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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Glomerular compensatory hypertrophy maintains decreased renal function
after uninephrectomy (UNX). Proliferation and apoptosis of renal cells may be involved in
hypertrophy. Methods : In small and large male Sprague-Dawley rats, contralateral kidneys
were harvested 1, 7, 14 and 30 days after UNX. Apoptosis was assessed by the Tdt-mediat-
ed dUTP-digoxigenin nick end labelling method.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and Fas lig-
and (FasL)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immunohistochemically. Results : Morphometri-
cally, glomerular hypertrophy was observed in both small and large rats after UNX, and it
was more significant in the small rats. The glomerular proliferation index (PI) was gradually
increased from day 7 but decreased on day 30 in the small rats. Glomerular PI was signifi-
cantly increased from day 7 in large rats and peaked at day 14. Apoptotic cells in the glomeruli
were slightly increased on day 1 and on day 7 in both groups of rats. The expression of FasL
was gradually increased in the distal tubular epithelium in both groups. Conclusions : These
results demonstrate different profiles regarding the compensatory growth of the kidney, cell
proliferation, and apoptosis during the period of compensatory hypertrophy in uninephrec-
tomized rats of different weight and age. Apoptosis may play a role in regressing a number of
proliferated cells during renal compensatory hypertro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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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의 일측성 신절제 후 신장의 비후와 세포자멸사에 관한 연구

일측 신을 제거한 후 잔여 신은 신 기능을 유지하기 위한 보

상 기전으로 성장하게 되고, 여기에는 사구체의 비후와 세포의

증식이 나타난다. 이렇게 비후되고 커진 모세혈관은 사구체내압

이 증가되어 손상 효과가 커지게 된다.1 따라서 실험적으로 과도

한 신원의 소실은 잔여 신원에 과부담이 오게 되고, 사구체내

고혈압과 사구체의 비후가 나타나며, 결국 진행하여 신장 상흔

의 발생과 접하게 연관된다.2 실험적으로 일측 신 절제 후 보

상성 비후 시 신원의 모든 부위가 커지며, 사구체의 직경과 부

피가 증가된다.3 일측 신 절제 후 초기 1-2일부터 늦어도 7일 이

전까지는 성장이 매우 빨라 초기 급속 성장기로 알려져 있고, 7

일 이후에는 성장이 서서히 진행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4 이러

한 보상성 성장을 조절하는 성장인자 등의 발현이 동물의 크기

에 따라 다를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일측 신 제거 모델에서

신장의 성장과 사구체의 비후에 관여하는 기전들은 아직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신장의 발생 과정 및 성인의 신장에서도 세포의 증식을 조절

하는 기능에 세포자멸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이러한 계획적인 세포 사멸 과정의 이상이 신 질환 유발

에 관여할 것이며, 특히 다낭신의 진행 기전이나 신 조직에

한 자가 면역의 유도, 신장의 염증과 상흔의 촉진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7 실험적 급성 신부전,8 잔여 신 모델9과 일

측 신 절제 모델10 등에서도 세포자멸사에 해 보고되어 있다.

그러므로 세포자멸사는 세포 증식을 조절할 뿐 아니라 신 질환

의 병인에 기여한다고 생각한다. 세포자멸사를 조절하는 인자의

하나인 Fas ligand (FasL)는 과도하게 당화된 36-40 kD의 제

II형 막단백으로 Fas와의 교차결합을 통하여 세포의 세포자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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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as가 매개하는 세포자멸사는

사구체 손상, 급성 신부전 등에서 실질 세포의 손상을 촉진한다.

FasL의 발현이 활성화된 T 세포와 자연살해세포에 국한된다고

알려져 왔으나, 최근에 여러 장기에서 FasL의 전사체가 발견되

었다. 신장에서 FasL의 생물학적 활성에 해서는 별로 알려져

있지 않지만, Lotz 등11의 연구에서 세뇨관 세포와 손상된 사구

체에서 FasL가 발현되어 사구체 및 세뇨관 세포의 항상성 유지

에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 다.  

동물에서 연령과 성장 정도에 따라 신장의 크기가 증가하며

이에 따라서 사구체의 크기가 증가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

에서는 백서에서 연령과 성장 정도에 따라 일측 신 제거 후 잔

여 신에서의 성장 정도, 세포 증식 및 세포자멸사와 이를 조절

하는 FasL의 발현 등 신장 내의 변화가 연령 및 성장 정도에

따라 차이가 있는지를 연구하여, 신장의 생리적 및 보상적 성장

과 세포자멸사에 의한 조절을 확인하여 진행성 신 손상의 기초

연구로 삼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실험동물

실험 동물은 수컷 Sprague-Dawley 종 흰쥐로 성장 정도와

체중에 따라 소쥐와 쥐 두 군으로 분류하 다. 소쥐의 군으로

는 생후 5주, 체중이 80-90 g인 미성숙 쥐 12마리와 쥐의 군

으로는 생후 13주, 체중이 400-420 g인 성숙 쥐 12마리로 총 24

마리를 사용하 다. 실험 동물은 전 실험 기간 중 동일한 환경

에서 자유롭게 물과 표준 사료를 먹게 하 다.

방법

조직 생검 및 광학현미경 검사

동물을 두 군으로 나누어 실험 시작 당일에 각각 25-50 mg/

kg의 sodium phenobarbital을 근육에 투여하여 전신 마취를 한

후 수술로 한쪽 신장을 적출하여 조군으로 사용하 다. 한쪽

신장을 절제한 후 각 군당 3마리씩 각각 제 1, 7, 14, 30일에 반

쪽 신장을 적출하여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 수술로 얻은 신

장 조직의 광학현미경을 위한 절편은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

에 고정하 고, 통상의 과정으로 파라핀에 포매한 후 4 m 두

께로 박절한 후 HE와 Masson’s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 다.

광학현미경 하에서 각 시기에 따른 사구체와 세뇨관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 다. 

사구체 크기의 형태계측학적 분석

HE로 염색된 절편을 관찰하여 200배로 현미경 사진을 컴퓨

터에 저장한 후 Metaview image acquisition and processing

software (Universal Image Corporation. West Chester, PA,

U.S.A.)를 이용하여 형태계측하 다. 백서의 각 집단별로 사구

체의 면적, 둘레의 길이, 평균 직경을 계측하 다. 사구체는 구

형이므로 사구체의 적도면을 통과하여 절단된 단면을 보이는 사

구체만을 선택하 고, 21인치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사구체의

둘레를 그려서 최소한 20개 이상의 사구체를 측정하 다. 동일

한 동물의 조군과 실험군을 비교하여 사구체의 비후 정도를

분석하 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및 양성 세포 판독

조군과 실험군에서 제작된 절편을 파라핀을 제거한 후 증식

세포핵항원(PCNA)과 FasL에 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

하 다.

PCNA 염색은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약 5 m의 두께로

박절하여 poly-L-lysin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으로 처리한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시킨 후 표본을 탈파

라핀 및 함수 과정을 거쳐 세척하 다. 3% 과산화수소수로 5분

간 처리하여 내재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한 후 증류수로 세척하

다. Tris 완충액(pH 7.6)에 5분간 방치하고, 구연산완충액(pH

6.0)에 넣어 전자오븐에서 5분간 3회 전처치한 후 실온에서 냉

각시키고, 증류수로 수세하 다. Tris 완충액(pH 7.6)으로 5분

간 2회 씻은 후 5% 정상 염소 혈청에 1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1:100으로 희석한 Anti-PCNA 단클론 항체(PC10, DAKO,

Denmark)를 사용하여 1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Tris 완충액으

로 5분간 3회 세척하고, biotin이 부착된 이차 항체인 goat anti-

mouse IgG (LSAB-kit; DAKO, Carpinteria, CA, U.S.A.)

에 20분간 반응시켰다. Tris 완충액으로 5분간 3회 세척한 후

과산화효소가 부착된 streptavidin에 20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Tris 완충액에 5분간 3회 세척하 다. 그 후 3, 3、-diaminoben-

zidine tetrahydrochloride (DAB)로 발색시키고, Mayer’s he-

matoxylin에 10초간 조 염색한 후 Canada balsam으로 봉입

하 다. 

FasL는 약 5 m의 두께로 박절하여 poly-L-lysin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으로 처리한 유리 슬라

이드에 부착시킨 후 표본을 탈파라핀하여 알코올 과정을 거쳐

수세한 다음 3% 과산화수소수로 내재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

다. 5% 정상 토끼 혈청에 10분간 반응시킨 후, 1:500으로 희

석한 goat anti-mouse FasL (N-20) (Santa Cruz Biotech-

nology, Santa Cruz, CA, U.S.A.)를 이용하여 1시간 반응시켰

다. Tris 완충액에 5분간 3회 세척한 후 biotin이 부착된 이차

항체인 rabbit anti-goat IgG를 사용하여 15분간 반응시켰다.

Tris 완충액에 5분간 3회 세척 후 과산화효소가 부착된 strep-

tavidin에 10분간 반응시킨 후, DAB로 발색시키고, Mayer’s

hematoxylin으로 10초 동안 조염색한 후 Canada balsam으

로 봉입하 다.

면역염색의 판정은 다음과 같이 하 다. 사구체에서 PCNA에



양성인 세포의 수는 최소한 20개 이상의 사구체에서 각 사구체

당 양성으로 염색된 핵의 수를 세어 증식지수(proliferation

index, PI)로 표시하 다. 세뇨관과 간질에서의 PCNA 면역염

색은 현미경 400배 시야당 양성인 세포를 세어서 숫자로 표시하

다. FasL는 사구체에서 양성인 세포와 세뇨관과 간질에서의

양성 세포를 구분하여 평가하 다. 발현 정도를 1+, 2+, 3+로

나누고 세뇨관과 간질에서의 발현 범위를, 전혀 발현되지 않으

면 0점, <5%로 국소적으로 발현하면 1점, 5-10%는 2점, 10-

20%는 3점, 20% 이상은 4점으로 하여 발현 강도와 발현 범위

를 더하여 0에서 7까지 점수로 표시하 다.

TdT-mediated dUTP-digoxigenin nick end labelling (TU-

NEL) 염색 및 양성 세포 판독

In situ apoptosis detection kit (ApopTag; Oncor Inc.

Gaitherburg, MD, U.S.A.)를 사용하여 TUNEL 방법에 의한

in situ 3、-end labelling을 실시하 다.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약 5 m의 두께로 박절하여 poly-L-lysin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으로 처리한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

시킨 후 크실렌과 알코올 과정을 거쳐서 파라핀을 제거하 다.

알코올 과정을 거쳐서 흐르는 물에 수세하고 proteinase K (20

g/mL)로 37℃에서 20분간 단백질을 제거한 다음 다시 흐르

는 물에 수세하 다. 내재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기 위하여 3%

과산화수소수로 5분간 방치하 다. 그 후 흐르는 물에 5분간 수

세하고, 슬라이드를 인산염완충액(PBS, pH 7.4)에 다시 씻은

후 ApopTag kit에 포함되어 있는 equilibration buffer로 5분간

처리한 다음, TdT 효소를 첨가하고 37℃에 6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을 중단하기 위해 중단 완충액을 첨가한 후 상온에서 10분

간 반응시키고 PBS로 3회 세척하 다. 그 후 anti-digoxi-

genin-peroxidase로 37℃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다시 PBS로

세척하고 DAB로 1분 동안 발색시켰다. 그 후 슬라이드를 증류

수로 세척한 후 Mayer’s hematoxylin으로 20초간 조염색한

후 흐르는 물에 수세하 고, 알코올 탈수과정을 거쳐 Canada

balsam으로 봉입하 다. 

TUNEL 결과의 판독은 다음과 같이 하 다. 즉, 사구체는

400배의 시야에서 TUNEL 염색에 양성을 보인 핵의 수를 세

어서 한 개의 사구체 단면당 양성 세포의 수를 표시하기 위해

최소한 30개 이상의 사구체를 관찰하고 그 평균을 산출하 다.

세뇨관과 간질에서의 양성 세포는 400배 시야당 양성인 세포를

세어서 표시하 다. 

통계적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각 군별로 얻은

수치를 조군과 비교하기 위해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p

값을 구하 다.

결 과

병리학적 소견

광학현미경상 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는 백서의 크기에 따

라 정도에 차이가 있었지만, 일측 신 절제 후 시간이 경과하면

서 사구체의 크기가 뚜렷하게 증가하 다. 그러나 사구체의 세

포수나 혈관간부 기질의 증가 혹은 사구체내의 염증 세포 침윤

은 거의 인지할 수 없을 정도 다. 세뇨관의 위축이나 간질 섬

유화도 뚜렷치 않았으며 혈관의 경화증도 없었다. 30일째는 간

혹 세뇨관의 내강이 확장되기도 하 으나 사구체의 경화는 관찰

되지 않았다(Fig. 1).

사구체 크기의 변화

형태계측으로 측정한 사구체의 면적, 둘레 및 평균 직경은

Table 1에 요약하 다. 

조군 사구체의 평균 면적은 소쥐가 4,101.2±766.86 m2,

쥐는 10,642.6±1,983.17 m2 다. 소쥐군의 사구체 면적은

제 1일에는 11,917.2 m2 ( 조군: 4,093.1 m2, 2.9배)로, 7일

에는 13,593.3 m2 ( 조군 3,798.4 m2, 3.6배)로, 14일에는

12,855.1 m2 ( 조군 3,737.2 m2, 3.4배)로, 30일에는 16,251.4

m2 ( 조군 4,756.4 m2, 3.4배)로 증가하여 일측 신 제거 후

사구체의 비후가 유위하게 관찰되었다(p<0.05). 사구체의 둘레

와 평균 직경 역시 전기간에 걸쳐서 유의하게 증가하 다(p<

0.05) (Fig. 2A). 쥐군에서는 사구체의 면적이 제 1일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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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of Area Perimeter Mean 
rats ( m2) ( m) diameter ( m)

S1C 4093.1±713.03 228.5±126.98 35.3±2.70
S 1 day 11917.2±1806.51* 414.1±33.98* 61.3±4.54*
S2C 3798.4±489.97 235.2±16.28 34.5±2.31
S 7 day 13593.3±819.80* 442.8±12.70* 65.5±1.95*
S3C 3737.2±472.62 230.7±15.39 34.6±2.17
S 14 day 12855.1±3551.73* 445.1±39.61* 42.7±2.41*
S4C 4756.4±864.27 261.9±24.93 38.5±3.69
S 30 day 16251.4±1201.53* 482.8±16.73* 71.6±2.66*
L1C 10511.5±1480.43 387.6±27.36 57.5±4.06
L 1 day 12596.9±1736.61* 426.3±24.85* 62.9±4.26*
L2C 9633.8±1030.13 375.2±22.09 55.2±2.96
L 7 day 12803.1±1496.10* 432.3±29.39* 63.8±3.89*
L3C 10117.9±1345.57 382.1±25.36 56.4±3.79
L 14 day 13501.8±2508.45* 445.0±39.61* 65.2±6.05*
L4C 12821.5±2544.18 429.4±41.50 63.4±6.04
L 30 day 12408.7±1837.27 426.4±30.98 62.5±4.74

SC: control group of  small rat, LC: control group of large rat, S: experi-
mental group of small rat, L: experimental group of large rat. *p<0.05.

Table 1. Morphometric comparison of different increments of
area, perimeter and mean diameter according to days after
uninephretomy in groups of rats



12,596.9 m2 ( 조군 10,511.5 m2, 1.2배)로, 7일에는 12,806.1

m2 ( 조군 9,633.8 m2, 1.3배)로, 14일에는 13,501.8 m2

( 조군 10,117.9 m2, 1.3배)로 경미한 비후를 보 고(p<0.05)

(Fig. 2B), 사구체의 둘레와 평균 직경도 제 1일, 7일과 14일에

는 유의한 차이를 보 고(p<0.05), 사구체의 면적, 둘레 및 평

균 직경 모두가 30일 이후에는 다소 감소되었고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증식세포핵항원(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발현율

각 군에서의 사구체와 세뇨관의 PCNA와 TUNEL 양성 세

포수는 Table 2에 요약하 다. 

사구체당 PCNA 양성 세포의 수는 사구체의 비후에 따른 사

구체내의 세포 증식을 반 하는 것으로, 소쥐의 조군 PI는

1.73±0.72 고, 제 1일에 2.27±0.70, 제 7일에 2.69±0.60, 제

14일에 2.30±0.60으로 계속 유의하게 증가하 고(p<0.05), 제

30일에는 0.36±0.49로 오히려 조군에 비해 감소하 다. 쥐

의 조군 PI는 0.21±0.41이었고, 제 1일은 0.33±0.48, 제 7일

부터 증가하여 2.00±0.76, 제 14일에는 2.94±0.93으로 가장 크

게 증가하 고(Fig. 3A, 4A), 제 30일에도 1.63±0.60으로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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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s of 
rats day 
after UNX

PCNA

Glomerulus Tubule Glomerulus Tubule

TUNEL

S Control 1.73±0.72 28.75±5.85 0.58± 0.70 4.57±11.38
S 1 day 2.27±0.70* 31.13±2.97 1.05±0.52* 6.25±12.89 
S 7 day 2.69±0.60 41.55±5.05* 2.83±0.92* 45.55±10.07* 
S 14 day 2.30±0.60* 35.15±5.04 0.85±0.88* 26.90±6.45*
S 30 day 0.36±0.49* 7.20±1.74* 0.13±0.46 8.57±2.73*
L Control 0.33±0.48 4.87±1.69 0.18±0.43 3.70±3.50
L 1 day 0.33±0.48 7.60±1.18* 0.30±0.47* 4.11±3.16
L 7 day 2.00±0.76* 9.69±1.38 * 0.73±0.88* 7.39±1.97*
L 14 day 2.94±0.93* 14.15±2.08 * 0.87±0.99* 27.65±6.34*
L 30 day 1.63±0.60* 7.40±1.55 0.20±0.41 5.12±2.98*

S: small rat, L: large rat, Glomerulus: Expressed as number of PCNA
and TUNEL positive cells/glomerular cross section, Tubule: Expressed
as number of PCNA and TUNEL positive cells in tubule per high power
field. *p<0.05.

Table 2.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d apoptot-
ic values (Tdt-mediated dUTP-digoxigenin nick end labelling:
TUNEL) in each group of rats

C D

A B

Fig. 1. The histologic sections of rat kidneys. Note sequential changes of the glomeruli in small rats, control (A), at day 1 (B), day 7 (C),
day 14 (D), (× 200) (Fig. 1. continued next).



가를 보 다(p<0.05).

소쥐의 세뇨관에서 400배 시야당 PCNA 양성의 세뇨관 세포

수는 조군이 28.75±5.85 고, 제 1일부터 증가하여 31.13±

2.97, 제 7일에는 41.55±5.05, 제 14일에는 35.15±5.04까지 증

가하 으며(p<0.05), 30일에는 7.20±1.74로 현저히 감소하 다.

쥐의 세뇨관에서는 조군이 4.87±1.69, 제 1일에는 7.60±

1.18, 제 7일에는 9.69±1.38로 점차 증가하여 제 14일에는 14.15

±2.08로 가장 크게 증가하 고, 제 30일에는 7.40±1.55로 약간

높았다(p<0.05)(Fig. 3B, 4B).

TUNEL 양성 세포수

사구체의 TUNEL 양성 세포수는 크기가 다른 정상 조군

모두에서 0.58 이하로 거의 관찰할 수 없었으며, 일측 신 제거

후 드물게 관찰되었다(Fig. 5, 6). 사구체 단면당 TUNEL 양

성 세포수를 측정한 결과 소쥐의 조군은 0.58±0.70, 제 1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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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J

G H

E F

Fig. 1. (Continued form the previous page) The histologic sections of rat kidneys. Note sequential changes of the glomeruli in small rats,
control day 30 (E); and large rats, control (F), at day 1 (G), day 7 (H), day 14 (I), day 30 (J) after uninephrectomy (×200).



는 1.05±0.52, 제 7일에는 2.83±0.92로 가장 높았고, 제 14일에

는 0.85±0.88로 감소하 으나,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

하 으며(p<0.05), 제 30일에는 0.13±0.46으로 감소하 다. 

쥐에서는 조군이 0.18±0.43, 제 1일에는 0.30±0.47로 다소

증가하기 시작하여 제 7일은 0.73±0.88, 제 14일에는 0.87±

0.99까지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p<0.05), 제 30일에는 0.20±

0.41로 정상 조군과 비슷하 다(Fig. 6A).

세뇨관의 TUNEL 양성 세포수는 400배 시야당 소쥐에서는

조군이 4.57±11.38, 제 1일에는 6.25±12.89, 제 7일에는

45.55±10.07로 가장 크게 증가한 후, 제 14일에는 26.90±6.45,

제 30일에는 8.57±2.73으로 차차 감소하 지만 조군에 비해

유의한 증가를 보 다(p<0.05). 쥐에서는 조군이 3.70±

3.50, 제 1일에는 4.11±3.16, 제 7일에는 7.39±1.97로 증가하

고, 제 14일에는 27.65±6.34로 가장 크게 증가되었고, 제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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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fferent increments of area of glomeruli according to
days after uninephrectomy (UNX) in small (A) and large (B)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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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hanges of prolifer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posi-
tive cells in glomerulus (A) & tubules (B) according to days after
uninephrectomy in small  (○) and large (□)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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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presentative microphotographs show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positive nuclei in glomeruli (A) and tubul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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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5.12±2.98로 약간 증가하 다(Fig. 6B)(Table 2).

사구체와 세뇨관에서의 PCNA와 TUNEL 양성 세포수의 비교

각 군에서 사구체와 세뇨관에서의 양성 세포수를 비교한 결

과, 일측 신 절제 후 PCNA 양성 세포가 점차 증가한 후 감소

되었는데 TUNEL 양성 세포수도 비슷하게 변화하는 경향을

보 다(Fig. 7, 8).

FasL의 발현

조군에서 FasL의 발현은 신장 실질 조직에서 거의 관찰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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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Representative microphotographs show TdT-mediated dUTP-digoxigenin nick end labelling (TUNEL) positive nuclei in a glomeru-
lus (A) at day 1 after uninephrectomy in large rat (A) and tubular TUNEL positive nuclei at day 30 after uninephrectomy in large ra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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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Changes of TdT-mediated dUTP-digoxigenin nick end
labelling (TUNEL) positive cells in glomerulus (A) & tubules (B)
according to days after uninephrectomy in small (○) and large
(□)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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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mparison of the number of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d TdT-mediated dUTP-digoxigenin nick end
labelling (TUNEL) positive cells/glomerular cross section (GCS)
after uninephrectomy in small (A) and large (B)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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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없었다(Fig. 9A). 모든 실험군의 경우도 사구체에서는 발현

하지 않았다. 세뇨관 상피세포에서는 시간에 지남에 따라 부분

적으로 발현하 는데, 소쥐와 쥐는 제 30일에 가장 현저하게

발현하 다. FasL 면역염색은 피질 부위에서는 주로 원위세뇨

관에서 발현하 으며, 수질 부위에서도 집합관의 세포에서 발현

이 증가하 다(Fig. 9B, 10).

고 찰

일측 신을 제거한 후에 잔여 신에서 초기부터 급속한 보상적

성장이 일어난다.11 이는 초기부터 RNA의 증가와 단백질의 합

성이 증가하므로 알 수 있다.1,12,13 이러한 보상적 성장을 초래하

는 성장 호르몬들과 성장인자들의 변화에 한 연구가 있었으

나, 보상적 성장에 관련된 기전은 동물 개체의 성장 정도, 성별

및 일측 신 제거 후의 경과 시기에 따라 다를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사실은 서로 다른 크기의 쥐에서, 잔여 신의 획득 시

기에 따라 insulin-like growth factor-1 (IGF-1) mRNA의 발

현이 서로 다른 결과를 보인 것으로 미루어 추측할 수 있다.14

본 연구에서도 일측 신 절제 후 제 1일에서부터 사구체의 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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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omparison of tubular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PCNA) and TdT-mediated dUTP-digoxigenin nick end labelling
(TUNEL) positive cells/high power field after uninephrectomy in
small (A) and large (B)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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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Representative microphotograph of Fas ligand (FasL) expression in rat kidney. Note negative staining in control kidney tissue of
small rat (A) stained with anti-FasL monoclonal antibody. There is no positive cells in glomeruli, but focal positive staining in distal tubular
epithelium at day 30 from a uninephrectomized small ra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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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증가되어 초기부터 빠르게 성장함을 알 수 있었다. 동물의

크기에 따라 두 군으로 나눈 본 연구에서는 사구체의 비후의 정

도는 소쥐에서 더 현저하 고, 쥐에서는 증가의 폭이 둔하

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미성숙 쥐에서 신장 세포의 유사분열이

한쪽 신장을 제거한 후 24시간 이내에 잔여 신에서 일어나고 3-

4일 후 멈춘다는 Mulroney 등15의 연구 결과와도 일치한다. 반

면, 성숙한 쥐에서 일측 신 제거 후 성장 호르몬이 박동성으로

증가하는 것을 보고하여, 잔여 신의 보상적 성장은 IGF-1에 의

한 유사분열의 증가가 아니라 성장 호르몬의 관련이 있을 것으

로 보고하 다.16 그러나 Feld와 Hirschberg4는 성장 호르몬이

한쪽 신장을 제거한 후 잔여 신의 보상적 비후가 급속히 일어나

는 초기 1-2일과 7일 이내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이지

만, 서서히 진행되는 장기적인 신 비후의 유지기에는 중요한 역

할을 못할 것이라고 주장하 다. 이렇게 보상적 성장에 관여하

는 기전이 상이함으로 신장의 성숙도에 따라 잔여신의 비후 정

도가 달리 나타나리라 생각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쥐에

비해 소쥐에서 현저한 사구체 비후를 나타낸 점은 성장이 급속

히 이루어지는 미성숙 쥐에서 잔여 신의 IGF-1 mRNA가 현저

히 증가된 점16과도 일치하는 결과라고 생각한다.

일측 신절제 및 실험적 사구체경화증 등에서 사구체의 크기가

커지는데 이때 비후와 함께 사구체의 손상이 일어나게 되며, 그

정도는 사구체내 압력의 증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1,17

사구체가 비후되고 사구체내 세포수가 증가되면 예정된 세포 사

멸의 과정인 세포자멸사에 의해 조절이 일어난다.18 신 질환의

역에서는 실험적 수신증에서 세포자멸사에 한 연구가 처음

이루어졌으며,19 그 후 세포자멸사에 의한 세포 사멸은 실험적인

사구체신염,20 급성과 만성 신부전, 당뇨병성 신병증, 다낭신,7 이

식신,6 증식성 사구체신염 등에서 다양하게 연구되고 있다. 본

연구처럼 백서 일측 신절제 모델에서도 보고되어 있다.10 세포자

멸사는 내재성 신 세포뿐 아니라 침윤된 염증세포에서도 관찰된

다. 그러므로 이런 세포들의 세포자멸사가 신 질환의 병인에 기

여한다고 생각한다. 세포자멸사가 여러 단계의 신 손상에 관여

하지만 내인성 신 세포의 세포자멸사는 해롭거나 혹은 이롭게

작용할 수도 있으며, 이러한 역할이 신 손상의 과정 중에 변할

수도 있다.21

Agonistic anti-Fas 항체와 anti-Thy-1 항체는 모두 혈관간

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 Agonistic anti-Fas 항체는 보

체에 의존하지 않고 사구체의 손상이 나타나며 혈관간세포의 세

포자멸사가 일어나고 일시적으로 단백뇨와 혈뇨가 동반된다.22

반면, 실험적 anti-Thy-1 항체는 보체-의존성으로 혈관간세포

의 세포자멸사가 일어나 증식성 사구체신염이 회복된다.20 실험

적 초승달 사구체신염,23 실험적 만성 폐쇄성 요로병증24 및 백

서 잔여 신 모델9,25 등에서 신장내의 세포들과 식세포에서 세

포자멸사가 일어난다. 급성 신부전증에서도 초기의 세뇨관 세포

사멸이 세포자멸사나 괴사에 의해서 일어난다. 그러므로 세포자

멸사는 조직의 재구성과 정상 조직 구조의 회복에도 기여한다.8

Hattori 등25은 신장을 부분 절제하는 5/6 신절제 모델에서

세포자멸사와 세포외 기질의 축적 간에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하

다. Sugiyama 등9은 7주된 200 g 정도의 쥐에서 5/6 신절제

하여 8주에서 심한 단백뇨와 신부전이 나타났으며 기질의 축적

과 사구체경화도 현저히 증가하 음을 보고하 다. 이때 세포자

멸사를 일으킨 세포가 경화된 부위와 기질이 확장된 부위에서

관찰되었다. 사구체에서는 TUNEL 양성 세포는 4주보다 8주에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세뇨관에서는 4주부터 조군보다 증가

하여 8주에서도 계속 증가하여 기간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잔

여 신 모델에서 초기에 일시적인 세포 증식이 있은 후 세포자멸

사가 관여하여 후기에 사구체세포의 제거와 세포외 기질의 축적

이 동반된다. Sugiyama 등9은 신생검으로 IgA 신병증과 루프

스 신염의 예를 같이 비교하 는데, 사구체의 세포자멸사를 보

이는 세포 수는 사구체의 경화도 및 신기능 저하와 연관성이 있

었다. 그러므로 세포 사멸과 증식은 사구체신염과 뒤이어서 오

는 사구체경화증의 연구에서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본 연구

에서는 전 실험 기간 동안에 체취한 혈액에서 혈청 creatinine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다소 증가하 으나 전 기간 모두 정상 범위

고 사구체 경화증은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의 증식 정도를 보기 위한 PCNA는 특히 S기 동안에 현

저히 증가하지만 세포 주기를 도는 세포에서는 모두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상 신 조직과 실험 모델, 여러 사구체 질

환에서 병의 진행 과정 중 세포 증식의 지표인 Ki-67에 한

MIB-1항체나 PCNA에 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활용한 연

구도 있다.25,26 Hattori 등25은 쥐의 실험적 잔여 신 모델에서 세

포자멸사와 PCNA, Bax 및 Fas 항원의 발현에 해 연구하여

서로의 연관성을 제시하 다. Rodriguez-Lopez 등10은 자연발

생 고혈압 쥐(SHRs)의 일측 신을 절제한 후 1-3개월에 걸쳐

반 쪽 신장의 사구체 세포증식과 세포자멸사를 관찰하 는데,

이들의 연구에서는 한 달에서 두 달 사이에는 사구체 세포 증식

과 세포자멸사가 평행하게 증가하 지만 3개월째는 사구체내의

PCNA 양성인 세포는 증가하 으나 세포자멸사를 보인 세포

수는 감소하 다. 또한 bcl-2 발현은 1개월과 2개월에는 증가하

지 않았으나 3개월에는 증가하 고, 사구체의 크기와 단백뇨는

3개월까지 점차적으로 증가하 다. 그들은 세포 증식과 세포자

멸사의 불균형이 고혈압과 동반하여 사구체 비후의 병인에 중요

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혈압 등의

부가적인 요소가 없이 일측 신 절제 후 초기의 변화를 관찰하

는데, 사구체의 비후에 따라 제 1일에서부터 사구체와 세뇨관에

서 세포 증식과 세포자멸사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

개 30일에는 증가의 정도가 둔화되었으며, 반응의 정도는 동물

의 크기와 성숙 정도의 따라 차이가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두

군에서 정도의 차이가 있었지만, 시간이 경과하면서 사구체의

크기가 증가하 고, 30일째는 간혹 세뇨관의 내강이 확장되기도

하 으나 사구체의 경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사구체의 혈관간부

의 세포 증식이나 기질의 확장은 뚜렷하게 인지될 정도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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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는 않았으나 PCNA 양성인 세포의 수가 증가하 다. 일측

신절제 시에는 사구체신염처럼 증식성 변화가 현저하지 않으므

로 TUNEL 양성의 세포는 드물고 광학현미경상 염증 세포의

침윤이나 뚜렷이 인지되는 세포자멸사를 보이는 세포는 매우 드

물었다.

정상 사구체에서의 세포의 회전은 매우 낮다. 정상 쥐에서 사

구체 세포의 0.01% 정도로 세포자멸사가 나타나며, 사람에서는

10개의 정상 사구체 단면당 0.03개의 세포에서 세포자멸사가 나

타난다.27 실험적 anti-Thy-1 신염에서 과다하게 증가된 혈관간

세포에서 핵분열 수보다 세포자멸사가 더 많아서, 사구체 세포

의 0.25% 정도로 높게 증가되었다.27 과다하게 증식된 혈관간세

포는 높은 세포자멸사에 의해서 정상으로 회복하게 된다. 세포

소실이 사구체 세포수 저하에 이르기 전에 세포자멸사의 율이

기저치로 돌아가는 경우에는 사구체의 세포가 정상 수로 회복된

다. 그러나 세포 수가 저하되고 있는 경우에도 세포자멸사가 지

속적으로 나타나면 조직의 위축을 유발하게 된다. 반면, 비증식

성 실험적 막성신병증에서는 세포자멸사가 증가되지 않았다.27

쥐의 허혈성 급성 신부전의 경우 세뇨관 괴사 직후 세포자멸사

는 드물게 나타나고, 연이어 괴사된 세뇨관이 과증식된 상피세

포로 완전히 수복되고 난 후 세포자멸사가 현저히 증가되어 과

잉 증식된 상피세포가 소실되는 동안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신

실질 세포의 세포분열에 비해 높은 비율의 세포자멸사가 지속되

면 사구체경화와 세뇨관 위축 등 신 실질 세포의 소실을 가져온

다고 하 다.21 본 연구에서도 세포자멸사가 일측 신 절제 후 증

가하여 제 30일에는 모든 군에서 조군 수치와 비슷하게 되었

다. 이런 결과는 세포자멸사가 정상 수치로 감소하면서 사구체

세포가 일정 비율로 유지됨을 의미하며 30일 후에도 광학현미경

상 신사구체의 경화가 없었던 소견을 설명할 수 있을 것으로 생

각한다. 신기능 저하의 임상적 소견이 없더라도 급성 저관류 같

은 약한 신장의 손상 시에도 세뇨관상피세포의 세포자멸사가 관

찰된다.28 본 연구에서 일측 신 절제는 실험적으로 유도한 증식

성 사구체 질병이나 5/6 신절제보다는 비교적 경한 손상을 가한

실험이어서 전 실험 기간 동안 사구체경화나 간질 섬유화 등 신

기능 부전을 보일 정도로 심한 손상은 없었지만, 이런 경우에도

신 조직의 손상 시 세포자멸사에 의한 회복의 단계를 거쳐 세포

의 수를 조절할 것으로 생각한다.

세포자멸사를 조절하는 다양한 분자들 중 최근 Fas 항원은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분자로 널리 알려져 있다. Fas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자멸사는 사구체 손상이나 급성 신부전증 등에서

실질 세포의 손상을 촉진시킨다.11 Fas 발현이 유전적으로 결여

된 lpr/lpr 생쥐에서는 허혈-재관류에 의한 세뇨관의 손상이 경

미하게 나타났다.29 만성 신 위축을 보이는 생쥐 모델에서도 세

뇨관에 Fas 발현이 증가하 다. 당뇨병에서는 사구체의 세포자

멸사가 보이지는 않지만, 세뇨관 세포의 세포자멸사는 Bcl-2와

Bax mRNA 발현의 증가와 동반하여 관찰되었다.30 Hattori 등25

은 5/6 신절제 모델에서 Fas 항원에 양성인 세포를 사구체에서

관찰하 는데, 제 1일부터 증가하여 21일에 가장 높았고 제96일

까지도 조군보다 높게 발현하 다. 이들은 신절제로 인한 세

포 증식이 지속적으로 증가되는 세포자멸사에 의해 조절되는 것

으로 보이며, 세포자멸사가 지속되는 동안 세포외 기질 침착이

동반되어 신 기능이 저하되고 신 질환이 진행한다고 설명하

다. Lotz 등11의 연구에서는 정상 쥐에서는 근위세뇨관이 FasL

발현의 주된 위치라고 하 다. 이들의 연구에서 신염을 유발한

경우는 FasL가 사구체와 세뇨관 및 간질에서 모두 발현하 다.

이 모델에서 사구체에서의 FasL가 발현되는 세포의 기원은 불

분명한데 아마도 침윤된 식세포나 T 세포일 것으로 추정하

다. 본 연구에서는 FasL가 정상 조군의 경우 신장조직에서

거의 발현하지 않았고, 사구체에서는 조군과 실험군 모두에서

음성으로 나타났으며, 일측 신 제거 후 시간이 경과하면서 피질

에서는 주로 원위 세뇨관 상피세포에서 발현하 고, 수질에서는

집합관 상피세포에서 FasL에 양성을 나타내어 발현 부위가

Lotz 등11의 연구와 차이가 있다. 그러나 Nogae 등29의 연구에

서 Fas의 발현 부위는 본 연구와 비슷하게 원위 세뇨관 상피세

포 다. 그러므로 동물 실험에서 좀더 장기간의 연구로 일측 신

절제 후 수개월 경과한 다음 신 조직의 세포 증식, 세포자멸사

및 FasL 발현에 한 연관성을 추시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

다. 앞으로 세포자멸사와 이를 조절하는 인자들 간의 관계를 연

구하면 신장의 생리적 노화와 병적인 진행성 신 손상의 발생 기

전 및 발생 경과를 추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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