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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의 oleic acid로 유도된

비알코올성 지방간에 대한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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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the ameliorating effects of lactic acid-fermented garlic extract (LAFGE) on non-alcoholic fatty
liver were investigated using oleic acid-induced steatotic HepG2 cells. The ameliorating mechanism was analyzed by RT-
PCR and Western blot. Treatment with 1 mg/mL LAFGE decreased intracellular lipid accumulation approximately 1.5-fold,
compared to that achieved with non-fermented garlic extract. LAFGE reduced fatty acid influx into hepatocytes through
down-regulation of FAT/CD36 mRNA expression in the steatotic HepG2 cells. PPARα and CPT-1 mRNA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up-regulated by LAFGE treatment of HepG2 cells as a consequence of activation of beta oxidation. Additionally,
the treatment with 1 mg/mL LAFGE highly down-regulated mRNA expression of SREBP-1c and FAS to 51% and 35%,
respectively. LAFGE showed concentration-dependent down-regulation patterns in protein expression of SREBP-1c and
FAS, as determined by Western blot. These results suggest that LAFGE treatment improves hepatic steatosis triggered by
the imbalance of hepatic lipid metabolism owing to oleic acid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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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알코올성 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은

가역적인 단계인 간지방증(hepatic steatosis), 지방간염(steatohepa-

titis), 간섬유증(liver fibrosis)과 비가역적인 단계인 간경화(cirrhosis),

간암(hepatocellular carcinoma) 등의 간장애와 간질환들을 야기하

는 병인이다(1).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은 간세포 내에서 일어나는

지방합성과 지방대사의 불균형으로 인해 초래되어(2), 간질환뿐

만이 아니라 비만, 제2형 당뇨 등을 일으키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3).

지방합성 및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 인자들 중의 하나인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1c (SREBP-1c)는 acetyl-coen-

zyme A carboxylase (ACC), fatty acid synthase (FAS), 3-hydroxy-

3-methylglutaryl CoA reductase (HMGCR) 등 지방과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련된 효소들의 발현에 관여한다(4-6). 한편 에너지 생산

계의 하나인 베타산화에서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1 (CPT-1)

은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지방산의 이동에 관여하고,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α (PPARα)에 의해 발현이 증가됨으

로써 지방산의 베타산화 경로를 촉진시켜 세포 내 지방축적을 억

제한다(7). 또한 혈액으로부터 간세포 내로 지방산의 이동을 담

당하는 FAT/CD36은 정상 간 조직에서는 발현이 낮은 데 반하여,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발된 지방간 마우스와 NAFLD 환자들의 간

조직에서는 매우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어 있으며, FAT/CD36이

과발현된 마우스에서 일반식이만으로도 지방간이 유발될 수 있

음이 보고된 바 있다(8).

마늘은 백합과에 속하는 1년생 초본 작물로, 우리나라의 대표

적인 향신료이며 allicin, scordinine, ajoene 등 마늘 특유의 성분

들을 함유하고 있고, 항균, 항암, 항산화, 면역증강, 혈액응고 억

제, 간기능 회복, 혈당감소, 고지혈증 개선 등 다양한 생리, 약리

활성이 보고되었다(9-11). 한편, 마늘의 독성과 관련하여 Yoshida

등(12)은 HEp-2 cell에서 마늘 추출물을 1.2 mg/mL 농도로 4일간

처리시에도 세포 독성이 관찰되지 않았다고 보고 하였고, Sumiyoshi

등(13)은 Wistar rat에서 마늘 추출물을 60-2,000 mg/kg 농도로 6

개월 동안 경구투여 했을 때 독성과 관련된 증상이 나타나지 않

았음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Steiner 등(14)은 32-68세의 남성을

대상으로 숙성 마늘 추출물(aged garlic extract)을 하루 7.2 g씩 6

개월간 복용 시에도 부작용 및 독성과 관련된 증상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그럼에도 마늘은 특유의 냄새와 매운 맛으로 인하여 소비가 제

한되어 왔으며, 마늘 가공품도 생마늘의 단순 가공에 그치고 있

다. 대표적 마늘 가공품인 흑마늘(aged black garlic)은 생마늘에

*Corresponding author: Hong-Yon Cho, Department of Food and
Biotechnology, Korea University, Sejong 339-700, Korea
Tel: 82-44-860-1433
Fax: 82-44-860-1764
E-mail: hycho@korea.ac.kr
Received September 25, 2014; revised October 30, 2014;
accepted October 30, 2014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의 지방간 억제 효과 763

비해 항산화 활성, 고콜레스테롤 혈증 개선, 이상 지질 혈증 개

선, 간 보호 효과 등 생리, 약리활성의 증강이 보고되었지만(15,16),

흑마늘의 제조기간이 20-30일로 장기간 소요되는 단점과 기호성

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에 본 연구그룹은 생마늘의 생리,

약리 활성을 보다 증진시키면서 흑마늘의 제조 공정상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유산균 발효를 접목하여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

물(lactic acid fermented garlic extract, LAFGE)을 제조하였다.

LAFGE는 마늘의 주요 생리활성 성분인 S-allyl cysteine (SAC)과

cycloallin의 함량이 크게 증가되었을 뿐만 아니라 항산화 활성 및

CYP2E1 매개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가 상승함을

확인한 바 있다(17).

본 연구는 우리나라 고유의 원료인 마늘로부터 글로벌 건강기

능식품소재의 개발을 위한 기초연구의 일환으로, oleic acid로 유

도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in vitro HepG2 세포주 모델에서 LAFGE

의 지방간 개선 활성을 평가하고 그 기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및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등은 Gibco (Grand Island, NY, USA)사로부터 구입

하였다. Dimethyl sulfoxide (DMSO), Nile red, 3-(4,5-dimethylth-

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oleic acid,

bovine serum albumin (BSA), Pluronic® F-127 등의 시약은

Sigma (St. Louis, MO, USA), SREBP-1c, FAS 항체는 Cell Sig-

naling (Danvers, MA, USA)사로부터 구입하였다.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의 조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은 경남 가월영

농조합에서 생산한 창녕산 마늘을 구입하여 다음과 같이 조제하

였다. 마늘 5 kg과 증류수 10 kg을 발효조(MJS U3, Marubishi,

Tokyo, Japan)에서 혼합, 교반하면서 100oC에서 3시간 동안 추출

하고, 37oC로 냉각한 후 L. plantarum BL2 종균 배양액을 2% 접

종하고 36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종료 후 121oC에서 1시간

동안 멸균한 다음 여과, 농축하여 LAFGE를 조제하였다.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

총 폴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Ainsworth 등(18)의 방법을 변형하

여 측정하였다. 마늘 추출물과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 0.2 mL,

증류수 1.8 mL,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0.2 mL을 혼합하

고 실온에서 3분간 반응시켰다. 반응액에 Na2CO3 포화용액 0.4 mL

와 증류수 1.4 mL을 첨가하고 실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다음 UV/

VIS spectrophotometer (Lambda35, Perkin Elmer,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총 폴

리페놀 화합물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

로부터 산출하여 gallic acid equivalent (GAE)로 표기하였다.

세포배양

HepG2 세포는 ATCC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서 분양 받았으며, 배지는 10% FBS를 포

함하는 DMEM 배지에 100 U/mL penicillin과 100 µg/mL strepto-

mycin을 첨가하여 조제하였고, 배양은 37oC, 5% CO2 조건에서

실시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은 MTT법을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19).

배양이 끝난 배양액의 배지를 제거하고,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으로 2회 세척한 다음, 0.5 mg/mL의 MTT를 포함

하는 DMEM 배지로 교체한 후 37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MTT 함유 배지를 제거한 후 100 µL의 DMSO를 가하고

microplate reader (Model 680, Bio-Rad Inc.,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내 지방 축적도 측정

Cui 등(20)의 방법에 따라 하기와 같이 oleic acid를 이용하여

지방간을 유도하였고, 세포 내 축적된 지방은 McMillian 등(21)

의 방법에 따라 triglyceride에 특이성이 높은 Nile Red 염색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HepG2 세포를 1×104 cells/well의 농도로

96 well plate에 접종하여 세포 밀도가 80%에 도달할 때까지 배

양한 다음, 세포의 추가적인 성장이 억제된 상태에서 지방축적을

유도하기 위해 FBS를 포함하지 않은 DMEM 배지로 교체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각 well에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을 농도

별로 처리하고 배양 2시간 후, 1% BSA 용액에 희석시킨 oleic

acid solution을 최종 농도가 0.3 mM이 되도록 첨가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이 끝난 HepG2 세포를 PBS로 2회 세척한 후,

Nile Red solution 100 µL씩 가하고 1시간 후 485 nm excitation,

535 nm emission 조건에서 형광도(VICTOR3, Perkin Elmer)를 측

정하였다. Nile Red solution은 1% (w/v) Pluronic® F-127을 포함하

는 DMSO를 용매로 1 mM Nile Red stock solution을 조제한 후

실험 직전 1 µM 농도로 PBS에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RNA 추출 및 RT-PCR

RNA 추출은 easy-BLUETM Total RNA extra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Inc., Gyeonggi-do, Korea)를 사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고, NanoDrop 2000 UV-Vis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를 이용하여 RNA 함

량을 측정하였다. cDNA합성은 RevertAid First Strand cDNA

Synthesis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Inc.)를 이용하여 총

20 µL의 표준반응액과 RNA 2 µg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Table

1에 나타낸 primer를 사용하여 합성된 cDNA를 증폭하였고, 증폭

된 cDNA는 1.8% agarose gel에서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

mide로 염색한 다음, 타깃 mRNA의 발현 정도를 Image J Soft-

ware (NIH, Framingham, MA, USA)를 사용하여 수치화하였다.

Control은 β-actin을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일정량의 단백질을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로 단백질 분자량에 따라 분리한

후,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으로 전이시켰다. 단

백질이 전이된 membrane을 5% skim milk로 blocking한 후, 단백

질에 대한 각각의 1차 항체를 사용하여 4oC에서 12시간 반응시

켰다. Tris-buffered saline & tween 20 (TBS-T)로 2회 세척한 후

horseradish peroxidase (HRP)가 결합되어 있는 2차 항체와 1시간

반응시킨 후 PierceTM ECL Western blotting substrate (Thermo

Fisher Scientific Inc.)을 처리하여 X-ray film에 감광시키고 Image

J Software (NIH)를 사용하여 타깃 단백질의 발현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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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 (SAS) program (SAS

8.2,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one way

anaylsis of variance (ANOVA) 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여 p<0.05에서 통계학적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마늘 추출물과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의 총 페놀 함량 비교

발효 전/후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변화를 검토하기 위해

gallic acid를 표준물질로 하여 마늘 추출물(NFGE)과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LAFGE)의 총 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Table 2에서와 같이 NFGE에는 29.07 µg GAE/mg, LAFGE에는

52.22 µg GAE/mg의 페놀성 화합물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나타

냄으로써 발효에 의해 그 함량이 약 1.9배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Chae 등(22)은 깐 마늘로부터 흑마늘을 제조한 후 5% 농도로

조제한 현탁액에 L. pentosus로 발효시킨 흑마늘의 총 페놀성 화

합물 함량을 분석한 결과, 발효 전에 비해 발효 후 약 1.3배 증

가함을 보고하였다. 한편 Liu 등(23)은 oleic acid 유도 지방간 세

포 모델에서 페놀성 화합물인 caffeic acid, chlorogenic acid, feru-

lic acid, p-coumaric acid, cinnamic acid 등의 지방 축적 억제 효

과를 보고하였다. 이 보고들로부터 본 연구 시료인 LAFGE는 발

효 후 총 페놀 함량에서 타 연구에 비해 높은 함량을 나타내고

있는 점과 본 연구와 동일한 지방간 세포모델을 사용하고 있는

점에서 LAFGE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 활성에 기여할 것으

로 예측되었다.

세포 내 지방 축적에 미치는 유산균 발효 마늘 추출물의 영향

Araya 등(24)에 의하면 NAFLD 환자들은 혈액 중 단순불포화

지방산 함량이 높고, 그 중에서 oleic acid가 가장 높은 분포를 나

타내고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Gomez-Lechon 등(25)은 HepG2 세

포에 oleic acid를 처리하여 지방간 유도 모델을 확립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oleic acid 유도 모델에서 지방 축적 저해 활성을 평

가하기에 앞서 NFGE와 LAFGE의 세포 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Fig.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시

료들은 0.1, 0.5, 1 mg/mL의 농도 범위에서 세포 독성을 나타내

지 않았으며, 따라서 상기 농도 범위에서 NFGE와 LAFGE의 간

세포 내 지방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Nile Red 염

색법을 사용하여 지방 축적도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Fig. 2에서

와 같이 oleic acid를 처리한 경우,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지방 축적도가 244%까지 증가하였으며, NFGE는 0.1, 0.5, 1 mg/

mL 농도에서 oleic acid 단독처리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LAFGE는 0.5, 1 mg/mL 농도에서 각각 73, 87% 지방

축적을 감소시켰으며, 두 농도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

다. 이 결과로부터 LAFGE는 유산균 발효에 의해 비알코올성 지

방간 억제 활성이 크게 증가하였음을 알 수 있었다.

Hwang 등(26)은 0.5 mM의 oleic acid와 palmitic acid 유리지방

산 혼합액으로 유도한 지방간 HepG2모델에서 마늘의 주요 성분

인 SAC가 세포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고 지방 합성 효소들의

발현을 억제하여 지방간을 개선시켰음을 보고하였다. 또한 Jung

등(17)은 L. plantarum을 이용하여 마늘을 유산균 발효시켰을 때

SAC 함량이 약 4.6배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페놀성 화합물과 SAC

의 간세포 내 지방 축적 억제 효과에 대한 보고 등을 토대로

LAFGE의 세포 내 지방 축적 감소 효과는 발효에 의해 증가된

SAC와 페놀성 화합물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었다.

간 세포 내 지방대사 관련 인자들의 발현에 미치는 유산균 발

효 마늘 추출물의 영향

Nile Red 염색을 통해 확인한 LAFGE의 지방 축적 개선 효과

를 간 세포 내 지방대사 관련 인자들의 mRNA 발현 변화를 RT-

PCR로 검토함으로써 LAFGE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억제 활성 기

전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Fatty acid translocase (FAT/CD36)은 간 세포막에서 지방산의 원

형질 내 유입을 담당하고 있으며(27), FAT/CD36에 의한 지방산

의 세포 내 과량 유입은 간 세포 내 지방축적의 주요 요인 중

Table 1. PCR primers for RT-PCR

Gene F and R Nucleotide sequences (5'→3') Length of PCR products

SREBP-1c
F TCTGACACGCTTCTTCCTGA

300 bp
R GCATCCGAGAATTCCTTGTC

FAS
F CCCACCTACGTACTAGGCCTA

299 bp
R CTGTACTTGGCCTTGGGTGT

PPARα
F GATGTCACACAACGCGATTC

306 bp
R TCCTTGTTCTGGATGCCATT

CPT-1
F TGGTTGCTCTGGACAAACAG

299 bp
R AGAGGAAGGCACAAAGCGTA

FAT/CD36
F GCAAATGCAAAGAAGGGAGA

294 bp
R TGTTTGCCTTCTCATCACCA

β-actin
F GGACTTCGAGCAAGAGATGG

404 bp
R ACATCTGCTGGAAGGTGGAC

Table 2. Contents of total phenolic compounds from non-

fermented garlic extract (NFGE) and latic acid-fermented garlic

extract (LAFGE)

Test samples Total phenolic compounds (µg GAE/mg)

NFGE 29.07±2.11b1)

LAFGE 54.22±0.97a

1)Means with the same letter in the same row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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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로 알려져 있다(28). Fig. 3A 는 FAT/CD36의 mRNA 발현량

변화를 검토한 결과로, oleic acid 처리시 대조군 대비 437%로 크

게 증가하였고, LAFGE 처리시 0.1, 0.5, 1 mg/mL 농도에서 각각

215, 229, 187%로 FAT/CD36의 mRNA 발현량이 현저히 감소되

었으나 농도 간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LAFGE

가 FAT/CD36의 mRNA 발현을 억제하여 유리지방산의 세포 내

유입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방 축적 개선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간 세포에 주로 분포하는 PPARα는 SREBP-1c의 기능을 저해

하여 지방합성을 감소시키고, CPT-1의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수행하는 간 지방대사 조절 핵심

인자이다(29). Fig. 3B는 PPARα의 mRNA발현에 미치는 LAFGE

의 영향을 검토하였다. 그 결과 oleic acid 처리시 PPARα는 대조

군 대비 약 24%로 mRNA 발현 수준이 1/5로 감소하였으며,

LAFGE 1 mg/mL 농도에서 70%로 PPARα의 mRNA 발현량을 유

의적으로 증가시켰다.

CPT-1은 미토콘드리아 막 내부의 지방산 운송과 지방산 산화

의 속도 제한 효소로서 에너지 생산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

고 있으며(30), Fig. 3C는 CPT-1의 mRNA 발현에 미치는 LAFGE

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이다. 그 결과 CPT-1은 oleic acid 처리시

대조군 대비 약 200%의 발현 수준을 나타내었으며, LAFGE 0.1,

0.5 mg/mL 농도에서는 oleic acid 단독처리군과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지 않았고, 1 mg/mL 농도에서 321% 발현 수준을 보이면서 oleic

acid 단독처리군에 비해 약 1.6배 증가시켰다. 이로부터 LAFGE

는 CPT-1의 mRNA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촉진하여 지방 축적을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Lai 등(31)은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지방간 동물 모델에서 garlic

essential oil (GEO)과 마늘 유래의 황화합물인 diallyldisulfide

(DADS)의 지방간 개선 활성을 평가한 결과, GEO와 DADS 모두

PPARα와 CPT-1의 protein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 산화를 촉진함

으로써 지방간 개선에 기여하였음을 보고하였다. Han 등(32)은

마늘 유래의 ajoene이 PPARα의 downstream effecter인 CPT-1의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켜 베타 산화를 촉진함으로써 지방간을 억

Fig. 1. Cytotoxicity of NFGE and LAFGE in oleic acid-induced

steatotic HepG2 cell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error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NFGE, non-fermented garlic extract; LAFGE, Lactic acid-
fermented garlic extract

Fig. 2. Effects of NFGE and LAFGE on oleic acid-induced lipid

accumulation in HepG2 cells. Cells were grown in serum-free

medium overnight and incubated in DMEM containing 0.3 mM of
oleic acid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NFGE and LAFGE (0.1, 0.5,
1 mg/mL) for an additional 24 h. Lipid accumulation was measured
using a microplate fluorescence reader by measuring the emission at
530 nm after excitation at 485 nm.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error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NFGE, non-fermented garlic extract; LAFGE,
lactic acid-fermented garlic extract

Fig. 3. Effect of LAFGE on relative expression of mRNAs of

FAT/CD36, PPARα and CPT-1 in oleic acid-induced steatotic

HepG2 cells. Cells were grown in serum-free medium overnight and
incubated in DMEM containing 0.3 mM of oleic acid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NFGE and LAFGE (0.1, 0.5, 1 mg/mL) for an
additional 24 h. The relative mRNA expression in steatotic HepG2
cells was measured by RT-PCR.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error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LAFGE, lactic acid-fermented garlic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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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결과들과 본 연구결과는 세포 내

축적된 지방을 감소시키는데 있어서 PPARα와 CPT-1이 주요한

조절인자임을 시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LAFGE가 PPARα mRNA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합성 관련 인자들의 발현을 억제하고, CPT-1의 mRNA 발현

을 증가시켜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촉진하며, FAT/CD36의 mRNA

발현 억제를 통해 세포 내 지방산의 유입을 감소시켜 HepG2 세

포 내 지방 축적 저해에 기여한 것임을 알 수 있었다.

간 세포 내 지방합성 관련 인자들의 발현에 미치는 유산균 발

효 마늘 추출물의 영향

간 내 지방 축적 요인 중 지방 합성에 연관된 주요 인자들

(SREBP-1c와 FAS)에 대한 LAFGE의 영향을 mRNA와 protein

level에서 해석하고자 RT-PCR과 Western blotting을 실시하였다.

Fig. 4A는 지방산의 합성에 있어 FAS, ACC 등의 지방 합성

효소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인 SREBP-1c mRNA 발현에 미

치는 LAFGE의 영향을 검토한 결과로, oleic acid 처리시 대조군

대비 167%로 크게 증가하였고, LAFGE 처리시 1 mg/mL 농도에

서 57%로 SREBP-1c mRNA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현저히 감소

되었다. 또한 LAFGE와 FAS mRNA 발현 간의 연관성을 검토한

결과, Fig. 4B와 같이 oleic acid 처리에 의해 대조군 대비 약

311% 발현되었고, LAFGE 0.5, 1 mg/mL 농도에서 각각 289,

35%로 FAS mRNA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대폭 감소하였다. 이 결

과들로부터 LAFGE가 지방산 합성에 있어 핵심인자들인 SREBP-

1c 및 FAS의 mRNA 발현을 크게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HepG2 세포 내 SREBP-1c와 FAS의 protein 발현에 미치

는 LAFGE의 영향을 Western blotting으로 검토하였다(Fig. 4C-E).

그 결과 SREBP-1c는 oleic acid 처리에 의해 164%로 증가하였고,

LAFGE를 oleic acid와 함께 처리하였을 때 oleic acid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과 유사하거나 보다 낮은 단백질 발현량을 나타내었

다. FAS는 oleic acid 처리시 대조군 대비 230%의 단백질 발현량

을 보였으며, oleic acid와 LAFGE를 함께 처리시, 0.1, 0.5, 1

mg/mL 농도 범위에서 각각 183, 158, 51%로 농도의존적인 단백

질 발현량 감소를 나타냄으로써 세포 내 지방 축적이 감소되었

음을 알 수 있었다.

Hwang 등(19)은 유리지방산을 이용한 비알코올성 지방간 세포

모델에서 마늘의 주요 성분 중 하나인 SAC가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의 활성화를 통해 SREBP-1c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을 감소시키고, 그에 따라 SREBP-1c의 조절을 받는

FAS, ACC 등의 지질 합성 관련 효소의 발현이 감소되어 지방간

을 개선하였음을 보고하였다. Han 등(32)은 고지방식이 유도 지

방간 동물모델에서 마늘 성분 중 하나인 ajoene이 SREBP-1c의

발현을 양성 조절하는 핵수용체인 liver X receptor-α (LXRα)의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SREBP-1c 및 그의 조절을 받는 FAS 등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하여 지방간 개선활성을 나타내었음을 보고

한 바 있다. 따라서 SREBP-1c와 FAS의 mRNA 및 protein 발현

에 대한 LAFGE의 억제 효과는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을 감소시

키는 주요 조절 경로 중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LAFGE는 FAT/CD36 mRNA 발현

량을 감소시켜 지방산의 간 세포 내 유입을 감소시키고, PPARα

와 CPT-1의 mRNA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는

동시에 SREBP-1c, FAS 등의 지방 합성 관련 인자의 mRNA 및

단백질 발현량을 감소시킴으로써 간 세포 내 지방이 축적되는 것

을 예방 또는 개선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해석되었다.

본 연구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HepG2 모델에서 LAFGE의 간

Fig. 4. Effect of LAFGE on relative expression of mRNAs of

SREBP-1c and FAS, and proteins of SREBP-1c and FAS in oleic
acid-induced steatotic HepG2 cells. A and B, mRNA levels of
SREBP-1c and FAS in oleic acid-induced steatotic HepG2 cells. C-
E, Western blot analysis of SREBP-1c and FAS expression in oleic
acid-induced steatotic HepG2 cell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SD. Different letters above the error ba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LAFGE, lactic acid-fermented garlic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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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내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일부 규명하였다. LAFGE는

향후 동물 모델에서의 효능 평가 및 nutrigenomic analysis 등 추

가적인 연구를 통해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예방 또는 개선을 위

한 건강기능식품용 식품신소재로 개발될 수 있는 가능성을 시사

하였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oleic acid로 유도시킨 비알코올성 지방간 HepG2

세포 모델을 활용하여 LAFGE의 비알코올성 지방간 개선 효과

를 검토하고 RT-PCR과 Western blot으로 메카니즘을 해석하였다.

LAFGE는 1 mg/mL 농도에서 NFGE보다 세포 내 지방축적을 약

1.5배 저해하였다.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LAFGE는 FAT/

CD36 mRNA 발현을 감소시켜 세포 내로 유입되는 지방산의 양

을 감소시켰으며, PPARα와 CPT-1의 mRNA 발현을 증강시킴으

로써 지방산의 베타-산화를 촉진시켰다. 또한 LAFGE는 지방합

성을 촉진하는 전사인자인 SREBP-1c와 그의 조절을 받는 FAS

의 mRNA 발현 수준을 oleic acid 처리시보다 각각 51%와 35%

까지 크게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LAFGE는 농도의존적으로

SREBP-1c와 FAS의 단백질 발현도 감소시켰다. 이 결과들은

LAFGE가 oleic acid처리에 의해 유도된 HepG2 세포 내의 지방

축적을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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