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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배경: 백서에 에탄올 식이와 고지방 식이를 시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하고 이들에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 δ (PPAR-δ)를 투여하여 PPAR-δ 작용제가 백서의 지방간에서 병리학
적 소견과 혈액의 생화학적 소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대조군, 고지방 식이를 시킨 군, 고지방 식이를 하면서 PPAR-δ 작용제인 L-165041로 치료한 군, 에탄올
식이를 시킨 군, 에탄올 식이를 하면서 PPAR-δ 작용제인 L-165041로 치료한 군으로 하여 실험 백서 33마리를 총
5군으로 나누어 4주간 사육하였다. 실험이 끝난 후 백서를 희생시켜 생화학적 검사 및 병리학적 소견을 살펴보았다.
결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한 백서에서는 PPAR-δ 작용제를 치료하였을 때, 체중증가를 억제되고(P <
0.05), 간기능 개선의 효과가 있었고 (P < 0.05), HDL-콜레스테롤 농도의 상승을 보였고 (P < 0.05),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P < 0.05) 중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의 농도도 감소하였고 지방간이 개선되었다.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
도한 백서에서는 PPAR-δ 작용제를 치료하였을 때, 체중증가를 억제하였고(P < 0.05), 인슐린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P < 0.05) 지방간이 개선되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과 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모두에서 PPAR-δ 작용제로 치
료한 전과 후를 비교할 때 혈청 adiponectin과 TNF-α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결론: PPAR δ 활성화로 알코올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두 개선되었으며 특히, 체중증가를 둔화시키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나 혈청 adiponectin와 TNF-α의 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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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다. 현재 α, β (δ), γ 3개의 아과 (subfamily)가 알려져 있
1,2)

으며

지방, 근육과 간 조직에 분포하고 서로 연관되어 포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 (PPAR)는 여

도당과 지질의 항상성에 관여한다. 여러 연구에 의해

1)
러 세포의 핵에 존재하는 수용체 로 지방산과 지방산 유도

PPAR-α와 PPAR-γ가 당대사와 지방대사에 관여함이 밝혀

체 등에 의해 활성화되어 리간드 의존적인 전사 (ligand-

3)
3)
4)
져 각각 fibrirate 와 thiazolodine 과 같은 이들의 작용제

dependent transcription)를 통해 표적유전자의 발현을 조절

가 현재 고지혈증, 제2형 당뇨치료에 쓰이고 있으나 P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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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는 아직까지 이들에 비해 알려진 바가 적다.
5)

를 가지나 그 작용 기전에 있어서는 길항역할을 한다.

6)

PPAR-δ는 콜레스테롤의 유출 , 대장암 , 배아의 착상,
7)

8)

11)

Adiponectin은 간으로의 지방산 유입을 억제하고

간내 인

미성숙지방세포의 분화와 내피의 성숙 등에 관여하며 최

23)
슐린 작용을 강화하고 , 지방산의 산화를 증진시킨다 . 이

근 개발된 합성 PPAR-δ 작용제에 의해 지방산과 에너지 항

러한 작용을 통하여 hypoadiponectinemia에서는 간내 지방

9)

22)

상성을 유지하는 강력한 조절자임이 밝혀졌고 여러 연구

23)
의 유입이 증가되어 지방간을 잘 동반한다 . 최근 간에서

들에 의해 지방을 태우는 조절 인자의 가능성이 있다고 알

의 adiponectin receptor가 밝혀지면서

려지게 되었다. 이는 지방세포에 지방을 축적하는 PPAR-γ

간 발생에 있어 더욱 중요한 대사성 지표로 여겨지게 되었

과 반대 작용이나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켜 주는 점에서는

다. 재조합 adiponectin을 투여한 경우 동물모델에서 알코올

10)

23)

adiponectin은 지방

같은 효과를 보인다고 할 수 있다 . PPAR-δ의 체중 감량

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두의 진행을 예방하였다

작용의 기전은 열생성을 증가시켜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는

는 연구가 있어24) 미래에는 adiponectin이 지방간 질환의 치

것이라 여겨진다. 그러나 아직 PPAR-δ가 간에 직접적으로

료에 이용될 수도 있으리라 본다.

어떤 작용을 하는지, PPAR-δ의 활성화로 인한 인슐린저항

이와 같은 배경으로 하여 본 연구에서는 첫째, 고지방 섭

성의 개선이 어떤 기전을 통하여 이루어지는 것인지 등에

취와 에탄올 섭취를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

대하여서는 알려진 것이 없는 상태이다.

방간을 유도하였을 때 adiponectin과 TNF-α가 관여 하는지

최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 만성 간질환

를 알아보고 둘째, 고지방식이와 에탄올식이를 시킨 동물에

으로 그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고 있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PPAR-δ 작용제로 치료하였을 때 체중감량, 지질대사의 개

전세계적으로 수백만 명이 이환 되어 있는 흔한 질환으로

선과 인슐린저항성의 개선 등을 보이는 지와 PPAR-δ가 비

지방증, 염증, 괴사와 섬유화로 진행된다. 알코올이 간독성

알코올성 지방간과 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을 막아주는지

를 일으키는 기전은 알코올이 Kupffer 세포의 활성화를 유

를 알아보고자 하였고 셋째, PPAR-δ이 활성화되었을 때

발하고 이 활성화된 Kupffer세포가 염증을 유발하는 여러

adiponectin과 TNF-δ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주는지 알아

11)
cytokine, 특히 TNF-α의 생성을 증가시켜 나타난다 . 간에

보아 PPAR-δ가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는데 adiponectin이

만성적인 알코올을 폭로할 경우 이와 같이 염증을 유발하는

나 TNF-α와 연관되어 작용하는지에 대하여 살펴보고자 하

cytokine과 항염증작용을 가지는 IL-10이나 adiponectin과

였다.

같은 cytokine의 불균형이 발생하며 이로 인해 간이 손상하

대상 및 방법

는 것이라는 것이 현재까지 알려진 알코올성 지방간의 병인
론이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간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11)

질환일 뿐만 아니라

일부에 있어서는 간염, 간경변 등의

만성 간질환으로 진행함이12) 밝혀지면서 최근 많은 관심을

1. 실험 동물과 식이
실험동물은 생후6주 전후의 무게가 170~180 g 사이인

받게 되었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은 생활습관과 유전적인 요

Wistar계 백서 (SLC. Shizuoka, Japan) 수컷을 이용하였다.

소가 같이 작용하여 간에서 발생하는 일종의 대사성 질환이

4일간 실험실에 적응시킨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사육실 실

13)
다 .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20% 정도에서는 정상체중에서

내 온도 (25℃)와 습도 (60%)는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하루

14,15)

14~16)

으로

12시간 주기로 점등과 소등을 실시하였다. 실험 동물의 수

인한다. 이와 같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가장 기본이 되는

술 및 실험 방법은 실험동물 관리 지침서와 위원회의 허락

도 발생하나

대부분의 환자가 과체중이나 비만
13,17,18)

병인론은 인슐린저항성이다

. 그러므로 인슐린저항성

으로 생기는 고지혈증, 고혈압, 제2형 당뇨 등의 질환과 비
14,19)

을 받았다.
실험 동물은 대조군 (liquid control) (8마리), 고지방식이

.인

군 (liquid high fat) (7마리), 고지방식이와 약물투여군 (liq-

슐린저항성이 생기게 되면 지방조직에서 염증을 유발하는

uid high fat + L-165041) (6마리), 알코올 투여군 (liquid

TNF-α 등의 cytokine의 분비가 증가하게 되는데 이 cyt-

ethanol) (6마리), 알코올 투여와 약물투여군 (liquid ethanol

okine들은 지방이 축적된 간세포 손상을 주어 염증, 괴사 등

+ L-165041) (6마리)으로 총33마리로 하였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함께 동반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20,21)

을 유발하게 된다

.

식이는 Dyets사 (Bethlehem, PA USA)에서 제작 주문한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병인론은 서로

것으로 액상으로 되어 있으며 4주간 섭취하도록 하였다. 대

다르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지방증, 염증 등의 병리학적 소

조군의 식이 (LC diet; liquid control diet)는 총 에너지의

견은 거의 유사하다. 이러한 염증 소견은 여러 cytokine이

35%가 지방, 18%가 단백질, 47%가 탄수화물로 구성되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특히 adiponectin과 TNF-

있었다. 고지방식이군의 식이 (liquid high fat diet)는 총에

α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과정에서

너지의 45%가 지방, 20% 단백질, 그리고 35%는 탄수화물

21)

중요한 병인이 된다 . TNF-α는 adiponectin과 비슷한 구조

이었다. 에탄올 투여군 식이 (liquid ethanol diet)의 경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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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에는 에탄올이 10 g/kg/day가 되도록 투여하다가 점차 에

소법을 이용한 자동 분석기 (Bayer, USA)를 사용하였고

탄올의 양을 증량시켜 7일 후 에탄올이 12 g/kg/day으로 총

FFA는 ACS-ACOD 효소 방법 (NEFA ZYME-S. Hitachi,)

에너지의 36%가 되고, 35%가 지방, 18%가 단백질, 그리

을 이용하였다. 인슐린은 rat-specific Radioimmunoassay

고 11%가 탄수화물로 구성되었다.

(RIA) kits (Linc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10,25)

PPAR-δ 작용제 (L-165041)

는 Tocris 사 (USA)에서

혈청을 매뉴얼에 따라 100배 희석한 후 adiponectin (R

구입하였고 신선한 용매 0.5% carboxymethyl cellulose에

& D systems, Minneapolis, MN)과 TNF-α (Cytelisa, USA)

용해시킨 후 복강내 (IP; intraperitoneal) 하루 한번 10

는 rat-specific ELIZA kit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g/kg의 용량으로 투여하였다. 실험 시작 2주 후부터 2주

3. 조직학적 검사

간 약물 투여군에 매일 무게를 재어 PPAR-δ 작용작용제

실험동물들은 개복한 뒤 바로 간을 적출하였고 적출된 간

(L-165041)을 1일 1회씩 연속 주사하였다.
실험기간 중 사료 및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조직은 neutral buffered formalin (10%)에 24시간 동안 고

실험은 총 4주로 하였고 약물 PPAR-δ 작용작용제 (L-

정한 뒤 표준적인 조직학 검사법으로 파라핀으로 포매하고

165041) 투여는 마지막 2주간 하였다.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을 하였다. 간은 적출하
여 고정하기 전에 무게를 재었다.

백서는 실험실에 도착하여 적응기간을 거쳐 실험 식이를

지방증의 정도는 1인의 병리학자에 의해 4등급으로 평가

시작하기 직전과 희생되기 직전으로 몸무게를 재었고 그 차

하였다. 0등급은 지방 침윤이 없는 것으로 하고 1 등급은

이를 몸무게의 변화라 하였다.

33%까지, 2등급은 33~66%, 3 등급은 66% 이상 지방증이

2. 생화학적 분석

26)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 .

4주간의 사육이 끝난 후 금식시키지 않은 상태에서 백서

4. 통계 처리

를 ethyl ether로 가볍게 마취시켜 개복하였다. Portal vein
에서 채혈하고 간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간의 무게를 측정

데이터는 정규분포를 하는 경우에는 평균 ± 표준편차로

하고 formalin에 고정시켰다. 채취한 전혈은 원심분리기를

나타내었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는 경우에는 중앙값 (최소값

이용하여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얻었

- 최대값)으로 나타내었다. 식이 종류에 따른 변화는 정규분

다. 혈청을 분리한 후 포도당, AST (aspirate aminotrans-

포를 한 경우는 분산분석 (one-Way ANOVA)을 하였고 각

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총 콜레스테롤,

군간의 유의성 검증을 위해 다중비교 방법 중 Scheffe's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 콜레스테롤, 중성 지방,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였다. 정규분포를 하지 않은

LDL (low density lipoprotein) - 콜레스테롤, 인슐린, 유리지

군에서는 KruskalWallis test를 하였고 각 군간의 유의성

방산(FFA; free fatty acid), hs-CRP (high specific-C rea-

검증을 위해 다중비교 방법 중 Dunn's test를 시행하였다.

ctive protein), adiponectin과 TNF-α 농도를 측정하였다.

약물처리를 한 군과 하지 않은 군간의 비교는 정규분포를
한 경우는 Student t-test를 하였고 정규분포를 하지 않은 군

포도당의 농도는 포도당 분석기 (Bayer Corp., Elkhart,

간의 비교는 Wilcoxon two sample test를 시행하였다.

Indian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고, AST와 ALT는 표준

각 분석의 유의 수준은 P값이 0.05이하로 하였고 통계

효소 방법 (Bayer,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총 콜레스

처리는 SAS ver. 8.2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효

Table 1. Effects on Weight Change, Liver Weight, and Liver Weight/Body Weight Among Groups
Groups
liquid
liquid
liquid
liquid
liquid
*
†
‡
§
∥

control group
high fat diet group
high fat diet group + L165041
ethanol diet group
ethanol diet group + L165041

Weight change (g)†,

‡, §, ∥

60.4 ± 9.4
171.0 ± 8.2
117.0 ± 18.9
49.3 ± 3.9
36.5 ± 8.4

Liver weight (g)‡ Liver weight/ body weight‡
12
14
13
9
9

(10~13)
(10~14)
(10`14)
(8~10)
(9~10)

P < 0.05 liquid control group vs. liquid ethanol diet group
P < 0.05 liquid control group vs. liquid high fat diet group
P < 0.05 liquid high fat diet group vs. liquid ethanol diet group
P < 0.05 liquid high fat diet group vs. liquid high fat diet group + L165041
P < 0.05 liquid ethanol group vs. liquid ethanol diet group + L165041

0.045 ± 0.003
0.042 ± 0.002
0.042 ± 0.004
0.049 ± 0.006
0.054 ± 0.003

－ 대한비만학회지: 제 14 권 제 1 호 2005 －

Table 2. Basal Metabolic Parameter Among Groups (no Treatment of PPAR-δ Agonist Groups)
liquid control group
(n = 8)

Variables

60.4 ± 9.4

Weight change (g)†,‡
Glucose (mg/dL)
AST (IU/L)
ALT (IU/L)

liquid high fat diet group liquid ethanol diet group
(n = 7)
(n = 6)

*,†

*,‡
‡

171.3 ± 8.2

49.3 ± 3.9

171.0 ± 30.4

165.9 ± 19.2

177.7 ± 13.6

114.5 (86.0~127.0)

102.0 (98.0~150.0)

119 (95.0~147.0)

40.0 (38.0~56.0)

42.0 (41.0~51.0)

133.5 (97.0~176.0)

73.5 (59.0~80.0)

59.0 (54.0-60.0)

107.0 (96.0~115.0)

HDL-cholesterol (mg/dL)*,‡

30.1 ± 2.2„

23.1 ± 1.2

49.8 ± 3.9

Triglyceride (mg/dL)*,†

31.0 ± 5.0„

81.0 ± 32.7

98.5 ± 22.1

0.49 ± 0.36

0.49 ± 0.36

0.76 ± 0.56

35.7 ± 6.9

21.1 ± 3.8

28.3 ± 3.2

2.0 ± 0.0

9.5 ± 8.0

90.0 ± 80.0

Total cholesterol (mg/dL)

†,‡

Insulin (µIU/ml)

Adiponectin (µg/ml)
TNF-a (ng/ml)

*,†,‡

*,†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Gaussian variables and median and lower and higher for non-Gaussian
variables
*
†

P < 0.05 liquid control group vs. liquid ethanol diet
P < 0.05 liquid control group vs. liquid high fat diet group

‡

P < 0.05 liquid high fat diet group vs. liquid ethanol diet
AST, aspir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 specific-C reactive protein; FFA, free fatty acid;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Table 3. Effects of PPAR-δ Agonist Treatment Between Liquid High fat Diet Group and Liquid High
Fat Diet + L165041 Aroup
Variables
Weight change (g)
Glucose (mg/dL)
AST (IU/L)
ALT (IU/L)
Total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s-CRP
FFA
Insulin (μIU/mL)
Adiponectin (µg/mL)
TNF-α (ng/mL)

liquid high fat diet group

liquid high fat diet group + L165041

P value

172 (156~182)
165.9 ± 19.2
102.0 (98.0~150.0)
44.7 ± 3.9
59.0 (54.0~60.0)
23.1 ± 1.2
4.0 ± 0.8
81.0 ± 32.7
0.063 ± 0.022
801.7 ± 259.9
1.69 ± 0.16
20.0 (17.0~26.0)
7.4 (2.0~20)

160 (117~165)
190.0 ± 30.1
119.0 (103.0~184.0)
35.8 ± 6.8
51.0 (43.0~53.0)
28.0 ± 1.6
4.5 ± 1.2
58.0 ± 24.5
0.045 ± 0.014
603.2 ± 126.1
1.37 ± 1.05
13.5 (10.0~31.0)
7.7 (2.0~38.0)

0.01
0.10
0.09
0.01
< 0.01
< 0.01
0.40
0.19
0.12
0.11
0.04
0.07
0.50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Gaussian variables and median and lower and higher for non-Gaussian
variables
AST, aspir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 specific-C reactive protein; FFA, free fatty acid;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결

과

1. 몸무게 변화와 간의 무게 (Table 1)

식이군에 비해 무거웠으나 간의 무게/몸무게의 비는 에탄올
식이군에서 가장 높았고 고지방 식이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대조군, 고지방 식이군과 에탄올 식이군 세 군을 비교하

PPAR-δ 작용제를 투여한 군에서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

였을 때 유의하게 고지방 식이군에서 몸무게의 증가가 가장

해 고지방 식이군과 에탄올 식이군 모두에서 몸무게의 증가

많았다. 간의 무게는 고지방 식이군과 대조군에서 에탄올

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PPAR-δ 작용제의 투여는 간의 무

－ 백서에서 유도한 지방간에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δ의 치료 효과 －

Table 4. Effects of PPAR-δ Agonist Treatment Between Liquid Ethanol Diet Group and Liquid Ethanol
Diet + L165041 Group
Variables

liquid ethanol diet group

liquid ethanol diet group + L165041

P value

49.3 ± 19.0
178.7 ± 18.3
119.3 ± 20.7
132.3 ± 31.4
99.7 ± 9.8
47.5 (37~49)
16.5 (16~22)
135.5 ± 49.1
0.06 (0.02~0.11)
763.3 ± 168.7
0.76 ± 0.57
28 (25~32)
90.0 ± 80.0

36.5 ± 8.4
177.8 ± 13.7
106.5 ± 6.2
111.5 ± 15.0
99.8 ± 16.3
50.0 (43~54)
15.5 (14~21)
98.5 ± 22.1
0.045 (0.03~0.05)
700.8 ± 90.1
0.45 ± 0.26
32 (25~34)
50.2 ± 40.0

0.03
0.93
0.47
0.48
0.18
0.06
0.16
0.12
0.08
0.44
0.06
0.11
0.30

Weight change (g)
Glucose (mg/dL)
AST (IU/L)
ALT (IU/L)
Total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L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s-CRP
FFA
Insulin (µIU/ml)
Adiponectin (µg/ml)
TNF-a (ng/ml)

Data are expressed as mean ± SD for Gaussian variables and median and lower and higher for non-Gaussian
variables
AST, aspir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hs-CRP, high specific-C reactive protein; FFA, free fatty acid; TNF-α,
tumor necrosis factor-α.

게, 간/몸무게 비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2. 대조군, 고지방 식이군과 에탄올 식이군간의 비
교 (Table 2)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 고지방 식이군과 에탄올
식이군간을 비교하였다.
ALT,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과 TNF-α의 농도는 에
탄올 식이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에탄올
식이군에서 AST, ALT, HDL - 콜레스테롤과 TNF-α 농도
가 고지방 식이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고지방 식이군
에서 총 콜레스테롤, HDL - 콜레스테롤, 에탄올 식이군에서
는 중성지방이 다른 두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Adiponectin의 농도는 세 군에서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
는데 대조군에서 가장 높고 고지방 식이군에서 가장 낮았다.
TNF-α의 농도는 에탄올 식이군에서 다른 두 군에 비해 유
의하게 높았다.

3. 고지방 식이군과 고지방 식이하면서
L165041를 투여한 군간의 비교 (Table 3)
PPAR-δ 작용제를 투여한 군에서 의미 있게 몸무게의 증
가가 적었고 ALT수치가 낮았고, 총 콜레스테롤 농도가 낮
았고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았으며 insulin의 농도가
낮았다. Adiponectin과 TNF-α의 수치는 두 군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4. 에탄올 식이군과 에탄올을 식이하면서
L165041를 투여한 군간의 비교 (Table 4)
PPAR-δ 작용제를 투여한 군에서 의미 있게 무게의 증가
가 적었다. 반면 PPAR-δ 작용제를 투여한 군에서 AST,
ALT, 중성지방과 hs-CRP의 수치가 낮았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Adiponectin과 TNF-α의 수치는 두 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5. 병리학적 소견 (Fig. 1)
5군 모두에서 염증이나 괴사의 소견은 보이지 않았고 지
방증만이 관찰되었다. 대조군의 경우 8마리 모두 grade 0이
었다. 고지방 식이군에서는 grade 2가 5마리 grade 1이 2마
리이고 고지방을 섭취하면서 L-165041를 투여한 군에서는
grade 2가 2마리, grade 1이 4마리로 L-165041 치료로 간
의 지방증을 개선하였다. 에탄올 식이군에서는 6마리 모두
grade 1을 보였고, 에탄올 식이하면서 L-165041를 투여한
군에서는 2마리에서 grade 0를 보이고 4마리에서 grade 1의
소견을 보여 마찬가지로 L-165041 치료로 간의 지방증이
개선되었다. L-165041 치료는 특히 고지방 식이군에서 에
탄올 식이군에 비해 지방증 개선 효과가 좋았다.
PPAR-δ 작용제의 치료는 그 원인이 알코올로 인한 것이
든, 고지방식으로 인한 인슐린저항성의 유발로 인한 것이든
관계없이 간손상을 줄여주었으나 그 정도는 인슐린저항성
이 병인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에서 더 효과적이었다.

고

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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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

(B)

(D)

(E)
Fig. 1. Liver specimens were taken from rat livers after 4 weeks of control diet (a) liquid high fat diet +
L165041, (b) liquid high fat diet, (c) liquid ethanol diet + L165041, (d) liquid ethanol diet, and (e)
liquid control diet (× 200).

1.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혈청
adiponectin 농도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이를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한 백서에서 대조군이나 에탄올을 섭취하여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한 백서에 비해 유의하게 체중증가가 많았고
혈청 adiponectin의 농도도 유의하게 낮았다. 이는 고지방식
으로 인한 체중증가와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은 인슐린
17,27)

저항성과 연관되었으며

인슐린저항성이 있는 경우 혈청

adiponectin의 농도가 낮아진다는28) 여러 연구 결과와 일치
하는 결과이다.
또한 에탄올 섭취를 한 백서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혈청
adiponectin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다. 알코올과 adiponectin
과의 관계는 아직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다. 중등도의 음주
력을 가진 중년 남자에서 조사한 것에 의하면 이들의 TNFα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을 정도의 음주에서는 혈청 adi29)
ponectin의 농도는 오히려 증가하였다 . 적절한 알코올 섭

취는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을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다. 인슐린 민감성은 adiponectin과 밀접한
관계가 있을 뿐만 아니라 HDL-콜레스테롤 또한 여러 연구
30,31)

에서 adiponectin과 강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그

러므로, 음주를 하여 TNF-α의 혈중 농도에 영향을 주지 않
을 정도에서는 인슐린저항성이 개선되고 HDL-콜레스테롤
이 높아져 혈청 adiponectin의 농도는 상승하는 것이 가능
하다. 그러나, 과량의 음주로 인해 간에 알코올성 지방간이
발생하는 정도라면 간에서 TNF-α의 생성이 증가한다.
TNF-α는 adiponectin과는 서로 길항적인 작용을 하고 지방
세포에서 서로의 발현을 억제하는 기능을 가진다. 따라서
TNF-α의 발현과 혈중 농도의 증가는 혈청 adiponectin의 농
도를 낮춘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알코올이 직접 지방세포
의 adiponectin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다. Adiponectin의
발현을 강력하게 억제한다고 알려진 protein kinase A
32)
(PKA) pathway는 알코올로 인해 활성화 된다 . 이 PKA

pathway에 의해서도 adiponectin의 발현이 감소된다. 최근

－ 백서에서 유도한 지방간에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δ의 치료 효과 －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발한 동물에서 혈중 adiponectin 농도

그러나 에탄올 식이군에서는 PPAR-δ 작용제로 치료하였

가 30~40% 감소하였으며 재조합 adiponectin을 알코올성

을 때 혈중 중성지방과 유리지방산 농도에 차이가 크지 않

지방간을 유발한 동물에 투여하였을 간비대, 지방간, 간의

았으며 지방간의 개선은 관찰되었으나 그 정도는 고지방 식

24)
염증 등이 현저하게 좋아졌다는 연구가 있다 . 본 연구에

이군에 비해 크지 않았다. 이것은 알코올성 지방간의 병인

서는 에탄올 섭취군에서 고지방 섭취군보다는 그 정도가 작

이 인슐린저항성의 증가보다는 염증을 유발하는 cytokine들

으나 혈청 adiponectin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의 증가에 있는데 PPAR-δ 활성이 cytokine의 농도에는 별

2. PPAR-δ의 활성과 당대사 및 지질대사의 관계
PPAR1)는 포도당 대사와 지질대사에 작용하는 핵에 있는

반 영향을 주지 못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여겨진다.

3. PPAR-δ의 활성과 백서 체중증가 관계

수용체이다. PPAR-α33)와 PPAR-γ는 서로 그 기전은 다르나

본 연구에서는 PPAR-δ 작용제를 치료한 백서에서 고지

혈중 중성지방을 낮추어 준다. PPAR-δ 또한 지방 대사에

방 식이군과 에탄올 식이군 모두에서 식이량이나 운동에 차

관여하는데 근육과 지방조직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

이를 두지 않았는데도 유의하게 백서의 몸무게 증가가 둔화

9)

여 에너지 발산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

되었다. 지방세포에 지방을 축적하여 작용을 나타내는, 그래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이군과 에탄올 식이군 모두에서

서 체중 증가가 일어나는 PPAR-γ와는 달리 PPAR-δ가 활

PPAR-δ 작용제로 치료한 군과 치료하지 않은 군 사이에서

성화되면 지방과 근육에서 지방산이 산화하여 열생성이 증

혈중 포도당 농도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PPAR-δ 작용제

가하는 등의 에너지 소모를 일으켜 체중의 감량을 보인다고

를 투여하여 PPAR-δ를 활성화시킨 군에서는 유의하게 (고

한다. 최근에 PPAR-δ 작용제로 치료한 동물 실험 연구에서

지방 식이군에서만) 혈중 인슐린의 농도가 낮아졌다. 지방

도 식이량을 줄이지 않고 몸무게증가를 감소시켰다는 결과

대사와 당대사는 그 과정 중 여러 수준에서 서로 영향을 준

를 보여 주고 있다9,36). 본 연구를 포함한 이와 같은 연구결

34)

다 . 뿐만 아니라 혈중 유리지방산과 지방조직이 아닌 조직

과들은 PPAR-δ 작용제가 향후 비만치료에 사용되리라 기

에 가서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것 등은 인슐린저항성을 유발

대된다.

35)

할 수 있다 . 따라서 PPAR-δ 활성화는 지방산의 산화를 증
가시켜 혈중 유리지방산의 농도를 낮추고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어 인슐린저항성을 개선시켰다고 볼 수 있다. 혈중 중성
지방과 유리지방산 농도의 감소와 혈중 인슐린 농도의 감소
가 인슐린저항성 개선의 지표가 될 수 있다.

4. PPAR-δ의 활성과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코
올성 지방간의 진행 및 간기능 개선과의 관계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성 지방간이나 비알코올성 지방간
모두에서 PPAR-δ 활성화에 의해 지방증이 개선되었다. 고

본 연구 결과에서 혈중 지질 농도에 대하여 살펴보면 고

지방 식이를 하면서 약물치료를 한군에서는 더불어 ALT의

지방 섭취군에서 중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이 PPAR-δ 작용제

농도가 낮아졌다. 알코올로 인하던, 인슐린저항성으로 인하

를 치료한 군에서보다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낮

던 간에 지방증이 생기는 것은 지방산과 중성지방이 간에

은 농도를 보였다. 또한 PPAR-δ 활성에 의해 유의하게 총

축적되어 저장되는 것이다. PPAR-δ의 활성화로 인해 근육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상

에서 지방산의 산화가 증가되면 체중감량뿐만 아니라 근육

승하였다. PPAR-δ의 활성화는 지방과 근육에서 지방산의

과 간에 지방산과 중성지방의 축적이 줄어들 것이다. 그리

산화를 증가시켜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떨어뜨린다고 여

고 간의 지방축적의 감소로 인해 지방독성 (lipotoxicity)개

겨지며 본 연구의 결과는 PPAR-δ 작용제의 치료가 혈중중

선으로 간기능의 개선이 보일 것으로 생각되며 실제로 본

성지방을 떨어뜨리고 HDL-콜레스테롤을 높였다는 Oliver

연구에서는 PPAR-δ 작용제를 투여한 군에서 특히, 고지방

5)

등의 연구 결과와 같다 .
지방과 근육은 우리 몸에서 인슐린에 반응하는 가장 중요
한 기관으로 일반적으로 이 조직에 지방이 축적되면 인슐린
35)

식이를 하면서 투여한 군에서 지방간의 개선만이 아니라 간
기능의 호전도 관찰되었다.
지방간의 개선에 대한 효과는 알코올성 지방간과 비알

저항성이 야기된다 .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지방 식이군

코올성 지방간에서 차이가 있으며 그 병인이 인슐린저항

에서 PPAR-δ의 활성은 혈중 포도당 농도에 영향을 주지는

성에 있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 더 잘 나타났다.

못하지만 근육에서의 지방산 산화를 증가시켜 혈중 지방산
과 중성지방을 떨어뜨리고 간이나 근육에서의 지방 축적을
억제한다고 여겨진다. 본 연구의 결과는 PPAR-δ의 활성은

5. PPAR-δ의 활성과 혈청 adiponectin과
TNF-α의와의 관계

인슐린의 혈중 농도를 낮추고 혈중 중성지방과 지방산의 농

PPAR-δ 작용제를 치료한 군과 투여하지 않은 군에서

도를 낮추며 간의 지방축적을 감소시켜 (지방간이 개선됨)

adopocytokine인 adiponectin과 TNF-α의 혈청 농도에는 유

결론적으로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의한 차이가 없었다. PPAR-γ 작용제는 인슐린 민감성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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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시키는 adiponectin의 발현을 증가하고 인슐린저항성을

group; and liquid ethanol diet with PPAR-δ agonist

유발하는 TNF-α나 resistin의 발현을 억제하여 인슐린저항

L-165041 treatment group. Here we investigated the role

37)

성을 개선시키는 작용을 수행한다 . PPAR-δ가 활성화되어

of PPAR-δ agonist in alcoholic and nonalcoholic liver

도 혈중 중성지방과 지방산이 감소하고 HDL-콜레스테롤은

injury, and showed the biochemistry measurements and

증가하며 체중이 감량되는 등의 인슐린저항성을 개선하는

pathologic finding of treatment of alcoholic fatty liver

방향으로 진행한다. 실제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PPAR-δ

disease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with PPAR-δ

작용제를 투여하였을 때 고지방 섭취군에서는 혈중 인슐린

agonist L165041.

농도가 감소하고 혈중 중성지방과 지방산의 농도가 감소하

Results:

PPAR-δ agonist

eliminated

high-fat and

는 등의 인슐린저항성의 개선을 보였다. 그러나 PPAR-δ 작

ethanol feeding-induced liver steatosis and reduced weight

용제의 투여와 인슐린저항성의 개선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

gain (P < 0.05). PPAR-δ agonist treatment induced signif-

에서는 혈청 adiponectin과 TNF-α의 변화를 보이지는 못했

icantly decreases in alanine aminotransferase (P < 0.05),

다. 따라서 PPAR-δ 활성화의 인슐린저항성 개선 효과는

total cholesterol (P < 0.05), and insulin (P < 0.05) and inc-

PPAR-γ과는 달리 adiponectin 등의 cytokine에는 영향을

reases in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P < 0.05) in

주지 않는 것이라고 판단된다.

plasma, i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Rats with
alcoholic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challenged

결

론

with PPAR-δ agonist treatment had no obvious effects on
the levels of plasma adiponectin and TNF-α.

인슐린저항성이 주병인인 비알코올성 지방간에서는

Conclusion: This study suggests a protective role for

PPAR-δ 작용제의 투여로 무게 증가가 억제되었고, 간기능

PPAR-δ in alcoholic an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이 개선되었고, HDL-콜레스테롤의 농도가 상승하였고, 중

with possible no involvement of adiponectin.

성지방과 유리지방산의 농도가 감소하였으며 인슐린 농도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가 감소하였다. 그러나 adiponectin과 TNF-α 농도에는 영향

Key Words: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

이 없었다. TNF-α의 발현증가가 주병인인 알코올성 지방간

δ, Adiponecti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

에서는 PPAR-δ 작용제의 치료로 무게 증가가 억제되고 지

ease, 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TNF-α

방간이 개선되었으나 그 정도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에 비해
크지 않았다. 여기서도 adiponectin과 TNF-α 농도에는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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