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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Nitric oxide donor가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내인성 endothelin-1 분비에 미치는 향

 endothelin-1(ET-1)과 nitric oxide(NO)의 균형은 혈관의 기능을 좌

우하는 주요 기전임이 밝혀지고 있다. 또한 신장은 ET-1의 중요한 작

용기관이자 생산원으로, ET-1에 의한 혈역학적 변화가 급성 신부전 

및 허혈 재관류 손상시 중요한 기전이라고 알려져 있다. 지금까지 연

구에서 신장의 허혈 재관류 손상시 NO donor의 효과에 대한 보고는 

있었으나 그 효과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며,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에서 NO donor 투여효과를 ET-1과의 상관관

계에서 관찰한 보고는 없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신장의 허혈 재관

류 손상에서 NO donor 투여에 의한 신장손상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 

이러한 효과와 ET-1 생성과의 상관관계를 규명하고자 하 다. 

 수컷 Sprague-Dawley rat에서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을 일으키고 

NO donor를 투여하 다. NO donor로서 sodium nitroprusside(SNP)

를 투여하 고 허혈 직전에 투여한 초기투여군, 재관류 직전에 투여한 

후기투여군, 그리고 비투여군과 샴수술군의 4군으로 분류하 다. 각각 

허혈전, 재관류전, 재관류후 1시간, 재관류후 48시간에 신장조직을 채

취하여 병리조직학적 염색 및 ET-1의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한 면역조

직화학염색을 시행하고 신장기능을 측정하기 위해 재관류후 48시간에 

혈청크레아티닌을 측정하 다.

  초기투여군에 비해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탈락세포 및 괴사

가 심하 고 ET-1 발현이 현저히 높았다. 또한 혈청크레아티닌 수치

도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이와같이 신장 허혈직전 NO donor를 투여함에 의해 신장 허혈 재관

류 손상이 경감됨을 증명하 으며 이러한 효과는 신장 허헐 재관류 

손상시 증가되는 ET-1의 생성이 NO에 의해 억제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핵심되는 말 : endothelin-1, nitric oxide, 신장허혈재관류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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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c oxide donor가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내인성 endothelin-1 분비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김유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정 규 

Ⅰ. 서론

 장기의 구득과 저장 그리고 이식수술의 과정에서 발생하는 허혈 재

관류 손상은 후에 이식 신장의 점진적 기능 상실 및 기능 부전과 연

관되어 있다. 초기의 허혈 재관류 손상과 급성 거부반응 그리고 이에 

따른 이식신의 장기적인 예후가 서로 연관되어 있음이 임상적으로 밝

혀지고 있다1. 허혈 재관류 손상을 일으키는 정확한 기전이 완전히 알

려진 것은 아니지만 산소자유기의 생성과 미세순환의 장애가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생각되어지고 있다. 미세순환 장애는 주로 내피세포 손

상 및 혈관수축물질과 혈관이완물질의 불균형에 의해 발생한다. 신장

은 endothelin-1(ET-1)의 중요한 작용 기관이자 생산원으로서 급성 

신부전 및 허혈 재관류 손상 시에 ET-1에 의한 혈역학적 변화가 중

요한 기전이라고 알려져 있다2.  

 ET-1은 2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까지 밝혀진 가

장 강력한 혈관 수축제이다. 1985년에 처음으로 기술되었으며 이후 

Shibouta 등은 양측 신장혈관 차단 쥐 모델에서 신장 기능이상 및 근

위신장관 괴사의 조직학적인 증거, 그리고 ET-1이 신장 조직에서 증

가함을 보고하여 급성 신장부전과 허혈 재관류 손상 그리고 ET-1 상

승의 연관관계를 보고한 바 있다3. Wilhelm 등은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ET-1 유전자 표현의 증가를 보고하 으며
4
 ET-1의 단일클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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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체나 ET 수용체의 길항제를 이용하여 허혈 재관류 손상시 신장의 

조직학적 손상을 개선시킬 수 있음을 보고하 다5.

 Nitric oxide(NO)와 ET-1과의 상호 관계는 아직도 연구가 진행 중

에 있다. ET-1은 ET receptors B를 통하여 endothelial NO synthase

를 증가시켜 NO의 생성을 증가시키지만6, ET receptors A에 결합시

에는  내인성 NO synthase inhibitor를 증가시켜 NO의 생성을 감소

시킨다
7
. 또한 NO는 ET-1 유전자 표현을 억제하여 ET-1의 분비를 

감소시킨다8.

 Minamoto등에 의하면 NO donor(nitroglycerin)를 투여한 쥐의 폐이

식실험에서 NO donor가 ET-1 유전자 표현을 감소시킴을 보고 하

으며 이식직전에 투여한 경우에서 재관류 직전에 투여한 경우보다 

ET-1 유전자 표현의 감소가 뚜렷하 다
9
. 

 Lopez-Neblina 등의 연구에서는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을 가한 쥐실

험을 통해 NO donor로서 sodium nitroprusside(SNP)를 투여하 을 

경우 신장기능이 상당히 향상되었고 염증침윤이 감소하 음을 보고하

으며 허혈 시작 시 투여한 경우가 재관류 직전에 투여한 경우 보다  

그 효과가 월등하 다10,12.

  Miller 등은 ET-1을 투여함으로서 발생되는 심장과 신장의 혈관 수

축효과를 NO donor(nitroglycerin) 투여에 의해 상쇄시킬 수 있는지 

실험하 으며 외인성 ET-1 투여에 의한 관상동맥 혈류 감소는 회복

시켰으나 신장혈류 감소는 회복시키지 못했다
11
. 이 실험은 외인성 

ET-1을 전신적으로 투여한 실험으로서, 이후에 Lopez-Neblina 등에 

의해 보고된 내인성 ET-1이 증가하게 되는 경우, 즉 신장 허혈 재관

류 손상에서 NO donor를 투여한 경우와는 차이가 있었다
10,1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NO donor가 허혈 직전에 투여되는 경우에 발생

하는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에 대한 경감 효과가 NO의 신장 혈관에 

대한 직접적인 효과에 의해서가 아니라 신장 허혈 재관류시 증가되는 

내인성 ET-1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서 일어날 수 있다고 가설하 다. 

또한 신장의 허혈 재관류 손상에서 NO donor 투여시 내인성 ET-1의 

생성억제를 증명한 연구 보고는 아직까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NO donor가 신장의 허혈 재관류 손상시 유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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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효과가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것이 내인성 ET-1 표현억제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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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허혈 재관류 손상 및 조직채취

 250g 내지 300g의 수컷 Sprague-Dawley rat 38마리를 대상으로 시

행하 으며 펜토바비탈(유한양행㈜, 한국) 복강내 주사로 마취 후 수

술 테이블에 고정 하 다(60mg/kg). 복부를 정중절개 하여 좌측 신장

을 노출시킨 후 좌신 조직을 채취하 다. 신장주위조직을 분리하고 노

출된 신장의 신동맥과 신정맥을 불독 혈관감자로 잡아서 혈류를 막았

다. 60분간 허혈을 유도한 후 재관류 시켰으며 재관류 직전 좌신 조직

채취를 시행하고 반대편 우측 신장을 절제하 다. 복강내 체온유지를 

위해 복부근육을 임시로 폐복한 후 1시간 후에 다시 개복하여 좌신 

조직채취를 시행하 다. 나일론으로 폐복한 후 마취에서 각성시켰다. 

2. 실험군 분류

 sodium nitroprusside(SNP)(한국애보트, 한국)의 정맥투여 시간대별

로 실험군을 분류하 으며 꼬리정맥을 통해 투여하 고(5mg/kg) 허혈

직전에 투여하는 초기투여군, 재관류 직전에 투여하는 후기투여군, 투

여하지 않는 비투여군, 그리고 개복, 우신절제, 좌신 조직체취 및 48시

간 후 좌신절제는 시행하지만, 허혈 재관류는 시행하지 않는 샴수술군

으로 나누어 실시하 다.

3. 신장기능 검사 및 좌신절제

 각 군에서 재관류후 48시간에 펜토바비탈 복강내 마취 후 개복하여 

좌신 절제를 시행하고 하대정맥에서 혈액채취를 시행하여 혈청 크레

아티닌을 검사하 다.(Vitros®, Johnson & Johnson, USA)

4. 혈압측정

 두 마리의 Sprague Dawley rats에서 좌측 대퇴동맥에 24게이지 혈

관바늘을 삽입하 고 실험용 혈압측정기(Research grade blood 

pressure transducer®, Harvard apparatus, USA)를 이용하여 혈압을 



- 6 -

측정하 다. 수축기 혈압은 약 110mmHg정도 으며 꼬리정맥을 통해 

SNP를 투여하 으나(5mg/kg) 혈압은 감소하지 않았다.

5. 병리조직학적 염색

 10% 중성완충포르말린에 24시간 이상 고정한 신장조직을 통상적인 

조직제조절차를 거쳐 파라핀에 포매한 다음 Hematoxylin- 

Eosin(H-E) 염색을 시행하 다. 

 광학현미경을 이용한 병리조직화학적 검색에서는 세뇨관세포의 손상

을 다음의 기준으로 등급화하여 반정량 분석(semiquantitive analysis)

을 통하여 각 군을 비교하 다. 즉 변화가 없을 때 0, 소수 세뇨관세

포에서 내강으로의 탈락은 관찰되나 세포의 핵은 유지하고 있을 때 1

점, 다수 세뇨관 세포에서 내강으로의 탈락이 관찰되나 세포의 핵은 

유지하고 있을 때 2점, 세뇨관세포의 탈락과 함께 소수의 초기 괴사소

견이 관찰될 때 3점, 다수의 괴사소견이 관찰될 때 4점으로 하 다.

6. 면역조직화학 염색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제작한 파라핀 포매조직을 4μ

m 두께로 박절하여 자일렌으로 2회 탈파라핀하고 100%, 93%, 80% 

에탄올로 처리한 후 증류수로 함수시켰다. 함수시킨 절편을 전자레인

지를 이용하여 시트르산염 완충액(pH 6.0)에 15분간 처리한 후 3% 과

산화수소로 내인성 과산화효소의 작용을 억제시켰다. Tris 완충용액으

로 수세한 후 ET-1 단백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하여 단일클

론항체(mouse monoclonal IgG1 Clone TR.ET.48.5, Oncogene 

research product, San Diego, CA, USA)를 1:100으로 희석하여 실온

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Tris 완충용액으로 수세하 다. 통상적인 

avidin biotin complex(ABC)법에 따라 biotin과 결합된 이차항체에 20

분간 1회 반응시킨 후 다시 Tris 완충용액으로 수세하고 streptavidin

과 peroxidase가 결합된 용액에 20분간 처리하 다. 이를 수세 후 

3-amino-9-ethylcarbazole(Immunotec, FR)로 발색시킨 다음 헤마톡실

린으로 대조염색을 하 다.

 염색의 결과는 사구체, 세뇨관, 신간질의 소엽간동맥 및 세동맥, 세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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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주위 모세혈관망의 4가지 부위별로 나누어 검색하 다. 4가지 부위

에서 각각 염색의 강도에 따라 발현이 없을 때 0점, 국소적이고 약한 

발현을 보일 때 1점, 중등도의 발현을 보일 때 2점, 강한 발현 강도를 

보일 때 3점으로 등급화하 고 4가지 부위별 등급값을 모두 합하여 

반정량분석값으로 하 다.

7. 통계분석

 각각의 혈청크레아티닌 측정값 및 병리조직학적 염색과 면역조직화

학염색의 반정량적 분석결과는 비교대상이 되는 각각의 두 군에서 

Mann-Whitney test를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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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병리조직학적 염색

 각 시간대별 H-E 염색에 대한 반정량 분석결과 초기투여군, 후기투

여군, 비투여군 모두에서 손상이 점차 심해지는 양상이었으며 초기투

여군에 비해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재관류전, 재관류후 1시간, 

재관류후 48시간의 반정량 분석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후기투

여군과 비투여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표 1.)(그림 1.).

 후기 투여군 및 비투여군의 경우 재관류전에는 주로 세뇨관상피의 

탈락(sloughing)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탈락된 세포의 핵은 잘 유지되

어 있었다. 재관류후 1시간에는 탈락이 심해지고 탈락된 세포의 핵이 

많은 경우 손실되어 있었다. 초기 투여군에서도 일부 탈락된 세포가 

관찰되었으나 후기 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탈락이 심하 고 일부에

서 괴사가 관찰되었다. 재관류후 48시간에 발생한 괴사는 주로 내측 

피질(inner cortex) 및 외측 수질(outer medulla) 부위에 국한되어 있

었으며 괴사되어 탈락하는 세포와 재생세뇨관 상피가 공존하고 있는 

소견이었다. 괴사 정도는 비투여군에서 가장 심하 으며, 후기투여군

에서도 상당히 관찰되었고, 초기투여군은 괴사가 현저히 적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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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H-E 염색  반정량 분석값1

1
반정량 분석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변화가 없을 때 0, 소수 세뇨관세포의 내강으로 탈락은 관찰되나 세포의 핵은 유지하고 있을   

때 1점, 다수 세뇨관 세포의 내강으로 탈락이 관찰되나 세포의 핵은 유지하고 있을 때 2점,    

 세뇨관세포의 탈락과 함께 소수의 초기 괴사소견이 관찰될 때 3점, 다수의 괴사소견이 관찰될  

 때 4점으로 하 다
2
Sprague Dawley rat에서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을 일으키고 sodium nitroprusside            

(5mg/kg)를 투여하 다. 허혈전에 투여한 초기투여군, 재관류전에 투여한 후기투여군, 투여하  

 지 않은 비투여군, 허혈 재관류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샴수술군으로 분류하 다.
3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는 각각 4마리씩 재관류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사이에 사망하 으

며 따라서 이 두 군의 재관류 후 48시간 후 실험동물수는 각각 7마리임.
*
각 시간대 내에서 초기투여군에 비하여 p<0.01
†각 시간대 내에서 초기투여군에 비하여 p<0.05

그림 1.각 군별 H-E 염색의 반정량 분석값 평균치 비교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sodium nitroprusside(5mg/kg)의 투여시기에 따른 군별로 시행한 신

장 H-E 염색의 반정량 분석결과. 초기투여군, 후기투여군, 비투여군 모두에서 손상이 점차 심

해지는 양상이었으며 초기투여군에 비해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재관류전, 재관류후 1시

간, 재관류후 48시간의 반정량 분석값이 유의하게 높았다. 그러나 후기투여군과 비투여군 사이

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실험군2 실험동물수3 허혈전 재관류전 재관류후1시간
재관류후 

48시간

샴수술군 5 0 0 0 0

초기투여군 11 0 0.6±0.5 0.9±0.3 1.3±0.5

후기투여군 11 0 1.4±0.7† 2.3±0.5* 3.7±0.8*

비투여군 11 0 1.6±0.5* 2.6±0.5* 3.7±0.5*



라 마 

아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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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 H-E 염색에 의한 병리조직학적 소견

    가. 초기투여군, 나. 후기투여군, 다. 비투여군 : 재관류전

    라. 초기투여군, 마. 후기투여군, 바. 비투여군 : 재관류 후 1시간

    사. 초기투여군, 아. 후기투여군, 자. 비투여군 : 재관류 후 48시간

    재관류전에는 주로 세뇨관상피의 탈락이 관찰되었다. 그러나 탈락된 세포의 핵은 잘 유지되  

    어 있었다. 재관류1시간에는 탈락이 심해지고 탈락된 세포의 핵이 많은 경우 손실 되어 있  

    었다. 초기 투여군보다 후기 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탈락이 심하 고 일부에서 괴사가 관  

    찰되었다. 재관류후 48시간에 발생한 괴사는 주로 내측 피질 및 외측 수질 부위에 국한되어  

    있으며 괴사되어 탈락하는 세포와 재생세뇨관 상피가 공존하고 있는 소견이었다. 괴사 정도  

    는 비투여군, 후기투여군, 초기투여군의 순으로 심하 다. 초기투여군은 괴사가 현저히 적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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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역조직화학염색

  각 시간대별 신장면역조직화학염색에 대한 반정량 분석결과 초기투

여군에 비해 후기투여군과 비투여군은 재관류전, 재관류후 1시간, 재

관류후 48시간에서 ET-1 발현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후기투여군

과 비투여군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재관류후 

48시간에는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ET-1 발현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표 2.)(그림 3.). 또한 샴수술군과 초기 투여군 사이에도 

재관류전, 재관류후 1시간, 재관류후 48시간에서 반정량 분석값의 유

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재관류전의 경우 초기투여군보다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ET-1 

발현이 뚜렷하게 증가하 다. 사구체발현이 현저하 고 세뇨관주위 모

세혈관(peritubular capillary) 및 세뇨관도 발현을 시작하 다. 일부 소

엽간동맥의 발현도 관찰되었다. 재관류후 1시간에도 역시 초기투여군

보다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세뇨관의 ET-1 발현이 현저하 다. 

재관류후 48시간에서는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이전의 재관류전

이나 재관류후 1시간의 좌신보다 ET-1 발현이 다소 감소하 다. 사구

체 및 세뇨관의 발현이 감소하 고 사구체에서는 다소 감소하 다. 재

관류후 48시간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초기투여군보다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ET-1 발현의 뚜렷한 증가가 있었다(그림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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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ET-1 면역조직화학염색 반정량 분석값1

1 반정량 분석값은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냄

염색의 결과는 사구체, 세뇨관, 신간잘의 소엽간동맥 및 세동맥, 세뇨관주위 모세혈관망 4가지  

 부위별로 나누어 검색하 다. 4가지 부위에서 각각 염색의 강도에 따라 발현이 없을 때 0점,   

 국소적이고 약한 발현을 보일때 1점, 중등도의 발현을 보일 때 2점, 강한 발현 강도를 보일    

 때 3점으로 등급화하 고 4가지 부위별 등급값을 모두 합하여 반정량분석값으로 하 다.
2
Sprague Dawley rat에서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을 일으키고 sodium nitroprusside            

(5mg/kg)를 투여하 다. 허혈전에 투여한 초기투여군, 재관류전에 투여한 후기투여군, 투여하  

 지 않은 비투여군, 허혈 재관류 손상을 일으키지 않은 샴수술군으로 분류하 다.
3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는 각각 4마리씩 재관류후 24시간 내지 48시간 사이에 사망하 으

며 따라서 이 두 군의 재관류 후 48시간 후 실험동물수는 각각 7마리임.
* 각 시간대 내에서 초기투여군에 비하여 p<0.01
†
각 시간대 내에서 초기투여군에 비하여 p<0.05

그림 3.  각 군별 ET-1 면역조직화학염색 반정량 분석값 평균치 비교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sodium nitroprusside(5mg/kg)의 투여시기에 따른 군별로 시행한 신

장 면역조직화학염색(immunohistochemistry; IHC)의 반정량 분석결과. 초기투여군에 비해 후기

투여군과 비투여군은 ET-1발현의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후기투여군과 비투여군 사이에는 유

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재관류후 48시간에는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ET-1 발현

이 약간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다

실험군2 실험동물수3 허혈전 재관류전 재관류후1시간
재관류후 

48시간

샴수술군 5 0.8±0.6 0.6±0.6 0.4±0.6 0.6±0.6

초기투여군 11 0.4±0.5 2.6±2.0 1.9±1.0 2.1±0.7

후기투여군 11 0.6±0.5 4.6±1.5† 5.0±1.6* 3.9±1.6† 

비투여군 11 0.7±0.7 6.2±2.0* 6.5±1.9* 3.9±2.0† 



 가 

라 마 바 

아사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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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4. ET-1의 단일클론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가. 초기투여군, 나. 후기투여군, 다. 비투여군 :재관류전 

    라. 초기투여군, 마. 후기투여군, 바. 비투여군 :재관류 후 1시간

    사. 초기투여군, 아. 후기투여군, 자. 비투여군 :재관류 후 48시간 

    재관류전에서 초기투여군보다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ET-1 발현이 뚜렷하게 증가하   

    다. 사구체발현이 현저하 고 세뇨관주위 모세혈관 및 세뇨관도 발현을 시작하 다. 일부  

    소엽간동맥의 발현도 관찰되었다. 재관류후 1시간에도 역시 초기투여군보다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세뇨관의 ET-1 발현이 현저하 다. 재관류후 48시간에서는 후기투여군 및 비  

    투여군에서 이전의 재관류전이나 재관류후 1시간의 좌신보다 ET-1 발현이 감소하 다. 사  

    구체 및 세뇨관의 발현이 감소하 고 사구체에서는 다소 감소하 다. 여전히 초기투여군보  

    다 후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 ET-1 발현의 뚜렷한 증가가 있었다

   

다 나



- 14 -

3. 혈청크레아티닌

 재관류후 48시간시 혈청크레아티닌 농도는 후기투여군(평균 

6.7±1.4mg/dL) 및 비투여군(평균 7.0±1.7mg/dL)에서 뚜렷한 상승이 

있었으며 이는 샴수술군(평균 1.0±0.1mg/dL)과 초기투여군(평균 

1.7±0.95mg/dL))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p<0.01). 초기투여군이 

샴수술군보다 약간 높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5)(그림 5.).

그림 5. 각 군별 재관류후 48시간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sodium nitroprusside(5mg/kg)의 투여시기에 따른 군별로 시행한 재

관류후 48시간의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 후기투여군(평균 6.7±1.4mg/dL) 및 비투여군(평균 

7.0±1.7mg/dL)에서 뚜렷한 상승이 있었으며 이는 샴수술군(평균 1.0±0.1mg/dL)과 초기투여군(평

균 1.7±0.95mg/dL))에 비해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p<0.01) 초기투여군이 샴수술군보다 약간 높

았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p<0.05)

4. 혈압측정

 두 마리의 Sprague Dawley rat에서 혈압을 측정하 으며 수축기 혈

압은 약 110mmHg이었다. 본 실험에서 투여하 던 용량의(5mg/kg) 

sodium nitroprusside를 꼬리정맥으로 투여한 이후에도 혈압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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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존율

 샴수술군 및 초기투여군에서는 재관류후 사망한 경우가 없었으나 후

기투여군 및 비투여군에서는 재관류후 24-48시간사이에 두 군에서 각

각 36%(4/11)가 사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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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본 연구는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증가하는 ET-1을 NO donor로

서 감소시킬 수 있음을 증명하 다. Miller 등은 외인성 ET-1에 의한 

신장혈관 수축상태 시 NO donor를 투여하여도 효과가 없음을 보고한 

바 있으며11, Lopez-Neblina 등은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칼슘통로

차단제인 verapamil의 혈관이완효과로서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지 

실험하 으나 역시 효과가 없었다
12
. 

 본 실험 결과 NO donor를 허혈 전에 투여하는 경우에만 혈청크레아

티닌 농도 및 ET-1 발현의 감소를 보 고 재관류 직전에 투여한 군

에서는 그러한 효과를 나타내지 않았다. 만일 NO donor 자체의 혈관

이완효과가 허혈 재관류 손상 후 신장기능 향상의 주된 기전이라면 

재관류 직전에 투여된 경우에도 어느 정도의 손상경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기술된 바와 같이 Miller 등에 의한 실험에서 외

인성 ET-1에 의한 신장혈관 수축상태에서는 NO donor의 효과가 나

타나지 않았다
11
.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NO의 직접적인 효과에 의해

서라기보다는 허혈시 증가되는 내인성 ET-1의 생성을 감소시킨 것이 

신장기능 향상효과를 일으킨 주된 기전이라고 생각한다.

 정상혈관에서는 NO와 ET-1사이에 균형이 유지되고 있으며 NO의 

ET-1 생성을 억제하는 작용과
8
 ET-1의 NO생성을 자극하는 내피세

포에 대한 작용이 일어나며6, 이와 같이 내피세포에서 생성된 ET-1과 

NO가 혈관 평활근으로 흡수되어 수축이완상태를 일정하게 유지시킨

다. 그러나 많은 질병에서 그러한 균형의 파괴가 발생하며 이러한 경

우에는 내피세포보다 혈관 평활근에서 직접 생산되는 NO 및 ET-1이 

증가하게 된다. 이는 혈관내피세포의 기능이상에 의해 내피세포의 NO 

생성이 감소하는 동시에 혈관 평활근 내에 있는 inducible NO 

synthase(iNOS)가 유도되어 NO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서 내피세포의 

NO 생성감소를 보상하게 되며
13
 이는 국소적인 cytokine의 작용에 의

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
14
. 또한 혈관내피세포의 이상은 

proinflammatory cytokine의 분비증가를 일으켜 혈관평활근 내의 

ET-1 합성을 증가시키며
15,16
 이는 혈관 평활근 내에 있는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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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A에 작용하여 NO 생성을 억제하게 된다
7
. Saito 등은 신장 

허혈 재관류시 NO 분비량을 시간대별로 측정하 으며 허혈 시에는 

NO 생성이 증가되지만 재관류 이후 급격히 이전수준으로 감소함을 

보고한 바 있다
17
. 

 ET-1 유전자표현은 허혈 재관류 손상에 의해 증가된다. Wilhelm 등

은 허혈 재관류시 신장에서 preproET-1 mRNA를 측정함으로서 허혈

시 ET-1이 증가되지만 재관류 시에 더 상승하는 것은 아니며 유지되

거나 서서히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4.  본 연구에서도 ET-1의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재관류 이후 ET-1의 발현이 조금씩 감소하는 

경향이 있음을 관찰하 다.

 endotoxic shock과 같은 극단적인 경우 이와 같은 ET-1의 증가가  

혈압을 증가시킴으로서 오히려 도움을 줄지도 모른다. 그러나 허혈 재

관류 손상과 같은 경우 ET-1 생성의 증가는 과도한 혈관반응과 평활

근 증식 그리고 조직관류의 감소를 일으킨다4. NO는 ET-1 유전자표

현을 억제하여 ET-1의 분비를 감소시키며
8
 혈관내 iNOS의 증가로 

NO 생성이 증가되어 이러한 불균형은 자연적으로 어느 정도 보상이 

된다13. 그러나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허혈시 급격히 증가된 NO 농

도는 재관류 이후 급격히 감소하며
17
, ET-1은 허혈시 증가하고 재관

류 이후 유지되거나 서서히 감소한다
4
.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허혈직

전 NO donor를 투여한 경우 증가된 NO 농도에 의해 허혈시 ET-1의 

생성이 감소되어 이러한 불균형 상태를 교정하고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을 경감시킨 것으로 생각한다. 

  세뇨관주위 모세혈관망(peritubular capillary network, PTCN)은 

convoluted tubule을 둘러싸고 있는 모세혈관내에서 사구체의 수출세

동맥(efferent arteriole)의 연장선에 있는 혈관이다. ET-1은 사구체의 

수입세동맥(afferent arteriole), 수출세동맥 그리고 세뇨관주위 모세혈

관망에 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 이 세뇨관주위 모세혈관

망의 혈류가 차단되면 그 주위의 세뇨관을 이루고 있는 세포에서 저

산소증을 일으키게 되며 저산소증이 지속되는 경우 세포사멸이 발생

한다. 이러한 경우 급성세뇨관괴사에서 보이는 것과 같은 세뇨관 상피 

탈락(tubular epithelial sloughing)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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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 ET-1은 사구체주위 모세혈관망 뿐만 아니라 세뇨관 상

피와 사구체의 모세혈관에서도 발현되었다.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 실험에서 NO 전구체나 NO donor의 효과는 

많은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Rhoden 등은 NO 전구체인 L-arginine을 

투여하 으며18, Garcia-Criado 등과 Ozturk 등은 NO donor인 

molsidomine을 투여하 고
19,20
, Lopez-Neblina 등은 NO donor인 

sodium nitroprusside를 투여하여 신장허혈 재관류 손상시 신기능의 

향상이 있음을 증명하 다10,12. 또한 Saito 등은 신장허혈 재관류시 

NO antagonist 인 NG-nitro-L-arginine methylester(L-NAME)을 투

여하여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시 정상적으로 분비되는 NO를 차단한 

경우 신장허혈 재관류 손상이 증가함을 보고하 다17. 그러나 신장 허

혈 재관류 손상에서 NO 전구체나 donor에 의한 ET-1의 생성억제를 

증명한 보고는 없었다. 반면 Minamoto 등은 최근 쥐의 폐이식 실험

을 통해 폐의 허혈 재관류 손상시 NO donor에 의해  ET-1 유전자 

표현이 억제됨을 증명한 바 있다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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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결과는 신장 허혈직전 NO donor를 투여함에 의해 신장 허혈 

재관류 손상이 경감됨을 증명하 으며 이러한 효과는 신장 허헐 재관

류 손상시 증가되는 ET-1의 생성이 NO에 의해 억제됨으로써 나타나

는 것으로 생각한다. 

 향후 신장이식 임상 실험을 통한 NO의 효과 및 기전이 입증되길 기

대하며 이러한 효과의 세포내 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후 실험을 필요

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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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Nitric Oxide Donor on the Endogenous 

Endothelin-1 Expression in Ren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Gyu-Young Jeong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Yu Seun Kim)

 Balance between nitric oxide(NO) and endothelin-1(ET-1) 

production is essential to vascular function in controlling organ 

perfusion, and elevated ET-1 in peritubular capillary network 

following renal transplantation can be associated with renal 

allograft rejection. Administration of nitric oxide donor during the 

preischemic period has been shown to protect kidney against 

ischemia-reperfusion injury, but the mechanism underlying this 

therapeutic benefit remains incompletely understood. We 

hypothesized that early administration of the NO donor sodium 

nitroprusside(SNP) may suppress ET-1 and thereby improve renal 

function in ischemia-reperfusion injury. 

 Sprague 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60 minutes of renal warm 

ischemia and contralateral nephrectomy. Renal biopsies were 

performed prior to ischemia and reperfusion, and at 1 hour and 48 

hours after reperfusion.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4 groups:  

sham group without warm ischemia, early SNP group(SNP given 

before ischemia), late SNP group(SNP given before reperfusion), 

and ischemic control. ET-1 expression was assessed by 

semiquantitative analysis with immunohistochemical stain using 

ET-1 monoclonal antibody, and Hematoxylin-Eosin stain was also 

performed. Serum creatinine was measured at 48 hours af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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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erfusion.

 There were significant improvements in all parameters of the 

early SNP group compared with the late SNP group and the 

ischemic control,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late SNP 

group and the ischemic control.

 These data suggest that early administration of SNP in renal 

ischemia-reperfusion improves renal function by suppressing ET-1 

expression.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 endothelin-1, nitric oxide, renal ischemia-reperf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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