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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조직은 에너지원을 지방으로 축적하는 저장장소이면서, 생물

질환의 발병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며, 혈중 아디포넥틴 농도는 비

학적 활성을 띠는 다양한 물질을 분비하여 전신 대사 조절에 관여하

만을 포함한 대사질환과 심혈관질환의 발병 위험을 예측하는 지표로

는 내분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어 다른 기관

서 유용하리라 본다.

에서 활성을 갖는 이러한 물질들을 아디포카인(adipokine)이라고 하

그뿐 아니라,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감수성을 높이고 항염증 및 혈

며, leptin,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interleukin 6, resistin,

관 보호 작용 등의 긍정적 효과를 보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여

adiponectin, retinol binding protein 4 등이 이에 속한다. 이들 아디

러 연구를 통해 아디포넥틴은 간에서의 당 신생을 억제하고 근육에

포카인은 지질 및 당 대사, 에너지 항상성 및 인슐린 감수성, 염증반

서 포도당 흡수 및 지방산 산화를 증가시키며, 인슐린 감수성을 높여

응 등을 조절하여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metabolic profile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1 또한 in vivo

있는 것으로 보인다.2

실험에서 아디포넥틴이 췌장과 지방조직에도 작용하여 각각 인슐린

1

이 중 아디포넥틴(adiponectin)은 혈중에 매우 높은 농도(2-20 μg/

분비와 포도당 흡수를 자극하여 인슐린 작용을 개선시키는 것으로

mL)로 존재하며 전체 혈장 단백질의 약 0.01%를 차지하는 아디포카

보고되었다.12,13 한편, 아디포넥틴은 내피세포에서 TNFα와 같은 염증

인이다.3 비만, 제2형 당뇨병 및 인슐린 저항성이 심할수록 혈장 아디

성 사이토카인과 adhesion molecules의 생성을 억제하고 항염증성

포넥틴 농도가 낮고, 고혈압이나 동맥경화, 심혈관질환에서도 그 농

사이토카인인 IL-10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혈관 내피세포에서는 en-

도가 감소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여러 연구들을 통해 체질량

dothielial nitric oxide synthase (eNOS) 활성 및 nitric oxide 생성을

지수, 혈청 중성지방 농도, 당뇨병이나 심혈관 질환의 유무가 혈장 아

촉진시키고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의 생성을 억제하여

디포넥틴의 농도와 유의한 상관관계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또한 유

내피세포기능의 손상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7,14

3-5

6,7

전자 연구를 통하여 아디포넥틴과 관련된 유전적 변이가 아디포넥틴

이러한 아디포넥틴의 긍정적 효과가 밝혀지면서 비만과 그와 관련

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미치며, 체중, 허리둘레, 혈압, 공복 혈당 및 인

된 각종 대사질환 및 심혈관질환의 예방 및 관리 차원에서 아디포넥

슐린 농도, 인슐린 저항성과도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틴의 생성을 돕기 위한 연구가 활발히 보고되고 있다. 일반적으로 혈

다. 따라서 아디포넥틴의 감소는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이나 심혈관

액 중 아디포넥틴의 농도는 정상인보다 비만인 사람에서 낮은데,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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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지방이 증가할수록 혈중 아디포넥틴의 농도는 낮고 인슐린 저항성

in the Pima Indian population. Lancet 2002;360:57-8.

이 증가되며, 이와 더불어 고인슐린혈증과 표적 장기에서 아디포넥틴

5. Pischon T, Girman CJ, Hotamisligil GS, Rifai N, Hu FB, Rimm EB.

수용체의 발현이 감소되어 아디포넥틴 효과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

Plasma adiponectin levels and risk of myocardial infarction in men.

인다. 실제로 비만인에서 10-20% 가량 체중이 감소되면 백색지방조

JAMA 2004;291:1730-7.

15

직과 혈액 내 아디포넥틴 발현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

6. Ryo M, Nakamura T, Kihara S, Kumada M, Shibazaki S, Takahashi

한 칼로리 제한과 식사 조절에 의해서도 아디포넥틴 농도가 증가한다

M, et al. Adiponectin as a biomarker of the metabolic syndrome.

는 결과들도 나왔다. 그러나 다른 한편에서는 식사 제한을 하지 않은

Circ J 2004;68:975-81.

3,16

주기적인 운동이나 체중 감량이 없는 상태에서의 운동만으로는 아디

7. Ouchi N, Kihara S, Arita Y, Maeda K, Kuriyama H, Okamoto Y, et

포넥틴의 수준이 조절되기 힘들다고 보고되고 있다. Han 등 의 연

al. Novel modulator for endothelial adhesion molecules: adipocyte-

구에서도 운동만 하였을 때보다 칼로리 제한 및 식사 조절과 운동을

derived plasma protein adiponectin. Circulation 1999;100:2473-6.

병행하였을 때 체중 및 체질량지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고, 아디포

8. Menzaghi C, Ercolino T, Di Paola R, Berg AH, Warram JH, Scher-

넥틴의 혈중 농도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식

er PE, et al. A haplotype at the adiponectin locus is associated with

사요법과 운동을 병행한 생활습관의 교정, 즉 체중 감소가 아디포넥

obesity and other features of the insulin resistance syndrome. Dia-

틴을 증가시키는 효과적인 치료법임을 보여 준다. 이 외에도 peroxi-

betes 2002;51:2306-12.

17

18

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α (PPAR-α) 또는 –γ (PPAR-γ)

효능제, 일부 statin, ACE blocker, resveratrol과 같은 natural com-

9. Lee B, Shao J. Adiponectin and energy homeostasis. Rev Endocr
Metab Disord 2014;15:149-56.

pounds 등의 약물들이 혈액 중 아디포넥틴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

10. Yamauchi T, Kamon J, Minokoshi Y, Ito Y, Waki H, Uchida S, et

로 밝혀졌다. 이러한 내인성 아디포넥틴을 증가시키는 방법 외에, 재

al. Adiponectin stimulates glucose utilization and fatty-acid oxida-

조합 아디포넥틴 단백질이나 아디포넥틴 수용체 효능제의 대사질환

tion by activating AMP-activated protein kinase. Nat Med 2002;8:

이나 심혈관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1288-95.

19

아디포넥틴은 비만, 제2형 당뇨병, 고혈압과 같은 대사질환 및 심혈

11. Yamauchi T, Kamon J, Ito Y, Tsuchida A, Yokomizo T, Kita S, et al.

관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 질환의 위험을 예측하는

Cloning of adiponectin receptors that mediate antidiabetic meta-

지표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최근 연구들을 통해 아디포넥틴

bolic effects. Nature 2003;423:762-9.

의 생성과 감수성을 조절하는 것이 이들 질병을 예방하고 개선하는
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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