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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물체 중에서 수중에 살고 있는 물고기 및 어패류같
이 태생후 즉시 주변환경으로부터 필요할 때마다 에너

adipokines라 불리우기도 하며 지방조직을 내분비 조
1)
직으로 분류하려 한다 .

지를 섭취할 수 있는 조건의 생물체들은 굳이 에너지

지방조직이 내분비 역할을 한다는 사실이 가장 잘

를 저장하는 지방조직이 필요없다. 단지 포유류 동물을

규명된 것이 렙틴이다. 이런 렙틴 이외에도 성호르몬,

포함한 인간은 태생후 수시로 생존을 위한 에너지를

당질코르티코이드, 앤지오텐신, 아딥신, TNF-alpha,

섭취할 수 없는 까닭에 지방이라는 조직으로 잉여 에

IL-6, TGF-β, PAI-I, Adiponectin 등이 알려져 있고

너지를 저장하고 필요에 따라서 이용하게 된다. 과거에

최근 레지스틴이 새롭게 주목받고 있다.

는 지방조직이 단순히 칼로리를 초과 섭취하면 중성지

특히 내분비 질환의 가장 보편적인 제2형 당뇨병의

방의 형태로 저장하고 필요할 때 에너지 소모를 도와

병태 생리가 지방조직에 의한 비만이 중요한 요소이고

주는 조직으로만 생각 되어왔다. 그러나 비만환자에서

정상적인 인슐린이 표적세포에서 신호전달과정에서 지

다양한 대사성 질환의 유병률이 증가된다는 사실은 지

방조직에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에 의해 그 신호 전달

방세포의 형태적 변화 즉, 지방을 많이 함유하는 지방

과정이 억제된다는 사실이 규명되므로 일단의 초점은

세포가 어떤 작용을 할 것이라는 생각이 들 수 있다.

인슐린저항성과 연관된 비만을 규명해야 될 것 같다.

잘 성숙된 지방세포는 크기가 다양하며(20∼2000 μ
m), 실제 지방세포 직경이 20배 변화하면 수천배의 지

Leptin

방량의 양적 변화가 일어난다.
이런 다양한 크기의 지방세포는 성숙도 뿐만 아니라

렙틴은 최초로 지방세포가 내분비 기관으로서 역할

다양한 분화 단계가 공존하고 있으며, 특히 성숙된 지

을 한다는 것을 증명해 준 물질로서 과거부터 알려져

방세포에서는 호르몬, 싸이토카인, 성장요소들이 내분

왔던 대표적인 비만 및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의 표현형

비, 방분비, 자분비 형태로 분비되고 있으며 이런 물질

을 갖는 실험동물인 ob/ob 생쥐에서 클론 되었다. 초

들의 생리적 역할이 에너지 균형에 어떤 역할을 하는

기 렙틴은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어 충추 신경계로 신

지, 신경내분비와 연관성이 있는지, 인슐린저항성에

호를 전달하여 음식 섭취 및 에너지 소모를 조절하는

영향을 미치는지 등이 규명되어 가고 있다. 이러한 이

기능을 갖는 것으로 시작하여 비만한 사람의 지방 세

유에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들을 총칭하여

포에서의 렙틴 mRNA와 혈청 렙틴 양자사이에 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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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6). 특히

고되고

db/db 생쥐의 비만과 연관된 생리적 변화는 역시

슐린 저항성 개선과 더불어 지방간이 개선되고 혈중

ob/ob 생쥐와 유사하지만 그 원인이 렙틴 수용체 변이

중성지방이 개선된 사실은 중추신경계에서 렙틴이 직

에 따르니 렙틴의 중추 신경계 작용 장애에 의해 같은

13)
접 지방 대사를 조절한다는 사실을 암시한다 .

11)

생리 현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 .

12)

특히 임상적으로 Lipodystrophy 환자에서 인

이외 당대사에 가장 중요한 근육 조직에서의 렙틴의

실험실내에서 렙틴 분비는 지방세포의 크기를 반영

영향은 복합적이고 in vitro 및 in vivo 결과가 다양하

하고 피하 지방보다는 내장지방에서 2∼3배 더 많이

게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렙틴의 골격근에 대한 작용

분비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은 직접적인 작용보다는 렙틴이 중추 신경계에 전달된

따라서 복부비만과 인슐린저항성 당뇨병과 상관성
이 밀접하다는 역학조사 결과는 렙틴이 당내사에 어떠

신호에 의해 또는 골격근내 지방대사에 관여하여 이차적
10)

으로 간접적인 당대사에 관여 된다고 생각된다 .

한 작용을 할 수 있다는 가정이 성립될 수 있고, 렙틴

이러한 여러 결과들은 렙틴이 당대사에 미치는 영향

이 인슐린저항성 당뇨병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려면

들은 인슐린처럼 직접적인 작용이라기보다는 중추 신

인슐린의 표적조직인 췌장, 간, 지방 및 근육에서의 렙

경계에 광범위하게 분포된 렙틴 수용체를 매개한 신경

틴이 당대사에 미치는, 즉 인슐린의 세포내 신호기전

9)
내분비 호르몬의 이차적인 매개 작용으로 사료된다 .

에 미치는 영향들이 평가되어야만 한다. 초기 렙틴의
작용은 중추신경계 작용은 orexigenic한 신경인 NPY

Resistin

의 활성을 감소시켜주고 anorexigenic한 신경 POMC
의 활성도는 증가시켜 음식 섭취를 조절하는 것으로
7)
알려졌다 .

지방조직이 내분비 기관으로서 다양하게 호르몬 매
개체를 분비하여 인슐린저항성을 유발한다. 따라서 지

이런 중추신경계 이외 말초 조직에서 렙틴의 작용은

방조직에서 유래되어 인슐린저항성을 유도하는 물질

췌장의 췌도 세포내에서 중성지방을 감소시켜 저 인슐

을 찾고, 규명하려는 작업이 최근 인슐린저항성 당뇨

린증을 유발한다. 이와 같이 렙틴이 인슐린 분비는 물

병의 새로운 병태 생리를 추적하는 연구 추세이다. 이

론 인슐린 유전자 발현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미루어

미 1994년 이후 지방세포의 전사조절인자인 PPARγ가

췌장에서 지방-인슐린 축 (adipoinsular axis)이 존재한

밝혀지고 PPARγ 촉진제들이 당뇨병 치료제로 이용되

다고 생각되며 인슐린 역시 지방세포에서 렙틴 생성을

어 왔지만 그 약리 기전이 지방세포 분화를 촉진시키

자극하므로 이러한 adipoinsular axis의 불균형이 인슐

고 유리지방산을 지방세포로 흡수를 촉진시켜 유리지

린증을 유발하여 비만한 환자에서 인슐린저항성 당뇨

방산 감소 및 지방세포에서의 당의 이용률을 높여 항당

병의 한 가지 병인의 요소를 제공한다.

뇨병 약제로 사용한다는 설명과 thialidinedione (TZD)

당뇨병 환자의 포도당 대사와 관련된 간 조직의 영

등이 PPARγ를 통한 지방세포 분화 이외에 지방세포

향은 포도당 생합성 및 분해조절 작용에 대한 결과이

분화와 비의존적으로 인슐린의 민감도를 조절하는 또

므로 렙틴이 간 조직에서 어떻게 포도당 생성에 영향

다른 유전자를 조절하여 인슐린의 민감도를 개선시킬

을 미치는가를 규명하여야 한다. 요약하면 렙틴은 간

수 있다고 생각하여 최근 2001년에 이런 물질로 resistin

의 포도당 신합성을 증가시키고 글리코겐 분해는 억제

2)
(레지스틴)이 규명되었다 . 초기 발표에 의하면 레지

시킨다. 렙틴은 간 조직에서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스틴은 750개의 염기를 갖는 mRNA로 유일하게 지방

글리코겐 분해에도 인슐린과 같은 작용을 하지만 포도

조직에서만 발현되고, 면역 조직학적 검사상 지방의

당 신합성에는 글루카곤과 비슷한 효과를 나타낸다.

세포질에 존재한다.

최근 렙틴이 중추신경경계를 통한 정상적인 당대사를

이런 레지스틴은 인간의 혈중 순환하여 공복시 감소

조절하는 기능으로, 렙틴을 직접 뇌실내로 주입하면

되고 식사 후 증가된다는 보고는 영양상태에 따라 레

당대사가 개선되고 인슐린저항성이 개선되는 것이 보

지스틴은 영향 받으며, 실험동물 모델에서 비만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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쥐는 레지스틴이 증가되고 이런 증가된 레지스틴을 중

TNF-alpha

화시키어 그 기능을 감소시키면 급속하게 혈당이 개선
되었다. 반대로 레지스틴을 투여하면 급속하게 혈당이

TNF-alpha는 초기 대식세포에서 규명되어 만성염

증가되었다. 특히 인슐린 민감도가 감소된 실험 비만

증 및 암환자에서 발현이 증가되고 그 생리현상은 인

생쥐에 TZD를 투여하면 레지스틴의 mRNA가 감소한

슐린저항성, 식욕감퇴 및 체중감소가 초래되는 것으로

다는 사실은 TZD의 인슐린 민감도 개선의 또 다른 기

알려졌다.

전은 인슐린 표적조직에서 PPARγ를 매개한 레지스틴

그러나 1993년 Hotamsliga 등이 비만한 설치류의

을 감소시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논문

지방조직에서 TNF-alpha mRNA가 과발현 된다는 사

17)
이 발표되어 , 2001년 이후 수많은 연구가 레지스틴

실과 더불어 이후 인간의 지방조직에서 TNF-alpha가

과 인슐린저항성에 매달리게 되었다.

발현되고 특히 피하지방보다 내장지방에서 더 많이 발

in vitro상 지방세포주에 레지스틴을 투여하면 인슐

현되고 지방의 양에 의존적으로 그 발현양이 증가되는

린에 의한 포도당 흡수력이 감소되고 레지스틴의 항체

것으로 알려지고 특히 고인슐린증과 관계 있는 것으로

는 지방세포에서 포도당 흡수를 촉진시켜 준다.

15)
규명되었다 .

이런 실험적 사실은 레지스틴이 자분비 효과가 있으

이렇듯 비만에 의해 증가된 TNF-alpha의 생리적 영

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긍정적인 결과와는

향은 lipoprotein (LPL)을 억제시키고, 지방세포 분화

달리 최근에는 여러 가지 반증되는 연구 결과가 나오

에 중요한 대표적 지방전사 조절인자인 C/EBP alpha

며, 특히 김 등은 IDDM 실험동물에서 레지스틴이 매

와 PPARγ를 억제시켜 결과적으로 지방세포 특이단백

우 감소되었고 인슐린 투여후 오히려 증가된다는 사실

질인 LPL, aP2, fatty acid synthetase, GPDH 및

과 in vitro상 레지스틴 유전자를 특정세포에 형질전환

14)
GLUT4 등을 하향조절 시킨다 .

을 유도한 후 그 배양액을 투여하면 오히려 지방세포

또한 매우 잘 성숙된 지방세포에서의 TNF-alpha는

의 분화를 크게 억제시켜준다고 보고하여 레지스틴 자

지방분해를 자극시켜 항비만 효과를 초래시키기도 한

체는 지방생성과정에서 되먹이 기전의 조절역할을 하

5)
다 . 이런 in vitro 결과들과 더불어 TNF-alpha의 당대

여 오히려 전지방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을

사와 인슐린 작용에 대한 in vivo 효과들은 TNF-

3)

alpha 투여후 혈중 중성지방이 증가되며 이 결과 간조

억제한다고 발표하였다 .
동물모델이 아닌 실제 인간에서 지방세포를 분리하

16)
직에서 lipogenesis가 촉진된다 . 이런 결과는 당연히

여 레지스틴 mRNA 발현 양상을 살펴보면, 그 발현율

간 조직에서 인슐린 민감도를 감소시켜 인슐린저항성

이 매우 낮을 뿐 아니라 BMI와 상관성도 없다는 보고

을 초래시킨다.

와 인간의 전지방세포, 내피세포 및 혈관, 평활근 세포
4)
에서도 mRNA를 찾을 수 없다는 보고도 있다 .

최종적으로 TNF-alpha의 생리적 표현형 영향을 규
명하기 위해 TNF-alpha 및 그 수용체의 형질전환 생

이러한 결과들은 초기 발표된 기대와는 다르게 인간

쥐 모델을 통한 역할 규명에서는 보편적으로 고인슐린

에게서는 레지스틴과 TZD의 관계가 PPARγ를 조절하

혈증과 당 대사장애의 표현형을 보이고 있었지만 확연

는데 비의존적인 것임을 시사하고 있다.

18)
한 대사장애는 보이지 못했다 .

따라서 레지스틴에 대한 인슐린저항성에 작용하는

TNF-alpha가 인슐린저항성을 야기시키는 기전들은

의문점은 첫째, 인간의 생리현상이 동물에서와 같을

첫째, 지방세포에서 GlUT4의 발현을 억제시키고 둘

수 있는지? 둘째, 레지스틴이 인슐린 신호기전을 어떻

째, 인슐린 신호기전의 매개체인 IRS-I의 합성을 억제

게 방해하는지? 셋째, 레지스틴의 표적조직이 어디인

시키고 셋째, PPARγ 합성 및 기능을 억제시키고 넷

지? 하는 등의 아직 규명되어야 할 문제점이 많다. 어

째, 인슐린 수용체 및 IRS-I의 자가 인산화를 억제시

쨌든 레지스틴이 2001년 이후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저

키고 다섯째, IRS-I, Ser/Thr 인산화를 자극시켜 인슐

항성 기전의 고리를 연결하는 핫이슈임에는 틀림없다.

린 매개 신호를 감소시키는 여러 가지 기전이 제시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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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

AdipoQ, Acrp30라고도 명명되기도 했다. 아디포넥틴

최근 TNF-alpha 중화항체를 인체에 직접 투입한 실

은 비만한 환자의 지방조직에 발현양이 감소되는 현상

험에서 당대사나 및 인슐린 민감도가 개선된다고 보고

이 관찰되었지만 그 기능에 대한 것은 잘 알려지지 못

하고 있다.

하였다. 초기에는 당대사보다는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최근까지의 연구를 종합하여보면 TNF-alpha와 인

혈관기능으로 아디포넥틴이 혈관 내피세포에 단핵구

슐린민감도의 관계는 분명하며 이는 오히려 방분비,

접착을 억제시켜 혈관장애에 예방적 역할을 하여 비만

자분비 역할이 더욱 중요하다는 결론이다.

에의 한 동맥경화의 한 원인으로 설명하였고 실제 혈
중 아디포넥틴의 감소가 당뇨병성 대혈관 합병증의 표
20)
식자로 이용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다 . 최근에는 아

Coagulation 및 Complemente Factors

디포넥틴이 당대사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규명
비만이 심혈관계 위험률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

되어 가며 특히 지방조직이 없는 인슐린저항성 당뇨병

실은 잘 알려져 있고, 비만에 의해 변화된 PAI-1 단백

인 실험 동물에서 아디포넥틴 투여가 지방세포에서 인

질은 응고와 피브린 분해 경로에 작용하여 심혈관질환

슐린의 세포내 신호 전달체로 중요한 IRS-1 및 AKT

을 유발한다.

19)
의 발현을 자극하여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킨다 . 비

이미 PAI-1이 급성심근경색증 이후 증가된다는 사

록 아디포넥틴에 대한 직접적인 대사조절 기능이 밝혀

실이 알려져 있고 초기 PAI-1은 간조직이 중요한 항

져야 되지만, 아디포넥틴이 비만과 관련된 인슐린 저

성장소로 알려졌지만 최근 많은 양이 지방조직에서 합

항성 당뇨병에 중요한 요소임은 틀림없는 사실이다.

성된다고 밝혀졌다. 혈중 PAI-1이 내장지방증가와 비
례하여 증가된다는 보고는 복부비만이 심혈관 질환에

결

론

미치는 영향이 클 것을 암시한다.
최근 10년사이에 지방세포가 증가하거나 크기가 커
져 비만이라는 생리적 표현형이 임상적으로 성인병이

레닌 - 앤지오텐신

라 불리우는 당뇨병, 고혈압, 고지질혈증, 심혈관질환
RAS 단백계통에서 ACE은 물론 AGⅡ수용체가 지

등의 위험률이 높다는 사실은 많은 역학조사에서 밝혀

방조직에서 발현된다. 특히 지방조직에서 발현되는 앤

졌고, 실제 체중감소가 이러한 질환의 발병률을 현격

지오텐신Ⅱ는 영양상태에 의해 조절되어 공복시 감소

히 감소시키는 사실도 잘 알려져 있다.

되고 식사 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런 앤지

이러한 사실들을 원인 규명함에 있어서 지방세포에

오텐신Ⅱ는 지방세포 분화에 관여함은 물론, 원거리의

서 분비되는 다양한 물질의 규명과 각각의 생리작용을

표적 혈관에도 작용하여 혈압조직과 심혈관반응을 조

규명하여 보다 직접적인 각 질환의 병태생리를 밝히고,

절하게 된다. 따라서 비만한 환자에서의 심혈관 질환

성인병 질환을 치료함에 있어 효과적인 체중감량은 물론

의 원인의 한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

세포내 대사를 직접 조절할 수 있는 물질을 찾아 효과
적인 치료제 개발에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디포넥틴

따라서 비만을 단지 외형적인 상황으로 받아 들이기
보다는 내분비 조직으로 이해하려는 노력이 요구된다.

아디포넥틴은 처음 3T3-L1이라는 지방세포주의 분
화 과정에서 mRNA의 cDNA 라이브러리로부터 30k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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