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놀랍게도위의제목에대한답변은단순히지방의축적에

의한것만은아니다. 우리뇌의시상하부는음식섭취와에너

지소비의균형을조절하는데중요한역할을하며, 만약음식

섭취량이 에너지소비량보다 많을 경우, 에너지 균형이

positive한쪽으로기울게되어비만이유발된다. 즉, 고지방

식단이음식섭취량의증가를일으킬수있다는사실인데, 어

떻게이것이가능한것일까?

최근에 독일의 Brüning 그룹에서, TLR4(toll-like

receptor 4)의 adaptor로작용하는Myd88을 CNS(central

nervous system; 중추신경계) 특이적으로 knockout시킨

마우스를 이용하여, 포화지방산에 의해 활성화된 CNS의

TLR4/Myd88 signaling이 leptin에 대한 저항성과 비만의

유발에중요한역할을한다는사실을밝혀내었다고하여이

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는 고지방 식단(high-fat

diet), 시상하부의 inflammation, 그리고 몸무게 조절과의

관계를밝힌중요한일이라고할수있겠다.

lep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일종의“adiposity

negative feedback”작용을하는호르몬으로써, 단식후에

는 그 양이 감소하게 되어,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돋우는

orexigenic pathway를 활성화시키게된다. 반면에, leptin

을 주입하게 되면,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떨어뜨리는

anorexigenic pathway를 활성화시키게 되어, 음식섭취량

이 감소하게된다. 즉, leptin의 주입이비만치료에이용될

수있을듯하나, 많은비만환자들은이러한 leptin에저항성

을 갖고 있어서, leptin을 주입하더라도 anorexigenic

pathway를 활성화시키기는 힘들다. 따라서 leptin에 대한

민감성을높이는것은비만치료에있어서아주중요하다.

우선저자들은palmitate와같은포화지방산이CNS에서

leptin signaling에 미치는 향을알아보기위해 마우스의

뇌에 palmitate를 주입한 후, saline 또는 leptin을 주입한

결과, leptin에 의한 음식섭취량의 감소가 나타나지 않음을

보여주었고, 이는palmitate가 leptin에대한저항성을유발

하 음을 의미한다. 또한 leptin signaling의 활성화는

STAT3의 인산화를 유발하는데, 마우스의 뇌에 palmitate

를 주입한후에는, 이러한 STAT3의인산화역시현저히감

소함을확인하 다.

말초조직에서 지방산은 TLR4에 의한 inflammatory

signaling pathway를활성화시키고 insulin에대한저항성

을유발한다고보고된바있다. 그러나비만유발과의연관

성을 밝히기 위해서는 CNS에서의 TLR4 signaling

pathway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고, CNS 특이적으로

TLR4의 adaptor인 MyD88을 knockout시킨 (MyD88Δ

CNS) 마우스를제조하게된것이다.

MyD88ΔCNS 마우스는 정상적인 식단을 공급하 을 경우

control 마우스와 유사한 몸무게, 정상적인 에너지 및

glucose 항상성 조절 양상을 보여주었으나, 고지방 식단을

최근의연구동향을이해할수있도록몇편의논문을요약하여하나의주제로소개합니다.

왜고지방식단(high-fat diet)은
비만을유발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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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 을 경우, control 마우스에 비해 몸무게 증가가 현

저히둔화됨을확인할수있었는데, 이는에너지소비의증가

라기보다는주로 음식섭취의감소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또

한, 고지방 식단을 공급한 control 마우스의 경우 leptin에

대한 저항성이 생겨서, 뇌에 leptin을 주입하더라도 음식섭

취량이감소하지않은반면, MyD88ΔCNS 마우스의경우에는

leptin 주입 후에 음식섭취량이 현저히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control 마우스에서와는달리MyD88ΔCNS 마

우스의경우, leptin 주입후, STAT3가현저하게인산화되

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즉, CNS에서 MyD88 signaling

이중단되면고지방에의한비만유발로부터보호를받을수

있으며, leptin에대한민감성이상당히증가한다는것이다.

물론, 이와같은 leptin에대한민감성의회복이고지방식단

후, control 마우스에 비해 MyD88ΔCNS 마우스의 몸무게가

작다는사실에기인한다고생각할수도있다. 이러한가능성

을 배제하기 위해서, 고지방 식단을 약 2주만 공급한 후,

control 마우스와MyD88ΔCNS 마우스의몸무게차이가나기

전에동일한실험을수행한경우에도마찬가지결과를얻을

수 있었다. 즉, 몸무게 차이가 나기 전에 이미 CNS에서

MyD88 signaling을 중단시키게 되면, 고지방 식단을 공급

하더라도leptin에대한민감성을유지할수있다는것이다.

TLR4/MyD88 signaling pathway는 IKK를활성화시키

고, 이는 IκBα를 인산화시켜서 ubiquitin proteasome

system에 의해분해시키고, IκBα로부터분리된 NFκB는핵

내로translocation하게된다. 고지방식단을공급하 을경

우 control 마우스에비해서MyD88ΔCNS 마우스에서는 IKK

의활성화및 IκBα의인산화가현저히둔화되어있음을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또 다른 downstream mediator인

JNK의 활성화에는 별 차이가 없었고, JNK1 knockout 마

우스에고지방식단을공급하 을경우, leptin에대한저항

성이 control 마우스와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으로 미루어

JNK signaling은 음식섭취량이나 leptin에 대한 저항성의

증가와 관련이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마찬가지로, 고지방

식단을 공급한 control 마우스와 MyD88ΔCNS 마우스에서

TNF나 IL-6와같은proinflammatory cytokine의발현양

에도별차이가없었다. 이는 leptin에대한저항성의유발이

고지방 식단이 시상하부의 에너지 항상성 조절에 미치는 향 (Wisse BE, Schwartz MW. Cell Metabolism 10, 241-242, 2009에서 발췌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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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KK에는의존적이지만, NFκB와는무관할수도있음을암시

한다.

마지막으로, CNS에서의MyD88의결손과 IKK의활성화

감소가 고지방 식단 공급 시, 말초조직에서의 당대사

(glucose metabolism)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고농

도의glucose와 insulin을투여한후, 각각혈중glucose 농

도가 얼마나 빨리 정상으로 회복되는지, 얼마나 오래 동안

낮은 glucose 농도(hypoglycemia)를 유지하는지를 관측하

는, glucose tolerance test와 insulin tolerance test를수

행하 다. 그 결과, MyD88ΔCNS 마우스의경우, 고지방식단

에 의한 비만 유발 과정 중, insulin에 대한 민감성이 크게

개선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더 나아가서, palmitate가

control 마우스에서는 insulin에 대한저항성을유발하 음

에도불구하고, MyD88ΔCNS 마우스에서는palmitate에의해

유발된 insulin 저항성이 훨씬 더 완화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요약하면, 고지방식단및포화지방산은CNS

에서 TLR4/MyD88 signaling pathway를 활성화시켜 시

상하부에서 inflammation을 유발하고, 이것은 leptin 및

insulin signaling 저해및이들호르몬에대한저항성을유

발하게된다. 시상하부에서이러한호르몬으로부터의 input

이 감소하게되면시상하부는이를지방의감소로착각하게

되어 에너지소비량에비해 음식섭취량을늘리게 되어, 결국

비만이유발된다. 반면, CNS에서의MyD88 결손은MyD88

signaling pathway의 중단에 의해 시상하부에서의

inflammation을 감소시키고, 고지방 식단에 의해 유발된

몸무게 증가, 고지방 식단 또는 포화지방산에 의해 유발된

leptin에대한저항성및말초조직에서의당대사의손상으로

부터 마우스를 보호하여, 비만 유발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

다. 따라서 TLR4/MyD88의 peptide inhibitor를 제조하여

nasal spray로투여하게되면, 몸전체에퍼지지않고, CNS

에서만 그 농도를 높일 수 있으므로, 비만에 대한 치료약으

로의개발가능성도있을듯하다.  

이번연구결과는비만이시상하부에서의 inflammation

과 leptin에대한저항성을유발하는것이아니라, 시상하부

에서의 inflammation과 leptin에대한저항성이비만을유

발한다는사실을제시하고있다. 단, 몇 가지의문점인고지

방 식단에 의해 활성화된 TLR4/MyD88 signaling

pathway가시상하부의어떤세포(신경세포혹은아교세포)

에서 inflammation을 일으키는지, 만약 신경세포에서

inflammation이 유발된다면, 고지방 식단 또는 지방산 주

입후에 control 마우스와MyD88ΔCNS 마우스에서신경아교

증(gliosis) 정도의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아교세포가 신경

세포의 inflammation에어떠한 향을미치는지등을밝히

기위해서는보다깊은연구가필요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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