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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성상세포는 여러 과정을 거쳐 병적 상태로 활성화 되는데,이런 활성화는 만
성 간질환에서의 혈관저항 증가 및 간문맥 고혈압 형성에 중요하게 관여하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다양한 생리 및 병태생리적 작용을 나타내는 세로토닌은 특
히 간경변 및 간문맥 고혈압환자에게서 높은 혈중농도가 나타나는 것으로 최근
보고되고 있지만 이들과의 상관성에 관한 자세한 기전은 알려진 바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흰 쥐 간에서 분리된 간 성상세포를 분리․배양하여 활성
화를 유도하고,이에 따른 세로토닌 수용체의 발현 및 특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는 α-smoothmuscleactin(α-SMA)등의 면역염색으로

확인하였고,전기생리학적 기법,실시간 연쇄 중합반응 및 세포내 칼슘이온농도 측
정을 이용하여 세로토닌 수용체의 발현 및 기능의 변화를 관찰하였다.간 성상세
포의 활성화 과정에서 L-type막전압 의존성 칼슘통로(Cav1.2)와 함께,여러 종류
의 세로토닌 수용체가 발현되었으나,직접적인 세포내 칼슘이온 증가를 유발할 수
있는 5-HT2및 5-HT3수용체중 5-HT2A 및 5-HT2B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되었으
나,5-HT3수용체는 발현되지 않았다.한편,5-HT 투여에 의한 칼슘이온의 증가
는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된 후에만 나타났으며 5-HT2수용체를 통한 칼슘이온의
증가는 phospholipaseC(PLC)억제제에 의해 대부분 차단되어 세포내 칼슘이온
저장소로부터 칼슘이온이 동원됨을 알 수 있었다.또한 5-HT 투여에 의한 칼슘이
온의 증가는 5-HT2A 수용체의 선택적인 봉쇄제인 rintanserin에 의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으나,5-HT2B 수용체 억제제인 SB204741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지 않았
다.PLC를 매개로 칼슘이온의 증가를 유발하는 IP3수용체 중 IP3-1아형과 소포
체에 존재하는 Ca2+ATPase(SERCA)중 SERCA-2아형의 발현이 활성화 과정에
서 뚜렷이 증가되었고 세포질과 소포체에 존재하는 칼슘결합 단백질인
calsequestrin,calnexin및 calreticulin등의 발현도 활성화 과정 중 증가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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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실험결과로 미루어 보아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과정에 5-HT2수용체의
발현이 동반되며 특히 5-HT2A 수용체를 매개로 PLC를 경유하여 소포체 막에 존
재하는 IP3-1수용체를 통해 칼슘이온이 동원됨을 확인하였다.따라서 혈중 세로
토닌 농도를 감소시키거나 5-HT2A 수용체 억제제의 투여가 간문맥 항진을 유발하
는 만성 간질환의 치료적 표적이 될 수 있으리라 사료된다.

핵심되는 말 :간 성상세포,세로토닌 수용체,간문맥 항진,실시간 역전사 연쇄중
합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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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 이이이 중중중 우우우 교수>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신신신 표표표 진진진

제제제111장장장 서서서론론론

111...111...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

간 조직은 여러 종류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다.간 부피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간 실질인 간세포(hepatocyte)는 간 무게의 60% 이상을 차지한다.간 포식세포인
Kupffer세포(Kupffer,1876)와 동굴모양혈관(sinusoid)의 내피세포들이 있다.그리
고 중간엽(mesenchyme)기원으로 혈관주변의 비실질 조직 세포인 간 성상세포가
있다.
간 성상세포는 1876년 Kupffer에 의해 발견되었고,Ito에 의해 기술되었으며

1971년 Wake에 의해 정립되었다.동굴모양혈관 내피세포와 간세포사이의 Disse
공간에 위치한 세포로서 별모양을 하고 있어서 간 성상세포,Itocell,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는 지방소적(lipiddroplet)을 갖고 있어서 vitaminA storingcell,fat
storingcell또는 perisinusoidalhepaticlipocyte등으로 명명되고 있다.일반적으
로 간에서 간 성상세포는 정지세포로 존재하는데,전체 간 세포의 5-8% 정도를
구성한다(Geerts,2001).염화금(goldchloride)로 선택적으로 염색되고,조직학적
분류로 세포질의 지방 방울로 이를 확인할 수 있다(Stanciu등,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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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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
향을 미치고 있다(Wake,1989;Pinzani,1995).해부학적 위치와 특성의 유사점 때
문에 간 성상세포는 혈관주위세포로도 분류하고 있다.혈관주위세포는 소동맥,소
정맥 특히 모세혈관과 같은 미세혈관에서 발견되며,긴 돌기로 혈관 외부를 감싸
서 잘 조직된 그물세공을 구성한다(Hirschi및 D'Amore,1996;Rucker등,2000).
이 세포들은 다음과 같은 다양한 기능을 수행한다.첫째,수축력을 변화시켜 미

세혈관 수준에서 국소 혈류 즉,모세혈관 혈류량을 조절하며,둘째,탐식작용을 하
며,셋째,다능한 중간엽 세포 또는 혈관 평활근 세포의 전구체로 새로운 혈관 생
성(angiogenesis)에 관여한다(Shepro및 Morel,1993;Hirschi및 D'Amore,1996).
정상에서는 3,4형 교원질과 laminin등을 생성하고 1형 교원질은 거의 생성하지

않는데,손상 받은 간 성상세포나 쿠퍼세포 등에서 분비된 여러 가지 사이토카인
이나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stress)등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혈소판 유래 성
장인자(PDGF)와 전환 성장인자(TGF)의 수용체가 발현하고,이와 더불어 4형
collagenase를 분비하여 세포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저막을 손상시킨다.일반적으
로 기저막의 extracellularmatrix(ECM)는 간 성상세포의 증식 및 활성화를 억제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므로,이러한 기저막의 손상은 간 성상세포를 활성화시킨
다.활성화된 간 성상세포는 각종 성장인자에 대한 반응이 증가하고 1형 교원질
등의 ECM 생성을 증가시키며,생성된 1형 교원질은 간 성상세포를 더욱 활성화
시킨다.
이 외에도 collagenase의 억제물질인 α2-macroglobulin및 TIMP 등의 생성도

증가시켜 결국 간 섬유화의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또한 초기에 손상된 기저막은
1형 교원질과 fibronectin등으로 대치되고,이로 인하여 동굴모양혈관과 간세포와
의 물질교환이 원활치 않게 되어 간세포 기능이 저하된다.
활성화한 간 성상세포는 근섬유모세포(myofibroblast)형태의 세포로 변화하여

α-smoothmuscleactin과 같은 세포골격 세사(cytoskeletalfilament)등이 표현되
고 비타민 A를 함유하고 있는 지방소적이 감소 또는 소실되며 조면 소포체(rou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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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plasmicreticulum)가 비후된 소견을 보인다.
간 성상세포를 활성화하고 교원질 유전자를 자극시키는 인자는 아세트알데하이

드,아스코르빈산,전환 성장인자,사염화탄소 등 여러 가지가 보고되었고,이외에
도 ECM의 변화,즉 정상 ECM의 파괴 및 1형 교원질과 fibronectin의 증가,철과
알코올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등은 간 성상세포 활성화의 중요한 인자들이다.
근래에 산화적 스트레스가 여러 가지 질환의 병인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특히

알코올성 간질환,중금속에 의한 간손상 및 허혈 후 재관류 손상 등의 간질환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만성 B형 및 C형 간질환에서도 산화적 스트레스
가 간조직의 괴사성 염증반응과 관계가 있다는 것이 이미 보고된 바 있다.간 손
상에 관여하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간 손상에 의해 유발되는 간 섬유화 과정에도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즉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지질 과산화(lipid
peroxidation)에 의해 간 성상세포에서 교원질 유전자의 전사율이 증가된다는 보고
가 있다.
간 성상세포의 알려진 생리적 기능은 비타민 A의 저장과 대사에 관여하며

(Wake,1980),세포외 기질의 구성 물질과 matrixmetalloproteinase를 생성하여
세포외 기질의 재조직에 관여한다(Clement등,1984).성장인자와 싸이토카인을 생
성하며(Friedman, 1990), 다른 혈관주위세포들처럼 endothelin, angiotensin,
thromboxane,prostaglandin등에 반응하여 혈관을 수축 혹은 이완시킴으로써 간
조직의 모세 혈류량을 조절한다(Blomhoff및 Wake,1991).간 성상세포는 actin과
myosin 같은 수축성 단백질이 분포되어 있고(Yokoi등,1984),이뿐만 아니라
glialfibrillaryacidicprotein(GFAP),vimentin,desmin등을 포함한 여러 종류의
중간세사(intermediatefilament)들을 발현하고 있고,활성화 과정동안 이들의 발현
이 변화된다고 알려져 있다(Burt등,1986).

111...222...세세세로로로토토토닌닌닌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세로토닌(5-Hydroxytryptamine, 5-HT)은 위장관의 창자친크롬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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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terochromaffinecell)와 중추신경계의 세로토닌성 신경에서 생성되는 모노아민
성 신경전달물질로 세포막에 있는 수용체를 통해서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
5-HT와 그 수용체는 중추 및 말초신경계와 위장관,심혈관계 그리고 혈액과 같은
비신경성 조직에 존재한다(Hoyer등,2002).중추신경계에서 5-HT는 기분,수면,
구토,성욕,식욕 등을 조절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5-HT는 우울
증,공포증,편두통 등의 질환에 관여하며,최근에는 간재생과 세포분열에 관여하
는 유사분열물질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이 보고되었다(Lesurtel등,
2006).
신체에서 5-HT는 tryptophanhydroxylase(TPH)와 dopadecarboxylase(DDC)

라는 두개의 효소가 관여하는 짧은 대사과정으로 만들어진다. 트립토판
(tryptophan)이 5-hydroxytryptophan으로 전환되었다가 DDC에 의해 최종 5-HT
가 된다.5-HT는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없기 때문에 구강투여로 중추신경계
로 영향을 줄 수 없다.하지만 5-HT의 중간 대사산물인 5-hydroxytryptophan
(5-HTP)은 혈액-뇌 장벽을 통과할 수 있어서 세로토닌성 약물로 이용될 수 있다.
5-HT이 파괴되면서 오줌으로 배설되는 5-hydroxyindoleaceticacid(5-HIAA)를
만들어 내는데,이것은 5-HT와 함께 몇몇 암에서 과다하게 생성되는 인자로,소
변검사를 통한 암 진단에 이용된다.5-HT 수용체에는 모두 7개(5-HT1-7)의 과
(family)가 존재하며,이온통로 기능을 하는 수용체인 5-HT3수용체를 제외한 나
머지 수용체들은 G-단백질과 관련된 metabotropic수용체이다.
5-HT1수용체는 모두 5종류(5-HT1A,5-HT1B,5-HT1D,5-HT1E,5-HT1F)의 아

형(subtype)이 알려져 있으며,5-HT1C수용체는 5-HT2수용체들과 구조 및 세포
내 신호전달 경로가 유사하여 5-HT1아형에서 5-HT2C 수용체로 재분류되어졌다
(Hoyer등,1994).5-HT1수용체는 공통적으로 Gi/o단백을 활성화시키고,활성화
된 Gi/o 단백은 adenylyl cyclase(AC)를 억제한다.AC는 ATP에서 cyclic
AMP(cAMP)의 생성을 촉진시키고, cAMP는 cAMP-dependent protein
kinase(PKA)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생리적 기능을 수행하게 된다.
5-HT2 수용체는 세 종류의 아형(subtype)이 알려져 있다(5-HT2A,5-HT2B,

5-HT2C)(Hoyer등,1994).이들 수용체는 공통적으로 G-단백 중 Gq/11을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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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킨다.활성화된 Gq/11은 PLC를 활성화시키고,PLC는 PIP2로부터 inositol
1,4,5-triphosphate(IP3)와 diacylglycerol(DAG)생성을 촉진시킨다.IP3는 세포내
칼슘 저장고인 소포체(endoplasmicreticulum,ER)혹은 근소포체(sarcoplasmic
reticulum,SR)으로부터 칼슘 유리를 촉진시키고,DAG은 proteinkinaseC(PKC)
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다양한 생리적 기능을 나타낸다.5-HT2수용체의 세포내 신
호전달 경로 역시 Gq/11-PLC 경로 뿐만 아니라 5-HT1수용체처럼 다양하다
(Raymod등,2001).
5-HT4,5-HT6,및 5-HT7수용체는 5-HT1수용체와는 달리 G-단백 중 Gs를

통해 AC를 활성화시켜 cAMP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반응들을 매개한다.
5-HT4수용체의 주된 기능으로 위장관에서의 prokinetic효과와 심방의 수축력 및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Kim 및 Camilleri,2000),5-HT4수용
체와 관련된 약물들은 심부정맥(Kaummann및 Sanders,1994),신경퇴행성 질환
(Raynolds등,1995),요실금(Hegde및 Eglen,1996)과 같은 질환에 효과적인 치료
제로 사용되어왔다. 5-HT4 수용체의 주된 기능은 AC의 활성화이며,
adrenocortical세포(Contesse등,1996)와 심방근(Ouadid등,1992)등에서 세포내
칼슘 유입을 증가시켰다.이러한 칼슘의 유입은 5-HT4 수용체 활성화로 인한
cAMP증가가 L-형 칼슘 통로의 활성을 증가시켜 일어난 결과이다.5-HT4수용
체는 스플리싱 변이(splice variant)들에 따라 서로 다르게 조절되기도 한다.
5-HT4 수용체는 심방근에서 pacemaker 전류 증가, Cl- 전류 및
tetrodotoxin(TTX)-비민감성 Na+전류의 활성화와 같이 다른 종류의 이온통로 역
시 조절한다(Raymond 등,2001).또한 5-HT4 수용체는 절전신경에 작용하여
5-HT,acetylcholine및 dopamine과 같은 신경전달물질 유리를 촉진시킨다(Barns
및 Sharp,1999).
5-HT5수용체는 5-HT5A와 5-HT5B 두개의 아형이 알려져 있으며,약리학적으

로 5-HT5 수용체는 5-HT1 수용체와 유사하며, 특히
5-CT(5-carbamidotryptamine)과 맥각 유도체인 LSD(lysergicacid)나 ergotamine
등에 민감하다.5-HT5A수용체는 G-단백에 의해 열리는 K+통로(GIRK)의 활성을
조절한다(Grailhe 등,2001).Noda 등(2003)은 5-HT5A가 cAMP농도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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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P-ribosylcyclase활성 억제를 통해 세포내 칼슘을 조절함을 보고하였다.
5-HT3수용체는 GABAA,glycine,니코틴성 acetylcholine(ACh)수용체들과 마

찬가지로 5개의 소단위로 이루어진 오합체(pentamer)구조의 이온통로이다.신경
전달 물질 유리를 조절하거나,신경 흥분성에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5-HT3수용체의 활성화는 세포내로 Na+과 Ca2+의 유입과 K+의 유출을
증가시키며,막전압을 탈분극시킨다(Barns및 Sharp,1999).

111...333...목목목적적적

세로토닌은 여러 종류의 세포에서 합성되어 분비되며,세포내로 능동적 이동이
가능하기에 기능적인 세로토닌 전달체계가 중요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으며,세포
막에 존재하는 여러 세로토닌 수용체는 다양한 생리적 혹은 병태생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한편,만성 간 질환에서 간 성상세포는 비활성 형질로부터 아근섬
유세포 또는 평활근과 유사한 형질로 활성화되어 조직에 손상을 줄 수 있는 결체
조직 등을 생성하거나 간내 혈관 저항을 증가시킴으로서 간 섬유화 및 문맥 고혈
압 발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지고 있다.최근의 결과에 의하면 간경화
증과 문맥고혈압 환자에서 혈장 세로토닌 수치가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나며,이때
세로토닌의 길항제가 간문맥 혈압을 감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그러나
이와 관련된 정확한 기전이나 과정 등은 소상히 알려지지 않고 있다.따라서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과정에서 세로토닌 수용체가 관여하는지 혹은 관련 기전은 무
엇인지 확인하여 이를 목표로 치료적 중재의 실마리를 찾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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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222장장장 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222...111...재재재료료료

Fetalbovineserum,DMEM,Hank'sbalancedsaltsolution과 항균-항진균제는
GIBCO BRL Life Technologies(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다.
Nycodenz와 α-SMA의 monoclonalimmunohistology kits는 Sigma Chemical
Co.(St.Louis,MO,U.S.A.)에서 구입하였다.Pronase,collagenase와 DNaseI은
RocheDiagnosticsGmbH(Mannheim,Germany)에서 구입하였다.RNeasy Mini
Kit는 Qiagen(Valencia,CA,USA)에서,SYBR Green PCR Master mix는
Applied Biosystems(Foster, CA, USA)에서, oligonucleotide primer는
Bioneer(Daejeon,Kore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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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 성상세포는 수컷 SpragueDawley rat(150～250g)에서 분리하였다.쥐는
ketamine(50mg/kg)으로 복강내 마취하였고 복부는 중앙 절개로 개복하였으며
이어 측면의 혈관을 피하여 좌우로 횡 절개를 실시하였다.장관은 왼쪽으로 위치
시키고 간,간문맥,우신장과 하대정맥을 노출시켰다.하대정맥과 간문맥을 분리하
고 헤파린 500USPunit를 정맥내로 투여했다.복부하대정맥을 신장 정맥위에서
묶은 후 폴리에틸렌 카테터를 간문맥에 삽입하고 묶어서 고정하였다.간문맥으로
0.9% saline 20 ml를 빠르게 주입하였다. 간 성상세포는 in situ
collagenase/pronase관류 방법과 1회 nycodenzgradient원심분리를 이용한 방법
에 준하여 분리하였다(Schafer등,1987;Bedossa등,1994).그 방법을 간략히 기
술하면,쥐의 간을 0.02% pronase와 0.015% collagenaseB가 포함된 37℃ Hank
완충액(조성(mM),137NaCl,5.4KCl,0.44KH2PO4,3.38Na2HPO4,3.7NaHCO3,
1gglucose)으로 관류하였다.이어 간을 빠르게 적출하여 접시로 옮기고 잘게 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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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서 grinderset로 갈았다.그리고 0.02% pronase가 포함된 Hank완충액으로 20
분간 shakingwaterbath에서 다시 처리하였다.부유물은 나일론 거즈로 여과하
고,여과물은 450×g로 10분간 4℃에서 원심분리하였다.Hank완충액으로 몇 번
세척한 후 세포는 0.3% bovine serum albumin과 28.7% Nycodenz가 포함된
Hank완충액으로 잘 섞었다.0.3% bovineserum albumin이 포함된 Hank완충액
을 그 위에 위치시켜 1000×g,4℃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낮은 비중의 특성으로
인해 떠있는 세포층에서 간 성상세포를 분리하였다.이를 혈청이 없는 DMEM으
로 세척하고,10%(v/v)heat-inactivatedfetalbovineserum과 penicillin G(100
IU/ml),streptomycin(100mg/ml),amphotericinB(0.25mg/ml)로 구성된 1%(v/v)
항균-항진균제가 포함된 DMEM에서 유지 배양했다.배양은 5% CO2,95% air,3
7℃ 상태의 항온 항습기에서 이루어졌다.세포를 배양접시에 넣은 후 배양배지는
24시간 후에 갈아준 뒤 매 3일 마다 갈아주었다.간 성상세포의 순수성은 배양한
지 24～48시간 후에 광학현미경으로 모양과 desmin,GFAP의 면역세포염색으로
확인하였는데,보통 95%이상 양성으로 나타났다.또한 일주일 후에 α-SMA 면역
세포염색을 실시하여 간 성상세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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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oth muscle actin(α-SMA)의 면역세포염색은 monoclonal
immuno-histology kit를 이용하여 시행하였다.3% hydrogen peroxide와 정상
goatserum으로 blocking한 후 표본을 mousemonoclonalprimaryantibody로 상
온에서 1시간 처리하였다.Biotinylated secondary antibody(goat anti-mouse
immunoglobulin)와 avidin- conjugated peroxidase를 처치한 후
3-amino-9-ethylcarbazole(AEC)chromogen을 발색제로 사용하였다.이어 PBS
로 3회 세척한 후 표본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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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444...역역역전전전사사사 및및및 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 반반반응응응 분분분석석석

배양 1일,1주,2주,3주 된 간 성상세포의 전체 RNA를 RNeasyminikit를 이
용하여 추출하였고 사용 전까지 -80℃에 보관하였다.먼저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
에서 세로토닌 수용체 발현 양상을 알기위해 배양 2주된 세포로부터 분리된 RNA
로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전체 RNA 2 ㎍을 0.5 ㎍ random
hexamer(Takara,Kyoto,Japan)와 함께 먼저 70℃에서 5분간 반응시키고,200
units의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Promega Corporation,
Madison,WI,USA),25nmoles의 dNTP,20units의 RNaseinhibitor(Promega)
등이 포함되게 하여(25㎕)37℃에서 1시간동안 역전사 반응을 일으켜 상보적
DNA(cDNA)를 만들었다.이어 세로토닌 수용체의 아형들에 대한 primer들(표 1)
을 이용하여 연쇄중합반응(PCR)을 시행하였다.전체 반응액(50㎕)에는 합성된
cDNA, 각각의 primer(10 pmoles), 1.25 units의 AmpliTaq
polymerase(Perkin-Elmer,Norwalk,CT,USA),10nmoles의 dNTP등이 포함되
게 하여,94℃ 30초,58℃ 30초,72℃ 1분으로 35cycle동안 반응시켰다.PCR산물
은 1% agarosegel에 전기영동하여 관찰하였다.
세로토닌 수용체 발현 양의 정량적 비교를 위해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반응에 사용될 primer들은 GenBankdatabase의 ratsequence를 바탕
으로 PrimerExpresssoftware(AppliedBiosystems,Foster,CA,USA)를 이용하
여 디자인하였다(표 2).위의 방법으로 역전사하여 만들어진 cDNA,300nM의
primer,1X SYBR GreenPCR Mastermix(AppliedBiosystems)등으로 이루어진
10 ㎕ 반응용액을 ABIPRISM 7900HT Sequence Detection System(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하여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증폭 프로그
램은 AmpliTaqGold의 활성화를 위한 95℃ 10분과 95℃ 15초(denaturation)/6
0℃ 1분(annealing과 extension)으로 구성된 45회 two-stepPCR을 이용하였다.증
폭 후에 meltingcurve분석을 시행하여 의도한 증폭만이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
으며,cDNA 주형이 없는 negativecontrol도 매 실험마다 동시에 시행하였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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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의 cDNA에 관한 PCR은 triplicate로 하였으며,house-keepinggene으로 알려진
glyceraldehyde-3-phosphatedehydrogenase(GAPDH)를 endogenouscontrol로 사
용하였다.RNA 분리 중 DNA 특히 genomicDNA의 오염이 없다는 것은 cDNA
합성반응에서 불활성화된 역전사효소를 사용한 샘플에서 PCR 결과물의 유․무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다.실험결과는 2-ΔΔCT공식을 적용하여 상대적 비의 변화로
표현하였다(Livak및 Schmittgen,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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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111...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되되되어어어진진진 555---HHHTTT 수수수용용용체체체 ppprrriiimmmeeerrr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109 bp
1535-1554

NM_013148
5’-GAA CAG GAG GAA GGA AGA GA-3’sense (+)

5-HT5A
1643-16245’-TAA GTC TCC TTG GTG TGA GG-3’antisense (-)

377 bp
640-659

NM_012853.1
5’-TCA TGG TGC TGG CCT ATT AC-3’sense (+)

5-HT4
1016-9975’-CTC ATC ATC ACA GCA GAG GA-3’antisense (-)

132 bp
453-472

L10073.1
5’-TTC ACC GTA CTC GTG GTA AC-3’sense (+)

5-HT5B
584-5655’-GGT CGA GGC TAC CAA GTT AT-3’antisense (-)

129 bp
1716-1735

NM_024365.1
5’-CCT GAG AGT GTG CTG AAT TG-3’sense (+)

5-HT6
1844-18255’-AGC CAC ACT ACA CAA GCA AC-3’antisense (-)

ProductPositionAccession codeSequenceName

2219-22005’-TCA CTC ATC TCC AGT TAC CG-3’antisense (-)
148 bp

2072-2091
NM_022938

5’-GTG TGT CCA CTG TCA AAT CC-3’sense (+)
5-HT7

886-8675’-GAC ATG TTG ACC CTG AAG AC-3’antisense (-)
428 bp

459-478
NM_022189.1

5’-AAG CCC ATC CAG GTG GTC TC-3’sense (+)
5-HT3B

904-8855’-ATG TTG ATG TCC TGG ATG GT-3’antisense (-)
352 bp

553-572
NM_024394.1

5’-TCC TCA ACG TGG ATG AGA AG-3’sense (+)
5-HT3A 

1003-9855’-TGT TAG GCG TTG AGG TGG C-3’antisense (-)
352 bp

652-672
NM_017250

5’-CAT GCA TCT CTG TGC CAT TTC-3’sense (+)
5-HT2B

821-8025’-GTA GGT GAT CAC CAT GAT GG-3’antisense (-)
376 bp

446-465
NM_017254

5’-GTG TCC ATG TTA ACC ATC CT-3’sense (+)
5-HT2A

867-8475’-TCG CAC TTT GAC TTG GTT CAC-3’antisense (-)
258 bp

610-629
NM_022225.1

5’-TAC ACG GTC TAC TCC ACG GT-3’sense (+)
5-HT1B

308-2895’-GTC CAC TTG TTG AGC ACC TG-3’antisense (-)
211 bp

98-117
NM_012585.1

5’-TCA GCT ACC AAG TGA TCA CC-3’sense (+)5-HT1A

109 bp
1535-1554

NM_013148
5’-GAA CAG GAG GAA GGA AGA GA-3’sense (+)

5-HT5A
1643-16245’-TAA GTC TCC TTG GTG TGA GG-3’antisense (-)

377 bp
640-659

NM_012853.1
5’-TCA TGG TGC TGG CCT ATT AC-3’sense (+)

5-HT4
1016-9975’-CTC ATC ATC ACA GCA GAG GA-3’antisense (-)

132 bp
453-472

L10073.1
5’-TTC ACC GTA CTC GTG GTA AC-3’sense (+)

5-HT5B
584-5655’-GGT CGA GGC TAC CAA GTT AT-3’antisense (-)

129 bp
1716-1735

NM_024365.1
5’-CCT GAG AGT GTG CTG AAT TG-3’sense (+)

5-HT6
1844-18255’-AGC CAC ACT ACA CAA GCA AC-3’antisense (-)

ProductPositionAccession codeSequenceName

2219-22005’-TCA CTC ATC TCC AGT TAC CG-3’antisense (-)
148 bp

2072-2091
NM_022938

5’-GTG TGT CCA CTG TCA AAT CC-3’sense (+)
5-HT7

886-8675’-GAC ATG TTG ACC CTG AAG AC-3’antisense (-)
428 bp

459-478
NM_022189.1

5’-AAG CCC ATC CAG GTG GTC TC-3’sense (+)
5-HT3B

904-8855’-ATG TTG ATG TCC TGG ATG GT-3’antisense (-)
352 bp

553-572
NM_024394.1

5’-TCC TCA ACG TGG ATG AGA AG-3’sense (+)
5-HT3A 

1003-9855’-TGT TAG GCG TTG AGG TGG C-3’antisense (-)
352 bp

652-672
NM_017250

5’-CAT GCA TCT CTG TGC CAT TTC-3’sense (+)
5-HT2B

821-8025’-GTA GGT GAT CAC CAT GAT GG-3’antisense (-)
376 bp

446-465
NM_017254

5’-GTG TCC ATG TTA ACC ATC CT-3’sense (+)
5-HT2A

867-8475’-TCG CAC TTT GAC TTG GTT CAC-3’antisense (-)
258 bp

610-629
NM_022225.1

5’-TAC ACG GTC TAC TCC ACG GT-3’sense (+)
5-HT1B

308-2895’-GTC CAC TTG TTG AGC ACC TG-3’antisense (-)
211 bp

98-117
NM_012585.1

5’-TCA GCT ACC AAG TGA TCA CC-3’sense (+)5-HT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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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표표 222...실실실시시시간간간 역역역전전전사사사 연연연쇄쇄쇄중중중합합합반반반응응응에에에 사사사용용용되되되어어어진진진 ppprrriiimmmeeerrr들들들의의의 염염염기기기서서서열열열...

    

123 bp
13957-13976

XM_001080527.1
5’-TAC CTT GCC TGG TAC ACA AC-3‘sense (+)

RyR-3
14079-140605’-AGT CAC AGA TGA CAG GAT CG-3‘antisense (-)

111 bp
2516-2535

NM_017254
5’-CCA AGG AGC CTC TTA TCA GT-3’sense (+)

SERCA-1
2626-26075’-CCT CTG CAT ACA AGA ACC AC -3’antisense (-)

119 bp
2297-2316

M 23114
5’- AGT TCA TCC GCT ACC TCA TC-3’sense (+)

SERCA-2
2415-23965’-CAC CAG ATT GAC CCA GAG TA-3’antisense (-)

140 bp1563-1582NM_1728125’-CTC ATG CAG AAG GAG TTC AC-3’sense (+)SERCA-3
1702-16835’-CGC TCA ATT ACA CTC TCA GG-3’antisense (-)

109 bp
683-701

NM_022399.1
5’-AGA AGA CTG GGA TGA ACG AG-3’sense (+)Calreticu

lin 791-7725’-GTC CTC AGG CTT CTT AGC AT-3’antisense (-)

118 bp988-1007NM_017131.25’-CAG ATG GCT ATG AGT TCC TG-3’sense (+)Calsequest
rin-2

1105-10865’-CAG TAA GCA ACA AGC AGA GG-3’antisense (-)

146 bp
21-40

NM_172008.1
5’-GTG TTT GCT ACT GGT CCT TG-3’sense (+)Calnexin

166-1475’-ATG GAG GAG TGC TGG TAT CT-3’antisense (-)

106 bp1011-1030L 261105’-ACC AGC TAT TGC CCA TAG AG-3’sense (+)TGF-ββββ
type 1 R 1116-10975’-GGC AGA ATC ATG TCT CAC AG-3’antisense (-)

73 bp
222-242

X 06801
5’-GCA GAG CAA GAG GGA TCC T -3’sense (+)

αααα-SMA
294-2745’-CAT GTC GTC CCA GTT GGT GAT-3’antisense (-)

71 bp2327-2346NM_0125175’-GAC CCG TAG GAG CAC GTT TG-3’sense (+)Cav1.2
(αααα1c) 2397-23805’-CCT CCC CGG TCA GGA TCT-3’antisense (-)

136 bp
11405-11414

XR_008338.1
5’-ATG TAG GCT TCT TCC AGA GC-3‘sense (+)

RyR-2
11540-115215’-TGC AGT ACC TTC TCT CCT GA-3‘antisense (-)

ProductPosition
Accession 

codeSequenceName

35688-356695’-GAA GGG CAG AGA GAC AAG AT-3‘antisense (-)
112 bp

35577-35596
AC165142.3

5’-CTG AAT GTC TGC TCT CCA AG-3‘sense (+)
RyR-1

526-5075'-TTG TTG CTC TTC ATG TGC AG-3‘antisense (-)
137 bp

390-409
NM_013138.1

5'-GAT GTG GTG TTG CTG CAG AA-3'sense (+)
InsP3-R3 

690-6715'-ACG CAT GGC ATT CTT CTC CA-3'antisense (-)
295 bp

396-415
NM_031046.3

5’-CAA GAA GTT CAG AGA  CTG CC-3’sense (+)
InsP3-R2

2332-23135’-GTC TCA ATC AGG ATG TCA GC-3’antisense (-)
261 bp

2072-2091
NM_001007235

5’-GCA GAA GCA GAT TGG CTA TG-3’sense (+)
InsP3-R1

881-8615’-AGA GCA TGA AAC TGC CAA AGC-3’antisense (-)
101 bp

781-800
NM_017250

5’-CGC CAT CCC AGT CCC TAT TA-3’sense (+)
5-HT2B

334-3115’-TTT CCA GCA ATG GTG AGA ATA ATC-3’antisense (-)
101 bp

234-252
NM_017254

5’-GGG TAC CTC CCA CCG ACA T-3’sense (+)
5-HT2A

123 bp
13957-13976

XM_001080527.1
5’-TAC CTT GCC TGG TAC ACA AC-3‘sense (+)

RyR-3
14079-140605’-AGT CAC AGA TGA CAG GAT CG-3‘antisense (-)

111 bp
2516-2535

NM_017254
5’-CCA AGG AGC CTC TTA TCA GT-3’sense (+)

SERCA-1
2626-26075’-CCT CTG CAT ACA AGA ACC AC -3’antisense (-)

119 bp
2297-2316

M 23114
5’- AGT TCA TCC GCT ACC TCA TC-3’sense (+)

SERCA-2
2415-23965’-CAC CAG ATT GAC CCA GAG TA-3’antisense (-)

140 bp1563-1582NM_1728125’-CTC ATG CAG AAG GAG TTC AC-3’sense (+)SERCA-3
1702-16835’-CGC TCA ATT ACA CTC TCA GG-3’antisense (-)

109 bp
683-701

NM_022399.1
5’-AGA AGA CTG GGA TGA ACG AG-3’sense (+)Calreticu

lin 791-7725’-GTC CTC AGG CTT CTT AGC AT-3’antisense (-)

118 bp988-1007NM_017131.25’-CAG ATG GCT ATG AGT TCC TG-3’sense (+)Calsequest
rin-2

1105-10865’-CAG TAA GCA ACA AGC AGA GG-3’antisense (-)

146 bp
21-40

NM_172008.1
5’-GTG TTT GCT ACT GGT CCT TG-3’sense (+)Calnexin

166-1475’-ATG GAG GAG TGC TGG TAT CT-3’antisense (-)

106 bp1011-1030L 261105’-ACC AGC TAT TGC CCA TAG AG-3’sense (+)TGF-ββββ
type 1 R 1116-10975’-GGC AGA ATC ATG TCT CAC AG-3’antisense (-)

73 bp
222-242

X 06801
5’-GCA GAG CAA GAG GGA TCC T -3’sense (+)

αααα-SMA
294-2745’-CAT GTC GTC CCA GTT GGT GAT-3’antisense (-)

71 bp2327-2346NM_0125175’-GAC CCG TAG GAG CAC GTT TG-3’sense (+)Cav1.2
(αααα1c) 2397-23805’-CCT CCC CGG TCA GGA TCT-3’antisense (-)

136 bp
11405-11414

XR_008338.1
5’-ATG TAG GCT TCT TCC AGA GC-3‘sense (+)

RyR-2
11540-115215’-TGC AGT ACC TTC TCT CCT GA-3‘antisense (-)

ProductPosition
Accession 

codeSequenceName

35688-356695’-GAA GGG CAG AGA GAC AAG AT-3‘antisense (-)
112 bp

35577-35596
AC165142.3

5’-CTG AAT GTC TGC TCT CCA AG-3‘sense (+)
RyR-1

526-5075'-TTG TTG CTC TTC ATG TGC AG-3‘antisense (-)
137 bp

390-409
NM_013138.1

5'-GAT GTG GTG TTG CTG CAG AA-3'sense (+)
InsP3-R3 

690-6715'-ACG CAT GGC ATT CTT CTC CA-3'antisense (-)
295 bp

396-415
NM_031046.3

5’-CAA GAA GTT CAG AGA  CTG CC-3’sense (+)
InsP3-R2

2332-23135’-GTC TCA ATC AGG ATG TCA GC-3’antisense (-)
261 bp

2072-2091
NM_001007235

5’-GCA GAA GCA GAT TGG CTA TG-3’sense (+)
InsP3-R1

881-8615’-AGA GCA TGA AAC TGC CAA AGC-3’antisense (-)
101 bp

781-800
NM_017250

5’-CGC CAT CCC AGT CCC TAT TA-3’sense (+)
5-HT2B

334-3115’-TTT CCA GCA ATG GTG AGA ATA ATC-3’antisense (-)
101 bp

234-252
NM_017254

5’-GGG TAC CTC CCA CCG ACA T-3’sense (+)
5-HT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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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555...칼칼칼슘슘슘 전전전류류류 측측측정정정

간 성상세포의 칼슘전류를 측정하기위해 patch clamp amplifier(EPC9,
InstrutechCorp.,NY,USA)를 사용하여 wholecellpatchclamp방법으로 기록하
였다.측정 전극은 borosilicateglasscapillary(GarnerGlassCo.,Claremont,CA,
USA)를 P-97 Flaming-Brown micropipette puller(Sutter Instrument Co.,
Novato,CA,USA)로 뽑아 제작하였으며,전극 내부에 용액을 채웠을때 1.5～2.5
㏁이 되는 것을 사용하였다.세포가 들어있는 배양접시를 현미경위에 올려놓고 세
포외액을 중력에 의해 1～2㎖/min 속도로 관류시켰다.막전압 고정법(voltage
clamp)을 시행하였고,세포막의 capacitance와 seriesresistance는 80%이상 보정
하였다.실험 결과는 Pulse/Pulsefit software(HEKA Elektronik,Lambrecht,
Germany)를 통해 컴퓨터에 저장하였다.

222...666...세세세포포포 내내내 칼칼칼슘슘슘이이이온온온 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형광이미지장치(fluorescenceimaging
system)를 이용하였다.세포내 이온 농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이온들과 결합하여
형광 특성을 보이는 형광염료(fluorescencedye)를 세포내에 부하시킨 뒤 형광 현
미경을 통해 방출되는 형광의 세기를 분석하여야 한다.칼슘 이온 농도를 측정하
기 위해 fura-2/AM을 형광염료로 사용하였으며,간 성상세포들이 있는 배양접시
에 fura-2/AM를 5 μM 농도로 처치하여 실온에서 빛이 차단된 상태로 30～60분
간 두어 세포 내로 부하시켰다.부하가 끝나면 세포 외 관류액으로 2회 세척한 다
음 현미경위에 올려놓고,약물이 포함된 관류액을 중력에 의해 1～2㎖/min속도로
관류시켰다.
형광이미지장치(fluorescenceimagingsystem)는 75-W Xenonlamp로부터 나오

는 광원(lightsource)중 fura-2/AM에 적합한 340및 380nm 파장으로 여기
(excitation)시켰을 때 510nm의 파장에서 방출(emission)되는 형광 세기를 C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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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메라(cooledcharge-coupleddevicecamera,Cascade,Roper,USA)가 증폭시켜
이미지로 나타내었다(그림 1).이때 얻어지는 이미지의 형광세기 변화를 분석하였
는데,각 파장에서의 형광강도 비율(F340/F380)이 세포 내 이온농도를 반영하게 된
다.형광이미지는 약물투여시 0.1Hz의 빈도로 측정하였으며 세척(wash-out)동안
에는 0.03Hz의 빈도로 측정하여 광원으로 인한 세포손상을 최소화 하였다.

222...777...실실실험험험 용용용액액액

칼슘전류 측정을 위한 전극내 용액(internal solution)의 조성(mM)은 120
N-methyl-D-glucamine(NMG) methanesulfonate(MS),20 tetraethylammonium
(TEA)-MS, 20 HCl, 11 ethyleneglycol-bis-(β-aminoethylether) N,N,N',N'-
tetraacetic acid(EGTA),10 HEPES,1 CaCl2,4 MgATP,0.3 Na2GTP,14
Tris-phosphocreatine(pH 7.4,318mosm/kg H2O)으로 하였다.세포외 관류액
(externalsolution)의 조성(mM)은 140 MS,145 TEA-OH,10 HEPES,15
glucose,10 CaCl2,0.001 tetrodotoxin (TTX)(pH 7.4 with TEA-OH,310
mosm/kgH2O)으로 하였다.
칼슘이온 농도의 측정을 위해서는 세포외 관류액(externalsolution)의 조성

(normalPSS,mM)을 135NaCl,5KCl,2CaCl2,1MgCl2,10glucose와 10
HEPES(NaOH로 적정하여 pH 7.4)로 하였다.

222...888...자자자료료료 분분분석석석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SEM)로 나타내었으며,n은 실험한 세포의 수를 나
타낸다.통계적인 의의는 Student'st-검정을 실시하여,p값이 0.05이하일 때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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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이이이온온온 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을을을 위위위한한한 이이이미미미징징징 장장장치치치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Data Acquisition 
and Analysis

Calcium ion imaging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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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333장장장 결결결 과과과

333...111...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 지지지표표표 확확확인인인

본 실험에서 분리되어 배양된 대부분의 간 성상세포는 1주 이상 배양시 95%이
상 desmin과 GFAP항체에 의해 강한 세포질내 염색을 보여 이를 1차적인 활성
화 지표로 간주하였다.또한 Knittel등(1999)이 보고한 바와 같이 특정 면역조직
화학 표지들의 분포로 간 성상세포의 분화 단계를 특성화 할 수 있었는데,.α

-SMA는 분리 후 1～2일된 간 성상세포에서는 발견되지 않았으나,7일 이상 배양
한 세포들에서는 발현되어 stress-fiber-유사 구조를 나타내었다(그림 2A).배양기
간에 따른 발현양의 변화를 비교하기 위해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
였다.정량적 비교를 위해 GAPDH를 내부 대조군으로 사용하였으며,2-ΔΔCT 공식
을 적용하여 α-SMA와 GAPDH의 상대적 발현양 비(ratio)의 변화로 표현하였다
(Livak및 Schmittgen,2001).실험례 수(n)는 3회이며,각 실험마다 3회씩 결과를
얻어(triplicate)평균값을 얻었다.그 결과 배양 1일에는 α-SMA의 발현양이 미미
하였으나(α-SMA/GAPDH;0.02±0.0),1주에는 5.1±0.7,2주에는 10.2±1.6,3주에는
11.2±1.3으로 현저히 증가하였다(그림 2B).
분리된 간 성상세포에서 배양기간 중 막전압 민감성 칼슘전류가 증가함이 보고

되어 세포내 칼슘농도 변화가 활성화 과정에 역할을 담당할 것이라 제시된 바 있
다(Bataller등,1998;Oide등,1999).본 실험에서도 분리된 간 성상세포의 막전압
을 -80mV에 고정한 다음 +80mV까지 램프(ramp)자극을 가하여 칼슘전류의
유․무를 확인한 결과,분리 직후부터 배양 7일전 까지는 칼슘전류가 미비하여 기
록되지 않았으나,7일 이상 배양한 경우 13개의 세포 중 10개(76.9%)에서 칼슘전
류가 나타났다. 또 이러한 칼슘 전류는 선택적 L-형 칼슘통로 차단제인
nimodipine(10 μM)에 의해 전면 봉쇄되었다(그림 3A).따라서 L-형 칼슘통로
(CaV1.2)를 구성하고 있는 subunit중 하나인 α1c의 배양기간 중 발현 양 변화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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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측정하고자 하였다.이 역시 배양 1일에는 발현
정도가 매우 낮았으나(α1c/GAPDH;0.0001±0.00),1주에는 0.027±0.002,2주에는
0.055±0.003,3주에는 0.057±0.005으로 증가하여 칼슘 전류측정 결과에 상응하였다
(그림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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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222...배배배양양양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αααα---sssmmmoooooottthhhmmmuuussscccllleeeaaaccctttiiinnn(((αααα---SSSMMMAAA)))면면면역역역세세세포포포화화화
학학학 염염염색색색 및및및 발발발현현현량량량 변변변화화화...분리 후 배양 7일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α-SMA의
세포내 발현을 면역세포화학 염색으로 관찰하였으며(A),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
반응을 이용하여 발현양의 정량적 변화를 측정하였다(B).실험례 수(n)는 3이며,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x100 x200

A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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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333...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의의의 활활활성성성화화화를를를 통통통한한한 칼칼칼슘슘슘전전전류류류 및및및 CCCaaaVVV111...222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양양양 변변변화화화...활
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nimodipine에 의해 차단되는 칼슘이온 전류가 기록되었으
며(A),활성화에 따른 CaV1.2의 발현 양 변화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정량비교 하였다(B).실험례 수(n)는 3이며,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B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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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활활활성성성화화화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의의의 세세세로로로토토토닌닌닌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신경전달물질이자 장관호르몬이기도 한 세로토닌(5-HT)은 세포막에 위치한 세
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여 다양한 효과를 나타낸다.특히 간경화증과 문맥고혈압
환자에서 혈장 세로토닌 수치가 부분적으로 높게 나타남이 보고된 바 있어,질병
발병 혹은 진행 과정에 간 성상세포의 세로토닌 수용체 활성화가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을 의심할 수 있었다.이를 확인하기 위해 먼저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여러 세로토닌 수용체 아형들의 발현양상을 확인하였다.분리 후 배양 2주된 간
성상세포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한 결과,ionotropic
수용체인 5-HT3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용체들이 발현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4).이 중 발현양이 가장 많은 수용체는 Gq/11및 PLC를 매개로 세포내 칼슘농도
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5-HT2A 및 5-HT2B이었다.
이들 수용체의 발현이 간 성상세포 활성화과정 중 변화가 있는지 실시간 역전

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여 측정한 결과,각각 배양 1일(0.004±0.00,5-HT2A;
0.003±0.00,5-HT2B)에 비해 1주(0.070±0.001;0.006±0.00) 및 2주(0.067±0.001;
0.008±0.00)에 증가하였으며,특히 5-HT2A 수용체 발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그림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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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444...활활활성성성화화화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다다다양양양한한한 세세세로로로토토토닌닌닌 수수수용용용체체체의의의 발발발현현현...
분리 후 배양 2주된 간 성상세포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흰 쥐 세로토닌 수용체 각 아형들의 염기서열에 선택적인 primer를
이용하여 증폭하였으며,증폭된 산물은 agarosegel에 전기영동하여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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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555...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활활활성성성화화화 과과과정정정을을을 통통통한한한 555---HHHTTT222수수수용용용체체체 아아아형형형 발발발현현현 변변변화화화...
분리 후 1일과 1주 및 2주 배양한 간 성상세포로부터 RNA를 분리한 뒤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흰 쥐 5-HT2A 및 5-HT2B의 염기서열에 선택
적인 primer를 사용하였으며,GAPDH를 endogenouscontrol로 하여 발현양의 비
를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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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세세세로로로토토토닌닌닌 수수수용용용체체체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칼칼칼슘슘슘 변변변화화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로토닌 수용체 중 5-HT2A 및 2B는 G-단백 중
Gq/11를 매개로 하여 PLC를 활성화시키고,PLC는 PIP2로부터 IP3와 DAG생성을
촉진시키며,이 중 IP3는 세포내 칼슘 저장고로부터 칼슘을 유리시켜 세포내 칼슘
이온 농도를 증가시킨다.세포내 칼슘이온 농도 변화가 간 성상세포 활성화에 관
여할 것이라 제시되고 있으므로(Reinehr등,1998;Bataller등,2001),본 연구에서
는 세로토닌 수용체의 활성화로 인한 세포내 칼슘농도의 변화를 관찰하고자 하였
다.이를 위해 칼슘농도 측정에 사용되는 형광염료인 fura-2/AM을 세포내로 부하
시킨 다음,현미경과 연결된 형광이미지장치를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세포내 칼슘
이온 농도 변화를 기록하였다.그림 6은 fura-2/AM을 부하시킨 뒤 380nm의 빛
으로 여기 시키고,510nm로 방출된 형광을 CCD 카메라로 기록한 이미지이다.
세포내 칼슘이온 농도는 340nm와 380nm의 빛으로 번갈아 여기 시킬 때 510
nm로 방출되는 형광 세기의 비(ratio)와 비례하게 된다.
먼저 세포들을 현미경위에 놓고 세포외 관류액으로 안정을 취할 때까지 일정시

간 관류시킨 다음,5-HT 10 μM이 포함된 용액으로 관류시켰을 때 나타나는 변화
를 관찰하였다.그림 7에서와 같이 활성화되기 전인 배양 3일째의 간 성상세포에
서는 칼슘농도의 변화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배양 2주의 세포에서는 특징적인 이
원적(biphasic)칼슘농도 변화를 관찰할 수 있었다.즉 빠르고 일시적인 칼슘 증가
(peak)에 이은 완만하고 지속되는 고원기(plateauphase)의 양상을 나타내었다.또
약물 세척 후에는 투여 전 수준으로 회복되었다.이와 같이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유․무에 따라 5-HT의 칼슘 증가 효과에 차이가 있는 점은 앞에서 확인된
5-HT2수용체 발현양 변화와도 일치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한편 퓨린수용체 효현제인 ATP는 간 성상세포에서 metabotropic수용체인 P2Y

에 작용하여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으므로(Dranoff등,2004),
ATP에 의한 칼슘농도 변화와 비교해 볼 때,ATP의 약 1/10 농도 수준에서
5-HT에 의한 효과가 유사한 정도의 칼슘 증가를 나타내었다(그림 8).하지만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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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세포에서 무스카린성 수용체 효현제인 아세틸콜린에 의해서는 칼슘농도 증가
가 관찰되지 않았다.
5-HT에 의한 칼슘 증가 효과가 PLC의 활성화에 의해 매개되는지 확인하기 위

하여 PLC억제제인 U73122(1 μM)를 전처치한 후 5-HT를 다시 투여하여 칼슘농
도 변화를 비교하였다.그 결과 칼슘 증가 반응이 U73122에 의해 거의 소실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그림 9),이는 5-HT의 작용이 PLC를 매개로 세포내 저장고
로부터 칼슘을 유리시키는 5-HT2수용체 활성화에 의해 이루어짐을 강력히 시사
한다.보다 구체적으로 5-HT2수용체 아형 중 어느 것이 보다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는지 확인하고자,5-HT2A 수용체 억제제인 ritanserin과 5-HT2B 수용체 억제
제인 SB204741의 차단 효과를 비교하였다.그림 10에 나타낸 바와 같이 5-HT의
칼슘 증가 효과가 ritanserin전처치에 의해 이전의 43.5±11.3%로 줄어들었으나,
SB204741의 경우는 108.1±22.4%로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따라서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5-HT는 주로 5-HT2A 수용체를 통해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
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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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666...활활활성성성화화화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측측측정정정되되되는는는 칼칼칼슘슘슘 이이이온온온 형형형광광광 신신신호호호...분리 후 배
양 2주된 간 성상세포에 fura-2/AM을 5 μM 농도로 세포 내 부하시킨 다음,380
nm 파장으로 여기시켰을 때 510nm의 파장에서 방출되는 형광 이미지를 CCD카
메라를 통해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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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777...활활활성성성화화화 전전전···후후후의의의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555---HHHTTT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
이이이온온온 변변변화화화...분리 후 3일(A)과 2주(B)배양한 흰쥐 간 성상세포에서 세로토닌을
가하였을 때 나타나는 칼슘이온 농도의 변화를 비교하였다.실험 세포 수는 7임.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2

1 min

n=7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2

1 min

n=7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4

1 min

n=7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4

1 min

n=7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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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888...활활활성성성화화화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AAATTTPPP및및및 555---HHHTTT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칼칼칼슘슘슘이이이온온온 증증증가가가...분
리 후 배양 2주된 간 성상세포에 5-HT에 의한 칼슘 증가를 퓨린수용체 효현제인
ATP및 무스카린성 수용체 효현제인 acetylcholine(ACh)에 의한 변화와 비교하였
다.변화 최대치를 평균±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실험 세포 수를 괄호 안에 나
타내었다.

ATP
100µM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2

1 min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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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999...활활활성성성화화화된된된 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555---HHHTTT에에에 의의의한한한 칼칼칼슘슘슘이이이온온온 변변변화화화에에에 대대대한한한 PPPLLLCCC
억억억제제제제제제의의의 영영영향향향...분리 후 배양 2주된 간 성상세포에 5-HT에 의한 칼슘 증가에
phospholipaseC(PLC)억제제인 U73122(1μM)전처치가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
다.5-HT에 의한 변화 최대치를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실험 세포 수는
13이다.

5-HT
10µM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2

1 min

U73122 1µM

5-HT
10µM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2

1 min

U73122 1µM

n=13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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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000...세세세로로로토토토닌닌닌 투투투여여여시시시 나나나타타타나나나는는는 세세세포포포내내내 칼칼칼슘슘슘증증증가가가에에에 대대대한한한 555---HHHTTT222 수수수용용용체체체
억억억제제제제제제의의의 영영영향향향...배양 2주된 간 성상세포에서 ritanserin(10 μM;5-HT2A 수용체
억제제)및 SB204741(100 μM;5-HT2B 수용체 억제제)가 5-HT에 의한 칼슘 증가
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수용체 억제제의 효과는 전처지 전의 반응 크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으며,실험 세포 수는 각각
26과 18이다.

5-HT
10µM

5-HT
10µM

Fura-2
Ratio

(F340/F380)
0.5

5 min

Ritanserin 10µM

B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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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444...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에에에서서서 칼칼칼슘슘슘변변변화화화와와와 관관관련련련된된된 기기기능능능 단단단백백백질질질 발발발현현현

일반적으로 세포 외부로부터 유입된 칼슘은 세포내 칼슘 저장고인 소포체
(endoplasmicreticulum;ER)에 저장되어 있다가 자극 시 유리되어 다양한 기능을
나타낸다.소포체에 존재하는 칼슘이동 관련 기구로는 칼슘을 능동적으로 저장하
는데 관여하는 smoothendoplasmicreticulum Ca2+ ATPase(SERCA)와 자극 시
유리하는데 관여하는 inositol1,4,5-trisphosphate receptor(IP3R)및 ryanodine
receptor(RyR)등을 들 수 있다.앞에서 관찰된 바와 같이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에
따라 5-HT에 의한 칼슘변화가 증가한 현상에는 5-HT2수용체의 발현양 변화 뿐
아니라 칼슘 유리와 관련된 기구들의 발현양 변화 역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이를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확인하고자 하였다.
소포체로부터의 칼슘 유리에 관련된 기구들 중 특히 IP3R-1의 발현양이 가장

많았으며,흥미롭게도 이들의 발현양은 배양 1일(IP3R-1/GAPDH)0.005±0.00에서,
1주에는 0.037±0.001,2주에는 0.100±0.001로 크게 증가하였다(그림 11).또한 외부
로부터 유입되었거나 이미 유리되었던 칼슘을 다시 소포체로 저장시키는
SERCA의 아형들 중에서는 SERCA-2의 발현이 가장 많았으며,이 역시 배양기간
에 따라 발현양(SERCA-2/GAPDH)이 0.058±0.001(1일)에서, 0.106±0.002(1주),
0.164±0.002(2주)로 증가하였다(그림 12).
본 연구에서는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과정동안 대표적인 소포체 칼슘결합 단백

질로 알려진 calreticulin,calnexin및 calsequestrin의 발현양 변화가 나타나는지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으로 관찰하였다.그림 12에 나타낸 바와 같이 활성화
된 간 성상세포에는 calreticulin및 calnexin의 발현양이 많았으며,모두 활성화 과
정 중에 발현양이 크게 증가하였다.Calreticulin의 경우(calreticulin/GAPDH)이
0.204±0.002(1일)에서,0.355±0.008(1주),0.655±0.041(2주)이었으며,calnexin의 경우
(calnexin/GAPDH)이 0.204±0.002(1일)에서,0.355±0.008(1주),0.655±0.041(2주)로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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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111...간간간 성성성상상상 세세세포포포 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IIIPPP333수수수용용용체체체 및및및 rrryyyaaannnooodddiiinnneee수수수용용용체체체의의의 발발발현현현
양양양 변변변화화화...분리 후 1일과 1주 및 2주 배양한 간 성상세포로부터 RNA를 분리한 뒤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흰 쥐 IP3수용체 및 ryanodine수용체
아형들의 염기서열에 선택적인 primer를 사용하였으며,GAPDH를 endogenous
control로 하여 발현양의 비를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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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그그림림림 111222...간간간 성성성상상상세세세포포포 활활활성성성화화화에에에 따따따른른른 CCCaaa222+++AAATTTPPPaaassseee및및및 칼칼칼슘슘슘 결결결합합합단단단백백백질질질의의의 발발발
현현현 양양양 변변변화화화... 분리 후 1일과 1주 및 2주 배양한 간 성상세포로부터 RNA를 분리
한 뒤 실시간 역전사 연쇄중합반응을 시행하였다.흰 쥐 소포체 Ca2+ATPase아
형들(SER1～3) 및 칼슘 결합단백질인 calsequestrin(CSQ), calnexin(CNX),
calreticulin(CRL)의 염기서열에 선택적인 primer를 사용하였으며, GAPDH를
endogenouscontrol로 하여 발현양의 비를 평균±표준오차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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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444장장장 고고고 찰찰찰

혈소판(platelets)은 세로토닌을 저장하고 유리시킬 수 있다.실제로 혈중에서 발
견되는 모든 세로토닌의 95%는 혈소판에 저장되어 있으며,혈액응고 과정 이외에
조직 손상 및 염증 반응시 혈중으로 다량 분비된다(Lesurtel등,2006).한편 활성
형의 세로토닌은 간 경화 환자의 혈중 농도가 높게,그리고 세로토닌의 대사물질
인 5-hydroxyindole acetic acid는 반대로 낮게 나타남이 이미 알려져 있고
(Beaudryetal,1994),혈중 세로토닌 농도가 간 손상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특히
혈소판 세로토닌 농도가 선택적으로 낮아짐이 보고된바 있다(Laffi등,1992;
Marasini등,1989).여러 상황에서 혈소판으로부터 분비된 세로토닌은 특정 수용
체에 작용하여 다양한 생리적·병태생리적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데,본 연구에서
는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로토닌의 수용체의 발현 및 역할
에 대한 기능적 평가를 시도하였다.결과는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되었을 때 이들
세포에 발현되는 선택적인 특정 세로토닌 수용체를 매개로 세포내 칼슘증가를 유
발함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간 손상 환자의 간내 혈류역학(intrahepatic
hemodynamics)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간 성상세포는 간의 주요한 섬유생성 세포로 잘 알려져 왔다.이 세포는 손상부

위 주변에서 증식하고 아근섬유세포와 유사한 형태로 활성화되어 수축성을 나타
낸다(Kawada등,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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
화가 나타난다(Friedman,1999;Friedman,2000).간 성상세포는 분리 후 배양이
진행되면서 수축성 형질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으며,따라서 수축성 세포골격 단백
질인 α-smoothmuscleactin(α-SMA)에 대한 항체로 면역염색을 시행하는 것은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정도를 보여 주는 적절한 방법이라 할 수 있다(Ramadori
등,1990;Kawada등,1992;Rockey 등,1992;Kawada등,1993;Rocke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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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3).이와 함께 특정 이온 통로의 발현도 변화되는데,그중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전압 의존성 L-형 칼슘 통로이다(Pinzani등,1992;Oide및 Thurman,1994;Oide
등,1999;Bataller등,2001).전압 의존성 칼슘 통로는 일반적으로 심근세포나 평
활근 세포 같은 흥분성 세포에서 세포 수축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Nelson 및
Quayle,1995).본 연구에서도 간 성상세포의 선택적 배양을 이용한 활성화 모델
을 이용하였는데,결과에 나타낸 바와 같이 배양 1주경부터 간 성상세포는
α-SMA와 함께 전압 의존성 L-형 칼슘 통로의 발현이 함께 증가하였다
(Ramadori등,1990;Oide등,1999;그림 2및 3참조).이는 본 실험에서 이용된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 과정을 통해 얻어진 것으로 판단하는 주요 근거가 되었다.
분리 후 배양 2주된 간 성상세포로부터 RNA를 추출하여 역전사 연쇄중합반응

을 시행한 결과,ionotropic수용체인 5-HT3를 제외한 대부분의 수용체들이 발현
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는데(그림 4),이 중 가장 발현양이 가장 많은 수용체는
Gq/11및 PLC를 매개로 세포내 칼슘농도를 증가시킨다고 알려진 5-HT2A 및
5-HT2B이었으며,특히 5-HT2A 수용체 발현의 증가가 두드러졌다.한편 5-HT2수
용체는 여러 종류의 폐 고혈압 및 후복벽 섬유화 등을 포함하는 몇몇 섬유성 질
환(fibroticdisorders)과 관련이 깊은 것으로 보고되어왔으나(Ruddell등,2006),간
질환 모델에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았다.특히 이들에 대한 기능적 평가는 전무한
실정이어서 본 연구에서는 세포내 칼슘이온 증가로 이를 확인하게 되었다.간 성
상세포에서는 활성화 과정과 함께 5-HT2수용체가 새롭게 발현되었으며,세포내
칼슘이온 저장소인 소포체로부터 칼슘이온을 동원하여 세포내 칼슘이온 증가를
나타내었다.
5-HT 투여후 나타나는 세포내 칼슘이온 증가는 PLC억제제인 U-73122에 의해

거의 대부분 억제되어 기존에 알려진 PLC-IP3경로를 통한 세포내 칼슘이온의 동
원으로 이루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IP3
수용체중 IP3-1수용체의 경우 가장 두드려진 증가를 보여 이와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한편 또 다른 칼슘동원의 경로중 ryanodine수용체는 활성
화 전·후에 발현양이 미미했으며 별다른 증가를 보여주지 않아 세로토닌에 의한
칼슘동원기전과는 관련성이 미미한 것으로 생각된다.한편,PLC-IP3경로를 통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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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슘이온 증가에 관여하는 또 다른 리간드인 ATP와 아세틸콜린을 투여하여 비교
하였는데,결과에 나타낸대로 ATP는 10배 정도 높은 농도투여시 세로토닌의 효과
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고,아세틸콜린은 거의 반응이 없어 비교한 세 가지 신경전
달 물질들 중 세로토닌의 효과가 가장 강력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이와 같은 세
로토닌의 효과는 5-HT2A 억제제에 의해서는 부분적으로 억제되었으나,5-HT2B
수용체 억제제에 의해서는 전혀 효과가 없었다.
한편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는 본 연구 결과에서 나타내었듯이 세로토닌 수용체

의 발현 이외에도 세로토닌을 세포내로 유입시키거나 또는 유리시킬 수 있는 능
력이 있는 것으로 최근 보고 된바 있는데(Ruddell등,2006),이는 세로토닌 운반
체 (SERT)의 존재를 통해서 알려지게 되었다.SERT는 간 성상세포 배양시 활성
화되는 주요 단백의 하나로 보고되었으며 세로토닌은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에서
SERT를 매개로 세포내·외 사이에서 능동적으로 순환을 형성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관심의 대상이 되었으나,이들 능력과 세로토닌 수용체와의 관계는 향후
더 연구해봐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또한 일부 보고에서는 혈소판 유래 세로토닌
이 간세포의 증식(proliferation)에 영향을 주거나 간 손상 부위에서 IL-6와 같은
성장인자를 유리하여 간 재생(regeneration)에 관여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어
(Lesurtel등,2006)간 성상세포 이외의 세포나 간 실질조직에 대한 평가는 간 조
직 전체에서 조금 더 종합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소포체 및 근소포체에 존재하는 일부 칼슘결합 단백질들은 칼슘 완충효과 외에

도 SERCA 등의 작용을 조절하여 칼슘이동에 영향을 미치며,단백질 발현 조절에
영향을 미치거나,대표적인 chaperone으로 작용하여 단백질 합성에 관여하는 등
생리적으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Michalak등,2002).간 성상세포의 활성
화 과정에서 소포체 막에 존재하는 칼슘 이동 단백 (SERCA-2)이나 몇몇 소포체
칼슘결합 단백질로 알려진 calreticulin,calnexin및 calsequestrin이 모두 크게 증
가하였는데(그림 12참조),이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소포체내로 칼슘 이온의 이동
을 증가시키거나,소포체내의 유리 칼슘이온 농도를 감소시키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활성화된 간 성상세포는 세포내 근육세포에서처럼 수축기구가 새로 만들어
지고,세포내 칼슘이온 농도의 증가시에는 수축이 이루어지기에 아마도 이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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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의 보상작용으로 SERCA-2나 calreticulin,calnexin및 calsequestrin등의 단백
질이 증가될 것으로 사료된다.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과정은 다양한 기전을 통해 이루어지는데,이들 과정에서

새롭게 발현되는 특정 기능성 단백질은 그 특성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한 것으
로 생각된다.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간 성상세포의 활성화 과정에 특정 세로토닌
수용체의 발현이 동반되며,특히 5-HT2A는 세포내 칼슘이온을 증가시켜 간문맥
고혈압을 악화시킬 수 있으므로,1)혈중 세로토닌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거나,
2)선택적인 5-HT2A 억제제를 사용한다면 활성화된 간 성상세포를 치료적 목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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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제제555장장장 결결결 론론론

본 연구는 흰쥐 간에서 분리한 간 성상세포에서 활성화 과정에 따른 세로토닌
수용체의 발현 및 기능적 특성을 관찰하여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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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간 성상세포에 발현되는 세로토닌 수용체중 5-HT2A 수용체가 가장 두드러지게
증가하였다.

3.5-HT 투여에 따른 간 성상세포내 칼슘이온 증가는 PLC를 매개로 ER막에 존
재하는 IP3-1수용체를 통한 칼슘 동원으로 이루어졌다.

4.세로토닌에 대한 반응은 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된 후에만 나타났으며 이들 효과
는 5-HT2A 수용체 억제제에 의해 부분적으로 억제되었다.

5.간 성상세포가 활성화되는 과정에서 SERCA-2및 calsequestrin,calnexin및
calreticulin등의 칼슘 결합단백이 증가되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분리 배양된 간 성상세포는 주로 5-HT2A 수용체를 발현
하고 있으며 PLC를 경유한 IP3-1수용체를 통해 칼슘동원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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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rectedbyProfessorJoongWooLee)

Hepaticstellatecells(HSCs)cantransform intoactivatedmyofibroblastsor
smooth muscle cells under severalpathologic conditions such as elevated
intrahepatic vascular resistance and portal hypertension. Platelet-derived
serotoninmediatesvariousphysiologicalandpathophysiologicalresponsesand
ithas been reported thatpatients with livercirrhosis and hepatic portal
hypertensionhavehighlevelsofbloodserotonin.Inthisstudy,theexpression
ofserotonergicreceptorsandthefunctionalroleofspecificserotoninreceptors
werecharacterizedfollowingtheactivationofhepaticstellatecells.
ActivatedHSC ischaracterizedbytheexpressionofα-smoothmuscleactin

(α-SMA).TheexpressionofserotoninreceptorinHSCswereinvestigatedby
measuring[Ca2+]usingaRealtime-PCR.DuringactivationofHSC,therewas
anincreaseinexpressionofL-typevoltage-dependentCa2+ channels(Cav1.2),
5-HT2A and 5-HT2B receptor.However,5-HT3 receptordid notshow any
increaseinexpression.
Increasein[Ca2+]iby5-HT wereobservedonlyafteractivationprocessin

HSC.Increase in [Ca2+]ivia 5-HT2 receptorwas inhibited by U-73122,a
phospholipaseCinhibitorandritanserin,aselective5-HT2A receptorantagonist.
PLC-mediatedincreaseof[Ca2+]i resultedin theincreasedexpression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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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P3-1subtypeofIP3-receptor.Expression ofSERCA-2typeofCaATPase
alsoincreasedalongwithmRNAsofsomecalcium bindingproteinssuchas
calsequestrin,calnexinandcalreticulin.
Takentogether,theseresultssuggestthatincreasedexpressionof5-HT2A

receptorsiscloselyrelatedtotheactivationprocessesofhepaticstellatecells
andCa2+ mobilizationviaPLC-IP3 pathways.Therefore,5-HT2A receptorsin
activated HSC may be a potentialtherapeutic target in reducing portal
hypertension.

Keywords:Hepaticstellatecell,Serotoninreceptor,Portalhypertension,Real
time-polymerasechainre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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