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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 Acute tubular necrosis (ATN) is the most common cause of acute renal failure.
It is characterized by the destruction of tubular epithelial cells. To examine apoptosis and pro-
liferative activity of tubular cells in the course of acute tubular necrosis, we induced acute renal
failure by intramuscular hypertonic glycerol injection to New Zealand White rabbits. Methods
: The immunohistochemistry was done for Ki-67 and tissue-transglutaminase (tTG), and the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 mediated nick end labeling (TUNEL) method was per-
formed using a total of 77 renal specimens including 29 gun biopsies and 48 nephrectomiy
specimens. Results : Widespread tubular injury with pigment casts and interstitial hemorrhage
were noted. The tubular proliferation index was increased at 2 hours after glycerol injection,
and the index peaked at 3 hours. The second cell proliferation peak was noted at 3 days.
Apoptotic cells were identified by TUNEL and tTG staining. The apoptotic index was signifi-
cantly increased, and it peaked at 24 hours after glycerol injection. There was a significant
correlation between the proliferation index (MIB-1) the and the apototic index (TUNEL)(p=
0.001). A DNA ladder pattern was observed at 6 to 8 hours. Conclusions : Tubular cell prolif-
eration and apoptosis occur in the early phase after the induction of acute tubular necrosis, and
the excess hyperplastic epithelial cells appear to be eliminated by apop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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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적급성뇨세관괴사에서세포자멸사와세포증식능에관한연구

급성세뇨관괴사는 뇨세관 상피세포의 손상과 콩팥기능의 갑

작스러운 소실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으로, 급성 신기능부전의

가장 흔한 원인이다.1 급성뇨세관괴사는 임상적으로 다양한 상

황에서 발생하는데, 그 원인에 따라 저혈압이나 쇼크 등의 불충

분한 혈류 공급에 의한 허혈성 급성뇨세관괴사, 신독성 약제, 방

사선 조 증강제, 수은 같은 금속류, 사염화탄소 등의 유기용매

등에 의한 콩팥독성 급성뇨세관괴사로 분류할 수 있다. 급성뇨

세관괴사가 임상적으로 중요한 이유는 그 유발인자가 매우 다양

하기는 하나 회복 가능한 질환으로 적절한 처치가 수반되면 완

전히 정상으로 회복되지만, 병변이 광범위하거나 처치가 부적절

할 경우 만성 신기능부전으로 이행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1

현재까지 알려진 급성뇨세관괴사의 발생 기전으로는 첫째, 허

혈성 저산소증 또는 독소에 의해 뇨세관 상피세포의 손상이 일어

나면 토리-뇨세관 되먹임(glomerulotubular feedback)기전으로

토리 수입세동맥의 혈관수축이 일어나고, 둘째, 뇨세관 자체의 손

상으로 뇨세관 상피세포의 괴사물이 뇨세관을 폐쇄시키고 뇨세관

내 압력이 증가되어 핍뇨를 초래하며, 셋째, 손상된 뇨세관으로

부터 체액이 간질로 유출되어 간질의 압력이 증가하여 뇨세관의

위축 및 토리 모세혈관의 한외여과 계수(ultrafiltration coeffi-

cient)에 직접적인 손상을 주게 된다는 것 등이 있다.2 이와 같은

발생 기전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뇨세관의 손상과 핍뇨의 발

생이지만 자세한 발생 기전에 해서는 확실하게 밝혀져 있지 않

다. 그 이유는 급성뇨세관괴사가 병변의 진행과 회복이 매우 빠

르고 이환 기간중 환자로부터 생검 조직을 얻기가 쉽지 않기 때

문이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부분의 독성 손상에 의한 신기능부전

에서는 뇨세관 상피세포의 괴사가 발견되지만 허혈에 의한 급성

신기능부전이나 신독성 급성 신기능부전의 일부에서는 뇨세관 상

피세포의 괴사가 관찰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이런 경우에는 괴

사가 아닌 뇨세관 세포의 세포자멸사와 세포탈락과 같은 형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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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기전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3,4 이 두 가지 현상

은 급성뇨세관괴사의 초기에 관찰되며, 뇨세관 상피세포의 과증

식에서 본래의 뇨세관 구조를 형성하는 회복기 때 일어나는 필

수적인 현상으로 이해되고 있다.5 또한 콩팥 기능 저하의 임상소

견이 관찰되지 않더라도 급성 저관류와 같은 콩팥의 경한 손상

시에도 뇨세관 상피세포의 세포자멸사가 일어난다.6 그러나 급

성뇨세관괴사의 진행 과정에서 뇨세관 상피세포를 포함한 콩팥

의 주요 부분을 구성하는 세포들의 세포자멸사 유무와 정도를

확인하는 연구는 드물며 더욱이 시간에 따른 순차적 생검을 통

하여 세포자멸사의 유무를 규명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다.

본 연구는 토끼를 상으로 고장성 리세롤을 근육에 주사하

여 급성뇨세관괴사를 유발시킨 후, 시간에 따른 순차적인 콩팥

생검과 콩팥절제를 통하여 채취한 조직에서 급성뇨세관괴사에서

세포자멸사와 세포 증식능의 변화를 병리학적인 방법으로 규명

하고자 하 다.

재료와 방법

급성뇨세관괴사 유발

본 실험에 사용된 실험동물은 체중 2-3 kg 정도의 웅성 뉴질

랜드 백색 토끼(New Zealand White rabbit)로서 먹이와 물을

상시 먹을 수 있도록 충분히 공급하 으며, 1주일 이상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 다. 동물실험은 한림 학교 동물실 운 위원

회의 규정에 따라 시행하 다. 백색 토끼에 ketamine (�Keta-

lar, 유한양행, 서울, 한민국) 1 mL과 xylazine hydrochloride

(�Rompun, 한국바이엘, 서울, 한민국) 1 mL을 혼합하여 뒷

다리에 근육 주사하여 충분히 마취시킨 후 리세롤을 증류수에

1:1로 혼합하여 5 mL/kg을 양쪽 뒷다리에 나누어 근육 주사하

다. 리세롤을 근육 주사하기 전에 조군 조직을 얻기 위하

여 한쪽 콩팥으로부터 19.5 게이지 총생검(gun-biopsy, �Ang-

ionud, Karlsruhe, Germany) 바늘로 경피적 콩팥생검을 실시하

다. 실험 제1군 6마리는 리세롤을 근육내 주사한 후 1, 4, 8,

24시간, 3, 7, 14일에 각각 일측 콩팥으로부터 19.5 게이지 총생

검 바늘로 경피적 콩팥생검을 실시하 다. 바늘 생검을 3회 실

시하여 10% 중성 포르말린과 액체 질소 및 전자현미경 검색용

보존용액 2.5% glutaraldehyde에 각각 나누어 보관하 다. 실

험 제 2군 24마리는 같은 방법으로 마취시킨 후 실험군과 조

군을 2, 3, 4, 5, 6, 8, 24시간, 3, 7일에 실험 전 콩팥생검을 실

시하지 않은 일측 콩팥을 연속적으로 절제하 다. 제 2군 24마

리는 같은 기간에 동일한 방법으로 마취시킨 후 pentobarbital

sodium (중외제약, 서울, 한민국) 25 mg/kg을 귀정맥에 주

사하여 도살하 다. 실험동물은 도살 후 즉시 복부를 절개하여

콩팥생검을 시행하지 않은 콩팥을 적출하여 신피막을 제거한 후

일부는 액체질소에 보관하고, 일부는 2.5% glutaraldehyde에,

나머지는 통상의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하여 보관하 다.

콩팥조직 병리검사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된 콩팥조직은 통상의 과정

으로 파라핀에 포매하여, 2-4 m로 박절한 후 hematoxylin and

eosin, periodic acid-schiff, Masson’s trichrome, Jones’methe-

namine silver 염색을 실시하 다. 광학현미경으로 각 시기에

따른 뇨세관의 변화를 관찰하 다.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4 m 두께로 절편을 만들고 poly-

L-lysine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으로 피복된

슬라이드에 부착시켜 신전기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하 다.

Xylene으로 탈파라핀 시킨 후 100, 95, 70% 알코올에 차례로

함수한 후 흐르는 물에서 10분 동안 수세하 다. 0.1% trypsin

(DAKO, Carpinteria, CA)으로 실온에서 20분간 전처치하고,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제거하기 위해 3% 과산화 수소에 5분 동

안 처리하고, 흐르는 물에 10분 동안 수세하 다. Tris buffered

saline (TBS, pH 7.6)에 5분 동안 방치한 다음 비특이적인 단

백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5% goat serum에 20분 동안 실

온에 방치하 다. 일차항체들은 myoglobin (Signet Co., Ded-

ham, MA, 1:100), 항 tissue-transglutaminase (tTG) 항체

(Neomarker, Fremont, CA, 1:100)와 Ki-67 항원의 단클론

항체인 MIB-1 (Immunotech, Marseille Codex, France,

1:50)로 각각 1, 2시간, 30분씩 실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TBS

에 5분씩 2회 수세한 다음 이차항체로 biotin이 결합된 goat

anti-rabbit IgG (DAKO, LSAB kit, Carpinteria, CA)와 20

분 동안 반응시켰다. TBS에 10분씩 2회 세척한 후 슬라이드를

streptavidin-biotin complex (DAKO, Carpinteria, CA)에 10

분간 반응시켰다. TBS에 5분씩 2회 수세한 후 diaminobenzi-

dine (DAB)에 2분 동안 발색을 거쳐, 슬라이드를 Mayer’s

hematoxylin으로 10초 동안 조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

찰하 다. 횡문근융해(rhabdomyolysis)에 의한 급성뇨세관괴사

유발을 알아보기 위해 뇨세관강내에 myoglobin에 양성으로 염

색되는 물질을 광학현미경으로 확인하 다.

tTG 면역염색의 판독은 400배의 광학 현미경 시야에서 염증

세포를 제외한 각각의 뇨세관에서 세포질에 강하게 염색된 뇨세

관 상피세포의 수를 표시하 고, MIB-1 면역염색에 의한 세포

증식지수는 현미경 400배 시야당 뇨세관 상피세포의 핵에 분명

히 염색되는 세포의 수를 계산하 다.

TdT-mediated dUTP-biotin nick-end labeling (TUNEL) 염

색 및 양성세포 판독

Mebstain Apoptosis kit II (Medical & Biological Lab., Na-

goya, Japan)를 사용하여 지시된 염색 과정에 따라 증류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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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세한 후 37℃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30분간

방치하 다. PBS를 제거한 후 20 L/mL의 proteinase K 용

액을 가하고 37℃에서 30분간 작용시켰다. 증류수로 2분간 4회

씩 수세하 다. DNA nick end labeling 과정으로 50 L의

TdT buffer II를 가한 후 5-10분간 실온에서 방치한 다음 용액

을 제거하고, 50 L의 TdT 용액을 가하고 37℃에서 60분간

작용시켰다. 그 후 Tris 완충액 속에 15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증류수로 수세하 다. 50 L의 차단 용액으로 10분간 실온에

방치한 후 PBS 완충액으로 5분씩 3회 세척하 고, peroxidase

가 결합된 streptavidin에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후

PBS 완충액으로 세척하 고, DAB로 1분 동안 발색시켰다. 그

후 슬라이드를 2분씩 3회 세척한 후 Mayer’s hematoxylin으로

10초 동안 조염색하 다. 알코올과 xylene으로 탈수하여 Ca-

nada balsam으로 봉입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TUNEL 결과의 판독은 뇨세관 상피세포 중 핵에 적갈색으로

분명히 염색되는 세포를 양성으로 판독하여 400배 시야에서 안

렌즈에 5 mm의 격자렌즈를 넣고 뇨세관 상피세포 중 TUNEL

에 양성인 세포의 백분율을 구하 으며, 최소한 20개 이상의 시

야를 관찰하고 그 평균을 계산하 다.

DNA 추출 및 DNA 분절화 분석

-70℃에 냉동 보관된 콩팥조직에 0.2 mL homogenization

buffer를 첨가하고 피펫을 이용하여 잘 섞은 후, 시료에 12.5 L

의 20%의 sodium dodesyl sulfate와 1 L의 DNase free RN-

ase (500 g/mL, Boehringer-Manheim, Germany)를 넣어

1.5 mL microcentrifuge tube에 옮겨 섞고, 65℃에서 30분간

방치하 다. 여기에 35 L의 8 M potassium acetate를 넣어

잘 섞은 후 단백질이 침전되도록 60분간 얼음 위에 방치하 다.

시료를 4℃, 5,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제

거하 고, 상층액은 1.5 mL 미세원심분리 튜브에 옮겨 동량의

phenol: chlorofom: isoamyl alcohol (25:24:1)과 섞었다.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만을 다른 튜브로 옮기

고 이런 과정을 2회 반복하 다. -20℃에 보관된 무수 알코올을

용액의 2.5배 넣어 주고 DNA를 걷어내어 다른 튜브로 옮기고

공기 중에 충분히 말렸다. DNA는 50 L의 Tris-EDTA 완충

액에 녹여 보관하 다. 추출된 DNA 10 g을 2.5% agarose

gel에서 전기 동시킨 후 ethidium bromide로 염색하여 UV

transilluminator로 관찰하 다.

전자현미경 검사

세포자멸사를 관찰하기 위하여 1 mm 정도로 잘게 자른 신선

한 콩팥조직편을 2.5% glutaraldehyde/0.1 M phosphate buffer,

pH 7.3)에 전고정하고 나서, 0.1 M phosphate buffer (pH 7.3)

로 10분씩 3회 세척한 후, 후고정액인 1% osmium tetroxide에

옮겨 4℃에 2시간 고정하고 동일한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 다.

알코올 과정을 거쳐 탈수하고 propylene oxide로 치환한 후 epon

혼합액(Poly/Bed 812 resin (epon 812): dodecenylsuccinic

anhydride: nadic methyl anhydride: 2,4,6-Tri (diethylam-

inophenyl) phenol (DMP-30)=19.3:12.3:9.4:0.6 mL, Poly-

sciences Inc., Warrington, PA)에 포매하여 60℃에서 72시간

동안 열중합하 다. 각 시료는 초박절편기로 1 m 두께의 semi-

thin 절편을 만들었다. 그 후 1% borax 수용액 내 1% toluidine

blue O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부위를 선택하 다. 75

nm 두께의 절편을 200 mesh copper grid에 부착시켰다. Uranyl

acetate (Merck, Darmstadt, Germany) 및 lead acetate (Me-

rck, Darmstadt, Germany)로 이중 염색한 후 투과전자현미경

(Hitachi H-600, 75 kV)으로 관찰하 다.

통계학적 분석

각각의 면역조직화학적 염색결과 사이에 시간에 따른 평균값

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변수들 사이에 연관성이 있는지를 알

아보기 위하여 general linear model과 Pearson 상관계수를 이

용하여 통계학적 검정을 시행하 다.

결 과

병리학적 소견

실험군에서 적출된 토끼의 콩팥 표면은 시간에 관계없이 부

분 정상보다 암적갈색으로 종창된 모습이었으며, 절단면상 겉질

과 속질의 구분이 힘들 정도로 광범위한 울혈이 관찰되었다. 실

험 개시 3일부터 콩팥이 비 해지면서 다소 창백해지는 경향을

보 다. 광학현미경적으로 콩팥은 실험개시 1시간부터 실험이

종료된 14일까지 전 기간에 걸쳐 급성뇨세관괴사가 신원을 따라

겉질과 속질에서 다발성, 분절성으로 관찰되었다. 뇨세관 상피

세포는 종창되고, 기저막에서 탈락되어 뇨세관 내강으로 떨어져

나왔다. 뇨세관을 피복하고 있는 변성된 상피세포나 또는 탈락

되어 떨어져 나온 상피세포 중에서 핵농축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1). 괴사된 뇨세관 사이에서 정상적인 뇨세관을 볼 수 있

었다. 약간의 울혈 이외에는 토리에서 특별한 변화를 볼 수 없

었다. 흔히 뇨세관 기저막의 붕괴나 원주에 의한 뇨세관 내강의

폐쇄를 관찰할 수 있었다. 뇨세관 강내의 호산성 또는 색소성

원주는 myoglobin에 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 강한 양성 반

응을 보 다(Fig. 2). 간질 부종 및 출혈과 확장된 직행 혈관내

백혈구의 저류를 관찰할 수 있었다. 실험 개시 3일부터 상피세

포가 재생되어 농염된 핵과 핵분열상을 보이는 납작하거나 원주

상 상피세포가 자주 관찰되었다(Fig. 3).



MIB-1 양성 증식지수

모든 조군에서 MIB-1 양성세포는 거의 관찰할 수 없었다.

주로 뇨세관을 피복하고 있는 상피세포 중에서 핵이 커지고 과

다염색성인 세포들이 주로 MIB-1 면역 양성이었다(Fig. 4).

MIB-1 양성 증식지수는 절제콩팥 표본에서 실험 개시 2시간

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실험 개시 3시간이 되자 평균 4.11개

의 양성으로 염색되는 뇨세관 상피세포들이 관찰되어 첫 번째

정점을 나타내었고, 이후 감소하 다가 제 3일에 평균 2.49개가

관찰되어 2번째 정점을 나타내었다. 연속적인 콩팥생검에서는

절제콩팥에서와 같이 실험 개시 초기에는 정점을 이루는 부분이

없었으나, 실험 개시 3일에 절제콩팥에서와 마찬가지로 평균

19.20개로 정점을 이루고, 이후 점차 감소하 다(Fig. 5).

Tissue-transglutaminase 발현

tTG는 정상 조군에서 콩팥 뇨세관 상피세포에 발현하지

않았다. 실험군에서 tTG는 뇨세관을 피복하는 상피세포뿐만 아

니라 탈락되어 뇨세관 내강으로 떨어져 나간 상피세포에서도 양

성으로 염색되었다(Fig. 6). 절제콩팥에서는 실험 개시 2시간

후부터 발현하기 시작하여 점차 증가하다가 실험 개시 5시간이

되자 평균 11.9개의 양성 세포가 관찰되어 첫번째 정점을 이룬

후 실험 개시 6시간이 지나면서 6.12개로 감소하 고, 24시간에

평균 12.4개로 다시 두 번째 정점을 나타내었으며 이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점차 감소하여 7일째에는 평균 1.33개만이 양성

반응을 보 다. 연속 생검 조직에서 tTG는 실험 개시 1시간 후

부터 평균 12.17개로 매우 많은 수의 양성으로 염색되는 뇨세관

상피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이후에도 양성으로 염색되는 뇨세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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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ight microscopic finding of the renal tubules of an experi-
mental animal 4 hours after intramuscular glycerol injection. The
tubular epithelial cells show cellular swelling, vacuolar degener-
ation, apoptosis and desquamation.

Fig. 3. Light microscopic finding of the renal tubules of an experi-
mental animal 3 days after intramuscular glycerol injection. Regen-
erative tubular epithelial cells with mitotic figures in damaged tubules
are evident.

Fig. 4. There are many MIB-1 positive nuclei of tubular epithelial
cells of an experimental animal 8 hours after intramuscular glyc-
erol injection.

Fig. 2.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myoglobin, the renal
tubular lumina are dilated and filled with myoglobin positive casts
due to rhabdomyolysis 4 hours after intramuscular glycerol injec-
tion.



상피세포가 유사한 빈도로 관찰되다가 제 3일에 평균 17.89개로

정점을 이루고, 이후 7일에는 평균 3.31개로 감소하 다(Fig. 7).

TUNEL에 의한 세포자멸사 분석

TUNEL에 의해 염색되는 상피세포들은 특히 농축된 핵을

갖고 있거나 변성이 심한 상피세포에서 양성으로 염색되었고,

tTG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소견과 비슷하게 뇨세관을 피복하는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탈락되어 세뇨관 내강으로 떨어져 나간 상

피세포에서도 흔히 양성으로 반응하 다(Fig. 8). 정상 조군

에서 양성으로 반응하는 세포는 볼 수 없었다. 절제콩팥에서

TUNEL 양성 세포는 실험 개시 2시간째에 평균 1.09개 다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4시간이 되자 평균 2.80개로 첫 번째 정점을

이루었으며, 이후 감소하다가 6시간 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실험 개시 24시간이 되면서 평균 14.65개로 두 번째 정점을 이

룬 후 감소하여 3일째에는 평균 1.10개만이 양성으로 염색되었

다. 연속적인 콩팥생검에서는 실험 개시 1시간째에는 0.11개의

뇨세관 상피세포만이 양성반응을 보 으나, 이후 점차 증가하여

절제콩팥에서와 마찬가지로 24시간이 지나면서 평균 4.91개로

정점을 나타난 후 실험개시 제3일에는 평균 1.49개로 감소하

다(Fig. 9). TUNEL 염색에 의해 측정된 세포자멸사는 MIB-1

에 의해 측정된 증식지수와 비교하면 첫번째 정점은 1시간 늦게

나타났고, 두번째 정점은 24시간째에 먼저 나타났다.

전자현미경 검색

전자현미경 표본에서 뇨세관 상피세포에 나타나는 세포자멸

사의 특징적인 소견을 다양하게 관찰할 수 있었다. 세포자멸사

급성뇨세관괴사에서 세포자멸사와 증식능  45

Fig. 6. B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tissue-transglutami-
nase, apoptotic tubular epithelial cells show intense cytoplasmic
staining at 4 hours after glycerol injection.

Fig. 8. There are many TUNEL positive apoptotic tubular cells at
8 hours after glycerol in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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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ubular epithelial proliferation index (MIB-1 positive cells
in the tubules per high power field) after intramuscular glycerol
injection. Proliferation index was peaked at 3 days after glycerol
injection in both gun biopsy and nephrectomiz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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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ubular epithelial apoptosis index (tissue-transglutaminase
positive cells in the tubules per high power field) after intramus-
cular glycerol injection. Apoptotic index was peaked at 5 and 24
hours after glycerol injection in nephrectomized specimens, and
3 days after glycerol injection in gun biopsy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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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생한 뇨세관 상피세포의 핵은 염색질이 핵막 주위로 초승

달 모양으로 응집되거나 균일한 고 도 소견을 보 다. 형질막

으로 둘러싸인 세포자멸사 소체도 관찰하 다(Fig. 10).

DNA 분절화 분석

세포자멸사의 특징적인 소견으로 알려져 있는 DNA 분절화

가 나타났다. 조군과 실험 개시 초기 6시간 사이에는 관찰되

지 않다가 실험개시 6시간부터 사다리 모양의 띠가 관찰되었다

(Fig. 11).

통계학적 분석

MIB-1, tTG, TUNEL에 의해 측정된 각각의 지수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Table 1), TUNEL 양성 세포자멸사

지수와 MIB-1 양성 증식지수 사이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관

찰되었다(correlation coefficient: 0.587, p=0.001). 그러나 tTG

와 MIB-1 양성 증식지수(correlation coefficient: 0.45, p=

0.814), TUNEL 양성과 tTG 양성사이(correlation coefficient:

-0.124, p=0.515)에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급성신기능부전은 콩팥기능의 급속한 저하로 더 이상 체액,

전해질 등의 평형을 유지할 수 없고 단백질 사산물의 배설에

지장을 초래하는 상태이다.1 급성신기능부전은 입원 환자의 약

5%, 중환자실 환자의 약 30% 이상에서 발생하며, 혈청 BUN

과 creatinine이 급속히 상승함한다는 점으로 진단할 수 있다.

그러나 최근 의학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급성신기능부전의 사망

률은 아직도 높은 실정으로, 국내외의 여러 보고에 의하면 사망

률이 40-60%에 이른다.7 치료 방법의 향상에도 불구하고 사망

률이 높은 이유는 고령환자의 증가, 외과적 형 수술의 증가,

내과적인 침습적 수기의 증가, 화학요법 및 항생제 투여가 빈번

한 암 환자의 증가, 여러 종류의 장기 손상이 합병된 경우, 그리

고 원발성 질환이 중한 환자의 증가 때문으로 추정되고 있다.7

이러한 급성신기능부전의 가장 많은 원인은 급성뇨세관괴사이지

만 자세한 발병 기전은 현재까지 확실히 규명되어 있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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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G; tissue-transglutaminase.

TUNEL MIB-1

MIB-1 0.587
p=0.001

tTG -0.214 0.45
p=0.515 p=0.814

Table 1. Correlation coefficients between each indices

Fig. 10. A representative electron micrograph of apoptotic tubu-
lar cells. The nuclei are angular and shrunken with condensation
of the chromatin (×3,500).

Fig. 11. DNA fragmentation analysis shows a typical apoptosis
degradation, which begins 6 hours after intramuscular glycerol
injection (M: marker, H: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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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ubular epithelial apoptosis index (TUNEL positive cells in
the tubules per high power field) after intramuscular glycerol injec-
tion. Apoptotic index was peaked at 24 hours after glycerol injec-
tion in both gun biopsy and nephrectomized specime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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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토끼의 근육에 리세롤을 주사하여 횡문근 융

해를 발생시킴으로써 급성뇨세관괴사를 유발시켰다. 이러한 모

델은 콩팥의 허혈성 급성뇨세관괴사를 연구하는데 있어 폭넓게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지만, 인체에서 보이는 급성뇨세관괴사보

다 신기능부전은 경도로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조직 소견은 보다

더 심한 뇨세관 괴사와 많은 뇨세관내 원주가 관찰된다.8 이것은

횡문근 융해로 유리된 myoglobin의 뇨세관 상피세포에 한 직

접적인 독성 작용에 의한다기보다는 근육내 리세롤 주사로 용

혈과 혈액양이 감소하여 발생한 허혈성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리세롤 근육주사에 의한 세뇨관 괴사 모델은 실험조작이 간편

하고, 급성뇨세관괴사, 그 중에서도 허혈성 급성뇨세관괴사의

발병 과정을 잘 반 하는 모델로 알려져 있다.9

세포자멸사는 생명체의 생명 유지에 불필요하거나 위험한 세

포를 스스로 죽게 하는 유전자의 제어에 의해 조절되는 계획된

세포 사멸기구이다.10 이 용어는 1972년 Kerr 등11이 처음 언급

한 이래 현재까지 다양한 생리적, 병적 상태를 연구하는데 이용

되고 있다.12 세포자멸사는 조직이나 개체의 발생, 분화, 생리현

상 중 특히 면역기전에 깊이 관여하고 있고, 최근에는 암세포의

발생과정, 증식억제, 소실과정, 분화유도 과정, 그리고 후천성

면역 결핍성 증후군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이 밝혀지고

있다.13-17 또한 세포자멸사는 간, 담도, 췌장의 병적 증식의 조절

에도 관여하고 있으며, 콩팥의 다양한 병변, 즉 지속적인 경도의

허혈,6,18 압박에 의한 위축, 실험적 요관폐쇄,19,20 다낭콩팥의 발

생기전,21 cisplatin이나 신독성 물질에 의한 급성신기능부전,5,22

이식신의 거부 반응에서도 세포자멸사가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23,24

세포자멸사는 세포 내 genomic DNA가 endonuclease에 의하

여 처음에는 700, 300 및 50 kb 크기의 high molecular weight

DNA로 잘려지고, 이어서 nucleosome 크기(약 185 bp)의 oli-

gomer로 잘려지게 된다. 이러한 DNA 분절화는 Ca++와 Mg++

의존성 endonuclease에 의하여 일어나게 된다. 이 효소는 특이

적으로 DNA를 핵산 단위로 절단함으로써 DNA는 185-200 bp

크기의 다중체로 절편을 형성하게 된다. 이것을 전기 동하여

관찰하면 사다리 모양의 DNA 띠를 볼 수 있어, 괴사에 있어서

의 DNA 도말 양상과 비교하여 세포자멸사를 확인하는데 DNA

분절화 분석이 널리 이용되고 있다.25 그러나 괴사세포에서도 사

다리 형태의 DNA 띠를 보일 수 있으므로 여러 가지 다른 방법

으로 세포자멸사를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본 실험에서 세포

자멸사는 광학 현미경상 세뇨관 상피세포에서 핵의 응축을 관찰

할 수 있었고, tTG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적 방법, TUNEL

방법, 전자현미경에서 염색질의 응축과 세포자멸사 소체를 관찰

하 으며 DNA 분절화 분석에서 사다리 모양의 DNA 띠를 볼

수 있었다. 이와 같은 소견으로 급성뇨세관괴사의 진행과정에서

세포자멸사가 항상 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세포증식을 확인하기 위한 면역학적 방법으로 Ki-67, PCNA,

AgNOR 등이 흔히 이용되고 있는데, 이중 Ki-67 항원은 세포

의 Go주기를 제외한 모든 주기의 핵에 존재하므로 Ki-67 양성

세포는 증식분획에 있는 세포를 반 한다.26 Ki-67에 한

MIB-1 단클론성 항체는 파라핀 포매 조직에서도 염색이 가능

하여 이를 이용한 세포 증식능 평가에 한 연구가 여러 분야에

서 이루어지고 있다.27 본 연구에서 MIB-1은 실험개시 3시간과

제 3일에 절제콩팥 및 연속적인 콩팥생검에서 얻은 조직에서 정

점을 이루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볼 때 급성뇨세관괴사에

서는 상해직후부터 초기에 상피세포의 재생이 일어남을 알 수

있었다.

tTG는 calcium-dependent acyl-transfer 반응을 촉매하는

transglutaminase group의 일종으로 단백질의 post-transla-

tional cross-linking에 관여한다.28 tTG는 정상적으로 혈관 내

피세포와 평활근세포를 비롯한 부분의 장기에서 발견되고 배

아 발생 과정 중의 뇨세관 상피세포에서도 발현된다.29 생리적

조건 하에서 발현이 되지 않는 부분의 세포에서 인위적으로

세포자멸사를 일으키는 경우 전형적인 세포자멸사 과정의 변화

가 시작되기 전에 tTG의 발현이 개시된다. tTG는 혈액응고 시

혈병의 형성, 상처의 치유, 적혈구의 세포막 형성, 피부와 모낭

의 표피형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최근 세포내 신호

전달과 phospholipase C의 기능에도 관여함이 밝혀지고 있다.30

tTG 단백질은 자궁의 착상과 분만 후 자궁퇴축, 이유 후 유방,

lead nitrate 노출 후 간세포 과증식의 퇴행, 표피성장인자(epi-

dermal growth factor)로 유도된 아기 쥐 간세포의 증식, 거

세 후 전립선과 같은 다양한 경우에서 세포자멸사 과정에서 관

찰되며, 요관 결찰 후 발생한 수신증에서도 세포자멸사 과정 중

에 있는 뇨세관 상피세포의 세포질에서 tTG의 발현을 관찰할

수 있다.16 아직까지 tTG가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역할에 해서

는 자세하게 밝혀져 있지 않지만, 최근 tTG가 세포질의 응축과

분획화를 통해 preapoptotic cell의 미세 구조를 변화시키는 역

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30 tTG mRNA의 양은 세포자

멸사가 시작될 때 급격히 증가하며, 이후 비례적으로 단백질과

의 교차 결합능이 증가된다.30 tTG의 작용은 tTG의 작용에 의

해 세포질내 단백질 간의 교차결합이 증가하여 세포자멸사가 일

어나는 세포의 세포질을 안정화시켜 세포내 효소, DNA, RNA

등의 세포외 유출을 방지함으로써 주변조직의 손상 및 염증반응

을 유발시키지 않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30 본 연구에

서 tTG에 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에 의하여 측정된 세포자멸

사지수는 MIB-1 양성 증식지수나 TUNEL로 측정된 세포자멸

사지수와 아무런 연관성을 보여 주지 않았다(p>0.05). 콩팥을

절제하거나 생검하여 얻은 신조직 모두에서 실험 초기부터

TUNEL에 비하여 매우 많은 tTG 양성 세포가 관찰되었으며

실험 개시 제 3일 이후에는 급격한 감소 추세를 볼 수 있었다.

그러나 tTG는 혈관 내피세포에서도 언제나 양성으로 염색되어

판독에 혼란을 주는 경우가 많았고 각각의 예에서 표준편차가

매우 큰 폭으로 나타나 실험결과를 분석하기에 어려움이 많았

다. 이에 해서는 향후 추가적인 동물실험을 통하여 더 많은

급성뇨세관괴사에서 세포자멸사와 증식능  47



자료를 수집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Shimizu와 Yamanka5는

쥐를 이용하여 콩팥동맥을 결찰한 후 허혈성 급성뇨세관괴사를

유발시킨 실험에서 실험 1일에 광범위한 괴사가 발생한 후, 곧

뇨세관 상피의 재생이 시작되고 실험 6일에 가장 높은 세포

도를 보인 다음, 이후에는 과증식된 세포의 탈락 및 세포자멸사

가 발생하면서 세포 도가 감소하고 결국 실험 1개월에 이르러

서 거의 정상적인 형태의 콩팥구조로 회복하는 것을 관찰하

다. 그러므로 급성뇨세관괴사의 재생과정 중에서 세포자멸사가

정상적인 구조를 회복하는데 필수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

었다. 이러한 견해는 Olsen 등3이 제시한 가설과 일치한다. 이들

은 허혈성 또는 이식콩팥에서의 급성뇨세관괴사에서 뇨세관 상

피세포의 손상은 세포자멸사와 세포탈락이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나며, 특히 환자의 회복기때 채취한 조직에서 잘 나타난다

고 하 다.3,4 이외에도 다양한 종류의 뇨세관 상피세포의 손상

후에 세포자멸사 및 세포탈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8,18 본 연구에서는 MIB-1 양성 증식지수와 TUNEL로 측정

된 세포자멸사지수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접한 연관

성을 나타내었다(p=0.001). MIB-1으로 표지된 세포 증식이 실

험 개시 2시간에서 나타나 3시간에 일차 정점을 이루었으며

TUNEL 방법으로 확인된 세포자멸사는 실험 개시 4시간에 정

점을 이루어, 세포자멸사 기전이 콩팥 뇨세관 손상 후 재생과정

으로 나타나는 상피세포의 과증식을 적절히 조절하여 조직의 재

구성과 정상조직의 회복에 관여하리라는 기존의 연구 결과와 유

사하 다. 그러나 본 실험의 초기에는 세포증식과 세포자멸사에

있어서 세포증식의 정점이 세포자멸사 지수보다 선행되어 발생

함으로써 과증식된 세뇨관 상피세포의 제거를 위하여 세포자멸

사가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하지만, 실험 개시 24시간에

세포자멸사 지수가 두 번째 정점을 형성하고 반면에 MIB-1 양

성 증식지수는 실험 개시 3일에 두번째 정점을 만드는 것에

해서는 여러 경우를 추론할 수 있다. 첫번째 추론은 실험초기에

만들어진 과증식된 뇨세관 상피세포들이 실험 개시 3일에 이르

러서야 세포자멸사 과정에 의해 제거되고 있을 경우와, 두번째

추론은 첫 번째 세포자멸사지수의 정점은 과증식된 뇨세관 상피

세포의 조절 때문에 나타난 것이 아니라 myoglobin에 의하거나

또는 다른 이유에 의하여 직접 뇨세관 상피세포가 상해를 받아

세포자멸사의 과정으로 사멸되는 것이고, 오히려 두번째 세포자

멸사지수의 정점이 초기 과증식된 세뇨관 상피세포의 조절을 위

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중 두번째 추론이 더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 실험 개시 3일과 7일 사이에는 미약

하나마 세포자멸사지수의 증가가 관찰되는데, 만일 본 실험이 2

주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졌다면 보다 정확한 추론이 가

능하리라고 생각하며 이에 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

각한다.

세포자멸사에 한 연구는 TUNEL 방법에 의한 평가가 매

우 유용하나 시간이 많이 걸리고 비경제적이다. 이를 체할 수

있는 간편한 면역염색으로 tTG를 사용할 수 있다. 그러나 tTG

는 핵에 염색되지 않고 세포질에 염색되어 양성 발현의 판정에

다소 객관성이 낮고, 침생검으로 조직을 채취한 작은 절편에서

는 콩팥절제 조직에서보다 과도하게 해석될 가능성이 있다. 그

러므로 본 연구의 통계학적 분석에서는 tTG 면역조직 염색 결

과가 MIB-1 면역염색 및 TUNEL 결과와 비교하여 유의한 상

관관계를 나타내지 않은 것으로 생각하 다. 따라서 tTG의 발

현은 지수로 측정하기보다는 상 적인 발현 강도로 참고하고 보

조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하 다. 절제콩팥

과 연속적인 콩팥생검에서 각각의 MIB-1 양성 증식지수,

TUNEL로 측정한 세포자멸사지수, tTG 면역조직화학적 염색

으로 측정한 세포자멸사 지수의 시간에 따른 변화가 체로 일

치하 다. 이로 미루어 볼 때, 콩팥생검 조직은 비록 그 조직의

양이 적더라도 비교적 전체 질병의 양상을 잘 반 한다고 볼 수

있고 실제 급성뇨세관괴사의 질병 경과를 정확하게 판단하는데

활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자멸사

는 실험 개시 2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4시간에 정점을 이

룬 후 감소하다가 24시간에 두번째 정점을 이루어, 세포자멸사

는 급성뇨세관괴사의 발병 초기에 일어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뇨세관 세포의 증식은 실험 개시 2시간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3시간과 3일에 정점을 이룬 후 감소하 다. 뇨세관 세포의 증식

은 세포자멸사와 접한 연관관계가 있었다(p=0.001). 절제콩

팥과 연속적인 침생검으로 채취한 콩팥조직에서 세포증식 지수

및 세포자멸사 지수는 시간에 따라 유사한 결과를 볼 수 있어

콩팥생검의 유용성을 확인하 다. 결과적으로 급성뇨세관괴사에

서 세포자멸사는 발병 초기부터 병적 진행과정에 깊이 관여하

며, 특히 증식된 뇨세관 세포의 제거 및 조절에 일정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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