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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 

제목: 콜레스테롤 대사 조절을 통한 백색지방의 갈색지방화 및 항비만효과의 모색 

배경: 비만은 대사증후군과 심혈관 질환의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지방간 등 2 차적인 합병증이 동반될 수 있으며 막대한 사회 경제적 

비용이 들어가는 질환이다. 비만에서 가장 중요한 장기인 지방조직은 크게 백색지방과 

갈색지방 그리고 베이지 지방으로 분류되며 백색지방의 갈색지방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항 비만 효과를 모색할 수 있다. 콜레스테롤은 대표적인 염증성 물질로 

특히 과도한 콜레스테롤의 축적은 비알콜성지방간염을 일으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제는 항 염증효과를 갖을 것으로 기대되며 비만과 

대사질환의 개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아직까지 콜레스테롤 조절 약제의 

항 비만효과를 다룬 연구는 보고된 바 없다.  

방법: C57BL/6J 쥐에 정상식이, 고지방식이, 고지방식이와 함께 로슈바미브를 혼합하여 

6 주간 섭취 시킨 후, 체중변화 및 에너지 소비, 발열량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또한 각 

지방조직 별로 UCP1의 발현 차이를 비교하였으며 전사인자 mRNA 분석을 통해 가능한 

메커니즘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또한, 로슈바미브 복합제제와 단일제제 각각의 항 

비만효과를 비교하고 시너지 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  

결과: 6 주간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 약제를 복용하였을 때 체중 증가의 폭은 

고지방식이 군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하였고 인슐린 감수성은 개선되었다. 이러한 

체중감소는 피하지방의 갈색지방화를 통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로 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피하지방 조직에서 면역과 염증에 관련한 인자들이 의미 있게 변화하였다. 또한 

로슈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 각각 보다 로슈바미브 복합제에서 시너지 효과가 관찰되었다.   

결론: 다른 기전의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약제를 병합하였을 때 항 비만효과가 

확인되었으며 이는 피하지방의 갈색지방화를 통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사람에게서 

갈색지방은 쥐의 베이지세포와 성상이 비슷하므로, 위의 연구 결과는 실제 사람의 비만 

치료에 임상적 의미를 갖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심단어: 갈색지방화, 항 비만효과, 콜레스테롤 대사, 염증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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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비만의 유병률 및 병태생리 

비만은 만성적이고 복합적인 질환으로, 뇌졸중, 심장질환, 2 형 당뇨병, 암과 같은 여러 

종류의 질병과 연관성이 있을 뿐 아니라 주요 사망 원인으로 인식되고 있다 1, 2). 

전세계적인 유병률 추이를 분석해 보았을 때 2025 년 비만의 유병률은 남자의 18%, 

여자의 21%에 이를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이중 체질량지수 40 이 넘는 심각한 

비만의 비율도 각각 6%, 9%에 이를 것으로 보고 있다 3). 한국 역시 비만의 유병률이 

증가함에 따라 사회경제적인 비용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4, 5) 2018 년 한국건강보험공단 

자료에 의하면 비만과 관련한 의료 비용은 연간 11 조원으로 전체 국내총생산의 0.7%에 

달한다 6). 따라서, 이러한 비만의 급격한 증가와 이와 연관된 여러 건강의학적 문제들과 

사회경제적 비용을 고려하였을 때, 비만의 초기 발견과 적극적인 치료가 매우 중요함을 

알 수 있다.  

  비만의 병태생리에는 다양한 신경, 호르몬적 회로와 환경적 인자들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특히 시상하부의 활꼴 핵 (arcuate nucleus) 내부에서 식욕과 에너지 

소비를 조절하는 상반되는 두회로가 주축이 되는 ‘emotional brain’ 모형이 가장 

인정받고 있다 7). 중추신경계 내의 orexigenic peptides neuropeptide Y (NPY)와 

agouti-related peptide (AgRP)의 활성화는 식욕증가와 에너지 소비 감소와 연관되어 

있으며, pro-opiomelanocortin (POMC)와 cocaine-and 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CART)의 활성화는 식욕감소와 에너지 소비 증가와 연관성이 있다. 이러한 

중추신경계 회로들은 소화기관, 근육, 지방조직에서부터 다양한 신경, 호르몬적 신호들을 

주고받으며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7).  

 

2. 비만 치료  

생활습관의 개선은 모든 비만 치료의 가장 근간이 되나, 여러 이전 연구에서 생활습관 

개선 만으로는 체중의 3-10% 정도의 감량이 최대치이며, 대부분의 환자들은 1 년이내 

다시 체중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8). 이러한 체중의 재증가는 다시 체중을 회복 

시키려는 몸의 생리학적인 반응들이 관여하기 때문인데, 에너지 소비를 감소시키고, 

식욕을 늘리며, 인슐린 감수성을 감소시키고, 지방세포의 숫자를 늘려 체내 지방의 

저장양을 증가시키는 것이 이에 해당한다 9). 따라서, 생활습관 개선 만으로는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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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를 효과적으로 유지시킬 수 없기 때문에 항비만약제의 개발과 임상에서의 적용은 

비만치료의 매우 주요한 영역이다. 그러나 현재까지 미국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에서 승인된 약제는 총 5 가지 (phentermine, orlistat, 

phentermine/topiramate, naltrexone-bupropion, liraglutide) 로 매우 제한적이며, 

orlistat 을 제외하고는 모두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과 포만감을 조절하는 

약제들이다 7, 9).  

 

2. 지방조직 

1) 지방조직의 특성 

지방조직 (adipose tissue)은 체내의 에너지 균형을 조절하는 주요한 장기로, 크게 

3 가지 종류로 분류된다. 백색지방조직 (white adipose tissue, WAT)은 형태학적으로 단 

실 (unilocular)의 지질방울 (lipid droplet)을 갖으며, 칼로리 과잉상태에서 영양분을 

저장하여 비 지방조직에서 영양과잉으로 인한 독성 (toxicity)을 상쇄시키는 역할을 

한다 10). 또한 아디포카인 (adipokine)이라 불리는 호르몬을 분비하는 내분비 기관으로 

작용하여 주변 조직들과 교통하고 영양분의 분배를 효율적으로 조절하게 한다 11).  

반면 갈색지방조직 (brown adipose tissue, BAT)는 다실(multilocular)의 지질방울과 

함께 여러 미토콘드리아를 내포하고 있는 조직으로, 추위와 같은 상황에서 발열 

(thermogenesis)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uncoupling protein 1 

(UCP1)의 작용에 의한 것으로 기질의 산화로 발생한 양자 격차 (proton gradient)를 

adenosine triphosphate (ATP) 생성으로 연결시키는 대신 발열이 일어나도록 한다 12). 

이러한 발열의 기능 외에도 갈색지방조직은 다량의 포도당과 지질을 흡수할 수 있는 

‘metabolic sink’의 역할을 할 수 있다 13). 실제로 쥐의 모델에서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당뇨병에서 혈당을 정상화 시키고, 이상지질혈증에서 지질의 농도를 낮춤이 

확인되었으며 14, 15), 고지방식이 이후 발열을 통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식이 유발 

발열 (diet-induced thermogenesis)’이 발생한다 16). 따라서 갈색지방은 실제 체내 

구성비율이 백색지방보다 작지만, 활성화되었을 때 영양소를 저장하고 사용하는 조절 자 

역할을 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는 체중 조절에 주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  

백색지방조직에서 발견되는 갈색지방 유사 (brown-like) 지방조직인 베이지지방조직 

(beige adipose tissue)은 다실의 지질방울을 함유하며 UCP1 이 발현된 미토콘드리아를 

갖는다. 쥐를 만성 추위에 노출시켰을 때 발열 능력이 증대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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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지방의 활성화 뿐만 아니라 백색지방에서의 갈색지방화 (browning)가 함께 

일어나기 때문이다 17). 베이지지방세포는 UCP1 을 통한 발열을 일으킨다는 점에서는 

갈색지방세포와 유사하나, 갈색지방세포와 구별되는 고유의 유전자 발현을 갖는 독특한 

발열 세포이다 18). 추위와 같은 자극이 주어지지 않는 상황에서는 백색지방세포와 산소 

소비 및 coupled respiration 비율이 동일하지만, 자극이 주어졌을 때는 

갈색지방세포보다 더 큰 UCP1 유도 력을 갖으며 활성화된 갈색지방세포 수준의 

UCP1 을 발현시킬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8, 19).  이러한 베이지지방세포의 

활성화는 위치에 따라 다른 특성을 보이는데, 서혜부의 백색지방인 경우 beta 

adrenergic stimulus 에 의해 베이지 전구지방세포(beige preadipocyte)가 베이지 

지방세포로 분화되었다가 자극이 사라지면 비활성형 (indolent beige adipocyte)으로 

존재하고 이후 thermogenic stimulus 가 다시 가해지면 쉽게 재활성화 (induction) 되는 

것을 특징으로 한다 20). 반면 부고환의 백색지방의 경우 bipotent preadipocyte 형태로 

존재하다가 thermogenic stimulus 가 가해지만 베이지 지방세포로 분화 

(differentiation) 하는 특징을 갖는다 20).   

 

2) 지방세포의 분화   

백색지방세포과 갈색지방세포의 기원은 중피전구체 (mesenchymal precursor cell)이며, 

백색지방은 myogenic factor (MYF) 5+와 MYF 5−계열 모두에서 분화 가능한 반면 

갈색지방은 MYF 5+  계열에서만 분화한다. 베이지지방은 백색지방의 전구세포에서 

분화하거나 성숙한 백색지방에서 유도 (induction) 될 수 있다. 갈색지방의 경우는 

전구지방세포로부터 분화하거나 근육의 위성세포 (muscle satellite cell)로부터 

분화하기도 한다 (Fig. 1)13). 갈색지방세포의 분화에는 여러 인자가 관여하는데 

multipotent dermomyotome 에서 brown preadipocyte 로의 분화는 초기 early B cell 

factor 2 (EBF2)의 역할이 중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후 bone morphogenic protein 7 

(BMP7)과 이를 조절하는 Ewing sarcoma gene (EWS)가 주요한 역할을 하게 된다. 

Brown adipocyte 로의 최종 분화에는 PR domain containing 16 (PRDM16)의 역할이 

가장 주요하며 여기에 결합하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γ, PPARα, CCAAT enhancer-binding protein beta (C/EBP-β), zinc finger 

protein 516 (ZFP516)가 관여하게 된다. 추위나 베타 길항제의 자극 후의 activated 

brown adipocyte 형태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gamma 

coactivator (PGC)1a 에 의하여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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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Development of adipocytes. All types of adipocytes derived from mesenchymal precursors. 

The WAT precursor is differentiated from both MYF5- and MYF5+ lineage, and BAT precursor is from 

only MYF5+ lineage. Mature beige adipocyte can be derived from WAT adipocyte precursor, or mature 

white adipocyte (Adapted from Ref.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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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갈색지방세포와 베이지지방세포에서의 고전적인 발열 과정 (classical pathway of 

thermogenesis) 

영양 과잉 상태에서 백색지방세포의 포도당이나 지질의 흡수는 인슐린의 동화작용에 

의해 조절된다. 반면 에너지 결핍 상태나 추위 노출과 같은 에너지 소비가 증가되는 

상황에서는 교감신경계가 주축이 되어 에너지 조절이 일어난다. 흥분된 교감신경계는 

말단에 noradrenaline분비를 증가시켜 -adrenoreceptor에 결합, adenylate cyclase와 

protein kinase A (PKA)를 통해 백색지방 내의 저장된 중성지방을 분해 (lipolysis)하여 

유리지방산 (free fatty acid)을 혈중으로 보내고 이는 갈색지방의 에너지원으로 

작용한다 21). 갈색지방 역시 lipolysis 를 통해 유리지방산을 만들고 이는 미토콘드리아의 

기질 산화 (substrate oxidation)에 작용하여 UCP1 을 활성화시킨다. 또한 활성화된 

PK 는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38 MAPK)를 통해 핵에서의 발열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며 기질의 흡수를 촉진한다 (Fig. 2)13,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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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lassical thermogenic pathway. Activation of sympathetic nervous system 

increases post-synaptic noradrenaline (NA) and activates adenylate cyclase (AC), protein 

kinase (PKA), and p38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p38 MAPK). Activated PKA 

increased lipolysis by hormone sensitive lipase (HSL), and perilipin. Increased free fatty acid 

(FFA) is used as substrate oxidation in mitochondria, resulting in thermogenesis. Through the 

action of p38 MAPK, thermogenic genes are upregulated in nucleus. 

ATGL, adipose triglyceride lipase; UCP1, uncoupling protein 1; beta 3-AR, beta 3-adrenergic 

receptor; cAMP,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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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사람에서 갈색지방조직 및 베이지지방조직  

사람에게서 갈색지방조직 혹은 베이지지방조직의 존재는 이전 여러 연구에서 확인된 바 

있다. 18F-fluoro-2-deoxy-D-glucose-integrated with computed tomography 

(18FDG-PET-CT)에서 사람에게서 약 50-80 g 의 갈색지방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 이는 직접적인 갈색지방의 양을 측정한 것이 아니라 glucose uptake 

정도를 가지고 산정한 값이므로, 실제 더 많은 양의 갈색지방이 존재할 것으로 

생각된다 22). 또한 만성적인 추위에 노출되었을 때 supraclavicular BAT 의 양이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어 추가적으로 갈색지방이 유도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23, 24). 

실제 사람에게서 갈색지방의 양은 기초대사율 (resting metabolic rate)과 양의 

상관관계가 있었으며, 체질량지수가 낮을수록, 나이가 어릴수록, 혈당과 체지방률이 

낮을수록 갈색지방의 양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어 에너지대사 조절을 통한 비만과 

대사질환의 치료에 갈색지방의 활성화는 주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25, 26).  

사람의 갈색지방 및 베이지 지방조직은 쥐와 다르게 불 균일한 분자적 특성을 갖는다. 

먼저 유아시절의 경우 interscapular BAT 의 형태로 존재하며 분자단계 (molecular 

level)에서 분석하였을 때 쥐의 BAT 와 유사하다. 반면 성인의 경우, supraclavicular 

BAT 에서는 쥐의 베이지 지방세포와 유사한 세포가 발견되며 (CD137, TBX1 [T-box 

transcription factor1], TMEM26 [transmembrane protein 26])20, 27), cervical BAT 와 

perirenal BAT 에서는 전형적인 갈색지방과 관련한 마커들 (ZIC1[zing finger protein of 

cerebellum 1], LHX8 [LIM homeobox 8])이 확인되었다 28, 29).  

 

3.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 (browning) 

베이지지방세포의 활성화 및 갈색지방화가 발열을 통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기 

때문에 새로운 비만 치료제의 타깃으로 여러 연구에서 주목을 받아왔다. 가장 고전적인 

갈색지방화 기전은 추위 및 교감신경 흥분을 통한 지방분해와 이에 동반한 UCP1 

활성화이나, 아래의 다양한 방식을 통하여 갈색지방의 활성화 및 갈색지방화가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1) 전사(transcription) 단계에서의 조절   

대다수의 전사 조절인자들이 갈색, 베이지 지방세포의 형성을 억제하는 쪽으로 작용하나, 

대표적인 일부 전사 조절인자들은 강하게 갈색지방화에 기여한다. 예컨대, fork-he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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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C2 (FoxC2)30)와 PRDM16 그리고 이와 연관된 PRDM16 전사 복합체 

(transcriptional complex)인 PGC1α, C/EBP-β, euchromatic histone-lysine N-

methyltransferase 1 (EHMT1)가 여기에 해당한다 (Fig. 3)31-33). 특히 PRDM16 

갈색지방화에 가장 주요한 핵 단백으로, 지방세포의 분화 과정에서 근육관련 유전자나 

백색지방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억제하고 갈색지방 특이적 유전자 프로그램을 활성화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2). PRDM16 의 경로를 이용하여 갈색지방화에 기여하는 

인자로는 ZFP516 이 잘 알려져 있고 PRDM16 과 상호작용하여 전사 활성을 높인다 34). 

PLAC8 은 C/EBP-β의 상위 활성인자로 갈색지방화에 기여하며 35), 반대로 TLE3 는 

PRDM16 을 억제하여 갈색지방화를 막는다 36).  

최근에는 chromatin immunoprecipitation (ChIP)-sequencing 분석법에 의해 히스톤 

(histone)구조가 파악 가능해지면서 갈색지방과 백색지방의 염색질 구조 분석이 용이 해 

졌다. 이에 따라 후성 유전학 (epigenetic) 조절자가 주요한 전사 조절인자로 주목받고 

있으며, 대표적인 히스톤 조절 효소인 EHMT1 은 근육과 백색지방 특이적 유전자 

프로그램을 억제하여 갈색지방의 활성화를 촉진한다 28). 실제로 EHMT1 의 

haploinsufficiency 환자들은 비만의 표현형을 보였으며 37) EHMT1 의 발현양은 사람의 

BAT 양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28). 또 다른 인자인 JMJDA1 은 beta-1 adrenergic 

receptor 와 그의 하위 시그널을 조절하며, 전신 JMJDA1 knockout 쥐에서 beta-

adrenergic receptor 와 관련한 지방산의 산화와 갈색지방의 산소 소비가 감소하여 

비만의 표현형을 보였다 38). 

추가적으로 이러한 암호화 (coding) RNA 뿐 아니라 비암호화 (noncoding) RNA 

역시 갈색지방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icro-RNAs (miR)중 miR-133, 

miR-193b, miR-365 는 PRDM16 에 작용하여 갈색지방화를 억제하는 방향으로 

작용하며, miR-196a 는 C/EBP-β를 활성화, miR-378 과 miR-30 은 갈색지방화의 

억제 인자인 receptor interacting protein (RIP140)과 phosphodiesterase 1b 

(PDE1b)을 억제함으로써 갈색지방화에 기여한다 20). 사람에서는 miR-26이 갈색지방화 

및 세포호흡의 촉진 자 역할을 함이 밝혀진 바 있다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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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UCP1 promoter region. Regulatory elements and protein factors related to UCP1 

promotor region are described in this figure. ATF-2, activating transcription factor 2; C/EBP,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CREB, cAMP-responsive element binding protein; LXR, 

liver X receptor; LSD1, lysine-specific demethylase-1; PPAR, peroxisome-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PGC-1a,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g coactivator 1-a; PRDM16, PR 

domain containing protein-16; RAR, retinoic acid receptor, RXR, retinoid X receptor; RIP140, 

receptor-interacting protein 140; TR, thyroid hormone receptor; Zfp516, zinc finger protein 

516 (Adapted from Ref.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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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분자 (molecular) 단계에서의 조절 및 주변 환경과의 상호관계  

전사와 관계없이 갈색지방화의 관여하는 인자로는 다양한 단계에서 여러 기전을 이용한 

인자들이 보고되었다. 가장 고식적인 만성 추위 노출을 비롯하여, 운동, 비만대사수술, 

화상과 관련한 악액질 (cachexia), 암과 관련한 악액질, 면역반응, 내분비계 호르몬, 

합성물질들이 다음과 같이 갈색지방화를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1)20, 40, 41).  

Table 1. Molecules and environmental mediators of browning (Adapted from Ref.20) 

자극인자 매개 기전 

만성적 추위 노출 Beta adrenergic receptors 

운동 Irisin 

Meteorin-like 

IL-6 

BAIBA 

Lactate 

비만대사수술 ANP, BNP 

암 악액질 IL-6 

PTHrP 

화상 관련 악액질 Epi/norepinephrine 

내분비계 호르몬 FGF21 

GDF5 

Natriuretic peptides 

Prostaglandin 

VEGF 

PPAR gamma agonists 

합성물 Notch inhibitor 

GLP1 agonist 

TGF-beta antagonist 

 

3) 면역 반응에 의한 조절  

최근 면역 세포들이 갈색지방의 활성화 및 갈색지방화의 조절에 관여한다는 것이 

밝혀졌다. 고지방식이로 인한 비만 쥐 모델에서 갈색지방조직의 전사체 분석을 

시행하였을 때 TNFα, MCP-1, CCL5 와 같은 염증성 물질이 증가한 것이 확인되었고 

이는 염증성 면역 세포의 모집 (recruitment)이 증가했음을 보여준다 42). 또한, 

대식세포에서 분비된 염증 싸이토카인인 TNFα, 와 IL-1β가 갈색지방과 백색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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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CP1 발현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43). 더불어, 베이지지방세포의 

발생과정 (beige adipogenesis)에도 대식세포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염증성 

대식세포인 M1 macrophage 가 지방세포의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 

1(VCAM-1)과 α4-intergin 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베이지세포의 발생과정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44).  

 반면 항 염증성 면역 반응반응은 갈색지방화를 촉진시키는 방향으로 작용한다. 

Alternatively activated macrophage (M2)는 갈색지방화화에 직접적으로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45, 46), 장기적인 추위 노출로 인해 갈색지방이 활성화된 쥐에서 

arginase, CD206, CD301과 같은 M2 marker 가 증가하는 소견이 확인되었다. 대식세포 

뿐 아니라 호산구의 활성도 갈색지방화와 관련성이 있는데, 갈색지방이나 근육조직에서 

분비되는 meteroin-like hormone (METRNL)은 주변의 호산구를 활성화시키고 

활성화된 호산구는 다시 IL-4 를 통해 갈색지방화를 촉진한다 47). 또한, type 2 innate 

lymphoid cell (ILC2)의 경우도 활성화될 시에 IL-5, IL-13 을 통해 호산구를 공동 

활성화하고 M2 polarization 을 유발하여 갈색지방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8).  

 

4. 콜레스테롤의 대사 및 조절 

1) 콜레스테롤의 대사  

콜레스테롤은 체내 세포와 주요 성분으로 특히 체내의 호르몬, 담즙 및 신경세포의 주요 

구성 물질이다. 이에 콜레스테롤의 혈중 농도는 일정하게 유지되는데, 하나는 간과 

말초조직에서의 합성이며, 다른 하나는 식사와 담즙으로부터 장으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이다 49). 콜레스테롤의 합성은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HMG-CoA) reductase 의 작용으로 acetyl-CoA 가 mevalonate 로 전환면서 

시작되며 50), 이후 acyl-CoA acyl transferase (ACAT)에 의해서 에스테르화 되거나 

very-low-density lipoprotein (VLDL)의 형태로 혈류에 합류하게 된다. 이후 VLDL은 

순환하면서 lipoprotein lipase 에 의해 중성지방이 가수분해 되고 intermediate-density 

lipoprotein (IDL)과 low-density lipoprotein (LDL)로 전환된다. 말초조직의 

콜레스테롤은 high-density lipoprotein (HDL)을 통해서 다시 간으로 흡수되는 과정을 

거치며, IDL 과 LDL 은 간의 LDL receptor 를 통해 흡수된다 51). 반면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는 주로 십이지장과 공장 초입에서 일어나는데, 장의 내강으로 들어온 

콜레스테롤의 1/4 은 식이 섭취로 인한 것이며 나머지 3/4 은 간에서 분비된 담즙의 

형태이다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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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콜레스테롤과 염증반응  

이전의 여러 동물 실험에서 식이에서의 과도한 콜레스테롤 농도는 비알콜성 지방간염을 

일으킨다고 잘 알려져 있으며, 특히 고지방식이 상황이나 과식, 비만한 쥐에서 더 잘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3). 가령 C57BL/6J 쥐나 LDL receptor 가 결여된 

고콜레스테롤 상태의 쥐에서, 고지방식이에 콜레스테롤을 추가하면 단순한 지방 간에서 

경화성 지방간염으로 잘 진행하는 것이 확인된 바 있다 54, 55).  

 사람에서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사람의 간을 지방 정량 분석 (lipodomic analysis) 

하였을 때, 콜레스테롤 농도는 단순 지방간이 아닌 비알콜성지방간염과 상관관계가 

있었다 56). 또한 9221 명의 대규모 조사에서 콜레스테롤 섭취는 간경과나 간암의 

위험도를 2.5 배 높였으나, 지방의 섭취는 관련이 없었다 57).  

 

3) 콜레스테롤 조절 약제  

실제 진료환경에서 사용되는 콜레스테롤 조절 약제는 크게 스타틴 (statin)과 

에제티미브(ezetimibe) 로 나뉜다. 두가지 약제는 서로 다른 기전으로 이용하여 

콜레스테롤을 낮추는데, 스타틴의 경우 간에서의 콜레스테롤 합성의 속도 조절 효소인 

HMG-CoA reductase 의 억제작용을 통해 콜레스테롤을 낮추며 58) 에제티미브는 간과 

소장의 Niemann-Pick C1-like 1 (NPC1L1)을 통한 콜레스테롤 흡수를 막아 농도를 

낮추게 된다 59). 그림에 제시된 바와 같이 NPC1L1은 원형질 막 (plasma membrane)과 

내형질의 재활용 복합체 (endocytic recycling compartment) 사이를 순환하는데,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높아질 때 원형질막으로 올라가 콜레스테롤과 결합하고 

clathrin/AP2 vesicle 에 합류하여 콜레스테롤을 endocytosis 시킨다 (Fig. 4). 

에제티비브는 이러한 NPC1L1 의 역할을 억제함으로써 콜레스테롤이 cathrin/AP2 

complex에 붙지 못하고, 최종적으로 콜레스테롤의 흡수를 저해하는 효과를 갖는다 51, 59). 

실제 쥐에서 에제티미브를 10 mg/kg/day 복용하였을 때 콜레스테롤의 장내 흡수는 90% 

감소하였으며 chylomicron 과 VLDL 의 농도는 87% 감소하여 강력한 콜레스테롤 

흡수의 억제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다 60).  또한 두 약제의 작용 기전이 다르기 때문에 

사람에서 스타틴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35-60% 가량 

낮아지는 효과를 보인 반면 50) 에제티비브 단독은 8.5%61), 두약제를 함께 사용하였을 

때는 기존의 스타틴의 효과보다 추가로 15% 가량 더 감소함이 확인되어 두 약제의 

시너지 가능성을 시사한다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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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연구의 가설  

본 연구에서는 “임상에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두가지 콜레스테롤 조절 약제를 병용 

투약하여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낮추었을 때, 면역 및 염증 반응 조절을 통해 

흰색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가 유발하고 그 결과 고지방식이로 인한 비만을 완화시키고 

그와 연관된 대사지표들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고 가설을 세우고 연구를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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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role of NPC1L1 in cholesterol absorption. Extracellular cholesterol is firstly 

detected by sterol sensing domain of NPC1L1, and then internalized by the vesicle consisting 

of clathrin and AP2. Used NPC1L1 is then recycled through the endocytic recycling 

compartment (Adapted from Ref. 59). 

AP2, adaptor protein 2; NPC1L1, Niemann-Pick C1-like 1; PM, plasma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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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재료 및 방법 

시약  

로슈바미브 (Rosuvamibe)는 유한양행에서, 에제티미브(ezetimibe)는 Merck Sharp & 

Dohme Corp. (MSD)에서 아토바스타틴(atovastatin)과 로슈바스타틴(rosuvastatin)은 

동아 ST(Donga ST)로 부터 연구 목적으로 제공받았다.  

 

동물 실험 

C57BL/6, 8 주령의 수컷 쥐를 실온(22±1℃)의 환경에서 12/12 시간 낮-밤 사이클을 

주기로 사육하였으며 물과 음식에 대한 접근은 자유롭게 하였다. 각각의 쥐 그룹은 일반 

식이나 고지방식이 (Research Diets, Inc, 칼로리중 지방함량 60% fat D12492) 가 

주어졌다. 약제 (로슈바미브 10 또는 20 mg/kg/day, 로슈바스타틴 5 또는 10 

mg/kg/day, 아토바스타틴 5 또는 10 mg/kg/day, 에제티미브 5 또는 10 mg/kg/day)는 

파우더로 만들어서 식사에 섞어서 6 주간 투여하였다. 약물 치료 중 주 1 회 오전 10-

11 시 사이에 동물의 체중과 먹이섭취취량을 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모든 동물 

실험 프로토콜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of the Asan Institute 

for Life Science, Seoul, Korea 의 승인을 받아 시행되었다.  

 

대사율과 신체 활동의 측정 

산소소비량 (VO2), 이산화탄소소비량(VCO2), 호흡교환비율 (respiratory exchange 

rate, RER)과 신체활동량 (locomotor activity)은 8 개 방으로 구성된 Oxymax system 

(Columbus Instruments)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 쥐는 측정 전 50 분간의 적응 기간을 

갖은 후, 23°C 의 온도 환경에서 측정되었으며 음식과 물의 접근이 자유롭게 하였다. 

에너지 소비량 (발열) 값의 계산은 먼저 에너지 소비량과 산소 소비량이 비례함을 

보여주는 공식인 칼로리 값 (calorific value, CV) 계산식을 이용하였다.  

CV = 3.815 + 1.232 × RER 

이후 산출된 CV 값으로 각 개체가 소비한 산소의 양을 곱하여 에너지 소비량 (발열)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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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rgy expenditure (heat) = CV × VO2 / lean mass 

 

당대사 분석   

수컷 쥐에게 야간 금식을 시킨 후, 포도당 부하 검사 (glucose tolerance test)를 

시행하였다. 포도당 농도는 꼬리 정맥의 정맥혈에서 측정되었으며, 복강 

(intraperitoneal)내로 포도당 0.75 g/kg 를 주입한 후 0, 15, 30, 60, 90, 120 분 이후 

측정하였다. 인슐린 내성 검사 (insulin tolerance test)는 아침 5 시간 금식을 시행한 후, 

수컷 쥐에서 복강 내로 0.5 mU/kg 의 regular human INS (Humulin, Eli Lilly)를 

주입하였다. 이 후 혈액을 쥐의 꼬리 정맥에서 0, 15, 30, 60, 90, 120 분 후 채취하여 

혈당을 확인하였다.  

 

신체 발열 분석  

발열 (thermogenesis)를 평가하기 위하여 두 가지 조건 (20 시간 금식, 식이 진행 

중)에서 적외선 카메라 (E60: Compact-Infrared-Thermal-Imaging-Camera; FLIR; 

West Malling, Kent, UK)를 이용하여 체온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은 실온에서 

시행하였으며, 각 그룹당 5 마리의 쥐를 이용하여 3-4 장의 사진을 촬영 후 분석을 

시행하였다.   

 

지방조직의 RNA 추출 및 유전자 전사 분석  

조직은 분쇄되어 1mL TRIZOL 시약 (Invitrogen, Carlsbad, USA)에 용해되었다.  RNA 

(2 μg) 가 RevertAid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Thermo Scientific, 

K1622)를 이용하여 역전사 되어 cDNA 가 만들어졌으며 Tbp 내부 대조군으로 

사용되었다. 유전자 발현은 실시간 정략적 PCR 분석법 (ABI prosin VⅡA7, Applied 

Biosystems)을 이용해 분석되었고 SYBR Green Master Mix (Promega Biotech, 

Madison, WI, USA)가 이용되었다. 프라이머는 뉴클레오티드 서열을 기반으로 

디자인되었으며 GenBank database 를 참고하였다. mRNAs 의 상대적인 양은 Ct 

(threshold cycle) method (Perkin-Elmer)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본 연구에 사용된 

primer 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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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orward Reverse 

Tbp  CCTTCACCAATGACTCCTATG

AC 

CAAGTTTACAGCCAAGATTCA

C 

Ucp1 ACTGCCACACCTCCAGTCATT CTTTGCCTCACTCAGGATTGG 

Elovl3  TCCGCGTTCTCATGTAGGTCT GGACCTGATGCAACCCTATGA 

Prdm16 TCCGGGGTCAGCAATAGC GGGTCGGGAGTGGGTAATTT 

Ppargc1

α 

AGCCGTGACCACTGACAACGA

G 

GCTGCATGGTTCTGAGTGCTA

AG 

Cidea TGCTCTTCTGTATCGCCCAGT GCCGTGTTAAGGAATCTGCTG 

Pparg GTGCCAGTTTCGATCCGTAGA GGCCAGCATCGTGTAGATGA 

 

지방세포 전사체 분석  

유전자 발현의 자료수집을 위하여, QuantSeq 3’mRNA-Seq kit (Ebiogen, Seoul, 

South Korea) 가 사용되었고 유전자 발현의 패턴 분석을 위해서는 ExDEGA software 

(Excel Based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Analysis, Ebiogen) 가 사용되었다. 의미 

있게 변화한 유전자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 DEG) 선별은 P <0.05, fold-

change >2 를 기준으로 시행하였다.  생물학적인 기능 분석을 위해서 gene ontology 

(GO)법을 사용하였으며 이는 Database for Annotation, Visualization, and Integrated 

Discovery Version 6.9 (DAVID; https://david.ncifcrf.gov/; accessed on May 28, 

2021)를 통해 시행되었다.  

 

UCP1 면역블로팅   

분쇄된 조직은 200uL RIPA 시약 (1% Triton X-100, 150 mM sodium choloride, 0.5% 

sodium deoxycholate, 0.1% SDS, 50 mM Tris)을 이용하여 용해하였으며, 여기에 

phosphatase inhibitor 와 protease inhibitor (Roche Diagnostics, Rotkreuz, 

Switzerland)를 첨가하였다. 단백질 분리는 4°C, 13,000 rpm 으로 10 분간 원심분리를 

통해 이루어졌으며 단백질 농도의 측정은 단백질 30 ug을 5배의 loading buffer에 시킨 

후 BCA assay kit (Pierce Diagnostic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단백질 샘플은 10 분간 

95°C 에서 가열되었다가 얼음에 즉시 옮겨졌다. 단백질은 10% SDS/PAGE (70V 

40 분간 stacking gel, 120V 1 시간 spacer gel)에 의해 분리되었으며, 이후 PVDF 막 

(Millipore, Burlington, MA, USA)으로 옮겨졌다. PVDF 막은 5%(w/v) skim milk 

(OXOID) 처리하여 밤사이 4°C 에서 incubation 시켜 일차 항체 반응을 유도하였다. 

https://david.ncifcrf.g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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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horseradish peroxidase (HRP) 결합 이차 항체 반응은 실온에서 1 시간 동안 

이루어졌다. 본 실험에서 UCP1 항체 (Abcam ab10983, 1:10000) 가 사용되었으며 

결과 값은 샘플 로딩 시 변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GAPDH 로 보정하였다. 

 

지방조직의 조직학검사 

생쥐로부터 얻은 지방 조직은 10% 포르말린에 고정된 이후, 탈수과정을 거쳐 파라핀 

(paraffin)에 삽입되었으며 이후 구획되어 hematoxylin/eosin 염색을 시행하였다. 

이미지는 Olympus BX60 camera (Tokyo)를 이용하여 획득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GraphPad Prism 7 (GraphPad Software Inc., La Jolla, CA, USA)으로 

시행되었다. 세 그룹 이상의 군 간 비교는 two-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시행 후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시행하여 평가하였으며, 두 그룹 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 (two-tailed)를 사용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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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1. 로슈바미브 치료가 고지방식이가 유발한 비만증과 당대사 장애에 미치는 효과    

6 주간 로슈바미브 (20 mg/kg)를 고지방식이와 복용한 이후 항 비만효과 여부를 

확인하였다.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를 같이 복용한 군은 다른 군 (일반 식이, 일반 

식이와 로슈바미브, 고지방식이)에 비해 가장 낮은 몸무게를 보였다. 각 군별로 몸무게의 

차이는 식이 3 주부터 (11 주령) 보이기 시작하였다 (Fig. 5a). 각 군의 음식 섭취량은 

일반 식이군보다는 고지방식이군에서 많았고, 약제 복용군에서는 줄어드는 경향성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upplementary figure 1). 또한 고지방식이와 

함께 로슈바미브를 투여한 동물군에서 당내성이 고지방식이 군에 비해 호전됨을 

확인하였다 (Fig. 5b). 인슐린감수성검사에서도 로슈바미브를 투여한 동물군에서 

인슐린을 복강 내 주사한 이후 60 분과 90 분에서 다른 군에 비해 혈당이 의미 있게 

감소하여 인슐린 저항성이 개선되었음이 확인되었다 (Fig. 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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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Rosuvamibe reduces obesity and improves impairment of glucose metabolism. 

(a) Changes in body weight of mice with normal diet, normal diet with rosuvamibe 20 mg/kg, 

high fat diet, and high fat diet with rosuvamibe 20 mg/kg (n=5). (b) Glucose tolerance test 

after overnight (16 hr) fasting. Serum glucose levels were evaluated after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glucose (1 g/kg) (n=5). (c) Insulin tolerance test after 5-hour fasting. Serum 

glucose levels were evaluated after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human regular insulin (0.5 

unit/kg) (n=5).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m, and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with HFD+ Rosuvamibe group was indicated by *P <0.05, **P <0.01, ***P <0.001 (assessed 

by two-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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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단일 약제 사용에 따른 체중감소 효과 

로슈바미브가 로슈바스타틴과 에제티미브의 복합제제이기 때문에, 로슈바미브 약제의 항 

비만효과가 약제 단일에 의한 효과인지 아니면 복합제제의 시너지 효과가 있는 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또한 로슈바스타틴이 친수성 약제이기 때문에 소수성의 다른 계열 

스타틴을 사용했을 때에도 비슷한 효과가 있을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로슈바스타틴 단일 제제 (5 mg/kg, 10 mg/kg)와 로슈바미브 (10 mg/kg)를 

고지방식이와 함께 5 주간 복용하였을 때, 로슈바스타틴 단일제제는 보다 로슈바미브의 

체중증가 폭이 작아 약제의 시너지 효과가능성을 시사하였다. 로슈바스타틴 단일제제는 

약제 용량과 체중변화가 관련성을 보이지 않았다 (Fig. 6a). 친수성이 아닌 소수성의 

스타틴인 아토바스타틴 단일 제제 (5 mg/kg, 10 mg/kg)와 로슈바미브 (10 mg/kg)를 

비교하였을 때도 유사한 결과를 보였는데, 로슈바미브 군이 아토바스타틴 약제 복용 

군보다 체중증가 폭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아토바스타틴의 용량은 

마찬가지로 체중증가 효과와 관련성이 없었다 (Fig. 6b). 마지막으로 에제티미브 단독 

제제(5 mg/kg, 10 mg/kg)와 로슈바스타틴 단일제제 (5 mg/kg, 10 mg/kg)를 비교하였을 

때, 로슈바스타틴 단일제제보다는 에제티미브군에서 체중증가 폭이 덜하였으며, 

에제티미브 용량이 큰 10 mg/kg 군에서 가장 낮은 체중감소율을 보였다 (Fig. 6c). 

추가적으로 각 그룹의 식사량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Supple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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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Body weight change after administration of single drug.  

(a) Body weight of mice with high fat diet with rosuvastatin 5mg/kg, high fat diet with 

rosuvastatin 10mg/kg, and high fat diet with rosuvamibe 10mg/kg (n=4). (b) Body weight of 

mice with high fat diet with atorvastatin 5mg/kg, high fat diet with atorvastatin 10mg/kg, and 

high fat diet with rosuvamibe 10mg/kg (n=4). (c) Body weight of mice with high fat diet with 

ezetimibe 5mg/kg, high fat diet with ezetimibe 10mg/kg, high fat diet with rosuvastatin 

5mg/kg, and high fat diet with rosuvastatin 10mg/kg (n=4). RS, rosuvastatin; RSM, 

rosuvamibe; AT, atorvastatin; EZ, ezetim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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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로슈바미브 복용과 발열을 통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 

6 주간의 식이를 마친 쥐를 comprehensive lab animal monitoring system (CLAMS)를 

이용하여 전반적인 에너지 소비 패턴을 확인하였다. 고지방식이와 함께 로슈바미브를 

복용한 쥐는 다른 그룹에 비해 낮과 밤을 포괄하여 가장 높은 산소 소비 형태를 보였다. 

산소 소비에 대한 분석은 쥐의 건체중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Fig. 7a). 이산화탄소 

생산은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를 복용한 그룹에서 단순 고지방식이를 한 그룹보다 

높았으며, 이는 일반식이나 일반 식이와 로슈바미브를 복용한 군과 유사한 정도였다 

(Fig 7b). 그룹 간의 신체활동량 (locomotor)의 차이는 보이지 않았으며 (Fig. 7c), 

산소 소비량을 통해 계산된 에너지 소비량 (발열)정도는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를 

함께 복용한 군에서 가장 높았다. 이는 로슈바미브의 항 비만효과가 발열로 인한 에너지 

소비의 증가임을 잘 보여준다 (Fig. 7d). 

 이러한 발열이 전체적인 중심부 온도 (core temperature)를 변화시키는 지 확인하기 

위해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체온 측정을 시행하였다. 6 주간의 식이를 마친 쥐를 

대상으로, 두가지 조건 (20 시간의 금식과 식이 진행 도중)으로 촬영을 진행하였다. 

고지방식이 그룹을 제외하고 중심부 온도의 차이는 다른 세 그룹에서 보이지 않았다 

(Fig. 8a, 8b). 결론적으로 로슈바미브의 항비만효과는 일반 식이가 아닌 고지방식이에서 

가장 극대화되며, 이러한 효과는 부분적인 발열 증가에 기인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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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Rosuvamibe increases energy expenditure through thermogenesis. (a-b) Energy 

expenditure was evaluated after 6 weeks of rosuvamibe treatment by oxygen consumption 

(VO2) (n=5) (a). Carbon dioxide release (VCO2) (n=5) (b). Locomotor activity (n=5) (c). (d) 

Energy expenditure (heat) was calculated using equations described in Methods (n=5).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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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Rosuvamibe-induced thermogenesis is not related to change in core 

temperature. (a-b) Infrared imaging photos of mice after 6 weeks of rosuvamibe treatment 

(normal diet, normal diet with rosuvamibe, high fat diet, and high fat diet with rosuvamibe, 

clockwise) in 20-hour fasting condition (a). and feeding condition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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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로슈바미브 투여가 지방조직의 열발생에 미치는 영향 및 지방조직 간의 비교 분석 

약제 복용에 따른 발열작용의 정확한 위치를 확인하기 위해 서혜부의 피하지방 조직을 

확인하였다. 전체적인 조직의 크기는 고지방식이로 인해 증가하였다가, 로슈바미브를 

같이 복용한 군에서는 감소되는 양상을 보였다 (Fig. 9a). 또한 고지방식이에 

로슈바미브를 병용하였을 때 세포 내 지질방울의 크기가 감소됨을 조직의 hematoxylin 

and eosin statin (H&E) 염색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다 (Fig. 9b). 발열관련 유전자 중 

가장 대표적인 UCP1 의 발현양은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를 함께 복용한 군에서 

고지방식이 그룹에 비해 약 20 배 증가 폭을 보였으며 (Fig 10a), UCP1 의 단백질 

발현양 역시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를 병용 투여 군이 일반 식이 및 고지방 식이 단독 

군에 비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 9d). 다른 갈색지방관련 발열 유전자들, cell death 

inducing DNA fragmentation factor alpha-like effector A (CIDEA), elongase of very 

long chain fatty acids-3 (Elovl3), PRDM16 역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증가를 보였다 

(Fig. 10b). 지방산 산화와 관련한 대표적인 유전이인 PPAR-alpha 의 경우 단순 

고지방식이 군에 비해 로슈바미브를 함께 복용한 군에서 4 배 정도의 발현 양 증가를 

보였다 (Fig. 10c).  

 갈색지방과 백색지방인 부고환 지방 역시 에너지 소비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가지 조직에서 모두 전체적인 조직의 크기는 일반 식이보다 고지방 식이 

에서 증가된 소견을 보였으며, 로슈바미브 병용 투여로 크기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갈색지방조직의 무게는 일반식이에서 0.06 g, 고지방식이에서 0.12 g, 고지방식이와 함께 

로슈바미브 투약시 0.04 g 으로 측정되었으며, 부고환 백색지방의 무게는 일반식이에서 

0.29 g, 고지방식이에서 1.80 g, 고지방식이와 함께 로슈바미브 투약시 0.22 g 소견을 

보였다. 유사하게 H&E 를 통한 조직염색에서도 비슷한 양상을 보였는데, 고지방 

식이에서는 지질방울의 크기가 증가하였다가 약제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Fig. 11a, 11b). 갈색지방조직의 경우 UCP1 mRNA 발현은 고지방식이에서 

증가하다가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 병용 시에는 감소하는 형태를 보였으며 (Fig. 12a), 

단백질 발현양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12c), 부고환 지방인 

백색지방의 경우 UCP1 mRNA 발현양 은 네가지 그룹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Fig. 12b), 단백질 발현의 경우 고지방식이 때 증가하고, 로슈바미브 추가 

투여시에는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2d).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로슈바미브 약제의 투약은 갈색지방이나 백색지방이 아닌, 서혜부 피하지방의 

갈색지방화를 일으켜 발열 작용을 일으켰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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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Gross and histologic change of inguinal adipose tissue. (a) Representative gross 

images of inguinal adipose tissue of mice. (b) Representative histologic images of H&E 

stained inguinal adipose tissue section (magnification,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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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Upregulation of thermogenic program in inguinal white adipose tissue. 

(a) UCP1 expression of inguinal adipose tissue (n=5). (b) Western blot of UCP1 protein. (c) 

Thermogenic gene expression of inguinal adipose tissue (n=5).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m. *P < 0.05, **P < 0.01, ***P < 0.001 (assessed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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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Gross and histologic change of brown adipose tissue and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a) Representative gross images and histologic images of H&E stained brown 

adipose tissue (magnification, x100). (b) Representative gross images and histologic images 

of H&E stained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magnification,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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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UCP1 expression of brown adipose tissue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a) 

UCP1 mRNA expression of brown adipose tissue (n=3-5). (b) UCP1 mRNA expression of 

epididymal adipose tissue (n=3-5). (c) Western blot of UCP1 in brown adipose tissue (n=3-5). 

(d) Western blot of UCP1 in epididymal adipose tissue (n=3-5).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m. *P < 0.05, **P < 0.01, ***P < 0.001 (assessed by one-way ANOV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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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로슈바미브 약제 사용에 의한 서혜부 지방의 발열 기전  

갈색지방화가 일어난 서혜부 지방조직의 발열 기전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가지 조건 

(일반식이, 고지방식이,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에서 서혜부 지방의 전사체 

(transcriptome) 분석을 시행하였다. 약제 사용에 따른 지질 대사의 변화를 제외하면, 

주화성 경로 (chemotaxis pathway)의 변화가 뚜렷하였으며, 로슈바미브 투약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이 확인되었다 (Fig. 13a). 이에 면역과 염증반응과 관련한 256 개의 

유전자 중에서 8 개의 유전자가 의미 있는 변화를 보여주었다 (Fig. 13b). 이 중에서 

4 개의 유전자인 chemokine (C-X-C motif) ligand 13 (Cxcl13), nuclear receptor 

subfamily 1 (Nr1h4), adenylate kinase 7 (AK7), bone morphogenetic protein 6 

(Bmp6)가 유의미한 경향성을 보였는데, 고지방식이와 로슈바미브를 같이 복용한 군에서 

단순히 고지방식이나 일반 식이를 한 군보다 발현양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이 

네 가지의 유전자 모두 일반 식이군 보다 고지방식이 군에서 발현양은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다 (Fig. 1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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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Gene expression change by high fat diet with rosuvamibe  

(a) Up and down-regulated biological pathways in the high fat diet with rosuvamibe relative 

to high fat diet of inguinal adipose tissue. (b) Significant gene in the category of immune and 

inflammatory response. Cxcl13, chemokine (C-X-C motif) ligand 13; Pla2g3, phospholip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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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2, group III; Tlr11, toll-like receptor 11; Cxcl11, chemokine (C-X-C motif) ligand 11; Cd6, 

CD6 antigen; Nr1h4, nuclear receptor subfamily 1, group H, member 4; Ak7, adenylate kinase 

7; Bmp 6, bone morphogenetic protein 6; RSM; rosuvam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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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6 주간 고지방식이와 함께 두가지 콜레스테롤 강하 약제의 복합 제형인 로슈바미브 20 

mg/kg 를 투약하였을 때, 고지방식이로 인한 체중증가 완화됨을 보였으며 이와 동반하여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약제의 효과는 발열로 인한 에너지 소비 

증가로 인한 것이며, 발열은 전형적인 갈색지방이 아닌 서혜부의 피하지방에 한정되어 

발생됨을 확인하였다.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 기전에 대해서는 지방세포 주변의 

대표적인 면역세포인 대식세포 (macrophage)와의 상호작용일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러한 지방조직 대식세포 (adipose tissue macrophage, ATM)의 변화는 

콜레스테롤 농도 감소에 따른 간세포 주변 대식세포인 쿠퍼 세포 (Kupffer cell)의 

변화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전 스타틴과 에제티미브를 이용한 몇몇 연구에서도 약제의 비만 및 대사질환의 

개선이 관찰된 바가 있다 62-64). 2012 년 Fraulob 등은 14 주간 8 주령 쥐에 

고지방식이와 함께 rosuvastatin 을 복용케 하였으며, 약제를 복용한 군은 고지방 식이 

군에 비해 몸무게가 8%가량 감소하고 내장 지방의 두께는 60%가량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이와 더불어 간비대가 개선되고 지방간이 6% 감소하였다 62). 이와 유사하게 

2014 년 Wang 등 은 20 주령의 쥐에 4 주간 고지방식이와 함께 ezetimibe 5 

mg/kg/day를 복용케 하였으며, 쥐의 몸무게가 30.0 g에서 28.8 g으로 감소하는 소견을 

보였다 64). 이는 고지방 식이 군에서 30 g에서 35.4 g의 몸무게 증가가 있었음을 고려할 

때 약제의 항비만효과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또한 이 연구에서도 지방간과 간섬유화 

인슐린 감수성이 의미 있게 개선되었다 64). 위의 두 연구 모두 우리의 연구와 같은 

약제를 사용한 실험이나, 비만을 주로 관찰한 연구가 아닌 지방간염을 타겟으로 

수행되었다는 제한점이 있으며 관련 메커니즘 제시가 결여되어 있다는 점은 한계점으로 

생각된다. 최근 Yin 등에서 fluvastatin 을 고지방식이와 함께 복용하였을 때 체중감소와 

함께 인슐린 감수성이 개선되며, 이는 갈색지방과 서혜부 피하지방의 UCP1 활성화를 

통한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다 65). 그러나 이 연구 역시 표현형만을 제시할 뿐 

갈색지방화 및 갈색지방 활성화에 대한 메커니즘에 대한 고찰이 없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반해 우리의 연구는 약제의 명확한 항비만효과와 에너지 소비의 명확한 결과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한 메커니즘을 제시하려고 시도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겠다.  

본 연구에서 약제복용에 의한 UCP1 의 발현 증가는 오직 서혜부 지방조직에서만 

발생하였으며 이와 동반하여 chemotaxis 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의 유발 인자는 전사인자를 비롯하여 분자 및 신경호르몬적 단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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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양하게 연구되고 있지만 66-68), 최근에는 지방세포와 주변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이 

주목받고 있다 46). 갈색지방화에는 다양한 면역세포가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대식세포를 비롯하여 호산구, type 2 innate lymphoid cells (ILC2), T 림프구, NK 세포 

등과의 관련성도 확인되었다 46). 이중 대식세포와 갈색지방 및 베이지 지방의 관련성이 

가장 많이 연구되었는데, 대식세포에서 분비된 염증 싸이토카인 (TNFα, IL-1β)이 

갈색지방과 백색지방에서 UCP1 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이 알려져 있다 43). 이는 염증 

관련 싸이토카인들이 노르에피네프린 시그널 과정을 저해하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대식 

세포가 국소적으로 신경 말단부의 노르에피네프린을 흡수하여 자체 효소 

(norepinephrine degrading enzyme monoamine oxidase)를 통해 교감신경의 톤을 

낮추어 갈색지방화를 억제한다 69, 70). 또한 대식세포의 toll-like receptors (TLR)4 와 

TLR2 의 활성화가 NF-kb, MAPK 를 통한 갈색지방의 염증반응을 활성화시키고 

궁극적으로 UCP1 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 42). 이외에도 대식세포의 α4-

integrin 을 통해 직접적으로 베이지세포의 vascular cell adhesion molecule-1 

(VCAM1)에 결합하여 베이지세포의 형성 (adipogenesis)과정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4). 이에 반하여, 주로 항 염증반응 (anti-inflammatory)과 관련 

있는 alternatively activated macrophage(M2 type)의 경우, 기전은 명확하지 않으나 

갈색지방화를 촉진시켜 발열작용을 강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45), 호산구는 

meteorin-like hormone (METRNL)47), IL-4, IL-13 등을 통해 갈색지방화에 관여하여 

ILC2 의 경우 활성화될 시 IL-5, IL-13 을 통하여 호산구와 M2 대식세포를 활성화시켜 

갈색지방에 기여한다 46). 본 연구에는 전사체 분석을 통해 Cxcl13 을 비롯한 몇 개의 

chemokine 들이 의미 있는 증가 소견을 보였다. 따라서 서혜부의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는 주변 면역세포와의 상호작용으로 유도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러한 지방조직의 대식세포의 변화는 콜레스테롤 강하에 따른 간 주변의 쿠퍼 

세포의 변화에서 기인했을 가능성이 있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 인지질의 포화 지방 

아실 (saturated fatty acyl) 그룹을 단단하게 결속시키는 역할을 하며, 따라서 세포막의 

증가된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세포, 미토콘드리아, 소포체 (endoplasmic reticulum, ER) 

그리고 지질방울의 막 단백질 고유의 기능을 와해시킨다 53). 이에 관해서는 잘 알려진 

두가지 기전이 있는데 하나는 미토콘드리아의 막 단백질인 mitochondrial membrane 

2-oxoglutarate carrier 의 변화이며, 다른 하나는 소포체의 sarcoplasmic reticulum 

Ca2+-ATPase (SERCA) 단백의 변화이다 53, 71). 먼저 mitochondrial membrane 2-

oxoglutarate carrier 는 세포질로부터 미토콘드리아 안으로 항산화제인 글루타치온 

(glutathione)을 이동시키는 역할을 하는 단백으로, 증가된 미토콘드리아 막의 

콜레스테롤 농도는 막의 유동성을 변화시키고 결국 carrier 의 기능을 방해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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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내 글루타치온의 농도가 감소하게 된다. 따라서 감소된 글루타치온으로 

인해 활성산소가 증가하고 지질의 산화과다작용이 일어나 결국에는 간세포의 세포 

자멸사 (apoptosis)나 괴사 (necrosis)를 유발, 비알콜성지방간염을 일으키게 된다 71). 

유사하게 소포체 막단백질은 SERCA는 소포체내 칼슘농도를 조절하는 단백으로, 과도한 

콜레스테롤의 증가는 SERCA 단백의 장애를 유발하여 unfoled protein response 

(UPR)과 ER 스트레스를 증가시킨다 71). 이러한 ER 스트레스의 증가와 인슐린의 저항성 

간의 명확한 관련성이 알려져 있으며 72), 비알콜성지방간염 발생에도 기여할 가능성이 

제시된 바 있다. 최근에는 간세포 안의 지방방울의 콜레스테롤 결정화 (cholesterol 

crystallization)이 주목받고 있는데, 과도한 콜레스테롤이 간세포 지방방울에 축적되면 

간세포내의 NOD-, LRR- and pyrin domain-containing 3 (NLRP3) inflammasome 이 

활성화되어 간세포의 pyroptosis 가 유발되고 이로 인해 주변의 대식세포인 쿠퍼 세포가 

활성화된다 53).  이어서 쿠퍼 세포는 간세포내 지방방울에 있던 콜레스테롤에 의해 

자신의 NLRP3 inflammasome 이 활성화되고 결국에는 주변 면역세포와 stellate cell 을 

활성화시켜 비알콜성지방간염과 간경화를 유발한다는 이론이다 53). 정리하자면,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 세포체의 막의 유동성을 변화시켜 염증을 유발하고 

간세포내 지방방울의 콜레스테롤 축적은 쿠퍼 세포의 염증복합체의 활성화를 

촉진시키므로, 결국 과도한 콜레스테롤은 주변 면역세포의 염증반응을 촉진한 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콜레스테롤을 약제를 사용하여 농도를 낮추게 되면 간세포와 간세포 

주변 쿠퍼 세포의 항 염증효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유추를 해볼 수 있겠다. 따라서 

두개의 약제를 사용하여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강하게 낮추었을 때 이것이 간세포 주변의 

쿠퍼세포를 항 염증 방향 (anti-inflammatory pathway)로 전환시키고, 이 쿠퍼세포가 

전신 혈류를 타고 순환하여 서혜부 피하 지방조직의 대식세포의 방향을 변화시켰을 

것이라 유추해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본 연구의 Cxcl13 과 같은 chemokine 을 

매개로 일어났을 것이라 예상해 볼 수 있겠다 (Fig 14).  

본 연구에서 관찰되었던 로슈바미브와 에제티미브의 체중감소 시너지 효과에 

대해서는 기전이 명확치 않으나, 각 약제의 콜레스테롤 억제 기전 차이에 따른 

콜레스테롤 농도의 급격한 감소가 그 원인일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스타틴의 

사용은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인 HMG-CoA reductase 를 억제하여 간의 

콜레스테롤 합성 자체를 막는데, 쥐의 몸은 이를 보상하기 위해 간에서의 LDL 

receptor 발현을 높이고 장에서의 NPC1L1 의 발현을 증가시켜 콜레스테롤 흡수를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51). 따라서 스타틴 사용에 따른 이러한 상보적인 작용을 

에제티미브 약제가 90% 가까이 차단하면서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각 단일 약제 

사용시보다 더 크게 감소하였으리라 유추해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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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서혜부 지방조직 및 간 조직에 대한 대식세포를 포함한 면역세포의 변화에 

대한 추가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가능성 높은 기전이 확인되면 세포 

단계에서의 실험과 함께 target 유전자의 anti-sense oligo(ASO)를 제조하여 

서혜부지방조직에 주사한 후 변화를 관찰하는 추가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갈색지방화가 왜 서혜부 피하지방에만 집중되어 발생했는지 장소 선택성에 대한 

추가적인 고찰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두가지의 콜레스테롤 강하약제를 복합제로 고지방식이와 복용하였을 때, 

서혜부의 백색지방의 갈색지방화로 인하여 항비만효과가 나타날 수 있음이 확인되었다. 

비만치료의 임상적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현재 약제선택이 매우 제한적이고 주로 

중추신경계의 식욕조절과 관련한 메커니즘에 편중되어 있음을 고려할 때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를 이용한 에너지 대사 증진은 새로운 항비만의 주요한 치료기전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또한 사람에게서 갈색지방은 상당량 존재하며 쥐의 

베이지지방세포와 성상이 유사하여 충분히 활성화된다면 그 효과가 더욱 뚜렷할 것으로 

예상되며, 로슈바미브 약제가 실제 임상에서 사람을 대상으로 처방되는 안전한 약제라는 

점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가장 현실적이고 실현 가능한 새로운 비만 치료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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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A working model of rosuvamibe in browning at inguinal adipos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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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ry figure 1. Food intake of mice according to the type of drug.  

ND, normal diet; HFD, high fat diet; EZ, ezetimibe; AT, atorvastatin; RS, rosuvastatin; RSM, 

rosuvami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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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Obesity is a chronic complex condition, which is associated with several 

diseases including stroke, heart disease, type 2 diabetes, cancer, and increased mortality. A 

major organ of obesity, adipose tissue is composed of 3 different types of adipocytes: white, 

brown, and beige adipocyte. Browning is a transformational change of white adipocyte into 

brown-like adipocyte, which increases energy expenditure resulting in anti-obesity effect. 

Recently, interactions between immune cells and adipocytes are regard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browning. Since cholesterol is an important inflammatory substance in many 

diseases, we aimed to find out whether cholesterol lowering drugs could mitigate obesity 

through browning of adipocytes.  

 

Method: After the administration of rosuvamibe (20 mg/kg) for 6 weeks in C57BL/6J mice 

with high fat diet, changes in body weight, energy expenditure, thermogenesis were evaluated. 

The level of uncoupled protein-1 was compared according to the different type of adipose 

tissue. Also, transcriptome was analyzed to reveal the possible mechanism of anti-obesity 

effect of the drug.   

 

Results: After 6 weeks-intake of rosuvamibe with high fat diet, high fat diet-induced obesity 

and insulin sensitivity were improved through the increased energy expenditure. Local 

thermogenesis restricted to inguinal adipose tissue was occurred via the browning of 

adipocytes. Browning might be related to the immune cell including adipose tissue 

macrophage, and synergistic effect of rosuvastatin and ezetimibe was observed.  

 

Conclusion: Co-administration of two cholesterol lowering drugs with high fat diet reduces 

body weight of mice through the browning of beige adipocytes. Since human BAT has similar 

characteristics of mice beige adipose tissue, this combination of drugs might be a good strategy 

to combat globally prevalent obesity. 

 

Key words: browning, anti-obesity effect, cholesterol metabolism, inflam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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