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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histochemical Changes of Apoptotic Control Genes by 
Chronic Inhibition of Nitric Oxide in Rats 

Hyung-Joon Bae† 

Department of Clinical Laboratory Science, Hyecheon College, Daejeon 302-715, Korea 

Sprague-Dawley (SD) rats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NG-nitro-L-arginine methyl ester (L-NAME), which inhibits 
or blocks the production of nitric oxide from L-arginine in vascular endothelial cells and vessel tissue. We examined the 
effects of nitric oxide on some physiological changes such as blood pressure and heart rate, and confirms the apoptosis 
induced by the suppressed nitric oxide activity in the kidney.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correlation between 
the activities of nitric oxide and apoptosis by immunohistochemical changes of apoptotic control proteins with regulated 
chronic inhibition of nitric oxide. In the kidney from L-NAME-treated group, immunohistochemical reaction to the 
antigens of apoptosis inhibiting proteins such as bcl-2 and bcl-xL, exhibited a time-dependent reduction. The expression 
of apoptosis-inhibiting proteins such as bax and p53 increased expression in proportion to the duration of treatment. The 
most sensitive apoptosis regulating proteins to L-NAME were p53 in stimulation and bcl-2 in inhibiti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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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산화질소 합성효소인 nitric 

oxide synthase(NOS)에 의해 혈관내피세포에 산재해 있는 

L-아르기닌에서 유래되는 생체 내에 널리 퍼져 있는 강

력한 혈관확장물질이며 신경전달물질로서 반감기가 5~ 

10초 정도로 매우 불안정한 기체 상태의 산소 자유기

이다. 

세포자멸사(apoptosis)는 세포대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

한 생리학적 과정으로 생리적 조절이 불균형할 때, 암, 

자가면역증, 신경변성 장애를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발

병 원인으로서 기여하는 현상으로서(Hockenbery, 1995; 

Thompson, 1995; Prasad et al., 2012), 일련의 특징적인 형태

적, 생화학적인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유전적으로 암호화

된 자살 프로그램에 따라 진행되며(Susin et al., 1997; Yang 

et al., 1997), 카스파제의 활성, 미토콘드리아성 탈분극, 

세포의 양적 감소, 염색사 응축, 뉴클레오솜 DNA의 분

절 등의 변화를 보인다(Hockenbery, 1995; Susin et al., 1997; 

Yang et al., 1997). 

산화질소와 세포자멸사의 관련성을 보고하는 연구가 

증가하는 추세인데,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의하면 산화질

소는 세포자멸사를 억제하는 기능(Liu and Stamler, 1999)

과 촉진하는 기능(Brune et al., 1999)의 이중적인 성질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Nicotera et al., 1997). 

즉 간, 췌장의 B-cell, 혈관평활근세포를 포함하는 몇몇 

세포주에서 산화질소가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능력이 

있음이 보고되고 있으나(Kaneto et al., 1995, Nishio and 

Watanabe, 1997), Mannick 등(1994)은 사람의 B 림프구에

서 내인성 iNOS이 발현되거나 소량의 산화질소 공여체

에 노출되면 세포자멸사가 억제된다고 하였다. 또한 비

장세포, 호산성구, 내피세포, 간세포 등의 시험관내 세포

배양을 통해서 산화질소가 세포자멸사를 억제한다고 하

였다(Hebestreit et al., 1998; Dimmeler et al., 1997; Kim et al., 

1997). 그러나 이들 대부분의 보고는 시험관 내(in vitro) 

세포배양 상태에서 이루어진 실험이었으며, 체내(in vivo) 

상태에서의 산화질소와 세포자멸사와의 관계를 규명하고

자 하는 연구는 매우 적은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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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자멸사는 크게 내인성(미토콘드리아 매개성), 외

인성(수용체 매개성) 및 caspase 비의존형 기전으로 나타

난다. 그 중 내인성 기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cytochrome 

C가 유리되는데 이것은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단백질

인 bax와 억제하는 단백질인 bcl-2에 의해서 조절된다. 

유리된 cytochrome C는 caspase 9을 활성화하고 이것이 

caspase 3을 활성화하여 세포자멸사를 초래한다. 그 중 내

인성 기전은 미토콘드리아에서 cytochrome C가 유리되는

데 이것은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단백질인 Bax와 억제

하는 단백질인 Bcl-2에 의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bla and Dong, 2008). 이와 같이 최근에는 세포자

멸사를 조절하는 유전인자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는데 이

들 가운데 현재까지 가장 알려진 것이 bcl-2 계열과 p53

이다. bcl-2 계열에 속한 유전인자들은 세포의 죽음에 관

여하는 중요한 조절인자이며(Reed, 1994), 종양의 억제인

자인 p53 또한 산화질소에 의해 세포자멸사의 조절과정

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andau et al., 1997). 

본 연구는 흰쥐에 산화질소의 강력한 억제제인 

L-NAME를 경구 투여하여 산화질소의 만성적인 억제를 

유도하고, 세포자멸사 조절 유전인자들의 면역조직화학적 

변화를 통해 산화질소의 만성적인 억제가 세포자멸사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구명하고자 시도되었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및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무균성(SPF) 수컷 흰쥐

(Sprague-Dawley rat)이며, Taconic Farms, Inc. (Hudson, NY, 

USA)로부터 체중 180~200 g에 달하는 7주령을 구입하였

다. 모든 실험은 외부의 영향이 배제되고 실험에 적합한 

환경, 즉 명암이 각각 12시간, 항온(22~25℃) 및 항습

(60~70%) 조건하에서 사료 및 음수를 자유로이 급식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춘 사육장에서 사육하였다. 사육기간

은 L-NAME를 만성적으로 투여하여 최대의 효과를 볼 

수 있는 8주간으로 하였다. 비교실험을 위하여 실험군

(L-NAME 투여군)과 대조군(L-NAME 비투여군)을 각각 

5마리씩을 1개군으로 묶어 분류하였다. 또한 실험에 사

용한 각종 항체의 Kit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L-NAME 투여 

실험군에는 산화질소 억제제인 L-NAME (Sigma 

Chemical Co.)를 0.5 mg/ml의 비율로 용해시킨 후 급수병

을 통하여 경구 투여하였으며, 대조군에는 L-NAME가 함

유되지 않은 음수를 동일량 투여하였다. 

조직 적출 및 검체 처리 

실험군을 에테르로 마취하여 앙와위로 보정한 후 복측 

정중선을 절개하여 심장, 신장, 간 및 부신을 적출하였다. 

적출된 장기를 10% 중성 포르말린에 48시간 이상 고정

하였으며, 탈수 및 침투과정을 거쳐 파라핀에 포매한 후 

4~5 μm의 박절편을 만들었다. 

면역조직화학 염색 

파라핀 블록을 4~5 μm 두께로 박절하여 탈파라핀과 

함수과정을 거친 후 ABC법으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실

시하였다. 즉 조직 내의 내인성 과산화효소를 비활성화시

키기 위하여 실온에서 0.3% H2O2/methanol에 30분간 반

응시킨 후 PBS (phosphate buffer solution)로 5분간 2회 세

척하고, 0.1 M의 PBS에 1:20으로 희석한 normal blocking 

혈청에 20분간 반응시켰다. 1차 항체로는 mouse mono- 

clonal nNOS (nNitric oxide synthase), PCNA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bcl-xL, bad 및 p53은 각각 1:100으로, 

rabbit polyclonal bax와 bcl-2는 각각 1:250과 1:100으로 

희석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2차 항체로는 

1:200으로 희석한 biotinylated anti-mouse나 rabbit IgG를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PBS로 5분간 3회 세척하

였다. 3차 항체로는 페록시다아제가 표지된 ABC (avidin-

biotin-peroxidase complex) 용액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PBS로 5분간 세척하였다. 그 후 AEC (3-amino-9-

ethylcarbazole) 기질용 kit (ScyTek, USA)를 사용하여 bcl-2, 

bcl-xL, bax, bad 및 p53 항체에 대한 발색 정도를 200배

의 광학현미경 하에서 검경하였다. 

양성 판독 기준 

면역조직화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한 양성 판독 기준

은 Chung 등(1997)의 방법을 변형하여 염색되는 정도에 

따라 등급을 나누었다. 즉, bcl-2 및 p53에서는 진한 갈색

으로 염색된 세포가 광학현미경 200배의 한 시야 당 전

혀 보이지 않는 경우를 negative (-), 20% 미만으로 보이

는 경우를 weak positive (1+), 20~50%의 비율로 보이는 

경우를 moderate positive (2+), 50%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

를 strong positive (3+)로 구분하였다. 또한 bcl-xL, bax 및 

bad에서는 염색된 세포가 200배의 한 시야 당 전혀 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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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경우를 negative (-), 10% 미만으로 보이는 경우

를 weak positive (1+), 10~30%의 비율로 보이는 경우를 

moderate positive (2+), 30% 이상으로 보이는 경우를 strong 

positive (3+)로 구분하였다. 

 

결  과 

L-NAME 투여에 의한 bcl-2와 bcl-XL의 발현 변화 

세포자멸사 억제 유전인자인 bcl-2에서는 L-NAME를 

투여하지 않은 정상 대조군과 L-NAME를 투여한 실험

군이 모두 2주째까지는 신장의 피질과 수질 부분 모두에

서 한 시야당 50% 이상이 bcl-2 항체에 대해 진한 갈색

으로 염색되는 매우 강한 양성 반응(3+)을 나타냈으며, 

실험군 4주째에서는 중등도(2+)의 양성 반응을 보였으며, 

6주째와 마지막 8주째에는 피질 사구체 내의 염색상이 

대조군에 비해 매우 흐려져 한 시야 당 20% 이하로 염색

되는 약한 양성 반응(1+)을 보였다(Table 1, Fig. 1). 세포

자멸사의 또 다른 억제 유전인자인 bcl-xL의 경우, bcl-2

의 변화와 매우 유사하게 나타났다. 즉 대조군에서는 신

장의 피질과 수질 부분 모두에서 한 시야 당 30% 이상이 

염색되는 매우 강한 양성 반응(3+)을 보였으나 L-NAME 

투여 실험군 2주째부터 6주째까지는 투여기간이 장기화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against bcl-2 gene in kidney of L-NAME-treated SD rats. (A) Renal cortex of control group. (B)
Renal medulla of control group. (C) Renal cortex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D) Renal medulla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Strong positive reactions (dark brown areas indicated by arrows) of bcl-2 were observed in A and B. Light microscophy. ×200.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against bcl-xL gene in kidney of L-NAME-treated SD rats. (A) Renal cortex of control group. (B)
Renal medulla of control group. (C) Renal cortex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D) Renal medulla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Strong positive reactions (dark brown areas indicated by arrows) of bcl-xL were observed in A and B. Light microscophy.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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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면서 반응이 약화되었다. 다만 bcl-2와 다른 소견은 피

질 부분의 경우 bcl-2는 주로 사구체내에서 양성 반응을 

보인 것에 반하여 bcl-xL은 사구체내와 일부 사구체 외

막 부분에서도 양성 반응을 보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1, Fig. 2). 

L-NAME 투여에 의한 bax와 bad의 발현 변화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유전인자의 하나인 bax 항체에 

대한 염색상은 정상 대조군과 실험군 6주째까지는 피질

과 수질 구분없이 대부분 음성 내지 약한 양성 반응을 

보이다가 8주째에 한 시야 당 30% 이상이 염색되는 현

저하게 반응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Table 2, Fig. 3). 

세포자멸사의 또 다른 촉진 유전인자인 bad 항체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염색을 실시한 결과, 대조군과 실험군 모

두 4주째까지는 음성 반응을 보이다가 6주째와 8주째에 

피질의 사구체내의 염색상이 전반적으로 진해지는 약한 

반응도가 비교적 약한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2, Fig. 4).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against bax gene in kidney of L-NAME-treated SD rats. (A) Renal cortex of control group. (B) Renal
medulla of control group. (C) Renal cortex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D) Renal medulla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Strong positive reactions (dark brown areas indicated by arrows) of bax were observed in C and D. Light microscophy. ×200.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 
against bad gene in kidney of L-NAME-
treated SD rats. (A) Renal cortex of
control group. (B) Renal cortex of L-
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Posi-
tive reactions (dark brown areas indicated
by arrows) of bad were observed in B. 
Light microscophy.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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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AME 투여에 의한 p53의 발현 변화 

대조군과 실험군 모두 2주째까지는 수질 부분에서 한 

시야 당 20% 이하로 염색되는 약한 양성 반응(1+)을 보

였고, 그 후 L-NAME의 투여기간이 만성화될수록 양성 

반응이 증가되는 양상을 보였으며, 투여 8주째에는 매우 

강한 양성 반응(3+)을 일으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이에 

반해 피질 부분에서는 투여 4주째에 중등도(2+), 6주째에

는 강한 염색상(3+)을 보였다. 즉 p53 유전인자는 신장의 

수질보다는 사구체를 포함한 피질 부분에서 더 예민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Table 3, Fig. 5). 

 

고  찰 

 

생물이 생존하기 위해서는 세포수의 항상성을 유지해

야 되는데 이를 위해서는 세포의 증식과 죽음 사이의 균

형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Bursch et al., 1990). 과거 수십 

년 동안 이러한 세포의 증식과 죽음에 대한 생화학적, 형

태학적, 분자생물학적 연구가 이루어져 왔고, 최근에는 

인체에서 발생하는 암의 치료에 관련한 방향으로도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Westin et al., 1993). 세포의 죽음에는 크

Table 2. Immunoreactivities against bax and bad in kidney of 
L-NAME-treated SD rats 

L-NAME-treated Normal
control 2 wks 4 wks 6 wks 8 wks Items

C M C M C M C M C M

bax - + - + ++ + + + ++ +++

bad - - - - - - + + + -

Remarks: wks (weeks), C (cortex), M (medulla), - (negative), +
(weak, 10% or less/field), ++ (moderate, 10~30%/field), +++
(strong, 30% or more/field) 

Table 1. Immunoreactivities against bcl-2 and bcl-xL in kidney of 
L-NAME-treated SD rats 

L-NAME-treated Normal 
control 2 wks 4 wks 6 wks 8 wks Items 

C M C M C M C M C M

bcl-2 +++ +++ +++ +++ ++ ++ + + + +

bcl-xL +++ +++ ++ ++ ++ + + + - +

Remarks: wks (weeks), C (cortex), M (medulla), - (negative), +
(weak, bcl-2: 20% or less/field, bcl-xL: 10% or less/field), ++
(moderate, bcl-2: 20~50%/field, bcl-xL: 10~30%/field), +++
(strong, bcl-2: 50% or more/field, bcl-xL: 30% or more/field) 

Table 3. Immunoreactivities against p53 in kidney of L-NAME-
treated SD rats 

L-NAME-treated Normal
control 2 wks 4 wks 6 wks 8 wks Items

C M C M C M C M C M

p53 - + + - ++ + +++ + +++ +++

Remarks: wks (weeks), C (cortex), M (medulla), - (negative), +
(weak, 20% or less/field), ++ (moderate, 20~50%/field), +++
(strong, 50% or more/field) 

Fig. 5. Immunohistochemical stain against p53 gene in kidney of L-NAME-treated SD rats. (A) Renal cortex of control group. (B) Renal
medulla of control group. (C) Renal cortex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D) Renal medulla of L-NAME-treated group for 8 
weeks. Strong positive reactions (dark brown areas indicated by arrows) of p53 were observed in C and D. Light microscophy.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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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조식손상에 의한 괴사와 능동

적인 방법에 의한 세포자멸사(apoptosis)가 있다(Cotran et 

al., 1994). 

세포자멸사는 세포의 정상 발달 단계에서 세포의 증식

과 함께 독특한 생화학적, 구조적 현상에 의해 일어나는 

현상으로서 용해성 또는 괴사성 세포 죽음과 구별되는 

생리학적으로 필수적인 기전으로서 미토콘드리아성 산화

성 부인산반응 동안에 생산되는 자유전자들의 말단 수용

체인 산소분자의 공급이 감소되는 것에 의해 촉진될 수 

있다(Amore et al., 2000). 이러한 세포자멸사 신호들은 세

포자멸사를 겪으면서 일어나는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에 

따른 프로타아제 활성과, 핵과 세포질의 응축, 세포막의 

기포화, 그리고 결국은 주위에 있는 세포들에 의해 탐식

되는 세포자멸체(apoptotic body)들의 분절을 포함하는 세

포-특이성 신호 경로를 구성한다(Antonsson, 2004). 이러

한 경로는 매우 빠른 속도로 진행되며, 카스파아제로 알

려진 시스테인 프로테아제, bcl-2 및 미토콘드리아 등이 

중요한 조절자로서 작용한다. 

산화질소는 혈관 내피유도성 확장인자의 가장 중요한 

물질로서 산화질소의 만성적인 억제는 고혈압과 밀접한 

장기인 신장에서 만성신장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Erdely 

et al., 2006). 또한 산화질소는 신장의 사구체 간질세포를 

포함한 여러 종류의 세포들에서 조직학적 변화인 세포자

멸사를 일으킬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Muhl et al., 

1996). 

최근에는 여러 가지 세포자멸사를 조절하는 유전인자

들이 밝혀지고 있는데 이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것이 

bcl-2 계열과 p53이다. Bcl-2 및 bcl-2와 구조적으로 관련

있는 유전인자들인 bcl-2 계열은 세포의 죽음에 관여하는 

중요한 조절자로서 미토콘드리아, 형질내세망, 핵막 등 

반응성 산소류(ROS)가 있는 세포 내에 존재하며, 항산화 

경로의 조절을 통해 ROS-유도성 세포자멸사를 억제한다

(Hockenbery, 1995). 또한 세포자멸사의 증가와 bcl-2 발현

의 감소 사이에는 강력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Genaro 등

(1995)에 의해 보고되었다. Bcl-2 계열의 유전인자들은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것(bax, bad, bak)과 억제하는 것

(bcl-2, bcl-xL, bcl-xS)으로 구분된다(Jacobsen, 1997; Kroemer, 

1997). Bcl-2는 세포자멸사로부터 세포를 보호하는 대표적

인 단백질로서 미토콘드리아 경로를 통한 세포자멸사의 

신호들을 활성화시키는데 있어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Delchev et al., 2006). 즉 미토콘드리아에 의존하여 세포

의 죽음을 예방하는 것이다(Salvesen and Dixit, 1997, Yang 

et al., 1997). Bcl-2는 생리적으로나 종양 발생에 있어서 

세포자멸사의 억제를 통하여 세포의 죽음을 조절하는 원

종양 유전인자로 알려져 있으며, 미토콘드리아의 내막과 

핵막, 소포체 등에 위치하는 분자량 26 kD의 단백질이다. 

또한 세포자멸사 촉진 유전자 중의 하나인 bax는 bcl-2와 

상동 화합물로서 광범위한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21 kD의 

단백질이다. Bax는 bcl-2의 이성질체로 나타나므로 bcl-2/ 

bax의 비율은 성장인자들의 제거와 같은 세포자멸사 자

극에 의한 세포들의 생존과 죽음을 결정하는데, 즉 bcl-2/ 

bax 비율이 전세포자멸사(proapoptotic) 자극 후에 세포들

이 어떻게 세포자멸사 경로에 들어가는지를 결정한다

(Rodriguez et al., 2000). 또한 세포자멸사는 산화질소의 생

산과 iNOS 발현의 증가와도 관련이 있으며, 세포자멸사 

수준 증가는 bcl-2/bax 비율이 감소되는 것에 의해 조절

된다. 

본 연구에서는 산화질소가 세포자멸사에 미치는 영향

을 알기 위해 산화질소 억제제인 L-NAME를 SD rat에 

8주간 장기 투여하였으며, 투여 경과에 따른 세포자멸사 

억제인자와 촉진인자를 변화를 면역조직학적인 방법을 

통해 조사하였다. 

세포자멸사의 억제인자로 알려진 bcl-2와 bcl-xL 항체에 

대해서는 L-NAME 투여로 인한 산화질소 합성이 억제된 

신장의 피질과 수질에서 투여 초기(2주)에는 강한 양성 

반응(3+)을 보였으나 투여기간이 장기화될수록(8주) 양성 

반응이 점차 감소(1+)하는 추세를 보였다. 이와 반대로 

세포자멸사의 촉진인자로 알려진 bax와 bad 항체에 대해

서는 산화질소의 억제가 장기화될수록 양성 반응이 증가

하는 역동적인 상관관계를 보였다. 즉 강력한 산화질소의 

만성적인 억제는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것과 상관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bcl-2 유전인자의 활성화 기전에는 염색체 전위 

외에 p53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산화질소는 

전세포자멸사(proapoptosis) 종양의 억제인자인 p53 유전

자의 새로운 전사에 의해 촉진되는 세포자멸사를 유도한

다(Sandau et al., 1997). 본 연구 결과, L-NAME 투여 8주 

후에 세포자멸사가 진행된 신장의 사구체를 포함한 피질 

부분에서 p53 유전자에 대한 양성 반응이 매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p53 단백질이 DNA가 손상되어 있는 세

포의 G1기에 세포 순환을 정지시켜 세포사멸을 야기시

키는 현상과 밀접한 관련을 보인다(Levine et al., 1991). 

본 연구는 산화질소의 만성적인 억제를 통한 산화질소

의 활성이 혈압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신장에서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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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학적 기전을 조절하는데 상당한 역할을 수행하며, 또한 

산화질소의 활성 기전에 세포자멸사 조절 유전인자들이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제시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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