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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FXR 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inflammasome 

 활성 억제 

 

만성 또는 복구되지 않은 소포체 스트레스는 세포 사멸을 유도하여 여러 

간 질환의 원인이 되며, 이는 세포 위험 신호를 감지하는 다중 단백질 

집합체인 inflammasome 을 활성화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간세포의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inflammasome 활성 여부는 연구되지 않았으며, 

이를 제어하는 상위 신호조절 연구는 미흡하다. Farnesoid X receptor 

(FXR)은 간세포의 생리 항상성을 조절하는 핵수용체이다. 아직까지 소

포체 스트레스 및 inflammasome 에 미치는 FXR 의 영향에 대해 알려

진 바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inflammasome 활성 유도 과정에서 FXR 의 억제 효능 및 분자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간세포에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를 처치할 경우, 

inflammasome 활성화 지표인 NLR family, pyrin domain containing 3 

(NLRP3), interleukin (IL)-1β, caspase-1 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세

포 외로 분비되는 IL-1β 의 양도 증가하였다. 또한,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도 할 때 FXR 발현이 감소하였고, siRNA 를 통한 FXR knockd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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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thioredoxin-interacting protein (TXNIP) 및 inflammasome 구

성 단백질 양이 증가하였다. 인체 GEO 데이터베이스 분석에 따르면, 급

성 간부전 환자의 간조직에서 TXNIP 와 NLRP3 의 발현 증가는 양의 

상관관계에 있고, FXR 의 발현은 감소되어 있다. FXR 발현은 TXNIP 

및 NLRP3 발현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TXNIP 및 inflammasome 의 발현 증가는 FXR 활성화제인 GW4064 

처치에 의해 억제되었다. 또한, FXR knockout 동물모델의 간조직에서 

FXR 의 결손에 의하여 소포체 스트레스 조절 신호 인자 중 CCAAT-

enhancer-binding protein homologous protein (CHOP)의 발현 증가

를 발견하였다. 간세포주 및 손상된 동물의 간조직에서 FXR 의 감소는 

CHOP 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FXR 활성화로 억제되었다. 결론

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의 소포체 스트레스가 FXR 을 억제하고, 

이는 TXNIP 를 유도함으로써 inflammasome 을 활성화하며, 또한 

FXR 억제는 CHOP 을 유도하는 것을 증명하였다. 이러한 간세포의 염

증 및 세포 사멸은 FXR 의 활성화로 억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주요어 : FXR, 소포체 스트레스, inflammasome, 세포 사멸 

학번 : 2010-21679      이름 : 노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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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서 론 

 

소포체는 다양한 단백질의 성숙을 담당하는 세포 내 소기관이다 

(Hetz., 2012; Cao and Kaufman., 2012). 여러 손상 자극에 의해 잘못 

접힌 단백질이 소포체에 축적되면 소포체 스트레스가 발생하고, 미접힘 

단백질 반응이 활성화 된다 (Cao and Kaufman., 2012). 미접힘 단백질 

반응이 활성화 되면 초기에는 소포체의 단백질 접힘 능력을 확장하고, 

잘못 접힌 단백질을 분해하며, 새로운 단백질의 소포체 내로의 유입을 

감소시킨다 (Malhi and Kaufman., 2011). 만성 또는 복구되지 않은 

소포체 스트레스는 세포 사멸을 일으킨다 (Kim et al., 2008). 이는 

다양한 간 질환의 병리 원인으로 작용하며 염증반응도 함께 수반한다 

(Cao and Kaufman., 2012). 하지만 소포체 스트레스와 염증반응을 

이해하는 분자적 연결고리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Inflammasome 은 다중 단백질 집합체로 센서 분자인 NOD-like 

수용체 (NLRP3), 어댑터 단백질 apoptosis-associated speck-like 

protein containing a CARD (ASC), 작동 분자 caspase-1 으로 

구성된다 (Szabo and Csak., 2012). Inflammasome 의 활성화는 

비활성 pro-caspase-1 이 잘리면서 활성 caspase-1 이 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interleukin (IL)-1β 의 성숙과 분비로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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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zabo and Csak., 2012). Inflammasome 중에서 NLRP3 (NALP3, 

cryopyrin) inflammasome 은 내인성 면역과 관련하여 가장 잘 

연구되었다 (Schroder and Tschopp., 2010). 최근, 그 연구 범위가 

확장되어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대식 세포의 활성화 및 베타 세포 

사멸에서 inflammasome 이 주목 받고 있다 (Latz et al., 2013; Lerner 

et al., 2012; Oslowski et al., 2012). 하지만,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와 inflammasome 의 관련 여부는 아직 알려진 바 없으며, 

inflammasome 을 조절하는 분자에 대한 이해도 부족하다. 

Farnesoid X receptor (FXR, NR1H4) 는 주로 간, 장, 신장, 

부신에 많이 발현되어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수용체이다 (Calkin 

and Tontonoz., 2012). FXR 은 담즙산, 지질, 당의 대사에 

관여함으로써 에너지 대사의 핵심 조절 인자이다 (Teodoro et al., 

2011). FXR 의 활성화는 미토콘드리아 활성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에도 (Lee et al., 2012), 소포체 스트레스 및 inflammasome 의 

활성에 미치는 FXR 의 영향에 대해 알려진 바는 없다. 

본 연구에서는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반응하여 

inflammsome 이 활성화 되는지 여부 및 FXR 의 inflammasome 

조절과 소포체 스트레스 매개성 세포 사멸 제어 가능성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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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실험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항체 

Anti-XBP-1, anti-CHOP, anti-caspase-3, anti-pro-

interleukin-1β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에

서 구입하였다. Anti-NLRP3, anti-ASC 항체는 Genetex (Irvine, CA) 

에서 구입하였다. Anti-GRP78, anti-FXR 항체는 각각 Abcam 

(Cambridge, MA) 와 R&D systems (Minneapolis, MN) 에서 구입하

였다.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rabbit anti-goat, goat 

anti-rabbit and goat anti mouse IgG 는 Zymed Laboratories (San 

Francisco, CA) 에서 구입하였고, anti-β-actin 항체와 다른 시약은 

Sigma Aldrich (St. Louis, MO) 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세포주 배양 

AML12 세포는 DMEM/F-12 medium (GIBCO-BRL) 에 10% 

fetal bovine serum, insulin-transferrin-selenium X (ITSX; GIBCO-

BRL), dexamethasone (400 ng/ml; Sigma) 과 항생제를 첨가하여 

배양하였다. HepG2 세포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에 

10% fetal bovine serum, 50 units/ml penicillin 과 50 μ g/ml 

3 



 

streptomycin 을 첨가하여 37。C 및 5% CO2 조건하에서 약 80-90% 

의 confluency 를 갖도록 배양하였다.  

 

3. 세포 분획의 분리 

배양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PBS 로 세척하고, 세포를 긁어 모아 

3000g 에서 3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제거한 후, 단백질 

분해효소 억제제를 첨가한 용해 완충액 [1 mM Tris (pH 7.1), 100mM 

NaCl, 1mM EDTA, 10% glycerol, 0.5% Triton X-100, 0.5% Nonidet 

P-40, 1mM dithiothreitol, 0.5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을 

가하여 1 시간 동안 얼음 위에서 완전히 용해한 후 10,000g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은 상등액을 전세포 추출액으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정량법 (Bio-Rad protein assay kit, Bio-

Rad, Hercules, CA) 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4. 면역화학적 분석 

획득한 세포 분획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시료를 시료 

희석완충액 [63mM Tris (pH 6.8), 10% glycerol, 2% SDS, 5%-

mercaptoethanol, 0.0013% bromophenolblue] 에 희석하여 6%,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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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12% 의 젤을 사용하여 전기 완충액 (0.12M Tris, 0.96M glycine, 

0.5% SDS) 내에서 전기영동 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젤은 전기영동 

전달장치를 이용하여 전이 완충액 (25mM Tris, 192mM glycine, 20% 

v/v methanol, pH 8.3) 내에서 100 V 로 1시간 40분 동안 

nitrocellulose 지에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관찰하려는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와 반응시킨 후 이어서 Horseradish peroxidase (HRP) 와 

결합되어 있는 2차 항체와 1시간 반응시키고 ECL chemiluminescence 

시스템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 을 이용하여 

발색 하였다. 

 

5. 실시간 중합연쇄반응법 

RNA는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권장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1µg의 RNA와 AMV 역전사 효소 

(Promega, Madison, WI), primer는 oligo(dT)16을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Lightcycler 2.0 System  (Roche, Mannheim, 

Germany)과 SYBR Premix Ex Taq (Takara, Shiga, Japan)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된 방법에 따라 실험을 수행하였고 결과값은 β-

actin 의 상대적인 값으로 보정하였다. 증폭된 산물의 특이성은 mel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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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rve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rat NLRP3, 5’-CAGACCTCCAAGACCACGACTG-

3’(sense) and 5’-CATCCGCAGCCAATGAACAGAG-

3’(antisense); rat IL-1β, 5’-CACCTCTCAAGCAGAGCACAG-

3’ (sense) and 5’-GGGTTCCATGGTGAAGTCAAC-

3’(antisense); rat ASC, 5’-

TTATGGAAGAGTCTGGAGCTGTGG-3’(sense) and 5’-

AATGAGTGCTTGCCTGTGTTGG-3’(antisense); rat caspase-1, 

5’-TGCCTGGTCTTGTGACTTGGAG-3’(sense) and 5’-

ATGTCCTGGGAAGAGGTAGAAACG-3’(antisense); rat FXR, 

5’-CCAACCTGGGTTTCTACCC-3’ (sense) and 5’- 

CACACAGCTCATCCCCTTT-3’ (antisense); mouse NLRP3, 5’-

AGCCTTCCAGGATCCTCTTC-3’(sense) and 5’-

CTTGGGCAGCAGTTTCTTTC-3’(antisense); mouse IL-1β, 

5’-CTGTGTCTTTCCCGTGGACC-3’(sense) and 5’-

CAGCTCATATGGGTCCGACA-3’(antisense); mouse TXNIP 5’-

TCAAGGGCCCCTGGGAACATC-3’ (sense) and 5’-

GACACTGGTGCCATTAAGTCAG-3’ (antisense); mouse CHOP, 

5’-CATACACCACCACACCTGAAAG-3’(sense) and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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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TTTCCTAGTTCTTCCTTGC-3’(antisense); mouse GRP78, 

5’-TGGTATTCTCCGAGTGACAGC-3’(sense) and 5’-

AGTCTTCAATGTCCGCATCC-3’(antisense); human NLRP3, 

5’-CTTCTCTGATGAGGCCCAAG-3’(sense) and 5’-

GCAGCAAACTGGAAAGGAAG-3’(antisense); human IL-1β, 

5’-CTCGCCAGTGAAATGATGGCT-3’(sense) and 5’-

GTCGGAGATTCGTAGCTGGAT-3’(antisense); human ASC, 

5’-CTCTGTACGGGAAGGTCCTG-3’(sense) and 5’-

TCCTCCACCAGGTAGGACTG-3’(antisense); human caspase-1, 

5’-TTCTGCTCTTCCACACC-3’(sense) and 5’-

CTACCATCTGGCTGCTC-3’(antisense); human TXNIP, 5’-

AAGGTGTACGGCAGTGGCGA-3’ (sense) and 5’-

CGCAGGTACTCCGAAGTCTGTT-3’ (antisense) 

 

6. 일과성 트랜스펙션 

일과성 트랜스펙션을 위해서 6-well plate 에서 24 시간 배양된 

AML12, HepG2 세포주 (2x105 cells/well)를 3 시간 동안 혈청이 

결여된 배지에서 배양한 다음 Fugene HD (Promega, Madison, W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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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AMAXA 를 이용하여 FXR 에 상응하는 siRNA (Dharmacon, 

Chicago, IL) 및 non targeting control siRNA 를 트랜스펙션 하였다. 

트랜스펙션 된 세포는 혈청을 포함한 medium 으로 48 시간 동안 

배양한 뒤 세포를 용해시켰다. 

 

7. MTT 정량 분석법 

AML12 세포주를 24 well plate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한 후 

혈청이 없는 medium 에 12 시간 동안 배양한 후 GW4064 를 1 시간 

전처치 하였다. 그 후 tunicamycin 을 36 시간 처치 후, 0.25 g/ml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을 넣어 1 시간 반응시켰다. MTT 가 포함된 배양액을 버리고, 

dimethylsulfoxide (DMSO)를 0.2 ml/well 씩을 넣어 MTT 

formazan 을 용해한 후, 540nm 의 흡광도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Tecan, Research Triangle Park, NC)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효소면역정량법 

    AML12 세포주에 tunicamycin 을 24 h 처치한 후 그 medium 을 

이용하였다. Sample 로 200 람다의 medium 을 취하여 Enzo li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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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ience 사의 mouse IL-1β ELISA kit 를 사용하여 주어진 프로토콜을 

따랐다. 450nm 의 흡광도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Tecan, 

Research Triangle Park, NC) 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9. 동물 실험 

모든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Male C57bL/6 mice 는 GW4064 (30mg/kg) 또는 CCl4 를 

(0.6ml/kg) 하루 두 번 5 주 동안 복강내 주사하였다. 처치 한 동물과 

FXR knockout mice 의 간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10. 통계 처리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Newman-Keuls test 로 

그룹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또는 p<0.01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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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의 inflammasome 활성화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실질세포인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와

inflammasome 의 활성화에 대한 연구는 전무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먼저,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inflammasome 활성화 

여부를 관찰하였다. 일차 랫트 배양 간세포에 대표적인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인 tunicamycin (Tm) 을 처치 하였을 때, inflammasome 구성 

성분 인 NLRP3 와 IL-1β 의 mRNA 가 증가하였다 (Fig. 1A). 또한, 

어댑터 단백질 ASC 와 작동 분자 caspase-1 의 mRNA 도 증가하였

다 (Fig. 1B). 두 종의 간세포주 AML12 와 HepG2 에서도 

inflammasome 활성의 대표적인 지표로 NLRP3 와 IL-1β 를 관찰한 

결과 같은 경향을 확인하였다 (Fig. 1C, 1D). Inflammasome 의 활성화

에 의해 성숙된 IL-1β 는 세포 외로 분비되어 주변 면역세포 및 비실질

세포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 (Csak et al., 2011). 따라서, 세포 외

로 분비되는 IL-1β 의 단백질 양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소포체 스트레

스 유도로 분비된 IL-1β 의 양이 증가하였다 (Fig. 1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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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ER stress activates NLRP3 inflammasome in hepatocytes 

A) The levels of NLRP3 and IL-1β mRNA. Isolated primary rat hepatocytes were 

treated Tm (2µg/ml) for 24 h, and mRNA levels were determined using qRT-PCR 

assays. 

B) The levels of ASC and caspase-1 mRNA. Isolated primary rat hepatocytes were 

treated Tm (2µg/ml) for 24 h, and mRNA levels were determined using qRT-PCR 

assays. 

C) qRT-PCR assays for NLRP3 and IL-1β mRNA level. AML12 cells were treated 

with Tm (0.5µg/ml) for 24 h. 

D) qRT-PCR assays for NLRP3 and immunoblotting for pro-IL-1β.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m (5µg/ml)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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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C-D, values represent the mean±S.E.M. of three replicates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to control, **P<0.01). 

E) IL-1β secretion from AML12 exposed to Tm. The IL-1β protein level in the 

supernatants of AML12 cells were measured with an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fter Tm (0.5µg/ml) treatment for 24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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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FXR 의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inflammasome 활성 억제 

인체 GEO 데이터베이스 분석에서 B 형 간염 급성 간부전 환자의 

간조직 FXR 의 발현이 건강한 정상인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Fig. 2A 

왼쪽). FXR 과 반대로 NLRP3 발현은 증가하였으며(Fig. 2A 중앙), 이 

둘은 서로 역상관계에 있었다 (Fig. 2A 오른쪽). 일차 랫트 배양 

간세포에 Tm 을 처치하였을 때, FXR 의 mRNA 가 감소하였고 (Fig. 

2B), 이후 siRNA 를 사용하여 FXR knockdown 실험을 진행하였다. 

대조군과 비교하여 FXR knockdown 에서 inflammasome 구성 성분의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 2C, 2D). AML12 와 HepG2 간세포주를 

이용하여 소포체 스트레스로 유도된 inflammasome 이 FXR 의 합성 

활성화제인 GW4064 처치로 억제되었다 (Fig. 2E). 종합하면,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FXR 발현 감소는 inflammasome 활성화를 유도하고, 

FXR 의 활성화는 inflammasome 을 억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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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FXR inhibits ER stress-mediated inflammasome activation 

A) Analysis of FXR, NLRP3 mRNA levels and correlation in healthy individuals or 

patients with HBV-associated acute liver failure using GEO database (GSE38941). 

SHN, submassive hepatic necrosis; and MHN, massive hepatic necros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1). 

B) FXR repression by Tm treatment. Isolated primary rat hepatocytes were treated 

Tm (2µg/ml) for 24 h, and mRNA levels were determined using qRT-PCR ass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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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effect of FXR knockdown on NLRP3 and IL-1β induction. The mRNA 

levels of NLRP3, IL-1β were measured in HepG2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FXR siRNA for 48 h.  

D) The effect of FXR knockdown on ASC and caspase-1 induction. The mRNA 

levels of ASC, caspase-1 were measured in HepG2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FXR siRNA for 48 h. 

For C-D, data represent the mean±S.E.M. of at least three separ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ansfection control, *P<0.05, **P<0.01). 

E) Inflammasome repression by FXR activation. Immunoblottings for 

inflammasome components were done on lysates of HepG2 cells treated with Tm 

(5µg/ml) (left) and thapsigargin (Tg, 0.3µM) (middle) for 24 h after GW4064 

(2µmol/L) pre-treatment for 1 h. Pro-IL-1β was immunoblotted on the lysates of 

AML12 cells treated with Tm (0.5µg/ml) (right) for 24 h after GW4064 

(0.5µmol/L) for 1 h pre-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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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inflammasome 활성에서 TXNIP 의 유도 

앞에서 언급한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inflammasome 의 활성화 

및 FXR 에 의한 억제 현상에 주목하여, 이 현상과 

연관되며 inflammasome 활성화를 직접적으로 조절 할 수 있는 분자 

타겟을 찾고자 하였다. 급성 간부전 환자의 간조직 손상 정도에 따라 

TXNIP 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이는 NLRP3 의 발현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Fig. 3A). AML12 와 HepG2 에 Tm 을 처치해 주었을 때에도 

TXNIP 의 mRNA 가 증가하였다 (Fig. 3B). 또한, TXNIP knockdown 

상황에서 Tm 에 의한 NLRP3 의 mRNA 증가가 감소되었다 (Fig. 3C) 

이상의 결과들은 소포체 스트레스가 TXNIP 를 유도하여 

inflammasome 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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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R stress activates NLRP3 inflammasome via TXNIP induction 

A) Analysis of TXNIP mRNA level and correlation between TXNIP and NLRP3 in 

healthy individuals or patients with HBV-associated acute liver failure using GEO 

database (GSE38941). SHN, submassive hepatic necrosis; and MHN, massive 

hepatic necrosi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1). 

B) TXNIP induction by Tm treatment. TXNIP mRNA level was analyzed by qRT-

PCR assays. AML12 and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m (0.5µg/ml or 5µg/ml) 

for 24 h.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rmal,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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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effect of TXNIP on NLRP3 induced by Tm treatment. NLRP3 mRNA level 

was analyzed by qRT-PCR assays. AML12 was treated with Tm (5µg/ml) for 24h 

after control siRNA or FXR siRNA were transfected for 48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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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FXR 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TXNIP 억제  

    FXR 의 TXNIP 조절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인체 GEO 

데이터베이스를 분석한 결과, FXR 의 발현과 TXNIP 의 발현이 

역상관계를 보였다 (Fig. 4A). 실험적으로도 간세포주에 FXR 을 

siRNA 를 활용하여 억제하였을 경우 TXNIP 가 증가하였다 (Fig. 4B). 

또한, FXR 활성화제를 처치 한 경우, 소포체 스트레스로 유도된 TXNIP 

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Fig. 4C). 이를 통해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FXR 의 감소가 TXNIP 를 증가시키고, 이는 FXR 활성화로 억제할 수 

있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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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XR inhibits ER stress induced TXNIP expression 

A) FXR and TXNIP correlation was analyzed using the GEO database 

(GSE38941) available in public domain. 

B) The effect of FXR knockdown on TXNIP induction. TXNIP mRNA level was 

quantified in HepG2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FXR siRNA for 48 h. 

C) The effect of FXR activation on TXNIP. TXNIP mRNA level was measured in 

AML12 cells after Tm (0.5µg/ml) treatment for 24 h with GW4064 (0.5µmol/L) 

pre-treatment for 1 h. 

For B-C, data represent the mean±S.E.M. of at least three separ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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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FXR 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CHOP 발현 억제 

    소포체 스트레스는 세포의 미접힘 단백질 반응을 활성화 시키며, 

염증 반응과 더불어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을 경우 세포 사멸을 

야기한다 (Kim et al., 2008).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 사멸 및 

사멸에 관여하는 신호에 대한 FXR 의 영향을 관찰해 보았다. FXR 을 

knockdown 시켜 주었을 경우, 기본 상태에서 CHOP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로 증폭되었다 (Fig. 5A). 

반대로 FXR 의 활성화제를 처치한 경우, 소포체 스트레스로 유도된 

CHOP 의 발현이 억제 되었으며, GRP78 도 같은 결과를 보였다 (Fig.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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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XR inhibits CHOP induction 

A) Immunoblottings for CHOP after FXR knockdown (with Tm treatment). 

AML12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FXR siRNA for 48 h prior to 

Tm (5µg/ml) treatment for 24 h. HepG2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ntrol siRNA 

or FXR siRNA for 48 h. 

B) Immunoblottings for CHOP, GRP78 and XBP-1s. Immunoblottings were done 

on the lysates of AML12 and HepG2 cells incubated with Tm (0.5µg/ml, 5µg/ml) 

or Tg (0.3µM) for 24 h after GW4064 (0.5 or 2µmol/L) pre-treatment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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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XR 활성화에 의한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성 세포 사멸 감소 

    GW4064 처치로 활성화 된 FXR 은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pro-

caspase-3 활성을 감소시켰다 (Fig. 6A).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로 

감소한 세포 생존률이 처치된 GW4064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로 확인하였다 (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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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XR inhibits ER stress-mediated cell death 

A) Immunoblottings for pro-caspase-3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AML12 

cells treated with Tm (0.5µg/ml) for 24 h after GW4064 (0.5µmol/L) pre-treatment 

for 1 h. 

B) The effect of FXR activation on cell viability. AML12 cells were treated with 

Tm (5µg/ml) for 36 h after GW4064 pre-treatment as indicated concentration for 1 

h.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Tm (**p<0.01), or 

between GW4064 treatment with Tm group and Tm alone group (##p<0.01) was 

determ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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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In vivo 에서의 FXR 의 역할 

   이어서, FXR 의 CHOP 억제 현상을 동물 모델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FXR knockout 마우스 모델의 간조직을 이용하여 앞의 

결과와 유사하게 FXR 결손에 의하여 CHOP 과 GRP78 의 발현 증가를 

확인하였다 (Fig. 7A). 또한, 본 연구실의 선행 보고에 따르면 CCl4 에 

의한 간 손상 시 FXR 의 발현이 감소하는데 (Lee et al., 2012), 같은 

샘플에서 실험을 수행한 결과 간 손상으로 CHOP 과 GRP78 이 

증가하였으며, FXR 활성화제 처치로 억제됨을 관찰하였다 (Fig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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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effect of FXR deficiency in animal models 

A) Immunoblottings and qRT-PCR for CHOP, GRP78 in FXR KO mice liver. 

Statistical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s between WT and FXR KO (*p<0.05). 

B) qRT-PCR assays for CHOP and GRP78 mRNA levels in CCl4 treated mice 

liver. The mRNA levels of CHOP and GRP78 were measured in the liver of mice 

treated with CCl4 (0.6 mL/kg, intraperitoneally, twice a week for 5 weeks) or in 

combination with GW4064 (30 mg/kg in corn oil, intraperitoneally, twice a week 

for 5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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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FXR 의 inflammasome 활성 억제 도식 

이상의 결과들은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 자극은 FXR 의 발현 

감소를 통하여 TXNIP 증가를 매개하고, inflammasome 을 활성화함을 

의미한다. 이는 염증 유도 및 간세포 사멸에 기여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 CHOP 의 활성화는 세포 사멸을 유도할 수 있다. 이때, FXR 을 

활성화 시켜주면 inflammasome 과 CHOP 을 억제하여 간세포에서 

기인한 염증 반응 및 간세포 사멸을 제어할 가능성을 증명하였다 (Fig. 

8). 

27 



 

 

Figure 8. Regulation of ER stress-mediated inflammasome by FXR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proposed mechanism by which FXR inhibits ER 

stress-mediated inflammasome 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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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고찰 

 
Inflammasome 은 내인성 면역과 관련이 있으며, 최근 다양한 

간질환에서 그 연관성이 주목 받고 있다 (Szabo and Csak., 2012). 

NLRP3 inflammasome 은 비 세균 분자들을 인식함으로써 병원체를 

매개하지 않은 염증 반응에도 관여하며 만성 염증 현상의 중요한 

요인이다 (Chen and Nunez., 2010). Inflammasome 은 NLRP3, ASC, 

caspase-1 으로 구성되어있다 (Schroder and Tschopp., 2010). 그 

중에서 NLRP3 는 위험신호를 인지하는 수용체로써 각각의 자극을 

개별적으로 인지하지 않고, 일반적인 공통 자극을 인지하며, 따라서 

직접적인 NLRP3 의 리간드 결합 없이 inflammasome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다 (Chen and Nunez., 2010). 이러한 NLRP3 inflammasome 의 

공통된 신호 인지 특성은 여러 간질환과 공통적으로 관련 있는 소포체 

스트레스 현상의 연관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간세포의 소포체 

스트레스가 inflammasome 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지 여부는 규명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처음으로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 처치로 간세포의 

inflammasome 활성화를 관찰하였다 (Fig. 1). NLRP3 inflammasome 

은 기저 상태의 발현으로는 inflammasome 의 활성화가 불충분하며 

활성화 시, 구성 단백질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Latz et al., 2013). 

29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inflammasome 구성 단백질의 증가는 NLRP3 

inflammasome 활성화 가능성을 의미하며, 세포 외로 분비된 IL-1β 는 

inflammasome 활성화를 의미한다. 

간염에 의한 간 손상 및 간세포 사멸은 다양한 간질환의 

병리원인으로 작용한다 (Malhi et al., 2010). 본 연구에서 수행한 인체 

GEO 데이터베이스 분석에서 급성 간부전 환자의 간조직 FXR 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Fig. 2A). 또한, 간세포에 소포체 스트레스를 

유도하였을 경우, FXR 의 발현 감소를 관찰하였다 (Fig. 2B). 최근 

보고에 따르면, 간 섬유화 환자의 질병 정도가 심해질수록 FXR 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었고 (Lee et al., 2012), 비 알코올성 지방간의 심화 

정도에 따라서도 FXR 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었다 (Yang et al., 2010). 

이는 간세포의 사멸 및 간질환에 있어서 FXR 의 발현 감소가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TXNIP 는 세포 내의 산화 환원 상태를 조절하는 주요 단백질로써 

항산화 단백질인 티오레독신과 결합하여 상경적 길항 작용을 한다 

(Spindel et al., 2012). TXNIP 는 글루코스에 의해 발현이 증가하며 

췌장 베타 세포의 기능 장애 및 세포 사멸과 연관되어 있다 (Spindel et 

al., 2012). 최근, TXNIP 가 inflammasome 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산화적 스트레스와 inflammasome 활성을 연결해주는 핵심 분자로 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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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다 (Zhou et al., 2010).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한 TXNIP 의 발현 변화 여부는 연구되지 않았다. 소포체 

스트레스에 의해 FXR 이 감소하였을 때, TXNIP 는 증가하였고, 더 

나아가 FXR knockdown 및 FXR 활성화제 처치 실험을 통하여 FXR 의 

TXNIP 억제 현상을 증명 하였다.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가 FXR 의 

감소를 통하여 TXNIP 를 증가시키고, inflammasome 을 활성화 

시킨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도한 소포체 스트레스는 염증반응과 더불어 세포 사멸을 야기한다 

(Kim et al., 2008). 초기 미접힘 단백질 반응이 활성화 된 후, 지속적인 

소포체 스트레스는 미접힘 단백질 신호 중 protein kinase RNA-like 

ER kinase (PERK)-CHOP 신호를 활성화 하여 세포 사멸을 일으킬 수 

있다 (Hetz., 2012). 하지만 소포체 스트레스로 인한 세포 사멸 및 세포 

사멸 관련 신호와 FXR 의 역할은 규명되지 않았고, 따라서 FXR 의 

염증신호 억제와 더불어 세포 사멸과 관련된 신호를 더 탐구해 보았다. 

본 연구를 통하여, FXR 의 CHOP 선택적인 억제 현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 간세포주를 이용하여 FXR 을 knockdown 시켜주었을 

때 CHOP 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이는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로 

증폭되었다 (Fig. 5A). 소포체 스트레스로 활성화 된 CHOP 은 FXR 

활성화로 억제 되었으며, 이는 inositol-requiring protein 1α (IRE-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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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와는 연관되지 않음을 XBP-1s 로 관찰하였다. In vivo 실험을 

통하여 FXR 이 유전적으로 결손 된 마우스의 간조직에서도 CHOP 이 

선택적으로 증가하였으며, CCl4 손상으로 증가된 CHOP 이 GW4064 를 

처치해준 군에서 현저히 감소하였다 (Fig. 7). 더 나아가, 흥미로운 

사실은 FXR 의 CHOP 발현 억제에서 GRP78 도 함께 억제 되었다는 

것이다. CHOP 의 활성화가 세포 사멸을 일으키는 신호는 pro-

apoptosis 인자의 증가와 anti-apoptosis 인자의 감소, 그리고 CHOP 

의 단백질 생합성 촉진을 통한 신호가 있다. 그 중에서 CHOP 의 

단백질 생합성 촉진 능력은 과도한 활성 산소를 만들 뿐 아니라, 소포체 

내로 유입되는 단백질의 양도 증가시킴으로써 소포체 스트레스를 더욱 

악화시킨다 (Marciniak et al., 2004). 이와 반대로 CHOP 이 

선택적으로 억제 된 상태에서는 소포체 내로 유입되는 단백질의 양이 

감소하고, 이는 GRP78 의 발현도 늦은 시간에 덜 증가시킨다고 생각할 

수 있다. 

간 질환에서 염증세포를 중심으로 한 염증 현상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 졌지만, 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간세포가 어떻게 손상 신호를 

인지하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만들어 내며, 질병의 진행에 관여하는지 

연구는 부족하다.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간세포에서 소포체 

스트레스는 FXR 발현을 감소시키고, TXNIP 를 증가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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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mmasome 을 활성화 할 수 있다. 이로 인해 염증 유도 및 간세포 

사멸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한다. 추가적으로 CHOP 을 활성화 하여 

세포 사멸을 유도할 것으로 생각되며, FXR 의 활성화는 간세포에서 

유래한 염증 반응 및 간세포 사멸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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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Abstract 

 

FXR inhibits ER stress-activated inflammasome  

in hepatocytes 

 

Rho, Hyunsoo 

Pharmacology Major/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Chronic or unresolved endoplasmic reticulum (ER) stress leads to 

cell death and diseases,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the activation 

of inflammasome, the multiprotein complexes to sense cellular 

danger signals. However, the study that how ER stress is linked to 

inflammasome and regulation of inflammasome activation in 

hepatocytes is poorly understood. Farnesoid X receptor (FXR) is 

the nuclear receptor responsible for hepatocyte homeostasis. 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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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investigated the role of FXR to inhibit ER stress-

mediated inflammasome activation and cell death in hepatocytes. 

Treatment with ER stress inducer increased the expression of NLR 

family, pyrin domain containing 3 (NLRP3), interleukin-1β (IL-1β), 

caspase-1 in hepatocytes and the secretion of mature IL-1β, 

indicative of inflammasome activation. In parallel, a deficiency of 

FXR augmented the levels of inflammasome components, which was 

repressed by using a synthetic FXR ligand (GW4064). Moreover, 

GW4064 treatment inhibited ER stress induced TXNIP which 

contributes to inflammasome activation. Another finding shows that 

knockdown of FXR up-regulated CHOP expression and GW4064 

treatment repressed CHOP induction, which affected cell survival. 

Consistently, CHOP expression level was higher in FXR knockout 

mice liver than WT mice liver. In mice, carbon tetrachloride (CCl4) 

treatment resulted in the induction of CHOP and GRP78, which was 

diminished by GW4064 treatment. Collectively,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ER stress causes the activation of inflammasome 

in hepatocytes, which may affect inflammatory cells activation and 

hepatocyte death. In addition, CHOP induction by loss of FX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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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erbates hepatocyte death.  These findings suggest that 

activation of FXR contributes to the inhibition of hepatocyte derived 

inflammation and cell dea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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