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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이식신 기능부전 환자에서 이식신 생검 조직 내
Toll-likereceptor아형 표현

Toll-likereceptor(TLR)은 내재면역의 매개자로 알려져 왔으나,최근들
어 적응면역과의 연관성 뿐만 아니라 염증반응 및 각종 이식 후 거부반응에도 관
련되어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본 연구는 신이식 후 발생하는 다양한 거부반응에
서 TLR 아형의 표현을 알아보기 위하여 급성거부반응(acute rejection;AR,
n=11),만성거부반응(chronicrejcetion;CR,n=15)및 만성 cyclosporineA (CsA)
신독성(n=19)의 신생검 조직에서 TLR아형의 mRNA 및 단백 표현을 검색하였다.
질환의 진단은 Banff97에 따라 분류하였으며,Banff2005에서 변형된 내용을 참
고하였다.대조군 조직(n=7)은 신세포암 환자의 정상 피질 부위에서 얻었다.TLR
2,3,4및 9의 mRNA 표현은 SYBRgreen을 사용하는 realtimeRT-PCR로 측정
하였고,단백의 분석은 면역조직화학염색(immunohistochemistry)으로 시행하였다.
TLR 2와 3의 mRNA 표현은 정상 대조군과 비교하여 모든 거부반응에서 차이가
없었다(P>0.05).대조적으로,TLR4의 mRNA 표현은 급성거부반응(P<0.05),만성
거부반응(P<0.05)및 CsA 신독성(P<0.0001)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특히,TLR4의 mRNA 표현은 CsA 신독성군에서 급성거부반응군이나 만
성거부반응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높았다(P<0.01).그러나,급성거부반응군과 만성
거부반응군 사이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P>0.05).TLR9의 mRNA
표현은 CsA 신독성군(P<0.05)에서만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다.면역조직화학염
색에서 TLR의 단백 표현은 모든군에서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TLR4와 9는
TLR2와 3에 비교하여 사구체와 세관에서 현저히 염색되었다.본 연구의 결과는
TLR4의 표현이 병인과는 무관한 신장이식 후 다양한 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만성 CsA 신독성군에서 현저한 증가된 TLR4와 9의 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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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현은 상이한 병변의 차이를 나타내어 만성거부반응과는 별개의 진단기준의 예
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핵심 되는 말 :Toll-likereceptor,신장이식,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CsA 신독성



---333---

이식신 기능부전 환자에서 이식신 생검 조직 내
Toll-likereceptor아형 표현

<지도교수 김 유 선>

연세대학교 대학원 나노과학기술협동과정
권 지 선

ⅠⅠⅠ...서서서론론론
신장이식후 급성거부반응의 발생빈도가 감소하고 1년 이식신 생존율이

향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식후 1년이상 경과되어 발생하는 만성 이식신 기
능부전증의 발생빈도는 현재까지도 전혀 감소하지 않아서 매년 3-5%의 환자에서
이식신 소실이 발생하고 있다.만성 이식신 기능부전은 환자의 의료비의 상승을
불러일으킬 뿐 아니라,공여장기 부족현상을 가중시키고 있다.이식신의 장기생존
율을 향상하고 공여신장의 부족현상을 타개할 수 있는 방도는 이식신에서의 만성
이식신 기능부전증 발생예방과 치료에 있다고 하겠으며 예방을 위해서는 분명한
병태생리가 먼저 규명되어야한다1,2.

면역학적인 만성거부반응,비면역학적인 원인에 의한 기능부전,원인신장
질환의 재발,면역억제제의 부작용인 cyclosporineA (CsA)신병증(신독성)등을
모두 포함하는 의미의 만성 이식신 기능부전증은 아직까지 진단기준은 물론,활성
도와 만성도에 대한 조직학적 견해에서 통일된 진단기준이 없으며 섬유화가 일어
나는 전단계로써 간질내의 염증세포 침윤이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다.급성거부반응의 기왕력이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거론되나 급성거부반
응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환자에서도 발생함으로 단순한 면역학적 원인이외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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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인질환의 재발,신원용량의 불균형에 따른 과여과현상,당뇨병성 이식신손상,면
역억제의 비효율성과 CsA 신독성 등으로 가능한 원인을 설명하고 있으나 아직까
지도 병태생리가 모호하다.이를 위해서는 관련인자의 발굴을 통한 공통적인 접근
을 필요로 한다3-5.

TLR계 단백은 초파리(Drosophila)의 발생단계와 면역반응에서 중요한
Toll과 유사한 단백이다6.세포질 부분은 interleukin-1(IL-1)수용체와 유사한 구
조를 갖고 있어서 Toll/IL-1receptor(TIR)domain으로 불리운다.TLR은 다양한
미생물에 존재하는 pathogen-associatedmolecularpattern(PAMP)을 인식한다.
사람에서는 TLR4가 최초로 보고되었고,분자적 구조,세포내 신호전달계 및 기능
적 측면에서 초파리의 Toll과 유사하다.이외에도 추가적으로 사람에서 10개의
TLR 아형 단백들이 발견되었고 이들은 세포나 조직에 따라 다양한 발현양상을
보인다.TLR의 세포내 분포는 TLR1,2및 4가 세포표면에 존재하고,TLR3,7그
리고 9는 세포표면에 존재하지 않고 세포내 다른 위치에 존재함이 밝혀져 있다.
특히 TLR9는 세포내 endoplasmicreticulum내에 존재하여 endocytosis과정에서
유입된 CpGDNA를 인식하여 역할을 수행한다7-9.

표표표 111...TTTLLLRRR아아아형형형의의의 PPPAAAMMMPPP1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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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람의 신장에서도 다양한 TLR계 단백들이 표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나 의미있는 표현을 보이는 것은 TLR2,3,4그리고 9이다11.장기 이식에서
TLR의 관련성은 사람의 이식 폐에서 허혈-재관류 손상(ischemia-reperfusion
injury)후 측정한 TLR의 mRNA 수준을 검증하는 과정에서 최초로 보고12된 후 간
13과 신장14의 허혈-재관류 손상에서 다양한 TLR계 단백 증가가 보고되었다.다양
한 외과적 질환15뿐 아니라 피부이식 후 발생하는 급성거부반응16과 심장이식 후
발생하는 만성거부반응17에서도 TLR4의 증가가 거부반응의 발생과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이식 후 주 면역억제제로 사용되는 CsA 신독성 흰쥐 모델에서도
TLR4의 표현 및 내재면역의 지표가 증가되었다18.신장이식 환자의 혈액내 세포
에서도 TLR4의 표현 증가 및 다형성(polymorphism)에 따른 급/만성 거부반응 및
감염증상의 변화가 관찰되었다19,20.

그그그림림림 111...신신신장장장내내내 비비비감감감염염염성성성 또또또는는는 내내내재재재적적적 자자자극극극에에에 의의의한한한 TTTLLLRRR 신신신
호호호전전전달달달11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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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질환에서 TLR의 변화는 미생물의 산물에 의한 근위세뇨관 세포에서
일어나는 초기 염증반응에 TLR2와 4가 관여되어 염증성 싸이토카인인 MCP-1과
RANTES의 생산에 관여하고 여기에 세포내 신호전달계인 p38mitogen-activated
proteinkinase(p38MAPK)가 관여한다21.동물모델에서 TLR2는 신장의 허혈-재
관류 손상에 관여하고22외부에서 TLR2ligand를 투여하면 독성으로 유발되는 신
증을 항진시킨다23.생쥐에 TLR4의 ligand인 lipopolysaccharide(LPS)를 투여하여
유발한 급성신증에서 TLR4의 표현에 따라 tumornecrosisfactor(TNF)-α 표현
이 조절되었다24.또한 각종 염증성 급성 신질환 동물 모델에서 TLR4의 표현 증
가가 관찰되었다25.TLR9는 신장에서 루푸스신염의 발생을 조절하고 이 가운데
발생하는 세뇨관-간질 섬유화 및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있다26-28.

신장내에는 다양한 세포들이 공존하면서 역할을 수행하고 있고,특히 이
식 후 다양한 거부반응의 형태는 면역학적 또는 비면역학적 원인을 포함하는 병
태생리를 수반하기 때문에 이식 후 발생하는 여러 질환에서 TLR계가 관여할 가
능성이 있다.

본 연구는 신 이식 후 거부반응이 환자를 조직학적 진단 기준에 따라 분
류하여 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성 환자의 신장조직에서 사람의
신장에서 가장 의미있는 표현을 보이고 있는 TLR2,3,4및 9의 mRNA 및 단백
표현을 관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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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시시시약약약 및및및 기기기구구구
실험에 사용한 시약 및 기구는 주로 Sigma ChemicalCompany (St.

Louis, MO, USA), Calbiochem (San Diago, CA, USA)와 Nalge Nunc
International(NaperVille,IL,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그 외는 따로 명시
하였다.

222...실실실험험험대대대상상상 환환환자자자군군군
실험대상 환자군은 2000년부터 2004년까지 이식 후 거부반응으로 세브란

스 병원에 내원한 환자 중 조직검사 결과 최종적으로 거부반응으로 판단된 환자
의 신생검 조직으로 실험하였다.환자는 실험동의서를 얻어 신조직을 사용하였다.
각 환자의 조직검사 결과는 Banff97및 Banff2005기준에 근거하여 조직학적 거부
반응을 분류하였으며,단일 증상으로 판별된 경우에만 실험에 사용하였다.급성거
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성으로 분류하여 각 실험에 적용하였다.실험의
대조군은 신세포암 환자의 정상조직을 얻어 사용하였다.

333...TTTLLLRRRmmmRRRNNNAAA 표표표현현현;;;rrreeeaaallltttiiimmmeeeRRRTTT---PPPCCCRRR
총 RNA는 Tri-reagentkit(MolecularResearchCenterInc.,Cincinnati,

OH,USA)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요약하면,사람의 신생검 조직은 500㎕의
Tri-reagent에 부유시킨 후 15분간 반응시켜 조직의 용해를 유발하였다.사람 신
세뇨관 상피세포는 100mm 세포 배양용기에 700㎕의 Tri-reagent를 사용하였다.
용해된 조직과 세포는 chloroform과 혼합한 후 15,000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
여 총 RNA를 선택적으로 분리한 후 순차적으로 isopropanol과 70% ethanol을 사
용하여 순수한 RNA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였다.분리된 RNA는 RNase가 없는
증류수를 넣고 60℃에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RNA의 농도는 분광광도계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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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260nm에서 측정하였고 RNA 순도는 260nm와 280nm에서 측정한 흡광도
의 비율로 평가하였다.역전사 반응은 3㎍ RNA를 5U reversetranscriptase
(Superscript,Invitrogen,Gaitherburg,MD,USA),2.5 mM dNTPs,10 pM
oligo(dT),20U RNAsin,10mM DTT를 함유한 역전사 반응 완충액 (50mM
KCL,10mM MgCl2)에서 수행하였다.

ID Forward Reverse

TLR2 GCCAAAGTCTTGATTGATTGG TTGAAGTTCTCCAGCTCCTG

TLR3 GATCTGTCTCATAATGGCTTG GACAGATTCCGAATGCTTGTG

TLR4 GCATCTGGCTGGGACTCT TGATCCATGCATTGGTAGG

TLR9 GCCGTCCATGAATAGGAAGC CCACCCTGGAAGAGCTAAACC

GAPDH GTCATCATATTTGGCAGGTT GAAGGACTCATGACCACAGT

표표표 222...TTTLLLRRR아아아형형형에에에 대대대한한한 ppprrriiimmmeeerrr

증폭을 위하여 TLR아형 각각에 대한 특이적인 primer를 표 2에서 제시
한 바와 같이 사용하였다.SYBR green염색약을 이용한 realtimePCR 방법은
Takara(Otsu,Shiga,Japan)에서 제공하는 SYBR® premixExTaqkit를 사용하
여 제조자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요약하면,PCR반응은 SYBRpremix가 혼
합된 용액에 RT반응으로 생성된 cDNA 및 표 2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각 TLR
아형에 대한 sense와 antisenseprimer를 첨가하여 95℃에서 10분 동안 초기 변
성 후 95℃에서 1분,58℃에서 1분,그리고 72℃에서 1분 동안 40회 반복하
여 수행하였다.그림 2는 TLR4의 초기조건 수립에서 얻은 meltingcurve를 나타
내는 대표적인 realtime PCR의 반응결과로서,반응이 끝난 PCR 결과는 모두
meltingcurve를 확인하여 실험결과의 특이성을 확인하여 비특이적인 PCR산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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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여 발생될 수 있는 형광량의 이상측정으로부터 발생하는 결과의 오류를 배제
하였다.각 TLR 아형의 mRNA 표현은 확인가능한 증폭이 시작되는 부분인 각
TLR아형의 CT값을 GAPDH의 CT값으로 환산하여 상대적인 값을 비교하였다.각
시료의 mRNA 수준 측정은 3배수로 3회 반복 실험한 값의 평균으로 최종적인 결
과를 분석하였다.

그그그림림림 222...TTTLLLRRR444의의의 PPPCCCRRR조조조건건건 수수수립립립(((mmmeeellltttiiinnngggcccuuurrrvvv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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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 신신신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내내내 TTTLLLRRR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면면면역역역조조조직직직화화화학학학염염염색색색
(((IIImmmmmmuuunnnooohhhiiissstttoooccchhheeemmmiiissstttrrryyy)))

신장 조직을 10% neutral-bufferedformalin에 고정한 후 표준적 방법으
로 처리한 다음 5 μm 절편의 슬라이드로 제작하였다.면역조직화학 염색을 위하
여 제작된 슬라이드의 파라핀을 제거한 후 에탄올로 적시고 세척하였다.Black
andDeckervegetablesteamer를 이용하여 10mM sodium citratebuffer에서 20
분간 항원 복구(antigenretrieval)를 시행하였다.1.4% methanol이 함유된 과산화
수소에서 3분간 반응시켜 내재된 peroxidase의 활성을 억제하였다.Bovineserum
albumin(BSA)3% 함유된 blocking용액으로 30분간 반응시킨 후,TLR2,3,4
및 9항체(Cell Signaling, Danvers, MA, USA)를 각각 1:200으로 희석하여 4℃에
서 overnight동안 반응시키고 PBS로 세척한 후,biotin이 conjugation된 이차 항
체(conjugatedgoatanti-rabbitoranti-mouseIgG;SantaCruzBiotechnology,
SantaCruz,CA,USA)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PBS로 세척하였다.
Strept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 technique (LSABR 2 kit peroixdase, 

DAKO, Carpinteria, CA, USA)가 함유된 반응액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3,3'- diaminobenzidine tetrahydrochlorid (DAB)반응을 통하여 발색시킨 후,
coverslip을 시료 위에 올린 후 mounting을 시행하였다.최종적으로 염색이 완료
된 시료는 광학현미경 하에서 염색정도를 관찰하였다.

555...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통계 분석은 SPSS,version12.0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평균값 ±표준편차’로 기술하였다.각 실험군 간의 측정값 평균치를 비교
는 먼저 분산분석(analysisofvariance;ANOVA)을 시행하여 F값이 의의가 있을
때 Fisher's최소유의차 검정법으로 사후 다중 비교 분석을 하였다.P값이 0.05
미만일 경우에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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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결결결과과과

111...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222,,,333,,,444및및및 999의의의 mmmRRRNNNAAA 표표표현현현...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신생검 조직에서 TLR2,3,4및

9의 mRNA 표현을 검색하기 위하여 SYBR green을 사용하는 realtimeRT-PCR
방법을 시행하였다.대조군(Control)은 신세포암 환자의 정상조직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고,급성거부반응(AR),만성거부반응(CR) 및 CsA 신독성군(CsAN)은
Banff97및 Banff2005에 근거한 조직검사 소견상 단일지표만 관찰된 환자의 신생
검 조직을 사용하였다.

TLR2와 3의 mRNA 표현은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표 3,P>0.05).TLR4의 mRNA 표현은 대조군에 비하여 급성
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성의 모든 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표 3,P<0.05).특히 신독성군에서 TLR4의 mRNA 표현은 급성거부반응이
나 만성거부반응에 비하여 의미있는 증가를 보였다(표 3,P<0.01).TLR9의
mRNA 표현은 CsA 신독성군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였다(표 3,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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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333...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222,,,333,,,444및및및 999의의의 mmmRRRNNNAAA 표표표
현현현...

TLR2 TLR3 TLR4 TLR9

Control (n=7) 1±±±±1.23 1±±±±2.53 1±±±±9.52 1±±±±5.99

AR (n=11) 1.12±±±±0.50 3.80±±±± 4.03 13.16±±±±18.81* 8.64 ±±±±8.39

CR (n=15) 1.37±±±± 0.65 3.72±±±±3.82 11.98±±±±10.21* 4.92±±±± 6.41

CsAN (n=19) 1.94±±±± 1.74 1.96±±±± 1.81 26.69±±±± 11.69* 133.50±±±± 169.71*

실험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급
성거부반응(acuterejection;AR),만성거부반응(chronicrejection;CR),CsA 신독
성(cyclosporineA nephropathy;CsAN).*P<0.05vs.Control.✝P<0.05vs.ARor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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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222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신생검 조직에서 TLR2의 단백

표현을 검색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대조군은 신세포암 환자
의 정상조직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고,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
성군은 Banff97및 Banff2005에 근거한 조직검사 소견상 단일지표만 관찰된 환자
의 신생검 조직을 사용하였다.

TLR2의 단백 표현은 대조군을 포함하여 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성에서 근위세뇨관 부위의 솔변연 부위에서만 약하게 표현되었다.사구
체에서 TLR2단백의 표현은 관찰되지 않았다.각 군간에 염색 정도 및 유형의 차
이는 관찰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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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222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실험 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결과는 대표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 사진
으로 표현하였다. 급성거부반응(acute rejection; AR), 만성거부반응(chronic
rejection;CR),CsA 신독성(cyclosporineA nephropathy;CsAN).

Control AR

CR C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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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333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신생검 조직에서 TLR3의 단백

표현을 검색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대조군은 신세포암 환자
의 정상조직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고,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
성군은 Banff97및 Banff2005에 근거한 조직검사 소견상 단일지표만 관찰된 환자
의 신생검 조직을 사용하였다.

TLR3는 사구체의 족세포 및 벽측상피세포에서 약하게 염색되었고,간질
에서도 일부 염증세포에 약하게 염색되었다.만성거부반응과 CsA 신독성군도 AR
과 비슷하거나 이보다 약하게 염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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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333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실험 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결과는 대표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 사진
으로 표현하였다. 급성거부반응(acute rejection; AR), 만성거부반응(chronic
rejection;CR),CsA 신독성(cyclosporineA nephropathy;CsAN).

Control AR

CR C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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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444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신생검 조직에서 TLR4의 단백

표현을 검색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대조군은 신세포암 환자
의 정상조직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고,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
성군은 Banff97및 Banff2005에 근거한 조직검사 소견상 단일지표만 관찰된 환자
의 신생검 조직을 사용하였다.

TLR4는 대조군에서는 근위 및 원위세뇨관 부위에서 광범위하게 염색되
었다.급성거부반응은 근위세뇨관과 원위세뇨관에 강하게 염색되었으며,간질내 침
윤된 염증세포에서도 강하게 염색되었다.만성거부반응과 CsA 신독성군도 급성거
부반응과 비슷한 양상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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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999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실험 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결과는 대표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 사진
으로 표현하였다. 급성거부반응(acute rejection; AR), 만성거부반응(chronic
rejection;CR),CsA 신독성(cyclosporineA nephropathy;CsAN).

Control AR

CR C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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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999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신생검 조직에서 TLR9의 단백

표현을 검색하기 위하여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하였다.대조군은 신세포암 환자
의 정상조직을 얻어 실험에 사용하였고,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
성군은 Banff97및 Banff2005에 근거한 조직검사 소견상 단일지표만 관찰된 환자
의 신생검 조직을 사용하였다.

TLR9는 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및 CsA 신독성군 모두에서 사구체
의 족세포와 세뇨관 및 염증세포에서 광범위하게 염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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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이이이식식식신신신 생생생검검검 조조조직직직에에에서서서 TTTLLLRRR999의의의 단단단백백백 표표표현현현...
실험 방법은 재료 및 방법에 서술하였다.결과는 대표적인 면역조직화학염색 사진
으로 표현하였다. 급성거부반응(acute rejection; AR), 만성거부반응(chronic
rejection;CR),CsA 신독성(cyclosporineA nephropathy;CsAN).

Control AR

CR C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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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고고고찰찰찰

신장이식 후 거부반응이 발생한 환자의 신생검 조직에서 TLR2,3,4및
9의 mRNA 표현을 검색하기 위하여 SYBR green을 사용하는 realtimeRT-PCR
방법을 시행하였다.조직 또는 세포 내 mRNA의 양을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과
거에는 Northernblotting또는 일반적인 RT-PCR방법이 사용되었으나,Northern
blotting의 경우 방사성 동위원소 사용 및 많은 양의 시료를 확보하여야 하는 문제
점이 존재하였고,RT-PCR 법은 PCR 주기에 따른 결과의 상이성으로 인하여 결
과해석상 많은 문제점이 제기되었다.RealtimeRT-PCR은 적은 양의 시료로 전체
PCR 진행 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다 정확한 실험결과의
도출을 위하여 본 실험에서 사용하였다.

TLR2의 mRNA 표현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CsA 신독성군 및 IgA 신증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LR2
의 단백 표현 또한 다른 TLR 아형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발현만이 세
뇨관 상피세포 부위에 발현되었다.본 실험의 결과로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사람
의 근위세뇨관 상피세포(humanproximaltubularepithelialcell;HK-2)를 사용한
예비실험에서 Wetsernblot과 면역형광염색으로 TLR2의 단백 표현을 살펴본 결
과,면역조직화학염색과 같이 거의 표현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신장내에서도 거의
표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TLR2는 기저수준에서도 신장내에 표현되어 있으
며29-31,초기 염증반응32및 허혈-재관류 손상22,33동안 신장의 세뇨관 상피세포에
서 Interferon-γ (IFN-γ)및 Tumornecrosisfactor-α (TNF-α)에 의하여 증가되
어,염증성 싸이토카인의 생산을 증가시킨다21.이로 인하여 내재면역의 증가와 함
께 각종 독성물질로 인하여 발생하는 신증23및 면역반응에 의하여 매개되는 신증
34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최근들어 CsA 신독성에서
TLR2의 표현이 증가되고,이 가운데 angiotensin-II가 관여하여 내재면역을 증가
시킴이 보고되었다35.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sA 신독성과 TLR2와의 관련성을 찾
을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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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LR3의 mRNA 표현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CsA 신독성군 및 IgA 신증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TLR3
의 단백은 적은 양이 족세포와 간질내 염증세포에서 발현되었다.본 실험의 결과
로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HK-2세포를 사용한 예비실험에서 Wetsernblot과 면
역형광염색으로 TLR3의 단백 표현을 살펴본 결과,면역조직화학염색과 같이 거의
표현되지 않음으로써 실제 신장내에서도 거의 표현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TLR3은 기저수준에서도 신장내에 표현되어 있으며,hepatitisC virus(HCV)와
관련된 신장질환에서만 제한적으로 역할이 보고되어 있다.TLR3의 리간드는 표1
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double-strandRNA 또는 DNA로 알려져 있다.이로 인하
여 각종 감염질환에서 증가됨이 보고되고 있고,HCV에 감염된 사람신장의 사구
체 메산지움 세포,혈관평활근 세포 및 집합관 상피세포 부위에 표현이 증가되어
있고,TNF-α,interleukin-1β (IL-1β),IFN-γ 및polyriboinosinic:polyribocytidylic
acid[poly(I:C)]를 외부에서 투여한 사구체 메산지움 세포에서 증가되고,poly(I:C)
를 투여한 세포에서 IL-6를 비롯한 각종 염증성 싸이토카인의 발현을 증가와 함
께 세포고사(apoptosis)를 유발한다36.본 연구에서 결과를 보면 이식신 기능부전에
관련된 다양한 병변에서 TLR3의 발현 차이는 뚜렷하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TLR4의 mRNA 표현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CsA 신독성군 및 IgA 신증군에서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특히
CsA 신독성군은 급성거부반응 및 만성거부반응과 비교하여도 유의한 증가를 보였
다.그러나,TLR4의 단백 표현은 이 질병군간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
차이를 설명하기 어려우나 시료간의 차이일 가능성도 있다.또한 Westernblot으
로 사구체,세뇨관,간질을 포함한 전체 시료에 대한 단백 발현과 면역조직화학염
색으로 관찰되는 신조직 일부의 단백 발현간에 차이가 있을 가능성도 있다.본 실
험의 결과로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HK-2세포를 사용한 예비실험에서 Wetsern
blot과 면역형광염색으로 TLR4의 단백 표현을 살펴본 결과,면역조직화학염색이
나 mRNA 결과와 같이 HK-2세포상에 표현되며,CsA가 처리된 세포에서 증가
됨이 관찰되었다.기존 연구 결과에 따르면,TLR4는 기저상태의 신장조직에서 지
속적인 표현을 보일 뿐만 아니라,각종 염증성 급성 신 질환 동물 모델에서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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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되어 있다24,25.임상적으로도 급/만성 거부반응에서 증가되고,최근 들어
TLR4의 단백 polymorphism에 따라 heatshockprotein(HSP70)의 변화가 장기
간의 이식신 생존에 중요함이 보고되었다37.TLR4mRNA 및 단백 표현이 급성
및 만성거부반응을 포함한 이식신 기능부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추
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LR9의 mRNA 표현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급성거부반응,만성거부반응
에서는 별다른 차이가 없었으나,CsA 신독성군 및 IgA 신증군에서 모두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그러나,TLR9의 단백은 각 군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이러한 결과는 TLR4와 마찬가지로 면역조직화학염색 결과로는 거부반응 또는
CsA 신독성의 감별이 어렵다고 생각된다.TLR9mRNA의 발현 정도가 만성 거부
반응과 CsA 신독성 간에 차이가 있었으나,단백표현이 다른점으로 이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본 실험의 결과로서 제시하지 못하였지만,
HK-2세포를 사용한 예비실험에서 Wetsernblot과 면역형광염색으로 TLR9의 단
백 표현을 살펴본 결과,Westernblot에서는 TLR9의 표현이 전혀 관찰되지 않았
고,면역형광염색에서는 이식신 생검의 면역조직화학 염색과 같이 세포전체에 염
색되었다.위와 같은 결과는 이식신 생검에서 얻은 TLR9의 단백에 대한 면역조직
화학염색의 결과가 사용된 항체의 항원인식 부위가 상이하기 때문에 발생할 가능
성도 있지만,항체 자체의 특이성에도 다소 문제가 있을 수 있다.추후 신규 항체
의 개발과 함께 보다 폭 넓은 TLR9단백의 조직 및 세포에 따른 표현을 검색할
필요가 있다.TLR9는 TLR3과 마찬가지로 외부에서 유입된 바이러스의 CpG
oligodeoxynucletides(ODN)에 의하여 주로 활성화되며,신장질환에서는 루푸스신
염에서 염증반응과 관련된 역할을 주로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CpG
ODN은 unmethylatedcytosine-guanosinesequence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신장
질환을 넘어서서 다양한 백신개발,항암치료,염증성 질환에 대한 치료 표적으로서
각광받고 있다28.

본 연구에서 관찰한 TLR2,3,4및 9뿐만아니라 TLR7이 최근들어 면역
복합체성 사구체신염38또는 루푸스신염39에서 염증반응과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
고 있다.현재까지 TLR과 신장질환 또는 신장이식 후 발생하는 합병증의 관련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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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연구들이 사람과 동물모델에서 지속적으로 진행되어 오고 있지만,면역학
적 또는 비면역학적으로 다양한 원인들이 관련되어 있고,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다양한 병태생리적 현상들이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뚜렷한 결론을 얻지 못하고
있다40.이후 보다 구체적이고 대규모 연구를 통하여 각 TLR아형의 발현양상 및
역할의 연구를 통하여 이식 후 면역관용 현상유발,백신개발 및 다양한 내재면역
과 관련된 질환에서 유용한 치료 및 진단 지표로서의 가능성을 고려하여야 할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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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결결결론론론

결론적으로,본 연구의 결과는 TLR 4의 mRNA 및 단백 표현이 병인과
는 무관한 신장이식 후 다양한 손상에 의하여 발생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고,만성
CsA 신독성군에서 현저한 증가된 TLR4와 9의 mRNA 표현은 상이한 병변의 차
이를 나타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만성거부반응과는 별개의 진단기준의 예로
사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222666---

참참참고고고문문문헌헌헌

1.Pascual M, Theruvath T, Kawai T, Tolkoff-Rubin N, Cosimi AB.
Strategies to improvelong-term outcomes afterrenaltransplantation.N
EnglJMed2002;346:580-590.

2.Sayegh MH, Carpenter CB. Transplantation 50 years later-progress,
challenges,andpromises.N EnglJMed2004;351:2761-2766.

3.PericoN,CattaneoD,SayeghMH,RemuzziG.Delayedgraftfunctionin
kidneytransplantation.Lancet2004;364:1814-1827.

4.Champman JR, O'Connell PJ, Nankivell BJ. Chronic renal allograft
dysfunction.JAm SocNephrol2005;16:3015-3026.

5.Nankivell BJ, Champman JR. Chronic allograft nephropathy: current
conceptsandfuturedirections.Transplantation2006;81:643-654.

6.Lemaitre B,Nicolas E,MichautL,ReichhartJM,Hoffmann JA.The
dorsoventralregulatorygenecassettespatzle/Toll/cacutscontrolsthepotent
antifungalresponseindrosophilaadults.Cell1996;86:973-983.

7.AndradeCF,WaddellTK,KeshavjeeS,LiuM.Innateimmunityandorgan
transplantation:thepotentialroleoftoll-likereceptors.Am JTransplant
2005;5:969-975.

8.AndersHJ,BanasB,SchlondorffD.Signaling danger:toll-likereceptors
and their potential roles in kidney disease. J Am Soc Nephrol
2004;15:854-867.

9.BeutlerB,JiangZ,GeorgelP,CrozatK,CrokerB,RutschmannS,etal.
Genetic analysis of host resistance: Toll-like receptor signaling and
immunityatlarge.AnnuRevImmunol2006;24:353-389.

10.AndersHJ,SchlondorffD.Toll-likereceptors:emergingconceptsinkidney
disease.CurrOpinNephrolHypertens2007;16:177-183.



---222777---

11.SchroppelB,HeJC.ExpressionofToll-likereceptorsinthekidney:their
potentialrolebeyondinfection.KidneyInt2006;69:785-787.

12.Land W.Postischemicreperfusion injury toallografts-acasefor'innate
immunity'?EurSurgRes2002;34:160-169.

13.TsungA,HoffmanRA,IzuishiK,Critchlow ND,NakaoA,ChanMH,et
al.Hepaticischemia/reperfusioninjuryinvolvesfunctionalTLR4signaling
innonparenchymalcells.JImmunol2005;175:7661-7668.

14.WolfsTG,Buurman WA,vanSchadewijkA,deVriesB,Daemen MA,
HiemstraPS,etal.InvivoexpressionofToll-likereceptor2and4by
renalepithelialcells:IFN-gammaand TNF-alphamediated up-regulation
duringinflammation.JImmunol2002;168:1286-1293.

15.Raeburn CD,Calkins CM,Zimmerman MA,Zimmerman MA,Arya J,
Barsness KA,et al.Toll-like receptos and surgicaldisease.Surgery
2002;131:477-483.

16.GoldsteinDR,TesarBM,AkiraS,LakkisFG.Criticalroleofthetoll-like
receptorsignaladaptorproteinMyD88inacuteallograftrejection.JClin
Invest2003;111:1571-1578.

17.MetheH,ZimmerE,Grimm C,NabauerM,KoglinJ.Evidenceforarole
oftoll-likereceptor4in developmentofchronicallograftrejection after
cardiactransplantation.Transplantation2004;78:1324-1331.

18.Lim SW,LiC,AhnKO,Kim J,MoonIS,etal.Cyclosporine-inducedrenal
injury induces Toll-like receptor and maturation of dendritic cells.
Transplantation2005;80:691-699.

19.DuclouxD,DeschampsM,YannarakiM,FerrandC,BamoulidJ,SaasP,et
al.RelevanceofToll-likereceptor-4polymorphismsinrenaltransplantation.
KidneyInt2005;67:2454-2461.

20.PalmerSM,BurchLH,SmithSR,KuoPC,HerczykWF,ReinsmoenNL,et
al.DonorpolymorphismsinToll-likereceptor-4influencethedevelopment



---222888---

ofrejectionafterrenaltransplantation.ClinTransplant2005;20:30-36.
21.HungCC,ChangCT,TianYC,WuMS,YuCC,PanMJ,etal.Leptospiral
membrane proteins stimulate pro-inflammatory chemokines secretion by
renal tubule epithelial cells through toll-like receptor 2 and p38
mitogen-activatedproteinkinase.NephrolDialTransplant2006;21:898-910.

22.Leemans JC,Stokman G,Claessen N,Rouschop KM, Teske GJD,
KirschningCJ,etal.Renal-associatedTLR2mediatesischemia/reperfusion
injuryinthekidney.JClinInvest2005;115:2894-2903.

23.BrownHJ,SacksSH,GobsonMG.Toll-likereceptor2agonistsexacerbate
accelratednephrotoxicnephritis.JAm SocNephrol2006;17:1931-9.

24.Cunningham PN,Wang Y,Guo R,He G,Quigg RJ.Role oftoll-like
receptor 4 in endotoxin-induced acute renal failure. J Immunol
2004;172:2629-2635.

25.PatolePS,SchubertS,HildingerK,KhandogaS,KhandogaA,SegererS,
etal.Toll-likereceptor-4:renalcellsandbonemarrow cellssignalfor
neutrophilrecruitmentduringpyelonephritis.KidneyInt2005;68:2582-2587.

26.AndersHJ,VielhauerV,EisV,LindeY,KretzlerM,deLemaGP,etal.
Activation oftoll-likereceptor-9inducesprogression ofrenaldiseasein
MRL-Fas(lpr)mice.FASEBJ2004;18:534-536.

27.LartigueA,CourvilleP,AuquitI,FrancoisA,ArnoultC,TronF,etal.
RoleofTLR9inanti-nucleosomeandanti-DNA antibodyproductioninlpr
mutation-inducedmurinelupus.JImmunol2006;177:1349-1354.

28.KriegAM.TherapeuticpotentialofToll-likereceptor9activation.NatRev
DrugDiscov2006;5:471-484.

29.TsuboiN,YoshikaiY,MatsuoS,KikuchiT,IwamiKI,NagaiY,etal.
RolesofToll-likereceptorsinC-C chemokineproductionbyrenaltubular
epithelialcells.JImmunol2002;169:2026-2033.

30.NishimuraM,NaitoS.Tissue-specificmRNA expressionprofilesofhuman



---222999---

Toll-likereceptorsandrelatedgenes.BiolPharm Bull2005;28:886-892.
31.ShigeokaAA,HolscherTD,KingAJ,HallFW,KiossesWB,TobiasPS,et
al.TLR2isconstitutivelyexpressedwithinthekidneyandparticipatesin
ischemic renalinjury through both MyD88-dependentand -independent
pathways.JImmunol2007;178:6252-6258.

32.Yang CW,Hung CC,Wu MS,Tian YC,Chang CT,Pan MJ,etal.
Toll-like receptor 2 mediates early inflammation by leptorspirialouter
membraneproteinsinproximaltubulecells.KidneyInt2006;69:815-822.

33.Kim BS, Lim SW, Li C, Kim JS, Sun BK, Ahn KO, et al.
Ischemia-reperfusion injury activates innate immunity in rat kidneys.
Transplantation2005;79:1370-1377.

34.BrownHJ,LockHR,SacksSH,RobsonMG.TLR2stimulationofintrinsic
renalcells in the induction of immune-mediated glomerulonephritis.J
Immunol2006;177:1925-1931.

35.AhnKO,Lim SW,LiC,YangHJ,GheeJY,Kim JY,etal.Influenceof
angiotensin IIon expression ofToll-like receptor2 and maturation of
dendritic cells in chronic cyclosporine nephropathy. Transplantation
2007;83:938-947.

36.WomleM,SchmidH,BanasB,MerkleM,HengerA,RoederM,etal.
Novel role of Toll-like receptor 3 in hepatitis C-associated
glomerulonephritis.Am JPathol2006;168:370-385.

37.FeketeA,Viklicky O,Hubacek JA,RusaiK,ErdeiG,TreszlA,etal.
Association between heat shock protein 70s and Toll-like receptor
polymorphism with long-term renal allograft survival.Transplant Int
2006;19:190-196.

38.PawarRD,PatolePS,ZecherD,SegererS,KretzlerM,SchlondorffD,et
al.Toll-like receptor-7 modulates immune complex glomerulonephritis.J
Am SocNephrol2006;17:141-149.



---333000---

39.PawarRD,RamanjaneyuluA,KulkarniOP,LechMJ,SegererS,Anders
HJ.Inhibition ofToll-like receptor-7 (TLR-7)or TLR-7 plus TLR-9
attenuatesglomerulonephritisandlunginjuryinexperimentallupus.JAm
SocNephrol2007;18:1721-1731.

40.ObhraiJ,Goldstein DR.The role ofToll-like receptors in solid organ
transplantation.Transplantation2006;81:497-502.



---333111---

AAAbbbssstttrrraaacccttt

TTTooollllll---llliiikkkeeerrreeeccceeeppptttooorrreeexxxppprrreeessssssiiiooonnniiinnnrrreeennnaaalllbbbiiiooopppsssyyyooofffrrreeennnaaalll
aaallllllooogggrrraaaffftttdddyyysssfffuuunnnccctttiiiooonnnpppaaatttiiieeennntttsss

JisunKwon

TheGraduateProgram ofNanoScienceandTechnology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YuSeunKim)

Toll-likereceptor(TLR)hasbeen known asa mediatorofinnate
immunity,butrecentreportsshowedthatTLR providedalink toadaptive
immunityandwasinvolvedinallograftrejectionaswellasinflmmation.To
exploretheexpressionpatternsinvariousconditionsofrenaltransplantation,
thisstudy examined TLR subunitsmRNA and protein expression in renal
allograftbiopsyofacuterejection(AR,n=11),chronicrejection(CR,n=15),and
chroniccyclosporine(CsA)nephrotoxicity(n=19)patients.Thediagnosiswas
madeaccording toBanff97classificationwithBanff2005modification.Control
tissues(n=7)wereobtained from normalrenalcorticaltissueofrenalcell
carcinomapatients.TLR 2,3,4,and9mRNA expressionwasanalyzedby
realtime RT-PCR using SYBR green and each protein expression by
immunohistochemistry.TLR2and3mRNA expressionswerenotsignificantly
differentinallograftsamplescomparedwithcontrol(P>0.05).Onthecontrast,
TLR 4mRNA wassignificantlyincreasedinAR (P<0.05),CR (P<0.05),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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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A toxicity(P<0.0001).TLR 4mRNA expressionwassignificantlyhigherin
CsA toxicitythanthatofacuteandchronicrejections(P<0.01),however,no
significantdifferencewasobservedbetweenAR andCR.TLR 9mRNA was
only upregulatedin CsA toxicity (P<0.05).TLR 4and9proteinexpression
washigherthanTLR 2and3inalltestedgroups.Theseresultssuggested
thatTLR 4expressionincreasedwithrenaltransplantdamageirrespectiveof
causes.A strongmRNA expressionofTLR 4and9inchronicCsA toxicity
among allograftsamplesmay reflectdifferentpathogenesisand help in the
differentialdiagnosiswithCR.

Keyword:Toll-likereceptor,Renaltransplantation,Acuterejection,Chronic
rejection,CsA nephr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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