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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쥐의 해마형성체와 내후각뇌피질에서
세포사 관련물질들의 변화에 대한 면역세포화학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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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cytochemical Study on the Changes of Cell-Death Controlling Factors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and Entorhinal Cortex of Ag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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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연구목적：
학습과 기억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해마형성체(hippocampal formation)와 내후각뇌피질(entorhinal
cortex)에서 노화에 따른 세포사 관련물질들의 변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방 법：
각각 10마리의 노화쥐와 대조군을 대상으로 NOS, VIP, c-fos, bcl-2, bax, p53에 대한 항체를 사용하여 면
역세포화학염색을 하였고, NOS와 bcl-2의 경우는 면역세포화학 염색이 선명하지 않아 in situ hybridization도 함께 시행하였다.

결 과：
1) NOS 면역반응 신경세포는 노화쥐의 내후각뇌피질에서 대조군에 비해 현저히 감소하였고(>30%), 수상돌
기의 수가 감소하고 길이도 단축되었다. 또한 해마형성체에서 in situ hybridization 시행한 결과 NOS mRNA
양성 신경세포는 노화쥐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2) VIP 면역반응 신경세포는 주로 양극성 세포이었으며, 노화쥐에서 감소하였고 신경세포에서 수상돌기의
수가 감소하고 길이도 단축되었다.
3) c-Fos의 면역세포화학 염색에서는 핵만 염색되는 것이 특징이었으며, c-fos 면역반응 핵의 수와 염색성
이 노화쥐에서 감소하였다.
4) In situ hybridization을 시행한 bcl-2 mRNA 양성 신경세포가 노화쥐에서 감소하였다.
5) Bax 면역반응세포는 대조군과 노화쥐에서 비슷한 분포를 보였고, 염색성이 노화쥐에서 약간 감소하였다.
6) P53 면역반응세포는 대조군에서는 염색이 되지 않았고 노화쥐의 해마 CA1에서만 관찰되었다.

결 론：
본 연구는 뇌의 노화과정에 NOS, VIP, c-fos, bcl-2, p53이 포함된 신경세포 체계가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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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사하며, 노화쥐의 해마형성체와 내후각뇌피질에서 세포사 관련물질들의 변화에 대한 형태학적 증거를 제공
하였다.

중심 단어：노화쥐·해마형성체·내후각뇌피질·면역세포화학염색.

는 CA1 피라미드세포의 수상돌기에 시냅스를 이룬다

서

론

(Schaffer collateral pathway). 또한 내후각뇌피질은
대뇌피질의 여러 부위에서 들어오는 연합섬유와 상호

뇌는 정상 노화과정에서 다양한 신경화학적·구조적

적인 연결이 이루어지는 중요한 부위이다.7-9)

변화를 겪게된다.1) 노화의 기전이 아직 확실히 밝혀지

Nitric oxide(NO)는 최근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지는 않았지만, 포유동물에서 발생하는 노화와 연관된

지고 있는 자유라디칼로서 신경계 및 비신경계에서 신

퇴행적 변화과정들을 설명하려는 많은 이론들이 대두

경전달물질, 신경조절인자, 2차 전달자로서 작용한다.10)

되고 있다. 첫째는 노화가 중추신경계의 신경내분비적

혈관확장기능으로 인해 처음 발견되었으며, 점차 혈관

변화 또는 면역계통의 변화로 인한 기관 기능(organ

내피세포 뿐만 아니라 대식세포와 신경세포에서도 생

function)의 점진적 상실에 의한다는 이론(organ-based

성되는 것이 발견되었다.11) 특히 NO는 학습과 기억에

theory),2) 둘째는 산소-자유라디칼에 의해 촉매된 산

관여한다고 알려진 해마의 LTP에 중요한 역할을 한

화성 대사가 효소들을 손상시켜 합성능력을 감소시키고,

다.12)13) 작용기전을 살펴보면 자극된 신경세포에서 유

변화된 생물학적 환경에 반응하려는 노화된 개체의 능

리된 glutamate가 N-methyl-D-aspartate(NMDA)

2)3)

력을 방해한다는 이론(free radical theory),

세째는

수용체를 활성화시키면 칼슘이온이 신경세포 안으로 들

노화에 따른 성장요소(trophic factor)들의 변화가 일부

어가 calmodulin과 결합함으로서 nitric oxide synthase

4)5)

노화에 관련된 뇌의 변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이론,

(NOS)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NOS가 nicotina-

마지막으로 노화가 다양한 유전적 오류와 돌연변이의

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NADPH) 존

결과로 진행된다는 제놈이론(genomic theory) 등이 제

재하에 L-arginine을 동량의 L-citrulline과 NO로 전

기되고 있으며, 예정사(programmed cell death)의 개

환시킨다.14) NO는 생리적 농도에서는 신경가소성(neu-

2)

념이 여기에 포함된다.

ral plasticity), 신경보호, 혈관이완작용 등을 하지만,

노화가 진행됨에 따라 나타나는 중추신경계의 기능

glutamate에 과다 노출됨으로써 신경세포가 과도하게

적 변화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억력 저하이다. 해마(hi-

자극되어 다량의 칼슘이온이 유리되고 다량의 NO가 생

ppocampus)·치아이랑(dentate gyrus)·해마이행부

성되면 superoxide와 결합하여 peroxynitrite를 생성

(subiculum)로 구성된 해마형성체(hippocampal for-

하여 세포독성을 나타낸다.15)16) 이는 알쯔하이머씨병,

mation)와 내후각뇌피질(entorhinal cortex)은 학습과

헌팅톤씨병, 파킨슨씨병, 근위축성 측삭 경화증(amyo-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데6) long term poten-

tropic lateral sclerosis) 등의 신경퇴행성 질환과 뇌졸

tiation(LTP)이 그 기전으로 알려져 있다. LTP는 해마

중, 경련, 외상성 뇌손상 등의 다수의 신경질환들의 흥

의 3가지 흥분성 시냅스 회로에서 관찰된다. 내후각뇌

분성 신경독성 효과와 관련된다고 알려져 있다.17-19)

피질의 외측부분에서의 구심섬유는 치아이랑 과립세포

NO는 합성된 곳에서 곧바로 확산되어 사방으로 퍼지

의 수상돌기와 해마의 CA1·CA2·CA3로 섬유를 보

는 특성 때문에 실험적으로 측정하기 어려워 NO를 합

내며(perforant pathway), 내후각뇌피질의 내측부분에

성하는 효소인 NOS를 이용하여 실험이 이루어지고 있

서의 섬유는 해마이행부와 해마의 CA1에서 종지된다.

으며, 면역세포화학염색 및 NADPH diaphorase 조직

치아이랑 과립세포의 축삭은 mossy fiber가 되어 CA3

화학염색을 통한 NOS 단백질 측정, citrulline assay를

피라미드세포의 수상돌기에 시냅스를 이루고(mossy

통한 NOS 활성도 측정, 그리고 in situ hybridization을

fiber pathway), CA3 피라미드세포의 축삭의 곁가지

통한 NOS mRNA 측정이 시행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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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soactive intestinal peptide(VIP)는 포유동물의

요위치에 bcl-2가 존재함은 bcl-2가 자유라디칼 생산

신경계에 널리 분포하는 28-아미노산 신경펩타이드이

을 억제하거나 항산화제로 작용할 가능성을 제기하고

고 유사분열(mitosis), 신경세포의 생존, 신경분화에 영

있다.38)39)

20-23)

향을 미치는 중요한 신경성장작용을 한다.

VIP는

Bax는 bcl-2와 21%의 유사성을 가진 bcl-2 관련

성상교세포(astroglia)에 대한 분비성 작용들을 통해 간

단백질로 bax homodimer를 형성하거나 bcl-2와 he-

접적으로 척수배양에서 신경보호작용을 한다고 밝혀졌

terodimer를 형성한다.40) Bcl-2/bax 비율이 세포고사

으며, 다양한 신경성장 물질들이 소량의 VIP에 의해 분

신호에 따른 생존과 소멸을 결정하며, bax의 과발현은

24)

비됨이 발견되었다.

성상교세포에 존재하는 고친화성
25)

수용체는 이러한 분비효과와 관련되어있다.

VIP에
26)

대한 반응으로 성상교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s,

세포사를 가속시키고 bcl-2의 보호효과를 길항한다.40)
또한 p53의 활성화는 bax/bcl-2 비율을 증가시킬 수
있고, 이는 세포고사에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41)42)

protease nexin I,27) 그리고 새로운 성장요소인 acti-

P53은 종양 억제 유전자로 발견된 DNA 전사요소

vity dependent neurotrophic factor(ADNF)28)는 신

(transcription factor)이며, 세포주기, 전사 및 세포분

경성장 및 신경보호작용을 하게 된다.

화를 조절함으로써 정상적인 세포증식을 통제하는 기능

세포고사와 관련된다고 알려진 원종양유전자인 c-

을 가지고 있다.43) 중추신경계의 신경세포 손상과 관계

fos, bcl-2, bax, p53 등은 모두 신경세포의 성장과 분

되어 DNA가 손상된 신경세포에서 발현되고 중추신경

화에 영향을 미치고, 다른 신경성장요소 및 신경펩타이

계의 비가역적 손상의 표식자로 작용한다.44)45) Wild

드와 관련이 있다.

type p53 단백의 과발현은 G1-S interphase에서 세

c-Fos는 세포의 성장·분화·사멸의 조절에 중요한

포회로를 정지시켜 결국 신경세포를 고사시키고,44) 반

역할을 하며 세포외 자극으로 발현이 조절되는 조기발

면 p53 발현이 결여되면 국소 허혈, 경련, DNA 손상 후

현 유전자(immediate early gene)이다.29) 해마·시상·

의 신경세포 손상이 감소된다.46) 즉 p53 발현이 결여되

대뇌피질 등에서 기저발현(basal expression)을 하지

거나 억제되면 흥분성 세포사 또는 자발적 세포사로부

만 주로 신경성장요소, 신경전달물질, 탈분극 조건, 칼

터 신경세포가 보호된다.

슘유입을 자극하는 인자에 의해서 신경세포 발현이 빠
30)

르게 유도된다.

31)

32)

지금까지 알쯔하이머씨병이나 헌팅톤씨병과 같은 신

대뇌피질

경퇴행성 질환에서 사후조직을 통해 세포사 관련물질에

내의 VIP33)에 의해 c-fos발현이 증가된다. 최근 c-fos

대한 연구가 많이 있었지만, 해마형성체와 내후각뇌피질

의 발현에 3가지 방식이 있다는 것이 밝혀졌는데, 첫째

에서 노화에 따른 변화를 직접 관찰한 연구는 별로 없

는 이미 가장 많이 연구되어 있는 rapid transient ex-

었다. 본 연구는 노화된 흰쥐의 해마형성체와 내후각뇌

pression이고 둘째는 delayed, persistent upregula-

피질에서 신경세포의 고사 및 생존에 밀접한 관련성을

tion, 셋째는 예정사(programmed cell death) 및 세포

갖고 있는 자유 라디칼 NO, 신경성장요소로 알려진 VIP,

스트레스 반응에 관련된다고 알려진 continuous tissue

그리고 세포고사와 관련된 원종양유전자 c-fos, bcl-

specific expression이다.34)

2, bax, p53들의 상호연관성을 비교 분석하여 노화에

또한 경련,

국소 허혈,

Bcl-2는 세포고사로부터 신경세포를 보호한다고 알

따른 중추신경계의 기능적 변화를 유발하는 기전을 추

려졌으며, 신경세포 배양에서 nerve growth factor,

정하는데 필요한 형태학적 기본자료를 제공하고자 시행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neurotrophin-3

되었다.

가 결여된 감각신경세포와 교감신경세포를 보호할 수

방

있다.35-37) Bcl-2가 세포고사를 억제하는 방법은 아직

법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bcl-2가 외부 미토콘드리
아 막, 내형질세망 막(endoplasmic reticulum mem-

1. 실험동물

brane), 그리고 핵막에 위치하기 때문에 미토콘드리아

Sprague-Dawley계의 웅성 흰쥐로 노화쥐(20~29

기능을 변화시키거나 내형질세망 막의 칼슘이온의 유동

months old)와 대조군으로 성장한 쥐(4~6 months

을 조정할 가능성이 제시되었고, 산소 자유라디칼의 주

old) 각각 10마리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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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PBS(pH 7.4)로 세척한 후 gelatincoated slide에서 2
시간이상 실온에서 말리고 저농도 알코올에서 고농도

1) 조직절편제작
에테르로 마취 후 4% paraformaldehyde(4℃)를 10
분간 50~60ml/min이 속도로 심장을 통해 관류하여 고
정하였고 두개골을 열고 뇌를 적출하였다. 적출한 뇌를

알코올로 옮겨가면서 탈수시킨 후 xylene으로 투명화
하여 coverglass를 씌운 후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하
였다.

중뇌와 뇌교의 접속부위를 관상절개하여 고정액에 하루

3) In situ hybridization

동안 4℃에서 후고정시켰다. 0.05M phosphate buf-

흰쥐에서 뇌조직을 준비한 과정은 앞의 면역세포화학

fered saline(PBS)(pH 7.4)에 탄 12% sucrose 용액

절차와 같다. 냉동절편은 냉동조직 절편기를 이용하여

에 조직을 30분간 담가두는 과정을 3회 반복하였고

12μm 두께로 관상단면으로 만든 후 이중 코팅된 슬라

16%와 18% sucrose 용액에서도 같은 과정을 반복하

이드 위에 얹어 50℃ 정도의 슬라이드 가온기 위에서 3

고 18% sucrose 용액에서 1~3일간 보관하였다. 냉동

시간 동안 건조시킨 뒤 바로 조직 고정 처리를 시행하

조직은 냉동조직 절편기를 이용하여 40μm 두께로 절

거나 -70℃ 초저온 냉동기내에서 조직 고정 처리 할 때

편을 얻어 면역세포화학 염색 시행 전까지 4℃에서 보

까지 보관하였다.

관하였다.

(1) 조직처리

2) 면역세포화학 염색

절편을 4% paraformaldehyde가 담긴 비이커에 10

면역세포화학 염색은 free-floating 방법으로 시행했

분간 담궈 둔 후 DEPC(diethyl pyrocarbonate)를 0.

으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다. 0.05M PBS(pH 7.4)에

03%로 희석시킨 멸균한 3차 증류수로 10분씩 3번 씻

서 15분간 3회 세척한 후 1：1000으로 희석한 rabbit

어내었으며 acetic anhydride에 10분간 처리 후 50%,

antirat nNOS Ab(Chemicon), 0.5mg/ml bovine

70%, 95%, 100% 알코올 용액에 차례로 2분씩 담궈

serum albumine, 1.5% normal goat serum, 0.3%

수분을 제거시켰다. 이후 클로로포름에 4~8분간 담궈

Triton X-100을 포함한 1차 항체용액에서 48시간동

조직내의 단백질과 지질 등을 제거한 조직을 100%,

안 4℃에서 진탕시키면서 반응시켰다. Rabbit anti-rat

95% 알코올에 담궈서 클로로포름을 씻어낸 후 공기 중

VIP Ab(Incstar TM), rabbit anti-rat c-fos Ab(Cal-

에서 충분히 말려주었다. 준비된 조직은 -70℃로 유지

biochem), rabbit anti-rat bcl-2 Ab(Pharmigen),

되는 초저온 냉동기 내에 보관한 후 in situ hybridi-

rabbit anti-rat bax Ab(Pharmigen), rabbit anti-rat

zation 용으로 사용하였다.

p53 Ab를 같은 방법으로 반응시켰다. 0.05M PBS(pH
7.4)에서 15분간 3회 세척 후, 2차 항체인 antirabbit
goat Ab를 0.3% Triton X-100이 들어있는 0.05M
PBS(pH 7.4)로 1：200으로 희석하여 1시간동안 진탕
시키면서 실온에서 반응시켰다. 다시 0.05M PBS(pH
7.4)에서 15분간 3회 세척하며, 사용 30분전에 0.05M
PBS(pH 7.4)와 0.3% Triton X-100의 혼합용액에
A용액(Vectastatin kit), B용액(Vectastatin kit)을
1：100의 희석비가 되게 점적하여 만든 avidinbiotin
peroxidase 용액에서 실온상태로 2시간동안 진탕시키
면서 반응시켰다. 이후 0.05M PBS(pH 7.4)에서 15분
간 3회 세척후, 0.003% hydrogen peroxidase와 0.
05% 3,3’-diaminobenzidine(Sigma)를 포함한 0.05M
PBS(pH 7.4)용액에서 2~3분간 발색시켰다. 다시 0.05M

(2) cDNA Template preparation
cDNA probe를 제작은 DNA 1μg, 10X restriction
enzyme buffer 2μl, Sac I restriction enzyme 1U과
증류수를 20μl까지 넣어 배합하고, 37℃에서 1시간 동
안 incubation 한 후 pH 7.4의 phenol/chlorform(1：
1)을 넣어 5분간 원심침전시키며 상층액을 새 튜브에
옮긴 후 5M sodium acetate(pH 5.2)를 상층액 부피
의 1/10 만큼 첨가해주었다. 에탄올을 상층액 부피의
2.5배만큼 첨가해준 후 yeast tRNA 20μg을 첨가해
주었다. 그후 -80℃에서 20분간 놔둔 후 15분간 원심
침전하며 상층액과 남아있는 에탄올을 버렸다. 그후
70% 에탄올로 씻어낸 후 건조시켰으며 증류수나 TE
buffer를 이용하여 원하는 부피만큼 재부유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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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number of immunoreactive neurons or mRNA optical density of cell-death controlling factor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and entorhinal cortex
Group

Brain region
Hippocampus

Dentate gyrus

Subiculum

Entorhinal cortex

Control

68.6±12.4

32.1± 6.2

45.5± 7.5

25.9± 5.0

Aged

25.2± 6.4

14.3± 5.4

18.8± 6.3

11.4± 3.1

NOS

VIP
Control

71.4± 8.1

28.4± 2.4

63.3± 5.4

54.8± 5.1

Aged

65.0± 5.5

18.1± 4.0

58.1± 4.1

35.4± 4.8

Control

46.0±10.7

54.2±23.0

19.2± 4.6

48.4±12.5

Aged

35.2± 6.1

18.2± 6.6

12.3±11.7

12.5± 5.8

Control

29.7± 1.6

49.6± 1.2

29.6± 4.4

32.8± 1.8

Aged

22.3± 1.4

28.8± 1.6

23.2± 6.2

23.2± 1.6

c-Fos

Bcl-2

Bax
Control

125.0±28.1

82.4±15.2

98.0±27.8

82.4±28.1

Aged

122.1±35.2

78.1±16.2

96.2±25.1

79.3±19.2

Control

42.0±11.1

0

0

0

Aged
0
0
All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d.
NOS：nitric oxide synthase, VIP：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0

0

P53

화 시킨 후 냉동 보관하였다.

(3) In vitro transcription
Linealization 시킨 cDNA를 template로 삼아 다음
의 과정을 통해 riboprobe를 제작하였다. ATP, GTP,
CTP(BM Germany) 각각 1mM, UTP(BM Germany) 0.65mM, DIG-11-UTP 0.35mM, 10X transcription buffer 2μl, RNasin 14unit, 전에 준비한
template DNA 1μg, T3RNA polymerase 40unit을
혼합하여 잘 섞어준 후, 37℃로 데워진 heating block
에서 2시간동안 incubation하였으며, DNA template를
제거하기 위해서 DNase 10IU를 넣은 후 37℃에서 15
분간 incubation 시켰다. 그후 transcription reaction
정지시키기 위하여 0.2M EDTA를 2μl 넣어주었으며
4M LiCl 3.2μl, tRNA 1μl을 넣고 냉동 보관된 100%
알코올을 90μl 더해준 다음 잘 섞어주고 -70℃의 초
저온 냉동기내에서 1시간동안 보관하였다. 그 다음에
1500 rpm, 4℃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한 후 75% 에탄
올로 씻어내었으며 같은 조건에서 5분간 다시 원심분리
한 후 생성된 pellet을 진공건조기로 약 30분간 말린
후 100μl의 DEPC가 함유된 3차 증류수로 다시 균질

(4) In situ hybridization
Hybridization 혼합물을 100μl당 hybrisol(Oncor,
USA) 60μl, formamide(Fluka, USA) 25μl, DEPC
containing D.W. 15μl, tRNA(Signa, USA) 2μl,
riboprobe 1~10μl의 비율에 따라 만들고 믹서로 잘
섞은 후 원심 침전하였다. 혼합물을 50℃에서 5분간
가열하여 완전히 섞이도록 해준 후 슬라이드 글라스 한
장 당 150μl정도씩 마이크로 피펫으로 점적해 주었다.
점적한 슬라이드는 18시간동안 42℃의 humidified
chamber 안에서 incubation한 후 슬라이드를 20X SSC
5：formamide 50：3차 증류수 45의 비율로 섞은 용
액에 30분간 50℃에서 2번 씻어준 후 37℃의 RNase
buffer(10mM Tris, pH 8.0, 0.5M NaCl, 1mM EDTA,
pH 8.0)에 1000：1의 비율로 희석한 RNase A(BM,
Germany)로 hybridization되지 못한 RNA를 파괴시
켰다. 그 다음에 50℃ 및 상온의 1X SSC로 다시 씻어
준 후 상온의 DIG II blocking solution에서 1시간을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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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anges in immunoreactivity of cell-death controlling factor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and entorhinal cortex of aged rat
Brain region
Hippocampus

Dentate gyrus

Subiculum

Entorhinal cortex
---*

NOS

---*

---*

---*

VIP

-

--*

-

--*

c-Fos

--*

---*

---

---*

Bcl-2

--*

---*

--

--*

0

0

Bax

0

＋
P53
0
0
-：mild decrease(<15%), --：moderate decrease(15-30%), ---：severe decrease(>30%)
0：no change, ＋：increase
*：statistically significant(p<0.05) by Student’s t–test

0
0

과시켰으며 이후 DIG-II 용액에 500：1 anti-DIG-

in situ hybridization을 시행하였고 그 결과 노화쥐의

alkaline phosphatase(Boeringer Manheim, Ger-

해마·치아이랑·해마이행부에서 NOS mRNA 양성 신

many)에서 45분간 반응시켰다. 그 후 상온의 DIG-I

경세포의 수가 현저히 감소(>30%)하였다.

및 DIG-III(100mM Tris-HCl, 100mM NaCl, 50mM
MgCl2, pH 9.5)용액에 씻어준 다음 DIG-III에 희석한
NBT/BCIP를 슬라이드 위에 점적하였으며 빛이 차단된
곳에서 충분한 발색이 일어날 때까지 놔두었다. 적절히
반응이 일어난 후 증류수로 반응을 정지시킨 후 Glycegel 용액으로 wet mount하였다.

2. VIP 면역반응세포의 분포양상(그림 3)
VIP 면역반응세포는 주로 양극성 세포이었으며, 대조
군에 비해 노화쥐의 해마와 해마이행부에서는 약간의
감소(<15%)가, 치아이랑과 내후각뇌피질에서는 중간정
도의 감소(15~30%)가 관찰되었다. 또한 신경세포의
수상돌기의 수가 감소하고 길이도 단축되었다.

3. 통계 및 분석
노화쥐와 대조군의 면역반응신경세포의 수를 세어 비
교하였고, In situ hybridization을 시행한 경우에서는
mRNA의 optical density를 computer-based image
analysis system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표 1). 또한
이 자료는 약간의 감소(<15%), 중간정도의 감소(15~
30%), 현저한 감소(>30%)로 분류하였다(표 2). 노화

3. c-Fos 면역반응세포의 분포양상(그림 4)
면역세포화학 염색시 c-fos는 핵만 염색되는 것이 특
징이었으며, c-fos 면역반응 핵의 수와 염색성이 대조
군에 비해 노화쥐의 해마에서는 중간정도의 감소(15~
30%)가, 치아이랑·해마이행부·내후각뇌피질에서는
현저한 감소(>30%)가 관찰되었다.

쥐와 대조군에서 세포사 관련물질들의 변화는 Stud-

4. Bcl-2 mRNA 양성 신경세포의 분포양상(그림 5)

ent’
s t-test로 비교 분석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Bcl-2에 대한 면역세포화학적 염색은 대조군과 노화

p<0.05 수준으로 산정하였다.

쥐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In situ hybridization을
시행한 결과 bcl-2 mRNA 양성 신경세포는 대조군에

결

과

비해 노화쥐의 해마·해마이행부·내후각뇌피질에서는
중간정도의 감소(15~30%)가, 치아이랑에서는 현저한

1. NOS 면역반응세포의 분포양상(그림 1, 2)

감소(>30%)가 관찰되었다.

대조군에 비해 노화쥐의 내후각뇌피질에서 NOS 면
역반응 신경세포의 수와 염색성은 현저히 감소(>30%)
하였고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이었다. 또한 신경세포에
서 수상돌기의 수가 감소하고 길이도 단축되었다. 해마
형성체에서 NOS 면역조직화학 염색이 뚜렷하지 않아

5. Bax 면역반응세포의 분포양상(그림 6)
Bax 면역반응세포의 분포양상은 노화쥐와 대조군에
서 해마·치아이랑·해마이행부·내후각뇌피질에서 모
두 비슷하였으나, 염색성은 노화쥐에서 약간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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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A

Fig. 1. nNOS-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entorhinal
cortex of a control rat(A) and an aged rat(B).
Note the decreased number and dendritic branches of the NOS-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aged rat.

A

Fig. 4. c-Fos-immunoreactive nuclei in the entorhinal
cortex of a control rat(A) and an aged rat(B).
Note the decreased number of the c-fos-immunoreactive nuclei in the aged rat.

A

B

Fig. 2. nNOS mRNA positive neurons in dentate gyrus of
a control rat(A) and an aged rat(B). Note the
decreased number of the nNOS mRNA positive
neurons in the aged rat.

B

Fig. 3. VIP-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hippocampus
of a control rat(A) and an aged rat(B). Note the
decreased number and dendritic branches of
the VIP-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aged rat.

B

Fig. 5. Bcl-2 mRNA positive neurons in dentate gyrus of
a control rat(A) and an aged rat(B). Note the
decreased number of bcl-2 mRNA positive neurons in the aged rat.

A
A

B

B

Fig. 6. Bax-immunoreactive neurons in the dentate gyrus
and hippocampus of a control rat(A) and an
aged rat(B). There is no difference of bax-immunoreactive neurons between the control and
the aged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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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53 면역반응세포의 분포양상

머씨병 환자의 다른 뇌부위에서 NOS 면역반응성의 증

P53 면역반응세포는 대조군에서는 염색이 되지 않았

가,55) 감소,56) 또는 변화없음57)을 각각 보고하였는데, 이

으며 노화쥐의 해마 CA1에서만 염색이 되었다.

것은 사용된 다양한 항체와 실험방법 및 실험대상군의
차이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고

찰

다수의 연구들이 해마의 LTP가 NOS 억제제나 NMDA 수용체 길항제에 의해 억제된다고 보고하였는데,

정상적인 노화과정과 알쯔하이머씨병 같은 병리적 노

Estall등13)은 NOS억제제인 M-w-nitro-L-arginine

화과정은 일반적으로 유사한 뇌의 미세 해부학적 변화

methyl ester(NAME)가 투여된 동물들에서 placena-

를 겪게 된다. 대뇌피질과 해마가 알쯔하이머씨병에서

vigation learning task 습득이 심하게 손상된다고 하였

가장 심각한 손상을 받는 부위로, 그 중 해마는 학습과

고, Quevedo등58)은 NOS 억제제를 배측 해마의 CA1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정상 노화에서도 흔히 손상

지역에 투여한 쥐에서만 기억력 감소를 보이고 미상핵

을 받게 된다.47)48)

(caudate nucleus)에 투여한 쥐는 기억에 영향이 없었

본 연구에서 노화시 중요한 변화를 보이는 해마형성

다고 보고함으로써 NO가 매개된 기억 과정에 배측 해

체와 내후각뇌피질에서 노화와 연관된 세포사 관련물

마부위가 중요하다고 강조하였다. 이를 토대로 본 연구

질들의 변화를 면역세포화학 염색을 통해 관찰한 결과

에서 나타난 노화에 따른 해마형성체와 내후각뇌피질

NOS, VIP, c-fos면역반응세포 및 bcl-2 mRNA 양성

에서의 NOS의 현저한 감소는 노화와 연관된 기억력 저

신경세포가 노화쥐에서 감소하였으며 이중 NOS 면역

하와의 관련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하였다. Meyer등59)

반응세포가 노화에 따라 가장 현저히 감소하였다.

은 노화와 연관된 기억력 저하와 NO 활성과의 관련을

NO와 관련된 자유라디칼 이론은 수많은 노화이론 중

증명하기 위해 노화쥐에서 NO donor인 molsidomine

지난 수년간 가장 주목받고 있으며 Yamada와 Nabe-

을 투여한 결과 maze learning이 현저히 향상되었다고

49)

shima 는 노화에 따라 대뇌 NO 생산이 감소한다는 것
50)51)

보고하였다. 이는 예비적인 연구 결과이지만 NO donor

에서 본 연구결과와 일

의 치료 효과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제시하고 있다. 그

치하는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Utten-

러나 이 물질의 장기 사용으로 뇌의 NO 농도가 증가한

을 제시하는 등 몇몇 연구들
52)

thal등 은 손상된 모양을 가진 강한 염색성의 nNOS

다면 이는 glutamate 흥분독성에 이차적인 신경퇴행적

면역반응세포와 다수의 약한 염색성의 신경세포들이 노

효과들을 발생시킬 수 있다는데 주의하고 안정성을 갖

화쥐에서 증가함을 보고하면서 이들 신경세포들이 온

춘 좁은 therapeutic window를 가진 NO donor를 개

전한 NO 합성능력을 가졌는지에 대해서 의문을 제기하

발해야 할 것이다.
알쯔하이머씨병에서 신경펩타이드계의 변화가 보고된

였다.
Glutamate 흥분독성, oxidative stress, 미토콘드리

바 있다. Mozurek등60)은 알쯔하이머씨병 환자의 측두

아 기능이상이 국소 허혈, 외상성 뇌손상, 알쯔하이머씨

엽에서 VIP 면역반응성이 20~30% 감소하고, Arai 등61)

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의 공통 기전으로 제기되고 있

은 알쯔하이머씨병 환자의 도피질(insular cortex)와

17-19)

는데,

NOS 억제제가 국소 허혈로 인한 급성 신경

각피질(angulate cortex)에서 이 펩타이드가 감소한다

세포 손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가 있었으나,53) 알쯔하이

하였으나, 많은 연구들에서는 이와는 달리 알쯔하이머

머씨병 같은 만성 질환에서는 그 효과가 증명되지 못한

씨병 환자의 대뇌피질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상태이다. 알쯔하이머씨병 환자의 사후조직에서의 NOS

다.62-64) 본 연구에서는 해마형성체와 내후각뇌피질에

에 대한 연구들은 모순된 결과를 보이고 있다. Thorn

서 노화에 따라 VIP 면역반응세포가 감소되었는데, 이

17)

등 의 연구에서는 알쯔하이머씨병 환자의 내후각뇌피

전 연구들에 의하면 VIP 활성의 차단이 신경학적 장애

질과 해마에서 nNOS 면역반응신경세포들이 점진적으

는 물론 신경세포발달, 학습, 기억 기전 등에 손상을 일

로 손실된다고 하였고, 해마에서 NOS mRNA를 측정

으킬 수 있다고 보고하면서 VIP의 신경성장작용 및 신

54)

반면

경보호작용을 제시하였다.65-68) 최근 VIP의 신경성장

NADPH-d 에 대한 항체를 사용한 연구들은 알쯔하이

작용이 성상교세포에서 분비된 물질들에 의해 매개된다

한 연구에서는 NOS의 발현감소를 보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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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알려지면서, VIP에 대한 반응으로 분비된다고 알려

재한다.79)80) 그러나 in situ hybridization에 의한 연구

진 cytokine, proteases nexin I, activity dependent

에서는 bcl-2 mRNA가 성인 뇌의 신경세포에서 발견

neurotrophic factor(ADNF)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되

되었다고 보고되었고81) 본 연구의 같은 실험에서도 대

69)

고 있다.

특히 ADNF-14는 인간의 신경퇴행성 질

조군에 비해 노화쥐에서 bcl-2 mRNA 함유 신경세포

환과 관련된 독성물질, 즉 NMDA 및 β-amyloid pe-

들이 현저히 감소하였는데, 이는 신경보호작용이 있는

ptide 등을 포함한 다양한 신경독성물질들로부터 신경

bcl-2가 노화에 따라 감소하면서 세포고사가 진행됨을

을 보호하는 작용을 한다고 보고되었다.70-72) 최근 in

의미한다하겠다.

73)

vivo excitotoxicity에 관한 모델에서 Gressens등 은

Satou등82)은 알쯔하이머씨병 환자의 해마형성체와 내

ibotenate에 의해 유발된 뇌손상이 VIP 또는 ADNF 투

후각뇌피질에서 bcl-2 단백질이 증가하였으며 질병의

여로 감소되었다고 하면서, ADNF의 치료적 투여 가능

심각도와 상관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했는데, 이는 알쯔

성을 제기하고 있다.

하이머씨병 환자의 생존한 신경세포를 보호하려는 보상

c-Fos에 대한 연구들을 살펴보면 대부분 알쯔하이

작용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Nagy등83)은 알쯔하이머씨

머씨병 환자의 해마 내에 c-fos 발현이 증가되고 c-

병 환자의 해마에서 bcl-2가 발현되지 않았고 광범위한

fos의 활성화가 β-amyloid peptide의 신경독성에 기

bax 발현 증가만을 보고하였다. 그 외 MacGibbon등84)

여한다고 하였다.74-76) 노화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도 알쯔하이머씨병 환자의 해마의 신경반 내에 bax가

서는 대뇌피질 및 척수에서 c-fos의 발현감소가 보고

집중되어 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는 β-amyloid 단백

된 바 있어77)78) 뇌부위는 다르지만 노화쥐의 해마형성

질의 집중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β-amyloid positive

체와 내후각뇌피질에서 c-fos발현이 감소되었다고 한

plaque들은 아마도 세포고사의 기전을 통해 알쯔하이머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였다. 이는 c-fos의 발현이 세포

씨병의 진행과정에 기여한다고 생각되며, 이것은 이 부

의 사멸 또는 생존을 결정하도록 하는 선행조건임은 분

위의 bax 증가를 통해 발생할 수도 있다. 본 연구에서

명하지만 정상노화와 신경퇴행성 질환사이에 c-fos 작

노화와 관련된 세포고사과정에 bax 증가를 기대하였으

용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존과 사멸

나, 대조군과 노화쥐에서 bax 양성 신경세포들의 분포

의 결정은 c-fos의 전사작용을 조정하는 추가적인 신

양상은 차이가 없었다. 이는 bax level 자체보다 bcl-

호체계들에 의존한다. 세포사 과정에서 c-fos의 기능적

2/bax 비율이 신경세포내에서 세포고사를 유도하는 결

역할을 설명하는 3가지 가능성 있는 방법들이 일반적

정적 인자라는 것을 제시한다하겠다.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첫째, c-fos가 단순히 세포내

P53에 대한 연구에서 알쯔하이머씨병, 픽씨병, 미만성

신호전달의 붕괴를 반영할 수 있다는 것이고, 둘째 세포

루이체병 같은 신경퇴행성 질환에서 p53 면역반응성이

사를 유도하는 신호경로는 동시에 c-fos를 유발한다는

증가된다고 보고되었는데85)86) 본 연구에서도 노화쥐의

것이며, 셋째는 c-fos가 세포사를 일으키는 유전자 조

해마 CA1지역에 p53 면역반응세포가 증가되었으나

절경로에 필요한 성분이라는 것이다. 어떤 경우에도 노

대조군에서는 전혀 관찰되지 않았다. 해마 CA1지역은

화쥐에서의 c-fos 양성세포들은 c-fos의 continuous

허혈손상을 받을 때 가장 먼저 손상되는 부위로 알려져

tissuespecific expression 방식으로 존재한다고 할 수

있는 바,87) 세포고사 조절인자인 p53이 이 부위에서만

77)

있다.

관찰되는 것은 노화과정에서 발현된 p53이 신경세포에

본 연구에서 bcl-2에 대한 면역세포화학적 염색은

손상을 준다는 의미이다. Xiang등88)은 glutamate에 노

대조군과 노화쥐 모두에서 나타나지 않았다. Bcl-2 발

출시 bax 단백질 발현이 증가되고 이 과정에 p53 유전

현은 태아시기에 최고 수준이고 출생 후에는 지속적으

자가 관여한다고 보고하면서 흥분성 독성 손상에 있어

로 신경생성(neurogenesis) 부위 즉 소뇌피질·해마·

p53의 역할을 주장하였다.

후신경구(olfactory bulb)를 제외하고는 bcl-2 단백질

본 연구는 학습과 기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해마형

이 대부분의 뇌부위에서 감소하며, 성인의 뇌에서는 거

성체와 내후각뇌피질에서 세포사를 조절한다고 알려진

의 나타나지 않는다. 이에 비해 말초신경계의 신경세포

자유라디칼 NO, 신경성장요소 VIP, 그리고 세포고사

에서는 bcl-2 단백질의 발현이 일생동안 고농도로 존

와 관련된 원종양유전자 c-fos, bcl-2, bax, p53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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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화에 따라 어떤 변화를 보이는지 비교분석하였고, 신

13) Estall LB, Grant SJ, Cicala GA(1993) Inhibition

경퇴행성 질환인 알쯔하이머씨병에서의 변화를 고찰하

of nitric oxide production selectivity impairs learning
and memory in the rat. Pharmacol Bioche Behav 46：
959-962
Bredt DS, Snyder SH(1990)：Isolation of nitric
oxide synthase, a calmodulin requiring enzyme. Proc
Natl Acad Sci USA 87：682-685
Radi R, Beckman JS, Bush KM, Freeman BA
(1991)：Peroxinitrite oxidation of sulfhydryls. The
cytotoxic potential of superoxide and nitric oxide. J
Biol Chem 266：4244-4250
Smith MA, Richey Harris PL, Sayre LM, Beckman
JS, Perry G(1997)：Widespread peroxynitrite-mediated damage in Alzheimer’s disease. J Neurosci
17(8)：2653-2657
Thorn V, Hansen L, Masliah E(1998)：nNOS expressing neurons in the entorhinal cortex and hippocampus are affected in patients with Alzheimer’s disease.
Exp Neurol 150：14-20
Chabrier PE, Auguet M(1999)：Nitric oxide synthases：targets for therapeutic strategies in neurological diseases. Cell Moll Life Sci 55：1029-1035
Norris PJ, Waldvogel HJ, Faull RL, Love DR,
Emson PC(1996)：Decreased nNOS mRNA and
somatostatin mRNA in the striatum of Huntington’s
disease. Neuroscience 72(4)：1037-47
Waschek JA(1995)：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an important trophic factor and developmental regulator. Dev Neurosic 17：1-7
Gozes I(1989)：VIP：molecular biology and neurobiological function. Mol Neurobiol 3：201-236
Gressens P, Hill JM, Gozes M(1993)：Growth factor function of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in whole
cultured mouse embryos. Nature 362：155-158
Pincus DW, Black IB(1994)：Trophic mechanisms
regulate mitotic neuronal precursor：role of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Brain Res 663：51-60
Brenneman DE, Neale EA, Foster GA, D’Autremont SW, Westbrook GL(1987)：Nonneuronal cells
mediate neurotrophic action of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J Cell Biol 104：1603-1610
Gozes I, McCune SK, Jacobson L, Warren D,
Moody TW, Dridkin M, Brenneman DE(1991)：
An antagonist to vasoactive intestinal peptide affects
cellular functions in the central nervous system. J Pharmacol Exp Ther 257：959-966
Brenneman DE, Hill JM, Gozes I(1995)：Inte-

여 보았다. 향후에는 노화에 따른 형태학적 연구뿐 아
니라 생화학적·약리학적 연구도 이루어져 노화에 따른

14)

변화의 기전을 좀더 구체적으로 밝히고 신경퇴행성 질
환의 치료제 개발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할 것이다.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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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ocytochemical Study on the Changes of Cell-Death Controlling Factors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and Entorhinal Cortex of Aged Rats
Su Jin Shin, M.D., Haing Won Woo, M.D.
Chook Ryoung Evangelical Hospital, Namyangju

Objectives：Hippocampal formation and entorhinal cortex play a part in learning and memory.
This study sought to investigate the change of cell-death controlling factors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and entorhinal cortex of aged rats.
Methods：Ten aged rats and ten controls were studied. We performed immunocytochemical method
using antibodies against NOS, VIP, c-fos , bcl-2, bax and p53 and in situ hybridization.
Results：
1) The number of nNOS-immunoreactive(IR) neurons in the entorhinal cortex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aged rats(>30%). Morphologically, the number of dendritic branches seemed to be
decreased and the length of dendrites showed a tendency to by shortened in the aged group. A major
loss of nNOS mRNA positive neurons was observed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of the aged rats
(>30%).
2) VIP-IR neurons were predominantly bipolar cell. VIP-IR cells were mildly decreased in the hippocampus and subiculum(<15%), and moderately decreased in the dentate gyrus and entorhinal
cortex of the aged rats(15-30%). The number and length of dendritic branches also appeared to have
decreased and shortened in the aged group.
3) c-Fos immunoreactivity at cellular level was restricted only to the nucleus. c-Fos-IR nuclei were
moderately decreased in the hippocampus(15-30%), and severely decreased in dentate gyrus, subiculum and entorhinal cortex of the aged rats(>30%).
4) Bcl-2 mRNA positive neurons were moderately decreased in the hippocampus, subiculum and
entorhinal cortex(15-30%), and severely decreased in dentate gyrus of the aged rats(>30%).
5) Bax-IR neurons were similarly distributed between the control and the aged rats, but bax-IR
neu-rons of the aged group,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were weakly immunostained.
6) P53-IR neurons were only observed in hippocampal CA1 region of the aged rats.
Conclusion：These results indicate the involvement of neuronal system containing NOS, VIP, c-fos,
bcl-2 and p53 in the brain aging process, and provide the morphological evidence for the changes in
immunoreactivity of cell-death controlling factors in the hippocampal formation and entorhinal cortex
of aged rats.
KEY WORDS：Aged rat·Hippocampal formation·Entorhinal cortex·Immunocytochemis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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