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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비만자에서 PPARγ2 유전자 Pro12Ala 다형성과 체지방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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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2 (PPARγ2) is a important regulator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and modulator of intracellular insulin-signalling events. There have
been several report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PPARγ2 Pro12Ala genotype and obesity.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is polymorphism and obesity
or fat distribution in Korean obese patients.
2
Methods: The study groups consisted to 85 obese subjects (BMI≥30 kg/m ) and 91 normal
2
weight subjects (BMI 18.5～24.9 kg/m ). Screening for mutation at codon 12 of PPARγ2 were

carried out by PCR-RFLP analyses. Serum lipid and blood glucose were measured by an
autoanalyzer. BMI, WHR, visceral fat amount, subscutaneous fat, VSR, and total body fat percent
measured for obesity phenotypes.
Results: The allele frequencies of the Pro12Ala PPARγ2 variant were 0.038 in normal weight
subjects, 0.054 in obese subjects. The overall genotype distributions did not deviate significantly
from Hardy-Weinberg Equilibrium. After adjustment for age and sex, significant difference was
found in BMI between wild type and heterozygote of the Pro12Ala in obese group (p=0.046). In
normal weight subjects, subjects with Pro12Ala genotype had increased subcutaneous fat amount
compared with subjects with Pro12Pro genotype (p=0.028). There were no significant relationship
between dyslipidemia and PPARγ2 Pro12Ala genotype in bot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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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clusion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Pro12Ala polymorphism of the PPARγ2 gene may
be associated with obesity and fat distribution in Kor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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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PARγ2 유전자의 Pro12Ala 다형성과 비만에 대한

론

기존의 국내외 연구에서 대상군의 선정과 인종간의 차이
비만은 에너지소비, 섭취영양소 구성, 음식 섭취량

로 인하여 일치된 결과를 보여주진 못했다[16,17,18,19].

및 신체활동 등의 상호작용으로 발생하며 각각의 요소

따라서 본 연구는 기존의 한국인 비만자 및 당뇨병 환

들은 유전자의 영향을 받기도 한다[1]. 비만의 원인중

자를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16,17]와 달리 비만에 대

유전적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에서 직계 가족간의

한 기준치를 다르게 적용하여 PPARγ2유전자의 다형

Body Mass Index (이하; BMI)가 관련성이 높았으나

성과 체지방 분포 및 비만관련 변수와의 연관성을 알

[2,3], 환경적 요인의 개입을 배제하기 힘들었다. 그러

아보고자 하였다.

나 다른 환경에서 성장하였더라도 이란성 쌍생아보다
일란성 쌍생아들의 BMI에서 높은 상관성을 보인 것과

대상 및 방법

입양자 연구에서 생부모와의 BMI 관련성이 현재 부모

1. 연구대상

의 BMI 관련성보다 높았던 사실로 소아기 및 성인기
에서 체중에 미치는 유전적 영향을 추정해 볼 수 있다

1999년 6월부터 2000년 5월까지 계명대학교 동산
의료원 비만클리닉과 건강증진센타 방문자 중 BMI 30

[4,5,6].
비만의 유전적 요인에 대한 장기적인 연구에 따르면

2
kg/m 이상인 85명을 비만군으로 하고, 건강검진 목

혈족인 가족과 입양 가족간의 체지방 분포 및 비만정

적으로 건강증진센타를 방문한 검진자중 갑상선기능

도가 차이가 있으며[7,8], 종족에 따라 비만정도가 다

장애, 당뇨병, 부신피질호르몬 복용자 및 신장기능장

르고 가족간 지방분포도가 유사하므로 비만의 결정에

2
애자를 제외한 BMI 18.5～24.9 kg/m 인 91명을 정상

유전 요인이 40～70%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체중군으로 하였다.

[9]. 1999년 말까지 알려진 비만관련 유전자나 염색체

2. 신체계측, 공복혈당, 혈중지질 및 지방분
포 측정

부위는 약 200가지 이상으로[10], 이들 유전자들의 이
상이 비만증의 발병과 관련이 많으리라 생각된다.
1990년 lssemann 등[11]에 의해 클로닝된 Peroxisome

신체계측은 본 연구의 목적과 취지를 이해한 연구보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PPAR)는 스테로이드

조자로 하여금 신장-체중 자동측정계 (FA-94H, Fanics,

나 비타민 D 수용체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DNA 결합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허리둘레와 엉덩이둘

성 전사인자로 작용하며, α δ γ세 아형이 있고 생체 내

레는 줄자를 이용하여 호기 후 편한 상태에서 기립시

에서 각각 다른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꼽을 지나는 선을 허리둘레 길이 (waist) 하였고, 엉

데 PPARγ2 유전자는 3번 염색체의 3p25띠에 위치하

덩이 둘레 (hip)중 가장 큰 둘레선을 엉덩이둘레 길이

며[12], γ는 α, δ 보다 섬유아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로 하여 측정하였으며 Waist Hip ratio (이하; WHR)

분화와 기능에 결정적인 조절자로 알려져 있어 비만증

를 구하였다. 총체지방량은 공복시 신체전기저항의 정

발생과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

도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EW343, National, Japan),

다[13,14,15].

복부지방량은 CT를 이용하여 (Somatom Plus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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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emens, Germany) L4-5 level (배꼽부위)에서 촬영한

동안 DNA를 증폭한 후 마지막 연장은 72℃에서 10분

후 내장된 컴퓨터를 이용하여 -30에서 -190 Hounsefield

간 유지하였다.

Unit인 지방을 Subcutaneous fat (복부피하지방), Visceral fat (복부내장지방) 및 Visceral fat amount/
Subcutaneous fat amount (이하; VSR)으로 나누어 계

3) RFLP분석
PCR 생성물 5μL를 PPARγ2 Pro12Ala 확인을 위
해 BstU-1를 반응용 완충액 2μL와 혼합한 후 60℃에

산하였다.
공복시 혈당과 혈청 지질의 측정은 공복 10시간 후

서 반응시켰다. 반응이 끝난 용액을 각각 2.5% 한천 겔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cholesterol, blood

을 이용하여 100V에서 20분 동안 전기영동하고 ethid-

glucose를 측정하였고 LDL-cholesterol (Friedewald equa-

ium bromide용액으로 염색하여 자외선 투사기에서 관

tion: 총콜레스테롤-중성지방/5-고밀도콜레스테롤)과

찰하고 폴라로이드 카메라로 촬영하여 제한효소에 의

Atherogenic index (총콜레스테롤/고밀도콜레스테롤)

해 절단된 DNA 분절로 이루어진 띠를 관찰하였다.

는 간접적으로 계산하였다.

4. 통계분석

3. 유전자 분석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에서 유전자 다형성의 빈도를

1) Genomic DNA분리

조사하고 Hardy-Weinberg Equilibrium에 따른 대립유

모든 대상군에서 10 mL 말초 혈액을 채혈하여 페놀

전자의 빈도차이는 Χ2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비

-크로르포름 기법을 사용하여 단핵구내의 DNA를

만군과 정상체중간 간의 체지방 분포와 혈당 및 혈중

Protocol에 따라 분리하였다. 건조시킨 DNA를 TE 완

지질의 차이는 t-test 및 Mann-Whitney test로 검증하

충용액 (10mM Tris HCL, pH8.0 1mM EDTA)에 녹

였고, 각 군간 유전자에 따른 변수의 차이는 ANCOVA

여 분광광도계로 측정한 후 -70℃에 보관하였다.

로 검정하였다. 모든 통계자료의 처리는 SPSS 10.0을
이용하였으며 통계학적인 유의수준은 0.05 미만으로

2) 중합연쇄반응

하였다.

PPARγ2 유전자의 코돈 12를 포함하는 뉴클레오타
이드가 증폭되도록 primer 제작을 의뢰(바이오닉스 (주),

결

서울)하여 합성하였다. Sense primer는 5'TGCAATC

과

1. 일반적인 특징

AAAGTGGAGCC3'이었고 antisense primer는 5'CAG

대상군은 비만군 85명, 정상체중군 91명으로 모두

AAGCTTTATCTCCACAGA C3'였다.
연쇄중합반응용액은 PCR tube에 500 ng의 genomic

176명이었다. 평균나이는 비만군에서 36.3±17.3세,

DNA, 30 pM antisenser primer, 30 pM sense primer,

정상체중군에서 35.2±15.5세로 차이가 없었으며 성비

2.5 mM dNTP, 1.5 mM MgCl2, 2 unit의 taq poly-

에도 차이가 없었다. 두 군간 BMI, 총체지방률, 복강

merase, PCR완충액 (10 mM Tris-HCL, 50 mM KCL,

내장지방량, 복부피하지방량, 허리둘레, 둔부둘레 및

0.1% Triton X-100)을 넣고 총 반응액은 50 μL가 되

WHR에서 현저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01), 혈중지

도록 하였다.

질, 공복혈당 및 동맥경화지수에서도 현저한 차이가

DNA 증폭을 위한 PCR은 Omni Gene (Hybaid

있었다 (p<0.01) (Table 1).

Limited., U.K)을 이용하여 반응혼합액을 95℃ 5분간

2. 유전자 다형성의 확인 및 대립유전자빈도

가열하여 template DNA를 단일체로 변성시키고
(denaturation) 이후부터 변성을 95℃에서 1분, 결합

PPARγ2 유전자 Pro12Ala 다형성에서 정상동형접

(annealing)을 54℃에서 1분, 연장(extension)을 72℃에

합체인 경우 270bp만 관찰되었고 이형접합체인 경우

서 10분 동안 시행하도록 한 주기를 설정하고 30주기

270bp, 227bp가 관찰되었으며 동형접합체는 관찰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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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of Study Subjects
Obese(N=85)
Age (yrs)
BMI (kg/m2)
Waist (cm)
Hip (cm)
WHR
Total body fat %
2
Visceral fat (cm )
Subcutaneous fat (cm2)
VSR
Blood glucose (mg/dL)
Tota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 cholesterol (mg/dL)
Atherogenic index

Normal weight(N=91)

36.3±17.3
32.1±2.6
99.0±8.9
107.2±6.3
0.92±0.07
32.9±6.2
160.7±60.8
298.9±88.8
0.6±0.3
94.4±35.2
209.0±44.8
177.9±127.0
48.0±10.2
4.5±1.2

p-value
NS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
NS
0.000a
0.000
0.000a
0.001
0.000

35.2±15.5
22.2±1.8
76.2±6.4
90.9±4.2
0.84±0.06
23.9±5.0
67.2±33.5
129.2±42.8
0.5±0.4
78.3±10.8
177.1±43.4
97.8±54.2
54.5±14.9
3.4±0.8

Values are mean±SD, except age.
a
Mann-Whitney test was used for comparisons, Other variable compared by t-test.
NS; not significant.

M

1

2

3

4

270bp
227bp

Fig. 1. Genotyping of the polymorphic alleles in the PPARγ2 gene by PCR-RFLP at
codons 12 M contains DNA size standard. Lane 1 and 4 contains normal
homozygote (270 bp). Lane 2 and 3 contains heterozygotes (270 bp and 227 bp)

않았다 (Fig. 1).

Pro/Ala는 각각 10.6%, 7.7%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

비만군과 정상체중군에서 정상동형접합체인 Pro/Pro

가 없었다 (Table 2). 또한 대립유전자의 빈도 (Allele

의 비율은 각각 89.4%, 92.3%이었고, 이형접합체인

frequency)는 각각 0.054, 0.038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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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enotypes of Pro12Ala PPARγ2 Genes
Group

Normal homozygotes
(Pro/Pro)

Heterozygote
(Pro/Ala)

Mutant homozygotes
(Ala/Ala)

Obese (N=85)
Normal weight (N=91)

76 (89.4)
84 (92.3)

9 (10.6)
7 (7.7)

0
0

Values are number (%).

Table 3. Allele Frequency Pro12Ala PPARγ2 Gene

Obese (N=85)
Normal weight (N=91)

Allele frequency

Odds ratio (95% CI)

Pro12
0.946
0.962

1.421 (0.509～3.840)

Ala12
0.054
0.038

Table 4. Anthropometric and Biochemical Data of Pro12Ala Polymorphism in PPARγ2 Gene
Obese
Pro12Pro
(N=76)
BMI (kg/m2)
31.8±2.5
Total fat %
32.9±6.6
Waist (cm)
99±8.7
Hip (cm)
107±6.3
WHR
0.9±0.1
Visceral fat (cm2)
162±55.9
Subcutaneous fat (cm2)
294±89.9
0.6±0.3
VSR
93.9±36.4
Blood gluocse (mg/dL)
206±45.7
Totalcholesterol (mg/dL)
176±133.6
Triglyceride (mg/dL)
48.5±9.9
HDL cholesterol (mg/dL)
123±35.9
LDL cholesterol (mg/dL)
4.4±1.1
Atherogenic index
Values are mean±SD.
Comparisons were performed within groups
BMI (covariate was age).
NS; not significant.

p-value

Pro12Pro
(N=84)

Pro12Ala
(N=7)

33.5±2.9
34.8±3.5
101±10.3
107±5.6
0.9±0.1
186±96.5
306±70.7
0.6±0.3
98.0±24.1
219±41.9
193±95.4
47.9±10.7
132±33.2
4.7±0.8

0.046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NS

22.3±1.8
23.9±5.2
76±6.3
91±4.3
0.8±0.1
69±34.4
126±42.0
0.6±0.4
78.8±11.4
177±43.2
99±55.5
54.7±15.5
103±32.9
3.4±0.9

22.0±1.8
22.0±5.2
77±5.9
89±2.8
0.9±0.1
54±31.7
143±61.0
0.5±0.4
73.7±7.5
172±27.8
826±36.5
54.8±8.2
101±23.
3.2±0.5

p-value
NS
NS
NS
NS
NS
NS
0.029
NS
NS
NS
NS
NS
NS
NS

by using ANCOVA after adjustment for age, sex, and BMI, except

없었으며 Hardy-Weinberg 공식에 부합하였다 (Table 3).

보다 현저하게 높았다 (p<0.05). 총체지방률, 허리둘레,
복부내장지방량, 피하지방량 및 혈중지질은 나이와 성

3.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임상적 특징

별 및 BMI에 따라 보정 후 분석한 결과 이형접합체군

비만군내에서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BMI의 차이는
나이를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 정상 동형접합체군에서
2

Normal weight

Pro12Ala
(N=9)

31.8±2.5 kg/m 로 이형접합체군에서 33.5±2.9 kg/m

2

에서 정상동형접합체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으나
통계적인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4).
정상체중군에서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피하지방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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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인 비만자에서 PPARγ2 유전자 Pro12Ala 다형성과 체지방 분포 －
은 나이 성별 BMI에 따라 보정후 분석한 결과 정상동

으로 한 Beamer 등의 연구[12]와 다르리라 추정할 수

2
형접합체군에서 126±42.0 cm 로 이형접합체군의 143

있다. 최근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중 BMI 25

2

±61.0 cm 에 비하여 유의하게 적었다 (p<0.05). BMI,

2
kg/m 이상인 비만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와[17], BMI

체지방률, 허리둘레, 복부내장지방량, 피하지방량, 및

27 kg/m2 이상인 군을 대상으로 한 연구[16]에서 비만

혈중지질에서는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Table

과 Pro12Ala의 무관함을 보고하였으나, BMI 30 kg/m

4).

이상인 비만군을 대상으로 한 본 연구에서 PPARγ2

2

유전자 Pro12Ala 이형접합체군이 정상동형접합체군보

고

다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비만한 것으로 보아 한국인

찰

비만자에서도 Pro12Ala의 다형성이 비만과 관련 있으
비만증은 서구인에서 가장 흔한 건강문제로서 예방

리라 추정할 수 있다.

가능 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요인 중 하나이다[20].

PPARγ2 유전자 Ala12의 대립유전자의 빈도는 백

최근 우리 나라도 식생활양식의 변화와 신체활동량의

인계 0.12, 멕시코계 0.10, 사모아인 0.08, 아프리카계

감소로 비만증이 급증하고 비만관련질환의 발병률도

미국인 0.03, 일본인은 0.03, 중국인 0.01로 보고되었

증가하고 있다. 비만은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불균

다[18,23].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기존의 연구[16,17]

형으로 인해 지방조직의 병적인 축적으로 초래되며 생

에서의 0.03～0.07이었고, 본 연구 결과 비만군에서

활양식의 변화와 같은 환경적요인과 유전적요인의 상

0.054 정상체중군에서 0.038이었으며 두 군간 통계학

호작용으로 발생한다[21].

적으로 차이는 없었다. 따라서 흑인을 포함한 비백인

비만증의 원인을 밝히기 위한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
는 비만증의 유병률이 높고 비만관련질환이 높은 서구

계가 백인계에 비하여 Ala12 대립유전자의 빈도가 낮
음을 알 수 있다.

인들을 대상으로 먼저 시도되었다. 1998년 Ristow 등

PPARγ2 유전자에서 Pro12Ala의 다형성에 따른 체

[22]은 인슐린저항성과 지방세포분화에 영향을 줄 수

지방 분포와 혈중지질 및 공복혈당에 대한 Beamer 등

있는 PPARγ2 유전자의 115번 코돈 위치에서 Proline

[12]의 연구에서 허리둘레와 고밀도 콜레스테롤에서

이 glutamine으로 돌연변이 되면서 이웃한 114번

의미있는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고 공복혈당도 의미

Serine의 인산화가 차단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있음이 보고되었다[16,18]. 본 연구에서 피하지방량이

사실은 돌연변이가 더 단백질을 활성화시킴으로서

비만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정상체중군에는

PPARγ2 유전자의 불활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주장

정상동형접합체군이 이형접합체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하였다. 1997년 Yen 등[23]은 백인 당뇨병 환자를 대

높았다. 이는 비만유전자와 체지방분포에 대한 국내외

상으로 PPARγ2 유전자의 34번 핵산에서 C-->G로의

의 보고가 드물어 비교하기는 곤란하나 PPARγ2 유전

치환결과 12번 코돈의 Proline이 Alanine으로 치환된

자에서 Pro12Ala의 다형성이 체지방분포에 영향을 미

변이를 발견하였고 당뇨병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

침을 알 수 있다.

유전자의

이상의 연구결과 한국인에서도 PPARγ 유전자

Pro12Ala 다형성이 비만증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

Pro12Ala의 다형성은 비만 및 체지방분포와 관련 있

다. 이 연구는 비록 백인환자의 소규모그룹에서 시행

음을 추정할 수 있으며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여러 비

된 결과이나 제2형 당뇨병과 유전자 돌연변이간의 임

만관련유전자들의 상승작용과 비만표현형에 대한 추

상적 연관성을 시사하는 연구결과라 평가할 수 있다.

가적이고 대규모적인 연구가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다.

또한,

Beamer

등[12]도 PPARγ2

Ringel 등[24]은 1,024명의 백인 당뇨병 환자를 대상
으로 연구한 결과 Pro12Ala의 다형성과 당뇨병의 발

요

약

병과 무관함을 주장하였으나 이들 대상군의 평균 BMI
2
2
는 27.8 kg/m 로서 BMI 36.5 kg/m 인 비만자를 대상

지방세포의 분화와 세포내 인슐린 신호전달에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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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비만학회지: 제 10 권 제 2 호 2001 －
되는 PPARγ2 유전자 중 Pro12Ala의 다형성을 확인하

first and second degree relatives. Am J Hum Bio

고 한국인 비만군에서 PPARγ2 유전자 다형성과 비만

3:257-269, 1992

및 체지방분포와 관련성에 대하여 조사하였다.

4. Sorensen TI: The genetics of obesity. Metabolism

2

BMI 30 kg/m 이상인 85명의 비만군과 BMI 18.5～
2

24.9 kg/m 인 91명을 정상체중군으로 하여 PPARγ2

44(Suppl 3):4-6, 1995
5. Stunkard AJ, Foch TT, Hrubec Z: A twin study

유전자 Pro12Ala의 다형성을 PCR-RFLP를 통하여 분
석하였다.

of human obesity. JAMA 256:51-54, 1986
6. Sorensen TI, Holst C, Stunkard AJ, Skovgaard

PPARγ2 유전자에서 Pro12Ala의 다형성은 비만군

LT: Correlations of body mass index of adult

과 정상체중군에서 정상동형접합체인 Pro/Pro의 비율

adoptees and their biological and adoptive

은 각각 89.4%, 92.3%이었고, 이형접합체인 Pro/Ala

relatives. Int J Obes Relat Metab Disord

는 각각 10.6%, 7.7%로 두 군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

16:227-236, 1992

다. 또한 Ala 대립유전자의 빈도 (Allele frequency)는

7. Fabitz RR, Sholinsky P, Carmelli D: Genetic

비만군 및 정상체중군에서 각각 0.054, 0.038로 두 군

influences on adult weight gain and maximum

간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Hardy-Weinberg 공식에

body mass index in male twins. Am J Epidemiol

부합하였다.

140:711-720, 1994

비만군내에서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BMI의 차이는

8. Allison DB, Kaprio J, Korkeila M, Koskenuvo

나이를 보정한 후 분석한 결과 정상 동형접합체군에서

M, Neale MC, Hayakawa K: The heretability of

2

2

body mass index among an international sample

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았다 (p<0.05). 정상체중군에서

of monozygotic twin reared apart. Int J Obes

유전자 다형성에 따른 피하지방량은 나이 성별 BMI에

Relat Metab Disord 20:501-506, 1996

31.8±2.5 kg/m 로 이형접합체군에서 33.5±2.9 kg/m

따라 보정후 분석한 결과 정상동형접합체에서 126±
2

9. Comuzzie AG, Allison DB: The search for human

2

42.0 cm 로 이형접합체군 143±61.0 cm 에 비하여 이
형접합체군이 유의하게 많았다 (p<0.05).

obesity genes. Science 280:1374-1377, 1998
10. Chagnon YC, Perusse L, Weisnagel SJ, Rankinen

이상의 연구결과 PPARγ2 유전자에서 Pro12Ala의

T, Bouchard C: The human Obesity gene map:

다형성이 비만과 관련 있으며 체지방분포에도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The 1999 update. Obes Res 8:89-117, 2000
11. Issemann I, Green S: Activation of a member of
the steroid hormone receptor superfamily by
peroxisome proliferators. Nature 18;347:645-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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