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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FGF21 이 간 성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미치는 영향 

간 성상세포 (HSC)의 활성화는 간 섬유화 및 간경변증의 필수 과정이다. 간 

실질세포에서 분비된 사이토카인은 간 섬유화 과정 중 HSC 을 활성화시킬 수 

있으나, 간 실질세포와 성상세포의 세포간 신호교환에서 사이토카인들의 역할과 

관련 분자 기전에 대해서는 정보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손상된 간 

실질세포에서 분비된 FGF21 (fibroblast growth factors 21) 이 HSC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촉진함으로써 성상세포 활성화를 유도하는지 여부를 관찰하고 

분자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됨에 따라 FGF 수용체의 

여러 이성질체 중에서 2 번과 3 번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GF21 처치는 HSC 활성화와 함께 성상세포 내의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를 

유도하였다. 이러한 변화는 베타 산화 저해제인 etomoxir 처치로 억제되었다. 또한, 

rat 간 실질세포를 소포체 스트레스 유도제 처치로 손상시킨 뒤 그 성장 배지에서 

간 성상세포를 배양하였을 때 성상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증가됨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FGF21 항체 처리에 의한 FGF21 중화로 억제되었다. 

PGC1α 또는 SIRT3 를 인위적으로 발현시켰을 때 LX-2 모델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와 함께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가 유도되었다. 간 성상세포 활성화에 있어 

미토콘드리아 활성화의 역할은 미토콘드리아 DNA 를 결핍시키는 EtBr 처치 또는 

etomoxir 실험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손상된 간 실질세포에서 분비된 

FGF21 이 간 성상세포의 FGF 수용체 2 와 3 을 통해 성상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생성과 세포 내 연료 소비를 촉진시킴에 따라 활성화를 일으키는 현상을 지지한다. 

주요어: 미토콘드리아, 간 성상세포 활성화, 간 섬유화, FGF21 

학번: 2012-21615 이름: 장수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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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간 섬유화는 비 알코올성 지방간 (NAFLD) 의 진행 과정 중 간경화, 간암에 

앞서 마지막으로 가역적인 단계로 알려져 있다 (Aram, Potter et al. 2009, Wang, 

Cheng et al. 2010). 간 성상세포 (Hepatic stellate cells, HSCs) 는 비타민 A 

저장세포 또는 지방 저장 세포라고도 불리며, 간 섬유화 진행 과정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Sato, Suzuki et al. 2003). 간 성상세포는 간 손상에 의해 

활성화되며 이 과정에서 세포 외 기질 (Extracellular matrix, ECM) 을 분비하고 

간 실질세포의 분열을 촉진하여 손상된 간의 상처 치유 과정을 돕는다 (Cui, 

Matsuno et al. 2011). 간 성상세포는 정상 간에서 비활성화 상태로 존재하며 각종 

간 손상 신호에 의해 활성화된다. 병리 상황에서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는 빠른 

속도로 분열하며 다양한 종류의 사이토카인을 생성한다 (Tsukamoto 1999, Paradis,  

Dargere et al. 2002).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가 근섬유세포 (Myofibroblast) 와 

비슷한 특성을 보이므로, 이를 근섬유아양세포 (Myofibroblast-like cells) 라 

부르기도 한다 (Cui, Matsuno et al. 2011). 간 성상세포 활성화 과정에서 세포 내 

구조가 급속히 변화하는데, 그 예로 세포 내 구조 단백질인 actin 발현이 증가하고, 

지방 저장 소낭들이 사라지며, 근섬유의 분화와 유사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 (Lee 

and Friedman 2011).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기관으로써 산화적 인산화, 지방의 베타 

산화, 요소 회로와 아미노산 생산 등의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담당한다 (Xu, Duan 

et al. 2013). 정상 상태에서 미토콘드리아는 세포 내 연료를 소비하여 에너지를 

생산하나, 병리 상황에서는 세포 자살의 조절자로 기능하며 활성산소종 발생의 

주요 원인이 된다 (Blas-Garcia, Apostolova et al. 2010). 미토콘드리아는 당뇨, 암 

그리고 퇴행성 신경질환 등의 다양한 질병 모델에 있어 치료적 타겟으로 지목되어 

왔다. 많은 양의 에너지가 요구될 때 세포는 미토콘드리아의 생성과 함께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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크기와 에너지 생산 효율 증가를 촉진한다 (Ventura-Clapier, Garnier et al. 2008). 

간 섬유화 과정에서 간 전체의 미토콘드리아 활성은 감소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왔으나 (Garcia-Ruiz, Baulies et al. 2013), 간 성상세포를 포함하는 

비실질세포에서의 미토콘드리아 활성 변화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 없었다. 

 간의 약 80%는 간세포라고도 불리는 간 실질세포로 구성되어 있다. 나머지 

20%의 세포를 비실질세포라 하며, 여기에 간 성상세포가 포함된다 (Mathew, 

Geerts et al. 1996). 간의 비실질세포는 실질세포와 긴밀한 세포간 상호작용을 

유지한다고 보고되어 왔다. 간 성상세포는 간세포 성장인자(Hepatocyte growth 

factor)를 포함해 다양한 성장인자를 분비하여 간세포에 영향을 미친다 (Benten, 

Kumaran et al. 2005, Coulouarn, Corlu et al. 2012). 간세포 또한 간 성상세포를 

여러 신호를 통해 조절한다 (Gressner, Lahme et al. 1995, Li, Fan et al. 2011). 간 

부분절제술 (Partial hepatectomy) 이후의 간 회복 과정에서 간세포는 세포간 

연접과 다양한 사이토카인 네트워크를 통해 인접한 비실질세포의 분열을 촉진한다 

(Mabuchi, Mullaney et al. 2004). 이 과정에서 간세포는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하며 이는 간 섬유화를 촉진한다. 또한 손상된 간세포가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Li, Fan et al. 2011). 이 현상에 관련된 인자들에 

대해서는 부분적으로만 연구된 바 있다. 

 FGF21 은 제 2 형 당뇨병과 인슐린 저항성에 있어 새로운 치료제 후보로 

떠오르고 있으며, 호르몬과 유사한 기능을 하는 사이토카인으로 FGF 

superfamily 에 속한다 (Itoh 2010, Potthoff, Kliewer et al. 2012). 이는 몸 전체의 

에너지 대사를 광대하게 조절함으로써 기능하는데, 예를 들어 혈당과 혈중 지방 

분율 저하, 체중 저하, 인슐린 민감성 증가와 지방 분율 감소 등을 유도한다 

(Cicione, Degirolamo et al. 2012, De Sousa-Coelho, Relat et al. 2013). 혈중 

FGF21 의 주요한 생성 장소는 간세포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 세포, 근육 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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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 세포 등에서도 일부 생성된다 (Cicione, Degirolamo et al. 2012). 병리 

상황에서 FGF21 발현은 장기 공복 상태나 심한 운동 이후 증가한다 (De Sousa-

Coelho, Relat et al. 2013). 유도된 FGF21 은 간에서 지방 산화와 케톤체합성, 

포도당신생합성 과정을 촉진한다 (Reitman 2007). 마우스에서 recombinant FGF21 

처치는 간에서의 산소 소비를 증가시켰으며 (Camporez, Jornayvaz et al. 2013), 

비만한 쥐에서 FGF21 처치는 지방간의 병리상황을 가역적으로 개선하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켰다 (Kim, Jeong et al. 2013). 

 종합하면, 본 연구에서는 간 섬유화 진행과정에서 간세포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감소한다 (Garcia-Ruiz, Baulies et al. 2013) 고 알려진 것과 대조적으로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가 간 성상세포 활성화에 있어서는 필수적인 단계라는 것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또한 간세포와 간 성상세포 사이의 세포간 상호작용에 있어서 

그 기전에 포함되는 중요한 인자로서 FGF21 을 새롭게 제시하였다. 추가적으로 

FGF21 에 의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분자적 기전에 있어서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가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을 처음으로 증명하였다. 본 연구의 목표는 

FGF21 이 간 성상세포에 작용하여 성상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활성에 관여함으로써 

지방을 산화하고 근섬유아양상태로 전환시킨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 있었으며, 

이러한 현상이 병리 상황에서 간 섬유화의 진행을 유발 및 촉진할 수 있음을 

탐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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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항체 

FGF21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에서 구입하였다. 

Mitochondrial COX II, PAI-1, PGC1α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에서 구입하였다. αSMA, Grp78 항체는 Abcam (Cambridge, MA) 에서 

구입하였고,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goat anti-rabbit 과 goat anti-

mouse IgGs 는 Zymed Laboratories (San Francisco, CA) 에서 구입하였다. β-

actin 항체와 etomoxir, tunicamycin, TNFα는 Sigma Aldrich (St. Louis, MO) 에서 

구입하였고, FGF21 은 Prospec (East Brunswick, NJ) 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세포주 배양 

인간 간 성상세포주인 LX-2 세포는 Dr. S. L. Friedmann (Mount Sinai School of 

Medicine, NY) 으로부터 제공받았다. LX-2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 (FBS), 

1% L-glutamine, 50 units/㎖ penicillin 및 50 ㎍/㎖ streptomycin 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에서 37°C 및 5% CO2 조건 하에 

약 80%-90%의 confluency 를 갖도록 배양하였다. Rat 에서 간 성상세포를 

분리하여 10% fetal bovine serum (FBS), 50 units/㎖ penicillin 및 50 ㎍/㎖ 

streptomycin 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에서 37°C 

및 5% CO2 조건 하에 약 80%-90%의 confluency 를 갖도록 배양하였다. LX-2 

세포에서 기원한 Rho0 세포는 8 주간 EtBr (50ng/㎖), Uridine (50 ㎍/㎖), 10% 

fetal bovine serum (FBS), 1% L-glutamine, 50 units/㎖ penicillin 및 50 ㎍/㎖ 

streptomycin 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에서 37°C 

및 5% CO2 조건 하에 약 80%-90%의 confluency 를 갖도록 배양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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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면역화학적 분석 

획득한 세포 단백질을 Mighty Small II SE 250 장치 (Hoefer, Inc., San 

Francisco, CA) 를 이용하여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시료를 시료의석완충액 [63mM Tris (pH 

6.8), 10% glycerol, 2% SDS, 5% mercaptoethanol, 0.0013% bromophenolblue] 

에 희석하여 6%, 7.5%, 9%, 12%의 젤을 사용하여 전기 완충액 (0.12M Tris,  

0.96M glycine, 0.5% SDS) 내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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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ethanol, pH 8.3) 내에서 190mA 로 1 시간 동안 nitrocellulose 지에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관찰하려는 단백질에 대한 1 차 항체와 반응시킨 후 이어서 

Horseraddish peroxidase (HRP) 와 결합되어 있는 2 차 항체와 1 시간 반응시키고 

ECL chemiluminescence 시스템 (Amersham Bioscience, Buckinghamshire, UK) 

을 이용하여 발색하였다. 

 

4.  실시간 역전사 중합 효소 연쇄 반응법 (Real-time RT-PCR) 

총 RNA는 Trizol (Invitrogen, Carlsbad, CA) 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권장 방법에 

따라 추출하였다. 추출한 total RNA (2ug) 와 d(T)16 primer 및 AMV 역전사효소 

(reverse transcriptase) 를 사용하여 cDNA 를 합성하였다. 유전자들의 상대적인 

양은 SYBR Premix Ex Taq (Takara, Shiga, Japan) 과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의 StepOne™ Software v2.1 을 이용하여 제조사의 지시된 

방법에 따라 Real-time RT-PCR 을 수행하였다. 각 유전자는 β-actin 과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의 상대적인 값으로 

보정하였다. DNA 증폭에 사용된 primer 는 다음과 같다: human TGFβ-1,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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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CAGTGGTTGAGCCGTGGA-3’ (sense) and 5’-

TGTTGGACAGCTGCTCCACCT-3’ (antisense); human PAI-1, 5’-

TCGTCCAGCGGGATCTGA-3’ (sense) and 5’-CCTGGTCATGTTGCCTTTC-3’ 

(antisense); human TFAM1, 5’-GATGCTTATAGGGCGGAG-3’ (sense) and 5’-

GCTGAACGAGGTCTTTTTGG-3’ (antisense); human MtNrf1, 5’-

CCAGACGACGCAAGCATCAG-3’ (sense) and 5’-

GGGATCTGGACCAGGCCATT-3’ (antisense); human β-actin, 5’-

GATGAGATTGGCATGGCTTT-3’ (sense) and 5’-

GTCACCTTCACCGTTCCAGT-3’ (antisense); rat FGFR2, 5’-

TTCAACTCTGCTGTCCGATG-3’ (sense) and 5’-

TAAGGCATCTTGGGATGAGG-3’ (antisense); rat FGFR3, 5’-

ATTTAGACCGCATCCTCACG-3’ (sense) and 5’-

CAGGTCATGGGTGAACACAG-3’ (antisense); rat GAPDH, 5’-

TCCCTCAAGATTGTCAGCAA-3’ (sense) and 5’-

AGATCCACAACGGATACATT-3’ (antisens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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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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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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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정량법 (Bio-Rad protein assay kit, Bio-

Rad, Hercules, CA)을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6.  통계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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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의성이 있는 그룹에 대해서는 Newman-Keuls test 로 그룹 간 평균을 

비교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5 또는 p<0.01 을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12 

 

III. 실험 결과 

1.  간 섬유화에서의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 

 병리 상황에서 간 손상과 미토콘드리아 활성 사이의 연관성을 관찰하기 위해, 

Rat 에서 간 성상세포를 분리하여 배양하였다. 분리된 간 성상세포는 플라스틱 배양 

용기에 부착하여 활성화 과정을 겪으며 증식한다. 12 일간 배양해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 지표인 PGC1α, COX Ⅳ 의 발현이 증가해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러한 증가는 간 섬유화 및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지표인 α smooth 

muscle actin (αSMA) 와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 의 증가와 

양의 상관 관계를 보였다 (Fig. 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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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Mitochondrial function is increased in activated HSCs. 

A) Increased expression of mitochondrial functional markers in spontaneously activated HSCs. 

Immunoblottings for PGC1α, COX Ⅳ, αSMA and PAI-1 were performed on lysates of 

primary rat HSCs. Primary rat HSCs were cultured in a growth medium for 0 or 12 days.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ongs for β-ac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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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토콘드리아 활성 감소에 의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 억제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가 간 성상세포 활성화에 필수적인 과정임을 증명하기 

위하여, EtBr 처치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을 유도한 LX-2 세포주에서 

RNA 를 추출한 후 실시간 중합연쇄반응법을 시행하였다. 그 결과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 시에 간 성상세포 활성화 지표인 TGFβ-1 의 발현이 감소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 (Fig. 2A). 지방의 베타 산화 억제제인 Etomoxir 처치에 의해 LX-2 

세포주에서의 TGFβ-1 과 PAI-1 발현 또한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Fig. 2B), 

글루타민 결핍 배지에서 배양한 LX-2 세포주에서도 PAI-1 발현 감소를 

관찰하였다 (Fig. 2C). 지방 산화를 억제하는 Liver X Receptor (LXR) 작용제인 

GW3965 처치에 의해서도 LX-2 세포주의 PAI-1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 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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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Inhibition of mitochondrial function through various methods represses HSC 

activation.  

A) Down-regulated HSC activation markers in rho0 cells.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mRNA. Rho0 LX-2 cells were treated with EtBr (50nM) for 8 weeks to deplete mitochondrial 

DNA. Loss of mitochondrial DNA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mitochondrial COX Ⅱ. 

Equal protein loading was verified by immunoblottings for β-actin. TGFβ-1 was decreased in 

r0 LX-2 cells. 

B) The effect of etomoxir on HSC activation markers. Real-time PCR assays for TGFβ-1 and 

PAI-1 mRNA. LX-2 cells were treated with etomoxir (100μM) for 24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C) The effect of glutamine depletion on HSC activation markers. Real-time PCR assays for PAI-

1 mRNA. LX-2 cells were cultured in a glutamine-depleted growth medium for 3 or 6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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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D) The effect of GW3965, a LXR agonist, on HSC activation markers. PCR asssays for PAI-1 

mRNA. LX-2 cells were treated with GW3965 for 12h. Equal DNA loading was verified by β-

actin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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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에 의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 유도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와 간 성상세포 활성화 사이에 양의 상관 관계가 있음을 

증명하기 위하여,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가시키는 SIRT3, PGC1α 그리고 PRDM 

16 을 LX-2 세포주에 과발현시켰을 때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지표인 TGFβ-1, 

PAI-1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Fig 3A, 3B, 3G). 이러한 증가는 EtBr 

처치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을 유도한 LX-2 세포주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Fig 3C), 베타 산화 억제제인 Etomoxir 처치에 의해 상쇄되었다 (Fig 3D, 

3F, 3H). 또한 PGC1α 또는 PRDM16 을 LX-2 세포주에 과발현시켰을 때 TNFα 

처치에 의한 LX-2 세포주에서의 TGFβ-1 발현폭이 크게 증가함을 관찰하였다 

(Fig 3E, 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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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ctopically increasing mitochondrial function induces HSC activation. 

A) The effect of SIRT3 overexpression on HSC activation markers.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PAI-1, MtNrf1 and PGC1α mRNA. LX-2 cells w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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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eated with SIRT3 adenovirus for 36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B) The effect of PGC1α overexpression on HSC activation markers.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and PAI-1 mRNA. LX-2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ntrol vector or PGC1α.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C) Induced HSC activation by SIRT3 overexpression was repressed in rho0 

cells.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and PAI-1 mRNA. Rho0 LX-2 cells 

were treated with EtBr (50nM) for 8 weeks to deplete mitochondrial DNA. Then 

rho0 cells were treated with SIRT3 adenovirus for 36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D) Induced HSC activation by SIRT3 overexpression was repressed by etomoxir 

treatment.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and PAI-1 mRNA. LX-2 cells were 

treated with SIRT3 adenovirus for 12h and then treated with etomoxir (100μM) 

for 24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E) Induced HSC activation by PGC1α overexpression was repressed by 

etomoxir treatment.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and PAI-1 mRNA. LX-2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ntrol vector or PGC1α for 12h and then treated 

with etomoxir (100μM) for 24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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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F) PGC1α overexpression enhanced HSC activation by TNFα treatment. Real-

time PCR assay for TGFβ-1 and PAI-1 mRNA. LX-2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ntrol vector or PGC1α for 12h and then treated with TNFα (20μM)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G) PRDM16 overexpression enhanced HSC activation by TNFα treatment. Real-

time PCR assay for TGFβ-1 mRNA. LX-2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ntrol 

vector or PRDM16 for 12h and then treated with TNFα (20μM)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H) Induced HSC activation by PRDM16 overexpression was repressed by 

etomoxir treatment.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mRNA. LX-2 cells were 

transfected with control vector or PRDM16 for 12h and then treated with 

etomoxir (100μM) for 24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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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at 간 성상세포에서의 FGF 수용체 발현 증가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FGF21 에 대한 반응성이 증가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Rat 에서 분리한 간 성상세포를 12 일간 배양하여 관찰하였다. Rat 간 

성상세포는 배양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활성화되는데, 분리 직후의 비활성화 상태와 

비교하였을 때 12 일간 배양하여 활성화된 Rat 간 성상세포에서 FGF 수용체 2 번과 

3 번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한 것을 발견하였다 (Fig 4A). 

 

5. FGF21 처치에 의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 유도 

 FGF21 이 간 성상세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Rat 에서 간 성상세포를 

분리한 뒤 12 일간 배양하였다. 배양 도중 FGF21 을 처치하였을 때 Rat 간 

성상세포가 배양 과정에서 활성화되는 속도가 확연히 증가하였음을 증명하였다  

(Fig 5A). 또한 FGF21 을 처치한 LX-2 세포주에서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지표인 

TGFβ-1, PAI-1 의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미토콘드리아 활성의 지표인 TFAM-1 의 

발현 또한 증가하였음을 발견하였다 (Fig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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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FGF21 receptors are increased in activated HSCs.  

A) Increased expression of FGFR2, FGFR3 in spontaneously activated HSCs. 

Real-time PCR assays for FGFR 2, 3 mRNAs were performed on primary rat 

HSCs. Primary rat HSCs were grown in a growth medium for 0 or 12 days.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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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GF21 induces HSC activation.  

A) The effect of FGF21 on HSC activation markers in primary rat HSCs. Real-

time PCR assay for αSMA mRNA was performed on primary rat HSCs. Primary 

rat HSCs were grown in a growth medium for 0 or 12 days. Primary rat HSCs 

grown for 6 or 12days were treated with FGF21 (100ng/㎖)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B) The effect of FGF21 on HSC activation and mitochondrial functional markers.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PAI-1 and TFAM1 mRNA was performed on 

LX-2 cells.  LX-2 cells were treated with FGF21 (100ng/㎖)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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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손상된 간 실질세포 배양 배지에 의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 유도 

 먼저 Tunicamycin을 처치하여 손상시킨 간 실질세포 세포주인 HepG-2 

세포주에서 FGF21의 발현이 큰 폭으로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이어서 Tunicamycin 

처치로 손상된 HepG-2 세포주를 배양했던 배지에서 LX-2 세포주를 배양하였을 

때 LX-2 세포주에서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지표인 TGFβ-1의 발현이 유의성 있게 

증가함을 증명하였다. 손상된  HepG-2 세포주를 배양했던 배지를 FGF21에 

선택적으로 결합하여 불활성화시키는 FGF21 항체로 처리한 뒤 LX-2 세포주를 

배양하자 이러한 증가가 소실되었다 (Fig 6A). 이러한 결과는 손상된 HepG-2 

세포주의 배양 배지가 LX-2 세포주에서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유도했던 현상의 

원인이 FGF21이었음을 증명한다. 추가적으로 Rat에서 간 실질세포를 분리하여 

Tunicamycin 처치로 손상시켰다. 손상된 Rat 간 실질세포를 배양했던 배지에서 

LX-2 세포주를 배양하였을 때 TGFβ-1의 발현이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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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GF21 from hepatocytes are key factor of hepatocyte-induced HSC 

activation.  

A) The effect of tunicamycin on FGF21 expression of HepG-2 cells and the 

effect of conditioned media of tunicamycin-treated HepG-2 cells on HSC 

activation markers. Real-time PCR assay for FGF21 was performed on HepG-2 

cells and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mRNA was performed on LX-2 cell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2ug/㎖) for 12h and washed with 

PBS. Then HepG-2 cells were grown in a growth medium for 24h. LX-2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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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re transferred to the medium and grown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B) The effect of conditioned media of tunicamycin-treated rat primary 

hepatocytes on HSC activation markers.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mRNA were performed on LX-2 cells. Rat primary hepatocytes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2ug/㎖) for 12h and washed with PBS. Then rat primary 

hepatocytes were grown in a growth medium for 24h. LX-2 cells were 

transferred to the medium and grown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C) The effect of conditioned media of tunicamycin-treated HepG-2 cells on 

HSC activation markers are blunted by FGF21 antibody.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mRNA.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tunicamycin (2ug/㎖) for 

12h and washed with PBS. Then HepG-2 cells were grown in a growth medium 

for 24h. Mouse IgG or human FGF21 antibody was added to the medium. LX-2 

cells were transferred to the medium and grown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27 

 

7. 미토콘드리아 활성 감소에 의한 FGF21 효과 소실 

 FGF21 처치에 의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유도가 간 성상세포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하여 LX-2 세포주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감소시킨 뒤 FGF21을 처치하였다. EtBr 처치를 통해 미토콘드리아 DNA를 

결핍시킨 LX-2 세포주에 FGF21을 처치하였을 때 TGFβ -1 발현 유도 효과가 

소실됨을 확인하였다 (Fig 7A). 또한 LX-2 세포주에서 FGF21을 처치에 의해 

증가된 TGFβ-1의 발현이 베타 산화 억제제인 Etomoxir를 함께 처치하였을 때 

다시 감소하였다 (Fig 7B). 글루타민 결핍 배지에서 각각 3일, 6일간 배양하여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감소시킨 LX-2 세포주에서도 FGF21에 의한 TGFβ-1 발현 

유도가 소실되었음을 관찰하였다 (Fig 7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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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uppressing mitochondrial functional increase blunts HSC activation by FGF21.  

A) The effect of FGF21 on HSC activation markers was blunted in rho0 cells. Real-time PCR 

assay for TGFβ-1 mRNA was performed. Rho0 LX-2 cells were treated with EtBr (50nM) for 8 

weeks to deplete mitochondrial DNA and then treated with FGF21 (100ng/㎖)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B) The effect of FGF21 on HSC activation markers was blunted by etomoxir treatment. Real-

time PCR assays for TGFβ-1 mRNA was performed on LX-2 cells. LX-2 cells were treated with 

FGF21 (100ng/㎖) and etomoxir (100μM)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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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The effect of FGF21 on HSC activation markers was blunted by glutamine depletion. Real-

time PCR assays for TGFβ-1 mRNA was performed on LX-2 cells. LX-2 cells were cultured in 

a glutamine-depleted growth medium for 3 or 6 days and then treated with FGF21 (100ng/㎖) 

for 12h. Values represent the mean±standard error of mean (significantly different as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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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결론 및 고찰 

비활성화 상태의 간 성상세포는 정상 간에서 다수 발견되며, 활성화 상태에 비해 

상대적으로 섬유화되지 않은 표현형을 지닌다 (Friedman 2008). 대부분의 병리 

상황에서 간 손상이 반복될 시에 다양한 염증성 섬유화 반응이 일어나는데, 

여기에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대식세포의 유입 그리고 간 성상세포의 

근섬유아양세포화 등이 포함된다 (Cui, Matsuno et al. 2011). 근섬유아양세포 즉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는 상처 치유 과정에서 활발하게 증식하며 콜라겐 섬유를 

생산하고, 동시에 지방 저장 소낭을 소실한다 (Friedman 2008). 이와 같이 급격한 

표현형 변화를 거치며 간 성상세포는 간 섬유증의 발달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고 (Stewart, Dangi et al. 2013), 이는 곧 간경화와 간암의 발병으로 

이어지게 된다. 

일반적으로 간 성상세포는 유도만능줄기세포 (induced pluripotent stem cell, 

IPS) 와 유사한 부분이 많다고 여겨지는데, 그 근거로 두 세포 모두가 줄기세포의 

특징적인 지표 단백질들을 발현한다는 것을 들 수 있다 (Kordes, Sawitza et al. 

2007, Castilho-Fernandes, de Almeida et al. 2011). 또한 줄기세포의 분화능을 

유지시키기 위해 분비되는 측분비인자들이 간 성상세포가 체내에서 위치하고 있는 

간의 디세 강 (Space of Disse) 에도 또한 높은 농도로 분포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Sawitza, Kordes et al. 2009). 비활성화 상태의 간 성상세포는 전통적으로 

비가역적이라고 여겨져 왔던 일련의 과정을 거쳐 다른 표현형을 나타내도록 분화될 

수 있다 (Kordes, Sawitza et al. 2013). 더군다나, 최근의 연구는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가 가역적인 과정이라고 보고함으로써 간 성상세포와 유도만능줄기세포 간의 

유사성을 더욱 강하게 지지하였다 (Kisseleva, Cong et al. 2012, Troeger, 

Mederacke et al. 2012, Mallat and Lotersztajn 2013). 한편, 최근 

유도만능줄기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과 전분화능 사이에 강한 상관관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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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이 보고되었다 (Xu, Duan et al. 2013). 즉, 자가 재생 과정에서 세포의 대사 

활성이 전분화능의 조절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음이 제시되었다. 세포 내 

에너지 생산 과정에 있어 분화된 체세포가 주로 산화적 인산화를 바탕으로 한 

호기성 대사를 이용하는 데에 반해서, 유도만능줄기세포는 이를 혐기성 해당과정에 

상당 부분 의존하고 있다 (Zhang, Khvorostov et al. 2011). 추가적으로, 

유도만능줄기세포의 분화는 일련의 미토콘드리아 기능 상의 변화를 수반한다고 

보고되었는데, 이에는 미토콘드리아의 질량과 활성 증대, TCA 회로 효소와 

미토콘드리아 호흡 사슬 구성 요소 발현 증가, 산소 소비와 활성 산소량 증가 

그리고 해당 과정 효소의 발현 감소에 따른 혐기성 해당 과정에 대한 에너지 생산 

의존도 감소 등이 포함된다 (Zhang, Khvorostov et al. 2011). 추가적으로, 최근 

연구에서 지방생성과정과 포도당신생합성과정의 증가가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것이 보고되었는데 (Chen, Choi et al. 2012), 이는 간 성상세포의 

비활성화 상태를 유지하는 것이 세포 호흡 물질을 축적하는 것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통해 줄기세포에서와 유사하게 간 성상세포에서 또한 

근섬유아양세포화에 수반되는 변화와 미토콘드리아 활성 변화 간에 상관 관계가 

있음을 추측할 수 있었다. 이것은 rat 에서 분리한 일차 간 성상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이 크게 증가되었던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최근 

미토콘드리아가 세포 운명의 결정과 분화 과정에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Zhang, Khvorostov et al. 2011, Rafalski, Mancini et al. 2012, Folmes, 

Martinez-Fernandez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미토콘드리아 활성 증대가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유도하였음을 밝혔으며, 이는 미토콘드리아 증식을 유도하는 

외인성 유전자의 과발현을 통해 증명되었다. 이와 대조적으로, 미토콘드리아 DNA 

결핍, 화학적 베타 산화 억제제의 처치 또는 글루타민 결핍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활성 감소를 통해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할 수 있었다. 정리하자면,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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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미토콘드리아 활성 변화가 간 성상세포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최초로 조명하였다. 

간 섬유화 또는 간경화 환자는 임상적 진단이 매우 어렵다. 간 생검법이 현재 

사용되고 있는 유일한 진단 방법임에도 불구하고, 이는 접근성과 환자 순응도가 

매우 떨어지는 단점이 있다 (Petersen, Stevenson et al. 2013). 결과적으로, 최근 

들어 간 섬유증의 진단에 있어 비교적 편리하고 접근이 쉬운 지표를 발견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지금까지 발견된 지표들로는 간에서의 면역 세포 

축적 (Wehr, Baeck et al. 2013), vaspin, TNFα,  IL17 등의 혈중 사이토카인 농도 

(Wang, Chen et al. 2011, Kukla, Waluga et al. 2012, Vinnitskaia, Drozdov et al. 

2013), 간의 유연성 (Chung, Ahn et al. 2013), 조직 사진 촬영 (Lee, Kim et al. 

2013) 등이 있다. 이 진단 지표들 중에는 혈중 성장 인자의 농도 또한 포함되어 

있다. 기존 연구들에서 특정 사이토카인의 혈중 농도가 지방간염의 진행 정도와 

상관 관계를 보인다고 보고된 바 있다 (Armutcu, Akyol et al. 2013). 따라서, 

간에서 유래하여 혈중으로 분비된 사이토카인은 간 질환의 진행 단계를 진단하는 

데에 있어 핵심적인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FGF21 은 이러한 간 유래 

사이토카인의 한 종류로, 간 섬유화의 진행 과정에서 FGF21 의 새로운 기능이 

규명된다면 FGF21 을 간 섬유증의 진단 지표로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추가적으로, 간 실질세포와 간 성상세포는 생리적 상황에서 서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으므로 (Sawitza, Kordes et al. 2009) 간 성상세포의 활성만을 

조절하는 것은 간 섬유증 진행을 억제하는 데에 있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못한다.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간 실질세포에서 간 성상세포 

활성화 유도 사이토카인 생성을 멈추지 않는다면 간 성상세포를 비활성화 상태로 

유지하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다양한 치료적 처치를 통해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억제한다 하더라도 반복되는 간 손상의 정확한 병리적 원인을 규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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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이 매우 중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간 섬유증의 병인에 있어 핵심적인 두 세포, 즉 

간 실질세포와 간 성상세포 사이의 세포간 상호작용을 조절하는 기전을 규명하였다. 

간 실질세포는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단계에 있어서 세포의 운명을 조절한다. 

기존 연구에서 정상 상태의 간 실질세포가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었다 (Sawitza, Kordes et al. 2009). 그러나 간 실질세포가 다양한 

스트레스에 의하여 자극을 받으면, 각종 사이토카인, 세포 접착 분자, 활성 

산소종의 분비 등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유도한다 

(Gressner, Lahme et al. 1995, Benten, Kumaran et al. 2005, Li, Fan et al. 2011).  

그러나, 이 과정의 정확한 분자적 기전은 아직 명확하지 않다. 간 실질세포는 

스트레스 하에서 다양한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데, 그 중 하나인 FGF21 은 전신의 

대사 균형을 조절하는 호르몬 유사 조절자이다 (Potthoff, Kliewer et al. 2012, 

Stefan and Haring 2013). 기존 보고에서 FGF 수용체 중 1 번 이성질체를 

억제하는 티로신 인산화효소 수용체 억제제의 처치가 간 성상세포의 증식을 

억제하고 rat 에서 간 섬유화 진행 속도를 완화시킨다는 것을 증명한 바 있다 (Lin, 

Che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는 손상된 간 실질세포가 FGF21 을 분비하며 이는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새롭게 보였다. 

FGF21 이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유도하는 분자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FGF21 처치에 따른 미토콘드리아 활성 변화를 관찰하였다. 간과 근육에서 FGF21 

처치는 미토콘드리아 활성 조절과 관련된 유전자인 PGC1α, UCP 의 발현을 

유도한다 (Kim, Jeong et al. 2013). 혈중 FGF21 농도는 미토콘드리아 관련 질환의 

지표로도 활용된다 (Suomalainen 2013). 이를 통해 FGF21 에 의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는 미토콘드리아의 활성 증가를 통해 유도된다는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FGF21 이 간 성상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가시키는 분자적 기전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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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하자면, 이상의 결과는 손상된 간 실질세포에서 FGF21 의 발현이 유도되며, 

FGF21 은 간 시누소이드 공간 (sinusoidal space) 으로 분비되어 간 성상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가시키고, 이는 최종적으로 간 성상세포 활성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는 간 실질세포에 의해 간 성상세포 활성화 과정이 

조절되는 새로운 메커니즘과, 간 성상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활성을 증가시키는 

FGF21 의 새로운 기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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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ic stellate cells (HSCs) activation is an essential step for liver fibrosis. The cytokines 

released from hepatocytes may facilitate HSC activation during the process of liver fibrosis. 

However, the effect of cytokine on hepatocyte and HSC interaction, and the underlying basis are 

lacking. Here, we report that FGF21 produced from injured hepatocytes activates HSCs by 

enhancing mitochondrial biogenesis. Of the isoforms of fibroblast growth factors (FGF) 

receptor, HSC activation caused specific up-regulation of fibroblast growth factors (FGF) 

receptor 2 and 3, as assessed by qRT-PCR assays.  FGF21 treatment increased the biogenesis 

of mitochondria with HSC activation, which was antagonized by treatment with etomoxir (a 

beta oxidation inhibitor). Also, incubation of HSCs with a conditioned medium of HepG2 cells 

challenged with ER stress inducer promoted mitochondrial biogenesis, which was neutralized 

by anti-FGF21 antibody. The levels of PGC1a, PPARg and COX4, the markers of mitochondrial 

proliferation, were greater in activated HSCs than quiescent ones. Enforced expression of ei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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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1a or SIRT3 promoted mitochondrial biogenesis with HSC activation. The key role of 

mitochondrial biogenesis in HSC activation was strengthened by results of experiments using 

EtBr (an agent that depletes mitochondrial genes) and etomoxir.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FGF21 produced from injured increased the mitochondrial biogenesis and fuel oxidation 

through FGFR1, which results in the activation of HS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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