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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시토크롬 P450(CYP)3A4는 임상 으로 용되는 약 50% 약물 사

에 여하는 요한 약물 사효소 (drug-metabolizingenzyme)이다.최

근 보고에 따르면 알코올이 CYP3A발 을 유도 억제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이러한 CYP3A의 발 변화는 체외물질의 감지에 요한 역

할을 수행하는 핵수용체인 pregnaneX receptor(PXR)에 의해 주로 조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 연구에서 수행한 마이크로어 이

(microarray)분석 결과에 의해 만성 인 알코올 섭취는 PXR에 의해 주

로 조 받는 체내 제1상 약물 사반응 (phase Idrug metabolism

reaction),제2상 합 반응 (phaseIIconjugationreaction) 제3상 체

외물질/약물 수송 반응 (phaseIIIxenobiotic/drugtransportreaction)에

련된 유 자들의 발 을 증가시켰다.본 연구에서는 만성 인 알코올

을 섭취한 마우스에서 CYP3A의 발 이 PXR 내인성 리간드인 5β

-cholestane-3α,7α,12α-triol(triol)과 7α-hydroxy-4-cholestene-3-one

(7α-4C)의 증가로 인해 일어난다는 것을 검증하고 담즙산 생합성 경로

에서 리간드 생성에 여하는 CYP8B1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한다.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한 핵수용체들과 표 분자들의 유 자 변화를 분

석하기 하여 Lieber-DeCarli알코올 액체식이를 섭취한 간질환 모델을

이용하 다.시간에 따른 변화를 분석한 결과 PhaseI,II III에 여

하는 유 자들과 이를 조 하는 핵수용체들의 발 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특히 콜 스테롤 사체들에 의해 활성화되는 PXR과 표

분자인 Cyp3a11의 mRNA 발 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PXR내

인성 리간드로 알려진 triol과 7α-4C의 변화를 분석하기 하여 GC/MS

분석법을 이용하 다.시간에 따른 사체들의 변화를 분석한 결과 PXR

내인성 리간드들의 변화는 알코올 섭취정도와 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

인하 다. 한 Lieber-DeCarli알코올 액체식이를 섭취한 간질환 모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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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담즙산 생합성 경로의 cholicacid(CA)와 chenodeoxycholicacid

(CDCA)의 양조 에 여하는 CYP8B1의 발 이 유의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알코올 처리에 의한 CA 생성과 련하여 CYP8B1의

역할을 분석하기 하여 간세포주에 CYP8B1siRNA를 처리한 실험에서

CA의 생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

본 연구에서는 만성 인 알코올 섭취로 증가된 PXR내인성 리간드에

의해 CYP3A11의 발 이 증가된다는 것과 간세포주에서 성 인 알코

올 투여에 의해 담즙산 생합성 경로에서 PXR 내인성 리간드 생성에

CYP8B1이 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더욱이 이러한 결과

들로부터 알코올 섭취에 의한 식품과 의약품 (food-drug)과 의약품과 의

약품 (drug-drug)의 상호작용 측을 이해하는 데에 요한 정보로 활

용될 것으로 기 가 된다.

Keywords:알코올,PregnaneXreceptor,약물 사효소,시토크롬 P540

3A,콜 스테롤

Student Number : 2008-30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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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R : Pregnane X receptor

PXRE : PXR responsive element

qRT-PCR :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SULT : Sulfotransferase

Tetrol : 5β-cholestane-3α,7α,12α,25α-tetrol

TLR4 : Toll-like receptor 4

Triol : 5β-cholestane-3α,7α,12α-triol

UGT : UDP-glucuronosyl transfer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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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식생활 변화 인구노령화 등의 사회 요인과 성인병 만성

사질환 등 복합 병인으로 인의 건강은 많은 을 받고 있다.우리

나라에서의 간질환은 부분 소화기 계통의 질환으로 인의 성인병인

비만,당뇨병 등의 사질환 환자와 더불어 유병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경제 성장 이후 국민 소득의 증가에 따라 알코올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 고,과도한 음주로 인한 개인의 건강에 향을 미치게 된

다.알코올을 포함하여 부분의 체외물질은 생체막으로 흡수가 잘되는

지질 수용성의 성질을 가지며,특정 장기에 높은 농도로 축 이 되면 독

성 는 죽음의 결과를 래하게 된다 (Casarettetal.,2001).독성이 있

는 체외물질들은 체내의 사 (biotransformation),분비 (excretion)

장 (storage)의 체계 순환에 의해 제거된다.간은 체외물질들의 수

용, 사 분비가 이루어지는 기 이며,다양한 체외물질을 사하는

효소들과 수송 단백질들이 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sarettet

al.,2001).증가된 콜 스테롤은 간내의 다양한 체외물질 약물 사효

소들에 의해 담즙산으로 환과 담즙 콜 스테롤의 분비증가에 의해 제

거된다.

알코올성 간질환은 세계 으로 매우 흔한 질환으로 알코올성 지방

간,간염 간경변 등을 포함한다.섭취된 알코올은 와 소장에서 흡수

되어 80% 정도는 간에서 사가 되고 20% 정도는 장에서 사가 된

다 (Warturg etal.,1984).흡수된 알코올은 간에 존재하는 alcohol

dehydrogenase(ADH)와 microsomalethanol-oxidizingsystem (MEOS)

에 의한 경로를 통해 사가 된다.MEOS는 간세포의 활면 소포체

(smoothendoplasmicreticulum)에 존재하며,cytochromeP450(CYP),

NADPH dependentCYPreductase lecithin의 phosphatidylcholine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CYP이 반응계의 심 역할을 하며,만성 인 알

코올 섭취에 의해 유도가 된다 (LieberandDeCarli1968;Lieber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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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Carli1970;Brody1994).과량의 알코올과 만성 인 알코올을 섭취한

경우에 MEOS는 활성화되며,과량의 알코올 섭취시 사과정에서 약

10% 정도는 CYP2E1에 의해 사가 된다 (LieberandDeCarli1968;

Lieberand DeCarli,1972;Brody 1994;Lieberetal.,1997;Lieber

2004). 한 MEOS의 심 인 효소인 CYP2E1이외에 CYP3A4가 알코

올 사에 여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다른 CYP의 존재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다 (Salmelaetal.,1998).CYP3A4는 부분의 약물 사에

여하며 이를 조 하는 PXR은 외인성 는 내인성 물질의 결합에 의해

활성화되는 리간드 활성화 사인자 (ligand-activated transcription

factor)로 알려져 있다.알코올에 의한 CYP3A의 유도는 내인성 콜 스테

롤 사체들에 의해 활성화되는 pregnaneX receptor(PXR)에 의해 매

개된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Sinclairetal.,1991;Louisetal.,

1994;Kostrubskyetal.,1995;Robertsetal.,1995;Feiermanetal.,

2003;Dussaultetal.,2003). 한 최근에 Yin(2009)등은 만성 인 알

코올 의해 간내의 콜 스테롤과 담즙산 생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하 다.따라서 간내의 PXR-CYP3A의 경로 조 은 간내의 콜 스테롤

사와 담즙산 생합성 사에 있어서 요한 부분으로 이해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일차 으로 마우스에서 알코올에 의한 CYP3A11의 발

변화와 이를 조 하는 PXR의 발 변화를 분석하여 분자수 에서

상 성을 밝히고자 하 으며,이차 으로 콜 스테롤 사의 증가로 생

성된 내인성 콜 스테롤 사체들이 PXR-CYP3A11경로의 조 에 미

치는 향을 분석하여 알코올에 의한 CYP3A 조 에 한 새로운 기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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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알코올에 의한 사 이상 (metabolicabnormalities)

한 알코올의 섭취는 동맥경화 같은 심 계 질환,당뇨병 같은

내분비계 질환 치매 같은 신경계 질환을 방할 수 있다는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Belfrageetal.,1977;Pikaaretal.,1987;Muntwyleret

al.,1998;Mukamaletal.,2003;Saccoetal.,1999;Wannanmetheeet

al.,2002;Wannametheeetal.,2003).그러나 과량의 알코올과 만성 인

알코올의 섭취는 콜 스테롤 합성의 증가와 담즙산 분비의 감소 등으로

체내의 콜 스테롤을 증가시키며 이로 인한 모든 장기와 조직에 한 유

해한 손상을 미치는 사 이상이 일어난다 (그림 1)(Lefevreetal.,

1972;Haslted,1980;Mitchelletal.,1986).과량의 알코올 섭취는 고지

방증과 고콜 스테롤증을 포함하는 지질 사의 심각한 이상을 일으키며

(Lieber,1973;Visiolietal.,1998),과도한 지질의 축 은 알코올성 간질

환 (alcoholicliverdisease,ALD)의 기 병 상 뿐만 아니라 간염과

간경변의 질병 원인이 되고 있다 (Songetal.,2004;YouandCrabb,

2004).특히 지질의 축 은 간세포의 산화/환원 단계의 변화에 의해 유도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iehl1997;Stewartetal.,2001).ALD는 알

코올성 지방간,간염,간섬유증,간경변 이로 인한 말기 간부 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단계 으로 진행이 된다 (Diehl,1998).ALD는 다음

단계 간질환으로의 이환에 결정 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됨에 따라

알코올과 건강에 한 심이 높아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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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epatic and metabolic abnormalities after ethanol abuse (adapted from 

Drug Metabolism Reviews 36:511-529, 2004). 

콜 스테롤은 스테로이드 호르몬,담즙산 옥시스테롤 등의 구체

로 알려져 있으며,정상 세포기능 유지와 세포막의 요한 구성 성분

일 뿐만 아니라 다양한 사경로의 조 인자 역할을 한다. 부분의 콜

스테롤은 음식에 의해 공 되기보다는 간에서 더 많이 합성이 된다.

담즙산의 합성과 분비를 통하여 콜 스테롤의 양을 조 하는 기 으로 간

이 알려져 있다 (Changetal.,2006;KandandDavis,2000).간내의 증

가된 콜 스테롤은 CYP7A1,CYP27A1 CYP8B1등 다양한 약물 사

효소들에 의해 정교하게 조 되어,담즙산으로 사 장 내로 배출될

수 있는 형태로 환된다 (그림 2).간내의 콜 스테롤,지방산 성

지방의 사를 조 하는 효소들은 알코올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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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되었다 (Lieber1995;Diehl1998). 한 콜 스테롤로부터 담즙산 생합

성에 여하는 약물 사효소들은 다양한 핵수용체들에 의해 조 받게 된

다 (Goodwinetal.,2000;Luetal.,2000).최근 간내의 콜 스테롤과

련하여 알코올성 비알코올성 간질환으로 진행은 콜 스테롤 사 이

상에 의해 유도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Fernandez etal.,2008;

Woutersetal.,2008).간과 액에서 콜 스테롤의 양이 많아지면 심장

질환이나 동맥경화증 (atherosclerosis)의 험요인이 되며,담즙과 련하

여 담석증 (gallstone)을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nnionetal.,

1978;Martinetal.,1986).이와 같이 콜 스테롤과 련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코올성 간질환과 련하여 만성 인 알코

올 섭취로 증가된 콜 스테롤 사에 한 기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한 콜 스테롤 사의 이상에 한 기 연

구는 알코올성 간질환의 발병과정을 이해하는데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재까지 알코올성 간질환에서의 담즙산 생합성 사

에 여하는 사체들의 변화와 이를 조 하는 핵수용체들 간의 분자

상호작용에 한 연구는 부족하며,이에 한 이해와 심이 차 증가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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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cheme of the human liver cytochrome P450 involved in synthesis and 

metabolism of cholesterol. (adapted from Current Drug Metabolism 12:173-185,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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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시토크롬 P4503A (CYP3A)

1.2.1.약물 사효소 (drug-metabolizingenzyme)로서 CYP3A

체외물질을 비롯한 약물의 사에 련된 효소를 약물 사효소 (drug-

metabolizingenzyme)라 한다.체내의 다양한 조직에 분포되어 있고 종

류도 매우 많다.다양한 조직에서 약물 사효소들이 분포하지만 가장 많

이 분포하는 곳은 간이며,간은 체외물질의 무독화 약물 사에 가장

요한 기 이다.약물 사효소는 다양한 기질 특이성과 구조 으로 다

양한 스테로이드 호르몬 (steroidhormone),빌리루빈 (bilirubin),담즙산

(bileacid),지방산 (fattyacid) 에이코사노이드 (eicosanoid)등과 같

은 다양한 내인성 외인성 화합물들의 사 조 에 여한다. 사과

정은 흡수된 내인성 외인성 물질의 수용성을 증가시켜 체외배설이 용

이한 형태로 환시키는 과정으로 내인성 외인성 물질의 체내 축 을

막는 요한 방어체계로 볼 수 있다.그러나 불완 한 약물 사과정으로

인해 오히려 독성이 증가하는 경우도 있다.일반 으로 약물 사반응은

제1상 반응 (phaseIreaction)과 제2상 반응 (phaseIIreaction)으로 분

류된다 (Casarett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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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 효소 또는 반 예 세포내 치

제1상 반

가수 분해

Esterase Microsomes, Cytosol

Peptidase Blood, Lysosomes

Epoxide hydrolase Microsomes, Cytosol

환 원

Azo- & nitro-reduction Microflora, Microsomes, 

Carboxyl reduction Cytosol, Blood, Microsomes

Disulfide reduction Cytosol

Sulfoxide reduction Cytosol

Quinone reduction Cytosol, Microsomes

Reductive dehalogenation Microsomes

산 화

Alcohol dehydrogenase Cytosol

Aldehyde dehydrogenase Mitochondria, Cytosol

Aldehyde oxidase Cytosol

Xantine oxidase Cytosol

Monoamine oxidase Mitochondria

Diamine oxidase Cytosol

Prostaglandin H synthase Microsomes

Flavin-monooxygenases Microsomes

Cytochrome P450 Microsomes

제2상 반

포 합

Glucuronide conjugation Microsomes

Sulfate conjugation Cytosol

Glutathione conjugation Cytosol, Microsomes

Amino acid conjugation Mitochondria, Microsomes

Acylation Mitochondria, Cytosol

Metirylation Cytosol

Table 1. The phase I and II biotransformation of xenobiotics (modified from 

Casarett and Doull’s toxicology: the basic science of poisons, 6th ed.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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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erols Xenobiotics Fatty acids Eicosanoids Vitamins Unknown

1B1

7A1

7B1

8B1

11A1

11B1

11B2

17A1

19A1

21A2

27A1

39A1

46A1

51A1

 

1A1

1A2

2A6

2A13

2B6

2C8

2C9

2C18

2C19

2D6

2E1

2F1

3A4

3A5

3A7

2J2

4A11

4B1

4F12

 

 

 

 

 

 

 

 

 

 

 

4F2

4F3

4F8

5A1

8A1

 

 

 

 

 

 

 

 

 

 

2R1

24A1

26A1

26B1

26C1

27B1

 

 

 

 

 

 

 

 

 

2A7

2S1

2U1

2W1

3A43

4A22

4F11

4F22

4V2

4X1

4Z1

20A1

27C1

 

 

제1상 반응 체외물질 사에 CYP들은 주로 지방성 수산화,에스테르

분해와 산화 기 이와 같은 산화반응으로 물질의 극성을 증가시킨다

(Casarettetal.,2001).제2상 반응은 약물 는 사 산물이 내인성 물질

과 결합하는 과정으로서 제1상 반응을 통해 극성 있는 능기가 도입된

후 생성된 사체들에 일어나는 포합반응으로 수용성을 증가시킨다.CYP

는 재까지 약 60여종의 유 자들은 사람으로부터 발견되어 있으며,그

에서 CYP1A,CYP2B CYP3A는 체외물질 사에 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Goodwinetal.,1999;Raucy,2002;Pascussietal.,

2004).따라서 CYP는 약물 사연구에 요한 효소이며, 사체 동정,약물

유래 간독성과 약물상호작용에 있어서 필수 인 요소로 간주되고 있다.

Table 2. Classification of human cytochrome P450s based on major substrate class 

(adapted from The AAPS Journal 8(1):E101-E111,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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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2.알코올 사 역할로서의 CYP3A

CYP는 다양한 내인성 외인성 지질 친화 (lipophilic)화합물들의 산

화 사에 련된 헴단백질 (hemoprotein)으로 구성되어 있다.Lieber

(1968)등에 의해 MEOS는 처음 발견되었으며,그 이후로 CYP2E1이 발견

됨에 따라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흡수된 알코올은 주로 세포질에 존

재하는 ADH,microsome에 존재하는 MEOS peroxisome에 존재하는

catalase에 의한 3가지 경로를 통해 사가 된다.알코올 섭취로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효소들의 활성이 증가되어 MEOS는 활성화된다 (Iseriet

al.,1964;LaneandLieber1966).만성 인 알코올을 섭취했을 경우

MEOS는 활성화가 되며,간의 알코올 사과정 10% 정도는 MEOS

에 의해 사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LieberandDeCarli1968;Lieber

andDeCarli1970;LieberandDeCarli,1972;Lieberetal.,1997;Lieber

2004).MEOS의 핵심 인 효소인 CYP2E1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

해 4배에서 10배 정도로 유 자 발 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sutsumietal.,1989;Takahashietal.,1993).Salmela(1998)등은

소포체의 알코올 사와 련하여 CYP2E1이외에 CYP3A4가 련되는

것으로 보고하 다.에탄올에 의한 CYP3A4 발 증가는 Salmela

(1998)등의 연구보고가 되기 에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연구가 되었

다.Sinclair(1991)등은 랫의 간세포에 48시간에서 96시간동안 에탄올

처리에 의해 CYP2E1 뿐만 아니라 CYP3A4 발 의 증가와 Louis

(1994)등,Roberts(1995)등 Feierman(2003)등은 랫의 간에서

Lieber-DeCarli알코올 액체식이 방법으로 CYP3A4발 과 활성이 증가

된다는 것을 보고하 다. 한 Kostrubsky(1995)등,Dashti(1996)등

Feierman(2003)등은 사람의 간세포에 24시간에서 48시간동안 에탄

올 처리에 의해 CYP3A4발 이 증가된다는 것을 보고하 다.이와는

반 로 Hakkak (1994)등은 랫의 소장에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해

CYP3A2발 의 감소와 Rowlands(2000)등은 랫의 간에 에탄올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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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kg을 10일 동안 구강투여방법으로 CYP3A2발 이 감소된다는 것을

보고하 다. 한 Wang(2005)등은 마우스의 간에 에탄올 4mg/kg을 5

주 동안 구강투여방법으로 CYP3A 발 이 감소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이러한 상반된 결과는 알코올의 구강투여 Lieber-DeCarli액체식이의

투여방식과 섭취량에 따라 CYP3A 발 이 감소되는 것으로 생각된다.알

코올 섭취로 CYP3A 발 의 증가에 한 정확한 분자 기 은 알려져

있지 않다.

알코올과 약물 사효소의 계는 알코올 독환자에서 약물 사와 련

하여 설명할 수 있다. 로 CYP2E1의 기질로 알려진 chlorzoxazone

(CZX)은 근육 이완제로 알려져 있으며,CYP2E1에 의해 CZX 사의 주

요한 형태인 6-hydroxy-chlorzoxazone(6-OH-CZX)로 사된다 (Raucy

etal.,2000).Girre(1994)등은 알코올 독인 환자들에서 경구투여된

CZX는 73% 높은 청소율 (clearance,CL),37% 낮은 최고약물농도

(Cmax,)2배 높은 6-OH-CZX 장 수치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 다.

한 Haxholdt(1984)등은 CYP3A의 기질로 알려진 fentanyl은 진통제로

알려져 있으며,만족스러운 무통증 (satisfactoryanalgesia)을 해 필요한

양은 알코올 독환자들이 일반인들보다 61% 더 높은 것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이 약물 사효소인 CYP들은 다양한 약물 사에 향을 주기 때문

에 과량의 알코올 섭취 는 알코올 독자들의 약물 사효소 활성은

요한 부분으로 두되고 있다.

1.2.3.CYP3A 유도와 약물 사

CYP3A는 약물 사 CYP효소에서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으며,마우스

CYP3A11은 사람의 CYP3A4와 76% 아미노산 유사도로 알려져 있다

(WrightonandStevens,1992;Yanagimotoetal.,1992;Thummeland

Wilkinson,1998;Nelson,1999).CYP3A4는 산화 ,환원 과산화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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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s Inhibitors Inducers

Endogenous

Androstrenedione

Chenodeoxycholic acid

Cortisol

Deoxycholic acid 

Estradiol

Lithocholic acid 

Progesterone

Testosterone

Cimetidine 

Erythromycin

Fluconazole

Fluoxetine

Gestodene

Grapefruit juice 

Itraconazole

Josamycin

Ketoconazole

Troleandomycin

Corticosterone

Chenodeoxycholic acid

Growth hormone

Hydrocortisone

Xenobiotics

Aflatoxin B1

Alfentanil

Carbemazepine

Cyclophosphamide

Dextromethorphan

Diazepam

Erythromycin

17-α-ethynylestradiol

Ifosfamide

Imipramine

Simvastatin

Tamoxifen

Carbemazepine

Clotrimazole

Cyclophosphamide

Ciazepam

Fexofenadine

Hyperforin

Ifsofamide

Lovastatin

Metyrapone

Moracizine

PCN

Phenobarbital 

Rifampicin

방법으로 다양한 내인성 외인성 화합물들의 50∼60%를 무독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Omuraetal.,1999).

Table 3. Representative substrates, inhibitors and inducers of human CYP3A. 

(modified from XENOBIOTICA 32(3):165-206,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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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3A 유도는 체외물질 사에 여하는 핵수용체인 PXR에 의해 주

로 조 을 받는다.CYP3A의 로모터 부 에 pregnaneX receptor

element(PXRE)부 가 존재하며,활성화된 PXR이 결합하여 사 으

로 CYP3A를 조 한다 (그림 3).

Figure 3. CYP3A induction by xenobiotics/drugs.

내인성 기질인 스테로이드와 담즙산은 CYP3A에 의해 수산화

(hydroxylation)으로 불활성화 는 분해되며 (Waxman etal.,1988;

ArayaandWikvall,1999),외인성 기질인 체외물질과 부분의 약물들

은 부분 CYP3A4에 의해 사된다 (Guengerich,1999).

부분의 약물 사에 여하는 CYP3A4는 임상 약물치료 뿐만 아니

라 약물 사체들의 동정 사경로 규명의 신약개발과정에서 필수

으로 요구되고 있다. 를 들어 항히스타민 약제인 terfenadine은 간에서

CYP3A4에 의해 fexofenadine으로 사가 되어 심장이상의 심각한 문제

로 퇴출되었다.이와 같이 시 인 약물이 독성문제로 퇴출되는 경우가

많았으며,이 에서 간독성은 13종 (약 40%),약물상호작용 8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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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심장독성 10건 (약 30%)으로 보고되었다 (Shah,2004).간독성

과 약물상호작용은 약물 사와 매우 하게 련되어 있기 때문에 알코

올에 의한 CYP3A4의 활성 변화로 유도된 약물 사의 변화 는 약물의

효과 변화는 독성 인 측면에서 요한 부분으로 두되고 있다. 를 들

어 알코올과 향정신성 약물인 3,4-Methylenedioxymetamfetamine

(MDMA 는 'ecstasy')를 동시에 복용했을 경우 행복감 (euphoria)이 2

배로 증가한 것으로 보고되어있다 (Hernandez-lopez et al.,2002).

MDMA와 알코올간의 상호작용에 CYP3A4가 여한다는 것은 알코올에

의해 CYP3A4가 유도된다는 이 보고로부터 생각할 수 있다.따라서

CYP3A4에 의한 약물 사는 의약품과 의약품을 포함하여 식품과 의약품,

천연물과 의약품 등의 다양한 경우에 있어서도 발생할 수 있으며 독성

인 측면의 사연구에 요한 것으로 강조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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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내·외부물질 감지로서 핵수용체 (nuclearreceptor)

1.3.1.핵수용체의 종류와 기능

핵수용체는 약물 사,발달,세포 분화 생식과 같은 생리 기능을

조 하는 리간드 활성화 사인자이다 (SummerbellandMaden,1990;

KawajiriandIkuta,1999). 재 49종으로 알려져 있으며,스테로이드 수

용체 (steroidreceptor)와 티노이드 수용체 (retinoidreceptor)등과 같

이 리간드가 알려진 통 인 핵수용체들 (conventional nuclear

receptors)와 아직 리간드가 알려져 있지 않은 고아 핵수용체들 (orphan

nuclearreceptors)로 분류된다 (WillsonandMoore,2002).

Figure 4. The nuclear receptor superfamily (modified from Mitochondrion 

8(4):329-337,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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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수용체 리간드
프로모터

결합부

발현

조직

표적 전

제1상 제2상 제3상

CAR
Androgen 

Phenobarbital
Rifampicin

DR-3 
DR-4 
DR-5 
ER-6

간

장

신장

Cyp2a6 
Cyp2b1 
Cyp2b6 
Cyp2c9 
Cyp2c19

Ugt1a1
Abcc2 
Abcc3 
Abcc4

SXR/
PXR

Bile acids 
Steroids 

Rifampicin 
Phenobarbital 
Clotrimazole

DR-3 
DR-4 
DR-5 
ER-6 
ER-8

간

장

Cyp1a2 
Cyp2b6 
Cyp2c9 
Cyp2c19 
Cyp3a4
Cyp3a7 
Cyp7a1

Sult2a1 
Ugt1a1 
Ugt1a3 
Ugt1a4

Abca1 
Abcb1 

Abcb11 
Abcc1 
Abcc2 
Abcc3 
Abcg2

FXR Bile acids IR-1 
DR-1 간 Cyp7a1 

Cyp8b1
Ugt2b4 
Sult2a1

Abcb4 
Abcb11 
Abcc2

LXRα,β Oxysterols DR-4

간

장

신장

Cyp2b6 
Cyp3a4

 

Abca1 
Abcg1 
Abcg4 
Abcg5 
Abcg8

부분의 고아 핵수용체들은 NR1H1과 NR1I으로 분류되며 PPARs,

LXRs (NR1H2와 NR1H3),FXR (NR1H4),PXR (NR1I2) CAR

(NR1I3)는 RXR과 이형화 (dimerization)를 형성하여 사의 조 자로

작용하며,몇몇 고아 핵수용체들은 모노머 (monomer) 는 호모다이머

(homodimer)로 결합하여 작용한다 (Luetal.,2001;WillsonandMoore,

2002;Francisetal.,2003).표 4는 주요 고아 핵수용체들의 리간드,

로모터 결합부 ,발 조직 표 유 자들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4. Adopted orphan receptors-ligand, response element, tissue and target genes. 

(modified from Mol Endocrinol 17(1):1-10,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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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수용체는 N 말단 활성부 (AF-1),DNA 결합부 (DBD),리간드

결합부 (LBD) C말단 활성부 (AF-2)들로 구성되는 공통 인 구

조를 가지고 있다.C말단 활성부 는 특정 체외물질 는 내인성 리간

드가 결합하는 리간드 결합부 와 보존된 AF-2부 가 있다.리간드가

결합함에 따라 크로마틴 리모델링 (chromatinremodeling)과 사복합체

의 활성화를 진하는 다양한 보조 활성화 인자들이 작용한다

(McKennaand O'Malley, 2002;Xu etal.,2003;Kishimoto etal.,

2006).LBD는 수용체의 이형화와 표 유 자의 로모터 결합력에

여한다 (Steinmetzetal.,2001).활성화된 수용체들,기본 인 사인자

들 보조 활성화인자들의 작용으로 핵내 표 유 자들의 발 은 조

된다.

Figure 5. Nuclear receptor structural domains. AF-1, N-terminal activation 

function-1; DBD, DNA binding domain; H, hinge region; AF-2, C-terminal 

activation function-2; LBD, ligand binding domain.

핵수용체의 활성은 스테로이드 호르몬 (estrogen,glucocorticoids,

progesterone,androgens,vitaminD3,oxysterols bileacids), 티노

산 (all-trans와 9-cisisoforms),티로이드 호르몬 (thyroidhormones),

지방산 (fatty acids), 루코트리엔 (leukotrienes), 로스타 란딘

(prostaglandins) 지방 친화성 체외물질과 같은 소수성 분자들의 결합

에 의해 조 된다 (Robinson-Rechavietal.,2003).체외물질에 의한

CYP의 활성화는 주로 thePer/Arnt/Sim (PAS)family에 속하는 사

인자인 AhR과 외부물질 감지 핵수용체들인 CAR과 PXR에 의해 조 받

는다 (RowlandsandGustafsson,1997;HonkakoskiandNegishi,2000;

SueyoshiandNegishi,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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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2.PregnaneXreceptor(PXR)활성화와 기능

PXR은 내인성 물질과 체외물질 감지 리간드 활성화된 사인자이

며 외부로부터 유입된 독성물질을 간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방어기 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aticetal.,2007).PXR은

VDR과 CAR을 포함하여 NR1I로 분류되며 체내의 간과 소장에 많이 발

되어 다양한 기질 특이성이 있으며,체외물질 임상 약물의 50% 이

상 사에 여한다 (Lehmannetal.,1998;Guengerichetal.,1999;

Dybdahletal.,2012).Kliewer(1998)등은 PXR이 Cyp3a유 자의

PXRE에 결합으로 사 활성화 유도와 체외물질과 련된 핵수용체라

는 것을 처음 발견하 다.

PXR은 리간드 활성화 이외에 다른 핵수용체들에 의해 발 이 조 되기

도 한다.Pascussi(2000)등은 glucocorticoid활성인자인 dexamethasone은

사람과 마우스에서 Pxr과 Cyp3a의 유 자 발 을 증가시킨다는 사실을 보

고하 다.Masuyama(2001)등은 임신한 마우스의 간과 자궁에서 정상 마

우스보다 Pxr발 이 약 50배 높게 발 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이것은

Pxr발 이 임신으로 유도된 내인성 호르몬에 의해 자극된다는 것을 제시

하며 체외물질 는 다른 내인성의 독성있는 화합물들로부터 태아 는 모

체를 보호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다.

Figure 6. Pregnane X receptor (PXR) activation and its function. (adapted from 

Expert Opin Drug Metab Toxicol 4(7):895-908,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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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XR의 DBD는 포유류 PXR에 잘 보존되어 있으며 95% 이상 염기서열

상동성이 있다 (Jonesetal.,2000).PXR은 RXR과 이형화를 형성하여

표 유 자들의 PXRE인 DR3,DR4,DR5,ER6 ER8DBD를 인식하

여 약물 사효소들의 발 이 유도된다 (Wadaetal.,2009).PXR의 LBD

는 포유류 PXR에서 70∼80% 유사하며,이것은 종 특이 인 CYP3A의

유도뿐만 아니라 PXR의 리간드 활성화와 련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LeCluyse,2001;Watkinsetal.,2001). 한 PXR은 다른 핵수용체들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더라도 큰 구조의 LBD이므로 다양한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될 수 있다. 련된 보고에 따르면 Watkins(2001)등과 Chrencik

(2005)등은 PXR의 LBD에 rifampicin과 같은 큰 구조의 화합물이 결합

한다는 것과 종마다 다양한 LBD 염기서열 때문에 다양한 리간드에 의

해 유도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

Figure 7. hPXR ligand binding domain in complex with rifampicin. (adapted from 

Steroids. 72:231-24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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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3.체외물질 사 역할로서의 PXR

체외물질 사는 제1상 반응인 산화,환원 가수분해 등,제2상 반응

인 포합 제3상 반응인 수송의 세 가지 과정으로 구성된다.제1상과

제2상 반응에서 지질 친화 체외물질 분자들은 제3상 반응에서 체내로

부터 분비될 수 있도록 소수성이 큰 사체들로 환된다.

Figure 8. Phase I, II and III drug metabolizing system and the role of PXR in the 

induction of enzymes and transporters.

표 인 PXR표 인자인 CYP3A는 간과 소장에 많이 분포되어 있으

며.CYP3A 유 자를 유도하는 거의 모든 화합물들은 PXR를 활성화시

킨다.PXR활성인자들이 종 특이 으로 CYP3A 발 을 유도한다는 사

실로부터 PXR이 CYP3A 발 조 에 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Bertilssonetal.,1998;Zhangetal.,1999;Vyhlidaletal.,2006).PXR

은 CYP3A를 포함하여 제1상 반응인 산화와 련된 CYP2B6,CYP2C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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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P2C9 CYP2C19등을 조 한다 (Goodwinetal.,2001;Synoldet

al.,2001;SueyoshiandNegishi,2001).

PXR은 RXR과 이형화를 형성하여 CYP3A 로모터의 PXRE에 결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rtilssonetal.,1998;Klieweretal.,1998;

Lehmann etal.,1998).이러한 결합부 는 DR-3 (Cyp3a5,Cyp3a7,

Cyp3a1 Cyp3a2 로모터와 Cyp3a4인헨서 부 ),ER-6(Cyp3a4

로모터 부 ) DR-4부 (Cyp2b,Cyp2c,Mdr1 Mrp2 로모터

부 )가 있다 (Lehmannetal.,1998;Klieweretal.,1998;Goodwinet

al.,2001;Kastetal.,2002).PXR은 제2상 반응인 포합과 련된 UGT,

SULT GST 등을 조 하며 (Gardner-Stephenetal.,2004;Alnouti

andKlaassen,2008;Knightetal.,2008),제3상 반응인 수송과 련된

MRPs와 OATPs를 조 한다 (Staudingeretal.,2001;Kastet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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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PXR리간드 (ligand)

1.3.4.1.외인성 화합물에 의한 PXR활성화

PXR은 항생제인 rifampincin,항암제인 paclitaxel,항고 압 약물

nifedipine 항균제 clotrimazole등의 외부물질들에 의해 활성화 된다

(Bertilssonetal.,1998;Lehmannetal.,1998;Synoldetal.,2001).In

vitro수 의 reportergeneassay방법에 의해 다양한 화합물들이 PXR

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로 PCN과 dexamethasone이 오

랫 동안 Cyp3a유도인자로 알려져 있으며,PXR이 Cyp3a와 약물 사의

조 하므로 마우스 PXR의 활성인자로 알려지게 되었다. 재까지도 다

양한 종들에 있어서 PXR 리간드 활성화에 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Xie(2000)등은 Pxr의 기능이 결여된 마우스에 PCN을 처리하면

간 는 장에서 Cyp3a유 자 발 이 되지 않으며,Pxr이 과발 된 마

우스에서는 Cyp3a유 자 발 이 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 한 항생

제인 rifampicin은 사람 PXR에는 활성이 있으며 설치류 PXR에는 활성

이 없다.반 로 PCN은 사람 PXR에는 활성이 없으며,설치류 PXR에는

활성이 있다.

Rifampicin은 일반 으로 담즙정체성 간질환 환자에 사용되고 있는 약

물로 소양증을 경감시킬 목 으로 사용되어 왔다 (Bachsetal.,1989;

Cancadoetal.,1998).Rifampicin에 의한 PXR활성화는 독성있는 담즙

산 지질 사체들의 무독화와 CYP3A4와 수송체들을 유도하는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xamethasone,PCN rifampicin과 더

불어 PXR를 활성화시키는 화합물들에는 환경오염물질인 nonylphenol,

bisphenolA,합성화학물인 SR12813 T0901317,자연에 존재하는 화

합물로 hyperforin,forskolin cryptotanshinone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liewerandWillson,2002;Chang,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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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hemical structures of selected xenobiotic and endogenous compounds 

known to activate PXR (adapted from Annu. Rev. Pharmacol. Toxicol. 42:1-2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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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4.2.내인성 화합물에 의한 PXR활성화

PXR은 스테로이드 호르몬,담즙산,빌리루빈 스테롤 등의 내인성

화합물들에 의해 활성화된다 (Lehmannetal.,1998;Bertilssonetal.,

1998;Synoldetal.,2001;Wadaetal.,2009).담즙정체증 동안 축 된

LCA는 PXR를 활성화시키며,활성화된 PXR은 간과 장의 표 인자인

CYP3A4를 활성화시켜 LCA를 무독성인 hyocholicacid(HCA)로 환

시켜,MRP2에 의해 분비하는 역할을 한다.따라서 PXR활성화는 독성

있는 LCA를 무독화시키며,간독성을 방하는 방어기작 역할을 한다

(Staudingeretal.,2001;Xieetal.,2001). 한 LCA 등을 포함하여 담

즙산 담즙산 사체들을 수산화시키는 CYP를 유도하여 독성을 감소

시킨다.

PXR은 콜 스테롤 사체인 triol,tetrol 담즙산인 DCA와 LCA에

의해 활성화된다 (Straudingeretal.,2001;Xieetal.,2001;Dussaultet

al.,2003;Goodwinetal.,2003).실험동물의 간에 CA와 LCA를 처리한

후 PXR 표 인자인 Cyp3a11과 Oatp2의 발 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 (Straudingeretal.,2001;Schuetzetal.,2001;Xieetal.,200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PXR이 내인성 콜 스테롤 사체들에 의해 활성

화되어 표 인자들을 조 한다는 것을 제시한다. 한 콜 스테롤 사

체들 변화에 의해 활성화된 PXR연구는 PXR 사와 련된 약물을 이

해함에 있어서도 임상 으로 유용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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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간에서의 담즙산 생합성 사

콜 스테롤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섭취로부터의 외인성 콜

스테롤로 분류되며,간을 비롯하여 소장,피부 난소 등에서 합성되며

비타민 D,담즙산,남성 여성 호르몬 등의 구체들 (precursors)로

알려져 있다. 부분 간에서 장되는 에스테르형 (estertype)과 섭취

에 유리형 (freetype)으로 존재하며,에스테르형은 췌장의 콜 스테롤

에스테라아제 (cholesterolesterase)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유리형으로

환된다. 부분 콜 스테롤은 간에서 담즙산으로 합성되어 담즙 에 포

함되어 장 으로 배설이 된다.장으로 배설된 부분의 담즙산은 장간순

환 (entero-hepaticcirculation)에 의해 재흡수되며 흡수되지 않은 담즙

산은 분변 으로 배설이 된다.포유류에서는 콜 스테롤이 과도하게 축

이 되면 담즙으로 분비되는 담즙산 분해과정이 일어난다 (Repaetal.,

2000).콜 스테롤에서 담즙산으로의 분해과정은 최소한 17가지 효소들

의 연속 반응에 의해 콜 스테롤이 CA와 CDCA의 1차 담즙산으로

환된다 (Russell,2003). 환된 담즙산은 담 과 장을 통하여 분비되며

콜 스테롤,지방 다른 지방 친화성 양소의 흡수력을 진시키는

세제 (detergent)로서 역할을 한다.1차 담즙산은 장내세균에 의해 DCA

와 LCA의 2차 담즙산으로 환된다.간에서 1차 담즙산은 콜 스테롤로

부터 classic( 는 neutral)경로와 acidic( 는 alternative)경로에

여하는 다양한 효소들의 반응에 의해 생합성된다 (RussellandSetchell,

1992;Chiang,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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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Bile acid biosynthesis pathways in the liver. Two major bile acid 

biosynthetic pathways are shown. Only major regulatory enzymes, CYP7A1, 

CYP8B1, CYP27A1, CYP7B1 and 3β-HSD and their substrates and products are 

shown (adapted from Endocrine Reviews 23(4):443-463,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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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경로에 의해 콜 스테롤은 CA를 형성하며,담즙산 생합성의 약

90%가 이 경로에 해당된다.CYP7A1과 CYP8B1은 간내 효소로 콜 스테롤

로부터 담즙산이 생성되는 데 작용을 하며 담즙산 항상성 유지 역할을 한

다.CYP7A1과 CYP8B1에 의해 7α와 12α 치에 콜 스테롤의 수산화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lietal.,1991;Eggertsenetal.,1996). 기 단계

의 콜 스테롤은 CYP7A1에 의해 7α-hydroxycholesterol(7α-HC)이 형성

되며,3β-hydroxy-27-steroiddehydrogenase/isomerase(3β-HSD)에 의해

7α-HC은 CA와 CDCA의 구체인 7α-hydroxy-4-cholestene-3-one(7α

-4C)로 환된다.7α-4C은 CYP8B1에 의해 C-12 치에 CDCA의 수산화

반응을 진하여 다양한 효소들에 의해 최종 으로 CA로 환하는 효소이

다 (Chiang,1998).CYP8B1은 담즙산 생합성 사의 classic경로에 CA와

CDCA 비율을 결정하는 데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elCastillo-Olivaresetal.,2000;Nilssonetal.,2007).그림 10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담즙산 생합성 경로에서 7α-hydroxy-4-cholesten-3-one 사체

를 7α,12α-dihydroxy-4-cholesten-3-one으로 환하는 역할을 한다.간세

포주와 동물모델에 알코올을 처리한 경우 콜 스테롤 사체들의 증가와

CYP8B1발 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Axelsonetal.,1988:Sauter

etal.,1996;Chandaetal.,2013). 한 CYP8B1기능을 결여시킨 마우스

에서 CA생합성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과 간의 지질 사에 다양한 변화를

래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Li-Hawkinsetal.,2002;Murphy etal.,

2005).이러한 변화는 담즙산 구성요소와 장내에서 콜 스테롤 흡수가 감

소하는 결과를 래한다.따라서 담즙산 생합성 사에서 7α-4C와 triol등

의 내인성 콜 스테롤 사체들 생성에 여하는 CYP8B1의 역할을 분석

하기 하여 CYP8B1기능을 결여시킨 간세포주 모델을 확립하 다.

한 7α-4C은 CYP27A1에 의해 일련의 스테로이드 측쇄 산화를 통하

여 CA와 CDCA로 환된다 (Bjorkhem,1992).Acidic경로는 classic경

로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산성의 사체들에 의해 일어난다 (Axelson

etal.,1988;AxelsonandSjovall,1990).이 경로는 주로 CDCA 생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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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며 기 단계에 CYP27A1,CH25H CYP46의 세 가지 효소들에

의해 측쇄 수산화를 통하여 옥시스테롤로 환된다.CYP27A1은 콜 스

테롤을 27-hydroxy cholesterol과 3β-dihydroxy-5-cholestanoic acid

(DHCA)로 환으로 시작된다 (Pikulevaetal.,1998).

다양한 효소 반응에 의해 형성된 일차 담즙산은 모세 담 막

(cannalicularmembrane)에 존재하는 수송 단백질인 BSEP,MDR3

MRP2를 통해 담도로 배출된다.장내세균에 의해 1차 담즙산은 LCA와

DCA의 2차 담즙산으로 환되어 소장에서 부분 흡수되어 장간 순환

(enterohepaticcirculation)을 통해 유동 세포막 (sinusoidalmembrane)에

있는 수송단백질인 NTCP와 OATP를 통해 다시 간으로 들어와 재사용

된다.간내의 CYP3A4효소에 의한 수산화반응과 UGT1A1과 SULT 효

소에 의한 포합반응을 통해 무독화되어 다시 수송 단백질을 통해 순환하

게 된다.이러한 과정이 정상 으로 일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담즙정체

(cholestasis)가 일어나 간 내에 담즙산이 축 되어 간손상을 일으킨다

(Trauneretal.,1998). 한 콜 스테롤 사의 유 인 결함으로 옥시

스테롤,담즙 알코올 (bilealcohol) 는 담즙산과 같은 독성있는 사체

들이 축 되어 간질환,조숙한 심장 질환 는 신경질환 등 다양한

질환이 일어난다 (Koopen,1998;Russell,2003).

다양한 질환이 발견됨에 따라 담즙산 생합성 사의 조 과 약물 사

효소인 CYP와 핵수용체들이 사의 조 에 여된다는 사실이 밝 져

이에 한 연구와 심이 높아지고 있다 (Goodwinetal.,2000;Luet

al.,2000;Chawla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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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연구 목

알코올의 섭취는 체내의 막변화 (membranealterations)와 양부족

(malnutrition)등 사이상을 유발시키며,특히 간내의 증가된 콜 스테

롤에 기인한 담석증 등 콜 스테롤 사이상의 원인을 이해하는 것이

실히 필요하다.본 연구의 목 은 알코올에 의한 간내 콜 스테롤의 증가

로 생성된 내인성 콜 스테롤 사체들에 의해 PXR과 CYP3A11의 발

이 유도된다는 것과 CYP3A 조 에 한 새로운 기 을 발굴하여 사

인 측면에서 식품-의약품 (food-drug)과 의약품-의약품 (drug-drug)의

상호작용 측과 이해하는 데에 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간내 콜 스테롤의 증가와 마이크로어 이 분석을 통한 제1상,제2상

제3상 반응에 여하는 유 자들과 이를 조 하는 핵수용체들의 발

변화는 이 연구의 Lieber-DeCarli알코올 액체식이 동물 모델에서

찰하 다 (Yinetal.,2009).본 연구는 선행연구 결과를 토 로 알코올

성 간질환 동안 PXR과 CYP3A11의 발 조 기 을 규명하기 하여

동일한 모델을 이용하여 PXR과 CYP3A11의 발 변화를 조사하 다.

한 EMSA와 ChIP기법을 이용하여 PXR에 의해 Cyp3a11의 사

수 의 조 변화를 조사하 다.담즙산 생합성 사에서 GC/MS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PXR활성화를 유도하는 내인성 사체들의 변화를 조

사하 다. 한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한 담즙산 생합성 사의 이상으로

내인성 사체들의 변화가 유도되는 것과 내인성 사체 생성에 여하

는 CYP8B1의 발 변화를 조사하기 하여 간세포주를 이용하 다.간

섭 RNA 분자 (smallRNA interfering,siRNA)를 이용한 transient

transfection기법과 LC-ESI-MS/MS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CYP8B1기

능이 결여된 간세포주에서 알코올 처리에 따른 CA 생성 변화와 Pxr과

Cyp3a11의 발 변화를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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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들은 알코올로 인한 증가된 콜 스테롤 사체들이

PXR-CYP3A11경로에 여한다는 새로운 기 을 발굴한 에서 의의

가 있으며,새로운 기 의 규명을 통하여 복잡한 콜 스테롤 사이상을

이해하는 데에 요한 정보로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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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실험재료 방법

2.1.시약 재료

Anti-CYP3A11, anti-CYP7A1, anti-PXR, anti-CAR, ant-FXR,

anti-AhR,anti-CYP8B1,anti-CYP27A1,anti-AKR1D1 anti-3βHSD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Inc (CA,USA)에서 구입하 다.

anti-LAMIN B와 anti-GAPDH 항체는 cellsignalingtechnology,Inc

(Beverly,MA,USA)에서 구입하 다.알코올과 기타 시약은 Sigma

ChemicalCo.(St.Louis,MO,USA)에서 구입하 다.

2.2.세포배양

마우스 AML12 간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MD)에서 구입하 다.세포는 Dulbecco’smodifiedEagle’s

medium/F-12(v/v)배지에 10% 청과 insulin-transferrin-selenium과

40ng/mldexamethasone이 공 된 상태에서 5% CO2농도의 배양기에

서 배양하 다.2∼3일에 한번씩 배지를 교체해주었고,약 90% 포화도

까지 자랐을 때 계 배양 하 다.

2.3.동물처치

실험동물은 웅성 ICRmice(20∼25g)를 앙실험동물로부터 공 받았

고, 당한 온도,습도 환기가 조 된 사육장에서 동물을 리하며 12

시간 주기로 명암을 바꾸어 주었다.고형 시료와 식수는 자유롭게 공

하며 응시켰다.모든 동물실험은 서울 학교 실험동물 원회의 승인을

받고 지침에 따라 실시하 다.동물군은 알코올이 없는 정상 식이와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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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Standard diet Alcohol diet

g/L kcal/L g/L kcal/L

Casein 41.4 176.778 41.4 176.778

L-Cystine 0.5 2 0.5 2

DL-Methionine 0.3 1.2 0.3 1.2

Corn oil 8.5 75.14 8.5 75.14

Olive oil 28.4 251.056 28.4 251.056

Safflower oil 2.7 23.868 2.7 23.868

Dextrin maltose 115.2 456.192 24.72 97.89

Choline barbiturate 0.53 0 0.53 0

Fiber 10.0 0 10.0 0

Xanthan gum 3.0 0 3.0 0

Mineral 8.75 4.1125 8.75 4.1125

Vitamin 2.5 9.5 2.5 9.5

Ethanol 0 0 51.3 358.46

Total energy 221.78 1000 kcal/L 182.6 1000 kcal/L

코올 양이 총 칼로리의 36%가 되도록 액체식이를 제조하여 동물에게 4

주 동안 공 하 다. 조군은 알코올 신 같은 열량의 maltodextran을

사용하 다.미국 Dyets사에서 조제된 사료를 구입하 으며,정상 식이

의 경우 수돗물 1L에 221.78g이 포함되도록 용해하 고,알코올 식이

는 132.6g의 조제사료와 95% 알코올 64ml을 포함되게 한 후 최종부피

가 1L가 되도록 수돗물을 가하 다.1주,2주 4주 후에 마우스로부

터 간의 좌측 간엽을 출하여 면역화학실험을 하여 10%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보 하 고,남은 조직은 RNA 분리를 하여

RNAase가 없는 튜 에 보 하여 액체질소로 속 냉각시킨 후 RNA

분리 까지 -70°C에 보 하 다.

Table 5. Composition of the alcohol liquid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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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RNA 분리 실시간 정량 합효소 연쇄반응

(QuantitativeReal-TimePolymeraseChainReaction)

Easy-BluTM TotalRNA Extractionkit(IntronBiotechnology,Korea)

를 사용하여,세포와 조직에서 체 RNA를 분리하 다.추출된 RNA는

단일가닥 cDNA를 합성하기 하여 SuperscriptTM IIIFirst-Strand

SynthesisSystem (Invitrogen,C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실험방법에 따

라 역 사 PCR (Invitrogen,CA)를 시행하 다.LightCyclerSystem

(Roche Diagnostics)과 Fast Start DNA Master SYBR Green I

MixtureKit(RocheDiagnostics,Indianapolis,IN)을 이용하여 정량 역

사 PCR를 시행하 다.증폭의 특이성을 결정하기 하여 모든 최종

PCR 산물에 meltingcurveanalysis를 용하 다.사용된 라이머의

정보는 표 6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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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Symbol Accession Number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Cyp2b10 NM_009998 5′ ACCAGATCTACTTCTTAGCCCGCT 3′ 5′ GAGAACAACAGTAGAAGGAAGGGTG 3′'

Cyp2b13 NM_007813 5′ CTCATGCTGAGTCACTTCCCTCTT 3′ 5′ ACAGACCACAGAGTGTGAAGTTGG 3′

Cyp2c54 NM_206637 5' GGCAAGCACCGAAGACCA 3' 5' GGCACTGAGCCCAATCCA 3'

Cyp2c70 NM_145499 5' GATTGACCAGGGAGATGAGTTT 3' 5' CGGGTTTGTTTCCATGTTTCTC 3'

Cyp2d26 NM_029562 5' TTCAAAAGCCTGGAAGCAGT 3' 5' TCCACCAGAAGCAGGAAGAT 3'

Cyp3a11 NM_007818 5' TCTACCGATATGGGACTC 3' 5' AAATGATGTGCTGGTGAT 3'

Cyp7a1 NM_007824 5' TATCTAACGCTGTTTGGC 3' 5' GGGCTTTATGTGCGGTCT 3'

Cyp39a1 NM_018887 5' TGAACGCTGGAAAGAGGC 3' 5' ACACCCACCAAATGACGA 3'

Cyp46a1 NM_010010 5' TGGGATGGAGACCAGTATGT 3' 5' TGTTACGGGATGCACTGATG 3'

Ugt1a1 NM_145079 5' TGGCTGTTACGGTACGATTT 3' 5' CGATGGTCTAGTTCCGGTGT 3'

Sult2a1 NM_009286 5' CTCATAACCTCCCATCTT 3' 5' GTTCCCTTTGTATCCTTT 3'

Gsta1 NM_008182 5' ATCGCCACCAAATATGACC 3' 5' GCTGCCAGGATGTAGGAAC 3'

Gstm1 NM_010358 5' AGTCCACACAGCCTTCATTC 3' 5' AGACCTCAGTTCGCAGAAAC 3'

Bsep NM_021022 5' GAGTGGTGGGCAGAAGCAAA 3' 5' TCAGGTAGCCATGTCCAGAA 3'

Mdr2 NM_008030 5' ATCCTATGCACTGGCCTTCTGGT 3' 5' GAAAGCATCAATACAGGGGGCAG 3'

Mrp2 NM_013806 5' GGTTCCTGTCCATGTTCTGGATT 3' 5' GCAGCTGAGGATTCAGAAACAAA 3'

Oatp2 NM_020495 5' GACAAAGCGGGAAAGGAATG 3' 5' GCAGAGACTTCAGGAGAGAATAG 3'

Cd36 NM_007643 5' GATGACGTGGCAAAGAACAG 3' 5' AAAGGGGAGGCTGCGTCTGTG 3'

Pxr NM_010936 5' GGCAGCATCTGGAACTAC 3' 5' ATGGCCGACTACACTCAA 3'

Car NM_009803 5' CAGGGTTCCAGTACGAGTT 3' 5' AGCCGAGACTGTTGTTCC 3'

AhR NM_013464 5' AGGTGCCTGCTGGATAATTC 3' 5' CCGTCCTTCCCTTTCTTGTT 3'

Fxr NM_009108 5' TAGTCTTCACCACAGCCACC 3' 5' AACCTTTGCAGCCCTCAC 3'

Gapdh NM_008084 5' CGGTGCTGAGTATGTCG 3' 5' TTCTGGGTGGCAGTGAT 3'

Table 6. Gene specific primers used in q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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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임상화학 분석

포르말린에 고정된 간조직을 이용하여 탈수, 라핀 블록을 만든 후,

라핀 편을 deparaffin,dexylene 함수과정을 거쳐 hematoxylin과

eosin solution (H&E)을 이용하여 염색하 다. Optimun cutting

temperature(O.C.T)compound(SakuraFinetek,Torrance,CA)에 고정

된 간조직을 10 uM 두께로 frozen section 후 OilRed O (Sigma

ChemicalCo.,St.Louis,MO)를 이용하여 염색하 다.간 편의 조직학

찰은 병리학자에 의해 시행되었다.

2.6.CYP3A 활성 측정

간의 CYP3A 활성은 Wang (2005) 등의 방법에 따라 4 mM

erythromycin을 기질로 사용하 다.Erythromycin은 CYP3A에 의해

des-N-methyl-erythromycin과 formaldehyde를 형성하기 해 빠르게

demethylation이 된다.ErythromycinN-demethylase(ERND)활성 측정

은 0.5mM NADPH,4mM erythromycin반응액에 0.4mgmicrosomal

protein을 첨가하여 시료의 총 부피를 1ml로 한 후 혼합하 다.시료를

37°C에서 45분간 반응 후에 412nm에서 흡 도 변화를 측정하여 효소

활성도를 산출하 다.

2.7.면역조직화학염색

Pair-fed 조군과 알코올 식이군으로부터 편된 간조직을 10분 동안

paraformaldehyde에 고정하고 goatserum으로 block 후 1차 항체인

PXR 항체 (Santacruzbiotechnology,Inc,CA,USA)와 2차 항체인

goatIgG 항체 (NichireiCo,Tokyo,Japan)를 이용하는 streptavidin방

법에 따라 colorimetricdetection을 시행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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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Westernblot분석

Sodiumdodecyl-sulfate-polyacrylamidegelelectrophoresis (SDS-PAGE)

는 Bio-RadProteinIICellapparatus를 사용하여 Laemmli(1970)방법에 따

라 실시하 다.PRO-PREP proteinextractionkit(IntronBiotechnology,

Seongnam,Korea)을 이용하여 간조직 분쇄액 는 세포에 단백질을 추출하

다.추출된 단백질은 10% SDS-PAGE에 의해 분리시킨 다음,gel 에

polyvinylidenedifluoride(PVDF)membrane(Millipore,Bedford,MA)을

올려놓고 gel상의 분리된 단백질을 기 인 힘으로 membrane에 이시

켜 CYP3A11과 PXR등 특이 인 1차 항체로 12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2

차 항체인 horseradishperoxidase(HRP)-conjugatedIgG와 1시간 동안 반

응시키고,EnhancedChemiluminescencesystem (Amersham,Piscataway,

NJ)를 사용하여 발색하여,x-ray필름에 조사시켜 개된 반응 띠를 확인

하 다.모든 1차와 2차 항체는 TBS에 5% BSA와 0.1% Tween-20

(1:1000)을 가하여 희석하여 만들어 사용하 다.

2.9.Electrophoreticmobilityshiftassay(EMSA)

LightshiftChemiluminescentEMSAkit(Pierce,Rockford,IL)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실험방법에 따라 실시하 다.10mM Tris(pH 7.5),50mM KCl

1mM DTT 용액에 비된 간조직 핵분획을 5’에 biotin을 결합시킨 20

fmol이 결합 DNA 5’-biotin-AAATTAAGGTCAGTAGGCTCATTGGC-3’

(Cyp3a11유 자의 추정되는 PXRE)와 상온에서 20분간 반응시켰다.4pmol

biotin이 없는 PXRE특이 인/비특이 DNA를 조군으로 경쟁 실험군으로

사용하 다.시료를 6% polyacrylamidegels 기 동으로 분리한 후 Biodyne

B nylon membranes (Pierce)에 기 인 힘을 가하여 이시킨 후

Chemiluminesencedetection법을 이용하여 이된 Protein/DNA복합체를 분

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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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ChromatinImmunoprecipitation(ChIP)

ChIP분석은 Joel(2006)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을 실시하 다.간

조직 분쇄액은 상온에서 10분 동안 1% formaldehyde용액에 고정시킨

후 상온에서 5분 동안 125mM glycine으로 cross-linking을 지시킨

후 원심분리를 실시하 다.침 물은 20mM Tris-HCl(pH 8.0),85

mM KCl,0.5% NonidetP-40 proteaseinhibitors를 포함하는 ChIP

lysisbuffer로 재 탁하 다.4000g로 원심분리 후 핵이 포함되어 있는

침 물을 50mM Tris,pH 8.0,1% SDS 10mM EDTA을 포함하는

nucleilysisbuffer로 재 탁하 다.500bp길이로 sonication에 의해

chromatin을 단 후,PXR항체 는 non-immuneIgG 항체를 사용하

여 면역침강시켰다. 결합된 복합체는 protein A-Sepharose beads

(Amersham Biosciences)를 이용하여 회수하 으며,20mM Tris,pH

8.0,0.1% SDS,1% NP-40,2mM EDTA 500mM NaCl를 포함하는

highsaltbuffer에 3번 세척하 고 1XTris/EDTA를 포함하는 low salt

buffer에 3번 세척하 다.그리고 proteinA beads에 10% chelax100μl

첨가한 후 chelax100-basedmethod(Nelsonetal.,2006)에 따라 DNA

를 정제하 다.10분 동안 끓인 후에 proteinaseK (100μg/ml)를 첨가하

여 55°C에 30분 동안 결합시켰다. 탁액은 원심분리 후 로모터 특이

인 라이머를 사용하는 PCR의 template로 사용하 다.사용된 라이머

는 다음과 같다.

forward,5’-ATGGGTAGACCGTGACAAC-3’

reverse,5’-GATCAAGCCAGTCGATGGAT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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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 Gas chromatography-mass spectrometry (GC/MS)

analysisofoxysterolsandbileacids

간조직의 옥시스테롤과 담즙산은 Kumar(2011)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

험을 실시하 다.마우스 간조직 (0.5g)을 0.2M sodiumacetatebuffer(pH

5.2)1.5ml에 추출하 다.5α-cholestene와 d4-cholicacid를 포함하는 ISTDs

혼합물 10μl은 각각 스테롤과 담즙산에 사용되었으며,포합된 담즙산과 옥

시스테롤의 효소 가수분해를 하여 50μlβ-glucuronidase/arylsulfatase

을 첨가하 다.효소 가수분해는 3시간 동안 55°C에서 실시하 다.2.5ml

methyl-t-butyl-ether를 이용하여 liquid-liquidextraction을 2번 실시하 다.

유기 용매층을 5분 동안 2500rpm으로 원심분리한 후 5분 동안 -25°C에 냉

각 후 수집했다.그리고 상층액은 37°C에 질소를 이용하여 건조시킨 후 최

소한 1시간 동안 P2O5/KOH포함된 vacuum desiccator에 보 하 다.유도

체화 (derivatization)을 해,건조시킨 시료에 MSTFA,NH4I DTE

(500:4:2,v/w/w)혼합물 40μl을 첨가시킨 후 60°C에서 20분 동안 반응시

켰다.다음으로 GC/MS에 2μl를 주입하여 분석하 다.내인성 표 물질 5α

-cholestane와 d4-cholicacid,10μg/ml을 이용하여 정량결과를 구하 다.

2.12.Liquidchromatography-electrosprayionization-tandem mass

spectrometry(LC-ESI-MS/MS)analysisofcholicacid

Cholicacid를 분석하기 하여 세포시료는 m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

하 다.15분간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분리하여 pH를 2.0 는 pH9.5로

조정한 후 0.2μm syringefilter를 통과한 시료를 LC-ESI-MS/MS기기

에 주입하여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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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3.Determinationoflivercholesterols

간조직의 콜 스테롤을 분석하기 하여 chloroform/methanolmix

(2:1,v/v)을 사용하여 간조직으로부터 체 lipid를 추출하 다.콜 스테

롤 정량을 한 Amplex Red Cholesterolassay kit (A-12216)은

MolecularProbes사 (Eugene,USA)에서 구입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

라 실험을 실시하 다.

2.14.TransfectionwithsiRNA

간세포주에서 CYP8B1기능을 차단하기 해 Cyp8b1mRNA에 특이

으로 작용할 수 있는 간섭 RNA 분자 (siRNA)를 이용하 다.이

RNA 분자는 21개 뉴클 오타이드로 이루어져 있으며,합성된 RNA 분

자는 Santa Cruz Biotechnology,Inc (CA,USA)에서 구입하 다.

siRNA 도입은 Lipofectamine2000reagent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 다.

2.15.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과 표 오차로 나타냈으며,실험 인 통계분석

은 Student'sttest(invitro) 는 one-wayANOVA test(invivo)와

Turkey's 다 비교검증에 의해 실시하 다. 통계 인 유의수 은

P<0.05를 기 으로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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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실험결과

3.1.알코올에 의한 간질환 유도와 약물 사효소 핵

수용체들의 변화

3.1.1.알코올성 간질환 유도

간손상은 여러 단계로 진행이 되며 첫 번째 단계로 지방간이 있다.

Lieber와 DeCarli에 의해 사람의 병 인 상과 유사한 동물모델이 알려

졌다 (DeCarliandLieber,1967).이 모델은 알코올이 충분한 양분이

있는 상태에서도 간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간병변이 4주 이내에 일어

나며 염증이 없는 것이 특징이다 (Iserietal.,1966).이 연구에서 Yin

(2009)등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의 총 콜 스테롤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알코올성 간질환 모델을 확립하기 해 알

코올의 양이 총 칼로리의 36%가 되도록 액체식이를 제조하여 1∼4주 동

안 마우스에게 공 하 다. 정상군은 알코올 신 같은 열량의

maltodextran을 사용하 다.H&E조직학 염색,Oil-RedO염색, 청

ALT 값 간내 콜 스테롤 함량을 조사하기 하여 알코올 식이군과

정상 식이군으로 나 어 lipiddroplet의 증가, 한 지방 축 , 청

ALT의 증가 간내의 콜 스테롤 함량 증가 등으로 알코올성 간질환

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하 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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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Biochemical and pathological analyses of the livers and sera obtained 

from ICR mice after chronic ethanol administration. ICR mice were a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1,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1, 2 or 4 weeks. (A)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hematoxylin and eosin (H&E) and Oil Red O (ORO) stained from paraffin sections 

(X400). (B) The levels of serum ALT were measured at each week-point in the 

pair-fed control and ethanol-fed group. (C) Total cholesterol levels in the livers of 

mice chronically treated ethanol.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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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in(2009)등은 알코올 식이공 후 1주 동안 청 ALT값이 유의

으로 증가하 지만,그 변화는 정상범 이내인 것으로 보고하 다.Yin

(2009)등과 Wang(2010)등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개체의 몸

무게 는 간무게의 큰 변화없이 상 인 간무게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

고하 다.반복 실험을 통해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한 개체의 몸무게,간

무게 간무게/몸무게의 비율은 이 연구와 동일하게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큰 변화가 없는 것으로 찰하 다 (그림 12).

Figure 12. Body and liver weights in pair-fed control and ethanol-fed group.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1, 2, 3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1, 2, 3 or 4 weeks. Body weights 

(A), liver weights (B) and liver/body weights ratio were measured (C).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P<0.005, ***P<0.001, 

in comparison with pair-fe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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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Gene Accession 
number

Nuclear 
receptors

Microarray qRT-PCR

E1 E2 E4 E1 E2 E4

Phase I
enzymes

Cyp2b10 NM_009998 PXR,CAR 3.02±0.22 4.08±0.35 5.56±0.84 2.42±0.81 3.35±0.24 4.93±0.70

Cyp2b13 NM_007813 - 2.58±1.13 5.35±0.22 8.47±0.65 1.37±0.29 2.51±0.51 3.76±0.92

Cyp2c54 NM_206537 - 1.52±0.13 1.66±0.06 5.21±0.13 2.01±0.97 3.17±1.23 4.04±1.83

Cyp2c70 NM_145499 - 0.04±0.41 0.34±0.22 3.64±0.14 0.17±0.21 0.42±0.10 0.71±0.80

Cyp2d26 NM_029562 - 0.07±0.33 -0.53±0.50 3.38±0.12 1.45±0.61 1.94±0.81 3.13±0.44

Cyp3a11 NM_007818 PXR,CAR 0.08±0.05 1.13±0.12 3.28±0.10 0.91±0.20 2.40±0.36 4.81±0.72

Cyp3a41 NM_017396 PXR,CAR 1.95±0.35 1.57±1.36 4.91±0.78 1.22±0.21 2.36±0.67 3.70±0.40

Cyp7a1 NM_007824 PXR,LXR -0.77±0.67 0.65±0.38 3.28±0.80 3.18±0.33 2.65±1.12 1.90±0.93

Cyp39a1 NM_018887 - 2.33±0.30 2.74±0.20 3.27±0.14 1.32±0.45 1.54±0.22 2.08±0.34

Cyp46a1 NM_010010 LXR 0.53±0.41 0.64±0.38 1.51±0.48 1.15±0.31 1.33±0.26 3.35±0.47

3.1.2.알코올에 의한 PhaseI,II IIIdrugtransporter들의

발 변화

이 연구에서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체외물질 사와 련된

사효소 핵수용체들의 변화는 마이크로어 이 분석을 통하여 찰되었다

(Yin et al.,2009).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검증하기 하여

qRT-PCR를 이용하여 약물 사효소들의 유 자 발 변화를 찰하 다.

제1상 반응에 여하는 Cyp2b10,Cyp2b13,Cyp2c54,Cyp2d26,Cyp3a11,

Cyp3a41,Cyp39a1 Cyp46a1들의 유 자 발 은 알코올 섭취시간 의존

으로 증가하 으며,Cyp7a1는 알코올 섭취시간 1주와 2주에 비하여 4주에서

게 증가하 다. 한 Cyp2c70은 발 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 (표 7).따

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된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을 통하여 변화된 제1상

약물 사효소들을 qRT-PCR기법을 통하여 유 자들의 발 변화를 검증

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알코올에 의해 변화된 제1상 약물 사효소들이 체

외물질 약물 사에 여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Table 7. DNA microarray and qRT-PCR results involved in Phase I drug-metabolizing 

enzymes in the livers of mice chronically treated ethanol. Data ar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which represent fold change on log2 scal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r each week. E1, E2 and E4 indicate ethanol group and the numbers 

after the symbol indicate the time point when the animals were sacrif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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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 Gene Accession 
number

Nuclear 
receptors

Microarray qRT-PCR

E1 E2 E4 E1 E2 E4

Phase II 
enzymes

Ugt1a1 NM_145079 PXR,CAR,AhR 0.34±0.09 0.11±0.48 2.79±0.12 0.69±0.31 0.96±0.21 2.59±0.35

Sult2a1 NM_009286 PXR,VDR,FXR -0.73±0.10 -0.53±0.36 1.32±1.22 -0.46±0.43 0.78±0.30 2.01±0.30

Gsta1 NM_008182 PXR,CAR 5.05±0.56 4.30±0.53 6.63±0.33 1.54±0.24 3.37±0.42 5.40±0.73

Gstm1 NM_010358 PXR,CAR 0.45±0.27 -0.14±0.92 2.18±0.12 0.95±0.48 1.36±0.38 1.98±0.66

Phase III 
drug

transporters

Bsep NM_021022 FXR -0.15±0.13 -0.57±0.84 2.07±0.14 -0.96±0.15 -1.64±0.52 2.22±0.35

Mdr2 NM_008830 PPAR -0.45±0.21 -0.99±0.75 1.81±0.37 -0.88±0.27 -1.51±0.73 2.10±0.30

Mrp2 NM_013806 PXR,CAR,FXR 0.15±0.15 -0.62±0.32 1.62±0.22 0.63±0.34 0.83±0.27 1.98±0.33

Oatp2 NM_020495 PXR -0.51±0.32 -0.73±0.56 0.60±0.10 -1.46±0.62 -1.35±0.73 1.27±0.21

Cd36 NM_007643 PXR,PPAR,LXR -0.29±0.52 0.695±0.37 2.259±0.40 0.81±0.15 2.1±0.33 4.5±0.43

제2상 반응에 여하는 유 자들인 Ugta1,Sult2a1,Gsta1 Gstm1

의 유 자 발 은 알코올 섭취시간 의존 으로 증가하 으며,제3상 반

응에 여하는 Bsep,Mdr2,Mrp2,Oatp2 Cd36들의 유 자들 발

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히 증가하 다 (표 8).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된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을 통하여 변화된 제2상 약물 사

효소 수송체들을 qRT-PCR 기법을 통하여 유 자들의 발 변화를

검증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알코올에 의해 변화된 제2상 약물 사효소

수송체들이 체외물질 약물 사에 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Table 8. DNA microarray and qRT-PCR results involved in Phase II 

drug-metabolizing enzymes and Phase III drug transporters in the livers of mice 

chronically treated with ethanol. Data ar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which represent fold change on log2 scal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r each week. E1, E2 and E4 indicate ethanol group and the numbers after 

the symbol indicate the time point when the animals were sacrif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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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알코올에 의한 CYP3A11발 과 조 에 여하는

PXR역할

3.2.1.CYP3A11발 과 활성 변화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마우스 CYP3A11발 변화를 찰하기

하여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액체식이를 마우스에게 공 한 1주,2주

4주 정상 식이군 (각각 5마리)과 알코올이 함유된 액체식이를 공

한 1주,2주 4주 알코올 식이군 (각각 5마리)으로 나 어 일정시간이

지난 후 동물을 희생하여 간조직 실험에 사용하 다.CYP3A11유 자

와 단백질 발 변화 활성 변화를 찰해본 결과,유 자 발 은 2주

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각각 정상 식이군보다 각각 2.4배와 4.8배

의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증가를 보 으며,1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는 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한 단백질 발 활성은 2주와 4

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정상 식이군보다 각각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증가를 보 으며,1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13).따라서 이 연구에서 랫에서 알코올에 의한 CYP3A

발 의 증가된 결과와 동일하게 마우스에서 CYP3A 유 자 단백질

발 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알코올 섭취로 증

가된 CYP3A11이 담즙산 사 조 에 련되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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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thanol increases the expression of Cyp3a11 mRNA and protein activity 

in the livers of ICR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1, 

2 or 4 weeks as indicat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1, 2 or 4 weeks. (A) Total RNA from livers 

was isolated and mRNA levels were analyzed by qRT-PCR with specific primers 

for Cyp3a11. Cyp3a11 mRNA was normalized to GAPDH mRNA in the same 

sample and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mRNA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each week. (B) Total protein extracts in the livers of mice were analyzed by 

normalized to GAPDH protein in the same samples and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protein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each week. (C) CYP3A11 enzyme 

activity was measured by the erythromycin N-demethylase (ERND) method as 

described. CYP3A11 enzyme activity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activity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each week.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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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PXR의 발 변화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마우스 PXR발 변화를 찰하기 하

여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액체식이를 마우스에게 공 한 1주,2주

4주 정상 식이군 (각각 5마리)과 알코올이 함유된 액체식이를 마우스에

게 공 한 1주,2주 4주 알코올 식이군 (각각 5마리)으로 나 어 일

정시간이 지난 후 동물을 희생하여 간 조직을 실험에 사용하 다.마우

스 PXR유 자를 찰해 본 결과,유 자 발 은 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각각 정상 식이군보다 각각 1.4배와 2.3배의 통계학 으로 유

의 인 증가가 찰되었으며,1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정상 식이군

에 비해 감소된 결과가 찰되었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한 단백질 발 변화를 찰해본 결과,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

서 정상 식이군보다 각각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증가가 찰되었으며,

1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는 정상 식이군에 비해 감소된 결과가 찰되

었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14).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된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을 통하여 변화된 PXR을 qRT-PCR과

Westernblot분석을 통하여 유 자 단백질들의 발 변화를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알코올 섭취로 증가된 PXR이 약물 사효소이며

표 인자인 CYP3A11의 발 을 조 한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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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thanol increases the expression of Pxr mRNA and protein in the livers 

of ICR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1,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1, 2 or 4 

weeks. (A) Total RNA from livers was isolated and mRNA levels were analyzed by 

qRT-PCR with specific primers for Pxr. Pxr mRNA was normalized to GAPDH 

mRNA in the same samples and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mRNA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each week. (B) Total protein extracts in the livers of 

mice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using antibodies against PXR. PXR protein 

was normalized to GAPDH protein in the same samples and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protein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each week.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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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3.간세포내의 핵 PXR의 발 변화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따른 PXR의 세포내 분포를 찰하기 하여

immunohistocytochemistry방법을 이용하 다.간 조직에서 PXR단백질

발 이 증가한 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PXR의 핵내 발 변화

를 찰해본 결과,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각각 정상 식이군에

비하여 PXR의 핵내 발 이 증가한다는 것을 확인하 다.간 조직에서 핵

내의 발 변화를 찰하기 하여 PXR의 특정 항체를 이용한 Western

blot분석을 통하여 찰해본 결과,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각

각 정상 식이군에 비하여 핵내의 PXR발 이 각각 1.4배와 1.8배의 통계

학 으로 유의 인 증가가 찰되었다. 한 알코올이 함유되지 않은 액

체식이를 공 한 정상 식이군의 세포질에서 PXR발 증가가 찰되었

다 (그림 15).따라서 이 연구에서 PCN을 처리하여 세포질에서 핵내로

PXR분포가 증가된 연구 결과와 동일하게 알코올을 처리하여 세포질에

서 핵내로의 PXR분포가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알코올 섭취로 PXR은 핵내로 이동이 증가되어 표 인자인 Cyp3a11을

사 으로 조 하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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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thanol increases nuclear localization of PXR in nuclear fractions of 

liver tissue from ICR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2 or 4 

weeks. (A) Sections of frozen liver tissue from ethanol-treated or pair-fed control 

mice were fixed with 4% paraformaldehyde for 10 min and incubated with an 

anti-PXR goat antibody. Colorimetric detection was performed by the streptavidin 

method as described. (B) Nuclear protein extracts in the livers of mice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using antibodies against PXR. Nuclear PXR protein 

was normalized to Lamin B protein in the same samples and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protein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2 or 4 weeks. C: 

cytoplasmic fractions.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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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4.Cyp3a11 로모터에 PXR의 결합 변화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핵내의 발 이 증가한 PXR이 표 유

자인 Cyp3a11의 사과정을 조 하는지 찰하기 하여 EMSA 방법을

실시하 다.1주,2주 4주 정상 식이군과 알코올 식이군으로 나 간

의 핵 분획과 biotin이 결합된 Cyp3a11의 PXRE를 제작하여 EMSA 방

법을 실시한 결과,알코올 섭취한 간의 핵 분획과 Cyp3a11의 PXRE의

결합정도는 1주,2주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시간 의존 으로 증

가된다는 것을 찰하 다.

한 ChIP을 통한 Pxr과 Cyp3a11유 자의 로모터 결합정도를 확

인한 결과,PXR단백질 발 이 증가한 1주,2주 4주간의 알코올 식

이군에서 Cyp3a11 로모터에 PXR결합이 시간 의존 으로 증가한다는

것을 찰하 다 (그림 16).따라서 알코올 섭취에 의한 핵내로의 PXR

발 이 증가한 이 연구결과와 련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

한 결과들은 Cyp3a11이 핵내의 PXR에 의해 사 으로 조 받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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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thanol increases the binding of the PXR to the Cyp3a11 promoter in 

nuclear fractions of liver tissue from ICR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1,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1, 2 or 4 weeks. (A and B) Electrophoretic mobility 

shift assays (EMSA) were performed using the LightShift Chemiluminescent EMSA 

kit (Pierce). Nuclear extracts were prepared from mouse livers. The specificity of 

the binding was established with competition assays using various competing 

oligonucleotides, including biotin-unlabeled specific competitors (200-fold) and 

non-specific competitors (200-fold). The resulting DNA-probe complexes were 

separated from the free probe in a polyacrylamide gel and detected using 

streptavidin conjugated to horseradish peroxidase. SP, specific; Non-Sp, non-specific. 

(C) ChIP assay was performed using liver samples from ICR mice following 2 or 4 

weeks of ethanol feeding. Following immunoprecipitation, DNA was extracted and 

analyzed for the presence of the PXR binding region of each target gene by 

qRT-PCR.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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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uclear 
receptors

Accession 
number

Microarray qRT-PCR

E1 E2 E4 E1 E2 E4

Pxr NM_010936 0.388±0.58 0.311±0.72 1.698±0.25 0.27±0.11 0.40±0.24 2.8±0.70

Car NM_009803 0.700±0.18 0.688±0.41 3.312±0.63 0.22±0.19 0.34±0.21 3.1±0.82

Fxr NM_009108 -0.150±0.09 0.453±0.09 3.284±0.45 0.29±0.20 0.78±0.34 3.1±0.80

Ahr NM_013464 0.723±0.70 0.486±1.02 -0.271±0.41 0.25±0.17 0.35±0.31 0.2±0.34

3.2.5.알코올에 의한 핵수용체들의 발 변화

PXR에 의해 조 받는 PhaseI,II III인자들의 유 자 발 은 부

분 증가하 다.PXR를 포함하여 체외물질 사에 련된 주요한 핵수용

체들의 qRT-PCR과 Westernblot분석을 통하여 주요한 핵수용체들의

유 자 단백질 발 변화를 찰하 다.표 9와 그림 17에서 보는 바

와 같이 약물 사효소들의 조 에 여하는 PXR,CAR FXR들은 4주

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유 자 단백질 발 은 히 증가하 으며,

AhR은 유 자 단백질 발 변화를 찰할 수 없었다.따라서 이 연

구에서 수행된 마이크로어래이 분석을 통하여 변화된 핵수용체들을

qRT-PCR과 Westernblot분석을 통하여 유 자 단백질 발 변화를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4주간의 알코올 섭취 동안 체내에서 유도된

핵수용체들이 콜 스테롤 담즙산 사 등을 조 하고 있다는 것을 의

미한다.

Table 9. DNA microarray and qRT-PCR results of various nuclear receptors in the 

livers of mice chronically treated with ethanol. Data ar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measurements, which represent fold change on log2 scale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r each week. E1, E2 and E4 indicate ethanol group and the 

numbers after the symbol indicate the time point when the animals were sacrifi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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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Changes of various nuclear receptors in the livers of ethanol-fed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2 or 4 weeks. Total protein extracts 

from the mouse liver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using antibodies against 

CAR, FXR and AHR. Each protein was normalized to GAPDH protein in the same 

samples and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protein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each week. Results represent the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P<0.05 indicate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of ethanol on the protein 

expression of various nuclear receptors compared to control mice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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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알코올에 의한 콜 스테롤 사체들과 사효소들의 변화

3.3.1.내인성 PXR리간드들의 변화

7α-4C,triol LCA 등과 같은 콜 스테롤 사체들에 의해 PXR이

활성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Staudingeretal.,2001;Dussaultetal.,

2003).PXR를 활성화시키는 사체들의 변화를 찰하기 하여 선택성

이 뛰어나며,다양한 유도체화 방법을 용하여 검출할 수 있는 GC/MS

방법을 이용하 다.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과 정상 식이군을 이용

하여 확인해 본 결과,7α-4C와 triol은 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증가가 찰되었으며,LCA는 2주와 4주간의 알

코올 식이군에서 각각 정상 식이군에 비하여 각각 15배와 20배로 증가하

으나,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18).따라서 7α-4C,triol

LCA 등 알려진 PXR내인성 리간드들이 알코올에 의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결과들은 7α-4C,triol LCA 등의 PXR내인

성 리간드들이 알코올에 의해 증가하는 것은 PXR 활성 증가와 련성

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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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thanol increases hepatic concentrations of PXR ligands in the livers of 

ICR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2 or 4 weeks. Hepatic 

PXR ligands were determined by GC/MS analysis as described. 7α-hydroxy-4- 

cholestene-3-one (7α-4C), 5β-cholestane-3α, 7α, 12α-triol (triol) and lithocholic acid 

(LCA).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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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담즙산 생합성과 련된 콜 스테롤 사체들의 변화

이 연구에서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콜 스테롤 사체들의 증

가로 PXR과 CYP3A11의 발 이 증가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그림 19에

서 보여진 바와 같이 콜 스테롤 기 사체들인 7α-hydroxycholesterol,

25-hydroxycholesterol 24S-hydroxycholesterol들은 2주 그리고/ 는 4

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증가하 으나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증가가

찰되지 않았으며,콜 스테롤 간 최종 사체들인 CA,CDCA,β

-MCA,UDCA DCA들은 2주 그리고/ 는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통계학 으로 유의 인 증가가 찰되었다.이러한 결과들은 만성 인 알

코올 섭취에 의해 변화된 콜 스테롤 사체들은 담즙산 생합성과 련하

여 알려지지 않은 기 에 의해 유도되는 가능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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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GC/MS analysis of cholesterol metabolites involved in the synthesis of 

bile acids in the livers of ethanol-fed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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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 for 2 or 4 weeks (□, Control; ■, Ethanol). (A) Early cholesterol metabolites. 

(B) Primary bile acids. (C) Secondary bile acids. Cholesterol metabolites were 

determined by GC/MS analysi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그리고 그림 20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담즙산 생합성 경로에

서 콜 스테롤 사체들의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콜 스테롤에서 CA

생합성 경로로 사되는 triol은 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섭취에 따른 유의

인 증가가 찰되었다.이러한 결과들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따른

triol등 사체들의 생성에 CYP8B1이 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Figure 20. Changes of cholesterol metabolites involved in the synthesis of bile acids 

in the livers of ethanol-fed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2 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 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2 

or 4 weeks. Cholesterol metabolites were determined by GC/MS analysis as 

described. The numbers in boxes represent the fold changes in ethano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or each week.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 P<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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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콜 스테롤 사효소들의 발 변화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해 증가된 콜 스테롤은 CYP7A1,CYP8B1

AKR1D1등 다양한 사 효소들에 의해 CA와 CDCA등의 담즙산으

로 환된다 (Russelland Setchell,1992;Chiang,2002;Yin etal.,

2009).담즙산 생합성 사체들이 핵수용체들과 CYP들을 조 하는 것으

보고 (Dussaultetal.,2003;Hafneretal.,2011)됨에 따라 만성 인 알

코올 섭취에 의한 콜 스테롤 사효소들의 변화를 찰하 다.간 조직

에서 PXR단백질 발 이 증가한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 사효소 특

이 인 항체를 이용하여 단백질 발 변화를 분석해본 결과 4주간의 알

코올 식이군에서 CYP7A1,CYP8B1 AKR1D1은 정상 식이군에 비해

증가하는 것으로 찰되었으며,CYP27A1은 정상 식이군에 비해 감소되

는 것으로 찰되었지만 통계학 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21).이러

한 결과들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증가된 콜 스테롤이 담즙산

생합성에서 classic경로로 유도된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연구에서 수

행한 마이크로어 이 결과에서 CYP7A1,CYP8B1 AKR1D1은 4주간

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증가하 고,CYP27A1의 변화는 찰할 수 없었

다 (Yinetal.,2009).따라서 이 연구에서 수행한 연구결과들로부터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증가된 콜 스테롤이 담즙산으로 사되는

기 과정은 CYP7A1이 여하는 classic경로로 유도되는 것으로 사료

된다.



- 61 -

Figure 21. Ethanol increases the expression of various metabolizing enzymes in the 

livers of ICR mice. ICR mice were fed a Lieber-DeCarli ethanol diet for 4 weeks. 

Control mice were pair-fed a Lieber-DeCarli control diet for 4 weeks. Total protein 

extracts from mouse liver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using antibodies 

against CYP27A1, CYP7A1, CYP8B1 and AKR1D1. Each protein was normalized 

to GAPDH protein in the same samples and is presented as the relative protein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for 4 weeks.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data obtained from five mice. Means without a common letter differ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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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4.알코올에 의한 CYP8B1의 역할

CYP8B1은 담즙산 생합성 경로에서 CA와 CDCA 생성에 요하게

여하는 사효소 의 하나이며,CA와 CDCA의 비율은 담석형성

(gallstone formation)에 있어서 요한 부분으로 알려져 있다 (del

Castillo-Olivaresetal.,2000).Guo(2004)등은 담즙산들이 PXR의 내

인성 리간드라는 것을 보고하 고,Sauter(1996)등과 Chanda(2013)

등은 알코올을 섭취한 동물모델에서 콜 스테롤 사체들 증가와

CYP8B1발 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고하 다.따라서 알코올 섭취에

의한 CYP8B1의 발 변화를 찰하기 하여,CYP8B1특이 항체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2주와 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에서 각각 정상

식이군에 비해 증가하 다 (그림 21).이러한 결과들은 알코올 섭취에 의

해 증가된 CYP8B1이 CA 생성 등 담즙산 생합성 사에 여한다는 것

을 의미한다.

CYP8B1기능이 결여된 마우스에서 CA 생합성이 되지 않으며,세포

내에서 알코올 처리에 의한 담즙산 형성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보고

(Li-Hawkins etal.,2002:Nilsson etal.,2007)됨에 따라,CYP8B1

siRNA을 이용한 간세포주에 PXR내인성 리간드인 triol생성을 억제하

을 때 CA 생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찰하 다.CYP8B1siRNA를 처

리한 마우스 간세포에 알코올을 72시간 동안 처리 후 CA 생성을

LC-ESI/MS/MS분석을 통하여 찰해본 결과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그림 22,A). 한 triol생성 억제에 의한 Pxr과

Cyp3a11의 유 자 발 변화를 qRT-PCR분석을 통하여 찰해본 결과

조군과 비교하여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그림 22,B).이러한 결과들

은 간세포주에서 알코올에 의한 CYP8B1이 PXR내인성 리간드인 triol

생성에 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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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Changes of the concentration of intracellular cholic acid and the 

expression of mRNA Pxr and Cyp3a11 by ethanol treatment in knockdown model 

of CYP8B1.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YP8B1 or control siRNA. Subsequently, 

Cells were incubated with ethanol (50 mM) for 72 hours (□, Control; ■, Ethanol). 

(A) The concentrations of cholic acid were measured by LC-ESI-MS/MS as 

described under Materials and Methods. (B) Total RNA from livers was isolated 

and mRNA levels were analyzed by qRT-PCR with specific primers for Pxr and 

Cyp3a11. Pxr and Cyp3a11 mRNA were normalized to GAPDH mRNA in the 

same sample and are presented as the relative mRNA expression compared to 

control mice. Each bar is representative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 and 

*** indicate statistical significance (P<0.05, P<0.005 and P<0.001,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control. # represents significance (P<0.05) as compared with control 

siRNA group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Turkey's multiple comparison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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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고찰

우리나라의 경우 만성 간염,간경변 간암과 같은 간질환의 유병률

이 증가하는 추세이다.사회·경제 변화로 알코올의 소비량이 과거에

비해 많이 증가하 고,과도한 는 만성 인 음주로 개인의 건강이

을 받는 경우가 높은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경우,음주로 인한 지방간

등 간질환 환자가 170만명에 달하며,사망원인이 8 가 될 만큼 험도

가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통계청,2012). 한 만성 인 음주로 인한

증가된 콜 스테롤은 동맥경화와 담석증 등 다양한 질환을 유발시킨다.

최근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해 간내 콜 스테롤의 증가와 담즙산 생합성

이 증가하는 것 (Yinetal.,2009)과 CYP3A4가 알코올 사에 여하는

것 (Salmelaetal.,1998)으로 보고가 되어 있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만성 인 간질환 유발 모델을 이용해 간에 특이 으로 존재하는 콜 스

테롤 사 담즙산 생합성 사과정의 변화를 연구하고,이 사과정

에 여하는 CYP3A11의 변화에 콜 스테롤 사체들의 역할에 하여

탐구하 다.

알코올은 물에 잘 녹으며,섭취 후에 장 에서 흡수되어 액을 통해

신체 각 조직에 분포하게 된다. 나 소장에서 흡수된 알코올은 류를

통해 간의 알코올 분해효소에 의해 사된다 (Nelsonetal.,2000).외부

에서 유입된 물질의 경우 ( :알코올), 사과정을 거친 후 원래보다 독

성이 강한 사체가 생성되어 신체 조직에 해를 입히는 경우가 있다.

CYP는 heme기를 가진 효소를 일컬으며,스테로이드 호르몬,지방산과

같은 내인성 물질 약물 등의 외인성 물질 산화 사에 여한다.

CYP동질효소 (isozyme) 에 CYP2E1이 알코올에 의해 조 받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알코올은 사 활성화와 단백질 안정화로 CYP2E1발

을 증가시킨다 (KoopandTierney,1990).CYP3A 발 에 알코올이

여된다는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부분의 연구는 단기간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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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섭취에 의해 CYP3A 활성 유 자 발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

졌다 (Sinclairetal.,1991;Dashtietal.,1996;Ronisetal.,1998).간세

포주에서 유 자와 단백질 발 의 안정화 연구를 제외한 알코올 섭취에

의한 CYP3A 활성화의 구체 인 기 연구에 한 보고는 미비한 실정이

다.그러나 장기간 알코올 섭취에 의한 랫의 CYP3A2단백질과 유 자 발

활성이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되기도 하 다 (Badgeretal.,1993;

Rowlandsetal.,2000).기 연구로서 성장호르몬의 분비 변화와 련하여

명확하게 밝 지지 않았으나,알코올의 이차 효과가 있다는 사실이 보고

되었다 (Rowlandsetal.,2000).알코올에 의한 CYP3A 조 에 한 두

가지 상반된 결과는 하나 이상의 기 이 여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마우스에서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해 CYP3A11발 이

증가된다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CYP3A11발 은 증가된 콜 스테롤

사에 의해 생성된 triol,7α-4C LCA 등과 같은 PXR내인성 리간

드에 의해 유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CYP3A 발 은 핵수용체 PXR 는 CAR에 의해 조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이러한 핵수용체들은 체외물질 사에 요한 역할을 하며,

화합물질에 한 응반응을 하게 된다.Cyp2b,Cyp2c9,Cyp3a4,

Ugt1a1,Gsta1 Mdr1등을 포함하는 복 인 리간드들과 표 유

자자들의 형태를 공유하며,CAR의 표 으로 Cyp2a와 Ugt2b1,PXR의

표 으로 Cyp7a1과 Oatp1a4와 같은 수용체 특이 인 유 자들을 조

한다는 사실이 보고되었다 (Chaietal.,2013).마우스에 만성 인 알코

올 섭취 후 제1상 반응인 산화 약물 사,제2상 반응인 포합 제3상

반응인 수송과 련된 다양한 유 자들의 발 은 이 연구에서 수행한

마이크로어 이 분석에서 확인하 다 (Yinetal.,2009).

PXR은 구조 으로 리간드 결합부 가 크며,다양한 소수성 화합물들

이 작용할 수 있는 원형의 결합부 를 가지기 때문에 다양한 화합물들에

의해 조 받을 수 있다 (TimsitandNegishi,2007). 부분의 CAR 활

성인자들은 수용체와 직 으로 결합하지 않지만 간 인 기 으로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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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질에서 핵으로의 수용체 이동이 일어난다는 사실이 보고되어 있다 (Li

andWang,2010).그러나 크기가 작고 소수성인 알코올 는 알코올

사체들이 PXR 리간드이거나 CAR를 직 으로 활성화하지 못하는 것

은 핵수용체의 간 인 활성화가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한 CYP3A 발

증가와 연 성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와는 반 로

Rowlands(2000)등은 랫에 42일 는 55일 동안 알코올 13g/kg을 섭

취 후 CYP3A의 기질인 6β-hydroxylase활성과 발 이 유의 으로 감

소하 으며,CYP3A 발 변화를 유도하는 호르몬의 분비 변화가 있다

고 제안하 다.본 연구에서 IGF-1의 청 수치는 4주간의 정상 식이군

(1096.91± 113.74ng/ml)과 비교해 본 결과,4주간의 알코올 식이군

(1206.25±87.44ng/ml)에서 낮게 나타났다.따라서 알코올 섭취한 마우

스에서 CYP3A 발 에 IGF-1와는 연 성이 은 것으로 사료된다.유사

한 결과로 Wang(2005)등은 5주 동안 구강투여법으로 1∼4g/kg의 알

코올을 섭취한 마우스는 간의 Cyp3a11유 자와 ERND 활성 감소와

PXR 발 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 모델은

염증반응이 유도되지 않은 에서 이 연구의 동물 모델과 다르다.

Wang(2005)등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한 마우스에서 라스마 내독소

(plasmaendotoxin)수치와 간의 CD14와 TLR4발 이 증가되었으나 항

생제 는 GdCl3의 처리에 의해 증가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비록

Rowlands(2000)등은 증가에 한 연구를 밝 내지는 못했을지라도 장

기간 과량의 알코올을 섭취하게 되면 간손상과 염증반응이 유도된다고

제안하 다.Xu(2004)등은 Lipopolysaccharide(LPS)에 의해 Pxr과

Cyp3a11의 유 자 발 이 해될 뿐만 아니라 PXR리간드로 처리된

마우스 간의 다양한 유 자들 활성화를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LPS에

의한 NF-kB활성화와 이어지는 PXR-RXR복합체 결합은 Cyp3a4억제

에 있어서 요하다 (Guetal.,2006). 조 으로 본 연구자와 다른 연

구자들은 마우스에 4주간 총 칼로리의 36%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함유한

액체식이를 공 한 결과,간에서 정상 인 ALT와 조직면역학 변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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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을 보고하 다 (Yinetal.,2009;Bertolaetal.,2013). 한 알

코올 식이군과 정상 식이군 사이의 청 TNF-α는 차이가 없다는 것을

확인하 다.비록 본 연구에서 액 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하지 못했을

지라도 이 보고된 결과와 동일하게 0.1∼0.2g/dL범 에서 유지된다

는 것을 확인하 다 (Zhou et al.,2005;Dolganiuc etal.,2009;

Brandon-Warneretal.,2012). 한 염증반응이 없는 마우스에서 만성

인 알코올을 섭취에 의해 PXR의 활성화와 CYP3A의 발 이 찰되었

다.본 연구에서는 Roberts(1995)등이 3주간 랫에 알코올을 함유한 액

체식이를 공 한 후 ERND활성화와 CYP3A 단백질 발 이 증가된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

간세포에서 과잉의 콜 스테롤 제거에 요한 경로로 담즙산 생합성

경로가 알려져 있다.1차 담즙산인 CA와 CDCA는 CYP7A1,CYP8B1

CYP27A1을 포함하여 17가지 효소들에 의해 콜 스테롤로부터 합성

이 된다.담즙산 생합성 경로의 일부 간 사체들은 PXR의 강력한 활

성인자들로 보고되었다 (Dussaultetal.,2003).2003년에 많은 연구자들

은 Cyp27a1이 결여된 마우스에서 CYP3A 활성이 크게 증가된다는 사실

을 보고하 다.Dussault(2003)등과 Goodwin(2003)등은 Cyp27A1결

여에 의해 PXR의 내인성 리간드로 알려진 담즙산 생합성 간 사체

들인 triol과 7α-4C의 생성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일부 스테로

이드 호르몬과 담즙산들은 PXR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생체 내에서 PXR를 활성화시키는 데에 많은 양이 필요하기 때문에 생

체내에서 사체들이 PXR를 실제로 활성화시키는 것은 분명하지가 않

다.다른 한편으로는 triol과 7α-4C는 CAR,FXR VDR등과 같은 다

른 핵수용체들과 연 성이 없다면 활성인자인 PCN의 작용과 유사하게

직 으로 PXR에 결합 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섭취량을 다

르게한 분석 (doseresponseanalysis)에서 triol이 사람 PXR보다 마우스

PXR에 더 강한 효과가 있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CAR이 스테로이드

는 체외물질 감지 역할을 하고 제1상,제2상 효소 제3상 수송체들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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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된 유 자들의 발 을 조 할지라도 아직까지 친화성이 높은 내인성

리간드는 밝 지지 않았다 (TimsitandNegishi,2007).Androstenol과

androstanol이 CAR의 내인성 리간드로 알려져 있지만 재까지는 CAR

의 구성 인 활성 (constitutiveactivity)을 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ormanetal.,1998).Guo(2003)등은 Pxr/Fxr결여된 마우스에 CA

를 섭취 후 CAR이 Cyp3a11의 보상 유도에 여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 재까지 내인성 담즙산이 CAR 리간드라는 것은 밝 지지 않았다.

PXR과 CAR를 조 하는 마우스 유 자들이 PXR에 의해 조 받는다는

사실을 가정해볼 때,CAR발 증가는 PXR활성화와 연 성이 없다는

것을 생각할 수 있다 (Maglichetal.,2002).따라서 CAR과 PXR의 정

확한 계를 규명하기 하여 PXR과 CAR특이 으로 결여된 동물모델

을 제작하여 각각에 특이 인 활성인자를 활용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CYP유도와 약물작용은 신약개발과 임상 용에 있어서 요한 상이

된다는 을 주목할 필요가 있다.CYP와 련된 약물작용에 있어서 2가지

문제 들이 있으며,첫 번째는 활성부 의 제거로 약물 효과가 감소된다는

것이며,두 번째는 사 활성화에 의한 독성이 증가된다는 것이다. 를 들

면 atorvastatin는 제약시장에서 콜 스테롤 낮추는 약들 에 가장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CYP3A4에 의해 사되는 rifampicin은 atorvastatin의

80% 정도로 AUC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ckmanetal.,

2005).약물 유도된 지방간염 때문에 제약시장에서 퇴출된 당뇨병 치료제로

트로 리타존 (troglitazone)은 랫에서 CYP3A를 유도함으로써 아세토아미

노펜 (acetoaminophen)의 간독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Liet

al.,2002).사람에 있어서 알코올은 CYP3A를 유도하는 것으로 분명하게 정

의되어 있으며,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다.

Luceri(2001)등은 알코올 독자들과 일반인들을 비교했을 때 CYP3A의

활성 표지자로 6β-hydroxycortisol와 17-hydroxycortisol의 비율이 증가하

는 것으로 보고하 다.유사하게도 Haxholdt(1984)등은 CYP3A 기질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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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통제인 fentanyl은 일반인들보다 알코올 독자들에 있어서 진통효과를

나타내기 해서는 많은 용량이 필요하다는 것을 보고하 다. 한

Axelson(1988)등과 Sauter(1996)등은 간세포주에 알코올을 처리한 결과

담즙산들이 증가하 으며,Chanda(2013)등은 동물모델에 알코올 섭취로

CYP8B1발 이 증가한다는 것을 보고하 다.간세포주에 알코올 처리로

담즙산 생합성 사와 련하여 CYP8B1역할에 하여 생각할 수 있다.

CYP8B1기능을 결여시킨 간세포주에 알코올을 처리한 결과 CA가 감소한

다는 것은 CYP8B1이 증가된 콜 스테롤의 담즙산으로 사되어 나타난 결

과를 의미한다.더욱이 triol과 7α-4C등 PXR내인성 리간드 생성과 련

하여 CYP8B1기능이 결여된 간세포주에 알코올을 처리한 결과 Pxr과

Cyp3a11의 유 자 발 이 감소된다는 것은 PXR내인성 리간드인 triol의

생성에 CYP8B1이 연 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약하면,본 연구에서는 첫 번째로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질

환 유도된 동물모델에서 체외물질/약물 사효소인 CYP3A와 핵수용체인

PXR의 발 변화를 찰하기 하여 총 칼로리의 36%에 해당하는 알코

올을 함유한 액체식이를 공 한 마우스를 이용하여 분석해본 결과 증가된

다는 것을 확인하 다.두 번째로 알코올에 의해 CYP3A의 발 이 증가된

원인을 규명하기 하여 알코올을 공 하여 간 조직내의 콜 스테롤 변화

와 PXR의 활성과 련된 콜 스테롤 사체들의 변화를 확인하 다. 한

CYP8B1이 CA생성에 련되는지 조사하기 하여 CYP8B1기능이 결여

된 마우스 간세포주를 이용하여 알코올 처리에 의해 CA 변화를 찰해본

결과 CA 생성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동일한 조건에서 Pxr과

Cyp3a11의 유 자 발 의 감소는 triol과 CA생성과 연 성이 있다는 것

을 확인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만성 인 알코올 섭취에 의한 핵수용체 PXR과

CYP3A11의 발 증가는 triol과 7α-4C 등 내인성 콜 스테롤 사체들

의 증가에 의해 유도된다는 것을 제안한다. 한 CYP8B1이 간내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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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롤 사에서 PXR내인성 리간드인 triol생성에 여한다는 것을

제안한다 (그림 23).

Figure 23. Proposed model of CYP3A11 involved in the regulation of hepatic 

cholesterol and bile acid metabolism by chronic eth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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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결론

본 연구에서는 만성 인 알코올에 의한 체외물질과 약물 사 련 핵수

용체인 PXR과 표 인자인 CYP3A의 발 이 유도되는 것과 증가된 콜

스테롤이 담즙산으로 사되는 동안 형성된 내인성 콜 스테롤 사체들

이 증가됨을 찰하 다.알코올성 간질환 동안 증가한 사체들에 의해

활성화된 PXR과 표 인자인 CYP3A와의 상호 계에 한 연구 결과를

다음에 나타내었다.

1.알코올성 간질환에서 약물 사효소인 CYP3A11의 발 증가와 이

를 조 하는 핵수용체인 PXR의 발 증가를 확인하 다.이는 알

코올에 의한 간내에서 상호 련성이 있음을 제시한다.

2.만성 인 알코올에 의한 간내의 PXR CYP3A11의 발 증가는

triol.7α-4C LCA 등 PXR내인성 리간드들의 증가에 의해 유도

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PXR-CYP3A11경로는 알코올에 의

해 증가된 PXR내인성 리간드들에 의해 조 받고 있음을 제시한다.

3.CYP8B1의 기능을 결여시킨 간세포주에 알코올 처리 후 CA의 생성

이 감소된다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알코올에 의한 CYP8B1이 간

내 콜 스테롤 사에 PXR 내인성 리간드인 triol생성의 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제시한다.

본 연구는 만성 인 알코올 처리에 의한 콜 스테롤 사과정에서 생

성되는 triol등 내인성 콜 스테롤 사체들이 PXR-CYP3A11경로의

활성화를 매개하는 새로운 기 발굴과 CYP8B1이 알코올에 의한 triol

생성에 여한다는 결과를 토 로 사 분자수 에서 알코올성 간질

환과 콜 스테롤 사질환 이해에 기 연구 자료를 제시하 다는 의의를

가지고 있으며,향후 임상 용에 응용될 것으로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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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록

Cytochrome P450 (CYP) 3A4 is a drug-metabolizing enzyme involved in the 

metabolism of a large number of clinically used drugs. Recently, ethanol 

was reported to be either an inducer or inhibitor of CYP3A expression. 

CYP3A4 gene expression is mainly regulated by pregnane X receptor (PXR) 

which is a nuclear receptor that plays a key regulatory role in xenobiotic 

metabolism. According to previous microarray data, chronic ethanol 

consumption up-regulates the expression of the genes associated with 

oxidative phase I drug metabolism, phase II conjugation reaction and phase 

III xenobiotic/drug transport, most of which are known to be regulated by 

PXR. In this study, I demonstrate the effects of chronic ethanol consumption 

on the expression of CYP3A11 in mice, which is regulated by triol and 7α

-4C as endogenous ligands and suggest the role of CYP8B1 involved in 

production of ligands in bile acid biosynthetic pathway. In order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chronic ethanol on the changes of gene expression 

of nuclear receptors and their target genes, Lieber-DeCarli ethanol diet 

model was used in these experiments. Ethano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the genes associated with oxidative phase I drug metabolism, 

phase II conjugation reaction and phase III xenobiotic transport, as 

demonstrated by qRT-PCR. In addition, ethano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PXR and its target gene CYP3A associated with oxidative 

phase I drug metabolism. In order to analyze the concentrations of triol and 

7α-4C as the inducer of PXR, GC/MS analysis was used. In Lieber-DeCarli 

ethanol diet model, ethanol significantly increased the expression of CYP8B1 

involved in the classic pathway of bile acid synthesis by determining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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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tio of CA to CDCA. In order to obtain more direct evidence of the role 

of CYP8B1 in cholic acid production by ethanol treatment. I performed 

knockdown experiments with siRNA against CYP8B1 in comparison with 

cells transfected with a control RNA. In Cyp8b1-deficient cells, ethanol 

treatment reduced cholic acid production.

Taken together, these data suggest that chronic ethanol consumption 

up-regulates the expression of Cyp3a11 mRNAs and proteins in mice by 

PXR ligands formed by enhanced cholesterol metabolism and CYP8B1 plays 

a key regulator in bile acid biosynthesis pathway in in vitro model. In 

addition, these studies could be used for some critical information needed to 

understand the prediction of food-drug and drug-drug interaction.

Key words: Ethanol, Pregnane X receptor, Drug-metabolizing enzyme, 

Cytochrome P450 3A,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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