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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여러 가지 환경 및 유전적 요인이 상호 작용하여 발생하는 질환이다. 이번 종설에서는 최근
비만 관련 유전자로 연구가 많이 되고 있는 유전자 변이 중 네 가지에 대하여 고찰해보고자 한다. PPAR
gamma은 주로 지방세포에 분포하며 지방세포의 분화 및 인슐린 민감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는
핵내 수용체이다. UCP 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분포하는 이온 전달체로서 지방산 대사와 인슐린 분
비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beta 3 adrenergic receptor는 주로 지방조직에 분포하며 열대사 및 지
방분해에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alpain 10은 칼슘에 의해 활성화되는 단백질 분해효소로서 인슐
린 분비의 조절 및 포도당 대사 작용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들 인자들을 코딩하는 유전자에 변이
와 비만 혹은 제2당뇨병의 발생과 상관관계에 대한 몇 가지 기본적인 연구 결과들을 요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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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쉽지 않다. 기본적으로 사람의 체중은 음식 섭취량과

론

소비 에너지 (즉 운동)과 같은 외부 환경 요인에 결정
생물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형질 (표현형, pheno-

되며 따라서 비만은 운동은 하지 않고 필요 이상으로

type) 예를 들어 성별, 피부색, 대사에 필요한 각종 효

너무 많이 먹기 때문에 생기는 질환이라고 단정짓고

소나 호르몬의 생산 등은 기본적으로 유전자에 의해

비만한 사람의 개인적인 게으름을 탓하기 쉽다. 하지

결정된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론의 여지가 없을 것이

만 같은 양의 운동을 해도 체중 감소 정도가 개인마다

다. 그러나 개인의 체중 더 나아가 비만 여부가 유전적

차이를 보이고 또 음식 조절에 대한 체중 변화도 개인

으로 결정되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선뜻 결론 내리기가

에 따른 변이가 있는 것을 보면 비만이 그렇게 단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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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을 연구하는 연구

시에 분석함9~11)) 비만의 발생에 유전이 어느 정도 영

자들의 공통된 의견은 비만이란 여러 가지 요인들 즉

향을 미친다는 것을 강하게 시사한다.

유전, 행동, 환경, 문화 등의 여러 가지 요인이 다양하

2. 비만 관련 유전자

게 작용하여 발생하는 복합적인 현상이라는 점이다.
이번 종설에서는 이중 유전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 및

유전이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 사실이라면 비

현재 비만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관심의 대상이 되고

만 발생과 관련된 유전자는 무엇일 것인가가 다음 질

있는 유전자 변이 (SNP) 몇 가지에 대하여 간략하게

문일 것이다. 유전학적으로 유전 질환이란 정상 유전

고찰해보고자 한다.

자에 어떤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생기는 것이다. 여러
가지 종류의 유전자 변이가 있는데, 그 중 하나의 염기

본

쌍 (nucleotide)에서 발생하는 변이이면서 인구 집단에

론

서 그 빈도가 1% 이상일 정도로 비교적 흔한 변이를

1. 유전이 비만에 영향을 미친다는 증거

Single Nucleotide Polymorphism (SNP, ‘스닙’으로 발

유전의 효과를 연구하는 고전적인 방법으로는 대게

음함) 이라고 한다. 비만도 다른 유전 질환과 마찬가지

세 가지 방법이 있다. 대표적인 방법으로 쌍생아 연구

로 어떤 유전자에 생긴 변이가 생겨 발생하는 것이라

가 있다. 일란성 쌍생아의 경우 두 개인은 동일한 유전

고 생각되어 비만 관련 스닙 (SNP)을 찾기 위한 작업

자를 가졌으므로 이 둘 사이에 나타나는 표현형의 차

이 진행 중이다. Human Genome Project를 통해 인간

이를 비교하면 유전적 영향과 환경의 영향을 구분할

유전자에는 30억 개 이상의 염기쌍이 있음이 밝혀진

수 있을 것이다. 두 번째로는 입양아 연구 방법이 있

지금 그 중 어떤 유전자의 변이가 비만을 일으키는지

다. 한 가정에 부모의 생물학적인 자녀와 입양아를 같

를 밝히는 것은 거의 모래밭에서 바늘 찾는 일만큼이

이 키운다면 이 둘은 유전적으로는 전혀 다르지만 같

나 어려운 작업이겠지만 현재까지 비만 발생에 관련이

은 환경에 있다고 할 수 있고 이 둘을 비교하면 유전

있을 것으로 생각되어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유전

의 영향과 환경의 영향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다. 세

자 변이는 다음과 같다.

번째로 가계도 분석 방법이 있다. 어떤 질병에 이환된

3. 현재 관심의 대상이 되는 몇 가지 비만 관
련 유전자 변이

환자의 가족의 가계도를 그려보면 그 질병이 유전되는
질병인지 또 만약 유전된다면 어떤 양상으로 유전되는

1) PPAR (Peroxisom Proliferatior-Activated

지 (예를 들어 상염 체 우성 혹은 열성, 성염색체 우성

Receptor)

혹은 열성)를 알 수 있다.
비만과 관련하여 미국 및 서구 유럽 등에서 시행된

페록시좀 (peroxisome)이란 포유동물의 세포 내에

여러 쌍생아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약 비만 관련 표

존재하는 소체로서 세포 내 지방산을 산화시키는 기능

현형 (체질량지수, 허리둘레, 둔부-복부 비, 피하주름두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페록시좀의 수를

께 등) 변이의 약 40~70% 정도는 유전의 영향일 것으

증가시키는 화합물을 총괄적으로 페록시좀 증식제 (Per-

1~5)

. 또한 입양아 연구에서도 입양된 아이

oxisome Proliferator)라 하며, 페록시좀 증식제를 매개

의 비만도가 양부모나 입양된 가정의 환경과는 상관관

물 (ligand)로 하여 활성화되어 (Activated) 유전자의 전

계가 없거나 약한 반면 생물학적 부모의 비만도와 매

사 (transcription)를 조절하는 핵 내 수용체 (intranuc-

우 강한 상관관계가 있다는 점도 비만의 발생에 유전

lear Receptor)가 1990년대 초반에 발견되었으며, 이

로 생각된다

6~7)

적 영향이 있음을 보여준다

. 이러한 경향은 가계 분
8)

를 총칭하여 PPAR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석 연구에서도 비슷하게 나타난다 . 물론 이러한 연구

Receptor)라 한다. 이 후의 연구에서 PPAR에는 세 가

결과가 환경의 영향을 전적으로 배제하는 것은 아니지

지 아형이 있음이 밝혀졌고 이 중 최초에 밝혀진 것을

만 (일부 쌍생아 연구에서는 유전과 환경의 영향을 동

PPAR-alpha라고 하며 이후에 밝혀진 것은 각각 P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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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 (혹은 delta) 및 PPAR-gammma라고 이름 붙였다

의 특성을 비만치료에 응용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으나

12)

몇몇 동물 실험에서 나타난 oncogenesis 및 organ tox-

. 이 중 PPAR-alpha만이 기존에 알려진 대로 페록

시좀 증식제에 의하여 활성화가 되며 나머지 두 아형

12)

icity 등은

앞으로 더 연구해야하는 과제이다.

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밝혀져 이 두 가지 아형 (beta
및 gamma)에 대해서는 PPAR이라는 이름이 적절하지

2) Uncoupling Protein (UCP)

는 않지만 처음 붙여진 이름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비만과 관련하여 Uncoupling Protein (UCP) 또한

이중 비만과 관련하여 가장 많이 연구된 것은 PPAR-

주목된다. UCP는 세포내 발전소라 불리는 미토콘드리

gamma이다.

아의 내막에 존재하는 이온 전달체로서 모든 포유류의

PPAR-gamma는 주로 지방세포에 분포하며 지방세

세포에 존재한다. 현재까지 UCP1, UCP2, UCP3의 세

포의 분화와 인슐린 민감성에 작용하는 것으로 생각된

가지의 아형이 발견되었다. UCP1은 주로 갈색 지방

다. 그 근거로는 PPAR-gamma를 강제로 발현시키면

(brown fat)에 분포하며 유리 지방산에 의해 활성화되

비지방세포가 지방세포로 변하고 반대로 PPAR-gam-

어 수소 이온(proton)을 전달하는데 관여한다. UCP2는

ma의 활성을 억제하면 지방조직이 형성되지 않으며,

림프조직, 대식세포, 췌장의 췌장섬 (pancreatic islet) 등

PPAR-gamma 유전자를 없앤 쥐에서는 인슐린저항성

에, 그리고 UCP3는 주로 근육에 분포한다. 이 둘은 미

13~14)

. 또한 당뇨치료에 사용되

토콘드리아 내에 지방산이 많을 경우 지방산의 음이온

는 인슐린 감작제 (sensitizer)인 thiazolidinedione (아반

23)
을 미토콘드리아 밖으로 내보내는 역할을 한다 . 췌

디아, 악토넬)의 주 작용기전이 바로 이 PPAR-gamma

장섬에 분포하는 UCP2는 인슐린 분비를 억제하는 작

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작용제 (agonist)라는 점이 최근

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UCP3는 지방의 산화 및 지

밝혀졌다.

24)
방 내용물을 조정하는데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

이 발생하는 점 등이다

PPAR-gamma를 코딩하는 유전자는 약 100 kilobase

이중 비만과 가장 관련이 있는 것은 UCP3이다.

의 DNA 염기쌍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어떤 nucl-

Lanouette 등은 캐나다인 734명의 UCP3 유전자와

eotide에 변이가 발생하면 세포분화나 인슐린저항성을

비만 지표와의 관련성을 본 연구에서 UCP3를 코딩하

15~16)

. PPAR-

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을 경우 체질량지수, 체지방률,

gamma관련 변이로는 Pro12Ala이 있다. 즉 코돈

피하주름의 두께 등이 차이가 남을 발견하고 UCP3의

(codon) 12번 위치에서는 Proline이라는 아미노산으로

변이가 비만 발생과 강한 상관 관계가 있다고 결론을

코딩되어야 하는데 유전자에 변이를 일으켜 원래의

내린 반면

Proline대신 Alanine이라는 다른 아미노산으로 바뀌게

한 코호트 연구에서 UCP3 유전자 변이와 비만 발생과

되는 경우이다. Oh 등의 연구에서는 우리나라 사람에

는 상관이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26). Walder 등은 82명

서는 이러한 변이가 있는 사람의 빈도가 약 4.1% 정

의 젊은 피마 인디언 (평균 연령 30 ± 7)을 대상으로

17)
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

시행한 연구에서 UCP2 유전자 변이의 경우 기초대사

일으켜 비만을 일으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25)

Dalgaard 등은 덴마크인을 대상으로 시행

여러 연구에서 PPAR-gamma 유전자의 Pro12Ala

량 (resting metabolic rate)과 상관관계가 있었으나

변이와 비만 관련 지표 혹은 인슐린저항성과의 관계를

UCP3와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보고하였고, 790명의

연구하였는데, 그 결과는 다양해서 서로 연관이 있다

피마 인디언을 대상으로 분석했을 때는 UCP3와 체질

18~19)

는 연구 결과

도 있는 반면 연관성이 없었다는 결

량 지수가 서로 상관 관계를 보이지 않으나 45세 이상

있으며 동종형 변이 (homozygous form)에서

성인만으로 대상을 제한해서 다시 분석했을 때는 상관

22)

만 연관성이 관찰된 연구 결과 도 있다. 이런 다양한

27)
관계가 있었다고 보고하였다 . 즉 UCP 유전자 변이

결과는 방법상의 차이, 표본의 차이 등에 기인하는 것

와 비만과의 연관성은 연구 방법, 분석에 포함된 대상

으로 생각된다.

에 따라 혹은 인종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아직

20~21)

과도

지방세포 및 인슐린 감수성과 연관된 PPAR-gamma

UCP 유전자의 변이가 비만과 관련이 없다고 단정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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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였다 . 맥시코계 미국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인 결론을 내릴 수는 없는 상태이다.
한 가지 재미있는 동물 실험이 있었는데, UCP3를 코

β3AR의 변이가 동종형으로 있을 경우 체질량지수가

딩하는 유전자가 과도하게 발현되도록 조작한 쥐는 먹

높고 허리둔부 비가 높아지는 경향이 있으나 이종형으

이를 많이 먹이더라도 비만해지지 않고 마른 체형을 유

로 있을 경우 이러한 연관성은 없었다34). 덴마크에서

지하였으며, MRI 촬영에서 지방 조직의 양이 적었고,

380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는 β3AR

공복시 혈당치 및 인슐린 수치가 낮게 나타나는 현상이

유전자의 동종형 변이에서만 비만 및 인슐린 민감성과

28)

관찰되었다 . 이는 UCP3가 대사율 및 포도당 대사에

연관성이 있었으나 동종형 변이의 빈도가 3명으로 적

작용함을 강하게 시사하는 실험결과이다. 이 현상의 기

35)
기 때문에 결과 해석에 주의를 요한다고 하였다 . 이

전은 정확히 밝혀지지는 않았지만 UCP3가 에너지를

와 같이 다양한 연구에서 β3AR 유전자 변이를 보일

소모하게 하는 방향으로 작용을 하는 것으로 보이며

경우 비만 관련 표현형 (체질량지수, 복부 비만, 인슐

앞으로 비만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린저항성, 당뇨 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가지 주목할 점은 관련 양상이 인종에 따라 약간

3) beta 3 adrenergic receptor (β3AR)

씩 다르다는 점인데, 예를 들어 피마 인디언의 경우 동

beta 1과 beta 2 adrenergic receptor는 이미 잘 알려

종형 변이는 당뇨의 발생 연령과 연관이 있고 이종형

져 있고 임상에서 이에 대한 약물이 많이 쓰이고 있다.

변이에서는 이러한 관련성이 약했으나, 핀란드의 백인

즉 beta 1 adrenergic receptor는 주로 심장에 분포하

및 멕시코계 미국인의 경우에는 이종형 변이에서도 연

여 심박수와 관련이 있고 이 receptor의 길항제 (즉

관성이 발견되었다. 복부 비만과 관련해서는 β3AR 유

beta 1 blocker)는 고혈압 및 부정맥 치료제 등으로 쓰

전자 변이는 일본, 핀란드, 멕시코계 미국인 여성 등에

이고 있다. beta 2 adrenergic receptor는 기관지, 자궁,

서는 연관성이 있었으나 피마 인디언에서는 그러한 연

평활근 등에 분포하며 이것의 작용제 (agonist)는 기관

관성이 없게 나타났다. 인슐린저항성과 β3AR유전자

지 확장제로 널리 쓰인다. 그 후 발견된 beta 3 adren-

변이와의 연관성의 정도는 멕시코계 미국인 및 핀란드

ergic receptor (β3AR)는 주로 지방 조직 (특히 내장

백인에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고, 덴마크인 및 일본인

지방)에 분포하며 열 발생 (thermogenesis) 및 지방분

에서는 약하였으며 피마인디언에서는 연관성이 없었

29)

β

다. 이러한 인종간 차이가 나는 이유로는 각 인종별 유

3AR의 활성이 증가되면 항 당뇨 효과가 있는 것으로

전적 차이, 서로 다른 환경의 영향, 성별의 영향, 연구

해 (lipolys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30)

보고된 바 있다 .

방법론의 차이 등일 것으로 생각된다.

1995년 Walston 등은 미국 아리조나주에 거주하는

여러 연구에서 β3AR 유전자 변이와 비만 관련 표

피마 인디언을 대상으로 시행한 연구에서 β3AR을 코

현형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으나 그러한 연관성이

딩하는 유전자에 변이가 있는 것을 발견하였고, β3AR

없는 것으로 나타난 연구 결과들도 있으므로

유전자 변이가 동종형 (homozygous)으로 있는 경우

를 해석할 때 신중해야할 것으로 생각된다.

36~38)

결과

기초대사량이 낮고 체질량지수가 높으며 당뇨의 발병
31)
연령이 빨라지는 경향을 발견하였다 . 핀란드인을 대

4) Calpain 10 (CAPN 10 혹은 CANP라고도 불림)

상으로 한 연구에서는 동종형 뿐 아니라 이종형 (hete-

Calpain은 칼슘에 의해 활성화되는 (Calcium Activ-

rozygous) 변이에서도 복부 비만, 인슐린저항성과 연

ated) 중성 단백질 분해 효소 (Neutral Protease)로서

34)

프랑스인을 대상으로

cytosol내에서는 비활성형으로 존재하다가 세포내 칼

시행한 연구에서는 체질량지수가 40이상인 비만인과

슘의 농도가 높아지면 세포막으로 이동하여 활성화되

정상 체중인을 비교한 결과 β3AR 유전자에 변이가 있

며. 포유류뿐 아니라 무척추 동물, 진균류 등의 세포에

는 빈도는 두 군에서 별다른 차이가 없으나 이종형 변

39)
도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효소의 정확한 기

이가 있는 경우 체중이 증가하는 성향이 강하다고 하

능은 아직까지 분명하지는 않지만 실험적으로 근육 및

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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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비만 표현형과의 연관성이 추정되는 유전자 변이 후보
Gene

Phenotype

location

Agouti-related protein homolog

abdominal viseral fat

16q22

APM1

Adiponectin

WC

3q27

ADRB 2

beta-Adrenergic receptor 2

WC, WHR

5q31-q32

AGRP

Name

ADRB 3

beta-Adrenergic receptor 3

WC, WHR

8q12-p11.2

APOA 2

Apolipoprotein A-II

WC, WHR

1q21-q23

APOB

Apolipoprotein B

abdominal fat percentate

2p24-p23

APOE

Apolipoprotein E

WC

19q13.2

CBFA2T1

Core-binding factor, alpha subunit 2:
translocated to 1; cyclin D-related

WC

8q22

CYP19

Cytochrome P 450, subfamily XIX

WHR

15q21.1

ESR1

Estrogen receptor 1

WHR

6q25.1

FABP2

Fatty-acid binding protein 2

intra-abdominal fat

4q28-q31

GABRA6

GABA A receptor, subunit 6

WHR

5q34

GCGR

Glucagon receptor

WC, WHR

17q25

HSD11B1

11 β-Hydroxysteroid dehydrogenase

WHR

1q32-q41

HTR2A

5-Hydroxytryptamine receptor 2A

WHR

13q14-q21

INS

Insulin

WHR

11p15.5

LEPR

Leptin receptor

WC, total abdominal fat

1p31

LIPE

Hormone sensitive lipase

WHR

19q13.2

MC3R

Melanocortine3 receptor

WC, total abdominal fat

20q13.2-q13.3

NPY

Neuropeptide Y

WC, WHR

7p15.1

NR3C1

Nuclear receptro subfamily 3 group C

WHR, abdonimal viseral fat

5q31

PPAR G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gamma

WC

3p25

TNF

Tumor necrosis factor

WC, WHR

6p21.3

UCP 2

Uncoupling protein 2

WC

11q13

UCP 3

Uncoupling protein 3

WHR

11q13

* WC: Waist Circumference, WHR: Waist-Hip Ratio

췌장의 섬, 지방 조직 등을 calpain inhibitor에 노출시

원래 Calpain 10은 제2형 당뇨병을 일으키는 유전

켰을 경우 포도당에 대한 인슐린의 분비 반응이 증가

자를 찾는 과정에서 발견되었다. 텍사스 대학 Human

하고, 인슐린에 의해 매개되는 포도당 이동이 증가하

Genetic Center의 하니스 (Craig L. Hanis) 박사 등이

며, 포도당이 글리이코겐으로 전환되는 비율이 감소되

제2형 당뇨병에 이환된 330명의 멕시코계 미국인 표

는 현상 등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calpain이 인슐린 분

본을 대상으로 23개 염색체 전체에 대한 유전자 선별

비의 조절 및 포도당 대사 작용에 관여할 것으로 생각

검사를 시행하여 분석 한 결과 제2번 염색체에 당뇨

40)
된다 . 현재까지 14종류의 calpain isoenzyme 및 이

발생과 관련성이 높은 유전자 부위가 있음을 발견하여

41)

를 코딩하는 유전자가 밝혀졌으며

그 중 비만과 관

련하여 주목받는 것은 Calpain 10이다.

이 결과를 발표하였고 이 부위 (locus)를 NIDDM1이
42)
라고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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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발표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당뇨 발생과 calpain

environmental and genetic factors interact. In this

10 gene의 변이와의 관계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Lynn

review article, 4 obesity related genetic variations are

등은 당뇨에 이환되어 있지는 않으나 calpain 10 gene

reviewed. PPAR gamma is a nuclear receptor mainly

에 유전자 변이가 있을 경우 공복 시 혈당 및 식후 두

distributed in adipose tissue and thought to play

시간 혈당이 높고, 인슐린 분비 기능이 유의하게 낮음

some role in adipocyte differentiation and insulin

43)
을 발견하였고 , Cassell 등은 남부 인도인을 대상으

sensitivity. UCP is a ion transporter in the inner

로 시행한 연구에서 고위험 유전자 변이 조합이 있는

membrane of mitochondria and is thought to play

군과 그렇지 않은 군을 비교한 결과 당뇨 발생 관련

some role in fatty acid metabolism and insulin secr-

44)
위험도에 유의한 차이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

etion. beta 3 adrenergic receptor is also distributed

Calpain 10 유전자 변이와 제2형 당뇨와의 관계성은

mainly in adipose tissue and functions in thermoge-

유전자 변이가 homozygous지 혹은 heterozygous 에

nesis and lipolysis. Calpain 10 is a calcium-activated

따라 약간 다르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였다. 최초의 연

protease and is thought to play some role in insulin

구자였던 Hanis 등의 발표에서는 calpain 10 유전자에

secretion and glucose metabolism. The variations in

서 이종형 변이를 보이는 경우에만 당뇨 발생과 발생

these receptor or enzymes are related to the develo-

이 있고 동종형에서는 그러한 관계가 발견되지 않는다

pment of obesity and some of the basic research

고 하였으나 핀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Orho-Melander

results are summarized.

45)

등의 연구

및 폴란드인을 대상으로 한 Malecki 등의

46)

연구 에서는 동종형 변이를 보이는 군에서도 당뇨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Key Words: Obesity, Genetic variation, PPAR gam-

관련이 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하였다.

ma, UCP, Beta 3 adrenergic receptor,

그러나 이러한 결과들과는 달리 calpain 10 gene변

Calpain 10

이와 당뇨간에 서로 관련성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연구
결과들도47~50) 다수 있는 만큼 둘 사이의 관계에 대해
더 명확한 결론이 내려지기까지는 더 많은 연구가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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