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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콩팥에서 토리뭉치(glomerular tuft)의 기본구조는 하나의

모세혈관으로 이루어지는데, 토리바닥막 (glomerular base-

ment membrane)은 토리뭉치의 일차구조를 지지해주고 있고

내피세포(endothelial cell)와 혈관사이세포(mesangial cell)는

토리바닥막 안쪽에 위치한다. 토리바닥막 바깥쪽에 존재하

고 있는 발세포(podocyte)의 경우 치 한 세포구조를 가지

고 있는 독특한 형태로서, 세포돌기는 세포체에 인접한 일차

돌기(primary foot process)와 일차돌기에 또다시 분지한 이

차돌기(secondary foot process)로 구성되어 있다(Bertram et

al., 1989; Mundel & Kriz, 1995; Kriz et al., 1996; Ohno et al.,

1996; McCarthy, 1997; Takahashi, 2002; Pavenstadt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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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filtration barrier of kidney consists of endothelial cell, glomerular capillary,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mesangial matrix, and podocyte. In aged rats, the morphological changes were shown in various parts, including the

glomerulus. These changes were thickening of basement membrane and mesangial matrix, crescent formation of glomeru-

lar capillary, deformity of foot processes, glomerular sclerosis and obsolescence. But these glomerular morphologies are

partial images or few serial images analysis.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morphological alteration of glomerulus in the

young and aged rats by light microscopy,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and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We

were found in aged rat glomerulus, expansion of urinary space and mesangial matrix, thickening and degrading of glo-

merular basement membrane, decreasing in podocyte foot processes, fragmentation of podocytic nucleus membrane. These

observations indicate that may provide useful data for investigating the pathogenesis of age-related dysfunction of 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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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 

노화가 진행되면 콩팥의 기능과 구조의 변화가 일어나는

데, 겉질에 초점을 맞추어 이에 따른 형태 변화를 연구한

논문이 일찍부터 발표되어 왔다. 그 중 토리의 변화를 연구

한 논문들을 살펴보면 토리바닥막의 비 와 토리모세혈관

의 위축 현상, 발세포의 변형, 혈관사이바탕질의 확장 등을

생쥐, 흰쥐, 사람에게서 관찰할 수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와 같은 형태 변화는 결국 토리의 경화(sclerosis)와 퇴화

(obsolescence), 토리혈관구조(renal vascularture)의 손상으

로 이어져 콩팥의 여과율과 혈류량의 감소로 나타나게 된

다고 보고되어 있다(Gray et al., 1982; Haley & Bulger, 1983;

Bell et al., 1984; Anderson & Brenner, 1986; Glodstein et al.,

1988; Baylis & Schmidt, 1996; Yu et al., 1998). 

이 중 흰쥐의 경우 평균수명이 길지 않고, 사는 동안 노

화에 따른 콩팥의 형태변화를 쉽게 관찰 할 수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Anderson & Brenner, 1986; Glodstein et al,. 1988;

Kriz et al., 1996). 이와 같이 노화에 따른 토리의 형태 변화

를 관찰하기 위하여 연구자들은 광학현미경, 주사전자현미

경,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연구하고자 하 다. 그러나

부분 토리의 형태변화에 관한 연구는 단면 혹은 몇 장의

연속절편만을 관찰하고 기술하 기 때문에 입체적인 구조

에 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광학 및 투과전자현미경적 관찰로

노화 흰쥐의 토리 형태를 성숙한 흰쥐와 비교하고, 이를 바

탕으로 연속절편을 시행한 후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3차원 재구성을 시행하여 토리의 일부 구조의 변화를 입체

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조직처리

SPF (specific pathogen free)상태인 생후 12주의 성숙한

Sprague-Dawley 수컷 흰쥐 10마리와 병리적 소견이 관찰되

지 않은 24개월이 지난 Sprague-Dawley 수컷 흰쥐 10마리

를 본 실험에 사용하 다. 각각의 흰쥐는 ethyl ether를 이용

하여 마취시킨 후 심장을 통해 0.05 M PBS (phosphate buf-

fer saline)로 관류 후, 이어서 4% paraformaldehyde (0.05 M

PBS, pH 7.4)로 30분간 고정하 다. 그 후 콩팥을 적출한

후 이 중 일부는 4% paraformaldehyde 고정액에 넣어 4�C

에서 24시간 고정을 시행한 후, 0.05 M PBS로 세척한 후

12, 16, 18% sucrose soultion에 넣어 탈수를 유도하 다. 그

리고 일부는 겉질을 절취하여 1 mm3 간격으로 자른 후, 4%

paraformaldehyde와 2% glutaraldehyde가 혼합된 고정액에

넣어 4�C에서 24시간 고정을 시행하 다. 

2. 투과전자현미경적 형태 관찰

고정이 끝난 조직은 완충용액(pH 7.2, 0.125 M HEPES++

0.01 M glycine buffer)으로 세척한 후, 1% Osmium tetroxide

(pH 7.2, 0.125 M HEPES)에 1시간 30분 동안 후고정 처리

를 하 다. 그 후 완충용액(pH 7.2, 0.0625 M HEPES)으로

세척한 후 실온에서 30~100% 에탄올(ethanol)에서 각 10

분씩의 탈수과정을 거쳤으며, propylene oxide를 이용한 치

환과정을 거친 후, epoxy resin (Epon embed 812)에 포매하

여 중합반응을 유도하 다. 완성된 Epon block으로 준초박

절편(semithin section)을 제작하 고, toluidine blue로 염색

을 시행하여 원하는 부위를 확인하 다. 그 후 70 nm의 초

박절편(thin section)을 제작하여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

로 실온에서 중금속 염색을 시행하여 JEOL 1200EX-II 투과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3.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한 3차원 재구성

3차원적 재구성을 위하여 순서별로 80 nm로 자른 연속절

편(serial section)을 제작하여 0.3% formvar solution (in eth-

ylene dichloride solution)으로 코팅을 시행한 one-hole grid

에 부착하 다. 그 후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실온에

서 중금속 염색을 시행하여 JEOL 1200EX-II 투과전자현미

경으로 토리의 일부를 각각 4,000, 10,000배로 관찰하 다.

3차원 재구성을 위한 프로그램으로 미국 Univ. Colorado에

서 개발된 Midas와 IMOD (Ver. 3.5.5, http://bio3d.colorado.

edu/index.html) program을 사용하 다. 이 프로그램을 사용

하기 위한 시스템의 사양으로는 Mobile intel pentium 4 CPU

2.2 GHz, ATI Mobility RADEON 9700 64 MB graphic card,

512 MB Memory, 17 inch Monitor를 사용하 고, 운 체계

(O/S)는 Window XP (HOME)를 사용하 다. 상(image)의

사양으로는 MRC 상 파일(image file)의 형태로 format된

것을 사용하 는데, 그 방법을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우

선, 각각의 배율로 찍은 연속 절편 필름을 EPSON perfec-

tion 1650을 이용하여 스캔(scan)을 시행하 다. 스캔된 사

진은 동일한 크기의 TIFF image형태의 파일로 변환한 후

각각의 사진에 한 축 정렬 (image alignment)은 Midas

program을 이용하 다. 이후, 정렬된 사진은 IMOD program

을 이용하여 발세포의 핵, 바닥막, 발세포의 세포돌기, 혈관

사이세포, 혈관내피세포를 구분하여 색을 지정하 다. 표지

작업은 약 2,000 포인트(point)로 하여 완성된 각 표본에

해 3차원적 재구성을 시행하 다. 

4. 냉동절편을 이용한 면역조직화학법

Sucrose series로 탈수를 시행한 콩팥 조직을 OCT com-

pound에 포매한 후 액체질소에 냉각시켜 얼린 다음, 냉동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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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기를 이용하여 10 μm 두께로 제작하여 gelatin을 입힌 슬

라이드에 부착시킨 후 공기 중에서 충분히 건조시킨 다음,

조직처리 전까지 냉동보관 하 다. 준비된 절편은 0.05 M

PBS로 수세한 다음, 1% H2O2에서 15분간 반응시켜 내부과

산화효소의 활성을 약화시켰다. 그 후 0.05M PBS로 수세한

후 1 : 100 normal horse serum으로 1시간 실온에서 반응시

킨 후, Caspase-8 goat polyclonal antibody (Santacruz, SC-

6136, USA)를 1차 항체로 하여 1 : 100으로 희석하여 4�C에

서 24시간 반응시켰다. 그 후 절편을 0.05 M PBS로 수세한

후 biotinylated anti-goat IgG antibody (Vector lab., BA-9500,

USA)를 1 : 300으로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Horsera-

dish peroxidase streptavidin (Vector lab., BA-0500 USA)을 1

: 400으로 실온에서 1시간 두어 증폭을 유도하 다. 그 후

DAB용액으로 발색하고, 탈수를 거쳐 hematoxylin으로 조

염색한 후 polymount로 포매하 다. 

결 과

1. 성숙한 흰쥐와 노화 흰쥐 토리의 광학현미경적 소견

성숙한 흰쥐의 토리에서는 벽쪽층과 내장층의 구조물을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발세포, 모세혈관 내피세포,

혈관사이세포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1A). 이 중 일부를

고배율로 관찰해보면, 토리모세혈관 내피세포의 핵 모습은

편평상피인 것을 관찰할 수 있었고, 토리바닥막의 두께도

일정한 두께로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B). 이

에 반해 노화 흰쥐 토리를 관찰해보면, 벽쪽층과 내장층 사

이에 존재하는 요공간의 확장이 관찰되었으며, 벽쪽층의 경

계 또한 성숙한 흰쥐보다 두꺼워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

다(Fig. 1C). 이 중 일부를 고배율로 관찰해보면, 모세혈관

내피세포의 핵은 정상의 핵보다 수축된 형태인 초승달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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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micrograph of toluidine blue staining of glomerulus in the young (A, B) and aged rats (C, D). B, D are a higher magnification of the
rectangle in A, C respectively. In the aged rats, expansion of the urinary space and crescent forming of capillary endothelial cell, thickening of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were observed. EN: Glomerular capillary endothelial nucleus, GBM: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GC: Glo-
merular capillary, M: Mesangial cell, P: Podocyte. Bars: 50 μm,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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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ransmission electron microscopy of podocyte, basal lamina and mesangial matrix in the young (A, B, E, G) and aged rats (C, D, F, H).
B, D are a higher magnification of the rectangle in A, C respectively. In the aged rat podocytic nuclei had a morphology of nuclear membrane
blebbing and were divided into several discrete fragment (D). And basal lamina was thickened (F), mesangial matrix were expanded in the aged
rat compared to the young rats. However, nuclei of mesangial cell had a similar appearance to that of young rats (H). BL: Basal lamina in glomeru-
lus, EN: glomerular capillary endothelial cell nucleus, FP: Foot process of podocyte, FS: Filtration Slit, GC: Glomerular capillary, M: nucleus in
mesangial cell, MM: Mesangial matrix. (A), (C), (G), (H) Bars: 1 μm, ×5,000; (B), (D), (E), (F) Bars: 500 nm, ×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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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으로 관찰되었고, 토리 바닥막의 두께도 두꺼워진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1D). 

2. 성숙한 흰쥐와 노화 흰쥐 토리의 미세구조

성숙한 흰쥐와 노화 흰쥐의 발세포의 핵과 세포체를 관

찰해보면, 성숙한 흰쥐 발세포 의 핵은 일반적인 핵의 단면

인 타원형이나 원형의 모습으로 관찰되었으며 세포체 구조

로 이루어진 세포돌기가 돌기를 내면서 인접한 모세혈관

바닥막에 접하고 있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2A,

B). 노화 흰쥐에서 발세포 핵의 모습은 핵막의 변형이 진행

되어 조각화가 일어나는 양상, 붕괴가 일어나 핵막이 분절

된 양상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2C, D). 세포체 구조의

경우는 큰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바닥막을 살펴보면, 성숙한 흰쥐의 바닥막의 두께는 평균

80 nm로 관찰되었으나(Fig. 2E), 노화 흰쥐에서는 바닥막의

두께가 평균 500 nm로 정상보다 현저하게 두꺼워진 형태를

관찰 할 수 있었다(Fig. 2F). 

그리고 성숙한 흰쥐와 노화 흰쥐의 혈관사이바탕질과 핵

의 모습을 관찰해 보면, 성숙한 흰쥐의 경우 세포체 돌기들

이 바닥판과 내피세포 사이에 들어가 있는 모습을 관찰 할

수 있었다(Fig. 2G). 노화 흰쥐의 경우, 혈관사이바탕질이

성숙한 흰쥐보다 확장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혈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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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of foot processes of
podocyte in the young rats (A). B is enlarged image of rectangular
inset of A. Two glomerular capillaries were observed and foot pro-
cesses of podocyte were connected with an intact and regularly sized
filtration slit. BL: basal lamina in glomerulus (blue), FP: Foot process
of podocyte (green), GC: Glomerular capillary, M: Mesangial cell
(gray), PN: Podocyte nucleus (yellow). (A) Bar: 5 μm, ×4,000; (B)
Bar: 2 μm, ×10,000.

Fig. 4. Three dimensional reconstruction images of foot processes of
podocyte in the aged rats (A). B is high magnification image of rec-
tangular inset of A. Note that detachment and segmental thinning of
foot processes from the basal lamina were found (red arrow). Some of
the detached foot processes were further fragmented inside the podo-
cyte cytoplasm (dotted circle line in B). BL: basal lamina in glomeru-
lus (blue), FP: Foot process of podocyte (green), GC: Glomerular
capillary, M: Mesangial cell(gray), PN: Podocyte nucleus (yellow).
(A) Bar: 5 μm, ×4,000; (B) Bar: 2 μm,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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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microscopy of immunoreactivity (caspase-8) in the young (A, B) and aged rats (C, D) glomerulus and transmission electron micro-
scopy of apoptotic body in aged rats (E-H). B, D are high magnification image of rectangular inset of A, C. Note that, caspase-8 immunoactivities
were some endothelial cell and podocytes in aged rats glomerulus (arrow). Also, apoptotic body in the endothelial cells (E, F) and podocytes (G,
H) in aged rat glomerulus. BL: basal lamina in glomerulus, EN: endothelial cell, PC: podocyte cytoplasm. (A)-(D) Bars: 10 μm, ×1,000; (E)-(H)
Bars: 2 μm,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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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바탕질안의 핵의 모습은 성숙한 흰쥐에서와 뚜렷한 차이

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2H).

3. 성숙한 흰쥐와 노화 흰쥐 토리의 3차원적 재구성

성숙한 흰쥐의 경우, 저배율로 관찰하여 연속절편을 통해

3차원 재구성을 시행해 본 결과, 혈관사이세포의 핵의 모습

과 모세혈관과 내강, 발세포의 핵과 세포돌기 형태를 관찰

할 수 있었다(Fig. 3A). 이 중 일부를 고배율로 관찰하여 3

차원 재구성을 시행해 본 결과, 발세포의 세포돌기는 돌기

를 내며 인접한 모세혈관 바닥막에 붙어있었으며, 그 사이

에 존재하는 공간인 여과틈새도 일정한 간격으로 나타난

것을 관찰 할 수 있었고, 세포돌기의 크기도 비교적 규칙적

으로 나타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3B). 

노화 흰쥐의 경우, 저배율로 관찰하여 3차원 재구성을 시

행해 본 결과, 바닥막이 두꺼워진 모습과 혈관사이세포 바

탕질의 일부 부분에서 바닥막이 경계를 구분할 수 없을 정

도로 퇴화가 진행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발세포의 경우

핵의 형태가 변형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고, 발세포의 일

부 세포돌기에서는 돌기가 가늘어지면서 그 사이에 존재하

는 공간인 여과틈새가 확장 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4A). 이 중 일부를 고배율로 관찰하여 3차원 재구성을 시행

해 본 결과, 발세포 핵의 형태가 분절이 일어나 끊어지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고, 발세포의 세포체 일부 부분에서

세포체 안에서 붕괴가 일어나 흩어지는 형태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4B).

4. 성숙한 흰쥐와 노화 흰쥐의 세포자멸사 관찰

성숙한 흰쥐와 노화 흰쥐의 세포자멸사를 관찰하기 위해

caspase-8으로 면역조직화학법을 시행해 본 결과, 성숙한 흰

쥐에서는 세포자멸사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Fig. 5A, B),

노화 흰쥐의 경우 일부 내피세포와 발세포에서 핵이 분절

되는 형태로 관찰된 세포자멸사체에서 항체반응이 일어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5C, D). 

이를 바탕으로 노화 흰쥐에서 세포자멸사체의 모습을 투

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 해 본 결과, 내피세포 안의

핵과 발세포의 세포체에서 포식세포의 형태로 나타나는 세

포자멸사체를 관찰할 수 있었다(Fig. 5E-H). 

고 찰

토리는 콩팥단위의 초기단계로서, 세 종류의 세포를 포함

하고 있다. 우선 벽쪽층과 내장층이 토리의 바깥과 안을 구

분해주며, 내장층 안쪽을 살펴보면 모세혈관의 안쪽 면을

구성하는 내피세포, 혈관극쪽에 있는 혈관사이바탕질, 그리

고 모세혈관 바깥쪽에 존재하며 세포돌기 형태가 나뭇가지

처럼 뻗어나가는 형태로 나타나는 발세포가 있다. 토리바닥

막은 발세포와 내피세포 사이, 그리고 혈관사이바탕질 사이

에 존재한다고 보고되어 있다(Abrahamson, 1987; Sakai &

Kriz, 1987; Deen et al., 2003; Kobayashi et al., 2004). 

생쥐, 흰쥐, 사람에서 콩팥의 노화가 진행되면 콩팥 질량

이 줄어드는데 그 이유는 겉질 형태의 소실로 일어나게 되

는 현상으로, 이는 토리의 형태학적 변화와 연관이 있다고

보았다. 그 중 흰쥐의 경우 나이에 따라 토리의 노화진행의

특징이 잘 관찰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들의 형태학적 변

화를 살펴본 논문이 많이 발표되었다(Haley & Bulger, 1983;

Bell et al., 1984; Anderson & Brenner, 1986; Dodane et al.,

1991; Abrass et al., 1995; Baylis & Schmidt, 1996; Yu et al.,

1998, Ortmann et al., 2004).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토리바닥

막과 혈관사이세포의 비 , 발세포의 변형 현상, 모세혈관

위축과 형태의 변화가 나타나며 결국 토리의 경화나 퇴화

로 진행된다고 보고되었다. 흰쥐의 경우 다른 흰쥐의 종보

다 노화가 진행되었을 경우 형태 변화를 보다 잘 관찰할 수

있으며 특히 수컷이 토리의 노화에 따른 형태 변화를 더 많

이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Gray et al., 1982; Gold-

stein et al., 1988). 

본 연구에서는 24개월의 수컷의 흰쥐를 광학 및 투과전

자현미경으로 관찰하여 성숙한 흰쥐와 비교하여 보았다. 그

결과 노화 흰쥐의 토리에서 기존에 보고되었던 결과와 마

찬가지로 요공간의 확장, 토리바닥막의 비 , 모세혈관 내피

세포의 초승달 형태, 발세포 핵의 변형과 혈관사이세포 바

탕질의 확장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토리의 구조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시행한 기법은

기존의 논문에서는 부분 단면을 위주로 한 연구가 부

분이었다. 하지만 모세혈관, 발세포, 바닥막의 연결이 어떤

식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결국 어느 부분으로 이어지는지

에 한 모습을 관찰하고, 발세포의 세포돌기가 활발한 돌

기를 내면서 인접한 바닥막에 접하고 있는 모습이 노화가

진행되었을 때는 어떻게 변화하는지, 단면적인 모습과 일치

하는지에 한 사실을 확인하려면 몇 장의 절편으로만 관

찰하기에는 무리가 있다고 판단하 다. 물론 토리의 일부구

조를 입체적으로 관찰하여 그 결과를 소개하고 있는 논문

이 있지만, 이들은 저배율 위주로 전체적인 모습만을 설명

하고 있으며, 주로 형태변화보다는 통계적 기술에 그치고

있다(Shea, 1979; Neal et al., 2005). 따라서 연속절편을 통하

여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토리의 구조를

입체적으로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본 연구에서는 성숙한 흰쥐의 토리와 노화 흰쥐의 토리

일부구조를 초미세절단기를 이용한 연속절편을 시행하여

투과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한 후, 3차원 재구성을 용이하게

해 주는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관찰하 다. 그 결과,



노화 흰쥐의 토리에서 토리바닥막 두께의 변화뿐만 아니라

혈관사이바탕질쪽 바닥막에서 형태의 변형이 일어나 퇴화

가 진행된 모습과 발세포 핵의 변형이 일어나 핵막이 끊어

지는 모습을 보다 입체적으로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리고 노

화 흰쥐의 토리에서 발세포 세포돌기 일부의 수축현상에

주목하여 성숙한 흰쥐와 노화의 흰쥐의 발세포 세포돌기의

변화를 저배율과 고배율로 관찰하여 3차원 재구성을 시행

해 본 결과, 노화 흰쥐의 경우 발세포의 일부 세포돌기가

가늘어지는 현상이 나타나는 동시에 여과관문의 확장, 발세

포 세포체의 일부에서 세포돌기가 바닥막에 인접하는 구조

가 아니라 세포체 안에서 불규칙적으로 변형이 일어난다는

사실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를 바탕으로 노화가 진행되면

토리의 형태변화가 일어나 토리 구조에 향을 미쳐 생리

학적 기능의 저하가 나타날 수 있다고 추측할 수 있었다. 

한편, 발세포는 특징적인 상피세포 중 하나로서 토리여과

장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은 기존의 논문에서 많

이 소개되어 왔다(Pavenstadt, 2000; Kretzler, 2002; Mundel

& Shankland, 2002; Asanuma & Mundel, 2003; Barisoni &

Kopp, 2003; Pavenstadt et al., 2003; Ly et al., 2004). 그리고

발세포의 세포자멸사나 소실 현상은 노화나 사구체경화증

에서 나타나는 주요한 특징이라 보고, 이에 해 연구를 시

행한 논문이 최근 많이 발표되었다(Kerjaschki, 1994; Kriz

et al., 1998; Kim et al., 2001; Schiffer et al., 2001; Patrakka et

al., 2002; Mundel, 2003; Hughes & Savill, 2005; Ichikawa et

al., 2005; Marshall & Shankland, 2005). 본 연구에서도 노화

흰쥐의 토리에서 발세포 핵의 변형과 세포돌기의 가늘어지

는 현상, 여과관문의 확장을 투과전자현미경과 3차원 재구

성 기법을 통해 확인 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바탕으로 노

화의 흰쥐에서 이러한 발세포의 변형의 원인이 세포자멸사

에 의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하여, 노화 흰쥐의 토리 겉질

을 냉동절편하여 세포자멸사에서 나타나는 단백질 중 하나

인 Caspase-8 항체로 면역염색을 시행해 보았다. 그 결과 노

화의 흰쥐 토리 모세혈관의 내피세포와 혈관사이세포, 발세

포 일부에서 세포자멸사가 관찰되었다. 따라서 노화의 흰쥐

토리 안에서 내피세포나 혈관사이세포의 세포자멸사가 토

리바닥막과 발세포에 향을 미쳐 형태 변화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여과 관문 기능이 저하될 수 있을 것이라는 하나

의 가능성을 제시할 수는 있겠으나, 앞으로 이에 한 연구

는 부가적으로 더 시행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상에서의 연구와 같이, 노화의 흰쥐에서는 이와 같은

토리 형태의 변화가 나타난다는 것을 3차원 재구성을 통해

보다 자세히 확인할 수 있었고, 나아가 이런 구조적인 변화

에 의해 토리의 여과기능과 생리학적 역할이 향을 받을

수 있다고 결론을 낼 수 있다. 앞으로 노화에 따른 형태변

화의 특징을 기반으로 하여 그 원인에 한 연구가 더 부가

적으로 수행되어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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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콩팥의 모세여과관문은 토리모세혈관, 내피세포, 혈관사이바탕

질, 토리바닥막, 발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콩팥의 노화가 일어나

게 되면 형태학적 변형이 일어난다고 보고되었는데, 그 중 흰쥐

의 경우 생쥐나 사람보다 노화에 따른 토리의 형태가 다양하게

관찰된다는 보고가 있다. 하지만 이런 연구들은 부분 단면 위

주로, 형태변화에 관한 입체적인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3개월이 지난 성숙한 흰쥐와 24개월이 지난 노화 흰쥐

의 토리 모세여과관을 비교하여 그에 따른 형태변화를 광학 및

투과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 으며, 이러한 결과를 바탕

으로 연속절편을 통해 컴퓨터 프로그램을 기반으로 한 3차원 재

구성을 시행하 다. 그 결과 노화 흰쥐의 토리에서 요공간의 확

장, 모세혈관 내피세포의 변형, 토리바닥막의 비 , 혈관사이바탕

질의 확장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3차원 재구성을 시행한 결

과 노화 흰쥐의 토리에서 바닥막 경계의 붕괴 현상, 발세포 핵막

의 조각화와 분절 양상, 발세포 세포돌기의 부분적인 수축과 세

포돌기의 가늘어짐으로 인한 여과틈새의 확장을 관찰할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볼 때, 노화가 진행되면 토리의 여과관

문의 변형으로 인하여 콩팥의 생리학적 역할과 조절이 향을

받을 것으로 사료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