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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허혈-재관류 신손상 백서에서 Cyclosporin A와 Mycophenolate 

Mofetil이 TGF-β1 및 Endothelin-1의 발현에 미치는 향

 

  Cyclosporin A는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면역억제제 중의 하나로 신이식후 

단기 이식신의 생존율을 10% 정도 높 으나 신독성으로 인해 이식신의 장기적인

생존율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다. Cyclosporin A에 의한 신독성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β와 Endothelin-1의 생성이 증가되어 신손상을 매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에는 Cyclosporin A, Azathioprine 및 

Corticosteroid를 사용하던 3중요법에서 Azathioprine 대신 Mycophenolate 

mofetil를 투여하여 Cyclosporin A의 사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보고가 있다. 그

러나 Cyclosporin A가 포함된 3중요법은 장기처방 시 Cyclosporin A에 대한 신독

성의 문제를 여전히 갖고 있으며 Cyclosporin A와 Mycophenolate mofetil을 병합

투여 시 면역억제기능은 상승하나 Cyclosporin A의 신독성을 매개하는 인자에 대

한 연구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허혈-재관류 모델 백서에서 Cyclosporin A

와 Mycophenolate mofetil이 단독 또는 병합투여 시 Cyclosporin A 신독성의 중

요한 매개인자인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과 Endothelin-1의 생성과 발현

에 어떤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 다. 

  단일 신장 백서의 혈관경(renal pedicle)을 30분간 클램프한 후 재관류하여 허

혈-재관류 손상을 유발시켜 대조군, 허혈-재관류군, Cyclosporin A 투여군, 

Cyclosporin A와 Mycophenolate mofetil 병합투여군, Mycophenolate mofetil 투

여군으로 나누어 매개물질의 합성 및 발현을 면역조직화학염색,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 및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confocal microscope)으로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의 발현은 Cyclosporin A 투여군에서 면역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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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화학염색과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검사상 대조군과 다른 실험군에 비해 증가

되었다.

  2. Endothelin-1의 발현은 Cyclosporin A 투여군에서 면역조직화학염색, mRNA 

및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검사상 대조군과 다른 실험군에 비해 발현이 증가되

었다.

  3.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과 Endothelin-1의 발현은 병합요법군이 

Cyclosporin A 투여군보다 감소되었다.

  4. Mycophenolate mofetil 투여군에서의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과 

Endothelin-1의 발현은 허혈-재관류군과 비슷한 양상을 보 으며, Cyclosporin A

군과 병합요법군보다 낮은 발현율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 허혈-재관류 신손상 시 Mycophenolate mofetil은 Cyclosporin A

와는 다르게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이나 Endothelin-1의 발현을 증가시

키지 않으며 특히 Cyclosporin A와 병합투여 시 Cyclosporin A 단독투여 시 보다 

유의하게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과 Endothelin-1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아 Cyclosporin A와 Mycophenolate mofetil의 병합요법은 장기이식환자

에서 Cyclosporin A 치료의 부작용인 신독성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 허혈-재관류 신손상, Cyclosporin A, Mycophenolate Mofetil,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Endothel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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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혈-재관류 신손상백서에서 Cyclosporin A와 Mycophenolate 

Mofetil이 TGF-β1 및 Endothelin-1의 발현에 미치는 향

<지도교수 최 승 옥 >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한  병  근

I. 서  론 

  신장을 포함한 여러 장기의 이식 수술 후에 면역억제제로서 많이 사용하고 있

는 Cyclosporin A(CsA)는 신이식 후 이식신의 단기 생존율을 10% 정도 높 으나 

약물자체의 신독성으로 인해 이식신의 장기적인 생존율에는 향을 미치지 못하

고 있다. 또한 Corticosteroid, CsA 및 Azathioprine의 병합요법은 급성거부반응의 

빈도를 줄여 이식의 성공률을 높이기는 하 지만 여전히 CsA에 의한 신독성은 줄

이지 못하고 임상적으로 많은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다. CsA가 갖는 신독성의 정

확한 기전은 아직까지도 잘 모르는 상태로 여러 가지 실험적, 임상적 자료들만이 

부분적으로 제시되고 있는 상황이며 Prostaglandin 대사의 변화, Adrenergic 

activity의 증가, Endothelin(ET) 발현의 증가, Endothelium-derived relaxing 

factor 또는 Nitric oxide(NO) 생성의 장애 등이 거론되고 있다
1-6
. CsA는 용량에 

비례하여 가역적으로 신혈관을 수축시키고 사구체여과율을 감소시키며 혈압을 상

승시킬 수 있다.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약물의 투여량이나 기간에 비례하

여 비가역적으로 신동맥 및 신장조직의 변화를 유발시키는데 Angiotensin II, ET, 

Transforming growth factor-β(TGF-β) 등이 서로 유기적 관계를 가지고 신손상

을 악화시킨다는 자료들이 제시되었다1,7-14. 최근에는 Mycophenolate 

Mofetil(MMF)이 새로 개발되어 Azathioprine 대용으로 CsA 및 Corticosteroid와 

함께 신이식 수술 후에 투여되고 있으며 MMF의 투여로 인해 CsA의 용량도 줄

이고 신기능도 호전시켰다는 보고가 있다15. CsA가 TGF-β와 ET의 생성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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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으로써 신손상을 더욱 악화시킨다고 밝혀진 반면에 MMF가 허혈-재관류 신

손상 및 CsA 신독성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연구가 미미한 실정이

다. 

  이에 단일신장의 허혈-재관류 모델 백서에서 CsA와 MMF를 단독 또는 병합 

투여하여 허혈-재관류 신손상 및 CsA에 의한 신손상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TGF-β1과 ET-1의 발현정도를 비교분석함으로써 CsA의 신독성을 매개하는 인자

에 대한 MMF의 향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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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일반적 처치

  생 후 10주된 수컷 Sprague-Dawley 흰쥐(200-250gm)를 대조군(n=15)과 실험

군(n=60)으로 나누어 대조군은 Sodium thiopental(50㎎/㎏)을 복강내로 투여하여 마

취한 후 개복하여 우측신을 적출하 고, 실험군은 같은 방법으로 우측 신자을 적

출한 후 미세혈관감자를 이용하여 좌측 신장의 혈관경(renal pedicle)을 30분간 클

램프하여 허혈 손상을 유발시키고 미세혈관감자를 푼 후 30분간 재관류시켜 허혈

-재관류(ischemia/reperfusion) 손상을 유발시켰다. 실험군은 다시 네 군으로 나누

어 허혈-재관류군(n=15)은 허혈-재관류 손상만 시켰고, CsA군(n=15)은 허혈-재관

류 손상 후 CsA(10㎎/㎏)를 7일동안 매일 피하주사 하 으며, MMF군(n=15)은 

허혈-재관류 손상 후 MMF(10㎎/㎏)를 7일동안 경구 투여하 고 병합요법군

(n=15)은 허혈-재관류 손상 후 CsA(10㎎/㎏)과 MMF(10㎎/㎏)를 동시에 7일동안 

투여하 다. 모든 실험동물은 7일 후에 마취 후 개복하여 좌측신을 적출하 다. 

신장조직 중 일부는 10% 중성 포르말린에 고정한 후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블록

을 만들었고 일부는 액화질소에 급속 냉각한 후 -70℃ 냉동고에 보관하 다.

2. 면역조직화학염색

  파라핀에 포매된 조직블럭을  silane으로 전 처리된 슬라이드에 4㎛두께로 절편

하여 부착시켰다. ET-1 및 TGF-β1의 면역조직염색은 Avidin-biotin-peroxidase 

detection system(Vector Labs, Burlingame, CA, USA)을 이용하 다. Xylene에

서 조직을 탈파라핀 한 후 100% alcohol에서 2회, 95%, 90%, 80% alcohol에서 각

각 5분씩 함수시켰다. 함수된 슬라이드를 항원의 표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0.01M sodium citrate buffer(pH 6.0) 용액 내에서 15분간 극초단파오븐

(microwave oven)에서 전처치하 다. 0.05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에서 세척한 후 3% H2O2를 떨어뜨려 내재된 peroxidase의 활성을 억제하고 

PBS로 세척하 다. Goat 혈청(RBI, MA, USA)에 10분간 접촉시켜 항체들의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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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이적 결합을 억제시킨 후 각각의 슬라이드에 1:200으로 희석한 

ET-1(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 1:200으로 희석한 

TGF-β1(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일차 항체를 각

각 떨어뜨린 후 실온에서 하룻밤동안 적용시켰다. PBS용액에서 충분히 세척한 후 

각 항체와의 결합이 강력하게 작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goat biotinylated 

anti-rabbit antibody나 goat biotinylated anti-mouse antibody를 각각 상온에서 1

시간 30분씩 적용하고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 (Vector Labs, 

Burlingame, CA, USA)로 1시간 처리한 후 슬라이드를 Diaminobezidine 

tetrahydrochloride(Sigma, St. Louis, Mo, USA)로 발색하 다. 염색을 마친 슬라

이드는 탈수과정을 거쳐 cover glass로 봉입하 다. 음성 대조군은 일차항체를 대

신해서 nonimmune mouse serum IgG로 적용하 다.

3. 상분석(Image Analysis)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신조직에서 Macular densa를 포함한 사구체 역을 상분

석기(Multiscan, USA)를 이용하여 염색정도(staining intensity)를 평가하 다.  즉 하얗

게 염색된 세포를 0으로, 검게 염색된 세포를 255로 판정하여 염색정도를 gray scale에 

따라 점수화 하 다. 광원의 밝기에 따라 염색된 전체 슬라이드와 염색되지 않은 부분을 

각각 상분석기로 판정하여 그 점수에 따라 standard curve를 얻은 후 값 차이가 가장 

큰 광원에 고정한 후 관찰하 다. 각 조직 당 적어도 5개의 역을 상분석기로 측정하

다.

4.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1) Total RNA 준비 

  적출된 신장에서 RNA를 획득하기 위해 Trizol solution(Gibco-BRL, USA)을 이

용하 다. 2 ㎖ Eppendorf tube에 homogenizer로 분쇄한 신장조직 500㎕를 넣고 

1㎖의 trizol을 넣어 세포를 파괴시킨 후 200㎕의 chloroform을 넣고 약 15초간 흔

들고 실온에서 3분간 방치 후 4℃에서 12,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

층액을 얻었다. 상층액에 동량의 75% alcohol을 넣어 4℃에서 12,000rpm으로 5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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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원심분리하여 세척한 후 분획을 37℃에서 말린 후 증류수에 섞어 -70℃에서 

보관하 다.

(2) 역전사와 DNA의 증폭

  1㎕의 Random primer(Promega, Madison, WI, USA)와 0.5㎍의 total RNA를 

섞은 후 총 용량이 10㎕가 되도록 증류수를 넣은 후 70℃에 5분, 상온에서 5분간 

방치하 다. 그리고 5x RT buffer, 10mM dNTP를 섞은 후 AMV reverse 

transcriptase(Promega, Madison, WI, USA)로 42℃에서 1시간동안 반응하여 

cDNA를 만들었다. cDNA를 ET-1 primer와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GAPDH) primer를 사용하여 증폭하 다(표 1).

표 1. 중합효소연쇄반응에 사용한 primer서열과 증폭산물의 크기

물질 Forward(F) and reverse(R) primers 증폭산물

Endothelin-1 5'- CCTCCTCCTCCTCTGATCCCTTTG-3' 380bp

3'- TGTCTTTTTGGTGAGCACACTGG-5'

GAPDH 5'- GTCATCATCTCCGCCCCTTC-3' 189bp

3'- GATGGCATGGACTGTGGTCA-5'

GAPDH: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bp: base pairs

(3) 중합효소연쇄반응

  증폭은 1.5mM MgCl2, 1x Taq buffer, 100㎕ dNTPs, 20pM의 각 primer, 2.5IU

의 Taq polymerase(Promega, Madison, WI, USA) 등을 포함하여 전체량이 50㎕

가 되게 하여 Thermal cycler(Hybrid, USA)를 이용하 다. ET-1과 GAPDH는 9

4℃에서 2분, 94℃에서 1분, 55℃에서 30초 72℃에서 1분 30초씩 30 cycles를 시행

하 다. 증폭된 cDNA는 1.5% agarose gel을 이용하여 전기 동을 하고 ethi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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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omide로 염색하여 관찰하 다.

5.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Confocal microscope) 관찰

  허혈성 신조직에서 발현되는 ET-1과 TGF-β1에 대한 항체를 이용하여 이중면

역 형광염색을 실시하고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MRC 1024, Bio-Rad, CA, USA)

으로 관찰하 다. 이중염색을 위하여 일차항체로 ET-1은 단일클론항체를 사용하

고 TGF-β1은 다중클론항체를 사용하 다. 면역형광염색은 xylene에서 조직을 

10분 동안 2회 탈파라핀한 후 100% alcohol에서 2회, 95%, 90%, 80% alcohol에서 

각각 5분씩 함수시켰다. 함수된 슬라이드를 항원의 표출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0.01M sodium citrate buffer(pH 6.0) 용액 내에서 15분간 극초단파오븐에서 전처

치하 다. 0.02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에서 세척한 후 37℃에서 

20% goat 혈청(RBI, MA, USA)에 60분간 접촉시켜 항체들의 비특이적 결합을 억

제한 후 각각의 슬라이드에 1:200으로 희석한 ET-1(CHEMICON International, 

Inc., Temecula, CA, USA), 1:200으로 희석한 TGF-β1(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일차 항체를 각각 떨어뜨린 후 37℃에서 60분간 처

리하 다. PBS로 10분간 3회 세척한 후  이차항체로 단일클론항체에 대해서는 

mouse IgG-FITC (1:2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를 사용하 고 다중클론항체에 대해서는 rabbit IgG-TRITC(1:20,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를 사용하 다. 0.1% triton 

X-100(Sigma, St. Louis, USA)이 함유된 0.02M PBS로 10분간 2회 세척한 후 

PBS로 1시간 세척하 다. 이차항체를 사용할 때는 암실에서 실험을 하 다. 염색

이 끝난 슬라이드는 gelvatol을 이용하여 봉입한 다음 Zeiss axioscope 현미경이 

부착된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X 630, Zoom X 2.0)으로 관찰하 다. 공동발현을 

정확하게 관찰하기 위하여 형광염색이 끝난 조직절편은 0.4㎛ 간격으로 Z series 

optical sectioning을 수행하여 5-10장의 상을 얻고 FITC로 label된 상과 

TRITC로 label된 상 및 이들을 합친 중첩 상(merged image)을 관찰하여 세포

간 염색성의 차이를 비교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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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통계처리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 분석은 SPSS for 

windows(Version 8.0, SPSS Inc., Chicago, IL, USA)의 비모수검정인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 으며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

다고 판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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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결 과

1. PAS 염색 

  실험군의 허혈-재관류에 의한 손상과 약제에 의한 손상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시행한 PAS 염색상 대조군은 염증반응을 보인 정도 이외에 특이 소견은 없었고 

허혈-재관류군은 신조직의 재생반응(regenerative change)이 주된 소견이었으며 

CsA군과 병합요법군은 모두 재생반응과 더불어 세뇨관에 공포(vacuolization)가 

형성되는 CsA 독성 소견을 보 고 MMF군은 허혈-재관류군과 비슷하게 재생반

응이 주로 나타났다(그림 1). 

2. 면역조직화학염색

  대조군과 각각의 실험군에서 얻은 조직으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하 을 때 대

조군에서도 다소 갈색으로 보이는 TGF-β1과 ET-1의 발현 부위가 관찰되었고 허

혈-재관류 손상을 받은 실험군에서는 갈색으로 염색된 부위가 더 증가하 다. 약

제를 사용한 실험군에서는 CsA군이 가장 강하게 염색이 되었으며 병합요법군은 

CsA군보다 발현된 정도가 감소되어 나타났으며 MMF군도 CsA군보다 발현 정도

가 감소된 소견을 보 다(그림 2,4). 

3. 면역 강도의 측정

1) TGF-β1

  허혈-재관류 손상이 없는 대조군에서는 면역 강도의 gray scale 평균값은 

116.4±3.4 으며 허혈-재관류 손상을 받은 실험군에서는 평균값이 140.9±4.2이었

다. CsA군은 평균값이 172.0±5.1로 가장 강하게 발현되었고 병합요법군은 평균값

이 142.8±2.4, MMF군은 평균값이 136.25±3.0의 결과로 나타났다. CsA군과 비교해

서 대조군 및 다른 실험군은 모두 면역염색의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CsA군을 제외하고 대조군과 다른 실험군 사이에는 통계학적으

로 차이가 없었다(그림 3).

2) Endothelin-1



- 11 -

  대조군에서는 면역 강도의 gray scale 평균값은 164.5±2.1이었으며 허혈-재관류 

손상을 받은 실험군에서는 평균값이 171.5±4.6이었다. CsA군은 평균값이 183.2±6.4

로 가장 강하게 발현되었고 병합요법군은 평균값이 175.4±3.1, MMF군은 평균값이 

166.9±3.4의 결과로 나타났다. CsA군과 비교해서 대조군 및 다른 실험군은 모두 

면역염색의 강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05). CsA군을 제외한 

다른 군들 사이에는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가 없었다(그림 5).

4.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

   ET-1 mRNA의 생성은 CsA군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으며 병합요법군이 다

음으로 강하게 생성되었고 MMF군과 허혈-재관류군이 비슷하 으며 대조군에서

의 생성이 제일 낮게 나타났다(그림 6).

5.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관찰

   대조군의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검사에서 TGF-β1은 주로 세뇨관에서 발현

되고 ET-1은 주로 혈관의 내피세포와 사구체의 보우만씨 낭에서 발현이 되었는

데 면역염색과 같이 대조군보다 실험군에서 TGF-β1과 ET-1의 발현이 강하게 나

타났으며 발현강도는 TGF-β1이 CsA군에서 제일 강했고 병합요법군과 허혈-재관

류군은 서로 비슷하 지만 CsA군보다는 약했으며 실험군 중에서 MMF군이 제일 

낮은 강도를 보 다. ET-1도 TGF-β1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 CsA군이 가장 강하

게 발현되었고 병합요법군, 허혈-재관류군, MMF군의 순서로 비슷한 양상의 발현

강도를 나타냈다(그림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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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수술 후 7일째의 신조직 PAS 염색소견(× 200).

화살표는 세뇨관에 형성된 공포성(vacuolization) 변형을 나타냄.

A : 대조군, B: 허혈-재관류군, C : Cyclosporin A군, D : 병합요법군, 

E : Mycophenolate Mofetil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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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수술 후 7일째의 TGF-β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소견(× 400).

A : 대조군, B: 허혈-재관류군, C : Cyclosporin A군, D : 병합요법군, 

E : Mycophenolate Mofetil 군, TGF-β1 : Transforming Growth Factor - β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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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TGF-β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후 상분석을 통한 염색강도의 측정.

A : 대조군, B: 허혈-재관류군, C : Cyclosporin A군, D : 병합요법군, 

E : Mycophenolate Mofetil 군, TGF-β1 : Transforming Growth Factor - β1,

* : p<0.05, 각군당 개체수 =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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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수술 후 7일째의 ET-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소견(× 400).

A : 대조군, B: 허혈-재관류군, C : Cyclosporin A군, D : 병합요법군, 

E : Mycophenolate Mofetil 군, ET-1 : Endothel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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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ET-1에 대한 면역조직화학 염색 후 상분석을 통한 염색강도의 측정.

A : 대조군, B: 허혈-재관류군, C : Cyclosporin A군, D : 병합요법군, 

E : Mycophenolate Mofetil 군, ET-1 : Endothelin-1, * : p<0.05, 

각군당 개체수 = 15.



- 15 -

 

GAPDH

Endothelin-1 ←380bp

←189bp

1 2 3 4 5

1: Control   2: Ischemia    3: CsA    4: CsA+MMF   5: MM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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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Control   2: Ischemia    3: CsA    4: CsA+MMF   5: MMF

그림 6. 역전사 중합효소연쇄반응을 이용한 Endothelin-1 mRNA의 발현.

CsA : Cyclosporin A, MMF : Mycophenolate Mofet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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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이중 면역형광(Double immunofluorescent) 염색을 이용한 TGF-β1과 

ET-1에 대한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소견(× 400).

A : 대조군, B: 허혈-재관류군, C : Cyclosporin A군, D : 병합요법군, 

E : Mycophenolate Mofetil 군, TGF-β1 : Transforming Growth Factor - β1, 

ET-1 : Endothel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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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 찰

  신장이식 수술 시에 나타나는 허혈-재관류 손상, 거부반응, 면역억제제의 사용, 

고혈압 등과 같은 여러 요인들은 구조적이고 기능적인 이식신의 손상을 초래한다. 

이러한 변화는 여러 과정과 단계를 거치는데 혈관세포, 신조직의 세포 및 침윤세

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 싸이토카인, 효소 및 성장인자 등이 서로 유기적 또는 단

독적으로 작용한다
16
. 허혈 손상 과정은 단순한 것이 아니라 TGF-β, ET-1, NO, 

Prostaglandin, Interleukin,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1, Alpha 1 collagen, Fibronectin 등이 관여하는 복잡한 과정의 

연속이다
17
. 본 연구는 이러한 물질들 중에서 허혈-재관류 손상과 CsA 신독성의 

병태생리를 대변하는 신조직내 TGF-β와 ET-1의 발현에 최근 널리 병합요법으로 

사용되는 면역억제제인 MMF를 단독 또는 병합투여 시 어떠한 향을 미치는지 

알아 본 것이다.

  TGF-β는 3가지 isoform을 가진 다양한 기능의 싸이토카인으로써10 TGF-β1이 

가장 주된 역할18을 하며 혈관간세포가 활성화되면 간질내 단백질의 합성이 증가

되고, Integrin의 발현증가, 세포간질 분해의 억제, 세포의 성장억제, 세포의 비대 

등이 유도되어 결과적으로 신조직의 섬유화를 초래한다19. 신장에서 어떠한 원인이

던지 TGF-β1의 발현이 증가하면 세포외간질의 축적과 ET-1을 매개로 하는 혈압

의 상승으로 신장의 기저질환이나 신장손상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다
11,20,21

. 예를 

들어 동종이식신의 간질섬유화에서 TGF-β1의 mRNA 발현이 증가되거나22 CsA 

신독성시에 세뇨관에 TGF-β1의 발현이 증가되어 나타나는데23, 이러한 TGF-β의 

기능이 알려지면서 신조직의 섬유화 현상에 대해 많은 부분이 밝혀졌다.

  ET도 3가지의 isoform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특정한 전구 호르몬에서 생성되어 

다시 활성형인 21 amino acid-residue peptides로 전환된다24. ET 중에서 ET-1이 

신장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를 갖는데 허혈손상
25,26

, 신독성이 있는 약제의 투

여27,28, 사구체신염29, 간신증후군30과 같은 여러 신장질환의 병태생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T-1은 지속적으로 혈관을 수축시키며31 이러한 수축작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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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기관보다 신장에서 더 월등하게 나타나고
32
 Angiotensin II보다 5배, 

Norepinephrin보다 10배의 수축력을 보이며33 수입세동맥과 원심소동맥 모두 수축

시켜 신혈류량 및 신사구체 여과율을 감소시킨다34,35. 

  면역억제제 중 CsA가 갖는 기능은 우수하나 신장독성이 사용량과 비례하여 나

타나므로 많은 의료진이 자유롭게 CsA를 처방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다. 본 연구

의 PAS 염색에서 관찰된 것처럼 CsA는 다양한 조직학적 변성을 초래하는데 대

표적으로 세뇨관의 공포성 변성(vacuolar degeneration)을 보일 때 의심할 수 있으

며 혈관의 유리질화(hyaline arteriolopathy), 간질의 섬유화 등도 특징적으로 나타

나는 소견들이다. CsA를 투여한 CsA군이나 병합요법군 모두에서 공포성 변성이 

나타나 최소한 육안적으로는 두 군 모두 적절하게 CsA에 의한 신손상을 받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두 군이 똑같은 정도의 신독성을 보 다고 할 수 없기 때문에 

정량분석이 필요하다.

  CsA가 TGF-β와 ET의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신손상을 유도하는 하나의 원인

으로 밝혀져 있으므로 신손상 정도를 정량적으로 분석하기 위해 TGF-β1과 ET-1

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하고 TGF-β1과 ET의 발현 정도를 상분석기로 분

석하 다. TGF-β1과 ET-1의 발현은 CsA 단독 요법군이 대조군, 허혈-재관류군, 

병합요법군 및 MMF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 으며 특징적으로 병

합요법군이 같은 용량의 CsA를 투여했음에도 불구하고 TGF-β1과 ET-1의 조직

내 발현이 CsA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여 MMF에 의해 TGF-β1과 ET-1의 발현

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ET-1 mRNA의 발현율도 비슷한 양상을 보여 MMF가 

부분적으로나마 TGF-β와 ET의 생성과 발현을 조절하는 기능이 있어 신손상을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식신의 장기간 생존율에 향을 미치는 주요인자는 만성동종이식신병증

(chronic allograft nephropathy)의 발생이다36. 임상적으로 이러한 만성거부반응을 

진단하는 경우는 점진적이고 지속적으로 사구체여과율이 감소하거나 신조직 검사

상 세동맥경화증, 사구체경화증 및 간질의 섬유화와 같은 Banff criteria의 소견을 

보일 때 진단할 수 있다37. 그러나 이러한 변화가 왔다는 것은 이미 비가역적인 상

태로 진행된 경우가 대다수이며 더 일찍 신장의 손상(subclinical rejection) 정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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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단하기 위한 민감도와 특이도가 높은 검사방법의 개발이 현실적으로 필요한 상

태이다. Subclinical rejection시 신조직의 섬유화와 같은 구조적 변화 이전에 

TGF-β의 발현이 선행되어 나타난다는 보고38,39들과 CsA 투여를 기본으로 하는 

환자들의 신기능이 감소하기 전에 TGF-β가 증가한다는 소견은 이식 초기에 이식

신의 예후를 평가하는데 TGF-β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도 있다40. 즉 이식신에서 

TGF-β는 예후와 연관되어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CsA를 기본으로 하는 치

료법에서는 TGF-β가 악화인자로 작용을 하는바 이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

하고 본 연구와 같은 결과는 동물 실험뿐만 아니라 이식 환자에서도 장기간 동안 

투여를 해야 할 CsA의 사용을 좀더 안전하게 처방할 수 있는 객관적 근거가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TGF-β의 생성과 발현에 연관된 MMF의 역할을 규

명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며 계획된 신조직 검사(protocol biopsy)와 매개인자

에 대한 추적검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CsA에 의한 신독성시 ET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
41
, 항-TGF-β 항체(anti-transforming growth factor-β antibody)

42
를 

사용하여 신손상을 감소시켰다는 보고들은 TGF-β와 ET으로 매개되는 CsA 신독

성을 약물요법으로 조절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 으며 이러한 자료들은 

CsA에 의해 생산이 증가된 TGF-β와 ET이 신독성을 매개한다는 또 다른 증거들

이라고 할 수 있다27,43.  

  본 연구의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검사상 TGF-β1은 주로 세뇨관에서 발현이 

되고 ET-1은 수입세동맥과 원심소동맥의 내피세포와 보우만씨 소체에서 강하게 

발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만곡세뇨관 주위에 형성되어 있는 peritubular 

capillary network(PTCN)는 신장의 구조적인 면과 혈역학적인 면에서 중요한 의

미를 갖는데 이곳은 허혈손상시에 에너지 요구량은 많은 반면에 산소의 분압이 

낮은 근위세뇨관(S3 segments)과 상행각(thick portion)이 잘 손상을 받아44 세뇨

관간질의 손상과 섬유화를 초래한다45. 허혈손상 뿐만 아니라 CsA에 의해 이곳에 

ET-1이 발현되면 혈관수축으로 더욱 혈류의 공급이 제한되어 주위의 세뇨관을 

구성하는 세포의 손상과 더불어 세뇨관의 기능상실을 초래하기도 한다26. PAS 염

색이나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는 정확히 매개인자가 발현되는 장소를 알 수 없었

지만 공초점레이져주사현미경 검사에서는 CsA에 의해서 세뇨관과 혈관세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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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F-β1과 ET-1이 각각 우세하게 발현되는 것으로 관찰이 되어 매개인자의 특성

상 공포 형성과 같은 세뇨관 손상과 사구체로의 혈류량 감소를 유도하 을 것으

로 생각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TGF-β1과 ET-1의 발현간에 어떠한 유기적

인 연관성이 있는지 밝힐 수 없었지만 CsA와 MMF 병합요법군에서 세뇨관과 혈

관세포에서 발현하는 TGF-β1과 ET-1의 정도가 CsA 군보다 감소한다는 것이 

image merging을 하기 전에 확인이 되어 면역조직화학염색 소견을 다시 한번 뒷

받침하는 소견이라고 할 수 있다. 

  새로운 면역억제제인 MMF는 체내에서 Mycophenolic acid로 전환되어 Inosine 

monophosphate dehydrogenase를 선택적으로 억제시켜  DNA의 Guanosine 합성

을 저해하는 물질로써 Guanosine 결핍으로 림프구의 성장을 억제하고 조직내 염

증부위로의 침투력을 저하시켜 면역억제의 기능을 나타내는데46 CsA나 

Tacrolimus와 같은 Calcineurin 억제제 계열의 약제와 달리 신독성이 없어 최근 

들어 CsA나 Tacrolimus 약제를 대치하 을 경우에 신기능의 호전이 있고 MMF

를 추가하 을 경우에 CsA나 Tacrolimus의 용량을 줄일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

고되고 있다47-49. 최근 들어서 여러 만성적인 신질환에 MMF를 사용하여 그 기초

적인 성적이 발표되고 있을 정도로 신장학 분야에서는 신독성이 없다는 큰 장점

을 가지고 있는 면역억제제이다50,51. MMF가 TGF-β를 통한 일련의 과정을 억제

시킨다는 일종의 항-섬유화 작용 외에 직접적으로 혈관간질에 작용하여 신기능을 

보호한다는 주장도 있다
52
. CsA 신독성의 소견을 보인 신이식환자에서 MMF를 추

가하므로써 CsA의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신기능도 호전시키며 혈압도 잘 조절되

었다는 결과도 있다15.  본 연구에서 비록 일부분이라 할지라도 허혈-재관류 손상 

시에 발현되는 TGF-β1과 ET-1이 CsA에 의해 활성화되어 신손상을 더욱 악화시

킬 수 있다고 생각된다. 장기간에 걸쳐 CsA를 투여해야만 하는 이식 환자들은 

CsA의 신독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들이 필요한 만큼 새로운 약제의 사용도 절

실하다. CsA의 용량을 줄이더라도 충분히 면역억제를 유도하여 급성 및 만성 거

부반응의 횟수를 줄이고 이식신의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결과로, CsA와 달리  MMF는 신독성이 없는 약제임을 알 수 있고 CsA

와 MMF의 병합요법은 CsA 단독투여시보다 유의하게 TGF-β1과 ET-1의 발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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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시키며 MMF는 CsA와 달리 신손상에 대해 보호기능(preventive properties)

이 있어 이러한 병합요법이 면역억제에 대한 상승효과 외에 CsA에 의한 신독성을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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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 론

  허혈-재관류 신손상 모델에서 새로운 면역억제제로 쓰이고 있는 MMF와 기존

의 CsA 사이에 TGF-β1과 ET-1의 합성 및 조직내 발현을 측정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sA를 사용한 군에서 세뇨관의 공포 형성과 같은 조직학적 손상이 나타나 

CsA에 의한 신독성을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2. TGF-β1은 주로  세뇨관에서 발현이 되고 ET-1은 혈관의 내피세포와 보우만

씨 소체에서 주로 발현되었다.

3. TGF-β1과 ET-1의 발현은 MMF군과 허혈-재관류군 사이에 통계학적으로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4. 병합요법군에서 TGF-β와 ET-1의 발현은 CsA군보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낮았다.

  이상의 결과로 MMF는 CsA와 달리 신독성이 없는 약제임을 알 수 있고 CsA

에 의한 신장조직의 구조적 손상에 대해 보호기능(preventive properties)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신장이식 환자에서 CsA와 MMF의 병합요법은 CsA에 의

한 신독성을 감소시킬 수 있는 한가지 방법이 되고, 병합 투여 시에 신조직 섬유

화의 주요 매개인자로 알려진 TGF-β와 ET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MMF의 어떤 

작용기전이 있으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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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cyclosporin A and mycophenolate mofetil on 

expression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and 

endothelin-1 following renal ischemia-reperfusion in rats

Byoung-Geun Han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Seung-Ok Choi)

Cyclosporin A is one of the commonly used immunosuppressive agents. 

The introduction of cyclosporin A to the field of clinical transplantation has 

led to a significant reduction in early renal allograft rejection rates and 

improvement in short-term graft survival. However, the nephrotoxic effects 

of cyclosporin A remains a major obstacle for the clinical use of this 

potent immunosuppressant. It is likely that the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and endothelin-1 play a central role in initiation and /or progression of 

cyclosporin A induced nephropathy in ren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It 

is proposed that the new immunosuppressive drug mycophenolate mofetil 

reduces the incidence of acute rejection  in comparison with azathioprine 

and reverse acute rejection episodes even refractory to steroid treatment. 

Thus, the aim of the present study was to analyze the expression of the 

above mediators induced by cyclosporin A and  mycophenolate mofetil and 

to investigate the changes of expression after  cyclosporin A and  

mycophenolate mofetil coadministration in renal ischemia-reperfusion 

injure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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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ague-Dawley rats(N=60) performed right nephrectomy were classified 

into five groups according to experimental methods. Control group 

underwent right nephrectomy. After the right nephrectomy,  to induce renal 

ischemia, the left renal vascular pedicle was occluded for 30 minutes with 

vascular clamps in all experimental groups. After 30 minutes, the clamps 

were removed to undergo reperfusion. In control group, ischemic injury 

wasn't done. Cyclosporin A group was administered cyclosporin 

A(10mg/kg/day, s.c) after the operation. Cyclosporin A and  mycophenolate 

mofetil group was coadministered cyclosporin A(10mg/kg/day, s.c) and 

mycophenolate mofetil(10mg/kg/day, p.o).  Mycophenolate mofetil group 

was administered mycophenolate mofetil(10mg/kg/day, p.o). After 7 days, 

the left kidney was removed and processed for histological, 

immunohistochemical, immunofluorescent and molecular analyses for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and endothelin-1.

  The results were as follows :

1. The immunohistochemical and immunofluorescent expression density for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in cyclosporin A group was higher than 

control and other experimental groups.

2. The immunohistochemical and immunofluorescent expression density and 

mRNA production for endothelin-1 in cyclosporin A group was higher than 

control and other experimental groups. 

3. The expression density for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and 

endothelin-1 in cyclosporin A and  mycophenolate mofetil group was less 

than in cyclosporin A group.

4. The expression density for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and 

endothelin-1 in mycophenolate mofetil group was less than in cyclospo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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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roup and cyclosporin A and mycophenolate mofetil group, was similar 

to ischemia-reperfusion group.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mycophenolate mofetil does not 

seem to have nephrotoxic effects, and seems to have a reno-protective 

effect from cyclosporin A induced nephrotoxicity in the 

ischemia-reperfusion model. The present study might partially explain that 

mycophenolate mofetil is going to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the 

survival rate of the transplanted kidney associated with acute and/or 

chronic rejection and to the reduction of cyclosporin A dosage and its 

complications.

  Key Words : ischemia-reperfusion injury, cyclosporin A, mycophenolate 

mofetil,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endothelin-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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