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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국문요약>>>>    

 

싸이클로스포린으로 치료 받은 IgA 신병증 환아에서 

간질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및 단백의 발현 

 

 

싸이클로스포린 (Cyclosporine, CsA)은 효과적인 면역억제제로서 

이식 및 여러 신장 질환의 치료제로 쓰이지만 신장 간질의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이 대표적인 부작용이다. CsA 신독성의 기전, 특히 간질 

섬유화의 기전을 설명하기 위한 많은 시도가 있었으나 아직까지 

명확한 기전은 밝혀지지 않았다.  

 

동물실험에서는 osteopontin (OPN)이라는 단백에 의해 신장 간질 

내로 대식세포의 유입이 일어나고 이로부터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가 생성되어 간질 섬유화가 일어난다는 유력한 

가설이 제시되었으나 사람의 신장에서도 같은 현상이 일어나는지의 

여부는 검증된 바 없다. Toll-like receptor (TLR)는 외부 미생물에 

대한 면역반응의 시발점이 되는 수용체로 알려졌으나 각종 

신질환에도 관여함이 밝혀지고 있다. CsA이 신장 조직내에서 TLR의 

내인성 리간드를 유리시킨다는 점으로부터 TLR, 특히 TLR4가 CsA 

신독성에 관여할 가능성을 가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IgA 신병증으로 진단 받고 싸이클로스포린 치료를 받은 

18명의 소아 환자의 치료 전, 후 생검 조직을 대상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실시하여 OPN, TLR4, 및 TGF-β의 발현 여부를 

조사하고 이들이 간질내 대식세포 침윤,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 

(peritubular capillary, PTC) 손상, heat shock protein (HSP)의 

발현과 연관되어 있는지 검증하였다. 또한 사람의 세뇨관 

상피세포주인 HK-2 세포를 배양하여 CsA으로 처치한 후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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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와 반응 시간에 따른 TLR4의 mRNA 및 단백 발현 양을 

측정하여 위의 결과를 다시 확인하였다. 

 

IgA 신병증에서 CsA 치료 후 간질의 TGF-β 발현양이 의미 있게 

증가하며 이는 간질 섬유화와 관련되어 있었으나 OPN 및 간질의 

대식세포 침윤 정도와는 연관성이 없었다. CsA 치료 후 PTC의 수는 

오히려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CsA 치료는 세뇨관의 TLR4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동시에 TLR4의 내인성 리간드로 작용하는 HSP70도 

세뇨관에서 발현이 증가하였다. HK-2 세포를 CsA로 처리했을 

때에도 TLR4의 발현은 CsA의 농도 및 처리 시간에 비례하여 

mRNA와 단백 모두 증가하였으며 저산소환경을 유발하였을 때 그 

발현이 더욱 증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사람 신장에서 CsA가 일으키는 간질 섬유화는 간질 

내 TGF-β 발현의 증가와 연관이 있었다. 그러나 실험동물과 달리 

TGF-β의 발현은 간질 내 대식세포의 수 증가에 의해 유발되지 

않았다. 따라서 OPN의 역할도 동물과 사람이 서로 다름을 알 수 

있다. 또한 CsA에 의해 세뇨관 내 HSP70이 증가하고 이를 내인성 

리간드로 이용하여 TLR4의 발현이 증가함으로써 대식세포의 

활성화가 일어나 간질 섬유화가 유발된다는 가설을 제시할 수 있다. 

 

 

 

 

 

 

 

--------------------------------------------------- 

핵심되는 말 : 싸이클로스포린, 신장, 섬유화, Toll-like receptor, 

osteopontin,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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싸이클로스포린으로 치료 받은 IgA 신병증 환아에서  

간질 섬유화 관련 유전자 및 단백의 발현 

 

<지도교수 정현주>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임 범 진 

 

 

ⅠⅠⅠⅠ....    서론서론서론서론    

 

싸이클로스포린 (cyclosporine A, CsA)은 세포내 수용체인 

cyclophilin과 결합하여 복합체를 형성한 후 calcineurin에 

결합함으로써 calcineurin의 인산분해효소 활성도를 억제하고, 그 

결과 T 림프구 활성을 일으키는 신호 전달이 억제되어 

면역억제효과를 일으키게 된다1. 1980년대 초에 처음으로 신장이식 

환자에게 사용된 이래 CsA은 각종 장기 이식에서 장기 및 환자 

생존율을 획기적으로 늘리는데 기여해 왔다2. CsA의 임상 응용 

범위는 계속 넓어져서 현재는 장기 이식 후에서만이 아니라 각종 

자가면역질환의 치료에도 사용되고 있으며, 미세변화 신증후군 

(minimal change nephrotic syndrome),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 

경화증 (focal segmental nephrosclerosis), 막성 사구체신염 

(membranous glomerulonephritis) 등 사구체 질환도 그 치료 대상이 

되고 있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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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신장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CsA의 

가장 중요한 부작용 중 하나가 바로 신독성이며, 그 중에서도 만성 

신독성은 CsA의 장기적인 치료를 어렵게 만드는 주요 원인으로서 

임상적으로 중요한 의의를 가진다. CsA에 의한 만성 신독성의 

형태학적 특징은 줄무늬 형태의 간질 섬유화, 세뇨관의 위축, 세동맥 

벽의 초자양 변화, 그리고 사구체의 경화와 위축 등이다4, 5. 이러한 

형태학적 변화들 중에서도 간질 섬유화의 원인과 기전을 밝히고자 

하는 연구가 지금까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지금까지 CsA 만성 신독성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한 설명으로 

다음과 같은 항목들이 제시되었다6. 첫째는 레닌-안지오텐신 

시스템의 활성화이다. 안지오텐신 II는 AT1 수용체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이를 통해 신장 혈관의 수축을 일으켜 허혈성 변화를 

일으킨다7. 두 번째는 CsA에 의해 유발된 신장 혈관 수축으로서 

활성산소를 발생시켜 세포 손상과 세포자멸사를 유발시킨다.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세포외 기질의 생성을 촉진하고 동시에 아교질 

분해효소를 억제시키는 시토카인인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의 발현 증가이다. 저염식이를 준 백서에 저용량의 CsA를 

투여했을 때 간질 섬유화가 발생했으며 이는 신장 관류량 감소, 즉 

허혈성 변화와는 무관한 현상이었다8.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신장이식수술 후 CsA 치료를 하여 간질 섬유화가 발생한 환자의 

72%에서 이식신내 TGF-β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9, 이식신을 이용한 

다른 연구에서도 세뇨관의 TGF-β1 발현이 간질 섬유화 및 신기능 

저하와 관련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0. 이로 보아 TGF-β가 허혈성 

변화와 연관해서, 혹은 단독으로 CsA의 간질 섬유화 유발에 중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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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할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장 간질에서 TGF-β가 증가하게 될 때 그 기원으로는 간질의 

대식세포와 섬유모세포, 그리고 세뇨관 상피세포 등을 생각할 수 

있다2. 그러나 Vieira 등8, Young 등11, Pichler 등12, Thomas 등13은 

백서를 이용한 CsA 신독성 모델에서 TGF-β의 기원이 간질에 

침윤한 대식세포임을 보고하였다. TGF-β의 발현이 증가하기 위하여 

간질 내 대식세포 수의 증가가 먼저 일어나야 하는데 이 때 

osteopontin (OPN)이라는 44 kDa의 인산화단백이 화학주성인자의 

역할을 하여 대식세포를 간질 내로 끌어들인다는 것도 위 연구들에서 

얻은 공통된 결론이다. 

 

이와 같이 실험동물에서는 OPN – 대식세포 - TGF-β의 

연쇄반응이 간질 섬유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축이라는 사실이 널리 

인정 받고 있으나 사람에서도 동일한 현상이 일어나는지 여부는 

아직까지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다. 실험동물과 달리 사람에서는 

인위적으로 CsA 신독성을 유발시켜 볼 수 없다는 제한점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CsA를 투여 받은 환자들의 신장 조직을 이용한 

연구가 몇 차례 시도되었다. Hudkins 등14은 신장 이식 후 CsA 

신독성을 나타낸 환자의 이식신 조직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OPN의 

발현 정도와 대식세포 침윤 양 사이에 상관 관계가 없으며, 더구나 

대조군인 공여자의 신장 조직에도 OPN이 광범위하게 발현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미세변화 신증후군 환자에서 CsA 치료 전, 후에 

얻은 신장 조직을 대상으로 한 저자들의 이전 연구에서도15 OPN의 

발현은 대식세포 침윤 정도와 관계 없었으며, OPN의 발현 정도는 

세뇨관 주변 미세혈관(peritubular capillary, PTC)의 감소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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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사람 신조직에서의 OPN 발현은 허혈성 

변화에 의해 유발된 이차적인 현상인 것으로 추정되었다. 두 연구 

모두 OPN의 발현을 증가시킨 것은 허혈성 변화였으며 OPN의 

증가가 대식세포의 침윤을 유발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어 사람과 

실험동물에서 OPN의 역할 및 TGF-β 증가의 기전이 서로 다름을 

시사하였다. 그러나 이식신과 미세변화 신증후군 모두 투여된 CsA의 

양이 실험동물과 비교할 때 간질 섬유화를 유발하기 어려운 소량이며, 

더구나 두 경우 모두 기본적으로 심한 염증을 동반하지 않는 

상황이기에 염증성 변화에 관여하는 OPN이 발현하거나 대식세포의 

화학주성인자로 작용할 만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IgA 신병증 환자의 조직에서 세뇨관의 OPN 발현 

증가와 대식세포 침윤이 연관되어 있다는 Okada 등16의 보고를 

참고할 때 IgA 신병증과 같이 활발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는 

기저질환을 대상으로 OPN의 발현과 TGF-β의 발현 양상을 검증한 

후 사람에서 CsA 치료 후 신간질 섬유화의 기전에 대해 논해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인체에서 일어나는 염증 관련 반응에서 Toll-like receptor 

(TLR) family가 행하는 역할에 많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Toll 

단백은 처음에 Drosophila에서 발견되어 진균에 대한 면역 반응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Toll 분자의 상동 단백에 대한 

수용체가 사람을 포함한 포유류에도 존재하는 것이 발견되었다17. 이 

수용체는 병원체의 특정 단백 구조 (pathogen-associated molecular 

patterns)를 인지하고, 일련의 신호전달체계를 거쳐 각종 시토카인을 

생산해냄으로써 이 병원체에 대한 면역 반응을 유발하는데, 이 때 

TLR는 IL-1R와 신호전달 경로를 공유한다. 즉, IL-1R의 경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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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된 TLR은 myeloid differentiation 

factor 88 (MyD88), IL-1R-associated kinase 1과 4 (IRAK-1, 4) 

등의 유도 단백을 거쳐 최종적으로 activator protein-1 (AP-1)이나 

nuclear factor-κB (NF-κB)등의 전사 인자를 활성화 시킨다18, 19. 

이렇게 하여 TLR는 직접적으로 선천면역을 활성화시키지만 또한 

항원전달세포(antigen presenting cells, APCs)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후천면역에도 영향을 끼치게 된다. 최근에는 림프구도 TLR를 

발현하고 있다는 사실이 밝혀져서 TLR가 선천면역과 후천면역 

사이의 가교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고 있다20. 지금까지 

총 11 종류의 TLR이 발견되었으며, TLR의 종류에 따라 서로 다른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된다. TLR의 리간드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물질은 세균의 lipopolysaccharide (LPS)이지만 최근에는 미생물에서 

기원한 물질 만이 아니라 heat shock protein (HSP), fibrinogen, 

fibronectin extra domain A, DNA/RNA 등 내인성 단백들과, 약물인 

taxol, imiquimod 등 외인성 물질들도 TLR 활성을 일으킬 수 있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18, 21. 신장 조직의 TLR 발현 및 질병과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활발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신장에는 TLR1, 2, 

3, 4, 6, 11이 주로 세뇨관 상피세포에 발현하고 있으며, 이들은 

허혈성 급성신부전 (TLR2, 4), 루푸스 신염 (TLR3, 7), 패혈성 

신부전 (TLR4) 등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HSP은 유핵생물과 진핵생물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며, 온도 상승, 

영양 결핍,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방사선조사 등 

스트레스성 자극이 주어질 때 급격히 증가하고 특정 세포 표면 

수용체와 반응해 Th1-inducing cytokine, β-chemokine 등의 염증 

유발성 매개물질들의 생성을 촉진함으로써 유해자극으로부터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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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하는 역할을 수행한다23. 신장 조직의 손상시에도 HSP27, HSP47, 

HSP70 등의 HSP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24, 25. CsA과 

HSP의 관계에 대해서는 Rezzani 등이 백서에 CsA을 처치했을 때 

혈관 내벽에 HSP25와 47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고26, 

Stacchiotti 등은 백서에 치료 용량의 CsA을 30일 간 투여한 후 

HSP25는 사구체에서, HSP47은 간질과 혈관 평활근 및 속질에서, 

그리고 HSP72는 근위 및 원위 세뇨관, 헨레고리, 집합관의 상피세포 

세포질에서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관찰하였다27. 이 결과들은 

CsA에 의해 신장 조직, 특히 세뇨관 상피세포에 손상이 

일어남으로써 HSP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것을 말해준다.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최근에는 이렇게 증가된 HSP이 TLR를 통해 

면역반응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으며 이런 역할을 

하는 대표적인 예는 HSP70이다. HSP70은 TLR2와 4의 리간드로 

작용하며28, MyD88 등 IL-1R의 신호전달 경로를 그대로 이용하여 

면역반응을 활성화시킨다29, 30. CsA은 세포에 구조적 손상을 

일으킴으로써 HSP 이외에도 fibronectin, fibrinogen 등 다양한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의 양을 증가시킨다31-33. 

 

비록 CsA 신독성에 의한 간질의 섬유화에서 TLR의 역할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수행되지 않았으나, 이상에 열거한 

사실들로부터 그 개연성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신장 조직에 TLR가 

발현하고 있으며 이들이 감염성 질환뿐 아니라 허혈성 신부전이나 

루프스와 같은 비감염성 질환에도 관여하고 있다는 사실은 신장의 

TLR 역시 내인성 리간드에 의해서 활성화 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실제로 신장의 세뇨관-간질에 존재하는 HSP, hyaloran, fibrinogen, 

fibronectin extra domain A (EDA), β-defensin 2, 또는 괴사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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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뇨관 세포 등이 내인성 리간드로 작용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34. 

예로 든 물질들이 TGF-β에 의한 신장 간질 섬유화에 관여한다는 

사실도 이미 알려져 있다35. TLR가 세뇨관 상피세포뿐만 아니라 

대식세포나 가지세포 (dendritic cells)에도 발현하고 있으며36 이들 

세포들이 신장 간질에 풍부하게 존재한다는 사실은 CsA에 의한 

세포손상으로 생성된 내인성 리간드들이 TLR 활성화를 거쳐 신장 

간질 섬유화를 일으킬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Calcineurin이 

대식세포에서 MyD88 등의 수용체 단백에 작용해 TLR에 매개되는 

활성화 과정을 억제한다는 연구 결과 역시 calcineurin의 억제제인 

CsA과 TLR에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지지한다37. 

 

본 연구의 목적은 사람의 CsA 신독성에서 간질 섬유화에 

관여하는 물질을 규명하는 것이다. 동물 실험에서 밝혀진 OPN과 

TGF-β의 상관관계 및 또 다른 염증 매개물질인 TLR과의 상관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사람에게 CsA을 직접 투여할 수 없다는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치료 목적으로 CsA을 투여한 환자 중 치료 전과 후 

두 번에 걸쳐 신장 생검을 시행한 환자를 대상으로 하여 치료 전 

조직을 대조군, 치료 후 조직을 실험군으로 설정하여 비교하며, 

배양된 세뇨관 세포주에서 다시 한 번 확인하였다. 대상 환자군으로 

IgA 신병증을 선정하였으며, 그 이유는 위에서 설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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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재료재료재료재료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대상 환자군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 소아청소년과에서 신장 생검을 통하여 

IgA 신병증을 진단 받고 일정 기간 CsA 치료 후 추적 생검을 실시한 

환자들 18명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 대상 환자는 1) CsA 치료 전, 

후 한 차례씩 신장 생검을 시행하고, 2) 조직의 크기와 보존 상태가 

양호할 것을 조건으로 선정하였다. 환자군에는 13명의 남아와 5명의 

여아가 포함되었으며, 첫 번째 생검 당시의 평균 연령은 9.1세(5.2 ~ 

13.9세)였다. 대상 환아 모두에게서 다양한 정도의 단백뇨가 

관찰되었고 그 평균치는 3,086 mg/day (141 ~ 14,000 mg/day)였다. 

CsA 치료는 5 mg/kg/day의 용량으로 시작하여 단클론 항체법의 

방사선면역측정법 (Insctar Corporation, Stillwater, Minnesota, 

USA)으로 측정한 혈중 CsA trough level을 100~300 ng/ml로 

유지하였다. 4주마다 혈청 크레아티닌 측정과 요검사를 반복하여 

신기능의 변화를 감시하였다. CsA과 함께 prednisolone 0.3~0.5 

mg/kg/day을 경구로 투여하였다. 평균 CsA 치료 기간은 10.8 개월 

(8개월 혹은 12개월, 각각 5명과 11명, 2명은 기록 미비)이었다. 치료 

후 평균 단백뇨는 207.3 mg/day (23 ~ 1,067 mg/day)로 감소하였다. 

추적 생검은 CsA 치료가 끝나고 일 개월 이내에 시행되었다. 상기 

환자군을 대상으로 OPN과 TGF-β, CD34 및 CD68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 

TLR4와 HSP70 및 HSP47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추가로 

시행하기 위해 상기 환자들 중 조직의 보존 상태가 특히 양호한 8 

증례를 선정하였다. 또한 이들의 발현에 기저 질환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미세변화 신증후군 (minimal ch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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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hrotic syndrome, MCNS) 환아 10명의 환자군을 별도로 

선정하여 비교하였다. 이들은 모두 스테로이드 의존성, 혹은 

스테로이드 저항성 미세변화 신증후군으로 판명되어 CsA 치료를 

받은 환자들로서, 연구 대상 포함 기준은 IgA 신병증의 경우와 

같았다. CsA과 prednisolone 치료 용량 역시 IgA 신병증의 경우와 

같았다. 

 

2. 세포 배양 

사람의 근위 세뇨관 세포에 사람유두종바이러스 16 (human 

papilloma virus 16)의 E6/E7 유전자를 형질도입하여 불멸화시킨 

세포주인 HK-2 세포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Number 

CRL-2190)를 배양하였다38. 세포 배양은 37℃, 5% CO2 환경 하에 5 

ng/ml의 recombinant epidermal growth factor와 0.04 mg/ml의 

bovine pituitary extract를 첨가한 Keratinocyte Serum-Free (KSF) 

배지 (Gibco/BRL 17005-042)에서 이루어졌다. KSF 배지는 10 

mol/L의 sulfhydryl과 23 mol/L의 phosphate를 함유하고 있다. 

세포들로 배양용기가 차면 PBS로 씻고 CsA 또는 에탄올이 함유된 

배양액에 24, 48, 72 시간 노출시켰다. 이 때 CsA는 1mg의 CsA 

(Sigma, St Louis, MO, USA)를 2 ml, 96% 에탄올에 용해시켜 

사용하였으며, 농도는 각각 2, 5, 10 ug/ml으로 조정하였다. 

저산소증의 영향을 검증하기 위해 상기 세포주에 GasPak 

system (BBL Microbiology System, Cockeysville, MD, USA)을 

이용해 저산소환경을 유발한 후 동일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GasPak 

system은 25-30%의 수소와 4-7%의 이산화탄소를 포함한 공기를 

생성해내며, 수소가 산소와 결합하여 물로 변함으로써 저산소환경이 

만들어진다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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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직학적 검색 

생검된 신장 조직은 광학현미경과 면역형광현미경, 전자현미경 

검색을 위해 처리되었다. 광학현미경 검색을 위해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에 고정시켜 파라핀에 포매해 4 μm 두께로 박절한 후 

hematoxylin-eosin, periodic acid-Schiff (PAS), acid fuchsin 

orange G (AFOG), methenamine silver로 각각 염색하였다. 사구체의 

수, 사구체 경화의 정도, 간질 섬유화의 유무 및 정도, 세동맥 

초자양변화 등을 검경하였다. 특히 치료 후 간질 섬유화 진행 유무에 

따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이후에 시행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의 결과를 

비교하였다. 형광현미경 검색을 위해서는 신조직을 동결절편하여 4 

μm 두께로 박절한 후 FITC를 접합시킨 anti-human IgG, IgA, IgM, 

C3, C4, C1q, fibrinogen (DAKO Cytomation, Glostrup, 

Denmark)으로 염색하였다. 각각의 침착 정도는 0~3 등급 (0; 음성, 

1; 저도, 2; 중등도, 3; 고도)으로 분류하는 반정량적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전자현미경 검색을 위한 조직은 1 mm3 크기로 절단하여 

glutaraldehyde와 osmium tetroxide로 고정하고 절편은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하였다. 

 

4. 면역조직화학염색 

파라핀 포매 조직을 4 μm 두께로 절편하고 xylene으로 파라핀을 

제거하였다. 고농도 알코올에서 저농도 알코올로 단계적으로 

처리하여 재함수 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pH 6.0의 citrate 

완충액에 넣어 microwave 오븐에서 5분간 두 번 처리하였다. 

실온에서 식힌 후 Tris 완충액으로 10분간 세척하고 0.3%의 

과산화수소로 15분간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효소 활성을 억제시켰다. 

Tris 완충액으로 10분 간 수세 후 normal blocking solution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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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처리한 후 일차항체와 반응시켰다. LSAB kit (DAKO)를 

사용해 biotin에 결합시킨 이차항체 및 streptavidin-biotin 

과산화효소와 순차적으로 반응시켰다 (OPN의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FITC와 결합시킨 이차항체 및 anti-FITC 과산화효소를 

사용함으로써 내인성 biotin 활성에 의한 비특이적 반응을 

방지하였다). AEC (3-amino-9-ethylcarbazole)로 발색하고 Harris 

hematoxyline으로 10초간 대조염색을 시행한 후 봉입하였다. 사용한 

일차항체와 농도, 반응 온도 및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Osteopontin (MPIⅡB10, Developmental Studies Hybridoma 

Bank, Department of Biological Sciences, University of 

Iowa, IA, USA, 1:50, 60분, 실온) 

2) TGF-β (Serotec, Washington DC, USA, 1:5000, 15분. 40℃) 

3) CD34 (Biogenex, San Ramon, CA, USA, 1:40, overnight, 

4℃) 

4) CD68 (KP-1, DAKO, USA, 1:100, 1시간, 실온) 

5) TLR4 (Cell Signaling, Danvers, MA, USA, 1:200, overnight, 

4℃) 

6) HSP70 (santa Cruz, CA, 1:200, 1시간, 실온) 

7) HSP47 (stressgen, MI, USA, 1:150, 1시간, 실온) 

 

5. 면역조직화학 염색 판독 

염색된 슬라이드를 200배의 배율에서 연속된 10개 시야 (한 

시야는 100 μm2)를 검경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야의 이미지를 

현미경에 연결된 디지털 카메라로 획득하여 JPEG 파일로 변환한 후 

이미지 분석기 (IMAGE-PRO PLUS, Version 4.5, Media 

Cybernetics, Silver Spring, MD, USA)를 이용해 개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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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PN과 TLR4, HSP70 및 HSP47의 발현은 한 세뇨관을 

구성하는 상피세포의 50% 이상이 염색될 경우를 양성으로 

정의하였고, 시야에 포함된 전체 세뇨관 수 중 양성 반응을 보이는 

세뇨관의 수를 %로 표시하였다.  

TGF-β의 발현은 간질과 세뇨관에서 측정하였다. 간질은 

사구체와 세뇨관, 그리고 세동맥 이상의 혈관 사이의 공간으로 

정의하였으며, 따라서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은 간질에 포함되었다. 

TGF-β에 양성으로 염색된 부분이 전체 간질 면적에서 

차지하는 %로 표시하였다. 세뇨관에서의 TGF-β 발현은 OPN과 

같은 방법으로 개수하여 전체 세뇨관 중 양성 세뇨관의 %로 

표시하였다. 

CD34는 혈관의 내피세포에 염색되었다. 그 중 검색 시야에 

절단면이 완전하게 포함된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 (peritubular 

capillaries, PTC)의 수를 개수하여 간질 단위 면적 (mm2)당 PTC의 

수로 표시하였다. 

CD68은 간질에 존재하는 대식세포의 세포질에 염색되었다. 역시 

간질 단위 면적 당 CD68 양성 세포의 수로 표시하였으며, 이 때 

양성인 세포가 밀집하여 수를 개수하기 어려울 때는 핵의 수로 세포 

수를 개수하였다. 

 

6. Real time RT-PCR 

TLR4의 mRNA를 측정하기 위해 real time RT-PCR을 

이용하였다. 총 RNA는 Tri-reagent kit (Molecular Research Center 

Inc, Cincinnati, OH, USA)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HK-2 세포의 

용해를 위해 100 mm 세포 배양용기에 700 μl의 Tri-reagent를 

사용하였다. 용해된 세포는 chloroform과 혼합한 후 15,000 rpm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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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분간 원심분리하여 총 RNA를 선택적으로 분리한 후 순차적으로 

isopropanol과 70% 에탄올을 사용하여 순수한 RNA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RNA는 RNase가 없는 증류수를 넣고 60℃에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RNA의 농도는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260 

nm에서 측정하였고 RNA 순도는 260 nm와 280 nm에서 측정한 

흡광도의 비율로 평가하였다. 역전사 반응은 3 μg RNA를 5 U 

reverse transcriptase (Superscript, Invitrogen, Gaitherburg, MD, 

USA), 2.5 mM dNTPs, 10 pM oligo(dT), 20 U RNAsin, 10 mM 

DTT를 함유한 역전사 반응 완충액 (50 mM KCl, 10mM MgCl2)에서 

수행하였다. TLR4의 증폭을 위해 TLR4에 특이적인 primer 

(Forward : GCATCTGGCTGGGACTCT, Reverse : 

TGATCCATGCATTGGTAGG)를 사용하였다. SYBR green 염색약을 

이용한 real time PCR 방법은 Takara (Otsu, Shiga, Japan)에서 

제공하는 SYBR® premix Ex Taq kit를 사용하여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SYBR premix가 혼합된 용액에 역전사 반응으로 

생성된 cDNA 및 sense와 antisense primer를 첨가하여 95℃에서 

10분 동안 초기 변성 후 95℃에서 1 분, 58℃에서 1분, 그리고 

72℃에서 1분 동안 40회 반복하여 수행하였다. 반응이 끝난 

결과물은 모두 용해 곡선으로 실험 결과의 특이성을 확인하여 

비특이적인 PCR 산물로 인한 형광량의 이상측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의 오류를 배제하였다. 각각의 조건에서 mRNA의 표현은 

대조군과의 상대적인 양으로 표현하여 비교하였다. 

 

7. TLR4 단백의 western blot 

HK-2 세포에서 TLR4 단백의 발현 여부 및 정도는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배양된 세포를 수확하여 단백분해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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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를 첨가한 Triton lysis buffer에 넣어 30분간 얼음 위에서 

반응시켜 용해하였다. 세포질 추출물을 4℃, 14,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만을 분리해 얻은 단백 추출물을 정량한 후 

10% SDS-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 

결과물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전이시킨 후 상온에서 30분 간 

5% 탈지유를 포함한 TBST와 반응시켜 비특이적 결합을 차단하였다. 

Rabbit anti-human TLR4 항체 (1:1000, eBioscience, San Diego, 

CA, USA)와 실온에서 overnight로 반응시키고, anti-rabbit 이차 

항체와 반응시킨 후 ECL western blotting kit으로 관찰하였다. 

 

8. 통계 처리 

측정 결과는 통계 프로그램 (SPSS for Window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CsA 치료 

전과 후의 OPN, TGF-β, TLR4, HSP의 발현,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 

수 및 간질 내 대식세포 수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사용하였다. 치료 후 간질 섬유화가 발생한 

그룹과 그렇지 않은 그룹 사이의 차이를 비교할 때는 Mann-Whitney 

test를 사용하였다. 조건에 따른 TLR4 mRNA 표현 양을 비교할 때는 

ANOVA test의 비모수적 방법인 Kruskall-Wallis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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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결과결과결과결과    

 

1. 광학현미경 소견 

생검 조직에 포함된 평균 사구체 수는 치료 전에는 29개였으며 

치료 후에는 30개였다. 완전 사구체경화와 분절 사구체경화는 치료 

전에 사구체의 1.3%, 4.5%에서 관찰되었고, 치료 후에는 각각 4.1%, 

7.8%로 증가하였다. 광범위 사구체메산지움 증식은 치료 전에 8 

증례에서 관찰되었으며, 치료 후에는 4 증례에서 관찰할 수 있었다. 

간질 염증은 치료 전 12 증례에서 관찰되었으며 치료 후에는 

11증례에서 관찰되었고 그 중 6 증례는 염증의 정도가 더 심해졌다. 

치료 후 간질 섬유화가 새롭게 발생하거나 처음보다 심해진 증례는 9 

증례였고 그 중 5 증례(앞에 언급한 6 증례에 포함)는 동반된 간질 

염증이 더 악화되었다. 사구체곁장치 (juxtaglomerular apparatus)의 

증식이 두 증례에서 관찰되었지만 혈관의 유리질 변화는 어느 

증례에서도 관찰되지 않았다. 사구체간질의 IgA 침착은 치료 전에 

모든 증례에서 관찰되었으며, 한 증례에서는 치료 후 침착이 

사라졌으며, 나머지 모든 증례에서는 그 정도가 감소하였다. 다른 한 

증례에서는 치료 전에 관찰되던 사구체 모세혈관의 IgA 침착이 치료 

후에는 사라졌다. C3나 fibrinogen의 침착 역시 그 정도가 치료 후에 

감소하였다. 

 

2. 세뇨관의 OPN 발현 

CsA 치료 전 세뇨관 상피세포의 평균 OPN 발현율은 

45.3±23.4%였으며 이는 이전 연구15에서 얻은 미세변화 신증후군 

(MCNS)에서의 OPN 발현율 (18.3±8.3%)에 비해 현저히 높은 

발현율이었다 (p<0.001). 그러나 CsA 치료 후의 OPN 발현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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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37.6±19.3%, p=0.094)(Fig. 1). 치료 후 간질 

섬유화가 진행한 환자군과 그렇지 않은 환자군으로 구분하여 

비교하였을 때에도 두 군 사이의 치료 전 OPN 발현율 (35.9±20.2% 

vs. 54.7±23.7%, p=0.136)이나 치료 후 발현율에는 큰 차이가 없었다 

(37.8±21.7% vs. 37.4±18.0%, p=0.863).  

 

 

 

 

 

 

 

 

 

 

 

 

 

 

 

 

 

 

 

 

 

Fig. 1 Immunohistochemical stain results for OPN before 

(A) and after (B) CsA treatment. The result was 

expressed in the percentage of positive tubules, and a 

tubule was regarded as positive when more than half of 

the surrounding epithelial cells showed 

immunoreactivity.  Tubular OPN expression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before and after CsA treatment 

(45.3±23.4% vs. 37.6±19.3%, p=0.094) (C). (Solid line 

represents the case without fibrosis, and dotted line the 

case with fibrosis. Transverse bar is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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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질 및 세뇨관의 TGF-β 발현 

TGF-β 염색에 대한 양성 반응은 주로 염증세포 침윤 부위 

주변과 혈관 주위 결합조직에서 나타났다. 양성 반응을 보인 간질의 

면적은 CsA 치료 전에 6.4±4.2%였는데, 이는 MCNS의 치료 전 면적 

(9.0±5.5%)과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 (p=0.355). 치료 후 TGF-β 

양성 간질의 면적은 13.3±9.9%로 뚜렷하게 증가하였다 

(p=0.025)(Fig. 2). 치료 후 간질 섬유화 진행 여부에 따라 증례를 

분류했을 때, 섬유화가 진행된 증례들에서는 TGF-β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지만 (6.2±4.9% vs. 19.5±10.0%, p=0.022) 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은 증례들에서는 뚜렷한 변화가 없었다 (6.7±3.7% vs. 

7.1±4.9%, p=0.721). 

TGF-β의 발현이 세뇨관 상피세포에서 일어났을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세뇨관의 TGF-β 발현양을 개수하였다. 그러나 

세뇨관에서는 TGF-β의 발현이 없거나 극히 일부의 세뇨관에서만 

관찰되었으며 치료 전 후에도 발현양의 변화는 없었다 (1.8±1.8% vs. 

1.5±1.6%, p=0.7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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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간질의 대식세포 침착 

CD 68 염색에 양성 반응을 보이는 대식세포의 수는 치료 전 

136.1±88.2/mm2에서 치료 후 132±86.0/mm2으로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 (p=0.658)(Fig. 3). 치료 후 간질 섬유화 발생 여부에 따라 

환자군을 나누었을 때 섬유화가 진행된 환자군에서는 치료 전 

150±90.9/mm2, 치료 후 152.4±97.7/mm2으로 측정되었으며, 

Fig. 2. Immunohistochemical stain results for TGF-β before 

(A) and after (B) CsA treatment. The result was expressed 

in the percentage of positive interstitial area. Interstitial 

TGF-β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CsA 

treatment (6.4±4.2% vs. 13.3±9.9%, p=0.025) (C). (Solid line 

represents the case without fibrosis, and dotted line the 

case with fibrosis. Transverse bar is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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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유화가 진행되지 않은 환자군에서는 치료 전 122.1±88.5/mm2, 

치료 후 111.7±72.5/mm2으로 측정되었다. 둘 모두에서 통계적인 

의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p=0.575, 0.878). 

 

 

 

 

 

 

 

 

 

 

 

 

 

 

5. 세뇨관 주위 모세혈관 (PTC)의 밀도 변화 

치료 전 CD34에 양성으로 염색된 PTC의 수는 

Fig. 3. Immunohistochemical stain results for CD68 before 

(A) and after (B) CsA treatment. The number of CD68-

positive macrophages was not significantly changed before 

and after CsA treatment (136.1±88.2/mm
2 

vs. 

132±86.0/mm
2
, p=0.658) (C). (Solid line represents the case 

without fibrosis, and dotted line the case with fibrosis. 

Transverse bar is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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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5.7±73.1/mm2으로서 MCNS에서의 PTC 수 (112.3±19.3/mm2) 

보다 많았다 (p<0.001). CsA 치료 후 PTC의 수는 

310.3±55.9/mm2으로 증가하였으며 이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였다 (p=0.010)(Fig. 4). 치료 후 조직에서는 염증세포 침윤 

지역에서 직경이 작은 수의 모세혈관들이 몰려 나오는 양상을 보였다. 

 

 

 

 

 

 

 

 

 

 

 

 

 

 

Fig. 4. Immunohistochemical stain results for CD34 before 

(A) and after (B) CsA treatment. The number of CD34-

positive PTC was increased after CsA treatment 

(265.7±73.1/mm
2
 vs. 310.3±55.9/mm

2
, p=0.010) (C). The 

PTCs of post-treatment kidney are characterized by their 

small caliber, irregular spouting, and association with 

inflammatory infiltrates. (Solid line represents the case 

without fibrosis, and dotted line the case with fibrosis. 

Transverse bar is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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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세뇨관의 TLR4 및 HSP 발현 

TLR4를 발현하는 평균 세뇨관의 수는 CsA 치료 전 

2.2±1.2%에서 치료 후 4.4±2.0%로서 대응 2표본에 대한 Wilcoxon 

signed rank test를 시행하였을 때 의미 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01)(Fig. 5). MCD와 IgA 신병증을 나누어 

분석하였을 때, MCD의 치료 전 발현은 2.4±1.4%, 치료 후 발현은 

4.4±1.7%였으며, IgA 신병증 환자의 치료 전 발현은 1.9±1.0%, 치료 

후 발현은 4.4±2.4%로서 각각 의미 있게 (p=0.012, 0.012)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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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뇨관의 HSP70 발현도 치료 전 2.6±2.8%에서 치료 후 

6.1±4.2%로 증가하였으며, 이 또한 통계학적으로 의의 있는 

(p=0.002) 증가였다. MCD (1.9±2.6% vs. 4.0±3.6%, p=0.036)와 IgA 

신병증 (3.7±2.7% vs. 9.5±3.7, p=0.043)으로 나누었을 때도 

마찬가지로 발현이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Immunohistochemical stain results for TLR4 before 

(A) and after (B) CsA treatment. The result was expressed 

in the percentage of positive tubules, and a tubule was 

regarded as positive when more than half of the 

surrounding epithelial cells showed immunoreactivity.    

Tubular TLR4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CsA treatment (2.2±1.2% vs. 4.4±2.0%, p<0.001) (C). (Solid 

line represents IgAN case and dotted line MCD case. 

Transverse bar is median.) 

(B) 

(C) 

0.0

2.0

4.0

6.0

8.0

10.0

12.0

PreCsA PostCsA

tu
b
u
le

 %



 25 

그러나 HSP47의 경우 치료 전 4.0±3.5%, 치료 후 3.7±2.5%의 

발현율을 보여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며 (p=1.000)(Fig. 6), 이는 

MCD (3.9±3.6% vs. 3.9±2.6%, p=0.878)와 IgA 신병증 (3.3±2.3% vs. 

2.5±2.2%, p=0.753)으로 나누어 분석했을 때도 마찬가지였다. 

TLR4 및 HSP70, 47의 발현이 기저 질환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MCD와 IgA 신병증에서 발현율의 평균을 각 

항목에 대해 비교하여 보았다. 치료 전과 치료 후의 TLR4 발현, 

치료 전 HSP70의 발현, 치료 전과 후 HSP47의 발현은 MCD와 IgA 

신병증이 서로 차이가 없었으며, 오직 치료 후 HSP70의 발현만이 

MCD (4.0±3.6%)와 IgA 신병증 (9.5±3.7%) 사이에 의미 있는 

(p=0.016) 차이가 있었다. 

 

 

 

Fig. 6. Tubular expressions of HSP70 (A) and HSP47 (B) evaluated by 

immunohistochemistry. Positive criteria are same with those of OPN and 

TLR4. The tubular expression of HSP70 was increased after CsA 

treatment (2.6±2.8% vs. 6.1±4.2%, p=0.002), but the change of HSP47 

was not significant (4.0±3.5% vs. 3.7±2.5%, p=1.000). (Solid line 

represents IgAN case and dotted line MCD case. Transverse bar is 

med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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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HK-2 세포에서 TLR4의 mRNA 및 단백 발현 

Real time RT-PCR을 통해 정량한 TLR4 mRNA의 양을 

대조군에 대한 상대적인 값으로 표현하여 비교하였다. 에탄올에 

용해시킨 CsA의 농도를 2, 5, 10 μg/ml로 조정하고, 노출 시간은 24, 

48, 72 시간으로 다양화하였다. 동일한 실험을 5회 반복하여 

평균값을 구하였다. 

Fig. 7 (A)는 24 시간 동안 노출하였을 때의 결과이다. Kruskall-

Wallis test를 사용하여 비교하였을 때 각각의 치료군의 평균 mRNA 

발현 양은 의미 있는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p=0.003). 대조군 

및 에탄올 단독 처치군과 비교하였을 때 CsA 2 μg/ml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p=0.690) 5 μg/ml과 10 μg/ml에서는 현저한 

(p=0.008) 발현의 증가를 보였다. 동일한 실험을 저산소환경에서 

수행했을 때, 각각의 CsA 농도에서 모두 현저히 mRNA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 (B)는 48 시간 노출군의 결과이다. Kruskall-Wallis test 

상 각 실험군 사이에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24 시간 

노출군과 달리 2, 5, 10 μg/ml 처치군 모두에서 대조군 및 에탄올 

단독 처치군에 비해 의미 있는 mRNA 발현의 증가를 보이고 있었다 

(모든 농도에서 p=0.008). 저산소환경을 추가하였을 때에는 2 μg/ml 

처치군에서는 mRNA 발현이 의미 있게 (p=0.008) 증가하였으나, 5 

μg/ml 처치군 (p=0.056)과 10 μg/ml 처치군 (p=0.151)에서는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72시간 노출군에서도 Kruskall-Wallis test 상 각 실험군 사이에 

현저한 발현양의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48 시간 노출군과 

마찬가지로 2, 5 10 μg/ml 처치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다. 저산소환경 노출은 시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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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Real time RT-PCR for TLR4 mRNA in HK-2 cells. HK-2 cells 

were treated with 2, 5, and 10 μg/ml CsA for 24 hr (A) and 48 hr (B). In 

24 hr treatment group, TLR4 mRNA expression leve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5 and 10 μg/ml (p=0.690 and 0.008, respectively). In 48 hr 

treatment group, the expression level was markedly increased at 2, 5, 

and 10 μg/ml (p=0.008 in all three groups). (The experiment was 

repeated five times and bar represents the average of relative 

expression level, and error bar mean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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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stern blot을 통한 TLR4 단백 정량도 각각의 노출 시간에 

대해 시행하였다. Fig. 8 (A)는 24시간 노출군의 단백 정량 결과이다. 

Kruskall-Wallis test 상 각 실험군 사이에 현저한 (p=0.010) 

발현양의 차이가 있었으며, 단백 발현의 증가는 2, 5, 10 μg/ml 

처치군 모두에서 의미 있게 (p=0.008) 나타났다. 

Fig. 8 (B)는 48시간 노출군의 결과로서 역시 각 실험군간 의미 

있는 (p=0.044) 차이를 보였다. 그러나 각각의 실험군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는 10 μg/ml에서의 단백 발현 증가만 통계적인 의의가 

있었다 (p=0.008). 

72시간 노출군에서도 의미 있는 (p=0.001) 차이를 나타냈으며, 

각각의 실험군을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2, 5, 10 μg/ml 치료군 

모두에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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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Western blot analysis for TLR4 protein in HK-2 cells. HK-2 cells 

were treated with 2, 5, and 10 μg/ml CsA for 24 hr (A) and 48 hr (B). In 

24 hr treatment group, TLR4 protein level was increased in 2, 5, and 10 

μg/ml (p=0.008 in each). In 48 hr treatment group, the expression level 

was also increased, but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observed only in 10 

μg/ml (p=0.008). (The experiment was repeated five times and bar 

represents the average of relative expression level, and error bar means 

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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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신장 간질의 섬유화는 원인 질환을 불문하고 모든 만성 신질환의 

최종 결과로서 나타나는 현상이다. 간질 섬유화는 궁극적으로 

세포외기질 (extracellular matrix)의 과도한 축적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인데, 이는 세포외기질 합성의 증가와 분해 및 제거의 감소에 

의해 일어난다. 지금까지 수행된 여러 연구들은 세포외기질의 

축적에는 TGF-β 및 그와 연관된 Smad 신호전달체계가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공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40. 즉, TGF-β가 

세포외기질 합성의 증가를 일으키는 시토카인으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이다41. TGF-β 발현의 상향조절은 실험동물과 사람의 거의 모든 

만성 신질환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다. 실험적으로 TGF-β 

단독으로도 사구체간질 세포나 세뇨관-간질에 존재하는 섬유모세포를 

자극하여 세포외기질의 생성에 관여하는 유전자를 활성화 시킬 수도 

있고41, 세뇨관 상피세포를 기질을 생성하는 근섬유모세포로 

이행하도록 만들 수도 있다40. 상피-중간엽 이행 (epithelial-to-

mesenchymal transition, EMT)은 처음에 Iwano 등42에 의해 그 

존재가 확인되었으며, 그 후 신장 간질 섬유화, 특히 사구체 

질환에서의 섬유화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몇몇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43-45. 신장 간질의 섬유화에 관여하는 새롭게 생성된 

섬유모세포들은 1/3 이상이 TGF-β에 의해 유발되는 EMT에 의해 

만들어진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46. CsA에 의한 신독성에서 TGF-

β의 활성화가 일어난다는 결과가 실험동물과 사람에게서 여러 차례 

보고되었으며47-49, Ling 등50은 실험 동물에 TGF-β에 대한 중성화 

단클론 항체를 투여하였을 때 CsA 신독성의 형태학적 변화와 신기능 

저하에 개선이 일어났다는 사실을 보고하여 CsA 신독성에서 TG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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β의 역할을 더욱 분명히 증명하였다. 그러나 사람에서의 TGF-β의 

역할은 실험동물에서처럼 분명하게 증명되지 않았으며, 더구나 TGF-

β의 활성화가 OPN에 의해 유입된 대식세포에 의해 일어나는지의 

여부는 거의 검증되지 못한 상태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람에서의 OPN의 역할과 OPN의 TGF-β와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IgA 신병증 환자의 조직을 사용하여 

실험하였다. MCNS의 경우 CsA 치료 후에도 대식세포의 침윤이 거의 

일어나지 않아 OPN 및 TGF-β와의 관계를 추정하기 어려웠지만, 

IgA 신병증의 경우는 치료 전부터 많은 양의 염증세포가 간질 내에 

침윤하고 있는 상태였고, 그 중에는 대식세포도 상당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보다 분명한 결과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하였다. 

IgA 신병증 환자에서 CsA 치료 전 세뇨관 OPN 발현율은 

MCNS의 경우보다 증가되어 있었다. 지금까지는 IgA 신병증이나 

MCNS 환자의 OPN mRNA 발현양과 임상증상의 관계51, 혹은 소변 

내에서 OPN 대사 산물의 배출량을 측정하는 연구52가 수행되었을 뿐 

조직의 OPN 발현양을 직접 비교한 연구 결과는 보고되어있지 않기 

때문에 다른 연구자들의 결과와 비교해 볼 수는 없었다.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결과는 IgA 신병증 환자의 경우 CsA 치료 후 

세뇨관 OPN 발현양에 의미 있는 변화가 없었다는 사실일 것이다. 

MCNS의 경우 OPN 발현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친 것은 PTC의 

감소였기 때문에 IgA 신병증의 PTC가 다른 양상의 변화를 보일 

것을 기대할 수 있었고 실제 측정에서도 확인되었다. IgA 신병증에서 

치료 후 모세혈관 수의 감소는 관찰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치료 전 PTC의 수도 MCNS의 치료 전 수보다 월등히 많은 상태였다. 

또한 혈관들이 대부분 직경이 작고 활발하게 분지하는 양상을 보이며 



 32 

혈관내피세포는 잘 관찰되지 않아 새롭게 만들어진 모세혈관임을 알 

수 있었다. Sarioglu 등53은 신장에 만성 손상이 일어났을 때 간질 

혈관에서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의 발현이 

증가하지만 이것이 실제로 혈관의 수를 증가시키지는 않는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CsA 신독성에서 VEGF의 발현이 증가하지만 VEGF 

발현과 혈관신생은 별개의 현상이라는 사실을 다른 저자들도 

보고하였다54, 55. 이 결과들은 CsA 치료가 간질의 VEGF 발현을 

증가시키지만 VEGF 단독으로는 혈관의 증식을 일으키지 못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Heller 등56은 IgA 신병증에서 침윤한 염증세포의 

대부분은 B 림프구로 이루어졌으며 B 림프구가 결절성으로 침윤한 

부분과 림프 혈관이 새롭게 증식한 부분이 공간적으로 일치한다는 

것을 관찰하였다. 더 나아가 최근에는 정상 혈관의 발생과정에 VEGF 

수용체의 일종인 neuropilin-1이 필요하며 이 수용체는 CD45+ B 

림프구에 발현하고 있다는 사실도 알려졌다57.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IgA 신병증과 MCNS에서 PTC의 변화 양상이 서로 반대로 

나타난 것은 염증세포 침윤 여부, 특히 B 림프구의 침윤 여부의 차이 

때문에 생긴 현상으로 가정해 볼 수 있다. IgA 신병증에서는 CsA에 

의한 PTC 손상이 염증세포로 인한 혈관신생으로 극복되어 

전체적으로는 허혈성 변화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고, 따라서 

OPN의 발현도 증가하지 않았다고 설명할 수 있다. 이로써 실험 

동물의 경우와 달리 사람의 신장 조직에서는 CsA 치료 자체가 

OPN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었다. 

 

IgA 신병증에서는 치료 전에도 간질 내에 많은 수의 

대식세포가 침윤하고 있었다. 또한 CsA 치료 전 후 대식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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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TGF-β의 발현이 증가한 점, 특히 광학 

현미경상 간질 섬유화가 진행된 증례에서의 발현이 크게 증가한 점은 

MCNS에서는 치료 전 간질 내에 대식세포가 별로 존재하지 않으며, 

치료 후에도 대식세포나 TGF-β 발현이 증가하지 않는다는 사실15과 

좋은 대조를 이룬다. 이것은 동물실험에서와 마찬가지로 간질 

섬유화를 일으키는 TGF-β 발현은 주로 대식세포에 의해 

이루어지지만, 실험 동물과 달리 사람에서는 화학주성인자에 의한 

대식세포 수의 증가가 중요한 역할을 하지 않고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므로 사람의 신장에서 TGF-β를 거쳐 간질 섬유화를 유발하는 

물질은 대식세포에 대한 화학주성인자가 아니라 기능촉진인자로서의 

역할을 한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CsA 투여에 의해 HSP 발현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실험 

동물에서 여러 차례 보고되었다26, 27, 58. 본 연구에서는 HSP 중에서 

HSP47과 HSP70을 대상으로 선택하였는데 이 두 종류의 HSP이 

인체에서 진행되는 섬유화나 면역학적 질환과 연관되어 주로 

연구되어 왔기 때문이다23, 59. HSP47은 프로콜라겐 (procollagen)이 

콜라겐 (collagen)으로 변환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굴곡이나 조립, 

post-translational modification에 관여함으로써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역할을 감당하는 분자이다60. 그러므로 HSP47의 발현이 

증가하면 콜라겐의 축적도 증가하게 되어 섬유화를 일으키게 되며, 

HSP47이 신장 간질의 섬유화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실험 동물61과 

사람의 IgA 신병증과 당뇨병성 신증에서 보고된 바 있다62. 반면 

HSP70은 콜라겐의 합성과 관련된 기능은 알려진 바가 없고, 선천성 

면역계의 활성화를 일으키고 각종 종양이나 감염원들에 대한 

면역반응에 관여한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63-65. 또한 HSP70은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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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 후에 증가하는 대표적인 HSP으로서 심지어 CsA에 대한 특이적 

결합 부위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까지 보고되어 있다66. 

본 연구에서 CsA 치료 전 HSP47이나 70의 발현 정도가 

MCNS와 IgA 신병증에서 동일하였다는 사실은 HSP의 발현이 기저 

질환의 염증세포 동반 정도에 의해 영향 받은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다. 또한 CsA 치료 후에 의미 있는 발현 증가를 보여준 

것은 콜라겐 합성에 관여하는 HSP47이 아니라 HSP70이었다는 

사실로부터 CsA에 의한 신장 간질 섬유화에 관여하는 세포외기질의 

축적은 HSP의 직접적인 작용이 아닌 간접적 작용에 의해 일어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로부터 HSP70을 내인성 리간드로 사용하여 

활성화가 일어나는 TLR4가 CsA에 의한 신간질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가능성을 유추할 수 있게 된다. 서론에서 언급했듯이 

CsA는 HSP70 이외에도 fibronectin, fibrinogen 등의 여러 

세포외기질을 유리시키는 작용을 할 수 있는데, 이들 물질들 역시 

TLR4의 내인성 리간드로 잘 알려져 있다는 점도 이 유추의 타당성을 

지지하고 있다. 

 

TLR4의 변화는 조직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하여 세뇨관내 

단백 발현율을 측정하는 방법과, HK-2 세포 배양을 통해 mRNA 및 

단백 발현양을 측정하는 방법을 모두 사용하여 살펴보았다. 

조직에서의 TLR4 발현율은 IgA 신병증과 MCNS 모두에서 CsA 

치료 후에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배양된 세포의 TLR4 mRNA와 

단백 발현양 역시 처치한 CsA의 농도가 높을수록, 그리고 CsA에 

대한 노출시간이 길수록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는 

배양 세포에서의 HSP70 발현 양상을 측정하지 않았지만 다른 

연구자들의 실험을 통하여 간질에 존재하는 세포들의 도움 없이 H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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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만으로도 외부의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HSP70 발현을 

증가시킬 수 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다67, 68. 그러므로 조직과 세포 

배양 결과를 종합할 때 CsA은 조직 내에 손상을 일으켜 HSP70을 

포함한 내인성 리간드들을 유리시키고, 이들 내인성 리간드는 

이차적으로 세뇨관에서 TLR4를 활성화시킨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세포 배양 실험에서는 저산소환경을 유발하여 허혈성 변화의 

영향을 검증하는 과정을 추가하였다. 동일한 농도의 CsA을 동일한 

시간 동안 배양된 세포에 노출하는 실험을 저산소환경에서 

시행하였을 때 대부분의 경우 정상 산소 농도 하에서 시행한 

경우보다 TLR4의 발현이 의미 있게 증가하였다. 다시 말해 

저산소환경은 TLR4의 발현에 CsA 처치와 더불어 부가적 효과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신장은 해부학적 구조상 저산소환경에 

쉽게 노출되며, 특히 CsA은 세동맥의 변화를 초래하기 때문에 

허혈성 변화가 동반되기 쉽다. 최근 저산소환경에 노출된 신장 

조직에서 hypoxia-inducible transcription factor (HIF)라는 물질이 

발현하여 허혈성 변화에 대한 적응기전을 일으킨다는 사실이 

알려졌다69. HIF에서 저산소환경에 반응하는 것은 α 소단위로서 HIF-

1α는 세뇨관 상피세포에, HIF-2α는 세뇨관 주위 혈관의 상피세포나 

간질의 섬유모세포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70, 71. HIF의 

기본적인 작용은 저산소환경 하에서 신장 조직을 보호하는 것이지만 

특별한 상황 하에서는 metalloproteinase에 대한 조직 억제제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TIMP)를 활성화시키거나72 

TGF-β를 직접 활성화시켜 간질 섬유화를 유발시키기도 한다73. 

CsA이 이런 상황을 유발할 수 있다는 사실도 여러 연구자에 의해 

보고되어 있다74, 75. MCNS와 IgA 신병증을 비교하였을 때 알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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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CsA에 의한 PTC의 손상이 새로운 혈관생성인자의 

활성화로 극복되지 않는 경우 일어나는 허혈성 변화는 CsA으로 인한 

간질 섬유화의 진행에 부가적인 효과를 일으킬 수 있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다. 

활성화된 TLR4가 이어서 대식세포의 TGF-β 생성을 일으키는 

기전에 대한 가설로 다음 몇 가지가 제시되었다34. 우선, TLR4가 

대식세포에 대한 화학주성인자로 작용하여 간질 내에 대식세포의 

수를 늘리는 기전인데 본 연구의 결과 지지하기 힘든 가설이다. 두 

번째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세뇨관 상피세포에 존재하는 TLR4가 

활성화되어 시토카인이나 케모카인을 증가시켜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일으키는 기전이다. 세 번째로는 대식세포 자체에 존재하는 TLR4가 

세뇨관 상피세포의 TLR4와 동시에 활성화되어 자체적으로 

대식세포를 활성화시키는 기전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TGF-β의 기원을 세뇨관 상피세포로 가정해 볼 수도 있겠으나 본 

연구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세뇨관의 TGF-β 발현은 CsA 치료 전 

후에 변화를 보이지 않는 미미한 수준이었다.  

 

본 연구에서는 TLR4와 HSP70, TGF-β의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을 뿐 그들간에 직접적인 원인과 결과의 관계가 존재한다는 

증거를 제시한 것은 아니다. 또한 지금까지 제시한 여러 물질들이 

단독으로, 혹은 하나의 일정한 과정을 거쳐서 간질 섬유화를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간에 복잡한 영향을 주고 받으며 조직학적 

변화를 일으키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한다. 예를 들어 허혈성 

변화와 HIF-1α가 각 단계의 물질에 서로 상반된 방향의 영향을 

끼치기도 한다69. 더구나 renin-angiotensin 계와 같이 본 연구에서 

다루지 않은 많은 인자들이 TLR의 변화 및 간질 섬유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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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여한다는 주장76이 제기되는 것을 볼 때, CsA 신독성의 기전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야만 할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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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CsA에 의해 발생하는 신장 간질 섬유화의 기전에 

관여할 것으로 추정되는 OPN, TGF-β, TLR4, HSP 및 간질 내 

대식세포 침윤과 PTC의 변화를 사람의 IgA 신병증 조직과 배양한 

세뇨관 상피세포 (HK-2 세포)에서 측정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1. CsA 치료로 인한 간질의 TGF-β 발현 증가와 간질의 대식세포 

침윤 사이에는 연관성이 관찰되지 않았다. 

 

2. OPN과 TGF-β 사이의 연관성은 사람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3. CsA 치료는 세뇨관 상피세포에서 TLR4의 발현을 증가시키며, 

간질에서는 TGF-β의 발현을 현저히 증가시킨다. 세뇨관 상피세포의 

TGF-β 발현은 증가하지 않았다. 

 

4. CsA 치료는 세뇨관에서 TLR4의 내인성 리간드인 HSP70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5. 허혈성 변화는 CsA 치료에 의한 TLR4 증가를 심화시킬 수 있다. 

CsA에 의한 PTC의 손상은 이와 같은 허혈성 변화의 원인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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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phrotoxicity is the most important adverse effect of long-

term cyclosporine (CsA) treatment, and the typical morphologic 

findings of CsA nephrotoxicity are interstitial fibrosis and 

arteriolar nodular hyaline deposits. The pathogenesis of CsA-

induced interstitial fibrosis is not fully explained yet. 

 

In an animal model, it is demonstrated that CsA induces 

tubular osteopontin (OPN) expression, which operates as a 

chemoattractant of macrophages. Accumulated interstitial 

macrophages produce a fibrogenic cytokine transforming growth 

factor-β (TGF-β). However, the role of OPN has not been 

confirmed in human kidney. Toll-like receptor (TLR) is a major 

component of innate immunity, however, it can be associated with 

various renal diseases including toxic and fibrotic conditions. W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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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thesized that TLR4 might be involved in chronic CsA 

nephrotoxicity, since tissue injury can release endogenous ligand 

for TLR4. 

 

In this study, we evaluated the expressions of OPN, TLR4, and 

TGF-β in 18 cases of childhood IgA nephropathy before and after 

CsA treatment. These results were compared with the degree of 

tubular expression of heat shock protein 70 (HSP70), interstitial 

macrophage infiltration, and peritubular capillary loss. In addition, 

the expressions of TLR4 mRNA and protein were evaluated in 

cultured human tubular cell line (HK-2 cells). 

 

The tubular expression of TLR4 (2.2±1.2% vs. 4.4±2.0%, 

p<0.001) and HSP70 (2.6±2.8% vs. 6.1±4.2%, p=0.002)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renal biopsy samples after CsA 

treatment. Interstitial TGF-β expression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the treatment (6.4±4.2% vs. 13.3±9.9%, p=0.025). 

However, tubular OPN expression and interstitial macrophage 

infiltration were not associated with this change. The number of 

peritubular capillaries was increased after CsA treatment. 

TLR4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24 hr 

from 5 μg/mL and at 48 and 72 hr from 2 μg/mL. TLR4 protei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at 24 hr and 72 hr from 2 μg/mL. 

Hypoxia increased TLR4 mRNA and protein expression from 24 hr, 

of which the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induced by 

CsA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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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summary, CsA increased tubular TLR4 expression in time 

and dose-dependent manner. Tubular TLR4 and its possible ligand 

HSP70 expression was increased after CsA treatment in renal 

biopsy tissue. Interstitial TGF-β expression was also increased. 

However, interstitial macrophage infiltration was not associated 

with tubular OPN expression. Since hypoxia was a strong stimulus 

for renal tubular TLR4 expression, TLR4 expression is influenced 

by both direct tubular toxicity and impediment of renal 

microcirculation in human CsA nephr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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