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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피부 교원질의 합성과 분비를 조절하는 톨-유사수용체 3 및 

프로테아좀 매개 기전의 탐색과 

경피증양 마우스 모델에서의 항 섬유화 효과 

 

톨-유사수용체 (Toll-like receptor, TLR)는 내재 면역 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단백 수용체이다. TLR 은 면역학적 기능 

외에도 여러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섬유아세포에서의 발현 및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교원질은 

구조 유지 및 노화에 관련된 외형 변화 과정에서 중요한 구조 

단백질로, 외적 또는 내적 자극에 따라 그 생성과 분해를 조절하는 

여러 기전이 존재한다. 교원질로 대표되는 피부 구조 단백질의 증가, 

감소는 각각 경피증, 피부 노화 등의 병적 또는 생리적 변화와 피부 

주름 등의 외형 변화의 원인으로 작용한다. 사전 연구인 인체 

섬유아세포에서의 TLR 의 발현 양상 및 교원질 생성 조절 기전 연구 

결과 인체 섬유아세포에는 TLR-2, -3, -5, -6, -7, -8, -9 가 

발현됨이 확인되었다. 이 중 TLR3 의 활성화에 의해 특징적으로  

세포 외로 분비되는 교원질의 양이 감소하였고, 프로테아좀 저해제 

투여시 이러한 변화가 회복됨을 관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경피증 

유사 생쥐 모델에서의 상기 효과의 재현 여부를 실험을 통해 



밝힘으로써 상술한 질병 및 생리적 변화의 알려지지 않은 병리 기전 

규명 및 향후 새로운 치료 및 조절 방법 개발의 기반이 될 연구 

결과를 얻고자 하였다.  

4 주령 T 세포 결핍 BALB-c/nu 생쥐 30 마리를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누어 10 ㎍/g 의 블레오마이신과 1 ㎍/g, 5 ㎍/g, 

25 ㎍/g 의 Poly I:C 를 2 주 간격으로 연속하여 병행 투여하였다. 양성 

대조군 대비 고용량 (25 ㎍/g)의 Poly I:C 투여군에서 육안 현미경 상 

진피의 두께 감소가 확인되었다. Poly I:C 의 투여에 의해 

증가된 mRNA 의 양과는 상반된 결과로  축적된 1 형 교원질 양의 

감소가 관찰되어 생체 내에서도 같은 기전을 이용한 교원질 생성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경피증양 피부 섬유화 모델 생쥐에서 

TLR3 리간드의 투여에 의해 섬유화가 저해되는 효과가 생체 내에서 

재현 가능함을 확인하였으며, 향후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피부 

질환의 알려지지 않은 병리 기전의 규명, 또는 새로운 치료 방법 

개발의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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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되는 말 : 톨-유사 수용체 3, 프로테아좀, 경피증, 교원질, 

섬유아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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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부 교원질의 합성과 분비를 조절하는 톨-유사수용체 3 및 

프로테아좀 매개 기전의 탐색 및 

경피증양 마우스 모델에서의 항섬유화 효과 

 

<지도교수 정기양>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구 본 철 

 



 

5 

 

Ⅰ. 서론  

 

1. 톨-유사 수용체 

 

톨-유사수용체 (Toll-like receptor, TLR) 는 일종의 패턴 인지 

수용체(pattern recognition receptor)로, 외부 병원체에 대한 내재 

면역 기능을 유도하는 세포막 또는 세포질의 수용체 단백질이다. 

TLR은 병원체 등의 외부 리간드에 대해서는 높은 수준의 특이성을 

가지나 진화 단계에 따른 변이와 다양성은 상대적으로 적어 종간 

보존성이 높고, 척추동물과 비척추동물의 세포들에서 광범위하게 

관찰된다. 

현재 TLR-1 부터 -9 까지 총 9 가지의 TLR 아형에 대해 리간드 

(ligand)와 접합 단백 (adapter protein), 세포 내에서의 위치, 발현이 

관찰된 세포 등의 정보가 알려져 있으며 그 외 -10, -11, -12, -13, 

-15 등의 새롭게 발견된 TLR 들의 경우 부분적인 보고만이 이루어져 

있다 (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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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TLR의 종류와 특성 (http://en.wikipedia.org/wiki/Toll-

like_receptor) 

 

TLR의 유전자는 인터류킨-1 (interleukin-1)과 Toll-IL-1 

http://en.wikipedia.org/wiki/Toll-like_receptor
http://en.wikipedia.org/wiki/Toll-like_recep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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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용체(Toll-IL-1 receptor: TIR)라는 공통 유전자 영역을 가지고 

있어 IL-1R/TLR superfamily로 분류된다. TLR은 활성화 될 경우 

다양한 신호 전달 체계 (signaling pathway)의 활성화를 속발시키며, 

TIR의 세포 내 특정 영역에서 이러한 신호 전달체계의 활성화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IR은 TLR의 종류에 따라 MyD88, 

TIRAP, TRIF, TRAM등으로 그 종류가 다양한 부착 단백(adaptor 

protein)들에도 공통적으로 발현된다 (그림 1)  

 

 

 

그림 1. TIR 영역 (Toll-IL-1 receptor domain)을 포함하는 부착 

단백들. (Takeda K and Akira S,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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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신호전달체계의 활성화는 특정 전사 인자로 하여금 특정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 증가를 유도하게 된다. 대부분의 TLR은 

MyD88을 경유하는 신호 전달 체계를 통해 전사 인자인 NF-kB를 

통해 면역 반응을 유도, 활성화하는 염증 매개 싸이토카인들의 

전사를 증가시킨다 (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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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MyD88 의존적 신호 전달 체계. (Takeda K and Akira S,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2004) 

 

반면, TLR3 은 MyD88 비의존적으로 TRI 부착 단백에 의해 

매개되는 전사 인자 IRF3 에 의해 IFN-β 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독자적인 기전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이 기전은 

TLR4 에서도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3).  이 

때 주된 역할을 하는 아형은 IFN-β이나 IFN-α 역시 유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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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MyD88 비의존적 신호 전달 체계 (Takeda K and Akira S, 

Journal of Dermatological Science 2004) 

 

피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에서 각 TLR 의 발현 정도와 기능적 

활성화는 세포의 종류에 따라 매우 다양하게 나타나나, 면역학적 

기전에 관여하는 각질세포 (keratinocyte) 나 수지상세포 (dendritic 

cell) 등 다른 세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 기능이 미미한 

섬유아세포 (fibroblast) 의 경우 발현 양상과 기능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2. 톨-유사 수용체의 다른 기능들  

 

TLR은 알려진 내재 면역 조절 기전 이외에 특이적인 생체 내 

조절기능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기능은 세포 고사 (apoptosis) 를 유도하는 것으로, 

MyD88 의존적 경로보다는 바이러스를 외부 리간드로 수용하는 

TLR3 의 경우에서와 같이 MyD88 비의존적 경로에 의해 훨씬 

강하게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보다 보존적인 생체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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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전으로 생각된다. TLR 에 의한 세포 고사 유도 기전은    TLR2. -

3, -4 에서 서로 다른 하부 기전에 의해 매개됨이 알려져 있다 (그림 

4). 

 

 

그림 4. 세포 고사를 유도하는 TLR 매개 신호 전달 체계. 유전자 

결핍 생쥐를 이용한 실험 결과, TLR3 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 고사 

효과가 상대적으로 강력함이 알려져 있다. (Salaun et al, Eur. J. 

Immunol 2007) 

 

특정 TLR 에 의한 세포 주기 조절 또한 TLR 의 비 면역학적 

기능으로 알려져 있다. TLR5 는 Aktser473–p27 복합체의 분해를 통해 

세포 주기의 순환과 세포 분열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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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TLR3 과 -4 에 의한 IFN 의 autocrine signaling 을 통한 p27 의 

축적 기전과는 반대되는 작용이다 (그림 5).  

 

 

 

그림 5. 세포 주기를 조절하는 TLR 매개 신호 전달 체계.  (Hasan 

UA et al., Proceedings of National Academy of Science, USA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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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교원질의 합성 

 

피부의 탄성과 구조는 주로 진피의 세포 외 기질에 의해 유지된다. 

교원질 (collagen) 은 진피 건조 중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가장 

중요한 섬유성 단백질로, 현재까지 약 29 종의 교원질이 알려져 

있으며 이 중 피부와 결합 조직의 경우 제 1 형 교원질 (type I 

collagen)이 가장 많은 구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다. 제 1 형 전교원질 

(type I procollagen) 은 성숙된 제 1 형 교원질의 전구체로, 글리신 

(glycine) 과 프롤린 (proline) 이 풍부한 두 개의 alpha 1 사슬과 

하나의 alpha 2 사슬로 이루어진 삼중합체 (trimer) 구조로 이루어져 

있다. 제 1 형 교원질의 합성은 COL1A1 과 COL1A2 유전자에 의해 

각각 Alpha 1 과 -2 사슬이 전사되는 것으로 시작된다. 이후 소포체 

(endoplasmic reticulum) 으로 이동한 Alpha 1 과 -2 사슬은 신호 

서열 (signal sequence)의 제거 과정을 거친 후 일부 라이신 (lysine) 

과 프롤린기에 수화 (hydroxylation) 가 발생한다. 이 중 일부 수화된 

아미노산기는 다시 당화 (glycosylation) 과정을 거친다. 수화된 

아미노산기 사이의 수소 결합과, 당화된 아미노산기 사이의 

이황화결합 (disulfide bond) 에 의해 특징적인 삼중 나선 (tr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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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lix) 구조의 전교원질이 형성된다. 이러한 입체 구조의 형성과 접힘 

(folding) 과정에 의한 3 차원적 구조의 형성은 전교원질의 세포 외 

분비에 필수적인 과정이다. 골지체 (Golgi apparatus)를 통해 세포 

외로 분비된 전교원질은 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 양측 말단의 

펩타이드 일부가 절단된 후 서로 연결되어 성숙된 형태의 섬유성 

단백질을 형성한다. 

 

4. 교원질 합성의 전사 후 조절  

 

결체 조직으로서의 피부의 성질을 규정하는 진피의 주요 구성 

성분인 교원질과 세포외 기질은 주로 섬유아세포에 의해 생성되며 

조절 기전에 이상이 발생할 경우 표현형의 변화를 초래하고 여러 

결체조직 질환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제 1 형 교원질의 합성은 유전자 단위에서의 발현 변화 이외에도 

여러 단계의 전사 후 기전에 의해 조절된다 (표 2). 안정적인 3 차 

구조를 형성하기 위한 여러 단계의 전사 후 조절 단계에는 다양한 

효소들이 관여하며 (표 3), 접힘 구조의 형성에는 HSP-47 등의 

샤페론 (chaperone) 단백질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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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교원질 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종류의 효소와 각각의 특징.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7th eds, 2008)  

 

 

 

표 3. 교원질 합성의 세포 내 전사 후 조절 기전과 해당 기전의 

기능. (Fitzpatrick’s Dermatology in General Medicine, 7th eds,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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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다양한 전사 후 조절 기전의 존재는 교원질의 생성 과정에 

있어 강력한 질적 관리 (quality control) 기전의 필요성을 시사한다. 

실제로 전사 단계에서의 변화와 오류 이외에도 전사 후 조절 기전의 

이상에 의해 단백질의 정상적인 2 차 또는 3 차 구조를 형성되지 못할 

경우, 비정상적인 교원질의 세포 외 기질로의 분비를 막기 위해, 또는 

세포 내 비정상적인 단백질의 축적을 막기 위해 작동하는 기전들이 

알려져 있다. 그 중 대표적으로 리소좀에 의한 자가 탐식 

(autophagy) 또는 프로테아좀 (proteasome) 에 의한 세포 내 분해 

(intracellular degradation) 등을 들 수 있다. 그러나, 피부 

섬유아세포의 교원질 합성 및 분비 과정에서는 이러한 조절 기전의 

양상이 잘 알려져 있지 않다.  

정상적인 상태의 섬유아세포에서는 생성된 전교원질의 약 15%가 

세포 내에서 소실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정상적인 3 차 구조의 

전교원질의 경우 소실율은 더욱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교원질의 전사 후 조절 기전이 교원질 합성 및 분비에 

있어 결과적으로 상당한 차이를 야기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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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프로테아좀 

 

프로테아좀은 세포 내에서 잘못 번역된 단백질을 분해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으로 다양한 종류의 단백 분해 효소와 

유사한 단백 분해능을 가진다. 프로테아좀은 크게 목표 단백질의 

인식 (recognition)을 담당하는 26S subunit 단백 분해능을 갖는 20S 

subunit 으로 구성되어 있다. 프로테아좀에 의한 단백 분해 과정의 

시작은 프로테아좀에 해당 단백질을 인식시키는 유비퀴틴 

(ubiquitin)이 사슬 구조의 중합체를 이루어 단백질과 결합하는 

과정인 유비퀴틴화 (ubiquitinization)에 의해 매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단백질의 유비퀴틴화는 일련의 효소군인 E1, E2, E3 ligase 에 

의해 매개되며, 그 기질에 대한 특이성과 기질의 특정 residue 의 

존재에 대한 연구는 점차 그 보고가 늘고 있는 추세이나, 교원질에 

대한 세부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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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섬유화를 특징으로 하는 피부질환 

 

경피증 (Morphea), 전신성 경화증 (Systemic sclerosis), 

혼합결체조직질환 (Mixed connective tissue disease), 켈로이드 

(Keloid), 경화부종 (Scleredema) 등은 모두 교원질의 과생산 및 

과축적을 특징으로 하는 질환이다. 이들 질환의 병인으로는  

섬유아세포에서 과도한 교원질의 생성 및 분해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염증 반응과 그로 인한 싸이토카인의 분비 변화가 거론되어 

왔다. 그러나 초기에는 각기 다른 염증성 반응 및 면역학적 이상을 

나타내데 반해, 진행될수록 서로 유사한 표현형과 병변 특성을 

나타내는 현상 또한 관찰된다. 예를 들어 혈관내피세포의 손상과 

기능 저하로 인한 vWF, Factor VIII, PDGF 등의 유리와 이로 인한 

이차적인 IL-1, TNF-α, IL-6, IL-8 등의 싸이토카인의 유리로 인한 

염증 반응은 전신성 경화증에 특징적이나 언급된 여타 

질환들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아, 이러한 특이 염증 반응의 유도가 

섬유화를 형성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되지는 

않는다. 표현형과 선행 염증 반응의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는 현상에 

대한 다른 보고로, Fibrillin-1 이나 ß6 integrin 등의 구조 단백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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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핍되었을 경우나 T 림프구가 결핍된 개체에서도 유사한 표현형이 

나타날 수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이는 교원질 합성을 조절하는 

별도의 기전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7. 피부 섬유아세포의 TLR 발현과 교원질 생성 조절 

 

본 연구의 배경이 된 소속 연구실의 선행 연구 결과, 피부 

섬유아세포에서는 TLR2, -3, -4, -5, -6, -7, -8이 발현됨이 

관찰되었다 (표 4). 이들 중 exogenous ligand에 의한 활성화를 

유도할 경우 유일하게 TLR3의 ligand인 polyinocinic : polycytidilic 

acid (poly I:C) 처리시 특이적으로 TLR3 활성화에 의해 

섬유아세포에서 세포 내/외의 type I procollagen이 감소되는 현상이 

발견되었다 (그림 6). 이때 제1형 교원질 mRNA은 동시에 감소하지 

않으며 제 1형 교원질의 감소가 프로테아좀 저해제인 MG-132 

처리시 회복되는 양상을 확인하고 TLR3의 활성화에 의한 교원질 

감소가 전사단계에서의 조절이 아닌 프로테아좀에 의한 세포 내 

분해의 증가에 의한 결과였을 것으로 추측하였다 (그림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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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피부 세포에서의 TLR 발현 양상.  

 

 

 

그림 6. Poly I:C 처리시 세포 배양액에서의 제 1 형 교원질의 양적 

변화. TLR3 의 ligand (Poly I:C) 는 특징적이고 유일하게 1 형 

교원질의 세포외 농도를 감소시킴 (김 등,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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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Poly I:C 와  MG-132 동시 처리 후 제 1 형 교원질의 

양적 변화 비교. Poly I:C 에 의한 세포 배양액에서의 제 1 형 

교원질의 감소는 프로테아좀 저해제 (MG-132)에 의해 회복됨: 

TLR3 에 의해 매개되는 1 형 교원질의 분비 저하는 프로테아좀 

혹은 유비퀴틴화 과정에 의해 매개됨을 시사함 (김 등, 2008, 

서울대학교 대학원 의과학과 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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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블레오마이신 유도 경피증양 생쥐 모델  

 

블레오마이신 유도 경피증양 생쥐 모델 (Bleomycin-induced 

sclerodermoid mouse model) 은 경피증 등의 피부 섬유화 질환을 

연구하기 위한 동물 모델이다. 이외의 경피증 유사 모델은 TSK-1 

knockout mouse 등이 있으나, 이 경우 주로 fibrillin-1 의 이상으로 

인한 변성 단백질의 축적에 의한 병변이라, 교원질의 증가로 인한 

경피증양 병변을 실험 대상으로 하기 위해 블레오마이신  유도 

모델을 사용하였다. 이 중 무모 생쥐 모델 (nude mice model) 은 

흉선의 발달 억제와 T cell 의 결핍을 보이는 변이종 생쥐에 

블레오마이신을 투여하여 경피증양 병변을 유도하는 모델로 정상적인 

면역상태의 생쥐 모델에 비해 상대적으로 긴 기간인 8 주 이상의 

블레오마이신 투여로 경피증양 병변을 유도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Ⅱ. 재료 및 방법 

 

가. 재료 (제조사 및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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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ALB-c/nu mice - 4 주령, 25 마리 (오리엔트바이오, 한국) 

- Bleomycin (브레오신 주, 동아제약, 한국) 

- Poly I:C（polyinosinic:polycytidylic acid, Invivogen, USA) 

- Insulin syringe (31 gauge, BD, USA) 

-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MBI Fermentas, 

LITHUANIA) 

- SyBR real-time PCR kit (MBI Fermentas, LITHUANIA) 

- RNA Iso solution (Takara inc. JAPAN) 

- RIPA protein lysis buffer (150mM sodium chloride, 1.0% 

NP-40,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sodium 

dodecyl sulphate, 50mM Tris. pH 8.0, Sigma-Aldrich, USA) 

- Primary antibody: Rabbit Anti-type I collagen antibody 

(Calbiochem, USA) 

- Secondary antibody: Goat Anti-Rabbit IgG (Cell signaling, 

USA) 

- Bicinchronic Acid(BSA) protein assay reagent (Sigma-

Aldrich,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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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CL Chemiluminescence Western blotting system (Omnilab 

Jürgens, GERMANY) 

- Suc-LLVy-AMC fluorogenic substrate (BIOMOL, USA) 

- Boc-Leu-Arg-Arg-AMC (BIOMOL, USA) 

- Z-Leu-Leu-Glu-betaNA (BIOMOL, USA) 

- 20S Proteasome assay buffer (BIOMOL, USA) 

- SirCol Collagen assay kit (Biocolor inc., UK) 

 

나. 실험동물의 준비 및 식별표시  

 

BALB-c/nu mice 는 4 주령의 개체를 공급사로부터 수령하여 검역 

절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30 마리를 6 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각의 개체는 punch 로 ear marking 하여 개체 

식별자로 이용하였다. 위에 언급한 선행 연구 결과에 따라, TLR3 

ligand 인 Poly I:C 를 경피증양 병변에서의 교원질 증가에 대한 길항 

작용을 나타내는 활성 물질로 설정하여 약제를 투여한 생쥐군을 

실험군으로, 블레오마이신에 의해 생성된 경피증양 병변이 유도된 

생쥐군을 양성 대조군으로 설정하였다 (표 5). 그룹 6 은 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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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과 같은 조건으로 실험하였으며, 다음의 목적으로 설정하였다: 

첫째, 실험 기간 동안 실험군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대체실험을 

실시할 예비 개체군. 둘째, 경피증양 병변의 유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Pilot biopsy pool. 셋째, 실험군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을 경우 

실험 종료 후 양성 대조군에 편입. 

 

 

표 5. 실험군 분류 

 

다. 경피증양 병변의 유도 및 약제처리 

  

약제의 투여 용량은 타 연구에서 사용한 전신 투여 용량을 피내 

주사시 생성되는 팽진의 면적을 사전에 설정하여, 4 주령 생쥐의 

등에서 반분한 최대 면적으로 계산하였을 때 전체 체표면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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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지하는 비율을 곱하여 결정하였으며, 경피증양 병변의 유도 기간은 

Nishioka 등이 서술한 기간에 근거하여 설정하였다. 

사육중인 cage 에서 plastic chamber 의 18%의 산소가 포함된 

공기와 혼합 기체를 투여하여 약 1-2 분 내에 마취상태를 유도한 후, 

약제 투여 및 일정상의 계측을 실시하였다.  

블레오마이신은 2g/㎖ 의 농도로 PBS 에 희석하여  stock 

solution 을 제조하였다. Poly I:C 는 냉동상태의 분말을 멸균 상태의 

PBS 에 100 ㎍/㎖ stock solution 으로 만들고, 1 회 투여시 부피가 

공통적으로 0.1 ㎖ 가 되도록 조정하여 4 도의 냉장실에 보관하였다가 

에서 준비하였다. 양성 대조군인 2 군과 6 군, 실험군인 3, 4, 5 군에 

속한 쥐들의 양 귀를 연결한 연장선의 중점과 꼬리가 시작되는 점을 

연결한 선상의 중앙에 해당하는 등 부위를 표시하고, 10 ㎍/g 의 

용량에 해당하는 블레오마이신 stock solution 을 31 gauge 주사침 

결합된 주사기에 개체별로 준비하여 동물을 보정한 상태에서 표시된 

부위에 진피 내 주사하였다. 블레오마이신은 쥐의 체중에 따라 

10 ㎍/g 의 용량으로 8 주간 주 3 회 투여하였으며, 3 주째부터 이후 

6 주간 블레오마이신과 여러 용량(1 ㎍/g, 5 ㎍/g, 25 ㎍/g)의 Poly 

I:C 를 같은 방법으로 같은 위치에 연속 투여하였다 (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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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세부 실험 일정 

 

라. 계측 및 분석 

 

1) 이학적 변화의 계측과 조직 수득 

: 실험 시작부터 종료 시점까지 주 1 회 체중, 피부 두께의 

측정, 피부 병변의 디지털 사진을 촬영하였다. 체중은 

흡입마취 전 각 개체를 chamber 가 달린 저울로 옮겨 

측정하였으며, 피부 두께는 흡입 마취 하에서 주사 전 주사 

부위를 머리-꼬리 축 (rostocaudal axis)에 수직인 방향으로 

주름이 겹치지 않도록 잡아 올려 (pinching) 캘리퍼로 

측정하였다. 투약 일정 종료 후, 개체는 흡입마취 상태에서 

정맥 천자 후 방혈하여 희생하였으며 주사 부위의 피부를 

잘라 조직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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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ematoxylin and Eosin (H&E), Masson-trichrome (M-T) 

염색 

: 치료 부위와 병변에서 수득된 생쥐 피부에서 3x3mm 의 

정사각형 절편을 얻어 Formalin 고정 후 Paraffin block 을 

제작하였다. 같은 크기의 피부 조직을 별도로 OCT media 로 

처리된 cryoblock 으로 제작하였다. H&E 및 M-T 염색은 

Paraffin block 에서 5um 두께로 절단하여 얻은 슬라이드로 

수행하였다. 

 

3) 광학현미경하에서 진피의 두께 측정 

: 저배율 (40 배) 사진에서 무작위로 20 개의 지점을 설정한 

후 진피유두와 표피의 경계부위부터 피하지방층의 시작 

지점까지의 수직 연장선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LSM Image 

examiner(Carl Zeiss, Germany)에서 설정, marking 후 

Macnification (Orbicule BVBA, USA) 과 TINA (Raytest 

Isotope-nme[beta]gerate, Germany) software 를 사용하여 

측정값을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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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Total RNA 추출과 정량 

: 피부조직은 멸균 및 RNAase inhibitor 처리된 aluminum foil 

pocket 에 담겨 액체질소가 담긴 운반체로 이동되어 -70 도의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조직을 액체질소에 담아 옮겨 pocket 

외부에서 rubber hammer 로 충격을 반복적으로 가하였으며. 

계속해서 액체질소에 침윤시켜 조직의 수화, 승화 및 파괴를 

방지하며 분말 형태가 될 수 있도록 하였다. 얻어진 분말 

형태의 조직을 RNA Iso 용액에 처리하여 vortexing 하여 

용해시켰다. 1/4 부피의 Chloroform 을 첨가하여 15 초간 

강하게 흔든 다음 상온에 거치하여 층분리시킨 후 12,000G, 

4 도에서 15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층액을 분리한 후, 

Isopropanol 과 Ethanol 을 차례로 첨가하고 원심분리한 후 

원심진공건조기 (SpeedVac, Thermo Couder Scientific, 

USA)로 처리하거나 Clean bench 에서 건조시킨 후 DEPC-

treated water 에 용해시켜 -70 도 냉동고에 보관하였다가 수 

일 내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직전 상온에서 해동한 total 

RNA 용액을 각 1 ㎕ 씩 Nanodrop ND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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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USA)로 

측정하여 정량하여 사용하였다. 

 

5) Protein 추출과 정량 

 

: RNA 추출시와 동일한 방법으로 얻어진 분말 형태의 조직을 

lysis buffer (50mM Tris-HCl, pH7.4, 150mM NaCl, 1mM 

EDTA, 10 ㎍/㎖ aprotinin, 10 ㎍/㎖ leupeptin, 5 ㎖ 

phenylsulfonyl fluoride, 1mM DTT)에 용해시켰다. 수회 

13,000G, 4 도에서 원심분리하여 침전물을 제외한 상층액을 

얻었다. Bovine serum albumin 을 reference protein 으로 

하여 VersaMax spectrophotometer 와 SoftMaxPro 5 

analysis program (Molecular devices, USA) 을 

이용하여 BCA protein assay 로 정량하였다. 

 

6) cDNA synthesis & q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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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it 및 기기 제조사 (ABi 7500, Applied biosystems, 

USA)의 통상 protocol 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섭씨) 50 도 

2 분, 95 도 2 분의 정지과정, 95 도 15 초, 60 도 1 분의 

cycle 을 40 회 반복 후 95 도 15 초, 60 도 1 분, 95 도 30 초, 

60 도 15 초의 용해 곡선 측정 과정의 thermocycling 

protocol 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primer 는 Bioneer inc. 

(한국) 과 CosmogeneTech (한국) 에서 합성하였으며 적용된 

sequence 는 다음과 같다.   

 

Type I procollagen alpha 2(1) 

: forward 5’-CATCCATCCCGTGACCTTAT-3’ 

reverse 5’-GCATGACTCTCACAATGCGA-3’   

MMP-13 

: forward 5’-TCGTGACCGTGACCTTGCG-3’ 

reverse 5’-GAGGCACAGACGGCTGAGTAG-3’ 

IL-1b 

: forward 5’-TTGACGGACCCCAAAAGATG-3’ 

reverse 5’-AGAAGGTGCTCATGTCCTCA-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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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6b4 (reference gene 으로서) 

: forward 5’-TCGACAATGGCAGCATCTAC-3’ 

 reverse 5’-TGATGCAACAGTTGGGTAGC-3’ 

 

7) Western blot:  

 

: 8% SDS-PAGE gel 에 정량된 protein sample 을 동량에 

해당되는 부피만큼 각각 분주하여 90V-120V 의 전압으로 

전기영동하여 gel 상에서 분리한 후, 9V, 4 도에서 12 시간 

전기영동하여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 로 

이동시켰다. TBST (20mM Tris-HCL, pH 7.6, 137mM NaCl, 

0.05% Tween 20)로 희석된 5% skim milk 로 1 시간동안 

정지과정을 거쳐 12 시간 동안 일차항체 (Rabbit anti-type I 

collagen, Calbiochem, USA)를 반응시키고 세척 후 HRP 에 

결합된 이차항체를 반응시키고 수회 다시 세척하였다. ECL 

solution 과 반응된 membrane 을 암실에서 Kodak X-ray 

film 에 노출시킨 후 film 을 현상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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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Soluble collagen assay (SirCol assay) 

 

: 제조사 (Biocolor, UK)의 protocol 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Test sample 은 부피 10-100 ㎕ 사이가 되도록 

최적 희석비를 조정하여 일정한 부피를 분주하였다. Tube 에 

blank, standard, tissue sample 을 각각 넣고 SirCol Dye 를 

1 ㎖씩 넣어 뚜껑을 닫은 후 2-3 회 inverting 하여 혼합하고 

Tube 들을 lack 에 거치하여 상온, Shaker 에서 30 분간 

거치하였다. 15,000G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의 

Dye 를 조심스럽게 제거하고 건조시켰다. tube 아래의 

pellet 을 확인한 후 벽과 바닥에 더 이상 남아있는 Dye 가 

없으면 Alkali reagent 를 tube 당 1 ㎖씩 넣고 1 분간 

vortexing 한 후 5 분간 거치하였다. 2 시간 내 96well 

microwell plate 에 200 ㎕씩 넣고 540nm 에서 발색 정도를 

측정하였다. Effendorf tube 에 D/W 또는 침전이 없는 상태의 

Protein sample preparation 시 사용한 것과 동일한 종류의 

sample buffer 를 blank 로 설정하였으며, Biocolor standard 

collagen (swine skin collagen, 1 ㎎/㎖)을 5, 10, 25,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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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로 희석하여 제조사의 지침대로 VersaMax 

spectrophotometer 와 SoftMaxPro 5 analysis program 

(Molecular devices, USA) 에서 표준화 곡선 (standard 

curve)를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9) 20S Proteasome activity assay 

 

: Meng 과 Reidlinger 등에 의해 보고된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조직으로부터 extraction buffer (20mM Tris-

HCl (pH 7.8), 5mM MgCl2, 10mM KCl, and 1mM 

dithiothreitol (DTT) (+ 0.03% SDS or 10% glycerol)를 

사용하여 분말 상태의 동결조직을 용해시킨 후 5 초간 

sonication 하였다. 1500G, 4 도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후 

supernatant 를 모아 BSA 를 기준으로 하여 정량하였다. 

Total protein 기준 30 ㎍의 protein sample 과 각 1M 의 

fluorogenic substrate 70 ㎕를 혼합하여 37 도에서 30 분간 

거치 후 각 substrate 의 특성에 따라 emission/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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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를 Varian spectrophotometer (Cary Eclipse, 

USA) 에 설정하여 측정하였다. 

실험에 사용되는 substrate 들에 포함되어 있는 AMC, 또는 

betaNA 와 같은 fluorogenic residue 들이 purified 

proteasome, proteasomal enzyme, 또는 proteasome 이 

포함된 sample 에 의해 free form 으로 변화하면서 나오는 

형광의 강도를 측정함으로서 간접적으로 proteasome 

enzymatic activity 를 측정하였다. 즉, substrate 의 분해되는 

정도, arbitrary fluorescence units (AFU)의 양, 

proteasome 의 enzymatic activity 는 비례한다. Caspase 유사, 

Trypsin 유사, Chymotrypsin 유사 단백분해능을 각각 해당 

substrate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표 7). 

 

Enzyme-like activity Substrate-Fluorogen 

Excitation / Emission 

wavelength (nm) 

Caspase-like activity Z-Leu-Leu-Glu-betaNA 336/410 

Trypsin-like activity Boc-Leu-Arg-Arg-AMC 360/460 

Chymotrypsin-like activity Suc-LLVY-AMC 380/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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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 프로테아좀 (20s core) 의 단백 분해능 분류와 해당 측정을 

위한 기질. 

 

 

모든 분자생물학적 실험은 3 회 반복 시행하여 같은 경향의 결과가 

도출된 결과만을 제시하였으며, 동물 실험의 모든 과정은 해당 

기관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및 관리 감독 하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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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통계량 분석 

 

Student t test(양측검정, 신뢰구간 95%, 유의수준 p<0.05)를 

시행하였으며, SPSS 11.0 (SPSS Inc., USA) 소프트웨어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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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결과 

 

가. 육안적 관찰 소견 

 

전반적으로 정상적인 이완 상태에서 관찰되는 주름의 수와 깊이가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나 육안적으로 또는 촉진시 차이를 느낄 

수 있을 정도의 군간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주사 부위를 

중심으로 다양한 정도의 홍반이 관찰되었으며,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에서 가장 심한 양상을 나타내었다 (그림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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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그림 8. 육안적 변화. 개체 식별 번호와 군별 투여 약제의 종류와 

용량 차이를 표시함.  

 

나. 체중 변화 

 

대조군에서는 실험 종료 후 약 10% 정도의 체중 증가를 보인 반면, 

실험군에서는 3-9% 정도의 체중 감소를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사육중 원인 불명의 섭식 장애가 

발생한 3-3 번 개체는 약 35%의 체중 감소를 보여 결과에서 

제외하였다 (그림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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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실험 전후 체중의 변화.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슴.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p=0.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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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캘리퍼로 측정한 피부 두께의 변화 

 

: 전반적으로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며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과 저용량, 중간 용량의 Poly I:C 

투여군에서 감소량이 크고, 고용량의 Poly I:C 투여군에서는 

감소량이 적은 양상을 보이는 등 군간 차이는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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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캘리퍼로 측정한 피부 두께의 변화. 실험 시작 시점부터 

종료 시점까지의 변화량(mm)의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p=0.0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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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조직학적 관찰 소견 

 

1) 전반적인 광학현미경상 관찰 소견  

 

: H&E 염색 조직에서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 및 저용량 

(1 ㎍/㎖, 5 ㎍/㎖)의 Poly I:C 투여군에서는 피하지방층의 감소와 

감소된 공간이 증가된 교원질로 대체되는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진피 두께의 증가와 동반되는 양상으로 나타났다. Poly I:C 

투여군에서 신생 혈관 구조의 형성이 더 뚜렷하였으나, 

유의하지는 않았음 Masson's trichrome 염색에서는 상부 

진피에서 더 두드러진 교원질 다발의 조밀한 분포가 확인되었다. 

림프구와 조직구 등의 염증세포 침윤이 불규칙하게 관찰되었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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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조직학적 관찰 소견 (광학현미경, H&E / M-T 염색, 배율: 

200 배. H&E: Hematoxylin-Eosin, M-T: Masson’s trichrome)  

 

2) 표피 두께의 차이 

 

: 군간 차이가 관찰되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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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표피 두께의 차이. 실험 종료 시점에서의 측정값(um)의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슴.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지 않음 (p=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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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피 두께의 차이 

 

: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진피 두께의 

유의한 증가 소견이 관찰되었으며,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에 

비해 25 ㎍/g 용량의 Poly I:C 를 투여한 군에서 진피 두께의 

유의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림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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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진피 두께의 차이. 실험 종료 시점에서의 측정값(um)의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32 : 

실험군과 비교시, **p=0.041 :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과 비교시).  



 

51 

 

마. 분자생물학적 변화 

 

1) 조직 내 교원질의 양적 변화 

 

: Western blot 으로 각 개체별로 동량의 total protein 을 군별로 

pooling 하여 제 1 형 교원질의 조직내 양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서 증가하였고,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 

비해 Poly I:C 25 ㎍/g 처리군에서 감소하였슴이 확인되었다 (그림 14).  

 

 

 

그림 14. Western blot. Pooling 된 Sample 간의 blot 차이 비교와 

reference 로 사용된 actin 의 blotting 소견. 군별 블레오마이신과 

Poly I:C 의 투여 용량을 명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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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각 개체로부터의 현상된 blot 을 고해상도 scan 후 각 image 의 

강도를 densitometry 분석 소프트웨어 (TINA) 로 환산한 값의 

평균을 비교하였다.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서 

증가하였고,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 비해 Poly I:C 25 ㎍/g 처리군에서 

감소하였으며,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 비해 Poly I:C 

25 ㎍/g 처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슴이 확인되었다 (그림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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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제 1 형 교원질의 양적 차이.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02. **p=0.01). 

 

2) 조직 내 수용성 교원질의 양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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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rcol assay kit 에서 수용성 단백질과 결합된 염료의 발색 강도를 

Spectrophotometer 로 측정하여 측정값의 차이로부터 Soluble 

collagen 의 군별 차이를 비교하였다. 측정 결과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서 증가하였고, Poly I:C 25 ㎍/g 처리군에서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 대비 감소가 유의하게 확인되었다  (그림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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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Sircol assay. Spectrophotometer 로 측정된 발색 

강도의 차이로부터 Soluble collagen 의 군별 차이를 비교함.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12. 

**p=0.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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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 1 형 교원질 전령 RNA 의 변화  

 

: qRT-PCR 결과 type I procollagen 의 mRNA 의 양은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처리군과 Poly I:C 25 ㎍/g 처리군에서 

증가하였고,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 비해 Poly I:C 

1 ㎍/g 처리군에서 증가하였다 (그림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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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제 1 형 전교원질  전령 RNA 의 변화.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12. **p=0.017,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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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염증성 싸이토카인 IL-1b 전령 RNA 의 변화 

 

: qRT-PCR 결과 IL-1b mRNA 의 양은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처리군과 Poly I:C 25 ㎍/g 처리군에서 증가하였고, 블레오마이신 

처리군에 비해 Poly I:C 25 ㎍/g 처리군에서 증가함이 관찰되어 

Bleomycin 투여와 Poly I:C 투여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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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IL-1b 전령 RNA 의 차이.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09. **p=0.034, 

***p<0.001). 

 

 



 

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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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교원질 분해 효소 mMMP-13 전령 RNA 의 변화 

 

: qRT-PCR 결과 mMMP-13 mRNA 의 양은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처리군과 Poly I:C 1 ㎍, 25 ㎍/g 처리군에서 증가함이 

관찰되어, Bleomycin 투여와 Poly I:C 투여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그림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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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mMMP-13 전령 RNA 의 차이. 대조군에 비해 

블레오마이신 처리군과 Poly I:C 1 ㎍, 25 ㎍/g 처리군에서 

증가하였슴.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09. **p=0.034,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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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프로테아좀 단백 분해능의 변화 

 

: 프로테아좀 20S core 의 단백 분해 활성도를 Fluorescence 

spectrophotometer 로 측정하여 형광 강도의 차이로부터 

Soluble collagen 의 군별 차이를 비교한 결과, Caspase 유사 

활성도와 Chymotrypsin 유사 활성도는 대조군 대비 Poly I:C 

25 ㎍/g 투여군에서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그림 20, 그림 

21), Trypsin 유사 활성도는 Poly I:C 의 점진적으로 투여량 

증가에 반하여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으며, 대조군 대비 Poly 

I:C 25 ㎍/g 투여군에서 유의하였다 (그림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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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프로테아좀 단백분해능의 변화: Caspase 유사 활성도.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4. 

**p=0.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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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프로테아좀 단백분해능의 변화: Chymotrypsin 유사 

활성도.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25. **p=0.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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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프로테아좀 단백분해능의 변화: Trypsin 유사 활성도. 

군별 평균값을 막대로 나타내고 군별 평균오차를 오차막대로 

표시하였으며, 통계학적으로 유의하였슴을 표시함 (*p=0.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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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고찰 

 

 본 연구 결과의 요약과 의의 

 

본 연구에서는 피부 섬유아세포에서의 알려지지 않았던 TLR 의 

발현 양상과 교원질 합성에서의 전사 후 조절 기전에 대한 사전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블레오마이신 유도 경피증양 생쥐 모델을 사용하여 

생체 내에서의 기전 재현 여부를 검증하였다. 

블레오마이신과 동시에 투여된 Poly I:C 는 교원질의 과다한 생성을 

억제하고 경피증양 병변을 개선시켰으며, 고용량 처리군인  25 ㎍/g 

처리군에서 가장 뚜렷하게 효과가 나타났다. 반면 제 1 형 

전교원질의 mRNA 의 양은 Poly IC 투여군들에서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에 비해 오히려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여, Poly 

I:C 투여시 조직에서 세포 외 기질의 교원질 감소는 제 1 형 교원질 

유전자의 과발현이 아닌 전사 후 조절에 인한 감소임을 간접적으로 

유추할 수 있었으며 이는 사전 연구의 결과와 합치하였다.  

 

 Poly I:C 의 항 섬유화 효과와 가능한 기전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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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LR3 는 NF-kB 로 대표되는 전사 촉진 인자를 통해 각종 염증 

매개 cytokine 들의 발현을 증가시켜 염증 반응, 즉 내재 면역 반응의 

현상을 매개하는 다른 TLR 들과는 달리, TRIF, IRF 와 같은 다른 

신호전달 물질과 전사 인자들을 유도하며, 그 목표는 interferon-

alpha 의 발현 증가로 알려져 있다. 

 Interferon-alpha 는 바이러스 항원에 의한 단백 합성의 저해, 

세포 고사 유도, 조직 적합 복합체의 활성화, 면역 세포 자극 등의 

기능을 하는 물질로 잘 알려져 있으나, 교원질과 같은 세포 구조 

단백의 생성 과정과의 관련성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TLR3 활성화가 어떤 경로로 프로테아좀으로 인한 교원질 

분해를 증가시키는지에 대해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한편, 프로테아좀에 의한 분해과정에서 필수적인 유비퀴틴화는 

표적 단백질의 특정 위치에 높은 확률로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정상적인 구조의 1 형 전교원질에서 발생하는 residue 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정보는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TLR3 의 

활성화에 의해 결과적으로 제 1 형 전교원질의 구조 이상을 초래하여 

이로 인해 비정상적인 유비퀴틴화가 초래된다는 가설을 세워 볼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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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의 Poly I:C 를 투여한 군에서 Caspase 와 

Chymotrypsin 유사 단백 분해능의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이 활성화 

기전이 가설대로 구조 이상이 초래되어 유비퀴틴화된 교원질을 

표적으로 하는지는 밝힐 수 없었으며, 향후 유비퀴틴화와 기질로서의 

교원질이 프로테아좀에 인지되는 과정의 규명이 필요하다. 

가설을 좀 더 확장하면 단백질 구조의 변성과 그로 인한 Misfolded 

protein 의 축적과 그로 인한 소포체 스트레스의 증가, Misfolded 

protein 의 프로테아좀 매개 분해 증가 등의 일련의 연속적인 과정을 

가정할 수 있다. 그러나 TLR3 의 활성화, 또는 그로 인한 신호 

전달체계의 활성화가 1 형 교원질의 생성 과정 중 어느 단계에서 

구조 이상을 초래할 수 있는 변화의 상위 단계로서 작용하는지는 본 

연구에서 확인할 수 없었다. 이는 차후 후속 연구를 통해 규명하여야 

할 과제이며,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기전으로서의 가능성뿐 아니라 

병리학적으로도 생체 내에서 다른 장기의 섬유화성 질환에서도 

유사하게 작용할 가능성에 대해 각 분야의 연구자들과의 협동 연구를 

통한 검증이 차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항 섬유화 효과의 다른 추측 가능한 기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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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TLR3 의 섬유아세포에서의 특유한 비면역학적 

교원질 합성 조절 기능을 탐색하였으나, 실제 생체 내에서의 조절 

기능은 보다 다양한 측면의 효과가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로 단백 분해 효소의 작용이 교원질의 감소에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mMMP-13 를 인체 피부에서 

주된 교원질 분해 기전을 담당하는 금속성 단백 분해 효소인 MMP-

1 에 대한 실험 동물에서의 counterpart molecule 로 설정하였으며, 

실험 결과 Poly I:C 의 투여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생체내에서는 교원질 분해 효소의 작용 또한 배제할 수 없음을 

시사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교원질의 양적 변화와 mMMP-13 의 

증가의 선후 관계를 밝힐 수 없었으므로 인과관계를 유추할 수 

없었다. 또한 세포 내에서의 교원질의 합성 저해와 세포 밖에서의 

분해 증가를 정량적으로 측정하여 어느 것이 주된 작용인지를 알 

수는 없었으나, 경피증양 병변의 치료 효과라는 측면에서는 매우 

의미 있는 현상이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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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로 Poly I:C 의 비 특이적인 화학적 특성이 우연히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TLR3 가 

발현되지 않는 동물 모델의 수립과 반복 실험이 필요하나, 동일한 종 

(BALB-c/nu) 에서의 유전자 조작 동물 모델이 수립되어 있지 않아 

향후 후속 연구 시 이에 대한 검증 과정을 도입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TLR3 활성화, 교원질 합성 조절과 염증 반응의 제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C57B/L mouse 를 기반으로 한 경피증양 

모델은 본 연구 시행 전 같은 방법으로 시행된 준비 연구 (Pilot 

study) 검증 결과 TLR3 활성화 또는 프로테아좀 저해제 투여시 심한 

염증반응이 발생하였다 (결과 제시하지 않음). 염증 반응 자체로의 

외형 변화, 즉 육안적으로 관찰 가능한 괴사성 피부 병변의 발생 뿐 

아니라 속발되는 기질 분해 효소의 증가로 인해 기질 내 교원질의 

파괴 또는 감소 소견은 확인되었으나, 교원질의 전사 후, 세포 내 

분해 기전 때문임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또한  프로테아좀 저해제인    

MG-132 단독 투여군 및 용매로 사용된  DMSO 단독 투여 대조군 

역시 유사한 반응이 나타나, 프로테아좀 억제제 고유의 기전인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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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사 촉진 기전 또는 약제 자체의 독성 및 조직 자극에 의한 

부작용으로 추측되었다. 따라서 면역체계가 정상인 생체 내에서 

발생하는 반응의 재현이라는 측면에서는 의미가 있으나, 사전 

연구에서 확인된 기전의 재현을 통한 생체 내 효과 입증이라는 

원래의 목적을 달성했다고는 간주하기 어려웠다. 따라서 다음 단계로 

염증 제어가 가능한 경피증양 모델을 탐색하였으며, 스테로이드 동시 

투여 모델과 Nude mice 를 이용한 모델을 고려하였다.. 

스테로이드 동시 투여 모델은 실제로 많은 수의 경피증 또는 

전신성 경화증 환자들이 국소 또는 전신 부신 피질 스테로이드 

요법으로 치료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염증 제어 이외에 

치료 단계의 동물 모델로서의 장점 또한 부각되었으나 스테로이드 

투여 자체만으로 섬유아세포의 증식, 분화 및 전사단계에서의 교원질 

생성 감소가 초래됨이 밝혀져 있어, bias 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고,  

동시에 투여되는 약제의 양이 증가함으로써, 약물 상호 작용에 의한 

bias 발생이 증가할 가능성을 고려하여 배제하였다. 

Nude mouse 에서의 블레오마이신 유도 모델은 상대적으로 T 세포 

결핍 상태의 면역부전 상태를 유지하고 있으므로 염증이 제어된 

상태에서의 병변 유도를 기대할 수 있었으나 실험 계획 수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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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에서 경피증양 병변 유도에 있어서의 효율성에 문제가 

제기되었다. 블레오마이신에 의한 경피증양 병변의 발생은 TGF-beta 

의존적이며, TGF-beta 의 주된 공급원이 병변에 침윤된 Helper T 

cell 이라는 내용의 보고가 있어, T 세포의 결핍상태에서의 병변 유도 

효율에 문제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은 합당한 것이었으나, 

상대적으로 장기간 (6 주 이상, 8 주 보고) 투여할 경우 병변의 유도가 

가능하며, 이 경우 각질세포, 대식세포, 형질세포, B 세포 등 다른 

TGF-beta 공급원에 의해서 유사한 병변의 형성이 가능한 보고도 

있어 최종적으로 Nude mouse 에서의 블레오마이신 유도 경피증양 

모델을 채택하였다. 결과적으로 경피증양 병변의 유도는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조직 소견상 적절하게 이루어졌으나, 

캘리퍼를 사용한 외부에서의 피부 두께의 측정치는 이와 일치되지 

않는 관찰 결과를 보였는데 이는 체중 감소에 동반된 지방층의 

감소가 오차 요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통상적으로 

블레오마이신 유도 경피증양 생쥐 모델에서는 약 20%정도 까지 체중 

감소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ude mouse model 실험에서는 C57B/L mouse model 에서 사용한 

Poly I:C 의 용량에 고용량 투여군(25 ㎍/g)을 추가하였으며, C57B/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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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model 실험에서 상대적으로 두 용량(1 ㎍, 5 ㎍) 간의 결과 

차이가 뚜렷하지 않았던 점과 차후 치료 용량 결정 단계의 후속 

전임상 실험에 있어 보다 많은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의도를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반면 MG-132 를 이용한 용매로 이용된 DMSO 가 낮은 희석 

용량에서도 염증 반응을 매개하는 현상이 발견되어 Nude mice 

model 실험에서는 MG-132 동시 투여군을 배제하였다. 이 현상은 

DMSO 자체가 자극제(irritant)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되었으며, Nude mouse 를 사용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조직 내 

조직구, 림프구의 침윤과 pro-inflammatory cytokine 인 IL-1b 의 

증가가 관찰되었음이 시사하듯이, Poly I:C 자체에 의해서도 생체 

내에서는 어느 정도의 염증반응은 피할 수 없는 부작용임을 

고려하더라도 부작용을 실험 결과를 왜곡시킬 정도로 심화시킬 

위험성을 배제하기 어려웠다. 유사한 유기용매가 아닌 다른 수성 

용매에는 MG-132 의 용해도가 낮아 다른 용매를 사용할 수 없었다.  

본 연구에서 TLR3 리간드의 투여, 즉 TLR3 의 활성화에 의한 

전염증성 싸이토카인인 IL-1b 의 발현은 기질 단백 분해 효소인 

mMMP-13 의 발현과 유사한 증가 양상을 나타내었다. TL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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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화로 초래되는 내재 면역 반응, 염증 반응의 증가로 인한 결과, 

예를 들어 활성 산소종 등의 스트레스 증가가 발생하고, 이에 따라 

AP-1 등의 전사인자 증가에 따라 초래되는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이는 경피증양 병변 등 섬유화성 질환에 대해 치료 기전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나, 실용화 단계에서 과도한 염증성 반응은 

부작용으로 나타나게 되어 안전성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실제 

상용화된 TLR7/8 의 agonist 인 Imiquimod 의 경우 역시 임상적 

사용시 피부 자극 및 국소 염증 반응이 필수적으로 수반되며, 환자에 

따라 중증도의 차이는 있으나 때로는 치료를 중단해야 하거나 치료 

후 과색소 침착 등 후유증이 발생하는 경우를 흔히 관찰할 수 있다. 

경피증 등 피부에 발생하는 섬유화 질환의 경우 주로 미용적인 

관점에서의 효과 및 안전성 또한 고려해야 하므로, 이는 매우 

중요하고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실험의 연구결과를 

빠른 시간 내에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최적 용량의 결정 및 

안전성 판정을 위한 후속 전임상 또는 1 상 연구가 속개되어야 할 

것이다. 

또는 Steroid-sparing agent 로서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후속 

연구 및 개발 과정을 진행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다. 피부를 비롯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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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장기의 섬유화성 질환은 만성 질환으로 장기간 스테로이드 

등의 면역 억제제를 사용해야 하는 문제가 있어 면역 억제 또는 

hypothalamic-pituitary-adrenal (HPA) axis 의 억제 등의 전신적인 

문제를 수반하게 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다제 순환 요법이나 주기 

요법 등 부작용을 줄이기 위한 임상적인 노력이 계속되고 있으나 

한계가 있다. 따라서 비 면역학적인 기전으로 교원질 합성을 

증가시키는 기전에 의한 약물의 치료 방법으로 추가된다면, 섬유화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를 갖는 새로운 약제로서만이 아니라 장기 

치료로 인한 기존 약제의 부작용을 감소시키는 역할로서의 약제 개발 

또한 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 

 

Ⅳ. 결론 

 

BALB-c/nu 경피증 모델 생쥐를 이용한 실험에서 TLR3 

리간드인 Poly I:C 의 투여가 경피증 병변 생성 과정에서의 교원질 

합성 과정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해 블레오마이신과 1 ㎍/g, 

5 ㎍/g, 25 ㎍/g 의 Poly I:C 를 2 주 간격으로 연속 투여하였다. 

블레오마이신 단독 투여군 대비 고용량 (25 ㎍/g)의 Poly 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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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군에서 육안 현미경 상 진피의 두께 감소가 확인되었으며, 

증가된 mRNA 의 양과는 달리 축적된 1 형 교원질 양의 감소가 

관찰되어 생체 내에서도 사전 연구 결과와 같은 기전을 이용한 

교원질 생성 조절이 가능함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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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utaneous collagen synthesis and secretion  

regulated by Toll-like receptor 3 and proteasome:  

in vivo effect in sclerodermoid mouse model 

 

Boncheol Goo 

 

Department of Medicine 

The Graduate School,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Kee Yang Chung) 

 

Toll-like receptor (TLR) is well-known as a regulator of innate 

immunity while its expression pattern and non-immunologic 

function in the fibroblast of skin are not elucidated. Collagen, 

known as main component of skin structure and morphologic 

change process in skin aging, has many regulatory processes by 

various external or internal stimuli. Increase or decrease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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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al proteins can be the cause of physiologic change like 

skin aging, as well as pathologic change as like scleroderma. 

Based on the result of previous study of the expression pattern 

and regulatory action of TLR3 in skin fibroblasts, this study aims 

elucidating unknown pathologic process in related diseases and 

physiologic change, and also the basis of newer treatment 

development with reproduction and verification of in vitro 

experiment in in vivo system using sclerodermoid mouse model. 

Four-month-old BALB-c/nu mice in T cell deficient status were 

used.  To investigate the regulatory process just in collagen 

synthesis process, successive treatment of bleomycin and 

different doses of Poly I:C were performed (1 ㎍/g, 5 ㎍/g and 

25 ㎍/g) in 2weeks. Compared to positive control group of 

sclerodermoid lesion, High-dose Poly I:C (25 ㎍/g) treated group 

showed decreased dermal thickness and type I collagen in the 

matrix, with paradoxical decrease of type I procollagen mRNA, 

supporting same regulatory action of TLR3 on collagen synthesis 

reproducible in viv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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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ey Words : Toll-like receptor 3, Proteasome, Scleroderma, 

Collage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