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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Growth hormone (GH) can play a possible therapeutic role in obesity by
accelerating lipolysis and exerting an anabolic effect. Considering that the serum GH-binding
protein (GHBP) level may reflect the GH receptor, the elevated levels of GHBP in obesity may
indicate up-regulation of the GH receptor and increase GH sensitivity. Serum GHBP level is
associated with body fat amount. It is not certain how GHBP level can be changed by GH
treatment with diet restriction in obese subjects.
Methods: we measured serum GHBP, insulin and free fatty acid (FFA) during oral glucose
tolerance (OGTT) and IGF-I level as well as visceral and subcutaneous adipose tissue (AT) areas
by using CT scan in 18 obese subjects and in 9 age-matched healthy lean subjects. The 18 obese
subjects were treated with GH (n=9, 0.03 IU/kg IBW/day) or placebo (n=9, vehicle injection) for
12 weeks and were fed a diet of 25 kcal/kg IBW/day.
Results: 1. The GHBP levels were elevated in obese subjects compared to lean controls and
were similar in both obese groups before treatment (GH, 2.24±0.51; placebo, 2.22±0.27; control,
1.04±0.20 ng/mL).
2. After 12 week-treatment, the loss of BW was not different in both groups (GH, 6.01±2.14;
placebo, 5.47±3.56 kg). The fraction of BW loss as fat loss was significantly greater (1.20±0.51
vs 0.65±0.44 kg/kg, p<0.05) and visceral fat was decreased more in GH group than in placeb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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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만증에서 성장호르몬 치료효과에 따른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변화 －
group (27.9% vs 21.6%, p<0.05). After 12 week treatment, GHBP level in GH group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ut not to the level of normal control (GH, 1.55±0.41 vs control, 1.04±
0.20 ng/mL, p<0.05) whereas GHBP level in placebo group tended to decrease after treatment,
but did not reach significance (2.22±0.27 vs 1.91±0.39 ng/mL).
3. The treatment-induced changes in GHBP levels were positively correlated with decreases in
total body fat, visceral AT area and FFA-area under the curve(AUC). No correlation was found
between changes in GHBP level and changes in IGF-I and insulin-AUC.
4. Multiple stepwise regression analysis revealed that changes in visceral AT area and total
body fat amount after treatment were accounted for 64% of fall in GHBP levels.
Conclusion: Increased GHBP levels in obesity are reversible weight loss resulting from
low-dose GH treatment and diet restriction. GH exposure does not substantially regulate GHBP
levels but the decrease in visceral fat amount mainly related to the changes in GHBP level.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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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본 연구에서 저자 등은 비만인에서 식사제한과 성장호

론

르몬투여 병용요법시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변화를
체지방량이 증가되면 성장호르몬의 생리적인 분비

알아보고자 하였다.

뿐만 아니라 여러 자극들에 의한 성장호르몬의 분비능
이 감소하게 된다[1,2]. 비만인에서 체지방 분해를 촉

대상 및 방법

진시키는 작용을 가진 성장호르몬의 감소는 체지방 분

1. 연구 대상

해의 저하를 초래한다.
사람의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은 성장호르몬 수용체

연세대학교 영동세브란스병원 건강검진센터를 내원

의 세포외 부분 (extracellular domain)이 단백분해에

한 검진자 중 평균연령이 42.7±2.6세, 체질량지수

의해 분리되어 혈중에서 순환하는 물질로서 혈중 성장

2
30.0±0.6 kg/m 인 18명의 비만군 (여성 18명, 평균값

호르몬-결합단백농도는 성장호르몬 수용체의 활성도를

±표준편차)과 정상대조군으로서 동일한 연령대의 정

간접적으로 반영해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3,4]. 성

상체중여성 9명 (체질량 지수 22.0±1.1 kg/m2)을 대상

장호르몬-결합단백은 비만인에서 혈중 농도가 상승되

으로 하였다. 연구대상 모두에게 문서로 된 동의서를

어 있으며, 내장지방량과 매우 높은 양의 연관관계를

받았다. 당뇨병, 심장 질환, 심혈관 질환의 병력이 있

보인다[5,6]. 비만인에서 증가된 성장호르몬-결합단백

는 사람들은 연구에서 제외되었다. 모든 대상자는 60

의 농도는 체중 감소 후 정상화되며 이러한 효과는 주

일 이내에 어떠한 호르몬제제나 약물 복용의 과거력이

로 내장지방량의 감소에 기인함이 보고된 바 있다[7].

없었으며 최근 2개월 이내에 체중변동이 없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직접적인 대사작용을 매개하는 성장

2. 연구 방법

호르몬 수용체가 지방조직에도 존재함을 시사한다.

1) 성장호르몬 및 위약 투여방법

또한, 여러 조직에서 성장호르몬-수용체 발현은 성장

연구는 이중맹검법을 사용하였으며 무작위로 비만

호르몬에 의해 조절된다[8].
이전의 여러 연구들에서 성장호르몬 치료시 내장지

인을 두군으로 나누어 한군 (9명)은 총 12주간 사람 성

방량이 효과적으로 감소됨이 보고된 바 있다[9∼10].

장호르몬 (유트로핀: LG화학, 서울)을 표준체중 1 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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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0.03단위를 1주일에 3회 격일 간격으로 피하주사로

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를 측정하기 위한 채혈은 치료

취침 직전에 투여하였다. 위약과 성장호르몬은 동일한

직전, 치료후 4주, 8주, 치료종결 직후에 야간 금식 후

용액 (vehicle)을 사용하였으며 육안상 두 약제의 구분

에 시행되었다. 혈청은 원심분리후에 분석에 들어가기

은 불가능하였다. 대상자들의 약제 투여에 대한 순응

전까지 영하 2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도는 약제를 투여한 뒤 빈 약병을 수거해 계수하는 방
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청 성장호르몬-결합단백 농도는 최근 Kratsch 등
이 기술했던 RIA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혈청 포

2) 저열량식사 요법 및 운동량 평가

도당 농도는 glucose-oxidase method로 측정하였고 인

연구는 모두 외래 추적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대상자

슐린 농도는 ELISA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청 유리지방

들은 표준체중 1 kg당 25 kcal의 저열량식사요법과

산 농도는 비색법 (colorimetry)으로 측정하였다. 혈청

1.2 g의 단백질을 섭취하도록 교육받았다. 치료기간 동

성장호르몬은 IRMA (immunoradiometric assay)키트

안 영양사들이 매일 섭취하는 식사량과 운동량을 식사

(Daiichi, 동경, 일본)를 이용하였고, 검사의 민감도는

일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도록 교육을 시행하였으며 기

0.1 μg/L였으며 분석내 및 분석간 변이계수는 1.3%,

록의 정확성을 위해 식사 일기를 검토하였고 매일 섭

1.4%였다. 인슐린양 성장인자-I은 IRMA키트로 측정

취한 에너지량과 영양소는 표준화된 전산 프로그램을

하였고 민감도는 0.3 μg/L 이었으며 이 검사의 분석내

이용하여 계산하였다[11]. 총 12주의 치료기간과 치료

및 분석간 변이계수는 10% 미만이었다.

종결 후 1주일까지 매주 영양사들이 대상자들을 면담

3. 통계 처리

하였고 식사 섭취량을 평가하였다. 대상자들의 13주간
매일 에너지 섭취량은 표준체중 kg당 26.4±2.4 kcal

분비반응면적 (total area under the curve: AUC)은

였고 단백질 섭취량은 표준체중 kg당 1.20±0.93 kg였

사다리면적 (trapezoidal)법으로 계산하였고 결과는 평

다.

균값±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성장호르몬 치료군과
위약군간의 비교는 Student's unpaired t test를 이용하

3) 체지방량 및 체지방 분포도 측정
몸무게와 키는 매일 아침 탈의 후 측정하였다. 체질

여 분석하였다. 각각의 치료군 내에서 치료 전, 치료

량지수 (body mass index)는 체중 (kg)을 키 (m)의 제

후의 비교는 Student's paired t test를 이용하여 분석

곱으로 나눈 값으로 하였다. 허리둘레는 기립 자세에

하였다. 연관관계는 Pearson linear r value법으로 계산

서 갈비뼈 하단부와 장골능의 중앙부위를 줄자로 측정

하였다. 각 인자들간의 연관성 비교는 단순 상관 관계

하였으며 엉덩이둘레는 엉덩이의 가장 넓은 부위의 수

와 다중 선형 회귀 분석을 이용하였다. 통계적 유의수

치로 측정하였다. 허리둘레와 엉덩이둘레는 모두 정상

준은 p값 0.05미만으로 하였다.

적인 호기 후에 기립 자세에서 측정하였다.

결

체성분, 즉 체지방량과 근육량은 체지방분석기 (임피
던스, biodynamics model 400)로 측정하였다. 제대 수

과

1. 체중 및 체조성의 변화

준에서 내장지방면적과 피하지방면적을 측정하기 위
해 치료시작 전과 치료 후에 전산화단층촬영을 시행하

치료전후 정상대조군과 비만군의 신체적 특성과 체

였다. 여기에서 지방조직은 전산화단층촬영상 -150에

조성을 Table 1에 나타내었다. 치료전 성장호르몬치료

서 -50 Hounsfield unit의 밀도를 가지는 조직으로 정

군과 위약군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치료후 체중감소는 두군에서 유사하였으며 치료후

의하였다.
4) 당대사 및 성장호르몬-결합단백에 대한 평가

위약군은 치료전 체중의 7.3±1.2%, 성장호르몬치료

모든 대상자는 10시간에서 12시간 금식한 후 공복

군은 7.5±1.4%의 체중 감소를 나타내었다. 총체지방

시와 75 g 경구 포도당을 투여한 뒤 60분, 120분에 혈

량의 감소는 성장호르몬치료군이 위약군에 비해 유의

당, 인슐린 및 유리지방산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성장

한 감소를 보였으며 (5.1±0.6 vs 3.4±0.3 kg,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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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al Anthropometric, Total Body Fat, and Visceral and Subcutaneous Fat Area of Lean
Control and Obese Subjects before and after Treatment with Placebo or GH
Controls
Number of subjects
Age (years)
2
BMI (kg/m )
Waist(cm)
Total body fat (kg)
Lean body mass (kg)
Fat area (cm2)
Visceral
Subcutaneous

Placebo

GH

Before

After

Before

After

9
40.3±2.3
22.0±1.1
69.9±6.1
13.2±1.4
42.1±1.1

9
42.3±2.4
29.9±0.5*
91.0±1.1*
26.6±0.9*
46.1±1.3*

9
42.3±2.4
27.7±0.9*+
86.8±1.3*+
23.3±1.0*+
44.3±0.8*

18
42.1±2.9
30.1±0.6*
91.8±1.6*
27.1±1.1*
47.1±1.5*

18
42.1±2.9
27.9±0.6*+
85.3±1.4*+
22.0±0.9*+
47.7±1.2*‡

25.1±0.5
103.8±2.8

101.2±1.4*
298.7±8.5*

84.1±0.5*+
270.6±6.6*+

103.1±1.1*
302.4±6.7*

75.8±0.7*+‡
260.3±5.9*+

Values are mean±SEM; * p<0.05 controls vs obese group; + p<0.05 before vs after treatment in each group;
‡ p<0.05 placebo vs GH group.

Table 2. The Response of Glucose, Insulin and free Fatty Acid During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nd Igf-I Levels of Controls and Obese Subjects before and after Treatment
Controls
Glu-AUC(pmol/Lxhr)
Ins-AUC(pmol/Lxhr)
FFA-AUC(pmol/Lxhr)
IGF-I(ng/dL)

10.5±1.2
250.5±11.9
548.9±20.3
203.0±8.5

Placebo

GH

Before

After

Before

After

15.8±0.8*
643.2±43.5*
892.3±68.3*
162.5±10.5

13.5±0.4*+
384.5±33.2*
710.1±51.3*
188.3±11.4

16.2±0.9*
624.2±51.6*
900.8±74.9*1
62.5±10.

13.9±0.8*+
355.2±26.7*+‡
660.1±46.6*+‡
292.8±15.4*+‡

Values are mean±SEM; Glucose-AUC, glucose area under the curve (AUC); Ins-AUC, insulin-AUC;
FFA-AUC, free fatty acid-AUC during OGTT; * p<0.05 controls vs obese group; + p<0.05 before vs after
treatment in each group; ‡ p<0.05 placebo vs GH group.

Table 1). 위약군은 치료후 성장호르몬치료군에 비해

상관관계를 보였다 (r=0.59, p=0.00). 성장호르몬치료

현저한 근육량 감소를 보였다 (-1.8±0.9 vs 0.6±0.3

군에서 인슐린양-성장인자-I의 농도는 치료전에 비해

kg, p<0.05, Table 1). 또한 전산화단층촬영으로 측정

1.8배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한 내장지방 면적의 감소정도는 성장호르몬치료군에

3.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와 여러 변
수들과의 관계

서 위약군에 비해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26.5% vs
16.9%, p<0.05, Table 1).

성장호르몬치료군 (GH), 위약군 (placebo), 정상대조

2. 당대사와 인슐린양-성장인자-I 농도

군 각각에 대한 치료전, 치료 4주후, 8주후, 12주후의

경구 당부하 검사상 포도당 농도는 치료 종결후 두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를 Fig. 1에 나타내었다.

군에서 모두 감소하였으나 인슐린-분비반응면적과 유

두 비만군의 기저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는 유사

리지방산-분비반응면적은 위약군에 비해 성장호르몬치

한 수준이었으며 (placebo 2.21±0.27 vs GH 2.33±

료군에서 현저하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Table 2).

0.44 ng/mL). 대조군에 (1.04±0.20 ng/mL) 비해 현저

유리지방산-분비반응면적과 내장지방량의 감소는 양의

히 증가되어 있었다. 치료 4주 후 두 비만군에서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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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individual serum GHBP levels in obese subjects before treatment and after 4 weeks, 8 weeks and
12 weeks of placebo (■-■) or GH (●-●) treatment with diet restriction, and normal age- and
sex-matched control subjects (◆). Mean±SEM of GHBP levels before (□) and after (■) treatment with
placebo or GH and those of controls(□). * p<0.05 controls vs obese group; + p<0.05 befor vs GH after
12- week treatment.

감소하였으며 (placebo 2.01±0.10 vs GH 2.09±0.14

료전 인슐린양-성장인자-I의 농도와는 연관관계가 없

ng/ml), 치료 8주후 오직 성장호르몬 치료군에서만 유

었다 (각각 r=0.75, p=0.00; r=0.72, p=0.00; r=0.63,

의하게 감소하였다 (placebo 1.99±0.15 vs GH 1.83±

p=0.02; r=0.67, p=0.02).

0.15 ng/mL). 치료종료후 두 비만군의 성장호르몬-결

치료종료후 내장지방량과 총 지방량의 변화는 치료

합단백의 농도는 치료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전

나 (placebo 1.90±0.13 vs GH 1.55±0.14 ng/mL) 정

r=0.61, p=0.01) 및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변화

상대조군의 농도보다는 여전히 증가된 소견을 보였다

(r=0.67, p=0.00; r=0.71, p=0.00)와 양의 상관관계를

(1.04±0.20 ng/mL).

보였으나 근육량의 변화는 오직 치료 전 성장호르몬-결

12주의 성장호르몬 치료후 각 개인의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는 기저치와 비교하여 14%의 감소부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 (r=0.66,

p=0.00;

합단백의 농도와 연관관계를 보였다 (r=0.56, p=0.03;
Table 3).

터 51%의 증가까지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이러한 변

치료전후 인슐린-분비반응면적과 유리지방산-분비

동에도 불구하고 각 개인에서의 치료전 성장호르몬-결

반응면적의 변화는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치료전 농

합단백의 농도는 치료 4주 후 (r=0.83, p=0.000), 8주

도 및 치료전후의 변화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후 (r=0.66, p=0.015), 12주 후 (r=0.78, p=0.000)의 성

(r=0.57, p=0.03; r=0.59, p=0.03 and, r=0.60, p=0.01;

장호르몬-결합단백농도와 높은 연관 관계를 가져 비교

r=0.63, p=0.00: Table 3).

적 일정한 항상성을 보여 주었다.

인슐린양-성장인자-I의 치료전후 농도변화는 치료

치료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는 치료전 내장

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와 연관관계를 보였으

지방량, 총 체지방량, 인슐린-분비반응면적, 유리지방

나 치료전후의 농도변화와는 연관관계가 없었다

산-분비반응면적과 양의 연관관계를 나타내었으나 치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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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rrelations between Pretreatment GHBP Levels or Change in GHBP Levels and
Therapeutic Responses to 12-week GH Treatment in Obese Subjects
Changes
Changes
Changes
Changes
Changes
Changes
Changes

in
in
in
in
in
in
in

* p<0.005,

BMI
total body fat
lean body mass
visceral fat area
insulin-AUC
FFA-AUC
IGF-I

pretreatment GHBP(r)
0.31
0.61*
0.56*
0.66+
0.57*
0.59*
0.46

Changes in GHBP(r)
0.56*
0.67+
0.15
0.71+
0.60*
0.63+
0.25

+ p<0.001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성장호르몬 치료 후에 초

가된 성장호르몬-결합단백 농도가 체중감량 후에는 감

래되는 내장지방량의 변화는 성장호르몬-결합단백농도

소하며 이러한 농도 변화는 허리둘레의 감소와 주로

감소에 64%의 기여함을 보여주었다.

연관됨을 보여 주었다[7]. 본 연구에서는 다중 선형 회
귀 분석 결과 내장지방량의 변화가 성장호르몬-결합단

고

백의 농도 감소에 64%정도 기여함을 확인하였다. 이

찰

러한 결과는 복부지방, 피하지방보다는 특히 내장지방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만증에서 증가된 성장호르

조직에 고농도의 성장호르몬 수용체가 존재함을 시사

몬-결합단백의 농도는 체중감량시 가역적으로 감소하

한다고 생각할수 있겠다. 성장호르몬 수용체는 주로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저열량 식사요법 및 성장

간조직에 고농도로 존재하고 대부분의 혈중 순환 성장

호르몬 치료시 성장호르몬-결합단백농도의 변화는 내

호르몬-결합단백이 간에서 생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장지방량의 감소정도와 가장 밀접한 연관관계를 보였

다[4,14] 그러나 지방조직에서도 성장호르몬 수용체가

다. 또한 치료전 성장호르몬-결합단백 농도가 내장지

존재함 보고되었으며 성장호르몬수용체의 발현정도가

방의 변화량, 근육량의 변화량과도 양의 상관관계를

성장호르몬에 의해 조절되므로, 비만증에서 성장호르

보여 비만증에서 증가되어 있는 성장호르몬-결합단백

몬분비가 저하되어있기 때문에 각각의 지방세포에서

이 비만증에서 성장호르몬 치료시 성장호르몬의 대사

성장호르몬 수용체의 발현이 감소되더라도 비만인에

작용을 증가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들

서 현저히 증가된 지방조직에서의 양적으로 성장호르

은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이 부분적으로 성장호르몬치료

몬 수용체의 발현이 증가될수 있으며 혈중 성장호르몬

의 반응도를 예상할 수 있는 예측인자가 될 수 있음을

-결합단백의 주요 생성 장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

시사한다.

각된다.

저열량 식사요법과 함께 12주 성장호르몬 치료를

혈중 순환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가 성장호르

시행한 결과 총 체지방량, 특히 내장지방량의 현저한

몬 수용체의 상태를 반영한다면 비만증에서 성장호르

감소가 초래되었다[10]. 이러한 성장호르몬의 지방분

몬-결합단백의 증가는 성장호르몬 수용체의 증가를 의

해 효과는 지방조직의 부위에 따라 다양하게 발현되는

미하며 이는 결과적으로 성장호르몬에 대한 감수성을

인슐린의 항지방분해 작용이 성장호르몬에 의해 억제

증가시킬 것이라고 가정하는 것이 타당하겠다. 이러한

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13].

가정하에서 시행한 본 저자들의 연구결과 치료전 성장

최근의 연구들에서 체질량지수 및 내장지방량과 성

호르몬-결합단백농도와 내장지방량의 감소사이에는 매

장호르몬-결합단백 농도 사이에 유의한 연관관계가 있

우 밀접한 양의 연관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고, 이는

음이 밝혀졌다[5∼7]. Rasmussen 등은 비만증에서 증

비만증에서 저용량의 성장호르몬 치료에도 불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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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되어 있는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결과로 성장호

장호르몬 치료군과 위약군 모두에서 체지방량의 감소

르몬의 대사작용이 원활히 일어날 수 있음을 시사한

와 함께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내장지방 비만은 당불내성, 지질대사장애, 고혈압,

고 또한 치료 종료후 성장호르몬치료군은 위약군에 비

동맥경화증 등의 주요위험인자로 알려져 왔다[15,16].

해 유의하게 낮은 성장호르몬-결합단백 농도를 보였으

현재까지의 연구들을 고찰해 보면 비만증에서 성장호

며 이는 성장호르몬에 의한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수

르몬 치료를 통해 내장지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이러

용체의 감소라기보다는 내장지방량의 현저한 감소에

한 대사성 합병증들을 줄일 수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

기인한다고 생각된다. 본 저자들의 결과와 다른 저자

[8∼10]. 본 연구결과 저열량 식사요법과 함께 성장호

들과의 불일치는 성장호르몬 치료의 용량과 기간의 차

르몬 치료를 병행한 결과 비만과 관련된 고인슐린혈증

이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개선되었고, 내장지방량의 감소 정도와 유리지방산-

또한 저자들의 이전 연구결과와도 일치하게 열량제

분비반응면적의 변화 사이에는 양의 연관관계가 존재

한에도 불구하고 성장호르몬 치료시 근육량의 증가가

하였다. 또한 치료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변화

관찰되었는데, 치료 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가

와 치료전후의 인슐린-분비반응면적과 유리지방산-분

성장호르몬 치료후의 근육량 증가의 정도와 유의한 연

비반응면적 변화들사이에도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

관관계가 있음을 보여주었고 이는 인슐린양 성장인자

나 이러한 연관성은 내장지방량을 조절한 이후에는 유

-I과도 양성의 연관관계를 보여주었으나 이에 반해 성

의한 관계를 보여주지 못했다. 이러한 결과는 내장지

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변화와는 연관관계가 없었

방형 비만과 관련된 만성 고인슐린혈증과 유리지방산

다. 이러한 관찰 결과들은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

농도의 증가가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조절에 일부 기

도변화는 주로 내장지방량의 감소에 기인하고 치료 전

여하고 있으나[6,17,18] 인슐린과 유리지방산의 농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는 골격근과 간에서의 성

변화 자체가 직접적으로 성장호르몬 치료후 성장호르

장호르몬의 동화작용을 예측 가능케 하는 인자임을 추

몬-결합단백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음을 보여주는 것

정할 수 있다.

이다. 오히려 성장호르몬 치료에 의한 내장지방량의

결론적으로 본 저자들은 비만증에서 증가된 성장호

감소에 의해 이차적으로 인슐린과 유리지방산의 농도

르몬-결합단백의 농도가 저열량 식사요법과 저용량 성

가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

장호르몬 치료를 통한 체중감량에 의해 가역적으로 감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조절에 미치는 성장호르몬

소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비만증의 성장호르몬

의 영향에 대하여 현재까지 몇몇 연구가 이루어졌으나

치료 후 기대되는 내장지방량의 감소와 제근육량의 증

항상 일치하는 결과를 보여주지는 못했다[19∼21].

가는 주로 치료 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에 의

Martha 등은 성장호르몬결핍증 소아에서 성장호르몬

해 결정됨을 보여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관찰 결과를

치료전 성장호르몬-결합단백 농도는 성장속도와 상관

종합할 때 성장호르몬에 의해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관계를 보였으나 치료후 6개월과 12개월후 성장호르

농도가 조절된다기보다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이미

몬-결합단백의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였다

존재하는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가 성장호르몬의

[19]. Bjarnason 등은 성장호르몬결핍증 소아에서 10

치료효과를 결정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일에서 90일간의 성장호르몬 치료후 성장호르몬-결합
단백의 농도가 감소했는데 이는 성장호르몬수용체의

요

약

down-regulation에 의한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감소
일 가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20]. 이와는 대조적으로

연구배경: 비만인에서 성장호르몬은 체지방의 분해

Jargensen 등은 비만증에서 5주에 걸친 성장호르몬 치

를 촉진시키고 동화작용을 증강시킨다. 또한 성장호르

료에도 불구하고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변화는

몬 치료는 내장지방량을 감소시킴으로써 내장지방형

없었음을 보고하였다[21]. 본 저자들의 연구에서는 성

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합병증을 줄일 수 있음이 밝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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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 있다. 사람의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은 성장호르몬

(2.22±0.27 vs 1.91±0.39 ng/mL).

수용체의 세포외 부분이 단백분해에 의해 분리되어 혈

3. 치료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의 변화는 총

중에서 순환하는 물질로서 혈중 성장호르몬 결합단백

체지방량, 내장지방량, 유리지방산-분비반응면적의 감

의 농도는 성장호르몬 수용체의 활성도를 간접적으로

소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인슐린양-성장인자-I과

반영해 주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 성장호르몬-결합단

인슐린-분비반응면적과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변

백의 혈중 농도는 비만인에서 증가되어 있으며 내장지

화는 연관관계가 없었다.

방량과 매우 높은 양성의 연관 관계를 보인다. 본 연구

4. 다중 선형 회귀 분석 결과 성장호르몬 치료 후

에서 저자 등은 비만인에서 식사제한과 성장호르몬투

내장지방량의 변화가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 감

여 병용요법시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변화를 알아보

소에 64%의 기여함을 보였다.

고자 하였다.

결론: 비만증에서 증가된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방법: 18명의 비만여성 실험군과 8명의 정상체중여

농도가 저열량 식사요법과 저용량 성장호르몬 치료를

성 대조군에서 성장호르몬-결합단백, 경구 당부하 검

통한 체중감량에 의해 가역적으로 감소할 수 있음을

사 후 인슐린, 유리지방산, 인슐린양 성장인자-I의 농

확인하였다. 또 비만증의 성장호르몬 치료 후 기대되

도, 전산화단층 촬영을 이용한 피하지방과 내장지방량

는 내장지방량의 감소와 제근육량의 증가는 주로 치료

을 측정하였다. 18명의 비만군은 각각 12주간 성장호

전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에 의해 결정됨을 보여

르몬 (n=9, 0.03 IU/kg IBW/day)과 위약 (n=9, vehicle

주었다. 이러한 일련의 관찰 결과를 종합할 때 성장호

injection)으로 치료받았으며 동시에 하루 열량을 표준

르몬에 의해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가 조절된다

체중 1 kg당 25 kcal의 저열량 식사요법을 시행하였다.

기 보다는 오히려 이와는 반대로 이미 존재하는 성장

결과: 이상에서 다음의 결과를 얻었다.

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가 성장호르몬의 치료효과를

1. 정상체중의 대조군과 비교하여 비만군에서는 성

결정하는 것임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가 증가되어 있었고 치료 전
두 비만군의 성장호르몬-결합단백의 농도는 비슷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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