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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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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과 그 합병증의 폭발적인 증가는 개인뿐만 아니라,사회경제
적으로 심각한 문제가 되고 있다.최근 당뇨병성 신증에 효과가 있는
신약 후보물질이 대두되고 있으나,그 작용 기전과 효과에 대한 연구
는 미흡한 상태이다.Retinoicacid receptor(RAR)및 retinoid X
receptor(RXR)agonist(RARA)들이 당뇨병성 신증 치료의 후보 물
질로서 개발되고 있는데,RAR 효현제인 13-cisretinoicacid의 당뇨
병성 신증발생 억제효과와 그 기전을 분석하였다. 13-cisretinoic
acid가 Transforminggrowthfactor(TGF)-β/Smadsignaling을 방해
TGF-β에 의하여 발생하는 결체조직 증식 유발인자의 발현을 억제하
여 사구체의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하였다.9-cis
retinoicacid의 IGF-I/IGFBP-3molarratio조절을 통한 항 증식 효과
에 대한 최근의 보고와 연관하여, retinoic acid 유도체인 13-cis
retinoicacid의 투여가 당뇨병 개체에서 IGF-I에는 영향이 없으나,혈중
IGFBP-3를 증가시켜 IGF-I/IGFBP-3molarratio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
인하였다.이는 사구체의 섬유화 억제나 단백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여,retinoicacid유도체인 13-cisretinoic
acid의 투여가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 억제 작용을 하리라 추측할 수
있었다.

핵심되는 말 :당뇨병성 신증,RAR (retinoicacidreceptor)효현제,
13-cisretinoicacid,IGF-I/IGFBP-3molarratio,TGF-
β,단백뇨,사구체 경화,Smadsignaling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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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ⅠⅠ...서서서 론론론

당뇨병에 대한 인식변화와 치료방법의 급속한 발전과 더불어 당뇨병 환
자의 평균 수명이 연장되면서 당뇨병성 만성합병증이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최근 국내에서도 관상동맥이나 뇌혈관의 죽상경화증이 급속히 증
가하고 있으며,당뇨병 환자에서의 대혈관 합병증도 크게 증가하는 추세
에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특히,당뇨병의 여러 만성합
병증 중에서 당뇨병성 신증은 치료하지 않으면 사망까지 이르게 되며,
만성신부전 환자 중에서 투석 및 신장이식술을 시행 받는 환자의 1/3을
차지하는 중요하고,다수의 환자에서 발병하는 합병증이다.이미 국내에
서는 1980년대 후반이후부터 당뇨병이 혈액투석 또는 복막투석을 받게
되는 3대 원인 질환의 하나가 되고 있으며 현재는 가장 많은 원인을 차
지하는 상황이다.2따라서 이를 예방하고 치료효과를 보이는 약제의 개
발이 필요한 시점이나,당뇨병성 신증은 현재로서는 표준적인 치료방법
이 확립되지 않아,당뇨병성 신증의 기전규명을 통한 신약개발의 기반의
구축이 필요하다.
현재 당뇨병 약물치료의 주요 근간을 이루고 있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receptor(PPAR)효현제 계열의 약물들은 인슐린
저항성을 근간으로 하는 대사성 증후군에서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데,RXR-PPARheterodimer에 의한 인슐린 저항성 억제 유전자의 조절
은 이들 약물의 주요 작용 기전 중의 하나이다.6,8

PPAR효현제에 대한 연구와 실용화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나 α,β 그
리고 γ의 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retinoidacidreceptor(RAR)또는
retinoidXreceptor(RXR)에 선택적인 retinoicacid유도체의 개발은 최
근에 시작되었으며,내분비 영역의 약물 개발에서 쟁점 분야로 부각되고
있다.6,8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 기전의 핵심은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platelet-derivedgrowthfactor(PDGF),insulin-likegrowth
factor(IGF)등의 성장 인자들이 당뇨병 환자의 신장에서 세포외 기질
축적과 간질 세포의 증식을 유도하여,간질의 확대에 의하여 신증을 유
발,진행시킨다는 것이다.10

Retinoicacid유도체가 당뇨병성 신증 병인의 매개체인 TGF-β,IGF와
같은 성장 인자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인 작용을 미친다는 연구 보고가
최근 나오면서,retinoicacid유도체의 당뇨병성 신증의 치료약제로서의
관심도 증가하고 있다.성장 인자 중에서 특히 IGF-axis는 인슐린의 기
능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데,18IGF-axis에 영향을 주
는 retinoidacidreceptor(RAR)효현제 는 제2형 당뇨병 및 당뇨병성 신
증의 좋은 치료제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본 연구에서는 RAR효현제인 13-cisretinoicacid를 제2형 당뇨병 실
험동물인 OLETF쥐에 투여하여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효과를 확인함으
로써,당뇨병성 신증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과 그 기전을 연구하고자 하
였다.



ⅡⅡⅡ...재재재료료료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111...재재재료료료
가가가...111333---ccciiisss---rrreeetttiiinnnoooiiicccaaaccciiiddd
RAR 효현제는 Sigma 회사에서 제조한 13-cis retinoic acid
(isotretinoin)를 사용하였다.용량은 kg당 2mg을 arachisoil에 섞
어 총량을 0.2mL로 하였다.
13-cis-retinoicacid(isotretinoin)FW :300.4Sigmaco.St.

Louis,MO,USA

<Thechemicalstructureof13-cisretinoicacid(isotretinoin)>

나나나...실실실험험험동동동물물물
제2형 당뇨병의 실험동물 모델인 생후 6주된 OLETF 쥐
(Otsuka-Long-Evans-Tokushima Fatty rats, Tokushima
ResearchInstituteOtsuka,Pharmaceutical;Tokushima,Japan)
20마리와, 대조군으로써 생후 6주된 LETO rats
(Long-Evans-Tokushima-Otsuka rats, Tokushima Research
InstituteOtsuka,Pharmaceutical;Tokushima,Japan)10마리를
온도가 25℃,실내습도가 40～60%로 잘 유지되는 사육실에서 충
분한 사료 및 식수를 제공하면서 사육하였다.



222...방방방법법법
가가가...111333---ccciiisssrrreeetttiiinnnoooiiicccaaaccciiiddd의의의 투투투여여여방방방법법법
OLETF쥐 20마리와 대조군 LETO쥐 10마리를 각각 반씩 나누어
반은 13-cisretinoicacid를 arachisoil에 섞어 매일 12주간 경구 투
여하고,나머지 반은 arachisoil만 같은 시간에 경구 투여하였다.
나...혈혈혈액액액 및및및 요요요 검검검사사사와와와 방방방법법법
동물실험은 총 12주간 시행하였으며 매주 1회의 체중과 혈당을 측
정하였고 총2회의 경구 당부하 검사를 시행하였으며,13-cis
retinoicacid의 당뇨병성 신증에 대한 치료 효과가 있는지를 조사
하기 위하여,48시간 소변 수집검사 및 실험 종료시 쥐를 희생시키
면서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각종 생화학 검사를 시행하였다.
검사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1)혈액 및 요 검사
(가)혈청학적 검사 :혈중 포도당 농도 및 BUN,creatinine,

SGOT,SGPT,총 콜레스테롤,중성지방,고밀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유리지방산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나)Enzymelinkedimmunosorbentassay(ELISA)검사 :IGF-1,
IGFBP-3,TGF-β,insulin,C-peptide의 수치를 측정하였다.

(다)방사선 면역 조사법 :요중 알부민 양을 측정하였다.
(2)방법
(가)48시간 요량을 측정하고 동시에 방사선 면역 조사법으로 요중
단백(알부민)배설량을 측정.요 시료는 3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요 creatinine및 단백뇨를 측
정하는데 이용하였다.

(나)13-cisretinoicacid의 혈중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기 위하여 혈중 총 콜레스테롤,중성지방,고밀도 지단백 콜
레스테롤,유리지방산을 측정 하였다.

(다) 간장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간 효소 수치



(SGOT/SGPT)검사 하였다.
다다다...신신신장장장의의의 세세세포포포외외외 기기기질질질 정정정량량량

실험 종료시 신장조직을 절제하여 횡단면으로 3μm 두께의 조직을
얻어 hematoxylin-eosin, PAS(periodic acid schiff), 그리고
trichrome염색을 시행 하였다.20개의 각각 다른 표층 사구체를
무작위 선정하여 형태분석을 시행하였다.22분석할 사구체는 자동
형태분석 시스템(MetaMorph®. Universal imaging corporation)으로
총 사구체 측면상 (totalglomerularprofile)과 혈관간 기질 면적
(mesangialmatrixarea)을 측정하였다.

333...통통통계계계 분분분석석석
연구종료 시점까지 분석 진행되는 동안,LETO 쥐는 총 5마리
(13-cisretinoicacid투여군 3마리,대조군 2마리)OLETF쥐는
총 13마리(13-cisretinoicacid투여군 5마리,대조군 8마리)가 생
존하였고,각 군의 개체수가 적어 비모수적인 통계분석을 시행하였
다.
4군을 통합 하여 통계분석을 하였을 경우는 Kruskal-Wallis검정
을 시행하였고,2군 간의 비교시,예를 들어 13-cisretinoicacid
투여와 관련되어 LETO 혹은 OLETF군 내에서의 차이를 비교하
거나,13-cisretinoicacid투여군과 비 투여군으로 나눌 때,혹은
OLETF와 LETO 두 군으로 나눌 때는 Mann-Whitney검정을 사
용하였다.각각의 통계결과는 p-value0.05를 기준으로 하여 이 값
보다 작을 때 대립 가설을 의미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ⅢⅢⅢ...결결결 과과과

111...몸몸몸무무무게게게의의의 변변변화화화
LETO보다 OLETF,즉 당뇨병이 있는 군에서 몸무게가 통계학적으
로 의미 있게 높은 값으로 측정되었으나 (그림 1) 13-cisretinoic
acid에 의한 각군(OLETF,LETO 군내)에서의 차이나,각 군에 상관
없이 전체적으로 13-cisretinoicacid투여,대조군으로 나누어서 비교
시에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결과를 보이지 않았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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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OLETF와 LETO의 몸무게 비교 그래프.OLETF에서 LETO
보다 몸무게의 평균이 높았다.(p<0.05)

222...혈혈혈당당당의의의 변변변화화화
LETO,OLETF두 군 간에는,측정시작 3주부터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혈당의 차이를 보였으며(p<0.05),OLETF의 경우 2주부터 혈당
이 120mg/dL이상을 보이기 시작하여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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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OLETF와 LETO 군 간의 혈당비교.두 군 간의 혈당 평균
에서 3주부터 통계적으로 의미있게 차이가 났다.(p<0.05)

그러나 OLETF,LETO각각의 군 내에서 13-cisretinoicacid투여
군,비 투여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나,OLETFLETO 군 상관없
이 13-cis-retinoicacid투여군,비 투여군으로 나누어 비교한 결과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아,13-cis-retinoic
acid는 혈당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었다.
내당능 검사에서도 혈당과 같이 13-cisretinoicacid투여에 의한 차
이는 확인할 수 없었고,13-cisretinoicacid투여와 상관없이 OLETF
군,LETO군 간에서만 AUC(areaunderthecurve)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였다.(p<0.05,Mann-Whitney검정,그림 3,4)



그림 3.13-cis retinoic acid 투약전 OGTT 검사 결과에 대한
AUC(areaunderthecurve)의 비교.OLETF에서 LETO보다 AUC에
서 높은 값을 보여 당뇨병으로의 진행을 확인할 수 있음.(p=0.002)

그림 4.13-cisretinoicacid투약후 OGTT 검사결과에 대한 AUC의
비교.OLETF가 LETO 보다 투약전과 같이 더 높은 값을 보여 당뇨
병이 지속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p=0.001)



333...ccc---pppeeeppptttiiidddeee,,,iiinnnsssuuullliiinnn의의의 변변변화화화...
OLETF 군과 LETO 군 간의 비교에서는 c-peptide,insulin이
OLETF군이 LETO에 비해 높은 검사결과를 보였다.(그림 5,6)

그림 5.OLETF와 LETO에서의 c-peptide혈중농도 비교.c-peptide
가 OLETF에서 LETO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
insulinsensitivity감소로 인하여 더 많은 insulin의 분비가 필요하여
OLETF에서 c-peptide가 상승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p=0.014)



그림 6.OLETF와 LETO에서의 insulin의 혈중농도 비교.OLETF에
서 LETO보다 더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 c-peptide와 같
이 insulinsensitivity감소로 인하여 더 많은 insulin의 분비가 필요하
여 OLETF에서 insulin level이 상승 되었다고 추측할 수 있다.
(p=0.014)

각 4군 간의 c-peptide,insulin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
를 보였다.13-cisretinoicacid투여에 대한 각 군에서의 영향은
LETO 군 내에서는 통계적 의미를 보이지 않았고,OLETF군 내에
서는 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혈청의 c-peptide농도에 있어서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하였다.(p=0.03,Mann-Whitney검정,
그림 7)



그림 7.13-cisretinoicacid를 투여하였을 때 OLETF군 내에서의
c-peptide의 변화.OLETF쥐에게 13-cisretinoicacid를 투여하였을
때,투여 군에서 c-peptide의 농도가 더 높게 측정되었다.(p=0.03)

444...신신신장장장기기기능능능의의의 변변변화화화...
LETO,OLETF두 군 모두에서 13-cisretinoicacid의 투여는 통계
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인 4가지 검사(소변내 creatinine과
albumin농도,혈중 BUN과 creatinine수치)에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LETO,OLETF두 군으로 나누어 보았을 때,혈중 BUN,creatinine
수치가 OLETF 군보다 LETO 군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BUN
:p=0.001,creatinine:p=0.04,Mann-Whitney검정,그림 8,9)



그림 8.OLETF 군과 LETO 군의 BUN 비교.OLETF 군보다
LETO군에서 BUN이 더 높게 측정되었다.(p=0.001)

그림 9.OLETF 군과 LETO 군의 creatinine 비교.BUN과 같이
OLETF군보다 LETO군에서 더 높게 측정되었다.(p=0.04)

소변내 creatinine의 농도는 LETO보다 OLETF에서 통계적으로 의
미 있게 높게 측정되었다.13-cisretinoicacid투여군과 비 투여군으
로 나누어 보았을 때,비 투여군에 비하여 투여군에서 소변내의



albumin 농도가 평균적으로 낮게 측정되었으나(그림10),
albumin/creatinineratio를 계산하여 비교하였을 때,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그림 11)

그림 10.OLETF,LETO 군에 관계없이 13-cisretinoicacid투여군
과 비 투여군 간의 소변내 albumin 농도의 비교.13-cisretinoic
acid투여군이 비 투여군보다 소변내 albumin농도의 낮아 13-cis
retinoicacid의 투여가 단백뇨를 줄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p=0.006)



그림 11.13-cisretinoicacid투여가 OLETF와 LETO 두 군에서 소
변내 albumin/creatinineratio에 미치는 영향.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소변내 albumin농도의 평균값에는 변화를 유발하였으나 단백
뇨의 지표로 생각할 수 있는 albumin/creatinineratio에는 의미 있는
영향을 주지 못 하였다.(p=0.51)

555...IIIGGGFFFIII,,,IIIGGGFFFBBBPPP333의의의 변변변화화화...
LETO와 OLETF 군 간의 비교에서는,IGF-I이 LETO에 비해
OLETF군이 높은 검사결과를 보였다.(그림 12)그러나 IGFBP-3의
경우 OLETF보다 LETO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결과를 보
였다.(p=0.001,Mann-Whitney검정,그림 13)
13-cisretinoicacid투여는 LETO 군,OLETF군 모두에서 혈중
IGF-I수치의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유발하지 못하였다.(그
림 14)



그림 12.OLETF와 LETO군의 혈중 IGF-I수치의 비교.OLETF군
에서 더 높게 측정되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 IGF-I의 수치가 높아짐을
알 수 있다.(p=0.001)

그림 13.OLETF와 LETO 군 간의 혈중 IGFBP-3 수치의 비교.
OLETF군에서 낮게 측정되어 당뇨병이 있는 경우 IGFBP-3수치가
감소함을 알 수 있다.그림 12와 종합하여 생각하면 당뇨병이 발생할
경우,IGF-I/IGFBP-3molarratio가 증가함을 알 수 있다.(p=0.001)



그림 14.13-cis retinoic acid의 투여가 OLETF 군 내에서 혈중
IGF-I수치에 미치는 영향.13-cisretinoicacid는 OLETF군에서 뿐
아니라 LETO 군에서도 IGF-I의 수치에는 영향을 주지 못하였
다.(p=0.83)

OLETF 군 내에서는 IGFBP-3가 13-cisretinoicacid투여군에서
높은 결과를 보였으나,(그림 15)LETO 군내에서는 13-cisretinoic
acid투여군과 비 투여군 사이에 IGFBP-3수치의 차이가 없었다.



그림 15.OLETF군에서 13-cisretinoicacid투여가 IGFBP-3수치
에 미치는 영향.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OLETF군에서만 혈
중 IGFBP-3의 수치를 상승시키는 효과를 확인하였다.(p=0.002)

IGF-I/IGFBP-3 molar ratio로 비교하였을 때 LETO 군에서
OLETF군보다 높은 값을 보였다.LETO군과 OLETF군을 나누어
서 각각의 군내에서의 13-cisretinoicacid투여에 의한 molarratio
의 차이를 비교 하였을 때,LETO군내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OLETF군내에서는 13-cisretinoicacid에
의하여 molarratio가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16,17)
혈중 TGF-β는 각 군 간의 통계적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datanotshown)



그림 16.OLETF와 LETO군 간의 IGF-I/IGFBP-3molarratio비교.
OLETF군에서 더 높게 계산되어 당뇨병이 있을 경우 molarratio의
증가를 알 수 있었다.(p=0.001)

그림 17.OLETF,LETO 각각의 군 내에서 13-cisretinoicacid의 투
여가 IGF-I/IGFBP-3molarratio 에 미치는 영향.당뇨병이 있는
OLETF 쥐의 경우 13-cis retinoicacid의 투여가 IGF-I/IGFBP-3



molarratio를 낯추는 것을 알 수 있다.(p=0.002) LETO 군 내에서는
13-cisretinoicacid투여가 IGF-I/IGFBP-3molarratio에 영향을 주
지 못하였다.(p=0.2)

666...지지지방방방대대대사사사 표표표지지지자자자의의의 변변변화화화...
LETO와 OLETF로 나누어 비교하였을 때는 OLETF에서 총콜레스

테롤,중성지방,유리지방산에서 통계학적으로 의미 있게 높은 값을 보
였다.(총콜레스테롤:p=0.026,중성지방:p<0.001,유리지방산:p<0.001)
LETO와 OLETF각각의 군내에서의 13-cisretinoicacid투여는 위
4가지 검사결과에서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는 보이지 않았다.

777...간간간효효효소소소(((SSSGGGOOOTTT,,,SSSGGGPPPTTT)))수수수치치치의의의 변변변화화화
당뇨병의 존재유무나 13-cisretinoicacid투여가 간효소 수치에 미치
는 영향은 없었다.

888...사사사구구구체체체 섬섬섬유유유화화화...
각 군에서의 사구체 면적에 대한 사구체 혈관 기저막의 섬유화 정
도를 보이는 면적의 비율을 비교하였을 때,당뇨병의 존재 유무나
13-cisretinoicacid투여가 통계적으로 의미 있는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그림 18,19)



그림 18.OLETF쥐에서 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사구체 혈관
기저막의 섬유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통계적으로 의미는 없었지만,
13-cisretinoicacid 투여군의 혈관 기저막에서 섬유화가 적었다.
(p=0.18)



H & E염색 PAS염색 trichrome염색

대조군

투여군

그림 19.OLETF쥐에서 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사구체 혈관
기저막의 섬유화 정도에 미치는 영향.(윗줄 사진:대조군,아랫줄 사
진:13-cisretinoicacid투여군,왼쪽 사진:hematoxylin-eosin염색,
가운데 사진:periodicacidschiff염색,오른쪽 사진:trichrome염색)



ⅣⅣⅣ...고고고찰찰찰

OLETF쥐의 당뇨병은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고,그 후에 췌장의
베타세포의 기능부전으로 이어져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는데,시기적
으로 태생 16주에 인슐린 저항성이 발생되고 40주면 베타세포 기능부
전으로 이어진다고 한다.49

본 연구에서 OLETF쥐와 LETO 쥐에서 태생 2주부터 혈당과 몸무
게에서 차이를 보이기 시작하였고,쥐를 희생시키기 직전인 12주째의
OGTT 검사결과의 AUC(areaunderthecurve)에 대한 비교에서도
차이를 보여,두 군 간의 비교가 당뇨병의 연구에 적합함을 알 수 있
었다.
지방조직은 호르몬의 중요한 원천으로 adipokine(adiponectin,leptin,
TNF-α,resistin)을 분비하는데,이중 adiponectin수치가 인슐린 민감성,
지방조직양 등과 비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7,28,29,30

지방대사와 관련된 인슐린 저항성에 대하여 많은 사실들이 밝혀지고
있다.최근 당뇨병의 치료제로 각광받는 것 중의 하나가 TZDs
(thiazolidinediones)계통의 약이다. 이 약은 PPAR (peroxisome
proliferator-actvatedreceptor)효현제로써,PPAR-γ가 지방조직 형성과
관련되어 FFA(freefattyacid)와 TG(triglyceride)가 지방세포 내로 축
적되게 하여 간이나 골격근으로의 축적되는 양이 감소하게 하여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또한 TZDs는 PPAR를 통하여 adiponectin유전자
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서 인슐린 민감도 향상에 기여하리라고 추측된
다.31,32.

PPAR-γ의 경우 adiponectin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adipokine이
PPAR-γ와 작용하여 insulin저항성 개선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증거로 PPAR-γ 기능소실 돌연변이를 보이는 개체에서
혈중 adiponectin이 매우 낮아,PPAR-γ의 활성도와 adiponectin발현



사이의 밀접한 관계에 대하여 보고 된 바 있다.32지질대사의 개선에
대한 기전으로 인슐린의 지방분해 억제작용과 연관지어 생각해 볼 수 있
는데,이러한 인슐린의 작용에 이상이 발생하면 FFA가 말초조직에서 간
으로 전달되는 양이 증가하여 간에서 중성지방으로 저장되거나 TG-rich
VLDL(verylow densitylipoprotein)로 저장되어 혈중 중성지방의 상승,
VLDL과 HDL(highdensitylipoprotein)사이의 cholesterolester의 교환
이 일어나 HDL감소,VLDL의 증가가 발생하고 결과적으로 지방간이
발생한다.그러나 PPAR-γ 효현제는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여 인슐
린의 작용을 증가시켜 지방분해를 억제하여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고 HDL의 농도를 높혀서,지질대사의 개선에도 영향을 줄 것으
로 생각되고 있다.42

13-cisretinoicacid의 인슐린저항성과 지질대사 개선에 대한 가능한 기
전으로,9-cisretinoicacid를 성숙된 지방세포에 투여하여 배양 하였
을 때,retinoidX receptor/PPARgammaheterodimer의 활성화를 통
하여 지방세포 형성과 당 축적을 유발하고,leptin의 분비를 억제 하
여,혈당을 감소시키고,중성지방이나 유리지방산이 지방세포로 축적
되게 하는 것이며,이런 작용은 투여 용량에 비례한 효과를 보이고,
RAR 효현제 중 ATRA 보다 9-cisretinoicacid가 PPAR-γ와 서로
상승작용을 한다고 보고 되었다.44본 연구에서는 13-cisretinoicacid
의 투여가 혈당이나 지방대사에 변화를 유발하는 것을 확인할 수는
없었다.
현재까지 당뇨병성 신증의 발병 기전의 핵심은 transforminggrowth
factor(TGF)-β,platelet-derivedgrowthfactor(PDGF),insulin-like
growthfactor(IGF)등의 성장 인자들이 당뇨병 환자의 신장에서 세포
외 기질의 축적을 유도하고,사구체 간질 세포의 증식으로 인한 간질의
확대를 유도하여 신증을 유발,진행시킨다는 것이 유력시 되고 있고,일
부에서는 신 기능의 이상은 사구체 보다는 신장의 요세관 간질 섬유화와
더 연관이 잘된다는 보고도 있다.이들의 작용기전을 보면 혈중에 같은



농도의 PDGF가 존재하더라도,혈당이 낮을 때는 작용하지 않다가,혈당
이 올라가면 TGF-β1 promotor-luciferase construction을 자극하여
TGF-β1mRNA의 안정성 변화를 유발하여 translation을 유도하여 결국
간질의 확대를 유발한다는 것이다.고농도의 PDGF는 혈당의 증가 없이
도 profibroticfactor인 TGF-β1의 전사의 증가와 translation효율을 증
가시키고 denovo합성을 증가시키지만,저농도의 PDGF는 고혈당의 환
경에만 TGF-β1gene의 transcription과는 무관하게 TGF-β1mRNA의
translation효율의 일시적인 변화를 초래하여 translation을 증가시킨다.
즉 고혈당이 근위 세뇨관 상피세포의 PDGF나 IL-1β등에 대한 자극의
역치를 낯춰서 TGF-β1의 translation을 증가시켜,신장의 섬유화를 촉진
한다는 것이다.10,33,34

PPAR-γ의 경우 Smad3의 signaling을 방해하여 TGF-β 유도 결체
조직 증식 유발인자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보고 된 바 있다.40

PPAR효현제에 대한 연구는 상당히 진행되어 있으나 α,β 그리고 γ의
아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retinoidacidreceptor(RAR)또는 retinoidX
receptor(RXR)에 선택적인 retinoicacid유도체의 개발은 최근에 시작
되었으며,Smad3의 signaling pathway에 대한 기전이 밝혀지면서,
retinoicacid유도체들(RARA)에 대한 작용도 Smad3의 signaling과 관
련되어 연구되고 있다.6,8,40,41

RAR 효현제는 ligandspecificmanner로 TGF-β/Smadsignaling을
방해한다는 보고가 있으며,이는 RAR효현제가 TGF-β에 의하여 발
생하는 결체조직 증식 유발인자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
어,사구체의 섬유화를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ATRA는 TGF-β와 반응하여 phosphorylatedSmad2/Smad3의 수준
을 낮춰,사구체의 TGF-β 유도 결체조직증식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
일 수 있는데,이것은 nuclearserine-threoninephosphatase의 RAR-
α-mediatedactivation에 관여함으로 써 이루어질 것으로 추측되어지
고 있다.41결과적으로 RAR효현제는 Smad에 의한 결체조직 증식 인



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여,사구체의 섬유화를 억제하고 이
를 통하여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 및 증상발현을 억제 할 것으로 생각
된다.
RAR효현제의 IGF-axis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도 활발히 진행되
고 있는데.IGF-I의 활성화에 의한 IRS-I(insulinreceptorsubstrate1)
의 인산화에 의한 세포증식자극 과정 중 인산화 과정을 retinoicacid가
억제 하는 것이 보고된 바 이다.14,15,16 Retinoicacid가 IGF-I의 down
stream signaling억제를 통하여 MCF-7(breastcancercellline)의 증
식을 억제한다는 보고도 있다.45

Retinoicacid의 항 증식 효과는 종양분야에서 많이 연구되고 있다.특
히 폐암이나 유방암 분야에서 retinoicacid유도체인 9-cisretinoicacid
의 IGF-I/IGFBP-3molarratio조절을 통한 항 증식 효과는 최근에 보
고 되고 있다.46,47,48

본 연구를 통하여 retinoicacid유도체인 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당뇨병 개체인 OLETF쥐에서 통계적인 의미는 확실하지 않았으나,단
백뇨 양을 감소시키는 경향이 있음을 확인 하였고,그 기전으로 RAR효
현제의 Smad3의 signaling을 방해하여 TGF-β induced결체조직 증
식 유발인자의 발현을 억제를 통한 결제조직증식의 억제와 IGF-I에
는 영향이 없으나,IGFBP-3를 증가시켜 IGF-I/IGFBP-3molarratio를
감소시키는 것과 연관되리라 추측할 수 있었다.
당뇨병 개체인 OLETF쥐와 정상개체인 LETO쥐에서 비교하였을 때
OLETF에서 IGF-I의 수준은 높고,IGFBP-3는 낮아 IGF-I/IGFBP-3
molarratio가 높이 유지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RAR효현제인 13-cis
retinoic acid 투여시 OLETF 쥐나 LETO 쥐,모두에서 공통적으로
IGFBP-3가 증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즉 13-cisretinoicacid가
IGF-I/IGFBP-3molarratio를 낮게 하여 사구체의 섬유화 억제나 단
백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추측하였다.
본 연구에서 retinoic acid 유도체인 13-cis retinoic acid의 투여가



IGF-I에는 영향이 없으나 IGFBP-3를 증가시켜 IGF-I/IGFBP-3molar
ratio를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IGF-axis는 인슐린의 기능을 조절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데 그
증거로 IGF-I을 실험돌물에 정맥 주입시,말초에서 당수입이 증가되고,
당의 분해 및 글리코겐의 합성이 증가되어 혈당 강하하는 작용이 일어나
고,hyperinsulinemiceuglycemicclamp시 IGF-I이 간에서의 당 배출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37,50

그러나 당뇨병의 현증 및 합병증의 발생도 IGF-I과 관련이 되리라 추
측할 수 있는데,이는 IGF-I,IGF-II또는 IGF-I수용체가 결핍된 경우,
당뇨나 케톤산 혈증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고 된 바 있다.51

IGF-1geneknock-outmouse에서 혈청내의 IGF-I의 수치가 정상의
15～20% 까지 감소하고 성장 호르몬은 6배까지 증가하여 결국 혈당이
증가되는데,이런 쥐의 fasting/glucosechallengetest시 정상쥐와 같은
혈청내 혈당수치를 보이지만 혈청내의 인슐린은 높아,즉 고 인슐린혈증
를 보여 인슐린에 대한 저항성을 보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35,36그러
나 이런 인슐린 저항성은 IGF-Ⅰ의 감소 때문인지 성장 호르몬의 증가
에 의한 몸의 구성성분의 변화인지는 확실하지 않다.즉 당뇨병에서
IGF-I이 증가하지 않는다면,성장 호르몬의 증가가 더하여져 아마도 혈
당도 더 많이 상승될 수 있다.IGF-I의 작용은 확실하지는 않지만 당뇨
에서 현증이나 합병증을 일으키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하겠지만,당뇨
병에서 인슐린이 하지 못하거나 감소된 반응에 보상작용으로 IGF-I이
증가되어 혈당을 낮추는 역할을 하는 이중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추측
할 수 있다.즉 당뇨병에서 IGF-I을 외부에서 투여해 준다면 성장호르몬
의 감소를 통하여,또 IGF-I의 직접적인 작용으로 혈당강하를 유발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이것은 인슐린 저항성의 개선으로 표현될 수 있
으나,인슐린 자체의 저항성 개선보다는 인슐린의 작용을 도와준다고 생
각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IGF-I은 암세포 연구나 동물의 IGF-Igeneknock-outmouse의



연구에서 보고 되었듯이,IGFBP-3와 연관되어 항 증식 작용을 나타내기
도 하고,당뇨병의 발생이나 합병증의 발생에 관여되는데,이것은 혈당을
조절하는 것과 다른 방향으로 작용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46,47,48,51즉,당
뇨병의 발생은 인슐린 저항성이 생기면서 이에 대한 인슐린 작용의 보상
을 위해 IGF-I이 증가되고,이 증가된 IGF-I에 의하여 케톤산혈증이 발
생할 수 있고,또한 IGF-I증가는 IGF-I/IGFBP-3molarratio의 증가로
이어져 신장에서의 섬유화를 촉진시켜 당뇨병성 신장병을 진행 시킨다고
추측되어 진다.
본 연구에서는 총 12주간의 실험기간을 틍하여 신장조직의 변화를 보기
위하여 시행한 사구체 섬유화에 관한 형태분석에서,는 13-cisretinoic
acid투여에 의한 통계적 의미를 가지는 섬유화정도의 차이를 확인할 수
는 없었다.아마도 연구 진행기간이 형태학적 변화를 보기에는 충분치
못했기 때문일 가능성도 있으나,당뇨병성 신장병에서 신장의 구조적인
변화와 단백뇨 등의 증상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다는 보고도 있다.52,53

OLETF쥐의 당뇨병성 신장병에 대한 조직소견 연구에 의하면 신장기
능의 변화는 태생 30주 때부터 나타나기 시작하고,조직변화는 사구체의
기저막이 두꺼워지는 것을 시작으로 하여 23주 때부터 사구제 간질의 비
후과 미약한 사구제 간질세포의 증식이 진행되면서 29주부터는 fibrin
cap을 동반한 소위 삼출성 병변이 일부 사구체에서 보이고,50주가 되면
대부분의 사구체에서 fibrincap을 동반한 사구체 병변을 보이게 된다고
한다.54,55OLEFT에서 보이는 신장의 병리변화는 사람에서 보이는 전형
적인 Kimmelstiel-Wilson병변은 아니고 비 특이적인 사구체 간질의 비
후만 보이고,간혹 Kimmelstiel-Wilson병변과 비슷한 변화를 보이는 것
은 전형적인 형태는 아니라고 보고 되어 있다.56Nodularlesion에 대한
병리학적 발생기전은 현재까지 확실히 알려진바 없는데,추측되는 기전
으로는 사구체 간질의 용해와 이에 따른 미세혈관루가
Kimmelstiel-Wilson병변으로 진행한다고 생각된다.56,57,58

본 연구에서 당뇨병 개체인 OLETF쥐와 비 당뇨병 개체인 LETO쥐



을 이용하여 당뇨병 개체에서 IGF-I/IGFBP-3molarratio가 높음을,그
리고 RAR효현제(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IGF-I에는 영향 없이
IGFBP-3를 증가시킴으로 molarratio를 감소시킴을 확인하였다.또한 통
계적 의미 있는 결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당뇨병개체에서 소변을 통한 알부민 배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RAR효현제의 Smadsignalingpathway를 통한 TGF-β에
의하여 유발되는 결제조직의 증식 억제작용을 통한 그리고
IGF-I/IGFBP-3molarratio의 조절을 통한 당뇨병성 신증의 억제효과
도 좀더 많은 개체수와 긴 기간의 연구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ⅤⅤⅤ...결결결 론론론

1.본 연구에서 당뇨병 개체인 OLETF쥐와 비 당뇨병 개체인 LETO
쥐을 이용하여 당뇨병 개체에서는 혈중 IGF-I/IGFBP-3molarratio
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2.13-cisretinoicacid의 투여가 IGF-I에는 영향 없이 혈중 IGFBP-3
를 증가시킴으로써 IGF-I/IGFBP-3molarratio를 감소시키고,이릍
통하여 사구체의 섬유화 억제와 단백뇨를 줄이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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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effcetsof13-cisretinoicacidon
Type2DM nephropathyinOLETFrat

TaewoongNoh

DepartmentofMedicine
TheGraduateSchool,YonseiUniversity

(DirectedbyProfessorChulWooAhn)

Recently,theextremeincreasementofDM nephropathy & its
complicationbecomeaseriousproblemsintheaspectsofnation&
individuals.Somereportedseveralnew drugsthathaveeffecton
theDM nephropathy,buttheactionmechanismsarenotknown.
Retinoicacidreceptor(RAR)& retinoidX receptor(RXR)agonists
aredeveloped asthecandidatesfortherapeuticagentsforDM
nephropathy.Westudiedabouttheactionmechanism & effecton
theDM nephropathyofRAR agonist(13-cisretinoicacid).Itis
postulatedthatthisagentcandisturbtheTGF-β/Smadsignaling
pathway,soinhibitetheexpressionofTGF-β,whichcausesthe
growthofconnectivetissue.Asaresult,wecanguessthatthe
glomerularsclerosiscan beprevented by thisagent.The9-cis
retinoic acid modulated the IGF-I/IGFBP-3 molar ratio,which
inducetheantiproliferativeeffectonthetumorcells. The13-cis
retinoicacid also modulated theIGF-I/IGFBP-3 molarratio by



increasing the serum levelofIGFBP-3 on DM rats,without
modulating the serum levelof IGF-I.This effect can cause
preventionofDM nephropathy(Glomerularsclerosis&Proteinuria).

KeyWords:DM nephropathy,RAR(retinoicacidreceptor)agonist,
13-cis retinoic acid, IGF-I/IGFBP-3 molar ratio,
TGF-β, proteinuria, glomerular sclerosis, Smad
signaling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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