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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 사구체 메산지움 배양세포와 실험적 당뇨 동물모델에서 

안지오텐신 II 제 1형 수용체 차단제가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 p27Kip1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사구체 비후 (glomerular hypertrophy)는 당뇨병성 신증의 특징적

인 소견으로, 메산지움 세포와 상피세포의 비후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세포의 비후가 발생하는 기전에는 여러 인자가 관여하며, 

최근에는 이러한 매개인자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이 중

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 (이하 CKIs)의 활성화로 인한 세포주기 내 G1기 정

지로 인해 세포의 비후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당뇨병성 

신증에서도 CKIs 단백의 발현 증가가 사구체 비후와 관련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한 메산

지움 세포와 당뇨 백서로부터 분리한 사구체에서 p27Kip1 단백과 

mRNA 발현을 관찰하고, 당뇨병성 신증에서 단백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장 비후를 예방하는 안지오텐신 II 제 1형 수용체 차단제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이하 ARB) 치료가 p27Kip1 단

백과 mRN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백서의 사구체 메산

지움 세포를 정상농도 포도당 (5.6mM)과 고농도 포도당 (30mM) 하에

서 배양하였으며, 각 군은 다시 ARB (L-158,809, 10-6M) 첨가군과 비

첨가군으로 나누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동물 

실험에서는, 웅성 백서 (n=36)를 대조군 (n=12)과 streptozotocin으로 

당뇨를 유발한 군 (n=24)으로 분류하였으며, 당뇨군은 다시 치료를 하

지 않은 당뇨군 (n=12)과 ARB를 투여한당뇨군 (L-158,809, 1 

mg/kg/day, n=12)으로 나누어 Western blot과 RT-PCR로 p27Kip1 단

백과 mRNA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1.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한 메산지움 세포 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1.9배와 2.1배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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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ARB 처치는 고농도 포도당으로 인한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 증가를 각각 88%와 78% 억제시켰으며 (p<0.05), 고

농도 포도당으로 인한 세포 당 단백량의 증가를 82% 감소시켰다 

(p<0.05). 

2. 연구 시작 3개월 후 백서의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은 당뇨군이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90.6±11.3 vs. 19.8±3.2mg, 

p<0.05),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요단백 배설이 의의

있게 감소되었다 (51.6±6.6 vs. 90.6±11.3mg, p<0.05). 

3. 사구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당뇨군에서 

당뇨 유발 2개월 후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3개월간 

ARB 투여한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사구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 증가가 각각 78%와 68% 억제되었다 (p<0.05). 

4.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용한 사구체 p27Kip1 단백 발현도 Western 

blot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형태계측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사구체 부피는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1.4±0.3 vs. 0.8±0.2x106㎛3, p<0.05),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사구체의 비후가 의의있게 억

제되었다 (1.1±0.2 vs. 1.4±0.3x106㎛3,p<0.05).  

결론적으로, 고농도 포도당 하에 배양된 메산지움 세포와 

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당뇨 백서의 사구체 p27Kip1 단백과 mRNA

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p27Kip1 발현의 증가는 ARB 

투여로 의의있게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ARB 투여가 당뇨병성 신

증에서 전신적인 혈압과 사구체 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세포주기 조절 단백 p27Kip1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사구체 비후를 

예방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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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안지오텐신 II 제 1형 수용체 차단제, 메산지움 세포, 

당뇨병성 신증, p27Kip1, Western blot,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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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 사구체 메산지움 배양세포와 실험적 당뇨 

동물모델에서 안지오텐신 II 제 1형 수용체 차단제가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 p27Kip1 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하성규>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최 소 래 
 

 
 

Ⅰ. 서론 

당뇨병성 신증은 병리학적으로 사구체와 세뇨관의 비후 

(hypertrophy), 사구체 기저막의 thickening, 사구체와 세뇨관 간질에 

세포외 기질 성분의 축적 등이 특징으로, 이 중에서 사구체와 세뇨관의 

비후는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부터 관찰되어지는 소견의 하나이다1,2. 

  사구체 메산지움 세포 (mesangial cell)의 비후는 실험적 당뇨 모델

에서 수 주 내에 관찰되기 시작하며, 사구체 기능 저하와 밀접한 관련

이 있다.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메산지움 세포를 이용한 배양 실험과 

여러 당뇨 동물 모델에서 메산지움 세포는 이상성 (biphasic)의 성장 

반응을 보인다. 즉, 초기에는 경미한 세포 증식이 일어나고, 그 이후에

는 비후를 동반하는 G1기 정지 (G1-phase arrest)를 보인다3,4. 

Kreisberg 등5에 의하면 메산지움 세포가 고농도 포도당에 노출되면 

c-fos, c-jun, 그리고 Egr-1과 같은 초기 유전자가 발현되면서 세포주

기 반응이 시작되고, 1∼2회의 분열과정 후에는 G1기 정지가 일어나 

결국 세포의 비후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6.  

당뇨병성 신증에서 세포의 비후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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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혈역학적 변화, TGF-β1, 안지오텐신 II와 같

은 국소적 성장인자가 세포의 비후와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이 알

려져 있다7-9. 최근에는,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에서 이러한 인자들에 의

해 조절되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의 역할이 중요함을 보고하고 있다10. 

세포주기는 cyclin-dependent kinases (이하 CDKs)라 불리는 세포주

기 조절 단백에 의해 그 시작과 진행이 조절된다11-14. 세포주기를 가속

시키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에는 cyclin/CDK 복합체가 있는데, 이는 

cyclin과 CDK의 2가지 subunit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세포주기를 억

제하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에는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가 

있다. Shankland 등12,13과 Wolf 등10은 세포의 비후가 발생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인자가 관여하지만, 마지막 공통적인 과정은 주로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의 활성화에 의해 G1기 정지가 일

어나서 세포의 비후가 발생한다고 보고하였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관찰되는 신장 비후에 p21Cip1, p27Kip1, p57Kip2 등

이 속한 CIP/KIP family의 CKIs가 주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5-19. 그 중에서도 p27Kip1의 역할이 강조되어 왔는데, Wolf 등20-22은 

고혈당이 protein kinase C를 활성화시킬 뿐만 아니라 TGF-β1을 유도

하여 p27Kip1을 발현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당뇨 db/db mice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도 고혈당에 의해 메산지움 세포와 혈관내피세포 내 

p27Kip1 단백 발현이 증가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최근에는 Wolf 등23은 당뇨병성 신증에서 관찰되는 메산지움 세포 

비후의 발생에 있어 p27Kip1의 역할을 규명하기 위해 p27Kip1+/+ mice 

와 p27Kip1-/- mice에서 추출한 메산지움 세포를 이용하여 

보고하였는데, 각각의 세포를 고포도당으로 자극한 결과 p27Kip1-/- 

mice에서 추출한 메산지움 세포에서는 세포 비후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이 세포에 p27Kip1 유전자를 전달감염 (transfection) 시킨 후에는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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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후를 동반하는 G1기 정지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 p27Kip1이 세포 

비후에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에 renin-angiotensin system (이하 RAS)의 

활성화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RAS 억제가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져 왔다. 실제로 당

뇨병성 신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이

하 ACE) 억제제나 안지오텐신 II 제 1형 수용체 차단제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이하 ARB) 치료는 단백뇨를 감소시킴과 

동시에 신장의 비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

24,25, 이러한 효과의 정확한 기전은 확립되어 있지 않다. RAS의 억제에 

따른 신장 비후 예방 기전에서 CKIs가 관여할 것이라는 가정 하에, 

Wolf 등26은 자가면역성 제 1형 당뇨 모델인 BBdp rat에서 ACE 억제

제를 사용한 결과 p27Kip1 단백 발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

였다. 그러나, 당뇨병성 신증에서 ARB 사용에 따른 CKIs 발현의 변화 

및 단백뇨와의 상관관계를 관찰한 연구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한 메산지움 세포를 대

상으로 CKI p27Kip1의 발현을 관찰하고, ARB의 사용이 CKI p27Kip1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또한, streptozotocin으로 당

뇨가 유발된 백서에서 신장 비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ARB 투여가 

CKI p27Kip1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CKI p27Kip1의 발현과 

신장 비후, 그리고 단백뇨와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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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메산지움 세포의 배양  

 선택된 웅성 백서 (male, Sprague-Dawley rat, 200-250g, Daehan 

Bio Link, Seoul, Korea)를 pentothal (50mg/kg)로 마취한 후 단두하여 

희생시키고 신장을 적출하여 Harper 등27이 고안한 방법으로 사구체를 

분리하여 메산지움 세포를 배양하였다. 다음의 모든 과정은 laminar 

flow hood 하에서 무균 상태로 시행하였다. 적출된 신장을 면도날로 장

축을 따라 반으로 절개한 후 가위로 피질만을 분리하여 penicillin 

(100U/ml)과 streptomycin (100mg/ml)이 함유된 인산 완충 용액 

(phosphate buffered solution: PBS)에 옮긴 후 체공이 200, 150 및 

75㎛인 stainless sieve를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75㎛ 소공에 걸린 사

구체를 인산 완충 용액에 재부유시켰다. 재부유액을 1,500rpm에서 5분

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남은 조직에 20% 우태아혈청 

(fetal bovine serum: FBS), penicillin (100U/ml), streptomycin 

(100mg/ml), 44mM NaHCO3, 14mM N-2-hydroxy-ethylpiperazine 

N'-2-ethane sulfonic acid (HEPES)가 함유된 RPMI 1640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넣고 5% CO2와 95% 공기가 공

급되는 37℃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약 2주간 배양액을 2∼3일

마다 교체하여 메산지움 세포로 거의 찼을 때 trypsin /EDTA 

(0.5%/0.53nM)를 이용하여 계대 배양하였으며, 제 6∼12회 계대 배양

한 메산지움 세포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역상 현미경으로 메산지움 세

포의 형태를 확인하고, 항 desmin, 항 vimentin, 항 cytokeratin, 그리

고 항 factor VIII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시행하여 

desmin 및 vimentin 양성이며 cytokeratin 및 factor VIII 음성임을 확

인하였다. RPMI-1640 배양액 내 L-valine을 D-valine으로 치환함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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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섬유아 세포의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2. 세포 실험 

가. 메산지움 세포를 0.2% 우태아혈청을 함유한 배양액으로 교환하

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배양액 내에 D-glucose 첨가한 정

상농도 포도당 (NG, 5.6mM), 고농도 포도당 (HG, 30mM), 그리고 정상

농도 포도당에 만니톨 24.4mM 첨가한 배양액 (NG+MN, 30mM)으로 

배양하여 120시간 후에 세포 배양액을 채집하고, 세포에서 단백과 

RNA를 추출하여 CKI p27Kip1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나. 정상농도 포도당과 고농도 포도당 배지는 각각 ARB 

(L-158,809, 10-6M) 첨가군 (NG+ARB, HG+ARB)과 비첨가군 (NG, 

HG)으로 나누었다. 각각의 배양액으로 120시간 배양한 후 세포에서 

단백과 RNA를 추출하여 CKI p27Kip1의 발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다. 세포수 및 총 단백량의 측정 

각 군에서 세포의 비후를 관찰하기 위해 세포수와 총 단백량을 측

정하였다. 메산지움 세포 당 단백량을 세포비후의 지표로 이용하였다28. 

60mm 배양접시 (Corning Costar Corp, Cambridge, MA, USA)에 

1x105cell/ml의 세포를 분주하여 subconfulent 상태까지 배양하였다. 

0.2% 우태아혈청을 함유한 배지로 48시간동안 배양한 후 세포를 각 

조건에 노출시키고, 일정 시간 경과 후 배지를 제거하고 얼음으로 차게

한 인산 완충 용액으로 세포를 2회 세척한 후 trypsin/EDTA를 이용하

여 세포를 배양용기로부터 수확하였다. 수확된 세포는 hemocytometer

를 이용하여 세포수를 측정하였으며, 총 단백량은 Bio-Rad ass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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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동물 실험 

 

가. 약물투여 

 모든 동물 실험은 승인된 기안서에 따라 시행되었다. 무게 200~250g

의 웅성 백서 (male, Sprague-Dawley rats) 36마리를 실험에 이용하

여, 이 중 12마리는 위약을 복강 주사하여 대조군 (C)으로 사용하고, 

나머지 24마리는 streptozotocin 65mg/kg을 복강 주사하여 당뇨를 유

발시켰다. 72시간 후 혈당을 측정하여 당뇨 발생 유무를 확인하였다. 

당뇨가 유발된 쥐는 다시 2군으로 나누어 12마리는 치료를 하지 않은 

당뇨군 (DM), 12마리는 ARB를 투여한 당뇨군 (DM+ARB)으로 하였다. 

ARB (L-158,809)는 1mg/kg/day 용량으로 매일 경관을 통해 투여하

였다. 백서들은 자동 온도조절 시설에서 사육되었으며 물과 표준 실험

식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매달 체중과 혈당, 요단백 배설량

을 측정하였다. 백서들은 당뇨 유발 1개월, 2개월 및 3개월 후 각 군에

서 4마리씩 희생시켰으며, 백서를 희생시킬 때 신장의 무게를 측정하였

다. 혈당은 glucometer로 측정하였으며,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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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Bradford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나. 사구체 분리 

  백서를 pentothal 마취(50mg/kg) 하에 단두한 후 신장을 적출하고, 

적출된 신장을 면도날로 장축을 따라 반으로 절개한 후 가위로 피질만

을 분리하여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완충용액에 옮긴 

다음, 체공이 200, 150 및 75㎛인 stainless sieve를 차례로 통과시켜 

75㎛ 소공에 걸린 사구체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 9 - 

 

4. Western blot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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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DTA, 2% SDS, 0.1mM PMSF, 2㎍/ml leupeptin)를 이용하여 세포 균

질액을 만들고, 12,000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

여 -70℃에 보관한 후 실험에 이용하였다. Bio-Rad kit (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한 Bradford 방법으로 

단백을 정량한 후 동량의 단백을 SDS와 β -mercaptoethanol이 포함

된 sample buffer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끓이고, 10∼15%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 한 후 Hoeffer semidry blo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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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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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eights, IL, USA)에 이전시켰다. Blocking buffer A (1ⅹPBS, 0.1% 

Tween-20, 8% nonfat milk)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1,000으로 

희석한 p27Kip1에 대한 일차 항체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 4℃에서 24시간동안 반응시킨 다음 세척하고 이차 

항체를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세척을 반복한 후 signal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 시약 (ECL; Amersham Life Science, Inc.,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이용하여 가시화하고, optical 

density(O.D.)는 TINA image software (Raytest, Straubenhard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 RT-PCR 분석 

가. 총 RNA의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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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riendswood, TX, USA)를 사용하였다. RNA STAT-60 reagent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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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사구체 또는 메산지움 배양세포를 처리하고, 동결과 해동을 3회 반

복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여기에 700㎕의 RNA STAT-60 reagent를 

첨가하고 vortex한 후 상온에서 5분간 두었다. 400㎕의 chroloform을 

첨가한 후 30초간 손으로 세게 섞어주고, 4oC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한 다음 400㎕의 isopropanol을 첨가하고 

다시 4oC 12,000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침전물을 차가운 

70% ethanol로 세척한 후 Speed Vac으로 건조시키고, DEPC로 처리

한 증류수로 침전물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 시킨 후 

spectrophotometer로 RNA 농도를 측정하였다. 

 

나.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 

 RNA 1㎍, 5mM/L MgCl2, 1mM/L dNTP, 50U RNase inhibitor, 

20U AMV reverse transcriptase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 1.6㎍의 random hexamer를 함유한 20㎕ 반응 

용액으로부터 Eppendorf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Scientific, 

Inc., Westbury, New York, USA)를 이용하여 first-strand c-DNA를 

합성하였다. 총 20㎕의 반응 혼합물을 42℃에서 60분간 incubation 한 

후 99℃에서 5분간 가열하여 효소를 비활성화시켰고, 역전사가 끝난 

검체는 PCR 전까지 -70℃에 보관하였다.  

 

다. 중합효소 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Rat GAPDH 및 p27Kip1에 대한 primer를 다음과 같이 설계한 후 

(rat GAPDH sense 5’-GACAAGATGGTGAAGGTCGG-3’, antisense 

5’-CATGGACTGTGGTCATGAGC-3’; rat p27Kip1 sense 5’-GGACTT 

GGAGAAGCACTGC-3’, antisense 5’-CGAGTCAGGCATTTG 

GTC-3’), InvitrogenTM Life Technologies사 (Rockwille, MD, USA)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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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하여 제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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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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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해 모든 검체의 PCR 산물의 O.D.를 GAPDH의 O.D.로 보정하였다. 이

를 위해 실험에서 얻은 PCR 산물과 GAPDH 비의 예민도가 가장 높은 

c-DNA의 양과 cycle 수를 결정한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PCR 산

물을 측정하기 위해 house keeping 유전자인 GAPDH를 다른 시험관

에서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PCR이 끝난 후 개개의 증폭된 PCR 산물 

중 30㎕를 취하여 0.05㎍/ml의 ethidium bromide를 함유한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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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oftware (Raytest, Straubenhard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

며, GAPDH O.D.로 보정하였다. 

 

6. 면역조직화학 염색 

신장 조직을 10% neutral-buffered formalin에 고정한 후 표준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5㎛ 절편으로 잘랐다. 파라핀을 제거한 후 에탄올로 

적시고 세척하였다. Black and Decker vegetable steamer를 이용하여 

10mM/L sodium citrate buffer에서 20분간 antigen retrieval을 

시행한 후, 3% H2O2로 처리하여 endogenous peroxidase 활성을 

제거하였다. CKI p27Kip1 염색을 위해 단일 클론 rabbit anti-p27Ki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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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를 1:100으로 희석하여 4℃에서 하룻밤 동안 

incubation시켰다. 세척 후 biotinylated link anti-mouse and 

anti-rabbit IgG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 30분간 처리하여 세척하고 streptoavidin-HRP (Santa Cruz 

Biotechnology, Inc.)로 30분간 처리하였다. Diaminobenzidine을 

처리하고 세척한 후 표본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절편내의 모든 사구체에서 p27Kip1의 면역조직화학 염색 정도를 

0-4+까지의 반정량적 점수로 결정하였다.  

 

7. 사구체 부피의 측정 

백서의 신장 절편에서 사구체를 임의로 추출하여 사구체 부피를 

측정한 후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평균 사구체 부피는 컴퓨터 

Image-Pro software를 이용하여 사구체의 면적을 계산한 후, 

사구체가 구형이라는 가정 하에 다음의 공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29.  

사구체의 부피 (㎛3) = (사구체의 면적)1.5ⅹ0.75+0.21  

 

8.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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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산지움 세포 배양 실험 

가. p27Kip1 단백 발현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메산지움 세포에서의 p27Kip1 단백 발현은 

정상 포도당으로 배양한 메산지움 세포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1.9배, p<0.05), 고포도당과 동일 삼투압을 가진 만니톨에 노출된 메산

지움 세포에서는 p27Kip1 단백의 발현에 변화가 없었다. ARB는 고농도 

포도당으로 인한 p27Kip1 단백 발현의 증가를 88% 감소시켰다 

(p<0.05) (그림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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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정상농도 포도당, 고농도 포도당 및 만니톨 하에서 배양된 메산

지움 세포에서 ARB 처치가 p27Kip1 단백 발현에 미치는 영향. p27Kip1 단백 

발현은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TINA image software를 이

용하여 O.D.를 측정하였다. NG: 정상농도 포도당 (5.6mM), NG+ARB: 정

상농도 포도당 (5.6mM)+ARB (L-158,809, 10-6M), NG+MN: 정상농도 

포도당 (5.6mM)+만니톨 (24.4mM), HG: 고농도 포도당 (30mM), 

HG+ARB: 고농도 포도당 (30mM)+ARB (L-158,809, 10-6M), *p<0.05 vs. 

NG, #p<0.05 vs. HG. 

 

나. p27Kip1 mRNA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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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된 메산지움 세포는 정상 포도당 농도 하

의 메산지움 세포에 비해 p27Kip1 mRNA의 발현이 유의하게 높았으며 

(2.1배, p<0.05), 만니톨은 p27Kip1 mRNA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지 않

았다. ARB는 고농도 포도당으로 인한 p27Kip1 mRNA 발현의 증가를 

78% 감소시켰다 (p<0.05). GAPDH mRNA의 발현은 각 군 사이에 차

이가 없었으며, p27Kip1 mRNA의 발현을 GAPDH mRNA로 교정한 값도 

p27Kip1 mRNA와 비슷한 결과를 나타냈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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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정상농도 포도당, 고농도 포도당 및 만니톨 하에서 배양된 메산

지움 세포에서 ARB 처치가 p27Kip1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 p27Kip1 

mRNA 발현은 RT-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NG: 정상농도 포도당 

(5.6mM), NG+ARB: 정상농도 포도당 (5.6mM)+ARB (L-158,809, 10-6M), 

NG+MN: 정상농도 포도당 (5.6mM)+만니톨 (24.4mM), HG: 고농도 포도

당 (30mM), HG+ARB: 고농도 포도당 (30mM)+ARB (L-158,809, 10-6M), 
*p<0.05 vs. NG, #p<0.05 vs. HG. 

 

다. 세포 비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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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된 메산지움 세포는 정상 포도당 농도 하

의 메산지움 세포에 비해 세포 당 단백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1.4배, 

p<0.05). 만니톨은 세포 당 단백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ARB의 사

용은 고농도 포도당으로 인한 세포 당 단백량의 증가를 82% 감소시켰

다 (p<0.05) (그림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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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정상농도 포도당, 고농도 포도당 및 만니톨 하에서 배양된 메산

지움 세포에서 ARB 처치가 세포 비후에 미치는 영향. 세포 비후는 

protein/cell number를 지표로 이용하였다. NG: 정상농도 포도당 (5.6mM), 

NG+ARB: 정상농도 포도당 (5.6mM)+ARB (L-158,809, 10-6M), 

NG+MN: 정상농도 포도당 (5.6mM)+만니톨 (24.4mM), HG: 고농도 포도

당 (30mM), HG+ARB: 고농도 포도당 (30mM)+ARB (L-158,809, 10-6M), 
*p<0.05 vs. NG, #p<0.05 vs. HG. 

 

2. 동물실험 결과 

가. 동물실험 자료 

모든 군에서 실험 기간 중 체중 증가를 보였으며, 대조군에서의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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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를 희생시킬 때 신장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체중 당 신장의 무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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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12주, 15.1±0.3 vs. 6.5±

0.2mg/g, p<0.05),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체중 당 신

장의 무게가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12주, 10.3±0.3 vs. 15.1±0.3mg/g, 

p<0.05).  

실험 12주 후 평균 혈당은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각

각 121.1±8.1, 495.5±1.2, 486.0±12.0mg/dL이었다.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90.6±11.3 vs. 19.8±3.2mg/day, p<0.05), ARB 투여 당뇨군은 투여하

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요단백 배설량이 의의있게 감소하였다 (51.6±

6.6 vs. 90.6±11.3 mg/day, p<0.05) (표1). 

 

표 1. 웅성 백서에서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혈당, 체중, 체

중 당 신장 무게 및 요단백 배설량1 

Parameters 대조군 

(C) 

당뇨군 

(DM) 

ARB 투여 당뇨군 

(DM+ARB) 

혈당 (mg/dL) 

4주 117.3±5.1 468.7±9.7* 473.5±25.5* 

8주 138.7±6.5 465.0±11.2* 458.0±16.0* 

12주 121.1±8.1 495.5±1.2* 486.0±12.0* 

체중 (g) 

4주 397.7±5.5 250.8±8.0* 297.0±33.0* 

8주 471.2±11.4 258.1±11.8* 296.5±55.5* 

12주 510.3±24.2 266.3±18.5* 284.5±91.5* 

체중 당 신장무게 (mg/g)  

4주 7.1±0.3 15.3±0.4* ND 

    8주 6.2±0.2 15.2±0.8* ND 

    12주 6.5±0.2 15.1±0.3* 10.3±0.3*# 

요단백 배설량 (mg/day) 

    4주 23.0±1.5 78.8±7.2* 56.3±6.0*# 

    8주 23.9±1.2 73.8±7.2* 52.5±3.6*# 

    12주 19.8±3.2 90.6±11.3* 51.6±6.6*# 
1:각 값은 평균±표준오차로 표시. ND: not done, *p<0.05 vs. C, 
#p<0.05 vs. DM.  

나. 사구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 

우선 streptozotocin 투여 후 1개월부터 3개월까지 사구체 p27Kip1 



- 17 - 

단백과 mRNA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Western blot 분석에 의한 사구체 

p27Kip1 단백의 발현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 2개월과 3개월 

후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TINA image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한 

O.D.는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1.9배와 2.2배 높았다 

(p<0.05) (그림 4). 

사구체 p27Kip1 mRNA의 발현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실험 

2개월과 3개월 후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TINA image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한 O.D.는 2개월과 3개월 후 당뇨군에서 각각 2.3배와 

2.1배 높았다 (p<0.05). 그러나 GAPDH mRNA의 발현은 당뇨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p27Kip1 mRNA의 발현을 

GAPDH mRNA 발현으로 보정한 값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의의있게 높은 소견을 보였다 (p<0.05) (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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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대조군과 당뇨군에서 실험 1, 2, 3개월 후 사구체 p27Kip1 단백 발

현. p27Kip1 단백 발현은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 대조군, 

DM: 당뇨군, *p<0.05 vs.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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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대조군과 당뇨군에서 실험 1, 2, 3개월 후 사구체 p27Kip1 mRNA 

발현. 사구체 p27Kip1 mRNA의 발현은 RT-PCR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C: 대조군, DM: 당뇨군, *p<0.05 vs. C. 

 

 

 

다. ARB 투여가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3개월 동안 당뇨 백서에 ARB를 투여한 결과 p27Kip1 단백의 발현은 

당뇨군에 비해 78% 감소하였다 (p<0.05) (그림 6). ARB 투여로 

p27Kip1 mRNA 발현도 당뇨군에 비해 68% 감소되었으며 (p<0.05), 

p27Kip1 mRNA 발현을 GAPDH mRNA로 보정한 후에도 의미있는 차이

가 유지되었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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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ARB 투여 3개월 후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사

구체 p27Kip1 단백 발현. p27Kip1 단백 발현은 Western blot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C: 대조군, DM: 당뇨군, DM+ARB: ARB 투여 당뇨군, *p<0.05 

vs. C,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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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ARB 투여 3개월 후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사구

체 p27Kip1 mRNA 발현. p27Kip1 mRNA 발현은 RT-PCR을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C: 대조군, DM: 당뇨군, DM+ARB: ARB 투여 당뇨군, *p<0.05 vs. 

C,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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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면역조직화학 염색  

사구체 내 p27Kip1 단백 발현을 면역조직학적 염색으로 관찰한 결과, 

p27Kip1 발현이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의의있는 감소 소견을 보였다 

(그림 8). 

면역조직화학 염색의 정도를 0-4+까지 반정량적 점수로 점수화 하

였을 때, 염색 지수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으며 

(2.3±0.4 vs. 0.8±0.5점, p<0.05),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의의있게 점수가 낮았다 (1.0±0.4 vs. 2.3±0.4점, p<0.05) (그림 

9). 

C DM DM+ARB

그림 8. ARB 투여 3개월 후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사구체 

p27Kip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화살표는 p27Kip1 염색된 세포를 나타

내었다. C: 대조군, DM: 당뇨군, DM+ARB: ARB 투여 당뇨군 (ⅹ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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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ARB 투여 3개월 후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사구체 

p27Kip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지수. C: 대조군, DM: 당뇨군, 

DM+ARB: ARB 투여 당뇨군, *p<0.05 vs. C, #p<0.05 vs. DM. 

 

 

 

 

마. 사구체 부피 

형태계측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사구체 부피는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1.4±0.3 vs. 0.8±0.2x106㎛3, p<0.05),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사구체의 비후가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1.1±0.2 vs. 1.4±0.3x106㎛3, p<0.05)(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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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ARB 투여 3개월 후 대조군, 당뇨군, ARB 투여 당뇨군에서 

평균 사구체 부피. C: 대조군, DM: 당뇨군, DM+ARB: ARB 투여 당뇨군, 
*p<0.05 vs. C,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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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자는 고농도 포도당으로 자극한 사구체의 메산지움 세포와 

실험적 당뇨 백서 모델에서 p27Kip1 단백과 mRNA 발현이 증가됨과 동

시에 사구체의 비후를 관찰하였다. 또한, ARB 투여로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메산지움 세포의 비후와 당뇨 백서에서 사구체의 비후가 감소하

였으며, 이는 p27Kip1 단백과 mRNA 발현 감소와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당뇨병성 신증은 사구체와 세뇨관의 비후와 함께 세포외 기질의 침

착이 특징이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세포의 비후가 발생하는 기전에 대

해서는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7-9,19,30, 혈역학적 변화, TGF-β1, 

안지오텐신 II와 같은 국소적 성장 인자가 세포 비후와 밀접한 연관성

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에 

이러한 매개 인자에 의해 조절되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이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12-14,17. 

세포주기는 cyclin-dependent kinases라 불리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

에 의해 그 시작과 진행이 조절되며, 여기에는 세포주기의 진행을 가속

화시키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과 억제하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이 있다. 

세포주기의 진행을 가속시키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에는 cyclin/CDK 복

합체가 있으며, 이는 cyclin과 cyclin-dependent kinase의 2가지 

subunit로 구성되어 있다. 반면, 세포주기의 진행을 억제하는 세포주기 

조절 단백에는 cyclin kinase inhibitor가 있다. Cyclin/CDK 복합체는 

각 구성 unit에 따라 세포주기 중 특이한 시기에만 작용을 한다. G1기

에는 cyclin D, E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초기 G1기에는 활성화된 

cyclin D가 CDK4/CDK6과 결합하여 G1기의 진행을 조절하고, 후기 G1

기에는 cyclin E가 CDK2와 결합하여 활성화되어 G1/S 전이 

(transition)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시기에는 여러 성장 인자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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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okine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다.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된 메산지움 세포와 여러 당뇨 동물 모델에서 메산지움 세포는 이

상성 (biphasic)의 성장 반응을 보인다. 즉, 초기에는 세포 증식이 주로 

일어나고, 1~2회의 분열과정 후에는 G1기에서 세포주기가 정지되어 결

국 세포의 비후가 발생한다3,4. 초기 세포 증식기에는 cyclin D/CDK4와 

cyclin E/CDK2 복합체 모두가 활성화 되지만, 이후의 시기에는 cyclin 

D/CDK4 복합체의 활성은 지속되는 반면 cyclin E/CDK2의 활성도는 

감소되어 세포주기가 더 이상 진행하지 못하고 세포 비후가 일어난다

10,12,13.  

이러한 cyclin/CDK 복합체의 활성도는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 (CKI)라 불리는 작은 단백에 의해 억제된다. CKI는 구조적 유

사성과 억제하는 cyclin/CDK 복합체의 종류에 따라 두 가지 아과 

(subfamily)로 분류된다. p15INK4, p16INK4, p18INK4, p19INK4가 속한 INK 

family는 G1기에 작용하는 CDK를 억제하는 반면, p21Cip1, p27Kip1, 

p57Kip2가 속한 Cip/Kip family는 G1 및 S기에 관여하는 CDK를 억제한

다.  

당뇨병성 신증에서 관찰되어지는 세포 비후와 CKI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 결과는 종종 보고되고 있다. Wolf 등21은 외부의 다른 성장 

인자의 영향이 없는 상태의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된 백서의 메산

지움 세포에서 p27Kip1 단백의 발현은 증가하였으나, mRNA의 발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p27Kip1 단

백 발현의 증가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 보고가 있는데, protein kinase 

C의 활성화가 관여한다는 보고가 있는가 하면8,9, TGF-β1의 유도가 관

여한다는 보고도 있다21. 또한, p27Kip1 antisense oligonucleotide로 처

치하면 고농도 포도당에 의한 메산지움 세포의 비후가 일어나지 않고 

증식형 (proliferative phenotype)에 머물게 된다는 보고도 있다23.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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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실험에서도, 제 2형 당뇨 모델 db/db mice와 제 1형 당뇨 모델 

murine streptozotocin type에서 사구체의 p27Kip1 단백 발현이 mRNA

의 발현과는 무관하게 증가되었다고 하였다22. 또한, streptozotocin으

로 유도된 당뇨 백서의 사구체를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용하여 

p21Cip1과 p57Kip2 단백 발현을 관찰한 결과, p21Cip1 단백 발현은 유의

하게 증가된 반면, Cip/Kip family의 다른 단백인 p57Kip2의 발현에는 

변화가 없었다22. 본 연구에서도 고농도 포도당 하의 메산지움 세포와 

실험적 당뇨 모델에서 Western blot으로 측정된 p27Kip1 단백 발현이 

의의있게 증가되었는데, 이는 기존의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또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결과도 이전의 보고에서와 같이, 당뇨 백서 사구체

에서 p27Kip1 단백 발현이 의의있게 증가하였다. 그러나, p27Kip1 단백 

발현의 증가와는 무관하게 p27Kip1 mRNA의 발현은 증가하지 않았다고 

보고한 Wolf 등22의 연구와는 상이하게, 본 연구에서는 고농도 포도당 

하의 메산지움 세포와 당뇨 백서 사구체에서 p27Kip1 mRNA 발현이 

p27Kip1 단백 발현과 유사하게 증가하였다. mRNA 발현의 결과가 이와 

같이 다른 이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실험에 사용한 동물의 종, 당뇨 기

간, 고혈당의 정도 등이 서로 달랐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Non-permissive condition에서 배양한 분화된 족세포 (podocyte)에서 

기계적 자극에 의해 p27Kip1 단백의 발현과 함께 p27Kip1 mRNA의 발현

이 증가되었다는 최근의 보고는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해준다고 할 수 

있다. 사구체의 족세포에서도 p27Kip1이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이러한 발현이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된 족세포와 Zucker 

diabetic fatty rat의 사구체에서 증가되었다는 보고가 있다31. 따라서, 

당뇨병성 신증에서 사구체의 비후는 메산지움 세포의 비후뿐만 아니라 

족세포의 비후도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안지오텐신 II는 당뇨병성 신증과 죽상동맥경화증의 병인에 관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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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인자로, 신세뇨관 세포, 메산지움 세포, 혈관 평활근 세포 (vascular 

smooth muscle cell)에서 비후를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안지오

텐신 II에 의한 세포 비후의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 많은 연구자들이 안

지오텐신 II가 세포주기 조절 단백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였다. 

Murine 근위 세뇨관 세포와 porcine LLC-PK1 세포에서 안지오텐신 II

가 p27Kip1 단백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33,34, murine 메산

지움 세포에서도 안지오텐신 II가 동일한 기전을 통해 세포 비후를 일

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 안지오텐신 II는 세포 내 superoxide 

anions (O2
-) 등의 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증가시키는 효과

가 있기 때문에, O2
-의 축적이 세포 비후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35. 

Wolf 등36은 Wistar rat에서 복강 내로 안지오텐신 II를 주입한 후 

proliferating-cell nuclear antigen (PCNA)을 측정한 결과 세뇨관의 증

식이 억제된 반면 세뇨관의 비후가 초래되었으며, 복강 내로 안지오텐

신 II 주입과 동시에 radical scavenger인 dimethylthiourea를 투여한 

경우 안지오텐신 II에 의해 증가되었던 세뇨관의 p27Kip1 발현이 억제된 

것으로 미루어, reactive oxygen이 세뇨관의 비후에 일부 관여할 것으

로 생각하였다. 또한, 안지오텐신 II에 의해 유도되는 TGF-β1은 당뇨병

성 신증에서 신장의 비후에 관여하고 분열유발성 자극 (mitogenic 

stimuli)을 비후 지극으로 전환시킨다. 외부에서 TGF-β1을 porcine 

LLC-PK1 세포에 투여하면 p27Kip1 단백의 발현이 증가되어 G1기 정지

와 세포의 비후가 일어난다37,38. p27Kip1 단백 발현에 대한 효과 외에도, 

cyclin D/CDK4의 활성도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cyclin E/CDK2의 

활성도는 억제되는 현상도 TGF-β1으로 인한 세포주기 정지 기전의 하

나라 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TGF-β1은 cyclin D의 하향조절 (down 

regulation)을 유도하고 p16INK4를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렇게 유도된 p16INK4는 cyclin E와 결합하여 G1기 정지를 더 확고히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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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역할을 한다. 

ACE 억제제와 ARB 치료는 점진적인 신장의 사구체경화를 억제하여 

각종 신질환의 진행을 완화시킨다. 특히 당뇨병성 신증에서는 신장의 

비후를 예방할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호전시키는 경우도 있다. 그 

기전으로는 사구체의 과여과 (hyperfiltration)가 정상화되기 

때문이라고 알려져 있지만, 안지오텐신 II의 성장 자극 효과가 차단되기 

때문이라는 보고도 있다. Wolf 등26은 당뇨 BBdp rat에서 증가된 

사구체의 p16INK4와 p27Kip1 단백 발현이 3주간 ACE 억제제 

(enalapril) 투여로 의의있게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ACE 억제제의 

이러한 효과가 RAS의 억제에 의한 것이기도 하지만, 안지오텐신 II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막 NADPH 활성화에 의해 생성되는 세포 내 

반응성 산소족 (reactive oxygen species)가 ACE 억제제의 투여로 

억제되기 때문이라 하였다. 당뇨 환경에서 산화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는 특징적으로 나타나는데, 이러한 산화 스트레스는 p27Kip1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nalapril에는 직접적인 

항산화 효과가 있으며, 고포도당으로 자극한 메산지움 세포에서 

생성되는 hydrogen peroxide 형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enalapril의 p27Kip1 발현 억제 효과가 산소기 (oxygen 

radical)의 생성을 억제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다. 

그러나, 최근의 연구에서 OLEFT rat에 32주간 enalapril을 투여한 

결과 신피질 내 lipid peroxide의 양, 다른 superoxide dismutase나 

glutathione peroxidase의 활성도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39. 

이는 ACE 억제제나 ARB에 의한 p27Kip1 발현의 감소가 항산화 효과 

보다는 안지오텐신 II 차단과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고 할 수 있다.  

형태계측술에 의한 연구에 의하면 당뇨에서 관찰되는 신장의 비대는 

메산지움과 신세뇨관 세포의 비후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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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jinazarian 등29은 형태계측술을 이용한 실험에서 ACE 억제제 

(captopril)가 신세포의 비후와 사구체의 비후, 메산지움 기질의 확장을 

예방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당뇨 백서에 ARB를 투여한 

결과 p27Kip1 단백과 mRNA 발현이 억제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사구체의 

비후가 의의있게 억제됨을 형태계측술을 통해 증명하였다.  

결론적으로, p27Kip1 단백과 mRNA 발현은 고농도 포도당 하에 

배양된 메산지움 세포와 streptozotocin으로 당뇨가 유도된 백서 

사구체에서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p27Kip1 발현의 증가는 ARB 투여로 

의의있게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ARB 투여가 당뇨병성 신증에서 

전신적인 혈압과 사구체 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세포주기 조절 단백 p27Kip1 발현을 억제시키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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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한 메산지움 세포와 당뇨 백서로부터 

분리한 사구체에서 CKI의 하나인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을 

관찰하고, 당뇨병성 신증에서는 단백뇨를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신장 

비후를 예방하는 효과가 있는 ARB의 투여가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고농도 포도당 하에서 배양한 메산지움 세포 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각각 1.9배와 2.1배 증가되었다 

(p<0.05). ARB 처치는 고농도 포도당으로 인한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 증가를 각각 88%와 78% 억제시켰으며 (p<0.05), 고

농도 포도당으로 인한 세포 당 단백량의 증가를 82% 감소시켰다 

(p<0.05). 

2. 연구 시작 3개월 후 백서의 24시간 요단백 배설량은 당뇨군이 대조

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90.6±11.3 vs. 19.8±3.2mg, 

p<0.05),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요단백 배설이 의의

있게 감소되었다 (51.6±6.6 vs. 90.6±11.3mg, p<0.05). 

3. 사구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당뇨군에서 

당뇨 유발 2개월 후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0.05). 3개월간 

ARB 투여한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사구체 p27Kip1 단백과 

mRNA의 발현 증가가 각각 78%와 68% 억제되었다 (p<0.05). 

4. 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이용한 사구체 p27Kip1 단백 발현도 Western 

blot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5. 형태계측술을 이용하여 측정한 사구체 부피는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의의있게 증가되었으며 (1.4±0.3 vs. 0.8±0.2x106㎛3, p<0.05), 

ARB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사구체의 비후가 의의있게 억

제되었다 (1.1±0.2 vs. 1.4±0.3x106㎛3,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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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적으로, 고농도 포도당 하에 배양된 메산지움 세포와 

streptozotocin으로 유도된 당뇨 백서의 사구체 p27Kip1 단백과 mRNA

의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p27Kip1 발현의 증가는 ARB 

투여로 의의있게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ARB 투여가 당뇨병성 신

증에서 전신적인 혈압과 사구체 내 압력을 감소시키는 효과와 더불어, 

세포주기 조절 단백 p27Kip1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사구체 비후를 

예방하는 부가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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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inhibits p27Kip1 

expression in glucose-stimulated mesangial cells and 

experimental diabetic nephropathy 

 

So Rae Choi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ung Kyu Ha ) 

 

 Diabetic nephropathy is characterized by glomerular and tubular 

hypertrophy, and angiotensin-converting enzyme inhibitor or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ARB) are known to prevent 

renal hypertrophy in diabetic patients.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effect of ARB on the expression of p27Kip1, which is a member 

of cyclin-dependent kinase inhibitors (CKIs) and is involved in the 

hypertrophic response, in cultured rat mesangial cells (MCs) 

exposed to high glucose and in experimental diabetic nephropathy. 

To determine the effect of ARB on MCs p27Kip1 protein and mRNA 

expression, rat M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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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or streptozotocin. The latter 

were left untreated (DM, n=12) or treated with 1 mg/kg/day ARB 

(DM+ARB, n=12). Four rats from each group were sacrificed 

monthly, and Western blot and RT-PCR were performed for p27Kip1 

with sieved glomeruli. Renal sections were stained for p27Kip1 by 

immunohistochemistry, and morphometric analysis was performed. 

1. The p27Kip1 protein and mRNA expressions in MCs expo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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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HG condi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MCs 

in NG media (p<0.05). ARB treatment in MCs under HG 

inhibited the increment in p27Kip1 protein and mRNA 

expression by 88% and 78%, respectively (p<0.05), and the 

increase in protein/cell numbers by 82% (p<0.05). 

2. Compared to the C rats, 24-hour urinary protein excretion at 

3-month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M rats (90.6±11.3 vs. 

19.8±3.2 mg/day, p<0.05), and ARB treatment partly reversed 

the increase in proteinuria in DM rats (51.6±6.6 vs. 90.6±11.3 

mg/day, p<0.05).  

3. Glomerular p27Kip1 protein and mRNA expressions were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DM than corresponding C at 2- and 

3-month (p<0.05). ARB treatment in DM rats for 3 months 

inhibited the increase in p27Kip1 protein and mRNA 

expression by 78% and 68%, respectively (p<0.05).  

4. ARB treatment for 3 months significantly abrogated 

increased glomerular p27Kip1 expression in DM rats as 

assessed by immunohistochemistry.  

5. By morphometric measurement, the increase in glomerular 

volume in DM was inhibited by 73% with ARB treatment.  

In conclusion, p27Kip1 protein and mRNA expressions were 

increased in MCs exposed to HG and in DM glomeruli, and this 

increment in p27Kip1 expression was abrogated with ARB.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RB treatment has an additional effect on 

preventing renal hypertrophy in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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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ey Words: angiotensin II type 1 receptor blocker, mesangial 

cells, diabetic nephropathy, p27Kip1, Western blot, 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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