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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그렐린과 펩티드 YY3-36은 에너지 항상성과 연관된 위장관 호르몬이다. 저자 등은 식후 그렐린과 펩티
드 YY3-36의 시간별 변화를 동시에 조사하였다.
방법: 연구를 시작하기 2주 전부터 아침식사시간을 엄격히 고정한 9명의 건강한 자원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채
혈은 식전 1시간부터 11시 30분까지 매 시간 실시되었다. 혈장 그렐린, 펩티드 YY3-36, 렙틴 및 인슐린을 방사선면
역법으로 측정하였다.
결과: 혈장 그렐린 농도는 식전에는 588.0 ± 204.4 pg/mL이었고 식후 1시간째는 394.22 ± 145.25 pg/mL으로
감소하였다. 반면에 펩티드 YY3-36는 식전에는 29.9 ± 13.7 pmol/L이었고, 식후 1시간째에는 44.2 ± 12.1 pmol/L
로 증가하였다. 렙틴은 식전에는 7.4 ± 2.7 ng/mL이었고, 식후 1시간째에는 7.1 ± 2.9 ng/mL이었다. 반면에 인슐
린은 식전에는 129.8 ± 50.0 pmol/L이었고, 식후 1시간째에는 658.8 ± 332.3 pmol/L로 증가하였다. 혈장 그렐린
은 식후 1시간째 최저 농도이었고, 펩티드 YY3-36는 식후 1시간째 최고 농도이었다.
결론: 혈장 그렐린은 식후 1시간째 최저인 반면에 펩티드 YY3-36는 식후 1시간째 최고 농도이었다. 이는 혈장
그렐린과 펩티드 YY3-36가 식사에 따라 같은 속도로 반대 방향으로 반응한다는 것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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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심단어: 펩티드 YY, 그렐린, 인슐린, 음식, 위, 대장

서

론

간의 상황에 대한 정보를 중추 신경계로 보내는데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최근에는 여기에 위장관에서 분비

궁상핵 (arcuate nucleus)의 신경펩티드 Y/Agouti 관련

되는 그렐린과 펩티드 YY3-36 (PYY3-36)의 식이조절기능에

단백 신경세포와 프로오피오멜라노코르틴 신경세포는 음식

그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1)

섭취 조절에 관여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신경펩티드

그렐린은 성장호르몬 분비뿐만 아니라 시상하부에 위치하

Y/Agouti 관련 단백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음식섭취는 증

는 neuropeptide Y (NPY)와 agouti-related peptide (AgRP)

가하는 반면에 에너지소비는 감소하고, 프로오피오멜라노코

작용에 의한 중추조절을 통하여 음식물 섭취와, 체중조절에

르틴 신경세포가 활성화되면 그 반대 현상이 나타난다. 렙

밀접하게 관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2) 그렐린은 소장, 췌장,

틴과 인슐린은 이와 달리 말초의 에너지 축적에 관한 장기

신장, 태반, 뇌하수체 등에서도 소량 분비되지만, 최근 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교신저자: 전태용, 부산광역시 서구 아미동 1-10 부산대학교병원 외과
Tel: 051-240-7834, Fax: 051-242-8671, E-mail: saylee@pnu.edu, Mobile: 018-765-6790
* 이 논문은 2004년도 부산대학교 의학연구소 연구비(2004-1)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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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 의 관찰연구에 의하면 혈장 그렐린의 중요한 생성장소

법 (Lunar prodigy, GE medical systems, Waukesha,

가 위장이며, 순환 혈장 그렐린의 위 생성분획이 60~70%라

Wisconsin, USA)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스캔은 소프트웨어

는 사실이 알려졌다. 반면에, PYY3-36은 1980년 돼지의 십

패키지 l.35 (Lunar)로 분석되었다. 지방량에 대한 변이계수

이지장과 소장 조직에서 처음으로 발견된 이후, 지금은 주

(coefficients of variation, CV)는 2.6%이었고, 총 체지방률

로 위장관 말단의 내분비 L 세포에서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

에 대한 CV는 2.5%, 부위별 지방측정에 대한 CV는 3% 미

져 있다. 내분비 L 세포는 소장 원위부와 대장, 특히 직장에

만, 제지방량에 대한 CV는 0.88%이었다.

4)

고농도로 분포한다. 그렐린과 PYY3-36 모두 식이인자에 영

3. 연구 프로토콜

향을 받게 되는데, 독특한 일중 분비 양상을 나타낸다. 그렐
린은 식사 직전에 상승하여 식후 1~4시간이 지나면 감소하

9명의 자원자를 대상으로 식사하기 1시간 전부터 1시간

는 반면에, PYY3-36는 그 반대양상을 보인다.5) 영국 임페리

간격으로 식후 4시간동안 채혈하였다. 모든 연구대상자들은

얼 대학 연구팀이 PYY3-36를 정맥으로 투여하였을 때 비만

본 연구를 위해 평소 아침 식사시간에 맞추어 적어도 15일

환자의 칼로리 섭취량이 약 30% 감소된 것을 계기로 현재

이상 엄격히 고정하도록 하였다. 섭취한 식사의 열량은

3개의 1상 임상이 완료된 상태이지만, 그렐린을 함께 고려

400~600 kcal (탄수화물 60%, 단백질 20%, 지방 20%)로

하지 않고는 비만치료제로서 그 효과를 낙담하기에는 이르

하였다.

6)

다. 따라서 상기 2가지 호르몬의 특성을 보다 잘 이해하기

검체는 플라스틱 EDTA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위해서는 일정한 시간에 일정한 양의 식사를 하는 사람들에

용기에 수집되었다. 채혈 즉시 4℃에서 원심분리기로 혈장

서 그렐린과 PYY3-36이 동시에 어떤 변화를 나타내는지를

을 분리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70℃로 보관하였다.

알 필요가 있다. 하지만, 그동안 각 호르몬의 변화양상과 특

연구대상자들의 혈장 그렐린은 상업적인 방사선면역측정

성을 조사한 연구는 많으나, 국내외에 아직까지 그렐린과

법 (Phoenix Pharmaceuticals, Inc., Belmont, CA)으로 측정

PYY3-36의 반응을 동시에 관찰한 연구는 아직 없다. 따라서

되었다. I-125 표지 생체활성 그렐린을 추적분자로 사용하

저자 등은 일정한 열량과 영양소 조성을 지닌 식사를 섭취

였고 n-옥탄산이 붙은 전장 (全長, full-length)의 인체 그렐

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식사 직전부터 식후 수시간 동안

린에 대해 토끼에서 증가하는 다클론성 항체를 이용하였다.

일정간격으로 그렐린과 PYY3-36의 농도변화를 동시에 관찰

측정의 하한치와 상한치는 10~1,280 pg/mL이었다. 혈장

하고자 하였다.

PYY3-36는 인체 PYY에 대한 특이 항체를 이용하여 방사선
면역측정법 (Linco Research Inc, St Charles, MO, USA)으

방

로 측정하였다. 인체 렙틴과는 어떠한 교차반응도 보이지

법

않았다. 혈장 인슐린은 항체 부착관 (antibody coated tube)

1. 연구대상

을 이용한 방사선면역측정법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 한계

24~37세 (평균 29.7 ± 4.4세) 연령의 9명 (남자 8명, 여

는 3.5~434 μIU/mL이었다. 혈당은 포도당산화 효소법에 의

자 1명)이 연구에 따른 설명을 듣고 자원하였다. 연구 대상

해 Synchron LX20 (Beckman Coulter, Inc, Fullerton,

자는 모두 서면으로 동의서를 작성하였다. 연구 대상자 모

USA)으로 측정하였다. 렙틴은 I-125 표지 렙틴을 이용한 이

두 병력과 진찰 결과 정상이었고 복용 중인 약물이 없었으

중항체 (double antibody) 방사선면역측정법 (Linco Research

며, 비정상적인 식이 행동을 하지 않았다. 또한, 혈액 검사

Inc, St Charles, MO, USA)으로 측정되었으며, 측정 한계는

결과 신기능, 간기능, 일반혈액검사 및 공복 혈당은 정상이

0.25~100 ng/mL이었다. 모든 시행은 4℃에서 실시되었다.

었다. 연구 시작 24시간 동안 알코올과 격렬한 운동을 하지

4. 통계 분석

않았다.

수치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그렐린과 PYY3-36

2. 혈압 및 신체 계측

각각 식사 전후 최고농도와 최저농도 간의 차이는 paired

연구대상자들의 수축기와 이완기 혈압은 10분 이상 안정

t-test를 이용해서 분석하였다. P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유

을 취한 후 앉은 자세에서 팔을 심장 높이에 두도록 하고

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상박에서 진동계 방법 (oscillometric method)으로 측정하였
다. 비만 지표로 체질량지수, 체지방, 허리둘레를 측정하였

결

다. 체질량지수는 신을 벗고 가벼운 가운을 입은 상태에서

과

1. 연구 대상자의 기본적 특성과 신체계측 및 체성분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여 체질량지수 (body mass index, 이
2

연구 대상자의 연령은 23.4~35.5세이었으며, 신체 계측

하 BMI) 산출공식 (BMI [kg/m ] = 체중 [kg] / {신장

2

2

결과 BMI 범위는 20.3~30.5 kg/m 이었고 허리둘레는

[m]} )으로 구하였다. 체지방 분석은 이중에너지방사선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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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7.3~102.3 cm이었다. 이중에너지방사선측정법에 의한 전체

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P = 0.09), 식후 1시간과 식후 3시

체지방과 체부지방 비율 범위는 각각 22.4~35.7%와 21.9

간, 식후 1시간과 식후 4시간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였

~42.1%이었다. 혈압은 평균 121/75 mmHg이었다 (Table 1).

다 (Tabel 2). 그렐린과 PYY3-36은 각각 식사 직전에 비해
식사 1시간 후 농도에 있어서 31.6%의 감소와 63.9%의 증

2. 식사에 따른 그렐린과 PYY3-36의 농도변화

가를 보였다 (Fig. 1).

연구 대상자의 그렐린의 식사 직전과 식후 1시간의 농도

3. 식사에 따른 렙틴과 인슐린의 농도변화

는 각각 588.0 ± 204.4 pg/mL, 394.2 ± 145.3 pg/mL이었
으며, 전후 농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0.001).

연구 대상자의 렙틴의 식사 직전 농도는 816.7 ± 306.1

PYY3-36의 식사 직전과 식후 1시간의 농도는 각각 29.9 ±

pg/mL이었고 식후 2시간의 농도가 658.9 ± 254.9 pg/mL로

13.7 pg/mL, 44.2 ± 12.1 pg/mL이었으며, 전후 농도의 유

가장 낮았으며, 전후 농도의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P <

Table 1. The anthropometric characteristics and body composition measured by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of the study subjects
Subjects

Mean ± S.D.

Age (years)

29.7 ± 4.4

Height (cm)

172.3 ± 8.0

Weight (cm)

77.4 ± 13.5
2

Body mass index (kg/m )

25.9 ± 3.2

Waist circumference (cm)

90.6 ± 11.3

Total body fat (%)

29.4 ± 4.5

Trunk fat (%)

34.9 ± 6.9

Table 2. Ghrelin and PYY3-36 levels after meal of the study subjects
Time

Ghrelin

PYY3-36

1 h before meal

558.7 ± 185.8

33.00 ± 19.80

Just before meal

588.0 ± 204.4*

29.90 ± 13.70

1 h after meal

394.2 ± 145.3*

44.20 ± 12.10†,‡

2 h after meal

469.1 ± 164.8

34.40 ± 12.40

3 h after meal

533.3 ± 228.6

25.20 ± 16.10

4 h
* P
†P
‡P

420.5 ± 139.7

25.30 ± 9.70

after meal
< 0.001.
= 0.025.
= 0.012 by paired t-tes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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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 of ghrelin and PYY3-36 after me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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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f leptin and insulin after meal.

0.001). 인슐린의 식사 직전과 식후 1시간의 농도는 각각

(단순한 위 팽창은 아님)과 같은 자극도 PYY의 분비를 자

129.2 ± 50.0 pmol/L, 658.8 ± 332.2 pmol/L이었으며, 전

극한다.

후 농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 0.001).

인체에서 혈장 그렐린의 반감기에 대해 연구된 문헌은

렙틴은 식사 직전에 비해 식사 2시간 후 농도가 10.7% 감

아직 없지만, 본 연구 결과 식전 급속히 증가된 그렐린이 식

소하였고, 인슐린은 식사 직전에 비해 식사 1시간 후 농도

후 1시간 만에 급속히 감소한 것은 그렐린의 혈중 반감기가

가 416.6% 증가하였다 (Fig. 2).

극히 짧다는 사실을 의미하며, 이는 이전에 전 등 이 위절

3)

제 환자를 대상으로 연속적으로 그렐린의 측정한 연구에서

고

찰

1시간 이내에 모든 위절제군에서 혈장 그렐린이 급격히 감
소하였다는 것과 유사한 결과이다. 그렐린 농도는 인슐린

연구 결과 그렐린과 PYY3-36는 식사 전후 거의 대칭적으

농도와 반비례 관계를 유지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본 연구

로 반대양상의 농도변화를 나타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로

에서도 식사에 따른 그렐린 농도의 변화는 인슐린 농도와는

보아 에너지항상성에 이 2가지 위장관호르몬이 상호간에 밀

반비례 양상을 나타냈다. 렙틴은 식후 2시간째 최저 농도로

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1). 기존의 연구들

감소하여 그렐린 농도가 체질량 조절에 중요한 렙틴 농도와

에 따르면, 그렐린은 위에서, PYY는 대장에서 각각 주로

반비례 관계를 유지한다고 알려진 것과 다르게 보이지만,

분비된다는 사실은 위장관계, 시상하부 그리고 뇌하수체 사

본 연구는 한 시점의 상관성이 아니라, 식사 전후에 따른 변

이에 조절 축 혹은 연결고리 존재를 강력히 시사하며, 이러

화를 관찰하였다는 점에서 다르게 해석되어야 한다.8,9)

한 연결고리를 통하여 영양, 칼로리 섭취에 대한 정보가 시

본 연구에서 관찰된 또 다른 중요한 발견은 PYY3-36 분

상하부와 뇌하수체에 전달되게 된다. 실제, 위장관 우회술

비가 PYY3-36가 주로 분비되는 위장관의 말단 부분에 도착

후 28일이 지난 환자에서 그렐린의 감소로 인해 체중은

하기도 전에 증가된다는 사실이다. 시작되는 것으로 볼 때

20%로 줄어든 반면, PYY 농도는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

펩티드의 분비가 미주 신경에 의해 일어날 수도 있음을 시

고자 3배 증가한 것은 위장관 호르몬에 속하는 그렐린과

사한다. 이후 영양소가 장관에 도달하면, PYY3-36는 더욱 분

7)

PYY3-36을 함께 고려해야 함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비될 것으로 추정한다.
10)

그 외 식사 상태에 따른 혈중 농도의 변화에 있어서,

Batteham 등 은 설치동물들의 말초에 1회 투입된

6)

Batterham 등 에 의하면, 식후 15분 이내에 PYY3-36의 농도

PYY3-36이 4시간동안 음식의 섭취를 억제한다는 것을 증명

는 상승하기 시작해 약 90분에 최고농도에 이르고 약 6시간

하였다. 이후 사람에게 PYY3-36를 정주하여 식후 생리적으

정도 지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저자 등의 연구에

로 증가되는 농도와 유사하게 만들었을 때에도 음식 섭취가

서는, PYY3-36 농도는 그렐린과 정확히 반대로 식후 60분에

줄어드는 것을 확인하였다.6) 주사 2시간 후 자유롭게 섭취

최고농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서구인과 섭취하

할 수 있게 하기 위해 뷔페식당에서 섭취한 점심식사의 양

는 식이의 조성과 섭취열량이 다르기 때문일 것으로 추정된

은 비만하거나 야위거나 간에 모든 자원자에서 약 30% 줄

다. PYY 농도는 섭취한 음식의 구성성분과 열량에 의해 좌

어들었다. 게다가 위장배출의 변화 없이, 음식섭취의 기간과

우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동일 열량이더라도 단백질이나

주관적 배고픔의 느낌을 감소시켰다. 시각상사척도 (visual

탄수화물보다는 지방을 섭취할 때 PYY의 혈장 농도가 더

analogue scale)를 이용하였을 때 PYY3-36 정주는 공복감도

욱 높게 측정된다. 위산, 콜레시스토키닌 및 장관 내 담즙산

줄여드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PYY3-36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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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사시간에 따른 Ghrelin과 PYY3-36 농도 변화 －

체질량지수 사이에 매우의 높은 상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타
6)

났다. 하지만, 저자 등의 연구에서는 통계분석을 위한 연구

Key words: Peptide YY, Ghrelin, Leptin, Insulin,

대상자 수가 적어 그렐린과 PYY3-36 모두 BMI뿐 아니라 허

Meal, Stomach, Colon

리둘레, 제지방량 및 체지방량과 관련성이 없었다. 이 외에
6)

도 저자 등의 결과가 일부에 있어서 Batterham 등 의 연구

참 고 문 헌

와 다른 것은 한국인이 서구와 인종이 다르고, 섭취하는 음
1. 이상엽. Peptide YY. 대한비만학회지 2004;13(부록

식의 조성이 다르며, 또 BMI가 서구보다는 비교적 작은 편

2):24-34.

이기 때문일 것이다.
비만은 증가된 지방으로 인한 호르몬 변화에 대한 일종

2. Kamegai J, Tamura H, Shimizu T, Ishii S, Sugihara

의 만성적 적응상태라고 볼 수도 있다. 지금까지 국내외 연

H, Wakabayashi I. Chronic central infusion of ghrelin

구결과를 종합해보면, BMI 증가는 혈장 렙틴의 증가와 그

increases hypothalamic neuropeptide Y and Agouti

렐린과 PYY의 감소와 연관되어 있다. PYY를 보충해주는

-related protein mRNA levels and body weight in
rats. Diabetes 2001;50:2438-43.

것이 실제적인 비만치료법이 될 수 있을 것인지, 아니면 그
렐린 농도를 인위적으로 감소시킬 때 비만 치료에 도움이

3. Jeon TY, Lee S, Kim HH, Kim YJ, Son HC, Kim

될 수 있을 건인지에 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단언할 수 없

DH, et al. Changes in plasma ghrelin concentration

으나, 어느 쪽이든 에너지항상성 문제를 한 가지 측면에 국

immediately after gastrectomy in patients with early

한해서 다루기는 어렵다. 그렐린과 PYY3-36을 항상 함께 평

gastric cancer. J Clin Endocrinol Metab 2004;89(11)

가 및 고려하여야 할 것임은 분명하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5392-6.
4. Mitchell JE, Lancaster KL, Burgard MA, Howell LM,

좀 더 연구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Krahn DD, Crosby RD, et al. Long-term follow-up of
patients' status after gastric bypass. Obes Surg

ABSTRACT

2001;11(4):464-8.
are

5. Kim HH, Lee S, Jeon TY, Son HC, Kim YJ, Sim

gastrointestinal hormones related energy homeostasis. We

MS. Post-prandial plasma ghrelin levels in people

investigated the changes in post-meal plasma ghrelin and

with different breakfast hours. Eur J Clin Nutr

Background:

Ghrelin

and

Peptide

YY3-36

2004;58(4):692-5.

PYY3-36 levels in people after meal, simultaneously.
Methods: Nine healthy volunteers adhered to strict

6. Batterham RL, Cohen MA, Ellis SM, Le Roux CW,

meal times starting two weeks before the study. Blood

Withers DJ, Frost GS, et al. Inhibition of food intake

was drawn hourly for 4 hours. Plasma ghrelin, PYY3-36,

in obese subjects by peptide YY3-36. N Engl J Med
2003;349(10):941-8.

leptin, and insulin levels were measured by radioimmunoassay

7. Naslund E, Gryback P, Hellstrom PM, Jacobsson H,

(RIA).
Results: The mean plasma ghrelin level in subjects

Holst JJ, Theodorsson E, et al. Gastrointestinal

consuming the meal was 588.0 ± 204.4 pg/mL just before

hormones and gastric emptying 20 years after

breakfast and 394.22 ± 145.25 pg/mL 1 h after meal, with

jejunoileal bypass for massive obesity. Int J Obes

the mean plasma PYY3-36 levels of 29.9 ± 13.7 pmol/L

Relat Metab Disord 1997;21(5):387-92.

and 44.2 ± 12.1 pmol/L, respectively. The mean plasma

8. Asakawa A, Inui A, Kaga T, Yuzuriha H, Nagata T,

leptin level in subjects consuming the meal was 7.4 ± 2.7

Ueno N, et al. Ghrelin is an appetite-stimulatory

ng/mL before the meal and 7.1 ± 2.9 ng/mL 1 h after

signal from stomach with structural resemblance to

meal, with insulin levels of 129.8 ± 50.0 pmol/L and

motilin. Gastroenterology 2001;120:337-45.

658.8 ± 332.3 pmol/L, respectively. Plasma ghrelin levels

9. Inui A. Transgenic approach to the study of body

were lowest 1 h after the meal, although PYY3-36 levels

weight regulation. Pharmacol Rev 2000;52:35-61.
10. Batterham RL, Cowley MA, Small CJ, Herzog H,

were highest 1 h after the meal.
Conclusion: While plasma ghrelin levels were lowest

Cohen MA, Dakin CL, et al. Gut hormone PYY(3-36)

1 h, PYY3-36 levels were highest 1 h after the meal.

physiologically inhibits food intake. Nature 2002;418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lasma ghrelin and peptide

(6898):650-4.

YY3-36 levels change in opposite ways at the same speed.

- 5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