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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이란 감염에 의해 발생하게 되는 숙주의 반응으로서 여러 

기관의 장애를 동반하며 결국에는 사망에까지 이르게 되는 

전신적인 반응이다. 패혈증의 병태생리를 보면 미생물 감염 이후 

염증 세포들이 활성화되며, 이 세포들은 여러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하게 된다. 우리 몸은 활성화된 염증 세포와 염증 매개물질들에 

의해서 여러 기관의 손상이 일어나며 적절한 치료 없이는 쇼크 

상태 혹은 사망에까지 이르게 된다. 따라서 최근에는 패혈증의 

치료로서 항생제뿐만 아니라 이런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여러 

기관의 손상을 막는 것이 필요하다고 여겨지고 있으며, 여러 항 

염증 물질들이 치료제로서 연구되고 있다.  

최근에 연구되고 있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γ) agonist (rosiglitazone)가 그 하나이다. 

PPARγ agonist는 핵수용체이자 전사인자로서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내분비학적으로는 지방세포의 분화, 당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며 인슐린 감작제인 thiazolidinedione 계통 약물의 

중요한 표적이 되어 왔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는 PPARγ agonist가 

당뇨 환자에게서 당뇨약으로서의 유용성 뿐만 아니라 패혈증 

환자에서의 항 염증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보고 되고 있다.  

이에 저자는 2002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에 내원한 당뇨병 환자 중, rosiglitazone을 투약한 환자 

집단(120명)과 rosiglitazone외에 다른 당뇨약을 투약한 환자 

집단(360명)으로 나누어, 2004년 10월까지 추적 관찰하여 두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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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를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 으로 

비교하였다.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나이, 성별, 당뇨 합병증의 개수, 동반 

질환의 개수, 당뇨 기간은 두 집단 간에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당화혈색소(HbA1C)만이 rosiglitazone 집단에서 더 높게 

나타났으며 통계적으로 두 집단 간의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  

패혈증의 발생율을 비교한 chi-square test와 survival 

analysis에서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없었으며 

패혈증의 중증도 비교에서도 두 집단간에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PPARγ agonist의 항 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패혈증의 발생율이나 중증도면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증명할 수 없었으나 후향적 연구로서 본 연구가 갖는 

여러 제한점들을 고려한다면, 향후 패혈증과 PPARγ agonist에 

대한 더 광범위한 연구를 통해서 PPARγ agonist의 항 염증 효과를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패혈증, PPARγ agonist, 당뇨병, 항 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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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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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Ⅰ. . . . 서서서서    론론론론        

 

패혈증은 혈액이나 조직 내에 화농성 및 기타 다른 종류의 

병원성 미생물이나 또는 그 미생물들이 분비한 독소들의 존재로 

정의된다1. 예전에는 일반적으로 혈액배양검사에서 세균이 배양되는 

경우에 패혈증을 진단하였으나, 배양 결과를 얻기까지는 일정한 

시간이 걸리며 내독소나 기타 다른 물질들은 일반 검사실에서 

측정하기가 용이하지 않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패혈증을 진단하는 

임상적 기준들이 제시되었다1. 임상적으로 열이 38℃ 이상이거나 

36℃ 이하인 경우, 심박동수가 90 beats/min이상인 경우, 백혈구 

수치가 12,000/㎕ 이상이거나 4.000/㎕ 이하인 경우들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전신적 반응이 미생물적 원인에 의해서 일어나는 

경우를 패혈증이라고 진단하였다2. 즉, 패혈증은 전신적인 

반응으로서 감염에 의해 혈역학적인, 대사학적인 변화를 동반하며 

적절한 치료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여러 기관의 장애와 결국에는 

사망으로까지 진행하게 된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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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혈증은 중증 환자들의 경우에서 사망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미국에서는 일년에 750,000명이 진단되고 그들 중에서 

210,000명 이상이 사망한다고 보고되고 있다4. 비록 항생제가 

패혈증의 중요한 치료이기는 하나, 항생제만으로 패혈증의 진행을 

막고 예후를 호전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5.  

따라서 패혈증의 치료를 위해서 여러 연구들이 이루어졌는데, 

최근에는 패혈증의 병태생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염증세포들의 

사이토카인이나 혈액 응고 용해계, 보체계 등과 관련된 여러 가지 

매개 인자들이 패혈증 발생의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보고들이 

있으며, 패혈증의 중증도 평가 및 예후 판정 등의 지표로서의 

유용성과 임상적 의의를 평가하는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6. 

즉, 미생물 감염 이후, 우리 몸에서는 염증 세포들의 활성과 이 

세포들에서 분비되는 여러 가지 염증성 매개 물질들이 생성되는데, 

이 들을 억제함으로써, 활성화된 염증세포들로 인해 발생되는 우리 

몸의 여러 기관들의 손상을 막는 것이 패혈증 치료에 중요하다는 

것이다7.  

여러 실험 연구들에서도 패혈증에서의 미생물 감염 이후, 호중구, 

대식세포, 단핵구 같은 염증세포들의 활성과 이 활성에 의한 염증 

매개성 사이토카인으로 interleukin (IL)-1, IL-6, IL-8, tumor 

necrosis factor(TNF)-α등의 분비와 세포 속에 존재하는 nuclear 

factor(NF)-kB 라는 전사 인자가 활성화되어 우리 몸에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을 나타나게 한다는 것이 증명되었다3,8,9. 따라서 패혈증의 

염증 반응 억제를 위한 치료제로서 여러 항 염증성 물질들이 

사용되었는데, corticosteroids, antiendotoxin antibodies, TNF 

antagonists, IL-1 receptor antagonists 등이 임상 실험들을 통해 

연구되었으나, 패혈증의 예후를 호전시킬 만큼 만족스럽지는 

못하였다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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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새로이 연구되고 있는 항 염증 치료제로서 PPARγ 

agonist 가 있다4. PPARγ는 지방과 당 조절, 세포의 증식, 염증 

조절 같은 다기능을 가진 전사 인자의 일종으로, 내분비 분야에서 

먼저 연구가 되었다3.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PPARs)는 

nuclear receptor superfamily로 아형으로는PPAR-alpha(α), 

PPAR-delta(δ), PPAR-gamma(γ) 등이 알려져 있다10,11.  PPAR-α 

는 심장, 근육, 신장 등에서 표현되어 지방산 이화작용에 관여하며, 

PPAR-γ는 지방 세포, 대식 세포에서 표현되어 지방세포, 특히 

유전자를 조절하고, 지방 세포의 분화, 당의 항상성 유지에 

관여하며, 인슐린 감작제인 thiazolidinedione(TZD)의 중요한 

표적이 된다고 알려져 있다11. 제 2형 당뇨환자에서 TZD는 

PPARγ를 활성화시킴으로써 혈당 강하 효과 이외에 지질 대사의 

이상을 개선하고 인슐린 감수성을 증진시키지만 그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밝혀져 있지 않다12. 최근까지 이루어진 PPARγ 

agonist에 대한 많은 내분비학적인 연구들에서는 PPARγ agonist가 

지방세포에 풍부한 PPARγ라는 핵수용체에 결합하여 포도당 

수용체의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며 이와 

관련하여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된 내장지방보다는 피하지방의 

증가가 주로 일어남으로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킨다는 것이 

증명되어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에서 효과를 인정받고 

있다10,13,14.  

또한 이러한 내분비학적인 연구와 함께, PPARγ agonist의 항 

염증 역할이 새로이 발견되었다13,15.  PPARγ agonist 가 세포 속에 

존재하는 NF-κB라는 전사 인자를 억제함으로써 전사 단계에서 

염증성 매개 물질들의 발생을 억제함이 밝혀졌다15-17. PPARγ 

agonist가 NF-κB를 억제하는 정확한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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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지 않으나, 결론적으로 NF-κB의 활성을 억제함으로써 

세포들에서 염증성 효소와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억제시키고 항 

염증 효과를 나타낸다고 알려졌다15,16.   

최근에는 PPARγ agonist 의 항 염증 효과에 대한 여러 논문들이 

나오고 있으며, 많이 연구되고 있는 심혈관 분야 이외에도 감염 

분야에서도 패혈증 환자에서 미생물 감염 이후의 보여지는 염증 

반응을 억제함으로써 염증 반응으로 인한 여러 기관의 손상들을 

방지하게 되고, 따라서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리라 생각되고 있다17.       

본 연구는 이런 PPARγ agonist에 대한 최근 연구들을 바탕으로 

당뇨 환자들 중에서 rosiglitazone를 사용한 집단과 사용하지 않은 

집단 사이에서의 패혈증의 발생율, 중증도를 비교함으로써 PPARγ 

agonist의 항 염증 효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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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ⅡⅡⅡ. . . . 대상대상대상대상    및및및및    방법방법방법방법        

    

1. 1. 1. 1. 연구연구연구연구    대상대상대상대상        

    

2002년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에 

내원한 당뇨 환자들 중에서 인슐린을 처방 받은 환자들을 제외하고, 

경구 당뇨약으로서 rosiglitazone을 처방 받은 환자 집단과 

rosiglitazone이외의 경구 당뇨약을 처방 받은 환자 집단으로 

나누어, 연령대와 성별을 일치한 후, 임으로 추출하여 rosiglita-

zone처방 받은 집단 중에서 120명과 rosiglitazone 이외의 

당뇨약을 처방 받은 집단 중에서 360명을 선정하였다.     

    

2. 2. 2. 2. 연구연구연구연구    방법방법방법방법        

 

2002년에 rosiglitazone 을 처방 받은 환자 집단을 Ι군,   

rosiglitazone이외의 다른 당뇨약을 처방 받은 환자 집단을 Π군 

으로  나누어 2004년 10월까지 추적 관찰하여 두 집단 간의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를 의무기록을 통하여 후향적으로 

비교하였다.  

패혈증의 정의는 임상적으로 열이 38℃ 이상이거나 36℃ 이하인 

경우, 심박동수가 90 beats/min이상인 경우, 백혈구 수치가 

12,000/㎕ 이상이거나 4.000/㎕ 이하인 경우들 중 두 가지 이상을 

만족하는 전신적 반응이 있으며, 혈액배양검사에서 균주가 동정된 

경우로 정의하였다. 패혈증의 중증도는 SOFA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를 사용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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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OFA  (sepsis-related organ failure assessment)  score 18 

*PaO2/FiO2: arterial partial pressure of oxygen/ispiratory oxygen fraction 

† MAP: mean arterial pressure 

 ‡Adrenergic agents administered for at least 1 h (dose given are in ug/kg min)  

    

    

    

    

SOFA scoreSOFA scoreSOFA scoreSOFA score    1111    2222    3333    4444    

RespirRespirRespirRespirationationationation    

PaO2/FiO2*,  

mmHg    

<400<400<400<400    <300<300<300<300    <200<200<200<200    

with respiratorywith respiratorywith respiratorywith respiratory    

supportsupportsupportsupport    

<100<100<100<100    

with respiratory with respiratory with respiratory with respiratory     

supportsupportsupportsupport    

CoagulationCoagulationCoagulationCoagulation    

Platelets 

X103/mm3    

    

<150<150<150<150    

    

<100<100<100<100    

    

<50<50<50<50    

    

<20<20<20<20    

LiverLiverLiverLiver    

Bilirubin,  

mg/dL    

    

1.21.21.21.2----1.91.91.91.9    

    

2.02.02.02.0----5.95.95.95.9    

    

6.06.06.06.0----11.911.911.911.9    

    

>12.0>12.0>12.0>12.0    

CardiovascularCardiovascularCardiovascularCardiovascular    

Hypotension 

MAPMAPMAPMAP†<70 <70 <70 <70 

mmHgmmHgmmHgmmHg    

DopamiDopamiDopamiDopaminenenene≤≤≤≤5 5 5 5     

or dobutamine or dobutamine or dobutamine or dobutamine 

(any dose)(any dose)(any dose)(any dose)‡    

Dopamine>5 Dopamine>5 Dopamine>5 Dopamine>5     

or epinephrineor epinephrineor epinephrineor epinephrine≤≤≤≤0.1 0.1 0.1 0.1     

or norepinephrineor norepinephrineor norepinephrineor norepinephrine≤≤≤≤0.10.10.10.1    

Dopamine>15 Dopamine>15 Dopamine>15 Dopamine>15     

or epinephrine>0.1 or epinephrine>0.1 or epinephrine>0.1 or epinephrine>0.1     

or norepinephrine>0.1or norepinephrine>0.1or norepinephrine>0.1or norepinephrine>0.1    

CentralCentralCentralCentral    

Nervous SystemNervous SystemNervous SystemNervous System    

Glasgow  

Coma Score    

    

13131313----14141414    

    

10101010----12121212    

    

6666----9999    

    

<6<6<6<6    

Renal Renal Renal Renal     

Creatinine,  

mg/dl  

or urine output    

    

1.21.21.21.2----1.91.91.91.9    

    

2.02.02.02.0----3.43.43.43.4    

    

3.53.53.53.5----4.9 4.9 4.9 4.9     

or <500mL/dayor <500mL/dayor <500mL/dayor <500mL/day    

    

>5.0 or <200mL/day>5.0 or <200mL/day>5.0 or <200mL/day>5.0 or <200mL/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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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 3. 3. 통계통계통계통계    및및및및    분석분석분석분석        

 

모든 통계 자료처리는 통계프로그램 SAS package를 이용하였으며, 

자료에 대한 일반적 특성값은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에서 p-value가 0.05 미만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다고 평가하였다. 각 집단 간의 연속형 변수에 대한 자료의 

특성에 따라 통계학적 비교는 independent two-sample t-test를 

이용하였으며, 패혈증의 발생율 비교는 chi-square test를 

이용하였다.  또한 이에 대한 생존율 비교를 위해 survival analysis 

중에서 log-rank test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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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ⅢⅢⅢ. . . . 결결결결    과과과과        

  

1. 1. 1. 1. 대상대상대상대상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임상적임상적임상적임상적    특성특성특성특성  

    

    연구대상 환자는 총 480명으로 І군이 120명이었으며, Π군이 

360명이었다. 두 집단 간의 나이, 성별, 당뇨 진단 후 기간, 당뇨 

합병증 개수, 다른 동반 질환 개수, 당화혈색소를 비교하였다. 당뇨 

합병증은 미세혈관 합병증(당뇨병성 신증, 망막증, 신경병증)과 

심혈관계 합병증의 유무로 하였으며, 다른 동반 질환 개수는 만성 

질환으로 외래 추적 관찰을 요하는 경우로 하였다. Independent 

two-sample t-test로 비교하였을 때 평균 값들은 다음과 

같았다(Table 2). 두 집단 간의 평균 나이는 І군이 62.3+12.2 

세였으며, Π군에서는 60.9+13.8세였다. 성별은 І군에서 남자 40명, 

여자 80명, 남녀 비는 1:3이었으며, Π군에서는 남자 120명, 여자는 

240명, 남녀 비는 1:3이었다. 당뇨 진단 기간은 І군은 평균 

107.5+77.1개월이었으며, Π군에서는 94.2+86.8개월이었다. 당뇨 

부작용에 의한 질환과 그 외 다른 동반 질환의 개수는 І군에서 각각 

0.5+0.7개, 0.7+0.6개였으며, Π군에서는 각각 0.4+0.7, 0.8+0.6개였다. 

평균 당화혈색소는 І군이 8.4+1.6% 이었고, Π군이 8.1+1.4% 이었다.  

    위의 변수들에 대한 두 집단 간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나이, 성별, 

당뇨 진단 기간, 당뇨 합병증 수, 동반질환의 수는 통계적으로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당화혈색소는 두 집단 간의 p-value 

0.05 미만으로 І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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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able 2. Table 2. Table 2. Clinical characteristics of subjects  

Data are expressed as means±SD or number (percentage) 

 

 

 

 

 

 

 

 

 

 

 

 

 

 

 

 

    

                Group Group Group Group ІІІІ    GGGGroup roup roup roup ΠΠΠΠ    pppp----valuevaluevaluevalue    

                ((((NNNN=120)=120)=120)=120)    ((((NNNN=360)=360)=360)=360)            

AgeAgeAgeAge    (year)(year)(year)(year)        62.3±12.262.3±12.262.3±12.262.3±12.2    66660.90.90.90.9±±±±13.813.813.813.8    0.330.330.330.33    

SexSexSexSex    ((((MMMM:F):F):F):F)    1:31:31:31:3    1:31:31:31:3    NSNSNSNS    

DurationDurationDurationDuration    (month)(month)(month)(month)    107.5±77.1107.5±77.1107.5±77.1107.5±77.1    94.2±86.294.2±86.294.2±86.294.2±86.2    0.130.130.130.13    

ComplicationComplicationComplicationComplication    ((((NNNN))))    0.5±0.70.5±0.70.5±0.70.5±0.7    0.4±0.70.4±0.70.4±0.70.4±0.7    0.220.220.220.22    

ComorbidityComorbidityComorbidityComorbidity    ((((NNNN))))    0.7±0.60.7±0.60.7±0.60.7±0.6    0.8±0.60.8±0.60.8±0.60.8±0.6    0.260.260.260.26    

HbA1CHbA1CHbA1CHbA1C    (%)(%)(%)(%)    8.4±1.68.4±1.68.4±1.68.4±1.6    8.1±1.48.1±1.48.1±1.48.1±1.4    <0.05<0.05<0.0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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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 2. 2. 패혈증의패혈증의패혈증의패혈증의    발생율의발생율의발생율의발생율의    차이차이차이차이  

Chi-square test를 통한 І군과 Π군 간의 패혈증 발생율 비교에서 

p-value 0.85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못하였다. 

또한 두 집단 간의 투약 후 패혈증 발생까지의 survival analysis 

비교에서도, 두 집단 간의 패혈증 발생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ure 1). 

    

 

Figure 1. Figure 1. Figure 1. Figure 1. Survival analysis of sepsis between two groups 

 

Group 1 : Rosiglitazone group 

Group 2: Non rosiglitazon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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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        패혈증패혈증패혈증패혈증    환자의환자의환자의환자의    중증도중증도중증도중증도    비교비교비교비교 

 

두 집단에서 패혈증 환자들 사이에서의 중증도를 비교하였을 때, 

집단 간의 SOFA score는 І군에서 7.7±0.5였고, Π군에서 9.28± 

2.60였다. Independent two-sample t-test 분석에서 p-value 

0.85로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그 

외의 다른 혈액학적 검사나 당뇨 진단 기간, 다른 동반 질환의 개수, 

당뇨 합병증의 개수, 쇼크나 사망의 결과에 대해서도 집단 간의 

차이는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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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ⅣⅣⅣ. . . . 고고고고    찰찰찰찰        

 

패혈증에 의한 사망률은 항생제 치료와 대중 치료의 발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높아 50%에 다다르고 있으며, 따라서 항생제 

이외의 특수 치료를 유도하기 위하여 그 병인론을 규명하는 것이 

당면 과제라 하겠다1. 새로운 항생제의 지속적인 개발과 함께 다른 

외과영역에서도 세균감염 치료에 있어서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으나 중증 패혈증 및 패혈증 쇼크에 있어서 그 예후는 아직도 

문제점으로 남아있다1. 내독소가 발견된 것은 약 100년 전의 일로 

초기에는 내독소의 직접적인 세포 독성으로 중증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의 병인론을 설명하려 하였으나 최근 50년간의 연구에서 

내독소의 독성은 간접적으로 숙주 자체의 염증성 매개 물질들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이들에 의해 중증 패혈증 및 패혈성 쇼크가 

나타난다는 것이 밝혀졌다1.  

심한 패혈증으로 인한 체내의 장기 손상은 매우 심각하며, 하나의 

장기의 기능 손상은 타 장기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영향은 연속적으로 다른 장기에도 영향을 미쳐 결국 다발성 장기 

부전으로 이행하게 된다6. 이러한 다발성 장기 손상의 병리생리학적 

기전에 대해서는 아직 정확히 알려지지 않으나, 최근에는 감염 이후 

염증세포에서 분비되는 염증 매개 물질들이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6. 국소적인 패혈증에 의해 발생된 내독소가 보체의 활성화 및 

IL-1, TNF-α 같은 염증 매개 물질의 분비를 촉진하여 

염증세포들을 자극해 다시 염증 물질들을 분비하게 하며 이런 

반응은 내독소의 유입이 없이도 염증 매개 물질들에 의해 

계속적으로 증강 되므로 패혈증 자체보다도 이 반응에 의한 장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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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상이 더 심각하다고 여겨진다6. 결국 패혈증은 심한 세균 

감염증에 대한 숙주의 반응으로서 전신적인 염증 반응과 

혈역학적인 변화에 의한 다양한 임상적 증후군으로 나타나며, 

조절이 되지 않으면 다발성 장기 부전과 사망으로까지 진행 하게 

된다19.  

패혈증에서의 전신적인 염증 반응은 세균 및 그 산물에 의해 

활성화된 여러 가지 매개체에 의해 유도되는데, 호중구, 사이토카인, 

혈액 응고 및 섬유소 용해계, 보체계 등과 관련된 여러 물질들이 

이러한 매개체의 역할을 한다19. 이런 염증반응을 활성화하는 

물질로서 NF-kB 는 여러 세포에 공통적으로 존재하는 전사 

인자로서 염증 매개물질들의 유전자에는 5’ 단말부에 κB결합부가 

존재하고 있어서 이들의 전사가 NF-kB에 의해서 조절된다20. 

따라서 NF-kB는 염증성 물질들의 전사를 촉진하기 때문에 염증 

반응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며, 또한 NF-kB는 염증세포의 

아포프토시스(apoptosis) 억제를 통하여 염증을 증폭시키는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20.  

패혈증의 혈역학적인 변화에 있어서는 초기에는 혈관 확장에 

의한 저혈압과 심박출량의 증가, 아드레날린성 혈관 수축제에 대한 

불응성 등으로 특징지어지는 과역동기가 나타나고 후기에는 

혈관수축에 의한 전신적인 관류 장애 및 이에 속발하여 다발성 

장기 부전이 초래되는 저역동기로 진행한다6. 패혈증 환자의 사망에 

이르게 하는 주요 기전으로는 이런 전신적 염증반응에 의한 여러 

기관들의 손상이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알려졌다14,21. 따라서 

감염 이후의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를 줄이기 위해 전신적 염증 

반응을 억제하거나 감소할 수 있는 여러 치료들이 연구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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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 새로이 많이 연구되는 것으로 당뇨약으로 많이 쓰이고 있는 

PPARγ agonist, rosiglitazone이 있다14,21.   

PPARγ agonist는 다양한 호르몬에 대한 핵 수용체로서 

스테로이드나 비타민 D 수용체와 유사구조를 갖는 디옥시리보 핵산 

의 결합성 전사인자로 지방의 대사나 당의 항상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었다10,21. 주로는 인슐린 저항성인 제2형 

당뇨병에서 사용하여 당 조절을 하는 당뇨약으로서 사용되었으나,  

최근에는 염증 반응의 억제와 세포의 증가, 분화, 세포의 

아포프토시스에도 관여하는 것이 새로이 알려졌다13,15.  

PPARγ agonist의 항 염증성 반응에 대해서는 여러 분야에서 

논문들이 나오고 있는데, 질환별로 보면, 급성 췌장염, 급성 대장염, 

알러지 반응, 천식, 심혈관계 질환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되고 

있다. 감염 분야에서도 PPARγ agonist가 염증세포의 증식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인 NF-kB의 활성도를 억제함으로써 이로 인한 

염증성 물질의 분비의 감소, 간, 폐, 장, 콩팥에서의 염증 세포의 

감소를 보여준 연구들이 있다 22. 또 다른 연구들에서도 활성화된 

염증세포들에게 고농도의 PPARγ agonist를 처리했을 때 염증 매개 

물질들의 분비가 억제됨이 관찰되었다23,24.  

그러나 여러 실험 논문들에서 PPARγ agonist의 항 염증성 역할이 

증명되었지만 아직까지 패혈증 환자에서 PPARγ agonist사용에 

따른 치료 결과에 대한 대규모의 연구 논문이 발표된 적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PPARγ agonist의 항 염증 효과에 대한 이론적 

배경을 바탕으로 PPARγ agonist의 패혈증에서의 항 염증성 역할을 

임상적으로 관찰하여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 비교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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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론적으로 본 연구에서는 임상적으로 PPARγ agonist가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의 차이를 가져올 수 있음을 통계적으로 

증명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는 후향적 연구로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제한점을 갖는다.  

첫째로, 본 연구는 당뇨 환자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 당뇨 환자들이 

가지는 내과적인 다양한 기저 질환 또는 당뇨 합병증의 정도를 

일치시킬 수가 없었다. 두 집단 간의 비교에서, 통계적으로 

당뇨병의 합병증의 개수, 다른 동반 질환의 개수가 두 집단 간의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더라도, 합병증이나 다른 동반 질환의 진행 

정도를 분석하여 일치시킬 수 없었으므로 이것이 결과에 영향을 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환자들의 기저 질환이나 당뇨병의 합병증의 

진행 정도가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에 차이를 나타내는 인자들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둘째로, 여러 가지 당뇨약을 병용 투여한 경우가 대부분이었으며, 

외래 추적 관찰 중 당뇨약이 교체되는 경우가 많아서 정확한 평가 

가 어려웠으며, 환자들의 당뇨약의 투약 여부도 모니터링 할 수 

없었다.  

셋째로, 당뇨 조절 정도를 당화혈색소를 기준으로 평가 하였으나, 

환자들에 따라서는 일정기간이 아니라 불규칙하게 평가하여 두 

집단 내의 당뇨 조절 정도를 정확히 평가하여 일치시킬 수 가 

없었다.  

넷째로, 두 집단의 당뇨 진단 기간 정도를 일치시킬 수가 없었다. 

당뇨의 진단 기간에 따라 합병증의 정도나, 따라서 감염의 발생 

정도가 달라질 수 있지만, 환자들의 문진을 통해서 얻은 후향적 

정보이기에 정확한 당뇨 진단 시기를 알 수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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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섯째로, 전체 당뇨 환자수에 비해 패혈증이 발생한 수가 

상대적으로 적어서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기가 어려웠다. 

І군에서 전체 120명 중에서 패혈증이 1명이 발생하였고, Π군에서 

전체 360명 중에서 패혈증이4명밖에 발생하지 않았다. 객관적으로 

Π군에서 І군과 비교하여 더 많은 패혈증이 발생하였지만 

통계적으로 유의성을 보이기에는 패혈증 발생의 수가 적어서 

유의성을 증명할 수 없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두 집단 간의 

패혈증의 중증도를 나타내는 SOFA score에서도 Π군에서 І군에 

비해 더 높은 점수를 나타내었지만 역시 통계적 유의성을 증명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발생율이나 중증도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얻기에는 대상의 수가 적었다는 점에서 더 많은 대상으로 연구를 

한다면 통계적으로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도 있으리라 생각된다. 

또한 당화혈색소가 І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는 점에서, 

당뇨 조절은 І군에서 잘 안 되고 있었지만 객관적으로 발생한 

패혈증의 수가 І군에서 적었다는 것은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밝히지 

못하였더라도 rosiglitazone의 항 염증 효과와 간접적으로 연관 

지을 수 있겠다 

여섯째로, 본 연구는 패혈증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임상 

연구로서 여러 가지 제한점들이 있다. 환자들의 동반질환, 원인 

균주, 감염경로, 적절한 치료 등을 집단 간에 일치시킬 수 없었기 

때문에 연구 결과를 해석하는 데 여러 어려움이 있으며, 또한 혈액 

배양검사에서 확진에 안되어도 임상적으로 의심이 되는 경우에 

있어서 패혈증을 진단하기가 어렵기 때문이다.  

결론적으로 PPARγ agonist의 실험적 연구를 통한 항 염증성 

역할은 이미 밝혀졌으나, 본 연구에서는 rosiglitazone을 투약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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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과 아닌 집단 사이에 임상적으로 패혈증의 발생과 중증도 

면에서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증명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앞에서 지적한 후향적 연구로서의 제한점과 당뇨 환자들의 다양한 

변수들, 패혈증 환자들의 결과 해석의 어려움을 고려한다면, 비록 

본 연구에서 통계적으로 증명이 못 되었다 하더라도 향후  

rosiglitazone의 항 염증 효과에 대한 더 광범위한 연구들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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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ⅤⅤⅤ. . . . 결결결결    론론론론        

    

저자는 2002년부터 2004년 10월까지 연세대학교 의과 대학 

세브란스병원 내분비 내과에 내원한 당뇨 환자 중 rosiglitazone을 

투약 받은 환자 중에서 120명과 rosiglitazone이외의 당뇨약을 

투약한 받은 환자 중 360명을 무작위로 뽑아서, 2004년 10월까지 

추적 관찰하여 두 집단 간의 패혈증의 양상을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hi-square를 통한 패혈증의 발생율 비교에서 두 집단 간의 

차이가 없었다. 

3) Survival analysis 비교에서도 두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4) 두 집단의 패혈증 환자들의 중증도에서도 통계적으로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 PPARγ agonist의 패혈증 환자에서의 항 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본 연구에서는 PPARγ agonist사용 여부에 

따른 패혈증의 발생율이나 중증도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관계를 증명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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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psis is defined as a state caused by infection which is 

accompanied by multi-organ failure and leads eventually to 

death if it is not treated properly.  In pathogenesis of sepsis, 

infection by microbes activates inflammatory cells which secrete 

numerous chemical mediators.  The human body undergoes 

injuries at a number of organs due to activated inflammatory 

cells and chemical mediators and may fall into shock or even 

death.  

Therefore, not only the administration of antibiotics, but also 

the suppression of inflammatory responses which help avoid 

multi-organ failure are believed as necessary in the proper 

treatment of sepsis.  With this perspective in mind, several anti-

inflammatory drugs are being used. 

One of those anti-inflammatory drugs is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γ) agonist 

(rosiglitazone). PPARγ agonist is a member of the nucle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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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eptor superfamily of ligand-dependent transcription factor 

that regulates the expression of many gene.  It is related to 

differentiation of adipocytes, glucose homeostasis, and it serves 

as an important target for the drug under thiazolidinedione (TAD), 

an insulin-sensitizer.  Recently, its effectiveness as an anti-

inflammatory drug, in addition to its insulin-sensitizing ability, in 

diabetes mellitus is given a lot of importance.  

Thus, the author did a comparative retrospective analysis on 

sepsis occurrence and its severity with diabetic patients whom 

the Endocrinology Department of the Severance Hospital treated 

in 2002.  The author followed up on the patients until October, 

2004.  In terms of methodology, the author broke the patients 

into two groups.  Group І has 120 patients who are treated with 

rosiglitazone.  And Group Π has 360 patients who are treated 

with other diabetic drugs. In the independent two-sample t-test 

of the two groups,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age, gender, duration, complications associated with diabetes, 

or comorbidities. Only the HbA1c appears to be high in the 

rosiglitazone-treated group, and show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with the p-value less than 0.05. There i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in occurrence of sepsis 

according to chi-square test. In the survival analysis that 

evaluates the occurrence of sepsis administration of medication, 

sepsis show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The severity of sepsis shows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n this study which attempted to find out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f rosiglitazone on sepsis patients, the author could n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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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ve with the result above a statistical significance in the 

occurrence or the severity of sepsis.  

If, however, the effectiveness of rosiglitazone on sepsis can be 

proved in the near future through more research toward sepsis 

and rosiglitazone, it is the author’s belief that PPARγ agonist will 

bring out good result in the treatment of sepsis.  

 

Key wordsKey wordsKey wordsKey words: sepsis, PPARγ agonist, diabetes mellitus, anti-

inflammatory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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