기질 당단백, 표면활성제 단백물질, 면역 로부

린, fibronectin, vitronectin, 섬유소원 및 gangliosides의 양이

증가한다.5 폐포강에 이런 접착물질의 증가는 손상 받은 폐포-모

세혈관 막을 통해서 혈청 단백질이 빠져나감으로써 초래되거나

감염된 폐 조직에서 국소적인 생산 증가로 야기될 수 있다.21

Limper 등12,22은 fibronectin 및 vitronectin이 P. carinii와 폐포

세포 사이의 결합을 용이하게 할 것으로 보고하 다. Fibronec-

tin은 P. carinii 균막에 존재하는 당단백질-A와 결합하며,23 vit-

ronectin은 P. carinii 균막에 존재하는 -glucan을 포함한 탄

수화물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24

그리고 vitronectin과 fibronectin 등의 접착성 단백 물질은

폐포 식세포가 P. carinii와 부착하는 데에도 관여하며, vit-

ronectin은 폐포 식세포가 P. carinii를 잘 인식하도록 하여 탐

식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P.

carinii를 탐식한 후 폐포 식세포에서는 반응성 산화제 및

TNF- 를 위시한 시토카인 분비가 증가되며, 산소유리기, 반응

성 질소 중간 산물 등의 분비가 증가하면서 P. carinii를 파괴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27 일반적으로 P. carinii가 부착하면

폐포 식세포에서 TNF- 의 분비가 증가되어 P. carinii의 세

포막에 존재하는 TNF- 수용기와 결합하여 P. carinii에 직접

적인 독성 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28,29

P. carinii가 폐포세포에 부착하면 P. carinii 병원체의 생활주

기가 활발하게 진행되어서 그 수는 많아지나 폐포세포에서는 세

포주기에 장해를 초래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25 즉 P. carinii

는 폐포세포에 부착한 후 폐포세포 p34cdc2 kinase 활성을 방해

함으로써 폐포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며,5 때로는 폐포세포의 세

포주기의 진행을 변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P. carinii가

폐포세포와 결합하면 폐포세포에 직접적인 독성 향을 초래하

거나 P. carinii에 한 숙주 세포의 면역 반응의 결과 또는 동

원된 염증 세포에 의한 염증 작용의 일환으로 폐포세포에 손상

을 초래한다.3 그러나 P. carinii와 폐포세포 사이의 상호 반응에

관련된 기전과 폐포세포의 상해 기전 및 진행 과정에 해서는

아직도 보고되지 않은 점이 많다. 첫째, P. carinii가 부분 I형

폐포세포에 부착하여 어떤 기전으로 폐포세포에 상해를 초래하

는지, 둘째 상해 받은 폐포세포는 어떤 과정을 거쳐 세포자멸사

를 초래하는지, 셋째, 세포자멸사를 일으킨 I형 폐포세포 자리에

II형 폐포세포의 증식이 일어나는 기전에 관한 연구 등 아직도

규명할 부분이 많이 있다.

한편 의생물학 연구에서 TUNEL법이 적용되면서 각종 세포

손상 때에 볼 수 있는 세포자멸사를 광학현미경상에서 형태학적

으로 관찰할 수 있게 되었다.14 또한 최근에는 전자현미경

TUNEL 기법이 개발되고 있어 광학현미경에서 판단이 어려운

초기 과정의 세포자멸사를 전자현미경 수준에서 관찰이 가능하

여 이에 관한 연구가 제한적으로 시도되고 있다.15,18 일반적으로

세포자멸사는 빠르게 진행하는 변화로서, 세포자멸사의 초기 과

정을 형태학적으로 자세히 발현하기 위해서는 전자현미경

TUNEL법의 적용이 필요하다. 그러나 P. carinii와 폐포세포와

의 상호 작용으로 초래된 폐포세포의 손상과, 이어서 초래되는

세포자멸사를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TUNEL법을 이용하

여 형태학적으로 발현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P. carinii 감염으로 인한 폐포세포의 손상과

세포자멸사의 초래 기전을 형태학적으로 이해하기 위해 광학현

미경 및 전자현미경 TUNEL법을 시도하 다.

광학현미경 및 전자현미경 TUNEL 기법의 적용 원리로서는

세포자멸사를 초래한 폐포세포 핵의 DNA에 분절이 일어나며,

분절된 DNA의 끝 부분(3、-OH)에 terminal deoxy- ribonu-

cleotidyl transferase (TdT)를 반응시킨다. 여기에 biotinylat-

ed nucleotide (dUPT-biotin)를 반응시키며, 발색을 나타내는

DAB 발색 물질을 붙여서 광학현미경상으로 세포자멸사 여부를

관찰할 수 있다. 전자현미경 TUNEL 발현을 위해서는 광학현

미경 TUNEL의 DAB 발색 단계에 연속하여 osmium tetrox-

ide (OsO4)를 DAB 발색 물질에 붙여서 전자 빔 통과 때에 반

응성 물질로 치환하여 전자 도가 큰 물질로 만들어 전자현미경

적 검색이 가능해진다. 전자현미경 TUNEL 발현을 잘 관찰하

기 위해서는 파라핀 조직의 사용은 부적절하며, 동결 보관된 조

직을 사용하고, 면역전자현미경의 전포매 기법을 적용하여 시료

제작 과정의 초기 단계를 수행할 수 있다.10,13,18,30

본 연구의 광학현미경 TUNEL 결과에서 폐포벽을 따라서

세포자멸사를 야기한 폐포세포의 핵에서 TUNEL에 양성으로

발현되었으나, I형 폐포세포인지 II형 폐포세포인지는 광학현미

경 관찰에서는 분명하지 않았다. TUNEL에 발현된 세포들은

주로 P. carinii가 폐포세포와 결합된 병변에서 잘 관찰되었으며,

P. carinii가 결합되지 않는 폐포면에서는 TUNEL 양성 발현을

거의 볼 수 없었다. 이러한 결과는 P. carinii가 폐포세포에 직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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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함으로써 세포자멸사를 초래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폐포강에 위치한 폐포 식세포의 핵은 TUNEL에 발현되지 않

았으나 세포질에서는 흔히 TUNEL에 발현된 세포자멸사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 점에 해서는 활동성 폐포 식세포가

손상된 폐포세포의 세포자멸사체를 탐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전자현미경 TUNEL 검색에서 폐포벽을 구성하는 I형 및 II

형 폐포세포의 핵에서 전자 도가 강하게 TUNEL 양성 발현

을 보 으며 주로 핵막의 변연부에서 발현하 으나, 그 발현의

양상은 다양하 다. 즉 핵의 변연부를 따라 불규칙하게 발현하

거나 핵 전체에 걸쳐서 미만성으로 발현되기도 하며 일부에서는

핵막 부분이 부서지면서 조각으로 나뉘어지는 양상을 보 다.

이와 같이 전자현미경 TUNEL에서 발현 양상이 다양한 것은

세포자멸사의 진행 시간 가 상이함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핵 변연부를 중심으로 TUNEL 양성 발현을 보이는 세포

들은 세포자멸사의 초기 과정으로 생각하 으며, 이들 세포는

광학현미경상에서는 정상 세포와 구별이 어려웠다. 따라서 세포

자멸사의 초기 단계를 형태학적으로 알아보기 위해서는 전자현

미경 TUNEL법의 적용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하 다. 폐포강에

서 흔히 발현된 세포자멸사체는 부분 폐포세포의 기인한 것으

로 보이며, 폐포 식세포에 의해 탐식 및 처리되는 것으로 해

석하 다. 폐포벽에서 간혹 발현되는 섬유모세포나 염증 세포의

세포자멸사는 폐포자충에 의해 직접 초래된 것보다는 폐포자충

폐렴의 염증 진행 과정에서 야기된 세포자멸사로 판단하며, 이

에 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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