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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당뇨병성 신증에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의  VEGF 발현 억제 효과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의 합병증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말기 신부전증의 가

장 많은 원인에 속한다. 당뇨병성 망막증의 병인으로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ACE inhibitor)가 VEGF의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그러

나, 당뇨병성 신증에서 VEGF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저자는 

당뇨병성 신증에서 angiotensin II 증가에 의한 VEGF 생성의 증가가 중요한 신손

상 기전인지를 알아보고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L-158,809)의 투여가 VEGF 

발현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고자 하 다. 우선 생후 8주된 약 250g의 

Sprague-Dawley rat 32마리 중 16마리에게 streptozotocin 60mg/kg을 복강내로 

주사하여 당뇨를 유발하 다. 정상군과 당뇨군을 다시 무작위로 8마리씩 나누고 

그중 각각 한 군에게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L-158,809)를 5mg/kg/day 경구 

투여하며 12주간 사육하 다. 실험군은 I군(normal, n=8), II군(normal+L-158,809, 

n=8), III군(diabetes, n=8), IV군(diabetes+L-158,809, n=8)로 분류하 으며, 실험 0, 

8, 12주에 각각 기초자료(체중, 24시간 요단백, 혈당, 당화혈색소)를 수집하고 실험 

12주에 신장을 적출하여 신장의 사구체 용적과 VEGF의 발현을 비교하 다.  

 실험 시작시의 기초 자료에서는 네 군이 모두 비슷한 체중과 24시간 요단백치를

보 다. 실험이 진행되면서 8주와 12주째 III군과 IV군의 요단백치는 모두 상승하

다. 실험 12주째의 요단백치는 III군이 181.1+76.5mg/day, IV군이 106.7+35.9 

mg/day로 두 군과 I군과  II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또한 III군

과 IV군 사이에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신장 사구체 용적은 III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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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군이 I군, II군보다 증가되어 있었으며,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하여 측정한 

VEGF의 발현은  I군과  III군, II군과 III군, III군과 IV군 사이에 통계학적인 유의

한 차이(p<0.05)를 관찰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당뇨병성  신증 발생기전에  VEGF가  관여하며 안지오텐신 II 수

용체 길항제는 VEGF 억제를 통해 신장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단어: 당뇨병, 당뇨병성 신증, VEGF,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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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증에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의  VEGF 발현 억제 효과

지도 정춘희 부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심명숙

 I. 서론    

 당뇨병에서 이환율과 사망율의 주요한 원인이 되는 미세혈관 합병증에는 당뇨병

성 망막증과 신증이 있다. 이중 당뇨병성 망막증의 병인으로는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ACE inhibitor)가 VEGF의 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되었

다
(1-3)
. 

  그러나 당뇨병성 신증에서 VEGF의 정확한 역할에 대해서는 아직 불확실하다. 

VEGF는 1983년에 Senger 등에 의해 처음으로 보고되었다. VEGF는  4  

isoforms of glycoprotein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신장의 내피세포와 간질세포에서 

발현된다.  VEGF receptors는 Flt-1와 Flk/KDR 2가지가 있으며 신장의 내피세포

와 간질세포,       단핵구, 조혈모세포 및 망막에서 주로 발현된다(1,4).

 VEGF의 역할은 주로 신생혈관 형성과 혈관 투과성 증가이며 VEGF의 발현 기

전 중에 당뇨병성 신증과 관련된 것으로는  angiotensin II의 역할이 보고 되고 있

다. 당뇨병성 신증에서의 angiotensin II의 역할은 ACE inhibitor와 안지오텐신 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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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 길항제의 신보호 효과로서 실험 및 임상적으로 설명하고 있으나, 단순한 

혈압의 하강만으로는 그 기전을 설명하기 힘들다(5,6).

  Angoiotensin II의 신장 손상 기전으로는 systemic hypertension, systemic 

renal vasoconstriction과 cytokine(TGF-β, VEGF)의 생성 촉진 등이 있다. 이중 

VEGF는  신장의 내피세포와 간질세포에서 표현될 때 hypoxia, glucose induced 

protein kinase C(PKC) activation 또는 TGF-β mediated pathway에 의해 증가될 

수 있다
(5)
.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의 합병증 중 가장 심각한 것으로 말기 신부전증의 가장 

많은 원인에 속한다(7). 단순히 혈당과 혈압의 조절을 통해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

을 지연시키는 것보다, 그 기전중의 하나인 VEGF를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차단시킨다면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증의 유발율

을 낮출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연구자는 이 연구를 통해 스트렙토조토신 유발 

당뇨쥐에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의 신보호 향이 VEGF 발현 억제를 통

한 신질환 진행의 억제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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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체중 약 250g의  수컷 흰쥐(male Sprague-Dawley rat) 32마리를 준비하여 몸무

게를 측정한 다음 대사우리에 넣어  24 시간 소변을 모아 기저 소변 단백을 측정

하 다. 당뇨를 유발하기 위해 이중  16마리의 쥐에게 60mg/kg의 streptozotocin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복강내로 주사하 으며, 1주후에  

꼬리 정맥에서 채취한 혈액으로 혈당을 측정하여 200mg/dl 이상이면 당뇨가 유발

된 것으로 보았다. 

정상 Sprague-Dawley rat 16마리와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 16마리를 

다시 무작위로 각각 두 군으로 나누어 이 두 군을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

(L-158,809
(19)
)를  투여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으로 나누었다.  각 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I군은 정상 Sprague-Dawley rat으로  8마리이고

II군은 정상 Sprague-Dawley rat 8마리로 증류수에 섞은 L-158,809을 식수로 

5mg/kg/day투여하 다.

III군은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으로 8마리이고

IV군은 streptozotocin-induced diabetic rat 8마리에게 증류수에 섞은 L-158,809을 

식수로 5mg/kg/day 투여하 다.

2. 방법

가. 기초 자료 수집

III군과 IV군은 당뇨쥐로서 몸무게를 유지하고 혈당 조절을 위해 1주에 3회 자가

혈당 측정기(Surestep, Lifescan Inc., MA, USA)로 혈당을 재고 인슐린

(Humulin-N)을 0.5u/kg를 근주하 다. 모든 쥐는 8주, 12주 후에 몸무게를 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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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우리에서 24시간 동안 사육하여 24시간 소변을 채취하여 소변 단백을 측정하

으며, 실험 12주에 쥐의 꼬리에서 tail cuff method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을 

측정하 다. 

나. 신적출

실험 12주에 쥐를 에테르로 마취한 다음 복부를 절개하여 양측 신장을 적출하여 

단축으로 절단하고, 신조직의 반은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48시간 이상 고

정시킨 다음 파라핀에 포매시켜서 보존하고, 반은 질소 용액으로  급속 냉동시켜 

보존하 다.

다. 신장의 병리조직학적 검사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을 5μm 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hematoxylin and eosin 염색

을 한 후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각 군에서 사구체의 용적을 측정하 다. 

Charge-coupled devices camera(Pulnix, MA, U.S.A)를 부착시킨 광학 현미경 하

에서 관찰된 사구체의 화상을 컴퓨터의 모니터로 전송하고, image analyzer를 이

용하여 사구체 면적을 구한 다음 각 쥐의 사구체용적 (VG)은 측정한 사구체의 평

균면적을 이용하여 Weibel과 Gomez의 방법에 의하여 다음의 공식으로 산출하

다(16).

                               VG = Area
1.5 
x 1.38/1.01

              (1.38: shape coefficient, 1.01: size distribution coefficient)

 

 

라. 신조직에서의 VEGF 면역조직화학 검사

신장 조직을 얻은 후 4% paraformaldehyde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수세, 탈수, 파라핀 포매 과정을 거친 후 5μm 두께로 자른 다음 현미경 슬라이드

에 놓고 면역조직화학법으로 염색하기 위하여 파라핀을 제거하 다. 이후 pH 6.0

의 10mm/L citrated buffer로 옮긴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0.05% H2O2-methanol을 

15분간 처리한 다음 1차 항체인 monoclonal anti-VEGF antibody(Santa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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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 Inc, SC. USA)를 실온에서 1:1000으로 희석하여 첨가하 다. Rat 

ABC staining system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C, USA)에 있는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를 첨가한 뒤 avidin and biotinylated  

horseradish peroxidase(ABC reagents)를 첨가하 다. 마지막으로  peroxidase 

substrates  내에서 incubation하 다. 

염색된 조직은 charge-coupled devices camera(Pulnix, MA, U.S.A)를 부착시킨 

광학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여 사구체의 화상을 컴퓨터의 모니터로 전송하고,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사구체에서 염색된 VEGF의 optical density를 측정하

다.  

마. 통계 분석 

실험성적은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다. 통계 분석은 윈도우용 SPSS 10.0을 사

용 oneway ANOVA, Tukey test(multiple comparison) 방식으로 분석하고 p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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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과 

1. 기초 자료의 비교

 

  가. 체중의 변화 

체중은 12주에 III군에서 정상 대조군(I군, II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되어 있었다(Table 1).  

Table 1. Changes of body weight in 4 groups

N: number

 Data express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group I and II

Group N
Body weight(g)

0 week 8th week 12th week

I. Normal 8 230.0±14.9 337.5±27.1 382.5±28.5

II. Normal+L-158,809 8 234.3±12.3 323.7±21.3 350.5±23.9

III. DM 8 236.8±19.0 315.0±58.7 287.5±60.6*

IV. DM+L-158,809 8 231.2±9.9 331.6±19.4 322.5±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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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24시간 소변 단백양의 변화 

 24시간 소변 단백양은 당뇨군(III군, IV군)에서  8주와 12주에 정상 대조군에 비

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 또한 III군과 IV군 사이에도 통계적인 유의성이 있

었는데, IV군이 III군에 비해 12주에서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24시간 소변 단백 양

을 보 다(Table 2). 

 Table 2. Changes of 24-hour urine protein in 4 groups

N:number

Data express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group I and II

§: p<0.05 compared to group III

Group N
    24-hour urine protein(mg)

0week 8th week 12th week

I. Normal 8 67.5±35.5 68.5±32.2 66.3±26.3

II. Normal+L-158,809 8 66.0±18.2 82.6±34.0 69.7±26.3

III. DM 8 51.9±19.4 144.9±30.2* 181.7±76.5*

IV. DM+L-158,809 8 56.4±12.5 126.2±37.6* 106.7±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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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실험 12주의 혈압의 비교

 혈압은 네 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ure 1).

Figure 1. The comparison of systolic blood pressure among 4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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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병리조직학적 소견

 

조직학적인 소견은 당뇨군이 정상군에 비해 사구체 간질의 확장이 심하고 사구체

의 용적이 증가되어 있었다(Table 3, Figure 2).

 

Table 3. The comparison of glomerular volume in 4 groups

N:number

Data express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group I and II

Group
N

Volume of glomerulus(㎛3x103)

I. Normal
8

1185.0±459.5

II. Normal+L-158,809
8

1005.6±403.1

III. DM
8

1859.9±796.8*

IV. DM+L-158,809
8

1942.3±72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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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igure 2 . Hematoxylin and eosin staining of glomeruli in 4 groups

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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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VEGF 발현의 비교

VEGF의 발현은 면역화학 염색에서 III군은 I군과 II군에 비해 증가되었고, I군과 

II군 사이에는 차이가 없었으며, IV군이 III군에 비해 감소되어 있었다(Table 4, 

Figure 3).

 

 

 Table 4. Optical densities of VEGF in glomerulus

N:number

Data express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group I,Ⅱ and Ⅳ

Group N Optical density

I. Normal 8 162±.27.1

II. Normal+L-158,809 8 165.0±5.0

III. DM 8 174.2±8.7*

IV. DM+L-158,809 8 165.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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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VEGF in glomerular area.     

Group I                          Group II

 

Group III                         Group I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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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중요한 만성합병증 중의 하나이며 최근 

국내에서도 신대치 요법을  받는 환자의 34%가 당뇨병환자일 정도로 당뇨병 환

자에서 신장합병증의 빈도가 높다(1,7).  또한 당뇨병 환자에서 당뇨병성 신증이 발

병하게 되면 당뇨병이 동반되지 않은 당뇨병 환자나 비당뇨병 환자에 비하여 요

독증이나 심혈관계 질환으로 인한 사망률이 높으므로 당뇨병성 신증으로 진행하

는 데 관여하는 인자를 밝혀내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7,8). 

현재까지의 연구를 종합해 보면 당뇨병성 신증에 관여하는 인자로 유전적인 요소, 

기질 단백의 변화, 불량한 혈당조절 상태, 고혈압, 사구체 여과율 및 신동맥 내 혈

류역동학적 변화 등이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밝혀진 바 

없다(2,5,7,9).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의 중요한 병리학적, 임상적 변화는 사구체 간질에 세포외 

기질이 과다하게 축적하고 사구체 투과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하여 단백뇨를 초

래하는 것이다(7). 이러한 변화를 초래하는 기전은 아직까지 확립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나, 고혈당 및 사구체내의 고혈압 등이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으며,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PDGF), insulin-like growth factor-1(IGF-1) 등 여러 성장인자들과의 관

련성이 보고되고 있다(1,2,5).  

이러한 여러 성장인자들 중에 특히 VEGF는 사구체 족세포(podocyte), 근위세뇨

관, 집합관에서 주로 발현되는 당단백으로, 혈관투과성을 증가시키며, 실험동물에

게  VEGF를 투여하면 단백뇨를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어 이의 증가가 사구체 

투과성의 비정상적인 증가를 야기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1,2). 

고농도의 포도당에 배양한 사구체 내피세포 및 혈관세포에서 VEGF mRNA 및 단

백표현이 현저히 증가되었으며, angiotensin II 및 mechanical stretch를 부여한 

혈관간세포에서도 VEGF의 증가가 관찰되었다는 보고들은 당뇨병에서 관찰되는 

고포도당 및 사구체 고혈압에 의한 단백뇨 유발에 VEGF가 관여한다는 간접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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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거라 할 수 있다(10,11,12).  또한 당뇨쥐에서 정상쥐에 비하여 신장의 VEGF 

mRNA 표현이 현저히 증가되어 있었으며, VEGF 단백 표현의 증가가 초기 당뇨

병성 신증 환자의 신조직 면역화학 염색에서도 관찰되었다(2). 한편 angiotensin II

는 혈역동학적인 영향 외에  사람 혈관조직과 신장의 사구체 간질에서 VEGF의 

생성을 자극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5,11,13,14).  

 본 실험에서는 당뇨병을 유발한 백서에게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하

여 당뇨병성 신증이 예방될 수 있는 지에 대하여 알아보았는 데 우선 정상 대조

군과 당뇨군의  24시간 소변단백을 채취하였다.  당뇨병성 신증이 있을 때 신장의 

사구체 내부의 혈압이 상승하고 혈관투과성이 증가하므로 소변으로의 단백질의 

배설이 증가하게 되며, 당뇨병성 신증이 심해질수록 소변으로 배설되는 단백의 양

은 증가하게 된다(7,15). 본 실험에서도 당뇨군의 소변내의 단백양이 정상 대조군에 

비해서 증가되었는 데, 이러한 변화는 당뇨병을 유발한 지 8주후와 12주후에 측

정한 소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이중 당뇨군중에서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

제를 투여한 군(IV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III군)을 비교하여 보았을 때 당뇨 발생 

12주후에 측정한 소변 단백수치에서 차이가 있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즉 IV군에

서 측정한 소변 단백의 양이  III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음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차이가 나타나는 이유로 가능한 설명은  두 군간에 혈당조절의  차이나, 

혈압조절 차이를 생각할 수 있는데, 사육하는 동안 두 군에서 측정한 평균 혈당은  

차이가 없었으며, 혈압 또한 차이가 없으므로 이 두 기전이 아닌 다른 기전이 존

재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다. 

 당뇨병성 신증이 신장의 병리학적인 구조에 미치는 영향은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사구체 간질의 확장과  세포외 기질의 과다 축적으로 나타나게 되고 좀더 진행된 

당뇨병성 신증의 경우 사구체 경화에 이르게 된다(7,15). 또한 사구체 내부의 확장

과  물질 축적으로 인하여 사구체의 용적은 증가하게 되는데, 이는 광학 현미경으

로  관찰하여 보면 사구체의 크기가 차이가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사구체의 면

적을 측정하여 일정한 공식(Weibel과 Gomez의 방법)에 대입하여 계산할 수 있다

(16,17). 본 실험에서 당뇨군의 신장 조직 슬라이드를 광학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당뇨군의 사구체에서 사구체 간질의 확장이 관찰되었으며, 사구체의 용적도 증가



- 17 -

되었으나, III군과 IV군 모두 사구체 경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이 사실은 이 실험

이 진행된 기간과 관계가 있으리라 생각되는 데,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12주로 비

교적 짧았고, 24시간 소변 단백의 양 역시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 수준으로 증가되

어 있어 이 당뇨군(III군,IV군)에서 보이는 신장의 변화는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 

변화라고 생각할 수 있겠다(2). 

 당뇨병성 망막증에서 VEGF의 관련성을 살펴보면, 망막증의 기전인 hypoxia에 

의한 신생혈관 생성과 투과성의 증가와 관련 있으며, 당뇨병성 망막증이 있는 환

자의 포도막액에서 측정한 VEGF가 증가되어 있고 ACE inhibitor를 써서 포도막

액내의 VEGF 농도가 감소한다는 보고가 있다(3,6). 당뇨병성 신증과의 관계는 고

혈당의 환경에서 신장세포의 VEGF mRNA 발현이 증가하였고, 당뇨병성 신증의 

단계별로 VEGF의 발현율을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관찰한 결과 초기와 중기

의 당뇨병성에서 가장 많은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이는 주로 사구체와 근위세뇨관

에서 발현됨을 알 수 있었다(2). 특이한 점은 당뇨병성 신증이 많이 진행되어 광학

현미경상에서 이미 사구체 경화증이 진행된 경우에는 도리어 VEGF의 발현이 감

소하였다는 것이다(2). 이는 VEGF가 발현되는 기간이 당뇨병성 신증에서 초기임을 

시사하고 그 이유는 당뇨병성 신증의 기전에서 hypoxia, protein kinase C의 활

성화 및 TGF-β mediated pathway로 인하여 사구체 간질세포와 사구체 내피세

포에서의 VEGF 표현이 상승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1,5,18). 당뇨병성 신증이 

말기에 이르러 사구체 경화증에 이르렀다면 결국 더 이상의 신생 혈관 생성이나 

투과성의 증가가 의미가 없어져, VEGF가 더 이상 증가 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

다. 

본 실험에서는 신장 조직의 사구체에서 VEGF 발현성을 보기 위해 면역 조직 화

학 염색을 시행하였다. Monoclonal anti-VEGF antibody를 이용하여 면역 염색

하여 image analyzer로 면역 염색정도를 평가한 결과 당뇨군 중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투여한 군(IV군)이 투여하지 않은 군(III군) 보다 감소되어 있었

다. 이는 결국 초기 당뇨병성 신증에서 VEGF가 증가하는 데, 어떠한 알려지지 않

은 경로로 인해 IV군에서의 VEGF 발현의 억제를 시사하고 있다. 똑같은 환경에

서 사육한 III군과 IV군에서 달리한 조건은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의 투여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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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안지오텐신 II의 당뇨병성 신증에 기여하는 경로 중에 VEGF 활성화가 있었

음을 상기하여 본다면, IV군에서의 VEGF 감소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의 

투여에 의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겠다. 

 결론적으로 당뇨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24시간 소변 단백이 증가한 것은 당뇨병

성 신증의 결과이고,  III군과 IV군 간에 보인 24시간 소변 단백의 차이와 신장조

직의 면역 조직 화학 염색의 차이는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에 의한 VEGF 

발현 억제에 의한 결과로 생각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한 당뇨병성 신증의 예방이 

가능하리라 생각된다.

  

 

 

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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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본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 기전 중 하나로 최근 연구가 진행되고 있

는 VEGF의 발현과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를 이용한 VEGF 발현 억제 효

과의 규명을 통해  당뇨병성 신증의 예방에  안지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가  효

과가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으며, 당뇨병성 신증에서 VEGF 발현이 증가하며, 안지

오텐신 II 수용체 길항제는 VEGF 억제를 통해 신장 보호 효과를 나타내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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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 of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ade on VEGF 

expression in diabetic nephropathy 

Myoung Sook Sh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Choon Hee Chung )

Purpose: Diabetic nephropathy is one of the most serious complications of 

diabetes, and it is the leading cause of  chronic renal failure.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VEGF)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physiology 

of diabetic retinopathy. It can be blocked by ACE inhibitors, whereas the 

precise role of VEGF in diabetic nephropathy is uncertain. 

Methods: I prepared 32 eight week-old Sprague-Dawley male rats. Among 

them 16 were chosen and injected with streptozotocin (60mg/kg) into peritoneal 

cavity with the goal of inducing diabetes. One week later,  I checked 

peripheral blood sugar from rat tail vein. Glucose levels exceeding 200mg/dl 

were taken as evidence of diabetes. Rats  were divided into 4 groups(8 

rats/group). Group I served as a control. Group II was treated with angiotensin 

II receptor blokade(L-158,809, 5mg/kg/day, in drinking water). Group III 

consisted of diabetic rats and group IV diabetic rats treated with the s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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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giotensin II receptor blokade(L-158,809) regime. At the beginning of the 

experiment and on 8th  and 12th week,  I collected 24-hour urine protein and 

checked body weight. At the end of the study, I extracted kidney and 

compared glomerular volumes and  optical densities of VEGF  expression in 

glomeruli.

Result: The basal characteristics  were same initially. However, on week  8 

and week 12 the amount of 24-hour urine protein increased in group III and 

IV (p<0.05).  Especially on week 12 measurements indicates that the amount 

of  24-hour urine protein was greater in  group III  than in group IV(p<0.05). 

Glomerular volume was also greater in group III and IV(p<0.05). Optical 

densities of VEGF in glomeruli increased in group III  compared to group I, II 

and IV(p<0.05).

Conclusion: VEGF plays a precise role in diabetic nephropathy, and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ade can reduce diabetic nephropathy by suppressing VEGF 

expression. 

Key words: Diabetes mellitus, diabetic nephropathy, VEGF,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ad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