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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epatitis B virus infection can cause hepatic fibrosis

leading to cirrhosis and hepatocellular carcinoma. However the

mechanism remains poorly understoo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Hepatitis B virus X-protein (HBx) increases vimentin,

fibronectin, slug, snail and NOX4 expression. Because NOX4-

mediated reactive oxygen species can increase slug and snail,

which can induce fibrosis, HBx may be a key regulator of hepatic

fibrosis development via NOX4 induction.

Keywords hepatic fibrosis · hepatitis B virus X protein · NADPH

oxidase

간섬유화(Hepatic fibrosis)는 만성적인 간 손상 후에 간의 상처

치료 반응으로써, 세포외기질의 과도한 축적으로 정의될 수 있

다. 간섬유화는 간경변증, 간부전, 간세포암을 유발하며 사망에

까지 이르게 한다. 말기 간섬유화 즉, 간경변증은 대부분이 간

암으로 발전이 되며 세계적으로 높은 질병률과 사망률을 보인

다. 이와 같은 만성 간 질환의 대부분이 간섬유화로부터 시작

됨에 따라 만성 간 질환의 치료에 있어 간섬유화의 치료는 매

우 중요하다(Albanis와 Friedman, 2001). 간섬유화의 초기 단계

에서, 간 내의 콜라겐(collagen), 파이브로넥틴(fibronectin), 엘라

스틴(elastin) 등과 같은 세포외기질이 정상 간에 비해 6배 증가

하게 되는데, 이 과정을 주도하는 것이 간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 HSC)이다. 휴지상태의 HSC가 여러 자극에 의해

활성화 상태인 근섬유모세포 유사 표현형(myofibroblast-like

phenotype)으로 전환되면서 세포외기질의 합성이 증가하게 된다.

간섬유화를 유도하는 또 다른 메커니즘에서는 활성산소가 중요

한 역할을 한다. 정상적인 간에서는 생성된 활성산소를 제거하

는 항산화 시스템이 작동하지만, 만성 간 질환의 상태에서는 항

산화 활성이 감소할 뿐만 아니라 활성산소 생성이 증가하여 산

화스트레스가 발생이 되고 그 결과 HSCs의 활성화를 유도된다.

최근 들어 NADPH oxidase (NOX)가 간섬유화에서 핵심적인

중재자로 인식 되고 있다. NOX는 산화스트레스를 생성하고

HSCs, 쿠퍼 세포(Kupffer cell), 대식세포(macrophage)를 활성화

함으로써 간 손상과 간 섬유화를 조절한다(De Minicis와
Brenner, 2007).

간섬유화를 일으키는 요인 중 하나인 B형 간염 바이러스

(hepatitis B virus, HBV)는 전세계적으로 약 20억명이 감염되

어 있고 3억 6천여명이 만성 B형 간염 상태이며, 매년 50-70

만명의 사망자를 발생시킨다. 또한 간경변증의 삼분의 일, 간세

포암의 절반이 만성 B형 간염에 의한 것이라는 보고가 있다

(Shepard 등, 2006).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발현되는 Hepatitis

B X (HBx) 단백질은 감염 초기 단계 시 바이러스 생명 주기,

바이러스 유전자 복제에 필수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Yang 등,

2012). 그러나 B형 간염 바이러스가 간섬유화를 유도하는 자세

한 기전은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형 간

염 바이러스 특히 HBx가 간섬유화를 유도하는 메커니즘을 관

찰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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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인간 간암세포주 Huh7으로 10% fetal

bovine serum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을 이용하여 37oC,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Huh7

세포에 HBx를 형질전환하기 위해서 HBx 유전자를 함유하는

재조합 pGEM 플라스미드를 송병철 박사님(Jeju University,

Jeju, Korea)으로부터 제공받았다. 제공받은 재조합 플라스미드

를 XhoI과 EcoRI의 인식 부위를 함유하는 프라이머를 이용하

여 HBx 유전자 절편(gene fragment)을 PCR을 통해 증폭하였

다. 이후 pcDNA3.0 vector로 HBx-expressing 재조합 플라스미

드 pcDNA3.0-HBx 플라스미드를 생성하여 Lipofectamine 2000

(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사용하여 제조사의 지시에

따라 형질전환을 시행하였다.

형질전환 48시간 후에 TRIzol 용액을 500 µL를 가해 4oC에

서 교반기에 30분간 반응시킨 후 scraper로 RNA를 걷어

microtube에 chloroform과 함께 넣어주고 10분 간 실온에서 방

치하였다. 그리고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새 튜브로 옮긴 후

이소프로필알콜을 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음 다시

원심 분리하였다. 원심 분리 후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에 70%

알코올을 가하여 원심 분리하는 과정을 2번 반복 수행하였다.

상층액을 버리고 침전물을 공기 중에서 건조한 후 DEPC 용액

으로 침전물을 현탁 시킨 후 1/50로 희석하여 정량 하였다. 정

량 결과를 통해 2 µg의 RNA를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는 −20oC에 냉동보관하며 사용하였으며 중합효소

연쇄반응에 이용하였다.

단백질 추출은 마찬가지로 형질전환 48시간 경과 후 RiPA

buffer (50 mM Tris-HCl of pH 8.1, 150 mM NaCl, 1% v/v

NP-40, 0.5% w/v sodium deoxycholate, 0.1% w/v sodium

dodecyl sulphate and protease inhibitor)를 가하여 4oC에서 30

분간 방치한 후 scraper로 세포를 걷었다. 용해된 세포를 초음

파 분해한 후 원심 분리하여 단백질을 분리하였다. Bicinchoninic

acid assay를 통해 단백질을 정량하고 SDS-polyacrylamide gels

에서 크기 별로 분리하여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

에 옮긴 다음 일차 항체를 4oC에서 O/N (overnight)으로 반응

시켰다. TBS-Tween 용액으로 세척 후 이차항체와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킨 후 앞과 동일한 방법으로 1시간 동안 세척하였

다. ECL detection kit (Biosesang, Seongnam, Korea) 용액과

반응시켜 필름에 감광하여 결과를 확인하였다.

HBx는 바이러스 감염 초기 단계에서 유전자 복제에 중요한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B형 간염 바이러스와 관련된 질병과

hepatocellular carcinoma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

져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발현되

는 HBx 단백질이 간섬유화 발병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

기 위하여 HBx를 발현하도록 세포를 형질 전환하여 실험을 수

행하였다. 먼저 vector 10 µg/mL를 형질 전환한 대조군(vector)

과 HBx 10 µg/mL를 형질 전환한 실험군(HBx)에서 RNA를 추

출하여 RT-PCR을 통해 HBx mRNA 발현을 확인하였다. 실험

결과 대조군에서는 HBx mRNA가 발현되지 않았고 실험군에서

발현된 것을 통해 형질전환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음을 확인하

였다(Fig. 1A). B형 간염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간섬유화가 진행

된 환자에게서 fibrotic marker인 vimentin과 fibronectin이 증가

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Zhang 등, 2014). 이 현상이 HBV의

HBx에 의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해 HBx를 형질전환시킨 후

vimentin과 fibronectin의 mRNA 및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Fig. 1B, C). Vimentin은 type intermediate filament 단백질로

세포이동(cell migration), 부착(adhesion) 등을 유도하며 간섬유

화에서 HSC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동안 발현된다고 알려져 있

다(Vassiliadis 등, 2012). Fibronectin은 간섬유화 과정에서 중요

한 세포외기질 중 하나이다. 실험 결과, HBx를 형질전환시킨

Fig. 1 Effects of expression of HBx on hepatic fibrosis in Huh7 cells. Huh7 cells were transfected with pcDNA3.0 empty vector plasmid (10 µg) or
pcDNA3.0-HBx plasmid (10 µg) for 48 h. (A) The mRNA level of HBx in Huh7 cells after transfection was measured by RT-PCR. (B) The mRNA
level of vimentin in Huh7 cells after transfection was measured by RT-PCR. The relative level of mRNA was obtained by normalization to GAPDH.
(C) The protein levels of vimentin and fibronectin in Huh7 cells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The relative levels of vimentin and fibronectin protein
were obtained by normalization to GAPDH and ponseau S staining respectively. Values are mean ± SD. *p <0.5 compared with vector control.



J Appl Biol Chem (2016) 59(1), 25−29  27

실험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vimentin의 mRNA와 단백질 모

두 증가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fibronectin 또한 증가된

단백질 발현양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 결과를 통해 HBx가 형

질전환된 Huh7 세포에서 간섬유화가 진행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HBx에 의한 섬유화가 어떠한 과정을 거쳐 이루어지는지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을 수행하였다. 상피-간엽전환(Epithelial-to-

mesenchymal transition, EMT)은 상피 세포(epithelial cell)가

침윤능력과 전이능력을 가지는 세포로 바뀌는 과정이다. EMT

가 간조직에서 발생이 될 때는 간에 손상이나 염증이 발생하였

을 경우이다. 간세포가 EMT를 통해 간엽세포로 분화된 후 다

시 간엽-상피 전환을 거치면서 재생이 일어나 손상이 회복된다.

그러나 그 손상이나 염증이 과도한 경우 기질 재형성이 유발되

어 간섬유화가 발생하게 된다.(Park 등, 2010). 따라서 간섬유화

의 원인이 되는 EMT의 핵심조절자인 전사인자 snail (snai1)과

slug (snai2)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Fig. 2). 그

결과 slug는 mRNA와 단백질 모두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snail은 mRNA 수준에서는 실

험군에서 유의적 차이가 있게 증가하였지만 단백질 수준에서는

유의적 차이 없이 미세한 증가를 보였다. Slug에 의한 vimentin

의 조절은 여러 논문 의해 보고 되어왔다(Virtakoivu 등, 2015).

따라서 HBx에 의한 vimentin의 증가는 snail보다는 slug를 통해

조절된 것이라 사료된다.

최근 들어 ROS가 세포 증식, 분화, 이동과 같은 다양한 세

포 과정에 관여한다는 내용의 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다. ROS

가 섬유화와 암에서의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잘 알려져 있으

며, EMT와 관련이 있다는 사실 또한 계속해서 밝혀지고 있다

(Novo와 Parola, 2008). NOX는 다양한 자극에 의해 ROS를

발생하는 효소로, 간 내에서 NOX system에 의해 발생되는 산

화스트레스는 여러 가지 간질환과 간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e Minicis와 Brenner, 2007). NOX4는

ROS를 생성하고 근섬유아세포(myofibroblast)의 활성화를 조절

하여 폐와 신장의 섬유화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Jiang 등,

2014). 이에 snail과 slug의 증가가 ROS와 관련되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NAPDH oxidase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HBx가 형질전환된 실험군에서 NOX4가 mRNA와 단백질 수준

모두에서 대조군에 비해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또 다

른 NADPH oxidase인 NOX2는 NOX4와는 달리 HBx에 의한

증가를 보이지 않았다(Fig. 3).

NOX4는 간 내에서 주로 간세포, 간성상세포(stellate cell), 내

피세포(endothelial cell)에 주로 발현되어 있으며, C형 간염에서

증가되어 있는 것이 밝혀지고 있다. NOX4에 의해 생성되는 주

된 ROS가 과산화수소(hydrogen oxide, H2O2)임을 밝힌 논문

(Serrander 등, 2007)과 HBx에 의해 H2O2가 생성이 됐다는 보

고(Ha와 Yu, 2010)는 본 연구에서 HBx에 의해 증가된 NOX4

결과와 상응하였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NOX4가 전섬유화

반응(profibrotic response)에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밝

혀지고 있다. NOX4를 억제하였을 때 TGF-β의 표적 유전자인

fibronetin, collagen I, α-smooth muscle actin 등의 발현이 억

제되는 것을 확인하였고, 쥐 심장 섬유아세포에서 TGF-β에 의

한 콜라겐 합성과 섬유아세포 분화가 초과산화물과 과산화수소

의 억제제인 EUK-134나 NOX4의 dominant negative form를

Fig. 2 HBx increases snail and slug expression in Huh7 cells. Huh7 cells were transfected with pcDNA3.0 empty vector plasmid (10 µg) or
pcDNA3.0-HBx plasmid (10 µg) for 48 h and analyzed by RT-PCR and western blot. (A) The mRNA levels of snail and slug in Huh7 cells after
transfection. The relative levels of mRNA were obtained by normalization to GAPDH. (B) The protein levels of slug and snail after transfection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The relative levels of proteins were obtained by normalization to GAPDH. Values are mean ± SD. *p <0.5 compared with
vector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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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을 때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TGF-β에 의

한 콜라겐 발현에 NOX4의 조절 영향은 신장, 폐와 더불어 간

성상세포에서도 발견이 되고 있다. 또 다른 논문에 의하면

NOX1과 NOX4의 억제제인 GKT-136901에 의해 담관 결찰

(bile duct ligation)에 의한 간섬유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

다(Jiang 등, 2014).

HBx에 의해 증가된 것이 관찰된 slug와 snail은 TGF-β 매개

의 EMT의 핵심 조절인자이다. HBx에 의해 TGF-β가 유도된

보고가 있으며(Guo 등, 2009), 더 나아가 NOX4에 의한 TGF-

β가 EMT를 조절한다는 여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Hiraga

등 (2013)은 췌장암 세포에서 NOX4에 의한 ROS가 TGF-β를

매개로 한 EMT를 조절하는 것을 확인하였고(Hiraga 등, 2013),

Boudreau 등 (2012)은 유방 상피 세포에서 NOX4에 의해 생성

된 ROS가 TGF-β에 의한 EMT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

하였다(Boudreau 등, 2012). 이에 또 Nam 등(2010)은 NOX1

과 NOX4에 의해 생성된 ROS와 HGF와 TGF-β를 동시 처리

한 인간 각질 형성세포(keratinocyte)의 세포 이동의 관계를 보

고하였다(Nam 등, 2010). ROS가 snail과 slug를 유도하고 그

결과 vimentin이 증가하고 E-cadherin이 감소한다는 보고와 더

불어 종합하여 보면(Kim과 Cho, 2014), HBx에 의해 NOX4의

발현이 증가되고 그 결과 TGF-β를 유도되고, 이에 따라 snail,

slug가 증가하여 EMT가 발생하여 간섬유화가 유도되는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추가적인 연구를 통해 정확한 기전을 규명하

면 B형 간염에 의한 간섬유화 및 간질환의 치료법에 기반이 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초 록

B형 간염 바이러스는 간경변증과 간세포암의 원인이 되는 간섬

유화를 유발한다. 하지만 현재까지 그와 관련한 자세한 메커니

즘은 밝혀지지 않았기에 본 연구에서 이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 결과, B형 간염 바이러스에서 발현되는 HBx 단백질에 의

해 vimentin, fibronectin, slug, snail, NOX4가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NOX4에 의한 활성산소가 snail, slug 발현을 유도

하고 섬유화 과정을 촉진할 수 있기 때문에 NOX4의 발현을

유도하는 HBx가 간섬유화를 조절, 유도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Keywords 간섬유화 · B형 간염 바이러스 X 단백질 · NADPH

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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