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적으로 정계정맥류를 만든 쥐에 있어서 p53 및 γ-H2AX의 발현
The Expression of p53 and Phosphorylation of H2AX in
Germ Cells of Varicocele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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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rpose: To explore the expressions of p53 and phosphorylation-H2AX
in varicocele-induced rat testes.
Materials and Methods: A total of 16 adult male Sprague-Dawley rats
underwent an operation; 12 underwent an experimental varicocele and
4, as controls, were sham-operated. Groups of 4 varicocele-induced rats
underwent a left orchiectomy after 2 or 3 weeks, or both orchiectomies
after 4 weeks. The sham-operated rats underwent both orchiectomies after
4 weeks. Sections of both testes from each animal were studied. The
changes in the expressions of p53 and phosphorylation of H2AX were
determined using immunohistochemistry and western blot.
Results: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the left testes in the varicoceleinduced rats showed that the expressions of p53 and phosphorylation of
H2AX had not begun 2 weeks postoperatively, but remarkable results were
observed after 3 and 4 weeks. Both teste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s
showed the expressions of p53 and phosphorylation of H2AX after 4 weeks,
with the left testes being more distinctive in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compared to the right. Western blot of the left testes in the varicoceleinduced rats also showed unclear expressions of p53 and γ-H2AX after
2 weeks. Considerable distinction was seen after 3 and 4 week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Conclusions: Our results suggest that experimental varicocele is associated
with increased sperm DNA damage. These changes may be related to
abnormal spermatogenesis. (Korean J Urol 2006;47:1354-13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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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비정상적인 정자발생을 일으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서

론

정자발생은 정조세포가 유수분열과 감수분열의 연속적인
과정을 거치면서 성숙된 정자로 분화하는 매우 복잡한 과

정계정맥류는 남성불임의 가장 흔한 원인으로 수술로 치

7
정이다. 그러나 모든 배아세포가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 것

료 가능한 질환이지만 현재까지 발생기전 및 불임을 일으

은 아니며 최대 50%의 배아세포가 정상적인 정자발생과정

키는 정확한 병태생리는 밝혀지지 않고 있다. 가능한 원인

중에 자연퇴화를 일으켜 정자형성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으로 호르몬의 이상, 고환의 온도상승, 신독물의 역류, 그리

8
요인으로 작용한다. 핵의 인산화단백질 (nuclear phospho-

고 변화된 동맥혈류 등이 정계정맥류를 가진 남성의 생식

protein)인 p53은 17번 염색체의 단완에 위치하는 p53 gene

1

능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추측되고 있다. 최근에는

에서 생산되는데, p53은 특히 DNA의 손상에 반응하여

재활성 산화물질 (reactive oxygen species; ROS)과 세포자멸

DNA수복 동안 세포주기를 억제시키거나 세포자멸사를 조

사 (apoptosis) 등에 의해 정자 DNA 손상이 발생하며 결과적

정하는데 작용함으로써 손상된 DNA를 가진 세포의 비정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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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증식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작용을 한다.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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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좌측 고환조직을 적출하였고, 28일에 양측 고환조직

DNA 기본 구조가 핵산염기 (nucleic acid base)의 반복적

을 적출하였다. 대조군은 28일째 양측 고환조직을 적출하

인 단위로 구성되듯이, 크로마틴 (chromatin)의 기본적인 구

였다. 적출한 고환조직으로 면역조직형광염색 및 Western

조는 뉴클레오솜 (nucleosome)이 형성한다. Nucleosome은

blot을 각각 나누어 시행하였다.

DNA 147개의 염기와 8개 histone 단백질 분자로 구성된 중
심부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 DNA 염기들이 중앙의 histone

3. 면역조직형광염색

들을 1과 7/10 바퀴 정도 감고 있으며, 중앙 histone은 각각

1) 냉동절편제작: 고환을 적출하여 백막을 절개한 후 고

2개의 H2A, H2B, H3, H4로 이루어진 100kDa인 단백복합체

환실질을 노출시켜 고정액 (4% paraformaldehyde)이 잘 침투

10

를 이루고 있다. 각각의 histone은 histone-histone과 histone-

o
하도록 한 다음 4 C에서 24-36시간 고정하였다. 이후 30%

DNA 결합에 작용하는 공모양영역 (globular domain), 그리

o
sucrose가 희석된 인산염완충액에 담궈 (4 C, 36-48시간) 탈

고 COOH와 NH2-말단의 꼬리부위 (tail motif)로 구성되어

수시켜 냉동조직손상을 방지한 다음, 냉동절편포매액 (OCT

있다. DNA손상 및 수복 반응에 있어서 H2AX의 역할은 여

compound)에 담궈, 드라이아이스와 isopentane이 혼합된 용

러 논란이 계속되고 있지만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DNA

액에서 급속히 냉각시킨 후, 8-10μm 두께로 절편을 얻어

손상 형태 중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DNA 이중가닥절단

젤라틴이 발라진 슬라이드에 부착시켰다.

(double strand breaks; DSBs)에 대한 발생 유무를 검출하는

2) 면역조직화학염색: 조직이 부착된 냉동절편을 인산염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방사

완충식염수 (PBS)에서 20분씩 3회 세척한 후, 0.3% Triton

선에 노출된 세포에서 급속히 H2AX의 인산화가 발생한다

X-100이 함유된 PBS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는 것이 발견됨으로써 알려지기 시작했는데, Rogakou 등

재차 PBS로 씻은 다음 1% BSA와 정상 말혈청 (normal horse

11

은 DSBs 주위에 인산화된 H2AX가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serum; Vector Laboratoies, Burlingame, USA)이 함유된 PBS

또 γ-H2AX에 대한 항체를 이용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

(실온, 1시간)에 반응시켜 비특이적 반응을 억제하였다. 일

시한 결과, DSBs를 둘러싼 chromatin에서 H2AX가 대량으로

차항체로는 생쥐에서 추출한 p53에 대한 항체 (1:100 in

12
인산화됨을 밝혔는데, 이것이 핵 초점들 (nuclear foci)이라

o
PBS, 4 C, 48h;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불려지게 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γ-H2AX에 의해 형성된

USA)와 토끼에서 추출한 γ-H2AX에 대한 항체 (1:100 in

초점의 존재 유무를 통해 DSBs 발생 유무 및 손상 정도를

o
PBS, 4 C, 48h; Upstate, USA)를 사용하였다. PBS로 수 차례

13

판단할 수 있는 기초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세척한 후, 형광표지물질인 2차 항체는 Alexa Fluor 488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 실험적 수술방법을 이용하여 한쪽

(horse anti- rabbit, 0.5μg/ml, 1hr, 실온; Molecular probe,

고환에 정계정맥류를 유발시킨 다음, 일정시간에 따른 p53

Eugene, USA)와 Alexa Fluor 555 (horse anti-mouse, 0.5μg/ml,

발현 및 H2AX 단백질 인산화 여부를 조사하여, 정계정맥류

1hr, 실온; Molecular probe, Eugene, USA)를 이용했다. 음성

에 의해 발생한 생식세포 DNA 손상 정도를 알아보고자 한다.

대조군은 일차항체 대신 인산염완충식염수를 사용하였다.
수 차례 PBS로 세척한 후 습윤 봉입하여 관찰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동물 및 정계정맥류 수술

3)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 면역형광 염색된 조직표본
은 공초점 레이저 주사현미경 (FV300, Olympus, Japan)을 사
용하여 관찰하였다. 레이저 광선의 흥분파장으로는 488nm

16마리의 생후 12주령 Sprague-Dawley 흰쥐를 pentobar-

파장과 555nm 파장을 각각 사용하였다. 1.5μm 간격으로 주

bital (3mg/100g)으로 복강마취 후 복부정중절개를 통하여

사영상을 얻었는데 8-10μm 두께까지 주사하였다. Flow View

좌측신장으로 접근한 후 대정맥과 연접한 좌 신정맥을 노

Softwave program (Olympus, Japan)을 사용하여 최종 3차원

출시켰다. 그 다음 좌 신정맥과 평행하게 0.8mm probe을 댄

적 영상으로 재조립한 후 컴퓨터에 저장하고 인쇄하였다.

후 3.0silk로 결찰을 시도한 후 probe을 제거하고 신정맥의
직경을 50%로 감소시켰다 (수술군). 4마리의 흰쥐를 마취
하에 복부정중절개를 통하여 좌측신정맥을 만진 다음 다시
봉합하여 대조군 (sham-operated)으로 삼았다.
2. 고환조직
술 후 14일, 21일에 흰쥐를 마취시킨 후 복부정중절개를

4. Western blotting
신선 고환조직을 드라이아이스와 isopentane이 혼합된 용
액에서 급속히 냉각시킨 냉동상태로 보관시켜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조직 0.5mg을 300μl 용해 완충액 [lysis buffer;
20mM Hepes, pH 7.4, 2mM EGTA, 50mM-glycerol phosphate,
1% triton X-100, 10% glycerol, 1mM dithiothreitol (DT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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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10μg/ml leupep-

결

tin, 10μg/ml aprotinin, 1mM Na3VO4, and 5mM NaF]으로 30

과

분 동안 0°C에서 용해시킨 후 균질화 (Homogenization)시켰
다. Ultra-sonicator를 이용해서 세포를 파괴시켜 원심분리
o

흰쥐 16마리 중 정계정맥류를 유도한 군 (n=12)과 대조군

시키고 (18,000rpm, 4 C 15min), 상층액을 재차 원심분리하

(n=4)에서 p53 및 γ-H2AX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기 위해 면

o
였다 (18,000rpm, 4 C 10min). 5분 동안 열판에서 가열한 후,

역조직형광염색과 Western blot을 시행하였다. 대조군의 고

전기영동을 위해 단백질 농도를 Bio-Rad dye-binding micro-

환조직은 sham operation 4주 뒤에, 정계정맥류 유도한 군은

assay (Bio-Rad, Hercules, USA)로 결정하였는데, 20μg의 단

2주, 3주, 4주 뒤에 조직을 획득하여 검사하였다.

백질을 10% SDS polyacrylamide gels로 전기영동시킨 후 단
백질들을 Hybon ECL membranes (Amersham-Phamacia, Bio-

1. 면역조직형광염색

o
tech)로 옮겨서 염색하였다. Anti-p53 (1:1,000, 4 C, 24h;

정계정맥류를 유도한 군과 대조군 간의 p53 및 γ-H2AX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USA)과 anti-γ-

발현을 비교 분석하였다. 면역조직형광염색 결과, p53은 실

o

H2AX (1:1,000, 4 C, 24h; Upstate, USA)를 1차 항체로 각각

험군의 좌측 고환조직에서 2주째 발현이 되지 않았고, 3주

사용하였다. 염색된 단백질을 enhanced chemiluminescence

와 4주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발현이 증가되었다. 특히 3주

detect system (iNtRON, 바이오테크, 서울, 한국)을 이용하여

에서는 약 70% 정도에서 발현이 되었으며, 4주에서는 거의

특정단백질의 발현 여부를 확인하였다.

전부에서 발현이 되었다. 4주째 실험군의 양측 고환조직을
비교하였을 때 p53 발현 정도는 좌측 고환에서 좀 더 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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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p53 in varicocele-induced rats. Expressions of p53 at 3 and 4 weeks (B, C and D) are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E and F). (A) Lef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 after 2 weeks, (B) Lef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s after 3 weeks, (C) Lef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s after 4 weeks, (D) Righ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s after 4
weeks, (E) Left testis of the sham-operated rats after 4 weeks (control group), (F) Right testis of the sham-operated rats after 4 weeks
(control group).

조원진 외：실험적으로 정계정맥류를 만든 쥐에 있어서 p53 및 γ-H2AX의 발현

A

B

D

E

1357

C

100.0µm

F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γ-H2AX in the varicocele rats. Expressions of phosphorylation of H2AX after 3 and 4 weeks
(B, C and D) are increased compared to control group (E and F). (A) Lef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 after 2 weeks, (B) Lef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s after 3 weeks, (C) Lef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s after 4 weeks, (D) Right testis of the
varicocele-induced rats after 4 weeks, (E) Left testis of the sham-operated rats after 4 weeks (control group), (F) Right testis of the
sham-operated rats after 4 weeks (control group).

했다. 발현된 부위는 정모세포에서 주로 발현이 되었으며,
버팀세포 및 정세관의 중심부위는 발현이 잘 되지 않았다.

p53

간혹 정세관의 중심부위에서 발현이 된 부위는 미비하였다
(Fig. 1). γ-H2AX의 경우도 실험군의 좌측 고환조직에서 2

γ-H2AX

주째에는 발현이 되지 않았고, 3주와 4주에서는 발현이 증
가되었으며, 우측 고환조직 또한 4주째에 명확한 발현을 보

Actinl

여 p53과 양상이 비슷하였다. 주로 발현이 된 곳은 p53과
마찬가지로 정모세포를 포함한 가장자리에서 주로 발현되
었으며, 3주와 4주째 발현이 증가되었다. 대조군의 경우는
양측 고환에서 p53 및 γ-H2AX의 발현이 없었다 (Fig. 2).
2. Western blot
DNA 손상을 확인하기 위한 방법으로 p53 및 H2AX의 발
현을 Western blot으로 실시하였다. 실험의 객관성을 위해
먼저 actin에 대한 발현을 실시하였으며 두 군 모두에서 일

s
s
l
s
Contro 2 week 3 week 4 week

Fig. 3. Western blotting of the p53 and γ-H2AX expressed in the
varicocele-induced rat testes. Protein extracted from the rat testis,
with (2, 3 and 4 weeks) or without (4 weeks) partial ligation of
the Lt renal vein, is analyzed for the expression levels of p53, γH2AX and actin by Western blotting. The expressions of p53 and
γ-H2AX after weeks 3 and 4 are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control group and the varicocele- induced rats 2 weeks postoperatively.

정하게 발현된 것을 확인한 다음 정계정맥류를 유도한 군
에서는 2주, 3주, 4주째 좌측 고환조직과 대조군의 4주째 좌

2주째의 경우 p53 및 H2AX의 발현이 되지 않았으나 3주와

측 고환조직에 대해 Western blot를 실시하였다. 실험군에서

4주째는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즉 시간경과에 따라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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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되는 변화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대조군에서는 p53

21
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Kilinc 등 은 정계정맥류에서 세포

및 γ-H2AX의 발현을 거의 관찰할 수 없어 면역조직형광염

자멸사가 증가하는 이유를 실험적으로 정계정맥류를 유발

색의 결과와 일치하는 소견을 보였다 (Fig. 3).

한 쥐에서 신정맥의 수술적 조작이 염증을 만들고 이것이
생식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야기했을 거라 주장하면서 정계

고

찰

정맥류와 세포자멸사와의 연관관계를 부인하였다. Fujisa2
wa 등 도 정상인 남자와 정계정맥류를 가진 불임 환자의 고

정계정맥류는 정색내의 고환정맥이 비정상적으로 확장

환을 조직검사하여 정계정맥류의 정도에 따른 세포자멸사

되고 굴곡된 질환으로 남성의 약 15%에서 발견되며 원발성

정도와 세포자멸사 지수를 비교한 결과 정계정맥류의 정도

남성불임환자의 35%, 속발성 남성불임환자의 81%에서 발

와 세포자멸사의 정도에 의미있는 차이가 보이지 않았으며

14

견된다.

도리어 환자군에서 세포자멸사의 정도가 더 감소한다고 보
15

정계정맥류의 발생위치에 대해 Greenberg 등 은 좌측에

22
고하였다. 또한, Tanaka 등 은 정계정맥류 환자에서 세포자

서 발생하는 경우가 78%, 양측성으로 오는 경우가 20%, 우

멸사를 조절하는 단백질인 caspase-3의 발현을 연구한 결과

측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2%라고 하였으며, 좌측에서 호발

caspase-3의 발현이 감소함으로써 결국 세포자멸사가 억제

하는 원인으로는 우측정계정맥이 하대정맥에 개구하는 데

된다고 보고하였다. 이에 최근에는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비해 좌측은 신정맥에 직각으로 개구하고 우측에 비해 길

많은 유전자 산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으며 이러한

이가 길고 정맥판이 없는 경우가 많으며 대동맥과 상장간

연구를 통하여 세포자멸사와 고환조직의 손상에 대한 연관

16,17

동맥 사이에서 압박을 받기 쉽기 때문이다.

성을 확인하고 있는 실정이다.

비록 정계정맥류와 남성불임에 대한 연관관계는 1856년

정액 내 ROS는 정계정맥류 환자에서 정자 DNA 손상을

Carling에 의해 처음으로 논의되었지만 아직까지 정확한 기

일으키는데 ROS 자체가 직접 DNA에 영향을 끼치거나 세

전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몇몇 연구에서 고환의 온도상승,

2+
포내 Ca 의 농도를 변화시켜 결국 세포자멸사를 유도한

신장과 부신에서 독성물질의 역류, 정맥혈의 정체로 인한

4
23
다. Hendin 등 은 불임의 여부에 관계 없이 임상적으로 진

정자생성세포의 저산소증, 호르몬의 불균형 등이 정계정맥

단된 정계정맥류 환자의 정액 내 ROS와 총 항산화능을 조

류를 가진 남성의 생식능에 유해한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

사한 결과 ROS는 상승하고 총 항산화능은 감소함을 확인

1

되고 있다. 최근에는 정자 DNA 손상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함으로써 정자 DNA 손상에 ROS가 관여함을 보고하였다.

정계정맥류와 감정자증과의 연관성을 파악하고 있으며 여

p53은 정상세포의 성장과 분화, 그리고 기능에 필수적인

기에는 재활성 산화물질과 세포자멸사가 중요한 기전으로

요소는 아니나 DNA의 손상이 발생한 경우 G1 단계에서

고려되고 있으나 이를 규명하기 위한 합의된 방법은 아직

cell cycle을 정지시켜 DNA 합성이 발생하는 S 단계로의 진

2-6

까지 도출되지는 않았다.

입을 막아 DNA 복구를 유도하거나 손상이 심한 경우 세포
18

세포자멸사는 1972년 Kerr 등 에 의해 처음으로 생체의

자멸사를 유도한다. 또한 대부분의 인간에서 발생하는 악

정상적인 발달과 항상성의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며

성종양의 경우 p53 유전자의 돌연변이나 p53에 발암성 단

종양, 후천성 면역질환, 퇴행성 신경장애, 동맥경화증 및 심

백질이 결합함으로써 p53 유전자가 불활성화되어 있음을

근질환 같은 여러 가지 질병의 병인에 관여한다고 보고하

보이고 있어 p53은 비정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세포의

였다. 또한 비뇨기계의 악성 및 양성질환들도 부적절한 세

항상성을 조절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DNA

포자멸사의 활성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정상

손상이 가벼울 때 p53은 cell cycle을 정지시켜 DNA 복구를

적인 정자형성 과정을 조절하는 중요한 요인으로도 작용하

하며, DNA 손상이 심할 때는 p53이 세포자멸사를 야기시

여, 감정자증 등과 같은 불임환자에서 세포자멸사가 의의

24
킨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토대로 p53 단백질의 발현 정도

4-6

19

Barqawi 등 도 실험적으로 정

를 확인함으로써 DNA 손상의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다.

계정맥류를 발생시킨 쥐에서 sham operation한 군과 비교한

21
Kilinc 등 은 정상대조군과 sham operation군 모두와 비교

결과, 수술 후 14일째부터 동측의 세포자멸사 지수 (apop-

해 정계정맥류군에서 p53의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totic index; AI)가 의미있게 증가하였으며 대측의 세포자멸

고 하면서 p53의 발현이 비정상 정자형성을 반영한다고 보

있게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사 지수 또한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증가함을 보고하였다.

고하였다. 저자의 경우도 sham operation군과 비교하여 정계

20
또한 Simsek 등 은 정계정맥류로 인해 고환조직의 손상이

정맥류군에서 p53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특히 3주와 4주

야기된 환자에서 세포자멸사가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고

에 발현이 두드러졌다. 또한, 동측이 대측에 비해 발현의 증

하면서 세포자멸사가 정자형성 부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가가 더욱 명확하였으며 대조군에서는 p53의 발현은 관찰

조원진 외：실험적으로 정계정맥류를 만든 쥐에 있어서 p53 및 γ-H2AX의 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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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지 않았다. 특히 발현이 증가된 곳은 정세관의 정모세였

다른 손상 단백질 및 복구 단백질을 밝히는 연구와 더불어

으며 발현이 감소된 곳은 버팀세포 및 정자세포였는데

정계정맥류 교정 후 세포자멸사와 p53발현 및 H2AX의 인

2

Fujisawa 등 도 동일한 결과를 보고하였다. 간혹 정자세포로

산화 현상이 감소하는지 여부 또한 확인해야 할 것으로 여

여겨지는 곳에서 발현이 보이는 경우도 있었는데 아마도

겨진다.

정자세포부위에서 식세포작용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기
25
때문이라고 Henriksen 등 은 보고하였다. p53의 발현은 특

결

론

히 유해인자에 의한 DNA손상 반응에 의하여 현저하게 증
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도 실험군에서 p53 발

본 연구에서 실험적 정계정맥류를 만든 쥐의 고환에서

현 증가를 확인함으로써 정계정맥류에 의한 DNA 손상 정

3주와 4주에서 p53 발현과 H2AX의 인산화가 현저하게 증

도를 파악할 수 있었다.

가하였다. 이는 정계정맥류에 의한 모종의 변화가 고환에

DNA 이중가닥절단 (double strand breaks; DSBs)에 대한

작용하여 DNA 이중나선절단 (DSBs)과 같은 심한 DNA 손

복구 과정은 보통 두 가지 경로를 통하는데 하나는 비상동

상을 유발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며 결국 생식세포 손상기전

말단결합 (non-homologous end joining; NHES)과 다른 하나

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한다.

26
는 상동재결합 (homologous recombination; HR)이다. H2AX

는 H2A의 주요 구성성분으로 포유동물에서 세포주, 조직의
11,27

종류에 따라 2-25%를 차지하는데,

histone의 H2AX는 다

른 histone과 마찬가지로 여러 변형된 형태를 가지며, 대표
적으로 세린 (Ser 1)의 인산화, 리신 (Lys 5)의 아세틸화 등이
28

여기에 해당된다.

세포가 DNA손상을 받게 되면, 급격히

H2AX의 세린에 인산화가 발생하게 되고, DNA 손상신호 전
달단백질과 DNA 복구단백질이 유전자 손상장소에 보충된
11

다.

DNA손상반응에 관여하는 요소들인 ATM, BRCA1,

53BP1, MDC1, RAD51, MRE11/RAD50/NBS1 (MRN) 복합체
등은 방사선유발손상초점 (ionizing radiation induced foci;
IRIF)을 형성하여 γ-H2AX 초점과 공존 (co-localize)하게 되
는데, 이 핵 내 영역 (IRIF)들은 DSBs 주변에 수백 내지 수
천 개의 물질들이 모여 있는 구조라고 추측되고 있다. 또
γ- H2AX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핵 초점들이라
불려지는 DSBs를 둘러싸고 있는 인산화된 H2AX 크로마틴
12
부분이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인산화된 H2AX의 급격한

생성과 증폭으로 인해 γ-H2AX foci와 DSBs는 거의 1:1로
13
상응하게 되어, γ-H2AX를 염색하는 것은 DSBs를 검출하

는 가장 유용한 방법으로 생각되고 있다. 아울러 H2AX가
유전자 손상 복구 단백질을 유도하는 역할도 수행한다고
29,30

여겨진다.

본 연구에서도 γ-H2AX 발현이 실험군에서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결과는 앞에서 언급한 p53 발현 정도
와 비슷한 결과를 보임으로써 정계정맥류로 인한 정자
DNA 손상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다.
아직까지 정계정맥류로 인한 비정상 정자생성 및 불임에
대한 정확한 기전 및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으며 이를 확인
하기 위한 여러 방법이 제시되고 있으나 아직 합의된 방법
은 없는 실정이다. 최근 세포자멸사와 ROS에 의한 정자
DNA 손상이 비정상 정자형성 및 불임에 관여함을 보고하
는 많은 연구가 있으나 좀 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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