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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산부추(Allium sacculiferum Max.) 메탄올 추출물의
지방세포 내 ROS 생성 및 지질 축적 억제 효능
최혜영․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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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ibitory Effects of Allium sacculiferum Max. Methanol Extracts on ROS Production
and Lipid Accumulation during Differentiation of 3T3-L1 Cells
Hye-Young Choi and Gun-Hee Kim†
Plant Resources Research Institute, Duksung Women’s University, Seoul 132-714, Korea

ABSTRACT Allium sacculiferum Max. (ASM) is a perennial plant of the Liliaceae family and grows over the entire
regions of Korea. Obesity is a serious health problem worldwide and has currently become a prevalent chronic disease.
Adipocytes produced by preadipocyte differentiation during adipogenesis and adipocytes combined with abnormal accumulation cause obesity. Recently, intracellular reactive oxygen species (ROS) were shown to accelerate lipid accumulation in 3T3-L1 cell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ASM methanol extracts on ROS production and
lipid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1,1-diphenyl-2-picrylhydrazyl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SM methanol extracts increased in a dose-dependent manner. ASM methanol extracts suppressed ROS
production and lipid accumulation during adipogenesis. In addition, ASM methanol extracts inhibited the mRNA expression of both pro-oxidant enzymes such as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as well as the transcription factors,
including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s 1c,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and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α. Our results suggest that ASM methanol extracts inhibit ROS production and lipid accumulation
by controlling ROS regulatory genes and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Thus, ASM has potent natural antioxidant,
anti-adipogenic properties and have potential in the development of a potent anti-obesit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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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늘날 한국은 식습관 및 생활습관의 서구화로 인한 에너
지 과잉 공급으로 비만 인구가 현저히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

Allium 속은 백합과에 속하는 식물로서 세계적으로 500

다(9). 비만은 신체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종이 분포되어 있다(1). Allium 속 식물의 주성분인 함황

체내 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생기는 질환으로 지방세포의 비

화합물은 암 예방 작용을 하며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생리적

대(hypertrophy)와 과형성(hyperplasia)으로 초래되며, 심

유용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 Allium 속 식물

혈관계 질환,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및 암과 같은 다양한

은 독특한 향미를 부여할 뿐 아니라 다양한 생리적 기능성을

성인병의 원인으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환

함유하기 때문에 식품산업에서의 활용가치가 높다. Allium

으로 대두되고 있다(10,11). 지방세포는 에너지 항상성 유

속에 속하는 참산부추(Allium sacculiferum Max.)는 백합

지 및 지질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3T3-L1 지방전구세

과의 다년생 식물로 일반부추에 비하여 잎이 두껍고 긴 특성

포는 다양한 호르몬 및 전사인자인 sterol regulatory ele-

을 지니고 있다(3). Allium 속 식물의 부추류는 비늘줄기와

ment binding proteins 1c(SREBP1c), peroxisome pro-

잎의 진통, 이뇨, 구충, 해독, 소화 등의 효능으로 한방이나

liferator-activated receptor(PPAR) γ, CCAAT/enhanc-

민간요법에 사용되어 왔다(4). 국내에서는 Allium 속 추출

er-binding proteins(C/EBP) α에 의해 성숙한 지방세포로

물의 항미생물(5), 항산화 효과(6), 항혈전 활성(7) 및 항염

분화되어 세포 내 중성지질을 축적한다. 따라서 지방세포

증 효과(8) 등이 연구되어 왔지만 비만 및 당뇨병을 비롯한

형성(adipogenesis) 과정에서 세포 내 중성지질 축적에 관

만성질환 예방과 관련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여하는 다양한 adipogenic gene과 효소 활성이 증가된다
(12,13). 최근 여러 연구를 통해 지방세포 형성에 활성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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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ROS, reactive oxygen species)이 밀접한 연관을 갖는
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4,15). 지방세포는 분화 과정에서

참산부추의 지방세포 내 ROS 생성 및 지질 축적 억제 효능

세포 내로 유입되는 포도당을 저장하기 위하여 지방합성과
연관된 에너지 대사 경로를 거치게 된다. 이들 대사 경로

(

전자공여능(%)=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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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흡광도
×100
대조구 흡광도

)

중 hexose monophosphate(HMP) shunt는 G6PDH에 의
하여 지방합성에 반드시 필요로 하는 NADPH(nicotinamide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를 생성하게 된다. 이렇

3T3-L1 preadipocyte를 10% FBS와 1% penicillin-

게 생성된 NADPH는 NADPH oxidase(NOX)에 의하여

streptomycin이 함유된 DMEM을 이용하여 37°C, 5% CO2

NADP+로 전환되며, 이때 세포 내 superoxide와 같은 ROS

에서 배양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를 분화 유도하기

가 발생한다(16). 체내 각종 세포에서 생성되는 ROS는 여러

위해서 100% confluency 2일 후, DMEM에 분화 유도 호르

대사과정에서 끊임없이 생성되고, ROS와 항산화 효소와의

몬(0.5 mM 3-isobutyl-1-methylxanthine, 0.5 μM dex-

항상성이 깨지면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노화, 당뇨, 비만

amethasone, 10 μg/mL insulin, MDI)을 혼합한 mixture로

과 같은 각종 질병들을 야기하게 된다(17). 지방세포에서

분화 유도를 시작하였다. 분화 유도 2일과 5일 후, in-

과도하게 생성된 ROS는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sulin(10 μg/mL)이 포함된 DMEM 배지로 교환하였고, 분

촉진시키거나 지방세포 주변에 위치한 macrophage를 자극

화 유도 8일까지 분화시켰다.

하여 또 다른 ROS를 생성하기 때문에 비만의 주요 원인 중
에 하나라고 보고된 바 있다(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세포 독성 실험

Allium 속에 속하는 참산부추 메탄올 추출물의 3T3-L1 지

세포 독성 실험에 사용한 3-(4,5-dimethylthiazol-2-

방세포 내 ROS 생성 저해 및 중성지질 축적 억제 효능을

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 solution(5

연구하였다.

mg/mL)은 PBS에 녹인 뒤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3T3-L1
preadipocyte를 1×104 cell/200 μL의 농도로 48 well

재료 및 방법

plate에 분주하여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새로운
DMEM 200 μL에 추출물을 농도별(10, 25, 50 및 100 μg/

재료 및 시약

mL)로 처리하여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TT 용액을 각

본 실험에서 사용된 3T3-L1 preadipocyte는 ATCC

well에 첨가하고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DMSO를 첨가하여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녹여 540 nm

USA)에서 분양받았다. 한국식물추출물은행에서 참산부추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전초 메탄올 추출물을 분양받아서 사용하였고, 추출물은
DMSO에 녹여서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Oil Red O 염색

medium(DMEM),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fetal

3T3-L1의 세포분화 후 배지를 제거한 뒤 세포를 PBS로

bovine serum(FBS), 0.25% trypsin-EDTA 및 penicillin-

2번 세척하고 10% formalin 용액으로 상온에서 10분간 고

streptomycin은 WellGENE(Daegu, Korea)에서 구입하였

정한 다음 PBS로 세척하였다. 세척된 세포는 생성된 lipid

다. Insulin, 3-isobutyl-1-methylxanthine(IBMX), dex-

droplet과 특이적으로 반응하는 Oil Red O 용액(0.2% Oil

amethasone(DEX), Oil Red O, nitroblue tetrazolium

Red O-isopropanol solution : water=3:2)을 이용하여 1

(NBT),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dimethyl

시간 동안 염색하고, PBS로 세척 후 지방세포의 염색 정도

sulfoxide(DMSO) 및 3-(4,5-dimethylthiazol-2-yl)-2,

를 현미경을 통해 관찰한 다음 100% isopropanol을 이용하

5-diphenyltetrazolium bromide(MTT)는 Sigma-Aldrich

여 세포 내 염색된 Oil Red O를 모두 용해한 뒤 510 nm에서

Co.(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RNA 분리에 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용되는 RNeasy mini kit, Taq-man 중합효소는 Qiagen
(Valencia, C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real-time PCR
을 위해 사용한 SYBR green은 Bioline(London, UK)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NBT assay
3T3-L1의 세포분화 후 각 well에 0.2% NBT를 첨가하
여 90분간 반응시켜 생성된 dark blue formazan을 50%
acetic acid를 이용하여 모두 용출시킨 다음 570 nm에서

항산화 활성 측정
시료의 항산화 활성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한 후 대조군의 흡광도 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측정하였다. 농도별로 희석한 추출물에 에탄올로 녹인 0.1
mM DPPH 용액을 첨가하고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이때 전자공여능은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RNA isolation 및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세포 내 총 RNA는 RNeasy mini kit를 이용하여 분리한
후 1 μg의 총 RNA를 oligo(dT) primer와 superscript Ⅱ
역전사효소와 함께 반응시켜 1차 cDNA를 합성하였다.

최혜영 ․ 김건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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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in real time PCR
Primers
PPARγ
C/EBPα
SREBP1c
NOX4
G6PDH
β-Actin

Sequences
Forward
5'-CTCCTGTTGACCCAGAGCAT-3'
5'-GCACAAGAACAGCAACGAGTA-3'
5'-CCAGCAGGTCCCAGTTGTAT-3'
5'-GAAGCCCATTTGAGGAGTCA-3'
5'-CGATGGCAGAGCAGGT-3'
5'-CCGTCTTCCCCTCCATCGT-3'

Reverse
5'-AGCCTTGCATCCTTCACAAG-3'
5'-GGCGGTCATTGTCACTGGTC-3'
5'-AGGTACTGTGGCCAAGATGG-3'
5'-GGGTCCACAGCAGAAAACTC-3'
5'-GATCTGGTCCTCACG-3'
5'-ATCGTCCCAGTTGGTTACAATGC-3'

50

나타낸 primer에 첨가하여 최종반응 용량을 20 μL로 하여

45

95°C에서 10분간 denature 시킨 후, 95°C에서 15초간,
61°C에서 1분간, 72°C에서 30초간 40 cycle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72°C에서 5분간 extension 반응하여 원하는 형
광 값을 검출했다. PCR에 사용된 주요 유전자의 primer 및
sequence는 Table 1과 같다.

Electron donating ability (%) .

PCR 반응은 1 μg의 cDNA를 SYBR Green과 Table 1에

a

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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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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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c

15
10

d

5
0

통계분석

100

본 실험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9,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모든 측정 항목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실험군간 평균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유의성을 확
인한 후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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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Concentration (μg/mL)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llium sacculiferum
Max. (ASM). The activity was evaluated by measuring DPPH
radical scavenging detected at 525 n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y Turkey-HSD multiple comparison test at P<0.05.

결과 및 고찰
참산부추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활성평가
체내에서 free radical은 지질, 단백질 등과 결합하여 생
체의 노화를 일으키는 물질이며, 암을 비롯한 뇌 질환, 피부
및 소화기 질환, 염증, 류마티스, 면역 질환 등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DPPH radical 소거법은
항산화 물질의 전자공여능으로 인해 자색이 탈색되는 원리
를 이용한 것으로 비교적 방법이 간단하여 항산화 물질을
검색하는데 많이 이용되고 있다(19). 참산부추(ASM) 메탄
올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능은 100~2,000 μg/mL에
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ASM 메탄올 추출물
2,000 μg/mL의 농도에서는 41.48%의 가장 높은 DPPH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1). Allium 속 식물의
하나인 흑마늘 및 생양파의 메탄올 추출물 1,000 μg/mL

Relative cell viability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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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llium sacculiferum Max. (ASM) on the cell
viability of 3T3-L1 preadipocytes. 3T3-L1 cells were treated
with ASM methanol extracts (10, 25, 50, and 100 μg/mL) for
72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the MTT assay.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농도에서 각각 30.84%, 26.56%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낸 Yang과 Park(20)의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때, ASM

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메탄올 추출물은 이와 비슷한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

유의적으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10, 50 및 100 μg/

다.

mL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지방전구세포 내 참산부추 메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
3T3-L1 preadipocytes에 추출물을 10~100 μg/mL로

지방세포 내 ROS 생성에 대한 참산부추 메탄올 추출물의
효과

72시간 동안 처리했을 때 세포 생존율을 측정한 결과는 Fig.

최근 연구를 통해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하

2와 같다. ASM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모든 농도에서 대조

는 과정에서 과량으로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은 지방세포의

참산부추의 지방세포 내 ROS 생성 및 지질 축적 억제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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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슐린 기능을 저하시켜 지방축적을 촉진하기 때문에 비만
을 야기하는 원인으로 보고되었다(8). 따라서 3T3-L1 지방
세포 형성(adipogenesis) 과정 중에 생성되는 ROS의 양을
확인하기 위해 ASM 메탄올 추출물에 의한 ROS 생성 변화
를 NB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고 결과는 Fig. 3에 나
타내었다.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유도와 함께 추출
물을 농도별(10, 50 및 100 μg/mL)로 처리하였고 지방세포
내 생성되는 ROS를 NBT로 염색한 뒤 흡광도를 측정하여
ASM 메탄올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였다. 지방세포 내
ROS 생성은 ASM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모두 농도

B
Relative mRNA expression (Fold).

Fig. 3. Effect of Allium sacculiferum Max. (ASM) on ROS product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preadipocytes.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ASM methanol extracts (10, 50,
and 100 μg/mL) during adipogenesis. ROS prouction was assessed by the formation of dark-blue formazan and determined
by the NBT assay at 570 nm.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5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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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Allium sacculiferum Max. (ASM) on G6PDH
and NOX4 mRNA express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preadipocytes.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ASM methanol extracts (10, 50, and 100 μg/mL) during adipogenesis. Total
RNA was extracted on day 8 and G6PDH and NOX4 mRNA
was measured by quantitative real time PCR. Each mRNA was
quantified and normalized to β-actin.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5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특히 100 μg/mL 처리하였을 때
분화된 대조군(MDI) 그룹에 비해 23.06%까지 유의적으로

해 ROS 생성을 조절할 수 있다. Fig. 4에서 나타낸 것과

ROS 생성이 감소하였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지방세포 내

같이 ROS 생성과 관련된 G6PDH의 유전자 발현 양상은

ROS 생성 저해는 ROS 관련 효소의 발현 감소에 의한 것이

ASM 메탄올 추출물 처리 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

라고 보고되었다(14,15). 따라서 ASM 메탄올 추출물에 의

히 추출물 농도 50, 100 μg/mL에서 대조군인 MDI 그룹에

한 지방세포 내 ROS 형성 기전을 연구하기 위하여 ROS 생

비해 유의적으로 발현을 억제하였다. G6PDH mRNA의 발현

성과 연관된 주요 효소들의 유전자 발현 양상을 비교하였다.

양상은 NBT assay를 통한 ROS의 생성량 감소 효과와 유사
한 경향으로, ROS 생성 유전자의 발현 억제가 지방세포 내

지방세포 내 ROS 생성 유전자 발현에 대한 참산부추 메
탄올 추출물의 효과

ROS 생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ROS 생성을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G6PDH) 효소

그룹에 비해 분화가 유도된 MDI 그룹에서 발현이 현저하게

는 모든 세포 내에서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감소했고, ASM 메탄올 추출물 농도 50, 100 μg/mL에서

phosphate(NADPH)의 생산에 반드시 필요한 효소로서 HMP

대조군인 MDI 그룹에 비해 유의적으로 발현이 증가하였다.

shunt의 첫 번째 반응에서 glucose-6-phosphate가 6-

많은 연구에서 NOX4는 분화 유도와 함께 발현이 증가하였

phosphogluconolactone으로 분해될 때 NADP+를 NADPH

으며 추출물을 처리한 그룹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

로 전환시켜 주는 역할을 한다. NADPH는 HMP shunt를

을 보였다(14,15). 그러나 ASM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했을

통한 포도당 대사는 물론 지방산 합성 및 glutathione 반응

때 지방세포 내 NOX의 mRNA 발현은 여러 연구와 반대의

을 조절할 뿐만 아니라 NOX4의 반응에도 관여하여 ROS

경향을 나타내었다. Mouche 등(23)의 연구를 보면 NOX4

생성을 유도한다. 이때 생성되는 ROS는 세포 생존과 사멸,

mRNA는 지방전구세포에서 높은 수준으로 발현되었으나

redox 시스템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21,22). 따

지방세포 분화가 이루어지면서 발현이 현저한 감소를 하였

라서 지방세포 내에서 G6PDH, NOX4의 mRNA 발현을 통

고, NOX의 mRNA와 단백질 발현은 지방세포 형성 동안 여

유도하는 주요 효소인 NOX4는 분화를 유도하지 않은 C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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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 경로의 조절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고되었다. 또한

A

NOX의 발현은 지방세포에서 insulin receptor signaling을
조절하며, insulin receptor의 발현 수준이 낮을 때 지방세
포 분화 동안에 인슐린의 효과를 매개하는 중요한 조절 구성
요소가 될 수 있다. Hwang 등(24)의 연구에서는 지방세포
반응으로 NOX4 mRNA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
구의 NOX mRNA 발현은 지방세포 분화 과정 중의 ASM
메탄올 추출물 처리가 insulin receptor signaling 경로에
영향을 주었을 것이라 사료되며 insulin으로 유도된 ROS와
NOX4의 신호 전달 경로에 대한 구체적인 기전연구가 필요
하다고 생각된다. 또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명확한 지방세
포 내 ROS 저감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ROS 소거에 관여하
는 Cu/Zn-SOD, Mn-SOD, catalase 등과 같은 항산화 효소
의 발현 양상을 비교하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B
Relative lipid accumulation (%) .

분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PPARγ ligands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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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생성에 대한 참산부추 메탄올 추출
물의 효과
일반적으로 체내에서 중성지방은 포도당과 함께 세포의
중요한 에너지원으로 사용되고 여분의 중성지방은 지방세
포에 흡수되고 저장되어 비만의 원인으로 작용하여 다양한

Fig. 5. Effect of Allium sacculiferum Max. (ASM) on lipid accumulat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preadipocytes.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ASM methanol extracts (10, 50,
and 100 μg/mL) during adipogenesis. Lipid accumulation was
evaluated by Oil Red O staining.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5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만성질환의 원인이 된다(25,26). 따라서 ASM 메탄올 추출
물에 의한 3T3-L1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효능을 확인하기

유도하여 지방전구세포의 초기 분화과정에서 중요한 역할

위해 지방전구세포 분화 유도와 함께 추출물을 농도별(10,

을 하며 C/EBPα는 PPARγ와의 강한 상승 작용을 통해 지방

50 및 100 μg/mL)로 처리하였다. ASM 메탄올 추출물을

전구세포의 분화 후기 과정을 촉진한다(29-31). 따라서 본

처리했을 때 지방세포 내의 중성지방 생성은 대조군인 MDI

연구에서는 ASM 메탄올 추출물 처리에 따른 세포 내 중성

그룹에 비해 농도 의존적인 감소를 보였다(Fig. 5). 특히

지방합성 저해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SREBP1c, PPARγ 및

ASM 메탄올 추출물 50, 100 μg/mL에서 각각 37.0, 61.5%

C/EBPα의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다. ASM 메탄올 추출물

까지 유의적으로 세포 내 중성지방이 감소하였다. 이는

을 3T3-L1 preadipocyte에 농도별(10, 50 및 100 μg/mL)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유도과정에서 생성된 ROS의

로 처리하면서 분화를 유도하였고 분화된 대조군(MDI)과

양과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축적의 감소가 유사한 경향을

비교하였다. 그 결과 분화를 유도한 대조군인 MDI 그룹에서

보였다. 이 결과는 지방세포에서 축적된 중성지방이 산화적

는 SREBP1c, PPARγ 및 C/EBPα의 mRNA 발현이 증가하

스트레스의 증가와 연관이 있음을 나타낸다.

였으나, 분화과정에서 ASM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하여 분화
를 유도한 경우 SREBP1c, PPARγ 및 C/EBPα의 mRNA

지방세포 분화 조절인자들의 발현에 대한 참산부추 메탄
올 추출물의 효과

발현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음을 확인하였다(Fig. 6).

3T3-L1 지방전구세포는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서

PPARγ 및 C/EBPα의 농도 의존적인 발현 감소는 Oil Red

지질 축적에 의해 지방구가 생성되는 형태학적인 변화뿐만

O 염색을 통한 중성지방 생성 감소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을

아니라 지방세포에 나타나는 특이적인 단백질 marker의 발

보였다. 따라서 ASM 메탄올 추출물은 3T3-L1 지방전구세

현 증가와 같은 생화학적인 변화도 나타난다. 이 과정에서

포에서 SREBP1c, PPARγ 및 C/EBPα의 유전자 발현을 억

transcription factor인 SREBP1c, PPARγ 및 C/EBPα의 유

제함으로써 중성지방 생성을 감소시켜 지방세포로의 분화

전자 발현이 증가하고 전사인자들은 상호 전사를 유도하여

를 억제시킬 수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연구에 의하면

지방세포를 분화시킨다(3,27). SREBP1c는 지방산이나 콜

ROS는 PPARγ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지질 생성의 중요

레스테롤 합성에 필수 전사인자인 SREBP의 하나이며 지방

단계인 mitotic clonal expansion phase를 촉진시키지만

세포 분화과정 초기에 발현이 유도되며 PPARγ의 전사활성

항산화제는 mitotic clonal expansion phase를 정지시켜

을 증가시킨다(28). PPARγ는 호르몬에 의해 adipogenesis

PPARγ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32). 따라서

와 lipogenesis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며, 지방세포 분화에

ASM 메탄올 추출물의 처리는 지방세포 내의 ROS 생성을

필수적인 전사인자이다. 또한 C/EBPβ는 PPARγ의 발현을

감소시켜 PPARγ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이로 인하여 중성

ASM 메탄올 추출물 처리 농도의 증가에 따른 SREBP1c,

참산부추의 지방세포 내 ROS 생성 및 지질 축적 억제 효능

Relative mRNA expression (Fold).

A

9
8

요

SREBP1c

7

속 식물의 하나인 참산부추(ASM) 메탄올 추출물의 ROS 생

5

*

성 저해 및 지질 축적 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4

ASM 메탄올 추출물 100~2,000 μg/mL의 모든 농도에서

3
*

2

CON

MDI

10

50 100

Relative mRNA expression (Fold).

그 결과 ASM 메탄올 추출물은 대조군에 비해 ROS 생성량
*

600

과 ROS 관련 효소인 G6PDH mRNA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

*

500

로 감소시켰다. 또한 ASM 메탄올 추출물에 의하여 지방세

400

포 내 중성지방 축적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지방

300

세포 분화에 관련된 전사인자인 SREBP1c, PPARγ 및 C/

200
*

100

EBPα mRNA 발현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
들로 볼 때 ASM 메탄올 추출물로 인한 ROS 생성 저해와

CON

MDI

10

50 100

ASM (μg/mL) with MDI

Relative mRNA expression (Fold).

효소와 분화 관련 전사인자의 조절로 인한 중성지방 축적
면서 추출물을 농도별(10, 50, 100 μg/mL)로 처리하였다.

PPARγ

700

0

C

때 세포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지방세포 내 ROS 관련
저해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전구세포를 분화 유도하

900
800

유의적인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지방전구
세포에 ASM 메탄올 추출물 10~100 μg/mL를 처리하였을

1

ASM (μg/mL) with MDI

B

약

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이용하여 Allium

6

0

827

30

지질 축적 억제는 ROS 생성 및 ROS 관련 유전자의 발현
감소로 인한 지방 생성 주요 전사인자의 유전자 발현 억제로
인한 것으로 보이며, ASM이 항비만 효과가 있는 천연물 소

C/EBPα

재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25
20

감사의 글
15
*

이 연구는 덕성여자대학교 2013년도 교내 연구비(3000

10
*

5
0

CON

MDI

10

50 100

ASM (μg/mL) with MDI

Fig. 6. Effect of Allium sacculiferum Max. (ASM) on SREBP1c,
PPARγ and C/EBPα mRNA express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preadipocytes.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ASM
methanol extracts (10, 50, and 100 μg/mL) during adipogenesis.
Total RNA was extracted on day 8 and SREBP1c, PPARγ and
C/EBPα mRNA was measured by quantitative real time PCR.
Each mRNA was quantified and normalized to β-actin.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P<0.05
indicate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지방 생성이 저해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세포 내 ROS 생성과 지질
축적에 대한 ASM 메탄올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그 결과 지방전구세포에 ASM 메탄올 추출물을 처리하
였을 때 지방세포 내 ROS 관련 유전자의 감소는 ROS 생성
을 저해시켰다. 생성이 저해된 ROS는 adipogenic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결과적으로 중성지질 축적을 억제
하여 ASM이 비만과 관련된 만성질환 개선을 위한 기능성
소재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001949)의 지원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이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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