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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론

간에서 생성된 담즙은 간세포막의 수송단백질을 통하

여 담도로 배출되어 장에서 지방 소화를 돕는 작용을 한

다. 만약 담즙의 흐름이 원활하지 않는 담즙정체가 일어

나면, 담즙을 구성하고 있는 담즙산이 간 내에 축적되어 

Cholestasis와 같은 간 손상을 일으킨다 (Fig.1). 최근 핵수

용체(nuclear receptor)가 담즙산의 대사와 수송을 조절하

는 중요한 전사인자로 밝혀짐에 따라 핵수용체를 목표로 하

는 담즙정체 치료제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담즙생성 및 순환에 대표적으로 관여하는 핵수용체 FXR, 

PXR, CAR과 이들을 이용한 Cholestasis 치료의 전망에 대

하여 알아보고자 한다.

  핵수용체

핵수용체는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된 뒤, 유전자 조절부

위에 결합하여 전사를 일으키는 단백질이다. 지금까지 인

간에게는 48개의 핵수용체가 확인되었으며, 리간드와 기능

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1,2 (Fig.2). 첫 번

째는 비타민과 지용성 호르몬에 대한 endocrine receptor

이다. 이것은 리간드에 대한 친화도가 매우 높은 것이 특

징이며, vitamin A (retinoic acid receptors; RAR), 

vitamin D (vitamin D receptor; VDR), 갑상선 호르

몬(thyroid hormone receptor, TR), 당질코르티코이드

(glucocorticoid receptor, GR)의 수용체가 여기에 속한

다. GR 등은 homodimer를 이루어 작용하며, TR, VD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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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R 등은 retinoid X receptor (RXR)과 함께 heterodimer

를 이룬다. 두 번째는 발견 당시에는 기능과 리간드를 알

지 못하여 orphan receptor로 분류되었으나 추후에 리간드

를 발견하게 된 adopted orphan receptor이다. 이들은 지

질이나 약물에 대하여 친화도가 비교적 낮으며 RXR과 함

께 heterodimer를 이룬다. 특히 이 핵수용체들은 지질과 

당 대사 조절 기전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

행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대사 질환의 치료 약제의 개발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PPARγ나 α를 통해 작용하는 

thiazolidinedione, fibrate 등의 약물은 고혈당과 인슐린 저

항성의 개선, 고지혈증 치료 등에 효과가 있어서 이미 임상

으로 사용 중이다. 마지막으로 아직까지도 리간드가 알려져 

있지 않은 수용체는 orphan receptor로 불려진다. 이들은 

약제를 통한 변화를 관찰하기 어렵기 때문에 연구를 하는 데 

있어 제한이 있지만, 최근 이들이 대사조절에 미치는 역할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3,4.

  FXR의 작용기전  

FXR (farnesoid X receptor)는 세포내 주요 담즙산

chenodeoxycholic acid (CDCA), cholic acid (CA) 핵수

용체로서 담즙의 장간순환계, 신장, 부신에 발현된다. FXR

에 의해 발현이 되는 유전자들은 주로 담즙산을 분비하거나 

phospholipid를 담즙으로 배출하는 단백(bile salt efflux 

pump, multidrug-resistance protein 2, 3), 혈액 내 HDL

에서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단백질(phospholipid 

transfer protein)의 발현에 관여한다. 또한 간접적으로는 

담즙산 생성의 속도결정단계 효소인 CYP7A1를 negative 

feedback을 통해 억제한다 (Fig.3)5. FXR 결핍 쥐는 담즙

산의 농도가 증가하고 전체 담즙산의 양이 증가하며 대변으

로의 담즙산 배출이 증가한다. 이는 간에서 담즙산이 생성되

는 기전을 억제하는 피드백 기전이 손상되면서 담즙산의 생

성과 배설의 균형이 무너진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러한 불균

형은 혈청 총 콜스테롤과 중성지방을 증가시키면서 HDL의 

분해를 억제하여 HDL 농도 역시 상승시킨다. 따라서 FXR 

효능제를 투여하면 간과 혈청 중성지방을 감소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담즙산에 의해 FXR이 활성화되면 담즙산 생성과 담

즙산 유입이 감소하고, 담즙산 해독과 담즙산 배설을 증가시

키며 아울러 간섬유화가 억제된다.

   PXR/CAR의 작용기전  

Pregnane X receptor (PXR)과 Constitutive 

androstane receptor (CAR)는 간과 장에 발현되어 약물 대

사에 관여한다. PXR은 리간드 부착 부위가 유연성을 가지고 

있어 수많은 약물과 결합할 수 있다. 한편 CAR는 핵 내에 위

치한 것만이 활성도를 가지고 있으며, 세포막에 결합된 인산

화효소의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약물이 활성화되어 핵 내로 

유입되어 작용한다. 이처럼 작용 기전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PXR과 CAR는 약물 대사에 관여하는 수많은 유전자들을 동

시에 함께 조절하고 있다. PXR과 CAR는 체외에서 흡수된 

약물뿐 아니라 스테로이드 호르몬이나 체내에 축적된 빌리

루빈이나 콜레스테롤 대사물의 제거에도 관여한다. 한 예로 

PXR 효능제인 리팜핀은 담즙 정체로 인한 소양감을 호전시

킬 수 있다.

뿐만 아니라 포도당 신합성(gluconeogenesis)와 글

리코겐 분해(glycogenolysis)에서 중요한 glucose-

6-phosphatase (G6Pase)와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 1 (PEPCK1)의 전사 조절에도 CAR/

PXR이 연관되어 있다. 당뇨병 환자에게 phenobarbital

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혈당이 감소하고 인슐린 감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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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olestasis 담즙울혈이란 간내, 혹은 간외 담관이

폐색됨에 따라 담즙의 흐름이 방해되는 것을 일컫는다.



이 호전된다는 것은 일찍이 보고된 바 있다. 최근 CAR 

효능제인 1, 4-bis[2-(3,5- dichloropyridyloxy)] 

benzene (TCPOBOP)를 투여한 쥐에서 간 내 PEPCK1과 

G6Pase의 발이 억제되고, PXR 효능제인 pregnenolone 

16a-carbonitrile (PCN)를 투여한 쥐에서도 당이 감소

하지만 Pxr-/- mouse에서는 그렇지 않았다. CAR-/-, 

Pxr-/- mouse 모델을 통해 이들 핵수용체가 간 내 당 사

에서 일차 조절인자로 작용함을 확인되었다. CAR와 PXR

은 forkhead transtription factor 1 (FoxO1), c-AMP-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CREB),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 1 (PGC1) 

α 에 의한 G6Pase와 PEPCK1 활성화를 억제함으로써 이러

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한편, 간에서 일어나는 지질 대사는 장기간의 금식 혹

은 운동 시 필요한 에너지를 공급하기 위해 필수적인 과

정이다. 혈당이 내려가면 간은 지방산을 산화하고 케톤산

을 만들어 내어 각 조직에 케톤체의 형태로 에너지를 제

공한다. 이 베타 산화와 케톤산 생성의 과정에 중요한 효

소인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1A (CPT1A)와 

mitochondrial 3-hydroxy -3-methylglutarate-CoA 

synthase 2 (HMGCS2)는 발현 유도되고, 반대로 식사 후에

는 stearoyl-CoA desaturase 1 (SCD1)가 증가하여 불포화 

지방산을 합성해낸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PXR 효능제인 PCN은 CPT1A와 

HMGCS2를 억제하는데 반해 Pxr-/- mice에서는 그러한 

변화가 소실되었다. 이는 PXR에 의해 CPT1A와 HMGCS2 

유전자가 발현 조절됨을 의미하며 PXR에 의해 lipid 

metabolism이 변화한다는 사실을 시사하는 결과이다.

    FXR의 효능제  

FXR이 담즙산 수송, 합성, 대사 인지질 담도 배설 및 성

상세포의 활성에 관여하는 전사인자이기 때문에 FXR을 목

표로 담즙정체 치료약물을 개발할 수 있다. 합성 약물인 

GW4064와 6-ethyl chenodeoxycholic acid (6-ECDCA)

는 생체내 FXR 리간드인 chenodeoxycholic acid (CD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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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핵수용체 Nuclear receptor superfamily 의 종류



보다 더 강력한 FXR 리간드이다. 담도를 결찰하거나 LCA 

또는 ethinyl estradiol을 투여한 담즙정체 동물실험에서 

GW4064는 6-ECDCA는 담즙정체성 간손상을 완화시키고

10,11 6-ECDCA는 항섬유화 효과도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하지만 담즙정체 가운데 원인이 폐쇄성 담즙정체질환인 

경우 담즙흐름을 자극시키면 담도 압력이 더 높아져 담관파

괴와 간손상을 조장시킬 우려가 있다. 실제로 경화성 담관염 

또는 담도결찰 마우스모델에서 미약한 FXR 리간드인 UDCA

가 간손상을 증가시키고 담도경색(bile infarct)과 간세포 괴

사를 더 조장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FXR 리간드인 6-ECDCA 효

과에 한 2상 임상연구가 진행이어서 결과가 기대된다.

   PXR을 target으로 하는 효능제  

1) Rifampicin: 핵수용체의 개념이 도입되기 전부터 이미 

임상에서 치료약물로 사용되어 왔다. 강력한 PXR 리간드로

서 소양증 치료제로 성공적으로 투여되어 왔고 원발성 담즙

성 간경변증에서 간기능을 호전시킨다. 한 CYP7A1효소 발

현을 강력히 억제하여 담즙산 생성을 저하시킨다. 정상인에 

rifampicin을 투여하면 담즙산 글루쿠로나이드 포합물의 소

변배출이 증가되는데 CYP3A4효소와 글루쿠로닐화를 활성

화하여 담즙산의 6-α 수산화반응이 촉진되어 야기된 것으

로 추정된다. 또한 수술 예정인 담석증 환자에게 rifampicin

을 투여한 결과 PXR의 목표유전자인 CYP3A4, UGT1A1, 

MRP2의 mRNA가 증가되었다. PXR과 CAR자극이 FXR 활

성화보다 폐쇄성 담즙정체에서 치료적으로 우월할 수 있다. 

즉, 폐쇄성 담즙 정체일 경우 담즙 흐름이 증가되지 않기 때

문이다. 

 

2) UDCA: 현재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의 표준 치료제로 

인정받고 있는 약물로 강력한 PXR 효능제인 동시에 미약한 

FXR 효능제이다. 담석증환자에 2주간 투여한 결과 PXR의 

목표유전자인 MRP4와 FXR의 목표유자인 BSEP과 MDR3 

발현이 증가되었다. 간성상세포의 증식과 변형을 억제하

는 것으로 보아 PXR을 통한 항섬유화 효과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독성이 강한 담즙산을 투여한 후 UDCA를 투여하면 

Bsep과 Mrp2를 세포질에서 세포막으로 많이 이동시키고 동

시에 항자살 효과를 나타내어 전사 후 조절 효과도 있는 것

으로 판단되며 담즙 정체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

   CAR를 target으로 하는 효능제 

1) 인진(Yin Chin): 수세기동안 인진(Artemisia capillaris)

의 성분 가운데 Yin Shi Huang과 다수의 한약재가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에서 신생아 황달 치료 및 예방에 사용되어 왔

다. 인진이 CAR의 강력한 활성약물로 밝혀졌고 빌리루빈 

배설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진의 성분 가운데 

6,7- dimethylesculetin 물질이 빌리루빈 배설을 촉진하는 

주요 물질로 고려된다. Humanized CAR mice에 Yin Shi 

Huang는 Yin Chin을 투여하면 간내 빌리루빈제거와 관련

된 여러단계에 작용하여 빌리루빈 유입 수송단백질로 추정

되는 OATP-C, 세포내 빌리루빈 결합단백질인 GST1A1과 

GST1A2, 빌리루빈 포합효소인 UGT1A1, 포합형 빌리루빈

을 간세포 밖으로 내보내는 수송단백질인 MRP2의 발현을 

촉진한다.   

 2) Inchin-ko-to: 일본과 중국에서 황달치료제로 사용

되는 한약성분인 Inchin-ko-to가 강력한 이담작용이 있고 

Mrp2를 유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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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3. 핵수용체 FXR에 의한 담즙산 생성 억제기전



 3) Phenobarbital: 강력한 CAR 활성화 약물이며 원발성 

담즙성 간경변증에서 혈청 빌리루빈과 담즙산을 떨어뜨리

고, 청 CDCA:CA 비를 변경시키고 소양증을 완화시킨다.  

   결론 

분자생물학의 급속한 발전으로 핵수용체가 담즙의 생성

과 항상성의 유지에 중요한 전사조절인자로 밝혀지면서 담

즙울혈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에서 핵수용체를 target으로 한 

치료제의 개발과 임상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핵수용체는 지

용성 리간드에 의해 그 전사 여부가 조절되는데, 반대로 핵

수용체 자체로도 스테로이드, 지질 및 당 대사에 영향을 준

다. 따라서 핵수용체의 구조와 기능을 분석함으로써 담즙울

혈 및 간질환, 그리고 다양한 대사 증후군의 치료제 개발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까지 핵수용체에 대한 

합성 리간드는 매우 다양한 범위에 걸쳐 개발되고 있으며 핵

수용체를 경유한 신호 전달 체계에 대해 보다 심층적으로 이

해함으로써 급증하고 있는 간질환 및 대사증후군을 이해하

고 치료할 수 있는 발판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

만, 핵수용체 리간드를 임상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부작용과 예상치 못한 결과를 고려한 많은 연구가 마련되어

야 할 것으로 본다. 그렇게 한다면 미래에는 기존보다 강력

하면서도 부작용이 적은 새로운 약물이 개발되어 담즙울혈

에 관련된 질환 및 다양한 대사증후군의 치료제로 사용되리

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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