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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백서에서 cyclosporine A 신독성이 사구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mizoribine 과 losartan 의 신독성 억제 효과  

 
Cyclosporine A (CsA)는 면역억제제로 이식과 사구체 질환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으나 우수한 면역억제 효과에도 불구하고 장기간 투여 시 

나타나는 만성 신독성이 가장 큰 제한점이며, 만성 신독성에 의하여 

세뇨관 및 간질의 만성 진행성 조직학적 변화와 비가역적인 신기능의 

장애로 진행할 수 있으므로, 신독성의 발현을 차단하여 비가역적인 

조직학적 변화를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 필요하다.  

만성 신독성의 기전은 CsA 가 직접 사구체의 구심성 소동맥 수축을 

유발하여 나타나는 허혈성 변화에서 기인하며, 손상된 신세뇨관 

세포는 주로 세포자멸사 (apoptosis)에 의하여 사멸된다. 직접적인 

독성 작용 외에도 renin-angiotensin system (RAS)의 활성화와 

angiotensin II, 전환성장인자 (TGF-β1), osteopontin (OPN)의 항진 

및 대식세포의 증가를 통하여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가 진행된다.  

만성 신독성의 중요 발현 기전을 차단하는 신독성 억제 가능 약물에 

대한 기존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으며, 일부에서 억제 효과는 

있었으나, 신기능 유지와 신섬유화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였고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검증되지 못하였다. 
Mizoribine (MZR)은 대식세포의 침착을 막아 간질의 섬유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알려졌고, 신독성의 예방 효과가 제시된 바 

있으나, 신증후군이 호발하며, 사구체가 성장하고 있는 사춘기 이전의 

백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결과는 없었다. CsA의 장기 투여는 사구체 

용적을 감소시켜, 사구체 성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되나, 신독성 

억제가 사구체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동물실험 또한 없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생후 6 주 웅성 백서로 저염식이 하에 CsA 에 의한 

만성 조직학적 신독성을 유발한 후, 경구투여가 가능하고 독성이 

적어 실제 소아에서의 치료 적용이 용이한 MZR 과 사구체신염에서 

간질의 섬유화에 대한 억제 효과가 알려져 있는 angiotensin II type 1 

수용체 길항제인 losartan (LSRT)을 선택하여 CsA 와 병행투여 후 

만성 신독성의 발현 정도와 사구체 면적의 변화를 대조군 및 CsA 

단독 투여군과 비교하고, 신독성 억제 작용의 기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질의 염증성 변화의 중요 표지인자인 OPN 과 간질 

섬유화의 중요 표지인자인 TGF-β1 의 신장 조직 내 m-RNA 발현을 

real-time PCR 로 정량분석하고,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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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대식세포 침윤의 중요 표지인자인 anti-rat 

ED-1 의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이용하여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CsA 투여 4주 후에는 세뇨관 상피세포의 공포화 및 탈락과 

같은 급성 세뇨관 변화가 주로 나타났으며, MZR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1). 4 주 후 real-time PCR 정량에서 

OPN (spp1) mRNA 발현은 MZR 투여군 (p<0.01), LSRT 투여군 

(p<0.03), LSRT+MZR 투여군 (p<0.02) 모두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4 주 후 TGF-β1 mRNA 는 LSRT 

투여군 (p<0.05), MZR+LSRT 투여군 (p<0.05)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OPN 과 TGF-β 면역조직 

화학염색에서도 mRNA 정량 검사와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CsA 을 7 주간 투여한 후 만성 신독성의 전형적인 조직학적 소견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세뇨관간질의 섬유화는 MZR 투여군 (p<0.01) 

및 LSRT+MZR 투여군 (p<0.05)에서, 소동맥 병변은 LSRT+MZR 

투여군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5). 

7 주간의 CsA 투여 후 OPN (spp1) mRNA 발현은 LSRT+MZR 

투여군에서  (p<0.05), TGF-β1 mRNA 발현은 MZR 및 LSRT+MZR 

투여군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1). OPN 과 TGF-β1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도 mRNA 

정량분석과 일치하는 상관관계를 보였다. 7 주간의 CsA 투여 후 

anti-rat ED-1 양성 세포의 조직 내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MZR, 

LSRT+MZR 투여군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발현이 

감소하였다 (p<0.01). 7 주 후 보우만 피막과 사구체모세혈관고리 

면적은 CsA 투여군에서 대조군 (VH 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며 (p<0.01), MZR, LSRT, LSRT+MZR 투여군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p<0.01). 

본 연구를 통하여 MZR 은 OPN 과 TGF-β1 의 발현을 감소시켜, CsA 

만성 신독성에 의한 간질의 염증성 변화와 섬유화 및 혈관 변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확인되었다. LSRT 또한 단독 혹은 MZR 과의 

상승작용으로 조직학적인 만성 신독성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사구체 

성장이 활발한 시기의 백서에서 CsA 투여 후 나타난 사구체 면적의 

감소 역시 MZR 과 LSRT 의 병행 투여로 개선되었다. 본 연구결과로 

CsA 장기 투여가 필요한 소아에서 MZR, LSRT 의 병행 투여가 

신독성 예방 및 억제를 위한 치료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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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되는 말 : Cyclosporine A, Mizoribine, Losartan, 만성 신독성, 

사구체 성장, 신독성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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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서에서 cyclosporine A 신독성이 사구체 성장에 미치는 

영향과 mizoribine 과 losartan 의 신독성 억제 효과   

 

<지도교수 이진성>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김 지 홍 

 

 

Ⅰ. 서론 

 

Cyclosporine A (CsA)는 calcineurin inhibitor (CNI) 계열의 

면역억제제로, 작용 기전은 calcineurin phosphatase 를 방해하고, 

이로 인해 T 세포의 활성화에 필요한 interleukin-2 와 같은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1-3, 

1980 년대부터 이식 후 거부반응의 억제 치료에 도입된 이후, 여러 

장기 이식에서 획기적인 이식 성적의 향상을 가져왔으며, 같은 CNI 

계열인 tacrolimus 와 함께 신장이식 환자에서 가장 많이 선택되는 

중요한 면역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 4-7. 

장기이식뿐 만 아니라 소아 신증후군의 치료에서도 T 세포 관련 

사이토카인의 작용을 억제하고 사구체 족돌기 세포의 actin 

cytoskeleton 을 안정화 시켜 8, 스테로이드 및 세포독성제에 반응하지 

않거나 스테로이드 의존형을 보이는 소아 신증후군 환자에서 관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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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거나 관해를 유지하기 위한 주 면역억제제로 사용되고 

있다 9,10. 

CsA 사용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특히 이식 환자에서와 같이 

장기간의 CsA 사용 후 나타나는 만성 신독성이며, 이로 인해 약제 

선택 및 사용에 있어 많은 제약과 치료의 장애를 가져오게 된다 11-13. 

소아 신증후군에서도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CsA 치료 용량과 기간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약 1 년이상의 장기 치료 시 조직학적인 만성 

신독성의 발현이 30-43% 이상 나타난 것으로 보고되어, 효과적으로 

신독성을 억제하고 예방할 수 있는 치료제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14-18. 

신독성의 형태는 급성과 만성으로 구분되며, 급성 신독성은 CsA 치료 

초기에 사구체 혈관에 대한 직접적인 독성에 의한 수축작용과 

전신적인 혈역학적 변화에 의한 급성 가역성 사구체여과율의 감소로 

나타나며 19,20, 교감신경계와 renin-angiotensin system (RAS)의 

활성화, endothelin-1, nitric oxide 등이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CsA 의 용량을 줄이거나 혹은 중지 할 경우 신기능의 정상화가 

가능하며, 특징적인 조직학적 변화는 없으나 세뇨관 세포의 공포화 

혹은 탈락의 형태를 나타낼 수 있다 21-24. 

CsA 신독성 중 주로 문제가 되는 것은 가역적인 급성 신독성 보다는 

CsA 의 장기 사용으로 나타나는 세뇨관 및 간질의 만성 진행성 

조직학적 변화와 이로 인한 비가역적인 신기능의 장애를 보이는 만성 

신독성이며, 세뇨관 위축, 간질의 염증세포 침윤 및 섬유화, 소동맥의 

유리질증 (hyalinosis), 혈관벽 비후와 같은 특징적인 조직형태를 

나타낸다 25,26.  

만성 신독성의 기전은 혈관수축에 관여하는 CsA 직접적인 독성으로 

사구체의 구심성 소동맥 수축과 이로 인한 만성적인 허혈성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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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하며, 혈관확장성 및 혈관수축성 매개체의 불균형, RAS 의 항진, 

교감신경의 활성화 등이 관여한다 27,28.  CsA 에 의한 신세뇨관 

세포와 간질의 손상이 진행되면, 결국 신세뇨관 세포가 주로 

세포자멸사에 의하여 탈락되며 29-32, 직접적인 독성작용 이외에도 

angiotensin II, 전환성장인자 (TGF-β1), osteopontin (OPN) 과 같은 

면역매개 물질의 항진과 대식세포의 증가를 통하여 신손상이 

진행된다 22,33,34. 

만성 CsA 신독성은 혈중 creatinine 치의 증가나 creatinine 청소율의 

저하와 같은 신장 기능 검사상의 변화 없이 진행되므로 조기 발견이 

힘들고, 결국 만성신부전까지 진행할 수 있으므로, 장기간의 CsA 

치료 시 반드시 신장조직검사를 통하여 조직학적인 신독성의 발현을 

관찰하여야 한다.  

신독성 억제를 위하여 필수적으로 차단해야 할 중요한 발현 기전은 

1) RAS 항진으로 angiotensin II 가 angiotensin II type 1(AT1) 

수용체를 활성화 하여 신혈관의 수축을 나타내고, 알도스테론의 분비 

증가로 신섬유화 진행을 촉진하는 과정 5,35, 2) CsA 의 혈관 수축 

작용으로 인한 신허혈이 유리기와 활성화 산소들을 발생하고 이로 

인하여 세포자멸사에 의한 세뇨관 세포 사멸을 촉진시키는 과정 7,36-38, 

3) TGF-β1 의 생성 증가가 세포외 기질단백의 생성과 분해억제를 

항진하여 신섬유화를 촉진하는 과정 들이다 33,34. 

급성 신독성은 가역적인 회복이 가능하나 만성 신독성은 

비가역적이며 말기신부전으로의 진행이 우려되므로 주로 만성 신독성 

모델을 이용한 신독성 억제 물질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쥐를 

이용한 CsA 만성 신독성 모델은 정상식이 상태에서는 지속적인 

CsA 의 용량 증가와 장기간의 투여가 필요하여 실험동물의 생존율이 

감소하고, 만성 신독성의 조직학적 특징이 쉽게 발현되지 않아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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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독성의 재현에 어려움이 많았으나, 백서를 이용하여 저염식이 

하에서 CsA 15-50mg/kg 을 매일 피하주사 하는 방법으로 최소 

2 주이상의 CsA 투여로 만성 신독성의 발현이 가능하게 되었으며, 

이는 신장에서 CsA 독성에 의한 전형적인 구조적 변화가 나타나기 

위하여 RAS 의 항진이 필요함을 의미한다 39-41.  

만성 신독성의 중요 발현 기전을 차단하려는 신독성 억제 후보 

물질에 대한 여러 동물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첫 번째 신독성의 억제 

시도는 CsA 의 혈관 수축효과를 억제하는 약물을 대상으로 

진행되었으며, AT1 수용체 길항제인 losartan (LSRT), endothelin 

수용체 차단제인 BQ 123, NO 합성의 기질로 작용하는 

L-arginine 등의 효과가 연구되었다. LSRT 은 기존 연구에서 간질의 

섬유화, 소동맥 병변, 세뇨관 위축을 억제하는 신보호 효과가 

있었으나, 신기능의 저하를 억제하지 못하였고, 단독 사용 혹은 다른 

면역억제제와의 병행 투여 시 상승작용이 알려져 있어, 만성 CsA 

신독성에 대한 억제 역할이 기대되는 약제이다 22,35,42-44. BQ 123 은 

신섬유화의 감소를 보이지 못하였으나 45, L-arginine은 신기능 유지와 

신섬유화 감소에 모두 효과를 보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46. 두 번째 

신독성의 억제 시도는 항염증 작용을 가진 pentosan polysulfate47 

와 mycophenolate mofetil48 이었으며, 신독성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다. 세 번째 약물군은 항섬유화 작용을 가진 항 TGF-β1 

항체, pravastatin, hepatocyte growth factor, pirfenidone 등이 

시도되었으나 pravasartan 을 제외하고 신기능 유지와 신섬유화 

감소를 동시에 해결하지 못하였다. 또한 상기 모든 대상 약물들은 

일관성 있는 연구결과를 보이지 못하였거나 실제 환자를 대상으로 한 

임상실험에서 검증되지 못하여 현재 신독성 억제 치료 목적으로 널리 

이용되지 못하고 있다 49-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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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zoribine (MZR) 은 Eupenicillium brefeldianum 으로부터 추출된 

purine nucleotide analog 로서53, 루푸스 신염과 신증후군의 면역억제 

치료제로 사용되었으며, 기존의 연구에서 간질의 섬유화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의 침윤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백서에서 발현된 폐쇄성 신질환에서도 간질의 섬유화를 경감시키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만성 신독성의 억제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제기되었다54,55. 최근 연구에서도 성장이 완료 된 성인기 백서에서 

만성 CsA 신독성에 대한 억제 효과가 처음으로 제시된 바 

있으나56, 신증후군이 호발하며, 사구체가 성장하고 있는 사람의 

소아청소년기에 해당하는 사춘기 이전의 백서를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는 없었다. 

CsA는 사구체 용적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57, 

성인기의 백서를 이용한 실험에서 3개월간의 CsA 투여 후 

사구체모세혈관고리(glomerular tuft)의 용적이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며58, 심장이식 수술을 시행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평균 3년간의 CsA 투여 후 

사구체모세혈관고리 와 보우만 피막 (Bowman’s capsule) 면적의 

분포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59. 그러나 

지금까지의 여러 연구들은 성장을 완료한 사구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였으며, 사구체 성장이 완료되지 않은 연령군을 대상으로 사구체 

성장에 미치는 CsA의 영향에 대한 동물 실험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1) 성인기로 접어들기 이전에 해당되는 생후 6주 웅성 

백서로 저염식이 하에서 CsA 조직학적 신독성을 유발하고, 신독성이 

발현된 백서에서 사구체 면적을 측정하여, CsA 장기사용이 

사구체성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한다. 2) 만성 CsA 

신독성에서 관찰되는 조직학적, 면역학적 기전과 관련하여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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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이 보고된 대상 약물들 중 경구투여가 가능하고. 자체 독성이 

적어 실제 소아 신증후군의 CsA 치료시에 적용이 용이한 MZR 과 

LSRT 을 선택하여 CsA 와 병행투여 후 만성 신독성의 발현 정도와 

사구체 면적의 변화를 CsA 단독투여와 비교하고자 한다. 3) 신독성 

억제 효과의 검증과 그 기전을 파악하기 위하여 간질의 염증성 

변화의 중요 표지인자로 알려져 있는 OPN 과 CsA 만성 신독성에서 

주로 관찰되는 간질 섬유화의 중요 표지인자인 TGF-β1 의 신장 조직 

내 m-RNA 발현을 real-time PCR 로 정량 분석하여 확인하고 그 

결과를 면역조직화학염색으로 비교 검증하며, 대식세포 침윤에 

중요한 표지인자인 anti-rat ED-1 의 발현 정도를 면역조직 

화학염색을 이용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실험군 분류   

생후 6 주된 Sprague-Dawley 계의 웅성 백서를 SPF 조건, 저염식이 

(0.05%) 하에서 사육하며 다음과 같이 8 개의 군으로 나누어 4 주간 

실험을 진행한다. 4 주 간 투여 후 신장 조직 검사를 시행하여 

신독성의 발현 정도를 조사하고, 특징적인 CsA 에 의한 조직학적 

만성 신독성의 발현이 미약한 경우 약물 투여기간을 연장하여 

조직학적 만성 신독성의 발현을 확인한다.   

가. 대조군 (VH): CsA vehicle (olive oil) 투여군  

나. VH + Losartan (LSRT) 투여군 

다. VH + Mizoribine (MZR) 투여군 

라. CsA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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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CsA + LSRT 투여군 

바. CsA + MZR 투여군 

사. CsA + LSRT + MZR 투여군 

 

2. 실험 약물 

가. Cyclosporine A (CsA)(Novartis Pharma Co., USA) 

Vehicle 인 olive oil (Sigma Co., St. Louis, MO)에 용해시켜 최종 

농도를 15 mg/mL 로 만들어 15 mg/kg/day 용량으로 피하로 

투여한다. 

나. Losartan (LSRT)  

정제된 음수에 용해하여 100 mg/L 의 농도로 식수에 섞어준다 (목표 

용량 ; 30 mg/kg/day) 

다. Mizoribine (MZR) (Bredinin: Asahi Chemical Industry Co., Japan)  

생리적 식염수에 용해하여 최종 농도를 5 mg/mL 로 만들어 5 

mg/kg/day 로 복강 내 주사(IP) 한다. 

 

3. 조직학적 신독성 관찰 및 반 정량화 비교  

CsA 투여 4 주 후 및 7 주에 도살하여 PAS 염색과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여 각 실험군에서 광학현미경하 조직학적인 CsA 신독성의 

발현을 확인한다. 조직학적인 신독성은 CsA 에 의한 조직 변화를 

기준으로 비 특이적인 급성기 세뇨관 변화와 특징적인 만성 

신독성으로 구분하고, 반 정량적으로 점수화 하여 신독성의 발현 

정도를 각각의 약물 투여 군 별로 비교한다.  

가. 급성 세뇨관 변화 

: 공동화와 탈락을 보인 세뇨관 세포의 비율을 기준으로 반 

정량화하여 1-4 점으로 구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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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점: none, 2 점: <25%, 3 점: 25-50%, 4 점: >50% 

가.  만성 신독성에 의한 세뇨관 간질의 변화 

: 세뇨관의 위축, 간질의 섬유화, 단핵구 침윤의 비율을 

기준으로 반 정량화하여 1-4 점으로 구분한다. 

1 점: none, 2 점: <25%, 3 점: 25-50%, 4 점: >50% 

나. 만성 신독성에 의한 소동맥 병변 (arteriolopathy) 

: 혈관 변화의 비율 및 형태를 기준으로 반 정량화하여 

1-4 점으로 구분한다. 

1 점: none 

2 점: <50% and non-circumferential 

3 점: >50% frequent and non-circumferential 

4 점: circumferential 

 

4. 사구체 면적 측정 

신장 조직을 PAS 염색하고, 400 배 광학현미경 영상을 capture 하여 

JPEG file 로 전환한다. 컴퓨터용 프로그램인 Image Pro Plus 를 

이용하여 전환된 JPEG 영상파일에서 사구체 혈관의 기시부 (pole)가 

확인되는 사구체만을 선택하고, 보우만 피막과 사구체혈관고리를 

각각 tracing 하는 방법으로 각 실험개체당 15 개의 사구체 면적을 

측정하고 평균값을 산출하여 비교한다.  

 

5. Real-time PCR 을 이용한 신장 조직 내 osteopontin (spp-1)과 

TGF-β1 mRNA 발현의 정량 비교 

Real-time RT-PCR은 택맨을 사용하여 OPN과 TGF-β1의 발현도를 

확인한다. 택맨 probe는 5’ 한쪽 끝에만 형광 dye가 있는 것을 사용

하였으며, 발현도는 house gene인 glyceraldehydes-3-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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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hydrogenase (GAPDH)를 control로 사용하였다. 증폭 및 검출장비

는 LightCycler480 (Roche, Germany)를 사용하였으며 PCR reaction 

profile은 다음과 같다 (50°C 2분간, 95°C 15분간 1 cycle, 95°C 15초

간, 60°C 1분간 40 cycle). 

 

6. 면역조직화학염색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위해 파라핀 포매 조직을 4 μm 두께로 절편하고 

xylene 으로 파라핀을 제거한다. 고농도 알코올에서 저농도 알코올로 

단계적으로 처리하여 재함수 시킨 후 증류수로 세척하고 pH 6.0 의 

citrate 완충액에 넣어 microwave 오븐에서 5 분간 두 번 처리한다. 

실온에서 식힌 후 Tris 완충액으로 10 분간 세척하고 0.3%의 

과산화수소로 15 분간 처리하여 내인성 과산화효소 활성을 

억제시킨다. Tris 완충액으로 10 분 간 수세 후 normal blocking 

solution 에 15 분간 처리한 후 OPN  (Abcam, Cambridge, UK, 

1:200), TGF-β1 (Serotec, Oxford, UK, 1:500), anti-rat ED-1 

(CD68) (Serotec, Oxford, UK, 1:200) 에 대한 일차항체와 

반응시킨다. LSAB kit (DAKO, Denmark)를 사용하여 biotin 에 

결합시킨 이차항체 및 streptavidin-biotin 과산화효소와 순차적으로 

반응시킨다. DAB 로 발색하고 Harris hematoxyline 으로 10 초간 

대조염색을 시행한 후 봉입하고 대조군과 실험군에서의 발현의 

차이를 분석한다 

 

7. 혈액화학검사  

실험 약물 투여 후 혈액화학검사 (BUN, creatinine, cholesterol, 

triglyceride) 및 혈중 CsA 농도를 측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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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통계분석 

수량화된 자료는 SPSS-PC 를 이용하여 독립된 t-검정과 ANOVA 에 

의하여 실험군과 대조군간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였고 모든 유의성의 

판정기준은 p<0.05 로 하였다. 

 

 

 

 

 

 

 

Ⅲ. 결과 

 

1. CsA 4주간 투여 후 체중 및 혈액화학검사 변화 

CsA 4주간 투여 후 CsA 와 MZR 동시 투여군에서는 대조군인 olive 

oil (VH) 투여군에 비하여, 체중 증가의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의미있

는 차이는 없었다. CsA+LSRT 투여군에서 체중 증가가 현저하게 저

하되었으며, 특히 LSRT 100 mg/L 투여군에서 체중 저하 현상이 가장 

심하게 나타났다 (Table 1).  

혈액화학검사상 각 군간의 의미 있는 혈중 CsA 농도의 차이는 없었

으며, BUN은 LSRT 투여군 에서 상승을 보였으나, CsA 단독 투여군

에 비하여 MZR 투여군에서는 의미있게 BUN과 creatinine이 감소하

였고, LSRT 50mg/L 투여군에서도 creatinine의 감소를 보였다

(p<0.01)(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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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ody weight changes after treatment of CsA for 4 weeks 

Treatment groups N 0 day 1w 2wks 3wks 4wks Δ% 

VH 10 218±5 260±9 300±9 332±13 355±15 +65 

VH+L(50mg/L) 4 224±10 250±11 272±15 305±22 322±24 +43 

VH+L(100mg/L) 8 218±6 231±10 250±17 279±24 290±28 +33 

VH+M 8 210±8 251±12 286±13 321±18 346±19 +64 

VH+L(50mg/L)+M 4 219±7 241±11 251±17 284±22 303±25 +38 

VH+L(100mg/L)+M 3 221±5 242±8 244±8 280±27 294±37 +33 

CsA 15 215±11 241±13 261±13 283±15 302±15 +40 

CsA+L(50mg/L) 3 224±8 230±1 209±29 228±48 238±53 +6 

CsA+L(100mg/L) 4 220±14 204±4 191±3 202±15 206±16 -7 

CsA+M 12 212±12 244±15 264±17 283±24 298±25 +40 

CsA+L(50mg/L)+M 4 225±7 230±12 245±30 251±43 233±49 +4 

CsA+L(100mg/L)+M 2 206±8 237±4 254±1 267±10 264±28 +28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able 2. Blood chemistry changes after treatment of CsA for 4 weeks 

Treatment groups N 
CsA level 

(ng/mL) 

BUN 

(mg/dL) 

Creatinine 

(mg/d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VH 10  16.1±2.5 0.63±0.08 79.0±8.9 138.5±43.3 

VH+L(50mg/L) 4  17.9±3.5 0.50±0.04 81.9±8.7 102.9±19.4 

VH+L(100mg/L) 8  22.6±6.9 0.65±0.05 75.5±16.5 89.2±29.2 

VH+M 8  14.7±1.2 0.63±0.05 77.5±12.9 99.0±25.9 

VH+L(50mg/L)+M 4  14.5±1.6 0.49±0.05 60.0±14.3 98.2±48.8 

VH+L(100mg/L)+M 3   18.6±13.4 0.57±0.06 78.7±12.8 142.5±34.4 

CsA 15 5700±897   67.6±26.1* 0.85±0.18** 103.4±11.9 138.0±56.2 

CsA+L(50mg/L) 3 4615±4264 136.3±76.2 0.44±0.19 119.4±16.5  174.8±87.24 

CsA+L(100mg/L) 4 5245±758 224.7±42.1 3.05±1.14 169.1±25.2   75.0±18.27 

CsA+M 12 5159±908   19.9±12.1* 0.55±0.28**  69.2±30.8  163.4±125.9 

CsA+L(50mg/L)+M 4 5747±2665  84.0±66.2 0.51±0.32**  95.8±48.4  77.1±75.3 

CsA+L(100mg/L)+M 2 6306±1222  101.6±124.7 0.55±0.49 73.0±90.5  50.4±25.1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0.01,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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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sA 4주간 투여 후 사구체 면적 변화  

CsA 단독 투여군은 대조군 (VH 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사구체 면적 

(보우만 피막과 사구체모세혈관고리 면적)이 모두 감소하였으며

(p<0.01), CsA+MZR, CsA+LSRT, CsA+LSRT+MZR 투여군은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보우만 피막 면적과 사구체모세혈관고리 면적

이 모두 증가하였다 (p<0.01)(Table 3). 신장의 무게는 대조군에 비하

여 CsA을 투여한 모든 군들에서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p<0.05)(Table 3). 

 

Table 3. Glomerular area and kidney weight after treatment of CsA for 4 

weeks 

Treatment groups N 

Glomerular  

Bowman’s area 

(10
5
μm

2
) 

Glomerular 

tuft area 

(10
5
μm

2
) 

Kidney 

weight (g) 

VH 10 12.99±1.37
a
 10.72±1.59

a
 1.43±0.10* 

CsA 15 8.51±1.18
a,b,c,d

 6.67±1.51
a,b,c,d

 1.03±0.09* 

CsA+L(50mg/L) 3 12.30±1.19
b
 10.29±0.70

b
 1.25±0.17* 

CsA+M 12 11.06±1.22
c
 8.29±1.06

c
 1.11±0.14* 

CsA+L(50mg/L)+M 4 11.62±1.59
d
 10.56±2.64

d
 1.07±0.12*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a,b,c,d 

p<0.01 (glomerular Bowman’s and tuft area), *p<0.05 (kidney weight) 

 

3. CsA 4 주간 투여 후 조직학적 신독성의 발현 

4 주간 CsA 투여 후 전형적인 만성 신독성의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급성 세뇨관 손상의 조직소견인 세뇨관 

상피세포의 공포화와 탈락 현상이 보였다. 조직학적인 변화를 점수화 

하여 등급을 비교한 결과 CsA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급성 세뇨관 변화의 정도가 높았으며 (p<0.01), CsA+MZR 



15 

 

투여군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급성 세뇨관 변화의 

정도가 감소하였으나 (p<0.01), CsA+LSRT 투여 군에서는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Table 4)(Fig. 1).  

 

 

Table 4. Acute tubular changes in rat kidney after treatment of CsA for 4 

weeks 

Treatment groups N  
Vacuolization and drop out of 

tubular epithelial cell 

No. of  

positive 

cases 

P value 

VH
a
 10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10 

0 
<0.01

a
 

CsA
ab

 15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4 

10 
 

CsA+L(50mg/L) 3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2 

1 
 

CsA+L(100mg/L) 4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4 

0 
 

CsA+M
b
 12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9 

3 
<0.01

b
 

CsA+L(50mg/L)+M 4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4 

0 
                

CsA+L(100mg/L)+M 2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2 

0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Score of acute CsA toxicity (% of vacuolization and 

drop out of tubular epithelial cell); 0 : none, 1 : <25%, 2 : 25-50%,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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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cute tubular change in rat kidney due to CsA nephrotoxicity after 4 

weeks. CsA 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tubular epithelial 

vacuolar degeneration and drop out. Mizoribine 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 lesser histologic change than CsA treated group(PAS stain, x 

400).  

 

4. CsA 4 주간 투여 후 real-time PCR 을 이용한 osteopontin (spp1) 

과 TGF-β1 mRNA 정량 비교 및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Real-time PCR 을 이용한 정량검사 결과 신장조직 내 OPN (spp1) 

mRNA 발현은 CsA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으며 

(p<0.01), CsA 단독투여군에 비하여 CsA+MZR 투여군 (p<0.01), 

CsA+LSRT 투여군 (p<0.03), CsA+MZR+LSRT 투여군 (p<0.02) 

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신장조직 내 TGF-β1 mRNA 역시 

대조군에 비하여 CsA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높았으며 (p<0.01), CsA 

단독군에 비하여 CsA+LSRT 투여군 (p<0.05), CsA+MZR+ LSRT 

투여군 (p<0.05)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Table 5)(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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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xpression of osteopontin (spp1) and TGF-β1 mRNA in rat kidney 

detected by real-time PCR after treatment of CsA for 4weeks 

Treatment groups N 

Spp1/GAPDH  

mRNA 

(% ratio) 

p value 

TGF-β1/GAPDH  

mRNA 

(% ratio) 

P value 

VH 2 *100±7 *<0.01 **100±8 **<0.01 

VH+L(50mg/L) 4   81±9     115±44  

VH+M 8   106±43      150±115  

VH+L(50mg/L)+M 4   134±98     127±48  

CsA 8     *320±94
a,b,c

      **301±149
d,e

  

CsA+L(50mg/L) 3     81±43
a,
 <0.03

a
    150±60

d
 <0.05

d
 

CsA+M 8  163±6
b
 <0.01

b
   271±94  

CsA+L(50mg/L)+M 4    81±36
,c
 <0.02

c
    150±55

e
 <0.05

e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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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xpression of osteopontin (spp1) and TGF-β1 mRNA in rat kidney 

detected by real-time PCR and immunohistochemistry stain after treatment 

of CsA for 4 weeks. 

 

5. CsA 7 주간 투여 후 체중 및 혈액화학검사 변화   

몸무게는 대조군에 비하여 CsA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며 

(p<0.05)(Table 6), 혈액검사 소견상 BUN 은 CsA 군에서 의미있게 

상승 되었으며 (p<0.05), creatinine 은 대조군과 CsA 투여 군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다 (Table 7). 

 

Table 6. Body weight changes after treatment of CsA for 7 weeks 

Treatment groups N 0 day 2wks 4wks 6wks 7wks Δ% 

VH 6 222±1 315±5 383±8 458±17 474±15 113% 

CsA 8  230±10 289±12 317±16 345±14 368±17  60%* 

CsA+M 8 217±8 275±12 297±11 296±16 284±25  30%* 

CsA+L(35mg/L)+M 4 221±3 247±23 307±16 347±5 345±4  56%*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p<0.05 

 

Table 7. Blood chemistry changes after treatment of CsA for 7 weeks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Treatment groups N 

Serum CsA  

level 

(ng/mL) 

(Mean±SD) 

BUN Creatinine Cholesterol. Triglyceride 

(mg/dL) 

(Mean±SD) 

(mg/dL) 

(Mean±SD) 

(mg/dL) 

(Mean±SD) 

(mg/dL) 

(Mean±SD) 

VH 6   20.7±1.9 0.7±0.1 101.9±24.2   98.7±12.4 

CsA 8 4479±963   89.7±32.2 1.1±0.3  98.0±11.9  125.1±32.9 

CsA+M 8 3920±1102  101.7±26.6 1.17±0.2 101.7±5.5 178.4±9.8 

CsA+L(35mg)+M 4 4907±1805  73.5±1.6 0.6±0.1 113.2±3.9  138.0±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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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CsA 7 주간 투여 후 사구체 면적 변화  

신장 무게는 CsA 군에서 의미 있게 감소하였으나 (p<0.01), 각 CsA 

투여군들간의 차이는 없었다. 보우만 피막 면적 및 사구체모세혈관 

고리 면적은 CsA 단독 투여군에서 대조군 (VH 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이 감소하였으며 (p<0.01), CsA + MZR, CsA + LSRT, CsA 

+ MZR, CsA+LSRT 투여군에서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증가하였다 (p<0.01)(Table 8). 

 

Table 8. Glomerular areas and kidney weight after treatment of CsA for 7 weeks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a,b,c,d 

p<0.01 (glomerular Bowman’s and tuft area), *p<0.05 (kidney weight) 

 

7. CsA 7 주간 투여 후 만성 조직학적 신독성의 발현 

7주 후 CsA투여군에서 나타난 만성 CsA 신독성의 전형적인 조직학

적 소견을 점수화 하였을 때, 세뇨관 위축, 간질의 섬유화, 단핵구 침

윤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게 발현되었으며 (p<0.01), 세

뇨관 위축, 단핵구 침윤은 CsA 투여 군들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간

질의 섬유화는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CsA+MZR (p<0.01) 및 

CsA+LSRT+MZR 투여군에서 (p<0.05)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Table 

9)(Fig. 3). 소동맥 병변은 대조군에 비하여 CsA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Treatment groups N 

Glomerular 

Bowman’s area 

(10
5
μm

2
) 

Glomerular  

tuft area 

(10
5
μm

2
) 

Kidney weight (g) 

(Mean±SD) 

VH 6 13.86±1.29
a
 11.37±0.99

a
 1.65±0.02* 

CsA 8     8.54±1.81
a,b,.c

     7.75±0.87
a,b,.c

 1.10±0.20* 

CsA+M 8 12.82±1.66
b
 10.60±1.57

b
 1.06±0.12 

CsA+L(35mg)+M 4 12.42±1.93
b
 9.75±1.91

b
 1.43±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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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였으며 (p<0.01), CsA+LSRT+MZR 투여군에서 CsA 단독 투

여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5)(Table 10)(Fig. 4). 

 

Table 9. Tubulointerstitial changes due to chronic CsA nephrotoxicity after 

CsA treatment for 7 weeks 

Treatment groups N Histologic changes 

No. of  

positive 

cases 

P value 

         Tubular atrophy 

VH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6 

0 
<0.01 

CsA 8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5 

3 
 

CsA+M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4 

2 
 

CsA+L(35m/L)+M 4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4 

0 
 

         Interstitial fibrosis 

VH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6 

0 
<0.01 

CsA* 8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2 

6 
 

CsA+M*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6 

0 
<0.01* 

CsA+L(35m/L)+M* 4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4 

0 
<0.05* 

        Mononuclear cell infiltration 

VH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6 

0 
<0.01 

CsA  8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2 

6 
 

CsA+M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3 

3 
 

CsA+L(35mgL)+M 4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3 

1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Score of chronic CsA toxicity by incidence of tubular 

atrophy, interstitial fibrosis, mononuclear cell infiltration (0 : none, 1 : 

<25%, 2 : 25-50%, 3,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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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istologic change due to chronic CsA nephrotoxicity after 7 weeks. 

CsA 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interstitial fibrosis due to 

chronic CsA nephrotoxicity and mizoribine, mizoribine+losartan  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 lesser interstitial fibrosis than CsA treated group 

(trichrome stain, x200). 

 

Table 10. Arteriolopathy after CsA treatment for 7 weeks 

Treatment groups N 
Grade of arteriolopathy 

due to CsA nephrotoxicity 

No. of  

positive 

cases 

P value 

VH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6 

0 
<0.01 

CsA* 8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0 

8 

CsA+M 6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0 

6 
 

CsA+L(100mg/L)+M* 4 
Absent to mild 

Moderate to severe 

2 

2 
<0.05*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Score of arteriolopathy due to chronic CsA toxicity ( 0 : 

none, 1 : rare and non-circumferential, 2 : frequent and non-circumferential, 

3 : circumferenti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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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rteriolopathy due to chronic CsA nephrotoxicity after 7 weeks. 

Circumferential medial hypertrophy and hyalinosis (arrow) developed in 

CsA treated group (PAS stain, x400). 
 

8) CsA 7 주간 투여 후 real-time PCR 을 이용한 osteopontin (spp1) 

과 TGF-β1 mRNA 정량 비교 및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 

7주간의 CsA 투여 후 신장조직내의 OPN (spp1) 과 TGF-β1 mRNA 

발현은 대조군 (VH)에 비하여 각각 1.4배, 3.5배 증가하였으며

(p<0.01), CsA 단독투여 군에 비하여 OPN (spp1) mRNA 발현은 

CsA+LSRT+MZR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며 (p<0.05), 

TGF-β1 mRNA 발현은 CsA+MZR 및 CsA+LSRT+MZR 투여군에

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1)(Table 11)(Fig. 5). 

 

Table 11. Expression of osteopontin (spp1) and TGF-β1 mRNA1 in rat kidney  

detected by real-time PCR after treatment of CsA for 7 weeks 

Treatment groups N 
Spp1/GAPDH mRNA 

(% ratio) 
P value 

TGF-β1/GAPDH mRNA  

(% ratio) 
P value 

VH 6 100±109
a
 <0.01

a
 100±33

a
 <0.01

a
 

CsA 8  1411±686
a,b

    355±70
a,b,c

  

CsA+M 6 1383±493  165±24
b
 <0.01

b
 

CsA+L(35mg)+M 4 674±155
b
 <0.05

b
 241±43

c
 <0.01

c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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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f osteopontin (spp1) and TGF-β mRNA 1 in rat kidney 

detected by real-time PCR (upper) and immunohistochemical stain (lower) 

after treatment of CsA for 7 weeks. 

 

9) CsA 7주 투여 후 anti-rat ED-1 양성 세포 수 변화  

7주간의 CsA 투여 후 신장조직의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 ED-1 양성 

세포 수는 대조군 (VH)에 비하여 CsA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상승하

였으며 (p<0.01), CsA 단독 투여군에 비하여 CsA+MZR 및 

CsA+LSRT+MZR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0.01) (Table 

12)(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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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2. Expression of anti-rat ED-1 (+) cells on immune 

-histochemistry after CsA treatment for 7 weeks 

 

 

 

 

 

 

N; number of subjects, VH; vehicle (olive oil), M; mizoribine, 

L; losartan, CsA; cyclosporine A 

 

 

Fig. 6. Expression of anti-rat ED-1 (+) cell after CsA 

treatment for 7 weeks. CsA 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 increase of anti-rat ED-1(+) cell and 

mizoribine, mizoribine+losartan treated group showed 

significant reduced anti-rat ED-1 (+) cells than CsA 

treated group. 

 

Treatment  

groups 
N 

 ED-1(+) cell count 

(Mean±SD) 
P value 

VH 6 1.7±0.1
a
 <0.01

a
 

CsA 8  63.6±3.8
a,bc

  

CsA+M 6 34.1±5.4
b
 <0.01

b
 

CsA+L(35mg)+M 4 18.3±1.4
c
 <0.01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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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CsA는 calcineurin을 억제하는 면역억제제로서 이식 환자와 자가면역 

질환의 치료에서 우수한 임상적 효과를 보인 반면, 신독성, 간독성, 

신경독성 등의 직접적인 독성작용 및 고혈압, 지질대사이상, 치은의 

비후, 다모증, 악성종양, 심혈관 질환의 위험증가 등 여러 부작용들이 

나타났으며1-3,11,60, 이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부작용은 만성적인 

신독성으로 이는 신장이식 후 만성 거부반응의 중요한 비면역학적 

요인으로 알려져 있고61, Nankivell 등11 은 CsA와 같은 calcineurin 

억제제로 치료받은 거의 모든 신장이식 환자에서 10년 후 만성 

신독성의 양상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62.  

CsA 투여 시 필연적으로 나타나게 되는 만성 신독성의 예방에는 

신독성의 원인이 되는 calcineurin 억제제를 중지하거나 혹은 사용을 

줄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나 현재까지는 CsA을 완전히 대체할 수 

있는 면역억제제가 없어 그 사용이 불가피하며, CsA에 의한 조직학적 

변화는 약물 중지 후에도 지속적으로 남아있으며, 일부에서는 계속 

진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CsA의 만성 신독성을 억제 

하기 위해서는 신독성을 유발하는 중요 발현 기전을 차단할 수 있는 

신독성 억제물질을 개발하여 비가역적인 조직변화를 사전에 차단하는 

것이 가장 최선의 방법이다23,63. 

만성적인 CsA 신독성에 의한 대표적인 조직학적 변화는 비가역적인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와 특이적으로 나타나는 사구체 구심성 소동맥 

병변이며, 동맥벽의 파괴, 혈관 근세포의 괴사 및 내강의 점진적인 

협착으로 이어지는 변화를 말하는데, Young 등64 은 염분 제한 

모델의 백서에서 인체와 같은 소동맥 병변을 유발시켜 시간의 경과에 

따른 변화를 기술하였는데, 초기에는 사구체 수입 소동맥의 평활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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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의 호산성 과립상 변화가 오며 점차 평활근 세포의 공포화와 

혈관벽의 유리질 침착으로 진행하였고 전자현미경 및 

면역조직화학검사를 통해 호산성 과립의 증가부위에서 renin이 

증가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혈관변화는 변화된 혈관을 

둘러싸는 띠모양의 간질섬유화를 야기하게 되며65, Myers 등25 은 

CsA에 의한 만성적인 구심성 소동맥의 손상이 결국은 비가역적인 

신장조직의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근원이라고 보고하며, 혈관 변화를 

CsA에 의한 진행성 비가역적 만성 신독성의 특이적인 형태라고 

제시하였다. 그러나 Morozumi 등66 은 일반적으로 비가역적인 

변화로 알려져 있는 신독성에 의한 혈관 변화도 치료 기간에 따라서 

가역적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고, 소동맥 병변은 

CsA 중단 후 회복될 수 있으나, 세뇨관 간질의 변화는 원상으로 

회복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67, 68.  

혈관 변화 외에 또 다른 중요한 조직 변화인 세뇨관간질의 섬유화는 

띠모양으로 나타나는 것이 특징적이며 이는 신장의 수질부에서 

시작되어, 피질부로 진행하며 신기능의 저하를 유발할 수 있다 26. 

세뇨관위축 및 간질의 섬유화는 소동맥 수축에 의한 허혈성 

변화만으로는 완전히 설명되지 않으며 그 실험적 증거 중의 하나가 

소동맥 수축을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알려진 endothelin 의 

길항제를 투여하여 혈관을 확장시켜도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를 

완화시키지 못한다는 것이다 45. 따라서 만성 신독성의 조직학적 

변화들 중 약물 중단 후에도 비가역적으로 진행하는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를 생성 전 단계에서 억제하는 것이 가장 필수적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성 조직학적 CsA 신독성의 가역성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의 

여지가 있다. 기존의 보고들과는 달리 두 가지 용량의 C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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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mg/kg 와 15mg/kg) 투여로 만성 신독성을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CsA를 중지하고 5주가 경과 한 후 두 가지 용량 투여군 모두에서 

신기능의 회복과 조직학적인 신독성인 세뇨관간질의 섬유화와 소동맥 

병변의 감소가 나타나기 시작하였으며, 10주 후에는 세뇨관간질의 

섬유화가 소실되었음을 보고하였고, 이러한 변화의 기전에는 OPN과 

TGF-β1의 감소와 피부증식인자 (EGF)의 증가, 세포자멸사의 감소가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69.  

본 연구에서는 서론에서 기술한 기존의 연구 결과들을 참고하여 

신독성 억제를 위한 약물로 MZR과 LSRT을 선택하여 신독성의 억제 

정도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4주간 CsA 투여 후 전형적인 만성 

신독성의 양상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주로 신독성의 초기 

조직 변화 소견인 세뇨관 상피세포의 공포화와 탈락 현상이 보였고, 

CsA+MZR 투여군에서 세뇨관의 변화가 감소하였다 (p<0.01). 

이러한 결과로 기존의 보고들에서는 언급되지 않았던 MZR의 급성 

세뇨관변화에 대한 억제 기능이 제시되었으며, MZR 관련 기존 

연구들에서는 급성 세뇨관 변화의 억제기전에 대한 제시는 없었다. 

따라서 세뇨관 세포의 변화 및 사멸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endothelin-1 과 세포자멸사에 대한 MZR의 역할을 규명하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7주 후 CsA투여군에서 나타난 만성 CsA 신독성의 전형적인 조직학

적 소견을 점수화 하였을 때, 세뇨관 위축, 간질의 섬유화, 단핵구 침

윤, 소동맥 병변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게 발현되었으며, 

세뇨관 위축과 단핵구 침윤은 CsA 치료 군들 간에 의미있는 차이가 

없었으나, 간질의 섬유화는 CsA 단독투여 군에 비하여 CsA+MZR 

및 CsA+LSRT+MZR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였으며, 소동맥 병

변은 CsA+LSRT+MZR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여 MZR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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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SRT 동시 투여군에서 비가역적인 섬유화와 소동맥 변화가 단독 투

여시 보다 효과적으로 차단 되었음을 확인하였다.  

만성신독성의 발현 기전에는 혈역학적 변화와 비혈역학적 변화가 

관여하며, CsA 의 장기투여시 혈역학적 변화 즉 혈관의 수축과 신장내 

혈관의 저항의 증가가 빠르게 사구체여과율과 신혈류량을 감소시켜 

결국 허혈성 신손상을 유발하게 된다 11. CsA 가 혈관수축을 일으키는 

기전에는 신장 내 RAS 항진, prostaglandin 과 thromboxane 의 

불균형, endothelin-1 의 증가 및 교감신경계의 항진이 

관여한다 42,70-73. Endothelin-1 은 강력한 혈관수축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혈관의 강도를 조절하여 신혈류량, 사구체여과율과 나트륨의 

흡수에 관여하며, 세포외 기질의 축적과 간질의 섬유화에 영향을 

주어 직접적인 사구체의 조직학적 변화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길항제를 투여하여도 간질의 섬유화는 억제되지 

않았고 72, 혈관수축 만으로는 만성 CsA 신독성에서 주로 나타나는 

비가역적인 조직학적 변화의 원인으로 충분하지 못하였다. 

비혈역학적인 원인으로는 신장 내 RAS의 항진이 CsA의 만성 

조직학적 신독성을 일으키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CsA이 

신장 내 renin의 분비 증가를 촉진하여 RAS을 항진하게 된다74. 

저염식이 모델의 동물에서 CsA 투여는 사구체여과율을 감소시키며, 

장기간의 CsA 투여 환자에서와 유사한 만성 신독성의 조직 변화를 

보이게 되는데, 이는 저염식이가 RSA를 활성화 하고 angiotensin II의 

증가를 유발하며, 신혈류의 혈역학적 변화를 유발하여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이러한 신독성 모델을 통하여 CsA는 renin과 angiotensin 

II의 항진으로 RAS를 활성화하고, RAS 가 신독성의 발현에 필수적인 

요소임을 확인 할 수 있다 39,43,63,75,76. 또한 angiotensin II 는 

섬유모세포를 활성화하며, 세포외 기질의 축적과 신조직의 상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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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발하고, 백서에서 angiotensin II의 만성적인 투여는 CsA 만성 

신독성에서 나타나는 조직학적 변화와 유사한 세뇨관간질의 병변을 

유발하였다77-79.   

본 연구에서도 저염식이 모델을 이용하여 4 주 및 7 주에 신독성의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전형적인 만성신독성의 조직학적 모델은 

7 주간의 투여로 얻을 수 있었다. 이는 일반적인 8 주~10 주령 이상의 

성인 쥐에서 시행한 것과 같은 CsA 용량의 동일 연구 모델에 비하여, 

신독성의 형성기간이 길었으며, 연령이 어릴 수록 저염식이에 의한 

RAS 활성화와 신독성의 발현에 저항성이 높을 가능성을 생각하게 

되었으나, 기존의 연구결과들에서는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한 평가가 

없어, 향후 연령에 따른 저염식이 후 나타나는 RAS 활성도에 대한 

평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RAS 의 활성화는 혈역학적으로 혈관수축에 작용하여 신허혈을 유발 

할 뿐만 아니라. 비혈역학적인 기전으로 세뇨관간질의 염증을 

자극하고, TGF-β1 을 항진하고, 신세포의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같이 RAS 활성화는 신독성 형성과정의 여러 

중요한 단계에서 전반적으로 관여하고 있으므로, 이는 RAS 의 

길항제인 ACE inhibitor (ACEI) 와 angiotensin II receptor blocker 

(ARB) 가 신독성의 진행을 억제하는 신보호 작용을 할 수 있는 

이론적 기반이 된다 22,31,35,80.  

본 연구에서 기존 연구들에서이 이미 독립적인 신독성의 억제작용을 

보고하였던 LSRT 을 선택하여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단독 투여에서는 

신독성의 억제 작용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다른 

면역억제제와의 병행 투여 시 적정한 용량에서 상승작용을 보여 

의미있는 억제 효과를 보였고, 향후 신독성 억제를 위한 보조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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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조직학적 신독성의 기전에는 많은 분자생물학적 요인이 

관여한다. 가장 중요한 조직 변화인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에 앞서 

간질의 염증 변화가 선행하는 것으로 볼 때 화학유인물질의 항진과 

이로 인한 염증세포의 침윤이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백서를 이용한 저염식이 하 만성 CsA 신독성 모델에서 

단핵구의 침윤은 신피질과 수질의 바깥쪽에서 나타나고, 간질의 

대식세포 침윤은 신독성 발현의 초기 현상으로 사구체여과율의 

감소와 간질의 섬유화 이전에 나타나며, 이러한 변화에 이어서 

간질과 세뇨관세포의 증식이 수질부에서 시작되어, 피질부의 

섬유화로 진행되게 된다 34,81. 대식세포는 사이토카인의 공급원이자 

염증반응의 매개역할을 하고, 신실질에서 섬유화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82. Angiotensin II 역시 대식세포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어, 대식세포의 증가 및 활성화에 작용한다 83. 

OPN 은 이러한 대식세포와 단핵구의 화학주성을 자극하는 역할을 

하며, 이러한 작용은 in vivo 및 in vitro 실험에서 모두 

증명되었다 84-86. 또한 OPN 을 피하주사 한 후 대식세포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anti-OPN 항체가 이를 억제하는 것으로 

증명되었다 87. OPN 은 신장 내에서 주로 신수질 부위의 헨레 고리와 

원위세뇨관에서 발현되고, 신피질에서는 정상적으로 발현되지 않으며, 

OPN 의 상승 조절은 대식세포의 침윤과 강한 인과관계가 있다 88-91. 

CsA 투여는 신장 내에서 OPN 의 발현을 증가시켜 간질의 대식세포 

침윤과 섬유화를 유발하게 된다 22,81. OPN 은 CsA 투여한 쥐의 

신장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정상적으로는 잘 발현되지 않는 신피질 

부위에서 발현이 뚜렷하게 증가한 것이 관찰되었으며, OPN 이 강하게 

발현된 부위에서 대식세포의 침윤과 섬유화가 심하게 나타나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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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견되어, 만성 조직학적 신독성의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63. 

본 연구에서도 신장조직에서의 OPN (spp1) m-RNA 를 real time 

PCR 로 정량한 결과, 신독성 억제효과는 OPN 의 하강 조절과 의미 

있는 상관관계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면역조직화학염색에서도 

CsA 투여군에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잘 발현되지 않는 신피질 

부위의 OPN 발현이 의미있게 증가였고, anti-rat ED-1 양성 세포의 

발현 비교에서도 CsA 군에서 의미있게 증가한 반면, MZR 혹은 

LSRT 투여군에서 의미있게 감소하여 신독성 억제작용에 OPN 의 

억제가 중요한 기전으로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TGF-β1 는 사구체 경화증과 세뇨관간질의 섬유화를 동반하는 신장 

질환들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사이토카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CsA 

투여 용량에 비례하여 TGF-β1 의 발현이 증가되고, CsA 에 의한 

TGF-β1 상승 조절작용은 세포외 기질의 증가를 통한 세뇨관 간질의 

섬유화로 연결된다 92,93. RAS 활성화는 CsA 투여에 의한 TGF-β1 의 

증가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ACEI 인 enalaprilat 과 ARB 인 LSRT 는 

저염식이 쥐를 이용한 CsA 만성 신독성 모델에서 TGF-β1 mRNA 를 

감소시켜 세뇨관간질의 섬유화를 억제하였으며, 알도스테론의 

길항제인 spironolactone 도 신장 내 TGF-β1 상승 조절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40,79, LSRT 단독 투여에서도 신장이식 환자의 

혈중 TGF-β1 농도를 감소시킨 것으로 보고되었다 94. 

저염식이를 이용한 CsA 만성 신독성 백서모델에서 TGF-β1 특이 

항체가 TGF-β1 을 감소시키고, 사구체여과율의 감소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으나 49, 세뇨관간질의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는 

연구결과가 있어 TGF-β1 이 CsA 만성 신독성으로 나타나는 간질의 

섬유화에 관여하지만, CsA 투여 후 나타나는 세포외기질의 증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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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실질의 반흔의 형성의 모든 과정을 주도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다 95. TGF-β1 은 생물학적으로 비활성화된 복합체로 분비되어 생체 

내에서의 활성화 과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TGF-β1 m-RNA 의 

증가만으로는 신장 내에서의 역할 여부를 완전하게 증명할 수 없어 

면역조직화학염색을 통한 확인이 필요하다 96-99.  

본 연구에서도 m-RNA real-time PCR 정량과 함께 

면역조직화학염색을 동시에 시행하여 실제로 신장 조직 내에서의 

발현과 작용부위를 확인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MZR 의 억제기전을 

OPN 과 대식세포의 활동만으로 해석하거나, mRNA 정량만으로 

판단하였으나 56, 본 연구에서는 TGF-β1 을 함께 비교하여 RAS 의 

영향을 고려하였고 m-RNA 정량 검사와 함께 조직 내에서의 발현을 

연관하여 비교한 결과 MZR 은 OPN (spp1) 과 TGF-β1 mRNA 의 

조직 내 발현을 의미 있게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며, LSRT 과 

함께 투여하였을 때 OPN (spp1) mRNA 신장조직내 발현을 의미 

있게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OPN 과 TGF-β1 발현의 억제가 

신독성에 의한 조직학적인 손상을 억제하는 기전으로 생각되었으며, 

만성 신독성의 의한 간질의 염증성 변화와 간질의 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예방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어린 백서에서 기존의 연구방법에서 제시된 100 

mg/L 로 식수에 투여한 결과 체중이 현저히 감소하고 BUN 과 

creatinine 이 CsA 투여군보다 현저히 증가하는 독성 증상을 보여 50 

mg/L 의 저용량으로 추가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평균 35 mg/L 로 총 

7 주간 투여하였다.  7 주후 LSRT 투여군은 CsA 투여군에 비하여 

조직소견에서 간질의 섬유화를 의미 있게 억제하였으며, MZR 과의 

병행투여에서 소동맥 병변을 의미있게 감소시켰다. 또한 real-time 

PCR 정량에서도 신장 조직 내 OPN (spp1) mRNA 의 발현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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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억제하였고, MZR 과의 동시 투여에서 TGF-β1 mRNA 의 조직 

내 발현을 의미있게 억제한 것으로 볼 때 단독 혹은 다른 

면역억제제와의 병행투여에서 CsA 신독성의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나, 특히 소아에서의 LSRT 투여는 용량을 

신중하게 결정하여 독성 반응을 방지하고, 내약성에 대한 면밀한 

관찰이 필요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정상적인 백서에서의 사구체의 성장은 생후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생후 5 주부터 2 년 까지 직선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26 주 경까지 가장 사구체의 용적의 변화가 큰 것으로 

보고되었다 100. CsA 가 사구체 용적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 CsA 장기투여 후 사구체 용적 특히 사구체혈관고리 

용적의 감소가 쥐를 이용한 동물 실험에서 보고되었고 58, 실제 성인 

및 소아의 CsA 투여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보고되었다 57,59. 

특히 성인이 되기 전까지 소아연령은 사구체의 성장이 활발한 

시기이므로 성장을 완료하였거나 둔화되기 시작한 성인보다 CsA 의 

영향이 클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약물을 이용한 효과적인 신독성의 

억제는 사구체 성장에도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생후 6 주의 백서를 대상으로 7 주간의 CsA 투여로 

만성 신독성이 확립된 이후 사구체 면적을 비교하였으며, CsA 투여로 

사구체의 면적이 의미있게 감소하여 사구체성장에 저해 요인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었으며, MZR 과 LSRT 의 병행투여로 CsA 에 

의한 사구체 면적의 감소가 의미있게 개선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사구체의 면적은 보우만 피막과 사구체혈관고리 면적을 모두 

측정하였으며, CsA 투여군에서는 두 가지 면적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두 면적의 차이인 보우만 공간의 감소가 두드러졌고, MZR 혹은 

LSRT 투여군에서는 두 가지 면적의 감소가 모두 개선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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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우만 공간이 잘 유지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사구체주위로 

간질의 섬유화가 진행되면서 사구체혈관고리 면적과 함께 보우만 

공간의 축소가 있었으며, 억제 약물에 의한 간질의 섬유화 감소가 

이를 개선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번 연구의 제한 점은 4 주간의 CsA 투여 후 전형적인 만성 

신독성의 발현이 보이지 않아 7 주간으로 연장할 때, 동물실험실 

여건상 2 차 실험의 실험군과 대조군의 감소가 불가피하였고, 초기 

예상치 못한 LSRT 의 심한 독성증상으로 실험군간 동물 수의 차이가 

생긴 것이 문제로 지적되었으나 최소한의 대조군 및 실험군의 숫자를 

유지하여 진행하였기에 실험결과의 신뢰성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연구 목표는 1)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구들보다 대상연령이 

어린, 사춘기 이전의 생후 6 주 백서를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였으나, 

소아 신증후군의 호발 연령이 2-8 세 이므로, 스테로이드 저항성으로 

CsA 를 사용할 가능성이 높은 10 세 이전의 소아연령에 해당하는 

생후 4 주 이전의 어린 백서 모델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하여 실제 

임상 적용에 이용하고자 하며, 2) CsA 만성 신독성이 확립된 이후 

약물을 종료한 상태에서 이번 연구의 대상 약물들을 투여하여, 이미 

확립된 만성 신독성의 가역적 변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지 알아보고, 

3) MZR, LSRT 투여군에서 보였던 사구체 면적 축소의 개선 현상이 

MZR, LSRT 자체의 신독성 억제 결과인지, 아니면 IGF-1, IGFBP3 등 

성장 관련 다른 인자들의 상승 조절이 관련되었는지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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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를 통하여 소아기에 CsA 치료로 나타나는 급성 세뇨관 

손상 혹은 만성신독성의 예방적 치료제로서 MZR 은 OPN 과 TGF-β1 

의 발현을 감소시켜, 간질의 염증성 변화와 간질의 섬유화, 소동맥 

병변 같은 신독성에 의한 조직학적인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LSRT 은 어린 백서에서 내약성이 매우 중요하였으며, 

적절한 용량을 투여할 경우 단독 혹은 다른 면역억제제와의 

상승작용으로 조직학적인 만성신독성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CsA 에 의한 만성 신독성은 사구체 성장이 활발한 

성인기 이전의 백서에서 사구체 성장을 억제하며, MZR 과 LSRT 

투여는 사구체성장 억제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고, 조직학적인 

신독성의 억제 작용이 사구체 성장에도 기여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결과로 CsA 투여가 필요한 소아에서 MZR 과 LSRT 의 단독 

혹은 병행 투여는 신독성의 억제를 위한 길항제로 치료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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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herapeutic benefits of cyclosporine A (CsA) are often limited 

by the chronic nephrotoxicity of its long-term use. Chronic 

nephrotoxicity is manifested by renal function impairment and 

progressive irreversible histopathological kidney lesions 

characterized by tubular atrophy, interstitial fibrosis, and more 

specific afferent arteriolopathy. 

The pathogenesis of chronic CsA-induced nephropathy is 

multifactorial. The main factors include 1) activation of the 

intrarenal renin-angiotensin system (RAS), 2) renal ischemia via 

arteriolar constriction 3) increases in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 and 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osteopontin (OPN). 

Mizoribine (MZR) suppresses the infiltration of macrophages, which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evelopment of interstitial fibrosis and 

ameliorate the interstitial fibrosis of obstructive nephropathy in 

rats . Based on the above findings, MZR may prevent chronic CsA 

nephropathy. To verify this hypothesis, MZR was administered to 

CsA treated rats.  

The RAS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pathogenesis of chronic CsA 

induced nephropathy. Blocking this system with either losartan 

(LSRT) as an angiotensin II blocker (ARB), or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inhibitors (ACEI) suppresses the express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and profibrogenic cytokines and thus 

prevents the fibrosis induced by CsA. This study tested the 

hypothesis that the concurrent administration of MZR and LSAR may 

prevent CsA induces chronic nephropathy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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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x weeks old male Spuraque-Dawley rats (weighing 200-220g) 

maintained on a low salt diet were given vehicle, CsA (15 mg/kg), 

CsA and LSRT (30 mg/kg/day), CsA and MZR (5 mg/kg), or a 

combination of CsA, LSRT, and MZR for 4 and 7weeks. Basic blood 

chemistry examination (CsA level, BUN, creatinine,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istopathology (tubular vacuolization and drop out, 

arteriolopathy, tubulointerstitial fibrosis, and inflammatory cell 

infiltration) was compared among treated groups. Inflammatory and 

fibrotic factors, OPN and TGF-β1 were studied by immune 

histochemistry and mRNA quantification with real-time PCR. 

MZR attenuated the tubular cell vacuolization and drop out at 

4weeks (p<0.05). MZR and MZR+LSRT reduced tubulointerstitial 

fibrosis at 7 weeks (P<0.01, p<0.05). Arteriolopathy was decreased 

in MZR+LSRT at 7 weeks (p<0.05). OPN and TGF-β1 mRNA 

expression was decreased in MZR (p<0.01) and MZR+LSRT 

(p<0.05) at 4 weeks. OPN mRNA expression was decreased at 

7weeks in MZR+LSRT (p<0.05). TGF-β1 mRNA expression was 

decreased at 7 weeks in MZR (p<0.01) and MZR+LSRT (p<0.01). 

ED-1(+) cell decreased in MZR (p<0.05) and MZR+LSRT (p<0.05). 

Glomerular size (Bowman’s area and tuft area) decreased CsA 

group and recovered in MZR (p<0.01) and MZR+LSRT (p<0.05) at 

7weeks. 

This study clearly demonstrated that MZR has protective effects 

on inflammatory process in chronic CsA nephropathy and led to 

improvement of tubular damage, tubulointerstitial fibrosis and 

arteriolopathy by down regulation of OPN and TGF-β1. In combined 

treatment with MZR, LSRT provided synergistic effects in 

attenuating inflammatory and fibrotic processes in this rat model of 

chronic CsA induced nephropathy. Glomerular size is significantly 

reduced CsA treated rat in Bowman's and glomerular tuft area. MZR 

and LSRT treated groups showed significant little decrease of 

glomerular size than CsA tread group. In conclusion, MZR and LSRT 

can be used for protecting agent of chronic histologic CsA 

nephrotoxicity and glomerular size contraction as a adjuvant for 

long term CsA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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