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려운 임상적 상태이다.
1,2
췌장성 지방변의 치료는 췌효소

제의 경구13)투여로 이루어지는데, 이 치료가 효과적이지

못한 요인들로서는 첫째, 위산에 의한 리파제의 파괴,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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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실험적 췌외분비부전에서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가

지방 흡수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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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Aims: Interactions among fat,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 may play a role in the treatment of

steatorrhea. We determined in canine exocrine pancreatic insufficiency (EPI) whether fat,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s are dependent on the pancreatic enzyme preparation (bacterial lipase, BL; porcine lipase, PL) and whether

absorption of fat is related to absorptions of protein and carbohydrate. Methods: Five dogs underwent ligation of

pancreatic ducts. Then, seventy two-hour fecal balance studies were performed while a high fat meal (fat 43%) was

given. Powdered BL or PL was given at doses of 0, 7,500, 15,000, and 30,000 IU. Stool fat, protein, and carbohydrate

were measured and coefficients of fat (CFA), protein (CPA), and carbohydrate (CCA) absorptions were calculat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was used for statistical analysis. Results: CFA and CPA increased preparation (PL

is better than BL) and dose dependently. However, CCA increased dose-dependently but not preparation-dependently.

Fat absorption increased as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 increased (p<0.001). Conclusions: In dogs with EPI

fed a high fat diet, porcine pancreatic enzyme increases fat and protein absorption greater than bacterial lipase,

and the increase of fat absorption is related to the increase of protein and carbohydrate absorptions. (Korean J

Gastroenterol 2002;40:126-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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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표 외 9인.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가 지방 흡수에 미치는 향

둘째, 장관내 단백분해효소에 의한 리파제의 파괴,
4
셋째,

투여된 경구 췌효소와 음식물이 따로따로 위배출되는 것,
5,6

넷째, 장용성 췌효소 제제가 장관 내에서 너무 늦게 리파제

를 용출하는 것,
6,7
마지막으로는 저자들도 보고한 바와 같

이 췌외분비부전시에는 위배출 및 장통과가 항진되어 있다

는 것 등이다.
6,8,9
현재까지 췌장성 지방변에 대한 치료 실

패의 원인으로 가장 중요하게 생각되어 온 것은 장관내 리

파제의 양이다.
1,3,6
즉, 지방변을 치유하기 위해서는 식후

십이지장 내에 최소 30,000 IU의 리파제가 필요한데, 상기

한 바와 같이 리파제는 위장관 내에서 위산이나 단백분해

효소에 의해 파괴되기 때문에 최소 필요량의 리파제가 십

이지장에 도달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1,3,6
이 문제를 극복하

기 위하여 위산 차단,
3,10-12

장용성 췌효소제,
13
고용량 췌효

소제
14
및 산-저항성 리파제

15-17
등의 방법이 개발되고 시

도되었는데, 현재는 이러한 방법들로 인하여 이론적으로

췌장성 지방변을 치유할 수 있는 십이지장내 리파제 용

량을 얻는 것이 불가능하지 않게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

하고 임상 연구나 동물실험 연구에서 보면 췌장성 지방

변은 아직 완전히 조절되고 있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18

이는 장관내 리파제 활성도 이외에 다른 요인들이 췌장

성 지방변의 치료에 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한다고

하겠다. 가능성 있는 요인들로서는 앞에서 언급된 위배

출과 장통과가 있고, 그 외 소장내 세균 과증식 및 식이

등이 거론되고 있다.
2,16

한편, 식이와 췌장성 지방변의 관계에 대한 연구 결과는

많지 않은데, 역학적으로 지방 섭취가 적으면 췌장성 지방

변의 발생률이 적고,
19
식이내 지방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

록 지방 흡수가 증가한다는 정도의 보고를 찾아볼 수 있

다.
16
그러나 췌외분비부전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 등

각 양소의 흡수가 다른 양소의 흡수에 미치는 상호관

계에 대해서는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실험적 췌외분비부전을 일으킨 개에서

고지방식이와 임상 용량의 세균성 및 돼지 리파제를 섭취

시킨 후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가 췌효소제의 제

형과 용량 의존적인지를 알아보고, 또 지방의 흡수가 단

백이나 탄수화물의 흡수와 연관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1. 대상

본 실험은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of the Mayo Foundation의 허락을 득하 으며, National

Institute of Health and the Public Health Policy on the

Humane Use and Care of Laboratory Animals의 지침을 따

라 수행되었다. 실험 동물은 체중 20 kg 내외(19.2-21 kg)의

건강한 암컷 mongrel 개 5마리를 사용하 다.

2. 방법

1) 체외분비부전 개의 제작 및 유지

췌외분비부전 개를 제작하기 위한 수술은 thiopental so-

dium (12.5 mg/kg) 정주 후, 기관 삽관을 시행하고 halothane

으로 마취 유지하면서 정중 개복을 시행하 다. 개복 후 주

췌관과 부췌관을 확인하여 결찰 후 절개하 으며, 아울러

십이지장과 췌두부 사이의 모든 연결조직을 결찰 후 절개

하 다. 그러나 상·하 췌십이지장 혈관을 비롯한 혈관계

들은 최대한 보존하 다. 실험 개들은 동물실 내의 분리된

장에서 각각 수용되었으며, 실험이 없을 때는 캔에 들어

있는 개식이(Hills prescription diet, canine i/d, Hills Pet

Products, Topeka, KS, USA)가 투여되었다. 개식이는 580

Kcal로서 탄수화물 48%, 지방 27% 및 단백질 25%로 구성

되었으며, 아침에 2캔을 돼지 췌효소 분말(Viokase, AH

Robins Company, Richmond, VA, USA) 10 g과, 오후에

1캔을 돼지 췌효소 분말 5 g과 함께 투여하 다.

2) 실험 방법

모든 실험은 최소한 수술 3주일 후에 시작하 으며, 실

험식은 850 Kcal로서 지방 43%, 단백질 36% 및 탄수화물

21%인 고지방식이(지방 80.2 g, 단백 151.6 g, 탄수화물

98.2 g)를 사용하 다. 이 식이는 Suzuki 등
16
이 사용한

5개의 실험식 중 하나로서 세균성 리파제와 함께 투여시

지방흡수를 극대화하면서도 3대 양소의 열량 분포가

비교적 균형을 이루기 때문에 본 연구의 실험식으로 사

용하 다.

세균성 리파제(AG Knoll, Ludswigsschaffen, Germany)는

분말 제형을 7,500, 15,000, 30,000 IU의 용량으로 사용하

으며, 돼지 췌효소도 분말 제형으로서 리파제의 용량이 세

균성 리파제의 용량과 같도록 하 다. 세균성 리파제는 단

백분해효소나 탄수화물분해효소가 없는 순수 리파제이지

만, 돼지 췌효소에는 리파제, 아 라제 및 단백분해효소가

IU 기준으로 1:2.56:1.56의 비율로 함유되어 있다.

Fecal balance study시에는 실험 시작시 실험식과 함께

carmine 표지자(carmine red marker, Chemical Mfg. Corp.,

Gardena, CA, USA)를 복용시키고, carmine이 대변에 나타

난 후부터 실험식을 하루에 오전 및 오후 두 번 주면서

72시간 동안 대변을 수집하 다.
8,9
대변 내에서 지방, 질소

및 탄수화물을 측정하 으며, g/24 hr로 나타내었다. 지방

흡수계수{coefficient of fat absorption, CFA, (g fat ingested

- g fat in stool)/g fat ingested x 100}, 단백흡수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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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efficient of protein absorption, CPA, (g protein ingested

- g protein in stool)/g protein ingested x 100} 및 탄수화물

흡수계수{coefficient of carbohydrate absorption, CCA

(g carbohydrate ingested - g carbohydrate in stool)/g

carbohydrate ingested x 100}를 계산하 다.
17
이 때 대변

내 단백은 단백이 16%의 질소를 함유한다는 가정하에 계

산하여 산출하 다.
17

Fecal balance study는 각 개에서 1주

일에 1번만 시행되었으며, balance study를 하지 않는 동안

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유지 식이(Canine i/d +

Viokase)를 투여하 다.

3. 통계 분석

자료를 정규분포화하기 위하여 CFA, CPA 및 CCA는

각각 ascsine으로 변환하 고, 리파제의 용량은 logarithm

으로 변환하 다. 다변량 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

리하 으며, p<0.05일 때 유의한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1. 췌효소제의 제형과 용량이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에 미치는 향

지방 흡수는 췌효소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 CFA가

46.5% 으나, 세균성 리파제를 투여하 을 경우에는 7,500,

15,000 및 30,000 IU의 용량에서 각각 78.4%, 78.7% 및

79.2% 고, 돼지 췌효소제를 투여하 을 경우 7,500, 15,000

및 30,000 IU의 용량에서 각각 81.1%, 85.6% 및 86.6%로

증가하 다(Fig. 1). 다변량 분석에서 지방 흡수는 세균성

리파제보다 돼지 췌효소제가 더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고

(p=0.002), 또한 췌효소제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지방 흡수

가 증가하 다(p<0.001) (Fig. 1).

Fig. 1. Effect of preparation and doses of enzymes on fat
absorption. Coefficient of fat absorption increases as doses of

enzymes increase (p<0.001) and is greater with porcine lipase (PL)
than with bacterial lipase (BL) (p=0.002).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단백 흡수는 췌효소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 CPA가

31.6% 으나, 세균성 리파제를 투여하 을 경우에는 7,500,

15,000 및 30,000 IU의 용량에서 각각 42.3%, 44.0% 및

33.6% 고, 돼지 췌효소제를 투여하 을 경우 7,500, 15,000

및 30,000 IU의 용량에서 각각 65.9%, 71.26% 및 77.4%

다(Fig. 2). 다변량 분석에서 단백 흡수는 세균성 리파제보

다 돼지 췌효소제가 더 증가시킴을 알 수 있었고(p<0.001),

또한 췌효소제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단백 흡수가 증가하

다(p<0.001) (Fig. 2).

Fig. 2. Effect of preparation and doses of enzymes on protein
absorption. Coefficient of protein absorption increases as doses of
enzymes increase (p<0.001) and is greater with porcine lipase (PL)

than with bacterial lipase (BL) (p<0.001).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탄수화물 흡수는 췌효소제를 투여하지 않은 경우 CCA가

92.0% 으나, 세균성 리파제를 투여하 을 경우에는 7,500,

15,000 및 30,000 IU의 용량에서 각각 97.5%, 96.5% 및

97.5% 고, 돼지 췌효소제를 투여하 을 경우 7,500, 15,000

및 30,000 IU의 용량에서 각각 97.6%, 96.5% 및 98.8%

다(Fig. 3). 다변량 분석에서 탄수화물 흡수는 췌효소제의

Fig. 3. Effect of preparation and doses of enzymes on carbohydrate

absorption. Coefficient of carbohydrate absorption increases as
doses of enzymes increase (p<0.001), but is not affected by
preparation of enzymes (porcine lipase, PL; bacterial lipase, BL)

(p=0.179).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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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에 따른 차이는 없었으나(p=0.179), 췌효소제의 용량이

증가할수록 탄수화물 흡수는 증가하 다(p<0.001) (Fig. 3).

2.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가 지방 흡수에 미치는 향

지방 흡수, 단백 흡수 및 췌효소 종류의 상호관계를 살펴

보면 돼지 췌효소가 세균성 리파제보다 지방 흡수를 증가

시키고(p=0.002), 단백 흡수가 증가할수록 지방 흡수가 증

가하 다(p<0.001) (Fig. 4). 또 지방 흡수, 탄수화물 흡수

및 췌효소 종류의 상호관계를 살펴보면 췌효소의 종류는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없는 인자로 나타났으나(p=0.636),

탄수화물의 흡수가 증가할수록 지방 흡수는 증가하 다

(p<0.001) (Fig. 5).

Fig. 4. Relationship among fat absorption, protein absorption and

preparations of enzyme. Coefficients of fat absorption are plotted
over coefficients of protein absorption (CPA). Coefficient of fat
absorption increases as coefficient of protein absorption increases

(p<0.001) and is greater with porcine lipase than with bacterial
lipase (p=0.002).

Fig. 5. Relationship among fat absorption, carbohydrate absorption
and preparations of enzyme. Coefficients of fat absorption are plotted
over coefficients of carbohydrate absorption (CCA). Coefficient of

fat absorption increases as coefficient of carbohydrate absorption
increases (p<0.001), but is not affected by preparations of
enzymes (p=0.636).

고 찰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실험적 췌외분비부

전 개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는 췌효소제의 용

량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돼지 췌효소제가 세균성 리파제

보다 지방과 단백의 흡수를 증가시키며, 단백 및 탄수화물

흡수의 증가는 지방 흡수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관찰하

다.

이러한 결과들은 임상적으로도 중요한 소견인데, 즉 췌

효소제의 용량 의존적으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 등의 흡

수가 증가한다는 것은 췌외분비부전 환자들을 치료할 때

충분한 용량의 췌효소제를 투여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고,

또 돼지 췌효소제가 세균성 리파제보다 지방과 단백의 흡

수를 더 증가시킨다는 것은 췌외분비부전 환자의 치료에

있어서 돼지 췌효소제는 기본적으로 항상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문제는 췌외분비부전 환자들을 치료함에

있어서 돼지 췌효소제가 이미 사용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췌장성 지방변을 완치하기 어려웠다는 것이다.
1,2
돼지 췌효

소제의 문제점은, 위산이나 장관내 단백분해효소에 의해

리파제가 파괴되어 췌장성 지방변을 교정하는 데 필요한

식후 십이지장내 리파제 용량인 30,000 IU에 도달하지 못

한다는 것이었다.
1,3,4,6

이러한 문제 때문에 위산 차단제의 병용, 장용성 제형 및

고용량 췌효소제 등이 사용되었으나 여전히 췌장성 지방변

의 완치는 어렵다. 이러한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하여 다른

한편에서는 산-저항성 리파제의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

어졌는데, 이중의 하나가 세균성 리파제이다. 세균성 리파

제는 Burkholderia plantarii 라는 박테리아가 발효 중 분비

하는 조리파제(colipase) 없이도 활성을 유지하는 산-저항성

리파제인제,
20
생체외 연구에서 이 세균성 리파제는 역가가

매우 높고(돼지 췌효소의 150배 이상) 위산에 대해 저항성

이 있을 뿐만 아니라, 역시 산-저항성인 위 리파제나 진균

리파제와는 달리 담즙산 존재하에서도 활성을 유지하는

것이 증명되었다.
21
생체외 실험에서 이상적인 췌장성 지

방변 치료제의 조건에 부합하는 세균성 리파제는 개를

이용한 일련의 생체실험 결과, 식후 정상 췌장 리파제 분

비량(300,000 IU)을 고지방식과 투여시 지방변을 거의 조

절하며,
16
음식과 위내에서 잘 섞이는 제형일수록 지방변

을 더 호전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2
분말과 미세정

(microtablets) 제형을 가지고 시행한 용량-반응실험에서는

세균성 리파제가 용량 의존적으로 지방흡수를 증가시키

며, 같은 용량이라도 분말 제형이 미세정보다 더 효과적으

로 지방변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23

이론적으로 세균성 리파제는 췌장성 지방변을 치료할 수

있는 이상적인 리파제지만 개를 이용한 생체실험 결과들은
23,24
그다지 만족스럽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리파제 투여에

의한 췌장성 지방변의 치료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요인 중

의 하나가 식이인데, 양분은 생체외 또는 생체내에서 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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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제 활성도의 생존(survival of lipolytic activity)을 증가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단백과 지방이 리파제 활

성도의 생존을 증가시킨다.
25-27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고지방-

고단백-저탄수화물 식이는 식후 정상 췌장 리파제 분비량

(300,000 IU)의 세균성 리파제와 투여시 지방변이 거의 조

절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으며,
16
또한 돼지 췌효소제

135,000 IU와 함께 투여한 경우에도 지방 흡수가 증가하는

것이 관찰된 바 있다.
17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고단백-저탄

수화물식이와 함께 임상 용량의 리파제(돼지 췌효소제

135,000 IU는 10 g이 넘는 양으로서 실제 임상에서는 사용

하기 어려움)를 투여하 는데, 역시 세균성 리파제보다는

돼지 췌효소제가 단백뿐 아니라 지방의 흡수도 증가시키

는 것을 관찰하 으며, 특히 돼지 췌효소제 30,000 IU에

서는 평균 CFA가 약 86%로서 임상적으로 만족할 만한

성적을 얻었다. 즉 이러한 결과들은 췌장성 지방변의 치

료에서 식이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시사한

다고 하겠다.

여기서 파생되는 의문 한 가지는, 왜 같은 용량의 리파제

를 사용함에도 불구하고 세균성 리파제가 돼지 췌효소제에

비해 지방 흡수가 떨어지는가 하는 것이다. 가능한 이유 중

의 하나는 돼지 췌효소제의 양이 세균성 리파제에 비해 약

150배 정도 많기 때문에
16,17
결국 돼지 췌효소제가 기질인

양분과의 혼합을 잘 이루어 지방 소화를 증가시키는 것

이다. 양분과 효소의 혼합이 지방 흡수에 있어 중요한 요

인이라는 것은 이미 보고된 바 있다.
16
또 하나의 가능한 기

전은 어떤 양분의 흡수가 다른 양분의 흡수에 향을

미칠 수 있는 양분 간의 상호 관련성이다. 이에 대한 연

구 결과는 아주 미미한데, 한 연구에서 양분 흡수에 있어

양분 간의 상호작용은 없다는 결과를 보고하 다.
17
이 연

구에서는 3마리의 실험적 췌외분비부전 개에서 고지방-고

단백-저탄수화물식이와 저지방-저단백-고탄수화물 등 2종

류의 실험식이를 투여하고, 췌효소제는 세균성 리파제

135,000 IU와 300,000 IU, 돼지 췌효소제 135,000 IU를 사

용하 다. 본 연구의 방법과 Suzuki 등
17
의 연구와 다른 점

은 실험 대상의 수가 적고, 2 종류의 실험식이를 사용하

으며, 췌효소제의 용량이 고용량이었고 통계 분석 기법의

차이가 있었다는 것이다. 이러한 이유들 때문인지 Suzuki

등
17
의 결과를 잘 살펴보면 각 양분의 흡수는 세균성 리

파제의 용량이 많을수록 또 돼지 췌효소를 사용하 을 경

우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서로 관계가 있는 것으로 보이는

데 통계학적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이에 반해 저용

량의 췌효소제를 세분화해서 실험한 본 연구에서는 단백이

나 탄수화물의 흡수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의 흡수가 증가

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즉 이것은 아직 기전은 잘 모르지

만 지방의 흡수에 있어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도 잘 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다. 그러므로 췌장

성 지방변의 치료에 있어서 단백분해효소와 아 라제가 포

함되어 있는 돼지 췌효소제의 사용과 함께 단백과 탄수화

물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이를 투여하면 지방 흡수

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하겠다. 향후

췌장성 지방변 환자의 치료에 적합한 이상적인 식이의 개

발을 위해 양학적인 연구와 돼지 췌효소제와 세균성 리

파제를 병용할 경우 췌장성 지방변을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결론적으로 췌외분비부전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는 췌효소제의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돼지 췌효

소제가 세균성 리파제보다 지방과 단백의 흡수를 증가시키

며,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 증가는 지방 흡수 증가와 관련

이 있다. 따라서 췌장성 지방변의 치료에 있어서 돼지 췌효

소제와 함께 단백과 탄수화물의 흡수를 극대화할 수 있는

식이를 투여하면 지방의 흡수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목적: 췌외분비부전에 의한 지방변의 치료는 아직 난제

로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방 흡수에 향을 미치는

요인을 밝히는 것이 필요하다. 식이가 지방 흡수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아직 지방, 단백 및 탄수화

물 등의 흡수에 있어서 상호 관련성 여부에 대해서는 잘 알

려져 있지 않다. 본 연구에서는 개의 실험적 췌외분비부전

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 등의 흡수가 효소 제제(세균

성 리파제, 돼지 췌효소제) 및 용량 의존적인지, 지방 흡수

가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와 연관되는지 등을 알아보고

자 하 다. 대상 및 방법: 20 kg 내외의 암컷 mongrel 개

5마리를 사용하 고, 주-부췌관을 결찰-분리하여 췌외분비

부전을 유발하 다. 효소제의 제형은 모두 분말을 사용하

으며, 용량은 세균성 리파제와 돼지 췌효소제 각각 7.500,

15,000, 30,000 IU을 사용하여 무순서로 실험하 고, 무치

료 대조실험도 시행하 다. 실험식이로는 고지방식이{850

Cal, 지방 43% (80.2 g), 단백질 36% (151.6 g), 탄수화물

21% (98.2 g)}를 사용하 다. 72시간 동안 대변을 수집하

여 대변내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양을 측정하 고,

g/24 hr로 환산하 다.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coefficient

of fat absorption (CFA), coefficient of protein absorption

(CPA) 및 coefficient of carbohydrate absorption (CCA)을

계산하 으며, 다중회귀분석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 다.

결과: CFA, CPA 및 CCA 모두 췌효소제의 용량 의존적으

로 증가하 으며(각각 p<0.001), CFA와 CPA는 돼지 췌효

소제가 세균성 리파제보다 더 컸으나(각각 p=0.002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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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01), CCA는 효소제의 종류와는 무관하 다. CPA가

증가할수록 CFA는 증가하 으며(p<0.001), CCA가 증가하

여도 CFA는 증가하 다(p<0.001). 결론: 개의 실험적 췌외

분비부전에서 지방, 단백 및 탄수화물의 흡수는 췌효소의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하고, 돼지 췌효소제가 세균성 리파

제보다 지방 및 단백의 흡수에 유리하며, 단백과 탄수화물

의 증가는 지방의 흡수를 증가시킨다. 따라서 단백과 탄수

화물의 흡수를 극대화하도록 식이를 조절하면 지방 흡수를

증가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색인단어: 췌외분비부전, 흡수, 지방, 단백, 탄수화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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