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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연구배경: 에너지 항상성은 식이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균형에 의하여 조절된다. 지방세포에서 분비
되는 leptin은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탁월한 체중 감소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비만인 사람과 동물에서는 leptin 저항성 때문에 leptin의 효과가 감소되어 있어 leptin을 비만 치
료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Leptin 저항성의 주된 부위는 시상하부의 궁상핵이기 때문에 이곳을 우회하
여 melanocortin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게 하여 leptin의 효과를 이끌어내고자 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
행되고 있다.
방법: 본 연구에서는 제 3/4형 melanocortin 수용체에 작용하는 MTII를 비만 모델에 투여하였을때
leptin 유사효과가 나타나는지와 에너지 소비를 담당하는 말초조직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monosodium glutamate (MSG)로 유도한 비만 쥐에서 1주일간 MTII를 뇌실로 주입한 후 식이량, 체중
감소, 복강내 지방 및 산소소비를 관찰하고 갈색지방의 UCP1과 가자미근의 UCP3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다.
결과: MSG로 유발한 비만 모델은 체중과 신장은 적으나 지방 축적이 높은 성장호르몬 결핍형 비만
모델로서, 낮은 식이량과 에너지소비 및 고 leptin증의 특성을 나타내었다. 1주일간 뇌실로의 MTII 처치
로 인한 식욕억제 효과와 산소소비 증가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MSG-비만쥐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MSG-비만 쥐에서 MTII 투여시 갈색지방의 UCP1과 가자미근 UCP3 발현이 대조식이군에 비하여 증
가하였다.
결론: MSG-비만 쥐에서 MTII 투여는 식욕억제와 열발생 증가 효과를 나타내었을 뿐 아니라 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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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하였으며, 대사적인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말초조직의 UCP1과 UCP3가 활
성화 되는 것으로 미루어 시상하부에 결함이 있는 비만 모델에서 MTII의 사용이 효과적인 비만 치료
방법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중심단어: 비만, 식욕, 열발생, 렙틴

서

구들이 이루어져 왔다. 예를 들면, melanocortin 수용

론

체 유전자의 다형성과 돌연변이가 사람에서 비만과 관
비만은 현대 문명사회에서 점차 증가하는 질환으로

6,7)
련이 있다고 보고 되었고 , 제3형 melanocortin rece-

인슐린저항성증후군 (증후군 X) 과 관련된 여러 가지

ptor (MC3R) knockout mice는 에너지 대사율이 감소

질환들의 유병률을 높여서 의료비용을 증가시키는 중

하여 체지방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8). 그리고 MC

요한 요인이 되고 있다. 비만은 체지방이 증가된 상태

3/4R 효현제 (agonist)인 MTII를 투여하였을 때 식욕

로 에너지의 섭취가 소비보다 높은 경우에 발생한다.

이 억제되고 에너지 소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어

인체는 체지방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

9~11)

조절 기전들을 사용하는데 그중 가장 중심이 되는 부

나로 인식되었다.

, melanocortin system이 비만 치료의 목표중의 하

1)
분이 leptin이다 . Leptin은 지방세포로부터 체지방에

한편 비만 쥐는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말초조직의

비례하여 분비되며 식욕을 억제할 뿐 아니라 에너지

활성화가 상대적으로 어려운데 이를 대사적인 견고성

소비도 증가시킨다. Leptin의 작용 부위는 시상하부의

12)
(metabolic inflexibility) 이라 한다 . 이 때문에 노인

궁상핵 (arcuate nucleus)이며, 이곳에서 proopiomela-

이나 비만 환자에서 공복에 따른 에너지 대사의 변화

nocortin (POMC) 발현을 자극하고 그 결과 만들어진

폭이 정상인에 비하여 감소해 있으며 약물에 대한 반

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이 paraven-

응도 낮아지게 되어 치료가 어려워진다. 따라서 에너

tricular nucleus (PVN)에서 MC3/4 receptor (MCR

지 소비에 직접 관여하는 말초조직의 반응이 비만 치

3/4)에 작용하여 melanocortin system을 활성화시켜

료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Leptin에 의하여 활성

2)
식욕 감소와 에너지소비가 증가된다 . 그러나 leptin은

화되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기전은 주로 교감신

발견 초기의 기대와는 달리 비만 환자의 렙틴 농도가

경계를 통하여 이루어지는데 갈색지방의 uncoupling

이미 높아져 있고 leptin의 투여에 별로 반응하지 않는

protein (UCP) 1과 골격 근육의 UCP3가 이 과정에 관

결과들이 보고되면서 비만치료제로서 leptin의 효용가

13)
여한다 . UCP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원의 산화

치가 떨어지는 것으로 생각하게 되었다. 이와같이 비

와 ATP 생산 과정을 연결시키지 않음으로서 열생산을

만이 있거나 노령인에서 나타나는 leptin의 효과 감소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UCP가 활성화되면 지방

3,4)
를 leptin 저항성이라 한다 . Leptin 저항성의 주된

산화가 증가하게 된다

14,15)

.

병리기전은 시상하부의 궁상핵에 있으므로 궁상핵을

본 연구에서는 leptin 저항성이 있는 비만 모델에서

우회하여 leptin 작용의 하위부 (downstream)에 해당

melanocortin system 자극이 식욕을 억제하고 에너지

하는 melanocortin 수용체에 직접 작용하게 하여

소비를 증가시키는 leptin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leptin의 식욕억제와 에너지 대사의 증가 효과를 유도

를 확인하고, 말초조직의 반응을 관찰하기 위하여 mo-

하는 방안이 가능한 비만 치료의 방법으로 연구되고

nosodium glutamate (MSG)를 어릴때 투여하여 유도

있다. 또한 melanocortin system이 체중조절과 관련이

한 비만 쥐에서 MC4R agonist인 MTII를 뇌실로 투여

5)
있다고 Chagnon 등 에 의하여 보고된 이후에 많은 연

하면서 식이량과 에너지 소비를 측정하고 갈색지방과

- 102 -

－ MSG - 비만 쥐에서 MTII의 효과 －

골격근에서 UCP1과 UCP3 유전자 발현을 분석하였

출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액체질소에 얼린 후 deep

다.

freezer에 보관하였다가 분석에 사용하였다.
4. 혈중 leptin 농도의 측정 Leptin 농도는 radioi-

방

mmunoassay(Linco, USA)로 분석하였다.

법

5.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 측정 쥐를 밀폐된
1. MSG-비만쥐의 구축 신생쥐를 얻기 위하여 구

용기에 넣고 30분 후에 15분간 산소와 이산화탄소 농

입한 임신 쥐에서 신생쥐가 태어나면 생후 2, 4, 6, 8

도를 Oxygen 100과 Carbon dioxide 100 coupler를

및 10일에 피하로 monosodium glutamate (MSG, 4g/

이용한 Biopac physiological recorder (USA)로 측정

kg)를 주사한다. 5개월후에 비만이 유도되면 실험에

하였다. 주어진 시간에 산소의 감소량과 이산화탄소의

사용하였다. 정상대조쥐는 동일한 시기에 동일 량의

증가량을 계산하여 산소 소비와 이산화탄소 발생량으

생리식염수를 주사한 쥐들로 사용하였다.

로 정하였다. 이산화탄소 발생량/산소소비량으로 호흡

2. 실험 디자인 생후 5개월되는 시점에서 정상대조

상 (Respiratory quotient, RQ)을 계산하였다.

군 (control)군과 MSG로 유도한 비만군에서 인공뇌척

6. Reverse 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수액 (artificial cerebrospinal fluid) 주입군 (aCSF 군),

(RT-PCR). 갈색지방에서의 UCP1과 골격근육의 UCP3

MTII 주입군 (MTII 군), 및 대조식이군 (pair fed, PF

발현을 분석하기 위하여 RT-PCR법을 사용하였다. 골

군)으로 각각 구분하여 실험을 하였다. 대조식이군은

격근육으로는 대표적인 서근인 가자미근을 사용하였

MTII 군의 식이량과 동일하게 식이를 조절하였다.

16)
다. RNA는 Chomczynski와 Sacchi 의 방법으로 추

3. MTII 또는 aCSF의 주입 MTII 또는 aCSF를 측

출하였으며 RNA 농도는 260nm 에서의 흡광도로 계

뇌실로 연결한 brain infusion kit를 통하여 osmotic

산하였다. QIAGEN one step RT-PCR kit (Germany)

minipump를 사용하여 1주일간 1μL/hr의 속도로 주입

를 사용하여 1 μg의 RNA에서 Omniscript RT, Sens-

하였다. 측뇌실을 찾기위하여 xylazine hydrochloride

iscript RT 및 primers를 이용하여 cDNA로 reverse

(8 mg/kg, subcut.)와 ketamine (90 mg/kg, i.p.)으로 마

transcription시켰다. 각 유전자 검색에 사용한 primer

취한 쥐를 stereotaxic instrument에 고정한 다음 피부

들의 구조는 Tabel 1과 같다. 증폭은 30분간 50℃에서

를 중앙선을 따라 절개하고 bregma를 기준으로 하여

initiation하고, 94℃에서 1분간의 denaturation, primer

후방 1.3 mm, 측방 1.9 mm 및 깊이 3 mm의 coordinate

에 적절한 1분간의 annealing, 72℃에서 1분간의 ext-

에서 drilling하여 brain infusion kit를 삽입하였다.

ension 및 72℃ 10분간의 final extension과정을 30회

Brain infusion kit는 반대편 skull에 고정한 작은 나사

반복하였다. RT-PCR된 산물은 11.5% agarose gel로

를 지지대로 사용하여 치과용 시멘트로 고정하였다.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로 염색된 영상을

수술 전과 수술 1주일 후에 산소소비를 O2100과

Scion Image 프로그램으로 band의 밀도를 분석하였

CO2100 coupler를 이용한 Biopac system으로 측정하

다.

였으며 1주일간의 체중변화와 식이량을 측정하였다.

7. 자료의 분석 성적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

수술 1주일 후에 penthotal (80 mg/kg, i.p.)로 마취시

으며 각 군간의 비교는 t-test로 하였다. 95%의 유의수

키고 복강내 지방, 갈색지방 및 가자미근 (soleus)을 적

준을 인정하였다.

Table 1. Primers Used for RT-PCR
Sense

Antisense

UCP1

GTCTTAGGGACCATCACCA

CCAGTGTAGCGGGGTTT

UCP3

GGAACTGGAGGCGAGAGGAA

TTTGTAGAAGGCTGTGGGG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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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아주 저명하여 대조군에서 1주일간 누적 식이량(g)이

과

48.2±7.51인데 비하여 비만쥐에서는 3.0±0.48이었다.

1. MSG-비만쥐의 특성

MTII로 인한 산소소비 역시 비만쥐에서 현저하여 대

신생 쥐에 MSG를 투여한 5개월 후에 체중은 같은

조군에서 MTII 주입 1주일만에 주입전의 81.0±

나이의 대조군에 비하여 19% 적었으나 복강내 지방은

8.10%로 감소하였으며 대조식이군의 81.5±12.92와

280%로 증가한 심한 지방 축적을 나타내었다. 식이섭

차이가 없었으나 비만군에서는 123.6±7.34로 aCSF주

취가 대조군에 비하여 39% 감소하였지만 산소소비 역

입군의 110.0±11.92%뿐 아니라 대조식이군의 66.3±

시 33% 감소하여 에너지 소비의 감소로 인하여 비만

13.78이 비하여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특히 비만

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산화탄소 발생과 산소

쥐에서 MTII는 호흡상을 0.79±0.035로 낮추어서 다

소비 사이의 비로 표현되는 호흡계수는 대조군과 비만

른 군들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갈색지

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

방의 용적은 대조군에서 MTII 투여군과 대조식이군에

는 갈색지방의 양은 비만쥐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서 aCSF주입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비

혈중 leptin 농도는 비만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7.7배

만쥐에서는 MTII에 의해서만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로 증가하였다 (Table 2).

대조식이군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2. MTII 투여효과

3. 갈색지방 UCP1과 가자미근 UCP3의 발현

MTII를 뇌실로 1주일간 주입한 결과 체중의 감소 (g)

견갑골 사이에 위치한 갈색지방에서의 UCP1 mRNA

는 대조군과 비만군에서 각각 59.3±9.56와 64.8±

의 발현은 정상 대조군에서 대조식이군이 유의하게 감

4.95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만 대조식이군의 감소

소하였다. MSG-비만군은 MTII처치군이 유의하게 증

와 비교하면 대조군에서 7.7 g이 더 감소하였으나 비

가하였으며 대조식이군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만쥐는 19.4 g이 감소하여 감소 폭이 비만 쥐에서 더

(Fig. 1). 가자미근에서의 UCP3 mRNA의 발현은 정

컸다. MTII는 대조군뿐 아니라 비만군에서도 복강내

상 대조군에서 MTII 처치와 대조식이군에서 모두 증

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체중과 복강내 지

가하는 경향이었다. 그러나 MSG-비만 쥐에서는 대조

방의 감소는 MTII의 식이 억제와 에너지대사 증가의

식이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P<0.01).

효과 때문이다. 비만쥐에서 MTII의 식욕억제 효과는

Table 2. Physical and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Five-Month old Control and
MSG-obese Rats

Control

MSG-obese

Body weight (g)

484±12.8

394±19.3**

Visceral fat mass (g)

11.3±1.16

31.9±3.09**

Daily food intake (g)

20.4±0.76

12.4±0.88**

O2 consumption (VO2 ml/min/rat)

11.1±0.52

7.5±0.53**

CO2 production (VCO2 ml/min/rat)

10.2±0.51

Respiratory quotient

0.93±0.028

0.93±0.027

BAT mass (g)

0.51±0.030

1.22±0.206**

Leptin concentration (ng/mL)

4.39±0.646

33.97±1.697**

7.1±0.31**

Values represent the mean±S.E. of 5~6 rats per group. **P<0.01, vs control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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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i.c.v. Administration of MTII for 1 Week on Body Weight, Visceral Fat Mass, Food
Intake, Oxygen Consumption, and Respiratory Quotient
Control

MSG-obese

Body weight loss (g)
aCSF

16.3±4.07

7.5±1.98

MTII

59.3±9.56**

64.8±4.95**

Pair fed to MTII

51.6±8.63**

45.4±3.74**

aCSF

11.3±1.16

31.9±3.09

MTII

5.4±1.25**

19.5±3.75*

Pair fed to MTII

5.9±0.52**

22.5±1.92*

aCSF

105.8±7.98

66.0±9.85

MTII

48.2±7.51**

3.0±0.48**

Pair fed to MTII

50.4±0.63**

2.8±0.14**

aCSF

0.51±0.030

1.22±0.206

MTII

0.34±0.027*

0.82±0.137*

Pair fed to MTII

0.33±0.043*

1.25±0.180

Total fat mass in visceral area (g)

Cumulative food intake for 1 week (g)

BAT mass

% changes of oxygen consumption at end of the experiment compared with basal state
aCSF

89.2±4.02

110.0±11.92

MTII

81.0±8.10

123.6±7.34*,#

81.5±12.92

66.3±13.78

Pair fed to MTII
Respiratory quotient at end of the experiment
aCSF

0.91±0.033

0.94±0.044

MTII

1.01±0.043

0.79±0.035*

Pair fed to MTII

0.96±0.07

0.95±0.07

Values represent the mean±S.E. of 5~6 rats per group. *P<0.05, **P<0.01, vs aCSF treatment. #P<0.05, vs pair fed
rats.

고

만 모델은 식이량이 감소하여 있는 특이한 모델로 다

찰

른 연구에서 사용된 고지방식이 쥐나 Zucker rat이 모
본 연구에 사용한 MSG로 유발한 비만 모델은 체중

두 왕성한 식욕 (hyperphagia)을 나타내는데 비하여 차

과 신장은 적으나 지방 축적이 높은 성장호르몬 결핍

이가 있다. 그래서 치료 방침도 식욕의 억제보다는 에

형 비만모델로서, 낮은 식이량과 에너지소비율 및 고

너지 소비의 증가에 초점을 맞추는 전략이 바람직 할

leptin증의 특성을 나타내며 식이 섭취의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과는 다른 특징적인 비만 모델이다. 이는 Kim 등
17)

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병리기전은 시상하부 궁상
18)

핵의 선택적인 손상때문으로 보고되었다 . MSG-비

1주일간 뇌실로의 MTII 처치로 인한 식욕억제 효과
와 산소소비 증가는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MSG-비만
쥐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이는 melanocortin 수용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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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ercent changes of UCP1 mRNA expression in the
brown adipose tissue. Bars are means±S.E. of 5~6
rats per each group.
* P<0.05, vs aCSF treated MSG-obese rats.
# P<0.05, ## P<0.01, vs MTII treated rats of either
control or MSG-obese rats

Fig. 2. Percent changes of UCP3 expression in the soleus
muscle. Bars are means±S.E. of 5∼6 rats per each
group.
** P<0.01, vs aCSF treated rats of either control or
MSG-obese rats.

감작되었음을 의미하는 결과로서, Cettour-Rose와 Ro-

학적인 자극이나 화학적인 자극에 반응이 둔해져 있는

hner-Jeanrenaud19) 및 Bluher 등20)의 연구 결과와 일

12)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leptin 저항성이 있는 비만

비만 쥐에서 에너지 소비에 관여하는 조직들은 생리

치하였다. Melanocortin 수용체의 감작은 leptin 저항

쥐에서 MTII를 투여하였을 때 말초조직의 반응에 관

성으로 인한 α-MSH의 감소로 melanocortin system이

한 보고가 아직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

up-regulation되어 초래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Melano-

에 걸쳐서 형성된 비만 모델에서 MTII에 의하여 갈색

cortin system의 up-regulation은 본 연구에서 나타난

지방의 UCP1과 가자미근의 UCP3유전자 발현이 어떻

MTII에 의한 현저한 식욕억제와 에너지 소비 효과를

게 변화하는지를 관찰하였다. 갈색지방의 UCP는 교감

설명할 수 있다.

신경의 자극으로 열발생을 증가시켜서 에너지를 소비

MTII 투여시 식욕억제, 체중감소, 및 산소소비 증가

하는데 생리학적으로는 체온조절에 사용된다. 최근에

의 효과가 MSG-비만 쥐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저명하

UCP와 유사한 단백질들이 골격근과 지방 등을 포함

게 나타났으며 이는 여러 다른 모델을 사용한 연구

하는 각종 신체 조직에서 발현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19~21)

와 유사한 결과이다. 그러나 Hwa 등 이 Zucker

갈색지방의 UCP를 UCP1이라 하고 다른 UCP들을

쥐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산소소비의 증가가 일시적

UCP2부터 명명하였는데 현재 UCP5까지 알려져 있다

현상이었으며, Piorroz 등22)과 Bluher 등20)은 장기간의

15)

MTII 투여시 식욕억제에 내성현상 (tachyphylaxis)가

하는 비중으로 인하여 열발생의 중요한 부분을 담당하

발생한다고 보고한 것과는 다르게 본 연구에서는 산소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leptin에 의하여 활성화된다

소비 증가가 지속되었으며 내성현상이 발생하지 않았

14)
는 보고가 있다 .

21)

. 이중 골격근육의 UCP3는 골격근육이 신체에 차지

다. 이는 MTII는 MSG로 시상하부 궁상핵을 손상시켜

정상대조군에서 UCP1 유전자 발현은 aCSF 처치군

식욕이 이미 억제되고 열발생이 감소된 비만 쥐에서

에 비하여 대조식이군에서 감소하였으나 MTII 처치군

더욱 강력한 효과를 나타내었음을 의미한다. 이와 같이

에서는 감소가 없었다. MSG-비만쥐에서도 유사한 반

증가된 MTII의 식욕억제 효과는 시상하부의 melano-

응을 나타내었으나 MTII처치군에서 대조식이군뿐 아

cortin 수용체의 과예민화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니라 aCSF 처치군에 비해서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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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MSG-비만 쥐에서 MTII의 산소소비 증가와 일

pharmacological administration of exogenous leptin

치하는 결과이며 대조식이군에서 UCP1 발현의 감소

beacuse of leptin resistance. Bypassing the arcuate

가 1주일간의 현저한 식이억제에도 불구하고 정상대

nucleus would be a possible mechanism for making

조쥐에비하여 현저하지 않음은 대사적인 견고성의 또

leptin-like effect.

다른 면으로 생각된다. 가자미근의 UCP3 유전자 발현

Methods: In this study, to evaluate whether MTII,

은 정상대조군에서는 각 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지

a melanocortin receptor 3/4 agonist, induces leptin-

만 MSG-비만쥐에서는 대조식이에 의하여 감소하였다.

like effects and activates UCP1 and UCP3 in hypop-

UCP3는 열발생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hagic and hypothermogenic obese model, food intake,

생리학적인 역할에 관해서는 아직 논란이 있다. 현재

body weight, oxygen consumption, fat mass, and

까지 받아들여지고 있는 UCP3의 역할은 유리지방산

expression of UCP1 of brown adipose tissue (BAT)

이 증가된 경우에 활성화되어 지방산화를 증가시키는

and UCP3 of soleus after 1 week of intracerebrove-

23)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본 연구에서 나타난 정상대

ntricular (i.c.v.) infusion of MTII in monosodium

조군에서 식이량이 적은 대조식이군의 UCP3 발현이

glutamate (MSG) induced obese rats. MTII or artifi-

증가되는 경향을 나타낸 것과 관련이 있다. 그러나

cial cerebrospinal fluid (aCSF) was infused into i.c.v.

MSG-비만쥐에서는 현저한 공복 자극이 주어진 대조

with osmotic minipump. MSG-obese rats were indu-

식이군에서 오히려 UCP3발현이 감소하였음은 추가적

ced by neonatal injection of MSG.

인 실험으로 규명이 되어야 하겠다. 반면에 MSG-비만

Results: Five-month old MSG rats were charact-

쥐에서 MTII에 의하여 UCP3의 발현이 대조식이군에

erized by hypophagia, lower oxygen consumption,

비하여 증가된 결과는 MTII의 효과에 의한 것으로 생

hyperleptinemia and obesity compared with age-

각한다.

matched control rats. The infusion of MTII decre-

결론적으로 MSG-비만 쥐는 MTII에 의하여 식욕억

ased the food intake, visceral fat and body weight in

제와 에너지대사 증가의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그 효과

MSG-obese rats compared with aCSF infused rats.

가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현저한 과민화가 나타났다.

The oxygen consumption was increased by MTII

또한, MSG-비만쥐의 대사적인 경직성에도 불구하고,

treatment in MSG-obese rats compared with aCSF as

UCP1와 UCP3에 의한 에너지 소비 증가 기전들도 모

well as pair-fed rats. BAT UCP1 mRNA expression

두 MTII 에 의하여 활성화되었다.

was increased by MTII treatment compared with pair
fed rats in MSG-obese rats as well as controls,
which was co-related with increased oxygen consum-

ABSTRACT

ption by MTII treatment. Soleus UCP3 mRNA

Background: Leptin, secreted by adipose tissue, is
an afferent signal molecule that contributes to body

expression was increased significantly only in the
MSG-obese rats compared with pair fed rats.

fat homeostasis through regulation of both food

Conclusion: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both

intake and energy expenditure. These effects are

anorexic and thermogenic mechanisms were activ-

mediated by activation of proopiomelanocortin (PO

ated by MTII in the MSG-obese rats and the

MC) producing neuron in the arcuate nucleus of

thermogenic activation was related with increased

hypothalamus where the leptin receptor is located. α

mRNA level of UCP1 in BAT and UCP3 in skeletal

-MSH cleaved from POMC activates melanocortin

muscle.

receptor in the paraventricular nucleus of hypotha-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lamus. However, obese rodents respond poorly to

Key Words: Obesity, Thermogenesis, Appetite, Lep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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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use. Endocrinology 141:3518-3521,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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