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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GPR120 리간드의 항염증작용 기전  

: HO-1유도와 세포내 젖산 조절 

 

최근 자유 지방산을 내인성 리간드로 갖는 GPCR family(5가지)가 

밝혀졌는데, 이 중 GPR120은 long-chain fatty acid에 의해 활성화 

되며 특히 오메가3의 항염증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대식세포에서 오메가3가 GPR120을 활성화 

시키면 GPR120-βarrestin2-TAB1 상호작용을 통해 TAK-1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하위의 NF-κB 신호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염증성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한편 세포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NQO1, 

γGCL, GST, HO-1 등의 항산화 효소를 발현하는데, 이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로 Nrf2가 있다. 특히, 단핵구/대식세포에서는 

병원체에 대한 방어작용을 위해 ROS생성이 활발하며, 따라서 Nrf2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 많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들이 대식세포에서 

HO-1 증가와 항염증 작용을 나타나며 따라서 동일시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 실제로 HO-1 증가와 항염증 작용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보고된 바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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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역시 항염증작용을 갖는 GPR120 리간드에 의해 Nrf2 

경로의 활성화, HO-1의 발현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고, 이들 

두 작용간에 어떠한 상관관계가 있는지 밝히고자 이후 연구를 

진행하였다. 

 예상한대로 LPS/IFN-γ처리를 통해 염증성 대식세포(M1 type)로 

분화시킨 마우스 단핵구/대식세포주(J774A.1)에 GPR120 리간드를 

처리하자 농도 의존적으로 염증성 인자 iNOS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GPR120 리간드 처리에 의해 Nrf2의 핵내 

translocation이 증가하고 antioxidant response element(ARE)가 

활성화 되어 하위의 NQO1 및 HO-1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염증성 인자 iNOS와 HO-1 사이의 상관관계를 알기 위해 

경시적으로 이들의 발현 정도를 확인하였을 때, GPR120 리간드에 의한 

iNOS 감소 효과는 HO-1증가가 선행된 후에야 나타난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또한 HO-1 유도제로 알려진 sulforaphane에 의해서 

iNOS의 발현이 감소되는 점, siRNA를 이용하여 HO-1을 silencing 

시켰을 때는 GPR120 리간드에 의한 iNOS 억제 효과가 감소된다는 

점을 통해, GPR120 리간드에 의한 HO-1의 발현 증가가 항염증 

효과를 매개할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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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세포의 분화에 따라 이용하는 세포내 대사가 다르고, 당 대사 

중간물질이 단순한 에너지 전달체가 아니라 세포내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보고가 있다.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HO-1에 의한 CO의 발생이 세포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해당과정 의존도를 높이고, 이에 따라 증가한 젖산이 

대식세포 분화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실제로 CO를 발생시키는 화합물인 CORM-2를 세포에 처리하였을 

때, GPR120 리간드를 처리했을 때와 마찬가지로 iNOS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Extracelluar flux assay를 통하여 GPR120 리간드 처리에 

의해 OCR(oxygen consumption rate: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정도를 대변)값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ECAR(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해당과정을 통해 증가한 젖산이 세포 외부로 

방출되는 정도를 대변)값에는 변화가 없었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세포내 

젖산이 GPR120 리간드 처리에 의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고, 

암세포의 세포내 젖산 수용체로 최근 보고된 NDRG3의 

증가(분해억제)를 확인하였다. 실제로 야생형 NDRG3를 과발현 시켰을 

때 LPS/IFN-γ에 의한 iNOS 발현이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PHD2 

비결합형 NDRG3를 과발현 시켰을 때에는 basal iNOS의 발현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대식세포에서 GPR120 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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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에 의한 항염증 작용이 Nrf2하위 HO-1의 발현증가 – CO발생에 따

른 미토콘드리아 OXPHOS의 감소 – 이에 따라 증가한 세포내 젖산이 

NDRG3와 상호작용함으로써 나타날 수 있다라는 새로운 기전을 제시하

며, 후속연구에 의하여 확인되어야할 것이다 

주요어: GPR120, Heme oxygenase-1, 젖산, NDRG3 

학번: 2015-2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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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최근 자유 지방산을 내인성 리간드로 갖는 GPCR family(5가지)가 

밝혀졌는데 (Hirasawa et al., 2005; Itoh et al., 2003; Tazoe et al., 

2008; Wang et al., 2006), 이 중 GPR120은 long-chain fatty acid에 

의해 활성화 되며 특히 오메가3의 항염증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Oh et al., 2010). 대식세포에서 오메가3가 GPR120을 

활성화시키면 βarrestin2-TAB1 상호작용을 통해 TAK-1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하위의 NF-κB 신호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염증성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Oh et al., 2010). 

 한편 세포는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기 위하여 NQO1, 

γGCL, GST, HO-1 등의 항산화 효소를 발현하는데, 이들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로 Nrf2가 있다(Ishii et al., 2000). 특히, 

단핵구/대식세포에서는 병원체에 대한 방어작용을 위해 ROS생성이 

활발하며, 따라서 Nrf2 시스템이 잘 발달되어 있다(Rushworth et al., 

2005; Rushworth et al., 2008). 많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들이 

대식세포에서 HO-1 증가와 항염증 작용을 나타나며 따라서 동일시 

보고하는 경우가 많으나(Chen et al., 2005; Kim et al., 2006; Lin et al., 

2003; Motterlini et al., 2000), 실제로 HO-1 증가와 항염증 작용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하여 정확히 보고된 바는 거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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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에서 역시 항염증작용을 갖는 GPR120 리간드에 의해 Nrf2 

경로의 활성화, HO-1의 발현 증가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최근 세포의 분화에 따라 이용하는 세포내 대사가 다르고 (He and 

Carter, 2015), 이러한 세포내 에너지 대사 의존도에 따라 세포의 

분화과정 자체가 조절될 수 있다라는 연구결과가 나오고 

있다(Izquierdo et al., 2015). 또한 세포내 대사과정에서 나오는 중간 

산물이 단순히 에너지 전달체가 아닌 세포내 신호전달 물질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연구보고도 있다 (Galván-Peña and O’Neill, 2015; Lee et al., 

2015). 

본 연구는 많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 및 GPR120 리간드가 공통적으로 

보이는 ‘Nrf2 경로 활성화’와 ‘염증석 대식세포로이 분화억제’라는 

현상이 각각 독립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세포내 에너지 대사 조절’을 

통해 연관되어있지 않을까라는 가설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그 결과 대식세포에서 GPR120 리간드에 의한 항염증 작용은 Nrf2하

위 HO-1의 발현증가에 의하여 매개된다라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HO-

1의 산물인 CO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차단하면서 OXPHOS의 감소, 

이에 따른 해당과정 증가를 유도하고, 세포내 젖산이 축적되어 세포내 

젖산 수용체인 NDRG3와 젖산이 상호작용함으로써 염증세포로의 분화

가 억제된다는 것을 GPR120 리간드의 항염증 작용 기전의 하나로 제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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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험 방법 

1. 시약 및 항체 

interleukin-4(IL-4)는 R&D Systems(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하였다. lipofectamine2000, lipopolysaccharide(LPS), sodium 

oxamate, Tricarbonyl-dichlororuthenium (II) dimer (CORM-2), 

heme oxygenase-1(HO-1) siRNA는  Sigma-Aldrich(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mouse iNOS 항체, mouse arginase-1 항

체, mouse Nuclear factor (erythroid-derived 2)-like 2(Nrf2) 항체, 

N-myc downstream-regulated gene 3 protein(NDRG3)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interferon gamma(IFN-γ)는 PeproTech(Rocky Hill, NJ, USA)에서 

구입하였다. mouse NQO1항체, mouse GCLC 항체는 

Abcam(Camberige, UK)에서 구입하였다. mouse Lamine A/C 항체, 

horseradish peroxidase(HRP)-conjugated anti-rabbit, anti-mouse, 

anti-goat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Danvers, MA, USA)에

서 구입하였다. GAPDH 항체는 Millipore(Darmstadt,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GSK2837808A는 Tocris(Minneapolis, MN, USA)에서 구

매하였다. heme oxygenase-1(HO-1) 항체는 ENZO(Farmingdale, 

NY, USA)에서 구매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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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포 배양 

Raw264.7 세포주(마우스 단핵구/대식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에서 구입하였다. 

J774A.1 세포주(마우스 단핵구주)는 한국세포주은행에서 구입하였다. 

Raw264.7은 10% FBS를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에서 배양하였고, J774A.1은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 5mM HEPES을 포함하는 Roswell Park 

Memorial Institute medium 1640 (RPMI1640)에서 배양하였다. 세포

주는 37℃, 5% CO2를 공급하는 인큐베이터에서 배양하였다. 

 

3. 면역화학적 분석 (western blot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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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를 긁어 원심 분리한 후(5600g, 5min) 상층액을 제거하여 

phosphatase inhibitor(Sigma-Aldrich, St. Louis, MO, USA)와 

proteinase inhibitor(Roche, Basel, Switzerland)를 포함하고 cell lysis 

buffer를 사용하여 세포를 용해시켰다. 1시간동안 얼음 위에서 용해 시

킨 후 원심 분리(13000g, 15 min)후 그 상층액을 전세포 추출액으로 

하여 단백질 농도를 Bradford을 이용해 정량하였다. 전세포추출액을 시

료 희석 완충용액[63 mM Tris(pH6.8), 10% 글리세롤, 2% S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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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013% 브로모페놀 블루, 5% β-머캅토에탄올]에 희석해 일정한 농도

의 샘플을 만들었다. 각 샘플을 10% 전기영동 젤에 로딩 하였고 

nitrocellulose membrane 0.45μ filter(GE healthcare Life Sciences, 

Chalfont, Buckinghamshire, UK)로 transfer하였다(90min, 190mA). 

Nitrocellulose membrane을 5% skim milk(BD Biosciences, San Jose, 

CA)로 1시간 동안 블라킹한 후,  1차 항체로 4도씨에서 overnight 반

응시켰고,  HRP-conjugated 2차 항체에 상온에서 2시간 반응켰다. 이

를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system reagent(EMD 

Millipore, Billerica, MA, USA)를 사용하여 LAS3000-mini(Fujifilm, 

Tokyo, Japan)으로 측정하였다.  

 

4. 형질도입 

세포 배양 용기에 형질도입 시점에 70-90% 배양되도록 세포를 시딩하

였다. 24시간 안정화 후, TOM(hyclone)배지 50% +세포 배양 배지 50% 

조건에서 lipofectamine2000(Sigma-Aldrich)를 사용하여 세포내로 

PCDNA, 야생형 NDRG3, N66D NDRG3 플라스미드를 도입하였다. 플

라스미드 1.6 μg과 2μl 의 lipofectamine2000 reagent를 400μl의 

TOM배지에서 반응시켜 400μl의 세포배양 배지에 있는 세포에 처리해 

주고, 약 6시간 반응시켜 형질도입하였다. 6시간 후, 1000μl의 세포배

양 배지를 추가로 공급해주었고, 18시간 안정화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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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siRNA knockdown 실험 

HO-1 선택적 siRNA는 Sigma-Aldrich에서 구입하였다. 세포 배양 용

기에 siRNA 도입 시점에 약 70-90% 배양되도록 세포를 시딩하였다. 

24시간 안정화 후, TOM(hyclone)배지 50% +세포 배양 배지 50% 조

건에서 lipofectamine2000(Sigma-Aldrich)를 사용하여 세포내로 

HO-1 siRNA 와 대조군으로 scramble RNA를 도입하였다. siRNA 

40pmole과 2μl 의 lipofectamine2000 reagent를 400μl의 TOM배지

에서 반응시켜 400μl의 세포배양 배지에 있는 세포에 처리해 주고, 약 

6시간 반응시켜 형질도입하였다. 6시간 후, 1000μl의 세포배양 배지를 

추가로 공급해주었고, 18시간 안정화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6. 세포분획법 

전세포 추출액(whole cell lysate) 및 핵 분획(nuclear fraction)은 다음

과 같은 방법으로 분리하였다. 전세포 추출액은 인산완충용액 

(phosphate-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한 세포에 용해완충액[10 

mM Tris-HCl, pH7.1, 100 mM NaCl, 1 mM EDTA, 10% glycerol, 

0.5% Triton X-100, 0.5% Nonidet P-40, 1 mM dithiothreitol 및 0.5 

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PMSF)]을 넣고 30분 동안 4℃에

서 용해한 후 14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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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획을 얻기 위해 세포에 10 mM HEPES(pH7.9), 10 mM KCl, 0.1 

mM EDTA, 1 mM DTT 및 0.5 mM PMSF를 포함하는 저삼투압 완충

용액을 넣고 4℃에서 10분간 반응하였다. 10% Nonidet P-40을 넣고 

10초간 volexing 후 13000g에서 3분간 원심분리한 후 취한 상등액을 

제거하고 저삼투압완충용액으로 3회 세척한 후, 침전물에 고삼투압 완충

용액 [20 mM HEPES(PH 7.9), 400 mM NaCl, 1 mM EDTA, 1 mM 

DTT, 1 mM PMSF]을 넣은 후 다시 4℃에서 10분간 voltexing 후 20

분 동안 반응시켰다. 2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해 

핵 분획으로 사용하였다.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법으로 정량하였다.  

 

7. 리포터 유전자 활성 분석 

리포터 유전자 분석은 dual-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promega)를 사용하였다.  

 

8. 통계처리 방법(statistical analysis) 

densitometric anaylsis는 multiguage software (Fujifilm, Tokyo, 

Japan)과 Image J 1.46r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룹간의 유의성 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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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1, p<0.001을 기준으로 표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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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실험 결과 

1.  대식세포 분화에 대한 GPR120 리간드의 영향 

본 논문에서 GPR120만을 선택적으로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각 

회사에서 개발한 3가지 화합물을 사용하였으며, 구조가 공개되지 않은 

LG 화합물을 제외하고 분자구조는 다음과 같다(Figure1A). 가장 

효력이 가장 좋은 MBX36을 주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먼저 마우스 대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주에서 GPR120 리간드에 

의한 염증성 대식세포로의 분화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LPS/IFN-γ를 

처리하여 M1 표현형으로 분화시킬 경우, GPR120 리간드 처리에 따라 

M1 마커인 iNOS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GPR120 

리간드 중 MBX36에 한하여, IL-4 처리에 의해 M2 표현형으로 

분화시킬 경우 MBX36 처리에 따라 M2 마커인 Arginase1의 발현이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1B). 

또 다른 마우스 단핵세포주인 J774A.1 세포주에서 동일한 실험을 

진행하였을 때, GPR120리간드를 전처리에 의하여 M1 마커인 iNOS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M2 표현형 유도조건에서, M2 

마커인 Arginase1의 발현에는 큰 변화가 없었고 오히려 고농도의 

GPR120 리간드 처리에서는 Arginase1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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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염증성 대식세포(M1)로의 분화를 억제시키는 것은 공통적으

로 단핵세포/대식세포주에서 모두 나타나지만, 항염증성 대식세포(M2)

로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것은 물질 특이적, 세포특이적 결과라고 생각되

며, 오히려 단핵세포주에서는 단핵세포의 대식세포로의 분화자체를 

GPR120리간드가 억제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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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 Effect of GPR120 agonists on macrophage polarization 

(A) Structures of GPR120 agonists. 

(B) iNOS(M1 marker) and Arginase1(M2 marker) protein 

expression  on Raw264.7 cells. M1 : Cells were pretreated  with 

GPR120 agonists for 1hr and then, were treated with LPS/IFN-γ 

(10 ng/ml each) for 24 hr(left), M2 : Cells were pretreated  with 

GPR120 agonists for 1hr and then, were treated with IL-4(20 

ng/ml) for 24 hr(right).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5, significant versus LPS/IFN-γ, 

# p-value<0.05, ##<0.01.  

(C) iNOS(M1 marker), HO-1 and Arginase1(M2 marker) 

protein expression  on J774A.1 cells(mouse monocyte cell line). 

M1 : Cells were pretreated  with GPR120 agonists for 1hr and then, 

were treated with LPS/IFN-γ (10 ng/ml each) for 24 hr(left), M2 : 

Cells were pretreated  with GPR120 agonists for 1hr and then, 

were treated with IL-4(20 ng/ml) for 24 hr(right).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value<0.05, ** p-value<0.01, *** p-

value<0.005, significant versus LPS/IFN-γ,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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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PR120 리간드의 Nrf2 경로 활성화 효과 

J774A.1은 활성산소종(ROS)생성이 매우 활발한 대식세포주이므로, 

보상적으로 Nrf2 경로가 활성화 되어있다. LPS/IFN-γ에 의해 M1 

표현형으로 유도될 경우 Nrf2 하위 HO-1의 발현이 약간 증가하는데, 

MBX36 처리에 따라 그 발현이 더욱 증폭됨을 확인하였다(Figure1B). 

따라서 GPR120이 기존에 알려져 있던 βarrestin2-TAB1 경로와 

별개로 Nrf2 경로를 활성화시킬 수 있을지를 확인하기 위해 다음 

실험을 수행하였다. 

MBX36 외에 다른 GPR120 리간드에 의해서도 HO-1의 발현 

증가가 확인되었고(Figure2A), Nrf2의 조절을 받는 것으로 알려진 효소 

중 HO-1 외에 NQO1의 발현 역시 MBX36 처리에 의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또 다른 Nrf2 타겟 단백질인 γGCL의 발현에는 큰 영향이 

없었다(Figure2B). 또한 MBX36 처리 후 Nrf2의 핵 내 이동이 

확인되었으며(Figure2C), Nrf2가 핵 내에서 결합하여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ARE (Antioxidant response element)에 대한 결합이 GPR120 

리간드 처리에 따라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2D). 

이러한 실험 결과는 GPR120 리간드가 Nrf2 경로를 활성화 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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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 Effect of GPR120 agonists on antioxidant system via Nrf2 

activation 

(A) HO-1 protein expression in J774A.1 cells after 

pretreatment(1hr) of three GPR120 agonists and treatment(24hr) 

of LPS/IFN-γ(10 ng/ml each) 

(B) Protein expression of other Nrf2 target genes after 

MBX36(10 M) pretreatment(1hr) and LPS/IFN-γ(10 ng/ml each) 

treatment(24hr) 

(C) Time-dependent nuclear Nrf2 accumulation after 

MBX36(10 M) treatment. Nrf2 protein accumulation in nuclear 

fraction and Nrf2, Keap1 protein expression in cytosol fraction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 

(D) Nrf2-ARE binding was detected through ARE-luciferase 

assay in HepG2 cells. ARE-luciferase plasmids are transfected into 

HepG2 cells. ARE binding was detected after the treatment of three 

GPR120 aognists.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value<0.05, ** p-

value<0.01, *** p-value<0.005 

 

 

 

 



23 

 

3. HO-1 발현 증가에 의한 GPR120 리간드의 항염증 작

용  

많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들과 마찬가지로 GPR120 리간드 역시 HO-

1의 증가와 항염증 작용(iNOS의 발현 감소)을 보였기 때문에, 이들의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하여 경시적으로 HO-1와 iNOS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M1 유도 조건”과 “M1유도+MBX36 처리한 조건”에서 

단백질 발현 양상을 비교하였을 때, 초기 시간에 MBX36에 의한 HO-

1의 발현 증가 효과가 나타난 이후에서야 iNOS 발현 감소 효과가 

나타났다(Figure3A). 

이러한 결과는 GPR120 리간드에 의해 증가한 HO-1에 의해서 이후 

항염증 작용이 매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선후관계를 정확히 확인하기 

위하여 HO-1 저해제로 알려진 ZnPPIX를 M1+MBX36과 함께 

처리하였다. 예상과는 다르게, HO-1의 저해제인 ZnPPIX에 의해 HO-

1이 보상적으로 증가하였고 iNOS의 발현감소가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Figure3B). 이러한 결과는 ZnPPIX 역시 protoporphyrin 

구조를 가지고 있어, HO-1 활성 억제이후 보상적으로 HO-1을 오히려 

늘릴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되며 따라서 가설 검증에 적용하기에는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하지만 ZnPPIX에 의해 HO-1이 유도되고 

최종적으로 항염증 작용이 더 강하게 나타나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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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제 사용의 한계점 때문에 직접적으로 siRNA를 이용하여 HO-

1의 발현을 감소시켰다(Figure3C상). 그 결과 HO-1 발현저해 

조건에서는 MBX36에 의한 iNOS 발현 억제 효과가 감소되는 것이 

유의적으로 관찰되었다(Figure3C). 또한 반대로 HO-1의 유도인자인 

sulforaphane을 처리하자 MBX36과 유사하게 HO-1의 유도와 iNOS의 

발현감소 효과가 관찰되었다(Figure3D). 

이러한 결과는 HO-1이 실제로 GPR120 리간드의 항염증 작용을 매

개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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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HO-1 mediates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GPR120 

agosnist 

(A) Time-dependent protein expression of iNOS and HO-1 

after “LPS/IFN-γ(M1)” or “LPS/IFN-γ + MBX36 (M1+MBX36)” 

treatment. MBX36 were pretreated for 30min and then LPS/IFN-γ 

were treated. Each written time implies LPS/IFN-γ treatment time. 

(B) iNOS and HO-1 protein expression after M1+MBX36 

treatment combined with ZnPPIX pretreatment. Cells were 

pretreated with ZnPPIX and MBX36(10 M) for 30 min before 

treated with LPS/IFN-γ(24hr).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

value<0.05, ** p-value<0.01, significant versus LPS/IFN-γ, # p-

value<0.05, ## p-value<0.01. 

(C) iNOS and HO-1 protein expression in condition with HO-1 

expression being inhibited by HO-1 siRNA transfection. J774A.1 

cells were transfected with HO-1 siRNA for 24hr and then treated 

with “M1” or “M1+MBX36” for 24hr. 

(D) iNOS and HO-1 protein expression after M1+MBX36 

treatment combined with sulforaphane pretreatment. Cells were 

pretreated with sulforaphane and MBX36(10 M) for 30 min before 

being treated with LPS/IFN-γ(24h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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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내 젖산 농도 조절을 통한 HO-1의 항염증 효과  

HO-1이 어떻게 항염증 작용을 매개하는지를 알기 위하여, HO-1의 

기능에 대해서 생각해보면 다음과 같다. HO-1이 산소와 헴(heme)의 

반응을 촉매하여 헴을 분해시키면 biliverdin과 철2가이온(Fe2+), 

일산화탄소(CO)가 생성된다. 이 중 biliverdin은 곧바로 biliverdin 

reductase에 의하여 bilirubin으로 환원되는데, 이 bilirubin이 체내에서 

환원제 즉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또한 CO는 in vitro, in vivo 모델에서 

항염증 작용을 매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Bathoorn et al., 2007; 

Sawle et al., 2005; Song et al., 2003), p38 MAPK 경로와 

연관되어있다라는 보고가 있으나 아직까지 정확한 작용기전은 규명되지 

않은 상황이다(Otterbein et al., 2000).  

 최근 대식세포가 어떻게 분화하느냐에 따라 세포가 의존하는 세포내 

에너지 대사가 달라진다는 연구결과가 있다(He and Carter, 2015). 이 

연구에 따르면 대식세포가 염증성(M1)대식세포로 분화할 경우 세포내 

대사를 해당과정에 의존하여 빠른 에너지생성을 통해 병원체 및 

염증상황에 대응하게 되고, 반대로 항염증성(M2) 대식세포로 분화할 

경우 산소 소비를 통한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와 자유 지방산 

산화에 세포내 대사를 의존함으로써 염증의 수복에 필요한 중간 물질과 

에너지를 만들어 낸다고 한다. 뿐만 아니라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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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세포내 에너지 대사 의존도에 따라 세포의 분화과정 자체가 

조절될 수 있다고도 한다(Izquierdo et al., 2015).  

위와 같은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가설을 

세웠다. HO-1의 대사산물인 CO는 미토콘드리아 complexⅣ 

(cytochrome C oxidase)를 억제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CO에 

의해 미토콘드리아의 산화적 인산화 즉, OXPHOS가 감소하고 이에 따라 

보상적으로 증가한 해당과정과 젖산 때문에 항염증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는 가설을 세웠다. 최근 젖산이 단순한 대사 중간 산물이 아닌 

GPR81이라는 수용체를 통해 하위 신호를 유도하는 인자로 작용할 수 

있다라는 보고가 있다.   

먼저 CO가 HO-1의 항염증 작용을 매개하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PS/IFN-γ를 처리하여 M1으로 분화시킨 J774A.1 세포주에 CO를 

발생시키는 화합물인 CORM-2 (Tricarbonyldichlororuthenium(II) 

dimer)를 처리하였다. 그 결과 MBX36을 처리한 군과 유사하게 항염증 

작용이 관찰되었다(Figure4A). 

MBX36 처리에 의하여 실제 세포내 에너지 대사에 변화가 

나타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extracellular flux analysis(XF 

analysis)를 수행하였다. MBX36을 24시간 처리하자 예상했던대로 

OXPHOS의 감소가 관찰되었다(Figure4B좌). CORM-2를 처리한 후 

변화를 확인했을 때에도 일시적으로 OXPHOS의 감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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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되었다(Figure4C). 하지만 MBX36 처리 후 OCR 감소에 따라 

보상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했던 ECAR값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Figure4B우). ECAR값은 해당과정 의존도가 

높아지면서 생성되는 젖산이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반영하는 값이다.  

해당과정이 증가하는지를 직접적으로 확인해보기 위하여, lactate 

assay를 통해 세포내 젖산의 양을 직접 정량하였다. M1, M1+MBX36 

조건에서 세포내 젖산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고, MBX36 

단독 처리에서도 유의미하지는 않았으나 증가 양상을 

보였다(Figure4D). 이는 MBX36처리에 의하여 세포내 해당과정이 

증가한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세포내 젖산 농도와 대식세포 분화가 직접적으로 연관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LDH억제제로 알려진 GSK2837808A를 처리하였다. 

MBX36에 의한 HO-1발현 변화에는 영향을 주지 않으면서, 항염증 

효과(iNOS의 발현감소)는 더욱 강하게 나타났다(Figure4E).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MBX36에 의한 HO-1의 증가가 CO를 

발생시킴으로써 OXPHOS의 감소와 해당과정의 증가를 일으키고, 이에 

따라 증가한 세포내 젖산이 대식세포의 분화과정에 영향을 미친다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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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Antiinflammatory effect of HO-1 via intracellular lactate 

modulation 

(A) iNOS and HO-1 protein expression after M1 or M1+MBX36 

or M1+ CORM2 treatment. Cells were pretreated with CORM2 or 

MBX36(10 M) for 30 min before treated with LPS/IFN-γ(24hr).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value<0.05, ** p-value<0.01, 

significant versus LPS/IFN-γ, # p-value<0.05, ## p-value<0.01 

(B) XFp analysis After 24hr pretreatment of MBX36 (10 M).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cell mito stress kit.  

(C) XFp analysis after treatment of CORM2 (10 M). During 

analysis, CORM2 was treated during analysis and celluar 

metabolism change was detected.  

(D) Quantification of intracellular lactate. Cells were pretreated 

with MBX36 (10 M) for 1hr and then treated with LPS/IFN-γ for 

6hr. Cells were lysed and intracellular lactate was detected.   

(E) iNOS and HO-1 protein expression after M1+MBX36 

treatment combined with GSK23837808A pretreatment. Cells were 

pretreated with GSK23837808A and MBX36(10 M) for 30 min 

before treated with LPS/IFN-γ for 24hr. significant versus control, 

* p-value<0.05, ** p-value<0.01, *** p-value<0.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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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세포내 젖산 수용체: NDRG3  

MBX36에 의해 세포내 젖산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으나 (Figure4D), 

ECAR 값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Figure4B). 이는 세포내에서 

젖산을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의 존재 혹은 젖산을 외부로 방출하는 

시스템의 부재 등을 의미한다. 반면 세포내 젖산 농도변화에 따라 

iNOS발현 변화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기 때문에(Figure4E), 세포내 

젖산이 대식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주고 따라서 세포내 젖산을 인지하는 

시스템의 존재를 시사한다.  

최근 암세포(Warburg효과에 의해 해당과정 의존도가 매우 증가되어 

있음)에서 세포내 젖산을 인지하고 하위 신호를 유도할 수 있는 

NDRG3 라는 인자가 소개되었다(Lee et al., 2015). NDRG3는 

정상상태에서는 PHD2/VHL에 의해 ubiquitination되어 분해되다가, 

세포내 젖산이 증가한 경우 젖산과 결합하여 단백질 안정성이 증가된다. 

안정화된 NDRG3는 하위 Raf-ERK 경로를 통해 저산소 상태에 대한 

암세포의 반응을 유도하게 된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면역세포에서도 NDRG3가 세포내 젖산 

수용체로 작용할 수 있는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M1단독조건과 

M1+MBX조건에서 NDRG3의 안정성에 변화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M1단독 조건에서는 NDRG3이 분해되어 그 양이 점차 감소되었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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젖산이 크게 증가하는 M1+MBX36 조건에서는 NDRG3의 양이 

감소하지 않고 유지되었다(Figure5A). 

 NDRG3의 대식세포 분화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과발현 

벡터를 이용하였다. 야생형 NDRG3를 과발현 시키자 정상상태에 비해 

전체적인 iNOS발현이 감소하였고, PHD2와 결합할 수 없는(즉,분해될 

수 없는) N66D NDRG3를 과발현 시키자 전체적인 iNOS 발현이 모두 

증가하였다(Figure5B).  

위의 결과는 NDRG3가 실제 염증성 대식세포의 형질을 결정하는 인자

로 작용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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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Intracellular lactate receptor: NDRG3 

(A) Time-dependent NDRG3 protein expression after “M1” or 

“M1+MBX36” treatment . 

(B) iNOS and HO-1 protein expression change by wild type 

NDRG3 or N66D NDRG3 overexpression. Plasmids are transfected 

to J774A.1 cells with lipofectamine2000 reagent for 24hr. After 

that, in serum free condition cells were pretreated with MBX36(10 

M) for 1hr and then were treated with LPS/IFN-γfor 24h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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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및 결론 

 

당뇨를 비롯한 많은 성인병이 만성적인 염증상태와 연관이 되어있고, 

염증반응의 촉발 혹은 수복에 핵심적으로 작용하는 대식세포의 분화를 

조절하는 것이 질병 진행/치료에 있어 중요한 타겟이 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대식세포에서 GPR120 리간드의 항염증 작용기전이 

Nrf2-HO-1 경로 및 세포내 대사와 연관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GPR120의 체내에서 소장의 L세포, 폐의 클라라세포, 지방세포, 

대식세포, 혀의 유두세포 등에 다양하게 분포한다 (Miyauchi et al., 

2009). 현재까지 알려진 바에 따르면 GPR120은 소장의 L세포에서 

Gq/11 경로를 통해 세포 내 칼슘의 농도를 높임으로써 GLP-1의 

분비를 촉진하고 (Blad et al., 2012), 지방세포에서 역시 Gq/11 경로를 

통해 지방세포 내로 당의 흡수를 촉진한다. 반면 대식세포에서 

GPR120을 활성화시키면, GPR120-βarrestin2-TAB1 의 상호작용을 

통해 TAK-1의 인산화를 억제함으로써 하위의 NF-κB 신호를 

억제하고, 이를 통해 염증성 대식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GPR120 리간드가 대식세포에서 항염증 작용을 가질 뿐 

아니라, 기존에 알려져 있는 경로와 별개로 Nrf2 경로를 활성화 시켜 

HO-1 등의 항산화 효소계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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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PR120 리간드 뿐 아니라 최근 보고되는 많은 천연물 유래 

플라보노이드와 화합물들이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소계의 발현 증가를 

공통적으로 나타낸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소(HO-1)발현 

사이의 상관관계에 관심을 갖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M1조건(LPS/IFN-)”에 의해 염증성 대식세포로 분화시킬 경우, 

기존보고대로 iNOS 발현이 HO-1의 발현보다 먼저 증가한다. 즉 

염증성 상황에서는 외부 병원균 및 스트레스에 대처하기 위한 iNOS 

발현을 증가시킨 후, 세포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보상적으로 HO-1 

발현을 증가시킨다(Supple figure1). “M1+MBX36”조건에서 역시 발현 

증가 순서는 같다.  

하지만 “M1”과 “M1+MBX36”조건을 비교하여 MBX36의 효과를 

생각했을 때에는 경우가 달라진다. “M1” 조건에 비하여 “M1+MBX36” 

조건에서는 HO-1의 발현은 증가하고 iNOS의 발현은 감소한다. 

경시적으로 비교했을 때, MBX36에 의한 HO-1의 증가 효과가 선행된 

후에야 iNOS의 발현 감소 효과가 나타난다. 또한 HO-1을 유도하는  

sulforaphane에 의해 항염증 효과가 나타났고, HO-1을 siRNA를 

이용하여 발현 저해시키자 MBX36에 의한 항염증 효과가 줄어들었다. 

HO-1 발현 증가가 항염증 작용을 매개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HO-1이 어떻게 항염증 효과를 매개하는지에 대한 하나의 가설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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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세포 내 대사 조절을 살펴보았다. 

세포 내 대사 변화가 세포의 형질에 영향을 준다라는 사실은 

암세포에서의 Warburg 효과로 예전부터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최근 

면역세포의 분화과정에서도 의존하는 세포 내 대사가 다르고, 심지어 

세포 내 대사에 따라서 대식세포의 분화 역시 조절될 수 있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이러한 배경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HO-1의 대사산물이 CO가 

미토콘드리아 기능 억제를 통해 해당과정 의존도를 높이고, 증가한 

젖산이 대식세포의 형질 변화를 조절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웠다.  

CO를 발생시키는 화합물 처리에 의하여 GPR120 리간드와 유사한 

항염증 효과가 나타났고, MBX36 처리에 의해 OXPHOS 

(미토콘드리아에 의한 산화적 인산화)가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MBX36 처리에 의하여 증가한 젖산이 세포 외부로 방출되는 것을 

대변하는 ECAR 값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세포 내 젖산 농도가 

증가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확인하였다. 또한 젖산을 만들어 내는 

효소계에 영향을 주자 항염증 효과가 조절되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세포 내에서 증가한 젖산 농도를 인지하고, 하위 대식세포의 분화에 

영향을 주는 인자의 존재를 의미한다. 

이 세포 내 젖산 수용체로 본 연구에서는 NDRG3라는 인자를 

제시하였다. NDRG3는 최근 암세포에서 증가되어 있는 젖산과 결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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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 혈관신생 및 암세포 성장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보고 되었으며, 면역세포에서의 역할은 알려져 있지 않다. 대식세포 

역시 염증성 상황에서는 저산소 상태에 이르기 쉽고 LPS 자극에 의해 

OXPHOS 감소하는 세포 내 대사의 변화가 일어난다. 즉, 암세포와 

동일하지는 않으나 비슷한 분화조절 시스템을 가질 수 있다.  

“M1조건”에서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조금씩 감소하던 NDRG3가 

“M1+MBX36조건”에서는 농도 일정하게 유지되었다. 증가한 젖산에 

의해 안정화 되었다고 생각할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야생형 NDRG3 

혹은 하위 분해효소와 결합 불가한 N66D NDRG3를 과발현 시킬 경우 

염증성 인자 iNOS의 발현 자체에 영향을 끼쳤다. NDRG3가 대식세포의 

표현형을 결정하는 직접적 인자임을 시사한다.  

야생형과 분해불가한 NDRG3 과발현 군에서 iNOS 발현에 차이가 

있는 것은 좀 더 연구해야 할 부분이다. 하나의 가설로, 저산소 상태의 

반응 뿐 아니라 최근 LPS에 의한 염증성 대식세포 분화에도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알려진 HIF-1과의 상관관계를 생각해볼 수 있다. 

HIF-1와 NDRG3 모두 정상 산소조건에서 활성화되는 PHD2/VHL 

시스템에 의하여 분해된다. 저산소 조건 초기 HIF-1은 그 안정성이 

증가해 타겟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했다가 다시 감소하고, 저산소 조건 

후기 시간에 NDRG3가 서서히 증가한다라는 점을 보면, HIF-1a와 

NDRG3가 분해 시스템에 대해 서로 경쟁적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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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야생형 NDRG3는 분해시스템을 더욱더 유도하고, N66D 

NDRG3는 PHD2 시스템 자체를 하향조절한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하지만 실험적으로 검증되어야 할 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GPR120 작용기전과 별개로 Nrf2/HO-1경로 

활성화-CO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기능저하-OXPHOS감소, 해당과정 

증가-증가한 세포 내 젖산과 NDRG3 결합-하위 iNOS발현 조절의 

새로운 기전을 제시하였다.  

LPS/IFN-g 처리조건에서도 HO-1의 증가 및 OXPHOS의 감소가 

관찰된다. iNOS발현 증가 이후에 일어나는 일련의 반응이며, 이러한 

반응이 GPR120리간드 처리에 의하여 폭발적으로 증폭되는 것이다. 즉, 

대식세포는 병원균과 만났을 초기에는 활성산소종 및 염증반응을 

촉진시켜 면역반응을 일으키나, 이후에 면역반응을 종결시키고 염증을 

수복해야 한다. 음성피드백 조절자로서 위와 같은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많은 항염증 작용 화합물들은 음성 피드백 반응을 촉발 시켜 

항염증 작용을 나타낸다고 생각할 수 있겠다. 

이번 연구 결과는 GPR120 리간드 뿐 아니라 많은 천연물 유래 

화합물들의 항산화/항염증 효과에 적용될 수 있다. 염증 반응의 

조절에서 대식세포의 세포내 대사와 형질 분화와 관련된 이해는 매우 

중요하다. 또한 본 논문에서는 최초로 NDRG3를 대식세포 형질을 

조절할 수 있는 핵심적 인자로 제시하는 바이다.  



40 

 

Ⅴ. 참고 문헌 

Blad, C.C., Tang, C., and Offermanns, S. (2012). G protein -coupled 

receptors for energy metabolites as new therapeutic targets. Nature 

Reviews Drug Discovery 11, 603-619. 

Chen, J.-C., Ho, F.-M., Chao, P.-D.L., Chen, C.-P., Jeng, K.-C.G., Hsu, H.-

B., Lee, S.-T., Wu, W.T., and Lin, W.-W. (2005). Inhibition of iNOS gene 

expression by quercetin is mediated by the inhibition of IκB kinase, nuclear 

factor-kappa B and STAT1, and depends on heme oxygenase-1 induction 

in mouse BV-2 microglia. European journal of pharmacology 521, 9-20. 

Galván-Peña, S., and O’Neill, L.A. (2015). Metabolic reprograming in 

macrophage polarization. M1/M2 Macrophages: The Arginine Fork in the 

Road to Health and Disease 5, 275. 

He, C., and Carter, A.B. (2015). The Metabolic Prospective and Redox 

Regulation of Macrophage Polarization. Journal of clinical & cellular 

immunology 6. 

Hirasawa, A., Tsumaya, K., Awaji, T., Katsuma, S., Adachi, T., Yamada, M., 

Sugimoto, Y., Miyazaki, S., and Tsujimoto, G. (2005). Free fatty acids 

regulate gut incretin glucagon-like peptide-1 secretion through GPR120. 

Nature Medicine 11, 90-94. 

Ishii, T., Itoh, K., Takahashi, S., Sato, H., Yanagawa, T., Katoh, Y., Bannai, 

S., and Yamamoto, M. (2000). Transcription factor Nrf2 coordinately 

regulates a group of oxidative stress-inducible genes in macrophages.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75, 16023-16029. 

Itoh, Y., Kawamata, Y., Harada, M., Kobayashi, M., Fujii, R., Fukusumi, S., 



41 

 

Ogi, K., Hosoya, M., Tanaka, Y., Uejima, H., et al. (2003). Free fatty 

acids regulate insulin secretion from pancreatic β cells through GPR40. 

Nature 422, 173-176. 

Izquierdo, E., Cuevas, V.D., Fernández-Arroyo, S., Riera-Borrull, M., Orta-

Zavalza, E., Joven, J., Rial, E., Corbi, A.L., and Escribese, M.M. (2015). 

Reshaping of human macrophage polarization through modulation of 

glucose catabolic pathways. The Journal of Immunology 195, 2442-2451. 

Kim, B.-C., Choi, J.-W., Hong, H.-Y., Lee, S.-A., Hong, S., Park, E.-H., Kim, 

S.-J., and Lim, C.-J. (2006). Heme oxygenase -1 mediates the anti-

inflammatory effect of mushroom Phellinus linteus in LPS-stimulated 

RAW264. 7 macrophages.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106, 364-371. 

Lee, D.C., Sohn, H.A., Park, Z.-Y., Oh, S., Kang, Y.K., Lee, K.-m., Kang, M., 

Jang, Y.J., Yang, S.-J., and Hong, Y.K. (2015). A lactate -induced 

response to hypoxia. Cell 161, 595-609. 

Lin, H.-Y., Juan, S.-H., Shen, S.-C., Hsu, F.-L., and Chen, Y.-C. (2003). 

Inhibition of lipopolysaccharide-induced nitric oxide production by 

flavonoids in RAW264. 7 macrophages involves heme oxygenase-1. 

Biochemical pharmacology 66, 1821-1832. 

Miyauchi, S., Hirasawa, A., Iga, T., Liu, N., Itsubo, C., Sadakane, K., Hara, 

T., and Tsujimoto, G. (2009). Distribut ion and regulation of protein 

expression of the free fatty acid receptor GPR120. Naunyn-Schmiedeberg's 

archives of pharmacology 379, 427-434. 

Motterlini, R., Foresti, R., Bassi, R., and Green, C.J. (2000). Curcumin, 

an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gent, induces heme oxygenase-1 

and protects endothelial cells against oxidative stress. Free Radical Biology 

and Medicine 28, 1303-1312. 



42 

 

Oh, D.Y., Talukdar, S., Bae, E.J., Imamura, T., Morinaga, H., Fan, W., Li, 

P., Lu, W.J., Watkins, S.M., and Olefsky, J.M. (2010). GPR120 Is an 

Omega-3 Fatty Acid Receptor Mediating Potent Anti-inflammatory and 

Insulin-Sensitizing Effects. Cell 142, 687-698. 

Rushworth, S.A., Chen, X.-L., Mackman, N., Ogborne, R.M., and 

O ’Connell, M.A. (2005). Lipopolysaccharide -induced heme oxygenase-

1 expression in human monocytic cells is mediated via Nrf2 and protein 

kinase C. The Journal of Immunology 175, 4408-4415. 

Rushworth, S.A., MacEwan, D.J., and O'Connell, M.A. (2008). 

Lipopolysaccharide-induced expression of NAD (P) H: quinone 

oxidoreductase 1 and heme oxygenase-1 protects against excessive 

inflammatory responses in human monocyte. The Journal of Immunology 

181, 6730-6737.. 

Tazoe, H., Otomo, Y., Kaji, I., Tanaka, R., Karaki, S.I., and Kuwahara, A. 

(2008). Roles of short -chain fatty acids receptors, GPR41 and GPR43 on 

colonic functions. Journal of Physiology and Pharmacology 59, 251-262. 

Wang, J., Wu, X., Simonavicius, N., Tian, H., and Ling, L. (2006). 

Medium-chain fatty acids as ligands for orphan G protein-coupled receptor 

GPR84. Journal of Biological Chemistry 281, 34457-34464. 

 

 

 

 



43 

 

Abstract 

 

Anti-inflammatory effects of GPR120 

agonists via HO-1 induction and 

intracellular lactate modulation 

Ahee Choi 

College of Pharmacy, Pharmacolog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Recent studies have revealed that 5 GPCRs function as specific 

receptors for free fatty acids. Among them the GPR120, activated by 

long-chain fatty acids, is currently under study as it has been 

reported to mediate an anti-inflammatory effect of omega-3. When a 

ligand activates GPR120 in a  macrophage, GPR120 associates with 

βarrestin2/TAB1 and suppresses TAK-1 phosphorylation, th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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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ulating the NF-κB signal, ultimately inhibiting differentiation into a 

pro-inflammatory macrophage. 

 Meanwhile cells express antioxidant enzymes such as NAD(P)H 

dehydrogenase [quinone] 1(NQO1), Glutamate Cysteine Ligase (GCL), 

Glutathione S-transferase (GST), Heme oxygenase 1 (HO-1) as a 

means of protection from oxidative stress. Nrf2 is a transcription 

factor that controls their expression.  Monocytes/macrophages 

produce ROS very actively for defending against pathogens, having a 

well-developed Nrf2 system. Many natural compounds have been  

reported to increase HO-1 and have anti-inflammatory effects in 

macrophages, so these two effects are considered as a single effect. 

However, the exact correlation and its mechanistic basis between 

increase in HO-1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are unknown. 

 This study confirmed the activation of Nrf2 and increase in HO-1 

expression by GPR120 ligands in a J774A.1 monocyte/macrophage 

cell line. 

Treating the GPR120 ligands to LPS/IFN-γ -primed   pro 

inflammatory macrophages (M1 type) showed concentration 

dependent decrease in iNOS expression, an inflammatory marker 

protein. Also the GPR120 ligands induced increase in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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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location of Nrf2 and  antioxidant response element(ARE) 

reporter activity. I also found concentration-dependent elevation of 

NQO1 and HO-1 expression in GPR120 ligands-treated macrophages.  

 Time-dependent protein expression change of iNOS and HO-1 

showed that an increase of HO-1 expression by the GPR120 ligand 

preceded a decrease of iNOS expression by the GPR120 ligand. In 

other words, HO-1 mediates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GPR120 ligands.  

Recent reports indicate that cell metabolism differs depending on 

cell differentiation status, and glucose metabolism and its metabolites 

such as succinate or lactate may not just transfer energy but also act 

as signal transmitters in cells. 

Referring to these reports, we confirmed the cellular metabolism 

change by GPR120 ligand in macrophages. HO-1 produces carbon 

monoxide, a well-known mitochondrial complex Ⅳ inhibitor. When 

J774A.1 were treated with MBX36 or CORM-2(Carbon monoxide 

releasing molecule2), OXPHOS decreased and glycolysis increased, 

elevating intracellular lactate concentration. However, there was no 

significant change in extracellular acidification rate, suggesting the 

existence of intracellular lactate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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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DRG3, a recently introduced intracellular factor that binds with 

lactate in cancer cells and induces downstream signaling associated 

with growth or angiogenesis in tumor, was stabilized when cells were 

treated with the GPR120 ligand. Overexpression of wild type NDRG3 

in macrophages reduced iNOS expression induced by LPS/IFN-γ. On 

the other hands, overexpression of N66D NDRG3 (not degraded) 

significantly enhances iNOS expression in macrophages. Therefore, 

NDRG3 may act as an intracellular lactate receptor in macrophage and 

regulate the M1 macrophage differentiation.  

 This research proposes a new mechanism that anti-inflammatory 

effects of GPR120 ligands are mediated by HO-1-induces CO 

production. CO increase interferes with mitochondrial OXPHOS and 

stimulates glycolytic lactate production. Lacate-NDRG3 interaction 

may be critical to M1 trasition of macrophages. Further studies are 

required for more definite details. 

keywords: GPR120, Heme oxygenase-1, lacate, NDRG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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