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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GC-II Polymorphism of the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 1α (PGC-1α) Gene in Korean Subjects 

with the Metabolic Syndr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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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FLP of PGC-1α gene of 285 Korean women was analyzed by PCR and HpaII restriction. We evaluated the 
correlation between PGC 1 genotypes and biochemical results, using the results of RFLP. Study subjec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normal group (who has been average value of serum biochemical analysis), upper group (who has been 
higher value than average value), and low group (who have been lower value than average value). The frequencies of 
H1H1, H1H2, and H2H2 genotypes were 92 (32%), 85 (32%), and 108 (38%) respectively, and the ratio between H1 and 
H2 alleles was 1:1.1. There were no meaningful differences between biochemical results and PGC-1α genotypes in the 
normal group. But, in upper group, there was significant difference in total cholesterol (P=0.04) level. In the result of 
Turkey multiple comparison test, the P value of H1H1 and H2H2 was 0.059. In upper group, there were noticeable 
differences also in triglyceride (P=0.034) level and glucose (P=0.043) level, respectively. There were important 
differences between H1H1 type and H1H2 type in triglyceride (P=0.029) level and between H1H2 type and H2H2 type in 
glucose (P=0.040) level. This study may provide the PGC-1α genotype patterns for the amounts of lipid and glucose in 
the serum. H2 allele (Ser482) of PGC-1α gene may be related with upper group in Korean wom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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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질환은 생활의 질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중풍, 

고혈압, 고지혈증, 심장병, 당뇨병, 관절통, 요통 등 다양

한 성인병을 유발하여 수명을 단축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ersten, 2002). 비만은 신체의 지방조직이 병적으로 

증가된 상태로 정의되며, 필요한 에너지 요구량보다 더 

많은 에너지를 섭취하면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축적

되면서 체중이 증가하여 비만이 초래된다. 체중 증가의 

초기에는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 (hypertrophic obesity) 

하지만, 이후에는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 (hyperplastic 

obesity)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대사질환은 유전적 감수성과 유전인자의 

상호작용에 의하여 발생되며, 이러한 질환의 환경적 원

인을 분석하여 예방과 치료를 하려는 시도도 중요하지

만 유전적인 요인을 밝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그러

나 비만의 원인 유전자를 찾는 노력에도 불구하고 아

직까지도 확실하게 밝혀지지 않았다. 제 2형 당뇨병의 

경우에도 최근 인슐린 분비 및 작용에 관여하는 insulin 

receptor substrate-2 (IRS-2)를 비롯한 몇 가지 새로운 원인 

유전자가 제시되고 있으나 (Hammarstedt et al., 2003) 현재

까지 확실하게 밝혀 지지 않았다. Issemann (1990) 등에 

의하여 클로닝된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PPAR)는 스테로이드 호르몬 수용체나 비타민 D 수용체

와 유사한 구조를 갖는 DNA 결합형 전사인자로 작용하

며 α, β, γ의 세 가지의 아형이 밝혀져 있다 (Auboeuf et 

al., 1997). PPAR α는 음식 섭취량 변화와 렙틴 (leptin)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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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발현과 무관한 기전으로 지방조직을 감소시킨다. 또

한 PPAR α activator는 간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지방산의 

베타 산화과정과 케톤의 생성과정을 증가시켜 지방산의 

생성을 감소시키며, 초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의 생산을 

감소시킨다 (Brady et al., 1989). PPAR β는 모든 조직에 널

리 분포하지만 작용기작은 확실하게 알려져 있지 않으

며, PPAR γ는 지방세포의 분화에 관여한다고 알려져 있

다 (Park et al., 1997). 비만 및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한 유전자 돌연변이 연구는 서구인을 대상으로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다 (Poulsen, et al., 2003). Yen (1997) 등은 당뇨

병 환자들을 대상으로 PPAR γ 유전자의 돌연변이를 조

사한 결과 34번째 염기가 C에서 G로 치환되어 12번째 

아미노산이 proline에서 alanine으로 변형되었으며, 제 2형 

당뇨병과 유의한 연관이 있으며 서구인에서 PPAR γ 유전

자의 Pro12Ala 변이가 체질량지수 (BMI) 및 체중과 유의

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어 비만과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 

최근 지방 및 포도당 대사에 관여하는 새로운 유전자

인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 1α 

(PGC-1α)가 제 2형 당뇨병과 다른 대사질환 유전자와 연

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GC-1α는 갈색지방

조직에서 PPAR γ에 대한 coactivator로써 작용하며 지방

조직, 골격근과 심장에서 미토콘드리아의 수적 증가와 

에너지 대사를 촉진시킨다 (Scarpulla, 2002). 또한 PGC-

1α의 과발현은 지방산의 산화 (β-oxidation)와 포도당신

생 (gluconeogenesis)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져 있다 

(Klover and Mooney, 2004). 그러나 당뇨 환자나 당뇨성

향 환자의 골격근에서는 PGC-1α의 활성 감소와 낮은 

유전자 발현이 보고되었으며 비만증 환자의 골격근에

서도 PGC-1α 유전자의 발현이 감소된 것으로 알려졌다 

(Herzig et al., 2001). PGC-1α 유전자가 Gly482Ser으로 치

환된 경우 인슐린에 대한 감수성이 감소하여 당뇨병 발

생 위험이 증가하며, 골격근의 지방산 산화에 영향을 주

어서 비만, 당뇨와 인슐린 저항성 등의 위험이 초래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한국인 여성을 대상으로 

PGC-1α 유전자의 RFLP와 고지혈증 및 당뇨병과 관련

된 일반화학검사 중에서 혈중 total 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hemoglobin A1c (HbA1c)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연구 대상 

실험 대상자는 2005년 1월부터 2005년 3월까지 천안

시 C종합병원 건강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성인 

여성 중 본 연구의 취지를 설명한 후 이에 동의한 여성 

285명 (연령 30~91)을 대상으로 연구를 하였으며 평균 

연령은 52.7세 였다. 

방법 

생화학적 분석. 검사 전날 저녁식사 후 14시간 이상 공

복상태를 유지한 후 8 ml의 정맥혈을 채혈하여 혈청으

로 분리하였다. 혈청의 생화학검사 중 total cholesterol은 

oxidase법, HDL-cholesterol은 phosphotungstic acid-MGCl2 

침전법, triglyceride는 glycerol 비소거법, glucose는 glucose 

oxidase법으로 Olympus AU400 (Olympus, Japan) 화학분석

기기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HbA1c 분석은 화학분석기

기인 INTEGRA 400 (Roche, Baser, Swiss)을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PGC-1α 유전자의 RFLP의 분석. DNA의 추출은 G-spin 

for blood kit (Intron,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분리하였

다. 추출한 DNA는 1.5 ml 튜브에 5 μl 씩 분주하여 실험

기간 동안 -20℃에서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PGC-1α 유전자의 RFLP은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을 이용하여 PGC-1α 유전자의 Gly482Ser (GGT→

AGT) 지역을 포함하는 뉴클레오티드 1029~1807 부위를 

증폭하였으며 RFLP는 HpaII 제한효소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PCR은 TECHNE PCR (Techne, Cambridge, UK)을 

이용하였다. 

PGC-1α 유전자의 Gly482Ser 지역의 증폭을 위한 up 

primer는 5'-GCC AAC CAA GAT AAC CCT TTT AG-3'와 

down primer는 5'-GGG GTC TTT GAG AAA ATA AGG-3'

을 이용하였다. PCR은 premix (Intron, Daejeon, Korea)에 

primer를 각각 10 pmoles로 첨가하고 주형 DNA (genomic 

template) 50 ng를 가한 후 최종 20 μl가 되도록 하여 반

응시켰다. PCR 조건은 predenaturation 과정으로 94℃에서 

5분간을 수행하고 denaturation은 94℃에서 1분, annealing

은 57℃에서 1분 20초, extension은 72℃에서 50초를 한 

주기로 35회 반복한 다음, 72℃에서 5분간 postextension

을 시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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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482 (H1H1) allele는 제한효소 HpaII 인식부위의 결

손에 의해 778 bp 단일밴드이고, Ser482 (H2H2) allele는 

HpaII 인식부위의 삽입에 따라 533 bp와 245 bp의 두 가

지 밴드이며 Gly482Ser (H1H2) 이형 접합체는 한쪽 절편

이 HpaII 효소에 의해 절단되어 778 bp, 533 bp와 245 bp

의 세 가지 밴드를 나타내었다. 

통계분석 

자료의 통계분석은 SPSS-PC (version 10.1)를 이용하여 

실시하였고, 분석 결과는 평균 ± 표준편차로 표기하였다. 

유전자 형질에 따른 평균차이는 변량분석 (ANOVA)으로 

표현하였다. 군에 따른 유전자 RFLP의 비교는 독립표본 

T-검정을 하였다. 사후검증은 Turkey법을 이용하였다.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경우는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로 정

의하였다. 

 

결  과 

연구대상자의 특성 

연구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52.7이었으며 total cholesterol 

평균 농도는 203.3 mg/dl, triglyceride는 130.5 mg/dl, glucose

는 121.5 mg/dl, HDL-cholesterol은 52.4 mg/dl, HbA1c는 

5.7%이었다. 연구의 대상자 (n=285, 여성) 중 혈청의 생

화학적 특성에서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HDL-cholesterol과 HbA1c의 정상범위에 포함되는 대상자

는 191명 (67%), 191명(67%), 195명 (68%), 241명 (85%)과 

242명 (85%)이었으며 정상군이라고 명명하였다. 측정 항

목에서 높은 결과를 나타낸 대상자는 각각 94명 (33%), 

94명 (33%), 90명 (32%), 44명 (15%)과 43명 (15%)으로 

높은 수치군으로 명명하였다 (Table 1). 

PGC-1α 유전자형에 따른 생화학적 특성 

PGC-1α 유전자 다형은 실험대상자 285명 중 H1H1형은 

92명 (32%), H1H2형은 85명 (30%), H2H2형은 108명 (38%)

으로 H2H2형이 다른 RFLP에 비교하여 약간 많았다. H1 

allele는 269 (47%)이고, H2 allele는 301 (53%)로 H2 allele가 

H1 allele 보다 약간 많았다. H1 allele와 H2 allele의 비율은 

1대 1.1이었다.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HDL-

cholesterol과 HbA1c의 평균 농도와 PGC-1α 유전자형의 

RFLP간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Table 2). 

정상군과 높은 수치군의 PGC-1α 유전자 다형 

정상군에서의 total cholesterol allele는 382명 중 H1 allele

가 183명 (48%)이었고, H2 allele가 199명 (52%)이었으며 

H2 allele가 H1 allele 보다 약간 많았다. H1 allele의 평균 

농도는 178.2 mg/dl이었고 H2 allele의 평균 농도는 179.2 

mg/dl이었다. Total cholesterol의 정상군에서 H1 allele와 H2 

allele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697). 높은 수치군의 

allele는 188명 중 H1 allele가 86명 (46%)이었고 H2 allele

는 102명 (54%)이었으며 H2 allele가 H1 allele 보다 약간 

많았다. 평균 농도는 H1 allele가 246.6 mg/dl, H2 allele가 

259.0 mg/dl이었다. 높은 수치군에서 H1 allele와 H2 allele

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06, Table 2). 

정상군에서 triglyceride의 allele는 382명 중 H1 allele가 

181명 (47%)이었고, H2 allele가 201명 (53%)이었으며 H2 

Table 1. Biochemical characteristics of all subjects 

Variables Means Standard deviation

Age (years)  52.7 13.7 

Total cholesterol (mg/dl) 203.3 45.2 

Triglyceride (mg/dl) 130.5 80.5 

Glucose (mg/dl) 121.5 55.0 

HDL-cholesterol (mg/dl)  52.4 13.9 

HbA1c (%)   5.71  1.1 

Table 2. Comparison of biochemical characteristics with PGC-1 genotypes 

Genotypes 

Variables H1H1 
n=92 (32%) 

H1H2 
n=85 (30%) 

H2H2 
n=108 (38%) 

F-value P-value 

Total cholesterol (mg/dl) 198.4 ± 39.6 203.7 ± 44.8 207.3 ± 49.6 0.963 0.383 

Triglyceride (mg/dl) 127.4 ± 66.4 127.6 ± 90.5 135.3 ± 83.5 0.317 0.729 

glucose (mg/dl) 117.7 ± 46.3 121.2 ± 41.0 125.1 ± 69.6 0.447 0.640 

HDL-cholesterol (mg/dl)  53.3 ± 13.5  52.0 ± 13.0  52.0 ± 14.8 0.258 0.773 

HbA1c (%)  5.7 ± 1.1  5.6 ± 0.5  5.7 ± 1.3 0.470 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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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le가 H1 allele 보다 약간 많았다. H1 allele의 평균 농

도는 87.7 mg/dl, H2 allele의 평균 농도는 85.2 mg/dl이었

다. Triglyceride의 정상군에서 H1 allele와 H2 allele는 유의

한 차이가 없었다 (P=0.374). Triglyceride의 높은 수치군

에서 PGC-1α 유전자형은 Turkey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

과 H1H1과 H1H2형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 

0.029). 높은 수치군의 allele는 88명 중 H1 allele가 68명 

(77%)이었고 H2 allele는 20명 (23%)이었다. H1 allele가 H2 

allele 보다 약간 많았으나 평균 농도는 H1 allele가 196.4 

mg/dl, H2 allele가 251.9 mg/dl로 H2 allele가 H1 allele 보다 

높았다. 높은 수치군에서 triglyceride는 H1 allele와 H2 

allele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39, Table 3). 

Glucose의 정상군에서 H1 allele와 H2 allele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804). 높은 수치군 내에서 PGC-1α 

유전자 RFLP간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43), 

Turkey의 사후검정을 실시한 결과 H1H2과 H2H2형 사이

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P=0.040). 높은 수치군의 

allele는 180명 중 H1 allele가 86명 (48%)이었고 H2 allele

는 94명 (52%)이었다. H2 allele가 H1 allele 보다 많았으며 

평균 농도에서도 H1 allele는 167.8 mg/dl, H2 allele는 187.9 

mg/dl로 H2 allele의 농도가 약간 높았다. 높은 수치군에

서 glucose는 H1 allele와 H2 allele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

가 있었다 (P=0.039, Table 3). 

HDL-cholesterol의 정상군에서 PGC-1α 유전자 RFLP간

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508). 

높은 수치군의 allele는 88명 중 H1 allele가 47명 (53%)

이었고 H2 allele는 41명 (47%)이었다. H1 allele가 H2 allele 

보다 약간 많았으며 평균 농도에서는 H1 allele는 74.2 

mg/ dl, H2 allele는 77.5 mg/dl로 H2 allele의 농도가 약간 높

았다. 높은 수치군에서 HDL-cholesterol는 H1 allele와 H2 

Table 3. The genotypic differences of PGC-1α gene between normal group and upper group 

 Genotype Normal group Upper group 

Total cholesterol  n=191 mg/dl n=94 mg/dl 

H1H1 66 (35%) 179.8 ± 28.6 26 (28%) 245.5 ± 19.3 

H1H2 51 (27%) 173.8 ± 26.8 34 (36%) 248.4 ± 24.4 H1H1/H2H2 
(P=0.059) 

H2H2 74 (39%) 181.1 ± 24.3 34 (36%) 264.3 ± 42.4* 

 P-value 0.298  0.040  

Triglyceride  n=191 mg/dl n=94 mg/dl 

H1H1 58 (30%)  86.9 ± 27.7 34 (36%) 196.4 ± 55.3* 

H1H2 65 (34%)  89.4 ± 30.0 20 (21%) 251.9 ± 109.2 
H1H1/H1H2 
(P=0.029) 
 H2H2 68 (36%)  83.2 ± 28.6 40 (43%) 224.1 ± 70.0 

 P-value 0.457  0.034  

Glucose  n=195 mg/dl n=90 mg/dl 

H1H1 65 (33%)  95.2 ± 14.2 27 (30%) 171.8 ± 52.2 

H1H2 53 (27%)  97.1 ± 12.9 32 (36%) 161.0 ± 40.7* 

H2H2 77 (39%)  94.2 ± 14.2 31 (34%) 201.8 ± 90.9 
H1H2/H2H2 
(P=0.040) 

P-value 0.492  0.043  

HDL-cholesterol  n=241 mg/dl n=44 mg/dl 

 H1H1 77 (32%) 49.07 ± 9.9 15 (34%) 75.1 ± 7.2 

 H1H2 73 (30%) 48.3 ± 8.8 12 (27%)  74.4 ± 13.0 

 H2H2 91 (38%)  47.3 ± 10.4 17 (39%) 77.3 ± 7.8 

 P-value 0.508  0.659  

HbA1c  n=242 % n=43 % 

 H1H1 78 (32%)  5.3 ± 0.4 14 (33%)  7.8 ± 1.2 

 H1H2 75 (31%)  5.2 ± 0.3 10 (23%)  8.1 ± 1.1 

 H2H2 89 (37%)  5.2 ± 0.3 19 (44%)  8.1 ± 1.6 

 P-value 0.326  0.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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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lele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093, Table 4). 

HbA1c의 정상군에서 PGC-1α 유전자 RFLP간에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P=0.326). 정상군에서 

HbA1c의 allele는 484명 중 H1 allele가 231명 (48%), H2 

allele가 253명 (52%)이었으며 H2 allele가 H1 allele 보다 

약간 많았다. H1 allele와 H2 allele의 평균 농도는 5.3%와 

5.2 %이었다. HbA1c의 정상군에서 H1 allele와 H2 allele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0.127). HbA1c 높은 수치군에

서의 PGC-1α 유전자형은 43명 중 H1H1형은 14명 (33%), 

H1H2형은 10명 (23%), H2H2형은 19명 (44%)으로 H2H2

형이 다른 유전자형보다 많았다. 평균 농도는 H1H1형이 

7.8%, H1H2형이 8.1%, H2H2형이 8.1%이었다. 높은 수치군

에서도 PGC-1α 유전자 RFLP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았다 (P=0.792). 높은 수치군의 allele는 86명 중 H1 

allele가 38명 (44%)이었고 H2 allele는 48명 (56%)이었으

며 H2 allele가 H1 allele 보다 약간 많았다. 평균 농도는 

H1 allele는 7.9%, H2 allele는 8.1%로 H2 allele의 농도가 H1 

allele 보다 약간 높았다. 높은 수치군에서의 HbA1c는 H1 

allele와 H2 allele 사이에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0.414, Table 4). 

 

고  찰 

 

PGC-1α 유전자형은 에너지 대사와 관련되어 중추적 역

할을 담당하는 유전자의 전사 (Goto et al., 2000; Puigserver 

et al., 2001)를 조절하며 주로 심장근, 골격근, 신장, 간 

및 갈색지방조직에서 발현된다 (Hara et al., 2002). 또한 

PGC-1α의 활성은 운동 직후 골격근 (Andersen et al., 

2001)에서 갈색지방조직이 저온에 노출 (Kersten, 2002)되

거나 사이토카인에 반응 (Boden, 1997)하여 세포 대사율

이 변화함에 따라 조절된다. 사람의 PGC-1α 유전자는 

4p15.1에 위치하며 PGC-1α 유전자의 단일 뉴클레오티드 

다형성으로 유도된 아미노산 Gly482Ser 치환은 일본인과 

덴마크인의 연구에서 인슐린 저항성 및 제 2형 당뇨 감

수성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Abel et al., 

2001; Carvalho et al., 2001). 

Table 4. The allele frequencies of PGC-1α gene between normal group and upper group 

 Allele Normal group Upper group 

Total cholesterol  n=382 mg/dl n=188 mg/dl 

 H1 183 (48%) 178.2 ± 28.1  86 (46%)  246.6 ± 21.3 

 H2 199 (52%) 179.3 ± 25.1 102 (54%) 259.02 ± 32.8 

 P-value 0.697  0.006  

Triglyceride  n=382 mg/dl n=88 mg/dl 

 H1 181 (47%)  87.8 ± 28.4  68 (77%)  196.4 ± 54.9 

 H2 201 (53%)  85.2 ± 29.1  20 (23%)   251.9 ± 109.2

 P-value 0.374  0.039  

Glucose  n=313 mg/dl n=180 mg/dl 

 H1 183 (58%)  95.8 ± 13.8  86 (48%)  167.8 ± 47.9 

 H2 130 (42%)  95.4 ± 13.7  94 (52%)  187.9 ± 79.1 

 P-value 0.804  0.039  

HDL-cholesterol  n=482 mg/dl n=88 mg/dl 

 H1 227 (47%) 48.8 ± 9.5  47 (53%)  74.2 ± 8.7 

 H2 255 (53%) 47.6 ± 9.9  41 (47%)  77.5 ± 9.3 

 P-value 0.17  0.093  

HbA1c  n=484 % n=86 % 

 H1 231 (48%)  5.3 ± 0.4  38 (44%)   7.9 ± 1.1 

 H2 253 (52%)  5.2 ± 0.3  48 (56%)   8.1 ± 1.4 

 P-value 0.127  0.414  

Values are mean ± standard deviation 
Number in parentheses is percen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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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의 연구 결과로부터 다양한 신호전달물질의 분비

가 지방조직에서 인슐린 감수성을 체계적으로 조절하

는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Zierath et al., 2000; Louise et 

al., 2005), 지방조직의 내분비 기능은 인슐린 저항성 환자

의 지방조직 (Boustead et al., 2003) 및 골격근에서 insulin 

receptor substrate-1 (IRS-1), glucose transporter isoform-4 

(GLUT-4)와 같은 인슐린 신호전달물질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본 연

구에서 glucose는 높은 수치군에서 PGC-1α 유전자 RFLP 

간의 유의한 차이가 있었으며 (P=0.043) H1과 H2 유전자

형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P=0.039). 한국인의 혈중 

glucose와 PGC-1α 유전자형과의 관계에서 H1 유전자형

은 48%, H2 유전자형은 52%이었으며 H2를 포함하는 경

우 의미 있게 혈중 glucose의 평균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

으므로 PGC-1α 유전자의 RFLP는 당뇨질환과 관계가 있

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다. 

대사질환은 환경, 유전적 요인 및 질병 등 다양한 원인

에 의해 유발되며 현재까지도 많은 대사질환의 정확한 

유전적 특성은 밝혀지지 않고 있다. 심혈관 질환 (CHD; 

coronary heart disease)을 일으키는 대사관련 위험요소 중 

지질과 비지질 인자의 체내 순환은 PGC-1α 유전자형과 

관련이 깊으며 PGC-1α 유전자형은 지질대사와 관련된 

유전자의 상위 신호 전달계에 위치하므로 복부비만 이

상지질혈증, 고혈압 등과 같은 대사질환과도 관련이 있

다고 알려졌다 (Himms-Hagen, 1990). 

최근 연구에서 PPAR-γ 유전자의 Pro12Ala 다형은 대

사질환의 위험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 (Puigserver 

et al., 1998)되었으며, PPAR-γ의 상위 신호 전달계에 위

치하는 PGC-1α이 대사질환과 관련된 새로운 연구대상

이 되고 있다. PGC-1α은 대사와 관련된 신호 전달계에

서 PPAR-α, PPAR-γ, myocyte enhancer factor 2C (MEF2C)와 

hepatocyte nuclear factor-4α (HNF-4α)의 전사조절 coactivator

로서 작용한다. 이 중 PPAR-α와 PPAR-γ는 지질의 저장 

및 지방조직의 대사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며 

(Goto et al., 2000), MEF2C는 골격근에서 GLUT-4의 발현을 

조절한다. 또한 HNF-4α는 간세포에서 포도당신생과 관

련하여 PGC-1α 유전자의 작용으로 glucose-6-phosphatase

의 발현을 조절하므로 건강한 일반인보다 인슐린 저항성 

환자에서 PGC-1α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Hara et al., 2002). 이러한 연구결과는 PGC-1α가 생체 

내에서 지질과 포도당의 항상성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 연구에서도 생화학적 측정 항목 중 total cholesterol

과 triglyceride, glucose의 농도는 PGC-1α 유전자의 RFLP

와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 Total cholesterol과 trigly- 

ceride의 농도는 정상군에서는 유의성이 없었으며 높은 

수치군에서는 각각 P=0.04와 P=0.034의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고, H1과 H2 유전자형에서도 각각 P=0.006와 

P=0.039의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한국인의 혈중 total 

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농도와 PGC-1α 유전자형과의 

관계에서 H1 유전자형은 각각 46%, 77%, H2 유전자형은 

54%, 23%이었으며 H2를 포함하는 경우 의미 있게 혈중 

total cholesterol과 triglyceride의 농도가 높게 측정되었다. 

이상과 같은 결과로부터 한국인에서 지질대사와 관련된 

PGC-1α 유전자형을 H2로 갖는 경우 PGC-1α의 기능이

상으로 지질대사 능력이 감소되어 혈중 지질 농도의 증

가를 일으키는 것으로 추측된다. 

본 연구에서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와 glucose의 혈

중 농도와 PGC-1α 유전자형과의 관계에서 통계적 유의

성은 확인되었으나, 그 차이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으

므로 PGC-1α 유전자형과 당뇨질환 또는 지질대사질환과 

관계를 명확하게 판단할 수는 없었다. 또한 본 연구의 

대상이 당뇨이상이나 고지혈증과 관련이 없는 일반인이

었고 전체 검사 집단의 크기가 작은 한계를 포함하였으

므로 표본적인 한국인에서의 PGC-1α 유전자의 다형분

포를 확인하는데 그쳤다. 이와 같이 한국인에서 H2 유

전자형이 당뇨질환과 지질대사와 관련된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와 glucose의 농도가 높게 나타난 결과의 보완

이 필요하다. 따라서 PGC-1α 유전자 다형성과 당뇨병성 

신증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 진행에 영향을 미치는 병태 

생리를 정확히 알아보기 위해서는 앞으로 본 연구의 한

계를 극복하는 보다 대규모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 

또는 정상인과 대사질환자의 연관성을 측정하는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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