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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LXR에 의한 간세포의 자식작용 억제 

Liver X receptor- (LXR)는 간세포의 지방 생합성을 유도하는 

핵수용체이다. 세포 내 지질 양은 지방의 생합성과 지질 소비의 균형에 

의해 조절되며, 자식작용 (autophagy)은 지질 분해를 촉진해서 세포 

항상성과 에너지 유지에 기여한다. LXR가 핵심 지질센서 및 조절자로 

작용함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자식작용의 역할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LXR이 자식작용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분자 기전을 

연구하였다. 간세포에 LXR 효능약을 (T0901317) 처치하였을 때 LC3-

I 의 LC3-II 로의 변환과 p62 축적 관찰을 통해 자식작용을 감소시킴을 

관찰하였다. 선택적인 LXR 효능약인 GW3965 처치나 LXR 발현 벡터의 

과발현에 의해서도 유사한 효과를 확인하였다. LXR 활성화는 자식작용을 

조절하는 유전자 중에서 autophagy-related gene 4B (Atg4B)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LXR활성화는 miR-Let-7 

family 와 miR-34a 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이는 Atg4B mRNA 의 3’-

비번역부위에 직접 결합하여 번역을 억제하는데 기인하였다. 

MicroRNA 억제제를 이용한 반전 실험을 통하여 LXR에 의한 자식작용 

억제에서 microRNA 의 역할을 탐구하였다. LXR 활성화는 간세포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감소시켰고, 이는 간세포의 산소 소비능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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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축적 관찰을 통해 지지되었다. 병리모델인 고지방식이 및 유전적 비만 

동물에서 관찰한 결과, 간 조직에서 해당 microRNA 의 발현이 증가하였고, 

이는 LXR타겟 유전자의 발현과 비례했다. 종합하면, 본 연구는 

간세포에서 LXR 활성화는 자식작용을 억제하여 지질을 과도하게 

축적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저해하는 것을 증명하며, 이 과정에 

LXR 활성화가 miR-Let-7 과 -34a 을 증가시켜 Atg4B 생합성을 

억제하는 기전이 관여함을 보여준다. 

 

주요어: LXR, 자식작용, miR-Let-7, miR-34a, Atg4B, 미토콘드리아, 

     지질 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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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질 축적은 지방질 생합성의 증가와 지방질 소비의 감소로 인해 

나타날 수 있다. 지방방울은 주로 중성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성지방은 유리 지방산으로 분해되고 이 지방산은 미토콘드리아에서 

아데노신삼인산을 생성하기 위해 산화된다. 따라서, 지질 산화는 에너지 

생성과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직결된다. 그러나, 지방질 합성과 소비 사이의 

기능적이고 분자적인 연결고리는 아직 완전히 알려지지 않았다. Liver X 

receptor  (LXR) 는 간을 포함해 대사가 활발한 장기에 많이 발현된 

핵수용체로, 간에서 지방질 생합성의 마스터 조절자이다. LXR는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SREBP), fatty acid synthase (FAS), 

acetyl-CoA carboxylase (ACC), and stearoyl-CoA desaturase-1 (SCD1) 

등의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시켜 지방질 생합성을 유도한다 (Schultz, 2000). 

지질의 양이 합성과 분해의 균형으로 인해 조절됨에도 불구하고, LXR의 

지질 소비에서의 잠재적인 억제 역할은 연구되지 않았다. 

자식작용(Autophagy)은 진핵세포에서 필수적인 과정으로, 세포 내의 

성분을 분해해 항상성을 유지하는 역할을 한다. 자식작용 중에 지질을 

기질로 하는 것을 ‘lipophagy’라고 부른다. 자식작용은 지방방울을 조절한다 

(Singh et al., 2009). 자가포식소체는 지방방울의 구조 단백질과 같은 곳에 

위치한다. 그러므로 자식작용의 감소는 간에서 지질 합성과 소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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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균형으로 인해 지질의 축적을 일으킨다. 또한 자식작용을 억제하면 생체 

외 그리고 생체 내 실험에서 중성지방과 지질방울이 증가한다 (Singh et al., 

2009). Lipophagy 는 미토콘드리아의 연료가 될 수 있는 유리지방산을 

생성하는데, 이는 lipophagy 의 에너지 이용과 항상성에서 중요한 역할을 

맡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자식작용을 매개로 한 지질 대사의 

분자적인 조절 기전은 거의 알려져 있지 않다. 특히, 자식작용과 지질 

소비에서의 LXR의 억제여부는 연구된 바 없다.  

MicroRNAs (miRNAs)는 mRNA 의 3’-비번역부위에 상보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유전자 발현을 전사후 과정에서 조절하는 작은 비암호화 

RNA 이다. 여러 miRNA 들이 간질환에서 연관되어있다 (Wang, Heegaard, 

& Orum, 2012). 게다가, LXR를 매개로 한 지질 대사에서의 역할은 

알려지지 않았다. 

간 지방증은 여러 간질환에 선행하는 질환으로, 대사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간 실질세포에서, 지방의 양은 지방산의 유입의 

증가와 중성지방의 유출의 감소, 그리고 증가된 지방질생합성으로 인해 

증가한다 (Kotronen & Yki-Jarvinen, 2008; Marra, Gastaldelli, Svegliati 

Baroni, Tell, & Tiribelli, 2008). 본 연구는 LXR의활성화가 지질 분해와 

관련된 자식작용을 억제하는지 연구하고, 그에 따라 영향을 미치는 지질 

대사와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변화를 탐구해보았다. 또한 분자적인 기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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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엇인지 자식작용의 구성요소와 miRNA 조절 관점에서 탐구해보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지질의 조절장애와 관련된 질병에서 분자적인 기전을 

이해하고 치료 전략을 개발하기 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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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항체 

T0901317 은 Calbiochem (San Diego, CA) 에서 구입하였다. LC3 

항체는 Medical & Biological Laboratories (Woburn, MA) 에서 구입하였다. 

Atg4B 항체는 Abcam (Cambridge, MA) 에서 구입하였다. p62, 

beclin1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에서 

구입하였다. Atg5, Atg7, Atg12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에서 구입하였다. Chloroquine, GW3965, -actin 항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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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bbit, goat anti-mouse IgG 는 Zymed 

Laboratories (San Francisco,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2. 세포 배양 

HepG2, AML12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 에서 구입하였다. HepG2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10mM HEPES, 50 units/mL penicillin 및 50 g/mL streptomycin 

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에서 배양하였다. AML12 

세포는 DMEM/F-12 medium (GIBCO-BRL) 에서 10% fetal bovine se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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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BS), 50 units/ml penicillin 및 50 µg/ml streptomycin, insulin-

transferrin-selenium X (ITSX) (GIBCO-BRL), dexamethasone (40 ng/ml; 

Sigma) 이 함유된 DMEM/F-12 medium (GIBCO-BRL) 배양하였다. 모든 

세포는 37℃ 및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했으며 세포 군집이 약 

70~80%의 밀도를 갖도록 하였다.  

 

 

3. 실험 동물 (Animal treatment) 

동물실험은 서울대학교 실험동물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시하였다. 

Male C57BL/6 mice 는 Charles River Orient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서울대학교 약대 동물실험 연구동에서 1 주 이상 사육하여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약 7 주령의 C57BL/6 mice 에 정상식이 또는 

고지방식이(60% of kcal as fat, Product #D12492, Research Diets, New 

Brunswick, NJ)로 8 주간 사육하였다. 또 다른 동물실험으로, 웅성 Lepob/ob 

마우스를 Jackson Laboratory (Bar Harbor, ME)에서 구입하였다. 

 

4. 세포 분획의 분리 

배양 세포의 배지를 제거한 후 PBS 로 세척하고 세포를 긁어 모아 

3000 g 에서 3 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상등액을 제거한 후 단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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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효소 억제제를 첨가한 용해 완충액 [10 mM Tris (pH 7.1), 100 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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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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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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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면역 화학적 분석 (Immunoblotting) 

획득한 세포 분획의 단백질을 Mighty Small II SE 250 장치 (Hoefer, 

Inc., San Francisco, CA) 를 이용하여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시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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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rcaptoethanol, 0.0013% bromophenolblue]에 희석하여 7.5%, 9%,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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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mA 로 1시간 10분동안 nitrocellulose지에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관찰하려는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와 반응시킨 후 이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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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rseradish peroxidase (HRP)와 결합되어 있는 2차 항체와 1시간 

반응시키고 ECL chemiluminescence 시스템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 을 이용하여 발색 하였다. 

 

6.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Real-Time RT-PCR) 

총 RNA 는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권장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1 g 의 RNA 와 AMV 역전사 효소 

(Promega, Madison, WI), 프라이머로서 oligo(dT)16 을 사용하여 cDNA 를 

합성하였다. LightCycler 2.0 System (Roche Diagnostics, Indianapolis, 

IN)과 SYBR Premix Ex Taq (Takara, Shiga, Japan)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고 결과값은 -actin 의 상대적인 값으로 

보정하였다. 증폭된 산물의 특이성은 melting curve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 는 다음과 같다. 

human -actin, 5'-GATGAGATTGGCATGGCTTT-3' (sense) and 5'-

TGTGGACTTGGGAGAGGACT -3' (antisense); human SCD1, 5'- 

CCTCTACTTGGAAGACGACATTCGC-3' (sense) and 5'- 

GCAGCCGAGCTTTGTAAGAGCGGT-3' (antisense); human pri let-7a1, 

5'- GATTCCTTTTCACCATTCACCCTGGATGTT-3' (sense) and 5'- 

TTTCTATCAGACCGCCTGGATGCAGACTTT -3' (antisense); human p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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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7a2, 5'- CATTGTGACTGCATGCTCC -3' (sense) and 5'- 

GTTGTTTAGTGCAAGACCC -3' (antisense); human pri let-7a3, 5'- 

CGGAGTCCCATCGGCACCAAGACCGACTGC-3' (sense) and 5'- 

TCTGTCCACCGCAGATATTACAGCCACTTC -3' (antisense) 

 

7. miRNA 의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세포에서 추출한 total RNA (2 μg) 와 miScript Reverse Transcription 

kit (Qiagen GmbH, Hilden, Germany) 를 이용하여 cDNA를 얻었다. 

Mature miRNA 발현량은 miScript SYBR Green PCR kit (Qiagen GmbH, 

Hilden, Germany) 를 이용하여 실시간 중합연쇄 반응으로 정량 하였다. 

실시간 중합연쇄 반응은 Lightcycler 2.0 System  (Roche, Mannheim, 

Germany) 를 이용하여서 제조사의 지시된 방법에 따라 수행하였고 

결과값은 U6의 상대적인 값으로 보정하였다. 증폭된 산물의 특이성은 

melting curve 분석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는 

다음과 같다. 

human let7a, 5‘-TGAGGTAGTAGGTTGTATAGTT-3’; human let7b, 

5’- TGAGGTAGTAGGTTGTGTGGTT-3’; human let7c, 5’- 

TGAGGTAGTAGGTTGTATGGTT-3’; human let7d, 5’- 

AGAGGTAGTAGGTTGCATAGTT-3’; human let7f,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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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GAGGTAGTAGATTGTATAGTT-3’; human let7g, 5’- 

TGAGGTAGTAGTTTGTACAGTT-3’; human miR-34a, 5’- 

TGGCAGTGTCTTAGCTGGTTGT -3’; 

 

8. 이중 miRNA 의 일과성 트랜스펙션 

miRNA mimics 로 이용한 이중 miRNA 는 기존에 보고된 방법에 따라 

합성하였다 (Li,Y. et al., 2010). 트랜스펙션에 사용된 이중 miRNA 염기 

서열은 다음과 같다. 

Let7a, 5'-UGAGGUAGUAGGUUGUAUAGUU-3' (guide) and 5’- 

AACUAUACAACCUACUACCUCA-3’ (passenger). 

Let7b, 5'- UGA GGU AGU AGG UUG UGU GGU U-3' (guide) and 5’- 

CCA CAC AAC CUA CUA CCU GAC C-3’ (passenger).  

Let7f, 5'- UGA GGU AGU AGA UUG UAU AGU U-3' (guide) and 5’- 

CUA UAC AAU CUA CUA CCU GAC C-3’ (passenger).  

MiR-34a, 5'-U UGGCAGUGUCUUAGCUGGUUGU-3' (guide) and 5’- 

ACAACCAGCUAAGACACUGCCA-3’ (passenger).  

Let7a ASO, 5'- AAC TAT ACA ACC TAC TAC CTC A-3' (all 2'-OMe) 

MiR-34a ASO, 5'- ACAACCAGCUAAGACACUGCCA -3' (gu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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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G2 세포에 FuGENE® HD Reagent (Roche, Indianapolis, IN)를 

이용하여 100 nM 의 control mimics (Dharmacon Inc., Lafayette, CO) 와 

위에 언급한 miRNA mimics 를 트랜스펙션 하였다. 

 

 

 

9. 리포터 유전자 분석법 

리포터 유전자 분석을 위해 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 을 

사용하였다. HepG2 세포(1 × 106)를 6 well plate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세포에 1μg 의 Luc-Atg4B-3′UTR (Product ID: 

HmiT005851-MT01, GeneCopoeia) 와 miR-Let7a mimics 또는 control 

mimics 를 amaxa 를 사용하여 3 시간 동안 트랜스펙션 하였다. 트랜스펙션 

된 세포는 1% 혈청을 포함한 Eagle’s minimum essential medium 에서 

24 시간 동안 배양 했다. 루시퍼레이즈의 활성은 dual luciferase assay kit 

(GeneCopoei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 산소 소모율 측정 

미토콘드리아의 산소 소모율은 자동온도조절 chamber (Oxytherm 

System, Hansatech Instruments Ltd.) 에서 37.8°C 를 유지하며 Cl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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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electrode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epG2 세포주는 배양 배지 mL 당 

2 x 106 세포의 농도가 되도록 취하였고 전체 세포를 oxytherm chamber 

에 주입하였다. 세포에 의한 산소 소모율의 대조군으로서 배양 배지를 

사용하였다.  

 

11. 유세포측정법 

약물 처치한 세포를 분석하기 위하여 세포를 6-well plate 에 

70~80%의 밀도로 배양하였다. 약물 처치한 뒤 Nile Red, Rh 123 으로 

염색 한 후, trypsin 처치로 부착된 세포를 떼어내고 1% FBS 를 첨가한 

PBS 에 분산시켜 Becton Dickinson FACS Calibur 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Nile Red 는 지질의 축적, Rh 123 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서 사용되었다. 

 

12. 통계 처리 

Scanning densitometry 는 Image Scan & Analysis System (Alpha-

Innotech Corporation, San Leandro, CA) 으로 정량하였다. 배경을 제외한 

밴드 영역의 강도를 AlphaEaseTM version 5.5 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처리 군간의 유의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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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하였다. 데이터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기하였으며 통계적 

유의성은 p<0.05 또는 p<0.01 을 기준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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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간세포에서 LXR활성화 시 자식작용의 억제 

 자식작용 조절에 있어서 LXR의 역할을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LXR의 합성 리간드와 일과성 트랜스펙션을 이용하였다. HepG2 세포에서 

chloroquine 처치 하에서 T090 과 GW3965 으로 LXR 을 활성화 시켰을 

때 LC3 가 감소하였다 (Fig 1A, B). Chloroquine 은 리소좀의 산성화를 

방해해서 자가포식소체의 분해를 막아 자식작용 활성화의 지표인 LC3 의 

생성을 측정할 수 있게 한다 (Mizushima, Yoshimori, & Levine, 2010). 

T090 과 GW3965 로 LXR를 활성화하면 p62 의 단백질양이 증가한다. 

p62 는 aggresome 의 형성에 관여하는 단백질로 자식작용에 의해 분해된다 

(Bjorkoy et al., 2005). 또한, LXR를 과발현하면 LC3-II 가 감소하고 

p62 는 증가한다 (Fig. 1C). AML12 세포주에서도 역시 LXR를 T090 으로 

활성화하면 자식작용의 감소가 관찰된다 (Fig. 1D). 이러한 결과는 LXR를 

활성화하면 자식작용이 억제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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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utophagy inhibition by LXR in hepatocytes 

(A) Effects of T0901317 (10 M) on protein level of Autophagy related genes. 

Immunoblots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HepG2 cells that had been treated with 

different time point (10 M) and concentration (1-10 M) for 22h.  

(B) Effects of GW3965 on protein level of Autophagy related genes. Immunoblots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HepG2 cells that had been treated with different time 

point (10 M) 

(C) LC3, p62 was immunoblotted from the HepG2 lysates following LXR 

transfection. 

(D) Similar effect of T090 (10 M) on AML1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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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XR 에 의한 Atg4B 발현의 억제 

LXR의 자식작용억제에서 분자적인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 자식작용 

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관찰하였다. 자식작용에는 

자가포식소체의 핵 형성, 막의 신장 및 폐쇄, 분해 순서로 일어난다 (Fig. 

2A)(Mizushima, Yoshimori, & Ohsumi, 2011). 이 중 자가포식소체의 핵 

형성과 막의 신장과정에 관여하는 단백질들의 발현을 T090 으로 LXR을 

활성화시켰더니 그 중 Atg4B 만 감소하였다 (Fig. 2B). 더 특징적인 

작용제인 GW3965 역시 같은 작용을 나타내었다. 또한, 일과성 

트랜스펙션으로 LXR를 과발현했을 때도 역시 Atg4B 단백질 레벨이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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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hibition of Atg4B expression by LXR 

(A) Autophagy process in vesicle nucleation and elongation.  

(B) Effects of T090 on protein level of Autophagy process genes. Immunoblots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HepG2 cells that had been treated with different time point 

(10 M). 

(C) Effects of GW3965 on protein level of Atg4B gene. Immunoblots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HepG2 cells that had been treated with different time point (10 M). 

(D) Atg4B was immunoblotted from the HepG2 lysates following LXR transf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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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LXR 에 의한 miR-let-7 과 miR-34a 의 유도 

T090 에 의한 Atg4B 의 단백질이 mRNA 보다 변화폭이 더 

큰것으로보아, 전사 후 조절 과정이 있을 것이라 예측하였다. Atg4B 

유전자의 3’-비번역부위에 결합할 가능성이 있는 miRNA 를 검색하기 위해, 

TargetScan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Fig. 3A). 약 6 개의 가능한 miRNA 

들이 예측되었다. 그 중에서도 miR-Let-7 은 사람의 간에 매우 많이 

존재하고 miR-34a 는 NASH 환자에서 심각성에 따라 비례하여 증가한다고 

알려져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개의 miRNA 들과 LXR의 관계를 

실험해보았다. T090 으로 LXR를 활성화시키면 miR-34a, miR-let-7a, b, 

그리고 c 가 유의적으로 증가한다. 일과성 트랜스펙션으로 LXR를 

활성화시키면 miR-let-7a, b 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3B, C). 

이러한 microRNA 의 증가가 LXR에 의해 전사적으로 조절되는지, 전사 

후 과정으로 조절되는지 알아보기 위해 pri-let-7 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pri-let-7a2 가 약 9 배로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외에도 ECR browser 을 

통해 앞서 관찰한 miR-let-7 a, b, c, d, f 의 유전자 위치 근처에 LXRE 가 

존재함을 발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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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Induction of miR-Let-7 and -34a by LXR 

(A) Prediction of miRNA binding site for 3’-UTR of Atg4B mR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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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nduction of miR-Let-7 induction by LXR ligand treatment and LXR over-

expression. The levels of miR-Let-7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PCR assays in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090 (10 M) for 6 h.  

(C) Induction of miR-34a by LXR ligand treatment and LXR over-expression. The 

levels of miR-34a were measured using real-time PCR assays in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090 (10 M) for 6 h.  

(D) Induction of Pri Let-7 family by LXR ligand treatment.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090 (10 M) for 1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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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iR-Let7과 miR-34a의 직접적인 타겟인 Atg4B  

다음으로 miR-let-7 과 -34a 이 Atg4B 를 억제하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먼저, in vitro 실험으로 miR-let-7a, b, f 그리고 miR-34a 를 

트랜스펙션 시 위에서 언급한 Atg4B 와 miR-let7, miR-34a 의 발현 관계에 

주목하여 miR-let7, miR-34a 를 증가시켜 간세포에서 miRNA 가 Atg4B 의 

발현에 관여하는지를 관찰하였다. 예측한대로, miR-let-7a, b, f 그리고 

miR-34a mimics 를 트랜스펙션 시 Atg4B 의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였다 

(Fig. 4A). 또한 let-7a 와 miR-34a 의 inhibitor 을 트랜스펙션 시 Atg4B 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다 (Fig. 4B). 직접적인 miRNA 와 Atg4B mRNA 의 

결합 부위의 작용을 알기 위해 Atg4B 3’UTR 의 리포터 활성을 관찰하였다. 

miR-let7a mimics 와 Atg4B 의 3’UTR 을 가진 p-EZX-Atg4B 를 

트랜스펙션 시 리포터 활성이 감소하였으나 대조 miRNA 트랜스펙션 시 

리포터 활성이 변하지 않았다. 반대로 miR-let7a inhibitor 와 Atg4B 의 

3’UTR 을 가진 p-EZX-Atg4B 를 트랜스펙션 시 리포터 활성이 

증가하였으나 대조 miRNA 트랜스펙션 시 리포터 활성이 변하지 않았다 

(Fig. 4C). 이를 통해 Atg4B 가 miR-let7a 의 직접적인 타겟이 됨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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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tg4B as a direct target of miR-Let7 and -34a 

(A) Atg4B repression by miR-let7, miR-34a mimic. Immunoblotting assay were 

performed on HepG2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miR or miR-let7a, b, f, miR-34a 

mim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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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Atg4B induction by the antisense oligonucleotide (ASO) directed against miR-let7, 

miR-34a. Immunoblotting assay were performed on HepG2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ASO or miR-let7a, miR-34a ASO. ASO, antisense oligonucleotide. 

(C) The Atg4B-3′UTR luciferase assays. Luciferase assays of the 3’UTR of Atg4B 

were conducted in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miR or miR-let7a or miR-let7a 

inhibitor in combination with a reporter comprising a luciferase cDNA fused to the 

3′UTR of Atg4B (pEZX-ATG4B 3′UTR) or control vector (pEZX-Control). Data 

represent the meanS.E. of at least 3 separ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ransfection control,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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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LXR 에 의한 자식작용 억제에서 miR-Let-7 와 miR-34a 의 역할 

 miR-Let-7 and -34a 의 레벨이 자식작용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알기 

위해, miR-let-7a,b 와 miR-34a mimics 또는 inhibitor 을 사용하여 in 

vitro assay 를 시행하였다. 간세포주에 miR-let-7a,b mimics 을 

트랜스펙션할 경우 LC3-II 의 발현은 줄어들고 p62 는 증가하였다 (Fig. 

5A). miR-let-7a,b and miR-34a inhibitor 을 트랜스펙션할 경우 LC3-II 의 

발현은 증가하고 p62 는 감소하였다 (Fig. 5B). 또한, T090 처치에 의한 

자식작용의 감소가 miR-let-7 와 -34a inhibitor 처치에 의해 반전됨을 

p62 의 증감을 통해 관찰하였다 (Fig. 5C). 그러므로, 본 연구는 miR-let-7 

와 -34a 에 의한 Atg4B 의 저해가 궁극적으로 자식작용 저해로 

이어진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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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le of miR-Let-7 and -34a in LXR -mediated autophagy inhibition 

(A) Autophagy repression by miR-let7a, b mimic. Immunoblotting assay were 

performed on HepG2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miR or miR-let7a, b mimics.  

(B) Autophagy induction by the antisense oligonucleotide (ASO) directed against miR-

let7, miR-34a. Immunoblotting assay were performed on HepG2 cells transfected with 

control ASO or miR-let7a ASO or miR-34a A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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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Inversion of LXR-mediated autophagy inhibition by the antisense oligonucleotide 

(ASO) directed against miR-let7, miR-34a. HepG2 cells are transfected with control 

ASO or miR-let7a ASO or miR-34a ASO. After 41h incubation, T090 is treated for 8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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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in vivo 에서 miR-let7과 miR-34a의 증가와 LXR 와의 상관관계 

다음으로, in vivo 모델에서 miRNA 의 레벨변화를 관찰하였다. 야생형 

마우스에 비해 ob/ob and db/db mice 에서 miR-let-7a 과 -34a 레벨이 

증가하였다 (Fig. 6A). miR-let-7b 은 db/db mice 에서 증가하였지만 ob/ob 

mice 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하지 않았다. miR-let-7a 레벨은 고지방식이 

마우스에서 또한 증가하였다 (Fig. 6C). 이러한 miRNA 증가 경향은 

LXR의 활성화와 비례했다 (Fig. 6B). Stearoyl-coenzyme A desaturase 

(SCD1)을 LXR 활성화의 지표로 삼았는데, 이는 전사적으로 

LXR활성화에 의해 유도되며 지질 합성에서 속도 결정 효소이다 (Chu, 

Miyazaki, Man, & Ntambi, 2006). 더 많은 SCD1 mRNA 를 가진 ob/ob 

마우스가 야생형 마우스에 비해 높은 miRNA 레벨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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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miR-Let-7 and -34a are elevated in obese and high fat diet mice and 

proportional to LXR in vivo. 

(A) Elevated miR-Let-7 and miR-34a level in ob/ob and db/db mice 

(B) Correlation between miR-Let-7,miR-34a and SCD1 mRNA level in ob/ob and 

db/db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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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Elevated miR-Let-7a level in HF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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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LXR 의 miR-Let-7 과 -34a 유도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 

자식작용은 세포의 에너지 조절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Finn & Dice, 

2006). Lipophagy는 지질방울을 분해함으로써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베타 

산화에 필요한 유리 지방산을 공급한다. 만약 자식작용이 저해되면,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줄어들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T090 처치를 통해 

LXR를 활성화시켰을 때 산소소비량이 약 50% 감소한 것을 관찰하였다 

(Fig. 8A). 그리고, LXR 활성화는 지질 축적을 일으킴과 동시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장애를 유발하였다 (Fig. 8B). Nile Red 시약을 사용하여 

유세포측정을 통해 세포 내 지질을 측정하고, Rhodamine 123 (Rh123)을 

통해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를 측정하였다. Rh 123은 지질친화성 양이온 

염색약으로 미토콘드리아의 음전하 막에 축적된다. 결국, LXR 활성화는 

miR-let-7a 와 miR-34a를 올려서 Atg4B 저해를 통해 지질 자식작용의 

감소를 초래하고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줄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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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Decrease in mitochondrial function by LXR -mediated miR-Let-7 and -

34a induction. 

(A) Oxygen consumption rate in HepG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090. 

Value represents mean ± SE from three to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treatment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0.01, *p<0.05 

(B) Changes in lipid content and mitochondrial function.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10 M T090 for 36h. After staining with Nile Red and Rh123 for 25 min, the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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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harvested. Lipid content is assessed by measuring the intensities of fluorescence 

from Nile Red, mitochondrial function is assessed by measuring the intensities of 

fluorescence from Rh123. Cells were counted in increased Nile red and decreased 

Rh123 field.  

(C) The proposed scheme illustrating that LXR inhibition of autophagy. LXR is 

contributed to lipid deposition by inhibit autophagy as a result of diminishing 

mitochondrial 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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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고찰 

간에서 적절한 지질의 축적은 에너지를 저장하기 위한 정상적인 

과정이지만 과도한 지질 축적은 간경화, 간부전, 그리고 간암 등의 

질환으로 발전할 수 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은 간 기능부전에서 가장 

흔한 원인이다 (Ahmed & Byrne, 2007). 지질 축적을 일으키는 현상으로는 

지방질 생합성, 지질 분해의 저하가 있다. 지방질 생합성의 조절자로는 

LXR이있다지방질생합성만으로는 간에서 지질 축적을 설명하기에 

충분하지 않다. 그런데 간에서의 지질 축적과 지질 분해 사이의 메커니즘은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 본 논문에서는 지질 분해와 지질 생합성의 공통 

조절자로 LXR를제시하였다 

자식작용은 세포 에너지 항상성을 위해 단백질 덩어리나 손상된 

세포소기관을 분해하는 이화 경로이다 (Finn & Dice, 2006). 지질 역시 

자식작용의 기질인데, 이 현상을 lipophagy 라 한다. 자식작용의 억제는 

간세포의 중성지방과 지방방울을 증가시킨다 (Singh et al., 2009). LXR의 

활성화는 자식작용을 억제하고 지질 축적을 야기하였다. 저하된 lipophagy 

는 미토콘드리아 호흡에 연료를 충분히 공급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불충분한 자식작용은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를 초래한다 (Gunst et al., 

2013). 미토콘드리아 산소 소비량은 LXR을 활성화하면 감소한다. 

자식작용은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본 연구 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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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R가 자식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지질 대사와 에너지 항상성에 중요한 

조절자임을 처음으로 규명하였다. 활성화된 LXR는 자식작용을 

억제함으로써 지질을 축적시키고 동시에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해한다.  

Lipophagy 는 고갈이나 보통의 지질 공급에 반응하여 증가하고, 

장시간 지질 자극에 의해서는 낮아진다 (Singh et al., 2009). Atg4 는 

자가포식소체 생합성에서 중요한 인자이다. Atg4B 유전자 결손 쥐에서 

LC3-II 로의 전환과 자식작용이 심각하게 감소되어 있다 (Marino et al., 

2010). Atg4B 는 시스테인 단백분해제로써 pre-LC3 의 C 말단을 

노출시킨다. 그리고 자가포식소체 막에서 LC3-II 의 

Phosphatidylethanolamine 을 떼어내서 LC3 를 재활용 할 수 있게 한다. 

포유류는 네 개의 Atg4 동족체를 가진다. Atg4B 는 동족체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유전자이다 (Li et al., 2011). 

자식작용은 Atg1/ULK complex, Class III PI3K complex, Atg12 

conjugation system, 그리고 Atg8/LC3 conjugation system 이 차례로 

관여한다 (Mizushima et al., 2011). Atg4B 와 Atg7 는 Atg8/LC3 

conjugation system 에 속해있다. Beclin 1 은 Class III PI3K complex 에 

속해있다. 그리고 Atg5, Atg12 는 Atg12 conjugation system 에 속해있다. 

T090 과 LXR 과발현을 통해 LXR을 활성화하면 이 중에서 Atg4B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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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현만 변화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Atg4B 가 LXR에 의해 억제되는 

중요한 타깃이라는 것을 보여준다. 

LXR에 의한 Atg4B 의 단백질 발현 감소가 유전자의 감소 폭 보다 

크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LXR에 의한 Atg4B 의 하향조절에서의 

miRNA 의 잠재적인 역할에 초점을 맞췄다. TargetScan 프로그램을 통해 

Atg4B 의 3’-비번역부위에 붙을 수 있는 miRNA 를 검색한 결과, miR-

Let-7 family 와 miR-34a 가 붙을 수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 Let-7 miRNA 

family 는 사람 간에서 약 10%를 차지하고 있는 풍부한 miRNA 이다. Let-

7a, b, c, d, f 는 사람 간의 상위 10 개 miRNA 에 속해있다 (Hou et al., 

2011). Let-7 은 당 대사, 암, 분화에서 연관되어 있다 (Zhu et al., 2011) 

(Boyerinas, Park, Hau, Murmann, & Peter, 2010). 그러나 Let-7 의 

역할과 지질 대사 측면에서는 거의 알려진 바가 없다. 이전의 연구에서 

miR-34a 는 식이 또는 유전자 변형에 의한 비만 쥐에서 유의하게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 (Lee et al., 2010). 최근 연구에서는, miR-34a 가 

비알코올성 간 질환의 조직학적 중증도와 유리 콜레스테롤 축적과 

관련된 HMG CoA reductase (HMGCR)을 탈인산화 시킨다고 보고되었다 

(Min et al., 2012). 본 연구 결과는 LXR 에 의해 Let-7 과 miR-34a 가 

유도되어 Atg4B 억제 작용을 나타낸다는 것을 밝혔다. LXR는 전사적으로 

Let-7 을 조절한다. Let-7 과 miR-34a 를 트랜스펙션하면 Atg4B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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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레벨이 감소한다. 그리고 inhibitor 을 처치하면 증가한다. Atg4B 3’-

비번역부위를 포함하는 플라스미드를 이용하여 리포터 유전자 실험을 

수행한 결과 miRNA 의 Atg4B 조절 작용을 확정하였다. 더 나아가서, 

miRNA 를 올리거나 내릴 경우 자식작용 현상 또한 변화하였다.  

고지방식이 마우스, ob/ob 마우스 등의 in vivo 모델에서도 let-7a 와 

miR-34a 가 증가한 것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miRNA 의 증가는 LXRa 의 

활성화와 비례하였다.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는 LXR 에 의한 자식작용 억제가 지질 축적을 

일으키고 이는 미토콘드리아 기능 저하와 관련되어있다는 것을 규명하였다. 

또한 LXR에 의한 Atg4B 의 저하가 microRNA Let-7 과 miR-34a 의 

유도를 통한 것이라는 것을 밝혔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지질 조절장애와 

관련된 대사성 질환의 치료 전략에 주요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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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Liver X receptor- inhibition of 

autophagy in hepatocytes 

 

HyeonJoo 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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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X receptor- (LXR) is a key sensor for lipogenesis in hepatocytes. Autophagy 

facilitates lipid degradation, contributing to cellular homeostasis and energy 

maintenance. No information is available on the role of LXR in autophagy. Now, we 

report that LXR inhibits lipophagy and diminishes mitochondrial oxygen 

consumption and fuel oxidation. The treatment of hepatocytes with an LXR agonist 

(T0901317) decreased autophagic flux as assessed by the conversion of LC3-I to L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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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and p62 deposition. Treatment with GW3965 (a synthetic agonist) or an endogenous 

ligand of LXR had a similar effect. Of the genes associated with autophagy, LXR 

specifically decreased autophagy-related gene 4B (Atg4B) expression. In addition, 

LXR activation increased the levels of miR-Let-7 family and -34a, which directly 

inhibited Atg4B mRNA translation by binding to its 3’-untranslated region. The 

reversal experiments using the inhibitors of miRNAs further supported the role of 

miRNAs in LXR-mediated inhibition of autophagy. Furthermore, LXR activation 

resulted in the inhibition of mitochondrial function, as supported by oxygen 

consumption rate in hepatocytes, causing lipid deposition. In pathologic conditions, 

diet-induced (high fat diet) or genetic (i.e., ob/ob and db/db) obese mouse models 

showed increases in the miRNAs in association with lipid accumulation in the liver. In 

conclusion, our results demonstrate that LXR activation inhibits autophagy in 

hepatocytes a consequence of increases of miR-Let-7 and miR-34a, and which 

diminishes mitochondrial function with excess lipid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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