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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 백서 사구체 및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에서  

ZO-1의 변화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영향 

 

 

당뇨병성 신증은 임상적으로 단백뇨를 보이는 것이 특징적인 소견으로, 

단백뇨의 발생 기전은 사구체 기저막의 전하 선택성 (charge selectivity)과 

족세포 (podocyte)의 크기 선택성 (size selectivity)에 이상이 생겨 발생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중 크기 선택성은 주로 족세포의 족돌기 (foot 

process) 사이의 slit에 의해 유지되는데, slit 내에 존재하는 세극막 (slit 

diaphragm)은 nephrin과 p-cadherin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Zonula occludens-1 (ZO-1)은 족세포의 족돌기 세포질 내에 존재하는 

단백으로 세극막이 부착되는 부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사구체 여과 장벽 

(glomerular filtration barrier)의 유지에 중요할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최근에 단백뇨를 동반한 MWF rat model에서 사구체 내 ZO-1의 발현이 

감소되었을 뿐만 아니라 세포 내 분포가 변화되었다는 보고는 있지만, 

당뇨병성 신증에서 ZO-1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한편 

당뇨병성 신증에서 레닌-안지오텐신계의 억제는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신부전의 진행을 지연시킨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으며, 이러한 효과가 

혈역학적 기전 이외의 추가적 기전에 의한 것일 수도 있다고 주장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자 등은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조건적 불멸화 족세포 

(conditionally immortalized mouse podocyte)에서 ZO-1의 발현을 

관찰하였으며, 동시에 streptozotocin으로 당뇨를 유발시킨 백서에서 분리한 

사구체에서 ZO-1 mRNA와 단백의 변화도 RT-PCR과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이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또한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와 당뇨 백서에 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 차단제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ARB)인 L-158,809를 투여한 후의 

변화를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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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7일간 고농도 포도당 (30mM) 배양액으로 배양한 족세포 내의 ZO-1 

mRNA와 단백 발현은 정상 포도당 (5.6 mM)으로 배양한 족세포에 

비하여 각각 283%와 220% 증가되었으며 (p<0.01), ARB를 투여한 

고농도 포도당 배양액으로 배양한 족세포에서는 고농도 포도당군에서 

관찰된 ZO-1 mRNA와 단백 발현의 증가가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p<0.05). 

2. 24시간 뇨단백 배설량은 당뇨군에서 1개월 후 78.7±7.2mg, 2개월 

후 72.8±7.2mg, 그리고 3개월 후 90.6±11.3mg으로, 대조군의 

1개월 후 23.0±1.5mg, 2개월 후 23.9±1.2mg, 및 3개월 후 

19.8±3.2mg에 비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p<0.01), 이러한 증가는 

ARB의 투여에 의해 1개월 후 56.3±6.0mg, 2개월 후 52.5±3.6mg, 

및 3개월 후 51.6±6.6mg로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p<0.05). 

3. 당뇨군에서 사구체 내 ZO-1 mRNA 및 단백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모든 기간에서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3개월 후에는 각각 

234%와 216% 증가되었고 (p<0.01), 이러한 증가는 ARB의 투여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5). 

4. 면역조직화학 검사상 당뇨군의 사구체에서 대조군에 비해 ZO-1 

단백의 발현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ARB 투여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이러한 ZO-1 발현의 변화는 주로 

족세포에서 관찰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와 당뇨 백서 사구체에서 

ZO-1 mRNA와 단백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ARB의 투여로 억제됨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당뇨 백서에서 

동반되는 단백뇨가 ARB의 투여로 의미있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족세포 내의 ZO-1 발현의 변화가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부터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단백뇨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 
핵심 되는 말: 당뇨병성 신증, 족세포, 족돌기, ZO-1,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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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 백서 사구체 및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에서 

ZO-1의 변화와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의 영향 

 

 

<지도교수 한대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범 석 

 

I. 서론 

 

당뇨병성 신증은 신부전증의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며, 환자의 30% 정도

에서는 신대체 요법을 필요로 하는 말기 신부전증으로 진행하게 된다1. 

Diabetic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DCCT)의 연구 결과로 철저한 혈

당 조절이 인슐린 의존형 당뇨병 환자에서 신증의 발생과 초기 당뇨병성 신

증의 진행을 뚜렷하게 감소시킬 수 있다는 것이 증명되었으며, 따라서 고혈

당이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2. 또한, 

레닌-안지오텐신계 억제는 당뇨병성 신증에서 단백뇨의 발생과 신기능 감소

를 지연시킬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3-8. 그러나, 아직까지 고혈당으로 인한 

단백뇨의 발생 기전과 단백뇨 발생에서 레닌-안지오텐신계의 역할에 대해서

는 논란이 많은 실정이다. 

사구체에서의 여과는 혈관내피세포 (endothelium), 사구체 기저막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그리고 족세포 (podocyte) 등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이중 족세포의 세극막 (slit diaphragm)이 여과의 마지막 단계인 

선택적 여과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 당뇨병성 신증의 경우 초기

에 이미 족세포의 족돌기 (foot process) 융합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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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환에서 세극막의 기능 이상이 단백뇨의 발생과 연관되어 있을 것으로 생각

되어 왔다11. 세극막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단백에는 nephrin, 

zonula occludens-1 (ZO-1), p-cadherin, CD2-associated protein(CD2AP), 

catenin 등이 있다12-17. 이중 폐쇄소대 (tight junction) 단백인 ZO-1은 

nephrin의 cytoplasmic domain과 연관되어 있는 단백으로, 세극막의 정상적

인 여과 기능 유지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13,14, 아

직까지 당뇨병성 신증에서 단백뇨 발생과 ZO-1의 관계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레닌-안지오텐신계를 억제하면 단백뇨가 감소되고 신

부전의 진행이 지연된다는 사실이 널리 알려져 있다3-8. 각종 신질환에서 안

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 ACEI)

나 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 차단제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ARB)의 효과를 관찰한 연구에서 단백뇨의 감소가 이들 약물의 혈

역학적 기전뿐만 아니라 다른 추가적인 기전에 기인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

다18. Sharma 등19에 의해 족세포 내에 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가 존재한

다는 사실이 밝혀졌고, 자발적 단백뇨를 동반하는 MWF rat에서 단백뇨가 사

구체 기저막의 변화보다는 족세포 내 ZO-1 분포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으며, 

ACEI에 의해 족세포 내 ZO-1의 재분포와 사구체 경화의 억제가 일어났다는 

연구 보고에 비추어 볼 때20, ACEI의 신기능 보호 효과는 족세포에 대한 직

접적인 작용을 통해서도 매개될 것으로 생각된다.  

족세포는 분화된 상피세포라는 특성상 세포배양이 되지 않아 그 동안 다

른 세포에 비해 연구가 어려웠으나, 최근 Mundel 등21이 상피세포의 증식을 

유발하는 촉진유전자(promoter)를 마우스에 전이시켜 조건적 불멸화 족세포 

(conditionally immortalized mouse podocyte, MP)를 개발하였다. 이러한 

MP는 non-permissive condition 하에서는 정상 족세포의 특징을 대부분 나

타내기 때문에 생체 외 실험을 통한 족세포 단백 발현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

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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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본 연구자는 당뇨병성 신증에서 단백뇨의 발생에 세극막과 연관되어

있는 ZO-1의 발현 이상 또는 기능 변화가 관련되어 있을 것이라는 가정 하

에, 당뇨 백서와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를 이용하여 ZO-1 mRNA

와 단백 발현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ARB 처리 전후의 변화와 조직화학적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당뇨병성 신증에서 단백뇨의 발생 기전에 대한 이해와 

향후 치료 방향을 모색하는데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6

Ⅱ. 재료 및 방법 

 
1. 족세포 (Conditionally immortalized mouse podocyte, MP) 배양 

 

MP clone은 Mundel 등21이 기술한 방법으로 배양하였다. 간단히 기술하

면, Kb-tsA58 마우스 신장으로부터 사구체를 적출한 후 37oC에서  

collagen I으로 코팅 된 plate에 배양하였다. RPMI 1640 배양액에 10% FBS 

및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하고, H-2Kb promoter의 유발과 조건적 

불멸화 tsA58 T항원의 합성을 유도하기 위해 재조합 마우스 γ-interferon 

100U/ml를 첨가하였다. 배양 5일 후 trypsin으로 처리한 세포를 체공이 

33µm인 체 (sieve)에 통과시키고, 33oC에서 γ-interferon 100U/ml가 포함된 

배양액으로 배양하였다 (permissive condition). Plate에서 배양되고 있는 세

포 중 10개의 clone을 선택 배양한 후, 족세포에만 존재하는 WT-1이 발현

된 clone만을 선택하여 2달간 배양하였다. 이후 γ-interferon을 단계적으로 

10U/ml까지 감량한 후, 37oC에서 γ-interferon이 없는 배양액으로 2일마다 

배양액을 교환하면서 배양하면 일반적인 족세포의 성질을 나타내는 세포로 

분화된다 (non-permissive condition). 2주간 non-permissive condition 하

에서 배양한 족세포에서 synaptopodin의 발현을 RT-PCR과 Western blot 

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2. 세포 실험 

 

족세포의 분화를 확인한 후 정상농도 포도당 (5.6 mM, NG), NG+만니톨

24.4 mM (NG+M), NG+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 차단제인 L-158,809  

10-6 M (NG+ARB), 고농도 포도당 (30 mM, HG) 및 HG+ARB를 포함한 배

양액으로 교환하였다. 각각의 배양액으로 7일간 배양 후 세포를 처리하여 

RNA 및 단백을 추출하였다 (아래 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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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실험 

 

가. 약물 투여 

 

모든 동물 실험은 승인된 기안서에 따라 시행되었다. 무게 200-250g의 

웅성 백서 (Sprague-Dawley rats) 48마리를 사용하였으며, 이중 18마리는 

위약을 복강 주사하여 대조군 (C)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36마리는 

streptozotocin 65 mg/kg을 복강 주사하여 당뇨를 유발시켰다. 72시간 후 혈

당을 측정하여 당뇨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 당뇨가 유발된 쥐는 다시 2군

으로 나누어 18마리는 치료를 하지 않은 당뇨군 (DM), 나머지 18마리는 

ARB를 투여한 당뇨군 (DM+ARB)으로 하였다. ARB로는 L-158,809를 1 

mg/kg/day 용량으로 gavage 투여하였다. 백서들은 자동 온도조절 시설에서 

사육되었으며 물과 표준 실험식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매달 체중

과 혈당, 뇨단백 배설량을 측정하였다. 백서들은 당뇨 유발 1개월, 2개월 및 

3개월 후 각 군에서 6마리씩 희생시켰으며, 24시간 뇨단백 배설량은 Bio-

Rad Kit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한 

Bradford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나. 사구체 분리 

 

백서를 pentothal 50mg/kg 마취 하에 단두한 후 신장을 적출하여 sieve를 

통과시켜 사구체를 분리하였다. 적출된 신장을 면도날로 장축을 따라 반으로 

절개한 후 가위로 피질만을 분리하여 Hank's Balanced Salt Solution(HBSS)에 

옮긴 다음, 체공이 200, 150 및 75 µm인 stainless sieve를 차례로 통과시켜 

75 µm 소공에 걸린 사구체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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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총 RNA 추출 

 

총 RNA를 추출하기 위해 RNA STAT-60 reagent (Tel-Test, Inc., 

Friendswood, TX, USA)를 사용하였다. RNA STAT-60 reagent 100 µl로 사

구체 또는 배양한 족세포를 처리하고, 사구체의 경우 동결과 해동을 3회 반

복하여 용해시켰다. 여기에 700 µl의 RNA STAT-60 reagent를 첨가하고 

vortex한 후 상온에서 5분간 두었다. 400 µl의 chloroform을 첨가한 후 30

초간 손으로 세게 섞어주고, 4oC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

층액을 취한 다음 400 µl의 isopropanol을 첨가하고 다시 4oC 12,000rpm에

서 3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침전물을 차가운 70% ethanol로 세척한 후 

Speed Vac으로 건조시키고, DEPC로 처리한 증류수를 사용하여 적절한 농도

로 희석 시킨 후 spectrophotometer로 RNA 농도를 측정하였다.  

 

5.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 

 

RNA 2 µg, random hexanucleotide primer 10 µM, dNTP 1 mM, MgCl2 8 

mM, KCl 30 mM, Tris-HCL 50 mM, dithiothreothol 0.2 mM, RNase 

inhibitor 25 U 및 AMV reverse transcriptase 40 U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함유한 20 µL 반응 용액으로부터 

Eppendorf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Scientific, Inc., Westbury, 

New York, USA)를 이용하여 first-strand c-DNA를 합성하였다. 총 20 µL

의 반응 혼합물을 42oC에서 60분간 incubation 한 후 99oC에서 5분간 가열

하여 효소를 비활성화시켰고, 역전사가 끝난 검체는 PCR 시행 전까지 -

70oC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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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ZO-1과 GAPDH에 대한 primer를 설계한 후, InvitrogenTM Life 

Technologies사 (Rockville, MD, USA)에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제작하였다 

(Table 1). 

 

Table 1. Primer sequences of GAPDH and ZO-1 

Rat 
Sense 5’-GACAAGATGGTGAAGGTCGG-3’ GAPDH 
Antisense 5’-CATGGACTGTGGTCATGAGC-3’ 
Sense 5’-CGTTCTAGAAGATAGCCTGC-3’ ZO-1 
Antisense 5’-CTCTTGGAGCTGCGAAGACC-3’ 

Mouse 
Sense 5’-CCTGCACCACCAACTGCTTAGC-3’ GAPDH 
Antisense 5’-CCAGTGAGCTTCCCGTTCAGC-3’ 
Sense 5’-CGTTCTAGAAGATAGCCTGC-3’ ZO-1 
Antisense 5’-CTCTTGGAGCTGCGAAGACC-3’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10ng RNA에 해당하는 cDNA, Taq DNA 

polymerase 0.15U, dNTP 0.2mM/L, sense 및 antisense primers 각각 

0.2M/L, 1.5mM/L MgCl2를 함유한 50µl 반응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의 조건은 다음과 같다; 35 cycles, denaturation 94oC 

45초, annealing 60oC 45초, extension 72oC 1분. 모든 반응 과정에서 최초 

가열은 95oC로 3분간 하였고, 마지막 extension은 72oC로 7분간 

시행하였다.  

mRNA의 발현은 검체 내의 역전사 효율에서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든 검체의 PCR 산물의 optical density (O.D.)를 GAPDH의 O.D.로 

보정하였다. 이를 위해 실험에서 얻은 PCR 산물과 GAPDH 비의 예민도가 

가장 높은 c-DNA의 양과 cycle 수를 결정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PCR 산물을 측정하기 위해 house keeping 유전자인 GAPDH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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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에서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PCR이 끝난 후 개개의 증폭된 PCR 산물 

중 30µl를 취하여 0.05µg/ml의 ethidium bromide를 함유한 2% agarose 

gel 내에서 전기영동하였다. PCR 산물의 O.D.는 TINA image software 

(Raytest, Straubenhard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APDH 

O.D로 보정하였다. 

 

7. Western blot 분석 

 

200µl의 lysis buffer (50mM Tris-HCL pH 7.5, 100mM NaCl, 1mM 

EDTA, 2% SDS, 0.1mM PMSF, 2µg/ml leupeptin)를 이용하여 족세포와 사

구체 각각의 세포 균질액을 만들고, 4oC 1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70oC에 보관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Bio-Rad kit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한 Bradford 방법

으로 단백 농도를 측정한 후 동량의 단백질을 SDS와 β-mercaptoethanol이 

포함된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95oC에서 5분간 끓이고 8%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Hoeffer semidry blotting 

apparatus (Hoeffer Instruments, San Francisco, CA, USA)를 이용하여 

Hybond-ECL 흡착지 (American Life Science, Inc., Arlington Heights, IL, 

USA)에 이전시켰다. Blocking buffer A (1x PBS, 0.1% Tween-20, 5% 

nonfat milk)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1,000으로 희석한 ZO-1에 대한 

다중클론 일차 항체 (Zymed, San Francisco, CA, USA)로 4oC에서 24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세척하고 이차 항체를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세척을 반

복한 후 signal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 시약 (ECL; Amersham 

Life Science, Inc.,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이용하여 가시화하고 

densitometer로 O.D.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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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면역조직화학 염색법 (Immunohistochemistry) 

 

신장 조직을 10% neutral-buffered formalin에 고정한 후 표준적 방법으

로 처리하고 5µm 절편으로 잘랐다. 파라핀을 제거한 후 에탄올로 적시고 세

척하였다. Black and Decker vegetable steamer를 이용하여 10mM/L 

sodium citrate buffer에서 20분간 antigen retrieval을 시행한 후, 3% H2O2

로 처리하여 endogenous peroxidase 활성을 제거하였다. ZO-1 염색을 위해 

다중클론 rabbit anti-rat ZO-1 antibody (Zymed)를 1:100으로 희석하여 

4oC에서 하룻밤 동안 incubation시켰다. 세척 후 biotinylated link anti-

mouse and anti-rabbit IgG (Santa Cruz Biotechnology, Inc.)로 30분간 처리

하여 세척하고 streptoavidin-HRP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 30분간 처리하였다. Diaminobenzidine을 처리하고 세척한 

후 표본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절편 내의 모든 사구체에서 

ZO-1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정도를 0-4+까지의 반정량적 점수로 결정하였

다. 

 

9.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 (SEM)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윈도우용 7.51판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였다. 결과들은 Student’s t-test 또는 Kruskal-Wallis 다중 비교용 

비모수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Kruskal-Wallis 검정상 의의있는 

차이는 Mann-Whitney U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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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세포 실험 

 

가. 족세포의 확인 

 

배양된 족세포는 33oC에서 cobble stone 형태를 보였으며, 37oC에서 

전형적인 족돌기를 형성하면서 항 synaptopodin 항체에 양성 반응을 

나타냈다 (Figure 1). 

 

   

Figure 1. Phase-contrast microscopy of undifferentiated and differentiated 

podocytes. (a) Under permissive conditions, the cells form an epithelial 

monolayer. (b) Under non-permissive conditions, the cells develop prominent 

processes, which are only connected at sites of process interdigitations. 

Magnification: x400 

 

 

나. 배양된 족세포에서 ZO-1 mRNA 발현과 ARB의 효과 

 

ZO-1 mRNA의 발현은 고농도 포도당 (HG)으로 7일간 자극한 족세포에서 

정상 포도당 (NG) 배양액에서 배양한 족세포에 비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나 

(283%, p<0.01), 두 군간의 GAPDH mRNA의 발현에는 차이가 없었다. 삼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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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의 효과를 배제하기 위해 포도당 농도가 5.6mM인 배양액에 24.4mM 만니

톨이 포함된 배양액으로 배양한 결과 족세포의 ZO-1 mRNA 발현은 변하지 

않았다.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ZO-1 mRNA 발현의 증가는 ARB 투여로 

73% 억제되었다. GAPDH mRNA로 보정한 값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Figure 2).  

 

 

 

Figure 2. ZO-1 mRNA expression in podocytes assessed by RT-PCR. Results are 

expressed as relative changes in ZO-1/GAPDH mRNA ratio compared to NG. 

There was a 283% increase in ZO-1/GAPDH mRNA ratio in HG compared to 

NG. This increase was inhibited by ARB treatment. NG; Normal glucose, HG; 

High glucose, M; Mannitol, ARB;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 p<0.01 vs. 

NG, # p<0.05 vs.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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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양된 족세포에서의 ZO-1 단백 발현과 ARB의 효과 

 

ZO-1 단백의 발현도 HG군에서 NG군에 비해 의의있게 증가하였다. TINA 

software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HG군에서 NG군에 비해 ZO-1 단백의 발

현이 220% 증가되었으며 (p<0.01), 이러한 증가는 ARB의 투여로 64% 억제

되었다. 만니톨은 ZO-1 단백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ure 3). 

Coomassie blue staining으로 동량의 단백이 사용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3. ZO-1 protein expression in podocyte assessed by Western blot. Results 

are expressed as relative changes in ZO-1 protein compared to NG. There was a 

220% increase in ZO-1 protein in HG compared to NG. This increase was 

inhibited by ARB treatment. NG; Normal glucose, HG; High glucose, M; 

Mannitol, ARB;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 p<0.01 vs. NG, # p<0.05 vs. 

H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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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동물 실험 

 

가. 동물 자료 

 

모든 군에서 실험 기간 중 체중 증가를 보였으며, 대조군에서의 체중 

증가가 당뇨군 (DM, DM+ARB)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백서를 

희생시킬 때 신장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체중 당 신장의 무게는 당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3개월, 15.1±0.3 vs. 6.5±0.2mg/g), ARB 

치료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신장 비후가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3개월, 

10.3±0.3mg/g, p<0.05).  

실험 3개월 후 평균 혈당은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각각 

112.1±8.1, 495.5±11.2, 486.0±12.0 mg/dL이었다. 24시간 뇨중 단백 

배설량은 당뇨군 (90.6±11.3mg/day)에서 대조군 (19.8±3.2mg/day)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p<0.01), ARB 치료 당뇨군은 치료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뇨중 단백 배설량이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51.6±6.6mg/day, 

p<0.05) (Table 2). 

 

Table 2. Body weight, kidney weight/body weight, blood glucose, and 24-hour 
urinary protein excretion after 3 months1 

 C 
(N=6) 

DM 
(N=6) 

DM+ARB 
(N=6) 

Body weight (g) 
 

632±15 367±10* 431±12*# 

Blood glucose (mg/dL)
 

112.1±8.1 495.0±11.2* 439.2±15.3*# 

24-hour urinary protein 
excretion(mg/day) 

19.8±3.2 90.6±11.3* 51.6±6.6*# 

Kidney weight/ 
body weight (mg/g) 

6.5±0.2 15.1±0.3* 10.3±0.3*# 

1Data are expressed as mean±S.E. 
C; Control, DM; diabetes mellitus, DM+ARB; ARB treated DM, *; p<0.01 vs. C, #;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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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조군과 당뇨군 사구체에서 시간에 따른 ZO-1 mRNA와 단백     

발현의 변화  

 

 우선 streptozotocin 투여 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사구체 ZO-1 

mRNA와 단백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사구체 ZO-1 mRNA의 발현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전실험 기간을 통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TINA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한 O.D.는 1개월 후 당뇨군에서 157% 

증가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p<0.05), 당뇨 유발 2, 3개월 후 더욱 뚜렷한 

증가 소견을 보였다(p<0.01). 그러나 GAPDH mRNA의 발현은 당뇨군과 

대조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ZO-1 mRNA의 발현을 GAPDH mRNA 

발현으로 보정한 값도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의의있게 높은 소견을 

보였다 (Figure 4).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사구체 ZO-1 단백의 발현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 1개월 후부터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TINA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한 O.D.는 1개월 후 당뇨군에서 134% 증가된 결과를 

나타냈으며 (p<0.05), 실험 2, 3개월 후에 더욱 뚜렷한 증가 소견을 보였다 

(p<0.01) (Figur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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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lomerular ZO-1 mRNA expression in control (C) and DM rats 

assessed by RT-PCR. Results are expressed as relative changes in ZO-

1/GAPDH mRNA ratio compared to C at 1 month. C; Control, DM; diabetes 

mellitus, *; p<0.05, #; p<0.01 v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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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lomerular ZO-1 protein expression in control (C) and DM rats assessed by 

Western blot. Results are expressed as relative changes in ZO-1 protein compared to C 

at 1 month. There was progressive increase of ZO-1 protein expression. C; Control, DM; 

diabetes mellitus, *; p<0.05, #; p<0.01 vs. C 

 

 

다. ARB가 사구체 ZO-1 mRNA와 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 

 

3개월 동안 당뇨 백서에 ARB를 투여한 결과 ZO-1 mRNA의 발현이 

당뇨군에 비해 57.5% 감소하였으며, ZO-1 mRNA 발현을 GAPDH mRNA로 

보정한 후에도 의미있는 차이가 유지되었다 (p<0.05) (Figure 6). ARB 투여 

후 ZO-1 단백의 발현도 당뇨군에 비해 70.6% 감소되었다 (p<0.05),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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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lomerular ZO-1 mRNA expression in the three groups assessed by 

RT-PCR. Results are expressed as relative changes in glomerular ZO-

1/GAPDH mRNA ratio compared to C. There was a 234% increase in 

glomerular ZO-1 mRNA expression in DM rats (N=6) compared to C rats 

(N=6). This increase was ameliorated by ARB treatment. C; Control, DM; 

diabetes mellitus, DM+ARB; ARB treated DM, *; p<0.01 vs. C, #;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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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Glomerular ZO-1 protein expression in the three groups assessed by 

Western blot. Results are expressed as relative changes in glomerular ZO-1 

protein level. There was a 216% increase in glomerular ZO-1 protein expression 

in DM rats (N=6) compared to C rats (N=6). This increase was ameliorated by 

ARB treatment. C; Control, DM; diabetes mellitus, DM+ARB; ARB treated DM, 

*; p<0.01 vs. C, #; p<0.05 vs. DM. 

 

라.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ZO-1 면역조직화학 염색 

 

각 군에서 ZO-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한 결과 염색은 족세포

에만 국한되었으며,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사구체 ZO-1의 발현이 의의

있게 증가되었다 (Figure 8).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정도를 0-4+까지 반정량적 점수로 점수화하였을 때,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2.2±0.3 vs. 0.8±0.4점, 

p<0.05), ARB 치료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하여 의의있게 점수가 낮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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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4점, p<0.05) (Figure 9). 

 

   

Figure 8.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control, DM and ARB treated 
DM rats. Expression of ZO-1 protein (arrows) in DM glomerulus was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C and this increase was ameliorated by ARB 
treatment. 
 
 
 
 
 
 

 
Figure 9. Semiquantitative immunohistochemical score of the control, DM and 
ARB treated DM rats. Expression of glomerular ZO-1 protein in DM ra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C rats and this increase was 
ameliorated by ARB treatment. C; Control, DM; diabetes mellitus, DM+ARB; 
ARB treated DM, *; p<0.05 vs. C, #; p<0.05 vs. DM. 

 

C DM DM+AR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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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당뇨병성 신증은 병리학적으로 사구체와 세뇨관의 비후 및 세포 외 기질

의 축적이 특징적인 소견이며, 임상적으로는 단백뇨가 특징적이다22,23. 사구

체 여과장벽은 사구체 내피세포, 기저막, 그리고 족세포로 이루어지며, 다양

한 종류의 사구체 질환에서 사구체 여과 장벽의 전하 선택성 및 크기 선택성

의 이상으로 단백뇨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0,23. 본 연구에서는 세

극막과 연관되어 있는 ZO-1 mRNA와 단백의 발현이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

극한 족세포 및 실험적 당뇨병성 신증에서 증가한다는 사실과 이러한 증가가 

ARB 투여로 억제된다는 것을 처음으로 증명하였으며, 이와 같은 결과는 당

뇨병성 신증에서 단백뇨의 발생에 ZO-1이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음

을 시사하는 것이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단백뇨가 발생되는 기전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져 

있지 않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족세포의 족돌기가 서로 융합된다는 연구와11 

소변에서 세극막을 구성하는 단백인 nephrin이 검출된다는 보고 등으로 볼 

때24, 단백뇨가 사구체 세극막의 분자 수준에서의 이상에 기인할 가능성은 있

다17. 족세포는 상피 하 기저막의 형성과 유지 및 사구체의 여과 선택성의 유

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25. 족세포는 사구체 기저막의 urinary side쪽에 붙

어 있으며 몇 개의 1차 돌기를 형성한 후 다수의 2차 돌기로 분지된다. 세극

막은 서로 다른 족세포로부터 나온 인접한 족돌기들 사이를 연결하며, 

4x14nm의 세공 크기를 갖는 크기 선택성 여과장치의 최종단계로 알려져 있

다26. 아직까지 세극막의 분자 구조는 불분명하나, 최근의 연구에서 몇가지 

단백이 세극막 부위에 존재함이 밝혀졌다. 그 중 nephrin과 p-cadherin 등

은 세극막을 형성하며, 세포질 내의 ZO-1, podocin, catenin, CD2AP, α-

actinin-4 등은 이들 단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17,27. 이 중 하나인 nephrin은 핀란드형 선천성 신증후군 환자에서 돌연변이

를 보이는 NPHS1 유전자의 산물로, 세극막을 구성하는 단백 중 최초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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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된 단백이다12. 최근, 당뇨 쥐에서 알부민뇨가 nephrin 발현의 감소와 연관

되어 있음이 보고되었고24, 고혈압을 동반한 모델에서도 이러한 사실이 확인

되었으며28, 실험적 당뇨 모델에서 nephrin이 발현되는 slit pore의 수가 감

소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29. 또 다른 연구에서는 당뇨병성 신증 환자에서 족

세포의 수가 감소하며30, 이것이 뇨알부민 배설량과 비례한다는 보고가 있는 

등31, 사구체의 여과 선택성에 족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최근, 조건적 불멸화 족세포의 배양 기술이 개발되어, 많은 연구자들이 

세극막의 분자 구성을 연구할 수 있게 되었다21. 과거에는 세극막을 포함한 

족세포 내 기시부에 폐쇄소대 단백인 ZO-1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아 세극막

이 변형된 폐쇄소대일 것으로 생각되어 왔으나13,32, 배양된 불멸화 족세포를 

이용한 연구에서 사구체 세극막이 p-cadherin을 포함하는 변형된 부착소대

라는 증거가 제시되었다14. 이와는 대조적으로 Ruotsalainen 등33은 nephrin

이 결여된 핀란드형 선천성 신증후군에서 p-cadherin이 정상적으로 표현된

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세극막의 형성에 nephrin의 기능이 더 중요하다고 하

였다. 이들의 보고는 p-cadherin 결여 마우스가 뚜렷한 단백뇨를 보이지 않

으면서 생존한다는 사실로 뒷받침되었다34. Nephrin과 p-cadherin 이외에도, 

NEPH1과 FAT 등의 단백이 세극막 부위에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

며, ZO-1, catenin, CD2AP 및 podocin 등이 세극막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36. 

그 동안 이러한 분자들의 변화가 사구체 질환에서 단백뇨의 병인일 수 

있다고 추측되어 왔다. 그러나, 다양한 종류의 신질환에서 사구체 여과 장벽

과 연관된 분자들의 변화에 대해서는 몇몇의 보고들만이 있어 왔는데, 이들 

대부분은 nephrin의 변화에 대한 연구들이었다. Puromycin aminonucleoside 

또는 염화수은을 통한 실험적 사구체 질환에서 nephrin mRNA와 단백 발현

의 감소뿐만 아니라, nephrin 단백의 재분포가 일어나며, nephrin mRNA 발

현의 감소가 단백뇨의 발생에 선행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37. 이와 유사한 

nephrin 단백 발현의 변화가 원발성 후천성 신증후군 성인 환자에서도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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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반면38, 사구체 질환을 동반하고 있는 소아 환자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39. 

단백뇨가 당뇨병성 신증의 특징적인 소견이기 때문에 단백뇨를 동반한 당뇨

병성 신증에서 nephrin 발현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었으나, 결과는 서로 

상이하였다. Bonnet 등40은 자발성 고혈압을 보이는 streptozotocin 유발 당

뇨 백서에서 nephrin mRNA와 단백의 발현이 모두 감소되었다고 보고한 반

면, Aaltonen 등24은 streptozotocin 유발 당뇨 백서와 non-obese 마우스에

서 현성 알부민뇨가 발생되기 이전인 당뇨병 초기에 nephrin mRNA가 오히

려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이와 같은 nephrin 발현에 대

한 상이한 결과는 실험에 이용한 동물과 당뇨 유병 기간의 차이, 또는 동반

된 고혈압의 유무 등에 기인할 것으로 생각된다. 

ZO-1은 1986년 Stevenson 등41에 의해 최초로 상피 (epithelium)의 폐

쇄소대에 존재한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Schnabel 등13에 의해서는 세극막

에 존재한다는 것이 증명되었고, 대부분의 폐쇄소대와 부착소대의 유지에 반

드시 필요한 단백으로 알려져 있다. Membrane associated guanylate kinase 

(MAGUK) family에 속하는 ZO-1은 분자량 225kD의 단백으로 Kurihara 등

32에 의해 두가지 isoform이 존재한다는 사실이 알려졌으며, 사구체 상피세

포 (glomerular epithelial cell, podocyte)에는 motif alpha가 결여된 isoform

만이 존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42. 또한 p-cadherin과는 매우 밀접한 위치

적 연관성 (spatial relationship)을 가지고 있으며, 여러 실험을 통해 

nephrin, podocin, CD2AP, catenin 등과도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4,43-45.  

당뇨가 아닌 일부 신질환 모델에서, nephrin에 대한 항체를 투여한 경우 

단백뇨가 발생하면서 세포질 내 ZO-1 단백의 발현이 감소되었다는 보고가 

있으며46, 자발적 단백뇨를 동반하는 MWF rat에서 선택성 단백뇨가 사구체 

기저막의 변화보다는 족세포 내 ZO-1 분포의 변화와 연관되어 있다는 보고 

등으로 미루어20, ZO-1이 세극막의 기능과 밀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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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아직까지 당뇨병성 신증에서 ZO-1의 변화에 대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 당뇨 백서의 사구체 및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

세포에서 Western blot상 ZO-1 단백의 발현이 의의있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족세포의 다른 단백들이 당뇨나 고농도 포도당 자극 하에서 일반적으로 감소

한다는 보고와는 상이한 결과이다. 본 연구에서는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상

으로도 당뇨 사구체에서 ZO-1 단백의 발현 증가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당

뇨 백서의 사구체 및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에서 ZO-1 단백의 증

가와 같이 ZO-1 mRNA 발현도 증가되었다. 이러한 ZO-1 증가의 원인은 확

실하지 않으나, ZO-1의 발현 또는 분포의 변화를 기술한 이전의 연구들로부

터 몇 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겠다. 그 중 하나는 자발적 단백뇨를 

동반하는 MWF rat에서 ZO-1의 변화를 관찰한 연구로, ZO-1의 분포가 세포

질 및 세포핵 내로 재분포되며, 이로 인해 ZO-1의 발현이 증가한다고 하였

다20. 또한 MWF rat에서 안지오텐신 전환효소 억제제인 lisinopril의 투여로 

ZO-1의 재분포가 억제된 점과 본 연구에서 ARB가 ZO-1의 증가를 억제한 

사실로 보아 안지오텐신에 의해 매개되는 공통적인 기전의 존재를 생각해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 관찰된 ZO-1 발현 증가의 기전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으나, 고농도 포도당이나 고혈당에 의한 족세포의 손상과 관련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모든 연령의 제 1형 당뇨병 환자에서 사구체 족세포의 수가 

감소하며, 이러한 변화는 유병 기간이 짧은 경우에도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30. 또한 제 2형 당뇨병을 동반하는 Pima Indians의 신생검 소견상 

임상적 신증을 동반한 환자에서는 사구체당 족세포 수의 감소가 나타남과 동

시에 족돌기의 융합 소견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1. 당뇨병성 신증에

서 족세포 수의 감소는 사구체 기저막으로부터의 족세포의 국소적 탈락에 기

인하며, 족세포의 기저 세포막에 α3β1 integrin의 감소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결과적으로 족세포가 미세알부민뇨 (microalbuminuria)나 

현성알부민뇨 (macroalbuminuria)를 동반한 당뇨 환자의 뇨침사에서 검출되

며, 소변 내 족세포의 수는 미세알부민뇨보다는 현성알부민뇨 환자에서 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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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많았다고 한다47. 본 연구에서는 사구체 족세포 수가 감소되었을 가능성

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ZO-1 mRNA와 단백 발현은 오히려 증가하였는데, 이

는 ZO-1이 폐쇄소대의 세포간 접촉 remodeling과 maturation 전에 작용한

다는 결과48로부터 손상된 세극막의 복구 과정에서 ZO-1이 증가했을 가능성

이 있다. PAN nephrosis model에서 새로운 폐쇄소대의 형성과정에 ZO-1 발

현이 증가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이러한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49. 이렇게 복

구되는 소대 (junction)가 기능을 갖는 세극막인 지, 아니면 족세포 세극막의 

특징을 상실한 폐쇄소대인 지에 대해서는 좀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

다.  

ZO-1은 단백간 상호 작용에 관여하는 단백들인 MAGUK family에 속하

는 단백으로, 이 MAGUK family에 속하는 단백들은 공통적으로 PDZ 

domain, src homology domain 및 guanylate kinase (GUK) homologous 

region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MAGUK family에 속하는 단백들은 주로 

junction assembly, junction regulation, channel clustering 및 signal 

transduction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51. ZO-1이 일부 실험적 및 

생리적 조건 하에서는 세포핵 내에 축적된다고 알려져 있으며48, 이는 ZO-1

이 단순한 세포접합부 구조 단백 (junctional structural protein)이 아닌 복합 

기능을 할 수 있는 단백일 가능성을 시사해 준다. 생화학적 분석을 통해 항

상성 상태 (steady state)에서는 ZO-1의 serine residue가 인산화되는 반면, 

특정 외부자극에 의해서는 tyrosine 인산화 (phosphorylation)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2-55. 이러한 인산화의 의미는 확실하지 않지만 ZO-1이 

세포 내 신호전달 과정에 관여할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 관찰된 ZO-1 발현의 증가가 고포도당 또는 고혈당 자극에 의한 일종

의 신호전달 과정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족세포 내 

ZO-1의 신호전달과정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기 때문에 이에 대한 연구

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안지오텐신 II는 사구체 내 혈역학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사구체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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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장벽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6. 사구체에서 거대분자의 투과

도는 뚜렷한 혈역학적 변화 없이도 안지오텐신 제 1형 수용체 차단제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이는 족세포 뿐만 아니라 배양된 족세포에 안지오텐신 수용

체가 존재하기 때문에 가능한데57-60, 안지오텐신 II가 족세포의 족돌기의 폭

이나 간격, 전체 여과 slit 길이에는 명백한 영향을 주지는 않지만61, 기저막 

상부 족돌기의 운동성을 변화시키거나, 궁극적으로 slit pore 단백의 구조적 

변화를 일으키는 신호전달 기전에 영향을 주어 slit pore의 투과성이 변할 것

으로 생각된다. 최근의 연구에서 단백뇨를 동반하는 실험 모델과 사람에서, 

ACEI나 ARB가 전신적 혈압 감소에 의한 것 이상의 신보호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고 있는데14,61-66, 이러한 ACEI나 ARB의 부가적 효과가 사구

체 여과 장벽의 정상화에 의한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계속 보고되고 있다. 

Passive Heymann nephritis에서 ACEI투여로 족세포의 구조 변화가 억제되

었다는 보고가 있으며62, 알부민뇨를 동반한 당뇨 쥐에서 nephrin의 결함이 

안지오텐신 수용체 차단제인 irbesartan에 의해 정상화 되었다는 보고도 있

다40. 또한 자발성 단백뇨를 동반하는 MWF rat에서 ZO-1의 재분포, 단백뇨

의 발생 및 사구체의 경화가 lisinopril에 의해 억제되었다14. 이러한 사실들

로 미루어 ACEI나 ARB의 신보호 효과는 족세포에 대한 직접 효과일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고포도당과 당뇨에 의해 증가되었던 ZO-1 mRNA

와 단백의 발현이 ARB인 L-158,809의 투여로 의의있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ZO-1의 변화가 족세포의 족돌기 손상의 감소로 인한 신호전달의 변화를 의

미하는 지, 아니면 돌기 자체의 유지를 의미하는 지에 대해서는 향후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당뇨 백서 및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에서 ZO-1 

mRNA 및 단백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밝혔고, 이러한 증가가 ARB의 

투여로 억제됨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당뇨 백서에서 동반된 단백뇨도 

ARB의 투여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족세포 내의  

ZO-1이 당뇨병성 신증의 조기 변화와 단백뇨의 발생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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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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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streptozotocin으로 당뇨를 유발시킨 백서에서 사구체를 

분리하여 당뇨 유병기간에 따른 ZO-1 mRNA와 단백의 변화를 RT-PCR과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조건적 

불멸화 족세포에서도 ZO-1의 발현의 변화를 관찰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ARB의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7일간 고농도 포도당 (30mM) 배양액으로 배양한 족세포 내의 ZO-1 

mRNA와 단백 발현은 정상 포도당 (5.6 mM)으로 배양한 족세포에 

비하여 각각 283%와 220% 증가되었으며 (p<0.01), ARB를 투여한 

고농도 포도당 배양액으로 배양한 족세포에서는 고농도 포도당군에서 

관찰된 ZO-1 mRNA와 단백 발현의 증가가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p<0.05). 

2. 24시간 뇨단백 배설량은 당뇨군에서 1개월 후 78.7±7.2mg, 2개월 

후 72.8±7.2mg, 그리고 3개월 후 90.6±11.3mg으로, 대조군의 

1개월 후 23.0±1.5mg, 2개월 후 23.9±1.2mg, 및 3개월 후 

19.8±3.2mg에 비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p<0.01), 이러한 증가는 

ARB의 투여에 의해 1개월 후 56.3±6.0mg, 2개월 후 52.5±3.6mg, 

및 3개월 후 51.6±6.6mg로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p<0.05). 

3. 당뇨군에서 사구체 내 ZO-1 mRNA 및 단백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모든 기간에서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특히 3개월 후에는 각각 

234%와 216% 증가되었고 (p<0.01), 이러한 증가는 ARB의 투여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5). 

4. 면역조직화학 검사상 당뇨군의 사구체에서 대조군에 비해 ZO-1 

단백의 발현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ARB 투여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이러한 ZO-1 발현의 변화는 주로 

족세포에서 관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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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족세포와 당뇨 백서 사구체에서 

ZO-1 mRNA와 단백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변화가 ARB의 투여로 억제됨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또한 당뇨 백서에서 

동반되는 단백뇨가 ARB의 투여로 의미있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족세포 내의 ZO-1 발현의 변화가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부터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는 단백뇨의 발생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31

참고문헌 

 

1. American Diabetes Association. Diabetic nephropathy (Position 

Statement). Diabetes Care 2000;23 Suppl 1:S69-72 

2. Diabetes Control and Complications Trial Research Group. The effect of 

intensive treatment of diabetes on the development and progression of 

long-term complications in the insulin-dependent diabetes mellitus. N 

Engl J Med 1993;329:977-86. 

3. Lewis EJ, Hunsicker LG, Clarke WR, Berl T, Pohl MA, Lewis JB, et al. 

Renoprotective effect of the angiotensin-receptor antagonist irbesartan in 

patients with nephropathy due to type 2 diabetes. N Engl J Med 

2001;345:851-60. 

4. Lewis EJ, Hunsicker LG, Bain RP, Rohde RD. The effect of angiotensin-

converting-enzyme inhibition on diabetic nephropathy. The Collaborative 

Study Group. N Engl J Med 1993;329:1456-62. 

5. Mogensen CE, Neldam S, Tikkanen I, Oren S, Viskoper R, Watts RW, et 

al. Randomised controlled trial of dual blockade of renin-angiotensin 

system in patients with hypertension, microalbuminuria, and non-insulin 

dependent diabetes: the candesartan and lisinopril microalbuminuria 

(CALM) study. BMJ 2000;321(7274): 1440-4. 

6. Brenner BM, Cooper ME, de Zeeuw D, Keane WF, Mitch WE, Parving 

HH, et al. Effects of losartan on renal and cardiovascular outcomes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and nephropathy. N Engl J Med 

2001;345:861-9. 



 

32

7. Parving HH, Lehnert H, Brochner-Mortensen J, Gomis R, Andersen S, 

Arner P. The effect of irbesartan on the development of diabetic 

nephropathy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N Engl J Med 2001;345:870-

8. 

8. UK Prospective Diabetes Study Group: Efficacy of atenolol and captopril 

in reducing the risk of macrovascular complications in type 2 diabetes 

(UKPDS 39). BMJ 1998;317:713-20. 

9. Remuzzi A, Remuzzi G. Glomerular perm-selective function. Kidney Int 

1994;45(2):398-402. 

10. Karnovsky MJ, Ainsworth SK. The structural basis of glomerular 

filtration. Adv Nephrol Necker Hosp 1972;2:35-60. 

11. Mifsud SA, Allen TJ, Bertram JF, Hulthen UL, Kelly DJ, Cooper ME, et 

al. Podocyte foot process broadening in experimental diabetic 

nephropathy: amelioration with renin-angiotensin blockade. Diabetologia 

2001;44(7):878-82. 

12. Tryggvason K. Unraveling the mechanisms of glomerular ultrafiltration: 

nephrin, a key component of the slit diaphragm. J Am Soc Nephrol 

1999;10(11):2440-5. 

13. Schnabel E, Anderson JM, Farquhar MG. The tight junction protein ZO-1 

is concentrated along slit diaphragms of the glomerular epithelium. J Cell 

Biol 1990;111(3):1255-63. 

14. Reiser J, Kriz W, Kretzler M, Mundel P. The glomerular slit diaphragm is 

a modified adherens junction. J Am Soc Nephrol 2000;11(1):1-8. 



 

33

15. Shih NY, Li J, Karpitskii V, Nguyen A, Dustin ML, Kanagawa O, et al. 

Congenital nephrotic syndrome in mice lacking CD2-associated protein. 

Science 1999;286(5438):312-5. 

16. Piepenhagen PA, Nelson WJ. Differential expression of cell-cell and cell-

substratum adhesion proteins along the kidney nephron. Am J Physiol. 

1995;269(6 Pt 1):C1433-49. 

17. Tryggvason K, Wartiovaara J. Molecular basis of glomerular 

permselectivity. Curr Opin Nephrol Hypertens 2001;10:543-9. 

18. Viberti G, Wheeldon NM. Microalbuminuria reduction with valsartan in 

patients with type 2 diabetes mellitus: a blood pressure-independent effect. 

Circulation 2002; 106(6):672-8. 

19. Sharma M, Sharma R, Greene AS, McCarthy ET, Savin VJ. 

Documentation of angiotensin II receptors in glomerular epithelial cells. 

Am J Physiol 1998;274(3 Pt 2):F623-7. 

20. Macconi D, Ghilardi M, Bonassi ME, Mohamed El, Abbate M, Colombi 

F, et al. Effect of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ion on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permeability and distribution of zonula occludens-I 

in MWF rats. J Am Soc Nephrol 2000;11(3):477-89. 

21. Mundel P, Reiser J, Zuniga MA, Pavenstadt H, Davidson GR, Kriz W, et 

al. Rearrangements of the cytoskeleton and cell contacts induce process 

formation during differentiation of conditionally immortalized mouse 

podocyte cell lines. Exp Cell Res 1997;236(1):248-58. 

22. Obineche EN, Mensah-Brown E, Chandranath SI, Ahmed I, Naseer O, 



 

34

Adem A. Morphological changes in the rat kidney following long-term 

diabetes. Arch Physiol Biochem 2001;109(3):241-5. 

23. Caulfield JP, Farquhar MG. Loss of anionic sites from the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in aminonucleoside nephrosis. Lab Invest 

1978;39(5):505-12. 

24. Aaltonen P, Luimula P, Astrom E, Palmen T, Gronholm T, Palojoki E, et 

al.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nephrin gene and protein in experimental 

diabetic nephropathy. Lab Invest 2001;81(9):1185-90. 

25. Kriz W. Podocyte is the major culprit accounting for the progression of 

chronic renal disease. Microsc Res Tech 2002;57(4):189-95. 

26. Khoshnoodi J, Tryggvason K. Unraveling the molecular make-up of the 

glomerular podocyte slit diaphragm. Exp Nephrol 2001;9(6):355-9. 

27. Roselli S, Gribouval O, Boute N, Sich M, Benessy F, Attic T, et al. 

Podocin localizes in the kidney to the slit diaphragm area. Am J Pathol 

2002;160(1):131-9. 

28. Forbes JM, Bonnet F, Russo LM, Burns WC, Cao Z, Candido R, et al. 

Modulation of nephrin in the diabetic kidney: association with systemic 

hypertension and increasing albuminuria. J Hypertens 2002;20(5):985-92. 

29. Cooper ME, Mundel P, Boner G. Role of nephrin in renal disease 

including diabetic nephropathy. Semin Nephrol 2002;22(5):393-8. 

30. Steffes MW, Schmidt D, McCrery R, Basgen JM, Group ID. Glomerular 

cell number in normal subjects and in type I diabetic patients. Kidney Int 



 

35

2001;59:2104-13. 

31. Meyer TW, Bennett PH, Nelson RG. Podocyte number predicts long-term 

urinary albumin excretion in Pima Indians with Type II diabetes and 

microalbuminuria. Diabetologia 1999;42:1341-4. 

32. Kurihara H, Anderson JM, Farquhar MG. Diversity among tight junctions 

in rat kidney: glomerular slit diaphragms and endothelial junctions express 

only one isoform of the tight junction protein ZO-1. Proc Natl Acad Sci U 

S A 1992;89(15):7075-9. 

33. Ruotsalainen V, Patrakka J, Tissari P., Reponen P, Hess M, Kestila M, et 

al. Role of nephrin in cell junction formation in human nephrogenesis. Am 

J Pathol 2000;157(6):1905-16. 

34. Radice GL, Ferreira-Cornwell MC, Robinson SD, Rayburn H, Chodosh 

LA, Takeichi M, et al. Precocious mammary gland development in p-

cadherin-deficient mice. J Cell Biol 1997;139(4):1025-32. 

35. Donoviel DB, Freed DD, Vogel H, Potter DG, Hawkins E, Barrish JP, et 

al. Proteinuria and perinatal lethality in mice lacking NEPH1, a novel 

protein with homology to nephrin. Mol Cell Biol 2001;21(14):4829-36. 

36. Inoue T, Yaoita E, Kurihara H, Shimizu F, Sakai T, Kobayashi T, et al. 

FAT is a component of glomerular slit diaphragms. Kidney Int 

2001;59(3):1003-12. 

37. Luimula P, Ahola H, Wang SX, Solin ML, Aaltonen P, Tikkanen I, et al. 

Nephrin in experimental glomerular disease. Kidney Int 2000;58(4):1461-

8. 



 

36

38. Furness PN, Hall LL, Shaw JA, Pringle JH. Glomerular expression of 

nephrin is decreased in acquired human nephrotic syndrome. Nephrol Dial 

Transplant 1999;14(5):1234-7. 

39. Patrakka J, Ruotsalainen V, Ketola I, Hoimberg C, Heikinheimo M, 

Tryggvason K, et al. Expression of nephrin in pediatric kidney diseases. J 

Am Soc Nephrol 2001;12(2):289-96. 

40. Bonnet F, Cooper ME, Kawachi H, Alien TJ, Boner G, Cao Z. Irbesartan 

normalizes the deficiency in glomerular nephrin expression in a model of 

diabetes and hypertension. Diabetologia 2001;44(7):874-7. 

41. Stevenson BR, Siliciano JD, Mooseker MS, Goodenough DA. 

Identification of ZO-1: a high molecular weight polypeptide associated 

with the tight junction (zonula occludens) in a variety of epithelia. J Cell 

Biol 1986;103(3):755-66. 

42. Willott E, Balda MS, Heintzelman M, Jameson B, Anderson JM. 

Localization and differential expression of two isoforms of the tight 

junction protein ZO-1. Am J Physiol 1992;262(5 Pt 1):C1119-24. 

43. Itoh M, Nagafuchi A, Yonemura S, Kitani-Yasuda T, Tsukita S, Tsukita 

S. The 220-kD protein colocalizing with cadherins in non-epithelial cells 

is identical to ZO-1, a tight junction-associated protein in epithelial cells: 

cDNA cloning and immunoelectron microscopy. J Cell Biol 

1993;121(3):491-502. 

44. Kawachi H, Koike H, Kurihara H, Yaoita E, Orikasa M, Shia MA, et al. 

Cloning of rat nephrin: expression in developing glomeruli and in 



 

37

proteinuric states. Kidney Int 2000;57(5):1949-61. 

45. Saleem MA, O'Hare MJ, Reiser J, Coward RJ, Inward CD, Farren T, et al. 

A conditionally immortalized human podocyte cell line demonstrating 

nephrin and podocin expression. J Am Soc Nephrol 2002;13(3):630-8. 

46. Kawachi H, Kurihara H, Topham PS, Brown D, Shia MA, Orikasa M, et 

al. Slit diaphragm-reactive nephritogenic MAb 5-1-6 alters expression of 

ZO-1 in rat podocytes. Am J Physiol 1997;273(6 Pt 2):F984-93. 

47. Nakamura T, Ushiyama C, Suzuki S, Hara M, Shimada N, Ebihara I, et al. 

Urinary excretion of podocytes in patients with diabetic nephropathy. 

Nephrol Dial Transplant 2000;15(9):1379-83. 

48. Gottardi CJ, Arpin M, Fanning AS, Louvard D. The junction-associated 

protein, zonula occludens-1, localizes to the nucleus before the maturation 

and during the remodeling of cell-cell contacts. Proc Natl Acad Sci U S A 

1996;93(20):10779-84 

49. Kurihara H, Andersen JM, Kerjaschki D, Farquhar MG. The altered 

glomerular filtration slits seen in puromycin aminonucleoside nephrosis 

and protamine sulfate-treated rats contain the tight junction protein ZO-1. 

Am J Pathol 1992;141(4):805-16. 

50. Willott E, Balda MS, Fanning AS, Jameson B, Van Itallie C, Anderson 

JM. The tight junction protein ZO-1 is homologous to the Drosophila 

discs-large tumor suppressor protein of septate junctions. Proc Natl Acad 

Sci U S A 1993;90(16):7834-8. 

51. Anderson JM, Stevenson BR, Jesaitis LA, Goodenough DA, Mooseker 



 

38

MS. Characterization of ZO-1, a protein component of the tight junction 

from mouse liver and Madin-Darby canine kidney cells. J Cell Biol 

1988;106(4):1141-9. 

52. Kurihara H, Anderson JM, Farquhar MG. Increased Tyr phosphorylation 

of ZO-1 during modification of tight junctions between glomerular foot 

processes. Am J Physiol 1995;268(3 Pt 2):F514-24. 

53. Staddon JM, Herrenknecht K, Smales C, Rubin LL. Evidence that 

tyrosine phosphorylation may increase tight junction permeability. J Cell 

Sci 1995;108(Pt 2):609-19. 

54. Takeda H, Tsukita S. Effects of tyrosine phosphorylation on tight 

junctions in temperature-sensitive v-src-transfected MDCK cells. Cell 

Struct Funct 1995;20(5):387-93. 

55. Van Itallie CM, Balda MS, Anderson JM. Epidermal growth factor 

induces tyrosine phosphorylation and reorganization of the tight junction 

protein ZO-1 in A431 cells. J Cell Sci 1995;108 (Pt 4):1735-42. 

56. Lapinski R, Perico N, Remuzzi A, Sangalli F, Benigni A, Remuzzi G. 

Angiotensin II modulates glomerular capillary permselectivity in rat 

isolated perfused kidney. J Am Soc Nephrol 1996;7:653-60. 

57. Harrison-Bernard LM, Navar LG, Ho MM, Vinson GP, el-Dahr SS.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ANG II AT1 receptor in adult rat 

kidney using a monoclonal antibody. Am J Physiol 1997;273:F170-7. 

58. Nitschke R, Henger A, Ricken S, Gloy J, Muller V, Greger R, et al. 

Angiotensin II increases the intracellular calcium activity in podocytes of 



 

39

the intact glomerulus. Kidney Int 2000;57: 41-9. 

59. Gloy J, Henger A, Fischer KG, Nitschke R, Mundel P, Bleich M, et al. 

Angiotensin II depolarizes podocytes in the intact glomerulus of the rat. J 

Clin Invest 1997;99: 2772-81. 

60. Henger A, Huber T, Fischer KG, Nitschke R, Mundel P, Schollmeyer P, 

et al. Angiotensin II increases the cytosolic calcium activity in rat 

podocytes in culture. Kidney Int 1997;52: 687-93. 

61. Ruggenenti P, Mosconi L, Vendramin G, Moriggi M, Remuzzi A, 

Sangalli F, et al. ACE inhibition improves glomerular size selectivity in 

patients with idiopathic membranous nephropathy and persistent nephrotic 

syndrome. Am J Kidney Dis 2000;35: 381-91. 

62. Remuzzi A, Monaci N, Bonassi ME, Corna D, Zoja C, Mohammed EI, et 

al.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ion prevents loss of glomerular 

hydraulic permeability in passive Heymann nephritis. Lab Invest 1999; 

79: 1501-10. 

63. Remuzzi A, Fassi A, Bertani T, Perico N, Remuzzi G. ACE inhibition 

induces regression of proteinuria and halts progression of renal damage in 

a genetic model of progressive nephropathy. Am J Kidney Dis 1999; 34: 

626-32. 

64. Manley HJ. Role of angiotensin-converting-enzyme inhibition in patients 

with renal disease. Am J Health Syst Pharm 2000;57:S12-8. 

65. Nakamura T, Obata J, Kimura H, Ohno S, Yoshida Y, Kawachi H, et al. 

Blocking angiotensin II ameliorates proteinuria and glomerular lesions in 



 

40

progressive mesangioproliferative glomerulonephritis. Kidney Int 

1999;55: 877-89. 

66. Wapstra FH, Navis GJ, van Goor H, van den Born J, Berden JH, de Jong 

PE, et al. ACE inhibition preserves heparan sulfate proteoglycans in the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of rats with established adriamycin 

nephropathy. Exp Nephrol 2000;9:21-7. 

 

 



 

41

Abstract  
 

Changes of ZO-1 expression in diabetic rat glomeruli and  

cultured mouse podocyte under high glucose conditions and  

the effect of angiotensin II type-1 receptor blocker 
 
 

Beom-Seok Kim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Dae-Suk Han) 
 

 
Background : Diabetic nephropathy (DN) is clinically characterized by 
persistent proteinuria. The underlying pathologic changes responsible for the 
nephropathy are the loss of size-selective and/or charge selective properties 
of the glomerular filtration barrier. Size-selectivity is maintained primarily by 
the slit diaphragm and ZO-1 is one of the basic components of it. However, 
the precise role of the ZO-1 in the pathogenesis of the glomerular diseases is 
not fully understood. We investigated the changes of ZO-1 expression in 
diabetic glomeruli in vivo, and by high glucose in cultured podocyte in vitro. 
We also evaluated the effect of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ARB) 
on the ZO-1 changes induced by diabetes or high glucose. 
Methods : To determine the effect of ARB on podocytes ZO-1 protein and mRNA 

expression, immortalized mouse podocytes were incubated with RPMI medium 

containing normal glucose (NG, 5.6mM) or high glucose (HG, 30mM) with or without 

ARB (10-6M, L-158,809). For animal studies, rats were injected with diluent (Control, C, 

n=18) or streptozotocin. The latter were left untreated (DM, n=18) or treated with 1 

mg/kg/day ARB (DM+ARB, n=18). Four rats from each group were sacrificed monthly, 

and Western blot and RT-PCR were performed for ZO-1 with sieved glomeruli. Renal 

sections were stained for ZO-1 by immunohis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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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  
1. The ZO-1 mRNA and protein expressions in podocytes exposed to HG 

condi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podocytes in NG 
media (p<0.05). ARB treatment in podocytes under HG inhibited the 
increment in ZO-1 mRNA and protein expression by 73% and 64%, 
respectively (p<0.05). 

2. Compared to the C rats (19.8±3.2 mg/day), 24-hour urinary protein 
excretion at 3-mont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M rats (90.6±11.3 
mg/day, p<0.05), and ARB treatment partly reversed the increase in 
proteinuria in DM rats (51.6±6.6 mg/day, p<0.05).  

3. Glomerular ZO-1 mRNA and protein expressions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DM than corresponding C at all duration 
(p<0.05). ARB treatment in DM rats for 3 months inhibited the increase 
in ZO-1 mRNA and protein expression by 57.5% and 70.6%, 
respectively (p<0.05).  

4. ARB treatment for 3 months significantly ameliorated increased 
glomerular ZO-1 expression in DM rats as assessed by 
immunohistochemistry.  

Conclusion : In conclusion, ZO-1 mRNA and protein expressions were 
increased in podocytes exposed to HG and in DM glomeruli, and this 
increment in ZO-1 expression was ameliorated with ARB. Taken together, 
these data suggest that change of ZO-1 expression in podocytes is implicated 
in the early changes of diabetic nephropathy and may contribute to the 
development of proteinuria. 
______________ 

Key Words : diabetic nephropathy, podocyte, foot process, ZO-1,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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