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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요약 

 

당뇨병성 신증에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γ 촉진제가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과 

fibronectin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당뇨병성 신증은 말기 신부전의 원인 질환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당뇨병성 신증의 병태생리를 설명하는 

확실한 기전은 정립되어 있지 않다.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γ는 핵수용체군 중 하나로서, 주로 간과 지방조직에 

분포하며, 당뇨 약제인 thiazolidinediones와 결합하여 작용을 나타낸다. 

PPAR-γ는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방 대사 조절에 관여하고, 인슐린 저

항성을 감소시키며, 세포의 분화 및 세포주기의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당뇨병성 신증은 병리학적으로 사구체의 비후, 

기저막의 비후, 그리고 세포 외 기질의 축적이 특징적인 소견으로, 

이러한 현상들이 PPAR-γ 촉진제에 의해 억제될 수 있을 것이라는 가

정 하에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으며, 실제로 실험적 당뇨와 비당뇨 

쥐에서 이런 약제들이 메산지움의 증식과 사구체경화의 진행을 지연

시킨다고 보고된 바 있다. 그러나, 제 2형 당뇨병에서 PPAR-γ가 당뇨

병성 신증의 유발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아직까지 

부족하며, 특히 메산지움의 확장과 사구체경화의 지표라고 할 수 있

는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 및 fibronectin의 발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최근에 소개된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OLETF) 쥐는 자연적으로 비만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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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가 서서히 발병하는 실험 동물로서, 특히 신장의 형태학적 변화

는 사람의 제 2형 당뇨병에서 관찰되는 신장의 조직학적 변화와 가

장 유사하여 제 2형 당뇨 모델로 자주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

자는 제 2형 당뇨병에서 PPAR-γ가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과 진행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알아보고자 생후 30주된 OLETF 쥐에서 

PPAR-γ 촉진제인 pioglitazone을 10주간 투여한 후 사구체 내 TGF-β1

과 fibronectin의 발현 정도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체중 당 신장 무게가 의미있게 감소되었으며 (2.4±0.1 vs. 2.7±0.1 

mg/g, p<0.05), 혈당 및 중성지방 농도도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각

각 114.0±3.2 vs. 162.1±4.7 mg/dl와 115.2±11.9 vs. 151.9±27.0 mg/dl, 

p<0.05). 

2. 광학현미경 검사 결과, 당뇨군에서는 사구체 크기의 증가, 메산지

움의 결절성 확장 소견과 더불어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 소견을 관

찰할 수 있었으나, 대조군이나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이

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3. 사구체 내 TGF-β1 단백과 mRNA의 발현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약 2.8배와 2.1배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

가는 pioglitazone 투여 후 각각 80.6%와 78.4% 억제되었다. 

4. 사구체 내 fibronectin 단백과 mRNA 발현 모두 당뇨군에서 대조군

에 비해 약 2.4배 증가되어 있었으며, pioglitazone은 fibronectin 단

백과 mRNA의 발현 증가를 각각 93.1%와 98.6% 억제시켰다. 

5.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당뇨군의 사구체에서 대조군에 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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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bronectin 단백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pioglitazone 투여군에

서는 사구체 내 fibronectin 단백 발현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제 2형 당뇨 모델인 OLETF 쥐에서 PPAR-γ 촉진제

인 pioglitazone에 의해 사구체 내 TGF-β1과 fibronectin의 단백과 

mRNA 발현이 억제되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제 2형 당

뇨병에서 PPAR-γ 촉진제가 당뇨병성 신증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핵심되는 말: 제 2형 당뇨병, 당뇨병성 신증,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γ 촉진제,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fibronectin, 

OLETF 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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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병성 신증에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γ 촉진제가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과 

fibronectin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지도교수 한 대 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의학과 

 

윤 수 영 
 

 

Ⅰ. 서론 
 

당뇨병성 신증은 말기 신부전의 원인 질환 중 가장 많은 빈도를 

차지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 기전은 확실하게 

정립되어 있지 않다. 기존의 연구들에 의하면 여러 가지 성장인자들

에 의한 세포의 비후, 세포 외 기질의 생성 증가, 세포 외 기질 단백 

분해 효소의 생성 감소 등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는 병태생리 기전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은 실정이

다.  

인슐린 저항성은 고혈압, 당뇨, 비만 등을 유발하는 공통적인 인자

로 생각되고 있으며1, 특히 당뇨병 환자에서 임상적 단백뇨 및 심혈

관 질환을 예측할 수 있는 지표로 사용되는 미세알부민뇨가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2, 인슐린 저항성

의 치료가 제 2형 당뇨병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

근에 주목받기 시작한 thiazolidinediones (TZDs: troglitazone, rosiglita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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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oglitazone, etc.) 계열의 약제들은 동물과 사람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5. 이들은 생체 내에서 인슐린 분비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말초 조직에서 포도당의 이용을 증가

시키는데, 근육이나 지방세포의 인슐린 수용체 티로신 키나아제 

(tyrosine kinase)의 활성에서부터 포도당 수송체 (glucose transporter, 

GLUT)의 발현에 이르기까지 인슐린 작용의 여러 단계에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6, 7, 실제 임상적으로는 인슐린 농도의 증

가 없이 식전 혈당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γ는 TZDs의 분자 표

적 (molecular target)으로서8, 부신피질호르몬, 갑상선호르몬, retinoids, 

비타민 D 수용체 등을 포함하는 핵수용체군 (nuclear receptor 

superfamily) 중 하나이다9. 인체 내에서 PPAR-γ는 15-deoxy-δ12,13-

prostaglandin J2 (15-deoxy PGJ2)와 같은 arachidonic acid의 대사물에 의

해 생리적으로 활성화되며, 그 외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등도 리간

드로 작용할 수 있다10, 11. 리간드와 결합하여 활성화된 PPAR-γ는 

retinoid X receptor (RXR)와 이형체 (heterodimer)를 형성하여 peroxisome 

proliferator response elements (PPREs)를 가진 유전자와 결합하여 그들의 

전사를 조절한다12.   

PPAR-γ의 활성화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으나, adipocyte P2 (aP2), phosphoenolpyruvate 

carboxykinase (PEPCK), GLUT1 등의 지방조직 특이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거나, 지방조직으로부터 나오는 여러 가지 신호들을 조절함으

로써 유리 지방산이나 tumor necrosis factor (TNF)-α 등 인슐린 감수성

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들의 생성이나 작용을 억제하여 인슐린 저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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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을 개선시킬 것이라는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또한 사람 골격근

에도 소량의 PPAR-γ가 존재하여 TZDs이 골격근에 직접적으로 작용

하여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할 것이라는 가능성도 제시되었으며, 현재 

이 분야에 대한 연구들이 진행 중이다13.  

PPAR-γ는 주로 간과 지방조직에 분포하여 지방세포의 분화 및 지

방 대사 조절에 관여하고, 전술한 바와 같이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되

어 있으며, 그 외에 세포의 분화 및 세포주기의 조절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신장에도 소량의 PPAR-γ가 존재하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Guan 등은 사구체의 메산지움과 신수질의 집합관 및 

미세혈관 내피세포에 PPAR-γ가 구조적으로 존재하며 TZDs와 같은 

촉진제 (agonist)에 의해 활성화되는 것을 보고하였고14, 15, Asano 등도 

쥐의 메산지움에서 활성화된 PPAR-γ가 메산지움 세포의 증식을 억제

하는 것을 보고하였는데16,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PPAR-γ의 활성화가 

신장에서도 세포의 성장을 억제시키는 기능이 있음을 시사한다.  

당뇨병성 신증은 병리학적으로 사구체와 세뇨관의 비후, 기저막의 

비후, 그리고 세포 외 기질의 축적이 특징적인 소견으로, 사구체와 

세뇨관의 비후는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에 발생하는 구조적 변화 중 

하나이다. 대부분의 당뇨병 환자는 진단 당시 이미 신장 크기의 증가

를 동반하는데, 신장내 혈역동학적 변화, 삼투압의 변화 등도 신비대

를 유발하는데 기여하지만 무엇보다도 주요한 요인은 사구체와 세뇨

관의 비후로, 사구체의 비후는 메산지움의 팽창이 가장 두드러진 특

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메산지움의 팽창이 PPAR-γ 촉진제에 

의해 억제될 수 있다는 가정 하에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으며, 최

근에 Nicholas 등은 실험적 당뇨 쥐에서 troglitazone이 메산지움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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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과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1 (PAI-1)의 발현을 억제하여 당뇨병

성 신증의 진행이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였다17. 이 밖에도 Iwashima 등

은 advanced glycation end products (AGEs)가 메산지움 세포에서 PPAR-γ 

mRNA의 발현과 단백질 생성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고18, 

Buckingham 등은 Zucker 비만 쥐에서 PPAR-γ 촉진제인 rosiglitazone

이 단백뇨의 발현 및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을 억제시켰다고 보고하

였다19.  

최근에 소개된 Otsuka Long-Evans Tokushima Fatty (OLETF) 쥐는 당

뇨 쥐인 Long-Evans 쥐를 선택적으로 교배하여 얻은 제 2형 당뇨병

의 동물 모델이다. OLETF 쥐는 고혈당이 늦게 발현되고, 당뇨병이 

서서히 진행하며, 40주가 지나면 인슐린 비의존성 당뇨에서 인슐린 

의존성 당뇨로의 전환이 일어난다. 또한 당뇨와 더불어 경도의 비만

이 동반되고, 수컷에 의해 유전된다20. OLETF 쥐는 동일한 주령의 대

조군인 LETO (Long-Evans Tokushima Otsuka) 쥐와 비교하였을 때 18주

부터 고혈당이 나타나기 시작하며, 이 때부터 요중 알부민 배설이 증

가한다. 22주에는 사구체 영역과 메산지움의 확장이 시작되며, 36주가 

되면 메산지움의 경화가 일어나기 시작하는데21, 흥미롭게도 OLETF 

쥐는 사람의 당뇨병성 신증과 거의 동일한 신장 내 병리 소견을 나

타낸다. Yagi 등은 OLETF 쥐의 신장에서 LETO 쥐에 비해 TGF-β1 

mRNA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메산지움의 증식, 기저막의 비후 및 

결절성 병변 (nodular lesion)이 현저하였다고 보고하였다22. Uriu 등은 

10개월된 OLETF 쥐에서 신장의 과여과와 함께 메산지움의 확장과 

국소성 분절성 사구체경화를 발견하였는데, 이것은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한 후에야 경화 병변이 나타나는 Zucker 비만 쥐나 Wistar 비만 



 8 

쥐 등 다른 당뇨 동물들과는 다른 특이한 현상으로, 사람에 있어 비

교적 이환 기간이 길지 않은 제 2형 당뇨병 환자에서도 사구체경화

를 볼 수 있는 것과 연관지어 볼 때, OLETF 쥐가 제 2형 당뇨의 신

장 합병증을 연구하는데 가장 적절한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하였다23.  

OLETF 쥐에서 PPAR-γ의 역할에 대한 연구는 극히 미미하나, Jia 

등은 PPAR-γ 촉진제인 troglitazone이 OLETF 쥐에서 식전 혈당, 인슐

린,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및 유리 지방산의 농도를 감소시키고 인슐

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며, 췌장의 형태학적 변화를 유발시켰다고 하였

으며24, 장기간 troglitazone을 투여하여도 간이나 장에 대한 부작용 없

이 대사 이상을 교정할 뿐 아니라 간의 지방 변성까지도 예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25.     

OLETF 쥐에서도 사람에서와 같이 angiotensin 전환효소 억제제인 

enalapril이 단백뇨를 감소시키고 신장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었으나26, 아직까지 PPAR-γ 촉진제가 당뇨병성 신증에 미치

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보고되지 않았으며, 더욱이 PPAR-γ 촉진제가 

당뇨병성 신증의 중요 매개체인 TGF-β1 및 세포 외 기질의 주요 성

분인 fibronectin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고는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자는 사람의 제 2형 당뇨병과 가장 유사한 당뇨 모델

인 OLETF 쥐를 이용하여 PPAR-γ 촉진제가 당뇨병성 신증의 발생 

및 진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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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가. 약물 투여 

 

모든 동물 실험은 승인된 기안서에 따라 시행되었다. 실험 동물로

는 당뇨군으로서 30주 된 무게 250~300g의 웅성 OLETF 쥐 18마리와 

이에 대한 비당뇨 대조군 (control)으로 동일 주령의 LETO 쥐 16마리

를 사용하였다. 당뇨군은 다시 2군으로 나누어 9마리는 표준 식이를 

투여하였고 (DM군), 나머지 9마리는 표준 식이에 pioglitazone을 

10mg/kg/day 용량으로 섞어 10주간 투여하였다 (DM+Pio군). 쥐들은 

자동 온도 조절 시설에서 사육되었으며 실험 기간 동안 물과 표준 

실험 식이를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모든 쥐들은 생후 

40주에 희생시켰으며, 쥐를 희생시킬 때 신장의 무게와 복부의 피하 

지방을 분리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나. 생화학적 검사  

 

모든 쥐들은 희생시키기 직전에 경구 내당능검사를 시행하였고, 

혈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유리지방산을 측정하였다. 혈당은 

glucometer로 측정하였고,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은 HITACHI 

7600-110 (Tokyo, Japan)을 이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으며, 유리 지

방산은 Spectronic 601 spectrophotometer (Milton Roy, Ivyland, PA, USA)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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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ACS-ACOD 법으로 측정하였다. 

 

다. 신장 적출 및 사구체 분리 

 

쥐를 thiopental sodium 50mg/kg 마취 하에 단두한 후 신장을 적출하

였다. 형태학적 검사를 위하여 신장 조직을 10% neutral-buffered 

formalin에 고정한 후 표준적 방법으로 처리하고 5㎛ 절편으로 잘랐

다. 사구체 분리는 sieve를 이용하여 하였다. 적출된 신장을 면도날로 

장축을 따라 반으로 절개한 후 가위로 피질만을 분리하여 Hanks’ 

balanced salt solution (HBSS) 완충용액에 옮긴 다음, 체공이 200, 150 

및 75㎛인 stainless sieve를 차례로 통과시켜 75㎛ 소공에 걸린 사구체

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2. 형태학적 분석 

 

5㎛ 신장 절편은 Periodic acid-Schiff (PAS) 염색을 실시하여 관찰하

였다. 모든 조직 절편은 치료 여부를 알지 못한 상태에서 분석하였다.  

 

3. 단백 추출 및 Western blot 분석 

 

200㎕의 lysis buffer (50mM Tris-HCL pH 7.5, 100mM NaCl, 1mM EDTA, 

2% SDS, 0.1m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2㎍/ml leupeptin)를 이용하

여 세포 균질액을 만들고 4℃ 12000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Bio-Rad kit (Bio-Rad Laborat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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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c, Hercules, CA, USA)를 이용한 Bradford 방법으로 단백을 정량한 후 

동량의 단백을 SDS와 β-mercaptoethanol이 포함된 sample buffer와 혼

합하여 95℃에서 5분간 끓이고, 10∼15% 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

동 한 후 Hoeffer semidry blotting apparatus (Hoeffer Instruments, San 

Francisco, CA, USA)를 이용하여 Hybond-ECL 흡착지 (American Life 

Science Inc, Arlington Heights, IL, USA)에 이전시켰다. Blocking buffer A 

(1ⅹPBS, 0.1% Tween-20, 8% nonfat milk)에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1,000으로 희석한 TGF-β1과 fibronectin에 대한 일차 항체 (다중 클

론 rabbit anti-TGF-β1 antibody와 단일 클론 mouse anti-fibronectin 

antibody;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 4℃에서 하룻

밤 동안 반응시킨 다음, 세척하고 이차 항체를 이용하여 반응시켰다. 

세척을 반복한 후 signal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 시약 (ECL; 

Amersham Life Science Inc,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이용하여 가시

화 하였으며, densitometer로 optical density (O.D.)를 측정하였다.  

 

4. RT-PCR 분석 

 

가. 총 RNA의 추출 

 

총 RNA를 추출하기 위해 RNA STAT-60 reagent (Tel-Test Inc, 

Friendswood, TX, USA)를 사용하였다. RNA STAT-60 reagent 100㎕로 사

구체를 처리하고, 동결과 해동을 3회 반복하여 용해시켰다. 여기에 

700㎕의 RNA STAT-60 reagent를 첨가하고 vortex한 후 상온에서 5분간 

두었다. 400㎕의 chloroform을 첨가한 후 30초간 손으로 세게 섞어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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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4oC 12,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한 다음 400

㎕의 isopropanol을 첨가하고, 다시 4oC 12,000rpm에서 30분간 원심분

리하였다. 침전물을 70% ethanol로 세척한 후 Speed Vac으로 건조시키

고, diethyl pyrocarbonate로 처리한 증류수로 침전물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시킨 다음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RNA 농도를 측정하였다. 

 

나. 역전사 (reverse transcription) 

 

RNA 1㎍, 8mmol/L MgCl2, 1mmol/L dNTP, 25U RNase inhibitor, 40U 

AMV reverse transcriptase, 10µmol/L의 random hexamer (Roche Diagnostics 

GmbH, Mannheim, Germany)를 함유한 20㎕ 반응 용액으로부터 

Eppendorf Mastercycler gradient (Eppendorf Scientific Inc, Westbury, NY, 

USA)를 이용하여 first-strand c-DNA를 합성하였다. 총 20㎕의 반응 혼

합물을 30℃에서 10분, 그리고 42℃에서 60분간 incubation 한 후 

99℃에서 5분간 가열하여 효소를 비활성화시켰고, 역전사가 끝난 검

체는 PCR 전까지 -70℃에 보관하였다.  

 

다. 중합효소연쇄반응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쥐의 GAPDH, TGF-β1 및 fibronectin에 대한 primer를 설계한 후 

InvitrogenTM Life Technologies사 (Rockville, MD, USA)에 의뢰하여 제작

하였다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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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of rat TGF-β1, fibronectin, and GAPDH 

 Sequence (5’→3’) 

TGF-β1  

Sense CGA GGT GAC CTG GGC ACC ATC C 

Antisense GCT CCA CCT TGG GCT TGC GAC C 

Fibronectin  

Sense GCA AGC CTA AAC CTG AAG AGA CC 

Antisense CCT GGT GTC CTG ATC ATT GCA TC 

GAPDH  

Sense GAC AAG ATG GTG AAG GTC GG 

Antisense CAT GGA CTG TGG TCA TGA GC 

 

GAPDH와 fibronectin의 PCR은 10ng RNA에 해당하는 cDNA, Taq 

DNA polymerase 1.25U, dNTP 0.2mmol/L, sense 및 antisense primers 각각 

25pmol/L, 1.5mmol/L MgCl2를 함유한 50㎕ 반응 혼합물을 이용하여 시

행하였고, TGF-β1의 경우는 Taq-Gold DNA polymerase 2.5U과 sense 및 

antisense primers 각각 30pmol/L 외 다른 조성은 동일하게 함유한 반

응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PCR은 95℃에서 3분간 가열한 후 94℃에서 

30초, 각각의 annealing 온도인 62℃에서 30초, 그리고 72℃에서 1분

간 36 cycles 시행하였으며, 이후 72℃에서 7분간 더 반응시키는 방법

으로 하였다.  

mRNA의 발현은 역전사 효율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모든 검체

의 PCR 산물의 O.D.를 GAPDH의 O.D.로 보정하였다. 이를 위해 실

험에서 얻은 PCR 산물과 GAPDH 비의 예민도가 가장 높은 cDNA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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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과 PCR cycle의 수를 결정한 후 본 실험을 실행하였다. House 

keeping 유전자인 GAPDH는 다른 시험관에서 동시에 시행하였으며, 

PCR이 끝난 후 개개의 증폭된 PCR 산물 중 30㎕를 취하여 0.05㎍

/ml의 ethidium bromide를 함유한 2% agarose gel 에서 전기영동하였다. 

PCR 산물의 O.D.는 TINA image software (Raytest, Straubenhardt,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APDH의 O.D.로 보정하였다. 

 

5. 면역조직화학염색 (immunohistochemical stain) 

 

5㎛ 신장 조직 절편을 파라핀 제거 후 에탄올로 적시고 세척하였

다. Black and Decker vegetable steamer를 이용하여 10mM/L sodium citrate 

buffer에서 20분간 antigen retrieval을 시행한 후, 3% H2O2로 처리하여 

endogenous peroxidase 활성을 제거하였다. Fibronectin 염색을 위해 단

일 클론 mouse anti-fibronectin antibody를 1:1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하룻밤 동안 incubation시켰다. 세척 후 biotinylated link anti-mouse and 

anti-rabbit IgG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 30분

간 처리하여 세척하고 streptoavidin-HRP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로 30분간 처리하였다. Diaminobenzidine을 처리하

고 세척한 후 표본을 hematoxylin으로 대조염색하였다.  

 

6. 통계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표준오차 (SEM)로 표시하였다. 통계 분석은 

SPSS 통계 프로그램 윈도우용 11.0판 (SPSS Inc, Chicago, IL, USA)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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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였다. 결과들은 Analysis of variance (ANOVA) 검정 또는 

Kruskal-Wallis 다중 비교용 비모수 검정을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ANOVA 검정상 의의있는 차이는 Student′s t-test로, Kruskal-Wallis 검정

상 의미있는 차이는 Mann-Whitney U 검정으로 확인하였다.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 의미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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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1. 동물 자료 

 

모든 군에서 실험 기간 중 체중 증가를 보였다. 당뇨군에서의 체

중 증가는 대조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

었고,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대조군이나 당뇨군에 비해 의미

있게 체중이 증가하였다 (p<0.05). 쥐를 희생시킬 때 신장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체중 당 신장의 무게는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높

은 경향을 보였으나 통계적으로는 유의하지 않았고,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대조군이나 당뇨군에 비해 의의있게 감소된 것으로 나

타났다 (p<0.05). 복부 피하지방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이나 

당뇨군에 비해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 체중 당 피하지방의 무

게 비가 유의하게 높았다 (p<0.05) (Table 2).  

 

모든 쥐들은 희생시키기 전에 경구 내당능검사를 시행하고, 총 콜

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유리 지방산을 측정하였다. 경구 내당능검사 

결과, 공복 혈당은 당뇨군에서 162.1±4.7 mg/dl로 대조군이나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보다 높았으며 (각각 95.8±1.5와 114.0±3.2 

mg/dl), 당부하 후 30분, 60분, 90분에서 모두 200mg/dl를 초과한 반면,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당부하 30분 후에 198.1±7.6 mg/dl로 

증가하였다가 60분부터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ure 1).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유리 지방산은 세 군 간에 차이가 없었고, 중성지방은 

당뇨군에서 151.9±27.0 mg/dl로 나머지 두 군 (각각 75.9±7.9와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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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 mg/dl)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Table 3).  

 

Table 2. Body weight, kidney weight, and subcutaneous fat weight at 40 

weeks of age1 

  Control 

(N=16) 

DM 

(N=9) 

DM+Pio 

(N=9) 

Body weight (g) 491.6±12.8 545.7±17.3  721.5±27.7*† 

Kidney weight (g)  1.3±0.1  1.5±0.1   1.7±0.1*† 

Kidney weight  

/body weight (mg/g) 
 2.7±0.3  2.7±0.1  2.4±0.1* 

Subcutaneous fat (g) 14.1±0.8  20.2±2.1* 39.0±4.4*† 

Subcutaneous fat  

/body weight (%) 
 2.9±0.2  3.8±0.3  5.3±0.5*† 

1 Data are expressed as mean±SEM 

* p<0.05 vs. Control   

† p<0.05 vs. DM 

 

 

. 



 18 

 

Figure 1. Results of oral glucose tolerance test performed at 40 weeks of 

age.  

* p<0.05 vs. Control 

† p<0.05 vs. DM 

 

Table 3. Lipid profiles at 40 weeks of age1  

  
Control 

(N=16) 

DM 

(N=9) 

DM+Pio 

(N=9) 

Cholesterol (mg/dl) 77.3±3.4 79.9±4.4 90.2±3.5 

Triglyceride (mg/dl) 75.9±7.9 151.9±27.0 * 115.2±11.9† 

Free fatty acid (mg/dl) 844.5±70.5 931.1±49.3 889.3±33.6 

1 Data are expressed as mean±SEM 

* p<0.05 vs. Control  

†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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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형태학적 분석 

 

각 군에서 PAS 염색을 시행한 결과, 당뇨군에서는 사구체 크기의 

증가, 메산지움의 결절성 확장 소견과 더불어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대조군이나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이

러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ure 2). 

 

 

   

 

Figure 2. Light microscopic findings of glomeruli in control (A), DM (B), 

and DM+Pio (C) rats at 40 weeks of age (PAS staining, ×1,000). 

In DM group, glomerular hypertrophy, nodular mesangial 

expansion, and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thickening were 

observed.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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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PPAR-γ 촉진제가 사구체 TGF-β1 단백과 mRNA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40주에 추출한 사구체 내 TGF-β1 단백의 발현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2.8배 증가되었으며 (p<0.05), 10주간 PPAR-γ 

촉진제인 pioglitazone을 투여한 OLETF 쥐에서는 TGF-β1 단백의 

발현이 대조군의 1.3배로 치료를 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80.6% 

억제되었다 (p<0.05) (Figure 3). 또한 TGF-β1 mRNA의 발현도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되어 있었고 (p<0.05), 

pioglitazone 치료 당뇨군에서는 치료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TGF-β1 

mRNA의 발현이 78.4% 억제되었다 (p<0.05)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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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Glomerular TGF-β1 protein expression in control, DM, and 

DM+Pio rats assessed by Western blot.   

* p<0.05 vs. Control  

†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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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Glomerular TGF-β1 mRNA expression in control, DM, and 

DM+Pio rats assessed by RT-PCR.  

* p<0.05 vs. Control  

†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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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PPAR-γ 촉진제가 사구체 fibronectin 단백과 mRNA의 발현에 미치

는 영향 

 

사구체 내 fibronectin 단백의 발현 역시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2.4배 증가되어 있었으며 (p<0.05), pioglitazone을 투여한 당뇨군에

서는 치료를 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fibronectin 단백의 발현이 

93.1% 억제되어 (p<0.05) 대조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없었다 (Figure 5). 

또한 fibronectin mRNA의 발현도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약 2.4배

로 의미있게 증가되어 있었고 (p<0.05), pioglitazone 치료 당뇨군에서

는 치료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fibronectin mRNA의 발현이 98.6% 

억제되었다 (p<0.05)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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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Glomerular fibronectin protein expression in control, DM, and 

DM+Pio rats assessed by Western blot.   

* p<0.05 vs. Control  

†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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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lomerular fibronectin mRNA expression in control, DM, and 

DM+Pio rats assessed by RT-PCR.   

* p<0.05 vs. Control  

† p<0.05 vs. D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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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대조군, 당뇨군, PPAR-γ 촉진제 투여 당뇨군에서 fibronectin에 대

한 면역조직화학염색 

 

각 군에서 fibronectin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염색을 시행한 결과, 당

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사구체 내 fibronectin 단백의 발현이 유의하

게 증가되어 있었으며, pioglitazone 치료군에서는 당뇨군에 비해 의미

있게 감소된 소견을 보였다 (Figure 7). 

 

 

 

    
  

Figure 7.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of glomeruli for fibronectin in 

control (A), DM (B), and DM+Pio (C) rats at 40 weeks of age 

(×1,000). Expression of fibronectin protein (arrows) in DM 

glomeruli was increased compared to that of control and this 

increment was ameliorated by pioglitazone treatment.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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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당뇨병성 신증은 당뇨병의 심각한 합병증 중 하나로 전세계적으로 

투석이나 이식이 필요한 말기 신부전의 주요 원인이 되어 왔다. 당뇨

병성 신증은 임상적으로는 단백뇨 및 신부전의 양상으로 나타나고, 

병리적으로는 사구체의 비후,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 세포 외 기질의 

축적 등의 특징적인 소견을 보이는데, 이러한 임상과 병리 소견이 최

근 소개된 당뇨 약제인 TZDs에 의해 예방되거나 호전되는 것이 보

고되고 있다17, 19.  

PPAR-γ는 TZDs의 표적이 되는 핵수용체로 리간드와 결합하여 특

이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함으로써 작용을 나타낸다. PPAR-γ는 생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것 외에 

세포의 분화 및 증식, 세포주기의 조절, 염증 반응, 세포 외 기질의 

생성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27-31.  

PPAR-γ가 인슐린 저항성을 호전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들이 있다. PPAR-γ 촉진제가 지방조직에서 TNF-α의 발현과 TNF-

α에 의해 유도된 인슐린 저항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된 바 있고32, 33, 

Guan34 등은 rosiglitazone이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resistin35, 36의 발현 및 혈중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

다. 최근에 보고된 adipocyte-related complement protein (Acrp)30은 지방

세포 특이 단백으로서, 혈당, 중성지방, 유리 지방산을 감소시키는 작

용을 하며, 정상인에 비해 제 2형 당뇨병에서 이 단백의 혈중 농도가 

낮은데, PPAR-γ 촉진제가 Acrp30의 낮은 mRNA level을 정상화하고 혈

중 농도를 높이는 것이 확인되었고, 이것이 인슐린 저항성, 비만,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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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혈증 등을 포함하는 대사증후군을 호전시키는 중요한 기전이 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37. 

본 연구에서도 기존의 연구들에서와 마찬가지로 pioglitazone을 투

여한 당뇨군에서 치료를 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금식시 혈당이 유

의하게 낮았고, 경구 당부하검사상 내당능이 현저히 개선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콜레스테롤이나 유리 지방산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중성지방은 의미있게 감소하였다.  

Pioglitazone을 투여한 당뇨군은 대조군이나 치료하지 않은 당뇨군

에 비해 유의하게 체중이 증가하였는데, PPAR-γ 촉진제가 체중 증가

를 유발하는 것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기전들이 제시되고 있다. 1) 

PPAR-γ 촉진제를 투여하면 혈당이 조절되면서 요중으로 열량 소실이 

줄어들 뿐만 아니라 PPAR-γ 촉진제에 의해 지방 생성 (adipogenesis)

이 유발되고38, 2) PPAR-γ 촉진제가 식욕을 억제하고 지방대사를 증진

시키는 leptin을 감소시키기 때문에 열량의 섭취와 저장이 증가하며39, 

40, 3) 쥐와 사람에서 TZDs를 투여하였을 때 현저한 수분 저류, 부종, 

혈액희석을 유발하였는데, 기전은 잘 모르지만 집합관에서 PPAR-γ 

활성에 의해 수분과 소디움 저류가 유도되는 것 등으로 설명할 수 

있다41, 42. 그러나, Kelly 등은 제 2형 당뇨 환자에서 PPAR-γ 촉진제가 

복강 내 지방 무게는 감소시켰지만 전신 지방이나 체중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43. 본 연구에서도 피하지방의 무게를 측

정한 결과 PPAR-γ 촉진제를 투여한 군에서 체중에 대한 피하지방의 

무게 비율이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보아 복부 지방은 감소되고 피하

지방은 증가되는 지방 조직의 재분포가 이뤄진 것으로 생각된다.   

메산지움의 확장과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는 당뇨병성 신증의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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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초기 병변이다44. 광범위한 메산지움의 변화는 당뇨병성 신증

의 후기 변화인 사구체경화의 주요 기여 인자로 이야기 되어지고 있

다45. OLETF 쥐에서는 메산지움의 확장 및 국소성 분절성 경화, 사구

체 기저막의 비후 등 당뇨병성 신증의 전형적인 소견이 모두 나타나

는 것으로 보고되고21, 특히 Uriu 등은 OLETF 쥐의 사구체 부피가 

생후 40주에 LETO 쥐에 비해 1.25배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고 보고

하였는데23, 본 연구에서도 40주된 OLETF 쥐에서 사구체의 비후, 메

산지움의 결절성 확장,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 등 사구체경화를 제외

한 당뇨병성 신증의 특징적인 소견들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러나 

pioglitazone을 10주간 투여한 OLETF 쥐에서는 이러한 신장의 변화가 

보이지 않아, pioglitazone이 당뇨병성 신증의 형태학적 변화를 지연시

키거나 호전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TGF-β1은 당뇨병성 신증에서 신장의 비후와 메산지움의 확장에 

있어 마지막 단계의 공통 매개체로 알려져 있고, fibronectin은 세포 

외 기질의 생성을 반영하는데46, 이 두 물질 모두 고농도의 포도당 

하 메산지움 배양 세포에서 합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47. 

이 중 fibronectin은 단백뇨가 현저한 경우에 증가되는 경우가 많으나, 

TGF-β1의 경우는 당뇨병성 신증의 초기 단계에서도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8.  이러한 당뇨병성 신증의 표지자에 대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었는데, Wu 등은 streptozotocin으로 유발된 당뇨 백서의 신피질

에서 TGF-β1 수용체의 증가를 관찰하고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에 중

요한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하였다49. Hoshi 등은 Zucker 당뇨 비만 쥐

에서 7개월에 신장 내 fibronectin, 제 4형 콜라겐, 그리고 vascular 

endothelial growth factor (VEGF) mRNA의 발현이 증가함을 보고하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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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Noh 등은 고농도의 포도당이 메산지움 세포내 fibronectin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하였다51. 또한 Righetti 등은 당뇨 백서

에서 고혈압이 신장 내 fibronectin의 생성을 증가시켜 사구체경화를 

촉진한다고 보고하였다52. Border 등은 TGF-β가 세포 외 기질의 축적 

및 사구체경화의 주요 요인이고 이것을 억제하면 기질의 축적이 감

소한다고 주장하였고53, 54, 실제로 당뇨병성 신증의 동물 모델에서 

TGF-β를 차단하는 항체나 TGF-β와 결합하는 decorin을 투여하였을 

때 사구체경화가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55. 이와 같은 결과들은 

당뇨병성 신증에서 이러한 성장인자들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신증

의 악화를 방지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최근

에는 TGF-β1과 PPAR-γ 촉진제 사이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도 종종 

보고되고 있는데, PPAR-γ 촉진제가 메산지움 배양 세포를 이용한 실

험에서 TGF-β1의 발현 뿐 아니라 그 작용도 억제하였다는 보고가 있

는가 하면56, 5/6 신장 적출술을 시행한 백서와 같은 비당뇨성 사구체

경화 모델에서도 PPAR-γ 촉진제가 신장 보호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

혀져57, 신장 질환에 있어서 PPAR-γ의 역할은 점차 중요한 문제로 대

두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도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신장 내 

TGF-β1과 fibronectin 단백 및 mRNA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pioglitazone 투여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던 것으로 보아 pioglitazone 투

여로 인한 TGF-β1 발현 억제에 의해 당뇨병성 신증의 진행이 지연되

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TZDs가 신장을 보호하는 기전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견이 있는

데, 1998년에 Buckingham 등19은 1) Zucker 쥐에서 rosiglitazone이 사구

체 내 fibronectin의 침착을 현저하게 감소시켰는데, 그 기전을 잘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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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는 없으나 Zucker 쥐에서 fibronectin에 대한 단백 분해능의 감소로 

인한 섬유아세포의 부착과 이동성 항진의 호전58, 59, 2) 일부 신장 질

환의 진행에 관계가 있을 것이라고 보고된 고지혈증60-62의 호전, 3) 마

지막으로 PPAR-γ의 직접적인 작용 등에 의해 신장이 보호된다고 주

장하였다. 이들 중 특히 PPAR-γ의 직접 작용에 의해 신장이 보호된

다는 것을 뒷받침하는 몇 가지 보고들이 있는데, Routh 등은 배양된 

메산지움 세포에서 troglitazone이 고농도의 포도당에 의해 증가된 제 

1형 콜라겐의 분비를 억제하는 것을 발견하였고, PPAR-γ의 길항제인 

bisphenol A diglycidyl ether (BADGE)를 투여하였을 때에는 감소하지 않

는 것으로 보아 PPAR-γ에 의한 직접 작용임을 주장하였고63, 이 외에

도 알부민뇨증을 동반한 제 2형 당뇨 환자에서 troglitazone, 

rosiglitazone, pioglitazone 등의 TZDs를 gliclazide, glibenclamide, glipizide 

등의 sulfonylurea, metformin, 그리고 voglibose 등 다른 당뇨 약제와 

비교하여 실험한 결과 혈당 조절의 정도는 비슷했던 반면, PPAR-γ 리

간드를 투여한 군에서 알부민 배설이 더욱 감소한 것으로 보아 

PPAR-γ 리간드가 대사 또는 혈역동학적 변화와 상관없이 직접적으로 

사구체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는 보고들도 있다64-66.  

Isshiki 등은 TZDs가 diacylglycerol (DAG)-protein kinase C (PKC)-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경로를 억제함으로써 사구체 

기능부전을 호전시킨다고 보고하였으나67, Wilmer 등은 15d-PGJ2가 메

산지움 세포에서 ERK 활성을 항진시키고, 이것이 사구체경화에 중요

한 역할을 하기는 하지만 이 과정이 PPAR-γ를 통해 일어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68. 그 밖에도 메산지움 세포의 비분화 

(dedifferentiation) 억제16, 세포주기의 조절69 등의 기전들도 제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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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최근에 Haffner 등은 rosiglitazone이 제 2형 당뇨 환자들의 혈청에

서 C reactive protein (CRP)과 matrix metalloproteinase (MMP)-9의 농도를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는데70, CRP는 제 2형 당뇨병에서 미세알부민

뇨 및 혈관 질환과 관련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71, MMP-9은 신장의 발

생에 중요한 효소인 동시에 다양한 사구체 질환에서 그 발현이 변화

되는 것으로 보고되어72-75, 이러한 물질들의 감소가 신장 질환의 진행 

억제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OLETF 쥐에서 TGF-β1과 fibronectin의 신장 내 발

현이 증가함과 동시에, PPAR-γ 촉진제가 이러한 증가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PPAR-γ 촉진제가 TGF-β1과 fibronectin의 발

현을 감소시키는 기전에 대해서는 확인할 수 없었는데, 이를 연구하

기 위해서는 세포 실험이 병행되어야 하지만, 세포 실험이 제 2형 당

뇨병과 동반된 대사증후군의 조건을 만족시킬 수가 없다는 제한점이 

있어 앞으로 이 분야에 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

각한다.  

요약하면, 제 2형 당뇨 모델인 OLETF 쥐에서 TGF-β1과 fibronectin

의 발현이 증가하는 것을 PPAR-γ 촉진제가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

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PPAR-γ가 당뇨병성 신

증의 발생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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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본 연구는 제 2형 당뇨 모델인 OLETF 쥐에서 사구체를 분리하여 

TGF-β1과 fibronectin의 발현을 RT-PCR과 Western blot 및 면역조직화

학검사로 확인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이러한 변화에 대한 PPAR-γ 촉

진제의 영향을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치료를 하지 않은 당뇨군에 비해 

체중 당 신장 무게가 의미있게 감소되었으며 (2.4±0.1 vs. 2.7±0.1 

mg/g, p<0.05), 혈당 및 중성지방 농도도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각

각 114.0±3.2 vs. 162.1±4.7 mg/dl와 115.2±11.9 vs. 151.9±27.0 mg/dl, 

p<0.05). 

2. 광학현미경 검사 결과, 당뇨군에서는 사구체 크기의 증가, 메산지

움의 결절성 확장 소견과 더불어 사구체 기저막의 비후 소견을 

관찰할 수 있었으나, 대조군이나 pioglitazone 투여 당뇨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발생하지 않았다. 

3. 사구체 내 TGF-β1 단백과 mRNA의 발현은 당뇨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약 2.8배와 2.1배로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증

가는 pioglitazone 투여 후 각각 80.6%와 78.4% 억제되었다. 

4. 사구체 내 fibronectin 단백과 mRNA 발현 모두 당뇨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약 2.4배 증가되어 있었으며, pioglitazone은 fibronectin 

단백과 mRNA의 발현 증가를 각각 93.1%와 98.6% 억제시켰다. 

5. 면역조직화학검사 결과 당뇨군의 사구체에서 대조군에 비해 

fibronectin 단백의 발현이 증가되어 있었으며, pioglitazone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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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사구체 내 fibronectin 단백 발현의 증가가 억제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제 2형 당뇨 모델인 OLETF 쥐에서 PPAR-γ 촉진제

인 pioglitazone이 신장 조직 내 TGF-β1 및 fibronectin의 단백과 

mRNA 발현을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제 2형 당뇨

병에서 PPAR-γ 촉진제가 당뇨병성 신증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한 역

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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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kground: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γ is a 

member of the nuclear receptor superfamily of ligand-dependent transcription 

factors. PPAR-γ plays an important role in numerous cellular processes 

including adipogenesis, insulin sensitivity, cell cycle progression, cell 

differentiation, inflammation, and extracellular matrix production. This study 

investigated the effect of a PPAR-γ agonist, pioglitazone, on the progression of 

diabetic nephropathy in type II diabetic OLETF rats. 

Methods: 30 week-old male OLETF rats were treated for 10 weeks as follows: 

diabetic control (DM), no treatment: pioglitazone therapy (DM+Pio). LETO 

rats were used as non-diabetic control (control). At 40 weeks of age, body 

weight, kidney weight, blood sugar,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free 

fatty acid were measured. Histological analysis was taken with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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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croscope. Glomerular protein and mRNA expression of transforming growth 

factor (TGF)-β1 and fibronectin were estimated by Western blot and RT-PCR. 

Kidney sections were stained for fibronectin by immunohistochemistry.  

Results: Kidney weight/body weight was decreased in DM+Pio group 

compared with DM group (2.4±0.0 vs. 2.7±0.0 mg/dl, p<0.05). Serum 

glucose and triglyceride level were lower in DM+Pio rats rather than DM rats 

(114.0±3.2 vs. 162.1±4.7 mg/dl and 115.2±11.9 vs. 151.9±27.0 mg/dl, 

respectively, p<0.05). PAS staining showed glomerular hypertrophy, nodular 

expansion of mesangium, and glomerular basement membrane thickening in 

glomeruli of DM rats, but these changes were not seen in glomeruli of 

pioglitazone treatment rats. Treatment with pioglitazone resulted in a 

significant decrease in TGF-β1 protein and mRNA expression in diabetic 

glomeruli (80.6% and 78.4%, respectively). Glomerular expression of 

fibronectin protein and mRNA were also decreased in pioglitazone treatment 

group compared with DM group (93.1% and 98.6%, respectively). 

Immunohistochemical staining for fibronectin in diabetic glomeruli showed 

more dense deposit than control glomeruli, and this change was ameliorated by 

pioglitazone treatment.  

Conclusion: Increased TGF-β1 and fibronectin mRNA and protein 

expressions in diabetic rat glomeruli were significantly ameliorated by PPAR-γ 

agonist treatment. These data suggest that activation of PPAR-γ may play an 

important role in prevention and treatment of diabetic nephropat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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