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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astrointestinal hormonal
responses and gene expression
following stimulation of
the distal small intestine
Tae Jung Oh
Molecular Genomic Medicine
Seoul National University College of Medicine
Introduction: The hindgut hypothesis suggests that enhanced secretion
of hindgut hormones such as glucagon-like peptide-1 (GLP-1)
induces improvement of hyperglycemia after bariatric surgery. Ileal
transposition (IT) is a good model for investigating the hindgut effect
because distal ileum is expeditely stimulated by undigested chime
without altering other gastrointestinal anatomy. IT induces L-cell
secretion and it promotes metabolic benefits.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IT on gut hormone secretion and plasma lipopolysaccharide
(LPS) levels which could contribute to metabolic disorders. In
addition, gene expression following stimulation of the distal small
intestine was evaluated to find candidate genes of novel incretin
hormones.
i

Methods: Sprague-Dawley rats underwent either IT or sham
operation. After 4 weeks, oral glucose tolerance tests (OGTT) were
performed and fasting plasma LPS and gut histology were analyzed.
For cDNA microarray analysis, transposed ileum of IT and ileum in
situ of sham were used. To verify immediate genetic alterations, an 1
week model was also adopted. Expression of candidate genes for
novel incretin hormones was validated by RT-PCR.
Results: The IT group showed decreased food intake, body weight,
and insulin resistance. During OGTTs, plasma levels of glucagon,
GLP-1, GLP-2, and peptide YY (PYY)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T group than in the sham group. Villi length and muscle
thickness increased in the transposed ileum (IT) compared with the
ileum in situ (sham). The density of GLP-1 and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co-expressing cells (K/L-cells)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IT group. Fasting plasma LPS levels were
lower in the IT group than in the sham group (5.6 ± 0.2 vs. 6.8 ±
0.1 EU/ml, P = 0.002), and significantly correlated with insulin
resistance (r = 0.755, P < 0.001). Plasma LPS levels negatively
correlated with PYY (r = -0.710, P = 0.001) or GLP-2 (r = -0.625, P
= 0.007) secretion. We found 47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s)
which were up regulated both in 1 week and 4 week models. From
the 4 week model, 611 up regulated DEGs were found and there were
96 DEGs for secretory peptide. After review of biological processes,
16 candidate genes were found in terms of preservation of beta-cell
function and intestinal proliferation. RT-PCR showed that Reg1a and
Dmbt1 gene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after IT surgery.
Conclusion: IT surgery showe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and
increased L-cell secretion. There seemed to be a link between
reduced plasma LPS levels and the improvement of insulin sensitivity
ii

after IT possibly via increased PYY and GLP-2 secretion. Diverse
changes of gene expression were shown in microarray analysis and
further studies will be needed to analyze functional properties of
candidate genes such as Reg1a and Dmbt1. It will provide possibility
of new drug development for obesity and diabetes.

Key words: ileal transposition, incretin hormones, lipopolysaccharide,
insulin sensitivity, microar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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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제2형 당뇨병은 인구의 고령화와 산업화에 따른 도시화 및 이에 따른
신체활동이 적어지는 생활패턴의 변화와 더불어 급격하게 증가하고 있
다. 2010년 통계에 따르면 2억8천5백만 인구가 당뇨병에 이환되어 있고,
2030년에는 약 54% 의 당뇨병 환자가 추가로 발생하여 4억3천9백만 명
에 달할 것으로 보고되었다 [1]. 하지만, 현재까지 당뇨병을 완치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은 없으며, 당뇨병의 유병기간이 길어질수록 혈당 조절이
더욱 어려워지고, 합병증 발생의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이 당뇨병 치료에
서 큰 문제이다. 배리아트릭 수술은 초기 체중 감량을 목적으로 시작되
었으나 현재는 비만뿐만 아니라 당뇨병 치료의 가장 효과적인 치료 방법
으로 사용되고 있다 [2,3]. 혈당 강하 효과는 배리아트릭 수술에 따른 체
중 감소가 일어나기 전부터 발생하여 체중 감소에 무관하게 혈당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4] 배리아트릭 수술은 비만수술에서 대사
수술을 포함하는 개념으로 확장되었다. 실제로 60명의 비만한 당뇨병 환
자를 대상으로 약물치료와 담췌우회술 (biliopancreatic diverseon) 또는
루와이 위우회술(Roux-en-Y gastric bypass)에 무작위 배정하여 혈당
강하 효과를 비교한 임상 연구에서 배리아트릭 수술을 시행하였을 때 2
년간 추적 관찰 시 약 80%에서 약제를 쓰지 않아도 정상 혈당이 유지되
는 소위 관해 (remission)가 발생하였다 [5]. 또한 배리아트릭 수술을 시
행받은 당뇨병 환자에서 3년경과 시 당화혈색소가 6% 미만에 속하는 사
람이 내과적 치료에 비해 5-7배 많았다 [6]. 비만과 당뇨병이 폭발적으
로 증가하는 시점에서 배리아트릭 수술은 가장 효율적인 치료 방법임에
는 틀림없으나 수술이라는 방법 자체가 갖는 침습성과 비가역성으로 인
해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배리아트릭 수술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는 비침습적인 치료법을 개발하기 위해 배리아트릭
수술의 기전에 대한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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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제한과 체중 감소 효과
배리아트릭 수술 중에서 대표적인 제한 술식으로 수직밴드 위성형술
(vertical banded gastroplasty) (그림 1-A)과 위밴드술 (gastric
banding) (그림 1-B)이 있다. 이 두 술식은 위의 용적을 줄임으로써 식
이 섭취를 제한하고, 이것이 체중 감소 효과를 유발한다는 생각에서 비
롯되었다. 비교적 이른 시기인 1980년대부터 비만 치료로 사용되기 시작
한 수직밴드 위성형술은 5년경과 시 과다체중감소 (excess body weight
loss)가 48% 내외로 확인되었으며 [7], 1 년 이내에 당뇨병 약제를 중단
하는 경우가 35%에 달했다 [8]. 하지만, 위를 수직으로 봉합한 자리가
터지는 등의 수술 관련 합병증이 20%이상으로 드물지 않았고, 체중 감
소 및 혈당 강하 효과가 현재 배리아트릭 수술의 표준 술식인 루와이 위
우회술에 못 미쳤기 때문에 [7,9] 현재는 사용되고 있지 않다. 이보다 조
금 더 최근에 개발된 위밴드술은 체외에서 위의 용적을 조절할 수 있도
록 고안된 수술 방법으로 비교적 간단한 수술 방법이 사용된다. 2년 이
내 당뇨병을 진단받은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위밴드술은 기존의 내과
적 치료와 비교했을 때 체중 감소 및 혈당 강하 효과에서 우월한 결과를
보였다 [10]. 수술 후 2년째 20.7%의 체중 감소 효과가 있었으며, 73%에
서 당뇨병의 관해를 보였고 [10], 당뇨병 관해는 체중 감소 정도와 비례
하였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배리아트릭 수술 직후에 당뇨병 약제를 중단
하거나 인슐린 요구량이 감소하는 것은 [11] 체중 감소가 없는 시기부터
발생하는 것으로 체중 감소만으로 당뇨병 관해를 설명할 수 없으며 다른
중요한 기전이 있음을 시사한다. 또한 수직밴드 위성형술과 위밴드술은
루와이 위우회술에 비해 체중 감소와 혈당 강하 효과가 열등하다는 점에
서 식이 제한만으로 배리아트릭 수술의 대사적 호전 기전을 전부 설명할
수 없다.
고도 비만의 환자에서는 담췌우회술과 같은 복잡한 형태의 배리아트
릭 수술을 시행할 경우 수술 위험도가 높기 때문에 단계적으로 수술하는
접근 방식이 사용되었고, 이 때 일차 수술로 시행했던 것이 위소매절제
술 (sleeve gastrectomy) (그림 1-C)이다. 위소매 절제술은 위의 대만을
2

따라 위를 절제하여 소매 모양으로 남겨두는 수술 방법으로 단독 수술로
써도 유의미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여 현재는 독립적으로 배리아트릭 수
술의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 흥미롭게도 위 용적이 위소매술 (150-200
ml)의 경우 [12] 위밴드술 (15-20 ml) [13] 에 비해 더 작지 않지만 체중
감소 효과가 더 크고, 제한 술식과 흡수 억제 술식이 동시에 적용된 형
태인 루와이 위우회술과 비등한 체중 감소 효과를 보인다 [3]. 즉, 해부
학적으로는 제한 술식으로 시행된 위소매절제술의 효과는 위용적을 제한
하는 것을 넘어선 다른 기전이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한다.

3

그림 1 배리아트릭 수술의 예. 수직밴드 위성형술 (vertical banded
gastroplasty) (A), 위밴드술 (adjustable gastric banding) (B), 위소매절제술
(sleeve gastrectomy) (C), 십이지장공장우회술 (duodenal-jejunal bypass)
(D), 회장 전치술 (ileal transposition) (E), 루와이 위우회술 (Roux-en-Y
gastric bypass)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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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장가설 (Foregut hypothesis)
위와 십이지장, 상부 공장을 분리하여 우회시키는 것은 루와이 위우
회술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하나이다. 전장 가설은 십이지장과 상부공장
에서 대사적으로 불리하게 작용하는 항 인크레틴의 작용을 우회함으로써
대사적 개선 효과를 보인다는 내용이다. 십이지장공장우회술
(duodenal-jejunal bypass)은 전장가설을 설명하는 수술 모델로써, 이를
비만하지 않은 당뇨병 쥐에서 시행했을 때 체중 감소와 무관하게 혈당
개선 효과를 보였다 [14]. 또한 저자들은 분리했던 십이지장과 상부공장
을 다시 위에 연결했을 경우 혈당 강하 효과가 소실됨을 확인하여 십이
지장과 상부공장에서 작용하는 물질을 차단하는 것이 배리아트릭 수술의
대사 효과를 유발하는 주된 기전이라고 주장하였다 [15]. 하지만, 십이지
장과 상부공장을 분리한 이후 다시 봉합한 뒤 생존한 동물 수가 충분히
확보되지 못했다는 점에서 결과 해석에 제한점이 있다. 또한 위소매절재
술의 경우 십이지장과 상부공장을 우회하지 않더라도 대사적으로 호전
효과가 루와이 위우회술에 비등한 정도로 나타나기 때문에 배리아트릭
수술에서 십이지장과 상부공장의 중요성이 이전의 주장보다 크지 않을
가능성이 있다.
전장가설에 입각하여 내시경을 이용하여 십이지장과 상부공장을 우회
하는 시술로써 내강 소매 (endoluminal sleeve)가 [16] 개발되어 이에 대
한 임상시험 결과가 보고되었다 [17]. 내강 소매를 13명의 비만한 사람에
게 시행하였을 때, 10명이 1년째까지 삼킴곤란 또는 삼킴통증 등의 부작
용 없이 유지되었고, 이들 중 위장관 내막과 연결한 내강 소매의 일부가
위장관 내막으로부터 분리된 4명을 제외한 6명에서 1년째 54%의 과다체
중감소 효과를 보였다 [17]. 따라서 내시경적 시술을 통해 십이지장과 상
부공장을 우회하는 것이 체중 감소에 효과적일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
되었다. 하지만 현재까지 대조군을 포함한 대규모 임상연구가 없으며, 장
기적인 체중 감소 효과에 대해서는 의문시되고 있어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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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장가설 (Hindgut hypothesis)과 인크레틴 호르몬
후장 가설의 주된 내용은 소화되지 않은 음식물이 하부위장관을 빠르
게 자극함으로써 후장에서 주로 분비되는 인크레틴 호르몬이 배리아트릭
수술 직후부터 급격히 상승하고, 이것이 항 당뇨 및 항 비만 효과를 유
발한다는 것이다 [18]. 인크레틴 호르몬은 음식물을 경구로 섭취할 때 소
화 흡수되는 과정에서 위장관에서 분비되고, 췌장의 베타 세포에서 인슐
린을 분비하는 기능을 갖는다 [19]. 현재까지 알려진 인크레틴 호르몬에
는 glucagon-like peptide-1 (GLP-1)과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GIP)의 두 가지가 있으며, 전자는 하부 소장과 대장에 위치
한 L 세포에서 생성 및 분비되고, 후자는 십이지장 및 상부 공장에 위치
한 K세포에서 생성되고 분비된다 [19,20]. 이 중에서 배리아트릭 수술에
서 일관되게 상승하는 인크레틴 호르몬은 GLP-1이며, 이는 인슐린 분비
증가와 글루카곤 분비 억제의 이중 호르몬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에
기반한 약제인 GLP-1 유사제와 GLP-1을 비활성화 시키는 효소인
dipeptidyl peptidase-4 (DPP-4)의 억제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다
[21]. 반면 GIP는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기능과 함께 글루카곤의 분
비도 증가시키는 특성이 있고, 지방세포의 증가를 유발하기 때문에 당뇨
병과 비만 치료제로 개발되지 못했다 [20]. 따라서, 배리아트릭 수술의
후장 가설에 입각하여 체중 감소 및 혈당 강하 효과를 유발하는 원인 호
르몬으로써 GLP-1에 관심이 집중되어왔다. 그러나, 배리아트릭 수술의
효과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되는 GLP-1 유사체를 약물로써 투여할 경우
배리아트릭 수술에서 보이는 현저한 체중 감소와 당뇨병 관해가 나타나
지 않는다. GLP-1 유사체의 경우 피하로 투여하기 때문에 위장관에서부
터 분비되어 작용하는 내인성 GLP-1의 작용 기전과 대조적이며 [22],
이것이 GLP-1 관련 약물 요법과 배리아트릭 수술간의 효과의 차이를
유발하는 요인의 하나로 제시할 수 있다. 또는 배리아트릭 수술의 효과
를 GLP-1만으로 설명할 수 없고, GLP-1 외의 요인이 작용할 것이라는
가설도 설득력이 있다. 실제로 고지방식에 의해 체중 증가가 유발된 비
만한 마우스에서 GLP-1을 단독으로 투여할 때와 비교하여 GIP과 글루
6

카곤을 동시에 투여할 경우 체중 감소 및 혈당 강하 효과가 증가되는 결
과를 보여 여러 가지 호르몬이 동시에 작용할 때 개별 호르몬이 단독으
로 작용하는 것보다 대사적인 호전 효과가 상승되어 나타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23]. 따라서 하부 소장과 대장에서 분비되는 물질은 GLP-1
의 효과에 더하여 배리아트릭 수술의 대사적 호전을 유발하는 새로운 위
장관 호르몬의 가능성이 있다.
배리아트릭 수술에서 GLP-1이 대사 호전에 얼마나 기여를 하는지 확
인하는 방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다 (표 1). 첫째는 간접적인 지표로써
GLP-1의 분비량이 많을수록 혈당 감소 폭이 큰지 연관성을 확인하는
방법이고, 둘째는 GLP-1 수용체에 대한 억제제를 투여한 뒤 혈당 감소
효과가 상쇄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마지막으로 GLP-1 수용체가 결
핍된 동물 모델에서 배리아트릭 수술을 시행한 이후 체중 감소 및 혈당
감소 효과가 재현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 있다.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행한 이후 당뇨병이 관해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
람 간에 GLP-1의 분비에 차이가 없었던 결과는 [24] 배리아트릭 수술에
서 GLP-1의 분비 증가만으로는 당대사를 호전시키는 기전을 충분히 설
명하지 못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 두 번째 방법으로 GLP-1 의 효과를
확인한 연구는 동물 모델과 임상연구에서 모두 사용되었다. 루와이 위우
회술을 시행 받은 9명의 비만한 제2형 당뇨병 환자에게 수술 시행 3개월
째 GLP-1 수용체에 대한 억제제인 exendin9-39를 투여하고 mixed meal
부하 검사를 시행할 경우 수술에 의해 증가된 인슐린 분비 반응과 혈당
강하 효과가 상쇄되어 수술 전 상태로 저하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25].
이와 더불어 11명의 당뇨병의 병력이 없는 비만한 사람에서 루와이 위우
회술 시행 후 1년 이상 경과한 시점에도 동일한 결과를 보여 [26]
GLP-1이 혈당 강하효과를 유발하는 데 중요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반
면 루와이 위우회술 직후 10%의 체중 감소에 도달한 시점에서 내인성
포도당 신합성 (endogenous glucose production)은 수술 전 또는 생활습
관 개선으로 동일한 정도의 체중 감량을 한 경우에 비해 감소하는데,
exendin9-39를 투여한 경우에도 루와이 위우회술의 내인성 포도당 신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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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감소 효과가 유지됨을 보였다. 따라서 혈당 강하 및 인슐린 감수성
증가에 있어 GLP-1의 역할은 제한적이라는 설명도 가능하다 [27]. 회장
전치술 (ileal transposition, IT)을 시행한 비만동물 모델에서는
exendin9-39를 투여 한 뒤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했을 때, sham
그룹에 비해 혈당이 낮아지는 효과가 120분 째 혈당을 제외하고 모두 상
쇄되었다 [28]. 이에 저자들은 GLP-1의 효과를 차단할 경우 IT의 혈당
감소 효과가 없어지므로 IT의 혈당 감소 기전에 GLP-1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28]. 하지만, 120분 째 혈당은 GLP-1 수용체 차단제를
투여하더라도 IT에서 sham 수술에 비해 혈당이 더 낮았으므로 GLP-1
외의 효과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결과로도 해석할 수 있다. 물론,
exendin9-39의 반감기가 30분 내외로 짧기 때문에 GLP-1 차단 효과가 경
구 포도당 부하 후반부까지 유지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지가
있다. 이에 보다 정확하게 GLP-1의 효과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조작 모델로써 GLP-1의 수용체가 결핍된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는 것이
추천된다. 루와이 위우회술 [29] 및 위소매절제술을 [30] GLP-1 수용체
결핍 마우스에서 시행한 연구에서, 수술에 따른 혈당 강하효과가 GLP-1
수용체가 결핍된 상태에서도 유지됨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기존의 후장
가설에서 강조하고 있는 GLP-1의 효과가 배리아트릭 수술에서의 중요
도가 기존의 기대보다 적을 수 있으며, GLP-1 외의 요인에 의해 대사적
인 효과가 유도될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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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1.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에 대한 GLP-1의 역할
Journal

Subjects/animal

Surgery Assessment method

Ann Surg
2013 [24]

subjects with type RYGB
2 diabetes

Diabetes
2014 [26]

subjects without
type 2 diabetes

Diabetes
2015 [27]

subjects with type RYGB
2 diabetes

RYGB

receptor
Mol Metab GLP-1
deficient
and
2014 [29] functionalmice
GLP-1 RYGB
deficiency mice
Diabetes
2013 [30]

GLP-1 receptor
deficient mice

VSG

Results
당뇨병이 관해된 군에서 당뇨병이 재발하거나 관해되지
않은 군에 비해 혈중 GLP-1 의 농도 차이가 없었으며,
주입에 따른 급성 인슐린 분비 반응 (AIRg) 및
mixed meal 을 투여한 이후 혈중 포도당
mixed
meal
부하 시 인슐린 분비능 (insulinogenic
GLP-1 농도와 혈당 반응을 확인함. index)이 증가함.
따라서 GLP-1 의 분비보다 베타세포
기능이 RYGB 이후 당뇨병 관해에 중요한 인자임을
확인함.
mixed meal 부하검사시 exendin9-39 을 투여한 경우
GLP-1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인
saline 을 투여한 경우에 비해 인슐린의 혈중 농도가
exendin9-39 를 투여 (화학적으로
감소하였고, oral C-peptide minimal model 을 이용하여
GLP-1 의 작용 차단)한 상태에서 계산한 포도당에 대한 베타세포의 전체 반응도가 감소함.
mixed meal 부하 검사를 시행함. 따라서 GLP-1 이 RYGB 이후 인슐린 분비와 베타세포
기능 증가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확인함.
GLP-1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인
mixed meal 부하검사시 exendin9-39 을 투여할 경우
exendin9-39 를 투여 (화학적으로
saline 을 투여한 경우와 비슷한 정도의 내인성 포도당
GLP-1 의 작용 차단)한 상태에서 합성이 억제됨. GLP-1 외의 인자가 RYGB 이후 포도당
mixed meal 부하 검사를 시행함.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
GLP-1 수용체가 결핍된 모델과
GLP-1 수용체가 결핍되거나 GLP-1 의 분비 반응이
GLP-1 분비 반응이 감소된
상태에서도 RYGB 수술에 따른 체중 감소 및
모델에서도 RYGB 수술을 시행한 감소된
혈당
강하
효과가 유지됨. GLP-1 외의 인자가 RYGB 이후
이후 체중 감소 및 혈당 강하
체중
감소와
포도당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
효과가 유지되는지 확인함.
GLP-1 수용체가 결핍된 모델에서 GLP-1 수용체가 결핍된 상태에서도 체중 감소 및 혈당
VSG 수술을 시행한 이후 체중 감소 강하 효과가 유지됨. GLP-1 외의 인자가 VSG 이후 체중
및 혈당 강하 효과가 유지되는지 감소와 포도당 대사에 중요하게 작용함을 시사함,
확인함.

AIRg, acute insulin response to glucose; RYGB, Roux-en-Y gastric bypass; VSG, vertical sleeve
gastrectom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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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장 전치술과 인크레틴 호르몬
위와 같이 배리아트릭 수술의 기전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왔으
나 여러 가지 인자들이 다각적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31] 하나의 기전만
으로 배리아트릭 수술의 효과를 모두 설명하는 데에는 한계점이 있다.
배리아트릭 수술의 표준 술식인 루와이 위우회술의 예를 들어보면 수술
방법에서부터 다양한 요인들이 작용함을 알 수 있다. 루와이 위우회술은
위를 15-30cc 정도만 남기고 나머지 위와 십이지장, 상부 공장은 분리하
여 우회시키고, 나머지 공장을 Y 모양으로 연결하는 수술 방법이다 [32].
즉, 제한 술식과 흡수억제 술식이 복합적으로 적용된 모델이다. 수술 방
법이 복잡한 만큼 다양한 기전들이 얼키고 설켜있어 수술로 변형된 해부
학적 구조 중 어느 부분이 체중 감소와 혈당 강하 효과를 유발하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은 쉽지 않다. 회장 전치술은 하부 소장의 일부를 절단
하여 상부 소장으로 끼어 넣는 술식으로 다른 위장관의 연속성과 형태는
유지되는 수술 방법으로 루와이 위우회술을 비롯한 배리아트릭 수술의
후장 가설을 설명하는 모델로써 사용된다 [33]. 사람에서는 IT를 적용하
는 데 제한점이 있어 단독적으로 시행된 예는 드물며, 일부 연구에서 위
절제술과 함께 시행된 결과가 보고된 바가 있다 [34]. 반면, 상대적으로
동물 모델에서는 회장전치술이 다양하게 적용되어 체중 감소 및 대사인
자의 호전 효과와 그 기전에 대해 활발하게 연구되어 왔으며 [33,35,36]
이에 대한 결과는 표 2에 정리하였다. 회장에는 특징적으로 GLP-1,
GLP-2, peptide YY (PYY)를 분비하는 L 세포가 풍부하게 존재한다
[19]. 이 중에서 GLP-1은 인크레틴 호르몬으로써 음식물이 위장관을 통
해 흡수될 때 분비되어 췌장 베타세포에서 인슐린 분비를 자극한다. 따
라서 L 세포 자극에 의한 GLP-1의 분비 증가는 혈당 강하에 직접적으
로 영향을 미친다. 실제로 당뇨병 또는 정상 내당능을 갖는 설치류 모델
에서 IT 이후 L 세포 호르몬의 증가는 일관되게 나타났다 [33,35,36].
회장전치술에서 담즙산 대사 및 장내 세균총의 변화
최근 배리아트릭 수술에서 담즙산 대사의 변화와 위장관 세균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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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가 중요한 기전으로 제시되고 있다 [31,37].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래
트에서 IT를 시행했을 때, 상부 위장관 내의 일차 답즙산의 농도는 감소
하고, 혈중 담즙산의 농도는 증가됨이 확인되어 IT를 시행하면 일차 담
즙산의 재흡수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고, 이에 따라 분변에
서의 답즙산의 양은 줄어들었다 [38]. 또한 위장관으로부터 간에 이르기
까지 담즙의 효율적인 재흡수가 일어남에 따라 간에서는 담즙산을 생성
하는 효소인 Cyp27A1가 억제되었다. 반면, 간에서 담즙산과 관련된 세
포내 신호전달 체계인 farnesoid X 수용체 (FXR)의 발현에는 IT군과 대
조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38]. 이와는 대조적으로 IT 이후 장에서의
FXR의 발현은 증가하였는데, 이는 간에서의 포도당 합성을 억제하는 신
호로 작용하였다 [39]. 제2형 당뇨병 모델 래트에서 IT를 시행한 또 다
른 연구에서도 혈중 답즙산이 증가하였는데,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 관련
성을 염두하여 분변 내의 세균총을 분석하였으나 답즙산의 흡수가 증가
하는 환경에서 감소되는 Gammaproteobacteria가 오히려 증가되는 결과
가 나와 [40] 담즙산의 흡수 증가와 장내 세균총의 변화와의 관련성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대신 FXR이 결핍된 마우스에서 위소
매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정상적으로 위소매 절제술 이후 나타나는 체
중 감소와 혈당 감소 효과가 상쇄됨이 보고되었다 [41]. 따라서 답즙산에
대한 신호 전달 체계가 배리아트릭 수술의 한 종류인 위소매 절제술의
중요 타겟임을 알 수 있다. 하지만 IT 모델에서는 FXR이 위소매 절제술
과 마찬가지로 중요한 타겟인지에 대해 직접적으로 평가한 연구는 없다.
회장전치술에서 장 조직의 변화
IT는 혈당과 체중 감소, 인슐린 저항성의 호전, 담즙산의 재흡수 증
가, 장내 세균총의 변화, endoplasmic reticulum (ER) 스트레스 감소 등
의 대사적인 효과를 보일 뿐 아니라 장 자체의 국소적인 변화도 유발한
다. 위장관의 가소성 (plasticity)으로 인해 회장 조직이 상부 공장의 자
리로 치환될 경우 국소 환경의 변화에 따라 원래 회장 조직에서 보이는
특성은 감소하고, 공장의 특성을 획득한다 [38]. 조직학적으로 공장은 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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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 비해 융모의 길이가 길고, 상부 위장관의 표식인 GATA4의 발현이
증가 한다. 이전 연구에서 IT 모델에서 치환된 회장의 융모의 길이와 근
육층의 두께가 sham 수술군의 원래 위치의 회장의 것보다 증가됨이 확
인되었으며, GATA4의 mRNA 발현이 증가하여 회장이 공장 위치로 옮
겨감에 따라 공장의 특성을 획득함을 알 수 있다 [38]. 또한 IT에서 전
치되는 회장의 위치와 길이가 IT의 대사적인 호전 효과에 중요한 결정
인자임이 확인되어 [47] 회장자체에서 변화하는 인자가 전신 대사에 영
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이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대사성 내독소혈증
최근 비만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에서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
혈중 lipopolysaccharide (LPS)의 혈중 농도가 감소된다는 결과가 발표되
었다 [42]. LPS는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외벽을 구성하는 물질로써 제2
형 당뇨병, 대사 증후군, 관상동맥질환과 관련이 있다 [43,44]. 마우스 실
험에서는 저 농도의 LPS를 장기간 피하 주입을 할 경우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비만이 유발되었고, 동시에 간, 지방, 근육 조직에서의 염
증 반응을 관장하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었다 [45]. 또한 LPS의 유입은
고지방식이를 통해 증가되는데, 제2형 당뇨병 환자에서는 고지방식이를
한 이후 4시간째까지 정상인에 비해 2배 이상의 높은 LPS 혈중 농도를
보였다 [46]. 혈중 LPS의 증가는 만성적인 염증상태를 유발하며, 인슐린
저항성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 인슐린 저항성은 IT 모델에서 감소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인슐린이 작용하는 조직인 간, 근육, 지방에서 소포체 ER
스트레스가 감소됨이 보고된 바 있다 [40]. 하지만 IT 모델에서 인슐린
감수성이 호전되는 것과 혈중 LPS 농도와의 연관성을 살펴본 연구는 없
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IT 이후 혈중 LPS 농도가 감소하는지 확인하고,
이와 관련하여 인슐린 감수성과의 관련성 및 관련 인자들을 탐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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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 기존의 회장 전치술에 대한 동물실험 결과 정리
Journal
Animal
Non-obese, non-diabetes model
Am J Physiol Long-Evans
Endocrinol
rat on a
Metab
high-fat
2005 [33]
Surgery
SD rat
2007 [48]
Obes Surg
2009 [35]
Am J Physiol
Endocrinol
Metab
2013 [49]
Diabetes
2013 [39]
Int J Obes
2014 [50]

Duration Bwt

Glucose metabolism Hormone

Others

6
weeks

Reduce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Increased GLP-1 and
PYY

Increased Proglucagon and
Pyy gene in transposed ileum

No change

No change
Decreased glucose
levels an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Sustained GLP-1
secretion
Increased GLP-1 and
PYY

Increased bile acid

Increased GLP-1 and
PYY

32
weeks
Long-Evans 12
rat
weeks

No change

SD rat

7
weeks

Reduced

Decreased glucose
levels

Wistar rat

7
months

No change

Decreased glucose
levels

Increased GLP-1

SD rat

4
weeks

Reduced

Decreased glucose
levels

Increased GLP-1 and
PYY

Non-obese, diabetes model
13

Increased Pyy gene in
transposed ileum with
increased GLP-1 or PYY
positive cells
Increased bile acid, increased
Proglucagon gene in
transposed ileum
Increased Proglucagon and
Pyy gene in transposed ileum
with increased GLP-1 or PYY
positive cells

Surgery
2007 [48]
Ann Surg
2008 [36]

GK rat

32
weeks
24
weeks

GK rat
STZ
Obes Surg
treated
12
2009 [35]
Long-Evans weeks
rat
Exp Ther Med GK rat
4 weeks
2013 [51]
Int J Clin Exp
Pathol
GK rat
4 weeks
2014 [52]
Obese, diabetes model
Surgery
OLETF rat 10weeks
2012 [53]
Am J Physiol
Gastrointest
Zucker rat 8 weeks
Liver Physiol
2010 [54]
Am J Physiol
Gastrointest
DIO rat
6 weeks
Liver Physiol
2010 [38]
Gastroenterology UCD-T2DM 2
2010 [55]
rat
months
J Surg Res
DIO rat
6 weeks

No change
Reduced
No change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Reduced fat
mass
Reduced
Reduced fat

Decreased glucose
levels an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Decreased glucose
levels
Decreased glucose
levels and improved
insulin sensitivity
Decreased glucose
levels
Decreased glucose
levels

Sustained GLP-1
secretion
Increased GLP-1
Increased GLP-1 and
PYY

Increased bile acid

Increased GLP-1

Increased TCF7L gene
expression in pancreas
Increased GLP-1R expression
in pancreas

Decreased glucose
levels and improved Increased PYY
insulin sensitivity
Decreased glucose Increased GLP-1 and
levels and improved decreased GIP
insulin sensitivity
Decreased glucose
levels
Decreased glucose Increased GLP-1 and
levels
PYY
Decreased glucose
14

Increased proglucagon gene in
transposed ileum

Increased UCP-1 in brown
adipose tissue
Increased bile acid
Increased bile acid, jejunization
of transposed ileum with
increased GLP-1 positive
cells
Increased bile acid

2012 [28]
Dis Model
Mech
2013 [40]
Videosurgery
2013 [56]
Surgery
2014 [47]

UCD-T2DM 4
rat
months
Zucker rat
Zucker rat

mass

levels

No change

Decreased glucose
levels
Decreased glucose
levels
Decreased glucose
levels

bwt
20 days Less
gain
6
months Reduced

Increased GLP-1 and Increased bile acid, increased
PYY
cecal Gammaproteobacteria
Increased GLP-1 and
PYY
Increased GLP-1

Bwt, body weight; DIO, diet-induced obesity; GIP, glucose-dependent insulinotropic polypeptide; GK,
Goto-kakizaki; GLP-1, glucagon-like peptide-1; OLETF,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PF,
pair-fed; PYY, peptide yy; SD, Sprague-Dawley; STZ, streptozotocin; UCD-T2DM, University of
California at Davis type 2 diabetes melli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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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목적
GLP-1은 1980년대에 글루카곤 유전자를 클로닝하다가 우연히 발견되
었고, 또 다른 인크레틴 호르몬인 GIP는 1970년대에 위산분비 억제제 발
굴 과정에서 우연히 발굴되었다 [57].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 GIP의 변화
는 유의미하지 않은 반면, GLP-1의 변화는 대사적 호전을 유발하는 중
요 원인으로 주목되어왔다. 하지만 서론에서 언급하였듯이 GLP-1의 효
과를 차단한 상태에서도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의 혈당 강하 효과가 유지
되는 결과들이 있어 GLP-1 외의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
해를 유도하는 호르몬이 존재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체계적이면서 전략적인 접근 방법으로 위장관에서 분비되는 새로운 후보
호르몬을 찾으면 제3의 인크레틴 호르몬을 발굴 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
할 수 있다.
전략적으로 위장관에서 분비되어 인슐린 분비를 증가시키는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불질을 발굴하기 위해
대규모의 유전자 발현의 증가와 감소를 탐색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cDNA microarray 방법을 도입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
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물질을 찾고자 하는 것이 본 연구의
첫 번째 목적이다. 인크레틴 호르몬은 배리아트릭 수술 직후 급격하게
증가한 뒤 장기간 그 변화가 유지 된다 [58]. 따라서 4주차까지 지속적으
로 위장관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가 배리아트릭 수술에 따른 대사
적 개선을 유발하는 원인 유전자일 가능성이 높다. 그러나 소장을 절제
한 동물 모델에서 포도당 흡수에 관련된 수송자의 발현 양상을 살펴보면
시간에 따라 유전자 발현이 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예컨대, 소장 절제
모델에서 SGLT-1과 GLUT ２ 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면 수술 후 1
주차에는 대조군에 비해 소장을 절제한 군에서 두 유전자의 발현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가 4주차가 지나면 유전자 발현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59]. 반면 융모의 길이가 증가하는 것을 통해 포도당 흡수 효율을 높
이는 적응 현상이 나타났다 [59]. 따라서 위장관의 적응 현상은 위장관의
해부학적 구조 변화가 발생한 이후 급격하게 발생했다가 적응단계에 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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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갈 가능성이 있다. 또한 이전에 보고된 마우스 실험에서 루와이 위우
회술 이후 장내 세균총은 1주 이내 급격히 변화하고 5주 이상 그 변화가
유지되는 결과를 보였다 [60]. 장내 세균은 숙주의 대사 작용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61]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 장 조직에서의 유전자 발현의
변화도 1주 이내 급격히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4주
모델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하고, 이것이 1주 모델에서 급격히 변화하는 유전자인
지 확인하고자 1주와 4주 모델에서 얻은 회장조직의 RNA를 이용하여
microarray 분석을 시행하였다.
두 번째 연구 목표로 정상 내당능을 보이는 래트 모델에서 IT를 시행
함으로써 혈당의 차이가 없는 상태에서 위장관 호르몬의 변화와 위장관
내 조직학적 변화 및 LPS의 혈중 농도가 어떻게 변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또한 LPS의 혈중 변화가 인슐린 감수성과 장관의 조직학적 변
화와 연관성을 보이는지 확인하고자 계획하였다. 이를 통해 새로운 배리
아트릭 수술의 기전을 확인하고, 그 효과를 재현할 수 있는 새로운 비수
술적 치료를 개발하는 데 초석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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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회장 전치술의 전신적, 국소적 효과. 회장 전치술에서 기존에 알려진 기
전과 본 연구를 통해 새롭게 밝히고자 하는 부분 (* 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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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에 이용된 실험 동물
4주 모델에서는 4주 동안의 관찰 후 혈당 반응 및 호르몬의 변화를 확
인하였다. 13주에서 14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SD) 래트 (Orient
Bio Inc. Sungnam, Korea) 26마리를 구입하여 standard chow diet
(Purina rat and mouse chow, Purina Korea, Seoul, Korea)를 제한없이
섭취하도록 하였다. 1주간의 적응 기간 이후 회장전치술군 (IT)과 sham
수술군에 각각 13마리씩 배정하였다. 1주 모델에서는 1주 이후의 급성
혈당 반응 및 호르몬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1 주 모델은 4주 모델과 1-2
주 이내의 주령 차이를 보이는 동일 회사의 SD 래트를 구입하여 사용하
였다. 각각의 수술군에 13마리씩 배정하였다. 동물 실험은 서울대학교병
원 의생명연구원 전임상실험실에서 시행되었으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에 따라 진행되었다. (승인번호: 13-0273)
2. 수술 방법
자정 이후 금식 상태를 유지한 뒤 2% isofluraine을 이용한 호흡마취
상태에서 IT 수술과 sham 수술을 각각 시행하였다. 예방적 항생제로
ceftriaxone (50 mg/kg)을 피부절개 직전에 근육 주사하였다. 수술 전 수
분 공급을 위해 생리 식염수(50 ml/kg)를 견갑골 사이에 피하 주사하였
다. 정중앙선을 따라 개복한 이후 회맹판 (ileocecal valve)를 기준으로
이로부터 상부 5 cm와 15 cm에 해당하는 회장 절편을 Treitz 인대로부
터 10 cm 하방에 위치시키고, 연동운동 방향이 유지되도록 봉합하여 연
결하였다 (그림 3). 이후 회장의 양 끝을 봉합하여 연결하였으며, 모든
장의 연결에는 6-0 vicryl을 사용하였다. 근막은 4-0 vicryl을 이용하여,
피부는 4-0 nylron을 이용하여 봉합하였다. Sham 수술은 IT 수술과 동
일한 방법으로 개복한 뒤 회맹판으로부터 상부 5 cm와 15 cm에 해당하
는 부위와 Treitz 인대로부터 10 cm 하방에 해당하는 소장을 절개한 뒤
다시 재봉합하였다. IT 수술 후 통증 조절을 위해 meloxicam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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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을 피하 주사하였다. 수술 후 수분 공급을 위해 생리 식염수 (50
ml/kg)를 복강내와 피하에 나누어 주사하였다. 수술 이후에는 개별 케이
지를 사용하여 한 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였다. 수술 직후 1시간 동안
저체온증을 막기 위해 적외선 램프를 적용하였으며, 마취에서 저절로 깨
어나서 움직이는지 확인하였다. 수술 후 24시간 동안은 경구 섭취를 제
한하였으며, 이후 물과 유동식을 제공하였다. 수술 후 3일째부터 일반
chow 식이와 물을 제한 없이 제공하였다. 매일 체중, 혈당, 물과 먹이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혈당은 꼬리 정맥혈에서 glucometer (OneTouch
Ultra, LifeScan, Milpitas, C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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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회장 전치술 수술 사진. 회맹판 (ileocecal valve)를 기준으로 이
로부터 상부 5 cm와 15 cm과 Treitz 인대로부터 10 cm 하방을 절개
(A). 회장 절편을 상부 공장에 연결한 모습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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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oral glucose tolerance test)
첫 번째 실험 세트에서는 4주 동안의 관찰이 종료된 시점에 두 번의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하였다. 자정 이후 금식 상태에서 기저 상
태의 혈액을 2차례 채혈한 뒤 20% 포도당 용액 (1 g/kg)을 영양도관을
이용하여 경구 부하한 뒤 15, 30, 60, 90, 120, 180분째 혈액을 채혈하였
다. 첫 번째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하고 2일 뒤 두 번째 경구 포
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하였다. 경구 포도당 부하 20분 전에 기저 혈액을
채혈하고, exendin9-39 (Sigma-Aldrich, St. Louis. MO, USA)를 50 μ
g/kg의 용량으로 복강 내로 투여하였다. 이후 0분째에 채혈을 시행한 이
후 20% 포도당 용액 (1 g/kg)을 영양도관을 이용하여 경구 부하한 이후
15, 30, 60, 90, 120, 180분째 혈액을 채혈하였다. 기저 상태의 혈당과 인
슐린을 이용하여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을 다음 수식 (혈장 인슐린 [μU/ml] × 혈장 포도당
[mmol/L]/22.5)에 따라 계산하였으며 [62], 첫 번째 경구 포도당 부하 검
사 결과를 이용하여 Matsuda index를 다음 수식 (10,000/

공복포도당 × 공복인슐린 × 평균포도당 × 평균인슐린 )에 따라 계산하
였다 [63]. 혈액 샘플은 aprotinin (500 kallikrein inhibitory units/ml)이
담겨진 EDTA 튜브에 분주하였으며, 4 C에서 1500 g으로 20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혈장 샘플은 최종 분석 시까지 －80 C에 보관하였다.
4. Mixed meal tolerance test
1주 모델에서는 1주간의 관찰이 종료된 시점에 자정 후 금식 상태에서
mixed meal 부하검사를 시행하였다. 경구 포도당 부하검사와 마찬가지
로 2번의 기저상태의 혈액을 채혈한 이후 탄수화물 15 g/dL, 단백질 3.5
g/dL, 지방 3 g/dL 의 조성으로 구성된 mixed meal 6 ml/kg, (Nucare,
Daesang Wellife, Seoul, Korea)을 영양도관을 이용하여 경구 부하하였
다. 이후 15, 30, 60, 90, 120, 180분째 혈액을 채혈하여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와 마찬가지로 최종 분석 시까지 혈장을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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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장 분석
인슐린, 글루카곤, total GIP, total PYY 호르몬은 Milipex Map rat
metabolic magnetic bead panel kit (No. RMHMG-84k, Millipore,
Bilerica, M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ELISA 키트를 이용하여
total GLP-1 (Millipore)과 GLP-2 (Alpco, Salem, NH, USA)를 측정하
였다. 공복 혈장에서의 LPS는 limulus amebocyte lysate kit (QCL-1000,
Lonza, Walersville, MD,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6. 조직 분석
포도당 부하 검사까지 마친 뒤 실험 동물은 Zoletil 50 (zolazepam
plus tiletamine, Virbac Laboratories, Carros, France)과 xylazine (Bayer
Korea, Seoul, Korea)을 이용하여 희생시켰다. 장 조직은 4% 포르말린에
고정한 뒤 파라핀 블록을 제작하였다. 조직은 hematoxylin 과 eosin으로
염색하여 Olympus BX51 광학현미경 (Olympus Optical, Tokyo, Japan)
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융모의 길이와 근육의 두께를 측정하였다. 융모의
길이는 창자샘 (crypt)이 융모의 하단과 만나는 부분과 융모의 꼭지점을
잇는 선의 길이를 측정하여 융모 한 개당 두 개의 선의 평균값을 사용하
였고, 개체 당 3개 이상의 융모에서 측정한 길이의 평균값을 사용하였다.
근육의 두께는 속돌림층 (inner circular muscle layer)과 바깥세로층
(outer longitudinal muscle layer)을 모두 포함한 길이를 측정하였고, 융
모의 길이와 마찬가지로 개체 당 3개 이상의 지점에서 측정하여 평균값
을 취하였다. 면역형광염색은 GLP-1 (녹색)과 GIP (적색)에 대해서 아
래와 같은 순서로 시행하였다. 먼저 Dako Target Retrieval Solution,
pH 9.0 (Dako, Glostrup, Denmark)를 이용하여 파라핀을 제거한 뒤 3%
H2O2와 메탄올에 5분간 반응을 시킨 뒤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으로 세척하였다. 이후 0.3% Triton X-100을 포함하는
permeabilization buffer에 15분간 담근 후 PBS로 3회 세척한 뒤 5%
normal goat serum (S-1000,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에 2시간동안 반응시켰다. 다음으로 1:500으로 희석한 anti-GI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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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body (YII-Y101-EX, Cosmo Bio Co, Tokyo, Japan)을 밤사이 반응
시킨 뒤 세척한 슬라이드를 1:1000으로 희석한 goat anti-rabbit Alexa
594 형광 이차항체 (Life Technologies, Carlsbad, CA, USA)로 1시간동
안 반응시켰다. 연이어 1:200으로 희석한 anti-GLP-1 mouse monoclonal
antibody (HYB 147-06, Antibody Shop, Gentofte, Denmark)를 밤사이
반응시키고, goat anti-mouse Alexa 488 형광 이차항체 (Life
Technologies)로 1시간동안 반응시켰다. 핵 염색을 위해
6-diamidino-2-phenylindol (DAPI) Vectashield (Vector Laboratories,
Burlingame, CA, USA)을 적용하였으며, 형광 현미경 (Leica DMI 400B,
Wetzlar, Germany)으로 관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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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Microarray
IT의 전치된 회장과 sham 수술에서 이에 상응하는 회장 조직에서
RNA를 분리하였다. 각 개체별로 30 mg의 회장 조직을 미리 냉동시킨
막자와 막자사발로 분쇄한 다음 Qiagen RNeasy Mini kit (Qiagen,
Valencia, CA, USA)의 프로토콜에 따라 RNA를 추출하였다. RNA
quality는 Agilent 2100 Bioanalyzer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를 이용하여 RNA integrity number (RIN) ˃ 9.4 인 것을 선
별하여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IT (n = 4)와 sham 수술 (n = 4)에서
추출한 RNA를 Low Input Quick Amp Labeling Kit, one-color
(Agilent Technologies) 프로토콜에 따라 역전사 및 증폭시켜서 cDNA
합성을 시행하였다. 이후 19,297개의 유전자에 상응하는 62,976개의
probe를 포함하는 Agilent rat chip (Agilent Technologies)을 사용하여
microarray를 시행하였다. mRNA의 발현 값은 각 샘플 당 4번의
biological replicates를 측정하여 얻었다.
기존에 보고된 위소매절제술 이후 마우스의 회장조직에서 sham 수술
에 비해 유의하게 발현이 변하는 유전자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서 [41]
본 연구결과에 통합하여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즉, 다른 개체에서 다
른 종류의 배리아트릭 수술을 시행했을 때에도 같은 방향으로 발현이 변
하는 유전자를 탐색하여 일반적인 배리아트릭 수술의 대사 호전을 유발
하는 원인 유전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하였다.
8. Real-time PCR (RT-PCR)
Microarray 분석에서 DEG로 선별된 유전자의 발현의 차이를 충분한
개체수에서 확인하고자 RT-PCR를 시행하였다. RT-PCR에 사용한
primer의 5'에서 3'까지의 순서는 아래와 같다.

Reg1a

GGCTGACAACTTTCTGG (forward)
AGCGGCGATTATTTTTGGGA (rever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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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t1

TTTGGTCAGGGTTCAGGGCT (forward)
ATGAACAAGCCAGCCAGGGT (reverse)

Tff2

CAAACCAAGCGTCGGAACAA (forward)
TGGGAAGAAACACCAGGGCAC (reverse)

Timp1

TCCCTGTTCAGCCATCCCTT (forward)
TCCCTGTTCAGCCATCCCTT (reverse)

GAPDH

GACAACTTTGGGCATCGTGGA (forward)
ATGCAGGGATGATGTTCTGG (reverse)
cDNA (2 μl)를 SYBR Green premix로 증폭시켰으며, 10 pmol 농도의
primer를 사용하였다. 유전자 발현량은 △△CT 방법으로 계산하였다.
9. 통계 분석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다. 시간에 따른 체중, 먹이와 물
섭취량, 혈당, 호르몬 농도의 변화는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로 분석하였고, 사후검정에는 Bonferroni post hoc test를 이용
하였다. Area under the curve (AUC) 값과 incremental AUC (iAUC)
값은 trapezoidal rule에 의해 계산하였다. 혈당과 호르몬, 공복 혈장 LPS
값에 대한 AUC값의 군간 비교에는 Mann-Whitney U test 법을 사용하
였다. 그룹 안에서의 차이를 비교할 경우에는 Wilcoxon matched pairs
test를 사용하였다. 각각의 변수간의 상관성 분석을 위해 Spearman’s
correlation analysis를 이용하였다. 통계분석은 Prism 5.0 (GraphPad,
San Diego, CA, USA)와 SPSS version 21.0 software (SPS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으며, P < 0.05 인 것을 유의한 결과로
판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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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array 측정에서 얻어진 probe의 intensity는 log2-intensity로 변
환하였고, quantile normalization 방법으로 정규화 (normalization)시켰다.
각 probe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발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mixture
Gaussian 모델을 normalized intensity값에 피팅시켜 16개의 샘플에서 모
두 측정 한계치보다 높게 측정된 probe들을 발현된 유전자로 가정하였
다. Differentially expressed genes (DEG)를 발굴하기 위해
independent t-test와 log2 median ratio test를 시행하였다. 귀무가설은
유전자의 발현의 차이가 없다는 것으로 두고, 이에 대한 P value 는
independent t-test와 log2 median ratio test에서 얻고, 이를 통합하여
Stouffer's method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EG는 false discovery rate
(FDR)값이 0.05미만이고, fold 차이가 1.5이상인 것으로 선별하였다. 이
후 다른 동물 모델에서 sham 수술에 비해 반복적으로 의미 있게 증가하
는 유전자인 Pyy를 기준으로 sensitivity 분석을 시행하여 샘플을 군당 3
개씩으로 축소하여 DEG를 선별하는 최종 분석에 사용하였다. Gene
ontology (GO)의 생물학적 과정 (biological process)에 따른 분석은
DAVID 소프트웨어 (http://david.abcc.ncifcrf.gov)를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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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1. 4주 모델
(1) 체중, 혈당, 먹이 섭취량, 물 섭취량
IT와 sham 수술군에 각각 13마리씩 배정하여 각각의 수술을 시행
하였다. 실험을 종료할 때까지 IT군에서 4마리, sham군에서 3마리가
안락사되거나 사망하였다. 따라서 최종 분석에는 IT군 9마리, sham
군 10마리의 데이터를 포함하였다. IT군은 9일차부터 sham군에 비
해 체중이 감소하는 효과가 나타났고 (그림 4A), 혈당은 6일째를 제
외하고는 양군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4B). 관찰 기간 초
반에는 IT군에서 먹이 섭취량이 sham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서서
히 회복하여 관찰 기간 마지막에는 양군간에 먹이 섭취량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며 (그림 4C), 전 기간에 걸쳐 물 섭취량에는 차이가 없
었다 (그림 4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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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4주 모델에서의 체중, 혈당, 먹이섭취량, 물 섭취량의 변화. 체중
의 변화 (A), 혈당의 변화 (B), 먹이섭취량의 변화 (C), 물 섭취량의 변
화 (D).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함. IT (n = 9), sham (n =
10).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와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체중 변화를 분석함.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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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양군에서 경구 포도당 부하 이후 시간에 따른 혈당의 차이는 보이
지 않았으며, exendin9-39을 투여한 이후 시행한 경구 포도당 부하 검
사에서도 시간에 따른 양군 간 그리고 그룹 안에서 혈당 차이를 보
이지 않았다 (그림 5A). 반면, 0분 째를 기준으로 계산한 혈당의
AUC 값은 sham군에서 exendin9-39을 투여한 경우 그렇지 않은 경우
에 비해 유의하게 혈당 상승폭이 증가하였다 (그림 5B). 이와 대조
적으로 IT 군에서는 exendin9-39 투여여부에 따라 혈당의 차이가 없
었다 (그림 5B). 인슐린 농도는 exendin9-39을 투여하지 않은 경구 포
도당 부하 검사에서만 측정하였고, 기저 공복 상태에서의 인슐린 값
은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0.7 ± 0.1 ng/ml vs
2.2 ± 0.4 ng/ml, P = 0.004) (그림 5C). 인슐린에 대한 iAUC 값은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 높았으며 (181 ± 54 ng/ml·190 min vs 51
± 9 ng/ml·190 min, P = 0.013) (그림 5D), HOMA-IR 값은 IT군에
서 sham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게 계산되었다 (4.0 ± 0.5 vs 14.3 ±
2.8, P = 0.002) (그림 6F). 또한 Matsuda index는 IT군에서 sham군
에 비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5.3 ± 0.7 vs 4.0 ± 0.9, P = 0.079).
혈중 글루카곤, GIP, GLP-1, GLP-2, PYY 농도는 exendin9-39를
투여하지 않은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에서만 측정하였다. 시간에 따
른 혈중 글루카곤, GLP-1, GLP-2, PYY의 농도는 IT군에서 sham군
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였으며 (그림 6A, 6C-E), 각각의
AUC값도 IT군에서 더 큰 값을 보였다. 반면, GIP 농도는 IT군에서
30분째 sham군에 비해 낮은 값을 보였으며 (그림 6B), 총 AUC 값
은 양군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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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 4주 모델에서의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혈중 포도당 농도 (A),
포도당 농도의 AUC 값 (B), 혈중 인슐린 농도 (C), 인슐린 농도의
iAUC 값 (D).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함. IT (n = 9), sham
(n = 10). 각 군 내의 차이는 paired t 검사를 시행하였으며, IT군과
sham군 간의 평균 차이는 Mann-Whitney 검사를 이용하였음. * P
< 0.05, # P < 0.01. Ex-9, exendin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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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 4주 모델에서의 호르몬 변화와 인슐린 저항성. 혈중 글루카곤
농도 (A), GIP (B), total GLP-1 (C), total GLP-2 (D), total PYY
(E), HOMA-IR (F).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함. IT (n =
9), sham (n = 10). Two-way repeated measures ANOVA와
Bonferroni 사후 분석을 이용하여 시간에 따른 호르몬의 변화를 비교
하였음. 양군 간의 HOMA-IR 차이는 Mann-Whitney 검사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음. * P < 0.05, ** P < 0.01,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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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공복 혈장 LPS 농도
공복 혈장에서 측정한 LPS 농도는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값을 보였다 (5.6 ± 0.2 vs 6.8 ± 0.1 EU/ml, P = 0.002)
(그림 7). LPS 농도는 GLP-2의 AUC 값 (r = －0.561, P = 0.019)과
PYY의 AUC 값 (r = －0.710, P = 0.001)과 각각 음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더불어 LPS 농도는 HOMA-IR (r = 0.755, P < 0.001)과 양
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그림 8), Matsuda index (r = －0.616, P =
0.008)와는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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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공복 혈장 LPS 농도. 데이터는 평균과 표
준오차로 표시함. IT (n = 8), sham (n = 9). 양군
간의 차이는 Mann-Whitney 검사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음.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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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호르몬 분비와 LPS 농도의 관련성. 공복 혈장 LPS 농도와
GLP-2의 AUC 값 (A), PYY의 AUC 값 (B), HOMA-IR (C), Matsuda
index (D) 와의 연관성 분석. 상관 계수 및 P 값은 Spearman correlation
분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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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학적 검사
IT군의 전치된 회장조직과 이에 상응하는 sham군의 회장조직을
비교하면, IT군에서 융모의 길이가 증가하고, 근육층이 두꺼워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9). 면역형광염색에서 GLP-1은 녹색
으로 GIP는 적색으로 보였으며, GLP-1과 GIP 모두를 발현하는 세
포는 황색으로 보였다. 각각은 L 세포, K 세포, K/L 세포를 나타냈
다. 융모당 세포의 수를 비교하면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서 유의
하게 K/L세포의 분포가 증가하였다. 그러나 L 세포와 K 세포의 발
현 빈도는 양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0).

36

그림 9 조직학적 소견. IT 수술의 전치된 회장 (A)와 이에 상응하는
sham 수술의 회장 (B)에 대한 hematoxylin and eosin 염색 슬라이드
(⨉100), 융모 길이 (C)와 근육 두께 (D).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함. IT (n = 8), sham (n = 8). Scale bars, 200 μm. 양군 간의 차
이는 Mann-Whitney 검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P < 0.05, **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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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위장관내분비세포의 발현. IT의 전치된 회장과 sham의 원
래 위치의 회장에 GLP-1 (녹색)으로 염색된 L 세포 (A), GIP (적
색)으로 염색된 K 세포 (B), GLP-1과 GIP 모두에 염색된 K/L 세
포 (황색) (C). 융모 당 세포 발현의 개수 (D). 데이터는 평균과 표
준오차로 표시함. IT (n = 8), sham (n = 10). Scale bars, 20 μm.
양군 간의 차이는 Mann-Whitney 검사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음.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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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주 모델
(1) 체중, 혈당, 먹이 섭취량, 물 섭취량
1주차까지 안정적인 상태를 유지한 동물은 IT군 11마리, sham군 10
마리였다. 수술일로부터 1주일간의 관찰기간 동안 IT군과 sham군에
서는 유의한 체중, 혈당, 먹이 섭취량과 물 섭취량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림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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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1 1주 모델에서의 체중, 혈당, 먹이섭취량, 물 섭취량의 변화. 체
중의 변화 (A), 혈당의 변화 (B), 1주일 동안의 먹이섭취량 (C), 1주일
동안의 물 섭취량 (D).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함. IT (n =
11), sham (n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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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Mixed meal tolerance test
양군에서 시간에 따른 혈당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혈당에 대
한 AUC 값도 양군에 차이가 없었다. 인슐린, 글루카곤, GIP,
GLP-1, PYY는 개체간의 차이가 크게 나타났고, GLP-1과 PYY의
혈중 농도가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 상승된 양상을 보였으나 통계
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그림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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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2 1주 모델에서의 mixed meal 부하검사. 혈중 포도당 농도 (A), 혈
중 인슐린 농도 (B), 글루카곤 (C), GIP (D), total GLP-1 (E). total PYY
(F). 데이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함. IT (n = 6), sham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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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icroarray 분석 결과
장조직에서 RNA를 추출한 뒤 Agilent 2100 Bioanalyze을 이용하여
RNA quality를 확인하였다 (그림 13). RNA의 quality를 보장하기 위
해 RIN 값이 9.4를 초과하는 RNA를 선별하여 microarray 분석에 사
용하였다. 데이터들 간에 상관성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재현성이 있음
을 확인하였다 (그림 14). Microarray 측정에서 얻어진 probe의
intensity는 log2-intensity로 변환하였고, quantile normalization 방법으
로 정규화 (normalization)시켰다. 각 probe에 해당하는 유전자들의 발
현 유무를 판단하기 위해 mixture Gaussian 모델을 normalized
intensity값에 피팅시켜 16개의 샘플에서 모두 측정 한계치보다 높게
측정된 probe들을 발현이 확인되는 유전자로 가정하였다 (그림 15).
16개의 데이터 세트에서 combined P value가 0.05 미만이고, fold
차이가 1.5 이상인 (log2 fold 차이는 0.58 이상) 것을 DEG로 선별하였
고, 4주 모델에서는 688개, 1주 모델에서는 1135개가 있었다. 이중에서
1주와 4주 모델 모두에서 증가하는 DEG는 총 47개가 있었고, 4주 모
델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는 DEG는 578개, 1주 모델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하는 DEG는 253개가 있었다. 이들 중에서 생물학적인 기능에 따
라 분류를 하면 cytokine 생산에 대한 것이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세포 외부 자극에 의해 반응하는 것과 호르몬과 영양성분에 의해 반응
하는 것이 많았다 (그림 16).
1주 모델의 경우 수술 직후 적응기간으로 혈당 반응과 호르몬 반응
에서 개체 간 차이가 컸다. 따라서 IT 이후 수술에 의한 스트레스 요
인을 제외한 대사 효과를 반영하는 후보 유전자는 4주 모델에서 의미
있게 증가될 것이라는 가정 하에 4주 모델에서 DEG 후보로 선별된
것들에 대해 추가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의 연구에서 Pyy는 반복적
으로 회장전치술에서 sham 수술에 비해 회장 조직에서 유전자 발현이
증가되었기 때문에 Pyy를 기준으로 sensitivity 분석을 시행하여 군당
샘플 수를 3개씩으로 축소하였다. 이는 microarray 데이터를 이용해
DEG를 발굴하는 과정에서 개체 간 차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전략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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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한 것이다. 4주 모델에서 발현이 증가하는 DEG는 611개, 발현이
감소하는 DEG는 471개가 있었다 (그림 17). 발현이 증가하는 DEG
611개 중에서 사람의 혈액 프로테옴 분석에서 검출된 후보 물질과 세
포 외액에 존재하는 단백질에 대한 정보를 이용하여 분비하는 성질을
가질 것으로 추정되는 DEG 96개를 발굴하여 이에 대한 생물학적 과
정을 정리하였다 (표 3). 96개의 DEG간의 상호 관련성을 생물 정보학
(bioinformatics) 기법을 이용하여 network 분석을 시행하였다. 기존에
위소매절제술을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에서 시행하고 회장 조직
에서 RNA를 추출하여 mRNA sequencing 분석을 이용하여 DEG를
분석한 Ryan et al. [41]의 데이터의 결과를 우리의 network 분석에
합쳐서 의미 있는 DEG를 표시하였다 (그림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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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RNA quality 측정한 결과. RNA integrity number (RIN)
값이 9.4을 초과하는 샘플을 선별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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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4 데이터의 재현성 평가를 위한 상관성 분석
결과. sham (A), IT (B). 상관계수 r 값은 Pearson's
correlation 분석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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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 정규화 (normalization) 방법. Quantile normalization 방법으로
정규화를 시행하여 log2 intensity가 7이상인 값을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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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6 생물학적 기능에 따른 DEG의 분포 C1, cluster 1 (1주차 모
델과 4주차 모델 모두에서 증가하는 DEG); C2, cluster 2 (1주차 모델
에서만 증가하는 DEG); C4, cluster 4 (4주차 모델에서만 증가하는
D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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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4주 모델을 이용한 microarray 분석 결과. 의미
있게 발현이 증가하는 611개의 DEG에 대한 biological
processes (A), 발현이 감소하는 471개의 DEG에 대한
biologial processes (B), heatmap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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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8 분비되는 펩타이드에 대한 96개의 DEG 결과. Ryan et al. 데이터에서도 DEG로
발굴된 것은 파란색 테두리로 표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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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96개의 secretory DEG에 대한 생물학적 과정
Term
Count %
inflammatory response
12
12.50
immune response
14
14.58
response to extracellular stimulus
9
9.38
response to hormone stimulus
11
11.46
response to nutrient
7
7.29
response to lipopolysaccharide
4
4.17
cell adhesion
16
16.67
cell-cell adhesion
8
8.33
cytoskeleton organization
7
7.29
proteolysis
13
13.54
positive regulation of signal
6
6.25
trans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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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Value
1.71 × 10-7
2.88 × 10-6
8.41 × 10-4
1.89 × 10-3
2.40 × 10-3
4.24 × 10-2
2.99 × 10-7
6.02 × 10-4
1.86 × 10-2
4.73 × 10-3
4.04 × 10-2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물질의 특성은 췌장
에서 인슐린 분비 또는 베타 세포 증식에 관여할 것이며, 부수적으로 항
염증 작용을 할 것이라 기대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이 있을 것으
로 알려진 후보 유전자를 정리하였다. 췌장구조의 유지 및 재생, 베타 세
포 증식과 관련된 유전자는 총 8개가 발굴되었으며, 이들은 fold change
가 큰 순서대로 나열하면 Reg1a (regenerating islet-derived 1 alpha),
Dmbt1 (deleted in malignant brain tumors 1), Cd55 (Cd55 molecule),
Tff2 (trfil factor 2), Timp1 (TIMP metallopeptidase inhibitor 1), Lcp1
(lymphocyte cytosolic protein 1), Ctgf (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Egf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으로 제시할 수 있다.
더불어 염증 반응을 억제하거나 LPS의 세포내 신호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유전자는 Il18bp (interleukin 18 binding protein), Mfap2
(microfibrillar associated protein 2), Reg3b (regenerating islet derived
3 beta), Ceacam1 (carcinoembryonic antigen-related cell adhesion
molecule 1), Gmfg (glia maturation factor, gamma), Sirpa
(signal-regulatory protein alpha), Sdc1 (syndecan 1). Cstb (cystatin B)
가 발굴되었다 (표 4).
마지막으로 secretory peptide 에 대한 DEG와 생물학적 과정 중에 관
련성을 보이는 정도를 확인하기위해 network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그
림 19), 허브 유전자로써 베타세포기능 유지와 관련된 Timp1이 후보 유
전자로 추정되어 이와 관련된 DEG간의 network를 표시하였다 (그림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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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 회장조직에서 발현이 증가하고, 베타세포 증식 또는 항염증 기능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보 유전자에
대한 목록
Fold
change
Entrez Symbol Description
ID
(log2
value)
5967 Reg1a regenerating
islet-derived 1 alpha 2.66
in malignant 1.83
1755 Dmbt1 deleted
brain tumors 1
64036 Cd55
Cd55 molecule
1.57
116592 Tff2
116510 Timp1
306071 Lcp1
64032 Ctgf
24329 Egfr

trefoil factor 2
TIMP
metallopeptidase
inhibitor 1
lymphocyte cytosolic
protein 1
connective tissue
growth factor
epidermal growth
factor receptor

1.29
1.19
0.79
0.74
0.60

Combined Known Function
P -value
of beta-cell proliferation
< 0.001 stimulation
gastrin-induced gastric mucosal cell growth
GLP-1 receptor related beta-cell expansion
0.002
mucosal defense system and regeneration
maintaining structure of rafts of pancreatic islets
0.048
regulation of the complement cascade
stimulation of beta-cell proliferation
maintaining mucosal integrity
0.029
antiapoptosis, migration, and proliferation of
surface epithelium
inhibition of the matrix metalloproteinases
0.012
inhibition of beta-cell death
0.032
0.012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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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ncreas regeneration
beta-cell proliferation
stimulation of beta-cell proliferation

18 binding
84388 Il18bp interleukin
protein
313662 Mfap2 microfibrillar-associat
ed protein 2
24618 Reg3b regenerating
islet-derived 3 beta
carcinoembryonic
81613 Ceacam1 antigen-related cell
adhesion molecule 1
maturation
113940 Gmfg glia
factor, gamma
25528 Sirpa signal-regulatory
protein alpha
25216 Sdc1
syndecan 1
25308 Cstb
cystatin B (stefin B)

1.18

0.008

0.91

0.007

0.85

0.011

0.77

0.018

0.76
0.67
0.66
0.65

0.001
0.041
0.014
0.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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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 of the proinflammatory cytokine, IL 18
inhibition of neointimal hyperplasia and
arteriosclerosis
Mfap2 deficiency induced adipocyte hypertrophy
and metabolic dysfunction
protective role against intestinal translocation of
the gram negative bacterium
exenatide upregulated Reg 3b expression
inhibition of inflammation
decrease of diet-induced metabolic abnormalities
negative regulator of TLR4 signaling
inhibition of TLR4/NK-kB signaling
maintenance of intestinal epithelial barrier
anti-inflamma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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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9 분비되는 96개의 DEG와 생물학적 과정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결과. 다이아몬드는 분비되는 DEG를
표현함. 도형의 크기는 유전자끼리 연결성이 많은 정도에 따라 달리 표시함. 회색 선은 단백질 간에 연결성이
확인된 것을 표현하고, 황색 선은 용어 검색을 통해 연결성을 추정한 것을 표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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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0 Timp1에 대한 네트워크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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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RT-PCR 결과
RNA의 quality가 보장되는 샘플은 sham (n = 9), IT (n = 5) 였으
며, GAPDH로 보정한 각각의 유전자 발현은 그림 21에 표시하였다.
Reg1a 와 Dmbt1은 IT의 전치된 회장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유전자
였으며, sham 의 원래 위치의 회장에 비해 각각 4.93배 (P = 0.042)와
3.10배 (P = 0.010) 증가하였다. Tff2는 오히려 IT에서 감소하는 양상
을 보였고, Timp1은 IT에서 증가하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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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RT-PCR 결과. Reg1a (A), Dmbt1 (B), Tff2 (C), Timp1 (D). sham
(n=9), IT (n=5) for Reg1a and Dmbt1; sham (n =7), IT (n = 5) for Tff2 and
Timp1. 양군 간의 차이는 Mann-Whitney 검사를 이용하여 분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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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찰
본 연구에서는 설치류 모델을 이용하여 기존의 IT 수술 이후 변화하
는 다양한 인자들에 대해 재확인하였으며, 여기에는 인슐린 감수성의 호
전 [54], L 세포 호르몬 분비의 증가 [33,38], 회장의 국소 환경에 대한
적응 [38] 등이 속한다. 이와 함께 처음으로 IT 수술 이후 혈중 LPS 농
도가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더불어 정상 내당능을 보이는 비만하지 않은
정상 래트에서 LPS 농도의 감소는 PYY와 GLP-2 분비와 관련이 있음
을 확인하였고, 인슐린 감수성과 연관되어 있음을 밝혔다. 이와 같은 현
상을 확인함으로써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 대사적으로 호전을 보이는 기
전 중에서 대사성 내독소의 역할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제시하였다. 더
불어 microarray 방법을 사용하여 IT 수술 이후 회장 조직에서 유의미
하게 변화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탐색함으로써 향후 새로운 위장관 유래
물질에 대한 기초 자료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
회장전치술에 따른 혈당 및 위장관 호르몬 분비의 변화
1주와 4주 모델에서 각각 추적 관찰한 혈당은 IT군과 sham군에서 차
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mixed meal 부하검사 및 경구포도당부하 검
사에서도 양군 간에 혈당의 차이는 없었다. 회장전치술을 시행한 기존
연구 결과를 정리해보면 (표 2), 비만하지 않고, 정상 내당능을 보이는
래트에서는 sham군에 비해 약간 혈당이 감소하거나 차이가 없는 결과를
보여 우리의 실험 결과와 유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체중도 마찬가지
로 정상 래트에서는 IT 이후 뚜렷한 체중 감소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반면, 비만하거나 당뇨병을 동반한 래트 모델에서는 뚜렷한 체중 감소와
혈당 감소 효과를 보여 해당 수술을 적용한 개체의 특성에 따라 체중과
혈당 반응이 달리 나타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최종 관찰
을 종료한 시점에 양 군간 혈당의 차이가 없었고, 체중은 IT군에서 1주
이후 감소하는 양상을 보였으나 최종 4주째에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위장관 호르몬 분비 반응과 위장관의 조직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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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변화 및 혈중 LPS 농도 차이는 체중과 혈당에 독립적인 결과로 해석
할 수 있다.
기존의 IT에 대한 연구 결과와 마찬가지로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
GLP-1의 분비가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GLP-1의 역할을 화학적으로 차
단하기 위해 exendin9-39을 처리한 이후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한
경우 sham군에서는 생리식염수를 적용한 경우에 비해 AUC로 계산한
혈당값이 상승되었으나 IT 군에서는 exendin9-39과 생리식염수를 각각 적
용한 경우 서로 차이가 없었다. 이는 IT를 시행한 이후에는 GLP-1 외에
혈당을 조절하는 물질이 상대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할 가능성을 시사하는
소견이다. GLP-1, GLP-2, PYY와 같은 L 세포 호르몬과 대조적으로 K
세포에서 분비하는 GIP는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 초반의 혈중 농도가
감소하였다. IT 수술 이후 K 세포가 존재하는 상부 소장의 일부가 전치
된 회장의 길이만큼 하방으로 밀려나가기 때문에 이러한 해부학적인 구
조의 변화에 따라 초반에 음식물에 의해 자극되는 속도가 늦어질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이에 따라 IT군에서는 초반의 GIP의 혈중 농도가 sham
군에 비해서 낮아졌을 것이라 해석할 수 있다.
회장전치술에 따른 글루카곤의 변화
현재까지 GIP는 글루카곤 분비를 촉진시키고, GLP-1은 글루카곤 분
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9]. 우리 실험에서 IT군에서 GIP
는 초반에 분비가 감소하고, GLP-1은 전반적으로 분비가 증가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혈중 글루카곤 농도는 IT군에서 sham
군에 비해 증가하였는데 이는 다른 배리아트릭 수술 모델에서도 반복적
으로 보고되는 현상이다. 글루카곤 측정법에 대한 최근 연구 결과에 따
르면 sandwich ELISA을 이용하여 배리아트릭 수술과 같이 글루카곤이
증가하는 샘플에서 글루카곤을 측정할 때 glicentin 또는 oxyntomodulin
과 같은 펩타이드와의 비특이적인 결합이 문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64]
비특이성으로 인해 부정확한 결과가 나타났을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흥
미롭게도 GLP-2는 글루카곤을 분비하는 성질이 있으며 [65], GLP-2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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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수용체가 래트 췌장의 알파세포에서 발현된다 [66]. 이와 같은 맥락
으로 우리 연구결과에서 GLP-2의 분비는 글루카곤 분비와 양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r = 0.570, P = 0.011). 그러므로 IT 수술 이후에는 GLP-2
에 의한 글루카곤 분비 촉진 반응이 GLP-1의 글루카곤 억제 능력을 능
가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흥미롭게도 글루카곤 분비는 1주 모델에서는 IT군에서 sham군에 비
해 혈중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4주 모델에서는 글루카곤
분비가 IT군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sham군에 비해 높았다. 글루카
곤은 GLP-1과 마찬가지로 proglucagon으로부터 생성되는데, 전자는
prohormone convertase (PC) 2에 의해서 그리고 후자는 PC1/3에 의해
서 최종 생산된다 [67]. 이러한 PC의 종류는 조직에 따라 발현에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췌장 alpha 세포에서는 글루카곤을 하부 위장의 L 세포
에서는 GLP-1을 주로 생산하게 된다 [67]. 하지만 이들은 동일한 유전
자에서 유래하기 때문에 특정 조건에서 GLP-1이 췌장의 alpha 세포에서
생성될 수 있는데, 이를 alpha 세포의 가소성이라 설명한다 [68]. 이와
유사한 개념을 적용하여 위장관 내분비세포의 가소성에 의해 글루카곤이
위장관에서 생성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 흥미로운 연구 결과가 발표되었
는데, 마우스에서 1주일간 IL-6를 투여할 경우 하부 위장관 조직에서 글
루카곤 유전자와 Pyy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혈중 active GLP-1이 증
가하며, 이때 글루카곤의 혈중 농도도 함께 상승하였다 [69]. 이는 배리
아트릭 수술에서 보이는 현상과 유사하다. 특이한 점은 IL-6를 투여한
마우스의 췌장 alpha 세포에서 GLP-1의 생성이 증가됨을 보였다 [69].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IT 이후 증가된 글루카곤은 췌장의 alpha 세포에
서 유래된 것 외에, 회장의 L 세포에서 유래됐을 가능성을 생각해볼 수
있다. 회장 조직에서 위장관 내분비세포의 발현을 확인해보면 4주차에
GLP-1을 분비하는 세포의 분포가 IT군에서 sham군에 비해 증가된 양
상을 보였다. 따라서 IT 수술 직후에 위장관내분비세포의 변환이 일어나
기에 충분한 시간이 경과하지 않은 시점에는 글루카곤 분비의 차이를 보
이지 않다가 위장관내분비세포의 변환이 충분히 일어난 시기인 4주차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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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위장관에서 유래하는 글루카곤의 분비 증가로 혈중 글루카곤이 상승
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를 뒷받침해주는 연구로써 루와이 위우회술을 시
행 받은 비만한 사람에서 수술 전과 3개월째 고혈당 클램프 검사와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하여 글루카곤 분비를 확인한 연구가 있다 [70].
그 결과에 따르면 고혈당 클램프 검사에서 수술 3개월째 글루카곤 분비
는 수술 전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는데, 이는 경구 포도당 자극검사에
서는 수술 전에 비해 수술 후 글루카곤 분비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과
대조적이다 [70]. 고혈당 클램프 결과와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 결과의
불일치를 유발하는 가장 중요한 인자는 포도당 주입 경로의 차이이다.
경구 포도당 자극에 대해서는 위장관 유래 글루카곤 분비가 증가됐을 가
능성이 있고, 정맥으로 포도당을 투여할 경우에는 위장관에서 유래되는
글루카곤의 분비 없이 췌장 alpha 세포에서 유래되는 글루카곤만 분비됐
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IT 수술 이후 글루카곤 혈중 농도가 sham 수
술에 비해 증가하는 현상과 수술 이후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글루카곤
혈중 농도가 차이를 보이는 데에는 위장관 유래 글루카곤의 증가를 유발
하는 위장관 내분비세포의 변환이 중요하게 작용했을 것으로 보인다. 향
후 췌장에서 유래된 글루카곤과 위장관에서 유래된 글루카곤을 분리하여
측정할 수 있는 도구가 개발되면 본 가설을 증명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
라 생각된다.
글루카곤 반응을 설명할 수 있는 또 다른 가설로 위장관 유래 호르몬
에 의해 글루카곤 분비가 조절될 수 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제2형 당
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경구 포도당 부하 검사를 시행하고, 이때 나타나
는 혈당의 프로파일을 정맥으로 포도당을 주입함으로써 동일하게 맞추는
방법 (isoglycemic intravenous glucose infusion study, IIGI)을 시행했을
때, 글루카곤 분비는 정맥으로 포도당을 주입했을 때는 감소하는 반면
경구 포도당 부하 시에는 오히려 증가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71]. 이러한
차이를 유발하는 위장관 호르몬을 밝히기 위해 IIGI를 시행한 상태에서
합성한 GLP-1, GLP-2, GIP를 각각 정맥 주입한 결과 GLP-2와 GIP에
의해 글루카곤 분비가 유발됨을 알 수 있다 [72]. 이것은 위장관에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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래하는 호르몬에 의해서 글루카곤 분비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증거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경구로 섭취한 포도당 양을 증가시킬수록 글루카
곤의 혈중 농도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 [73] 포도당이 위장관을
통해 흡수될 때 변화하는 인자에 의해 글루카곤 분비가 조절될 수 있다
는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회장전치술에 따른 위장관의 조직학적 변화
IT 수술 이후 회장 조직의 융모 길이와 근육층의 두께가 증가하여 마
치 공장과 같이 변화하는 양상 (jejunization)을 보였다. 이러한 변화는 L
세포에서 분비되는 GLP-2와 PYY의 국소작용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74,75]. 뿐만 아니라 GLP-1 수용체에 대한 자극도 장의 길이와 너비를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76]. GLP-1 수용체와 GLP-2 수용체가 각각
결핍된 마우스 모델을 이용하여 내인성 GLP-1과 GLP-2에 대한 장 조
직 증식에 대한 신호 체계가 독립적으로 작용하는 결과가 제시된 바 있
다 [76]. 특히, GLP-1의 경우 장의 둘레와 너비 및 장 전체의 무게가 증
가시키는 반면, GLP-2의 자극에 의해서는 융모의 길이가 길어지고, 창
자샘 세포의 증식이 나타난다 [77]. 우리 연구에서 주로 GLP-2의 자극
에 의한 장 조직의 변화인 융모 길이의 증가에 집중하여 살펴보았으며,
GLP-2 에 의한 장 조직의 변화에 상응하는 결과를 얻었다. 만약, 장 전
체의 길이나 소장의 둘레를 측정했다면 IT 수술 이후 GLP-1에 특이적
인 장 조직의 변화에 대해서도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장 조
직의 적응 현상은 세포 수준에서도 관찰되었다. IT의 전치된 회장에서
GIP와 GLP-1을 모두 발현하는 K/L 세포는 이에 상응하는 sham의 회
장조직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GIP를 발현하는 K 세포는 상부 위
장관에 주로 분포하고, GLP-1을 발현하는 L 세포는 주로 하부 위장관에
분포한다 [19,20]. 따라서 IT 수술 이후 하부 위장관에 해당하는 회장조
직이 상부로 옮겨 감으로써 K 세포의 성질을 획득한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이와 유사한 결과로 십이지장 공장 우회술을 시행한 래트의 공장
에서 이에 상응하는 sham군의 장 조직에 비해 K/L 세포의 수가 증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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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는 연구 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14]. 이러한 K/L 세포는 위장관내분
비세포가 위장관 환경의 변화에 대한 적응하는 현상인 위장관 가소성
(enteroplasticity)를 반영하는 조직학적 변화로 생각된다. 하지만, K/L 세
포가 GIP와 GLP-1 호르몬을 모두 잘 분비하는지에 대해서는 의심의 여
지가 있다. 뿐만 아니라 회장 전치술 이후 GIP가 경구포도당 부하 초기
에 감소하는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K/L세포가 조직학적 변화를 획득한
것이 기능적인 측면에서도 K세포의 특징을 획득한 것인지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다. Ex-vivo 연구를 통해 전치된 회장을 분리시
켜, 포도당 자극에 의해 GLP-1와 GIP가 모두 잘 분비되는지 확인하면
해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회장전치술에 따른 혈중 LPS 농도의 변화
LPS는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 외벽을 구성하는 주된 성분으로 인간
의 혈중에 매우 낮은 농도로 검출됨이 보고되었다 [45]. 또한 제2형 당뇨
병, 대사 증후군과 심혈관계 질환이 있는 대상자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혈중 LPS 농도를 보였다 [43,78].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실험적인 연구에서는 LPS을 장기간 투여할 경우 내당능 장애, 인슐린
저항성, 지방 양의 증가를 보였다 [45]. 따라서 만성적으로 저용량의
LPS에 노출되는 것은 대사 증후군의 발현과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이러한 LPS가 혈중으로 유입되는 데에는 두 가지 경로를 통하는
데, 첫째로 고지방 식이를 할 때 형성되는 chylomicron에 포함된 형태로
흡수되는 방식과 둘째로 장 내막의 폐쇄소대 (tight junction)가 헐거워
진 틈을 통해 확산되어 들어오는 방식이 있다 [79]. 두 가지 방식 모두에
서 위장관 호르몬의 역할이 중요하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GLP-1을 투여할 경우 혈중 중성 지방이 감소하였고 [80], 햄스터의 장
세포에 대한 ex-vivo 연구에서는 GLP-1의 아날로그인 exendin-4를 투
여할 경우 ApoB-48의 분비가 감소하였다 [81]. 따라서 GLP-1의 효과가
증가되어 있는 상황에서는 지방을 통해 LPS가 혈중으로 유입되는 것을
막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하지만 우리 연구 결과에서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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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로 GLP-1의 분비 정도와 혈중 LPS의 농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았
다. 반면, 혈중 LPS 농도는 GLP-2와 PYY 분비와 유의한 음의 상관관
계를 보였다. 이러한 상관관계는 체중으로 보정한 이후에도 유의성이 유
지되었다. 흥미롭게도 GLP-2는 장관 벽을 보강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위
장관 투과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74,77], PYY는 장 내피
세포의 증식을 유도함이 알려져 있어 [75] 이러한 위장관 호르몬에 의해
LPS의 유입이 감소할 것이라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실험에서 사
용된 동물 모델은 비만하지 않은 정상 내당능을 보이는 래트였기 때문에
실제로 LPS의 혈중 농도가 당뇨병 혹은 비만한 모델에서 보다 낮을 것
이다. 따라서 기저 LPS의 혈중 농도가 높은 모델에서도 IT 이후 LPS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지 또한 이것이 위장관 호르몬 분비와 연관성을 보
이는지에 대해 확인하는 연구가 필요하다.
LPS와 관련된 대사성 내독소 혈증의 유발에서 장내 세균총의 역할도
중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예컨대 프리바이오틱스의 하나인 올리고프록토
스를 투여한 고지방 식이 유도 비만 생쥐모델에서 LPS의 혈중 농도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고, 이것은 장내 Bifidobacterium의 증가와 관련
이 있었다 [82]. 이러한 장내 세균총의 변화는 장내 탄수화물의 분해
(fermentation)에 영향을 미치며, 장내 단쇄지방산 (short chain fatty
acid)의 변화를 유발하고 [83] 단쇄지방산은 막투과성의 변화를 유도할
수 있다 [84]. 이와 더불어 Bifidobacterium infantis에서 유래된 인자는
in vitro 실험에서 직접적으로 상피세포의 장벽 기능을 강화시키는 결과
를 보였다 [85]. 따라서 장내 세균총은 단쇄지방산과 같은 대사물질을 통
하거나 혹은 직접적으로 막투과성의 변화를 유발하고, 이것이 내독소 혈
증 정도를 조정할 것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회장 전치술 이후 장
내세균총의 변화를 확인하지 않았으나 기존 연구를 참고하면 회장 전치
술 이후 대변에서 Gammaproteobacteria가 증가하는 결과가 있었고
[40], 이는 사람과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한 마우스를 대상으로 루와이 위
우회술을 시행한 연구 결과와 일치한다 [60,86]. 따라서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 변화하는 장내 세균총을 선별하여 이것이 직접적으로 혹은 단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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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의 조성 변화 등의 간접적인 방법을 통해 내독소 혈증에 영향을 주
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 LPS의 혈중 농도 감소가
GLP-2와 PYY와 같이 GLP-1 외의 위장관 호르몬 분비와 관련성을 보
였고, IT 이후 인슐린 감수성이 증가하는 것과도 연관성을 보였다. LPS
의 유입을 감소시키는 전략으로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 장 조직에서 변화
하는 인자를 발굴하여 당뇨병, 비만과 같이 LPS가 증가된 만성 질환에
대한 치료제로써 개발하는 것은 좋은 전략이라 생각된다.
Microarray를 이용한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물질에 대한 유전자 발굴
본 연구에서는 회장 전치술 후 회장조직에서 변화하는 유전자를
microarray 방법을 이용하여 탐색적으로 조사하였다. 4주 모델에서 인크
레틴 호르몬과 같이 수술 이후 지속적으로 발현이 증가하면서 1주차부터
급격히 변화하는 유전자를 발굴할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하지만, 1주 모
델에서 발굴한 DEG가 4주 모델에서는 발현의 증가가 유지되지 않는 등
의 실험 기간에 따른 DEG 간에 불일치가 많았다. 또한 수술 후 1주가
경과한 시점에 시행한 mixed meal 부하검사 결과에서 개체간의 호르몬
분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났다. 이는 수술에 따른 회복 속도가 개체마다
차이를 보이기 때문으로 생각되며, 회장 조직에서 발현하는 유전자도 1
주 모델에서는 개체간의 차이가 클 가능성이 있다. 특정 유전자의 발현
을 보면, GLP-1에 대한 유전자인 proglucagon 유전자는 수술 1주 모델
에서는 증가하지 않았고, 4주차가 되어서야 유의하게 증가하는 DEG로
확인되었다. 또한 GLP-1과 함께 L 세포에서 생성 및 분비되는 PYY에
대한 유전자는 1주 모델에서 오히려 감소하는 결과를 보였다. 본 연구는
회장 전치술을 이용하여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
하는 후보 물질을 찾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된 것이기 때문에 기존에
알려진 인크레틴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 조건에서 후보 물질을 탐색하
는 것으로 분석 전략을 세웠다. 따라서 최종 microarray 분석은 4주 모
델을 기준으로 시행하였고, 결과에서 제시한 바와 같이 유의미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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얻을 수 있었다. 우선 장에서 발현되고, 혈중으로 분비되는 96개의 DEG
를 찾았다. 이들 중에서 회장 전치술 이후 발현이 증가하고 대사적인 호
전 효과를 유발할 수 있는 중요 유전자를 선별하였다. 이 중에서
RT-PCR결과 Reg1a와 Dmbt1이 유의하게 IT 군에서 증가하는 유전자
였다.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유전자로써 Reg1a
에 대한 고찰
췌장구조의 유지 및 재생, 베타 세포 증식과 관련해서 Reg1a가
log2-fold change가 2.66 (combined P -value < 0.001)으로 가장 발현이
큰 유전자였다. Reg1a는 90%의 췌장이 제거된 래트에서 췌장이 재생되
면서 발현이 증가하는 유전자로써 발견되었으며, Reg1a의 유전자 발현
정도는 혈당이 다시 감소하는 정도와 비례하였다 [87]. 이후 전격성 제1
형 당뇨병 환자의 혈액 내 Reg1a의 농도가 증가함이 보고되었으며, 췌
장의 베타 세포에서 Reg1a에 대한 수용체가 발견되었다 [88]. Reg1a 단
백은 islet 세포가 염증 반응에 노출됐을 때 acinar와 같은 세포집단에서
분비되어 islet의 내분비 세포에 작용하는 paracrine 효과를 통해 췌장의
베타세포 증식에 관여할 것이라 생각된다 [88]. 이와 관련하여 Reg가 결
핍된 마우스와 Reg를 과발현한 마우스 모델을 통해 Reg가 베타 세포의
성장과 재생에 중요하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나 [89] 인슐린 분비를 자극
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Reg1a 단백
에 대한 수용체가 발현되므로 [88] Reg1a 에 의해 인슐린 분비가 증가될
수 있다. IT 수술 이후 전치된 회장에서 발현이 증가하여 혈액 내로 분
비되어 췌장의 베타세포에 작용할 것이라 기대되는 물질로써 Reg1a는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물질에 대한 유전자로
써 탐구할만한 가치가 있다. Reg1a는 이전에 pancreatic stone protein
(PSP )이라는 유전자와 동일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이러한 PSP 는 래트
의 십이지장과 소장에서 발현되며, 특히 회장에서 발현정도가 큰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90]. 따라서 회장 전치술 이후 전치된 회장에서 Reg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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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는 것은 회장이 공장의 형질을 획득하면서 나타
는 현상은 아닌 것으로 생각된다.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Reg1a를 포함하는 Reg 관련 단백질
이 상피세포의 염증작용과 관련하여 발현이 증가된다는 보고가 있다
[91]. 특히 염증성 장질환에서 Reg1a가 Paneth 세포에서 발현이 증가하
였고 [92], 염증성 장질환의 한 부류인 궤양성 대장염에서 종양성 변화가
있을 때 Reg1a의 발현이 함께 증가하였다 [92]. 더욱이 췌장의 돌 형성
과 췌장염 발생과의 연관성이 보고된 바 있다 [93]. 따라서 Reg1a는 췌
장의 베타세포의 재생과 증식에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되나 이와
더불어 염증성 장질환과 위장관의 종양형성 및 췌장염 발생에 대한 우려
도 있으므로 향후 약제로 개발할 경우 이에 대한 안전성 평가가 필수적
일 것으로 생각된다.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유전자로써
Dmbt1에 대한 고찰
두 번째 후보 유전자로써 Dmbt1이 log2-foldchange가 1.83 (combined
P -value = 0.002)으로 유의한 발현의 증가를 보이며 베타 세포의 증식과
관련된 근거가 있어 이에 대해 고찰하고자 한다. 우선 Dmbt1은 점막을
통한 내재면역계 (innate immunity)와 함께 장 점막의 재생과 분화에 영
향을 미친다고 알려져 있다 [94]. 또한 LPS가 TLR-4에 작동하여
NF-kB를 활성화시키는 과정을 Dmbt1이 억제하기 때문에 [95] 장내 세
균총에 의한 면역 반응을 조절하는 데에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으로 기대
된다. In vitro 실험에서 췌장의 islet이 베타세포로 분화하는 단계에서
초기 islet이 팽창 (expansion)할 때 Dmbt1이 증가하는 것이 관찰되었다
[96]. 더불어 GLP-1의 아날로그인 exendin-4를 투여할 경우 췌장에서
Dmbt1의 발현이 증가하고 이것은 앞서 언급한 Reg1 발현의 증가를 동
반하였다 [97]. 따라서 Dmbt1과 Reg1은 GLP-1의 작용에 대한 이차적인
반응으로 증가되는 물질일 수도 있겠다. 하지만 Dmbt1의 경우 장내 환
경 변화와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기능을 할 때 GLP-1에 의존적으로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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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는지 여부는 아직 모르며,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배리아트릭 수술의 효과를 나타내는 데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는 인크
레틴 호르몬으로써 GLP-1의 특징을 살펴보면, 이것이 분비되는 위장관
자체의 증식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76] 본 연구에서 후보
유전자로 선정한 Reg1a와 Dmbt1의 기능과 겹치는 부분이 있다. Reg1a
와 Dmbt1는 췌장의 증식에도 관여할 뿐만 아니라 위장관의 증식에도
기여하는 등 GLP-1의 기능과 유사하다는 점에서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
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물질로써의 가능성이 있다. 향후
Reg1a와 Dmbt1에 대하여 회장전치술의 대사 호전을 유도하는 원인 물
질이자 베타세포에 작용하는 것으로써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
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물질로써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요약 및 제언
배리아트릭 수술 이후 나타나는 여러 가지 대사적 호전 인자에 관련
된 기전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있었다. IT 수술은 여러 다양한 기전 중
에서 후장 가설에 특화된 모델로써 L 세포 분비 증가 [33,38], 인슐린 감
수성의 증가 [54], 지질 대사의 호전 [36,55], 간, 지방, 근육, 췌장에서의
ER 스트레스의 감소 [40], 위장관 세균총의 변화가 [38] 현재까지 연구
에서 보고되었다. 위의 다양한 기전은 GLP-1에 의한 것도 있고 이에 독
립된 것도 있다. 본 연구에서 GLP-1 수용체에 대한 길항제인
exendin9-39을 투여할 경우 IT군에서 혈당이 상승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
았다. 그러므로 GLP-1 외의 인자에 의해서 IT 수술에 대한 대사적인 호
전이 일어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배리아트릭 수술은 당뇨병의 관해뿐만 아니라 심혈관계 위험인자 및
사망률 감소에 있어 기존의 내과적 치료에 견주어 우월한 효과를 보였
고, 현재까지 이에 대한 여러 기전들이 제시되었다. IT는 이러한 배리아
트릭 수술의 후장 가설을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로써 래트 모델을 이용
하여 IT를 시행한 뒤 전치된 회장에서 발현이 증가되는 유전자를 발굴
하여 그 기능을 평가하고, 더 나아가 당뇨병 치료제로써 개발하고자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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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본 연구의 시작점이었다. 이번 연구를 통해 기존에 잘 알려진
IT의 효과를 재확인하였고, 위장관 내분비 세포에서 분비되는 호르몬의
증가와 관련되어 내독소 혈증의 호전, 인슐린 감수성의 증가 등을 추가
로 확인하였다. 더불어 위장관 및 췌장의 재생의 측면에서 GLP-1의 특
성과 유사한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물질을 발굴함으로써 본 연구결과가 향후 비수술적 배리아트릭 치료의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된다.
특히, Reg1a는 후장 전치술 이후 회장 조직에서 sham 수술에 비해
4.93배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였다. 따라서 Reg1a가 IT에 따라 급격하
게 변화하는 물질로써 생각되며, 그 기능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GLP-1의 아날로그를 마우스에 투여할 경우 췌장의 질량이 증가하
는데, 이 때 Reg3, Reg2와 Reg1을 포함하는 Reg 유전자 발현의 증가
를 동반하였다 [97]. 췌장의 재생에 있어 Reg 유전자가 중요하다는 점은
Reg 유전자를 knock out한 마우스 모델을 통해 확인된 바 있으나 [89]
아직까지 Reg1a 에 대해서만 knock out한 마우스 모델은 없다. 향후
Reg1a knock out 마우스 모델을 개발하면, Reg 중에서도 Reg1a가 췌
장의 재생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지 여부를 감별할 수 있을 것이
다. 또한 Reg1a knock out 마우스에서 회장 전치술을 시행한 이후 인슐
린 감수성의 호전 등의 대사적 호전여부가 상쇄되는지를 확인하면 배리
아트릭 수술의 대사적 호전 기전에서 Reg1a의 중요성을 평가할 수 있을
것이다. 췌장의 재생과 관련하여 Reg가 GLP-1에 의존적으로 반응하는
유전자인지 아니면 GLP-1과 Reg가 서로 상승 작용을 함으로써 췌장의
가능과 구조를 유지하는데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서는 in vitro 실험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같은 실험적 방법으로 Reg1a의
기능을 평가하여 당뇨병 또는 비만 치료 약제로의 개발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까지 당뇨병과 비만 치료에서 체중 감소와 혈당 호전 측면에서
배리아트릭 수술의 치료 효가를 능가하는 것은 없다. 이제는 배리아트릭
수술에 대한 핵심 기전을 연구함으로써 내과적 치료로 배리아트릭 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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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효과를 모방할 수 있는 치료 방법을 강구할 때이다. 본 연구는 하부
위장관에서 변화하는 현상에 집중하여 이를 통해 새로운 배리아트릭 수
술 후 당뇨병 관해를 유도하는 후보 유전자를 발굴하고자하는 첫 단계
연구로 시행되었다. 향후 본 연구 결과를 기반으로 당뇨병과 비만 치료
에 대한 연구를 한 단계 발전된 방향으로 진행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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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회장 전치술의 효과에 대한 정리. 본 연구를 통해 재확인하고,
새로 밝힌 기전에 대해서 * 으로 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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