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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요약

서론: 고지방식이 (high-fat diet)로 유발한 비만증에서 에너지대사 조절 중추인

시상하부, 특히 시상하부 궁상핵 (hypothalamic arcuate nucleus)에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와 면역세포의 증가 및 활성화가 관찰된다. 이러한 시상하부의

염증 반응은 시상하부 뉴런에서 렙틴 및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고, 뉴런의 대사

조절 기능의 장애를 초래하여 비만을 더욱 악화시킨다. 이전 연구에서 장기간

고지방식이를 했을 때, 시상하부 궁상핵에 골수유래 대식세포 (bone marrow-

derived macrophage)의 수적 증가와 활성화가 일어나서 시상하부 염증을

지속시키는데 기여함이 보고되었다. 하지만 고지방식이 과정에서 시상하부

대식세포가 혈액에서 유입되는지, 아니면 시상하부에 이미 존재하는 대식세포가

국소적으로 증식하는지, 그리고 국소적으로 증식한다면 이들 세포들은 언제

시상하부로 유입되는지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 

방법: 본 논문에서는 첫번째로 고지방식이 유발 비만 마우스에서 시상하부의

혈관 투과성을 먼저 평가하였다. 이를 위하여 혈관불투과성 에반스 블루 (Evans 

blue)와 형광 표지된 알부민을 꼬리 정맥에 투여하고, 시상하부에서 혈관 밖

누출을 분석하였다. 또한 투과성 혈관 지표인 MECA32로 면역염색을

시행하였다. 다음으로 장기간 고지방식이를 했을 때 혈액에 존재하는 단핵구

(monocyte)나 골수성 세포 (myeloid cell)가 시상하부로 침윤되는지 조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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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 골수성 세포를 추적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골수성 면역세포의 마커로

Lysozyme M (LysM)을 사용하여 이들 세포에 녹색형광단백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을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LysMGFP 마우스를 제작하였다. 이

마우스를 사용해서 개체결합 (parabiosis)과 골수이식 (bone marrow 

transplantation)을 시행 후 12주와 30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먹인 후

시상하부를 채취하여 LysMGFP 세포가 시상하부로 침윤되는지 다른 조직과

비교하여 분석하였다. 마지막으로 LysMGFP 세포가 개체 발생과정 중에

시상하부에 들어가는지 확인하고자 배아기 16.5일 18.5일과 출생 후 1일, 7일, 14일, 

28일에 뇌를 채취하여 시상하부에서 LysMGFP 세포의 수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결과: 궁상핵에는 혈관 투과성이 증가했음에도 불구하고 개체결합과 골수이식

실험에서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는 동안 혈중 골수유래 대식세포 (LysMGFP

세포)가 간, 골격근, 맥락얼기, 연수막에는 침윤되지만, 시상하부로의 침윤은

관찰되지 않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는 식이 유도 비만 (diet-induced 

obesity)에서 발생하는 시상하부에 대식세포의 증가는 혈중 단핵구의

시상하부로 이동에 의한 것이 아님을 암시한다. 반면 골수유래 대식세포가 배아

후기부터 시상하부에 출현하며. 출생 직후 급격한 수의 증가를 보였으며, 출생

후 2주차에 최대값을 보이고, 젖떼기 이유 (weaning) 후에는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하여, 성인기에 관찰되는 분포 패턴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골수유래

대식세포가 출생 초기 시상하부로 유입됨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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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골수유래 대식세포는 뇌혈관장벽이 닫히기 전인 수유 기간 동안에

시상하부로 침윤되었다. 또한 고지방식이를 하여도 혈중 단핵구가 시상하부에

침윤하여 대식세포가 되는 일은 거의 일어나지 않았다. 따라서 성인 마우스에서

고지방식이 후 시상하부 대식세포 증식은 출생 초기에 침윤한 대식세포의 국소

증식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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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어

C57 (C57BL/6 mice)

CD68 (cluster of differentiation 68)

DAPI (4′,6-diamidino-2-phenylindole)

E (embryonic day)

GFP (green fluorescent protein)

Iba-1 (ionized calcium-binding adapter molecule 1)

Ki67 (antigen Ki-67)

LysMGFP (expressing GFP in the lysozyme M-expressing myeloid cells)

Meca32 (pan-endothelial cell antigen)

P (postnatal day)

PBS (Phosphate buffered saline)

PFA (paraformaldehy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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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만성 저강도 염증 (chronic low-grade inflammation)은 비만인 사람과 동물의 지방조직, 

간, 골격근, 췌도세포, 혈관에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1, 2]. 여러 연구에서 메타 염증

(meta-inflammation)이라고 불리는 비만 관련한 염증이 인슐린의 표적 세포에서 인슐린

신호전달을 방해함으로써 포도당 불내성과 제2형 당뇨병을 유발한다는 것을 보여 주었다

[3, 4]. 대식세포 (macrophage)는 조직에 위치하는 식세포 (phagocyte)이며, 지방 조직에서

일어나는 비만 관련 염증에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성인의 건강한

조직 내 대식세포는 혈중 단핵구 (circulating monocyte)에서 기원하거나, 이와는 독립적으로

출생 전부터 자리잡아 일생동안 유지된다 [6]. 반면 염증 부위에 축적된 대부분의

대식세포는 혈중 단핵구에서 기원한다 [7]. 단핵구는 손상된 조직에 들어가면 일련의

변화를 거쳐서 대식세포가 된다. 단핵구는 손상된 세포, 병원균, 그리고 대식세포에 의해

분비된 사이토카인 등의 자극에 의해 유발되는 화학주성 (chemotaxis)을 통해 손상된

부위로 유도된다 [6, 7].

시상하부 (hypothalamus)는 에너지 및 포도당 대사를 제어하는 중추신경계의 필수

기관이다 [8, 9]. 시상하부 궁상핵의 뉴런은 혈뇌장벽 (blood-brain barrier)이 없는 정중융기

(median eminence) 근처의 작은 영역이며 [10], 렙틴, 인슐린과 같은 말초 조직으로 부터의

대사 신호를 감지하여 항상성을 유지한다 [8, 9]. 비만과 관련된 중추신경계의 염증은

궁상핵 (arcuate nucleus)에서 특이적으로 발생하며, 이것은 비만의 진행에 있어 시상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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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이상의 중요한 메커니즘이다 [11, 12]. 말초 조직의 대식세포처럼 작용하는 소교세포

(microglia)는 이 시상하부 염증에 관여하는 주요 면역 세포로 생각된다 [11-13]. 특히

궁상핵의 소교세포는 고지방식이 (high-fat diet)에 단기적으로 노출되었을 때, 쉽게

활성화가 되고 포화 지방산 (saturated fatty acid)에 의한 시상하부의 염증 반응을 시작하게

한다 [12-15]. 지방 조직의 대식세포는 골수 (bone marrow)의 단핵구에서 기원하는 반면, 

중추신경계의 소교세포는 난황낭 (yolk sac)의 원시조혈세포 (primitive hematopoietic cell)에서

주로 발생한다 [5, 16]. 중추신경계의 소교세포는 배아기의 초기 기간 동안에 신경 상피

(neuroepithelium)로 이동하고 평생 동안 자가재생 (self-renewal)을 통해 그 수를 유지한다.

시상하부에는 골수유래 대식세포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도 존재한다 [17, 18]. 

이전 연구에서 소교세포의 광범위한 분포와는 달리 최근 시상하부의 대식세포가

혈관주위영역 (perivascular area), 연수막 (leptomeninges) 및 뇌실주위기관 (circumventricular 

oragan)인 정중융기 등에 제한된 분포를 보고했다 [14]. 또한 고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의

궁상핵에서 대식세포의 유의미한 활성화와 축적과 함께 시상하부 염증반응에 있어

골수유래 대식세포의 중요한 역할을 보고했으며, 비만 마우스의 궁상핵과 수막에서

대식세포의 증식을 관찰했다 [14]. 그러나 이러한 증식하는 대식세포가 체순환 (systemic 

circulation)에서 기원하였는지, 소교세포의 자가재생을 통해 발생하였는지는 불분명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증가하는 시상하부 대식세포의

기원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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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재료와 방법

동물 모델

C57BL/6 (C57)수컷 마우스는 오리엔트바이오 (Seongnam, Korea)에서 구입하였다.

Lysozyme M (LysM)-Cre 마우스 (Jacksonlab, Bar Harbor, MA)는 골수성 세포에 특이적으로

녹색형광단백을 발현하는 마우스를 만들기 위해 5’방향에 lox-STOP-lox를 포함한

녹색형광단백의 대립유전자를 가진 마우스와 교배되었다 (Jacksonlab, Bar Harbor, MA). 동물

모델은 일반식이 (Samyang, Seoul, Korea)나 고지방식이 (58% fat, Research Diet Inc., New 

Brunswick, NJ)를 먹었다. 마우스들은 22 ± 1  ℃ 온도에서 생활했으며, 12시간의 명암주기

(light-dark cycle, 오전 8시에 점등, 오후 8시 소등) 그리고 음식과 물은 자유롭게

제공받았다.

면역 염색

40 mg/kg의 Zoletil (zolazepam및 tiletamine)과 5 mg/kg Rompun®으로 마우스를 마취시킨

다음, 좌심실을 통해 50 ml 생리식염수와 50 ml 4% 파라포름알데히드 (paraformaldehyde, 

PFA)를 차례대로 관류 (perfusion)시켰다. 뇌 전체를 수집하고 24시간 동안 4% PFA로

고정시키고, 뇌가 용기의 바닥으로 가라 앉을 때까지 30% sucrose용액에서 탈수시켰다. 

이후 관상면 (coronal)으로 냉동미세절단기 (cryostat, Leica, Wetzlar, Germany)을 사용하여

두께 20 μm로 뇌를 절단 (section)했다. 면역염색 전까지 슬라이스를 -70℃에서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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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부 슬라이스를 5분 동안 phosphate buffer saline (PBS)에 0.5% Tween 20의 혼합용액

(PBS-T)으로 투과시키고, 실온 (room temperature)에서 1시간 동안 5% normal goat serum으로

차단 (blocking)한 다음, 녹색형광단백에 대한 일차항체 (Aves Labs, #GFP-1010, 1:1000),

소교세포 표지자 Iba1 (Abcam, # Ab5076, 1 : 500), 또는 혈관 표지자 PECAM1 (BD Pharmingen, 

# 550274, 1 : 200)을 4℃에서 16시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배양 (incubation)하였다. 세척 후

슬라이드를 실온에서 1시간 동안 적절한 Alexa-Flour 488- 또는 633- 이 붙어있는 이차항체

(Invitrogen, 1 : 1000)와 함께 배양하였다. 천공 혈관 구조를 염색하기 위해, 시상하부

슬라이스를 30분 동안 4% PFA로 고정시키고, 5% normal goat serum으로 차단한 다음, anti-

MECA32항체와 함께 배양하였다 (BD Pharmingen, # 550563, 1 : 200). 일차 및 이차항체에

대한 프로토콜은 상기 기술한 바와 동일하게 시행하였다. 세포핵 염색을 위해, 슬라이드를

10분 동안 4′,6-diamidino-2-phenylindole (DAPI, Sigma, # D9564, 1 : 10,000)로 봉입

(mounting)하기 전에 처리하였다. 공초점 현미경 (Carl Zeiss 780, Germany)을 사용하여

형광을 검출하였다. 에반스 블루 (Evans blue)및 MECA32의 형광의 정량화는 Image J를

사용하여 궁상핵의 앞부터 뒤까지 전체에 걸쳐 시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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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상하부 혈관 투과성 측정

시상하부의 혈관 투과성을 시험하기 위해, 생리식염수로 희석된 3% 에반스 블루를

꼬리 정맥을 통해 일정 기간 동안 일반식이 또는 고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에 투여

하였다 (n = 10). 주사 후 20분 뒤에 뇌를 수집하고 미리 냉각된 이소펜탄 (isopentane)으로

냉동시켰다. 시상하부를 두께 20 μm의 슬라이스로 냉동미세절단기를 사용하여 만들고, 

인산완충 생리식염수 (phosphate buffer saline, PBS)로 3 회 세척한 후, 봉입 전에 DAPI로

배양하였다.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하여 에반스 블루 형광 (620 nm 자극, 680 nm 방출)을

이미지화 하였다. 에반스 블루를 정맥주사하고 20분 후에 내측기저 시상하부 (mediobasal 

hypothalamus)를 수집하고, 무게를 측정한 뒤, 70� 에서 24시간 동안 30 μl 포름아미드

(formamide, AMRESCO, #0606-500ml)에서 배양하였다. 샘플을 16,000G (gravitational 

acceleration)에서 45분 동안 원심 분리하고, 상층액을 추출해서 분광 광도계 (Eppendorf, 

Germany)를 사용하여 630 nm에서 흡광도 (optical density)를 측정하였고, 그 값을 조직

중량으로 정량화 하였다. 시상하부 혈관의 투과도는 Alexa-Fluoro 680이 붙은 알부민

(Molecular Probes, #A34787, 10 mg/kg으로 생리식염수에 희석)을 사용하여 시험하였다

(3마리). 형광표지 알부민은 꼬리 정맥을 통해 투여되었다. 주사 20분 후에 뇌를 수집하고

즉시 냉동하여 슬라이스로 만든 뒤, 상기 서술한 바와 같이 PECAM1에 면역염색을 하여

형광표지 알부민 또는 지방산의 혈관 외 유출을 확인했다. 공초점 현미경을 사용하여

형광을 이미지화했다. 모든 혈관 투과성 시험은 자유롭게 사료를 공급한 조건 하에서

명주기 (light cycle)의 초기에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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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체 결합 (parabiosis) 실험  

체중이 같은 13주령의 LysMGFP 마우스 및 C57수컷 마우스의 부생체 (parabiont)쌍을

외과적인 방법으로 6쌍을 결합시켰다. Zoletil® 및 Rompun®을 이용한 마취 상태에서, 

부생체의 측면 피부를 팔꿈치부터 무릎까지 절개한 뒤 부생체끼리 결합하였다. C57

마우스의 혈액에서 유세포분석 (BD FACS Canto ™)을 통해 LysMGFP 단핵구를

검출함으로써 개체결합 (parabiosis)의 성공을 확인하였다. 이 혈액 샘플은 수술 후 1주일

뒤에 부생체의 안와 정맥 (orbital vein)으로부터 채취되었다. 개체결합 6주 후에, 동물을

분리하고 4% PFA로 관류시켰다. 부생체의 시상하부 슬라이스에 녹색형광단백을 염색하여

LysMGFP 세포를 관찰하였다. 마우스는 희생 전에 12주 간 (수술 전 6주, 수술 후 6주), 두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식이 혹은 고지방식이를 공급받았다. 

골수 이식 실험

골수 키메라 마우스를 만들기 전에, C57 수컷 마우스를 마취한 뒤 두부를 보호한 채로

방사선을 처리했다 (4시간 간격으로 6.5 Gy 2회, 5마리). 이들은 방사선 처리 24시간 후

LysMGFP 마우스의 대퇴골에서 채취한 골수성 세포 (3 x 106개의 세포)를 꼬리 정맥을 통해

주사하였다. 골수이식 6주 후, 유세포분석을 이용해서 혈액의 LysMGFP 단핵구를 검출하여

골수이식의 성공을 확인했다. 골수이식을 성공한 마우스는 희생시키기 전 30주 동안

일반식이 또는 고지방식이를 공급받았다. 골수 키메라 마우스를 골수이식 36주 후에 4% 

PFA로 관류시킨 뒤, 녹색형광단백의 염색을 위해 뇌와 간을 수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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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 중 시상하부에 대식세포 출현 연구

일반식이를 먹은 LysMGFP 어미로부터 배아와 신생아의 뇌를 표시된 연령에서

수집했다 (각 시점에서 2~5마리). 생후 7일 미만의 마우스는 관류없이 희생시켰다. 뇌를

24시간 동안 4% PFA에 고정시키고 탈수시키고 슬라이스 한 후 위와 같이 염색했다. 

통계 분석

데이터는 평균의 표준 오차 (standard error of mean, SEM)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버전 23 (IBM Analytics, North Castle, NY)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그룹들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일원 또는 반복측정 분산분석 (one-way or repeated-measure analysis of 

variance, one-way or RM-ANOVA)을 사용하여 적절한 경우 최소유의차 (least significanct

difference, LSD) 검정을 사용하여 사후분석 (post-hoc test)을 시행하였다. 유의성은 p < 0.05로

정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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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궁상핵에서 혈관 투과성의 증가

본 연구에서는 혈중 단핵구의 이동 때문에 식이 유도성 비만 마우스모델의 시상하부

대식세포의 축적이 생겼다고 가설을 세웠다. 시상하부를 포함한 대부분의 뇌 영역은

혈뇌장벽 때문에 혈액순환으로 부터 분리되어 있으므로 면역계와도 단절되어 있다 [19]. 

따라서 순환하는 면역세포를 신경의 염증부위로 이동시키려면 혈액뇌장벽의 파괴가

필요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정해진 기간 동안 각각 일반식이와 고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 집단의

꼬리 정맥에 혈관을 투과하지 않는 염료인 에반스 블루 (Evans blue)를 주사해서 시상하부

궁상핵의 혈관 투과성이 변하는지 시험했다. 일반식이를 한 마우스에서 에반스 블루의

형광은 뇌실주위기관인 정중융기 (median eminence)를 제외하고 모든 시상하부에서 혈관

내에서 관찰되었다 (Fig. 1). 반대로, 10주간 고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의 궁상핵에서는

증가된 에반스 블루가 누출되어 혈관 외 영역에서도 관찰되었다. 이 결과를 주령에 따라

정량화 하면 4주와 10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한 그룹이 일반식이를 한 그룹에 비해

내측기저 시상하부 (mediobasal hypothalamus)에서 유의미하게 에반스 블루의 양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Fig. 2). 또한, 20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먹인 비만 마우스의 궁상핵에서

형광으로 표시된 알부민의 혈관 외 유출이 증가된 것을 관찰하였으나, 대조군인 일반식이

군에서는 유출이 적었다 (Fig. 3). 따라서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에서는 궁상핵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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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뇌장벽이 붕괴됨을 알 수 있었다.

이후 실험에서는 시상하부를 혈관 천공 표지자인 MECA32로 염색을 하였다 [10]. 

일반식이를 먹인 마우스는 정중융기의 외부 영역에서만 한정적으로 MECA32가 발현된

혈관이 분포되어 있었으며, 궁상핵에서는 MECA32의 발현이 나타나지 않았다 (Fig. 4, 5). 

그러나 고지방식이를 2주 먹인 마우스의 궁상핵에서는 MECA32 발현이 유의미하게

증가하였고 (Fig. 4, 5), 더 장기간 고지방식이를 하게 되면, 궁상핵의 미세 혈관에 천공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것은 곧 혈관 투과성이 높아지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시상하부 대식세포는 정상 상태에서 혈관 주변 공간에 위치한다 [14]. 

궁상핵의 혈관주위 대식세포 (perivascular macrophages)는 세포변형과정을 따로 거치지 않고

관형의 모양으로 혈관 주위에 위치한다 [14]. 그러나 고지방식이를 장기간 섭취하게 되면, 

혈관주위 대식세포들은 형태학적 변화를 거쳐 몸체부위가 커지고 가지가 형성되는

분지과정을 겪게 된다 [14]. 20주간 고지방식이를 먹인 LysMGFP 마우스에서 MECA32와

녹색형광단백을 함께 면역염색을 시행했을 때, MECA32로 표기된 궁상핵 혈관 주위에서

활성화된 LysMGFP 대식세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6, 7). 따라서 이 결과들은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의 혈관 투과성이 높아진 궁상핵에서 혈관주위 대식세포의 활성이 높아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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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에서는 혈중 단핵구의 시상하부 침윤이 일어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LysMGFP 마우스와 C57BL/6 (C57) 마우스의 순환계와 피부를 결합하는

개체결합 (parabiosis) 실험을 시행하여 투과성이 높아진 혈관을 통해 혈중 단핵구가

궁상핵으로 이동하는 양이 증가하는지 조사하였다 (Fig. 8). 수술 후 6주 뒤 C57 마우스의

혈액에서 유세포분석 (flow cytometry)을 시행한 결과 LysMGFP 세포를 확인하여 개체결합이

성공적이었음을 확인하였다 (Fig. 9). LysMGFP 세포가 C57 마우스의 시상하부에 침윤했는지

알아보기 위해 12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먹인 후 뇌 조직을 분석하였다. LysMGFP 마우스의

맥락얼기 (choroid plexus)와 시상하부 궁상핵 그리고 정중융기에서 녹색형광단백을

발현하는 세포가 흔하게 발견되었다 (Fig. 10, 11). 12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먹인 C57 마우스

부생체 (parabionts)의 맥락얼기에서 LysMGFP 세포가 검출되었으나 (Fig. 10), 시상하부에서는

LysMGFP 세포를 검출할 수 없었다 (Fig. 11). 결과적으로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에서 말초

혈액에 존재하는 LysMGFP 단핵구는 맥락얼기에는 침윤할 수 있지만, 혈관 투과성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시상하부까지는 침윤하지 못함을 의미한다. 

다음으로 골수이식 (bone marrow transplantation)을 시행하여 개체결합 실험에서 얻은

결과를 검증하였다. 이 실험에서는 LysMGFP 마우스의 골수성 세포를 C57 마우스로

이식하여 골수 키메라 (chimera) 모델을 만들었다. 골수이식 1주일 전, C57 마우스를 X선

처리 하였고, 이에 의한 혈뇌장벽의 파괴를 막기 위해 두부를 보호한 채 시행하였다 (Fig. 

12). 골수이식의 성공은 6주 이후, 골수이식을 받은 C57 마우스 혈액에서 LysMGFP 세포를

검출하여 확인하였다 (Fig. 13). 골수이식을 받은 지 36주차, 고지방식이 시작 30주차에 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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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골격근에서 LysMGFP 세포를 추적하였고, 간, 근육 및 맥락얼기에서 LysMGFP 세포가

흔하게 관찰되었다 (Fig. 14, 15). 일부 LysMGFP 세포는 정중융기와 수막에서도 발견되었지만

(Fig. 15), 궁상핵을 포함한 시상하부에서는 LysMGFP 세포가 검출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이것은 혈중 단핵구가 장기적인 고지방식이로 인한 시상하부의 대식세포 증가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3. 발생 기간 동안 시상하부에서의 LysMGFP 세포 이동

이전 실험의 결과에서 LysMGFP 혈중 단핵구가 시상하부로 이동한다는 명확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번 실험에서는 해당 세포가 발생기간동안 시상하부에 분포할 수 있는지

분석하였다. 소교세포 마커인 Iba1과 녹색형광단백의 이중 면역 염색을 위해 LysMGFP 

마우스의 배아일 (embryonic day, E) 16.5와 18.5, 출생일 (postnatal days, P) 1일, 7일, 14일, 

28일에 뇌를 얻었다. E16.5일에서, LysMGFP 세포는 수막 내막을 따라 적은 수만

관찰되었지만 (Fig. 16-19), 난황낭에서 기원한 많은 수의 Iba1을 발현하는 소교세포를

발견했다 (Fig. 16-18, 20). E18.5에서 LysMGFP 세포의 시상하부 분포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P1에는 급격하게 증가되었다 (Fig. 16, 17). 시상하부에서 LysMGFP 세포의 확연한 증가가

수유 중반부인 P14까지의 관찰되었다 (Fig. 16-18). 또한 형태는 소교세포와 비슷하게

활성화된 형태였다 (Fig. 16-18). 이러한 결과는 일반식이를 먹인 어미 마우스에서 태어난

새끼에서도 대식세포가 매우 활성화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P28에서 시상하부의 LysMGFP

세포의 분포는 크게 감소하여 성인의 분포와 같아졌다 (Fig. 18, 19). LysMGFP 세포의 극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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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와는 다르게 Iba1만 발현하는 소교세포 분포는 출생 이후 초기 동안 비교적 일정한

수를 유지했다 (Fig. 17, 19). 흥미로운 점은 수막 및 정중융기의 LysMGFP 세포의 상당

부분이 Iba1을 같이 발현했지만, 시상하부 내의 LysMGFP 세포의 대부분은 Iba1을 발현하지

않았다 (Fig.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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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에서 30주 이상 장기간으로 고지방식이를 먹인 조건 하에서도 LysMGFP의

골수성 세포가 시상하부 궁상핵으로 이동하지 않았음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LysMGFP

세포는 간, 골격근, 시상하부에 인접한 맥락얼기, 수막등의 부위에서는 상당한 침윤이

일어났다. 따라서 골수나 체순환에서 유래한 LysMGFP 골수성 세포가 시상하부에서

관찰되지 않은 것은 골수 이식 수술 혹은 개체결합의 실패 때문은 아니었다.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에서 궁상핵의 혈관 투과성이 높아졌기 때문에 혈중 LysMGFP 세포의 시상하부

침윤이 적은 것은 예상하지 못한 결과였다.

본 연구의 결과와는 달리 이전 연구는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에서 말초 면역 세포의

시상하부를 포함한 여러 뇌 영역으로의 대규모 침윤을 보고하였다 [20]. 그러나 이전에

보고된 결과에서의 마우스는 골수이식 이전에 머리에 방사선을 처리하였고, 이로 인해

혈뇌장벽이 파괴되어 면역세포가 유입될 수 있었으므로 [21] 해석에 주의가 필요하다. 

Valdearcos 등은 또한 골수이식을 이용하여 4주 간 고지방식이 섭취 조건 하에서 골수에서

기원한 골수성 세포의 상당한 침윤을 보고하였다 [15]. 위 연구에서 저자들은 유비퀴틴-

녹색형광단백 마우스의 골수를 머리를 보호하고 방사선 처리를 받은 C57 마우스로

골수를 이식하였다. 녹색형광단백과 골수성 세포 표지자인 CD68을 이중 면역 염색을

사용하여 골수유래 세포를 시상하부에서 검출했다. 이 실험에서 4주 간 고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의 궁상핵에서 CD68을 발현하는 세포의 약 30%가 녹색형광단백도 발현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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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나타났다. 저자들은 발현이 중첩되는 세포들이 말초부위에서 기원한 골수성

세포라고 보고했다. 

본 연구의 결과와 이전 연구 결과가 일치하지 않는 이유는 분명하지 않다 [15]. 

하나의 가능성은 시상하부에서 녹색형광단백을 발현하는 골수성 세포가 호중구 및

단핵구처럼 수명이 짧은 골수성 세포여서 시상하부에 상주하는 대식세포 (resident 

macrophage)로 분화하여 시상하부의 대식세포 증감에 영향을 줄 수 없을 수 있다. 또한

뇌의 혈관주변 대식세포 (perivascular macrophage)는 46주 동안 혈액 세포의 유입 없이

안정적인 세포 분포를 유지한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22]. 이러한 혈관주변 대식세포의

느린 전환은 골수성 세포의 도입이 수 주간의 고지방식이로 인한 궁상핵의 대식세포

증가에 기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어렵게 한다 [14]. 

최근 조직 대식세포의 국소적인 증식은 조직 대식세포 분포 유지를 위한 중요한

기전으로 떠오르고 있다 [23, 24]. 예를 들어 단핵구가 고갈된 조건 하에서 지방조직

대식세포는 국소적인 세포 분열을 겪고 제자리 증식 (in situ proliferation)으로 그 분포를

유지한다 [23]. 이와 일치하게 고지방식이 동안 궁상핵의 혈관주변 대식세포가 빠른

제자리 증식을 겪는 것을 LysMGFP 마우스를 통해 보고했다 [14]. 이 연구에서 5-

브로모유리딘을 시간 경과에 따라 실험한 결과 1주 간 고지방식이를 먹인 마우스에서

혈관주변 대식세포의 증식이 증가한 것을 보여주었다 [14]. 또한 비만 마우스의 궁상핵

혈관에 인접한 Ki67 양성인 증식하는 대식세포를 관찰하였다 [14]. 이러한 결과들은

고지방식이 섭취 시에 시상하부 대식세포가 상주하는 소교세포와 유사하게 주로 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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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생을 통해 확장됨을 의미한다 [25].

마지막으로, 본 연구에서는 시상하부의 LysMGFP 대식세포 분포가 발달과정 중에

정착되는 시점을 정확히 알아내고자 하였다. 이전 연구에서 조혈작용이 간에서 골수로

변경되는 출생 이후 수유기간 동안 LysMGFP 골수성 세포가 시상하부에 자리잡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26]. 이 결과는 시상하부의 LysMGFP 세포 대부분이 골수로부터 발생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 사실은 약 E9.5에 신경 상피로 이동하는 난황낭에서 기원한 소교세포와

완전히 대조된다. 특히 LysMGFP 분포는 현저하게 확장되고, 형태를 보아 P14에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이 시기에 발생하는 시상하부 발달과 신경회로 형성에서

있어 이 세포들의 잠재적인 중요한 역할을 암시한다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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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

종합하면, 본 연구 결과는 골수유래 대식세포의 대부분이 혈뇌장벽이 닫히기 전인

출생 초기 동안 시상하부에 유입되는 것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일정 기간 동안

고지방식이를 먹인 조건하에서도 국소적인 증식을 통해 그 분포를 유지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혈중 단핵구의 시상하부로의 유입은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발되는

전신 염증에 있어 시상하부 대식세포의 축적에서 그 역할이 크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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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일반식이(control diet: CD)를 먹은 정상 마우스와 10 주 동안

고지방식이 (high fat diet: HFD)를 먹은 비만 마우스의 시상하부에서 혈관

불투과성 Evans blue 를 이용한 혈관투과성 실험 결과. 비만 동물의 시상하부

ARC 에서 Evans blue 혈관외 누출 관찰. 뇌혈관장벽이 없는 ME 에서는 두 군

모두에서 Evans blue 혈관외 누출 관찰. 기준자, 50 μm. 3V, 제 3 뇌실; ARC,

시상하부의 궁상핵; ME, 정중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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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Evans blue 투여 후 일반식이(control diet: CD) 혹은 고지방식이(high 

fat diet: HFD)를 1, 4, 10 주 동안 먹은 마우스의 배내측 시상하부 (MBH)에서

Evans blue 함량의 정량적 측정. 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 * p < 0.05, ** 

p < 0.01 vs. 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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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혈관불투과성 형광표지-알부민(Fl-Albumin)을 20 주 동안 일반식이 혹은

고지방식이를 먹은 마우스에 투여 후 시상하부 궁상핵 (ARC)에서 혈관표지자

PECAM1 과 알부민 이중 염색. 고지방식이 군에서 알부민의 혈관 밖 누출이

관찰. 기준자, 50 μm. 3V, 제 3 뇌실; ARC, 시상하부의 궁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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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고지방식이 기간이 증가함에 따라 시상하부의 궁상핵과 정중융기에서

투과성혈관이 증가함을 MECA32 염색을 통하여 증명. 기준자, 50 μm. 3V, 제

3 뇌실; ARC, 시상하부의 궁상핵; ME, 정중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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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고지방식이 기간별 시상하부의 궁상핵과 정중융기에서 투과성혈관

지표인 MECA32 의 염색 강도를 정량적으로 측정. 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 * p < 0.05, ** p < 0.01 vs. 정상식이군(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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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20 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한 마우스의 시상하부 궁상핵(ARC)에서

투과성 혈관 (MECA32 로 염색) 주변의 LysMGFP 대식세포의 분포를 보여 주는

대표 이미지. 기준자, 50 μm. 3V, 제 3 뇌실; ARC, 시상하부의 궁상핵; ME, 

정중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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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20 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한 마우스의 시상하부에서 투과성혈관

(MECA32 로 염색) 주변에 LysMGFP 대식세포의 분포를 보여 주는 확대사진. 

기준자, 50 μm. ARC, 시상하부의 궁상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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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C57 마우스와 LySMGFP 마우스 개체결합(parabiosis) 실험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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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9. 개체결합 실험의 성공을 확인하기 위하여 C57 마우스의 혈액에서

LySMGFP 세포의 존재 여부를 유세포 분석을 통하여 확인. 백분율은 말초 혈액의

단핵구 중에서 LysMGFP 세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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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LysMGFP 마우스와 개체결합 시킨 C57 마우스의 맥락얼기 (choroid 

plexus)에서 LysMGFP 대식세포 침윤을 보여 주는 대표 사진. 기준자, 100 μm. 

D3V, 배측 제 3 뇌실.



27

그림 11. 개체결합 시킨 LysMGFP 마우스와 C57 마우스의 시상하부에서

LysMGFP 대식세포 분포. C57 마우스에는 LysMGFP 세포가 관찰 되지 않음. 

기준자, 100 μm. 3V, 제 3 뇌실; ARC, 시상하부의 궁상핵; ME, 정중융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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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골수 이식 전 두부를 제외한 전신 방사선 투사시키는 사진



29

그림 13. 골수이식의 성공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LysMGFP 마우스로 부터 골수를

이식받은 C57 마우스의 말초혈액에서 LysMGFP 유세포 분석. 백분율은 말초혈액

단핵구 중 LysMGFP 세포의 비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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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LysMGFP 골수를 이식 받은 C57 마우스에서 고지방식이를 12 주 혹은

30 주 섭취 후 간과 골격근에서 LysMGFP 대식세포 침윤. 기준자,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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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LysMGFP 골수를 이식 받은 C57 마우스에서 고지방식이를 12 주 혹은

30 주 섭취 후 맥락얼기에서 LysMGFP 대식세포 침윤이 관찰. 시상하부

궁삭핵에서는 대식세포 침윤이 관찰되지 않음. 기준자, 100 μm. 3V, 제 3 뇌실; 

ARC, 시상하부의 궁상핵; ME, 정중융기 D3V, 배측 제 3 뇌실

DAPI
LysMGF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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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발생기 동안 LysMGFP 세포의 시상하부로 침윤 연구. 배아기 18.5 일에

LysMGFP 세포가 시상하부에서 관찰되기 시작, 이 들 세포는 소교세포 마커인

Iba1 발현을 거의 안함. 뇌수막를 따라 분포하는 대식세포는 배아기 18.5 일에도

관찰되며 일부세포가 Iba1 을 같이 발현하고 있음. 기준자, 100 μm. 3V, 제

3 뇌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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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출생 후 1 일과 7 일 LysMGFP 세포의 시상하부 분포.  신생기 GFP 와

Iba1 이중 염색 대표 이미지. 출생 직후 시상하부에 LysMGFP 세포의 침윤이

급격히 증가. 모양도 활성형 소교세포와 유사. 대부분의 세포가 Iba1 발현이

안됨. 기준자, 100 μm. 3V, 제 3 뇌실.

LysM
GFP

Iba1

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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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출생 후 14 일과 28 일에 LysMGFP 세포의 시상하부 분포.  신생기

GFP 와 Iba1 이중 염색 대표 이미지. 출생일 14 일에 시상하부 LysMGFP 세포

수가 최고조에 이르렀다가 28 일에 성인기 패턴으로 급격히 감소. 기준자, 100 

μm. 3V, 제 3 뇌실.

LysM
GFP

Iba1

Me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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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배아기와 신생아기에 시상하부의 LysMGFP 세포 수의 정량 분석. 

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 * p < 0.05, ** p < 0.01, *** p < 0.001 vs. 비교

대상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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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배아기와 신생아기에 시상하부의 Iba1 으로 염색된 세포 수의 정량

분석. 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로 표시. 군 들간 유의한 차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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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glish Abstract

BACKGROUND: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develop inflammation in the 

hypothalamic arcuate nucleus, an important region of the central nervous system that 

regulates energy metabolism. This is thought to be a key mechanism of the 

hypothalamic dysfunction associated with obesity. Previous study has confirmed the 

development of inflammation in the Arcuate nucleus of hypothalamus by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 accumulation during a chronic exposure of high-fat diet. 

However, the mechanism of hypothalamic macrophage accumulation remained

unclear.

METHODS: We investigated whether progenitors of monocytes or myeloid cells in 

the blood contribute to hypothalamic macrophages accumulation during a chronic 

high-fat diet. To trace circulating myeloid cells, we generated mice expressing green 

fluorescent protein (GFP) in the lysozyme M-expressing myeloid cells (LysMGFP

mice). Using LysMGFP mice, we performed parabiosis and bone marrow 

transplantation. Then mice were fed during 12week or 30week high-fat diets to 

determine whether LysMGFP cells were present in the hypothalamus. To evaluate 

vascular permeability of the hypothalamus in high-fat obese mice, extravascular 

leakage of Evans blue and fluorescent labeled albumin were analyzed. We also 

confirmed LysMGFP cells to enter the hypothalamus during develop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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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ULTS: LysMGFP cells infiltrated the liver, skeletal muscle, choroid plexus, and 

meninges during chronic high-fat diet following parabiosis and bone marrow 

transplantation, but not in hypothalamic arcuate nucleus despite increased vascular 

permeability, which suggeststhe recruitment of monocytes in the blood is not a key 

mechanism for increasing and maintaining the number of macrophages in the 

hypothalamus in diet-induced obesity. On the other hand, LysMGFP cells appeared in 

the hypothalamus from the late embryonic stage, rapidly increasing immediately 

after birth, peaking at 2 weeks after birth, then adopting an adult-pattern of 

distribution after weaning. 

CONCLUSIONS: Hypothalamic infiltration of bone marrow-derived macrophages 

occurs early postnatal life, maintaining their pool without recruitments of circulating 

monocytes throughout the life despite a chronic high-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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