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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배양 중인 흰쥐 배자에서 온도 변화에 의해

유도된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

생명체가 변화하는 환경 요인의 영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방법

으로 면역계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 그렇지만 면역계통은 발생 초기의 배자에서 성인처럼 성숙해 있지 않

으며, 면역계통 이외에도 배자 내부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

이 있는데, 열충격에 의해 발현되는 열충격 단백질이 좋은 예이다. 열충

격 내성과 같이 발생 중인 배자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생물학

적 요인이 아닌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생각되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발생 9일에 적출한 배자를 발생 11일 오전까지

배양하면서 발생 10일에 미약한 고온군 및 고온군에서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을 확인하고, 열충격 내성에서 미약한 고온군 대신 화학물질인

salicylate를 사용했을 때 이것도 열충격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즉 열

충격 내성의 교차성이 있는지를 발생 중인 흰쥐에서 배자배얍법을 이용

해 Hsp72의 transcript, protein 및 조직 분포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

과를 얻었다.

1. 미약한 고온으로 처리했을 때 Hsp72 mRNA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

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며, 미약한 고온군으로 전처리한 고온군에서

Hsp72 mRNA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Hsp72 단백질의 경우 미약한 고온군과 고온군에서 발현향이 대조군에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2. salicylate에 처리했을 때 Hsp72 mRNA의 발현이 미약한 고온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salicylate를 미약한 고온군 대신 전처리한 경

우 Hsp72 mRNA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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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조직화학법으로 Hsp72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배자의 특정 부위

나 기관에 따라 유도된 Hsp72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약한 고온과 salicylate는 Hsp72의 발현을 증가시켰으

며, 미약한 고온 대신 salicylate를 전처치해도 고온에 노출시킨 후에 열충

격 내성을 나타냄으로써 열충격 내성은 화학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스트

레스 상호간에 서로 교차성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

핵심되는 말 : 열충격, 열충격 단백질, 열충격 내성, 배자배양, 열충격 내

성의 교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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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양 중인 흰쥐 배자에서 온도 변화에 의해

유도된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

< 지도 교수 박 형 우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이승헌

Ⅰ. 서론

발생 중인 배자가 여러 발생 단계에서 내부 및 외부 환경 변화의 영

향을 받아 비정상적으로 발생하면 선천성 기형(congenital malformations)

이 초래될 수 있다. 그 동안 우리 인체가 환경 요인의 영향에서 살아나갈

수 있는 한 방법으로 면역계통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이에 관한 많은 연

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이 계통은 발생 초기의 배자에서 성인처럼 성숙해

있지 않다. 면역계통 이외에도 배자 내부 및 외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이 있는데, 열충격에 의해 발현되는 열충격 단백질(heat shock

protein, HSP)이 좋은 예이다. 이 단백질은 발생 중인 배자에 미약한 고

온(43℃ 5분)을 전 처치했을 때 고온(43℃ 15분)에 직접 노출시켰을 때

의 열충격 반응(heat shock response)이 크게 줄어드는 열충격 내성

(thermotolerance)에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2 따라서 발생 중인

배자가 환경 변화에 대처하는 방법은 열충격 내성과 같이 유기체와 같은

생물학적 요인이 아닌 물리적, 화학적 요인에 대한 방어 기전으로 생각되

지만, 아직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있지 않다.

열충격 반응은 초파리에서 고온 자극을 주면 특징적으로 염색질 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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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chromatin puffing)이 나타나는 현상에서 처음 확인되었고,3 이때 선택

적으로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반응은 대

장균(E. coli)으로부터 인간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포나 개체에서 나

타나며, 그 특징은 다음과 같이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유전자 발현이 크게 변화되어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수행하는

대부분 단백질의 합성은 억제되지만, 열충격단백질이 새로이 합성되거나

합성이 증진된다. 이 단백질은 열충격 뿐 아니라 저산소(hypoxia)4, 5, 6

및 저글루코즈(glucose deprivation)7, 8 등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서도

유도된다. 따라서 스트레스 단백질(stress protein)이라 부르기도 한다. 열

충격 단백질은 모든 종(species)에서 잘 보존되어 있는데, 분자량에 따라

small HSP군, HSP 60군, HSP 70군, HSP 90군, HSP 100군 등으로 나눈

다.9 이 단백질들은 정상 상태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세포

의 항상성 유지와 대사 작용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측된다.

여러 단백질 중 HSP 28, HSP 47, HSP 70 등이 발생 과정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나, 정확한 역할 등은 확실하지 않다.

진핵생물에서는, 고온이나 여러 가지 화학물질에 노출된 세포의 경

우 빠른 열충격 또는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면서 열충격 단백질의 발현이

유도되는데, Hsp70이 가장 많이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sp70은

constitutive form과 heat inducible form을 모두 일컫는데 이중 Hsp72가

heat inducible form이다.

둘째, 일단 미약한 열충격에 노출되면, 다시 고온에 노출되어도 그

효과가 크게 감소되는 열충격 내성이 나타내며,1, 2 여러 실험에 의하면

Hsp72가 열충격내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0, 11 이러한 열충격

이외에도 산소, 글루코즈 등 다양한 환경의 변화도 열충격 내성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다양한 환경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HSP

가 동일한지 또한 나타나는 부위에 어떤 특성이 있는지 거의 연구가 되

어 있지 않다. 환경 변화에 방어하는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들 환

경 변화와 스트레스 단백질과의 관계를 확실히 할 필요가 있지만, 아직

이에 대한 연구가 거의 없는 실정이다.

열충격 내성을 연구하기 위해 주로 세포 배양(cell culture)이 사용되

어 왔다. 세포 배양은 복잡한 생체에서의 복잡한 환경을 단순화시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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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나, 실제 완전한 생체에서의 상황

을 재현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이러한 단점을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배자배양(whole embryo culture)이다. 이 연구에서는 발생 중인 흰쥐 배

자를 2일 동안 배양하면서 1) 물리적 충격인 온도 변화에 대한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을 확인하며, 2) 화학적 충격인 salicylate를 선택하여 이것

에 의해 유도되는 열충격 단백질을 확인하고, 3) 미약한 고온군 대신

salicyte를 투여하여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을 확인하며, 4) 배자 부위 혹

은 기관에 따른 HSP의 발현에 차이가 있는가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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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실험동물로는 Sprague-Dawley계의 흰쥐를 이용하였다. 쥐는 저녁에

암컷 3-4마리와 수컷 1-2마리를 한 우리에 합사시키고, 다음 날 오전 8시

에 질도말검사(vaginal smear)를 시행하여 현미경 관찰에서 질전(vaginal

plug)이 관찰되면, 이때를 발생 0일로 정의하였다. 임신이 확인된 쥐는 따

로 분리된 우리에서 키웠다.

2. 발생 9일 배자의 배양

이 실험에서 발생 9일 배자의 배양을 위해 박형우 등의 방법12을 이

용하였다.

가. 배자의 적출

임신 쥐는 발생 9일 오전 8시에 코를 통해 이서(ether)로 마취시킨

후 복벽을 절개하였다. 노출된 장은 쥐의 오른쪽으로 밀어 내어 복막 후

방에 위치한 대동맥을 노출시켰으며, 소아용 두피 바늘(scalp needle)을

대동맥에 삽입하여 가능한 한 많은 양의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액 채취

후 한 쪽 난관의 끝을 잡고 부착된 장간막을 절개하였고 자궁과 질 연결

부위를 횡으로 절개하여 반대편 난관을 분리시킴으로써 전체 자궁을 적

출하였다.

적출한 자궁은 실리콘이 깔린 페트리 디쉬에 담긴 HBSS 용액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속에서 조작하였다. 난관 끝과 자궁질

연결부를 핀으로 바닥에 고정시킨 후, 안과용 가위로 자궁을 긴 축을 따

라 절개하여 착상 부위를 노출 시킨 후 탈락막이 가급적 손상되지 않게

자궁벽으로부터 분리하였다. 착상 부위는 끝이 날카로운 전자현미경용 훠

셉(EM forceps)을 이용하여 반 조각을 낸 후 한쪽 조각에 길게 놓인 배

자를 태반외원추(ectoplacental cone)가 손상되지 않도록 조심스레 분리하

였다. 분리된 배자에서 태반외원추 반대쪽에 위치한 라이케르트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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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ichert's membrane)을 제거하였다. 임신 쥐 2마리를 마취한 후 배양을

시작할 때까지 소요된 시간은 2시간을 넘지 않았다.

분리된 배자는 수술현미경으로 외형을 관찰하여 Fujinaga 등이 제시

한 방법으로 분류하였다.13 즉, 신경구(neural groove) 및 전장관낭

(foregut pouch)의 발생 상태를 관찰하여, 신경구가 복측에서만 관찰되고

외측에서는 관찰되지 않으면 발생 11a기, 외측에서 신경주름이 확실히 구

별되면 발생 11b기, 전장관낭이 관찰되지만 체절이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발생 11c기로 구분하였다. 실험을 위해 각 군은 배자의 발생 상태가 비슷

하도록 하였다.

나. 배양액

쥐 배자의 배양에 사용된 배양액은 동량의 쥐 혈청과 HBSS 용액을

섞어 사용하였다. 복벽을 연 후 대동맥을 통해 채취한 혈액은 즉시 원심

분리하여 혈청만 취한 뒤, 이를 56℃에서 30분간 열처리한 후 항생제(100

㎍/㎖ 스트렙토마이신, 100 IU/㎖ 페니실린)를 넣어 냉동고에 보관한 후

사용하였다. 한 마리의 쥐에서 약 3㎖ 정도의 혈청을 얻을 수 있었다. 배

양용기로는 50㎖ 용량의 원추형 관(conical tube)을 사용하였고, 동량의

쥐 혈청과 HBSS 용액을 섞어 만든 6㎖의 배양액을 넣어 3-4마리의 배자

를 배양하였다. 배양 30분 전 5분간 배양기체를 흘려 배양용액의 기체가

배양기체와 평형이 되도록 하였다.

다. 배양법

배양기체는 발생 9일 오전 배양을 시작할 때 5% 이산화탄소, 5% 산

소 및 90% 질소의 혼합기체를 사용하였으며, 배양 12시간 후 같은 기체

로 다시 채웠다. 배양 24시간 후인 발생 10일 오전 9시에 5% 이산화탄소,

20% 산소 및 75% 질소의 혼합기체로 바꾸었으며, 36시간 후 같은 기체

로 채웠다. 배양용기는 얇은 나사실링 테이프로 병마개 홈을 감은 후 병

마개를 닫아 기체가 누출되는 것을 막았다.

배양기는 37℃로 유지되는 항온기(incubator)를 사용하였는데, 배양에

사용되는 롤러 회전기(roller rotator)를 넣고 작동했을 때 이 온도가 유지

하도록 하였다. 회전기 위에 원추형 관을 놓고 분당 30번 회전시켰다.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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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11일 오전 9시에 48시간의 배양을 끝내었다. 배양된 배자는 바로 실험

에 사용하지 않을 경우 HBSS로 세 번 헹군 후 액체 질소에 보관하였다.

라. 배양 결과의 분석

발생 11일 오전 9시에 배양을 끝낸 후 5~60배로 확대가 가능한 수술

현미경(M10, Leica, Switzerland)을 이용하여 난황낭의 길이, 배자의 머리

둔부길이, 체절의 수, 인두궁의 수, 배자의 회전 완료, 이소와와 수정체와

의 형성, 상지싹의 출현 및 문측신경공 폐쇄 상태 등을 측정 및 관찰하였

다. 또한 단백질 정량 시약(Biorad)으로 Bradford법14을 이용해 배자의 총

단백질양을 정량하였다. 배양된 배자에서 얻은 결과들은 발생 11일 오전

9시에 얻은 대조군의 결과와 비교하여 배양 결과를 검증하였다.

3. 열 및 salicylate를 통한 열충격 단백질의 유도

가. 고온에 의한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

물리적 스트레스로서의 열충격의 정도나 열충격 전처리의 유무에 따

른 열충격 내성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실험군을 다음과 같은 네 군으

로 나누었다(Fig. 1).

a

c

b

d

43°°°°C –15m

43°°°°C –5m

43°°°°C –15m43°°°°C –5m
37°°°°C –1h

a

c

b

d

43°°°°C –15m

43°°°°C –5m

43°°°°C –15m43°°°°C –5m
37°°°°C –1h

Figure 1. Protocol used to assess thermotolerance.Except during hyperthermic exposure, 
embryos in all groups were kept at 37°C throughout  the culture period of 48 hours. Peaks on the 
time lines indicate exposures of 43°C; all heat exposures were 5 or 15 minutes in duration. E10 rat 
embryos were exposed to (a) no heat stress, (b) 43°C priming heat shock alone for 5 minutes, (c) 
43°C priming heat shock alone for 15 minutes or (d) 43°C priming heat shock for 5minutes, 
followed 1 hour later by 43°C, 15- minute heat sh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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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대조군(control group): 37℃에서 배양하였다.

미약한 고온군(mild group): 43℃에 5분 노출시킨 후 37℃에서 배양하였다.

고온군(severe group): 43℃에 15분 노출시킨 후 37℃에서 배양하였다.
미약한 고온 전처리군: 43℃에 5분 전처리 후에 43℃에 15분 노출시킨 후

37℃에서 배양하였다.

나. Salicylate에 의한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 분석

고온 대신 화학적 스트레스로서 열충격을 나타내며 열충격 단백질인

Hsp72를 유도하기 위해 기형유발물질의 일종인 salicylate를 선택하였다.

sodium salicylate(sigma, St. Louis, MO)를 HBSS에 3.12M(=500mg/ml)

이 되도록 녹여 stock solution으로 준비했으며, 생명에는 최소한의 영향을

주되, 성장과 발생에 확실한 영향을 준다고 보고 된 바 있는 농도인

25mM를 선택하였다.15

열충격 내성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고온의 충격 전에 미약한 고온에

의해 Hsp72가 유도되어야 한다는 사실16을 볼 때, 스트레스에 노출되기

전의 Hsp72의 존재가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salicylate에 의한 열

충격 내성에 있어서도, 고온의 열충격 직전에 salicylate에 의한 Hsp72의

발현이 유도되었는지 확인해보았다.

이를 위해 위에서 확인된 25mM 농도의 salicylate를 미약한 고온군

에 비교되는 군으로 사용하여 열충격 단백질의 유도에 사용하였다(Fig.

2). 열충격 단백질인 Hsp72는 salicylate 처리 후 10시간 가량 후에 최대

로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으므로,15 고온 처리 10시간 전에 한 시

간 동안 salicylate로 처리하였다. 즉, 오전에 적출한 9일 배자를 37℃에서
배양한 후, 밤 10시부터 11시까지 한 시간 동안 25mM salicylate가 녹아

있는 배양액에서 키운 뒤, 배양액에서 꺼내어 HBSS로 3회 씻은 후,

salicylate 없는 초기의 배양액으로 옮겨 다시 37℃에서 10시간 동안 배양

한 뒤, 43℃에서 15분간 열충격을 가한 후 37℃에서 배양하였다.



- 10 -

실험 대조군(control group): 37℃에서 배양

salicylate 처리군: salicylate에 1시간 처리 후 고온처리 전까지 37℃에서 배

양

salicylate 전처리군: salicylate에 1시간 전처리 후 43℃에 15분 노출시킨 후

37℃에서 배양

a
Salicylate(25mM)-1h

37°°°°C –10hb

c
43°°°°C –15m

Salicylate(25mM)-1h
37°°°°C –10h

43°°°°C –15m

d
48h0h

a
Salicylate(25mM)-1h

37°°°°C –10hb

c
43°°°°C –15m

Salicylate(25mM)-1h
37°°°°C –10h

43°°°°C –15m

d
48h0h

Figure 2. Protocol  used to assess thermotolerance by salicylate pre-treatment. Except during 
hyperthermic exposure, embryos in all groups were kept at 37°C throughout  the culture period of 
24 (b) or 48 hours (a,  c and d). Peaks on the time lines indicate exposures of either salicylate or 
43°C; salicylate and all heat exposures were 1hour and 15 minutes respectively in duration. E10 rat 
embryos were exposed to (a) no heat stress, (b) priming salicylate treatment alone, (c) 43°C heat 
shock alone for 15 minutes, (d) 43°C , 15-minute heat shock after 25mM, 1-hour salicylate
treatment.

4. Hsp72를 통한 열충격 단백질의 유도, 열충격 내성 및 그 교차성 분석

가. Hsp72의 RNA 수준에서의 발현 양상 분석

(1) RNA 분리

액체 질소에 보관되었던 각 군의 배자에서 Guanidium Isothiocyanate

Technique(GIT) 방법을 이용하여 총 RNA를 추출하였다. 배자를 1.5ml

용량의 튜브에 넣고, denaturing 용액(4M guanidium isothiocyanate,

25mM sodium citrate, 0.5% N-lauroylasarcosine, 0.1M β
-mercaptoethanol)을 700㎕ 첨가한 후, 파이펱으로 잘게 파쇄시켰다. 2M

NaOAC를 70㎕ 넣어 섞고, 700㎕의 phenole(pH 4.0)을 넣어 잠깐 동안

섞어준 후, 1.4ml의 chloroform- isoamylalcohol (49:1) 혼합물을 140㎕ 넣

고 15초간 강하게 혼합한 후 얼음에 15분간 방치했다. 4℃에서 1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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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해 새로운 1.5ml 용량의 튜브

로 옮긴 후, 동량의 chloroform-isoamylalcohol(49:1)을 처리하고 혼합했

다. 4℃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이번에도 상층액을

취해 새로운 1.5ml 용량의 튜브에 담고 -20℃에서 하루 동안 두었다. 4℃
에서 12,000 rpm으로 20분 동안 원심분리하여 침전시키고 70% ethanol로

세척한 후 건조시켰으며, 침전된 RNA는 DEPC 처리한 증류수에 녹이고

UV-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정량했다.

(2) RT-PCR(reverse transcription-PCR)

Reverse transcription(RT)은 2g의 RNA로 수행하였다. 합성한

oligo-dT (bionia, 대전, 한국)를 넣어 60℃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 4℃로
잠시 유지시킨 후, M-MLV reverse transcriptase(promega, Madison, WI,

USA), 5x buffer, 5mM dNTP, RNA inhibitor인 RNasin (promega,

Madison, WI, USA)를 넣어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반응시켜 cDNA를

합성시켰다. 반응 후 RT반응의 2/25(voll/vol)와 Hsp72(bionia, 대전, 한

국) 또는 β-actin(bionia, 대전, 한국)을 인식하는 primer를 PCR

amplification에 사용하였다. 즉, 합성된 cDNA, 1 pmole의 β-actin primer
또는 10 pmole의 Hsp72 primer, 5% glycerol, 10% DMSO, 2mM dNTP

및 1.25 units의 Taq DNA polymerase를 첨가하여 PCR을 수행하였다. 9

5℃에서 5분간 변성과정을 수행하고, 95℃ 30초, 55℃ 30초, 72℃ 1분의

과정을 β-actin의 경우 25회, Hsp72의 경우 30회 반복한 후, 72에서 5분간
반응시켜 primer와 template를 분리시킨 후 4℃로 유지되게 하였다. PCR

반응물은 1% agarose gel을 통해 밴드로 확인하였으며, densitometric 분

석은 Dolphine-Doc system을 통해 수행하였다, 사용한 primer는 다음과

같다. β-actin primer: sense, 5'-CAT GTT TGA GAC CTT CAA CAC
CCC-3'; antisense, 5'-GCC ATC TGC TCG AAG TCT AG-3'. Hsp72

primer: sense, 5'-TTC ACC ACC TAC TCG GAC AAC CAG-3',

antisense, 5'-GTG TTA GAG TCC AGC CAG GAG ATG-3' .

나. Hsp72의 Protein 수준에서의 발현 양상 분석

(1) 단백질 분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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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체 질소에 보관되어 있던 배자를 사용하였다. 배자는 얼음에서 서

서히 녹이고, 500㎕의 suspension buffer (100mM NaCl, 10mM Tris-Cl

[pH 7.8], 1mM EDTA, 1㎍/ml Arpotinin, 1㎍/ml lupeptin and 100㎍
/ml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를 넣어 pipetting으로 배자를 녹인다.

그리고 나서, 10초씩 10회 sonication을 실시한 후, 500㎕의 gel loading

buffer(125 mM Tris-HCl [pH 6.8], 4% SDS, and 10% glycerol)를 넣어

10 분 동안 100℃에서 끓인다. 끓은 표본들은 12,000 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한 후, 상층액만 덜어, 그 중 20 ㎕를 취해 단백질 정량 시약

(Biorad)으로 Bradford법 (1976)을 사용하여 농도를 측정하였다. 남은 샘

플에 bromophenol blue와 β-mercaptoethanol을 넣어 각각 0.01%, 0.02%

가 되도록 하였으며, -20℃에 보관하였다.

(2) Western blot

15㎍의 단백질을 9%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에 걸었

다. Gel은 transfer 기기(Bio-rad, Hercules, California, USA)로 옮겨

Immobilon PVDF membrane(Millipore, Bedford, MA)으로 젤의 단백질

이 모두 이동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해 4℃ 30V로 12시간 정도 두었다.

membrane은 TBST 용액에 녹인 5% 탈지분유에서 2 시간동안 blocking

을 실시하고, TBST로 한 번 씻은 후, monoclonal anti-Hsp72(StressGen,

Victoria, BC) (1:500)으로 상온에서 3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membrane

은 TBST로 15분씩 3 회 헹구어주고, HRP conjugated goat anti mouse

secondary antibody(Zymed, South San Francisco, CA)로 상온에서 2 시

간가량 반응시켰다. membrane은 다시 TBST로 15분씩 3 회 씻어준 후,

ECL system(Amersham, Aarlington, Heights, IL)을 이용해 필름(Kodak.

New Haven, CT)에 현상하였다. membrane은 각 그룹간의 정확한 양적

비교를 위해 anti-actin antibody로 다시 반응시켰다. membrane의 재사용

을 위해, stripping 용액(100mM 2-mercaptoethanol, 2% SDS and

62.5mM Tris-HCl [pH 6.7])에 membrane을 담궈 50℃에서 30분간 둔

후, TBST로 10분씩 2 회 씻은 다음, 5% 탈지분유에 넣어 4℃에서 하루

동안 놔둔다. 다음 날, Polyclonal anti-actin antibody(Sigma, St Louis,

MO) (1:3000)으로 상기한 방법대로 똑같이 수행하였다. Densitometr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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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을 위해 현상된 필름에 나타난 밴드는 Dolphine-Doc system을 통해

수치화되었다.

다. Hsp72의 조직 내 localization 분석

(1) 표본 제작

배양액에서 꺼낸 배자의 난황막과 양막을 벗긴 후, 4% paraform-

aldehyde/PBS에 하루 이상 고정시켰다. 고정이 끝난 배자는 0.87%

sodium chloride로 희석한 50% 에탄올에 20분간 처리한 후 70, 95 및

100% 알코올의 순서로 15분씩 3차례 탈수하고, histoclear로 투명화시켰

다. 파라핀에 30분씩 3 회 침투시킨 후 포매하였다. 파라핀 블록을 5㎛
두께로 박절하여, 코팅된 슬라이드글라스(Dako, Japan)에 붙인 후, 56℃
로 유지되는 dry oven에서 1 시간 동안 건조시켰다.

(2) 면역조직화학법

표본은 Histoclear로 파라핀을 제거한 후, ethanol로 함수화했다.

Endogenous peroxidase의 활성을 막기 위해 3% H2O2/ Methanol에 20분

동안 둔 후 TBST로 씻어주었고, 이후 과정은 Cap-Plus Detection

Kit(Zymed, South San Francisco, CA)를 사용하여 제시된 방법을 따랐

으며 모든 과정은 37℃에서 이루어졌다. 우선 차단 용액(Zymed, South

San Francisco, CA)에 10분 동안 처리한 후, anti-hsp72

antibody(StressGen, Victoria, BC)(1:200)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TBST로 3분씩 2회 씻어준 후,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Zymed,

South San Francisco, CA)로 10분 동안 반응시키고, 다시 TBST로 3분씩

2회 씻어 내고 Stereptavdin-HRP(Zymed, South San Francisco, CA)로

10분 동안 반응시켰다. 증류수로 씻은 후, 1 방울의 DAB

Chromogen(Dako, Japan)을 1ml의 substrate(Dako, Japan)에 희석한 용액

을 슬라이드에 떨어뜨려 5분 동안 incubation시킨 뒤, 증류수로 씻어,

ethanol로 다시 탈수시킨 후 봉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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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발생 9일 배자의 배양

임신 쥐 한 마리에서 평균 12마리(범위 8-17)의 배자를 얻었다. 실험

에 사용된 배자는 대부분 발생 11b기이었고, 11a기와 11c기도 있었다. 드

물게 관찰된 발생 10기 배자는 배양에서 제외하였다.

Figure 3. Result of embryo culture for 48 horus.a. Day 9 embryo(Stage 11b). b. Day

11 embryo cultured for 48 hou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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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및 48시간 배양군(Fig 3)을 비교(Table 1)해 보면 배양군이

난황낭의 직경과 머리둔부길이는 작았고, 총단백질량이 적었지만, 체절의

수는 큰 차이가 없었다. 배자의 형태에서는 배양군이 인두궁의 수, 이소

와의 폐쇄, 상지싹의 발달 등이 대조군에 비해 다소 늦었지만, 배자의 회

전 및 수정체와의 형성은 차이가 없었다. 이러한 배양 방법이 잘 정립된

실험실의 경우, 배양 첫 24시간 동안에는 생체에서와 구분하기 힘들 정도

로 단백질의 합성 및 분화가 이루어지고, 다음 24시간 동안에도 계속 분

화하지만 단백질 합성율이 생체보다 감소하여 전체적인 크기가 작은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 48시간 후에 단백질이 생체의 70% 정도 형성되

었고 다른 외형상의 특징이 다소 발생이 느렸지만 배양이 성공적으로 이

루어졌다고 평가하였다.

Table 1.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of control and cultured rat embryos

(mean±S.D.)

control(n=21) culture(n=23)

diameter of yolk sac 4.2±0.3㎜* 3.4±0.5㎜
crown rump length 3.2±0.3㎜* 2.9±0.3㎜
number of somite 23.2±1.5 23.0±1.7

total protein 210.5±70.1㎍* 162.6±54.1㎍
rotation completion 86% 91%

number of branchial arch 1 0% 4%

2 29% 52%

3 71% 44%

closed otic pit 76% 48%

upper limb bud - low 0% 4%

crest 65% 83%

semilunar 35% 13%

* P<0.001



- 16 -

2. 온도 변화에 따른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

가. Hsp72 mRNA의 발현

Hsp72 mRNA의 발현 정도를 대조군, 미약한 고온군, 고온군, 미약한

고온 전처리군끼리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gel로 확인한 양을

densitometry로 분석하였다(Fig 4A). 두 번의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평균

값으로 나타낸 후, 대조군의 값을 1로 보정하여 주었다(Fig. 4B). 또한,

gel에 loading된 양의 오차를 줄이기 위하여, β-actin을 loading하여 얻은

값으로 보정해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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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Induction of Hsp 72 transcripts by thermotolerance. A: Example of one RT-PCR. 
Total mRNA were isolated from each treatment group and subjected to RT-PCR. After 30 
cycles of amplification  with Hsp 72 and β- actin primers, samples were electrophoresed on a 
1.0% agarose gel. B: Densitometric analysis of pooled data from duplic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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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충격 내성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진 미약한 고온 전처리군의 경

우, 대조군에 비해 4배 이상 Hsp72 mRNA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미약한

고온만 가할 경우, 3 배 조금 못미치는 정도로만 발현하나, 고온의 열충

격 이후 오히려 그 발현양은 더욱 증가했다.

나. Hsp72 단백질의 발현

Hsp72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대조군, 미약한 고온군, 고온군, 미약한

고온 전처리군끼리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현상된 x-ray film에서

확인한 밴드를 densitometry로 분석하였다(Fig. 5A). 두 번의 실험으로

얻은 결과를 평균낸 후, 대조군의 값을 1로 보정하여 나타낸 것이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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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duction of Hsp 72 proteins by thermotolerance. A: Example of one western blot. 
Total protein collected from each group were subjected to SDS-PAGE and immunoblotted with 
anti-Hsp 72 and anti-actin antibodies. B: Densitometric analysis of pooled data  from duplic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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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B이다. 또한, anti-Hsp72 antibody를 porbe으로 얻은 값을 anti-actin

antibody로 얻은 값으로 나누어 gel에 loading된 양의 차이에서 오는 오차

를 보정해주었다.

mRNA의 발현양상과 같이, Hsp72 단백질의 양에 있어서도 미약한

Figure 6. Immunohistochemistry with anti-hsp 72.All sections were sagittal. Embryos were 
exposed to (A, B, C and D)no stress, (E, F, G and H)43°C priming heat shock alone for 5 
minutes, (I, J, K and L)43°C priming heat shock alone for 15minutes or (M, N, O and P)43°C
priming heat shock for 5minutes, followed 1 hour later by 43°C , 15- minute heat shock. B, F, J 
and N: forebrain region of embryo in A, E, I and M respectively. C, G, K and O: Heart of 
embryo in A, E, I and M respectively. D, H, L and P: mesenchymal cells of embryo in A, E, I
and 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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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온 전처리군에서의 발현양이 다른 군에서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열충격 내성을 유발시킨 미약한 고온 전처리군의 경우는 Hsp72

단백질의 발현양이 대조군의 3.5배 이상으로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mRNA 수준에서의 발현과 다른 점이라면, 미약한 고온군과 고온군에

서의 발현양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다. 특히, 미약

한 고온군의 경우, mRNA 수준에서 대조군의 3 배에 약간 못 미치는 정

도로 발현양이 증가한 것에 반해, 단백질의 경우는 대조군 수준 또는 그

에 약간 못 미치는 수준의 발현정도를 보였다.

다. 배자에서 Hsp72의 localization

면역조직화학법을 이용하여 미약한 고온으로 전처치한 배자에서 유도

된 Hsp72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배자의 특정 부위나 기관에 따라 유도된

Hsp72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다.

3. salicylate에 의한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

가. Hsp72 mRNA의 발현

Hsp72 mRNA의 발현 정도를 대조군, salicylate만 처리한 군, 고온군,

salicylate 전처리군끼리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온도 변화에서와 같

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salicylate만 처리한 군은 미약한 고온군과 Hsp72

mRNA 발현양에 있어 상당히 유사했다(Fig. 7).

Hsp72 mRNA의 발현 양은 salicylate에 의해 전처리 되었을 때, 대조

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했다. 순수하게 salicylate에 의해서만 유도된 양

은 대조군에 비하여 3배 정도 증가하였는데, 고온의 열충격이 가해지자

그 발현양이 더욱 증가하였다. 이는 고온군의 경우, Hsp72 mRNA의 발현

양이 대조군 수준이거나 그 이하인 것으로 볼 때, 고온의 열충격을 가했

음에도 불구하고, salicylate 전처리로 인해 증가한 Hsp72 mRNA 양이 더

욱 증가한 것은 salicylate 전처리에 의해 열충격 내성과 같은 방어기작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 진다.

이상과 같이 salicylate 전처리군은 미약한 고온 전처리군과 Hsp72

mRNA 발현양에 있어 상당히 유사했으며, 이것은 열충격 내성이 교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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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음을 의미한다.

나. Hsp72 단백질의 발현

Hsp72 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대조군, salicylate만 처리한 군, 고온군,

salicylate 전처리군끼리 서로 비교, 분석하기 위하여 온도 변화에서와 같

은 방법을 이용하였다.

mRNA의 발현양상과 같이, Hsp72 단백질의 양에 있어서도, salicylate

전처리군에서의 발현양이 다른 군에서보다 상당히 증가한 것으로 보였다

(Fig. 8). Salicylate 전처리군에서는, 미약한 고온 전처리 군에서 보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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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Induction of Hsp 72 transcripts by pretreatment of salicylate.A: Example of one 
RT-PCR. Total mRNA were isolated from each treatment group and subjected to RT-PCR. After 
30 cycles of amplification  with Hsp 72 and β- actin primers, samples were electrophoresed on a 
1.0 % agarose gel. B: Densitometric analysis of pooled data from duplicated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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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나, 대조군에서 보다는 약 3 배 가량 많이 발현되었음이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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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Induction of Hsp 72 proteins by pretreatment of salicylate. A: Example of one 
western blot. Total protein collected from each group were subjected to SDS-PAGE and 
immunoblotted with anti-Hsp 72 and anti-actin antibodies. B: Densitometric analysis of pooled 
data  from duplicated experiments. 

다. 배자에서 Hsp72의 localization

면역조직화학법을 이용하여 salicylate로 전처치한 배자에서 유도된

Hsp72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미약한 온도 전처치군에서와 같이 배자의

특정 부위나 기관에 따라 유도된 Hsp72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내지 않았

다(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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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Immunohistochemistry with anti-hsp 72.All sections were sagittal. Embryos were 
exposed to (A, B, C and D)no stress, (E, F, G and H)43°C priming heat shock alone for 15 
minutes or (I, J, K and L) 43°C , 15-minute heat shock after 25mM, 1-hour salicylate treatment. 
B, F and J: forebrain region of embryo in A, E and I respectively. C, G and K: Heart of embryo 
in A, E and I respectively. D, H and L: mesenchymal cells of embryo in A, E and I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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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온도의 변화는 정상 발생에 중요한데, 실험동물을 이용한 실험에서 온

도의 변화에 의해 다양한 기형, 특히 중추신경계통의 기형이 보고되었으

며,17, 18 인간에서 임신 중의 고열 혹은 사우나 등이 신경관 기형의 유발

과 관계될지도 모른다는 보고도 있다.19 열충격에 의해 생명체에서 열충격

반응(heat shock response)이 일어나는데, 이 반응은 E. coli에서 인간 세

포에 이르기까지 거의 모든 세포나 개체에서 나타난다. 이 충격을 받은

세포는 유전자 발현 양상이 크게 변화되며 정상적인 세포 기능을 수행하

는 대부분 단백질의 합성이 억제되어 결국 죽는다. 그러나 열충격을 극복

하고 살아남은 세포들은 또 다시 치사량에 해당하는 열충격이 가해지거

나 다른 여러 자극에 노출되어도 뚜렷한 생존 능력의 향상을 보이는데,

이를 열충격 내성(thermotolerance)이라 한다.2, 20

열충격은 다른 기형유발물질과 달리 자연 환경에서 인간이 때때로 노

출될 수 있는데, 특히 인간과 같은 항온동물에서는 온도가 매우 중요하

다. 임신 중에 일어난 감염은 그 자체가 발생 중인 배자에 영향을 미치지

않더라도 발열 반응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사우나를 흔히 하

는 핀랜드에서는 중추신경계통의 기형이 오히려 낮은데,21 이것에 대한 가

능한 설명의 하나로 열충격 내성이 제시되고 있다. 즉, 기형을 유발시키

지 않는, 그러나 정상보다는 높은 온도에 이미 노출되어 열충격 단백질이

유도되어 있으면, 기형을 유발시키는 온도에 다시 노출되어도 고온에 의

한 효과가 크게 낮아진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 실험의 주안점은 발생 9일에 적출한 배자를 발생 11일 오전

까지 배양하면서 발생 10일에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을 확인하고, 열충격

내성에서 미약한 고온군 대신 화학물질인 salicylate를 사용했을 때 이것

도 열충격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즉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이 있는지

를 발생 중인 흰쥐에서 배자배얍법을 이용해 Hsp72의 transcript, protein

및 이것의 조직 분포를 통해 알아보는 것이다.

이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 중에 특이한 것은 배자배양법이다. 전통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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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형태 측면의 발생 연구는 여러 발생 단계의 배자나 태아를 시기별

로 추적하는 것이었는데, 이렇게 얻은 결과는 여러 시기의 결과를 짜깁기

한 것에 불과해 정확한 발생을 이해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왔다. 또한 배

자를 계속 살아 있는 상태로 실험하는 것은 불가능했기에 세포, 조직 혹

은 기관을 배양하였지만 개체의 일부만을 이용한 것이기에 나름대로 한

계가 있었다. 따라서 살아있는 배자를 꺼내 조작하고 계속 관찰할 수 있

는 방법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왔으며, 이런 목적으로 개발된 방법이 배자

배양법이다. 배자배양법은 현재 기형유발물질의 검증에 주로 이용되고 있

으나 발생 연구에 점자 확대 사용되고 있다.

배자배양에는 쥐나 생쥐같은 설치류가 가장 흔히 사용되며, 많은 구

조들의 원기가 출현해 기관발생이 활발한 발생 2주 동안에 2-3일간 배양

할 수 있다.22 이 방법은 배양 중인 배자를 수시로 관찰할 수 있고 원하는

발생 단계의 배자를 선택하거나 다양한 조작을 할 수 있어 발생 기전을

연구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23 이 실험에서는 배자를 원하는 열충격에 정

확하게 노출시키고 원하는 시간에 harvest 하기 위해 배자배양법을 선택

하였다.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을 연구하기 위해 여러 모델이 사용될 수 있는

데, 고온군을 43℃에 15분 노출시키는 것에 대해서는 별 이론이 없지만,

미약한 고온군의 정의는 연구자에 따라 다를 수 있다. 즉 미약한 고온군

을 42℃에 15분 노출시킨 것으로 정의하는 경우도 있으나,24 이 경우에는

고온군을 43℃에 노출 시켜야 하기에 수조의 온도를 변경시키는 등 실험

조작이 불편하다. 따라서 이 실험에서는 43℃ 5분을 미약한 고온군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을 보기 위해 미약한 고온군 대신

방사선, 저산소 등 다양한 요인을 사용할 수 있겠지만, 모두 정확한 제어

가 어렵거나 방사선에서와 같이 실험실을 이동해야하는 등의 실제적인

문제로 인해 간편히 사용할 수 있는 salicylate를 선택하였다.

이 실험에서 mRNA의 측정은 RT-PCR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 방법

은 매우 적은 양까지 관찰할 수 있지만, 존재하는 mRNA의 양을 기하급

수적으로 증폭시키는 방법이므로 밴드로 나타나는 양은 존재하는 RNA

transcripts의 절대량이 아니라 오히려 실재 나타나는 대조군과의 양적 차

이가 보다 극대화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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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결과 미약한 고온군의 경우, mRNA의 양은 대조군에 비해 증가

한 데 반해 단백질의 양은 대조군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위적 증폭 없이 단백질의 절대량을 측정할 수 있는 western blot의 경

우 RNA transcripts와 달리 그 양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함을 보이지 않

았는데, 이로 미루어 볼 때, RNA의 절대량 역시 대조군과는 크게 차이나

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보고에 따르면, 43℃ 5분의 미약한 열충격과 비

슷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42℃의 고온에 15분 노출시킨

배자에서, Hsp72 mRNA는 1시간 이내에 급격히 발현양이 증가하였으나

5 시간 안에 발현양은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했다. 단백질 역시 RNA보다

는 안정적으로 유지되었으나 마찬가지로 24시간 안에 미미한 수준으로

발현양이 약화됨을 볼 수 있었다.24

유기체의 면역반응의 주요 특성 중의 하나는 자기제한(self-

limitation)인데, 모든 정상적인 면역 반응은 항원자극 후에 시간이 지남에

따라 점차 약해진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면역반응은 항원에 의해 유도되

고 항원을 제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에 따라 림프구를 활성화

하는데 필요한 자극이 없어지기 때문이다.25 본 실험의 미약한 고온군에서

도 이러한 일반적인 면역반응의 법칙이 적용이 된 것으로 생각할 수 있

다. 즉 열충격 내성은 고온의 열충격에 의한 세포장애를 막는 기능을 수

행하므로, 열충격내성을 유도시킬 수 있는 자극이 사라지면, 점차 세포의

기형유발을 방어하기 위한 세포내 활동도 필요 없어지므로 자극을 받은

후 24시간 정도 지난 후에는 열충격내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Hsp72의 발현이 점차 약화된 것으로 보인다.

강한 고온의 열충격 환경인 43℃에 15분 노출된 배자의 경우, RNA

양은 대조군 수준인데 반해 단백질 양은 대조군보다 증가했음을 볼 수

있다. 또 이러한 발현양은 면역조직화학법을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 실험군에서 확인된 Hsp72의 존재가 열충격내성에 역할을 할지

는 단언할 수 없다. 그 이유는 우선 강한 고온은 열충격내성을 유발시키

지 않으면서 Hsp72의 발현을 유도할 수 있다는 보고가 있기 때문이다.16,

26 다음으로 여기서 관찰된 Hsp72가 기능을 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점이

다. 열충격에 대한 세포의 반응은 상당히 빠르게 진행되는데 스트레스를

받은 후 1시간 내에 Hsp72의 발현이 증가하고, 더 이상의 자극이 없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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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감소하며,24 이러한 Hsp72의 증감은 열충격내성의 생성과 소멸과 함

께 나타난다.27, 28 이 실험에서는 열충격을 가하고 나서 24시간 후에 그

양을 관찰했으므로, 관찰된 양을 43℃, 15분의 열충격에 의해 증가한 양

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증가했던 양이 감소되는 상태에서 나타난 양으로

보인다. 즉, 관찰된 양은 이미 그 기능을 상실했거나, degradation의

target인 상태일 수 있다. 물론, 자세한 functional study 없이는 열충격

내성이 사라지는 상태에 잔존하는 Hsp72가 그 기능을 상실했다고 말할

수는 없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는 Hsp72의 기능 이해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열충격 내성은 고온의 열충격을 주기 전, 미약한 고온을 처리함으로

써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6, 29 본 실험에서도 43℃에 5분 동안

전처치함으로써 열충격내성을 유발시켰다. 이 경우 Hsp72의 mRNA와 단

백질의 양 모두 대조군에 비해 월등히 증가했음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발현은 배자 내 조직 전반에 걸쳐 발현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보고에 의

하면 조직에 따라 열충격 내성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며,30, 31 따라서

열충격내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Hsp72의 발현 역시 조직 특이성(tissue

specificity)을 나타낼 수 있으리라 예측하였으나, 본 실험에서는 조직 특

이성은 관찰할 수 없었다. 따라서 열충격 내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부위의

특이성에는 Hsp72이 외의 다른 요소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Hsp72가 열충격 내성에 관여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밝혀

진 바는 없었으나, 최근 Hsp72가 apoptosis를 억제하는 기작에 대한 이해

를 좀 더 명확히 해주는 결과가 보고 된 바 있다. Balb/c 생쥐에서 유래

한 mouse embryo fibroblasts(MEF) cell에서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Hsp72가 apoptosis로부터 세포를 방어하는 기전은 apoptosome의 억제가

아니라 mitochondria의 upstream에서 일어난다고 한다.32 또한 쥐 배자에

서는 열충격에 의해 apoptosis의 초기 현상인 DNA fragmentation현상이

일어났고, 이러한 DNA fragmentation 형상은 미약한 고온의 전처리를 통

한 열충격내성의 생성에 의해 완화됨이 보고된 바 있다.33 Hsp72에 의해

열충격내성이 유도되고 이로써 열에 대한 저항성이 나타난다는 사실과

고온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apoptosis가 thermotolerance에 의해 감소된

다는 사실은 Hsp72가 apoptosis를 억제함으로써 열충격내성을 획득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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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준다. 다른 한 편으로는 HSP72 유전자의

functional domain에 대한 연구 보고가 있는데, Rat-1 cell의 경우, HSP72

의 nucleolar domain에 돌연변이가 일어났을 때 열충격내성이 사라짐이

보고되었고, HSP72에서 nucleolar domain을 제거했을 때, HSP72는 세포

를 보호하지 못해 고온의 충격에 의해 발생하는 핵단백질의 aggregation

이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34 이로써 열충격이 핵단백질에 미치

는 영향을 Hsp72가 완화시켜준다고 유추할 수 있다.

이러한 핵단백질에 대한 Hsp72의 chaperone적 기능과 apoptosis를 함

께 생각해 볼 때, 세포가 damage를 입은 상태에서 apoptosis로 갈 것인

지, repair로 갈 것인지의 갈림길에서 Hsp72는 apoptosis로의 signal

transduction을 억제하고, 핵단백질의 aggregation을 막아 핵단백질이

repair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apoptosis가 아닌 repair쪽으로

세포의 운명이 선택되도록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미약한 고온 대신 salicylate를 전처리하여 열충격내성을 유도시킨 군

에서는, 열충격에 노출된 24시간 후에 미약한 고온에서 관찰된 정도의 수

준으로 Hsp72의 발현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조직 내 분포 위

치 또한, 미약한 고온의 스트레스로 유발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조직 특이

성 없이 전반적으로 고르게 분포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상당한

유사성으로 미루어 보아, 미약한 고온과 salicylate는 Hsp72의 발현을 증

가시킴에 있어 교차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를 통해 salicylate

에 의해서도 열충격내성이 유도될 수 있는 것으로 보아지며, 화학적 스트

레스와 물리적 스트레스 상호간에 열충격내성을 유도함에 있어 교차성이

존재한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salicylate에 의한 Hsp72의 발현 증가가 열

충격 내성임을 좀 더 명확히 밝히기 위해서는 salicylate의 처리를 통해

열충격에 의해 일어난 apoptosis가 줄었는지 확인해 보거나 핵단백질의

aggregation 정도를 측정해 봄으로써 Hsp72의 발현양 증가로 인한 열충

격내성의 효과를 알아보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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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발생 9일에 적출한 배자를 발생 11일 오전까지 배양하면서 발생 10일

에 미약한 고온군 및 고온군에서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을 확인하고, 열

충격 내성에서 미약한 고온군 대신 화학물질인 salicylate를 사용했을 때

이것도 열충격 내성을 일으킬 수 있는지, 즉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이 있

는지를 발생 중인 흰쥐에서 배자배얍법을 이용해 Hsp72의 transcript,

protein 및 이것의 조직 분포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미약한 고온으로 처리했을 때 Hsp72 mRNA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

해 3배 정도 증가하였으나, 미약한 고온군으로 전처리한 고온군에서

Hsp72 mRNA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그러나

Hsp72 단백질의 경우 미약한 고온군과 고온군에서 발현향이 대조군에 비

교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

2. salicylate에 처리했을 때 Hsp72 mRNA의 발현이 미약한 고온군과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고, salicylate를 미약한 고온군 대신 전처리한 경

우 Hsp72 mRNA의 발현이 대조군에 비해 4배 이상 증가하였다.

3. 면역조직화학법으로 Hsp72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 배자의 특정 부위

나 기관에 따라 유도된 Hsp72에 특별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미약한 고온과 salicylate는 Hsp72의 발현을 증가시켰으

며, 미약한 고온 대신 salicylate를 전처치해도 고온에 노출시킨 후에 열충

격 내성을 나타냄으로써 열충격 내성은 화학적 스트레스와 물리적 스트

레스 상호간에 서로 교차성이 존재함을 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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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oss reactivity of thermotolerance induced by hyperthermia

in rat embryos in vivo

Lee Seunghu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Hyoung Woo Park)

Immune system is known as providing a mechanism for

surviving from various environmental stresses. However, immune

system is immature during early embryogenesis, so other

mechanisms must be operated. The best known such mechanism

is thermotelerance which is mediated by heat shock protein.

In this study, rat whole embryos removed at E9.0 were

cultured for 2 days. To confirm the effect of heat shock and

thermotolerance, E10.0 embryos were exposed to mild or severe

heat shock and priming mild heat shock followed by severe heat

shock. To investigate cross reactivity among factors inducing

thermotolerance, embryos were pretreated with salicylate, chemical

teratogen, instead of mild heat shock before severe heat shock.

Thermotolerance was measured by the amount of Hsp72

transcripts and proteins. Moreover, to examine protein localization

of Hsp72 induced by physical or chemical factors,

immunohistochemistry was carried out.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1. when priming mild heat shock was pretreated, exp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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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p72 increased more than 4 and 3 times compared to control in

RNA and protein levels respectively.

2. When salicylate was pretreated instead of mild heat shock,

expression of Hsp72 increased over 4 times compared to control.

Additionally, high similarity in expression of Hsp72 was shown

between the mild heat shock group and the salicylate group.

3. According to immunohistochemistry, Hsp72 expression

induced by heat shock or salicylate showed no tissue specificity

and little differences between them.

In conclusion, Hsp72 was induced by salicylate as well as mild

heat shock and thermotolerance was induced when priming

salicylate treatment was substituted for mild heat shock in the

mild heat shock pretreatment group. These results altogether imply

that cross reactivity exists between chemical and physical stresses

to induce thermotolerance.

---------------------------------------------------------------

Key Words: rat. whole embryo culture, heat shock protein72 ,

thermotolerance, cross reactivity


	차 례
	그림 및 표 차례
	국문요약
	Ⅰ. 서론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2. 발생 9일 배자의 배양
	가. 배자의 적출
	나. 배양액
	다. 배양법
	라. 배양 결과의 분석

	3. 열 및 salicylate를 통한 열충격 단백질의 유도
	가. 고온에 의한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
	나. Salicylate에 의한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 분석

	4. Hsp72를 통한 열충격 단백질의 유도, 열충격 내성 및 그교차성 분석
	가. Hsp72의 RNA 수준에서의 발현 양상 분석
	나. Hsp72의 Protein 수준에서의 발현 양상 분석
	다. Hsp72의 조직 내 localization 분석


	III. 결과
	1. 발생 9일 배자의 배양
	2. 온도 변화에 따른 열충격 및 열충격 내성
	가. Hsp72 mRNA 발현
	나. Hsp72 단백질의 발현
	다. 배자에서 Hsp72의 localization

	3. Salicylate에 의한 열충격 내성의 교차성
	가. Hsp72 mRNA 발현
	나. Hsp72 단백질의 발현
	다. 배자에서 Hsp72의 localization


	IV. 고찰
	V. 결론

	참고문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