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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le acids are known to play a role in helping the digestion of lipid and maintenance of 
the bile flow. However, since the first bile acid receptor was discovered in 1999, it has 
been found that various bile acid receptors are present. Bile acid receptors are involved 
in bile acid physiology, energy metabolism, and inflammatory response. G-protein 
bile acid-activated receptor 1 (GPBAR1) and Sphingosine-1-phosphate receptor 2 
(S1PR2) are representative bile acid receptors in cholangiocyte. They are involved in 
proliferation and secretion of cholangiocyte, which seem to protect cholangiocyte 
from the toxicity of bile acids. GPBAR1 and S1PR2 are also associated with the 
progression of cholangiocarcino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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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담즙산은 담즙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서 간에서 생성되어 

장관 내로 배출되며 장관 내에서 지질과 미셀(micelle)을 

형성하여 지질의 체내 흡수를 보조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그리고 담즙의 흐름을 유지하고 담즙 내에서 콜레스테롤이 

용해된  상태로  존재하도록  돕는다 .  그래서  오래  전부터 

우르소데옥시콜산(ursodeoxycholic acid)이나 케노데옥시콜산 

(chemodeoxycholic acid) 등의 담즙산이 콜레스테롤 담석의 

치료에 사용되었다. 

담즙산에 대해 여러 가지 연구가 진행되면서 지방의 소화를 

돕고 담즙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것 외에도 또다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1999년은 담즙산에 대한 획기적인 연구 

결과가  발표된  시점인데 ,  서로  다른  세  개의  연구진이 

일차담즙산은 farnesoid X 수용체(farnesoid X receptor, FXR)를 

활성화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1-3 초기에는 FXR이 단순히 

담즙산을 감지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하였으나 후속 

연구를 통해 간 및 장관 세포에서 담즙산의 흡수, 간에서의 

대사와 배출, 신장에서의 대사 등 담즙산 생리에 전반적으로 

관여함이 알려졌다. 이후 FXR 외에 다양한 담즙산 수용체가 

발견되었고 담즙산이 여러 수용체에 결합하여 지방과 포도당 

등의 에너지 대사, 염증 조절, 장내 미생물의 성장 등 인체 

내에서 광범위한 신호전달 호르몬으로서 작용을 한다는 것이 

알려졌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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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즙산 수용체는 크게 핵에 존재하는 수용체(neuclear 

receptor)와  세포막에  존재하는  수용체(cell membrane 

receptor)로 분류한다(Table 1). FXR은 최초로 발견된 담즙산 

수용체로서 많은 연구가 되어있지만 pregnane X receptor, 

vitamin D receptor, constitutive androstane receptor는 주요 

담즙산인 콜산(cholic acid), 데옥시콜산(deoxycholic acid), 

케노데옥시콜산  대신  리토콜산 ( l i t h o c h o l i c  a c i d ) , 

3-케토리토콜산(3-keto lithocholic acid) 등과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상대적으로 연구가 덜 되어 있다.4

본고에서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담즙산 수용체인 G-protein 

bile acid-activated receptor 1 (GPBAR1) 및 Sphingosine-1-

phosphate receptor 2 (S1PR2)에 대해서 살펴보고 이들이 

담도암의 병태 생리에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본 론

FXR이 데옥시리보핵산(desoxyribonucleic acid, DNA)에 

결합하는 핵수용체(neuclear receptor)인 반면에 GPBAR1과 

S1PR2는 세포막에 존재하는 G 단백질 결합수용체(G protein-

coupled receptor)이다(Table 1).

1. GPBAR1 (Takeda G protein-coupled receptor 5, 

TGR5)

GPBAR1은 TGR5로 불리기도 하며 2002년 Maruyama 등5에 

의해 발견되었다. GPBAR1은 세포내신호전달(cell signaling)을 

통해 유전자 발현을 조절한다. GPBAR1의 전령리보핵산 

(messenger ribonucleic acid, mRNA)은 간을 포함하여 담낭, 위, 

소장, 폐, 비장, 신장, 부신, 여성생식기, 지방조직, 평활근, 태반 

등에 고농도로 존재하는데 특이한 점은 간내에서의 분포이다.6,7 

GPBAR1은 동모양세포(sinusoidal cell), 쿠퍼세포(Kuppfer cell), 

간  내의  대식세포(liver resident macrophage) 등  간의 

비실질세포에  존재하지만  간실질세포(hepatocyte)에는 

발현되지 않는다.8 반면 후술할 S1PR2는 간에서 모든 형태의 

세포에 존재한다는 점에서 GPBAR1과 차이가 있다. 

GPBAR1은 대부분 자극성 G 알파 단백질(stimulatory G alpha 

prote in,  Gαs)과  작용하며  활성화된  Gαs는  아데닐산 

고리화효소(adenylate cyclase) 쪽으로 이동 및 결합해서 여러 

개의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를 만들어 

세포내로 방출한다. 하나의 cAMP는 여러 개의 다른 효소를 

활성화하고 활성화된 효소는 또다른 많은 효소를 활성화하는 

방식으로 세포내 신호전달이 증폭된다. 하지만 담관세포에서는 

다른 세포와 달리 GPBAR1이 억제성 G 알파 단백질(inhibitory 

G alpha protein, Gαi)에 작용할 수 있는데, Gαs와 Gαi 중 어디에 

작용하는지는 GPBAR1의 세포내 위치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Table 1. The classi�cation of bile acid receptors (modi�ed from Fiorucci and  Distrutti10)

담즙산 수용체 분포 작용하는 담즙산(agonist)

핵 수용체(neuclear receptor) 

FXR Hepatocyte, small intestine, macrophage, NKT cell, adipocyte CDCA>CA>LCA>DCA

VDR Ileum, macrophage, endocrine tissue, skin LCA

PXR Hepatocyte 3-keto-LCA, LCA, CDCA, DCA, CA
7-hydroxy-cholesten-3-one

CAR Hepatocyte CA, 6-keto-LCA

세포막 수용체(cell membrane receptor)

GPBAR1 Ileum, macrophage, gallbladder, adipose tissue LCA>DCA>CDCA>UDCA>CA

S1PR2 Hepatocyte GCA, TCA, GCDCA, TCDCA, GDCA and TDCA

Muscarinic
receptor M2, M3

CNS, smooth
muscle cells

DCA-LCA

FXR, farnesoid X receptor; CDCA, chenodeoxycholic acid; CA, cholic acid; LCA, lithocholic acid; DCA, deoxycholic acid; VDR, vitamin D receptor; 
PXR, pregnane X receptor; CAR, constitutive androstane receptor; GPBAR1, G-protein bile acid-activated receptor 1; UDCA, ursodeoxycholic 
acid; S1PR2, sphingosine-1-phosphate receptor 2; GCA, glycocholic cid; TCA, taurocholic acid; GCDCA, glyco chenodeoxycholic acid; TCDCA, 
taurochenodeoxycholic acid; GDCA, glycodeoxycholic acid; TDCA, taurodeoxycho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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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면, 담관세포의 섬모에 존재하는 GPBAR1은 Gαi에 작용하여 

세포증식을 억제한다. 반면 세포막의 선단면(apical plasma 

membrane)에  존재하는  GPBAR1은  Gαs에  작용하여 

세포증식을 촉진하는 역할을 한다.9 GPBAR1은 protein kinase A, 

protein kinase B (AKT), Src kinase, Rho kinase,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complex 1,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ERK1/2) 등 다양한 kinase pathway를 활성화할 수 있다. 반대로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signaling은 억제하여 세포내 칼슘과 활성산소를 

증가시키며  다른  이온채널의  활성화 ,  유전자발현  조절 , 

미토콘드리아 분열에 관여한다.10 

2. S1PR2 

S1PR2는 sphingosine-1-phosphate (S1P)에 대한 수용체이다. 

Sphingosine은 amino alcohol의 하나로서 세포막에 풍부한 

ceramide가 ceramidase에 의해 분해되어 생성된다. S1PR은 

1부터 5번까지 존재하는데 간실질세포 및 담관세포에 많이 

존재하는 것은 S1PR2이다. 2012년 Studer 등11은 S1P 외에도 

타우로콜산(taurocholic acid) 등의 결합담즙산(conjugated bile 

acid)이 S1PR2를 활성화할 수 있음을 보고하였다. S1PR2의 

mRNA는 간, 담낭, 폐, 소장, 심장, 지방조직, 여성 생식기, 뇌, 

림프절, 태반 등에서 많이 발견되는데,12,13 간실질세포에 

발현한다는 점에서 GPBAR1과 차이가 있다. 

S1PR2는 리간드(ligand)와 결합하여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EGFR), insulin receptor를 활성화하며 이는 ERK, AKT 

(protein kinase B), c-Jun N-terminal kinase를 자극한다. 인산화된 

ERK1/2는 NF-ΚB의 활성화 및 nuclear translocation을 유발하고 

cyclooxygenase-2 (COX-2), interleukin-6 (IL-6), tumor necrosis 

factor-α 발현에 관여한다. 또한 핵 내의 sphingosine kinase 2를 

상향조절(upregulation)하여 S1P의 합성을 늘리고 histone 

deacetylase의 기능을 억제한다. 이로써 FXR이나 small 

heterodimer partner (SHP), CYP7A1, apolipoprotein B-100 같은 

유전자의 조절에 관여한다(Fig. 1).14 

3. 담관세포에서 GPBAR1의 역할

GPBAR1은 생쥐와 쥐, 사람 조직에서 간외담관, 간내담관, 

cannals of Hering의 상피세포에 존재한다. 그리고 담낭에서는 

상피세포 외에 담낭 평활근에서도 발견된다.10 세포내에서는 

섬모, 선단면, 소포체, 심지어 핵막에도 존재하며 쥐의 담즙에서 

분리된 엑소좀에서도 발견되었다.9,15  

담관세포에 담즙산을 투여하면 담관세포의 증식이 관찰된다. 

그리고 설치류에 담즙산을 투여하거나 총담관을 결찰해서 

다량의  담즙산에  노출시키는  경우에도  비슷한  현상이 

발생한다. 이처럼 담즙산이 담관세포의 증식을 유발한다는 

사실은 이전부터 알려져 있었으나 그 기전이 무엇인지는 

담즙산 수용체가 발견되기 이전까지 알지 못하였다.16 

GPBAR1 knockout mouse에서는 담즙산 노출 후에도 

담관세포의 증식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를 통해 담즙산에 의한 

담관세포 증식에 GPBAR1이 관여하리라는 것을 추정할 수 

있다. 담즙산을 투여한 GPBAR1 wild type mouse에서는 

ERK1/2의 인산화가 확인되는 반면 knockout mouse에서는 이를 

확인할 수 없다. 따라서 GPBAR1에 의한 세포내 신호전달에 

ERK1/2가 관여함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kinase-1 (MEK-1) 억제제를 투여하는 경우에도 

담즙산에 의한 wild type mouse 담관세포의 증식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MEK-1 역시 신호전달에 관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  흥미롭게도  사이토카인이나  성장인자에  의한 

담관세포증식은 GPBAR1 knockout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는 GPBAR1에서 adenylate cyclase를 거치지 않고 

EGFR을 거쳐서 작동하는 경로가 존재하기 때문으로 보인다.17 

GPBAR1은 담관세포의 증식 외에 담즙의 분비에도 관여한다. 

GPBAR1이 활성화되면 cystic fibrosis transmembrane 

conductance regulator (CFTR)를 통해 담관세포 밖으로 염소의 

Fig. 1. Model of S1PR2 action. S1PR2, Sphingosine-1-phosphate receptor 
2; ERK1/2,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1/2; SphK2, Sphingosine 
kinase 2; S1P, sphingosine-1-phosphate; HDAC, histone deacetylase; NF-
ΚB,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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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을 촉진한다.18,19 배출된 염소는 anion exchanger2 (AE2)에 

의해 세포내의 중탄산염과 교환되어 세포내로 재유입되며 

결과적으로 중탄산염이 풍부한 담즙이 만들어진다. 

GPBAR1은 담즙산의 독성으로부터 담관세포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GPBAR1 knockout mouse에서 

유래한 담관세포는 wild type에 비해 세포자멸사(apoptosis)에 

취약한데 세포사멸수용체(death receptor)에 의한 세포자멸사 

경로의 변화 그리고 담관세포를 보호하는 중탄산염의 배출 

저하와 관련된 것으로 생각된다.10 GPBAR1이 담관세포의 

세포자멸사에  작용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시 

언급하고자 한다.  

GPBAR1은 담낭에도 존재하는데 상피세포의 GPBAR1은 

담관과 마찬가지로 담즙 분비에 관여한다. 반면 평활근의 

GPBAR1이 활성화되면 담낭의 이완 및 담즙 충만이 나타난다. 

따라서 GPBAR1 knockout mouse는 wild type에 비해 담낭 

부피가 작다.19,20 아울러 GPBAR1에 대한 작용제가 개발되어 

사용되는 경우 담낭 확장이라는 의도치 않은 부작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19,21 

4. 담관세포에서 S1PR2의 역할 

S1PR2는 생쥐의 담관 세포주에서 발견되며 선단면 외에 

담관세포  내에서  존재하는  곳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 

S1PR2는 GPBAR1과 마찬가지로 담즙정체 시 담관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생쥐의 담관을 결찰하면 간 및 

담관세포 내의 S1PR2 mRNA가 증가되며 담즙산이나 S1P를 

투여하여 S1PR2를 자극하면 ERK 및 AKT 인산화가 유발된다. 

반면 S1PR2 길항제를 투여하면 ERK, AKT 인산화가 억제된다. 

Immortalized normal cholangiocyte에서도 비슷한 결과를 

보이는데 담즙산을 투여하면 세포내 S1PR2 mRNA양이 

늘어나고 세포가 증식하는 반면, S1PR2에 대한 짧은 헤어핀 

리보핵산(small hairpin ribonucleic acid, shRNA)을 투여하면 

세포 증식이 억제된다. 

S1PR2는 담즙정체 시에 나타나는 간섬유화와도 연관된 

것으로  보인다 .  생쥐의  담관을  결찰하면  COX를  통한 

염증반응이 발생하고 간섬유화가 진행되는데 S1PR2 knockout 

mouse에서는 염증 및 섬유화의 정도가 덜하다. 정리하면 담도 

폐쇄 발생 시 담즙산에 의해 S1PR2가 활성화되어 담관세포가 

증식하며 ERK1등을 통해 염증 반응이 유발된다. 그리고 Fig. 

1에서 제시한 것처럼 S1P가 증가되면서 histone deacetylase가 

억제되어 히스톤에 가려져 있던 간섬유화와 연관된 DNA에 

히스톤 아세틸화가 발생한다. 히스톤이 아세틸화되면 DNA와 

히스톤의 결합이 약해져서 해당 부분의 DNA는 더 많이 

노출되고  이에  따라  RNA로의  전사가  촉진되는  것으로 

생각된다.22 

5. 담관암에서 GPBAR1 및 S1PR2의 역할 

정상 담관세포와 마찬가지로 담관암세포주에 담즙산이나 

GPBAR1 작용제를 투여하면 암세포의 증식이 나타난다. 이 

과정에 ERK1/2와 EGFR이 관여하는 것도 정상 담관세포와 

비슷하다. 아울러 암세포가 자라기 위해서는 세포자멸사를 

회피해야 하는데, GPBAR1은 담관세포의 세포자멸사를 

방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 근거를 살펴보면, 첫째로 

GPBAR1 knockout mouse에서 기원한 담관세포는 wild type에 

비해  생존성이  떨어지고  세포자멸사가  증가되는  것이 

확인된다. 그리고 CD 95 리간드는 세포자멸사를 촉진하는데 

이러한 효과는 GPBAR1 knockout mouse에서 더 높다. 

GPBAR1이 활성화되면 CD95 수용체의 인산화가 촉진되며 

이를  통해  세포사멸수용체가  세포내부에  머무르면서 

세포자멸사를 막는 역할을 한다. 담관암 조직에서는 인산화된 

CD95 수용체가 많이 발견되는 반면 정상 간조직에서는 이런 

소견이 보이지 않는다.17 

S1PR2도 GPBAR1과 유사한 연구 결과를 보인다. S1PR2 

길항제를 투여하거나 shRNA를 이용해서 S1PR2 expression을 

억제하면 담즙산에 의한 암세포 증식이 억제되는 현상을 볼 수 

있다 .  담즙산은  담관암세포의  증식  외에도  invasion 및 

migration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마찬가지로 

S1PR2를 억제하면 invasion과 migration이 모두 억제된다.23 

생쥐의 담관암 모델에서 담즙산은 NF-ΚB의 활성도를 높여 

IL-6 및 COX-2를 증가시킨다.24 COX-2의 증가는 EGFR의 

활성화를 통해 담관암세포가 성장하고 세포자멸사에 대해 

저항하도록 돕는다.25 그리고 S1PR2에 대한 길항제는 COX-2 

발현 및 EGFR 활성화를 감소시키는데, 이는 S1PR2에 대한 

shRNA를 투여한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24 이러한 연구 결과는 

S1PR2가 담즙산에 의한 COX-2 발현과 담관암의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향후 담관암 치료에 중요한 표적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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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GPBAR1과 S1PR2는 담즙산 수용체 중에서도 대표적인 G 

단백질 결합수용체이며 담관세포에 많이 존재한다. GPBAR1은 

담관세포의 증식 및 분비를 유도하여 담관세포를 독성이 있는 

담즙산으로부터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S1PR2도 담즙산에 의해 

활성화되어 담관세포의 증식을 유발한다. 하지만 GPBAR1과 

S1PR2는 정상 담관세포 외에 담관암세포에도  존재하며 

암세포의 증식과 침윤을 촉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더 많은 

연구를 통해 담즙산 수용체가 담관암의 진행을 유발하는 

기전을 이해하고 이를 통해 담관암 환자의 진료에 획기적인 

발전이 있기를 기대한다.    

요 약

담즙산은 지방의 소화를 돕고 담즙의 배출을 용이하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 하지만 여러 연구를 통해 

담즙산에 대한 수용체가 존재하며 그 종류도 다양함을 알게 

되었다. 담즙산 수용체는 담즙산 생리에 관여하는 것 외에도 

에너지  대사 ,  염증  조절  등의  반응에  있어  인체  내에서 

광범위하게 작용한다. GPBAR1과 S1PR2는 담즙산 수용체 

중에서도 대표적인 G 단백질 결합수용체로서 담관세포에 많이 

존재하며 세포의 증식 및 담즙 분비 등에 관여한다. 아울러 

담관암의 진행과도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가 발표되고 있어 

향후 담관암 치료에 중요한 표적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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