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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effect of defatted grape seed extract (DGSE)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in 3T3-L1 preadipocytes. DGSE at 100 μg/mL significantly suppressed lipid accumulation and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activity in hormonally stimulated adipocytes, an indicator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In order to understand the anti-adipogenic effects of DGSE, the changes in the expression of 
several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including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γ, CCAAT/ 
enhancer-binding protein (C/EBP) α  and β  were investigated using immunoblotting. DGSE suppressed the 
expression of PPARγ, C/EBPα, and C/EBPβ proteins compared with control adipocytes in a dose-dependent 
manner. This results indicated that DGSE may alter fat mass by directly affecting adipogensis in maturing 
preadipocytes and thus may have applications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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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은 서구화된 식습   생활습 의 변화로 인한 에

지 과잉 공 으로 비만 인구가 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다. 비만은 더 이상 외모만의 문제로 간주되지 않으며 당뇨, 

고 압, 심 질환  염증성 질환 등과 같은 성인병을 유

발하는 주요 험 요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밝 졌다(1). 이

에 따라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의 지방세포 분화  신호 달 

과정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4). 3T3-L1 세

포는 preadipocyte에서 다양한 호르몬  transcription fac-

tor(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PPAR) γ, 
CCAAT/enhancer-binding proteins(C/EBP), sterol regul-

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SREBP))에 의해 mature 

adipocyte로 분화되면서 세포내 triglyceride(TG) 축 에 

여하는 다양한 adipogenic gene과 효소 활성이 증가된다

(5,6).

와인  포도 가공품의 산업 부산물인 포도씨에는 상당량

의 procyanidin  tocotrienol이 존재하고 있다. 포도씨의 

phytochemical들은 체내 reactive oxygen species(ROS) 의

해 유발되는 암, 비만, 고지 증  당뇨 등과 같은 만성질환

의 방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gchi 등(7)은 포

도씨의 proanthocyanidin이 항암, 항알 르기, 항균, 항바이

러스, 항염, LDL 산화억제 등의 효과뿐만 아니라 심 질

환 방효과  면역증강효과를 갖는 것으로 보고하 다. 

Shao 등(8)은 cardiomyocyte에 있어 H2O2에 의해 유발된 

산화  스트 스에 해 포도씨 proanthocyanidin이 농도 

의존 으로 세포 생존율을 증가시키는 것을 보고하 다. 

와 같이 지 까지 포도씨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밝 졌지만 

항비만 활성에 한 연구는 극히 미비한 실정이다. Moreno 

등(9)은 포도씨 에탄올 추출물이 in vitro에서 pancreatic 

lipase, lipoprotein lipase, hormone sensitive lipase 등 지질

사 련 효소의 활성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함으로써 항

비만 효과를 입증한바 있다. 한 Ardévol 등(10)은 포도씨 

추출물이 catechin  epicatechin보다 효과 으로 지방세포 

내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GPDH)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본 연구에서는 가공 부산물로 폐기되는 포도씨 탈지박 추

출물의 3T3-L1 세포내 TG 축  억제 효과  이에 여하

는 GPDH 활성과 PPARγ  C/EBPα, C/EBPβ 단백질 발

억제 효과를 밝히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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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재료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fetal bovine serum(FBS), bovine calf 

serum(BCS), trypsin-EDTA  penicillin-streptomycin은 

GIBCO 사(Gaithersburg, MD, USA)에서 구입하 다. In-

sulin, isobutyl methyl xanthine(IBMX), dexamethasone 

(Dex), dimethyl sulfoxide(DMSO)  3-(4,5-dimethyl- 

thiazol-2-yl)-2,5-diphenyl-terazolium bromide(MTT)는 

Sigma 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Western blotting에 사용된 PPARγ, C/EBPα, C/EBPβ, β- 
actin 1차항체  anti-mouse IgG와 anti-rabbit IgG은 

Santa Cruz 사(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 다.

Defatted grape seed extract(DGSE)의 제조

Campbell Early 포도씨(Vitis labruscana B.) 100 g에 

hexane 2 L를 가하여 24시간 진탕하여 탈지하 다. 탈지된 

포도씨 50 g에 methanol 500 mL을 가한 뒤 상온에서 24시간 

추출하 다. 추출 후 고형분은 Toyo No. 2 여과지를 이용하

여 분리하 고 상징액은 감압농축기(EYELA, Tokyo, Japan)

를 사용하여 40
oC 이하에서 감압 농축하여 용매를 완 히 

제거하 다. 추출 잔사는 DMSO에 100 mg/mL의 농도로 

재용해 하 으며 -20oC에서 보 하면서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에 사용된 추출물은 모두 0.2 μm filter를 사용하여 멸균

한 후 사용하 다.

3T3-L1 preadipocyte의 분화 유도

실험에 사용된 3T3-L1 preadipocyte는 ATCC(CL-193, 

Manassas, VA, USA)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 증식은 10% 

BCS가 함유된 DMEM을 이용하 으며 분화 유도  성숙 

배지로는 10% FBS-DMEM을 이용하 다. Preadipocyte를 

6-well plate에 1×105 cells/well의 농도로 seeding 한 뒤 세

포가 confluent stage에 도달하면 5 μg/mL insulin, 0.5 mM 

IBMX, 1 μM Dex를 첨가한 10% FBS DMEM을 사용하여 

이틀간 분화유도 하 으며 이때 DGSE의 축   분화억제

력을 확인하기 해 시료를 0～200 μg/mL의 농도로 배지에 

첨가하 다. 분화 유도 후 4일 동안 insulin만 첨가한 배지를 

이용함으로써 지방세포를 성숙시켰다.

Oil Red O staining

Preadipocyte의 분화  성숙 6일 후에 배지를 제거한 뒤 

PBS를 이용하여 수차례 세척한 뒤 10% formalin 용액을 

이용하여 세포를 고정하고 세포내 생성된 lipid droplet과 특

이 으로 반응하는 0.3% Oil Red O 용액을 이용하여 염색하

다. 염색된 세포는 미경 찰 후 isopropanol을 이용하여 

용해한 뒤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한 뒤 조군의 흡 도 

값에 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GPDH activity

분화  성숙 6일 후에 배지를 제거한 뒤 PBS를 이용하여 

수차례 세척하고 sonicator(Vibra-Cell VCX 750, Sonics & 

Materials, Inc., Newtown, CT, USA)를 이용하여 세포 단백

질을 추출하 고, cell lysate의 GPDH활성 측정은 TaKaRa

사(Otsu, Japan)의 GPDH assay kit를 사용하 다. 효소활성 

1 unit은 1 nmol NADH/min/protein으로 나타내었다. 세포

의 단백질 함량은 BCA protein assay kit(Pierce, Rockford, 

IL, USA)에 의해 측정하 다.

Immunoblotting

지방 분화에 여하는 표  transcription factor인 PPAR

γ, C/EBPα  C/EBPβ의 발 에 한 DGSE의 억제 활성을 

확인하기 해 immunoblotting을 실시하 다. Preadipocyte

의 분화가 완료되면 세포에 cell lysis buffer(iNtRon, Seong-

nam, Korea)를 가하여 4
oC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세포 용액

을 12,000 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 단백질 용액

을 얻었다. DGSE 처리 농도별 cell lysate는 각각 BCA assay

를 이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 고 cell lysate의 단백질 농도

를 10 μg으로 조정하여 10% SDS polyacrylamide gel에서 

기 동을 실시하 다. 기 동 된 SDS poly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transfer 한 후 5% skim 

milk를 이용하여 1시간 동안 blocking하 다. PPARγ, C/EBP
α  C/EBPβ의 1차 항체는 1:500의 비율로 상온에서 2시간 

부착시킨 뒤 수차례 세척하고 각각의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부착시켰다. 항체 반응이 끝난 membrane에 ECL 

detection reagent(Pierce, Rockford, IL, USA)를 처리하고 

X-ray flim에 감 시켜 상하 다.

결과  고찰

DGSE의 TG 생성에 한 해효과

본 연구에서는 농산 가공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포도씨 

탈지박 methanol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DGSE에 의한 TG 생성 해효과를 측정하기 해 시료

를 3T3-L1 preadipocyte에 농도별(0, 25, 50, 100, 200 μg/ 

mL)로 처리하면서 분화를 유도하 다. 비 실험을 통하여 

500 μg/mL 농도까지 DGSE는 3T3-L1 세포에 하여 독성

을 나타내지 않는 것을 MTT assay를 통해 확인하 으며 

DMSO의 독성도 보이지 않았다. 한 2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시료 간 활성 차이를 나타내지 않아 200 μg/mL

를 최  농도로 결정하 다.

3T3-L1 adipocyte 내 TG 생성은 Oil Red O staining에 

의해 preadipocyte가 호르몬 유도에 의해 분화  성숙되면

서 생성되는 지방을 염색한 뒤 흡 도를 측정함으로써 DGSE

의 효과를 확인하 다. TG 생성은 DGSE를 25, 50, 100, 200 

μg/mL 처리하 을 때 조군에 비해 각각 92, 78, 22  11%

로 농도 의존 으로 히 감소하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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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defatted grape seed extracts (DGSE) on lipid 
accumulation (% control) in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DGSE for 4 days (days 0～4) during 
differentiation. Lipid content was measured on day 6 by Oil- 
O-Red staining method. Assay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s for 
each treatment. Values are means±SEM.

DGSE의 GPDH 해효과

GPDH는 지방  근육세포에서 dihydroxyacetone pho-

sphate를 glycerol-3-phosphate로 환함으로써 TG 생합

성에 여하는 효소 의 하나이다(11). 따라서 DGSE에 의

한 TG 생성 감소에 GPDH의 여 여부를 알아보기 해 

DGSE를 농도별로 처리하 다. 50 μg/mL까지는 시료 간 유

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00 μg/mL 이상에서는 

GPDH를 히 해(92%)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본 연구에서는 GPDH의 mRNA 발  양을 측정하지 않았지

만 기존 보고에 의하면 GPDH는 preadipocyte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면서 그 발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밝 졌다(12). 따

라서 연구결과 지방 세포 내 TG 생성 억제는 DGSE의 

GPDH 활성 억제가 여하며 나아가 DGSE가 GPDH의 발

에도 향을 나타낼 것으로 생각된다.

Hsu와 Yen(3)에 의하면 식물체에 존재하는 phenolic com-

pounds 즉, coumaric acid, EGCG, procynidin  pycno-

genol이 μM 농도 수 에서 효과 으로 지방세포 내 TG 생

Fig. 2. Effect of defatted grape seed extracts (DGSE) on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GPDH) activity (unit/ 
mg protein) differentiated in 3T3-L1 adi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DGSE for 4 days (days 0～4) during differentiation. 
Assay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s for each treatment. Values 
are means±SEM. 

성  GPDH 활성을 억제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DGSE 역시 포도씨 탈지박 methanol 추출

물로부터 얻은 시료로써 상당량의 procyanidin들이 함유되

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세포내 TG 생성 억제 활성을 나타

내는 주요 성분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13).

DGSE의 PPARγ, C/EBPα, C/EBPβ 단백질 발  억제

Preadipocyte가 adipocyte로 분화하는 과정에는 Fig. 1의 

사진에 나타낸 바와 같이 형태  변화뿐 아니라 다양한 

adipocytokine의 분비  transcription factor와 adipogenic 

protein의 발 이 수반된다. PPARγ  C/EBP α와 β 지방세

포에 나타내는 특이 인 사 인자로서 C/EBPβ는 분화 

기에 PPARγ와 C/EBPα는 분화 후기에 발 되어 여러 leptin 

 adiponetin과 aP2  FAS 등과 같은 adipocytokine과 

adipogenic protein 발 에 요한 역할을 한다(4).

본 연구에서는 DGSE의 PPARγ와 C/EBPα  β 단백질 

발  억제활성을 확인하기 해 시료를 3T3-L1 preadi-

pocyte에 농도별(0, 25, 50, 100, 200 μg/mL)로 처리하면서 

분화를 유도하 다. 호르몬 처리에 따라 각각의 세 단백질 

모두 발 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5). 

세 사인자 모두 200 μg/mL에서는 95% 이상의 높은 발  

억제 활성을 나타내었으며 100 μg/mL에서도 약 50% 이상

의 높은 활성을 나타냄에 따라 PSE의 지방분화 억제활성은 

주요 사인자의 발  감소가 adipogenic protein의 발 을 

억제시킴으로써 최종 으로 세포 내 TG 생성을 일 수 있

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연구 보고에 의하면 PPARγ
와 C/EBP 발 은 cAMP-response element binding pro-

tein(CREB)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tien(ERK)

의 activation이 C/EBP 발 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

려졌다(14). 한 에 지 사 항상성에 여하는 A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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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defatted grape seed extracts (DGSE) on 
C/EBPβ  protein expression in differentiated 3T3-L1 adi-
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DGSE for 4 days (days 0～4) 
during differentiation. Assay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s for 
each treatment. Values are means±SEM. 

Fig. 4. Effect of defatted grape seed extracts (DGSE) on 
C/EBPα protein expression in differentiated 3T3-L1 adi-
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DGSE for 4 days (days 0～4) 
during differentiation. Assay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s for 
each treatment. Values are means±SEM. 

Fig. 5. Effect of defatted grape seed extracts (DGSE) on 
PPARγ  protein expression in differentiated 3T3-L1 adi-
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DGSE for 4 days (days 0～4) 
during differentiation. Assays were performed in triplicates for 
each treatment. Values are means±SEM. 

activated protein kinase(AMPK) 경로 역시 다양한 phy-

tochemical에 의해 억제 혹은 활성화됨에 따라 3T3-L1 지방

세포의 lypolysis에 향을 미침으로써 항비만 활성을 나타

내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15-17). 따라서 본 연구에도 up- 

stream 단계의 signaling proteins의 활성화  AMPK 경로

에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지 까지 포도씨 procyanidin에 한 연구는 항산화, 항

암, 항염증 활성에 이 맞춰져 있었다. Moreno 등(9)이 

포도씨 에탄올 추출물 자체의 in vitro lipase 억제활성을 보

고한 것을 제외하곤 포도씨 procyanidin의 항비만 연구는 

추출물이 아닌 catechin  epicatechin 등의 표 품을 이용

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활성  lipolysis 활성에 국한되어 

있음을 문헌고찰을 통해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사

용된 포도씨 메탄올 추출물의 procyanidin 조성에 한 연구

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3T3- L1 

preadipocyte에 있어 호르몬 유도에 의한 TG 생성  주요 

사인자(PPARγ  C/EBP α와 β)의 발 을 확인하 으며 

DGSE의 효과 인 억제활성을 증명하 다. 포도씨 기름 가

공 폐기물로부터 제조된 DGSE가 100 μg/mL의 비교  낮은 

농도에서도 우수한 지방 분화억제 활성을 나타내어 경제

이며 효과 인 항비만 기능성식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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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농산 가공 폐기물로 버려지고 있는 포도씨 

탈지박 methanol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을 확인하고자 하

다. DGSE에 의한 TG 생성 해효과를 측정하기 해 시료

를 3T3-L1 preadipocyte에 농도별(0, 25, 50, 100, 200 μg/ 

mL)로 처리하면서 분화를 유도하 다. 실험 결과 DGSE는 

지방세포내의 TG 생성과 GPDH 활성  주요 사 인자인 

PPARγ  C/EBP α와 β의 발 을 농도 의존 으로 억제하

는 것으로 나타났다. DGSE는 100 μg/mL의 비교  낮은 농

도에서도 우수한 지방 분화억제 활성을 나타내어 경제 이

며 효과 인 항비만 기능성식품으로서의 활용가치가 기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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