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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compare what kinds of transcription factors are associated with the inhibition of  preadipocyte cell 
proliferation, we prepared several grape extracts and tested the expression patterns by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As a result, 50% ethanol extract of Campbell early seed inhibited adipogenesis derived from the 
MDI solution. Extract of Campbell early seed was significantly inhibited lipid droplet formation and expression 
of molecular factors C/EBP-alpha and delta in 3T3-L1 cells. It is suggested that grape extracts of fractions would 
be a good candidate for the development of regional skin fat modula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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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포도나무(Vitis vinifera L.)는 쌍떡잎식물 갈대나무목

(Rhamnales) 포도과(Vitaceae)의 낙엽성 덩굴식물로서(1),

국내에서 재배되는 주 품종은 캠벨얼리(Campbell early) 품

종으로, 1892년 미국에서 개발된 포도 품종이며 가장 기호

성이 강한 품종 중 하나로 알려져 있다. 포도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소비되는 과일 중의 하나이며, 특히 캠벨얼리

포도(Vitis labrusca L.)는 당도가 높고 신맛과 향기가 강하

고 과즙이 풍부하며 국내 생산량 중 약 7%는 포도주, 포도

즙, 포도잼, 빵, 과자 등의 가공제품으로 소비되며 93% 이상

이 생과로 소비되고 있다(2,3).

포도는 당, 유기산 및 독특한 향기를 함유하며, 항산화성

폴리페놀 성분들(resveratrol, flavonoids, phenolic acid 등)이

풍부하게 함유되고 있어 산화적 스트레스 등을 예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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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4-8), 여러 가지 생체조절 기능을 나타낸다고 알려

져 있다. 이들의 대부분은 씨(60-70%)와 과피(30%)에 함유

되어 있고, 특히 포도씨에는 항산화 성분들이 다수 포함되

어 있어 암, 고혈압, 동맥경화, 혈전, 심장질환 및 노화 등을

예방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9,10). 또한 노인성 치매, 당뇨,

대장암 예방 등에 관한 생체내의 효과에 대한 많은 연구가

행해지고 있다(11,12). 그러므로 포도과정 중 부산물로 생

산되는 포도씨를 이용하여 현재 증가하고 있는 비만 예방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본 연구를 실시하였다.

비만(obesity)은 과다한 지방세포의 분화와 불균형적인

에너지 대사에 의해 유발된다(13). 비만은, 조직 내 중성지

방 축적 및 증가로 인해 당뇨병을 유발시킬 수 있으며

(14-19), 혈액 내에 중성지방 증가로 고지혈증이 발생되어

고혈압 및 심혈관계 질환 등을 유발할 수 있으며 다양한

만성퇴행성 질환들을 유발하게 된다(20,21). 즉 지방세포

내에 과도한 중성지방의 축적으로 인해 다양한 합병증들이

유발되게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현재 비만을 억제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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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방대사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22,23).

전지방세포인 3T3-L1 cell은 분화가 진행될수록 지방생

성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과 전사인자 및 호르몬

등이 발현되면서 지방구(lipid droplet) 형성이 증가하게 되

는데, 그 결과 지방구 내에 주로 존재하고 있는 중성지방의

증가와 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효소들이 활성을 띰으로써,

세포 내 지방 축적이 일어나게 된다(24-26).

이에 본 연구는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올 추출

물을 이용하여 비만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지방세포의

생성 억제 정도를 보기 위해 3T3-L1 preadipocyte cell을

MDI solution을 이용하여 지방세포로 분화시켰을 때 추출

물의 효과를 확인하였고, 이를 통하여 초기 분화에 관여하

는 CREBP-δ 와 후기분화에 관여하는 CREBP-α의 억제 정

도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재료는 2005년에 수확한 켐벨을 김천농협에서 구입하여

10℃의 저장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재료는 실험실

내에서 과육과 과피하여 포도씨만을 건조한 후 homogenizer

를 이용하여 완전히 분쇄한 다음, 각 sample에 10배의 50%

ethanol을 이용하여 추출과정을 거쳤으며, 이후 filter paper

를 이용하여 찌꺼기를 제외한 용액을 동결건조를 통하여

분말로 만들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는 3T3-L1 Preadipocyte cell line으로

서, DMEM (De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배지에 10%

BS가 첨가된 배지를 사용하였으며 배양 조건은 37℃, 5%

CO2 incubator 내에서 배양하였다. 3-4일 간격으로 세포가

약 70% 정도 자랐을 때 계대하였다.

Adipogenesis assay

배양 중인 3T3-L1 세포를 6 well plate에 1 x 106 cells/mL

가 되도록 분주하여 10% BS가 첨가된 DMEM 배지에 배양

하였다. 세포가 confluent 상태가 되고 나서 1일 후 10%

FBS가 첨가된 DMEM 배지에 세포분화유도물질인 MDI

solution (3-isobutyl-1-methylxanthine(IBMX), insulin, dexame-

thasone)을 처리하여 2일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3일째부터

는 10% FBS와 insulin을 첨가한 DMEM 배지에 7일간 배양

하였으며 세포내 지방구(lipid droplet)의 형성을 근거하여

지방세포로 분화시켰다.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

올 추출물은 0.1, 0.3, 1 mg/mL의 농도로 분화 전 과정동안

배지에 첨가하였다.

Oil Red-O Staining

세포 배양액을 제거하고 1X PBS로 2번 세척한 다음,

세포를 고정시키기 위해 10% formalin solution을 각 well에

넣고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를 건조

시킨 후 Oil Red-O 시약(Sigma, USA)을 세포에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염색하였다. 염색이 된 세포는 현미경으로 관찰

하였으며 지방구에 염색된 염색시약을 isopropyl alcohol로

용해하여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염색은 0, 1, 2, 4, 6, 8일 째 모두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Biomarkers의 분석(RT-PCR)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의 배양액을 제거한 후 TRI-

Reagent (MRC, USA)을 이용하여 Total RNA을 추출하였

다. 분리된 RNA를 정량한 후, AMV RTase (Finnzymes,

Finland)와 Oligo dT primer를 사용하여 cDNA을 합성하였

다. 그 후 cDNA를 e-Taq polymerase (Solgent, Korea)를 이용

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PCR에 사용된 Primer로는 C/EBP-

α (forward(F) : 5'- AGCCGAGATAAAGCCAAACAAC-3',

reverse(R) : 5'-GAAT CTCCTAGTCCTGGCTTGC-3'),

C/EBP-δ ( F: 5'-TGTCG GGGTCTGAGGTATAGGT-3', R

: 5'-AACCAGGAGATG CAGCAGAAG-3'), SREBP-1 ( F:

5'-AGTGGCAAAGG AGGCACTACAG-3', R: 5'-GAAGA

CCACAGCCAATGA CAAA-3'), PPAR-γ (F: 5'-CATCGA

GGACATCCAAGACAAC-3', R: 5'-GGGTGGGACTTTCCT

GCTAATA-3'), 18s RNA (F:5'- ATGTGGTGTTGAGG

AAAGCAGA-3', R: 5'-TCTTGG ATACACCCACAGTTCG-3')

를 사용하였다. PCR 반응이 끝난 후 1% agarose gel에 EtBr

을 첨가하여 전기영동 하였으며 이를 UV을 이용하여 DNA

를 확인하였다.

결과 및 고찰

Adipogenesis assay에 의한 비만 억제 활성 비교

비만억제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3T3-L1 priadipocyte cell

을 MDI solution을 이용하여 지방세포로 분화시키면서, 동

시에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올 추출물 0.1, 0.3,

1 mg/mL을 각각의 분화 과정에 처리해 주면서 MDI solution

만을 처리한 것과 비교하였다. MDI solution을 처리하게

되면 preadipocyte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지방구가 증가

하면서 지방세포가 점점 분화되는데 이를 Oil Red-O으로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비만억제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Fig. 1). Oil Red-O는 지방세포가 분화되면서 생성

되는 중성지방을 적색으로 염색시켜중성지방의 양을 확인

할 수 있는데, 염색된 양을 비교함으로써 지방구 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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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올 추출물 1

mg/mL을 처리한 세포에서는 MDI solution만을 처리한 세

포에 비교하였을 때, 분화된 지방세포가 약 50% 이상 현저

히 억제되는 것을 현미경적 관찰에서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올 추출물 1 mg/mL을

처리한 군과 처리하지 않은 군을 날짜별로 비교하였을 때

0-4일째까지는 중성지방의 양이 크게 변화가 없었으나, 4-6

일째로 넘어가는 기간부터 6-8일째까지 비교하였을 때 확

연히 중성지방의 양 뿐만 아니라 크기 또한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후, 더 정확한 결과를 갖기 위하여

중성지방에 염색된 Oil Red-O를 용해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결과역시 대조군에 비하여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

올 추출물 1 mg/mL을 처리한 군에서 50% 이상 억제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

올 추출물이 지방 세포가 분화되는 과정에서 생성되는 중성

지방의 양을감소시킴으로써 비만 억제 활성이 뛰어나다고

할 수 있다.

Fig. 1. Inhibitory effects by Cambell seed 50% EtOH extract 1 mg/mL in preadipocyte cells activated with insulin induction
(MDI-Induction).

Preadipocyte cells were observed with Oil Red-O staining solution on 0 - 8 days.

비만 억제 활성에 관여하는 biomarkers의 비교

중성지방의 양이 감소되는 것이 지방 생성이 억제되어

지방 축적이감소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RNA level에서

확인하였다. 중성지방의 형성은 몇 가지 주요 효소들의 도

움에 의해 합성된다. 이 효소들은 PPAR-γ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C/EBPs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 SREBPs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과 같은 여러 transcription factors에 의해 조절이

된다(27). PPAR-γ는 preadipocyte에서 지방 세포로 분화되

는 과정 중 지방생성의 관여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이며 특히 후기 분화의 주요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지방세포의 분화와 관련된 여러 가지 enzyme

들의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28), 인슐

린에 의해 활성화되는 C/EBPs나 SREBPs와 함께 지방합성

과 저장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발현을 조절하는역할을 한다

(27). 이 때, C/EBPα는 지방세포의 전사조절분자 중의 하나

로서 PPARγ와 마찬가지로 지방세포의 후기 분화과정에

주요 전사인자이다. 다양한 섬유아세포에서 과다 발현하게

되면 adipogenesis를 유도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9).

본 연구에서는 이들의 mRNA 발현에 미치는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올 추출물의 효과를 살펴본 결과,

후기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C/EBPα가 대조군에 비하

여 줄어든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PPARγ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이는 C/EBPα는 감소

하였으나 그 상호조절자인 PPARγ는 차이가 나는 것으로

보아 기존의 data와는 상이한 것으로 추정되어 본 실험에서

사용하기 위하여 제조한 Campbell early의 seed 50% 에탄올

추출물은 PPARγ independent pathway를 거치는 것으로 간

주된다. 또한, 어떤인자들이 C/EBPα의 mRNA 발현을 억제

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이들의 상위에서 조절하는 전사인

자인 C/EBPδ의변화를 살펴본 결과, C/EBPδ의 mRNA 발현

또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C/EBPδ 는

지방세포의 초기 분화과정에서 발현되며 PPARγ와 C/EBP

α의 상위에서 mRNA 발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즉, C/EBPδ는 분화 초기에 PPARr와 C/EBPα는 분화 후기에

발현되어 지방세포 생성에 관여하고 있다.

그 외에 PPARγ의 상위에서 조절하는 전사인자인

SREBP-1은 mRNA 발현의 감소가 보이지 않았다. 이 결과

로 보아 초기 분화에 생성되는 SREBP-1에 차이가 없고

그러므로 PPARγ mRNA 발현 또한 달리 변화가 없는 것으

로 보인다. 그러나, SREBP-1 외에 상위에서 조절하는

C/EBPδ를 감소함으로써 C/EBPα의 mRNA 발현을 감소시

켜지방 세포로 분화되는 과정 중 지방생성을감소시킴으로

써 비만을 억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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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omparison of C/EBP-alpha and delta transcription factors by Cambell seed 50% EtOH extract 1 mg/mL.

Adipogenesis-related gene expressions were confirmed by RT-PCR.

포도의 추출물을 이용하여 비만 억제 활성을 비교한 결

과, Campbell early seed의 50% ethanol 추출물에서 MDI

유도 후, 4일째에서 lipid droplet의 억제 활성이 보이기 시작

하였으며 이때에 관여하는 분자인자로서 C/EBP-alpha 및

delta에서 발현의 차이를 보였다. 본 추출물을 이용하면

비만 억제 등의 용도로 피부미용에의 응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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