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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감사와 사랑을 전합니다.

마지막으로 출 퇴근 길 멀다며 언제나 같이 해주려고 자신의 피곤함도
뒤로하고 약속도 미룬 채 저에게 시간을 맞춰준 사랑하는 남편께 진심으로 감사
의 맘을 전하고 싶습니다.논문 쓰는 동안 저의 많은 짜증과 투정에 한 번도 싫
을 소리 안하며 받아주며 제에게는 마치 뜨거운 태양 볕에 항상 시원한 그늘이
되어주었습니다.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좋은 사람들을 만나며 좋은 환경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항상 지금의 이 마음을 잊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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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plasminogenactivatorinhibitor-1의 역할

당뇨병성 신증은 말기 신부전증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질환이며
신장내 세포외 기질(extracelluarmatrix:ECM)의 과다한 축적을 특징으로
한다.ECM의 축적은 ECM의 생산과 분해의 균형에 의하여 조절되고 사구
체 혈관간의 확장과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를 유발한다.

Plasminogen activator(PA)/plasmin/PA inhibitor-1 (PAI-1)계와
matrix metalloproteinase (MMP)/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계는 ECM 분해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계이다.PAI-1은 PA와
1:1결합하여 PA에 의한 plasmin생산을 억제하고 MMP의 활성화도 억제
함으로써 신장내 ECM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AI-1은 당뇨병 신장에 과표현 되고 포도당과 transforminggrowth
factor(TGF)-β1에 의하여 신장내 표현이 상향 조절된다.그러나 PAI-1의
당뇨병성 신장내 ECM 축적에 있어서의 역할과 기전에 대한 보고는 한정
되어 있다.

본 연구는 PAI-1유전자 결핍 생쥐와 PAI-1유전자 결핍 생쥐에서
분리한 사구체 혈관간 세포,PAI-1siRNA를 일시적으로 세포내 전이하여
PAI-1유전자를 억제한 세뇨관 상피 세포 NRK-52E세포를 이용하여 당
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PAI-1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JacksonLab에서 구입한 생후 8주 된 C57BL/6J계의 PAI-1+/+와
PAI-1-/-생쥐에 5일간 streptozotocin(STZ)50mg/kg을 복강내로 투여하
여 당뇨를 유발하였다.PAI-1+/+와 PAI-1-/-에서 분리한 사구체 혈관간 세
포는 고농도의 포도당(30mM)과 TGF-β1(2ng/ml)으로,PAI-1siRNA를



세포내 전이시킨 세뇨관 상피 세포는 TGF-β1(2ng/ml)으로 자극하였다.
각 동물에서 STZ주사 전과 20주 후에 몸무게,혈당,요와 혈장 크리아티
닌,요배설양,알부민 배설율을 측정하였고 당뇨 유발 후 20주에 희생시켜
신장을 적출하였다.적출한 신장 조직을 periodicacid-schiff(PAS)염색하
여 사구체 용적(glomerular volume: VG)과 혈관간질 분획(fractional
mesangialarea:FMA)을 Image-Proprogram으로 측정하였고 mRNA는
realtimeRT-PCR로 단백은 Westernblot과 면역조직 화학 염색 그리고
ELISA로 분석하였다.Plasmin활성은 spectrofluorometer로 측정하였으며
MMP활성은 zymography로 분석하였다.통계 처리는 ANOVA와 Fisher
의 최소 유의차 검정법으로 시행하였다.

PAI-1+/+당뇨 생쥐에서는 비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신장무게,신장/
체중비,요배설양,혈당,요와 혈장 크리아티닌,알부민 배설율,VG,FMA
그리고 피질부 fibronectin(FN),collagenI(ColI),collagenIV (ColIV),
TGF-β1그리고 monocytechemoattractantprotein(MCP)-1의 mRNA와
단백 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AI-1-/-당뇨군에서는 PAI-1+/+당뇨군
에 비하여 혈당은 차이가 없었으나 FMA,FN과 ColImRNA 및 FN,Col
I그리고 IV 단백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비당뇨 대조 PAI-1-/-군에서는
비당뇨 PAI-1+/+대조군에 비하여 basalplasmin과 MMP활성이 증가되어
있었으나 당뇨군에서는 PAI-1+/+와 PAI-1-/-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PAI-1+/+ 생쥐에서 분리한 사구체 혈관간 세포에서 고포도당과
TGF-β1자극에 의하여 PAI-1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lasmin활성은
억제되었다.PAI+/+ 생쥐의 혈관간 세포의 FN,ColI,TGF-β1과 MCP-1
mRNA는 고포도당과 TGF-β1에 의하여 증가하였다.PAI-1-/-혈관간 세포
에서 고포도당과 TGF-β1에 의한 ColImRNA와 단백 그리고 TGF-β1에
의한 TGF-β1mRNA 표현은 PAI-1+/+혈관간 세포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고포도당과 TGF-β1에 의하여 plasmin의 활성은 PAI-1-/-에서도
감소하였으나 PAI-1+/+ 혈관간 세포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PAI-1-/- 혈관간 세포의 MMP활성 또한 PAI-1+/+혈관간 세포에 비하여
증가되었다.

세뇨관 상피 세포에 PAI-1 siRNA를 전이시킨 경우 scramble
sequence전이군에 비하여 PAI-1의 mRNA와 단백이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Scramblesequence전이군에서는 TGF-β1자극에 의하
여 FN과 ColI의 mRNA와 단백 표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PAI-1
siRNA 전이군에서는 현저히 감소되었다.PAI-1siRNA는 대조군과 TGF-
β1자극군에서 다같이 plasmin의 활성을 증가시켰다.

본 연구의 결과는 PAI-1유전자 결핍이 plasmin과 MMP활성 증가
를 통하여 ECM 분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TGF-β1,FN,ColImRNA의
하향조절을 통하여 ECM 생산을 감소시킴을 시사한다.따라서 PAI-1은
ECM 분해 감소 뿐 아니라 생산의 증가를 통하여 당뇨병성 신장내 ECM
축적을 촉진함으로써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함을 시사하였다.

핵심되는 말 :당뇨병성 신증,사구체 혈관간 세포,세뇨관 상피 세포,세포
외기질 단백, 유전자 결핍, Matrix metalloproteinase, Plasminogen
activatorinhibitor-1,Plasmin,si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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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증(diabeticnephropathy)은 세계적으로 말기 신부전증
(end-stagerenaldisease)을 유발하는 가장 흔한 원인 질환이다.말기 신
부전증의 유병율은 2002년 말 현재 인구 100만명 당 일본 1,726명,대만
1,548명,미국 1,446명,한국 701명이었고 발병율은 2002년중 인구 100만명
당 일본 254명,대만 365명,미국 336명,한국 129명으로 보고되었다1.당뇨
환자의 수는 세계적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현제 약 1억8천만 명인
환자 수는 2025년 지금의 2배인 3억2천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2.
당뇨병성 신증의 특징적인 기능과 구조 변화는 사구체 과여과
(hyperfiltration),사구체여과 방벽(glomerularfiltrationbarrier)의 기능적
변화(알부민뇨),신장 사구체의 비대(hypertrophy),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ECM)의 축적에 의한 혈관간 확장(mesangialexpansion),그리고
사구체 기저막 비후 및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 등이다3,4.이 중 사구체 혈관
간질의 확장과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는 고혈당에 의하여 유도되는 다양한
싸이토카인 또는 성장 인자들에 의하여 매개되어5,6ECM 축적에 기인하며7

신기능 소실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지닌다8.
ECM 축적은 정상 생리 상태에서 생산과 분해가 균형있게 조절되

다가 외부 자극에 의하여 균형이 무너지면서 유발되는데 ECＭ 생산이 증



가하거나 분해가 감소되는 것이 원인이 된다9.Fioretto등10이 당뇨병성 신
장의 혈관간질 확장이 췌장 이식 후 10년째 정상화됨을 보고한 이후 in
vivo11,12와 invitro13,14에서 ECM 분해에 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었으
며 ECM 축적에는 ECM 생산의 증가 뿐 만 아니라 분해도 중요한 역할을
함이 제시되었다.

Metalloproteinases와 serineproteinase는 당뇨병성 신증의 ECM
분해에 관여하는 두 개의 효소계이다15.Matrixmetalloproteinase(MMP)
는 25개 이상의 단백 분해 효소로 나누어지며 금속이온과 연관성을 지닌
다.MMP는 각기 다른 기질과 반응하는데 반응하는 기질에 따라 collagen
(Col)I,II,III를 분해하는 collagenase(MMP-1)와 ColIV를 분해하는
gelatinase (MMP-2,MMP-9) 및 fibronectin (FN) 분해에 관여하는
stromelysin(MMP-3)과 같이 3개의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16.이 외에 세
포막에 존재하는 membrane-typeMMP(MT-MMP)는 plasmin과 함께 비
활성 MMP-2를 활성 MMP로 전환시킨다17.MMP의 활성은 혈관간 세포
에서 고포도당18이나 성장인자19또는 단핵구20에 의해서 조절되는 ECM 단
백 분해 효소이다15,16.

Plasmin은 ECM 분해에 주된 역할을 하는 효소계21로써 fibrin,FN,
Col그리고 laminin등의 ECM을 직접 분해시킬 뿐 아니라13,22ECM 분해에
관여하는 MMP-1,3,923를 활성화시키고 비활성 MMP-2를 MT1-MMP과
함께 활성화시켜 ECM 분해에 간접적으로 관여한다17. Plasmin은
fibrionolysis와 proteolysis의 역할 외에 leukocytes의 유입을 유도하며24비
활성 TGF-β1을 활성화 시키기도 한다25. Plasmin은 전구물질인
plasminogen으로부터 활성화 물질인 urokinase type plasminogen
activator(uPA)또는 tissuetypeplasminogenactivator(tPA)와 같은 PA
에 의하여 활성화 되고 PA inhibitor(PAI)-1에 의한 uPA 또는 tPA 억제



로 활성이 감소된다26.
PAI는 serineproteaseinhibitor(SERPIN)로서 tPA와 uPA 활성에

중요한 억제물질이고 PAI-1,-2,-3및 proteasenexin-1등이 존재한다27.
이 중 PAI-1은 379개 또는 381개의 아미노산으로 구성된 49 kDa의
single-chain당단백(glycoprotein)으로 잠재형(latentform)으로 존재하다가
vitronectin과 결합함으로써 활성화가 되고 활성형(activeform)PAI-1은
PA와 1:1복합체를 형성하여 PA를 억제한다28.PAI-1은 사람의 배양된 내
피세포를 처음으로 혈장,혈소판,섬유육종 세포 그리고 간세포에서 확인되
었으며 혈관평활근 세포,혈관간 세포,단핵구/대식세포 그리고 섬유아 세
포에서도 표현29된다.PAI-1은 정상 사람 신장에서는 거의 표현되지 않다
가30당뇨병성 신증31,사구체 신염32,신장 섬유 질환33과 같은 병적 상태에
서 과 표현된다. PAI-1은 세포내에 축적되어 있지 않고 합성이 된 후에
는 지속적으로 분비되어 혈장내에 잠재형으로 존재한다34.PAI-1은 uPA에
의한 MT1-MMP의 활성화를 억제하여 활성 MMP를 억제 시키고
plasminogen에서 plasmin으로 활성화되는 과정을 억제한다35.

PAI-1은 신장 질환에서 과 표현되어 fibrinolysis및 proteolysis등
을 억제 하는 작용으로 ECM 축적을 상향조절 하는데36제2형 당뇨병 환자
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현성 알부민뇨가 있는 환자는 알부민뇨가 없는
환자에 비해 혈중 PAI-1농도가 높았고 알부민 배설율과 혈중 PAI-1농
도는 유의한 상관관계를 보였다37.Fogo등33은 당뇨병성 신증 환자의 신장
내 국소적 PAI-1의 mRNA와 단백 표현이 증가되어 있음을 관찰하였고 당
뇨병성 신증 환자에서 적혈구 파편의 침착으로 인한 미세혈관 손상에는 혈
관간질내 fibrinolytic/proteolytic의 증가와 함께 지역적 PAI-1의 활성이 관
여함을 시사했다38.Hagiwara등39은 제1형과 제2형의 당뇨 흰쥐의 신장에
서 PAI-1유전자 상향조절과 uPA와 tPA의 유전자 발현 감소를 관찰하여



PA/plasmin/PAI-1계의 변화가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
할을 함을 시사하였다.PAI-1유전자 결핍 생쥐의 요관 폐쇄 실험 모델에
서는 ECM이 감소하고 plasmin이 활성화 되므로 PAI-1이 신장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함이 보고되었다40.사구체 신염 모델 생쥐에 vitronectin과
는 결합하여 활성화 되지만 PA에 대한 억제효과가 없는 변형 PAI-1을 투
여하면 plasmin활성이 증가하고 사구체내 TGF-β1과 ECM 단백이 하향
조절되고 대식세포 침윤 및 단백뇨도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을 뿐 아니라
ColⅠ과 FN mRNA의 표현이 감소되었다41.세포 실험에서도 사람14,15또
는 흰쥐42나 생쥐43의 혈관간 세포에서 PAI-1의 상향조절에 의한 plasmin
활성 감소는 ECM 단백 분해를 감소시켰으며 반대로 plasmin의 활성 증가
는 ECM 단백 분해를 증가시켰다.그러나 PAI-1상향조절이 당뇨 신장의
ECM 축적에 절대적 역할을 하는지는 알려져 있지 않다.

당뇨병성 신증의 중요한 매개인자인 전환성장인자(transforming
growthfactor:TGF)-β144은 현재까지 알려진 ECM mRNA와 단백 상향조
절 및 조직 섬유화를 유도하는 매개 물질로 알려져 있다45.TGF-β1은 사
구체내 염증반응 진행 중 MMP의 활성을 증가19시키고 collangenases와 같
은 proteases를 억제하며46PAI-1을 상향조절 시켜 ECM 분해에 관여하는
plasmin활성을 억제하므로 ECM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42.그러나
PAI-1의 상향조절이 TGF-β1에 의한 ECM 축적에 절대적 역할을 하는지
는 확실하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ECM 재구성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PAI-1의 유전
적 변이를 이용하여 유전자와 단백 표현을 억제하였을 때 신장내 ECM 축
적 변화와 당뇨병성 신증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함으로써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PAI-1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실험에 사용한 시약 및 기구는 따로 제시되지 않는 한 Sigma
ChemicalCompany(St.Louis,MO,USA)와 NalgeNuncInternational
(NaperVille,IL,USA)에서 구입하였다.

111...실실실험험험적적적 당당당뇨뇨뇨유유유발발발
PAI-1유전자 결핍 생쥐(B6.129S2-Serpine1tmMlg)와 대조군 생쥐

(C57BL/6J,JacsonLaboratory,MA,USA)에 pH 4.5citric완충액에 용해
시킨 streptozotocin(STZ)을 50mg/kg으로 5일간 연속 투여하여 실험적
당뇨를 유발하였다.대조군에게는 같은 용량의 citric완충액을 투여하였다.
대조군(PAI-1+/+),당뇨 대조군(STZ-PAI-1+/+),PAI-1결핍형(PAI-1-/-)및
당뇨 PAI-1결핍(STZ-PAI-1-/-)의 체중과 생리 생화학적 변화는 일주일마
다 측정하였다.꼬리 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대사장(metaboliccage)
에서 24시간 소변을 수집하였다.STZ투여 후 20주에 희생시켜 양쪽 신장
을 적출하여 신장의 형태학적 분석을 시행하였다.

222...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또또또는는는 흰흰흰쥐쥐쥐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
PAI-1유전자 결핍 생쥐(B6.129S2-Serpine1tmMlg)와 대조군 생쥐

(C57BL/6J)수컷 생쥐를 희생시킨 후 신장을 적출하였다.사구체의 분리의
모든 과정은 4℃,laminarflow hood에서 무균 상태로 실시하였다.적출된
신장을 면도날로 장축을 따라 반으로 절개한 후 가위로 피질만을 분리하여
penicillin (100 U/ml, GIBCO BRL, Grandisland, NY, USA)과
streptomycin (100 μg/ml,GIBCO BRL)이 함유된 인산 완충 용액
(phosphatebufferedsaline;PBS)에 옮긴 후 체공이 200,150,및 75 μm인



stainlesssieve(청계상공사,서울)에 차례로 통과시킨 다음 75 μm 소공에
걸린 사구체를 PBS에 재부유시켰다.이 부유액을 1,500rpm에서 5분간 원
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버리고 남은 조직에 20% fetalbovineserum (FBS;
Hyclone,SouthLogan,UT,USA),penicillin(100U/ml),streptomycin
(100 μg/ml),44mM NaHCO3,14mM N-2-hydroxy-ethylpiperazine-N'-
2-ethanesulfonicacid(HEPES)가 함유된 Dulbecco'smodifiedEagle's
medium (DMEM;GIBCO BRL)을 넣고 5% CO2와 95% 공기가 공급되는
37℃ 세포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약 2주간 배양액을 2～3일마다 교체하
였고 배양기에 세포가 거의 찼을 때 trypsin/EDTA (0.25%/0.1%;GIBCO
BRL)을 이용하여 계대 배양하였다.세포는 100mm 배양 용기에 배양하여
유지하였으며 단백질,RNA 그리고 plasmin 활성 실험을 위한 세포는
6well배양 용기에서 배양하였다.

흰쥐 세뇨관 상피세포는 ATCC에서 구입한 NRK-52E (Kidney,
epithelial,normal;rat)를 5% FBS (제일생명공학,대구),100 U/ml
penicillin(GIBCO BRL)과 100㎍/mlstreptomycin(GIBCO BRL)을 함유
한 DMEM을 이용하여 100mm 배양접시에서 세포를 배양한 뒤 2-3일 마
다 배양액을 교환하고 trypsin/EDTA를 이용하여 계대 배양하여 계대 배
양한 세포를 본 연구에 이용하였다.

6well배양용기가 세포들로 가득 찼을 때 5.6mM (대조군)의 D형
포도당을 함유한 혈청 배제 DMEM으로 교환하였다.교환 후 24시간이 경
과하였을 때 30mM (고포도당군;highglucose;HG)포도당이나 TGF-β1
(R&DSystemsInc.,Minneapolis,MN,USA)2ng/ml로 세포를 자극하였
고 각 실험 목적에 알맞은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333...sssiiiRRRNNNAAA (((sssmmmaaalllllliiinnnttteeerrrfffeeerrreeennnccceeeRRRNNNAAA)))제제제작작작과과과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전전전이이이
PAI-1에 대한 염기서열(Gene Bank Accession No.J05206)과

promega (Madison, WI, USA)에서 제공하는 프로그램
(www.promega.com)으로 siRNA를 제작하였다.Sense와 antisensesiRNA
염기는 T7RiboMAXTM ExpressRNAisystem (Promega,Madison,WI,
USA)을 이용하여 doublestand RNA로 합성시키고 마지막으로 혼합된
dsRNA를 정제하여 21-mer의 PAI-1siRNA를 추출하였다.siRNA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서 templates를 3개 이상 제작하여 예비 실험을 시행
하였으며 억제 효과가 좋은 siRNA만을 선택하여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PAI-1siRNA 3;
antisense:GGA GAUGAGCUCAUUAUCC-uu
sense:uu-CCUCUA CUCGAGUAA UAGG

PAI-1siRNA 5;
antisense:GUUGGA AGCCAGCCA GAGC-uu
sense:uu-CAA CCUUCGGUCGGUCUCG

세포내 전이는 siRNA 25nM을 이미 배양액에 희석시킨 plusreagent
(Invitrogen)에 첨가하고 15분간 반응시킨 뒤 배양액에 희석시킨
Lipofectaminreagent(Invitrogen,Carlsbad,CA,USA)에 혼합하여 다시
15분 반응한 후 세포내로 주입시켰다.세포내 전이 후 24시간이 경과하면
5% FBS가 첨가된 배양액으로 교환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전이정도는
CyTM3 (Ambion Inc.,Texas,USA)을 이용하여 siRNA에 표지하고
FACscan으로 확인하였다.



444...신신신기기기능능능 평평평가가가를를를 위위위한한한 생생생화화화학학학적적적 측측측정정정
신기능 평가의 척도로 혈장 크레아티닌과 요단백 배설량을 측정하

였다.크레아티닌 농도 측정은 alkalin-picricacid반응법을 이용하였다.요
약하면,증류수로 희석한 혈장과 요 시료를 실온에 5분간 두었다가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회수하였다.여기에 0.04M picric
acid와 0.75M NaOH를 4:3:3(v/v/v)으로 혼합하여 25℃에서 15분간 반응
시킨 후 분광광도계로 51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포도당에 의한
간섭 효과를 보정하여 실제 크레아티닌 농도를 계산하였다.포도당 농도는
glucoseoxidase법(Sigmakit,510-DA)으로 요단백 농도는 Bradford법47

에 의한 Bio-Rad단백 분석 시약(Bio-Rad,Hercules,CA,USA)을 사용하
여 정량하였다.

555...RRRNNNAAA 분분분리리리,,,cccDDDNNNAAA 합합합성성성 및및및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반반반응응응(((rrreeeaaalll---tttiiimmmeeerrreeevvveeerrrssseee
tttrrraaannnssscccrrriiippptttaaassseee---pppooolllyyymmmeeerrraaassseeeccchhhaaaiiinnnrrreeeaaaccctttiiiooonnn:::rrreeeaaalll---tttiiimmmeeeRRRTTT---PPPCCCRRR)))

총 RNA는 Trizol(Invitrogen)방법을 이용하여 분리하였다.3 μg
의 RNA는 SuperScriptTMIIBRL(Invitrogen)에 의하여 역전사 반응을 하
였다.역전사 반응은 SYBR Green system (iCycler Real-Time PCR
detectionsystem,Bio-Rad)을 사용하여 기존 방법48에 참고하여 수행하였
다.PAI-1,FN,ColI,TGF-β1,MCP-1그리고 GAPDH의 antisense와
sense의 primer는 표 1에 제시하였다.증폭을 위한 PCR반응의 순서는 다
음과 같다;95℃에서 5분간 반응한 후 40회 반복으로 94℃에서 1분,50～5
6℃에서 40초,72℃에서 1분 반응하였다.반응에 따른 형광 생산은 마지막
72℃의 구간에서 측정되었다.PCR반응 물질의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해서
용해곡선 분석과 agarosegel전기 영동을 수행하였다49,50.각각의 시료는
∆Ct(cyclethreshold:CtFN genes-CtGAPDH)으로 계산하였다.대조군



과 실험군 사이의 분석하고자 하는 유전자/GAPDH mRNA 변화 비율은
2-∆∆Ct식으로 수행하였다.

표표표 111:::RRRTTT---PPPCCCRRR의의의 ppprrriiimmmeeerrrssseeeqqquuueeennnccceeesss

Sequence(5’ →→→→3’) PCR product size

Mouse

PAI-1
Forward
Reverse

CCT TGC TTG CCT CAT CCT GG
CTG GAA GAG CTT GAA GAA GTG G

FN
Forward
Reverse

TGC CTC GGG AAT GGA AAG
TTC CCA TCG TCA TAG CAG TT

Col I
Forward
Reverse

CCC AGC CAG TCC ATT TAT AGA A
CAG CGA AGC CAG CCA GAA

TGF-ββββ1
Forward
Reverse

CTT TAG GAA GGA CCT GGG TT
CAG GAG CGC ACA ATC ATG TT 250 bp

405 bp

153 bp

MCP-1
Forward
Reverse

CAG AAG TGC TTG AGG TGG TTG TG
ATC CCA ATG AGT AGG CTG GAG AGC

GAPDH
Forward
Reverse

TGC ACC ACC AAC TGC TTA G 
GGA TGC AGG GAT GAT GTT C

177 bp

89 bp

85 bp

Rat

PAI-1
Forward
Reverse

ATG GAA CAA GAA TGA GAT CA
TCA GTC TCC AGA GAG AAC TT

FN
Forward
Reverse

Col I
Forward
Reverse

TGC CGT GAC CTC AAG ATG TG
CAC AAG CGT GCT GTA GGT GA

451 bp

GAPDH
Forward
Reverse

ATG GTC TAC ATG TTC CAG TA 
TCA GAT CCA CAA CGG ATA CA

590 bp

462 bp

557 bpCGA GAG TAA ACC TGA AGC TG
CCT TGT GTC CTG ATC GTT TGC 



666...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분분분석석석
신장 피질부를 취하여 용해액(lysisbuffer;50mM Tris-HCl,100

mM NaCl,2 mM EDTA,2 mM ethylene glycol-bis (β-aminoethyl
ether)-N,N,N',N'-tetraaceticacid(EGTA),1mM dithiothreitol(DTT),
0.1mM phenylmethylsulfonylfluoride(PMSF),1㎍/㎖ leupeptin,1㎍/
㎖ aprotinin,1% tritonX-100)으로 용해한 후 4℃에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13,000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였고,총 단백질
의 농도는 Bradford법으로 정량하여 분석 때까지 -70℃에 보관하였다.50
㎍의 단백질을 함유한 조직 용해액 시료를 sample buffer (12 mM
Tris-HCl,pH 8.0,0.5% glycerol,0.4% SDS,2.88mM 2-mercaptoethanol,
0.02% bromophenolblue)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가열하였다.8%
SDS-polyacrylamidegelelectrophoresis(SDS-PAGE)에서 전개 분리한
후 nitrocellulose흡착지(Bio-Rad)에 전이시켰다.단백에 대한 molecular
marker를 사용하여 전개와 전이 정도를 확인 한 후 흡착지를 5% nonfat
drymilk(Becton,Dickinsonandcompany,Sparks,MD,USA)blocking
용액에 넣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0.1% Tween20을 포함한
Tris완충액으로 2회 세척 후 ColI일차 항체(SouthernBiothechnology,
Birmingham,AL,USA)를 1% bovine serum albumin (BSA)용액으로
1:1000배 희석하여 반응 시켰다.반응이 종료된 흡착지는 15분씩 4회 세척
하고 peroxidase가 conjugation된 이차항체 bovineanti-goatIgG (Santa
CruzBiotechnology,Inc.,SantaCurz,CA,USA)를 5% nonfatdrymilk
로 1:2000배 희석하여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ECL (Enhanced
Chemiluminescence,Amersham LifeScience,LittleChalfont,UK)kit을
이용하여 이차 항체를 검출한 후 각각의 밀도를 Tina2.1imagesoftware
(Univ.Sheffield,UK)을 사용하여 측정하고 대조군을 1.0으로 하여 비교하



였다.FN에 대한 항체는 이차 항체가 함께 결합된 rabbitanti-human
fibronectin(Cat#:p0246,DAKO A/S,Glostrup,Denmark)을 1:2000으로
희석하여 이용하였다.

777...EEELLLIIISSSAAA 분분분석석석
Sandwich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ELISA)방법

의 상용화된 ELISA kit를 이용하여 TGF-β1 (R&D Systems Inc.,
Minneapolis,MN,USA)과 MCP-1(R&D SystemsInc.)의 단백을 측정하
였다.TGF-β1의 경우 시료에 1N HCl를 첨가하여 TGF-β1을 활성화 시
켰고 1.2N NaOH/0.5M HEPES로 중성화 시켜 측정하였다.각 kit에서
TGF-β1의 예민도는 2.89pg/ml이며 MCP-1은 2pg/ml이었다.모든 시료
는 분석이 끝난 후 각 시료의 총 단백량으로 보정하였다.

888...PPPlllaaasssmmmiiinnn활활활성성성 측측측정정정
조직을 1M Tis-HCl,2mM EDTA,0.5M Sodium molybdate에

α-monothioglycerol(MTG)을 첨가한 용해액으로 liysis하여 원심분리로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상층액과 plasmin의 합성 형광기질인
methoxysuccinyl-L-Ala-L-Phe-L-Lys-7-amino-4-coumarin5.0 μM을 첨
가하여 37℃에서 40분 동안 반응시켰다.0.25 mg/mlsoybean trypsin
inhibitor로 반응을 종료시킨 후 spectrofluorometer (Luminescence
spectrometerLS50B:PerkinElmer,Norwalk,CT,USA)를 이용하여 360
nm excitation과 450 nm emission에서 형광을 측정하였다.Plasmin의
standard는 humanplasmin(AmericanDiagonisticaInc.,Stamford,CT,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형광 측정 수치는 시료내의 측정된 단백질
양으로 보정하였다.



999...ZZZyyymmmooogggrrraaappphhhyyy분분분석석석
조직을 plasmin 측정에 사용하였던 동일한 용해액으로 희석시킨

후 조직 내 단백질로 보정된 시료를 samplebuffer(62.5mM Tris-HCl,
pH 6.8,10% glycerol,2% SDS,0.02% bromophenolblue)와 혼합하여 실
온에서 10분간 방치하였다.0.1% gelatin이 함유된 PAGE를 사용하여 4℃
에서 전개 분리한 후 renaturationbuffer(2.5% TritonX-100을 첨가한 증
류수)를 사용하여 실온에서 30분간 천천히 흔들면서 반응시켰다.
Developingbuffer(50mM Tris-HCl,pH 7.6,0.2M NaCl,5mM CaCl2,
0.02% Brij35)로 30분간 1회 세척한 후 새로운 developingbuffer로 4시간
이상 37℃에서 반응시켰다.0.5% CoomassieblueR250로 염색하여 효소의
활성을 확인한 뒤 각각의 밀도를 Tina2.1프로그램으로 정량하여 대조군
을 1.0으로 하여 비교하였다.

111000...신신신장장장 조조조직직직의의의 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
신장 조직은 10% 중성 formalin으로 고정하고 파라핀으로 포매하

여 4 μm 두께로 절편을 만들었다.신장 조직 절편은 Xylene으로 파라핀을
제거한 후 100%에서 70% 순으로 단계별 농도의 ethanol로 탈수시키고 3%
H2O2/methanol에 10분간 두어 내인성 peroxidase를 고갈시킨 후 물로 세척
하고 PBS로 3회 세척하였다.0.5% TritonX-100에 15분간 두었다가 다시
PBS로 세척한 뒤 일차 항체인 monoclonalgoatanti-mouseColI과 IV
를 PBS로 1:1000배 희석하여 37℃에서 1시간 반응시켰다.이차 항체는
bovineanti-goatantibody(SantaCruzBiotechnology,Inc.)를 사용하여
1:2000배 희석하여 반응시킨 후 vectastainABCkit(VectorLaboratories,
Burlington,CA,USA)를 이용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0.05



M Trisbuffer로 희석한 0.05% 3,3‘-diaminobenzidine(DAB)으로 1분간
발색한 뒤 세척하고 hematoxylin으로 배경 염색 하였다.1% acidalcohol
(70% ethanol,1N HCl)과 10초간 반응시켜 위양성 물질을 제거한 뒤
70%에서 100%의 ethanol순서로 다시 세척한 뒤 xylene으로 투명화시켜
Canadabalsam으로 봉입하였다.

111111...혈혈혈관관관간간간질질질 분분분획획획과과과 세세세뇨뇨뇨관관관 간간간질질질 및및및 사사사구구구체체체 용용용적적적 측측측정정정
파라핀으로 고정한 절편을 periodicacid-Schiff(PAS)시약으로

염색하여 무작위로 한 개체당 사구체 50개씩 선택하여 측정하며,측정자가
각 절편 조직의 정보를 모르게 하였다.Image-Pro Plus version 4.5
(MediaCybernetics,SilverSpring,MD,USA)소프트웨어를 이용하며,슬
라이드 단면상의 사구체 외곽과 장격을 추적하여 자동으로 산출되는 사구
체 면적을 이용하여 사구체의 용적을 구하였다.

사구체 용적 =B/k×(사구체 면적)3/2

(B=1.38;구에 대한 형태 계수,k=1.1;크기 분포 계수)

또한 사구체 타래(glomerulartuft)바깥 둘레와 지름을 추적하여 면적을
측정한 후 색조의 밀도 차이에 의하여,지적하여 자동으로 측정되는 PAS
양성 부분의 면적을 구하여 그 비율을 사구체 혈관간질 분획으로 하였다.

혈관간질 분획 (%)= 사구체 타래내 PAS(+)영역 면적
사구체 타래 총면적



111222...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통계 분석은 Statview forWindows,version5.0을 이용하며 모든

자료는 ‘평균값±표준오차’로 기술하였다.각 실험군 간의 측정값 평균치를
비교하기 위하여 먼저 분산분석(analysisofvariance:ANOVA)를 시행하
여 F값이 의의가 있을 때 Fisher's최소유의차 검정법으로 사후 다중 비
교 분석을 하였다.P값이 0.05미만일 경우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로
정의하였다.



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생생생체체체내내내 실실실험험험

가가가...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에에에서서서 PPPAAAIII---111mmmRRRNNNAAA 발발발현현현 관관관찰찰찰
PAI-1유전자 결핍 생쥐(PAI-1-/-)의 신장 조직에서 PAI-1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대조군(PAI-1+/+)신장 조직에서 발현된 PAI-1mRNA
는 PAI-1-/-신장 조직에서는 발현되지 않았다(그림 1).

405 bp

177 bp

PAI-1

GAPDH

PAI-1 -/-PAI-1 +/+

그그그림림림 111...PPPAAAIII---111mmmRRRNNNAAA 표표표현현현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결과는 대표적인 RT-PCR사진으
로 표현하였다.



나나나...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신신신기기기능능능 및및및 요요요단단단백백백의의의
변변변화화화

PAI-1+/+와 PAI-1-/-모두 체중 증가는 당뇨를 유발 시킨 군이 비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체중으로 보정한
신장의 무게,혈당,희생시키기 전 24시간 동안의 요양,그리고 혈장과 요
의 크레아티닌은 비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당뇨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2).혈당,혈장 크레아티닌 그리고 요 크레아티닌은 당뇨
PAI-1+/+군에 비하여 당뇨 PAI-1-/- 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요단백 배설량은 당뇨군에서 비당뇨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당뇨군에서는 PAI-1+/+와
PAI-1-/-간에 차이가 없었다(그림 2,P<0.05).



표표표 222...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의의의 생생생리리리학학학적적적 및및및 생생생화화화학학학적적적 변변변화화화

PAI-1+/+ C

PAI-1+/+ DM

PAI-1-/- C

PAI-1-/- DM

38.56 ± 1.46

28.12 ± 0.85 *

36.00 ± 0.59

25.68 ± 1.17 †

Body weight
(g)

0.21 ± 0.08

0.24 ± 0.08 *

0.23 ± 0.04

0.25 ± 0.07†

Kidney weight 
(g)

5.97 ± 0.17

8.76 ± 0.37 *

6.25 ± 0.07

9.95 ± 0.46 †,#

180.51 ± 32.04

1081.26 ± 102.94 *

133.44 ± 15.19

934.53 ± 53.11†

Plasma creatinine
(mg/dl)

1.85 ± 0.23

3.21 ± 0.55 *

1.50 ± 0.62

2.72 ± 0.32 †

urine creatinine
(µg/24hr)

55.585 ±12.27

98.29 ±21.15 *

24.73 ± 9.07

84.70 ± 10.97†

Plasma glucose 
(mg/dl)

KW/BW

1362.75 ± 341.35

3809.91 ± 870.30 *

1823.43 ± 1282.62

3837.00 ± 493.93†

Urine volume 
(µl/24hr)

8

11

8

12

n

C:대조군,DM:STZ투여군.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실험방
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P<0.05vsPAI-1+/+C,†:P<0.05vs
PAI-1-/-C,#:P<0.05vsPAI-1+/+DM

C DM

PAI-1-/-PAI-1+/+

C DM

8 7 7 10

0

(µµµµg/24h)

1000

2000

4000

3000 *
†

그그그림림림 222...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요요요단단단백백백 변변변화화화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C:대조군,DM:STZ투여군.실험방
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P<0.05vsPAI-1+/+C,†:P<0.05vs
PAI-1-/-C.



다다다...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사사사구구구체체체 형형형태태태학학학적적적 변변변화화화
사구체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사구체 용적과 사구체

타래의 면적에 대한 백분율로 혈관간질 확장을 측정하였다.당뇨 PAI-1+/+

와 PAI-1-/-군의 사구체 용적은 각각의 비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사구체 용
적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3A,P<0.05).그러나 당뇨군에
서 PAI-1+/+와 PAI-1-/-사이에는 차이가 없었다.혈관간질 확장은 당뇨군이
비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그림 3B,
P<0.05)당뇨 PAI-1-/-군은 당뇨 PAI-1+/+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그림 3B,P<0.05).



0

10

20

30

C DM C DM

*

C DM C DM
0

1

2

3

4
(µµµµm3 , X104)

*

PAI-1-/-
PAI-1+/+ PAI-1-/-PAI-1+/+

(%)

†
†,#

486 454 337 377 424 294 400 447

A B

그그그림림림 333...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사사사구구구체체체 형형형태태태학학학적적적 변변변
화화화
A;사구체 용적,B;혈관간질 분획.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
C:대조군,DM:STZ투여군.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
*:P<0.05 vs PAI-1+/+ C,†:P<0.05 vs PAI-1-/- C,#:P<0.05 vs
PAI-1+/+DM.



라라라...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fffiiibbbrrrooonnneeeccctttiiinnn
과과과 cccooollllllaaagggeeennnIII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당뇨 PAI-1+/+군은 비당뇨 대조 PAI-1+/+군에 비하여 FN과 ColI
mRNA가 각각 1.77과 1.33배 증가하였다.당뇨 PAI-1-/-군에서 FN mRNA
는 당뇨 PAI-1+/+군의 1.77배에서 1.14배(그림 4A,P<0.05)로 ColImRNA
는 당뇨 PAI-1+/+군의 1.33배에서 1.15배(그림 4B,P<0.05)로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FN 단백 변화는 당뇨 PAI-1+/+군에서 비당뇨 대조 PAI-1+/+군에
비하여 1.30배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당뇨 PAI-1-/-군은 당뇨
PAI-1+/+군의 1.30배에서 0.73배로 감소하였다(그림 4C,P<0.05).ColI단
백 역시 당뇨 PAI-1+/+군에서 비당뇨 대조 PAI-1+/+군에 비하여 1.37배 증
가하였고 당뇨 PAI-1-/-군은 당뇨 PAI-1+/+군의 1.37배에서 1.01배로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그림 4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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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fffiiibbbrrrooonnneeeccctttiiinnn
과과과 cccooollllllaaagggeeennnIII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A;FN mRNA,B;collagen ImRNA,C;FN protein,D;collagen I
protein.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C:대조군,DM:STZ투여
군.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P<0.05vsPAI-1+/+C,#:
P<0.05vsPAI-1+/+DM.



마마마...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면면면역역역 조조조직직직
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을을을 통통통한한한 cccooollllllaaagggeeennnIII과과과 IIIVVV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사구체와 세뇨관 간질의 ColI과 ColIV 단백 표현은 각 군의 대
조군에 비하여 당뇨군에서 증가하였으며 당뇨 PAI-1-/-군은 당뇨 PAI-1+/+

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당뇨 PAI-1+/+군에서 ColI단백
표현은 비당뇨 대조 PAI-1+/+군 사구체의 3.20%에서 7.84%,세뇨관 간질의
0.33%에서 0.78%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또한 당뇨 PAI-1-/-군의 ColI
단백 표현은 비당뇨 대조 PAI-1-/-군 사구체의 2.71%에서 5.33%,세뇨관
간질의 0.27%에서 0.5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당뇨 PAI-1-/-군의 ColI
단백 표현은 당뇨 PAI-1+/+군 사구체의 7.84%에서 5.33%,세뇨관 간질의
0.78%에서 0.5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그림 5A,B,C,
P<0.05).

당뇨 PAI-1+/+군에서 ColIV 단백 표현은 비당뇨 대조 PAI-1+/+군
에 비하여 사구체의 3.72%에서 11.74%,세뇨관 간질의 0.84%에서 8.15%로
증가하였고 당뇨 PAI-1-/-군은 비당뇨 대조 PAI-1-/-군에 비하여 사구체의
2.79%에서 5.13%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세뇨관 간질에서는 증가하지
않았다.당뇨 PAI-1-/-생쥐 피질의 ColIV 단백 표현은 당뇨 PAI-1+/+군에
비하여 사구체와 세뇨관 간질에서 각각 11.74%에서 5.13%,8.15%에서
0.93%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그림 5D,E,F,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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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면면면역역역 조조조직직직
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을을을 통통통한한한 cccooollllllaaagggeeennnIII과과과 IIIVVV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A;CollagenI의 면역 조직 화학 염색,B;사구체내 collagenI단백표현,
C;세뇨관 간질의 collagenI단백 표현,D;CollgaenIV의 면역 조직 화학
염색,E;사구체내 collagenIV단백표현,F;세뇨관 간질의 collagenIV단
백 표현.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C:대조군,DM:STZ투여
군.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P<0.05vsPAI-1+/+C,†:
P<0.05vsPAI-1-/-C,#:P<0.05vsPAI-1+/+DM.



바바바...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ppplllaaasssmmmiiinnn과과과
MMMMMMPPP활활활성성성

비당뇨 대조 PAI-1-/-군에서는 비당뇨 대조 PAI-1+/+군에 비하여
basalplasmin(그림 6A,P<0.05)과 MMP-9활성(그림 6B,P<0.05))이 증
가되었으나 당뇨군에서는 PAI-1+/+와 PAI-1-/-간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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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ppplllaaasssmmmiiinnn과과과
MMMMMMPPP활활활성성성
A;Plasmin활성,B;MMP활성.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C:
대조군,DM:STZ투여군.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
*:P<0.05vsPAI-1+/+C.



사사사...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TTTGGGFFF---ββββ111과과과
MMMCCCPPP---111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비당뇨 대조 PAI-1-/-군의 TGF-β1과 MCP-1mRNA는 비당뇨 대
조 PAI-1+/+군과 차이가 없었다.당뇨 PAI-1+/+군의 TGF-β1과 MCP-1
mRNA는 비당뇨 대조 PAI-1+/+군에 비하여 각각 1.46배와 2.92배 증가하였
고 당뇨 PAI-1-/-군의 TGF-β1mRNA는 비당뇨 대조 PAI-1-/-군과 차이가
없었으나 MCP-1mRNA는 2.10으로 비당뇨 대조 PAI-1-/-군에 비하여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7A,B,P<0.05).당뇨 PAI-1-/-군에서의 TGF-β1
과 MCP-1단백 변화는 mRNA와 다른 양상을 보였다.당뇨 PAI-1-/-군의
신장 피질부내 TGF-β1(pg/mg ofprotein)은 488.67로서 비당뇨 대조
PAI-1-/-군의 256.86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그림 7C,P<0.05).당뇨
PAI-1-/-군의 신장 피질부내 MCP-1(pg/mgofprotein)은 42.82로서 비당
뇨 대조 PAI-1-/-군 뿐 아니라 당뇨 PAI-1+/+군 보다도 유의하게 증가 하
였다(그림 7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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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의의의 신신신장장장에에에서서서 SSSTTTZZZ투투투여여여 후후후 TTTGGGFFF---ββββ111과과과
MMMCCCPPP---111의의의 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A;TGF-β1mRNA,B;MCP-1mRNA,C;TGF-β1단백,D;MCP-1단
백.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C:대조군,DM:STZ투여군.실
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P<0.05 vs PAI-1+/+ C,†:
P<0.05vsPAI-1-/-C,#:P<0.05vsPAI-1+/+DM.



222...세세세포포포 배배배양양양 실실실험험험

가가가...대대대조조조군군군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와와와 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 생생생쥐쥐쥐 사사사
구구구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

(((111)))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
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의의의 PPPAAAIII---111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PAI-1+/+생쥐에서 분리한 사구체 혈관간 세포에서 PAI-1mRNA
표현은 고포도당과 TGF-β1투여 후 24시간에 각각 1.56배와 4.73배 증가
하였고 PAI-1단백은 1.43배와 7.19배 증가하였다.PAI-1-/-생쥐에서 분리
한 혈관간 세포에서는 basalPAI-1mRNA와 단백 모두 표현되지 않았고,
고포도당이나 TGF-β1자극에 의해서도 그 표현이 발현되지 않았다(그림
8A,B).

C H TC H T

PAI-1 407 bp

GAPDH 175 bp

PAI-1 -/-PAI-1 +/+

A B

PAI-1 49 kD

C H TC H T

PAI-1 -/-PAI-1 +/+

그그그림림림 888...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의의의 PPPAAAIII---111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nnn===333)))
A;mRNA 표현,B;단백 표현.결과는 대표적인 전기영동 사진으로 표현
하였다.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C:5.6mM glucose,H:
30mM glucose,T:TGF-β12ng/ml



(((222)))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
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의의의 fffiiibbbrrrooonnneeeccctttiiinnn과과과 cccooollllllaaagggeeennnIII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
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고포도당과 TGF-β1은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PAI-1+/+ 혈관간
세포의 FN과 ColImRNA와 단백 표현을 정상 포도당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시켰다(그림 9A-D,P<0.05).PAI-1+/+ 혈관간 세포에서 고포도당과
TGF-β1에 의한 FN mRNA는 정상 포도당에 비하여 각각 1.60배와 2.23배
증가하였고(그림 9A,P<0.05),ColImRNA는 각각 1.58배와 2.02배 증가
하였다(그림 9B,P<0.05).고포도당과 TGF-β1은 PAI-1-/- 혈관간 세포의
FN mRNA를 각각 2.19배와 2.15배 증가시켜 PAI-1+/+혈관간 세포에서의
변화와 동일하였다.반면 ColImRNA는 고포도당에 의하여 PAI-1+/+혈관
간 세포에서 1.58배 증가하였으나 PAI-1-/- 혈관간 세포에서 1.01로
PAI-1+/+혈관간 세포와 비교하여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TGF-β1에 의해
서도 PAI-1+/+혈관간 세포에서 2.02배 증가하였고 PAI-1-/-혈관간 세포에
서 1.13으로 PAI-1+/+혈관간 세포와 비교하여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그림
9B,P<0.05).ColI단백 역시 고포도당에 의하여 PAI-1+/+혈관간 세포에
서 4.62로 증가하였고 PAI-1-/- 혈관간 세포에서는 2.57로 증가하였으나
PAI-1+/+ 혈관간 세포와 비교하여 유의성있게 감소하였다.TGF-β1은
PAI-1+/+혈관간 세포의 ColI단백을 16.34로 PAI-1-/-혈관간 세포에서는
11.53으로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나 PAI-1+/+ 혈관간 세포와 비교하여 유의
성있게 감소하였다(그림 9C,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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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99...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의의의 fffiiibbbrrrooonnneeeccctttiiinnn과과과 cccooollllllaaagggeeennnIII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nnn===555)))A;FN mRNA,B;Collagen ImRNA,C;FN 단백,D;
CollagenI단백.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C:5.6mM glucose,
H:30mM glucose,T:TGF-β12ng/ml.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
술하였다.*:P<0.05vsPAI-1+/+C,†:P<0.05vsPAI-1-/-C,#:P<0.05
vsPAI-1+/+HG,§:P<0.05vsPAI-1+/+TGF-β1



(((333)))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
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의의의 ppplllaaasssmmmiiinnn과과과 MMMMMMPPP---222활활활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PAI-1+/+혈관간 세포의 plasmin활성은 고포도당과 TGF-β1투여
48시간 후 정상 포도당에 비하여 각각 0.81과 0.61배로 감소하였다.
PAI-1-/- 혈관간 세포의 basalplasmin 활성은 PAI-1+/+ 혈관간 세포의
basalplasmin 활성에 비하여 1.52배 증가하였으며 고포도당에 의한
plasmin활성은 1.12배로 TGF-β1에 의한 plasmin활성은 0.91배로 각각
PAI-1+/+ 혈관간 세포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림
10A,P<0.05).

PAI-1-/-혈관간 세포의 basalMMP-2활성은 PAI-1+/+혈관간 세
포에 비하여 3.01배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AI-1+/+ 혈관간
세포의 MMP-2활성은 TGF-β1투여에 의하여 1.61배로 의미있게 증가하
였으나 고포도당에 의하여 변화되지 않았다.PAI-1+/+ 혈관간 세포의
MMP-2활성은 TGF-β1에 의하여 3.67배,고포도당에 의하여 2.91배로 각
각 PAI-1+/+에 비하여 유의성있게 증가하였다(그림 10B,P<0.05).



C TH C
0

0.5

1.0

1.5

2.0

PAI-1+/+ PAI-1-/-

P
la

sm
in

ac
tiv

ity

*
*

*

#†,
§†,

TH

A

2.0

4.0

6.0

M
M

P
-2

 a
ct

iv
ity

0

*

*

#

§

activeMMP-2
Pro-MMP-2

C TH C TH

PAI-1+/+ PAI-1 -/-

B

그그그림림림 111000...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
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의의의 ppplllaaasssmmmiiinnn과과과 MMMMMMPPP---222활활활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nnn===666)))
A;Plasmin활성,B:MMP-2활성.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 하였다.*:P<0.05vsPAI-1+/+ C,†:
P<0.05vsPAI-1-/-C,#:P<0.05vsPAI-1+/+HG,§:P<0.05vsPAI-1+/+

TGF-β1



(((444)))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
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의의의 TTTGGGFFF---ββββ111과과과 MMMCCCPPP---111mmmRRRNNNAAA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고포도당과 TGF-β1투여 후 PAI-1+/+ 혈관간 세포의 TGF-β1
mRNA는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1.31배와 8.52배 증가하였다.PAI-1-/-혈
관간 세포에서 TGF-β1은 TGF-β1mRNA를 6.23배 증가시켜 PAI-1+/+혈
관간 세포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시켰다(그림 11A,P<0.05).PAI-1+/+혈
관간 세포의 MCP-1mRNA는 고포도당에 의하여 1.60배 증가 하였으며
TGF-β1에 의하여 1.59배 증가하였고 PAI-1-/-혈관간 세포에서는 고포도
당과 TGF-β1에 의하여 각각 2.43배 증가하였고 1.39배 감소하여 PAI-1+/+

혈관간 세포와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다.자극에 의한 PAI-1+/+ 혈관간 세
포와 PAI-1-/-혈관간 세포 사이에 MCP-1mRNA 표현은 변화가 없었다
(그림 11B,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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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111...PPPAAAIII---111유유유전전전자자자 결결결핍핍핍이이이 고고고포포포도도도당당당과과과 TTTGGGFFF---ββββ111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생생생쥐쥐쥐 사사사구구구
체체체 혈혈혈관관관간간간 세세세포포포의의의 TTTGGGFFF---ββββ111과과과 MMMCCCPPP---111mmmRRRNNNAAA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nnn===555)))
A;TGF-β1mRNA,B:MCP-1mRNA.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
다.C:5.6mM glucose,H:30mM glucose,T:TGF-β12ng/ml,실험방
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P<0.05vsPAI-1+/+C,†:P<0.05vs
PAI-1-/-C,#:P<0.05vsPAI-1+/+HG,§:P<0.05vsPAI-1+/+TGF-β1



나나나...흰흰흰쥐쥐쥐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

(((111)))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전전전이이이율율율
흰쥐 세뇨관 상피 세포내로 siRNA의 효과적 전이 여부를

FACScan으로 검색하였다.대조군 상피세포에 비하여 siRNA 유전자를 전
이시킨 상피세포군에서 CyTM3형광이 증가하였다(그림 12).

a b

그그그림림림 111222...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전전전이이이
siRNA의 Transfection 후 FACScan을 수행 하였다. Histogram a;
scramble siRNA with CyTM 3 labelled siRNA,histogram b;PAI-1
siRNA withCyTM 3labelledsiRNA



(((222))) PPPAAAIII---111 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의의의 전전전이이이가가가 PPPAAAIII---111
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PAI-1siRNA가 전이된 세뇨관 상피 세포의 PAI-1mRNA는 대조
군에 비하여 P3은 0.63로,P5는 0.5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AI-1
mRNA표현은 TGF-β1에 의하여 4.89배 증가되었으며 TGF-β1자극과 함
께 PAI-1siRNA가 전이된 세뇨관 상피 세포의 mRNA는 P3은 1.92로,P5
는 1.93로 TGF-β1 처리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그림 13A,
P<0.05).

PAI-1siRNA가 전이된 세뇨관 상피 세포의 PAI-1단백은 대조군
비하여 P3은 0.55로,P5는 0.53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TGF-β1에 의한
1.83배 증가한 PAI-1단백 표현은 PAI-1siRNA에 의하여 P3은 1.17로,
P5는 0.8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그림 13B,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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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333...PPPAAAIII---111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의의의 전전전이이이가가가 PPPAAAIII---111mmmRRRNNNAAA
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nnn===666)))A;PAI-1mRNA,B;PAI-1단백.결
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
다.*:P<0.05vsscramblesiRNA,†:P<0.05vsscramblesiRNA with
TGF-β1.



(((333)))PPPAAAIII---111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의의의 전전전이이이가가가 fffiiibbbrrrooonnneeeccctttiiinnn과과과
cccooollllllaaagggeeennnIII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PAI-1siRNA가 전이된 세뇨관 상피 세포의 FN과 ColImRNA는
대조군에 비하여 차이가 관찰 되지 않았다.FN mRNA는 TGF-β1에 의하
여 1.62배 증가하였으며 증가된 FN mRNA는 PAI-1siRNA 전이에 의하
여 P3에서 0.84로 P5에서 0.75로 억제되었다(그림 13A,P<0.05).ColI
mRNA는 TGF-β1에 의하여 1.36배 증가하였으며 PAI-1siRNA전이에 의
하여 P3에서 0.77로 P5에서 0.66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그림 13B,
P<0.05).

PAI-1siRNA 전이에 의한 FN 단백 표현은 대조군에 비하여 P3
에서는 0.76으로 P5에서는 0.59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N 단백 표현은
TGF-β1에 의하여 2.38배 증가하였으며 각각의 PAI-1siRNA에 의하여
1.39와 1.24로 감소하였다(그림 13C,P<0.05).PAI-1siRNA는 ColI단백
표현을 각각 대조군에 비하여 P3은 0.73으로,P5는 0.78로 감소시켰다.
TGF-β1에 의하여 1.40배 증가한 ColI단백 표현은 PAI-1siRNA에 의하
여 각각 0.89와 0.86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그림 13D,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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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444...PPPAAAIII---111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의의의 전전전이이이가가가 fffiiibbbrrrooonnneeeccctttiiinnn과과과
cccooollllllaaagggeeennnIIImmmRRRNNNAAA와와와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nnn===666)))A;FN mRNA,B;
collagenmRNA,C;FN 단백,D;collagen단백.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 P<0.05 vs
scramble siRNA,†:P<0.05 vs scramble siRNA with TGF-β1,#:
P<0.05vsPAI-1siRNA (P3),§:P<0.05vsPAI-1siRNA (P5).



(((333)))PPPAAAIII---111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의의의 전전전이이이가가가 ppplllaaasssmmmiiinnn의의의 활활활
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PAI-1siRNA가 전이된 세뇨관 상피 세포의 plasmin활성은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TGF-β1을 처리한 군의 plasmin활성은
PAI-1siRNA에 의하여 TGF-β1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
림 15,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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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555...PPPAAAIII---111sssiiiRRRNNNAAA의의의 세세세뇨뇨뇨관관관 상상상피피피 세세세포포포내내내의의의 전전전이이이가가가 ppplllaaasssmmmiiinnn활활활성성성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nnn===666)))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 하였다.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
였다.*:P<0.05vsscramblesiRNA,†:P<0.05vsscramblesiRNA
withTGF-β1.



ⅣⅣⅣ...고고고찰찰찰

ECM 축적에 의한 사구체 혈관간질의 확장과 세뇨관 간질의 섬유
화는 당뇨병성 신증의 대표적인 병리 소견이다.ECM 축적은 단백 생산의
증가 또는 분해의 감소에 의하여 야기된다.최근 ECM 분해의 저하가
ECM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인식되면서 병적 상태의 ECM
재구성에 있어서 ECM 분해계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ECM 분해 효소인 MMP와 plasmin은 PAI-1발현 증가에 의하여 활성이
억제되어 ECM 분해를 저하시킨다.PAI-1은 당뇨 신장내 표현이 증가되어
있고 사구체 혈관간 세포에서 고농도의 포도당에 의하여 상향 조절된다31.
당뇨환자 중 신증을 동반한 환자는 신증이 없는 환자에 비하여 혈중
PAI-1이 증가함이 관찰37되면서 PAI-1의 상향조절이 당뇨 신손상에 관여
할 수 있음이 추정되었으나 PAI-1이 당뇨 신손상을 유발하는 주 원인인지
에 대해서는 확실하지 않았다.본 연구에서는 PAI-1유전자 표현조절을
이용하여 PAI-1이 당뇨병 신장에서 ECM 분해와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그에 관여하는 기전을 검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동물 실험으로 PAI-1+/+와 PAI-1-/-생쥐에 STZ로 당뇨
를 유발한 후 ECM 변화를 관찰 한 결과 당뇨 PAI-1+/+군과 당뇨 PAI-1-/-

군은 각각 비 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혈당,알부민뇨,요량,혈중 크리아티
닌이 증가되었으며 PAI-1+/+당뇨 생쥐와 PAI-1-/-당뇨 생쥐 간에 차이는
없었다.본 연구가 정리 되는 동안 Nicholas등36도 STZ로 당뇨를 유발한
PAI-1+/+ 당뇨 생쥐와 PAI-1-/- 당뇨 생쥐의 알부민뇨,요량,혈중 크레아
티닌은 각각의 비당뇨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AI-1+/+

당뇨 생쥐와 PAI-1-/-당뇨 생쥐 간에는 차이가 없음을 보고하였다.당뇨
PAI-1+/+군과 당뇨 PAI-1-/-군의 사구체 용적과 혈관간질 분획은 각각의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여 혈관간 기질내 ECM이 축적됨을 시사
하였다.당뇨 PAI-1-/-군의 혈관간질 분획은 당뇨 PAI-1+/+군에 비하여 감
소하는 반면 사구체 용적은 당뇨 PAI-1+/+군과 차이가 없었다.이 결과는
STZ로 당뇨를 유발한 흰쥐 모델에서 혈관간질 분획이 비당뇨 대조군에 비
하여 증가하고 항산화제를 투여하여 PAI-1의 상향조절을 억제하였을 때
혈관간질 분획이 감소31하는 결과와 유사하였고 이는 당뇨 사구체에서
ECM 단백 축적으로 인한 혈관간질 확장에 PAI-1유전자가 중요한 역할
을 함을 시사한다.

실재로 당뇨 PAI-1-/-군의 신장 피질부내 FN,ColI그리고 ColIV
단백이 당뇨 PAI-1+/+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사구체 혈관간 세
포에서도 고포도당과 TGF-β1의한 ColI단백 증가는 PAI-1-/-혈관간 세
포에서 PAI-1+/+혈관간 세포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세뇨관 상피 세포에
서 TGF-β1에 의하여 증가한 FN과 ColI단백 분비가 PAI-1siRNA로 인
한 PAI-1유전자 억제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본 연구 결과는 요
관 폐쇄 생쥐 모델에서 7일과 14일에 PAI-1+/++/++/+에 비하여 PAI-1-/-의 간질
내 섬유화와 신장내 ColI함량이 감소40된 결과와 STZ당뇨 생쥐 모델에
서 PAI-1+/+당뇨 생쥐에서 증가한 신장 피질부내 FN이 PAI-1-/-당뇨 생
쥐에서 감소되는 결과36와 일치한다.

PAI-1유전자 결핍 또는 억제는 생체내 신장조직(그림 6A),배양
혈관간 세포(그림 10A) 및 NRK-52E(그림 15) 세포 모두에서 basal
plasmin 활성과 MMP 활성을 증가시켰다. 고포도당이나 TGF-β1은
PAI-1+/+혈관간 세포의 plasmin활성을 감소시켰으나 PAI-1+/+당뇨 생쥐
의 신장피질부 plasmin활성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Oda등40은 요관 폐쇄
실험 모델을 이용하여 PAI-1-/-이 PAI-1+/+에 비하여 신장의 전체 ECM 단
백 함량을 감소시켰으나 plasmin 활성에는 변화를 관찰하지 못하였다.



Plasmin과는 독립적으로 tPA나 uPA가 FN을 분해하여51 plasmin이 없는
수용액내에서 uPA는 FN의 carboxy말단에 대한 분해효과가 크고 tPA는
amino말단에 대한 분해효과가 더 크며 섬유아세포에서 생산된 FN 분해
효과는 uPA에서 tPA 보다 더 현저하다52.그러나 혈관간 세포의 전반적인
ECM 분해에는 tPA가 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한다.Baricos등43은 tPA,
uPA를 각각 결핍시킨 생쥐 혈관간 세포를 이용하여 tPA 결핍이 uPA 결
핍보다 ECM 분해를 억제함을 관찰하였다.Edgtton등53은 plasminogen유
전자를 억제시킨 요관 폐쇄 실험 모델에서 plasminogen야생형에 비하여
Col감소와 대식세포의 축적 억제를 관찰하였으나 조직내 plasmin의 역할
은 지속적으로 나타남을 관찰하여 간질 섬유화에서 PAI-1과 uPA 그리고
tPA의 역할은 plasmin의 활성에 비 의존적일 수도 있음을 시사하였다.이
러한 결과는 PAI-1이 plasminogen/PA 조절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이며
PAI-1에 의한 plasmin의 활성 억제가 신장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는 보고26와는 다른 결과이다.

PAI-1+/+혈관간 세포에서의 MMP활성은 고포도당에 의하여 변화
되지 않았으나 TGF-β1에 의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혈관간 세포에서
TGF-β1이 MMP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보고자에 따라 상반되고 있다.우
선,TGF-β1의 하위 신호전달자로 당뇨병성 신증에서 증가되는 connetive
tissuegrowthfactor(CTGF)는 사람 사구체 혈관간 세포에서 MMP-2
mRNA를 증가시켰으며16,TGF-β1은 농도 의존적으로 제 4형 collagenase
활성을 증가19시켰다.그러나 사람 사구체 혈관간 세포에서 PDGF 또는
TGF-β1은 totalMMP-2 활성에는 변화를 초래하지 않으면서 활성형
MMP-2의 활성을 억제14한다는 보고도 있다.

예상과 달리 PAI-1유전자 결핍에 의한 ECM 변화는 단백 수준
뿐만 아니라 mRNA에서도 관찰되었다.PAI-1-/-당뇨 생쥐에서는 PAI-1+/+



당뇨 생쥐에 비하여 피질내 FN과 ColImRNA가 감소되었으며 세포실험
에서는 PAI-1-/- 혈관간 세포에서 고포도당과 TGF-β1에 의한 ColI
mRNA 증가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또한 siRNA로 PAI-1유전자를 억제
시킨 세뇨관 상피 세포에서도 TGF-β1에 의한 FN과 ColImRNA는 유의
하게 감소되었다.Huang등41은 사구체 신염을 유발한 흰 쥐에 vitronectin
과는 결합하나 PA에 대하여 억제효과가 없는 변형 PAI-1을 투여하였을
때 ECM 단백 뿐 아니라 mRNA의 표현이 효과적으로 감소됨을 관찰하였
다.Oda등40은 요관폐쇄 모델에서 정상 생쥐와 PAI-1유전자 결핍 생쥐의
ECM 변화를 시간별로 관찰하였을 때 3일부터 증가한 대조군의 ColI,III
그리고 TGF-β1mRNA는 7일과 14일에 더욱 증가하였으며 PAI-1유전자
결핍 요관 폐쇄 모델에서는 mRNA가 감소하였다.그러나 요관폐쇄 모델에
서 PAI-1+/+에 비교하여 PAI-1-/-의 Col과 TGF-β1mRNA는 질병 유발 후
3일과 7일에서만 효과적인 억제를 보였다.Nicholas 등36도 PAI-1+/+와
PAI-1-/- 생쥐에 STZ를 이용하여 당뇨를 유발하고 PAI-1유전자의 역할
을 관찰한 결과 PAI-1+/+당뇨 생쥐군에서 증가한 FN과 TGF-β1mRNA
는 PAI-1-/-당뇨 생쥐군에서 감소하였고 세포실험을 통해 외부에서 주입
한 PAI-1이 extracellularsignal-regulatedkinase(ERK)를 활성화 시키고
TGF-β1의 mRNA와 단백 발현을 증가시키는 결과를 보여주었다.이 결과
에 의하면 PAI-1은 ECM 분해를 저하시킬 뿐 아니라 TGF-β1의 표현을
증가시켜 ECM 생산을 증가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인다.

염증세포의 침윤이 세포외 기질 축적을 유발하는 한 원인일 수 있
다.Huang등41은 vitronectin과는 결합하나 PA에 대한 억제 효과가 없는
변형 PAI-1이 사구체 신염 흰쥐에서 대식세포 침윤을 억제함을 보고하였
다.본 연구에서 신장내 TGF-β1단백표현은 당뇨 PAI-1-/- 생쥐와 당뇨
PAI-1+/+생쥐 사이에 차이가 없었으며 MCP-1단백은 당뇨 PAI-1-/-생



쥐에서 당뇨 PAI-1+/+생쥐에 비하여 오히려 증가되어 있었다.
PAI-1은 단백 분해를 억제하는 효과 외에 다른 역할을 한다.

PAI-1과 vitronectin의 결합은 uPAR,integrin또는 두 가지 모두와 경쟁
적으로 반응한다.그 이유는 vitronectin이 uPAR과도 결합하는데 이때 결
합하는 domain이 PAI-1과 vitronectin의 결합 domain과 중복되기 때문이
다.uPA와 uPAR의 결합은 세포 표면에 단백분해를 활성화하는 역할 이외
에 uPAR과 vitronectin의 결합을 증가시키며 이것은 uPAR과 여러
integrin의 복합체를 안정된 구조로 만들고 세포내 신호전달을 통하여 세포
이동을 증가시킨다54,55.따라서 vitronectindomain의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
하여 PAI-1은 경쟁적으로 uPAR과 integrin을 매개하여 vitronectin으로 이
동하는 세포를 억제한다56. Degryse 등57은 PAI-1이 uPAR의
internalization을 유도하여 uPA에 의하여 증가되는 세포 이동이 억제됨을
시사하였다.평활근 세포의 증식은 PAI-1결핍시 상향조절 되고 PAI-1의
과 표현에 의하여 억제되었다58.요약하면 PAI-1은 ECM을 분해하는 단백
분해 효소를 억제시키는 역할 이외에 독립적으로 vitronectin과 결합하여
세포 이동과 증식 그리고 분화를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결론적으로 PAI-1결핍시 관찰되는 TGF-β1mRNA,ECM mRNA
및 단백표현의 감소는 PAI-1이 ECM 분해 뿐 아니라 ECM 생산에도 직접
관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에 관여하는 상세한 기전은 추후 연구되어야
할 것이다.



ⅤⅤⅤ...결결결론론론

본 연구는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PAI-1의 역할을
규명하고자 PAI-1유전자 결핍 생쥐,PAI-1유전자 결핍 혈관간 세포 그
리고 PAI-1siRNA를 세포내로 전이한 세뇨관 상피세포를 이용하였다.본
연구의 결과는 PAI-1유전자 결핍이 plasmin과 MMP활성 증가를 통하여
ECM 분해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TGF-β1,FN,ColImRNA의 하향조절
을 통하여 ECM 생산을 감소시킴을 시사한다.따라서 PAI-1은 ECM 분해
감소 뿐 아니라 생산의 증가를 통하여 당뇨병성 신장내 ECM 축적을 조성
함으로써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함을 시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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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cessive accumulation ofextracellularmatrix (ECM)in the
kidney isthemajorpathologicfeatureofdiabeticnephropathy.The
amountofECM deposited in the kidney depends on the balance
between synthesis and degradation. Plasminogen activator
(PA)/plasmin/PA inhibitor-1 (PAI-1) system and matrix
metalloproteinase (MMP)/tissue inhibitorofmetalloproteinase (TIMP)
system are major protease systems involved in ECM degradation.
PAI-1isknowntoplayacriticalroleinECM remodelinginthekidney
throughinhibitionofthegenerationofplasminandactivationofMMP.
PAI-1 is up-regulated by high glucose and TGF-β1 and is
overexpressed in pathologic conditions associated with renalfibrosis
including diabetic nephropathy. The present study examined the
contributionofPAI-1andthemechanismsinvolvedinthedevelopment



andprogressionofdiabeticrenalinjuryusingPAI-1knock-out(KO)
(PAI-1-/-)mice,mesangialcellsisolatedfrom PAI-1-/-mice,andrenal
tubularepithelialcellstransientlytransfectedwithPAI-1siRNA.

STZ50mg/kgwasadministeredintraperitoneallyfor5daysto
C57BL/6Jwild (PAI-1+/+)orKO mice.Body weight,kidney weight,
plasmaglucose,urineandplasmacreatinine,urinevolume,andprotein
excretion rate were measured before and 20 weeks after STZ.
Glomerularvolume (VG)and fractionalmesangialarea (FMA)were
assayed by Image-pro.Growth arrested and synchronized primary
mesangialcellsisolatedfrom PAI-1+/+ andPAI-1-/-miceweretreated
withhighglucose(30mM)andTGF-β1(2ng/ml).Normalrattubular
epithelial(NRK-52E)cellstransientlytransfectedwithsiRNA forPAI-1
wastreatedwithTGF-β1(2ng/ml).Fibronectin(FN)andcollagenI
(ColI)and IV (ColIV)protein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
analysis and immunohistochemistry,mRNA expression by real-time
RT-PCR, plasmin activity by spectrofluorometer, and matrix
metalloproteinase(MMP)activitybyzymography.

Diabetic PAI-I+/+ mice showed increased kidney weight,
kidney/body weightratio,urineand plasmacreatinine,urinevolume,
proteinuria,VG,FMA,mRNA expressionofFN,ColI,TGF-β1and
MCP-1,andproteinexpressionofFN,ColI,andColIV comparedto
controlPAI-1+/+mice.DiabeticPAI-1-/-micehadsimilarhyperglycemia
asdiabeticPAI-1+/+ buthaddecreaseinFMA,FN andColImRNA
and protein expression and ColIV protein expression compared to
diabeticPAI-1+/+ mice.Plasmin and MMP activity wassignificantly



increased in non-diabetic control PAI-1-/- mice compared to
non-diabeticcontrolPAI-1+/+ micebutwasnotdifferentbetweenthe
twodiabeticgroups.

HighglucoseandTGF-β1significantlyincreasedPAI-1andCol
I mRNA and protein expression in PAI-1+/+ mesangialcells and
decreasedplasminactivityinbothPAI-1+/+andPAI-1-/-mesangialcells
ascomparedtocontrol.Controlaswellashighglucose-andTGF-β

1-stimulatedplasminandMMP-2activitywas,however,significantly
higherinPAI-1-/-thaninPAI-1+/+cells.Highglucose-andTGF-β1-
inducedColImRNA andproteinandTGF-β1mRNA expressionwas
significantlylowerinPAI-1-/-thaninPAI-1+/+mesangialcells.

PAI-1 siRNA significantly decreased PAI-1 expression and
increasedplasminactivityinbothcontrolandTGF-β1-treatedtubular
epithelialcellsandsignificantlydecreasedTGF-β1-inducedFN andCol
ImRNA and protein expression when compared to scramble RNA
transfectedcells.

ThesedatasuggestthatPAI-1deficiencyattenuatesglomerular
mesangialexpansionandECM accumulationindiabetickidneynotonly
through increased ECM degradation but also through decreased
synthesis.Therefore,PAI-1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and progression ofdiabetic nephropathy by facilitating
ECM accumulationinthekid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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