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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스트레스가 백서 타액선 조직 내의

clusterin 변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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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운1・강수경1・전양현1・홍정표1,2

타액이 대부분의 구강 내 질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반대로, 여러 전신적 조건이 타액의 흐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며 이는 구강 건조증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사회심리적 스트레스는 타액의 부족과 구강 건조증의 병인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다. 많은 연구에서 자율신경계 반응에 의한 스트레스의 타액선에의 거시적 효과에 중점을 두어왔다. 본

연구에서는 구속 스트레스 조건 하에서 백서(Rat) 이하선에서 clusterin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연구를 위해, 10마리의 백서를 이용, 3그룹으로 구분하였다. 1) 그룹 1: 대조군으로 rat 2마리 2) 그룹 2 : 실험대조군으로

2마리를 두어 2시간 동안 restraint cone을 사용하여 구속스트레스를 부여 3)그룹 3 : 실험군으로 6마리를 두어 매일 2시간씩

restraint cone을 사용하여 구속 스트레스를 부여 백서는 스트레스 부여 후 즉시(그룹 2) 희생하거나 24, 48, 72 시간 후 희생

하여 이하선을 절취하였다. Western blotting과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백서의 이하선에서 clusterin이 약간 증가하였고 구속 스트레스 부여 직후 타액선관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2. 백서의 이하선에서 clusterin은 구속 24시간, 48시간 후에 매우 감소되었으며, 타액선관에서도 소량 관찰되었다.

3. 백서의 이하선에서 clusterin은 구속 72시간 후 현저하게 증가되었으며, 역시 타액선관에 밀집하여 증가되었다.

주제어: 구속 스트레스, 타액선, Clusterin

1)Ⅰ. 서 론

복잡한 현대사회 속에서 사람은 끊임없이 물리적

또는 심리적 자극을 받으면서 살아가며, 웰빙을 추구

하는 사회적 욕구로 인하여 이러한 자극들에 의한 반

응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따라서 스트레스라는 단어

가 여러 방면에서 회자되게 되었고, 임상가 뿐만 아니

라 일반인들에게도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적당한 스

트레스는 생리적으로 신체를 활성화 시키고 적절한

긴장감을 유지하게 하여 각종 자극에 적응하고 극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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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방법을 습득할 수 있게 하지만, 과도하거나 장기

간 지속되는 스트레스는 인체에 다양한 반응을 야기

하고 생체기능에 이상을 초래하여 여러 가지 질환이

나 증상을 유발하게 된다.

스트레스와 구강안면영역의 질환과의 관계에 대한

전과 홍
1)
의 보고에 의하면, 구강건조증, 구취 및 여러

구강점막질환과 두개하악장애 등 다양한 증상, 징후

및 질환이 상호 연관성을 가지고 나타난다.

스트레스와 타액선과의 관계에 대한 이전의 연구

에서 Kleinhauz 등
2)
은 타액선의 기능저하로 구강건

조증이 나타난다고 하였고, Malcom 등3)은 구강건조

증으로 인해 구강 점막병소가 유발되며 이상감각증

을 야기하고 구취를 발생시킨다고 보고하였다.

타액은 구강점막을 보호하고 윤활작용을 하며, 항

균작용, 혈액 응고작용, 완충작용, 소화작용, 수분대사

의 조절작용, 배설작용 및 용매작용 등 건강한 구강상

태를 유지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4).

타액분비는 타액선에 분포되어 있는 부교감신경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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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인신경의 소추체 신경과 안면신경의 고삭신경 그

리고 상경신경절의 교감신경 등에 의해 조절된다. 타

액 자체가 생성되지 않거나 타액의 분비기전에 이상

이 생겼을 경우 타액선의 기능 장애 징후인 구강건조

증
5)
이 그 증상으로 나타나게 되는데 이것은 임상적으

로 구강 내 환경 및 건강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

다.

구강건조증은 타액선의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기

능 장애로, 구강 내의 국소적 염증이나 타액선의 감

염, 섬유증, 탈수 그리고 신경안정제, 항히스타민제,

항콜린제 및 항고혈압제 등의 약물복용, Sjögren 증

후군과 같은 자가면역질환, 화학치료, 방사선치료 및

심인성 요인 등에 의해서 발생한다
5)
.

이 중에서 심인성 요인의 하나인 스트레스는 이하

선, 악하선 및 설하선 등의 대타액선에도 큰 영향을

미쳐 타액의 분비량과 성분 등에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며, 타액선에서 clusterin 단백질을 분비시켜 구강

내에 유리됨으로써 Streptococcus를 응집시켜 치주질

환이나 구취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6)
.

Clusterin의 구조는 일반적으로 8개의 exon을 가지

고 있으며, 그중 가장 큰 코드(exon V)는 α, β 사슬

양측에 있다
7)
. 인간의 clusterin 유전자는 8번 염색체

에 위치한 단일 복제 유전자이며
8)
short arm부위의

8p12-21에 위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7), 모든 종에

서 genom당 하나의 clusterin 유전자가 존재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9)
.

Clusterin은 보체조절, 생식, 지방수송, 신경변성,

내분비 및 발생과정 중 다양한 조직의 분화에 관여할

뿐만 아니라 다양한 스트레스와 조직손상에 대해 보

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10).

현대사회를 살아가면서 모든 사람이 겪게 되는 스

트레스는 정신·심리적 질환을 야기 시킬 뿐만 아니라

신체적으로도 많은 장애를 일으킨다. 스트레스는 인

체에 신경-내분비적 변화를 야기하기도 하지만 물리

적 변화도 유발하여 조직에 많은 변화를 나타내기도

하며, 실제로 스트레스 부여 시에 백서 이하선에서 미

약하게나마 조직의 변화가 보고된 적도 있다
11)
.

이에 저자는 스트레스 시에 나타나는 구강건조증

이 신경성 장애뿐만 아니라 타액선 조직 내의 생화학

적 변화도 야기 시킬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하여, 타액

선 조직이 파괴될 때 관여하는 clusterin을 관찰함으

로써 타액선 조직의 변화 과정을 연구관찰하고자 하

였으며, 그 결과 다소 의의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

를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서는 Sprague-Dawley계의 생후 10주된

체중 250∼300 g인 웅성백서를 사용하였으며, 사육실

조건은 자동온도장치에 의해 온도는 22∼24℃, 습도

는 60%를 유지하였고, 12시간 주기로 밤낮을 구별하

였다. 10마리를 사용하여 대조군에 2마리, 실험대조군

에 2마리 그리고 실험군에 6마리씩을 배정하였으며,

실험대조군은 2시간동안 restraint cone을 사용하여

구속스트레스를 부여하고 즉시 희생시켰고, 실험군은

매일 2시간씩 restraint cone을 사용하여 구속스트레

스를 부여하였으며, 이들은 각 군별로 1일, 2일, 3일에

각각 2마리씩 희생시켰다. 그 후 이하선 조직을 절취

하여 western blotting을 위하여 -70℃에서 보관하였

으며, 면역조직화학적 소견을 관찰하기 위하여 각 군

을 Bouin용액에 1일간 고정시킨 후, 4～6 μm로 박편

을 제작하였다.

2. 실험방법

1) 면역전기영동검사(Western blotting)

Western blotting은 BM Chemiluminescence

Western Blotting Kit(Boehringer, Mannheim,

Germany)의 방법대로 일차항체(goat polyclonal

IgG, C-18, 1:5,000, Santa Cruz Technology; Santa

Cruz, CA)와 이차항체(rabbit anti-goat IgG HRP,

1:2,000, Santa Cruz Technology; Santa Cruz, CA)를

사용하여 시행하였다.

2) 면역조직화학법

적출된 이하선 조직을 bouin용액에 24시간 동안 고

정한 후 통법에 의해 탈수, 투명 처리한 후 paraffin에

포매하였으며, 4∼6 μm 정도 두께로 잘라서 L-lysine

으로 처리된 슬라이드 위에 올려 슬라이드를 제작하

였다.

면역조직화학분석방법은 anti-clusterin α-peptide

antiserum을 사용하여 ABC(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법으로 시행하였다. 간단히 요약하면, 슬라

이드를 xylene에 담가 파라핀을 제거하고, 100%,

95%, 80% 에탄올에 각 5분씩 담가 다시 조직에 수분

을 공급한 후, PBS(phospate buffered saline)로 세척

하였다. 위와 같이 처리된 슬라이드를 0.5% 과산화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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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수를 혼합한 메탄올에 담가 5분간 서서히 진탕하고

난 후, PBS(phospate buffered saline)에서 5분간 다시

세척하였다.

위와 같이 처리한 슬라이드를 0.1% Triton X-100을

함유한 PBS에 10분간 담구고, 염소 혈청으로 희석시

킨 일차항체(rabbit IgG anti-clusterin peptide)를 조

직 위에 떨어뜨리고 4℃에서 24시간동안 방치하였다.

이어서 PBS에 조직을 세척하여 일차항체를 씻어내고,

이차항체(biotinylated goat anti-rabbit immuno-

globulin)를 조직 위에 떨어뜨려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다시 흐르는 PBS에 슬라이드를 세척하였다.

그 후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ABC kit;

Vector Lab., Burlingame, CA, USA)를 조직 위에 떨

어뜨리고 1시간 동안 조직배양접시에 넣어 실온에 두

었으며, PBS로 세척하였고, diaminobenzidine 용액

(100 mM Tris, pH 7.4, 0.01% H2O2, 0.05%

diaminobenzidine hydrochloride)으로 면역 염색을 완

성하여 슬라이드를 제작하였다.

Ⅲ. 실험 결과

1. 정상대조군

1) 면역전기영동검사소견

이하선 조직에서 clusterin이 중간정도로 발현되었

다. (Fig. 1,2)

2)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백서의 이하선은 장액선으로 호염기성의 많은 과

립과 기저부측에 위치한 핵을 갖는 둥근 모양의 선포

로서, 여러 개의 선포들이 소엽을 이루고 있었다. 이

들은 결합조직 중격에 의하여 서로 결합되었으며, 선

Fig. 1. Western immunoblotting analysis of rat parotid

gland under restraint stress - low expose

포사이에는 단층의 키가 작은 입방세포로 이루어진

개재관과 모세혈관들이 산재되어 있었고, 교원섬유가

주성분이 되는 소엽간 결합조직 내에는 단층의 원주

상피로 이루어진 선조관과 풍부한 소혈관이 관찰되

었다.(Fig. 3,4,5,6,7)

면역조직화학적 소견에서 clusterin은 이하선의 개

재관세포의 세포질에서 미약하게 나타났고, 선조관세

포의 세포질에서는 중간 정도로 관찰되었으며, 선포

세포의 세포질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8)

2. 실험대조군

1) 면역전기영동검사소견

이하선 조직에서 clusterin이 정상대조군에 비해 약

간 발현이 증가된 양상을 나타내었다.(Fig. 1,2)

2)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구속스트레스를 가하고 난 즉시 희생한 실험대조

군의 이하선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clusterin이 전반적

으로 미약하게 증가하였다. 개재관세포의 세포질에서

중간정도로 염색되었고, 선조관세포의 세포질에서는

농도가 진하게 관찰되었으며, 선포세포의 세포질에서

도 부분적으로 매우 미약하게 염색된 양상이 관찰되

었다.(Fig. 9)

3. 실험군

1) 면역전기영동검사소견

Clusterin은 백서의 이하선에서 구속 24시간, 48시

간 후에 점차 감소하다가 구속 72시간 후 다시 현저

히 증가하였다.(Fig. 1,2)

Fig. 2. Western immunoblotting analysis of rat parotid

gland under restraint stress - high ex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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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hotomicroscopic picture of normal parotid

gland under restraint stress- HE stain

Fig. 4. Photomicroscopic picture of parotid gland

under restraint stress immediately after

application of the stress - HE stain

2) 면역조직화학적 소견

이하선에서 실험 24시간 후와 48시간 후에 정상대

조군에 비해 세포질이 다소 과립상으로 변하며

Fig. 5. Photomicroscopic picture of parotid gland under

restraint stress 24 hours after experiment - HE

stain

Fig. 6. Photomicroscopic picture of parotid gland under

restraint stress 48 hours after experiment - HE

stain

clusterin이 현저히 감소하여 선조관세포 세포질에서

만 중간정도의 염색이 관찰되었고, 그 후 실험 72시간

후에는 확연히 증가된 양상을 보이며 전반적으로 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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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otomicroscopic picture of parotid gland under

restraint stress 72 hours after experiment - HE

stain

Fig. 8. Immunohistochemistry of clusterin in the

parotid gland of normal control rat

포세포의 세포질에서는 매우 미약하게 염색되었으나,

개재관세포와 선조관세포 세포질 모두에서 농염된

Fig. 9. Immunohistochemistry of clusterin in the

parotid gland of rat under restraint stress

immediately after application of the stress

Fig. 10. Immunohistochemistry of clusterin in the

parotid gland of rat under restraint stress

24 hours after experiment

양상을 나타내었다. 광학현미경상에서는 다소간의 선

포간 이개현상이 관찰되었다.(Fig. 1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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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Immunohistochemistry of clusterin in the

parotid gland of rat under restraint stress

48 hours after experiment

Ⅳ. 총괄 및 고찰

스트레스는 적응하기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 나타

나는 생체의 비특이적 반응으로 정의되며, 생리적으

로 자율신경계, 내분비계 및 면역계 등에 영향을 미치

게 된다
1)
. 따라서 스트레스는 면역을 약화시키기도

하고, 구강 내의 다양한 병소를 유발하기도 한다. 또

한 갑자기 닥친 심한 스트레스가 정신기능에 장애를

일으키면 해리장애가 일어나고, 운동신경기능에 장애

를 일으키면 전환장애가, 자율신경이나 말초신경에

장애를 일으키면 심신장애가 초래된다
12)
.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전달물질로 작용하는 물질에

는 스트레스 부여 시 관찰되는 노어아드레날린13), 아

드레날린
14)
, 아세틸콜린

15)
, GABA(gamma amino-

butyric acid)
16)
, substance P

17)
, 부신피질자극 호르몬

18), 갑상선자극 호르몬19) 등이 알려져 있다.

스트레스의 인지과정은 신경내분비계의 조절로 생

리적 과정과 정서적 반응을 나타낸다
20)
. 즉 인체의 스

트레스 반응체계는 크게 Sympathetic adrenome-

dullary (SAM)계과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HPA)계의 두 종류로 나뉜다
21)
.

Sympathetic adrenomedullary(SAM)계는 육체적 또

는 정신적 노력과 정서적 자극에 의해서 카테콜아민,

특히 에피네프린과 노어에피네프린을 유리시키고
22)
,

Fig. 12. Immunohistochemistry of clusterin in the

parotid gland of rat under restraint stress

72 hours after experiment

Hypothalamic-pituitary-adrenal(HPA)계는 지속적

인 스트레스로 인한 고뇌, 분노, 우울 및 무절제 등에

의해서 코르티코스테로이드와 코티솔을 분비시키게

된다
23)
.

구속 스트레스는 물리적 스트레스와 정신적 스트

레스를 동시에 가하는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24). 반

복되는 구속 스트레스는 HPA계의 활성으로 정신적

및 생리적 반응을 일으켜서 카테콜아민과 스트레스

호르몬인 글루코코티코이드를 분비시키게 된다24). 한

편, Ader, Cohen 등
25)

과 McEwen, Stellar 등
26)

은 반

복되는 스트레스는 정신신체질환 및 불안증 같은 정

신질환을 야기할 수 있는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보

고하였다.

특히 HPA계의 활성은, 면역반응의 구성요소들이

코티솔에 의해서 실제적으로 억제됨으로써 면역반응

을 현저히 억제한다
27)
. 이에 대해 Calabrese 등

28)
은

스트레스, 별거 및 우울은 면역학적 기능을 취약하게

한다는 명백한 증거를 보고하였고, Kiecolt-Glaser 등
29)

은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면역

기능의 저하가 초래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스트레스와 구강 질환과의 관계는 홍과 전1)의 연구

에서 잘 나타나 있는데, 스트레스는 이제 더 이상 형

이상학적 차원이 아니라 구체적이고 가시적인 증상

과 징후를 동반하는데 특히 정동 스트레스(emotio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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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ess)시에는 구강 내에서도 다양하게 나타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구체적으로 스트레스가 주원인인 병소로는 편평태

선(lichen planus)과 아프타성 구내염(apthous

stoatitis)이 있고
30)
, 스트레스가 관여된 병소로는 다형

홍반(erythema multiforme), 양성 점막유천포창

(benign mucous membrane pemphigoid) 및 지도상설

(geographic tongue)이 있으며
31)
, 스트레스가 소인인

병소로는 재발성 단순포진 구내염(reccurent herpes

simplex stomatitis)과 급성 괴사성 궤양성 치은염

(acute necrotizing ulcerative gingivitis) 등이 있다
32)
.

또한 스트레스성 구강 징후로는 설통, 설열감, 미각변

화, 미각소실, 또는 미각이상 그리고 조직의 변화 없이

발생되는 통증이나 불편감 등이 있다
33)
. 게다가 이와

같은 스트레스와 관련되어 나타나는 병소와 증상, 징

후들은 구강건조증을 동반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럴

경우 그 증상의 정도는 더욱 심화되므로 구강건조증

은 임상적으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구강 내 타액은 3대 타액선에서 분비된 타액과 구

강점막, 입술, 경구개와 연구개, 혀 등에 분포된 소타

액선으로부터 분비된 타액이 합쳐진 혼합타액으로서,

하루에 분비되는 총량은 약 1∼1.5리터로 알려져 있

다.

타액은 구강 내에서 완충작용, 소화작용, 광화작용,

윤활 및 점탄성작용, 점막보호작용, 항균 및 항진균

작용, 항바이러스작용 등 다양한 기능으로 구강 내 건

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

타액 분비는 타액선에 분포되어 있는 설인신경과

안면신경 등의 부교감신경과 교감신경 등의 신경활

동에 의해 조절되는데, 타액선 타액 자체가 생성되지

않거나 타액의 분비기전에 이상이 생겼을 경우 타액

선 질환이 발생하게 되며, 이로 인해 타액선의 가역적

또는 비가역적 기능장애 징후인 구강건조증이 나타

날 수 있다
5)
. 이것은 임상적으로 구강내 위생 및 건강

상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내분비계 이상이나

스트레스 등에 의하여 타액의 분비율과 성분 등이 변

화되어 발생될 수 있다.

이하선은 부교감신경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자극

에 의해 타액을 분비하는 조직으로 전과 홍6)은 스트

레스나 당뇨유발 시 악하선에서는 공히 실험 3일후에

clusterin이 미약하게 발현되었다가 실험 5일후에 뚜

렷하게 발현되었던 반면, 이하선에서는 공히 실험 3

일후에 조기 발현되었던 이유는 이하선이 악하선에

비하여 외부 환경변화에 대해 예민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일 것이라고 보고하였다.

Clusterin(SGP-2)은 백서의 고환에 존재하는

Sertoli cell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단백질로서34), 분자

량이 75-80 KDa이고 heterodimer 형태로 존재하는

glycoprotein이다
35)
. 시험관에서 세포를 응집시키기

때문에 clusterin으로 명명되었으나36), 동물의 종이나

기관 또는 조직에 따라 단백질의 기능 및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지고 있다. Clusterin, SGP-2, serum protein

40,40(SP-40,40), pADHC-9, testosterone repressed

prostate messasge2(TRPM-2), complement lysis

inhibitor(CLI), T64, glycoprotein Ⅲ(GpⅢ),

apolipoprotein j(ApoJ) 등으로 불리는 단백질들을

1992년 Clusterin workshop에서 clusterin으로 통칭

하게 되었다37).

Clusterin은 지질운송, 정자발생, 보체조절, 내분비

및 발생과정 중 다양한 조직의 분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스트레스와 조직손상에

대해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10)
.

혈액 내의 clusterin은 대부분 clusterin-apoAl

complex의 형태로 결합되어 있으며, 이 복합체는 지

질단백질 간의 콜레스테롤에스터 전이를 일으킨다
38,43)
. high density lipoprotein(HDL)의 기능에 근거해

볼 때, clusterin은 세포 간의 지질 운송 역할을 할 뿐

만 아니라, 세포막의 안정, 재형성과 치유 등 세포완

전성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

다39).

인체에서 처음으로 clusterin(SP-40,40)이 확인된

것은 막사구체신염 환자의 사구체에 존재하는 면역

침착물에서 보체 말단 성분과 유사한 형태였으며40),

초기 C5B-6 복합체에 결합 후 중화되어 세포의 보체

매개성 용해를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41)
.

Murphy 등40)은 clusterin의 α사슬이 인간 C7, C8과

C9의 소수성 결합분절에 결합하고, Wilson 등
42)

은 합

성된 인간 IgG, Fc, Fab 부위에 결합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Jordan-Starck 등39)은 면역성 사구체의 손상

이 일어날 경우, clusterin이 고갈될 때 많은 손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아, clusterin이 보체에 의한 손상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주장하였다.

생식과의 관계에 대한 연구에서는 clusterin이 인체

내 정액에 매우 많은 양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

으며41), 고환과 부고환에 있는 spermatid와 sperma-

tozoa의 형질막에서도 관찰되었고, 특히 쥐의 배측 전

립선의 clusterin mRNA 수준은 거세 후 급격히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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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testosterone 투여 후 억제되는 것을 볼 때,

apoptosis와의 관계를 암시하였다
44)
. 지금까지 연구된

바, clusterin은 여성생식관에서 보체매개성 면역용해

로부터 정자를 보호하고, 정자의 수정 능력을 개선시

키거나, spermatozoa의 발생과 성숙에 관련되는 것으

로 추측된다45).

특히 clusterin은 apoptosis와도 관계가 있는데, 성

숙한 수컷의 쥐를 거세하면 전립선 상피가 apoptosis

에 의하여 퇴축되는데 이때 사멸하는 전립선 상피로

부터 20배가량 증가된 TRPM-2의 mRNA가 cloning

되었으며, 이는 clusterin과 동일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46). 이러한 예에는 testosterone 차단에 의한 전립선

퇴화, 신장 내의 유체압력 증가에 의한 손상, 손가락

발생 시 손가락 사이 조직의 퇴화 등이 포함된다
42-45)
.

최근에는 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심근세포의 자사를

억제하여 세포를 보호한다는 견해가 제기된 반면
47)
,

뇌에 나타나는 nuclear clusterin은 뇌손상과 신경변

성 시 apoptosis의 전구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져48)

clusterin은 apoptosis와 관련하여 서로 상반되는 두

가지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에 저자는 세균이 관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스트

레스는 생체조직에 apoptosis를 유발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가정 하에 본 실험을 실행하였던 바 스트레스

부여 시 타액선 조직에서 clusterin이 증가한 것을 발

견하였다. 따라서 스트레스 상황에서 타액선 조직의

손상과 퇴화에 clusterin이 중요한 지표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 결 론

구강 내에 발생되는 질환의 대부분이 타액의 영향

을 받는다는 사실과 타액분비에 영향을 주는 전신적

인 요소 중에서도 스트레스가 중요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스트레스가 타액선에 미치는 영향

에 관해서는 자율신경에 의한 거시적 반응에 대하여

만 알려져 있고 세포수준의 미시적 변화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구속 스트레

스 조건하에서 세포자사와 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다

고 알려진 clusterin과 관련하여 백서의 악하선과 이

하선이 어떠한 변화를 보이는지 관찰하고자 하였다.

실험재료로는 생후 10주된 체중 250∼300 g인 웅성백

서 10마리를 사용하였으며, 정상대조군 2마리, 실험대

조군 2마리, 실험군 6마리를 배정하였고, 실험대조군

과 실험군은 매일 2시간씩 restraint cone을 사용하여

구속스트레스를 부여하였다.

이들은 각 군별로 즉일(실험대조군), 1일, 2일, 3일

에 각각 2마리씩 희생한 후 이하선 조직을 절취하여

clusterin 단백질을 검색을 위하여 Western blotting

과 면역조직화학검사를 시행 한 바 다음과 같은 결과

를 얻었다.

1. 백서의 이하선에서 clusterin은 구속 2시간 후 다소

증가되었으며, 타액선관에서 명확하게 관찰되었다.

2. 백서의 이하선에서 clusterin은 구속 24시간, 48시

간 후에 매우 감소되었으며, 타액선관에서도 담염

되었다.

3. 백서의 이하선에서 clusterin은 구속 72시간 후 현

저하게 증가되었으며, 역시 타액선관에 밀집하여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세포가 자사 될 때 세포를 보호하는

것으로 알려진 clusterin이 24시간, 48시간에 감소되

었다가 72시간에 다시 증가된 것은, 구속에 의한 스트

레스가 시간적인 차이에 따라, 또는 구속이 반복됨에

따라 세포보호에 대한 반응이 변화를 보여 스트레스

로 인한 타액선 조직변화로 인한 타액분비의 변화를

예측할 수 있었다. 향후 추가적으로 실험기간을 연장

하여 세포의 구조적 변화의 유무, 혹은 변화양상을 관

찰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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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Repeated Restraint Stress on Clusterin Change of the Rat Salivary Glands

Ko-Woon Lee, D.M.D.1, Soo-Kyung Kang, D.M.D.,M.S.D.,Ph.D.1,

Yang-Hyun Chun, D.M.D.,M.S.D.,Ph.D1., Jung-Pyo Hong, D.M.D.,M.S.D.,Ph.D.1,2

Department of Orofacial Pain and Oral Medicine,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1

Institute of Oral biology, School of Dentistry, Kyung Hee University2

It has been known that saliva may affect the most of oral diseases. On the contrary, several systemic conditions may

affect salivary flow and cause oral dryness and psychosocial stress especially may a crucial role in the etiology of

hyposalivation and oral dryness. Many studies have focused on macroscopic effects of the stress on the salivary glands

by autonomic respose, but on the other hand it has hardly been reported on cellular microscopic effects of the stress on

the salivary glands. Therefore, this study was performed to examine clusterin, a antiapoptotic and cytoprotective protein,

in the parotid glands under restraint stress condition.

For this study, 10 ra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1) 2 rats of group Ⅰ were selected as a normal control. 2) 2 rats

of group Ⅱ, as a experimental control were placed in the restraint cone for 2 hours 3) 6 rats of group Ⅲ were placed

in the restraint cone for 2 hours once a day. The rats were sacrificed immediately(group Ⅱ, as a experimental control),

24, 48, and 72 hours after application of the stress and the parotid glands were excised. Western blotting and

immunohistochemistry were performed.

The finding were as follows:

1. In parotid glands, clusterin was mildly increased and clearly expressed in the ductal cell under restraint stress

immediately after application of the stress.

2. In parotid glands, clusteri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and slightly stained in the ductal cell under restraint stress

24 and 48 hours after experiment.

3. In parotid glands, clusterin was prominently increased again and densely stained in the ductal cell under restraint

stress 72 hours after experiment.

Key words: Restraint stress, Salivary glands, Clusteri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