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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마우스에서 비타민 D 보충이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 

 

 

서울대학교 대학원 

식품영양학과 

유 지 수 

 

염증성장질환 환자에게서 비타민 D 결핍이 흔하게 나타나며 

비타민 D 보충은 염증성장질환 환자와 동물 모델에서 증상을 

완화시킨다고 보고되었다. 한편, 비만인 개체에서 비타민 D 대사의 

이상이 보고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보충이 

염증성장질환의 진행에 미치는 영향이 비만일 경우 다르게 

나타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5주령 수컷 C57BL/6N 마우스를 네 

군으로 임의 배정한 뒤 지방 급원으로부터의 열량 (10% or 45%, 

ND or HFD)과 비타민 D 함량 (1,000 or 10,000 IU/kg of diet, 

vDC or vDS)이 다른 식이를 14주간 제공하였다. 사육 13주차에 2% 

dextran sodium sulfate (DSS) 용액을 식수로 7일간 제공하여 

대장염을 유도하였다. DSS 제공 7일차에 vDS군의 질병 활성도가 

vDC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P = 0.07). HFD군에서, vDS군의 

조직학 점수는 vDC군보다 낮은 경향을 보인 반면 (P = 0.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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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군에서는 비타민 D 보충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HFD-vDS군의 

대장 Cldn1과 Cyp27b1 mRNA 발현은 HFD-vDC군보다 높았으나 

ND군에서는 비타민 D 보충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ND군과 달리 HFD군에서는 혈청 25(OH)D 농도와 조직학 점수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위 결과를 토대로 비타민 D 

식이 보충이 대조 마우스에서와 달리 비만 마우스에서 대장의 

조직학적 손상을 일부 보호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이러한 

효과는 대장의 Cyp27b1 유전자 발현이 더 높음에 따라 국소적인 

1,25(OH)2D 생성이 증가하였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주요어: 염증성장질환, 비만 마우스, 비타민 D, Claudin-1,     

1α-hydroxylase 

학  번: 2017-232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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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염증성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장관 내 

비정상적인 만성 염증의 재발과 호전이 반복되는 질환으로, 장 폐색, 

복통, 설사,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이 동반된다 (Baumgart et al. 

2012; Ordas et al. 2012). 염증성 질환은 일반적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는데, 크론병 (Crohn’s disease, CD)은 구강에서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기계 전체에, 궤양성 대장염 (Ulcerative colitis, UC)은 

주로 대장과 직장에 염증이 발생하며 병변의 양상에 차이가 있다 

(Alhassan et al. 2017). 염증성장질환의 발병 기전은 아직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장내 점막 면역의 손상, 장내 미생물과의 상호작용 

이상, 유전적 감수성 등이 가능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 (Kaser et al. 

2010; Trindade et al. 2015; Xavier et al. 2007). 장내 점막 면역 기능의 

손상은 장 벽의 밀착 연접 (tight junction) 구조를 망가뜨려 장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장내 

방어벽이 손상됨으로써 염증 반응이 악화되고 염증성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염증성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Gibson. 2004; Secondulfo et al. 2001). 

면역 조절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비타민 D는 

염증성장질환에 보호 효과를 가진다고 보고되었다 (Dankers et al. 2016; 

Mora et al. 2008; White. 2016). 최근의 한 메타 분석 연구결과에 

의하면 염증성장질환 환자에서 비타민 D 결핍률이 더 높다고 보고되었다 

(Del Pinto et al. 2015). 또한 한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장질환 

환자에서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낮을 경우 (25(OH)D < 20ng/dL) 

염증이 악화되고 삶의 질이 낮아지는 것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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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litsky et al. 2011). 다수의 연구를 통해 비타민 D 보충이 

염증성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는데, Yang et al (Yang et 

al. 2013)의 연구에서도 경도 및 중등도 크론병 환자들에게 비타민 D3 

(1,000 IU/일 에서 5,000 IU/일 까지 증량)를 24주간 보충하였을 때 

Crohn’s disease activity index (CDAI)와 삶의 질 점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Zhao et al (Zhao et al. 2012)의 실험에서는 

DSS로 유도한 대장염 동물에게 1,25(OH)2D3를 주사하였을 때 장 

상피세포의 trans-epithelial 전기저항 (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EER)과 밀착 연접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고 장벽의 

투과성이 감소하였다. 이러한 비타민 D 보충에 의한 효과는 다음의 

메커니즘들을 통해 나타난다. 비타민 D는 비타민 D 수용체 (VDR) 신호 

체계를 통해 DSS로 유도한 대장염 마우스의 대장 상피와 비상피세포 

모두에서 염증에 대한 보호 작용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Wang et 

al. 2017). 또한 대장 내 1α-hydroxylase 발현 증가를 통해 국소적인 

1,25(OH)2D 생성이 증가하고, VDR 신호 체계가 유지되어 점막 장벽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Du et al. 2017). VDR 신호 체계는 또한 

미오신 경사슬 인산화효소 (myosin light chain kinase, MLCK) 신호 

경로로 인한 밀착 연접 조절 장애를 조절함으로써 점막 장벽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Du et al. 2015). 위 연구 결과들을 통해 

비타민 D가 염증성장질환의 장내 방어벽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비만이 염증성장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됨에 따라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arper et al. 2016).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들은 아직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Blain 

et al (Blain et al. 2002)에 따르면 체질량지수가 30 kg/m2 이상인 

크론병 환자들은 항문 주위에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며 염증 또한 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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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번하게 재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eixeira et al (Teixeira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마우스에서 궤양성 

대장염이 더 악화되었다. 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염증성장질환의 

증상과 질병의 진행 정도가 비만 환자에 비해 오히려 정상 체중의 

환자에서 더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Hu et al. 2017).  

비타민 D의 대사는 비만으로 인해 달라지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비만인 사람의 혈청 25(OH)D 농도는 일반 사람보다 더 낮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Earthman et al. 2011; Vilarrasa et al. 2007), 그 

원인으로는 식이를 통한 섭취 부족 (Kamycheva et al. 2003), 자외선 

노출 시간이 감소함에 따른 피부에서의 합성 감소 (Kull et al. 2009), 

그리고 25(OH)D의 지방 조직 축적 (Wortsman et al. 2000) 등이 

제시되었다. 또한 대조 마우스에 비해 비만 마우스에서 혈청 

1,25(OH)2D 농도가 높다고 보고되었는데, 비만 마우스의 신장에서 

1α-hydroxylase가 더 많이 발현되는 것이 기여한다고 하였다 (Park 

et al. 2015).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비만 마우스에서 식이를 통한 

비타민 D 보충이 DSS로 유도한 대장염의 장내 방어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알아보고 그를 대조 마우스에서의 영향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비타민 D가 염증성장질환에 미치는 영향이 비만일 경우 달라질 것이라는 

가설을 입증하기 위해, 비타민 D를 보충한 대조 마우스와 비만 

마우스에서 DSS를 이용하여 대장염을 유도하였다. 대장염의 증상, 

조직병리학적 지표, 대장염과 비타민 D 대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비교 분석하였다.  



 

 4 

II. 문 헌  고 찰 

 

1. 염증성장질환  

1) 염증성장질환의 유형 및 위험 요인 

염증성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장내 만성적인 

염증이 재발하고 회복되기를 반복하는 질병으로, 장 폐색, 복통, 설사, 

발열, 체중 감소 등의 증상을 동반한다 (Baumgart et al. 2012; Ordas et 

al. 2012). 염증성장질환은 일반적으로 크론병과 궤양성 대장염으로 

나뉘며, 크론병은 주로 구강부터 항문까지의 소화기계 전체에 염증이 

나타날 수 있고 궤양성 대장염은 주로 대장과 직장에 염증이 나타난다 

(Alhassan et al. 2017).  

염증성장질환의 위험 요인은 크게 유전적, 환경적 요인으로 나눌 수 

있다. 유전적 요인으로는, 염증성장질환과 연관된 유전자가 발현되거나, 

또는 변형, 결함이 생기면 질병에 대한 감수성이 증가하게 된다. 

염증성장질환의 감수성에 영향을 미치는 유전자는 장 상피 연접 구조, 

선천 면역, IL-10 신호 전달, Th17 세포 분화, B 세포 활성화 등에 

관련된 유전자이다 (Khor et al. 2011). 환경적 요인으로는 흡연, 식이 

요인, 생활 습관, 약물치료, 위생, 충수 절제술, 스트레스, 감염 등이 있다. 

특히, 식이 요인으로는 식이섬유, 지방, 비타민 D, 아연, 철분이 연관되어 

있다 (Ananthakrishnan. 2015). 

2) 염증성장질환의 병태 생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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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성장질환의 발병 기전은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장내 

균총과의 상호작용 이상, 장내 점막 면역 기능 손상, 유전적 감수성 등이 

가능한 원인으로 보고되고 있다 (Kaser et al. 2010; Trindade et al. 

2015; Xavier et al. 2007). 건강한 장 내에서 장내 미생물은 유해균이 

군체를 형성하는 것을 방해하고 장의 기능과 점막 면역 시스템을 

강화함으로써 장 환경을 건강하게 유지시키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점막 

면역 기능이 손상된 장의 경우 장내 균총의 구성이 변화하며 장내 

미생물을 병원균으로 인식하여 면역 반응 및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Boirivant et al. 2012). 또한, 장내 점막 면역 기능의 손상은 장 벽의 

밀착 연접 (tight junction) 구조를 망가뜨려 장의 투과성을 증가시키는 

데에 주로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장내 방어벽이 손상됨으로써 염증 

반응이 악화되고 염증성 물질이 비정상적으로 분비되어 염증성장질환의 

발병 위험을 높이게 된다. (Gibson, 2004; Secondulfo et al. 2001).  

3) 염증성장질환 유병률  

염증성장질환 발병률은 나라마다 다양한데, 크론병은 100,000 명 당 

0.7에서 14.6명에게 발생하며, 궤양성 대장염은 100,000명 당 1.5에서 

24.5 명에게 발생한다 (Carbonnel et al. 2009). 특히, 염증성장질환의 

유병률과 발생률은 주로 북미와 유럽 지역에서 가장 높으며, 위도가 낮은 

남쪽 지역에 비해 위도가 높은 북쪽 지역에서 더 많이 발병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Nerich et al. 2006).  

한편, 최근에는 북미, 캐나다, 유럽 외에 아프리카, 아시아, 남미 

등에서도 염증성장질환 발병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Ng et al. 2018). 

염증성장질환이 북미, 유럽뿐 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발병하고 있음에 

따라 염증성장질환을 예방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더 

많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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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비타민 D와 염증성장질환 

1) 비타민 D 결핍이 염증성장질환에 미치는 영향 

염증성장질환이 위도가 낮은 남쪽 지역에 비해 위도가 높은 북쪽 

지역에서 더 많이 발병되는 것에 대해, Nerich et al (Nerich et al. 

2011)는 그 원인으로 위도가 높은 지역의 경우 자외선에 비교적 덜 

노출되는 지리적인 특징이 있기 때문이라고 제안하였다. 자외선 노출 

정도는 체내 비타민 D 합성과 직결되므로, 이를 바탕으로 체내 비타민 D 

수준과 염증성장질환 발병의 연관성에 대한 가능성이 제시되기 

시작하였다.  

최근의 메타 분석 연구를 통해 염증성장질환 환자에게서 비타민 D 

결핍률이 높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Del Pinto et al. 2015). 또한 한 

역학 연구 결과에 따르면, 염증성장질환 환자에서 비타민 D 결핍 시 

염증이 더 악화되었으며 삶의 질이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Ulitsky et 

al. 2011). 동물 실험을 통해서도 이러한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는데, 

비타민 D가 충분한 식이에 비해 비타민 D가 결핍된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에서 대장염을 유도하였을 때 체중 감소와 질병 활성도가 더 

높았다 (Lagishetty et al. 2010). 이러한 연구를 토대로 비타민 D가 

결핍되면 염증성장질환의 발병 위험 및 심각도가 증가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비타민 D 결핍이 장 내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Figure 1에 

제시하였다.  

2) 염증성장질환에서 비타민 D 의 보충 효과 

비타민 D 결핍이 염증성장질환을 악화시킴에 따라, 비타민 D 를 

보충하면 염증성장질환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보고되고있다. Yang et al (Yang et al. 2013)의 연구에서는 경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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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등도 크론병 환자들에게 비타민 D3 (1,000 IU/d 에서 5,000 IU/d 까지 

증량)를 24 주간 보충하였을 때 크론병 질병 활성도와 삶의 질 점수가 

개선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중재 연구에서 크론병 환자에게 

비타민 D3 1200 IU/d 를 식이로 제공하여 혈청 25(OH)D 수준을 약 30 

nmol/L 높인 결과, 플라시보 군에 비해 염증이 재발하는 비율이 낮았다 

(Jorgensen et al. 2010). 또한, Zhao et al (Zhao et al. 2012)의 

실험에서는 DSS 로 유도한 대장염 모델에게 1,25(OH)2D3를 주사하였을 

때 장 상피세포의 trans-epithelial 전기저항 (trans-epithelial 

electrical resistance, TEER)과 밀착 연접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였고 

장벽의 투과성이 감소하였다. 위 결과들을 통해 비타민 D 보충이 

염증성장질환의 진행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3) 비타민 D 가 염증성장질환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 

비타민 D 보충은 염증성장질환에서 장내 방어 시스템의 손상을 

약화시키고 염증을 개선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어 있으며, 이러한 효과는 

다음의 기전들을 통해 나타날 것이라 제시되고 있다. 비타민 D 는 비타민 

D 수용체 (VDR) 신호 체계를 통해 DSS 로 유도한 대장염 마우스의 

대장 상피와 비상피세포 모두에서 염증에 대한 보호 작용을 가진다는 

결과가 나타났다 (Wang et al. 2017). 또한 대장 내 1α-hydroxylase 

발현 증가를 통해 국소적인 1,25(OH)2D 생산이 증가하고, 그를 통해 

VDR 신호 체계가 유지되어 점막 장벽을 보호한다는 결과가 보고 되었다 

(Du et al. 2017). 또 다른 메커니즘은 toll 유사 수용체 (Toll-like 

receptor, TLR) 4 경로인데, 이 경로는 비타민 D 에 의해 조절되며 

염증성장질환 관련 대장암을 완화시킨다고 밝혀졌다 (Murillo et al. 

2010). VDR 신호 체계는 또한 미오신 경사슬 인산화효소 (myosin light 

chain kinase, MLCK) 신호 경로로 인한 밀착 연접 조절 장애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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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함으로써 점막 장벽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Du et al. 2015). 

이런 메커니즘과 연구 결과들을 통해 비타민 D 가 염증성장질환의 장내 

방어벽을 조절하는 주요 인자가 됨을 알 수 있다.  

4) 대장 1α-hydroxylase 와 염증성장질환 

1α-hydroxylase 는 주로 신장에서 발현되어 25(OH)D 를 

1,25(OH)2D 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뿐 만 아니라 대장과 

같은 신장 외 조직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장 외 조직에서 

발현되는 1α-hydroxylase 는 1,25(OH)2D 를 생산하여 조직 내 

국소적인 신호 전달에 관여하도록 하며 그 역할은 조직에 따라 다르다 

(Zehnder et al. 2001). Liu et al (Liu et al. 2008)은 DSS 를 처리한 

마우스의 대장에서 Cyp27b1 발현량이 증가함을 발견하였고, 

Cyp27b1+/- 마우스보다 Cyp27b1-/- 마우스에서 대장염의 심각도가 더 

높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들은 대장에서 발현되는 Cyp27b1 가 대장염의 

진행에 보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염증이 

있는 대장에 1α-hydroxylase 유전자 (Cyp27b1)를 표적 전달하는 

치료가 염증을 완화시킬 뿐 만 아니라 밀착 연접을 구성하는 중요 

단백질인 CLDN1 과 ZO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Li et al. 2015). 한편 VDR 신호 전달은 비타민 D 가 

대장염을 조절하는 주요 기전으로 여겨지는데, 대장 1α-

hydroxylase 는 대장염으로 인해 감소되는 VDR 활성을 일부 보상할 

것이라고 제시되고 있다 (Du et al. 2017; Liu et al. 2008). 

대장 내 1α-hydroxylase (Cyp27b1) 수준이 염증 유무 및 염증 

정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 Liu et al (Liu et al. 

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염을 유도한 마우스의 대장에서 대조 

마우스보다 Cyp27b1 이 더 높게 발현되었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였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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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대장에서 Cyp27b1 발현량이 높았는데, Du et al 

(Du et al. 2017)은 Cyp27b1 발현 증가가 염증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대장 세포가 이미 손상된 상태일 경우에는 

반대로 염증의 정도가 높을수록 Cyp27b1 발현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세포주인 COGA 1A 세포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와 IL-6 를 처리하였을 때, Cyp27b1 mRNA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Hummel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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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A model of the effects of vitamin D on gastrointestinal homeostasis 

(Cantorna et al. 2014)1 

Vitamin D is required to maintain gastrointestinal homeostasis. In T cells vitamin D is 

important for turning off effector Th1 and Th17 cells, inducing several regulatory cells 

including Treg, CD8αα expressing T cells and iNKT cells. Vitamin D regulates barrier 

function in the gut in part by regulating E-cadherin and other tight junction proteins. Changes 

in the microbiota occur during vitamin D deficiency due to unregulated inflammation and 

increased gastrointestinal permeability. Dysbiosis of the microbiota during vitamin D 

deficiency further induces local and systemic inflammation. 
 

1CD, cluster of differentiation; DC, dendritic cell; IFN-γ, interferon γ; IL, interleukin; iNKT cell, 

invariant natural killer T cell; KO, knock-out; TGF-β, transforming growth factor β; Th, helper T cell; 

Treg, regulatory T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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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비만과 염증성장질환 

염증성장질환 환자 중 비만 환자의 비율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은 만성 염증 상태를 나타낸다. 그에 따라 비만이 염증성장질환의 

발병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되어 관련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Harper et al. 2016). 그러나 현재까지 보고된 결과들은 

아직 상충되는 것으로 보여진다.  

Blain et al (Blain et al. 2002)에 따르면 BMI가 30 kg/m2 이상인 

크론병 환자들은 항문 주위에 합병증이 더 많이 발생하며 염증 또한 더 

빈번하게 재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Teixeira et al (Teixeira et 

al. 2011)의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마우스에서 궤양성 

대장염이 더 악화되었다. 비만일 경우 축적된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는 

렙틴과 같은 아디포카인에 의해 염증이 매개된다. 식욕 조절 호르몬 

렙틴의 혈액 수치는 정상인에 비해 비만인 사람에게서 높은데, 렙틴은 

T세포와 같은 염증 세포 활성에 관여하며 염증을 야기하는 역할을 한다 

(Fink et al. 2012). 이러한 기전을 통해 비만이 염증성장질환의 진행을 

심화시킨다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반면, 비만이 염증성장질환을 악화시키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들도 

보고되고 있다. 최근의 메타 분석 결과, 염증성장질환 환자 중 일반 

환자의 증상 및 질병의 진행 정도가 비만 환자에 비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Hu et al. 2017). 또한 Flores et al (Flores et al. 2015)도 

염증성장질환 환자 중 BMI가 30 kg/m2 이상인 환자와 미만인 환자를 

비교한 연구를 통해 BMI가 오히려 경도의 진행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가 

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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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 구  방 법 

 

 
1. 실험 동물 

5주령 수컷 C57BL/6N 마우스를 (주)중앙실험동물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서울대학교 수의과대학 동물 사육실 specific 

pathogen-free (SPF) room에서 사육하였다. 사육 환경은 온도 23 ± 

1 °C, 상대습도 50 ± 10%, 명암은 오전 6시와 오후 6시 기준 

12시간 주기로 유지되었다. 4일 동안 대조 식이로 적응 기간을 가진 후, 

군 간 평균 체중이 유사하도록 16-17 마리씩 네 군으로 임의 

배정하였다. 네 군은 실험 식이의 지방 함량과 비타민 D 함량에 따라 

ND-vDC, ND-vDS, HFD-vDC, HFD-vDS 군으로 나뉘었고 각 식이는 

총 14주간 제공하였다. 사육 기간 동안 식이 섭취량은 주 4회 

측정하였고 체중은 주 1회 측정하였다.  

실험 동물의 구입, 사육, 희생의 전 과정은 서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of 

Seoul National University) 의 승인을 받았으며, 규정에 따라 

수행되었다 (승인 번호: SNU-171010-1-1). 

  



 

 13 

2. 실험 식이 

실험 식이는 지방 급원으로부터의 열량 (10% 또는 45% kcal fat, ND 

또는 HFD)과 비타민 D 함량 (1,000 또는 10,000 IU/kg of diet, vDC 

또는 vDS) 에 따라 ND-vDC, ND-vDS, HFD-vDC, HFD-vDS 네 

가지로 제공하였다 (ND-vDC, D12450Hi; ND-vDS, D17090501i; 

HFD-vDC, D12451i; HFD-vDS, D17090502i; Research Diets, Inc., 

New Brunswick, NJ, USA). 실험 식이의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으며 실험 식이와 식수는 자유급여 (ad libitum)로 공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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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s of the experimental diets1 

 

1Resource: Research Diets Inc., New Brunswick, NJ, USA 
210 g of Mineral Mix (Research Diets Inc., #S10026) provides 1.0 g of Na, 1.6 g of Cl, 0.5 g of Mg, 

0.33 g of S, 59 mg of Mn, 37 mg of Fe, 29 mg of Zn, 6.0 mg of Cu, 2.0 mg of Cr, 1.6 mg of Mo, 0.16 

mg of Se, 0.9 mg of Fl, 0.2 mg of I, and 3.99 g of sucrose. 
310 g of Vitamin Mix (Research Diets Inc., #V10001) provides 4000 IU of vitamin A, 1000 IU of 

vitamin D3, 50 IU of vitamin E, 0.5 mg of menadione, 0.2 mg of biotin, 10 μg of vitamin B12, 2 mg of 

folic acid, 30 mg of niacin, 16 mg of pantothenic acid, 7 mg of vitamin B6, 6 mg of vitamin B2, 6 mg 

of vitamin B1, and 9.78 g of sucrose. 

  

 

ND-vDC 

(10% kcal 

fat + 1,000 

IU/kg of 

diet) 

ND-vDS 

(10% kcal 

fat + 10,000 

IU/kg of 

diet) 

HFD-vDC 

(45% kcal 

fat + 1,000 

IU/kg of 

diet) 

HFD-vDS 

(45% kcal 

fat + 10,000 

IU/kg of 

diet) 

Casein (g) 200 200 200 200 

L-Cystine (g) 3 3 3 3 

Corn Starch (g) 452.2 452.2 72.8 72.8 

Maltodextrin 10 (g) 75 75 100 100 

Sucrose (g) 172.8 172.8 172.8 172.8 

Cellulose (g), BW200 50 50 50 50 

Soybean Oil (g) 25 25 25 25 

Lard (g) 20 20 177.5 177.5 

Mineral Mix 2 (g) 10 10 10 10 

DiCalcium Phosphate 

(g) 
13 13 13 13 

Calcium Carbonate (g) 5.5 5.5 5.5 5.5 

Potassium Citrate (g), 

1 H2O 
16.5 16.5 16.5 16.5 

Vitamin Mix 3 (g) 10 10 10 10 

Vitamin D3 (g), 

100,000 IU/g 
0 0.09 0 0.09 

Choline Bitartrate (g) 2 2 2 2 

FD&C Yellow Dye #5 

(g) 
0.04 0 0 0.025 

FD&C Red Dye #40 

(g) 
0.01 0 0.05 0 

FD&C Blue Dye #1 (g) 0 0.05 0 0.025 

Total (g) 1055.05 1055.14 858.15 858.24 

kcal/g diet 3.8 3.8 4.7 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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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염 유도 

사육 13주차에 각 군을 두 군 (정상군 또는 대장염 유도군)으로 다시 

나누었는데, 두 군의 평균 체중이 유사하도록 8-9마리씩 임의 

배정하였다. 급성 대장염은 dextran sulfate sodium (DSS, Molecular 

weight: 36,000 - 50,000, MP biomedicals, Santa Ana, CA, USA)가 2% 

농도로 용해된 식수를 7일간 제공하여 유도하였고, 정상군에게는 일반 

식수를 제공하였다. 대장염을 유도하는 조건은 예비 실험을 통해 

설정하였다 (부록-Ⅰ). 이 때부터 모든 실험 동물은 한 케이지 당 한 

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였고 식수는 자유급여 하였다. 대장염을 유도하는 

기간 동안 체중, 식이 섭취량, 식수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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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질병 활성도 

DSS 제공 기간 동안, DSS 제공 직전 체중 대비 체중 감소율, 혈변, 

변의 묽기를 측정하여 대장염의 질병 활성도 (Disease activity index, 

DAI)를 평가하였다. 각 세 항목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체중 감소율 (0점 = 1.0% 미만, 1점 = 1.0% 이상 4.9% 이하, 2점 = 

5.0% 이상 9.9% 이하, 3점 = 10% 이상 20% 미만, 4점 = 20% 이상); 

혈변 (0점 = 정상 색의 변, 2점 = 붉거나 적갈색이면서 항문 주위와 

깔짚에 혈흔이 없는 경우, 4점 = 항문 주위 또는/그리고 깔짚에 혈흔이 

있는 경우; 변의 묽기 (0점 = 정상 형태의 변, 2점 = 묽은 형태의 

변이나 항문에 흔적이 있지 않은 경우, 4점 = 형태가 없거나 

또는/그리고 항문 주위에 흔적이 있는 경우) (Table 2). 질병 활성도는 

세 항목의 점수를 합산한 점수이며 최저 0점, 최고 12점이 산출될 수 

있다 (Wang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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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riteria for disease activity index (DAI) 
 

 Weight loss Rectal bleeding Fecal consistency 

0 <1% normal color normally formed 

1 1-4.9%   

2 5-9.9% 

red to dark red-brown  

with no perianal blood staining  

or blood spots in bedding 

loosely formed, 

do not stick to the anus 

3 10-20%   

4 >20% 
perianal blood staining  

or blood spots in bedding 

fail to form a pellet  

or perianal fecal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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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희생 및 시료 수집 

DSS 공급 7일차에 실험 동물을 12시간 동안 금식 시킨 후 CO2 

과호흡 방식을 이용하여 희생하였다. 희생 직후 심장 천자 방법으로 

채혈하고 2시간 동안 상온에서 응고시킨 후 2,000 rpm에서 20 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혈청을 -80 ℃에서 보관하였다. 대장을 적출하여 

맹장과 분리시킨 뒤 PBS를 이용하여 남아있는 대변과 혈액을 

제거하였다. 대장을 RNA 추출과 조직학 분석에 이용하기 위해 세로 

방향으로 2등분하였다. RNA 추출에 사용할 대장 조직은 분리 즉시 액체 

질소로 동결시킨 후 -80 ℃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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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직병리학적 분석 

조직병리학적 분석을 위해 대장 조직을‘Swiss roll’방법으로 

준비하였다 (Moolenbeek et al. 1981). 세로로 자른 대장 조직은 점막이 

바깥을 향하도록 이쑤시개를 이용하여 감은 뒤,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 

용액에 넣어 고정시켰다. 24시간 후, 조직을 파라핀에 포매하여 4-5 

μm 두께의 절편을 만들었고 각 절편을 hematoxylin과 eosin 

(H&E)으로 염색하였다. 조직학 점수 산정 기준은 Cooper et al (Cooper 

et al. 1993)의 기준을 변형하여 사용하였고, 염증 세포가 침윤된 정도와 

crypt의 손실 정도를 평가하였다. 각 항목에 대한 점수는 다음과 같이 

산정하였다: 염증 점수 (0점 = 염증세포가 침윤되지 않음, 1점 = 경도로 

침윤됨, 2점 = 중등도로 침윤됨, 3점 = 중증도로 침윤됨); crypt loss 

점수 (0점 = 손실되지 않음, 1점 = 1/3이 손실됨, 2점 = 2/3가 손실됨, 

3점 = crypt가 완전히 손실되었으나 상피 조직이 존재함, 4점 = crypt 

및 상피 조직이 모두 손실됨)(Table 3). 각 점수에 해당하는 영역의 

퍼센트와 점수를 곱하였고 두 항목의 점수를 합산하여 조직학 점수를 

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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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riteria for histopathology scores 
 

 Inflammation Crypt loss 

0 none none 

1 mild basal 1/3 damaged 

2 moderate basal 2/3 damaged 

3 severe crypt lost but surface epithelium present 

4  crypt and surface epithelium l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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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조직 내 RNA 추출, cDNA 합성 및 real-time PCR 

7.1. RNA 추출 

대장 조직 (~30 mg)과 RNAiso Plus (Takara, Otsu, Shiga, Japan)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RNAiso Plus 1 mL 조직을 넣고 균질화 

(homogenization)한 뒤 상온에서 5 분간 incubation 하였다. 

Chloroform (Sigma, St. Louis, MO, USA) 200 μL를 넣고 15 초간 

vortex한 후 상온에서 3 분간 incubation 한 다음 12,000 g, 4 ℃에서 

15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취하여 isopropanol (Sigma) 500 

μL을 넣고 vortex한 뒤 상온에서 10 분간 incubation 한 다음 12,000 

g, 4 ℃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층액을 버린 뒤 남은 pellet을 

75% ethanol 1 mL 

로 washing 하였다. 7,500 g, 4 ℃에서 2 분간 원심 분리하고 

ethanol을 버린 뒤 pellet을 완전히 건조하였다. 건조된 pellet에 0.05% 

diethylpyrocarbonate (DEPC)-treated DW 20 μL을 넣고 용해시켰다. 

이 중 일부를 취하여 nano-spectrophotometer (NANO-200, BIOAND 

Co., Gyeonggi, Korea)로 RNA의 순도와 농도를 측정한 뒤 RNA의 

농도가 0.5 μg/μL가 되도록 희석하였다. Agarose 전기영동과 Gel Doc 

XR system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을 이용하여 

RNA의 질을 확인하였고 사용 전까지 -80 ℃에서 보관하였다.  

 

7.2. cDNA 합성 

추출한 RNA는 PrimeScriptTM 1st strand cDNA synthesis kit (Takara 

Bio Inc., Otsu, Shiga, Japan)를 이용하여 cDNA로 합성하였다. PCR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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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ube에 0.5 μg/μL RNA stock 4 μL, dNTP 1 μL, oligo dT primer 1 

μL, RNAse free DW 4 μL을 넣고 RNA-primer mixture를 만든 후 

65 ℃와 4 ℃에서 각각 5 분씩 incubation 하였다. RNA-primer 

mixture에 5×PrimeScript buffer 4 μL, RNAse inhibitor 0.5 μL, 

PrimeScript Rtase 1 μL, RNAse free DW 4.5 μL를 넣어 reaction 

mixture를 만든 후 spin down한 다음 상온에서 10분간 incubation 

하였다. 2720 thermal cycler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를 이용하여 42 ℃에서 50 분, 95 ℃에서 5 분간 반응시켜 

cDNA를 합성한 다음 사용 전까지 -20 ℃에서 보관하였다.  

 

7.3. Quantitative real-time PCR 

cDNA 20배 희석액 1 μL에 SYBR Premix Ex Taq 10 μL, ROX dye 

(Takara Bio Inc.) 0.4 μL, forward와 reverse primer (Biomedic, 

Buchen, Korea) 각각 0.4 μL, autoclaved DW 7.8 μL를 넣어 PCR 

mixture를 만들고 spin down한 다음 StepOneTM Real-time PCR 

system (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각 primer의 염기 서열은 Table 4에 나타내었다. 먼저 

95 ℃에서 30 초간 유지시키고 (initiation step), 95 ℃에서 10 초간 

변성 시킨 뒤 (denaturation step), 60 ℃에서 30 초간 결합 및 

증폭시키는 과정 (annealing step)을 40 회 반복하였다. 모든 실험은 

duplicate하여 평균값을 사용하였고, 상대적인 유전자 발현량은 2-ΔΔCt 

방법으로 계산하였으며 house-keeping 유전자인 Gapdh의 발현량으로 

보정하였다.



 

 23 

1 

Table 4. Primer sequences used in real-time PCR 

 

Gene1 Forward primer Reverse primer 

Cldn1 GTTAGCAGCACAGCCACTCA AGCCCACATTTTGAAGCGTA 

Ocln CTCCCCACCTGTCGTGTAGT ATGGCAAAGTGAATGGCAAG 

Zo1 CTTTCCGAGGCATTAGCAGA GTTTGGCAGCAAGAGATGGT 

Tnfa CTGGAAAGGTCTGAAGGTAGGAAGG AACACAAGATGCTGGGACAGTGA 

Il1b GCAACTGTTCCTGAACTCAACT ATCTTTTGGGGTCCGTCAACT 

Nod2 CTGGTTGGATGAAGGGAGTG GCTGTCTTGGGATGTGCTCT 

Ifng TGGACCTGTGGGTTGTTGAC GAACTGGCAAAAGGATGGTG 

Vdr GGGATGATGGGTAGGTTGTG GGAAGAGGGTAGAGGGCAGA 

Cyp27b1 GACGATGTTGGCTGTCTTCC ATCTCTTCCCTTCGGCTTTG 

Gapdh GGAGAAACCTGCCAAGTA AAGAGTGGGAGTTGCTGTTG 
 

1Cldn1, Claudin-1; Ocln, Occludin; Zo1, Zonula Occludens-1; Tnfa, tumor necrosis factor α; Il1b, interleukin-1β; Nod2, nucleotide-binding oligomerization domain 

2; Ifng, interferon-γ; Vdr, vitamin D receptor; Cyp27b1, 1α-hydroxylase; Gapdh, glyceraldehyde 3-phosphate dehydroge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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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혈청 25(OH)D 농도 측정 

혈청 25(OH)D 농도는 25-Hydroxy Vitamin Ds EIA kit 

(Immunodiagnostic Systems Std., Boldon, UK) 를 이용하여 효소 면역 

분석법 (enzyme immunoassay, EIA)으로 측정하였다. 

25-D biotin solution 1 mL을 25 μL의 calibrator, control, 또는 

혈청이 담긴 glass tube에 넣고 10초간 vortex 하였다. 항체가 코팅되어 

있는 microplate의 well에 200 μL의 mixture를 duplicate하여 분주한 

뒤 adhesive plate sealer를 잘 부착하여 상온에서 2 시간 동안 

incubation 하였다. 그 다음, 각 well을 250 μL wash solution으로 

3차례 wash 하였다. 남아 있는 wash solution을 제거한 뒤, 200 μL의 

enzyme conjugate를 각 well에 넣고 adhesive plate sealer를 부착시킨 

뒤 상온에서 30 분간 incubation 하였다. 다시 3차례 wash 한 다음, 

200 μL의 TMB substrate를 각 well에 넣고 adhesive plate sealer를 

부착한 뒤 상온에서 30 분간 incubation 하였다. Incubation 한 후에 

100 μL의 stop solution을 각 well에 넣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청 25(OH)D의 농도는 semi-log로 작성한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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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통계 분석 

모든 통계 분석은 SPSS statistics version 23 software (IBM SPSS 

Statistics,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DSS, 비타민 D 

보충, 고지방식이 섭취의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삼원분산분석 (three-

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DSS의 영향이 유의적이었으므로 (부록-

Ⅱ), 대장염 유도군 내 비타민 D 보충과 고지방식이 섭취의 영향 및 

교호작용은 이원분산분석 (two-way ANOV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ANOVA 결과가 유의적일 경우 Fisher’s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LSD) test로 사후검정 하였다. 변수 간 교호작용이 있을 경우 군 간의 

차이는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다. 두 지표 사이의 상관분석은 

Pearson’s correlation test로 수행하였다. 모든 결과는 평균 ± 

표준오차 (means ± SEM)로 나타내었으며 통계 검증은 P < 0.05 

수준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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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실 험  결 과 

 

1. 체중, 체중 변화, 체지방량 및 식이 섭취량  

실험 동물의 체중, 대장염 유도 전후의 체중 변화, 체지방량 및 식이 

섭취량을 Table 5에 제시하였다. 0주차 체중은 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대장염 유도 전인 13주차의 체중 (P < 0.001) 및 13주간의 

체중 증가량 (P < 0.001)은 ND군 보다 HFD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13주 동안의 평균 에너지 섭취량은 HFD군이 ND군에 비해 더 높았다 

(P < 0.001). 비타민 D 보충 및 고지방식이 섭취 여부는 13주간의 평균 

비타민 D 섭취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비타민 D를 보충하지 않은 

군의 비타민 D 섭취량은 식이 지방량에 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비타민 

D를 보충한 군 중에서는 고지방식이 섭취군의 비타민 D 섭취량이 

대조식이 섭취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DSS로 대장염을 유도한 기간 동안 모든 군의 체중이 감소하였으나, 

비타민 D 보충 또는 고지방식이 섭취가 체중 감소량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대장염 유도 후 (14주차)의 체중 (P < 0.001) 및 백색 

지방량 (P < 0.001) 모두 HFD군에서 ND군 보다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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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dy weight, dietary intake, white adipose tissue weight, and weight change before and after induction of colitis1, 2 

 

 

ND HFD 
Vitamin D,  

P value 

Fat amount, 

 P value 

Interaction,  

P value 
vDC 

(n = 8) 

vDS 

(n = 9) 

vDC 

(n = 9) 

vDS 

(n = 9) 

Body weight at week 0 

(g) 
18.7 ± 0.21 18.5 ± 0.2 18.7 ± 0.2 18.9 ± 0.3 0.96 0.51 0.46 

Body weight at week 13 

(g) 
30.0 ± 0.8b 29.1 ± 0.7b 40.5 ± 1.1a 40.9 ± 0.7a 0.73 < 0.001 0.47 

Weight gain3 (g) 11.3 ± 0.8b 10.6 ± 0.6b 21.9 ± 1.1a 22.0 ± 0.5a 0.71 < 0.001 0.58 

Average dietary intake3 

(g/d) 
2.68 ± 0.05 2.58 ± 0.04 2.53 ± 0.06 2.68 ± 0.07 0.68 0.71 0.06 

Average energy intake3 

(kcal/d) 
10.3 ± 0.2b 9.9 ± 0.1b 12.0 ± 0.3a 12.7 ± 0.3a 0.52 < 0.001 0.06 

Average vitamin D 

intake3 (IU/d) 
2.70 ± 0.05c 24.6 ± 0.4b 3.23 ± 0.08c 31.5 ± 0.8a < 0.001 < 0.001 < 0.001 

Body weight at week 14 

(g) 
27.0 ± 0.6b 26.3 ± 0.3b 36.4 ± 1.2a 37.6 ± 0.6a 0.71 < 0.001 0.22 

Weight loss4 (g) 3.01 ± 0.56 2.77 ± 0.51 4.16 ± 0.35 3.22 ± 0.45 0.22 0.10 0.47 

WAT weight at week 145 

(g) 
1.63 ± 0.14b 1.48 ± 0.09b 4.85 ± 0.25a 4.95 ± 0.23a 0.90 < 0.001 0.53 

 

1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2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3Weight gain, average dietary intake, average energy intake, and average vitamin D intake during the 13 weeks of feeding before induction of colitis. 
4Weight loss during DSS administration (7 days). 
5WAT weight includes perirenal, intraperitoneal, epididymal, and subcutaneous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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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질병 활성도  

대장염의 심각도를 평가하기 위해 체중 감소율, 혈변, 변의 묽기를 

관찰하여 질병 활성도를 산정하였다 (Figure 2). DSS 제공 3일과 4일 

후의 질병 활성도는 식이 지방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는데, ND군의 

질병 활성도가 HFD군 보다 높았다 (각각 P < 0.001 및 P < 0.01). 

3일차에는, HFD-vDC군의 질병 활성도가 ND-vDC군 보다 57.7% 

낮았고 (P < 0.01), HFD-vDS군의 질병 활성도가 ND-vDS군 보다 

59.1% 낮았다 (P < 0.05). 4일차의 질병 활성도는 HFD-vDS군에서 

ND-vDS군 보다 50.0% 낮았다 (P < 0.05). 그러나 5일차부터 

7일차까지의 질병 활성도는 비만여부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한편, DSS 제공 6일차까지는 비타민 D 보충에 따른 질병 활성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하지만 7일차에는 비타민 D 보충군의 질병 

활성도가 비타민 D를 보충하지 않은 군의 질병 활성도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P = 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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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amin D, 

P value 

Fat amount,  

P value 

Interaction,  

P value 

Day 1 0.32 0.14 0.62 

Day 2 0.95 0.27 0.34 

Day 3 0.33 < 0.001 0.75 

Day 4 0.78 < 0.01 0.41 

Day 5 0.24 0.24 0.53 

Day 6 0.81 0.55 0.52 

Day 7 0.07 0.52 0.96 

 

Figure 2. Disease activity index (DAI) during the DSS administration period  

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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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대장 길이 

대장 길이는 맹장부터 직장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였다 (Figure 3). 대장 

길이는 비타민 D 보충 또는 식이 지방량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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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3. Colon length 

Picture of colons (A) and colon length (B) of groups. Colon length was measured from cecum 

to rectum.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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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조직병리학적 분석 결과 

비타민 D와 비만이 대장 조직의 손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조직을 H&E 염색한 뒤 (Figure 4A), 염증 세포의 침윤 정도와 

crypt 손실 정도를 관찰하여 조직학 점수를 산정하였다 (Figure 4B). 

ND군의 조직학 점수와 염증 점수는 비타민 D 보충에 따라 차이가 

없었던 반면, HFD-vDS군의 조직학 점수는 HFD-vDC군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고 (49.2% 낮음, P = 0.077), HFD-vDS군의 염증 점수 

또한 HFD-vDC군 보다 낮은 경향성이 있었다 (49.3% 낮음, P = 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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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ure 4.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colon tissues  

H&E staining of colons in 200X and 400X (A) and histology, inflammation, and crypt loss 

score (B).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Histology, inflammation and crypt 

loss scores were normalized by square root transformation. 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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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장 조직의 밀착 연접 단백질 유전자 발현 수준 

대장 조직에서 Cldn1, Ocln, 그리고 Zo1의 mRNA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비타민 D 보충과 식이 지방량이 대장 조직의 밀착 연접 

단백질의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5). 비타민 

D 보충이 Cldn1 mRNA 발현에 미치는 효과는 식이 지방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P < 0.05). ND군에서는 비타민 D를 보충한 군과 

대조군 간에 Cldn1 발현량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반면, HFD-

vDS군의 Cldn1 mRNA 수준은 HFD-vDC군 보다 46.2% 높았다 (P < 

0.05). 한편, Ocln과 Zo1 발현은 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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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Colonic mRNA levels of tight junction proteins (Cldn1, Ocln, and Zo1)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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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대장 조직의 염증성 물질 유전자 발현 수준 

대장에서 Tnfa, Il1b, Nod2, Ifng의 mRNA 수준을 측정함으로써 

비타민 D 보충과 식이 지방량이 염증성 물질의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확인하였다 (Figure 6). Tnfa 유전자 발현량은 식이 지방 함량에 의해 

유의적인 영향을 받았다 (P < 0.01). ND-vDC군과 HFD-vDC군의 Tnfa 

mRNA 수준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HFD-vDS 군의 Tnfa mRNA 

수준은 ND-vDS 군에 비해 69.2% 낮았다 (P < 0.01). Il1b, Nod2, Ifng 

mRNA 발현량은 비타민 D와 비만 여부의 유의적인 영향을 받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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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lonic mRNA levels of inflammatory molecules (Tnfa, Il1b, Nod2, and 

Ifng)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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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대장 조직의 비타민 D 대사 관련 물질 유전자 발현 수준 

비타민 D 보충과 식이 지방 함량이 대장염이 있을 때 비타민 D 대사 

관련 지표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대장 조직에서 Vdr과 

Cyp27b1의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Figure 7). Vdr mRNA 수준은 비타민 

D와 식이 지방량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그러나, 비타민 D 보충이 

Cyp27b1 mRNA 발현에 미치는 영향은 지방 함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D군 간의 Cyp27b1 발현량은 유사한 반면, HFD-vDS군에서 

HFD-vDC군 보다 132.0% 높게 발현되었다 (P =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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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lonic mRNA levels of Vdr and Cyp27b1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Student’s t-test.  

 

  

*

0.0

1.0

2.0

3.0

4.0

5.0

6.0

ND HFD ND HFD

R
el

at
iv

e 
m

R
N

A
 l

ev
el

s

Vdr                                       Cyp27b1

vDC

vDS

 Vitamin D,  

P value 

Fat amount,  

P value 

Interaction,  

P value 

Vdr 0.99 0.73 0.69 

Cyp27b1 0.07 0.07 < 0.05 



 

 40 

8. 혈청 25(OH)D 농도 

혈청 25(OH)D 농도 (Figure 8)는 비타민 D 보충에 의해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는데, ND군에서 ND-vDS군의 혈청 25(OH)D 농도는 ND-

vDC군에 비해 323.2% 높았고, HFD군에서는 HFD-vDS군이 HFD-

vDC군 보다 261.3% 높았다 (모두 P < 0.001). 또한, 혈청 25(OH)D 

농도는 식이 지방 함량의 영향도 받았는데, HFD-vDC군과 ND-

vDC군의 혈청 25(OH)D 농도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HFD-

vDS군은 ND-vDS군 보다 혈청 25(OH)D 농도가 18.1% 높았다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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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rum 25(OH)D levels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Two-way ANOVA was us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fat amount and vitamin D amount.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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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혈청 25(OH)D 농도와 조직학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 

혈청 25(OH)D 농도와 조직학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는 지방 함량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다. ND군에서는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HFD군에서는 두 지표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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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ure 9. Correlation between serum 25(OH)D levels and histology scores 

Correlations between serum 25(OH)D concentration and histology score in all groups (A), in 

the ND groups (B), and in the HFD groups (C).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r) and P-

value are indicated for each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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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고   찰 

 

본 연구에서는 비타민 D 식이 보충이 DSS 로 유도한 대장염에서 

대장의 조직학적 손상에 미치는 효과가 비만 여부에 따라 다름을 

확인하였다. 비타민 D 보충은 대조 마우스와 달리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마우스에서 대장염으로 인해 발생하는 장벽 손상을 완화시키는 

효과를 보였다. 비만 마우스에서 비타민 D 를 보충하였을 때, 대장의 

조직학 점수와 염증 점수가 더 낮은 경향이 있었고 Cldn1 발현량이 

유의하게 높았다. 또한 비만 마우스에서만 조직학 점수와 혈청 

25(OH)D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나타나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높을수록 대장 조직의 손상 정도가 낮은 양상을 보여주었다. 이러한 

효과는 대장 Cyp27b1 발현량이 더 높음에 따라 국소적으로 

1,25(OH)2D 가 더 많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DSS 로 유도된 염증성대장염의 조직학적 손상으로부터 대장을 

보호하는 비타민 D 의 보충 효과는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비만 

마우스에서만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는 대장 조직 내 Cyp27b1 발현량이 

더 높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1α-hydroxylase 는 주로 신장에서 

발현되어 25(OH)D 를 1,25(OH)2D 로 산화시키는 역할을 하는데, 

신장뿐 만 아니라 대장과 같은 신장 외 조직에서도 발현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신장 외 조직에서 발현되는 1α-hydroxylase 는 

1,25(OH)2D 를 생산하여 조직 내 국소적인 신호 전달에 관여하도록 

하며 그 역할은 조직에 따라 다르다 (Zehnder et al. 2001). Liu et al 

(Liu et al. 2008)은 DSS 를 섭취한 마우스의 대장에서 Cyp27b1 

발현량이 증가함을 관찰하였고, Cyp27b1-/- 마우스가 Cyp27b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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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보다 대장염의 심각도가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저자들은 대장에서 

발현되는 Cyp27b1 가 대장염의 진행에 보호 효과를 가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염증이 있는 대장에 1α-hydroxylase 

유전자 (Cyp27b1)를 표적 전달하는 치료가 염증을 완화시킬 뿐 만 

아니라 밀착 연접을 구성하는 중요 단백질인 CLDN1 과 ZO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킨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Li et al. 2015). 대장 

Cyp27b1 이 대장염에 보호 효과를 가진다는 다수의 연구결과에 비추어 

볼 때, 본 연구에서도 비만 마우스에서 비타민 D 를 보충하였을 때 

높아진 Cyp27b1 발현이 대장 점막 장벽을 더 강화하는 데에 

기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비타민 D 가 장내 장벽 기능을 보존해준다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Kong et al (Kong et al. 2008)에 따르면, 대장암 세포주인 SW480 

세포에서 in vitro 상의 1,25(OH)2D 처리는 Occludin 과 Claudin-5 

발현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ZO-1, Claudin-1, Claudin-2, 

그리고 E-cadherin 의 발현은 증가시켰다. 비타민 D 가 밀착 연접 

단백질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밀착 연접을 보존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DSS 로 유도한 대장염 마우스에서 1,25(OH)2D in vivo 투여는 Zo1, 

Ocln, and Cldn1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손상된 장벽 기능을 

회복시켰다 (Zhao et al. 2012). 본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은 비만 

마우스의 대장에서 Cldn1 발현을 증가시켰다. 비타민 D 에 의해 

조절되는 밀착 연접 단백질의 종류는 연구마다 다르게 보고되고 있으며 

아직 그 원인은 밝혀지지 않았다 (Du et al. 2015; Zhao et al. 2012; 

Kong et al. 2008; Stio et al. 2016). 그러나, 본 연구를 통해 비타민 D 가 

밀착 연접 단백질 유전자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장내 장벽 기능 손상을 

완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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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타민 D 가 염증성장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비타민 D 의 효과에 대해 모순되는 

결과들이 있다. 대장염 마우스 모델에서 1,25(OH)2D3 (0.2 μg/25 g of  

body weight/day)를 위 내로 투여하였을 때 대장의 염증이 

완화되었으며 Th1 과 Th17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감소하였다 (Zhang et 

al. 2015). 또한 5 IU/g 식이의 비타민 D 가 첨가된 식이를 20 주 동안 

섭취한 마우스의 질병 활성도는 비타민 D 를 첨가하지 않은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의 질병 활성도 보다 낮았다 (Elimrani et al. 2017). 반면, 

크론병 환자에게 고용량의 비타민 D (10,000 IU)를 12 개월간 매일 

보충하였을 때, 혈중 25(OH)D 수치가 개선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질병의 

재발률은 비타민 D 를 저용량 (1,000 IU)으로 보충한 군의 재발률과 

차이가 나지 않았다 (Narula et al. 2017). 본 연구에서도 비만 마우스와 

달리 대조 마우스에서 DSS 로 대장염을 유도하였을 때, 비타민 D 를 

보충한 경우 혈청 25(OH)D 농도는 유의하게 높았으나 대장 내 장벽 

구조에 유의적인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비만 마우스에서는 조직학 점수와 혈청 25(OH)D 사이에 음의 

상관관계가 보여졌는데, 이는 혈중 비타민 D 수준이 높을수록 대장 

조직의 손상 정도가 낮음을 의미한다. 비타민 D 의 영양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혈중 25(OH)D 가 정상 수치보다 낮을 경우 염증성장질환의 질병 

활성도가 더 높게 나타났으며 수술 및 입원 위험이 더 높았다는 결과가 

보고되었다 (Ananthakrishnan et al. 2013; Ulitsky et al. 2011). 또한 

혈중 25(OH)D 수치가 정상 범위에 도달하였을 때 크론병 환자의 수술 

및 입원 위험이 낮아졌다 (Ananthakrishnan et al. 2013). Meckel et al 

(Meckel et al. 2016)에 따르면 혈중 25(OH)D 가 결핍된 궤양성 대장염 

환자보다 25(OH)D 수치가 정상인 환자에서 질병 활성도 및 조직학 

점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량이 더 낮았고 밀착 연접 단백질은 더 

높게 발현되었다. 혈중 25(OH)D 수치와 염증성장질환의 심각도 사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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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관성은 주로 비타민 D 가 결핍된 환자를 대상으로 연구되었다. 비타민 

D 를 보충하여 혈청 25(OH)D 농도가 정상 수치보다 높아졌을 

경우에서의 연관성은 연구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 비만 마우스에서는 

혈청 25(OH)D 농도와 조직학 점수 사이 간에 음의 상관관계가 관찰된 

반면 대조 마우스에서는 유의적인 상관관계가 관찰되지 않았다. 대조 

마우스에서는 비타민 D 보충 시 혈청 25(OH)D 농도가 높아지기는 

하였으나 대장 Cyp27b1 발현량에 차이가 없었으므로 비타민 D 수치가 

조직학 점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비만 

마우스의 경우 비타민 D 보충 시 대장 Cyp27b1이 더 높게 발현 되었기 

때문에 조직학 점수에도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된다.  

대장 조직의 1α-hydroxylase (Cyp27b1) 수준이 염증 유무 및 염증 

정도의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되었다. Liu et al (Liu et al. 

2008)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장염을 유도한 마우스의 대장에서 대조 

마우스보다 Cyp27b1 이 더 높게 발현되었다. 건강한 사람과 비교하였을 

때 염증성장질환 환자의 대장에서 Cyp27b1 발현량이 높았는데, Du et al 

(Du et al. 2017)은 Cyp27b1 발현 증가가 염증에 대한 방어 메커니즘일 

것이라고 설명하였다. 반면 대장 세포가 이미 손상된 상태일 경우에는 

반대로 염증의 정도가 높을수록 Cyp27b1 발현량이 낮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장암 세포주인 COGA 1A 세포에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와 IL-6 를 처리하였을 때, Cyp27b1 mRNA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Hummel et al. 2014). 본 연구에서, 비타민 D를 

보충한 대조 마우스보다 비타민 D 를 보충한 비만 마우스의 대장에서 

Cyp27b1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높았다. 이는 DSS 로 대장염을 

유도하였을 때 비타민 D 를 보충한 대조 마우스보다 비타민 D 를 보충한 

비만 마우스의 대장 조직에서 Tnfa mRNA 수준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염증 점수는 더 낮은 경향을 보인 결과와 연관이 있다고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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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비타민 D 보충이 비만 마우스에서 대장 Cldn1 발현을 

조절함으로써 조직학적 손상을 개선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체중 감소, 질병 활성도, 대장 길이와 같은 증상에는 비타민 

D의 영향이 나타나지 않았다. Wang et al (Wang et al. 2017)의 연구에서, 

WT 마우스에 비해 비상피세포의 VDR 를 knock-out 시킨 마우스 

(NEC-VDRKO mice)에서 DSS 에 의한 체중 감소가 더 많이 나타났고 

질병 활성도가 더 높았으며 TNF-α 와 IL-1β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 발현량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연구에서는 

DSS 제공 6 일차에 장 상피세포 VDR-null 마우스 (VDRΔIEpC)에서 

VDRflox/flox 마우스 보다 체중 감소가 더 심했고 혈변 점수가 더 높은 

결과가 보고되었다 (Kim et al. 2013).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VDR 신호 

체계가 대장염의 증상을 조절하는 주요 메커니즘 중 하나라고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군 간 대장 Vdr 발현량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던 반면 Cyp27b1 발현량에 차이가 있었다. 대장 

1α-hydroxylase 는 대장염으로 인해 감소되는 VDR 활성을 일부 

보상할 것이라고 제안되었다 (Du et al. 2017; Liu et al. 2008). 이러한 

보상 기전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각각 다른 식이를 섭취한 군 간 

대장염의 증상은 차이 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의 결과는 비타민 D 가 대장염에 미치는 영향이 

대조 마우스와 비만 마우스에서 다르게 나타날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한다. 비타민 D 가 대장염의 조직병리에 미치는 영향이 대조 

마우스에서는 관찰되지 않았다. 반면, 비만 마우스에서 비타민 D 는 

Cldn1 발현을 증가시켜 조직학적 손상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결과를 보였으며, 이러한 효과는 대장 Cyp27b1 이 높게 발현되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비만 마우스에서 높게 발현된 대장 

Cyp27b1 이 대장에서 국소적인 1,25(OH)2D 생성을 자극하여 장벽의 

손상을 완화하는 데에 기여했을 것이라는 가능성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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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 마우스와 비만 마우스에서 비타민 D 가 염증성장질환에 미치는 

차별적 효과를 확인한 최초의 연구라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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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여부에 따라 DSS 로 유도한 

대장염에 비타민 D 가 미치는 영향이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13 주 간 지방 함량 (10% 및 45% kcal fat)과 비타민 D 함량 

(1,000 또는 10,000 IU/kg of diet, vDC 또는 vDS)이 다른 각 식이를 

먹인 후 7 일 동안 2% DSS 가 용해된 식수를 제공하여 대장염을 

유도하였다. 비타민 D 와 고지방식이 섭취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대장염 

유도 기간 동안 질병 활성도를 평가하였고 대장 조직을 이용하여 대장 

길이 측정, 조직학적 분석을 하였다. 또한 대장 내 밀착 연접 단백질, 

염증성 물질, 비타민 D 대사 관련 지표의 유전자 발현을 측정, 

비교하였으며 혈청 25(OH)D 농도를 측정하였다. 

1) 대장염을 유도하기 전인 13 주 체중과 13 주 간의 체중 증가량은 

ND 군 보다 HFD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한편, 비타민 D 

보충 및 고지방식이 섭취는 대장염 유도 기간 동안의 체중 

감소량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2) DSS 제공 3 일차와 4 일차에는 ND 군 보다 HFD 군의 질병 

활성도가 더 낮았으나, 5 일차부터 7 일차까지는 고지방식이 

섭취에 따른 차이가 없었다. DSS 제공 6 일차까지는 비타민 D 

보충이 질병 활성도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7 일차의 질병 

활성도는 비타민 D 보충군이 비타민 D 를 보충하지 않은 군 보다 

낮은 경향을 보였다.  

3) 대장 길이는 비타민 D 또는 식이 지방량에 따른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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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ND 군의 대장 조직학적 점수와 염증 점수는 비타민 D 보충에 

의해 차이가 없었던 반면, HFD-vDS 군의 조직학적 점수와 염증 

점수는 HFD-vDC군 보다 낮은 경향성이 있었다. 

5) ND 군 간의 대장 Cldn1 유전자 발현은 비타민 D 보충에 따른 

차이가 없었던 반면, HFD-vDS 군의 Cldn1 유전자는 HFD-

vDC 군 보다 높게 발현되었다. Ocln 과 Zo1 mRNA 수준은 군 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6) 대장 Tnfa 발현량은 식이 지방 함량의 영향을 받았는데, ND-

vDS 군에 비해 HFD-vDS 군에서 더 낮게 발현되었다. Il1b, 

Nod2 및 Ifng mRNA 수준은 비타민 D 보충과 비만 여부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7) 대장 Vdr 유전자 발현에서는 비타민 D 및 비만에 따라 차이가 

발생하지 않았다. ND 군 간의 Cyp27b1 발현량은 차이가 없었던 

반면, HFD-vDC 군 보다 HFD-vDS 군에서 더 높게 발현되었다. 

8) 혈청 25(OH)D 농도는 비타민 D 를 보충하지 않은 군 보다 

보충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또한, 혈청 25(OH)D 농도는 

식이 지방 함량의 영향도 받았는데, HFD-vDC 군과 ND-

vDC 군의 혈청 25(OH)D 농도 차이는 유의적이지 않았으나, 

ND-vDS군 보다 HFD-vDS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9) ND 군에서는 혈청 25(OH)D 농도와 조직학적 점수 사이의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HFD 군에서는 두 지표 간 음의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결과를 통해 비만 여부에 따라 비타민 D 식이 보충이 DSS 로 

유도한 대장염의 장내 방어 시스템 손상에 미치는 효과가 다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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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였다. 비타민 D 보충은 대조 마우스와 달리 비만 마우스에서 

대장염의 조직학적 손상을 일부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졌다. 이러한 

효과는 대장 Cyp27b1 발현 조절을 통해 국소적인 1,25(OH)2D 생성이 

증가하였을 가능성 때문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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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Vitamin D Supplementation 

on Colitis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Ji Su Yoo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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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 often accompanies vitamin D deficiency, and 

vitamin D supplementation ameliorates IBD symptoms in animal models and humans. 

Altered vitamin D metabolism has been reported in obesity, therefore, we 

hypothesized that the effects of vitamin D on development of IBD would be different 

between obese and control mice. Five-week-old male C57BL/6N mice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nd fed a diet differed in fat content (10% or 45%, ND or HFD) and 

vitamin D content (1,000 or 10,000 IU/kg of diet, vDC or vDS) for 14 weeks. At the 

week 13, colitis was induced with administration of 2% dextran sodium sulfate (DSS) 

for 7 days. Seven days after administration of DSS, the vDS groups tended to have 

lower disease activity index than the vDC groups (P = 0.07). Histology score tended 

to be lower in the HFD-vDS group than in the HFD-vDC group (P = 0.077), but there 

was no effect of vitamin D in the ND group. Colonic Cldn1 and Cyp27b1 mRNA 

levels were higher in the HFD-vDS group than in the HFD-vDC group, but th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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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vitamin D were not observed in the ND group. A negative correlation was 

detected between serum 25(OH)D levels and the histology score in the HFD group 

but not in the ND group. Overall, these results suggest that vitamin D 

supplementation provides a protective effect on histological damage of colon in obese 

mice but not in control mice. This effect might be mediated by increased colonic 

Cyp27b1 levels leading to upregulation of local 1,25(OH)2D production. 

 

Keywords: Inflammatory bowel disease; Obese mice; Vitamin D; Claudin-1;    

1α-hydroxyl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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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I. 대장염 유도 조건을 정하기 위한 예비 실험 

1. 실험 방법 

대장염이 유도되는 최적의 조건을 정하기 위해 10주령 C57BL/6N 수

컷 마우스를 군 간 평균 체중이 비슷하도록 세 군으로 나눈 뒤 각각 2% 

DSS를 5일, 2% DSS를 7일, 3% DSS를 5일 동안 제공하였다. 대장염 유

도 완료 후 회복기 동안의 변화를 파악하기 위하여 DSS 제공 기간이 끝

난 뒤 일반 식수로 교체하여 관찰하였다. 사육 기간 동안 체중 감소율, 

혈변, 변의 묽기를 관찰하여 DAI 점수를 산정한 후 일원분산분석 (one 

way ANOVA)으로 각 군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2. 실험 결과 

DSS 제공 기간 및 제공 완료 후 희생 전까지의 DAI를 Supplemental 

figure 1에 나타내었다. 7일차와 8일차의 DAI는 군 간 차이가 나는 경향

을 보였다 (각각 P = 0.058 및 P = 0.059).  

2% DSS를 7일 동안 제공하였을 때 DAI가 가장 높았던 점을 고려하

여 2% DSS를 7일 동안 제공한 뒤 회복기를 가지지 않고 희생하는 것이 

대장염을 가장 잘 유도한 상태일 것이라 사료되었다. 따라서 위 근거를 

토대로 본 실험에서의 대장염 유도 조건을 2% DSS를 7일간 제공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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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1. Disease activity index (DAI) during and after the DSS administration peri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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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DSS로 유도된 대장염의 영향 

DSS로 대장염을 유도한 군의 질병 활성도는 DSS 제공 3일 후부터 정

상군 보다 높아졌으며 (P < 0.01), 이러한 DSS의 영향은 7일차까지 유

지되었다 (4일차부터 7일차까지 모두 P < 0.001) (Supplemental figure 

2). 또한 DSS군의 대장 길이는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짧았다 (P < 

0.001) (Supplemental figure 3). 실험 동물의 대장을 조직학적으로 분석

한 결과, 조직학 점수, 염증 점수, crypt 손실 점수 모두 DSS군이 정상군

의 점수 보다 높았다 (모두 P < 0.001) (Supplemental figure 4). 위 결

과를 통해 2% DSS가 용해된 식수를 7일 동안 제공함으로써 대장염이 

잘 유도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대장 조직 내 밀착 연접 단백질의 유전자 발현을 측정한 결과, Cldn1, 

Ocln, Zo1의 mRNA 모두 정상군보다 DSS로 대장염을 유도한 군에서 

낮게 발현되었다 (Supplemental figure 5). 따라서 대장염이 유도됨에 따

라 대장 장벽의 구조가 손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사료된다. 염증성 물

질인 Tnfa, Il1b, Nod2, Ifng mRNA 수준을 측정한 결과 (Supplemental 

figure 6), Il1b와 Ifng 발현에는 DSS가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그러나 

Tnfa의 경우 정상 마우스 보다 대장염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더 높게 발

현되었는데 (P < 0.001), 이는 DSS 섭취가 일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조절을 통해 장내 염증을 악화시켰음을 의미한다. 또한 Nod2는 대

장염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더 낮게 발현되었는데 (P < 0.05), 이는 선천 

면역에 관여하는 Nod2가 낮게 발현됨으로써 염증이 심화되었다고 해석

할 수 있다.  

대장 조직 내 Vdr은 정상군 보다 DSS군에서 낮게 발현되었으며 (P < 

0.001), Cyp27b1은 DSS군에서 더 높게 발현되었다 (P < 0.01) 

(Supplemental figure 7). 또한 DSS로 대장염을 유도하였을 때 정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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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해 혈청 25(OH)D 농도가 낮은 결과가 나타났다 (P < 0.001) 

(Supplemental figure 8). 이를 통해 대장염으로 인해 비타민 D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조절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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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2. Disease activity index (DAI) during the DSS 

administration period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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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3. Colon length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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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4. Histology score, inflammation score, and crypt loss score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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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5. Colonic mRNA levels of tight junction proteins (Cldn1, Ocln, 

and Zo1)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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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6. Colonic mRNA levels of inflammatory molecules (Tnfa, Il1b, Nod2, and Ifng)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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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7. Colonic mRNA levels of Vdr and Cyp27b1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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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lemental figure 8. Serum 25(OH)D levels 

Values are means ± SEM, n = 8 or 9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th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by Fisher’s LSD multiple comparison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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