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흰흰흰쥐쥐쥐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이이이토토토)))세세세포포포의의의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배배배양양양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 학학학 과과과

이이이 동동동 현현현



흰흰흰쥐쥐쥐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이이이토토토)))세세세포포포의의의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배배배양양양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지지지도도도 박박박 규규규 상상상 교교교수수수

이이이 논논논문문문을을을 박박박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으으으로로로 제제제출출출함함함

222000000555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의의의 학학학 과과과

이이이 동동동 현현현



이이이동동동현현현의의의 박박박사사사 학학학위위위논논논문문문을을을 인인인준준준함함함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심심심사사사위위위원원원 인인인

연연연세세세대대대학학학교교교 대대대학학학원원원
222000000555년년년 111222월월월 일일일



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부족한 저를 의학도로 선정하시고 생리학을 근간으로 기초의학을 선
택케 하여 뜻 깊은 학문의 길로 인도해주시며 어려운 고비고비마다
극복할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를 주신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드리며 미약하지만 이 논문을 바칩니다.본 논문이 나오기까지 바쁘
신 가운데에도 연구여건을 제공해 주시고 모든 면에서 세심한 지도
를 아끼지 않으신 박규상 교수님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생리
학도로 성장하도록 돌보아 주신 이중우 교수님,공인덕 교수님과 논
문의 내용에 많은 지도와 조언을 주신 고창만 교수님 그리고 간 성
상세포를 연구할 수 있도록 여건을 마련해 주신 백순구 교수님께 진
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본 연구가 완성되기까지 바쁘신 가운데 연
구와 실험 전반에 대한 조언과 많은 도움을 주신 정성우 교수님,생
리학교실 여러 선생님들 그리고 국립보건연구원 유전체센터 선생님
들께 감사를 드립니다.항상 격려해주시고 조언해주시는 담임반 김명
순 교수님과 원주의과대학 교수님들께 또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오늘날의 저를 위해 항상 노심초사하시며 희생과 사랑을 베풀어주신
어머님과 아버님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사랑하는 아내와 나의 영
원한 친구인 두 동생들과 함께 이 작은 결실의 기쁨을 나누고 싶습
니다.이 연구를 바탕으로 보다 진취적이고 근원적인 연구를 할 수
있기를 바라며 새로운 학문에 더욱 힘차게 매진하겠습니다.

2005년 12월
저자 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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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 문문문 요요요 약약약

흰흰흰 쥐쥐쥐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이이이토토토)))세세세포포포의의의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 특특특성성성 및및및
배배배양양양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변변변화화화

간 성상세포는 여러 병적 상황에서 아근섬유세포나 평활근세포와 유사한 형태
로 전환함으로써 만성 간질환에서의 혈관저항 증가 및 간문맥 고혈압 형성에 관여
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최근에는 이 과정에 막전압 의존성 칼슘통로의 발현 증
가가 동반한다고 보고된 바 있으나,막전압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발현 및 그 기능에 관해서는 아직 간 성상세포에서 규명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흰 쥐 간에서 분리된 간 성상세포에서 활성화 과정에 따른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발현 및 기능 변화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
(real-time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및 gramicidin-
perforatedpatchclamp방법 등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분리․배양된 간 성상 세
포들은 desmin,glialfibrillaryacidicprotein(GFAP)및 α-smoothmuscleactin(α
-SMA)등의 면역염색에서 모두 양성을 나타내었으며,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지표
로 알려진 α-SMA와 L-type막전압 의존성 칼슘통로(Cav1.2)의 발현은 3주 배양
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간 성상세포에 발현된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주 아형
은 Kir2.1과 Kir6.1이었으며,sulfonylurea수용체 중에서는 SUR2B가 주로 발현되
어 있었다.대부분의 내향성 포타슘 통로 발현은 배양 1주부터 현저히 감소한 상태
로 유지되었으나,Kir6.1은 감소 후 점차 증가하였다.반면 SUR2B는 분리 이후 증
가된 상태로 유지되었다.Kir2.1과 Kir6.1의 발현 감소는 Westernblotting으로도
확인할 수 있었다.전기 생리적 실험을 통해 전압-전류 관계를 관찰한 결과 간 성
상세포는 크게 내향성 전류가 잘 나타나는 세포군(1형)과 그렇지 않은 세포군(2형)
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내향성 전류는 바륨(100 µM)투여에 의해 억제되었고,세
포 외액의 포타슘 농도 증가(140mM)에 따라 크기 증가 및 역전전압의 변화를 초



래하였다.이러한 변화는 1형 세포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안정막전압을 비
교한 결과 1형 세포(-31.1±2.2mV;n=52)가 2형 세포(-13.0±0.4mV;n=60)에 비해
큰 절대값을 나타내었으며,바륨 민감성 전류의 크기와 막전압의 절대값은 비례 관
계를 보였다(r2=0.75).바륨(1 mM)의 투여는 1형(15.9±1.5 mV;n=16)및 2형
(5.1±0.4mV;n=15)세포에서 막전압의 탈분극을 초래하였다.배양 기간 동안 내향
성 전류 크기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이와 함께 1형 세포에서 안정막전압의 절대
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한편 ATP민감성 포타슘 통로(KATP,Kir6.X)
개방제 pinacidil(200 µM)및 차단제 glibenclamide(10 µM)에 의해 내향성 전류가
증가 및 감소되었으며,그 정도는 세포들 마다 차이가 있었다.이상의 결과들을 통
해 분리 배양된 간 성상세포는 주로 Kir2.1과 Kir6.1로 구성된 내향성 포타슘 통로
를 발현하고 있으며,이들은 간 성상 세포의 안정막전압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
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핵심되는 말 :간 성상세포,내향성 포타슘 통로,전기생리,실시간 역전사 연쇄중
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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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성 간 질환에서 간 성상세포는 비활성 형질로부터 아근섬유세포 또는 평활근
과 유사한 형질로 활성화되어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체조직 등을 생성하거
나 간내 혈관 저항을 증가시킨다.따라서 이 세포는 간 섬유화 및 문맥 고혈압 발
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보고 있다(Blomhoff및 Wake,1991;Friedman,
1993).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기전은 병태생리적인 면에서 흥미로운 것이며,간경
화(livercirrhosis)의 진단과 치료적 중재에 실마리를 제공할 수 있다.최근에는 이
과정에 막전압 의존성 칼슘통로의 발현 증가가 동반되며,이로 인한 세포내 칼슘
증가가 활성화 기전에 관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일반적으로 여러 조직의 세포들
에서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막전압을 결정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며,특히 혈관 평
활근과 같은 근육 세포에서는 수축의 정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담당한다고 보고되
어 왔다.하지만,간 성상세포에 발현된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분자적 실체 및 그
기능에 관해서는 아직 규명된 바 없다.간 성상세포의 내향성 포타슘 통로에 대한
자세한 고찰은 활성화와 관련된 병태 생리적 기전을 이해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
을 것이다.



111...111...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통통통로로로

이온 통로는 지방 이중층을 통과하는 막 단백질이며,단백질 내에 통로를 형성
하여 특정 이온들이 거의 확산에 가까운 속도로 통과 할 수 있다(107

ions/channel/s).이들은 신경세포와 같은 대부분의 흥분성 세포막의 전기적 특성을
결정한다(Hille,2001).포타슘 통로는 쏘듐이나 칼슘 이온보다 포타슘 이온에 선택
적인 공통된 특성을 갖는 이온 통로의 방대한 집단이다(Sansom 등,2002).포타슘
통로는 다음과 같이 크게 네 가지 아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Ashcroft,2000;
Gutman등,2003).(i)각각 6개의 putative막 관통 부위를 갖는 4개의 α-소단위
들로 이루어져 있고,막전압 변화에 의해 활성화되는 전압 의존성 포타슘 통로
(Kv).(ii)세포내의 칼슘 농도의 변화로 활성화 되는 calcium-activated포타슘 통
로(KCa).(iii)4개의 세포막 관통 부위와 2개의 이동 통로를 가진 twoporedomain
포타슘 통로(K2P).(iv)외향보다 내향으로 포타슘 이온의 conductance가 높은 내향
성 포타슘 통로(Kir).각각의 포타슘 통로는 여러 아형들로 구성되어있다.Kv에는
Shaker-related,ether-a-go-gogene(EAG),KCNQ 통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KCa는 BK(maxi),SK,IK,Slo 통로 등으로,K2P는 TWIK,TASK,TREK,
TRAAK,TALK,THIK등의 아형으로 구성되어 있다(Patel및 Honore,2001;
Gutman등,2003).
세포막 이온 전류의 편향성(rectification)은 전압-전류 관계에서 이온 이동의 원

동력(drivingforce)변화에 따른 내향과 외향 전류의 비대칭을 의미하며,대부분의
이온 통로는 어느 정도의 편향성을 보이고 있다(Nichols및 Lopatin,1997).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포타슘 평형전압보다 막전압이 양전압일 때의 외향 전류보다 음전
압일 때의 내향 전류가 더 큰 특성을 보인다.이런 특성은 세포내 양이온,주로 마
그네슘 이온과 polyamine이 막전압의 영향 하에 터널로 들어가 포타슘의 유출을
방해하여 일어난다는 보고가 있다(Doupnik등,1995;Nichols및 Lopatin,1997;
Yamada등,1998).또한 이온통로의 내재된 개폐 기전의 특성에 의해 내향 편향성
이 나타난다는 보고도 있다(Shieh등,1996).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최초로 Katz(1949)에 의해 골격근에서 발견되었다.이 통
로에서 나타나는 내향 편향성은 처음에 delayedrectifier포타슘 통로에서 널리 관
찰되는 외향 편향성과 반대였기 때문에 anomalousrectification이라 명명되어 지기
도 하였다.이후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신경과 같은 흥분성 세포뿐 아니라 비흥분
성 세포 종류에서도 많이 발견되어 졌다(Nakajima등,1988;Brismar및 Collins,
1989;Newman,1993;Doupnik등,1995).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다음과 같은 주요한 생리적 역할을 담당한다(Lu2004).

i)안정막 전압을 포타슘 평형전압 부근으로 이동시킨다.ii)심장과 신경세포의 전
기적 활성을 조절한다.iii)혈중 포도당 농도에 따라 인슐린 분비를 조절한다.iv)
세포의 대사 상태에 따라 막의 흥분성을 조절한다.v)포타슘의 항상성에 관여한다
(Doupnik등,1995;Jan및 Jan,1997a;Nichols및 Lopatin,1997;Yamada등,
1998).생리적 조건에서 이 통로는 세포의 안정막 전압을 유지하게하며,세포의 에
너지 수준 및 신호전달 물질들에 의해 조절되어 세포의 흥분성을 변화시키게 한다
(Nicoll등,1990;Nelson및 Quayle,1995;Wickman및 Clapham,1995).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존재는 반세기 전에 처음 알려졌지만,이 통로의 유전자

클로닝은 비교적 최근에 이루어 졌다(Abraham 등,1999;Gutman등,2003).초파
리에서 Shakerlocus의 클로닝(Papazian등,1987;Tempel등,1988)이후로 전압
의존성 통로의 많은 아형들이 클로닝 되었으나,이와의 유사성을 근거로 한
screening에서 어떠한 내향성 포타슘 통로도 밝혀내지 못했다.첫 번째 새로운 내
향성 포타슘 통로의 클로닝은 1993년에야 이루어 졌으며,이를 통해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주요 구조적 요소들을 규명하였다(Dascal등,1993;Ho등,1993;Kubo등,
1993a).
내향성 포타슘 통로 유전자는 360～500아미노산 정도의 단백질을 암호화한다.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진화의 초기에 발생하였을 것이라는 추측과 일치하게 다른
이온 통로들 보다 더 단순한 구조를 갖는다(Isomoto등,1997;Nichols및 Lopatin,
1997;Hebert,1998).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일반적인 구조는 두개의 막 관통 부위
(M1과 M2)와 잘 보존되어진 통로(P)loop로 되어있다.후자는 H5부위를 포함하
고 있는데,이것은 포타슘 선택성과 관련된 아미노산 서열인 GYG(Gly-Tyr-Gly)



또는 GFG(Gly-Phe-Gly)motif를 가지고 있다(Nichols및 Lopatin,1997;Yamada
등,1998).H5와 M2부위는 C-말단 친수성 부위와 연결되어 있는데 포타슘 투과
에 필수적이다. 기능적인 내향성 포타슘 통로를 형성하기위해서는 동일한
(homomeric)또는 다른(heteromeric)네 개의 통로 구성요소가 서로 결합되어 있
다(MacKinnon,1991;Yang등,1995).Kir1.x,Kir2.x와 Kir6.x는 homotetramer인
반면,Kir3.x는 뇌에서 Kir3.1과 Kir3.2그리고 심장에서 Kir3.1과 Kir3.4로 구성된
heterotetramer로 존재한다.한편 Kir6.x는 조절 구성요소인 sulfonylurea수용체
(SUR)와 상호 결합하여 octameric(4:4)통로를 형성하는 유일한 내향성 포타슘
통로이다(Clement등,1997;Ashcroft및 Gribble,1998).
최근까지 분자적 클로닝으로 적어도 15개의 다른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α-소단

위 유전자를 규명하였다.유전자의 보존된 중심 순서를 비교하여 현재 적어도 Kir1
에서 Kir7로 명명되어진 7개의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소그룹이 있음을 밝혔다.이
들 간에는 ～40%의 아미노산 동일성을 갖고 있으며,소그룹내의 각 아형간에는 ～
60%의 동일성을 갖고 있다(Nichols 및 Lopatin,1997;Reimann 및 Ashcroft,
1999).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아미노산 서열은 C-말단과 N-말단 부위,그리고 M1
과 P부위의 연결 loop에서 다양성을 보이며,선택적인 splicing으로 다양성이 더욱
커지는 것을 관찰하였다(Jan및 Jan,1997b;Coetzee등,1999).뿐만 아니라 내향
성 포타슘 통로는 homomeric또는 heteromerictetramerization과 관련단백질의 결
합 등으로 인해 기능적 다양성이 커짐이 보고되었다(Doupnik등,1995;Isomoto
등,1997;Jan및 Jan1997a;Nichols및 Lopatin,1997).

111...222...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통통통로로로의의의 아아아형형형

Kir1.1(ROMK1)은 약한 내향성 포타슘 통로로 처음으로 클로닝된 내향성 포타
슘 통로이다(Ho등,1993).이 통로는 주로 신장에 발현되어 있으며,신장 뿐 아니
라 뇌조직에서도 포타슘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Kenna등,1994;
Boim 등,1995).단일 통로의 conductance가 35～45pS으로 다른 아형에 비해 비



교적 커서 원위 nephron및 집합관에서 포타슘의 효율적 이동을 가능하게 한다
(Isomoto등,1997).
IRK 통로로 알려져 있는 Kir2.x통로는 안정막 전압의 유지,세포외 포타슘의

완충,심장과 뇌에서 흥분성 조절 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Isomoto등,1997;Jan
및 Jan,1997b;Nichols및 Lopatin,1997).지금까지 네 가지의 Kir2.x아형들이 클
론되었고,모두 강한 내향성을 지닌 포타슘 통로이다.발현되어진 통로들은 각각
다른 단일 통로 conductance(Kir2.1,～20pS;Kir2.2,～35pS;Kir2.3,～10pS;
Kir2.4～15pS)를 나타내며,인산화 및 이차 전령에 대한 민감도에도 차이를 보인
다(Fakler등,1994;Henry등,1996;Topert등,1998).Kir2.x아형들은 일반적으
로 심장과 신경계에 분포해 있다(Kubo등,1993a;Ishii등,1994;Perier등,1994).
Kir2.1(IRK1)은 전뇌,심장,골격근에 주로 발현되어 있으며,Kir2.2(IRK2)는 심근
에서 활동전압의 안정기 형성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고,Kir2.3(IRK3)은 전뇌에
우세하게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다(Isomoto등,1997).
Kir3.x아형(GIRK 통로)은 강한 내향성 포타슘 통로로 G 단백 활성형이고,G

단백 결합 수용체의 전기적 활성에 대한 영향을 매개한다(Dascal등,1993;Kubo
등,1993b;Lesage등,1994).이 통로는 주로 심장,뇌,내분비 조직에 발현되어 있
다(Kubo 등,1993b;Karschin 등,1994;Ferrer등,1995;Yamada 등,1998).
Kir3.1(GIRK1)은 주로 심방에 발현되어있으며(Kubo등,1993b),단일통로가 ～42
pS정도의 conductance를 갖는 강한 내향 편향성 포타슘 통로이다.특히 Kir3.1
(GIRK1)과 Kir3.4(GIRK4)의 상호결합은 수용체에 의해 개폐가 조절되는 대표적인
내향성 포타슘 통로를 형성한다고 알려져 있다(Krapivinsky등,1995).이 통로는
무스카린성 M2수용체와 연결된 G 단백의 βγ-소단위에 의해 활성화되며,미주신
경자극으로 인한 심박동수 감소에 관여한다(Logothetis등,1987;Wickman 등,
1994).또한 이 통로는 A1-아데노신 수용체를 매개로 한 아데노신의 심박동수 감
소 작용에도 관여한다(Kurachi,1995).중추신경계에서 GABA,아세틸콜린,아데노
신,소마토스타틴 및 opioid펩타이드 등에 의한 억제성 작용에 이 통로(GIRK)의
활성화가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다(Abraham 등,1999).
Kir4.x와 Kir5.x는 뇌에서 주로 발견되었다(Bond등,1994;Takumi등,1995).



Kir4.1은 난자에 homomerictetramer로 발현시키면 약한 내향성 포타슘 통로를 형
성하나,Kir5.1은 통로를 형성하지 못한다(Bond등,1994).Pessia등(1996)은 이 두
개의 구성인자(Kir4와 5)가 특히 4-5-4-5배열의 tandem tetramer로 조합되어 포
타슘 이동 통로로 기능한다고 하였다.Kir4는 신장 원위관 상피의 기저측면 막에
위치하고 있어 Na-K pump에 포타슘을 공급하는데 관여하며,뇌에서는 주로 신경
교세포에 발현되어 포타슘의 농도조절에 관여한다고 보고되었다(Hibino등,1997;
Horio등,1997).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Kir5.1은 단독으로 기능적인 내향성 포
타슘 통로를 형성하지 못하고 다른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구성인자와 함께 결합되
어 내향성 포타슘 통로를 이룬다(Nichols및 Lopatin,1997).하지만 아직 Kir4와
Kir5통로의 생리적 역할은 충분히 밝혀지지 않았다(Reimann및 Ashcroft,1999).
Kir6.x인 ATP 민감성 포타슘 통로(KATP)는 세포내 뉴클레오타이드에 의해서

조절되며,세포의 대사와 전기적 활성간의 연결을 가능케 해준다(Terzic등,1994;
Ashcroft및 Gribble,1998).전형적인 내향성 포타슘 통로와 다르게 KATP는 약한
편향성을 보여 양의 막전압에서도 상당한 외향 전류를 흐르게 한다(Noma,1983;
Nichols및 Lederer,1991).KATP는 주로 근육 세포,뇌,췌장 β 세포 등에 존재하
며,인슐린 분비 조절,심장과 뇌 허혈에 대한 반응,혈관 평활근 긴장도 조절에 중
요하다.이중 Kir6.1은 여러 종류의 세포에 편재되어 있고,Kir6.2는 췌장의 내분비
선 세포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Inagaki등,1995a;Inagaki등,1995b).Kir6.1과
Kir6.2는 ATP binding cassette단백질인 sulfonylurea수용체(SUR)와 결합되어
있다(Aguilar-Bryan 등,1995;Inagaki등,1995a;Inagaki등,1995b).SUR1은
Kir6.2와 함께 췌장 β 세포의 KATP를 형성하여 혈당 변화에 따른 인슐린 분비 조
절에 관여한다(Inagaki등,1995a;Clement등,1997;Ashcroft및 Gribble,1998;
Seino,1999).SUR2A와 Kir6.2는 심장의 KATP 통로를 형성하며(Lorenz및 Terzic,
1999),이것은 허혈성 심근에서 활동전압의 단축을 초래하여 허혈-재관류 손상에
대한 저항을 갖게 한다(Terzic등,1995;Jovanovic등,1998).SUR2B는 Kir6.1또
는 Kir6.2와 연합하여 혈관 KATP 통로를 형성한다(Isomoto등,1996;Yamada등,
1997).한편 KATP 통로는 신경호르몬(Spanswick 등,1997),경구용 혈당강하제
(Brady및 Terzic,1998),혈관 이완제(Edwards및 Weston,1997)등의 작용 대상



으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
Kir7.1은 마지막으로 내향성 포타슘 통로에 추가되었으며,뇌에 폭 넓게 발현되

어 있고,신장,장,전립선,고환,폐 등에도 존재한다(Krapivinsky등,1998).이 통
로는 신경세포와 상피세포에서 안정 막전압 형성에 기여하며,상피에서의 포타슘
수송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보인다(Doring등,1998;Krapivinsky등,1998).

111...333...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

간 조직은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먼저 간 실질인 간세포
(hepatocyte)는 간 부피의 80% 이상 그리고 무게의 60% 이상을 차지한다.또한 간
포식세포인 Kupffer세포(Kupffer,1876)와 동양혈관(sinusoid)의 내피세포들이 있
다.그리고 중간엽(mesenchyme)기원으로 혈관주변의 비실질 조직 세포인 간 성
상세포(혹은 이토세포)가 있다.이 세포는 간세포와 내피세포 사이의 Disse공간에
위치해 있으며,한 면은 간세포,다른 면은 내피세포와 밀접한 결합을 하고 있다
(Ramadori및 Saile,2002;Sato등,2003).간 성상세포는 간의 총 세포 수 중 약
15%를 차지하며,비타민 A(retinoids)를 포함한 지방(fat)을 저장하는 세포이기도
하다(Li및 Friedman,2001).이 세포는 이토세포,비타민 A 저장세포,지방세포 혹
은 지방저장세포 등으로도 명명되어 왔다.Ito및 Nemoto(1952)는 지방을 저장하고
Kupffer 세포와는 분별되는 이 세포를 이토(Ito) 세포로 기술 하였으며,
Bronfenmajer(1966)는 지방세포로,Wake(1971)는 비타민 A 저장세포로 규명하는
등 동일한 세포에 여러 가지 이름이 붙여지게 되었다.최근에는 별 모양인 세포 형
태에 따라 간 성상세포(hepaticstellatecell)로 명명함으로써 혼란을 피하도록 하였
다.
간 성상세포는 간세포 두 개의 길이에 해당하는 크기이며,비타민 A를 함유한

커다란 지방 과립이 있다.deLeeuw 등(1984)은 처음으로 이러한 물리적 특성의
장점을 이용하여 쥐의 간 성상세포의 분리,정제,배양에 대한 방법을 발표하였다.
간을 pronase와 collagenase로 관류시켜 분리한 후 추가의 원심분리방법으로 간 성



상세포가 풍부한 세포층을 얻을 수 있었으나,최종적으로 얻는 세포의 양(1×106

cells/gliver)은 많지 않았다(Takase등,1988;Friedman등,1989).
간 성상세포의 위치와 분지된 긴 세포질 돌기는 이웃하는 다른 종류의 세포와

신호를 주고받는데 유리하다.간 성상세포는 옆가지를 통해 내피세포와 직접 접촉
하고 있으며 세포질 돌기에서 뻗어 나온 미세한 바늘돌기로 간세포들과 상호 영향
을 미치고 있다(Wake,1989;Pinzani,1995).해부학적 위치와 특성의 유사점 때문
에 간 성상세포는 혈관주위세포(pericyte)로도 분류하고 있다.혈관주위세포는 소동
맥,소정맥 특히 모세혈관과 같은 미세혈관에서 발견되며,긴 돌기로 혈관 외부를
감싸서 잘 조직된 그물세공을 구성한다(Hirschi및 D'Amore,1996;Rucker등,
2000).이 세포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첫째,수축력을 변화시켜
미세혈관 수준에서 국소 혈류 즉 모세혈관 혈류량을 조절하며,둘째,탐식 작용을
하며,셋째,다능한 중간엽(mesenchyme)세포 또는 혈관 평활근 세포의 전구체로
새로운 혈관 생성(angiogenesis)에 관여한다(Shepro및 Morel,1993;Hirschi및
D'Amore,1996).
간 성상세포의 생리적 기능이라고 알려진 것을 살펴보면,첫째,비타민 A의 저

장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Wake,1980;Blaner등,1985;Blomhoff및
Wake, 1991), 둘째, 세포외 기질(extracellular matrix)의 구성물질과 matrix
metalloproteinase(MMP)를 생성하여 세포외 기질의 재조직에 관여한다.특히 이것
은 간 질환에 대한 섬유화(fibrosis)반응과 관련되어 있는데,간 성상세포에서 만
들어지는 세포외 기질 구성물질은 I,III,IV,VI형 collagen,fibronectin,laminin,
proteoglycan 등이 알려져 있다(Clement등,1984;Milani등,1989;Friedman,
1990;Loreal등,1993;Pinzani,1995;Hautekeete및 Geerts,1997;Senoo 등,
1998).셋째,성장인자와 싸이토카인을 생성하며(Friedman,1990;Geerts등,1994),
넷째, 다른 혈관주위세포들처럼 endothelin, angiotensin, thromboxane,
prostaglandin등에 반응하여 혈관을 수축 혹은 이완시킴으로서 간 조직의 모세 혈
류량을 조절한다(Blomhoff및 Wake,1991;Kawada등,1993;Geerts등,1994;
Pinzani,1995;Hautekeete및 Geerts,1997).간 성상세포가 혈관수축물질에 반응하
여 세포내 칼슘이온의 농도 증가가 동반된다는 연구 결과들이나(Pinzani등,1992;



Kawada등,1993),actin과 myosin같은 수축성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다는 보고들
이 이러한 역할에 대한 증거라 할 수 있다(Yokoi등,1984).간 성상세포는 actin
외에도 glialfibrillaryacidicprotein(GFAP),vimentin,desmin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intermediatefilament들을 발현하고 있고,활성화 과정 동안 이들의 발현이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Burt등,1986;Neubauer등,1996;Niki등,1996;Niki
등,1999).이러한 변화와 함께 간 성상세포는 간 조직의 재생과 발생,간 섬유화의
진행,간의 치유동안 염증세포의 유도,암 세포의 침입 등의 과정에 관여한다고 보
고되었다(Clement등,1984;Milani등,1989;Loreal등,1993;Knittel등,1999;
Friedman,2000).
같은 조직 내에서도 혈관주위세포들의 특성에는 차이가 있다.예를 들어 모세혈

관의 정맥쪽 혈관주위세포들은 동맥쪽에 비해 수가 더 많고 돌기도 더 풍부하여
내피세포와의 접촉도 더 많은 경향이 있다(Simionescu 등,1975;Hirschi및
D'Amore,1996;Rucker등,2000;Sims,2000).간 성상세포도 간엽내의 위치에 따
라 여러 가지 특성들의 차이가 있다(Ballardini등,1988;Blomhoff및 Wake,1991;
Greenwel등,1993;Wake및 Sato,1993;Ballardini등,1994;Zou 등,1998;
Higashi및 Senoo,2003).예를 들면 간엽내 부위에 따라 간 성상세포는 모양,크
기,비타민 A 지방 과립,분지된 돌기,desmin면역염색정도에 있어서 서로 다른
특성을 나타낸다고 보고된 바 있다(Pinzani,1995;Zou등,1998).간 성상세포의 간
엽내 이질성(heterogeneity)에 전기생리적 특성의 차이도 포함될 것이라 추측되나
아직 이에 관한 연구는 없었다.각막,폐,관상동맥 등에 분포한 혈관주위세포의 전
기생리적 특성을 규명하는 연구가 시도된 바 있으나,결과적으로 세포마다의 다양
성을 나타내기에는 충분치 않았다(Sakagami등,1999;vonBeckerath등,2000;
Zhang등,2002).

111...444...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진행된 만성 간 질환(chronicliverdisease)에서 발견되는 간 내 혈관 저항의



증가에 간 성상세포가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많은 연구자들이 제안하였다
(Gressner,1996;Rockey,1997).간 성상세포는 간 독성,염증,손상이 있을 때나
(McGee및 Patrick,1972;Minato등,1983;Ogawa등,1986;Rockey등,1993),
생체 밖에서 장기간 일차 배양을 하였을 때(Friedman등,1989;Geerts등,1989;
Ramadori등,1990;Friedman 등,1992;Kawada 등,1992;Rockey 등,1992;
Senoo및 Hata,1994),‘활성화’라고 불리는 특성의 변화를 나타낸다.간 성상세포
에서의 활성화는 형질과 기능의 변화를 의미하며,비활성(quiescent)저장성 세포에
서 아근섬유세포(myofibroblast)유사형질의 증식성 세포로의 전환을 기술하는 용
어이다(Ramadori등,1990;Pinzani,1995;Gressner,1996;Hautekeete및 Geerts,
1997;Friedman,2000).
정상 간 조직에서 보이는 비활성 간 성상세포의 특성은 세포내 retinylesters를

포함하는 지방 과립,미세한 가지가 있는 긴 세포질 돌기와 GFAP(glialfibrillary
acidicprotein)의 발현 등이다.반면 활성화된 상태에서는 지방 과립과 긴 돌기들
을 잃어버리고 아근섬유세포 유사 형질을 나타내며 아래와 같은 여러 변화된 특성
들을 보인다(Matsuoka 및 Tsukamoto,1990;Bachem 등,1992;Friedman 등,
1993;Tsukamoto등,1996).첫째,α-smoothmuscleactin(α -SMA)와 같은 수축
성 세포골격 단백질 발현의 상당한 증가(Ogawa등,1986;Ramadori등,1990;
Rockey등,1992;Kawada등,1993;Rockey등,1993;Ramm 등,1995),둘째,세
포외 기질의 의미있는 증가(Ogawa등,1986;Friedman등,1989;Friedman등,
1992;Senoo및 Hata,1994;Ramm 등,1995),셋째,정상적인 별 모양을 잃어버리
며 세포 크기가 증가,넷째,두드러진 증식력 증가(Ogawa등,1986;Friedman등,
1989;Friedman등,1992;Senoo및 Hata,1994),다섯째,세포내 비타민 A를 포함
하는 지방 과립 크기의 감소(Friedman등,1992,Ramm 등,1995),여섯째,ferritin
수용체의 발현 증가(Ramm 등,1995),그 외 세포의 전체적인 단백질 합성 증가
(Ballardini등,1988;Rockey등,1992;Pinzani,1995)등을 들 수 있다.미세구조적
으로는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핵이 더 길고,조면 소포체(roughendoplasmic
reticulum)와 골지체가 잘 발달되었으며,세포질 미소섬유(microfilament)는 더 밀
집되어 보인다(Minato등,1983;Horn등,1986;Wanless등,1996).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중요한 지표 중 하나는 평활근 분화에 전형적인 actin
isoform인 α-SMA의 발현이다(Skalli등,1986;Ramadori등,1990;Kawada등,
1992;Rockey등,1992;Kawada등,1993;Rockey등,1993).간 성상세포 활성화
의 생체외 및 생체내 모델 연구들은 일관되게 α-SMA나 myosin과 같은 세포 골
격 및 수축에 필수적인 단백질들의 발현이 활성화과정에 따라 증가된다고 보고해
왔다(Ballardini등,1988;Rockey등,1992).이로 인해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는 잘
발달된 세포골격의 스트레스 섬유를 가지게 된다.한편 손상으로 인한 만성 간 질
환에서도 역시 α-SMA 유전자 발현 증가가 보고되어 왔는데,이는 간 성상세포
활성화 과정이 간 질환의 병리 기전에도 기여할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할 수 있겠
다.
세포내 칼슘농도를 측정한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 될수록

혈관수축인자나 탈분극자극에 대한 반응의 민감도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Reinehr등,1998).일반적으로 골격근,심장근,평활근과 같은 대부분의 수축성 세
포들은 L-type전압의존성 칼슘 통로를 발현하여 칼슘유입의 주요한 통로로 사용
하고 있다.비활성화 상태의 간 성상세포는 이를 발현하지 않으나(McDonald등,
1994),흥미롭게도 배양 7～10일 경부터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됨에 따라 점차 발현
이 증가한다고 보고되었다(Bataller등,2001).따라서 활성화가 진행될수록 여러
효현제에 의한 세포내 칼슘농도 변화의 민감도가 증가하는 현상은 L-type칼슘 통
로의 발현 증가로 인한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Goto등,1989;Bataller등,1998;
Roth-Eichhorn등,1999).간 성상세포의 해부학적 위치 때문에 활성화된 세포들의
수축은 간 혈류에 대한 저항을 증가시키며,따라서 진행된 만성 간질환에서 문맥고
혈압의 병태생리적 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 추측하고 있다(Zhang 등,
1994;Rockey,1997).
분리 후에 보통의 폴리스티렌 배양 용기에 배양하는 자체로도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되어 아근섬유세포 유사형질로 변화하며,증식속도가 증가하고,세포외기질
의 다량의 분비가 일어난다고 알려져 있다.이는 간 손상 또는 간 조직 염증 후에
일어나는 생체내 활성화 과정과 형태적,기능적 변화가 매우 흡사하다.이러한 근
거로 인해 배양을 통한 생체외 활성화 방법이 간 질환과 관련된 간 성상세포의 역



할을 연구하는 적절한 모델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또한 활성화 단계의 순차적 변
화는 조직 손상의 시기별 차이를 반영할 수 있으므로,이러한 모델은 간 성상세포
들의 기능적 역할을 단계별로 연구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기도 하다.

111...555...전전전기기기생생생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혈관주변세포 및 평활근세포 내의 칼슘농도 증가는 혈관 긴장도 및 혈류 저항
의 정도를 결정한다.특히 이 세포들에서는 막전압 변화로 인한 전압의존성 칼슘
유입이 수축력 조절에 매우 중요하다(Nelson등,1990;Zhang등,2002).뿐만 아니
라 막전압의 변화는 세포내 칼슘 저장소로부터의 유리에도 영향을 미친다
(Ganitkevich및 Isenberg,1993).간 성상세포의 형질전환에서 세포내 칼슘농도의
변화가 관여하는 분자적 기전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이 세포의 막전압
변화에 관여하는 이온 통로들의 규명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혈관 평활근에서의
기존 연구들은 막전압이 다양한 포타슘 통로의 개폐에 의해 조절된다고 밝혔으며,
이를 통해 포타슘 통로가 혈관 수축정도에 중요한 결정인자라는 생리적 중요성을
제시하였다(Nelson및 Quayle,1995).그러나 간 성상세포에서는 막전압 조절과 관
련된 이온 통로들의 역할에 관한 연구들이 미비한 실정이다(Pinzani등,1992;
Kawada등,1993).일부 전기 생리적 연구 결과들은 내향성 포타슘 통로,전압의
존성 포타슘 통로,hemigap-junction통로,endothelin-1과 nitricoxide로 조절되
는 칼슘활성 포타슘 통로,그리고 L-type칼슘 통로 등이 발현되어 있다는 전기생
리적 개요만을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Kashiwagi등,1997;Bataller등,2001;
Gasull등,2001).



111...666...목목목적적적

기존의 연구들은 쥐의 간 성상세포에서 부분적으로 내향성 포타슘 전류를 규명
하고 특성화하였다(Kashiwagi등,1997;Lee등,2004).하지만 이 연구들은 일반적
인 전기 생리적 특성에 주안점을 둔 것이고,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분자적 구조 및
발현에 관해서는 밝혀진 바 없다.뿐만 아니라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세포간 차이
라든지,활성화에 동반된 발현 및 기능의 변화에 대해서도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흰쥐로부터 분리․배양된 간 성상세포에서 여러 아형의 내
향성 포타슘 통로간 발현 양을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 (real-timereverse
trenscription-polymerasechainreaction,RT-PCR)으로 비교하여 주된 기능적 통
로의 분자적 실체를 규명하고자 하였다.그리고 세포 간 또는 활성화 과정에 따른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발현 양상 및 기능 변화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 및
patchclamp방법으로 확인하여,활성화 과정동안의 분자생물학적 및 전기생리적
특성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다.



제제제22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재재재료료료

Fetalbovineserum,DMEM,Hank'sbalancedsaltsolution과 항균-항진균제
는 GIBCO BRL Life Technologies(Grand Island,NY,USA)에서 구입하였다.
Nycodenz, barium chloride, glibenclamide, gramicidin, desmin과 α-SMA의
monoclonalimmunohistologykits는 SigmaChemicalCo.(St.Louis,MO,U.S.A.)
에서 구입하였다. Pronase, collagenase와 DNase I은 Roche Diagnostics
GmbH(Mannheim,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Anti-rabbit GFAP 항체와
EnVision+ system/horse raddish peroxidase(HRP) kit는 Dakocytomation
(Glostrup,Denmark)에서 구입하였다.RNeasyMiniKit는 Qiagen(Valencia,CA,
USA)에서,SYBR Green PCR Mastermix는 Applied Biosystems(Foster,CA,
USA)에서,oligonucleotideprimer는 Bioneer(Daejeon,Korea)에서 각각 구입하였
다.

222...222...쥐쥐쥐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일일일차차차 배배배양양양

간 성상세포는 수컷 SpragueDawley rat(150～250g)에서 분리하였다.쥐는
ketamine5mg/100g으로 복강내 마취하였고 복부는 중앙 절개로 개복하였으며
이어 측면의 혈관을 피하여 좌우로 횡 절개를 실시하였다.장관은 왼쪽으로 위치시
키고 간,간문맥,우신장과 하대정맥을 노출시켰다.하대정맥과 간문맥을 분리하고
헤파린 500USPunit를 i.v로 투여했다.복부하대정맥을 신장정맥위에서 묶은 후
폴리에틸렌 카테터를 간문맥에 삽입하고 묶어서 고정하였다.간문맥으로 0.9%
saline20ml를 빠르게 주입하였다.간 성상세포는 insitucollagenase/pronase관
류 방법과 1회 nycodenzgradient원심분리를 이용한 방법에 준하여 분리하였다



(Schafer등,1987;Bedossa등,1994).그 방법을 간략히 기술하면,쥐의 간을
0.02% pronase와 0.015% collagenaseB가 포함된 37℃ Hank완충액(조성,mM
137NaCl,5.4KCl,0.44KH2PO4,3.38Na2HPO4,3.7NaHCO3,1gglucose)으로
관류하였다.이어 간을 빠르게 적출하여 접시로 옮기고 잘게 잘라서 grinderset로
갈았다.그리고 0.02% pronase가 포함된 Hank완충액으로 20분간 shakingwater
bath에서 다시 처리하였다.부유물은 나일론 거즈로 여과하고,여과물은 450×g로
10분간 4℃에서 원심분리하였다.Hank완충액으로 몇 번 세척한 후 세포는 0.3%
bovineserum albumin과 28.7% Nycodenz가 포함된 Hank완충액으로 잘 섞었다.
0.3% bovineserum albumin이 포함된 Hank완충액을 그 위에 위치시켜 1000×g,
4℃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낮은 비중의 특성으로 인해 떠있는 세포층에서 간 성
상세포를 분리하였다. 이를 혈청이 없는 DMEM으로 세척하고, 10%(v/v)
heat-inactivatedfetalbovineserum과 penicillinG(100IU/ml),streptomycin(100
mg/ml),amphotericinB(0.25mg/ml)로 구성된 1%(v/v)항균-항진균제가 포함된
DMEM에서 유지 배양했다.배양은 5% CO2,95% air,37℃ 상태의 항온 항습기에
서 이루어졌다.세포를 배양접시에 넣은 후 배양배지는 24시간 후에 갈아준 후 매
3일 마다 갈아주었다.간 성상세포의 순수성은 배양한지 24～48시간 후에 광학현
미경으로 모양과 desmin,GFAP의 면역세포염색으로 확인하였는데,보통 95%이상
양성으로 나타났다.또한 일주일 후에 α-SMA 면역세포염색을 실시하여 간 성상
세포의 활성화를 확인하였다.

222...333...면면면역역역세세세포포포염염염색색색

Coverslip에 배양한 간 성상세포를 PBS(phosphatebufferedsaline,조성,mM
137 NaCl,2.7 KCl,10 Na2HPO4,2 KH2PO4)에 2회 세척하고 4% paraform
-aldehyde에 넣어서 30분간 고정하였다.그리고 PBS에 10분간 행군 후에 염색을
시행하였다.α-SMA와 desmin면역세포염색은 monoclonalimmuno-histologykit
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3% hydrogenperoxide와 정상 goatserum으로 blocking



한 후 표본을 mousemonoclonalprimaryantibody로 상온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
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goat anti-mouse immunoglobulin)와 avidin-
conjugatedperoxidase를 처치한 후 3-amino-9-ethylcarbazole(AEC)chromogen
을 발색제로 사용하였다.이어 PBS로 3회 세척한 후 표본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GFAP의 면역염색은 EnVision+system/horseraddishperoxidase(HRP)
ki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내재성 peroxidase활성을 blocking한 후 GFAP에 대
한 polyclonalrabbitprimaryantibody를 처리하고 peroxidaselabelledpolymer가
결합된 goat anti-rabbit immunoglobulin을 처리하였다. 그 후 3,3'-
diaminobenzidine(DAB+)substrate-chromogen을 발색제로 이용하였다.

222...444...전전전체체체 RRRNNNAAA의의의 분분분리리리 및및및 정정정량량량적적적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
반반반응응응 분분분석석석

배양한 간 성상세포에서 배양시기를 달리하여,즉 1일,1주,2주,3주일에 세포
의 전체 RNA를 분리하고 정제하였다.RNeasyminikit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
하였고 사용 전까지 -80℃에 보관하였다.세포의 분화 상태에 따라 6×106세포에서
추출된 전체 RNA의 양은 10～30µg으로 다양하였다.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mRNA 발현을 정량화하기 위해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

반응을 시행하였다.전체 RNA 2 µg을 random hexamer(Takara,Kyoto,Japan)와
함께 역전사효소(Promega, Madison, WI, USA)로 역전사하여 상보적
DNA(cDNA)를 만들었다.반응 혼합물은 42℃에서 1시간 동안 유지한 후 5분간
94℃로 유지함으로서 역전사효소를 비활성화 하였다.GAPDH,β-actin,18srRNA,
28srRNA,α-SMA,Cav1.2,Kir통로와 SUR에 대한 oligonucleotideprimer는
GenBankdatabase의 ratsequence를 바탕으로 PrimerExpresssoftware(Applied
Biosystems,Foster,CA,USA)를 이용하여 디자인하였다(Table1).샘플의 최적
증폭을 수행하여 primer효능을 관찰하였고,합성한 cDNA의 순차적 희석으로 상
대적 비율의 변화를 확인하였다.증폭을 위해서 10ng의 전체 RNA로 만들어진 2



µl의 DNA, 300 nM의 각각의 primer와 1X SYBR Green PCR Master
mix(Applied Biosystems)로 이루어진 10 µl반응용액을 ABIPRISM 7900HT
SequenceDetectionSystem(AppliedBiosystems)을 이용하여 제작자의 프로토콜
에 따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증폭 프로그램은 AmpliTaq
Gold의 활성화를 위한 95℃ 10분과 95℃ 15초(denaturation)/60℃ 1분(annealing
과 extension)으로 구성된 45회 two-stepPCR을 이용하였다.증폭 후에 melting
curve분석을 시행하였다.cDNA 주형이 없는 negativecontrol도 매 실험마다 동
시에 시행하였다.각각의 cDNA 샘플의 PCR은 triplicate로 하였다.House-keeping
gene으로 알려진 GAPDH는 RNA 부과 또는 증폭반응의 효능의 잠재적인 차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endogenouscontrol로 사용하였다.RNA 분리 중 DNA 특히
genomicDNA의 오염이 없다는 것은 cDNA 합성방응에서 불활성화된 역전사효소
를 사용한 샘플에서 PCR 결과물의 유․무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실험결과는
GAPDH를 reference로 하여 2-ΔΔCT 공식을 적용하여 상대적 비의 변화로 표현하였
다(Livak및 Schmittgen,2001).



Channel/Gene
accession Direction Sequence Position

KKKiiirrr111...111
NNNMMM___000111777000222333

Forward 5'-GGAATCCACCAGTGCAACCT -3' 1052-1071

Reverse 5'-AAACGGTAGCCCCAAAGCA -3' 1123-1105

KKKiiirrr222...111
NNNMMM___000111777222999666

Forward 5'-GTGCAGGAGCCGCTTTGT -3' 126-143

Reverse 5'-GTCCTTTCTCTCCCACGTTGAT -3' 196-175

KKKiiirrr222...222
NNNMMM___000555333999888111

Forward 5'-CAGCCCACTGTTTGGCATTA -3' 894-913

Reverse 5'-ACCATGCCTTCCAGGATGAC-3' 971-952

KKKiiirrr222...333
NNNMMM___000555333888777000

Forward 5'-CTCCAAAGAGGAGACAGGCATT -3' 1581-1602

Reverse 5'-CTTGCATGCGCTCCAGATC-3' 1651-1633

KKKiiirrr222...444
NNNMMM___111777000777111888

Forward 5'-AGGATGTGGATGTTGGTTTTGAC-3' 1317-1339

Reverse 5'-GTCAATCTCATGCACAATGGTAATG-3' 1396-1372

KKKiiirrr333...111
NNNMMM___000333111666111000

Forward 5'-CGTACAGTGTGAAAGAGCAGGAA -3' 1076-1098

Reverse 5'-GTTGGTTATGGCTGGTGCTATTAAA-3' 1146-1122

KKKiiirrr333...222
NNNMMM___000111333111999222

Forward 5'-GGACAAGTGCCCAGAAGGAA -3' 700-719

Reverse 5'-CATGAAGGCGTTGACAATGG-3' 772-753

KKKiiirrr333...333
NNNMMM___000555333888333444

Forward5'-TTCTATGAGGTGGACTACGCTAGCT -3'1191-1215

Reverse 5'-TTCCCGAGCACTGCATGAG-3' 1262-1244

KKKiiirrr333...444
NNNMMM___000111777222999777

Forward 5'-TCACCTCCCAGGACCACAAG-3' 226-245

Reverse 5'-AGTGCGGTCTGTGGCAATG-3' 296-278

KKKiiirrr444...111
NNNMMM___000333111666000222

Forward 5'-ACGGGAAGCTTTGCCTCAT -3' 695-713

Reverse 5'-TGTCACCTGGCACCCAATG-3' 765-747

KKKiiirrr444...222
NNNMMM___111333333333222111

Forward 5'-AGCGAGCCGAGACCATTAAG-3' 728-747

Reverse 5'-GACCAGGCATAGCTTCCCATT -3' 798-778

KKKiiirrr555...111
NNNMMM___000555333333111444

Forward 5'-ACTGGAAGGACCAACAGCTCAA -3' 1077-1098

Reverse 5'-GGTGTCCGAGGTGCAGGAT -3' 1147-1129



Channel/Gene
accession Direction Sequence Position

KKKiiirrr666...111
NNNMMM___000111777000999999

Forward 5'-GGCTGCTCTTCGCTATCATGT -3' 410-430
Reverse 5'-CCTTTCTCCATGTAAGCATAGATGTC-3' 482-457

KKKiiirrr666...222
NNNMMM___000333111333555888

Forward 5'-TACAGAGCCCAGGTACCGTACTC-3' 299-321
Reverse 5'-CGACGTTGCAGTTGCCTTT -3' 369-351

KKKiiirrr777...111
NNNMMM___000555333666000888

Forward 5'-TTCAAATGGATGGTGCTCAAAG-3' 211-232
Reverse 5'-CAGCGCATGTCCATTAGGATT -3' 283-263

ββββ---aaaccctttiiinnn
NNNMMM___000333111111444444

Forward 5'-CTTCAACACCCCAGCCATGT -3' 459-478
Reverse 5'-CAGTGGTACGACCAGAGGCATA -3' 529-508

GGGAAAPPPDDDHHH
NNNMMM___000111777000000888

Forward 5'-TGCCAAGTATGATGACATCAAGAAG-3'1599-1623
Reverse 5'-TAGCCCAGGATGCCCTTTAGT -3' 1670-1650

111888sssrrrRRRNNNAAA
XXX000111111111777

Forward 5'-AAGTCCCTGCCCTTTGTACACA -3' 1683-1704
Reverse 5'-CGATCCGAGGGCCTCACTA -3' 1753-1735

222888sssrrrRRRNNNAAA
VVV000111222777000

Forward 5'-AAAGAAGACCCTGTTGAGCTTGA -3' 7487-7509
Reverse 5'-CCCACTTATTCTACACCTCTCATGTC-3'7557-7532

α---SSSMMMAAA
XXX000666888000111

Forward 5'-GCAGAGCAAGAGAGGGATCCT -3' 222-242
Reverse 5'-CATGTCGTCCCAGTTGGTGAT -3' 294-274

CCCaaavvv111...222(((aaa111ccc)))
NNNMMM___000111222555111777

Forward 5'-GACCCGTAGGAGCACGTTTG-3' 2327-2346
Reverse 5'-CCTCCCCGGTCAGGATCT -3' 2397-2380

SSSUUURRR111
XXX999777222777999

Forward 5'-TACCAGCACACCAATGTTGTCTT -3' 2533-2555
Reverse 5'-TGCATTAGGTGGTCACTCAGATG-3' 2609-2587

SSSUUURRR222AAA
DDD888333555999888

Forward 5'-AGCTCACCGTGTCTCCTCTATTATG-3' 4767-4791
Reverse 5'-ACTCCACTAAAATACCCTCAGAAAAGA-3'4837-4811

SSSUUURRR222BBB
AAAFFF000888777888333888

Forward 5'-CTCATCGGGTTCACACCATTC-3' 4769-4789
Reverse 5'-TGGGCCAAGAGGCTTTCC-3' 4865-4848

표표표 111...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되되되어어어진진진 ppprrriiimmmeeerrr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간 성상세
포에서 β-actin,GAPDH,18srRNA,28srRNA,α-SMA,CaV1.2,Kir통로 및
SUR의 mRNA 정량 비교를 하기위해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에 이용된
primer의 염기서열 및 관련 정보.



222...555...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tttiiinnnggg

RIPA 완충액(조성, mM, 150 NaCl, 50 Tris-Cl(pH 7.2), 1% sodium
deoxycholate,0.1% SDS,1 mg/mlaprotinin,1 EGTA,1 PMSF,1 sodium
orthovanadate)으로 간 성상세포를 용해(lysis)시켰다.이를 20분간 얼음에 놓고 흔
든 다음,10,000×g로 5분간 4℃에서 원심분리하였다.단백질은 완충액(50 mM
Tris-Cl,pH 6.8,10% glycerol,2% SDS,1% mercaptoethanol,0.1% bromophenol
blue)과 섞어 95℃에서 5분간 가열하여주고,10% SDSPAGEgel에서 분리하였다.
이 gel을 polyvinylidene difluoride(PVDF)막(0.45 mm,Amersham Pharmacia
Biotech,Buckingshire,UK)에 transfer하고,5%(v/v)non-fatmilkpowder를 포함
한 TBST(20mM Tris-Cl,pH 7.6,137mM NaCl,2.7mM KCl,0.1% Tween20)
로 상온에서 2시간동안 blocking하였다.이 막을 Kir2.1또는 Kir6.1에 대한 rabbit
polyclonalantibody(AlomoneLabs,Jerusalem,Israel)를 1:400,1:1000으로 각각 희
석한 TBST에 상온에서 2시간동안 흔들어주고 TBST로 5분간 3회 세척했다.이어
막을 horseradish peroxidase가 결합된 secondary anti-rabbit IgG(Amersham
PharmaciaBiotech)를 1:10,000으로 희석한 TBST에 상온에서 1시간동안 흔들어준
후 TBST로 5분간 3회 세척하고 TBS로 1회 세척했다.단백질 band는 Western
Lightning(PerkinElmerLifeSciencesInc.,Gaithersburg,MD,USA)을 이용하여
확인하였다. 단백질 부과 정도를 비교하기 위해 이미 실험하였던 막을
anti-GAPDH antibody(NovusBiologicals,USA)로 다시 반응시켜 확인하였다.

222...666...전전전기기기생생생리리리

막이온 전류와 전압은 patch clamp amplifier(EPC10,Instrutech Corp.,NY,
USA)를 사용하여 전통적인 whole-cellpatch clamp 방법(Hamill등,1981)과
gramicidinperforated방법(Abe등,1994)으로 기록하였다.각 실험에서 간 성상세
포가 붙어있는 glasscoverslip을 0.2mlrecordingchamber로 옮겼다.이 chamber



는 도립현미경(invertedmicroscope;EclipseTS100,Nikon,Tokyo,Japan)의 대물
대에 위치하며 세포외액이 중력에 의해 2ml/min속도로 관류되었다.측정 전극은
borosilicateglasscapillary(외경;1.65㎜,내경;1.2㎜,Corning 7052,Garner
Glass Co., Claremont, CA, USA)를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SutterInstrumentCo.,Novato,CA,U.S.A.)로 뽑아 제작하였다.아래에 기
술된 용액을 전극 내부에 채웠을 때 저항이 1～3㏁이 되도록 microforge(MF-83,
Narishige,Tokyo,Japan)를 이용하여 열처리로 다듬었다.Ag/AgClwire는 bath의
접지를 위하여 사용되었다.막전압 고정법(voltageclamp)기록을 위해서 세포막의
capacitance와 seriesresistance는 patchclampamplifier를 이용하여 전기적으로
80% 이상 보정하였다.전압 프로토콜 형성 및 실험결과 처리는 Pulse/Pulsefit
(v8.50)software(HekaElektronik,Lambrecht,Germany)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전류 trace는 patch clamp amplifier의 four-pole Besselfilter로 2～5 kHz의
low-passfilter하였으며 컴퓨터에 저장하여 분석하였다.모든 실험은 상온(20～2
4℃)에서 시행하였다.약물이 포함된 용액은 6개의 폴리에틸렌 관과 연결된 silica
모세관을 통해 중력에 의해 단일세포에 가해지도록 하였으며,이때 모세관의 끝이
세포의 100 µm 이내에 위치하도록 하였다.본 실험에 사용된 막전류 측정장치는
그림 1에 도식적으로 나타내었다.

222...777...용용용액액액

다음의 용액들을 전류 및 전압 기록에 사용하였다.포타슘 전류를 기록하기 위
한 일반적인 세포외 관류액(externalsolution)의 조성(normalPSS,mM)은 135
NaCl,5KCl,2CaCl2,1MgCl2,10glucose와 10HEPES(NaOH로 적정하여 pH
7.4)로 하였다.90mM과 140mM 포타슘을 포함한 세포외 용액은 NaCl를 같은 몰
농도의 KCl로 치환하여 사용하였다.Gramicidinperforatedwholecellrecording용
전극내 용액 (internalsolution)의 조성(mM)은 140KCl,0.4CaCl2,1MgCl2,20
HEPES와 1ethyleneglycol-bis-(β aminoethylether)N,N,N',N'-tetraaceticacid



(EGTA)(KOH로 적정하여 pH 7.2)로 하였고,dimethylsulfoxide(DMSO)에 높은
농도로 녹인 gramicidin을 최종 농도가 50㎍/㎖가 되도록 첨가하여 사용하였다.
Dialyzed(ruptured)wholecellrecording용 전극내 용액(mM)은 135KCl,5NaCl,
10EGTA,1MgCl2,0.3MgATP,0.1Na2GTP와 10HEPES(KOH로 적정하여 pH
7.2)로 하여 실험하였다.



그그그림림림 111...이이이온온온 전전전류류류 측측측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pppaaatttccchhhccclllaaammmppp장장장치치치의의의 개개개략략략적적적 모모모식식식도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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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888...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포타슘 전류의 크기는 일반적으로 testpulse를 준 후 기록된 최대 전류값으로
하였으며,세포막 용량(Cm)은 Pulse/Pulsefit으로 측정하였다.모든 결과는 평균±표
준오차(SEM)로 나타내었으며,n은 실험한 세포의 수를 나타낸다.통계적인 의의는
Student'st-검정과 분산분석(one-wayANOVA)을 실시하여,p값이 0.05이하일 때
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제제제33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33...111...면면면역역역세세세포포포염염염색색색

간 성상세포의 확인은 일반적으로 간 성상세포의 표지자로 알려진 desmin과
GFAP의 검출에 의해 이루어진다(Yokoi등,1984;Neubauer등,1996).본 실험에
서 분리되어 배양된 대부분의 간 성상세포는(>95%)desmin과 GFAP항체에 의해
강한 세포질내 염색을 보였다(그림 2,3).특정 면역조직화학 표지들의 분포는 간
성상세포의 분화 단계를 특성화 할 수 있다(Knittel등,1999).이미 보고 되었듯이
배양이 진행되면서 분리된 간 성상세포는 수축성 형질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수축성 세포골격 단백질인 α-SMA에 대한 항체로 면역염색을 시행하는 것
은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 주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Ramadori
등,1990;Kawada등,1992;Rockey 등,1992;Kawada등,1993;Rockey 등,
1993).α-SMA는 분리 후 1～2일된 간 성상세포에서 발견되지 않았으나,7일 이상
배양한 세포들은 stress-fiber-유사 구조로서 현저한 α-SMA 발현을 보여 준다(그
림 4).



 

그그그림림림 222...배배배양양양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dddeeesssmmmiiinnn면면면역역역세세세포포포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분리 후 배양 6일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desmin의 세포내 발현을 biotinylatedavidincomplex-결합
peroxidase을 이용하여 면역세포화학 염색으로 측정하였다.거의 모든 세포가
desmin에 대해 염색 상 양성을 나타낸다(배율 ×100).



 

그그그림림림 333...배배배양양양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gggllliiiaaalllfffiiibbbrrriiillllllaaarrryyyaaaccciiidddiiicccppprrrooottteeeiiinnn(((GGGFFFAAAPPP)))면면면역역역세세세포포포
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분리 후 배양 6일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GFAP의 세포내 발현을
horseraddishperoxidase(HRP)을 이용하여 면역세포화학 염색으로 측정하였다.
거의 모든 세포들이 GFAP에 대해 염색 상 양성을 나타낸다(배율 ×150).



   

 

그그그림림림 444...배배배양양양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αααα---sssmmmoooooottthhhmmmuuussscccllleeeaaaccctttiiinnn(((αααα---SSSMMMAAA)))면면면역역역세세세포포포화화화학학학
염염염색색색...분리 후 배양 7일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α-SMA의 세포내 발현을
biotinylatedavidincomplex-결합 peroxidase를 이용하여 면역세포화학 염색으로
측정하였다.세포들의 70%이상이 α-SMA에 대한 염색 상 양성을 나타낸다(위;배
율 ×100,아래;×200).



333...222...비비비활활활성성성 및및및 활활활성성성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통통통로로로 아아아
형형형들들들의의의 발발발현현현

기존에 보고된 전기생리적 연구들은 간 성상세포가 내향성 포타슘 전류를 나타
냄을 확인하는 정도에 지나지 않았다(Kashiwagi등,1997;Lee등,2004).본 연구
에서는 간 성상세포에 발현되는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분자적 규명과 아형들의 발
현 양을 비교하기 위해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이용한 정량적 분석을 시행
하였다.표 1에 기술되어진 primer들은 각각 대상 유전자에 특이적 염기서열로 제
작되었으며,실험 결과에 대한 신뢰도 검증은 증폭 산물 크기 및 meltingcurve분
석을 통해 확인하였다.실험결과는 내재적 참고 유전자(endogenous reference
gene)를 기준으로 2-ΔΔCT 공식을 적용하여 mRNA의 양을 비교하였으며,매 실험은
triplicate하여 기록된 결과의 평균을 하나의 실험례수로 하였다.
흰쥐에서 분리한 간 성상세포는 플라스틱 배양 접시에 배양하는 동안 비활성형

에서 아근섬유세포와 유사한 활성형으로 형질변환하며,이때 α-SMA,CaV1.2의 발
현 증가가 동반 된다고 알려져 있다(Ramadori등,1990;Peters-Regehr등,1999;
Bataller등,2001).본 실험에서도 그림 6에 나타낸 바와 같이 α-SMA와 CaV1.2
mRNA의 발현양이 배양기간(1일～3주)동안 점차적으로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
다(n=3).18srRNA나 28srRNA의 발현양은 GAPDH와 유사하게 배양기간 동안
큰 변화가 없었으나,지금까지 정량적 PCR에서 참고 유전자로 많이 사용되어 온
β-actin은 배양 3주 동안 4배 가까이 증가하였다(그림 5).이것은 β-actin이 간 성
상세포의 활성화 과정에서 발현정도를 비교할 참고 유전자로 사용하기에 적절치
못함을 의미한다 할 수 있겠다.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여러 아형들이 존재하므로,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알려

진 모든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형들의 발현 정도를 관찰․비교하였다(Doupnik등,
1995;Jan및 Jan,1997a;Doring등,1998).배양 1일된 간 성상세포의 내향성 포
타슘 통로 mRNA의 발현양상을 그림 7에 나타내었는데,대부분은 2배 이내의 범
위에서 비슷하게 발현 되었으나 Kir2.1과 Kir6.1은 다른 통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발현을 보였다(n=3).배양기간이 다른 간 성상세포간의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발현
차이를 비교하였다.실험 결과 Kir6.1을 제외한 대부분의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형
들은 배양이 진행됨에 따라 즉 간 성상세포의 형질변환이 이루어지는 동안 발현이
감소하였다(p<0.05).그러나 Kir6.1의 발현은 배양 1일 이후 급격히 감소하였다가
1～3주 동안 유의한 수준으로 점차 증가하였다(p<0.05).
Kir6.x와 함께 ATP-민감성 포타슘 통로를 형성한다고 알려진 sulfonylurea수

용체(SUR)의 발현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비활성화 또는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
에서 SUR1,2A 및 2B의 발현양을 측정하였다(그림 9).배양된 간 성상세포에서
SUR2B의 발현은 SUR2A의 비해 25～30배 정도 높게 관찰되었는데(p<0.05,n=3),
이는 혈관 평활근에서의 발현양상과 유사한 것이다(Yamada등,1997;Seino및
Miki,2003).흥미롭게도 SUR2B는 배양 1일 이후 발현 정도가 크게 증가된 상태로
유지되었다(p<0.05).
Kir2.1과 Kir6.1에 대한 단백질 발현 양을 Westernblotting으로 확인하였으며,

이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간 성상세포에 발현된 Kir2.1과 Kir6.1은 48-kDa의
band로 확인할 수 있었고,배양 1일에 비해 2주된 세포에서 양이 감소하였다.이는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 실험과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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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과과과정정정 동동동안안안 ββββ---aaaccctttiiinnn,,,111888sssrrrRRRNNNAAA,,,222888sssrrrRRRNNNAAA의의의 발발발
현현현 양양양 변변변화화화...흰쥐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에 따른 β-actinmRNA(A),18srRNA(B),
28srRNA(C)발현양의 변화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정량비교 하였다.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은 각각의 유전자의 염기서열에 선택적인 primer들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GAPDH를 내재적 참고 유전자로 하여 각각 유전자의 상대
적인 발현양을 비교하였다.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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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과과과정정정 동동동안안안 αααα---SSSMMMAAA와와와 CCCaaaVVV111...222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양양양 변변변화화화...쥐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에 따른 α-SMA(A)와 CaV1.2(B)의 발현 양 변화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정량비교 하였다.GAPDH를 내재적 참고 유전자로 하여
각각 유전자의 상대적인 발현 양을 비교하였다.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
다(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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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111일일일 배배배양양양한한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통통통로로로 아아아형형형들들들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양양양 비비비교교교...
분리 후 1일 배양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형들의 발현을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정량비교 하였다.결과는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
형들(Kir1.1,Kir2.1 ～ Kir2.4,Kir3.1 ～ Kir3.4,Kir4.1,Kir4.2,Kir5.1,Kir6.1,
Kir6.2,Kir7.1)의 발현 양을 GAPDH로 표준화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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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과과과정정정 중중중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통통통로로로 아아아형형형들들들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양양양
변변변화화화...분리 후 1일,1주,2주 및 3주 배양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형들의 발현 양 변화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정량비교 하였다.
결과는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형들의 발현 정도를 각 배양시기의 GAPDH 발현 양
으로 표준화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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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99...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과과과정정정 중중중 sssuuulllfffooonnnyyyllluuurrreeeaaa수수수용용용체체체(((SSSUUURRR)))들들들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양양양 변변변화화화...분리 후 1일,1주,2주 및 3주 배양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ATP민감성
포타슘 통로 구성 요소들(Kir6.1및 6.2,SUR1,2A 및 2B)의 발현 양 변화를 실시
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정량비교 하였다.발현 양은 각 배양시기의 GAPDH
발현 양으로 표준화하여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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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000...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KKKiiirrr222...111과과과 KKKiiirrr666...111의의의 WWWeeesssttteeerrrnnnbbblllooottttttiiinnnggg...분리 후 1일과
2주 배양한 간 성상세포로부터 단백질을 분리하여 Westernblotting을 시행하였다.
항 Kir2.1막과 항 Kir6.1막에 48kDa크기의 band를 확인할 수 있었다.부하한
단백질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GAPDH에 대한 항체로 다시 probe하여 시행하였다.

Kir2.1 Kir6.1

1 day 2 wks 1 day 2 wks

GAPDH GAPDH

Kir2.1 Kir6.1

1 day 2 wks 1 day 2 wks

GAPDH GAPDH



333...333...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

간 성상세포에서 내향성 포타슘 전류를 관찰하기 위해,gramicidin-perforated
또는 dialyzedwhole-cellconfiguration으로 patch-clamp실험을 시행하였다.그림
11은 간 성상세포에서 막전압을 -60mV에 고정한 후 -140mV에서 60mV까지의
ramppulse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이온 전류의 기록이다.실험한 세포들 중 일부
세포군에서는 -140～-80mV 사이에 비교적 큰 내향성 전류가 기록되었으나(그림
11A),나머지 세포군에서는 그 크기가 작거나 기록되지 않았다(그림 11B).이러
한 결과를 기준으로 외향성 및 내향성 전류가 모두 나타나는 ‘1형’과 외향성 전류
만을 나타내는 ‘2형’,즉 두개의 다른 세포군을 나누어 볼 수 있었다(Lee등,2004).
1형은 실험한 세포 중 46.3%(149세포 중 69세포)를 차지하고 2형은 53.7%(149
세포 중 80세포)를 차지하였다.
일반적으로 내향성 포타슘 전류는 바륨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됨이 알려져 있

으므로(Quayle등,1993;Robertson등,1996;Bradley등,1999),간 성상세포에서
바륨에 의한 내향전류 억제를 관찰하였다.1형 간 성상세포에 ramppulse을 주면
서 바륨(100 µM)을 투여한 경우 외향 전류에 대해서는 큰 영향이 없이 내향 전류
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함을 관찰하였다(그림 11A).막전압을 500ms동안 -120에서
+30mV까지 10mV씩 순차적으로 높혀가며 steppulse를 주었을 때 역시 1형 간
성상세포에서 내향성 전류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그림 12A),이는 ramppulse자
극에서와 마찬가지로 바륨(100 µM)에 의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그림 12B).그
림 12C는 바륨을 투여하기 전과 후의 차이를 통해 계산된 바륨-민감성 내향 전류
를 나타내었다.
한편 포타슘 이온의 선택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포 외액의 포타슘 농도를 증

가시켰을 때의 기록되는 전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Step및 ramppulseprotocol
하에서 포타슘 농도를 5에서 140mM로 증가시키면 아래와 같은 포타슘 전류의
변화가 관찰되었다(그림 13및 14).첫째,음전압 범위에서 내향 전류의 크기가 증
가하였고,이런 변화는 1형 세포에서 더 컸다.둘째,역전 전압(reversalpotential)



이 양(+)의 전압 쪽으로 이동하였다.셋째,양(+)의 전압에서 기록되는 외향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였다.이는 세포외액의 포타슘 농도 증가로 인해 이동 원동력
(drivingforce)이 줄어들어 나타난 결과이다.이러한 결과들은 기록된 전류가 포타
슘 선택적인 전류임을 나타내는 증거라 할 수 있다.고농도 포타슘 세포 외액에서
역시 바륨(100µM)은 내향성 포타슘 전류만을 선택적으로 억제하였다(그림 14).



그그그림림림 111111...전전전기기기생생생리리리적적적 특특특성성성으으으로로로 구구구분분분된된된 두두두 가가가지지지 유유유형형형의의의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분리 후 배
양 2일된 간 성상세포에서 막전압을 -60mV에 고정한 후 -140mV에서 60mV까
지의 ramppulse를 주었을 때 나타나는 이온 전류를 기록하였다.그 결과 전체 간
성상세포들을 내향성 전류가 큰 세포군(type1,A)과 적거나 거의 없는 세포군
(type2,B)로 구분할 수 있었다.그리고 각 세포군에서 바륨(100 µM)을 세포외액
에 가하였을 때 억제되는 정도를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Type 1 Type 2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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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222...111형형형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바바바륨륨륨---민민민감감감성성성 전전전류류류...분리 후 배양 2일된 1형 간 성상
세포에서 막전압을 -60mV에 고정 후 -120mV에서 30mV까지 10mV 간격으로
500msec의 steppulse를 가하였을 때 유발되는 전류를 기록하였다.100 µM 바륨
투여 전(A)과 후(B)의 전류 차이를 계산하여 바륨-민감성 전류(C)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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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333...세세세포포포 외외외액액액의의의 포포포타타타슘슘슘 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가가가 sssttteeeppppppuuulllssseee로로로 유유유발발발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이이이온온온 전전전류류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배양 2일된 간 성상세포에서 막전압을 -60mV에 고정
후 -120mV에서 +30mV까지 10mV 간격으로 500msec의 steppulse를 가하였
을 때 유발되는 전류를 기록하였다.포타슘 5mM(■)과 140mM(□)의 관류 용액
에서 기록한 전류의 대표적인 trace를 각각 A와 B에 나타내었다(왼쪽;1형,오른
쪽;2형).C는 가한 전압과 기록된 전류 최대크기의 관계를 그래프로 표시하였다.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n=4～5).



그그그림림림 111444...세세세포포포 외외외액액액의의의 포포포타타타슘슘슘 농농농도도도 변변변화화화가가가 rrraaammmppppppuuulllssseee로로로 유유유발발발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
의의의 이이이온온온 전전전류류류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배양 3일된 간 성상세포에서 막전압을 -60mV에
고정하고 ramppulse를 -140에서 60mV까지 가하여 유발된 전류를 기록하였다.1
형(A)혹은 2형(B)의 세포에서 고농도의 포타슘(140mM)또는 고농도의 포타슘과
바륨(100µM)을 투여한 후 기록된 전류의 대표적인 trace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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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막막막전전전압압압과과과 바바바륨륨륨 민민민감감감성성성 전전전류류류의의의 관관관계계계

두 군의 간 성상세포에서 내향성 포타슘 전류가 막전압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고자 하였다.그림 15A는 gramicidin-perforatedpatchclamp를 이용하여 막전류
고정 상태에서 기록한 안정막전압 값을 그래프에 나타내었다.평균적으로 1형은 2
형에 비해 더 음의 안정막전압을 나타내었다(1형;-31.1±2.2 mV,n=52,2형;
-13.0±0.4mV,n=60;p<0.0001).이는 Kashiwagi등(1997)이 dialyzedpatchclamp
로 기록한 결과(-81mV)와 큰 차이가 있었다.간 성상세포의 바륨-민감성 전류
크기와 안정막전압 간 관계를 그림 15B에 나타내었다.결과적으로 바륨-민감성 전
류가 클수록 더 큰 음의 막전압을 갖는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2=0.75).특히 우하
방에 위치한 1형 세포군과 좌상방에 위치한 2형 세포군이 잘 구분되어 짐을 확인
할 수 있었다(n=81).
위에 제시된 바륨-민감성 전류와 막전압의 상관관계는 내향성 포타슘 통로가

막전압 조절에 관여할 것이란 가능성을 나타내므로,바륨이 막전압에 미치는 직접
적인 효과를 살펴보았다(그림 16).바륨(1mM)은 간 성상세포의 막전압을 탈분극
시켰으며,투여 중단 시 원래의 막전압으로 회복되었다(1형:15.9±1.5mV,n=16;2
형:5.1±0.4mV,n=15).



그그그림림림 111555...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안안안정정정막막막전전전압압압의의의 분분분포포포 및및및 막막막전전전압압압과과과 바바바륨륨륨---민민민감감감성성성 전전전류류류 크크크
기기기의의의 관관관계계계...Gramicidin-perforatedwholecellpatchclamp방법으로 막전류 고정
상태에서 기록된 안정막전압 분포를 두 간 성상세포군 간에 비교하여 나타내었다
(A).안정막전압 값은 1형 세포군에서 보다 음(-)의 값을 나타내었다(p<0.0001).간
성상세포의 안정막전압과 바륨-민감성 전류크기의 관계를 나타내었으며(B)선형회
기분석으로 분석한 결과 r2=0.75의 상관관계가 있었다(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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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666...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바바바륨륨륨 투투투여여여가가가 막막막전전전압압압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바륨(1mM)투
여에 의한 막전압 변화를 막전류 고정상태에서 gramicidin-perforatedwholecell
patchclamp방법으로 관찰․기록하였다.간 성상세포는 분리 후 10일 배양한 것
을 사용하였으며,1형과 2형 세포군의 실험례수는 각각 16과 1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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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555...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 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 및및및 막막막전전전
압압압의의의 변변변화화화

간 성상세포를 분리한 직후에는 세포의 크기가 작고 다수의 지방 과립을 포함
하고 있으나,실험 용기에서의 배양 기간동안 세포의 크기가 커지면서 증식하고,
지방 과립의 수가 감소하였다.이러한 관찰 결과들은 이전 보고들과 일치하였다
(Friedman등,1992;Kawada등,1992;Senoo및 Hata,1994).세포 크기를 반영하
는 세포막용량(capacitance)을 비교해 본 결과 배양 1～3일된 세포의 막용량은
12.7±1.2pF인데 반해,배양 2주 세포는 44.2±4.8pF이었다(p<0.01).배양 기간동안
1형 세포의 세포막 용량은 31.2±3.0pF(n=49)이었으며,이는 2형 세포의 21.7±2.2
pF (n=69)보다 컸다(p<0.01).전체 간 성상세포의 막용량은 25.7±1.8 pF이었다
(n=118).
활성화 과정동안 내향성 포타슘 전류와 막전압의 변화를 관찰하였다.막전압을

-60mV로 고정한 상태에서 세포외액의 고농도 포타슘(140mM)은 내향전류를 유
발하였는데,세포막용량으로 보정한 전류의 크기는 1형(10.8±1.4pA/pF,n=69)이 2
형(4.7±0.9pA/pF,n=80)에 비해 현저히 컸다(p<0.0001,그림 17).2주 배양동안 1
형 세포에서는 21.3±2.7 pA/pF(1일,n=26),4.8±0.5 pA/pF(1주,n=21),4.1±0.6
pA/pF(2주,n=22)로 전류의 크기가 감소하였고,2형도 역시 13.5±2.2pA/pF(1일,
n=23),1.6±0.1pA/pF(1주,n=28),1.0±0.2pA/pF(2주,n=29)로 의의있게 감소하였
다(p<0.05).
막전류 고정상태에서 gramicidin-perforatedpatchclamp방법으로 측정한 안정

막전압은 배양 1일 세포(-35.9±4.2mV,n=20)에 비해 1주(-28.8±3.1mV,n=19)혹
은 2주된 세포 (-26.1±2.8mV,n=19)에서 더 탈분극되는 경향이 있었다(그림 18).
결과적으로 배양 또는 활성화가 진행될수록 내향성 포타슘 전류는 감소하고 막전
압은 탈분극되었으며,이런 결과는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발현 양 변화와 일관성이
있었다(그림 8).



그그그림림림 111777...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배배배양양양 기기기간간간동동동안안안 고고고농농농도도도 포포포타타타슘슘슘에에에 의의의해해해 유유유발발발된된된 내내내향향향 전전전
류류류 크크크기기기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막전압을 -60mV로 고정 후 140mM 포타슘 용액으로 관류함
에 의해 증가된 내향전류 크기를 세포군(A:1형,B:2형)및 배양 기간에 따라 비
교하였다.전류의 크기는 세포막 면적을 반영하는 막용량(capacitance)으로 보정하
여 전류의 밀도(pA/pF)로 나타내었다.실험례수는 그래프 내에 표기된 바와 같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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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888...배배배양양양 기기기간간간동동동안안안 111형형형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안안안정정정막막막전전전압압압 변변변화화화...배양기간 동안의
안정막전압 변화를 gramicidin-perforatedpatchclamp방법으로 막전류 고정상태
에서 측정하였다.실험례수는 그래프 내에 표기된 바와 같고,결과는 평균±표준오
차로 표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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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666...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AAATTTPPP민민민감감감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

세포막 내․외 동일한 포타슘 농도(140mM)에서 ATP민감성 포타슘 전류의
개방제(pinacidil)및 억제제(glibenclamide)를 투여하여 그에 따른 변화를 관찰하였
다.세포에 따라 정도에 차이는 있으나 그림 19에 나타난 바와 같이 200 µM
pinacidil에 의해 17.7±2.3%(n=13) 만큼 내향성 전류가 증가하였고, 10 µM
glibenclamide에 의해 66.1±4.4%(n=13)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바륨(100µM)은 일정 정도(30～50%)의 ATP민감성 포타슘 전류를

억제할 수 있는 반면,glibenclamide(10 µM)는 ATP민감성 포타슘 통로외 다른
통로에 대한 효과는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Takano및 Ashcroft,1996;Quayle
등,1997).간 성상세포들은 바륨 및 glibenclamide에 의한 억제 양상이 다양하였는
데,그림 20에 나타낸 바와 같이 내향성 포타슘 전류가 주로 바륨에 의해 억제되는
세포(위)와 glibenclamide에 의해 억제되는 세포(아래)들이 혼재되어 있었다.이는
Kir2.1와 Kir6.1의 발현 비율이 세포마다 다양함을 의미한다.



그그그림림림 111999...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AAATTTPPP민민민감감감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1형(A)및 2형(B)간 성상세
포에서 세포막을 -60mV에 고정하여 막 전류를 기록하였다.세포외로 140mM
포타슘 용액을 관류하여 내향성 포타슘 전류를 유도한 후,ATP민감성 포타슘 전
류의 개방제(pinacidil)및 억제제(glibenclamide)를 투여하여 전류의 변화를 관찰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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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000... 111형형형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내내내향향향성성성 포포포타타타슘슘슘 전전전류류류에에에 대대대한한한 바바바륨륨륨과과과
gggllliiibbbeeennnccclllaaammmiiidddeee의의의 영영영향향향...1형 간 성상세포에서 세포막을 -60mV에 고정하여 막 전
류를 기록하였으며,세포외로 140mM 포타슘 용액을 관류하여 내향성 전류를 유
도한 후 바륨(100 µM)또는 glibenclamide(10 µM)를 투여하여 억제의 정도를 비
교하였다.전체 세포 중 바륨의 억제 효과가 큰 세포(A)와 glibenclamide의 억제
효과가 큰 세포(B)들이 혼재되어 있어,각 세포군의 대표적인 trace를 그림에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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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내향성 포타슘 통로가 다양한 세포에서 막전압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는 것
은 잘 알려져 있다.이 연구는 배양된 흰쥐의 간 성상세포에서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형들의 발현 양상을 밝히고,이 통로의 기능 및 활성화 과정동안의 변화를 규명
하고자 하였다.이온 통로의 전기 생리적 특성 관찰은 patch-clamp방법을 이용하
였으며,발현 양상에 관한 분자 생물학적인 연구는 면역세포화학 염색,Western
blotting및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이용하였다.특히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
합반응을 통한 정량 분석으로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모든 아형들에 대한 발현 양
비교 및 배양 기간동안의 변화 관찰을 시행하였다.지금까지 간 성상세포에서 내향
성 포타슘 통로에 관한 포괄적인 연구는 이루어 진 바 없었으며,일부 포타슘 전류
들에 대한 간단한 전기 생리적 특성에 관해서만 보고된 바 있다(Kashiwagi등,
1997;Gasull등,2001;Lee등,2004).
간 성상세포와 유사성이 있는 혈관주위세포나 평활근세포들은 종(species)이나

조직,위치 등에 따라 포타슘 통로들의 발현 양상에 많은 차이가 있다(Nelson및
Quayle,1995;Sakagami등,1999;vonBeckerath등,2000;Zhang등,2002).특히
내향성 포타슘 전류의 경우 같은 종에서도 뇌나 관상동맥 평활근세포에서는 관찰
되지만 다른 부위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거나(Edwards 등,1988;Hille,1992;
Robertson등,1996),관상혈관과 모세기관지 평활근세포 사이에 전류 특성상 많은
차이가 있다는 등(Snetkov및 Ward,1999;vonBeckerath등,2000)조직에 따른
발현 및 기능의 다양성이 보고되어 왔다.특히 직경이 큰 동맥에 비해 직경이 작은
혈관의 평활근 세포에 내향성 포타슘 통로가 높은 밀도로 발현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Dart및 Standen,1993;Xu및 Lee,1994;Quayle등,1996).같은 조직 같은
부위 세포라 하더라도 예를 들어 사람 아근세포 중 새로 형성된 myotubule에서만
내향성 포타슘 전류를 발현하고 있다든지(Bernheim 및 Bader,2002),기니피그 동
맥 평활근은 세포들마다 발현 정도가 매우 다양하다는 등 포타슘 통로의 발현 분
포가 이질적(heterogenous)이라는 보고들이 지금까지 있어 왔다.흥미로운 점은 동



맥 평활근 세포들 중 내향성 포타슘 전류가 잘 나타나는 세포에서는 안정막전압이
보다 큰 음(-)의 값을 가지는 반면,이 전류가 잘 나타나지 않는 세포는 상대적으
로 탈분극되어 있다는 것이다(Jiang등,2001).이와 유사하게 혈관내피세포 역시
막전압 분포가 다양하고,이 중 막전압의 절대값이 큰,즉 음(-)의 값이 큰 세포일
수록 내향성 포타슘 전류가 크게 기록되었다(Voets 등, 1996; Nilius 및
Droogmans,2001).
간 성상세포에 분포된 내향성 포타슘 통로 아형의 분자적 규명을 위해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통해 정량 분석한 결과,Kir2.1과 6.1이 가장 주요한 아형임
을 확인하였다.이 중 Kir6.1은 일반적으로 sulfonylurea수용체(SUR),그중에서도
SUR2B와 octameric구조로 결합하여 ATP민감성 포타슘 통로를 형성하는 아형이
다(Seino및 Miki,2003).간 성상세포 역시 SUR의 세가지 아형 중 SUR2B가 가
장 우세하게 발현되어 있음을 관찰하였다.간 성상세포는 활성화 동안 세포질내
actin과 같은 골격 단백질들이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도 α-smooth muscle
actin(SMA)의 발현이 배양 기간에 따라 증가하였으며,이는 기존 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자 본 실험 조건이 생체내 활성화과정을 반영하는 적절한 모델임을 입증하
는 증거 중 하나이다(Ramadori등,1990;Kawada등,1992).한편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과정동안 GAPDH,18S및 28SrRNA의 발현양은 비교적 일정한데 반해,
세포 골격과 관련된 β-actin은 배양 1주 이전에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5).일반적
으로 정량분석을 위한 내재적 참고 유전자로 β-actin을 많이 사용해 오고 있으나,
간 성상세포는 활성화 과정의 변화 대상임으로 인해 이를 사용치 못하고 GAPDH
를 이용하였다.
간 성상세포에서 기록된 주요한 막전류는 내향성 포타슘 전류와 전압의존성 외

향 포타슘 전류라 할 수 있다.Kashiwagi등(1997)은 간 성상세포의 포타슘 전류
를 내향과 외향 전류로 구분하여 기술하였으나,세포 간 차이를 제시하진 않았다.
본 전기 생리 연구결과에 의하면 전체 세포의 반(46.3%)에서만 내향성 전류가 잘
나타났다.그리고 이를 기준으로 간 성상세포를 내향성 및 외향성 포타슘 전류가
잘 나타나는 세포군(1형)과 외향성 포타슘 전류만 주로 나타나는 세포군(2형)으로
구분하였다.뿐만 아니라 간 성상세포는 바륨에 의해 주로 억제되는 Kir2.1과



glibenclamide에 의해 억제되는 Kir6.1의 발현 비율도 세포마다 다양하였다.특히
Kir6.1이 잘 발현되어 있는 세포는 세포내 대사 상태를 막전압에 반영할 수 있으므
로,세포내 대사와 막전압의 긴밀한 연결이 필요한 세포일 것이라 추측된다.Kir2.1
과 Kir6.1발현의 다양성에 관한 역할 및 특성 차이에 대해서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서론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혈관주위세포(pericyte)는 구조,형태,기능이 다

양하고,특히 정맥 쪽의 세포는 동맥 쪽보다 돌기가 광범위하고 수도 많다
(Simionescu등,1975;Hirschi및 D'Amore,1996;Rucker등,2000).간 성상세포
역시 간엽내의 위치에 따라서 모양,크기,비타민 A 지방 과립,가지 돌기,desmin
염색도 등에 있어서 다양한 특성을 보인다(Ballardini등,1988;Wake및 Sato,
1993;Ballardini등,1994).간문맥 주위와 간정맥 주위에 위치한 간 성상세포는 소
량의 비타민 A 지방 과립을 갖고 있다.이 중 간문맥 주위의 성상세포는 desmin
염색이 잘되고 간세포와 짧은 바늘돌기로 연결된 가지를 갖고 있으나,간정맥 주위
성상세포는 dendrite모양처럼 가지도 더 길고 desmin염색도 흐리다.한편 간소엽
부위에 위치한 간 성상세포는 비타민 A 지방 과립이 풍부하고 간세포와 접한 바
늘돌기가 풍부하다.이와 같은 간 성상세포의 이질성은 비타민 A의 대사와
sinusoid수축 조절 기능의 차이를 반영한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Pinzani,1995).
따라서 간 내 위치 및 역할에 따라 세포들 간에 전기 생리적 특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을 것이다.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다양한 흥분성 및 비흥분성 세포에 분포되어 있다.이 통

로는 과분극일 때 비교적 큰 내향전류를 나타내고,막전압이 포타슘 평형전압보다
양(+)의 값을 가질 때 작은 외향전류를 나타낸다(Hille,1992).내향성 포타슘 통로
의 생리적 의미는 안정막전압을 조절하고,Na+-K+-ATPase에 의해 지나치게 과분
극되는 것을 방지하며,세포내 포타슘 손실을 최소화 한다(Hille,1992).동맥 평활
근에서 내향성 포타슘 통로는 막전압을 조절하고 혈관평활근의 막전압은 혈관 긴
장도의 매우 중요한 조절자이다(Nelson 및 Quayle,1995).혈관 평활근에 대한
Jiang등(2001)의 연구와 대장 평활근에 대한 Flynn등(1999)의 연구는 내향성 포
타슘 통로에 의해 안정막전압이 조절되는 증거들을 잘 제시해 주고 있다.본 연구



에서도 간 성상세포의 안정막전압과 내향성 포타슘 전류의 크기와의 상관관계를
관찰하였다.하지만 왜 내향성 포타슘 통로 발현 정도가 세포마다 다양하여 막전압
분포가 다양해지는지는 아직 알 수 없다.다만 어떤 생리적 기능을 담당하는지 혹
은 어떤 세포와 접하고 있는지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이라 추측할 뿐이다.
간 성상세포는 간의 주요한 섬유생성 세포이다.이 세포는 손상부위 주변에서

증식하고 아근섬유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활성화되어 수축성을 나타낸다(Kawada
등,1992;Sakamoto등,1993).활성화 과정에서 세포내 지방 방울의 감소,소포체
크기 증가,α-SMA와 myosin같은 세포질내 단백질의 발현 증가,싸이토카인의
생성,높은 증식력,세포외 기질의 생성 증가 등의 형태 및 기능 변화가 나타난다
(Friedman,1999;Friedman,2000).이와 함께 이온 통로의 발현들도 변화되는데,
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압 의존성 L-type칼슘 통로이다(Pinzani등,1992;
Oide및 Thurman,1994;Oide등,1999;Bataller등,2001).전압 의존 칼슘 통로
는 일반적으로 심근세포나 평활근 세포 같은 흥분성 세포에서 세포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Nelson및 Quayle,1995).본 연구에서도 관찰한 바와 같이 배양 1주
경부터 간 성상세포는 α-SMA와 함께 전압 의존성 L-type칼슘 통로의 발현이
증가한다(Ramadori등,1990;Oide등,1999;그림 6참조).이 통로는 막전압이
-10～-20mV보다 양(+)의 막전압일 때 활성화되어,0～+10mV 주위에서 최대치
를 나타낸다(Hille,1992;Hu및 Marban,1998;Freise등,2000;Platzer등,2000;
Koschak등,2001).또한 안정막전압이 -60～-10mV에서 비활성화 되는데,기존
의 보고에 따르면 -40mV일 때 약 10%,-20mV일 때 50%가량이 비활성화 된다
(Berrou등,2001).간 성상세포의 안정막전압은 칼슘통로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결정하고,따라서 세포내 칼슘농도를 변화시킨다.
간 성상세포의 내향성 포타슘 통로 발현은 2주 배양 기간 동안 감소하였고,이

는 전기생리적인 실험 결과들,즉 바륨-민감성 전류 및 고농도 포타슘으로 유도된
내향 전류 크기의 감소와 일치한다.활성화 과정 중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감소는
안정막 전압의 탈분극을 초래하였다.간 성상세포의 막전압은 칼슘통로를 상당 부
분 비활성화시킬 수 있으며,특히 배양 과정에서 나타나는 막전압의 탈분극은 비활
성화 정도를 크게 한다.활성화 과정 중 칼슘 통로의 비활성화를 증가시키게끔 막



전압이 탈분극되는 병태 생리적 의의에 관해서는 쉽게 설명하기 어렵다.단 추측
건데,활성화 과정동안의 L-type칼슘 통로 발현 증가로 세포내 칼슘 증가가 지나
치게 급격히 진행됨을 방지시키는 측면도 고려해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한다.한편
ATP민감성 포타슘 통로를 이루는 Kir6.1은 1주 이후 점차 발현이 증가되었고,이
와 함께 기능적 구성체를 이루는 SUR2B는 분리 후 배양 기간 동안 계속 증가하
는 양상을 보였다.ATP 민감성 포타슘 통로는 산소부족이나 대사억제가 있거나
세포내 ATP의 농도가 줄어들었을 때 활성화되어 막전압을 과분극시키는 기능을
가진다.손상 등으로 인한 간 성상세포 활성화 과정에서 세포내 대사변화 및 ATP
민감성 포타슘 통로의 역할을 밝히는 연구는 만성 간 질환에서의 성상세포 활성화
기전 및 치료제 개발에 도움을 주는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 성상세포의 배양은 생체외 활성화를 유발하는 실험 모델로 폭넓게 사용되어

왔다.그러나 활성화 과정과 무관한 배양 자체의 효과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간과
할 수 없다.토끼 심실의 심근세포를 일차 배양할 경우 내향성 포타슘 전류가 감소
되는 것이 관찰된 바 있고(Mitcheson등,1996;Veldkamp등,1999),또한 고양이
심실 심근세포에서도 같은 현상이 보고되었다(Schackow 등,1995).물론 세포의
종류나 배양 조건 및 환경은 본 연구와 차이가 있지만,간 성상세포에서 일어난 감
소 현상 역시 활성화와 무관한 배양 자체의 효과일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이와
더불어 토끼 심실 심근세포를 배양함에 따라 ATP민감성 포타슘 전류가 커진다는
보고도 있어(Veldkamp등,1999),본 연구의 Kir6.1및 SUR2B 발현이 증가하는
현상 역시 배양 자체의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이러한 점들이 생체외 활성화 실험
모델의 중요한 한계점일 수 있음을 지적하고자 한다.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앞으
로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생체내 모델을 개발하는 일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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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흰쥐 간에서 분리한 간 성상세포에서 활성화 과정에 따른 내향성 포
타슘 통로의 발현 및 기능변화를 관찰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1.분리․배양된 간 성상세포들은 desmin,glialfibrillaryacidicprotein(GFAP)및
α-smoothmuscleactin(α -SMA)등의 면역염색에서 95% 이상 양성을 나타내
었다.

2.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지표로 알려진 α-SMA와 L-type막전압 의존성 칼슘통
로(Cav1.2)의 발현은 3주 배양기간 동안 크게 증가하였다.

3.간 성상세포에 발현된 내향성 포타슘 통로의 주 아형은 Kir2.1과 Kir6.1이었으
며,sulfonylurea수용체 중에서는 SUR2B가 주로 발현되어 있었다.

4.내향성 포타슘 통로들의 발현은 배양 초기에 현저히 감소한 상태로 유지되었으
나,Kir6.1은 감소 후 점차 증가하였고,SUR2B는 배양 초기부터 증가하였다.

5.배양에 따른 Kir2.1과 Kir6.1의 발현 감소는 Westernblotting으로도 확인하였다.
6.간 성상세포의 전압-전류 관계상 크게 내향성 전류가 잘 나타나는 세포군(1형)
과 그렇지 않은 세포군(2형)으로 구별할 수 있었다.

7.내향성 전류는 바륨(100 µM)투여에 의해 억제되었고,세포 외액의 포타슘 농
도 증가(140mM)에 따라 크기 증가 및 역전전압의 변화를 초래하였다.이러한
변화는 1형 세포에서 보다 분명하게 나타났다.

8.1형 세포의 안정막 전압은 2형 세포에 비해 큰 절대값을 나타내었다.
9.바륨(1mM)의 투여는 1형 및 2형 세포에서 막전압의 탈분극을 초래하였다.
10.배양 기간 동안 내향성 전류 크기의 감소가 관찰되었으며,막전압의 절대값이
감소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다.

11.ATP 민감성 포타슘 통로 개방제(pinacidil)및 차단제(glibenclamide)에 의해
내향성 전류가 증가 및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분리 배양된 간 성상세포는 주로 Kir2.1과 Kir6.1로 구성
된 내향성 포타슘 통로를 발현하고 있으며,이들은 간 성상세포의 안정막전압 형성
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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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KyuSangPark)

Hepaticstellatecells(HSCs)cantransform intoactivatedphenotypesuchas
myofibroblasts or smooth muscle cells under severalpathologic conditions,
which are involved in elevated intrahepatic vascular resistance and portal
hypertension.Recently,ithasbeen reportedthattheexpressionlevelofthe
voltage-dependentCa2+ channelincreasesduringthisactivationprocess.Inthe
case ofinward rectifierK+ channel,however,ithas notyetbeen clearly
identifiedwhetheritsexpressionisincreasedornotinHSCs,whichmightplay
akeyroleinregulatingthemembranepotential.Inthisstudy,theexpression
andthefunctionoftheinwardrectifierK+ channelsinHSCsisolatedfrom a
ratliverwereinvestigatedduringthecultureperiodusingareal-time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chainreaction(RT-PCR)andagramicidin-perforated
patch-clamptechnique.TheculturedHSCsgenerallyimmunostainedpositivefor
desmin,glialfibrillary acidic protein (GFAP),and α-smooth muscle actin
(α-SMA).Theexpressionlevelsofα-SMA andL-typevoltage-dependentCa2+

channel (CaV1.2), which are well known activation markers, increased



significantly aftera 3-week culture period.The dominantsubtypes ofthe
inwardrectifierK+channelsexpressedintheHSCswereKir2.1andKir6.1,and
thatofthesulfonylureareceptors(SUR)wasSUR2B.Duringthecultureperiod,
theexpressionofthemostinwardrectifierK+channelsdecreasedsignificantly
from 1weekandremainedatareducedlevelwiththeexceptionofKir6.1,
whichincreasedsteadilyaftertheinitialdecrease.Incontrast,theexpression
levelofSUR2B increased throughoutthe culture period.According to the
current-voltagerelationships,theHSCscouldbeclassifiedintotwosubgroups:
onetypeshowingarelativelylargeinward-rectifyingK+current(type1),and
theothertypenotshowingsuchacurrent(type2).Theinwardcurrentswere
blocked by Ba2+ (100 µM) and enhanced by the high extracellular K+

concentration(140mM),whichalsoshiftedthereversalpotentialstoapositive
value.Thesechangesweremoreprominentinthetype1HSCs.Theresting
membranepotentialofthetype1andtype2HSCswere-31.1±2.2mV (n=52)
and -13.0±0.4 mV (n=60),respectively.The amplitudeofthe Ba2+-sensitive
currentwas correlated with the absolute value ofthe membrane potential
(r2=0.75).Ba2+ (1 mM)depolarized the membranepotentialby 15.9±1.5 mV
(n=16)inthetype1HSCsandby5.1±0.4mV (n=15)inthetype2HSCs.
Following the culture period,the amplitudes of the inward K+ currents
decreased in the type 1 cells,and the resting membrane potentialbecame
depolarized.TheinwardK+currentsintheHSCswereincreasedbyanopener
ofATP-sensitiveK+ channel(pinacidil,200 µM)anddecreasedbyablocker
(glibenclamide,10 µM).However,thedynamicrangesofcurrentmodulation
varied among the HSCs.Overall,cultured HSCs isolated from a ratliver
expressedinwardrectifierK+ channels,mainlyKir2.1andKir6.1,whichmay
physiologicallyregulatethemembranepotentialinHSCs.

Key words : Hepatic stellate cells, Inward rectifier K+ channels,
Electrophysiology,Real-timeRT-P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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