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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간 섬유화 신규 타겟: Triggering Receptor  

Expressed on Myeloid Cells 2(TREM2) 

 

간 섬유화는 표준화된 치료법이 간 이식을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황

으로 치료제 개발 및 새로운 타겟 발굴이 절실한 실정이다. 간 섬유화에서 

triggering receptor expressed on myeloid cells 2(TREM2)의 역할에 대

해 지금까지 알려진 바는 거의 없다. 본 논문에서는 인간 및 마우스 간 섬

유화 조직에서 TREM2의 발현 증가에 착안하여 연구를 진행한 결과, 

TREM2 과발현이 간 섬유화 발병을 억제하는 인자임을 밝혔다. 

간 조직 형광염색 결과, 섬유화 조직 주변 대식세포 내에 TREM2

가 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대식세포의 표현형 전환(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은 여러 질병에서 주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대식세포 표현형과 간 내 TREM2 유도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

하여 M1유형 대식세포 유도 인자로 알려진 lipopolysaccharide(LPS)와 

interferon gamma(IFN-γ)를 마우스 대식세포주(Raw264.7)에 처리하였

을 때, M1 유형 대식세포 표현형인 iNOS의 유도는 관찰되었으나 TREM2

의 유도는 관찰되지 않았다. 또한 M2a 유형 대식세포 유도 인자인 

interleukin-4(IL-4)를 처리하면 표현형인 arginase-1의 발현은 관찰되

었지만 TREM2 발현에는 유의미한 변화가 없었다. 흥미롭게도 M2c 유형 

대식세포 유도 인자 및 간 섬유화 인자로 알려진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TGFβ1)이 특이적으로 대식세포 내 TREM2 발현을 증가시

킴을 확인하였다. 이는 wild type 마우스로부터 일차 배양 골수 유래 대식

세포를 분리하여 TGFβ1을 처리한 결과에서도 확인하였다. 

섬유화 간에서 증가한 TREM2 역할을 규명하기 위하여 TREM2 

과발현(TREM2-TG) 마우스와 TREM2 결핍(TREM2-KO) 마우스에 사

염화탄소(CCl4) 투여 모델을 설계하였다. TREM2-TG 마우스 군은 wild 

type 마우스 군에 비하여 CCl4에 의하여 유도되는 간 섬유화가 약하게 진

행되었다. 반면 TREM2-KO 마우스 군에서 wild type 마우스 군에 비해 

CCl4에 의해 유도되는 간 섬유화가 현저히 악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한편 TREM2 과발현 시킨 마우스 대식세포(TREM2-Raw264.7)

에서 대조 세포(mock-Raw264.7)에 비하여 TGFβ1에 의해 발현되는 대

표적인 항염증 및 항섬유화 사이토카인 interleukin-10(IL-10)의 mRNA 

발현이 현저히 높게 나타났다. 이는 TGFβ1에 의해 보상적으로 유도되는 

TREM2가 IL-10 유도를 매개할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TREM2-

Raw264.7에서 profibrotic chemokine의 일종인 monocyte chemotactic 

protein-1(MCP-1)의 mRNA 발현이 대조세포에 비하여 감소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상기 연구결과들로 본 논문은 TREM2가 간 섬유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신규 타겟으로 작용함을 제시한다. 

 

주요어: liver fibrosis, TREM2,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TGF

β1, IL-10, MCP-1 

학번: 2013-2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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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간 섬유화 질환은 만성적인 간 손상인, 바이러스 감염, 알코올 섭취, 

또는 대사성 질환 등에 의해 짧게는 5년, 길게는 50년 사이에 간 섬유화를 

거쳐 결국에는 간 부전으로 진행 되며, 간 섬유화 표준 치료법으로는 간 

이식만이 남아있는 실정으로 치료제 개발 및 신 타겟을 발굴 하는 것이 

중요하다(Pellicoro et al., 2014).  

한편 최근 연구동향에 따르면 대식세포 표현형이 질병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대식세포의 표현형은 크게 classically 

activated macrophage(M1, CAM)과 alternatively activated 

macrophage(M2, AAM)로 나뉜다(Sica et al., 2008). 조직 내  

대식세포는 LPS/IFNγ 자극을 받게 되면 M1 유형 대식세포로 분화하고  

그 표현형으로서 nitric oxide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interleukin-6(IL-6) 

및 interleukin-12(IL-12) 등을 발현한다(Hao et al., 2012).  

한편, interleukin-4(IL-4)의 자극을 받게 되면 M2a 유형 

대식세포로 분화하여 arginase-1을 발현하며, TGFβ1의 자극을 받게 

되면 M2c 유형 대식세포로 분화하여 interleukin-10(IL-10) 등을 

표현형으로 나타낸다(Hao et al., 2012). 이는 종양미세환경(tumor 

microenviroment)에서 주로 연구가 되어 왔지만 최근 대사성 질환 및 

만성 염증 환경에서 대식세포의 표현형 연구 및 조절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최근 연구(Ricardo et al., 2008)에 의하면 신장 손상과 복구 

과정에서 M1 유형 대식세포는 염증을 진행시켜 섬유화를 악화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또한 M2 유형 대식세포의 표현형인 arginase-1이 Th2 

염증반응과 신장 섬유화를 억제한다는 기존 보고가 있다(Martinez and 

Gordon, 2014). 특히 triggering receptor expressed on myeloid cell-

2(TREM2)는 M2a 유형 대식세포에서 pro-inflammatory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한다(Seno et al., 2009). TREM2는 immunoglobulin family 

중 하나로서 박테리아 세포벽에 존재하는 LPS를 인식한다고 알려져 

있다(Neumann and Daly, 2013). 또한 ankle swelling과 bone fracture를 

보이는 Nasu-Hakola 환자가 TREM2 homozygous loss-of-function 

mutation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로부터(Kleinberger et al., 2014) 

대식세포 내 TREM2의 염증 조절 기능을 추정할 수 있다.  

하지만 대식세포의 표현형을 조절하는 인자로서의 TREM2에 대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져 있지 않으며, 특히 간 섬유화 질환에서 TREM2의 

기능이 밝혀져 있지 않다. 본 논문에서 간 내 대식세포에서 TREM2의 

발현을 확인하고, 그 발현을 증가시키는 인자를 1차배양 및 

세포주모델에서 확인하였다. 더불어, TREM2-TG 마우스와 TREM2-KO 

마우스를 이용한 사염화탄소 간 섬유화 모델을 이용하여 간 섬유화 

질환에서 TREM2의 기능을 확인하였다. 종합적으로 초기 섬유화 신호인 

TGFβ1에 의하여 간 대식세포에서 보상적으로 TREM2의 발현이 

증가하고, 항염증 표현형을 가지는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한다. 이는 

TREM2가 대식세포 표현형을 항염증형으로 변화함으로써 섬유화를 억제 

할 수 있는 수용체임을 말하며 TREM2를 간 섬유화의 신규 타겟으로서 

제시하고자 한다.  



Ⅱ. 실험 방법 

1. 시약 및 항체 

interleukin-4(IL-4),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TGFβ1)는 

R&D Sys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다. human TREM2 

항체(면역염색), lipopolysaccharide(LPS), mouse TREM2 항체(western 

blot)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arginase-

1 항체, human TREM2 항체(western blot), mouse TREM2 항체

(western blot), F4/80 항체(면역염색), horseradish peroxidase(HRP)-

conjugated anti-rabbit, anti-mouse, anti-goat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mouse iNOS 항

체는 BD Biosciences(San Jose, CA)에서 구입하였다. mouse TREM2 항

체(immunofluorescence)는 Bioss Antibodies(Woburn,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interferon gamma(IFN-γ), M-CSF는 PeproTech(Rocky 

Hill,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alpha-SMA(α-SMA)항체는 Thermo 

Fisher Scientific(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collagen 1α

1(Col1α1) 항체는 Abcam(Camberige, UK)에서 구입하였다. phospho-

SMAD2(p-SMAD2)항체, phospho-SMAD3(p-SMAD3)항체, SMAD2/3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실험 동물 

wild type 마우스로 사용한 C57BL/6J마우스는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TREM2-KO 마우스는 UCDavis KOMP 

Repository(Davis, C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TREM2-TG 마우스는 

전남대 강형식 교수 연구팀(Gwangju, Kore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TREM2-KO 마우스 genotype은 다음과 같은 primer로 판별하였다: 5’

-GCAGCCTCTGTTCCACATACACTTCA-3’(TREM2 KO, forward), 

5 ’ -ATCTCAGACTGCATTCTCCCACTCC -3 ’ (TREM2 KO PCR, 

reverse), 5 ’ - CCTCTTCTCCTACCTGGGTTTGTCC-3 ’ (TREM2 

wild type PCR, forward), 5’- GACTCGTTAAGACACTGCCAAGAGC 

-3’(TREM2 wild type PCR, reverse).  

 

3. 세포 배양 

Raw264.7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mouse embryonic 

fibroblasts(MEF) 세포주는 가톨릭대 약대 곽미경 교수 연구팀(Seoul, 

Korea)에서 제공 받았다. 마우스 대식세포 주(Raw264.7)는 10% FBS를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에서, MEF 세

포주는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에 37도씨에 5% CO2를 포함하는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4. 인간 간 조직 검체 

간 섬유화 환자 간 조직 검체는 조선대학교 의과대학 임성철 교수 연구팀



으로부터 얻었다. 이를 2 ml의 cell lysis buffer에 homogenization 시킨 

후 western blotting 과 immunohistochemistry를 수행하였다.   

  

5. TREM2 과발현 세포(TREM2-Raw264.7) 제작 

TREM2 과발현 벡터를 transfection 하기 위해서 Raw264.7세포를 12 

well plate에 3x10^5 cells/well로 배양하여 다음날 배지를 제거한 후 well 

당 1 ml TOM media(Welgene, Daegu, Korea)로 incubation 한 후 이를 

다시 제거하였다. 그 후 well 당 2 ug의 plasmid(mock 벡터 및 TREM 

과발현 벡터), 6 μl의 FuGENE HD transfection reagent(Promega, 

Madison, MI, USA)를 사용하여 24시간동안 incubation 하였다. 이후 

Geniticin(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600 μg/ml로 selection 

하였다.  

 

6. Macrophage and mouse embryonic fibroblasts 

coculture 

mock-Raw264.7세포와 TREM2-Raw264.7세포를 6 well plate에 

8x10^5 cells/well로 배양하여 다음날 serum을 제거한 배지로 24시간 

incubation하였다. 이후 그 배지를 상온에서 원심분리(3000g, 3 min)하여 

MEF 세포에 처리하여 18시간 후에 harvest하였다. 

 

7. 일차 배양 골수 유래 대식세포(primary bone marrow 



derived macrophages) 분리  

8주령 C57BL/6J 마우스에서 양쪽 대퇴골과 정강뼈를 분리하여 1xPBS로 

3번 워싱한 후 다리뼈 양쪽을 가위로 잘라내었다. 그 후 1 ml 주사기로 

MEM-α(GE healthcare Life Sciences, Chalfont, Buckinghamshire, UK) 

배지를 흘려 보내주어 40 μm cell strainer 를 사용하여 걸러냈다. 이를 

원심분리(1500 rpm, 5 min)한 후 1xACK lysis buffer(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로 적혈구를 제거하였다. 다시 원심분리

를 하여(2000 rpm, 5 min) 새 배지에 세포를 풀어 M-CSF 10 ng/ml를 

처리하여 배양하였다.  

 

8. 면역화학적 분석 (western blot analysis) 

세포의 배지를 제거 한 후 1XPBS로 워싱 한 후 700 μl의 PBS로 세포를 

긁어 원심 분리한 후(3000g, 3min for MEF cells; 5000g, 5 min for 

Raw264.7cells) 상층액을 제거하여 phosphatase inhibitor(Sigma-

Aldrich, St. Louis, MO, USA)와 proteinase inhibitor(Roche, Basel, 

Switzerland)를 포함하고 있는 radio immune precipitation assay(RIPA) 

buffer(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 혹은 cell lysis 

buffer를 사용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10분(for RIPA buffer) 또는 1시간

(for cell lysis buffer) 동안 얼음 위에서 용해 시킨 후 원심 분리(13000g, 

15 min)후 상층액을 전 세포 추출액으로 하여 단백질 농도를 Bradford 정

량법을 이용하였다. 각 샘플을 8-12%사이의 전기영동 젤에 로딩 하였고 

nitrocellulose membrane 0.45μ filter(GE healthcare Life Sciences, 



Chalfont, Buckinghamshire, UK)로 transfer하였다(190 min, 40 V). 멤

브레인을 5% skim milk(BD Biosciences, San Jose, CA)로 1시간 동안 

인큐베이션 한 후 선택된 1차 항체를 4도씨에서 overnight 하였고 HRP-

conjugated 2차 항체를 사용하였다. 이를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system reagent(EMD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사용하여 LAS3000-mini(Fujifilm, Tokyo, Japan)으로 측

정하였다.  

 

9. mRNA 분리와 Reverse transcriptase-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일반 세포주 및 형질 전환된 세포를 PBS로 워싱한 후 TRIzol 

reagent(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를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mRNA를 분리해냈다. 이후 mRNA는 Maxime RT Premix(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complementary 

DNA(cDNA)로 역전사하였다. primer sequence는 다음과 같다: 5 ’ -

CCAGTCCTTGAGGGTGTCAT-3 ’ (TREM2-forward), 5 ’ -

AGAGTGATGGTGACGGTTCC-3 ’ (TREM2-reverse), 5 ’ -

CAGCTGGGCTGTACAAACCTT-3 ’ (iNOS-forward), 5 ’ -

CATTGGAAGTGAAGCGTTTCG-3 ’ (iNOS–reverse), 5 ’ -

GCCTTGCAGAAAAGAGAGCT-3 ’ (IL-10-forward) 5 ’ -

AAAGAAAGTCTTCACCTGGC-3 ’ (IL-10-reverse) 5 ’ -

CTTCCCACAGGCAGCACAG-3 ’ (CD68-forward) 5 ’ -



AATGATGAGAGGCAGCAAGAGG-3 ’ (CD68-reverse) 5 ’ -

GGGCCTGCTGTTCACAGTT-3 ’ (MCP-1-forward) 5 ’ -

CCAGCCTACTCATTGGGAT-3 ’ (MCP-1-reverse). 증폭된 DNA의 

밴드 강도는 FLA-7000(Fujifilm, Tokyo, Japan)으로 측정되었다. 

 

10. Real-time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qPCR) 

일반 세포주 및 transfection된 세포를 PBS로 워싱한 후 TRIzol 

reagent(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를 제조사의 프로토콜에 

따라 mRNA를 분리해냈다. 이후 mRNA는 Maxime RT Premix(iNtRON 

biotechnology,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complementary 

DNA(cDNA)로 역전사 하였다. 이후에 iTaq Universal SYBR Green 

Supermix(Bio-Rad, Hercules, CA, USA) 및 SYBR Select Master Mix 

for CFX(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Bio-Rad CFX Manager 

3.1기계와 제공되는 프로그램(Bio-Rad,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qPCR 분석을 수행하였다. 18srRNA로 보정된 타겟 mRNA의 상대적인 양

은 2−∆∆Ct method를 사용하여 계산하였다. Primer sequence는 다음과 같

다: 5’-CCAGTCCTTGAGGGTGTCAT-3’(TREM2-forward), 5’-

AGAGTGATGGTGACGGTTCC-3 ’ (TREM2-reverse), 5 ’ -

GGAAAGCCAATGAAGAGCTG-3 ’ (arginase-1-forward), 5 ’ -

GCTTCCAACTGCCAGACTGT-3 ’ (arginase-1-reverse), 5 ’ -

ACTGCTAACCGACTCCTT-3 ’ (IL-10-forward) 5 ’ - 



CAAATGCTCCTTGATTTCTGG-3 ’ (IL-10-reverse) 5 ’ -

ATCTCCTGGTGCTGATGG-3 ’ (Col1α1-forward) 5 ’ -

GCCTCTTTCTCCTCTCTGA-3 ’ (Col1α1-reverse) 5 ’ -

TGACCTGCTCTCTCTAAGGCTACA-3 ’ (CD68-forward) 5 ’ -

TCACGGTTGCAAGAGAAACATG-3 ’ (CD68-reverse) 5 ’ -

GGGCCTGCTGTTCACAGTT-3 ’ (MCP-1-forward) 5 ’ -

CCAGCCTACTCATTGGGAT-3’(MCP-1-reverse) 

 

11. 사염화탄소(CCl4)유도 간 섬유화 동물 실험  

8주령 C57BL6/J male TREM2-TG 마우스에 CCl4를 olive oil을 

vehicle(희석비율 1:4)로하여 1 ml/kg 투여 용량으로 1주일에 두 번씩 

3주간 복강 내 투여를 하였고, wild type 마우스에 동일한 양의 vehicle을 

1주일에 두 번씩 3주간 복강 내 투여를 하였다. 추가적으로 8주령인 

C57BL6/J male TREM2-KO 마우스에 corn oil을 vehicle(희석비율 

1:4)로하여 CCl4 1 ml/kg 투여 용량으로 1주일에 두 번씩 3주간 복강 내 

투여를 하였고, wild type 마우스에 동일한 양의 vehicle을 1주일에 두 

번씩 3주간 복강 내 투여 하였다. 간이 일정하게 잘려서 조직학적 분석을 

위하여 formalin(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 고정하였으며, 

단백질 및 mRNA 분리 단계를 각각 거쳤다.  

 

12. 형광염색 (immunofluorescence staining) 및 Masson’

s trichrome staining 



사염화탄소 유도성 섬유화 동물실험으로부터 얻은 간 조직으로 

histopathological slide를 제작하여 TREM2 항체와 F4/80 항체를 이용하

여 형광염색을 하였다. 추가로 Masson’s trichrome staining 법으로 간 

내의 섬유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13. MTT cell proliferation assay 

세포 proliferation을 분석하기 위하여 3-(4,5-Dimethylthiazol-2-

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를 사용하였다. 세포에 

MTT시약 2 mg/ml을 100 μl 처리하여 3 시간 반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배지를 제거하고 formazan crystal을 100 μl의 

dimethylsufoxide (DMSO)로 용해하였다. 이를 microtitier plate 

reader(Berthold Technology, Bad Wildbad, Germany)를 이용하여 

59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4. 통계처리 방법(statistical analysis) 

densitometric anaylsis는 multiguage software (Fujifilm, Tokyo, Japan)

과 Image J 1.46r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룹간의 유의성 검정은 

student ’ s t-test를 이용하였다. 통계학적 유의성은 p<0.05, p<0.01, 

p<0.001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Ⅲ. 실험 결과 

1.  간 섬유화 조직 내 TREM2 발현 증가와 TREM2 위치  

간 질환과 TREM2 상관성 규명을 위한 GEO analysis 분석 결과, 

인간 알코올성 간염 환자의 간 내의 TREM2 mRNA 발현이 정상 간 내의 

TREM2 mRNA 발현보다 현저히 높음을 확인하였다 (Fig 1A). 이를 섬유

화가 진행된 인간 간 조직에서 TREM2 발현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고, 

그 결과 섬유화가 진행된 조직에서 정상 조직에 비하여 TREM2 단백질이 

현저히 높게 발현되어 있음을 발견하였다(Fig 1B). 이는 β-actin 대비 

TREM2 단백질 발현을 비교한 densitometric analysis를 통해 통계적으로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또한 간 섬유화 유도 물질인 사염화탄소(CCl4)를 

3주간 마우스에 복강 내 투여 하였고 CCl4를 처리한 마우스 간 내 

TREM2 단백질 발현이 vehicle을 투여한 군에 비하여 증가해 있음을 확인

하였다(Fig 1C). 한편, 간 조직 내 대식세포와 내피세포에서 TREM2가 발

현되어 있다는 기존 보고가 있었지만(Chen et al., 2008), TREM2를 발현 

하는 세포를 규명하기 위하여 동물 실험으로부터 얻어진 간 조직으로 슬라

이드를 제작하였다. 이후 TREM2(FITC-TREM2, 녹색)항체와 대식세포 

지표 F4/80(TxRed-F4/80, 적색)항체를 이용하여 형광 공동 염색

(immunofluorescence co-staining)을 시행하였다(Fig 1D). 그 결과, 대

조 마우스 군과 섬유화가 진행된 마우스 간 내에서 대식세포 지표 F4/80

로 형광 염색과 TREM2 형광 염색이 대부분 동일한 위치에서 보였다. 이

러한 공동 형광 염색을 보이는 세포들은 간 내 혈관(흰색 화살표) 주변에 



특히 모여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만성적으로 일어나는 간 손상에서 

TREM2가 발현이 증가하게 되고 그것의 주된 발현 세포는 간 내 혈관 주

변의 대식 세포임을 보여준다. 

 

 

 

 

 

 

 

 

 

 

 

 



 

Figure1. Elevation of TREM2 expression in human fibrotic liver and 

mouse fibrotic liver, and TREM2 shows co-localization with F4/80. 

(A) TREM2 mRNA expression (normalized by β-actin expression) 

was higher in human alcoholic hepatitis liver(n=15) compared to 

human normal liver(n=7), Data was collected from GEO DataSet 

Cluster Analysis(http://www.ncbi.nlm.nih.gov/geo/info/cluster.html), 

http://www.ncbi.nlm.nih.gov/geo/info/cluster.html


***P<0.001. 

(B) TREM2 protein expression in homogenized human liver 

samples (normal liver region(n=3) and fibrotic liver region(n=5) from 

cirrhosis patients). Human Trem2 protein expression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The analysis was conducted by a densitometer, 

significant versus normal liver, ***P<0.001 

(C) TREM2 protein expression in control mouse liver and CCl4-

induced mouse fibrotic liver.  

(D) Immunofluorescence staining of control mouse liver and 

fibrotic liver induced by CCl4 injection(1 ml/kg, 3 weeks) with FITC-

TREM2(1:400 upper lane, 1:200 below lane) and TxRed-

F4/80(1:100). White arrows indicate locations of blood vessels in liver. 

 

 

 

 

 

 

 

 

 

 



2.  대식세포 분화 유도 사이토카인과 TREM2 발현 변화 

분석 

어떠한 대식세포 분화 유도 사이토카인이 TREM2 발현을 증가시

키는지 규명하기 위하여 우선적으로 M1 유형 대식세포 유도인자인 LPS 

단독 혹은 IFNγ를 같이 마우스 대식세포 주인 Raw264.7에 처리하였다. 

그 결과 M1 유형 대식세포 표현형인 iNOS의 단백질 발현과 mRNA 발현

이 증가하였으므로 M1 유형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확인하였다(Fig 2A). 하

지만 TREM2 단백질 및 mRNA 발현은 모두 감소하였기 때문에 M1 유형 

대식세포 표현형과 TREM2의 발현은 관련이 미미함을 확인하였다(Fig 

2A).  

TREM2 과발현 벡터 이용하여 형질 변환된 마우스 대식세포

(TREM2-Raw264.7)에 LPS를 처리한 결과, 대조세포(mock-Raw264.7)

에 비하여 TREM2-Raw264.7에서 iNOS(M1 유형 대식세포 표현형)의 

단백질 발현이 낮았다(Fig 2B). 이는 TREM2가 LPS에 대한 반응성, 즉 

M1 유형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함을 시사한다.  

또한 M2a유형 대식세포 유도인자인 interleukin-4(IL-4)를 

Raw264.7 세포에 처리한 결과, 그 표현형인 arginase-1의 단백질 및 

mRNA 발현은 증가하였으나, TREM2 단백질 및 mRNA 발현의 유의미한 

변화가 보이지 않았다(Fig 2C). 하지만 흥미롭게도 항염증성 M2c유형 대

식세포 표현형 유도인자이자 섬유화 초기 신호인 TGFβ1을 Raw264.7세

포에 처리한 결과, TREM2의 단백질 및 mRNA발현이 모두 증가하였다

(Fig 2D). 이는 그 표현형인 IL-10과 arginase-1의 mRNA 발현 증가와 



함께 관찰되었다. 이는 wild type 마우스와 TREM2-KO 마우스로부터 1

차 배양 골수 유래 대식세포를 분리하였을 때에도 TGFβ1에 의해 

TREM2의 mRNA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재 확인하였다(Fig 2D). 이로서 

TREM2는 섬유화 초기 인자인 TGFβ1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그 발현이 

증가하고 M2c유형 대식세포 표현형과 관련이 있음을 실험적으로 확인하였

다.   

 

 

 

 

 

 

 

 

 

 

 

 

 

 

 

 



 
Figure2. Effects of various cytokines on TREM2 expression and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A) TREM2 and iNOS(M1 marker)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mouse macrophage cell line) after LPS treatment(0.1 

μg/ml) or LPS/IFNγtreatment(10 ng/ml each) for 24 hr(left); 

TREM2 mRNA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LPS treatment(0.1 



μg/ml) for 24 hr(middle); iNOS mRNA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LPS treatment(0.1 μg/ml)(right);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0.001 

(B) TREM2 and iNOS(M1 marker) protein expression in mock-

Raw264.7 cells and TREM2-Raw264.7 cells(TREM2 overexpressing 

cell line) cells after LPS treatment(0.1 μg/ml) for 24 hr.  

(C) TREM2 and arginase-1(M2 marker) protein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IL-4(M2a cytokine, 10 ng/ml and 20 ng/ml) 

treatment for 24 hr(left); TREM2 mRNA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IL-4 treatment(20 ng/ml) for 6 hr, 12 hr, and 24 hr (middle); 

arginase-1 mRNA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IL-4 

treatment(20 ng/ml) for 12 hr and 24 hr(right);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0.05, ** P<0.01; n.s., not significant. 

(D) TREM2 protein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TGFβ

1(M2c cytokine, 5 ng/ml and 15 ng/ml) treatment for 12 hr(left); IL-

10(M2 phenotype) mRNA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TGFβ

1(15 ng/ml) treatment for 12 hr(left); TREM2 mRNA expression on 

primary bone marrow derived macrophages(BMDMs) from wild type 

mice and TREM2-KO mice after TGFβ1(M2c cytokine, 5 ng/ml and 

15 ng/ml) treatment for 12 hr(left); TREM2 mRNA expression on 

Raw264.7 cells after TGFβ1(15 ng/ml) for 6 hr, 12 hr, and 24 

hr(middle); arginase-1(M2 phenotype) mRNA expression in 

Raw264.7 cells after TGFβ1(15 ng/ml) for 12 hr(right);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0.05, *** P<0.001 

 

 

 

 



 

3.  TREM2-TG 마우스에서의 간 섬유화 억제 효과 

간 섬유화에서 TREM2의 기능을 규명하기 위하여 TREM2-TG 

마우스에 간 섬유화 유도 독성물질인 사염화탄소를 3 주간 1 ml/kg로 처리

한 후 섬유화 진행 정도를 평가하였다. 추가로 혈청 alanine 

transa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AST), total bilirubin(T-

BIL), direct bilirubin(D-BIL)과 체중 및 간 무게를 측정하였다

(Supplementary table 1). 각각 마우스의 간에서 비교한 결과 wild type 

마우스 간에 비하여 TREM-TG 마우스에서 간 섬유화의 지표인 

collagen1α1과 α-SMA의 단백질의 발현이 감소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

다(Fig 3A). 이는 간 내 collagen 1α1과 PAI-1의 mRNA 발현량과 유사

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는 않았다. Masson’

s trichrome staining 후 조직학적 평가 결과, wild type 마우스 간에 비해 

TREM2-TG 마우스 간에서 섬유화가 억제되었다(Fig 3B). 이는 TREM2

의 증가가 간 섬유화를 억제 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3. Mild fibrosis in CCl4-treated TREM2-TG (transgenic) mice 

liver 

(A) col1α1 protein expression, α-SMA protein expression, col1

α1 mRNA expression, and PAI-1 mRNA expression in each group: 

control wild type mice, CCl4-treated wild type mice, control TREM2-

TG mice, CCl4-treated TREM2-TG mice. Control group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olive oil as a vehicle, and CCl4 group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CCl4(1 ml/kg, 20% diluted with olive oil) for 3 



weeks, twice per week. 

(B) Histological analysis(Masson’s trichrome staining, x10) and 

fibrosis scoring in the CCl4 treated mouse experiment model(stage 

0. none; stage 1. enlarged, fibrotic portal areas; stage 2. periportal 

or portal-portal septa but intact architecture; stage 3. fibrosis with 

architectural distortion but no obvious cirrhosis; stage 4: probable 

or definite cirrhosis). significant wild type CCl4 versus wild type 

control, *** P<0.001 CCl4-treated wild type mice versus control 

wild type mice, ### P<0.001 CCl4-treated TREM2-TG mice 

versus control TREM2-TG mice, §P<0.05; CCl4-treated TREM2-

TG mice versus CCl4-treated wild type mice. 

 

 

 

 

 

 

 

 

 

 

 

 



4.  TREM2-KO 마우스에서의 간 섬유화 악화 효과 

간 섬유화에서 TREM2의 보호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TREM2가 

결핍 된 마우스(TREM2-KO 마우스, Fig 4A, Fig 4B)에 CCl4를 3 주간 1 

ml/kg로 처리한 후 섬유화 진행 정도를 평가하였다. 추가로 혈청 ALT, 

AST, T-BIL, D-BIL과 체중 및 간 무게를 측정하였다(Supplementary 

table 2). 각각 마우스의 간에서 비교한 결과 wild type 마우스 간에 비하

여 TREM-KO에서 간 섬유화의 지표인 α-SMA의 단백질의 발현이 현저

히 증가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4C). 이는 간 내 collagen 1α1의 

mRNA 발현량과 유사한 경향을 보임을 확인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미하

지는 않았다(Fig 4C). Masson’s trichrome staining 후 조직학적 평가하

였고 그 결과, wild type 마우스 간에 비해 TREM2-KO 마우스 간에서 결

합조직 염색이 두드러졌으나 fibrosis scoring에서 큰 차이는 보이지 않았

다(Fig 4D). 이는 TREM2의 결핍이 간 섬유화를 악화 시킬 수 있으며 

TREM2가 간 섬유화에서의 치료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Figure 4. Severe fibrosis in CCl4-treated TREM2-KO(knockout) mice 

liver 

(A) TREM2-KO gene and TREM2 wild type gene expression in 

wild type mice, TREM2-hetero KO mice(TREM2-HT), and TREM2-

KO mice tail lysate.  

(B) TREM2 mRNA expression in wild type mice liver and TREM2-

KO mice liver. 

(C) α-SMA protein expression in each group: control wild type 

mice, CCl4-treated wild type mice, control TREM2-KO mice, CCl4-



treated TREM2-KO mice. Control group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corn oil as a vehicle, and CCl4 group mice were administrated with CCl4 

(1 ml/kg, 20% diluted with corn oil) for 3 weeks, twice per week. 

(D) Histological analysis(Masson’s trichrome staining, x10) in the 

CCl4 treated mouse experiment model(stage 0. none; stage 1. enlarged, 

fibrotic portal areas; stage 2. periportal or portal-portal septa but 

intact architecture; stage 3. fibrosis with architectural distortion but no 

obvious cirrhosis; stage 4: probable or definite cirrhosis).  

 

 

 

 

 

 

 

 

 

 

 

 

 

 



5.  TREM2 과발현으로 인한 사이토카인 IL-10 증가  

TREM2-TG 마우스에서의 간 섬유화 억제 효과, TREM2-KO 마

우스에서의 간 섬유화 악화 효과를 보이는 기전을 규명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coculture 실험을 진행하였다. TREM2-Raw264.7 세포와 mock-

Raw264.7 세포의 배지를 간 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s)을 실험적으

로 대신 할 수 있는 mouse embryonic fibroblast mouse embryonic 

fibroblast(MEF)에 처리하였더니 mock-Raw264.7 세포의 배지를 처리한 

경우보다 TREM2-Raw264.7세포의 배지에 의하여 MEF 세포에서의 α–

SMA의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였다(Fig 5A). col1α1 단백질 발현 감소 경

향은 유의미한 통계처리는 되지 않았다. 이는 TREM2에 의하여 증가한 어

떠한 mediator가 간 성상세포와 같은 다른 세포에 영향을 준다는 것을 의

미한다. 앞서 보인 TREM2-TG 마우스에서의 사염화탄소 간 섬유화 모델

에서 간 조직 내에 IL-10 mRNA가 현저히 증가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5B). 이점에 착안하여 TREM2 과발현에 의하여 IL-10가 증가하였는지를 

확인하였다. IL-10 유도 인자이면서(Maeda et al., 1995) 동시에 TREM2

의 유도 인자인 TGFβ1(Fig 2D)을 mock-Raw264.7 세포와 TREM2-

Raw264.7 세포에 처리한 후 IL-10의 mRNA 발현을 RT-PCR과 real-

time quantitative PCR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TGFβ1에 의한 IL-10 

mRNA의 발현 증가가 mock-Raw264.7세포에 비하여 TREM2-

Raw264.7 세포에서 높게 관찰하였다(Fig 5C).  

 



  

Figure 5. A mediator from TREM2-Raw264.7 cells decreased α-SMA 

production in mouse embryonic fibroblasts, and interleukin-10 

expression was increased by TREM2 overexpression.  

(A) col1α1 and α–SMA protein expression in mouse embryonic 

fib roblasts after treating medium from mock-Raw264.7 cells and 

TREM2-Raw264.7 cells for 18 hr.   

(B) IL-10 mRNA expression in wild type liver(n=4) and TREM2-

TG liver(n=4). mRNA expression was measured by RT-PCR(left). 

Densitometic analysis for IL-10 mRNA expression. 



(C) IL-10 mRNA expression in mock-Raw264.7cells and 

TREM2-Raw264.7cells after treating vehicle or TGFβ1(15 ng/ml) 

for 12 hr. mRNA expression was evaluated by RT-PCR(left) and 

real-time quantitative PCR (right). ** P<0.01. 

 

 

 

 

 

 

 

 

 

 

 

 

 

 

 

 

 

 

 

 

 

 

 



6.  IL-10의 mouse embryonic fibroblasts에 직접적인 

효과 확인 

TREM2-TG 마우스와 TREM2-Raw264.7세포에서 확인된 IL-

10 mRNA 결과를 실험적으로 확인하고자 IL-10을 MEF 세포에 직접적으

로 IL-10을 처리하여 섬유화 지표인 Col1α1과 α-SMA의 단백질 발현

을 관찰 하였지만 큰 변화가 없었다(Fig 6A). TGFβ1은 SMAD signaling

을 통해서 fibrogenesis 과정에 참여한다고 알려져 있다(Samarakoon et 

al., 2013). IL-10의 smad signaling 관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IL-10

을 전처리 한 MEF 세포에 TGFβ1을 처리였지만 IL-10의 TGFβ1 신호

에의 영향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6B). 또한 MEF세포 apoptosis에의 영

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IL-10 처리 후 MTT assay를 통해 형광 값을 측정

하지만 대조군에 비하여 큰 차이가 없었다(Fig 6C). 이는 IL-10이 MEF 

세포에서 직접적 항 섬유화 효과를 보이지는 않음을 의미한다.  

 

 

 

 

 

 



 

Figure 6. Effects of IL-10 on mouse embryonic fibroblast cells. 

(A) Col1α1 and α-SMA protein expression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ting after treatment of vehicle alone or IL-10(0.1, 1, 10, 

100 ng/ml) directly to MEF cells for 24 hr.  

(B) pSMAD2, pSMAD3, and SMAD2/3 protein expression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with its vehicle or IL-10 priming for 1 hr 

followed by treating 2 ng/ml TGFβ1 for 15 min, 30 min, 1 hr, and 3.5 



hr. Control samples were prepared by treating TGFβ1 vehicle for 3.5 

hr.  

(C) Proliferation assay of MEF cells after treating IL-10(0, 0.01, 

0.1, 1, 10, 100 ng/ml) for 24 hr and 48 hr. 

 

 

 

 

 

 

 

 

 

 

 

 

 

 

 

 

 

 

 

 



7.  TREM2 과발현으로 인한 섬유화 chemokine MCP-1

의 감소  

섬유화와 같은 상황에서 chemokine 또한 염증을 악화시킨다고 알

려져 있다(Sahin and Wasmuth, 2013). Chemokine 중 특히 monocyte 

chemotactic protein-1(MCP-1)은 마우스에서 간 섬유화를 악화시키는 

인자로 보고 된바 있다(Seki et al., 2009). 대표적인 섬유화 chemokine인 

MCP-1과 TREM2의 상관관계를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그 결과, 

TREM2-Raw264.7세포에서 MCP-1의 mRNA 기초 발현이 억제 되어있

음을 확인하였다(Fig 7A). 또한 MCP-1은 monocyte와 macrophage의 

이동능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Seki et al., 2009) TREM2-TG 마우스 간

에서 monocyte/macrophage marker인 CD68의 mRNA 레벨을 함께 정량

하였다. TREM2-TG 마우스에서 간 내 MCP-1과 CD68의 mRNA 기초 

발현량이 wild type 마우스 보다 낮은 경향성을 보였다. 그 중 CD68이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7B). 즉, TREM2의 증가는 

profibrotic chemokine인 MCP-1의 감소를 야기한다. 



 

Figure 7. Decreased level of profibrotic chemokine, monocyte 

chemotactic protein-1(MCP-1) mRNA expression in TREM2-

Raw264.7 cells and in TREM2-TG mice liver. 

(A) MCP-1 mRNA expression in mock-Raw264.7cells and 

TREM2-Raw264.7cells. mRNA expression was evaluated by RT-PCR 

(B) MCP-1 mRNA expression and CD68 mRNA expression in each 

group: wild type mice and TREM2-TG mice. mRNA expression was 

evaluated by quantitative real time PCR and RT-PCR.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0.05. 



Ⅳ. 고찰 및 결론 

 

본 논문에서는 대식세포의 표현형 변화가 염증이 수반된 질병의 

진행 방향을 결정하는 데에 중요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만성적인 염증이 

수반되는 간 섬유화 과정에서 신규 타겟으로 TREM2를 제시하였다. 

TREM2는 연구가 많이 진행되어 있지 않으며 다양한 질병상황 하의 그 

기능에 있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2008년 H. Seno 연구팀 결과에 

의하면(Seno et al., 2009) TREM2-KO 마우스 군에서 colonic biopsy 

injury에 의한 손상에서의 복구가 wild type 마우스 군보다 지연되었다. 

이는 장 점막 치유(colonic mucosal wound repair)에 있어서 M1유형 

대식세포 표현형이 억제되면서 M2 유형 대식세포 표현형 지표를 증가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Seno et al., 2009). 또한 TREM2-siRNA를 이용한 

Pseudomonas aeruginosa 각막 감염증 모델에서 TREM2-siRNA가 

주입된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조직학적으로 각막 팽윤과 염증세포 침윤 

현상이 관찰 된 바 있다(Sun et al., 2012). 한편, Correale 연구팀에 

따르면(Correale et al., 2013) dextran sulfate sodium를 사용한 염증성 

장 질환 모델에서 TREM2-KO 마우스 군이 염증에 저항성을 보였다. 이 

연구팀은 기존 보고된 TREM2 기능과는 상반되게 염증증폭인자로서의 

TREM2 기능을 제시하였다. 간에서의 TREM2 연구는 Goncalves 

연구팀(Goncalves et al., 2013)의 연구가 대표적이며 쿠퍼세포와 같은 비 

실질세포에서 발현되어있는 TREM2가 말라리아 간 감염단계에서 저항성을 

갖게 해주는 유전자(belr1)과 관련이 있다고 제시한 바 있다. 



본 연구는 간 섬유화에서 TREM2의 기능에 주목하였다. 실제 인간 

간 섬유화 환자의 간 경변 조직에서 TREM2의 발현이 정상조직에 비하여 

증가해 있다(Fig 1B). 사염화탄소 유도성 간 섬유화 동물모델에서 동일한 

결과를 확인하였다(Fig 1C). 이를 바탕으로 TREM2를 증가시키는 유도 

인자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몇 가지 대식세포 표현형 

유도인자를 처리하여 표현형 변화와 TREM2의 유도 인자를 규명하였다. 

기존에(Seno et al., 2009) IL-4/IL-13에 의하여 TREM2의 발현이 

증가하였다는 보고가 있지만, 본 논문에서는 대식세포에서 M2a유형 

대식세포 유도인자인 IL-4에 의해서 TREM2가 증가하지 않았다(Fig 2C). 

오히려, M2c유형 대식세포 유도인자이며 간 섬유화 초기 신호인 

TGFβ1에 특이적으로 반응하여 TREM2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마우스 mock-Raw264.7세포와 TREM2-

Raw264.7세포에 LPS를 처리하였을 때(Fig 2B) TREM2의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고 LPS에 의한 iNOS 반응성이 TREM2-Raw264.7세포에서 

mock-Raw264.7세포에 비해 낮게 나타났다는 것이다. 이는 기존 

Turnbull 연구팀(Turnbull et al., 2006)이 TREM2-KO 마우스로부터 

분리해낸 BMDM세포에 LPS, Zymosan, CpG에 의한 반응으로 발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및 IL-6 등이 분비가 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히 높은 결과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TREM2가 M1유형 대식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하고 그 결과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함을 

시사한다. 이는 TREM2가 M2a유형 대식 세포의 표현형이자 이를 

유도함을 확인한 기존 보고(Seno et al., 2009)와 유사하다. 하지만 본 



연구는 M2a유형 대식세포가 아닌 M2c유형 대식세포로 유도하는 

수용체이며 그 표현형에 의하여 항섬유화 효과를 보임을 최초로 

규명하였다.  

추가적으로 사염화탄소 유도 간 섬유화 in vivo 모델을 사용하여 

TREM2-TG 마우스 군에서는 간 섬유화 억제효과를, TREM2-KO 

마우스에서는 간 섬유화 악화효과를 관찰함으로써 TREM2가 간 섬유화를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TREM2-TG 마우스 군에서 wild type 마우스 군에 

비하여 간 내 섬유화 지표(Col1α1, α-SMA)의 발현이 현저히 낮았으며 

조직학적으로 fibrosis scoring 평가시 병적 부위가 현저히 감소하였다.  

Col1α1 mRNA 발현이 억제 되는 경향을 TREM-TG 마우스 간에서 

확인하였으나 이는 개체 차가 큰 이유로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는 않았다. 

TREM2-KO 마우스 군은 wild type 마우스 군과 비교하였을 때, 

사염화탄소 투여시 Masson’s trichrome 염색상 푸르게 염색되는 교원질 

면적이 더 넓은 데에 비하여 fibrosis scoring을 한 결과 수치 자체에서 

유의성 있는 차이가 관찰 되지는 않았다. 이는 사염화탄소 투여 TREM2-

KO 마우스 군에서는 사염화 탄소 투여 wild type 마우스 군에서 관찰 

되지 않은 stage 4(probable or definite cirrhosis)가 발견되었으나 wild 

type 마우스에서도 사염화탄소로 인한 stage 3까지의 섬유화(fibrosis 

with architectural distortion but no obvious cirrhosis)가 일어났기 

때문에 명확한 cirrhosis 차이를 구분하기 힘들었기 때문이라고 추측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TREM2-Raw264.7세포의 배지를 MEF 세포에 



처리를 하여 coculture 하였을 때 mock-Raw264.7세포의 배지를 처리한 

경우보다 α-SMA의 단백질 발현이 낮았다. 대식세포와 간 성상세포의 

상호작용에 관여하는 mediator를 규명하기 위하여 TREM2의 과발현과 

관련된 인자를 발견하고자 하였다.  

TREM2-TG 마우스 간에서 wild type 마우스 간에 비하여 항염증 

및 항섬유화 인자인 IL-10의 mRNA의 기초 발현량이 높았다. 또한 

TREM2-Raw264.7세포에서 TGFβ1에 의한 IL-10 mRNA 발현 

반응성이 mock-Raw264.7세포에 비하여 현저히 높았다. 이는 간 내의 

대식세포와 성상세포의 상호 작용에 관여하는 TREM2의 기전으로 IL-

10이 제시 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한다. IL-10은 인간 일차 배양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하여 유도되는 염증 유전자(cyclooxygenase-2, 

IL-1β)들의 발현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Antoniv and Ivashkiv, 

2011). 또한 IL-10은 hypertropic scar fibroblast에 직접 처리를 하였을 

때 collagen type Ⅰ과 collagen type Ⅲ, α-SMA의 발현을 PI3K/AKT 

신호전달을 통하여 항섬유 효과를 보인다(Shi et al., 2014). TREM2와 

PI3K-AKT 신호의 관련성 또한 연구가 되어 있으며, 이는 앞서 언급된 

Pseudomonas aeruginosa 각막 감염증 모델에서 TREM2가 PI3K/AKT 

신호를 경유하여 염증을 억제함이 보고 된 바 있다(Sun et al., 2012). 

이와 같이 동일 signaling을 공유할 뿐 아니라, 본 논문에서 밝힌 바와 

같이 TREM2와 IL-10는 긴밀한 연결관계가 있으나 IL-10이 MEF에서의 

α-SMA 및 col1α1 발현 억제 등 직접적인 효과를 보이지는 않았다(Fig 

6A).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는 TGFβ1의 섬유화 신호인 smad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한 IL-10의 직접적인 영향을 확인한 결과, 투여 후 3.5시간에서 

IL-10을 전 처리한 군에서 p-smad2, p-smad3, 그리고 smad2/3가 

vehicle만 처리한 군보다 발현이 빠르게 적어지는 경향은 보였으나 

전체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았다(Fig 6B). 다른 보고에 의하면, 

bleomycin을 이용한 lung fibrosis 모델에서는 IL-10이 결핍된 

마우스에서 CD3+CD4+lymphocyte와 GR-1+ pulmonary granulocyte가 

증가하여 염증이 심화되었으나, pulmonary fibrosis는 변화가 

없었다(Kradin et al., 2004). 이를 고려해 봤을 때 IL-10이 직접적으로 

섬유화를 억제하기 보다 면역 세포들의 침윤을 억제하는 주된 기능이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편, monocyte와 macrophage의 migration에 영향을 주는 

대표적인 chemokine은 MCP-1으로(Seki et al., 2009), 특히 간 

섬유화에서 섬유화 유도 chemokine으로 알려져 있다(Sahin and Wasmuth, 

2013). Yin 연구팀에 따르면 IL-10이 결핍된 마우스의 serum에서 

MCP-1의 농도가 증가하였기 때문에 IL-10이 MCP-1의 발현을 억제할 

가능성이 있다(Yin et al., 2011). 본 연구에서도 TREM2-TG 마우스에서 

IL-10의 기초 mRNA 발현양이 증가해 있었기 때문에 TREM2의 증가가 

IL-10의 증가, 그리고 MCP-1의 감소로 이어지는지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예상대로 TREM2-Raw264.7세포에서 MCP-1의 mRNA 

기초발현량이 감소해 있음을 확인하였다(Fig 7A). 이는 TREM2-TG 

마우스 군에서 wild type 마우스 군에 비하여 MCP-1과 CD68의 mRNA 

발현이 감소해 있는 경향을 확인하였다(Fig 7B). MCP-1의 mRNA 발현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지 않았는데 개체 간 차가 컸기 때문이다. 한편, 

Yuhai 연구팀에 따르면(Zhao et al., 2013), 인간의 alzheimer 병원성 뇌 

조직에서 nuclear factor-κB-sensitive mi-RNA34a의 발현이 올라가 

있으며 이것이 TREM2의 mRNA3’-untranslated region을 타겟으로 

하여 TREM2의 발현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에 miRNA를 

조절함으로써 TREM2의 발현 감소를 억제하고 이를 간 질환에서 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한다. 이와 같이 TREM2에 의한 다른 항염증 및 

항섬유화 작용을 가지는 mediator를 규명하기 위하여 mock-Raw264.7 

세포와 TREM2-Raw264.7세포에서 microarray를 진행하고 있으며, 이는 

본 연구 결과의 해석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해 줄 것이다. IL-10이 어떠한 

기전으로 항 섬유화 효과를 가지는 지와 TREM2와 MCP-1의 상관관계에 

대한 기전에 대한 연구는 추후 보강되어야 할 것이다. 

 

 

 

 

 

 

 

 

 

 



 

Supplementary table 1. Serological test [ALT(U/L), AST(U/L), total 

bilirubin(mg/dl), and direct bilirubin mg/dl)], body weight, and liver 

weight in TREM2-TG mice CCl4-induced fibrosis model 

  

Serological test: *P<0.05, **P<0.01, *** P<0.001, CCl4 treated wild type 

mice versus control wild type mice; §P<0.05, §§P<0.01, CCl4 treated 

TREM2-TG mice versus control TREM2-TG mice. 

Body weight and liver weight: * P<0.05, CCl4 treated wild type mice 

versus control wild type mice; §§P<0.01, CCl4 treated TREM2-TG 

mice versus control TREM2-TG mice. 

 

 

 

 



 

Supplementary table 2. Serological test [ALT(U/L), AST(U/L), total 

bilirubin(mg/dl), and direct bilirubin(mg/dl)], body weight and liver 

weight in TREM2-KO mice CCl4-induced fibrosis model 

 

Serological test: * P<0.05, ** P<0.01, CCl4 treated wild type mice 

versus control wild type mice; § P<0.05, CCl4 treated TREM2-KO 

mice versus control TREM2-KO mice. 

Body weight and liver weight: * P<0.05, CCl4 treated wild type mice 

versus control wild type mice; §§ P<0.01, CCl4 treated TREM2-KO 

mice versus control TREM2-KO mice; # P<0.05, ## P<0.01, CCl4 

treated TREM2-KO mice versus CCl4 treated wild typ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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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nt studies show that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is 

critical for the progress of inflammatory diseases.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potential functions of triggering receptor 

expressed on myeloid cells-2(TREM2) on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especially in liver fibrosis. This investigation examines 



anti-fibrotic function of TREM2 in liver and the mechanism. Several 

inflammatory insult and cytokines were tested if they change TREM2 

expression accompanied with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This 

paper presents that a fibrosis early signaling, TGFβ1 specifically 

increased TREM2 expression, leading to M2c macrophage phenotype. 

In addition, CCl4-induced liver fibrosis experiments were modeled 

with TREM2-TG mice and TREM2-KO mice. TREM2-TG mice 

showed mild liver fibrosis induced by CCl4 administration compared to 

wild type mice, whereas TREM2-KO mice showed severe liver 

fibrosis induced by CCl4 compared to wild type mice. Interestingly, 

MEF cells grown under conditioned medium from TREM2-Raw264.7 

cells showed less expression of alpha-SMA compared to MEF cells 

treated with conditioned medium from mock-Raw264.7 cells. 

Moreover, the basal mRNA expression of anti-inflammatory cytokine, 

IL-10 was enhanced in liver samples of TREM2-TG mice compared 

to wild type mice, and its mRNA production induced by TGFβ1 was 

higher in TREM2-Raw264.7cells compared to mock-Raw264.7cells. 

However, IL-10 did not have a direct effect on fibrogenesis and 

proliferation of mouse embryonic fibroblast cells, and TGFβ1-

mediated Smad2/3 phosphorylation. On the other hand, mRNA 

expression of a profibrotic chemokine, MCP-1 was decreased in 

TREM2-Raw264.7cells compared to mock-Raw264.7cells. A 



monocyte/macrophage marker, CD68 mRNA expression was also 

decreased in TREM2-TG mice compared to wild type mice. Therefore, 

the direct or indirect effects of IL-10 on liver fibrosi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REM2 and MCP-1 remain to be determin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re is a possibility of TREM2 as a new 

therapeutic target against liver fibrosis.  

Key words: liver fibrosis, TREM2, macrophage phenotype switching, 

TGFβ1, IL-10, MCP-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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