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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hylene glycol (EG) is the most commonly used for automotive antifreeze, and it's easily misuseful
for human. EG poisoning occurs in suicide attempts and infrequently, either intentionally through
misuse or accidentally because of sweet taste. Though EG itself is mild toxic to the human body, it
becomes higher toxic organic acids by in vivo broken down that are responsible for extensive cellular
damage in various tissues caused principally by the metabolites. It is already well known that various
cellular stresses induce gene expression of endoplasmic reticulum (ER) chaperones and ER stress
sensors. This study demonstrated that regulation of gene expression of ER chaperones and ER stress
sensors was induced by EG in rat tissues, and in tissues histological changes are also detected by both
staining H&E and immunofluoresc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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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에틸렌 글리콜(ethylene glycol; EG)은 (CH2)2OH2의 화학구

조식을 가지는 무색 무취의 2가 알콜로서 끓는점을 상승시키

고 어는점을 감소시키는데 주로 사용되는 액체이다[4]. EG는

가장 흔하게 자동차 부동액으로 이용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세제, 페인트, 약제, 광택제, 화장품 등의 제조, 쥬스의 방부제

로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맛이 달콤하여 개나 고양이에서

우발적 섭취에 의한 EG 중독이 다발하며, 적절한 진단과 치료

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예후가 매우 좋지 않게 된다[4, 9]. EG

자체는 낮은 독성을 나타내지만 대사산물인 글리콜산, 옥살산

등의 유기산이 큰 독성을 가지고 있으며, EG의 최초 대사산물

은 중추신경계에 영향을 주고, 최종 대사산물은 신장에 영향

을 미쳐 신부전으로 이르게 된다[2, 13]. EG의 대사 경로는

알콜탈수소효소에 의해 글리콜알데히드로 변환 된 다음 알데

히드 탈수소효소에 의해 글리콜산으로 변환 된 후, 락트산 탈

수소효소에 의해 글리옥살산으로 변환 되어 최종적으로 옥살

산, 포름산, 히푸르산으로 분해된다[2, 13]. EG의 분해 산물

중 옥살산은 치명적일 수 있으며, 부식성이며, 피부, 눈, 기도

등에 심각한 염증이나 화상을 일으킬 수 있고, 피부를 통해

흡수될 수도 있다. 옥살산이 체내에 유입될 경우 신장에 손상

을 줄 수 있다[10, 11].

EG 중독은 자동차의 EG를 교체하는 시기인 늦가을과 초봄

에 동물에 쉽게 노출되고, 특히 개가 섭식하여 발생한 사례가

보고되어 왔다[3]. EG 중독으로 나타난 임상 양상은 급성과

만성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급성 중독은 대개 세 단계로

구분하는데 첫 번째, EG 섭취 후 30분에서 12시간 내에 나타나

는 초기 신경계 증상은 실조증, 혼수, 발작 등이고 두 번째,

중간 단계인 섭취 후 12시간에서 24시간 동안은 청색증, 빈호

흡, 폐부종, 기관지폐렴의 심폐 기능부전 등의 심호흡계 증상

이 나타난다. 마지막 단계인 섭취 후 24시간 이후 최종 대사산

물에 의해 신장이 영향을 받아 산혈증과 신부전이 나타나며,

때때로 crystal oxaluria를 동반하는 비뇨기계 증상이 주증이

다[4]. 이러한 조직의 변화는 조직을 이루는 세포의 세포스트

레스(cell stress)로 작용할 수도 있다.

세포스트레스는 외부환경의 급변으로 인한 세포의 혼란 상

태를 의미하며, 이에 세포는 정상적인 생리 상태를 유지하기

위한 조절능력을 가지고 있다. 소포체(endoplasmic retic-

ulum; ER)는 분비단백질이 거치면서 신생 단백질의 폴딩/조

립(folding/assembly), 당화(glycosylation), 이황화결합(di-

sulfide bonds)과 같은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을 통해

정상적인 활성형 단백질을 형성하는 세포소기관이다[5]. 소포

체에 산화적 환경, 칼슘 항상성 변화 등의 환경으로 인한 소포

체 스트레스(ER stress)를 받으면 변이 단백질의 발현과 비정

상적으로 폴딩된 단백질의 축적, 당쇄의 변화 등과 같은 비정

상적인 생리 상태에 이르러 질병으로 나타난다[6]. 소포체 스

트레스에 세포가 대응하는 기본적인 응답을 소포체 스트레스

응답(unfolded protein respose; UPR)이라 하며 ER lumen에

서 UPR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을 소포체 샤페론(ER chaper-

one)이라 한다. 소포체 샤페론은 신생 단백질의 폴딩, 단백질

의 세포내 이동 또는 세포외 분비, 비정상구조의 단백질 분해

등의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BiP, calnexin, ERp29 등이

있다. 소포체스트레스 상태에 이르면 3 종류의 소포체 스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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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 센서(ER stress sensor; ATF6, IRE1, PERK)가 작용한다[15].

ATF6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6)는 소포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질쪽의 단편이 떨어져 나와 ERSE (ER stress ele-

ment)와 결합한다. IRE1 (inositol requiring ER-to-nucleus

signal kinase 1)은 ER lumen에서 BiP과 결합하고 있다가 소포

체 스트레스를 받으면 monomer에서 인산화되어 dimer가 되

어 샤페론 생합성을 촉진한다. PERK (double-stranded RNA-

activated (PKR)-like ER kinase)는 인산화되어 핵전사인자인

eIF2a의 인산화를 유도하여 세포 전체의 단백질합성을 저해함

으로써 세포를 보호한다. 이와 같이 세포는 다양한 자극에 의

해 소포체스트레스를 받을 경우에 자신을 보호하고 적응할

수 있는 기전을 가지고 있다[14].

그러나 아직 EG에 의한 소포체스트레스에 관련된 인자와

소포체 샤페론의 발현에 관한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상태로, 본 연구자는 EG 급성 중독에 의해 소포체 스트레스에

밀접하게 관련되어 급성 신세뇨관 괴사 및 급성신부전 등의

원인이 될 것으로 판단하고 소포체스트레스 관련 인자의 발현

을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6주령 female Sprague Dawley rats (다물 sci-

ence, Daejion, Korea)를 사용하였다. 각각 5마리씩 대조군과

부동액을 경구투여한 군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EG의 rat 경

구반수치사량은 문헌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5.5-13 ml/kg

으로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 10 ml/kg으로 사용하였다.

조직면역염색

부동액(불스원 부동액, KSM 2141 제12-133호)을 경구투여

(8 ml/kg)하여 급성중독을 유도하고 6시간 후에 ether를 이용

한 흡인마취 하였다. 헤파린을 함유한 생리식염수를 실온에

서 혈액이 모두 빠져나갈 만큼 심장을 통해 관류한 후 4% par-

aformaldehyde를 포함한 0.1 M PB (400-600 ml/kg, pH7.4)를

관류하였다. 조직을 절취하여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24시간 동안 후고정 한 후 흐르는 물에 3시간 동안 수세과정을

거친 다음 탈수과정과 파라핀 침투과정을 통해 파라핀으로

포매한 후 4 μm로 절편하여 슬라이드 위에 붙였다. 절편된

조직을 탈파라핀 과정을 거쳐 hematoxylin 용액에서 1분, eo-

sin 용액에서 10초 정도 염색한 후 탈수과정을 거쳐 봉입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Antibody의 이중 염색을 위

하여 탈파라핀 된 조직을 antigen retrival을 수행한 후, 5%

normal serum이 포함된 PBS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하여 첫 번째 염색의 1차 antibody를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서

반응시켰다. PBS로 3번 세척한 후 biotinylated anti-rabbit (or

goat) IgG를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 시켜 다시 PBS로 3번

세척하여 Cy3-streptavidin을 실온

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두 번째 염색을 위해 5% normal

serum이 포함된 PBS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여 두

번째 1차 antibody를 하룻밤 동안 냉장고에서 반응시켰다.

PBS로 3번 세척한 후 Cy2-mouse (or rabbit) IgG를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키고, 핵 염색을 위한 Hoechst를 10분간 반응

시켜 최종적으로 PBS로 세척한 후 봉입하여 형광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RT-PCR

조직으로부터 total RNA를 얻기 위하여 cold PBS로 충분히

세척한 후에 사용하였다. 1.5 ml tube에 RNA isolation re-

agent (TRI-REAGENT) 500 µl와 작은 조각의 조직을 넣고 초

음파분쇄기로 2~3분간 갈아준다. 여기에 100 µl의 chloroform

을 첨가하여 충분히 섞어준 다음 13,000 rpm, 4℃에서 15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약 200 µl의 상등액을 취하여 새로운

tube로 옮기고 동량의 isopropanol 넣고 상온에서 10분 정도

처리한 후 13,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tube의

바닥에 얻어진 pellet에 75% ethanol을 초기 RNA isolation

reagent 양과 동일한 500 µl 넣고 12,000 rpm으로 5분 동안

원심 분리하여 최종적으로 total RNA를 얻었다. DEPC가 처리

된 증류수에 녹여 UV spectrophotometer로 정량하였다. 그

다음으로 수행한 RT-PCR은 RNA (3 µg)를 80℃에서 3분 가열

하여 denaturation 시킨 후 바로 얼음에 담가둔다. 10X buffer

3 µl, dNTP 4 µl, 1 µl의 oligo-dT (300 ng), 10,000 U의 역전사효

소와 RNase inhibitor를 첨가하고 총 30 µl가 되게 한 후 42℃

에서 90분 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한다. 반응이 끝난 후

94℃에서 2분 반응시켜 역전사효소를 inactivation시킨 다음

최종 100 µl로 맞춘다. 그 다음 단계로 cDNA를 증폭하기 위해

서 PCR을 수행하였다. PCR 반응액 20 µl에 각각의 Forward

와 Reverse primer를 넣어서 94℃ 5분, 94℃ 30분, 57℃ 40초,

72℃ 40초로 27회 반복하여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다. 사용된

Forward와 Reverse primer는 아래와 같다. BiP-F (5'-AGTG-

GTGGCCACTAATGGAG), BiP-R (5'-TCTTTTGTCAGGGG-

TCGTTC); Cnax-F (5'-GCATCATGCCATCTCTGCTA), Canx-

R (5'-GGCATCTTCATCCCAGTCAT); ERp29-F (5'-AGTGG-

TGGCCACTAATGGAG), ERp29-R (5'-TCTTTTGTCAGGG-

GTCGTTC); ATF6-F (5'-CTAGGCCTGGAGGCCAGGTT),

ATF6-R (5'-ACCCTGGAGTATGCGGGTTT), IRE1-R (5'-

CCACCCTGGACGGAAGTTTG); PERK-F (5'-GGTCTGGTT-

CCTTGGTTTCA), PERK-R (5'-TTCGCTGGCTGTGTAACTTG);

ß-actin-F (5’-AGCCATGTACGTAGCCATCC), ß-actin-R (5’-

CTCTCAGCTGTGGTGGTGAA)

결과 및 고찰

EG의 중독 사례는 자동차 부동액을 직접 교체하거나 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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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Fig. 1. Morphological profiles of rat lung (A), liver (B), kidney (C) and stomach (D) by Ethylene Glycol (EG) treatment. Scale bar

= 50 μm.

A B

C D

Fig. 2. Expression of ER chaperones and ER stress sensors in

rat lung (A), liver (B), kidney (C) and stomach (D) by

EG treatment. All mRNA levels of BiP, Canx, ERp29,

ATF6, Ire1, and PERK, as a target were measured by

RT-PCR after treatment of EG in rats.

를 직접 깍는 미국에서 일년에 5,000 명 정도의 빈도로 발생되

지만 국내에서는 드물다[7]. 그러나 부주의한 보관으로 개나

고양이 등의 동물들의 사례가 빈번하고, EG 자체로는 낮은

독성을 보이나 간이나 신장에서 강한 독성을 띠는 대사산물을

생성한다[1, 2, 16]. EG는 소화기계에서 흡수가 빠르고 4시간

안에 최고치에 달한다[1, 2, 16]. 중독 후 초기에는 중추신경계

와 대사장애가 나타나고, 빈호흡, 저혈압, 경련 및 폐침윤 등이

뒤따른다[2, 8]. 세뇨관의 손상으로 신세뇨관 괴사 및 출혈성

괴사를 일으키기도 한다[2, 12, 16].

우선 EG를 이용한 rat의 급성 중독에 따른 주요 장기에서의

조직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rat를 관류고정한 후 조직을 절취

하여 파라핀으로 포매하였다. 이를 절편하여 슬라이드에 붙여

H&E 염색을 수행하였다. 조직은 EG 처리군의 4시간과 12시

간으로 나누었으나 조직변화의 시간 차이는 없어 12시간 처리

군만을 확인하였다(Fig. 1)

Lung은 폐포 벽이 약간 두꺼워지고 세포의 밀도가 높아진

것을 관찰하였고, liver는 중심정맥이 비교적 둥근 모양이며

간세포판(hepatic cell plate)이 방사상 구조로 길게 퍼지는 모

양을 이루고 있는데 EG 처리군에서는 중심정맥이 변형되고

간세포판도 사방으로 퍼지지 못한 모양으로 관찰되었다(Fig.

1A, 1B). Kidney에서는 cortex 부분의 glomerulus를 중심으로

관찰한 결과 대조군에서 glomerulus가 모양이 흐트러지고 이

루고 있는 모세혈관이나 혈관사이세포들이 감소하였다(Fig.

1C). EG의 경구투여로 인한 첫 번째 접촉부위이며 빠른 흡수

가 일어나는 위는 위의 몸통부분을 이루는 가장 넓은 부위를

관찰하였다. 대조군에서는 고유위샘은 오목 pit이 선명하고 깊

숙한 구조이며 세포배열이 규칙인데 반해 비교군에서는 pit이

거의 보이지 않고 융합되어 있으며 각 세포층의 배열이 짧고

불규칙해졌다(Fig. 1D).

EG 이용한 rat의 급성 중독 유도 후 발생 된 주요 장기의

변화 및 괴사가 ER chaperones와 ER signaling sensors 유전자

들의 발현조절에 관여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RT-PCR을 수

행하였다(Fig. 2). Total RNA를 주요 조직(lung, liver, stom-

ach, kidney)에서 분리하였다. BiP은 ER lumen에서 미숙하거

나 불안전한 단백질의 folding과 assembly를 돕는 general

chaperon, calnexin은 ER lumen에서 당단백질의 folding과

assembly를 돕는 lectin chaperone, ERp29, ATF6, IRE1, PERK

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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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mmunofluorescent staining for expression of ATF6 and ERp29 in the kidney and stomach. The nucleus of cells were stained

with Hoechst in the renal glomeruli (A). The Renal tubules were stained with ERp29 (Cy3) (B). The stomach tissues were

stained with ATF6 (Cy2) and Hoechst. ATF6 was expressed by moving the nucleus by EG (C).

Lung에서는 소포체 샤페론 및 소포체 스트레스 센서들의

전체 발현양상이 감소함을 보이나 IRE1의 EG처리 4시간에서

증가하였다가 12시간에 감소하며 PERK는 크게 변화하지 않

았다. 모든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은 부동액의 급성중

독에 의해 새로운 단백질 합성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소포

체 lumen에서 단백질 합성에 관련된 모든 유전자들이 활성이

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Liver에서는 전체적인 발현양상이

증가하였다. 특히 IRE1과 PERK의 발현은 EG 처리 4시간에

많이 증가하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간에서의 EG의 대

사와 관련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Kidney에서는 전체적인 발

현 양상이 감소하는 가운데 ERp29의 발현이 EG 처리 4시간에

감소 후 12시간에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Stomach에서

의 발현 양상은 EG 처리 4시간에는 증가함을 보이지만 12시간

에는 감소하였다. 그러나 PERK는 다른 발현 양상과 다르게

감소하였다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조직의 변화 및 소포체 샤페론 및 소포체 스트레스 센서

유전자들의 발현양상이 특징적으로 나타남에 있어 kidney에

서의 ERp29 발현 및 stomach에서의 ATF6 발현을 확인하였

다. Kidney에서 Hoechst 염색으로 핵을 선명하게 관찰함으로

써 glomerulus가 모양이 흐트러지고 이루고 있는 모세혈관이

나 혈관사이세포들이 감소하는 H&E 염샘결과를 뒷받침하며

(Fig. 3A), 세뇨관을 중심으로 ERp29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

하였다(Fig. 3B). ATF6는 소포체 스트레스를 받으면 세포질쪽

의 단편이 떨어져 나와 핵으로 이동하여 ERSE와 결합한다.

Lung, liver 및 kidney에서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stomach에서

ATF6 signal이 핵으로 이동하였다. 조직 간의 소포체 샤페론

및 소포체 스트레스 센서들의 발현 양상이 다른 것은 EG가

소포체 스트레스로 작용하였을 때 조직간 특이적 반응기작으

로 보이며 이는 EG 중독에 대해 해독제를 찾는데 소포체 샤페

론 및 UPR을 활용하는 하나의 실마리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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