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orean J Obes Vol.23 No.1 : 6-15. March 2014
http://dx.doi.org/10.7570/kjo.2014.23.1.6
pISSN 1226-4407, eISSN 2234-7631

□종

설 □

음식에 대한 장호르몬의 변화
Gut Hormone Response to Diet
고

관

*

표

제주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내과학교실

Gwanpyo Koh*
Department of Internal Medicine, Jeju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요

약

ABSTRACT

장호르몬(gut hormone)들은 음식섭취 후 나타나는 식욕, 열

Gut hormones are important in modulating appetite,

량소모, 포도당항상성, 지질대사, 그리고 광범위한 대사기능에

energy expenditure, glucose and lipid homeostasis, and
various metabolic functions in response to food ingestion.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호르몬들은 비만과 제2형 당뇨

Metabolic diseases, such as type 2 diabetes and obesity, lead

병 같은 대사질환에서 이상을 보이며 향후 이 질환들의 예방

to abnormal responses of gut hormones in enteroendocrine

또는 관리를 위한 새로운 치료목표로 제시되고 있다. 음식조

cells. Therefore, gut hormones are proposed as new

성, 다량영양소, 비영양성분, 그리고 음식의 물리적 특징들은

therapeutic targets for prevention and management of

장호르몬 분비를 조절할 뿐만 아니라 유전자 전사와 장내분비

metabolic

disorders.

Diet

composition,

nutrients,

non-nutritional components, and physical properties of food

(enteroendocrine)세포의 분화를 조절하여 장호르몬 반응을 결

determine

정한다. 오래 전부터 개별 음식성분에 반응하는 특이적 기전

the

responses

of

gut

hormones

through

modulating its secretion and transcription and differentiation

및 감지체계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적으로 수행돼 왔지만 밝혀

of enteroendocrine cells. In the last few years, the

진 내용은 많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 수년간 새로운 실험기법

introduction of new experimental techniques and increasing

의 도입과 임상시험의 활성화로 이 분야의 많은 이해와 진전

trend of clinical trial enable us to understand the specific
mechanisms or sensing machinery that respond to the diet.

이 있었다. 따라서 저자는 이 종설에서 섭취한 음식과 장내분

The

비세포의 상호작용 및 장호르몬 분비기전에 대한 최신 견해를

present

article

reviews

the

current

knowledge

concerning dietary effects on the secretion of gut hormones

기술하고자 한다.

and interactions with enteroendocrine cells.

중심단어: 장호르몬, 장내분비세포, 식사, 비만, 제2형 당뇨병

Key words: Gut hormone, Enteroendocrine cell, Diet,
Obesity, Type 2 diabetes

서

르몬들은 음식섭취 조절뿐만 아니라 에너지소모, 혈당항상

론

성 그리고 음식섭취에 대한 다양한 대사반응에 관여하는 것
최근 체내 대사에서 위장관(gut)의 역할이 조명을 받고 있

1)
으로 알려지면서 최근 몇 년간 이 세포들의 중요성이 부각

다. 위장관 세포는 경구 섭취한 식품과 처음 접촉하는 부위이

되고 있다. 예를 들어 glucagon-like peptide-1 (GLP-1),

며, 영양분의 체내흡수를 위한 유기적 단위를 구성하게 된다.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eptide (GIP) 또는 peptide

장관을 구성하는 세포 중 하나인 장내분비(enteroendocrine)

tyrosine tyrosine (PYY) 등의 호르몬 수치들은 비만과 제2

세포에는 여러 가지 아형이 존재한다. 여기서 분비되는 호

형 당뇨병 등 대사질환에서 변화를 보인다.2) 그리고 식이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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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는 이 호르몬들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과들은 GIP가 대사절약유전자(a metabolically thrifty gene)

올리고과당(oligofructosaccharides)은 쥐에서 glucagon-like

이며 영양과다섭취와 비만과의 연계성을 시사한다.

peptide-2 (GLP-2) 등의 장관호르몬을 조절하여 비만관련
염증을 매개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3) 최근 비만과 영양관련

3) 음식에 의한 영향

질환이 폭발적으로 증가되는 점을 고려할 때 다양한 장호르

GIP의 공복혈장농도는 비교적 낮아 10 pmol/L 전후에

몬들(gut hormones)의 특징과 식이가 어떻게 이들에 작용하

불과하지만 음식섭취 시 10~20분 내 수 배로 증가한다. 특

고 분비를 조절하는지 이해하는 것은 중요하다.

정 영양성분이 GIP분비와 관련되며, 예를 들어 지방과 탄수

본 종설의 목적은 장내분비세포가 음식과 어떻게 작용하

화물은 GIP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지만 단백질은 자극이 약
10)

여 장호르몬 분비를 자극하고 조절하는지에 대한 최근 견해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를 알아보는 것이다.
•식이지방

본

식이지방은 가장 강력한 GIP 자극원이다. 사람에서 혼합

론

식 섭취 시 지단백리파제 억제제인 orlistat를 같이 복용하면

1. K 세포와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eptide (GIP)

11)

GIP 분비가 약화되므로

중성지방의 가수분해가 GIP 분비

에 필요하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건강한 성인에서 올리

1) K 세포

브유는 버터보다 GIP 분비를 강하게 자극하므로 지방산의

1971년 Brown 등4)은 위배출을 억제하는 장관펩티드(gut

종류도 GIP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인다.

12)

리놀레산

peptide)를 분리하고 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라 명하

(linoleic acid)은 일차배양한 K 세포에서 GIP 분비를 의미

5)
였다. 이 후 1973년 Dupre 등 이 이 펩티드가 포도당의존

있게 증가시킨다. 이 세포에는 지방산을 감지하는 것으로

성 인슐린분비를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혀내고 그 효과를

알려진 GPR40, -120, 그리고 -119가 발현되기 때문에 GIP

“incretin effect”라고 하였다. GIP 분비는 포도당과 지방섭

수용체가 세포 내 지방산 감지기전(fatty acid-sensing

취에 의해 자극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echanism)을 매개할 가능성이 있다.

13)

이를 뒷받침하는

14)

K 세포는 소장에 존재하며 미세구조의 차이로 다른 세포

결과로 Edfalk 등 이 GPR40 돌연변이 생쥐에서 지방에

와 구분되며, 1975년이 되어서야 K 세포가 GIP 항혈청과

의한 GIP자극이 감소한다고 나타났다.

반응한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다른 장내분비세포와 마찬가
지로 K 세포는 전 장관에 분포하지만, 십이지장점막에 가장

•탄수화물

많이 존재하여 외피세포 1,000개 당 13개의 K 세포가 존재

Sodium/glucose cotransporter 1 (SGLT1) 억제제인 phlorizin

한다. 최근 GIP와 glucagon-like peptide 1 (GLP-1)을 동시

이 포도당자극에 의한 GIP 분비를 저해하는 것으로 보아 탄

에 발현하는 세포가 소장의 중간부위에서 발견되었으며

수화물에 의한 GIP 분비자극은 장 SGLT1과 관련되는 것으

6)
K/L 또는 L/K 세포로 불린다. K 세포는 장관 내강과 연결

로 보인다. 그러나 SGLT1의 비대사기질(nonmetabolizable

돼있는 개방형 장관내분비세포로 GIP가 저장된 세포 내 분

substrate)인 α-methylglucopyranoside가 포도당보다 약하게

비과립을 가지고 있으며 전기생리자극 시 분비과립이 기저

GIP 분비를 자극하므로, 충분한 GIP분비를 위해서는 당대

외측세포막(basolateral membrane)과 결합하여 GIP를 분비

사기전이 추가적으로 관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15)

16)

한다.

Jang 등 은 단맛수용체 세포 내 신호체계의 한 성분인 α
-gustducin이 형질제거(knock-out)된 생쥐에게 GIP 분비결

2) GIP의 생리적 작용

함, 인슐린분비저하 그리고 당내인성장애가 발생한다는 사

GIP의 일차적 생리역할은 장관으로 흡수된 영양분에 의

실을 밝혀냈다. 따라서 장관 내 단맛수용체 존재와 관련된

한 인슐린분비자극이지만 GIP 수용체는 여러 조직에 분포

기전이 탄수화물유발 GIP 분비에 관여한다고 여겨진다. 동

돼 있다. 즉 GIP의 다양한 췌장 외 기능이 존재함을 시사하

일한 연구팀은 인공감미료인 sucralose가 쥐 세포주에서

7)
며 뼈와 골수의 칼슘침착을 조절하고 지질대사에도 중요

GIP 분비를 유발한다고 보고하였으나 다른 연구팀은 실험

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게다가 GIP 수용체 형질제

실 또는 생체에서 acesulfame K, saccharin, 또는 sucralose

거(knock out) ob/ob 생쥐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해도 비만이

등의 인공감미료에 의한 GIP 분비를 증명하지 못했다.

17)

8)

탄

발생하지 않으며 , 고지방식이섭취 쥐에게 GIP 수용체 길

수화물유발 GIP 분비에 있어서 단맛수용체의 역할은 확실

항제를 투여하면 비만과 대사이상이 호전된다.9) 이러한 결

치 않으며 정확히 알기 위해서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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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백질

정보를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다른 장내분비세포와 유사하

GIP 분비에 대한 단백질의 효과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게 I 세포의 회전시간(turnover time)은 수일에 불과하며, S

어떤 연구는 온전한 단백질(whole protein)은 GIP 분비에

세포가 포함된 장내분비계통(enteroendocrine lineage)에서

영향이 없다고 보고한 반면 최근에 쥐에게 단백질 가수분해

분화된다.

24)

생성물을 투여했을 때 GIP 분비가 의미 있게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었다. 여기서 위산분비 억제제인 omeprazole을 투

3) CCK의 생리적 작용

여했을 때 GIP 반응이 심하게 억제되므로 단백질의 위산자

115개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진 전구체인 proCCK의 선택

18)

극에 의해 GIP 분비가 유발된다고 설명하는 경우도 있다.

적 처리(processing)는 다양한 길이의 여러 개 CCK 생활성

건강한 성인에게 단백질 단독음료 또는 단백질-포도당 혼합

형들을 형성하게 한다. 인간에서 주된 혈중 순환물질은

음료를 마시게 하면 GIP 분비가 중등도로 증가한다는 연구

CCK-58, -33, -22와 -8로서 모두 CCK1R의 리간드이다.25)

19)
20)
가 있었고 , 이 후 Carr 등 은 단백질이 풍부한 식이를 섭

이미 언급한대로 CCK의 주 작용은 담낭평활근 표면의

취했을 때 GIP가 강하게 분비된다고 보고하였다. 또 다른

CCK-A 수용체를 통해 매개되는 담낭수축이다. CCK의 또

연구자들은 유장(whey)이 가장 강력한 GIP 자극원이며 단

다른 작용은 췌장소화효소 분비다. CCK의 지속자극은 췌장

21)

비슷한

효소와 세포증식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CK는

현상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관찰되었으며 조식과 중식

또한 위배출 억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 CCK-A 수용체

에 유장을 추가했을 때 다른 단백질보다 훨씬 강력하게 GIP

차단은 지방과 단백질에 의한 위배출 억제를 저해하므로 지

백질의 종류에 따라 GIP 분비가 다르다고 하였다.

분비가 증가되었다.

22)

이 결과는 아미노산구조에 따라 식후

방과 단백질에 의한 위배출 억제가 CCK에 의존함을 나타
25)

CCK는 인간을 포함한 다양한 종의 여러 연구들에

GIP 분비가 결정될 수 있다는 사실을 시사한다. 예를 들어

낸다.

이전 연구들에서 특정 아미노산이 GIP 분비를 유발했으며,

서 음식섭취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음식섭취 억

15)

Parker 등 의 연구에서는 일차배양한 K 세포에서 glutamine

제는 위와 십이지장의 구심성(afferent) 미주신경의 기계감

이 GIP 분비를 강하게 자극했다.

수성(mechanosensitive)과 화학감수성(chemosensitive) 섬유
의 활성화를 통해 매개된다. 가장 최근 설치류에서 CCK의

2. I 세포와 cholecystokinin (CCK)

26)
새로운 역할이 발견됐다. Cheung 등 은 CCK-8이 장-대뇌-

1) 개요

간 신경축을 통해 포도당생산을 억제한다는 사실을 밝혀냈
23)

Liddle 등 에 따르면 CCK는 1928년 Ivy와 Oldberg에

다. 이 혈당강하 효과는 CCK 수용체결핍 쥐(OLETF rats)

의해 담낭수축 자극인자로 처음 기술되었다고 한다. 그러나

그리고 고지방섭취 쥐에서는 나타나지 않으므로 장의 CCK

최근 CCK는 췌장소화효소 분비를 자극하고 위배출과 식욕

저항성은 식이유발 비만에 있어서 포도당 대사와 항상성의

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총괄하여 이 작용들은 상부

장애를 초래한다.

소장에서 단백질과 지방소화를 조절하게 되며 이는 CCK의
일차적 역할이다.

4) 음식에 의한 영향
공복 혈장 CCK 농도는 약 1 pmol/L이며 식후 5~10

2) 위치(Localization)

pmol/L로 상승한다. 식이지방과 단백질은 CCK 분비의 가

I 세포는 대장벽의 장관신경은 물론 상부와 중간 위장관

장 강력한 자극원이며, 탄수화물에 의한 분비자극은 이보다

(십이지장과 공장)에 일차적으로 분포하며 CCK 생산과 분

약하다고 알려져 있다.

비를 담당한다. CCK는 또한 중추신경계에도 존재하지만 본
종설에서는 장관의 I 세포에서 분비되는 CCK만 다루도록

•식이 지방

하겠다. I 세포는 장관내강(intestinal lumen)을 향하여 열린

중성지방은 지방산으로 가수분해돼야 CCK 분비를 자극

모양을 하고 있으며, 내강(lumen)을 꼭지점으로 하는 삼각

하게 된다. 예를 들어 췌장 리파제결핍 시 중성지방에 대한

형 또는 플라스크형 모양이다. CCK가 함유된 막부착

CCK 반응이 감소되지만 올레산(oleic acid)에 대한 반응은

(membrane-bound) 세포질과립은 기저면(basal surface)에

정상이다.27) 또한 리파제 억제제인 orlistat를 장관에 주입하

인접해 있어 장관내강의 영양분에 의해 자극 받으면 혈중

면 CCK의 식후분비가 감소된다.

또는 인접세포에 CCK를 분비하게 된다. I 세포는 융모

는 CCK 분비를 결정한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탄소원자 10

(villi)보다는 장와(intestinal crypt)에 풍부히 존재하고 전체

개 미만의 아실(acyl)기를 함유한 지방산은 CCK 분비를 자

I 세포의 약 50~65%는 위족양 기저돌기(pseudopod-like

극하지 않지만 탄소 12개 이상의 긴사슬(long-chain) 지방

basal process)들을 가지고 있다. 아직 이들의 기능은 모르

산은 CCK 분비의 가장 강력한 자극원이다.

지만 소장상피세포(enterocyte) 등의 인접세포로부터 어떤

방산을 감지하고 CCK 분비를 유도하는 기전은 G protein-

28)

지방산 탄소사슬의 길이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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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세포가 지

－ 음식에 대한 장호르몬의 변화 －

coupled receptor (GPR)와 연관된다. Tanaka 등29)은 장세포

3. L 세포: GLP-1, PYY 그리고 GLP-2

주인 STC-1에서 긴 사슬지방산에 의한 CCK 분비는 GPR120

1) 개요

30)
을 매개한다고 발표하였다. 그러나 Liou 등 은 CCK를 발

34)
GLP-1은 처음에 Bell 등 에 의해 proglucagon 분자의

현하는 세포에서 그렇지 않은 세포들보다 GPR40 발현이
100배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그들은 GPR40

-/-

35)
절편으로 기술되었다. 이후 1985년에 Schmidt 등 이

세포

GLP-1의 강력한 인슐린분비작용을 보고하여 두 번째 인크

에서 리놀렌산(linolenic acid)에 대한 CCK 분비반응이 없

레틴으로 인정받기에 이른다. GLP-1을 분비하므로 초기에

으며 GPR40 비존재 생쥐(null mice)에서는 긴사슬지방산에

L 세포로 명명되었으나 이 세포들은 GLP-2, PYY, 그리고

대한 CCK 반응이 심하게 저하돼 있다고 보고하였다. 비존

oxyntomodulin도 분비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PYY는 L 세포

재 생쥐에서 반응이 완전히 억제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킬

로부터 36개의 아미노산 형태로 분비된 후 dipeptidylpeptidase

로미크론 구성체인 ApoA-IV가 지방산 감지기전과 간접적
30)

인 관련이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IV에 의해 PYY1-36과 PYY3-36 두 순환형으로 분리된다.

긴사슬지방산 섭취

시 장세포(enterocyte)에서 분비된 ApoA-IV는 포만인자 그

2) 위치

리고 CCK-반응 구심성 미주신경과 관련될 것으로 여겨져

L 세포는 장관 내강과 연결돼 있고 섭취한 음식물과 직

왔으나 정확한 역할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접 접촉할 수 있는 개방 형태이다. K 세포와 마찬가지로 L
세포도 위장관에 산재해 있으나 말단 회장(distal ileum)과

•탄수화물

대장에 가장 많이 존재한다. 그리고 다른 장내분비세포처럼

탄수화물은 CCK 분비를 약간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분비과립이 세포 기저부에 위치한다. 최근 L 세포의 형태는

있으나 그 감지기전은 아직 모르고 있다. 미각수용체가 장

36)
Bohórquez 등 에 의해 집중적으로 연구되었다. 그들은 회

내분비세포의 장호르몬 분비기전에 관여하지만 건강한 성
인에서

포도당부하로

lactisole에

의해

장에 존재하는 L 세포는 길게 연장된 기저돌기를 가지는 전

단맛수용체인

형적인 L 형 모양이지만 대장의 L 세포는 방추형 또는 S

T1R2/T1R3을 억제했을 때 CCK 반응의 변화는 관찰되지
31)

않았다.

자 모양을 취하며 상피세포들 사이에 위치하고 내강과 고유

이는 포도당유발 CCK 분비가 단맛수용체와 포도

판(lamina propria)과 접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당감지수용체로 매개되지 않음을 의미한다.

이런 특징적 모양이 영양소 흡수를 용이하게 하고 장호르몬
의 내분비(endocrine)와 주변분비(paracrine) 작용을 가능하

•단백질

게 한다고 주장하였다.

단백질,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여 소화된 단백질(단백질
가수분해물)은 탄수화물보다 더 강하게 CCK 분비를 자극

3) 생리적 작용: GLP-1, PYY 그리고 GLP-2

한다. 아미노산은 I 세포에 직접적인 영향을 가하며 이 중

GLP-1은 인슐린분비촉진뿐만 아니라 췌장작용 그리고

방향족(aromatic) 아미노산이 가장 강력하다. 방향족 아미노

이 호르몬의 다표현형발현성(pleiotropic effect)에 기여하는

2+
산의 특이 감지기전은 칼슘감지수용체(Ca -sensing receptor,

비췌장작용을 통해 포도당 항상성에 기여한다. GLP-1은

CaSR)에 의해 매개되며 최근 밝혀졌다.32) 장내강의 단백질

GIP 분비를 자극하고, β 세포 증식을 유발하며, 인슐린 유

가수분해물은 CCK 분비를 자극할 뿐만 아니라 전사

전자전사와 mRNA 안전성을 증가시키고, 그리고 췌장 α 세

(transcription)도 증가시킨다. 이러한 펩톤(peptone) 감지기

포에서 GLP-1 수용체와의 직접적인 작용과 somatostatin과

전은 GPR93과 연관되며 정확 연관성은 모르지만 세포 내
cAMP도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인슐린분비를 자극하는 간접적 작용을 통해 glucagon 분비

30)

를 억제한다. GLP-1의 비췌장작용은 위산분비억제, 위배출
과 운동억제 그리고 영양소의 혈중 흡수속도 조절 등으로

•기타 식이성분

혈당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식이섬유는 식후 CCK 분비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

또한 GLP-1은 시상하부

와 뇌간의 식욕억제 경로를 직접 자극하고 미주신경에 직접

졌다. 몇몇 연구에서 주로 점도 높은 용해성섬유소는 저섬

작용함으로써 식욕과 음식섭취를 조절하는 중요한 인자이

유소 또는 대조식이에 비해 식후 CCK 분비를 강하게 자극

다.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프리카에서 자라는 식물이면서 식

PYY의 생리작용은 인슐린분비조절, 위산분비억제, 위배

욕을 억제하는 H. gordonii에 함유된 스테로이드 배당체

출억제, 경구-맹장 이행시간 지연 그리고 PYY1-36이 관여

(steroid glycoside)도 CCK 분비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7)

하는 담낭수축억제 등 광범위한 소화기능에 관여한다. 반대

33)

로 PYY3-36은 생리적 농도에서 식욕과 체중증가를 강력히
36)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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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식욕부진 효과는

－ 대한비만학회지: 제 23 권 제 1 호 2014 －

PYY3-36과 미주신경과 시상하부와의 상호작용에 의해 매

화물과 복합 섭취할 경우 포도당흡수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

개된다. PYY3-36은 인간에서 공복기간 혈중 PYY의 약

아

65%를 차지하는 주요 아형이다.

43)
작용을 유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Brown 등 은 75 g 포

42)

감미료와 탄수화물의 복합 투여가 GLP-1 분비에 상승

GLP-2는 33개의 아미노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와세포

도당과 다이어트 탄산음료(sucralose + acesulfame K)의 상

(crypt cell)증식과 장세포(enterocyte)사멸 감소 등의 장영

31)
승작용을 관찰했다. 최근 Gerspach 등 은 단맛수용체억제

양(intestinotrophic)작용들과 6탄당 이동증가, 상피세포 투

제인 lactisole을 투여했을 때 포도당유발 GLP-1 분비가 감

과감소, 위운동과 위산분비 감소 등이 주요 생리작용이다.

소됨을 보여주었고, 이 효과는 직접 위장에 투여했는지 또
는 십이지장에 투여했는지에 따라 다른 것으로 나타나 조절

4) 음식에 의한 영향

기전이 복잡함을 시사했다.

① GLP-1

GLP-1 분비에서 어느 정도 역할을 하지만 유일한 기전은

혈장 GLP-1치는 일반적으로 공복 시 5~10 pmol/L이며

아닌 것으로 생각되며 정확한 역할규명을 위해 추가 연구가

음식섭취 시 10~15분 내 상승하기 시작하여 약 40분에

단맛수용체가 포도당유발

필요하다.

15~50 pmol/L의 정점에 다다른다. 모든 영양소(단백질, 탄
수화물, 지방)는 GLP-1 분비를 자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식이지방

으나 탄수화물과 지방이 단백질보다 더 강하다는 것이 일반

이전에 언급한대로 지방은 강력한 GLP-1 분비 자극제이

38)

또는

다. 그러나 지방에 대한 분비는 탄수화물보다 느린 것으로

과량의 단일 아미노산(glutamine)이 GLP-1 분비를 자극한

보인다. 지방산의 길이와 불포화정도는 분비반응에 영향을

다는 보고들도 있다.

12)
준다고 알려져 있다. Thomsen 등 은 건강한 성인에서

적인 견해다. 그러나 단백질 전채(protein preloads)

GLP-1 분비가 포화지방산인 버터보다 단일불포화지방산인
∙탄수화물

올리브유에 의해 많이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다소 약하기

아직 자극기전에 대한 논란이 있지만 탄수화물, 특히 포

는 하지만 유사한 결과가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관찰되어

도당은 생체와 실험실에서 강력한 GLP-1 분비 자극제로 작

같은 저자에 의해 보고되었다. 또한 Feltrin 등44)은 12개의

용한다. 현재까지 제기되는 분비기전으로서는 KATP 경로

탄소원자를 가진 지방산인 lauric acid는 GLP-1 분비를 유

의 차단, SGLT1 활성도, 단맛수용체의 활성도, 그리고

발하였으나 C10 지방산인 decanoic acid는 유발하지 못했

proximal-distal loop pathway 등이 있다. L 세포가 주로 말

45)
다고 하였다. 또 다른 흥미로운 결과가 Yoder 등 에 의해

단소장과 대장에 위치하므로 초창기 proximal-distal loop

보고되었는데 쥐에서 십이지장내 주입 시 지방유발 GLP-1

pathway는 초기 GLP-1 분비기전으로 거론됐었다. 그러나

분비가 용량의존적으로 증가된다는 내용이었다.

회장과 대장은 자극하지 않고 소장의 근위부 60 cm에만 포

지방유발 GLP-1 분비기전을 밝히기 위한 여러 체외(in

도당자극을 가할 경우 GLP-1 분비가 현저히 억제되므로 L

vitro) 그리고 체내(in vivo)실험들이 수행되었다. 몇몇 연구

세포와 탄수화물의 직접접촉이 중요하다는 사실이 최근에

자들은 인간에서 리파제 억제제인 orlistat를 투여하면

39)

Nilsson 등40)은 면역염색을 통해 KATP 경로의

28)
GLP-1 분비가 저하된다고 보고하였기 때문에 , 지방유발

주요 소단위인 KIR6.2의 존재를 보고했고, 이후 Reimann

GLP-1 분비를 위해 중성지방이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는

밝혀졌다.
41)

등 은 L 세포가 기능성 KATP 경로를 가지고 있다고 기술

46)
과정이 필요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Beglinger 등 은 또한

했다. 그러나 인간에서 설폰요소제가 GLP-1 분비를 억제하

올레인산 같은 긴사슬지방산과 cholecystokinin 1 receptor

지 못하기 때문에 포도당유발 GLP-1 분비에서 KATP 경로

(CCK1R) 길항제를 같이 투여했을 때 GLP-1 분비가 심하

의 역할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내강 측 주요 포도당

게 저하되며, 이러한 결과는 긴사슬지방산이 먼저 CCK 분

수송체인 SGLT1은 전기작용을 통해 막 탈분극을 유발함으

비를 자극하고 이어서 CCK1R에 작용하여 GLP-1분비를

로써 포도당유발 GLP-1 분비에 관여한다. 실제로 SGLT1

유발함을 시사한다.

억제제인 phlorizin은 동물모델에서 포도당자극에 의한

지방산의 세포 내 전달매개체인 GPR119, -120, -40, 그

GLP-1 분비를 완전히 억제하며 이는 장점막과의 접촉이

리고 -43같은 G protein-coupled receptor (GPR)은 장과 장

GLP-1 분비에 필수적 요건이 아니라는 사실을 의미한다.

내분비세포 그리고 세포주에 존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

이전에 언급한대로 장내분비세포주, 동물모델, 그리고 인간

는 GPR이 지방유발 장호르몬분비에 관여할 수 있다는 사

에서 미각수용체체계의 존재와 α gustducin 형질제거 생쥐

47)
실을 시사한다. Hirasawa 등 은 GPR120이 불포화 긴사슬

에서 경구당부하에 대한 GLP-1 분비장애 현상은 GLP-1 분

지방산의 수용체 역할을 하여 실험 및 생체실험에서 GLP-1

16)

인간에

분비를 자극하고 이때 세포 내 칼슘의 일시적 상승이 동반

서 감미료 단독투여는 GLP-1 분비를 자극하지 않지만 탄수

14)
된다고 하였다. Edfalk 등 은 GLP-1 생산세포에서 GPR40

비에서 미각수용체의 역할이 존재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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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GLP-1이 동시 발현되고 GPR40 형질제거 생쥐에서 지

기타 식이성분들도 GLP-1 수치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48)

방유발 GLP-1 분비가 감소됨을 관찰하였다. Chu 등 은 자

알려져 있다. 비만한 설치류에서 프리바이오틱 섬유소 올리

연에 존재하는 지질인 oleoylethanolamide의 수용체를 작용

고과당(prebiotic fiber oligofructose)을 장기간 투여했을 때

제(agonist)로 활성화 시켰을 때 GLP-1 분비가 증가되고 당

비발효 섬유소 셀룰로오스(nonfermentable fiber cellulose)

내성이 개선되는 현상을 발견하였다.

보다 GLP-1 기저치가 의미있게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같은
의미로 인간에서 장내 세균총에 의해 발효되는 비소화성 탄

∙단백질

수화물의 장기간 투여는 식후 GLP-1 분비를 증가시킨다.

단백질은 GLP-1 분비의 약한 자극제이며 자극을 위해

3)
Cani 등 은 후자의 효과가 수소호기량과 양의 상관을 보이므

단백질 가수분해가 필요하다. 단백질 종류에 따라 다른

로 GLP-1 분비의 증가는 세균발효에 의해 생산된 짧은 사슬

GLP-1 반응이 유발된다. 예를 들어 유장(whey) 단백질은

지방산(short-chain fatty acids, SCFA)의 생산과 관련된다고

49)

이러한

하였다. 실제로 SCFA 수용체 GPR43이 L 세포에서 확인되

효과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프로필과 관련되는 것으로 생각

55)
었으며, Kaji 등 은 프락토올리고당(fructooligosaccharide)-

식후 GLP-1 분비를 카제인보다 더 증가시킨다.
50)

된다. Reimann 등 은 장내분비세포주인 GLUTag 세포에

함유식이를 먹고 자란 쥐에서 대조군에 비해 대장 근위부의

서 GLP-1 분비에 대한 아미노산들의 서로 다른 효과들을

GPR43-양성 장내분비세포의 농도가 증가됐다고 보고하였

관찰하였는데, glutamine은 가장 강력한 자극원인데 반하여

다. 또한 SCFA 유발 GLP-1 분비증가의 기전은 하부장관에

phenylalanine과 arginine은 효과가 없었다. Glutamine의 효

서 GLP-1 생산증가 이외에 줄기세포가 L 세포로의 장내분

과는 건강하고 비만한 당뇨병 환자에서도 관찰되었다. 또

화와도 관련된다고 하였다.

다른 연구에서는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혼합식 섭취 전

starch)같은 식이섬유도 설치류에서 기저와 식후 GLP-1 수

glutamine 투여가 식후 GLP-1 분비를 증가시키고 혈당을

치를 올린다. 고인슐린혈증 인간에서도 소맥섬유(wheat

51)

52)

효소저항성 전분(resistant

가장 최근에 Tolhurst 등 은 분리한 생쥐 L

fiber)를 9개월 이상 섭취했을 때 식후 GLP-1 수치가 증가

세포에서 이러한 효과를 확인하였고 cAMP와 세포질 칼슘

된다. 후추나 고추의 톡 쏘는 성분인 capsaicin 같은 식이성

의 증가가 기전과 연관된다고 하였다. 자극이 첨부에서 왔

분도 GLP-1 분비를 약하게 증가시키는데 여기에서 저자들

는지 기저외측면에서 왔는지 명확치 않지만 Gs 세포전달경

은 위배출이 증가되어 L 세포가 조기에 자극되기 때문이라

로와 연결된 glutamine 반응 막수용체가 존재할 가능성이

고 설명하고 있다.

개선시켰다.

56)

53)

그러나 이 연구는 이러한 효과를 알아

있다. Le Nevé 등 은 인간 장내분비세포주인 NCI-H716

보는 첫 시도였기 때문에 장호르몬에 대한 capsaicin의 효과

세포에서 GLP-1 분비가 선택적인 테트라펩티드에 의해 유

를 정확히 알려면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발되고 세포 내 칼슘증가가 동반된다고 하였다. 그들은 테
트라펩티드보다 짧은 펩티드나 그것을 구성하는 개별 아

② PYY

미노산들은 분비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아미노산에 의

PYY 농도는 식후 15~30분내 상승하며, 음식이 대장세포

한 특이적 효과는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나 다른 연구와

에 이르기 전에 분비가 일어나므로 식후 간접적인 신경반사

달리 세포 내 cAMP가 증가되지 않았다. 그들은 자극-분

작용에 의해 PYY 분비가 시작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연결의 세포 내 기전과 감지기의 실체는 모르지만 축적

PYY 분비는 개별 다량영양소(macronutrient)에 의해 자극

조절 칼슘경로(store-operated calcium channel) 억제제인

되며 섭취열량과도 부분적으로 연관된다. 일반적으로 인간

2-aminoethoxydiphenyl borate를 추가했을 때 세포 내 칼슘

에서 지방은 PYY 분비의 가장 강력한 자극제로 알려져 있

증가와 GLP-1 분비가 사라지는 것으로 보아 축적 조절 칼

지만

슘경로가 관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에서 단백질이 풍부한 식이가 PYY 분비를 가장 많이 증가

27)

시켰다고 보고했으며 포만감도 증가된다고 하였다.57) 대부

다른 저자들이 장내분비세포주인 STC-1 세포에서 확인
54)

어떤 저자들은 설치류는 물론 건강하고 비만한 성인

Na-연결 중성아미노산 수송체 2형이

분의 경우 탄수화물은 PYY 분비촉진제로서는 강력하지 않

아미노산을 감지할 것으로 추정되며 이 수송체에 의해 막탈

58)
다. Lomenick 등 은 개별 다량영양소에 대한 반응이 정상

한 결과에 따르면

분극이 유발되고 세포 내 칼슘이 증가된다고 한다. 장내분

체중과 비만 대상 간 다른 결과를 관찰하였다. 이들은 비만

비세포에서 단백질과 아미노산감지에 대한 많은 발전에도

한 대상에서 지방- 그리고 탄수화물-유발 PYY 분비가 마른

불구하고 단백질에 의한 GLP-1 분비를 매개하는 명확한 기

대상에 비해 현저히 저하돼 있으나 단백질에 대한 반응은

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비만인에서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Batterham 등57)
은 모든 다량영양소에 대한 PYY 반응이 비만인에서 감소
한다고 하였다. 위 두 연구결과는 조금 다르지만 비만한 경
우 다량영양소에 대해 PYY 반응이 다르다는 것은 확실한

∙기타 식이영양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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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이유는 알 수 없으나 비만한 경

의 다량영양소 구성에 있어서 탄수화물, 특히 지방비율이

우 나타나는 기타 생리신호에 대한 변형 또는 장내분비세포

틀리기 때문에 이 결과는 객관적이지 않다. 지방은 강력한

의 감지기전의 변화가 관련될 수 있다.

PYY 분비 자극제이기 때문에 이 효과가 섬유소 추가 때문
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지방

프락토올리고당과 효소저항성 전분같은 prebiotics의 장

지방은 PYY 분비의 강력한 유발제로 알려져 있다.

기간 복용은 인간과 설치류에서 PYY 분비를 증가시키는
3)

이 효과는 장내분비세포를 자극하는

Orlistat의 투여는 지방유발 PYY 분비를 완전히 억제하므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중성지방의 가수분해는 PYY 분비에 필수적이다. 최근 Hata

것으로 알려진 SCFA를 생산하는 장내 세균총에 의한 비소

59)

등 은 중성지방을 킬로미크론에 삽입하는(packing) 단백질

화성 다당류의 발효와 관련된다.

인 장 미크로솜 중성지방 이동단백질(intestinal microsomal
TG transfer protein)을 억제하면 PYY 분비가 증가된다는

③ GLP-2

사실을 알아냈다. 이 때 장내강의 유리지방산도 같이 증가

GLP-1 분비와 관련하여 L 세포의 식이 감지기전은 많이

하여 PYY 분비증가에 기여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연구돼 왔지만 GLP-2 분비에 대한 특이적 효과는 연구된

이 두 현상들의 시간경과가 일정치 않아 추후 보다 구체적

3)
적이 거의 없다. 단지 Cani 등 만이 비만생쥐에게 prebiotic

인 연구가 필요하다. 동시에 이 연구자들은 장조직의 중성

fiber인 올리고과당(oligofructose)을 투여하면 GLP-2와

지방 농도가 증가하는 결과를 관찰하였으며 이는 장세포 내

GLP-1의 기저치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다. 이 두 장호르몬

지방이 장내분비세포를 자극한다는 기존 가설과 상반되는

은 같은 장내분비세포에서 분비되므로 분비기전이 유사할

것이다.

것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추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긴사슬지방산은 PYY 분비반응을 유발하지만 중간사슬
지방산은 분비를 유발하지 않기 때문에 지방산의 길이는

결

론

PYY 분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건
이 종설은 식이효과와 장내분비세포와의 상호작용에 대

강한 피험자에서 CCK-1R 길항제의 투여는 긴사슬지방산유
발 PYY 분비를 약화시키므로 긴사슬지방산에 의한 PYY

한 최근 지식을 요약하였다. 과거 몇 년간 새로운 분자실험

분비는 부분적으로 CCK 자극을 통해 일어나는 것으로 추

기법들은 장내분비세포의 음식-감지기전을 이해하는 데 많

정된다. 지금까지 연구결과들을 감안할 때 긴사슬지방산유

은 도움을 주었다. 식품구성, 다량영양소 그리고 비영양성분

발 PYY 분비에 있어서 CCK가 유일한 매개체인지 확인하

들은 물론 음식의 물리적 특징들은 장호르몬의 분비뿐 아니

기 위한 L 세포의 지방산유발 PYY 분비 연구가 추후 필요

라 유전자전사 그리고 장내분비세포의 분화에도 영향을 미

할 것으로 예상된다.

쳐 결국 장호르몬 반응들을 변형시킨다. 신진대사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장호르몬들의 역할과 비만과 제2형 당

∙탄수화물

뇨병 등의 대사질환에서 나타나는 장호르몬들의 이상을 감

31)
최근 Gerspach 등 은 건강한 인간에서 위장 내 포도당

안할 때 이 들은 대사질환의 관리와 예방을 위한 치료적 목

주입에 의한 PYY

표(therapeutic target)라고 할 수 있다. 연구들에 따르면 비

분비반응이 단맛수용체 억제제인

lactisole에 의해 현저히 저하되는 결과를 보고하였다. 그러

만과 제2형 당뇨병 환자들은 음식 섭취 후 GIP 분비가 일반

나 이 효과는 혼합식을 섭취했을 때는 관찰되지 않았다. 따

인보다 더 증가된다고 한다.

라서 포도당유발 PYY 분비가 부분적으로 단맛수용체에 의

과 비만의 연결고리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고지방식 섭취로

해 매개되지만 혼합식의 다른 영양소들(단백질과 지방)에

유발된 비만생쥐와 ob/ob 생쥐에서 GIP 수용체의 길항작용

13)

GIP는 과영양(overnutrition)

의한 분비는 장내분비세포의 다른 감지기(sensor)를 통해 일

또는 GIP 형질제거(knockout)는 대사이상을 예방하거나 개

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그 효과는 포도당에 의한 효과를

9)
선시킬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에 GIP 분비 또는

능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활성도는 비만과 연관된 대사합병증을 예방하기 위한 치료목
표로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게다가 GLP-1 유사체는

∙기타 식이성분

인크레틴과 포만감에 대한 효과가 있으므로 현재 제2형 당뇨

식이섬유는 PYY 분비를 조정하고 그 효과는 섬유소의

병의 치료제로 쓰이고 있다. 마지막으로 Roux-en-Y 위장우

유동학적(rheological) 특징과 연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술(gastric by-pass) 또는 소매위절제술(sleeve gastrectomy)

귀리시리얼(oat bran) 음료의 점도감소는 PYY 분비를 증가

같은 비만치료수술(bariatric surgery)에서 관찰되는 임상적

시킨다. 또한 다른 저자는 psyllium 섬유소를 추가했을 때

호전은 장호르몬 변화와 같이 발생하며, 이는 체중감소와

60)

PYY 분비가 증가된다고 보고하였으나

장호르몬에 의한 대사호전이 관계가 있음을 시사한다.

실험식과 대조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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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설에서 기술한대로 GIP, CCK, GLP-1, 그리고

7. Tsukiyama K, Yamada Y, Yamada C, Harada N,

PYY 등의 장호르몬들은 포도당항상성, 지질대사, 열량소모,

Kawasaki Y, Ogura M, et al. Gastric inhibitory

그리고 음식섭취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개별 다량영양소들

polypeptide as an endogenous factor promoting new bone

과 음식의 비영양성분들은 장호르몬들의 분비에 지대한 영

formation

향을 미친다. 식이지방은 GIP와 CCK의 주요 자극원이며,

2006;20:1644-51.

after

food

ingestion.

Mol

Endocrinol

탄수화물 특히 포도당은 GLP-1의 주요 분비촉진제이고, 그

8. Miyawaki K, Yamada Y, Ban N, Ihara Y, Tsukiyama K,

리고 PYY는 지방과 단백질에 의해 분비가 유발된다. 게다

Zhou H, et al. Inhibition of gastric inhibitory polypeptide

가 식이섬유 섭취는 L 세포에서 분비된 장호르몬들의 기저

signaling prevents obesity. Nat Med 2002;8:738-42.

치를 변동시키므로 장내 세균총에 의해 생산된 SCFA가 위

9. McClean PL, Irwin N, Cassidy RS, Holst JJ, Gault VA,

장관 펩티드의 복잡한 조절에 관여함을 알 수 있다.

Flatt PR. GIP receptor antagonism reverses obesity,

또한 지방산뿐만 아니라 탄수화물 그리고 미각수용체를

insulin resistance, and associated metabolic disturbances

통한 감미료의 감지기전에 있어서 GPR이 중요한 역할을

induced in mice by prolonged consumption of high-fat

한다는 사실은 흥미로운 점이다

diet. Am J Physiol Endocrinol Metab 2007;293:E1746-55.

장내분비세포의 감지기전을 정확히 이해하고 음식을 통

10. Drucker DJ. The role of gut hormones in glucose

한 장호르몬들을 조절하기 위해 향후 추가연구들이 필요하

homeostasis. J Clin Invest 2007;117:24-32.

지만 최근 연구결과들은 식이조절이 공중보건에 막대한 부

11. Enç FY, Ones T, Akin HL, Dede F, Turoğlu HT, Ulfer G,

담을 주고 있는 비만과 제2형 당뇨병 등의 대사질환의 치료

et al. Orlistat accelerates gastric emptying and attenuates

와 예방을 위한 중요한 전략임을 시사하고 있다. 게다가 향

GIP release in healthy subjects. Am J Physiol

후 발표될 연구결과들이 대사질환에서 관찰되는 장호르몬

Gastrointest Liver Physiol 2009;296:G482-9.

변화가 질병의 원인인지 아니면 결과인지를 밝혀줄 것이다.

12. Thomsen C, Rasmussen O, Lousen T, Holst JJ, Fenselau
S, Schrezenmeir J, et al. Differential effects of saturated
and monounsaturated fatty acids on postprandial lip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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