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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산 한라  과피 추출물의 지방세포에서의 항비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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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Jeju Hallabong Tangor (Citrus kiyomi×ponkan) is a Citrus species with a variety of physiological proper-
ties such as anti-oxidant, anti-inflammation, anti-cancer, and anti-obesity. We investigated the anti-obesity effects of 
Hallabong Tangor peel extracts before (HLB) and after (HLB-C) bioconversion with cytolase based on modulation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and lipid metabolism in 3T3-L1 adipocytes. Treatment with cytolase decreased flavanone 
rutinoside forms (narirutin and hesperidin) and increased flavanone aglycone forms (naringenin and hesperetin). During 
adipocyte differentiation, 3T3-L1 cells were treated with 0.5 mg/mL of Sinetrol (a positive control), HLB or HLB-C. 
Adipocyte differentiation was inhibited in both citrus groups, but not in control and Sinetriol groups. HLB and HLB-C 
tended to reduce insulin-induced mRNA levels of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α (C/EBPα) and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1c (SREBP1c). Compared to the control and Sinetrol groups, HLB and HLB-C markedly 
suppressed insulin-induced protein expression of C/EBPα and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
γ). The HLB and Sinetrol groups, but not HLB-C group, significantly increased adipolytic activity with higher release 
of free glycerol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in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bio-
conversion of Hallabong Tangor peel extracts with cytolase increases aglycone flavonoids. Irrespective of bioconversion, 
both Hallabong Tangor peel extracts exert anti-obesity effects that may contribute to prevention of obesity through 
inhibition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or induction of adipolytic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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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건강 문제이며 대사증후군

의 한 지표로서 제2형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계 질환, 암 등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1,2).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

나라의 비만 유병률은 2001년 전체 평균 29.2%였던 것에 

비해 2012년 32.8%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으

므로 이의 조절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지방세포는 

우리 몸에서 에너지를 저장하며 지방조직과 근육에서 신호

전달 과정을 조절하는 다양한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한다(3). 

지방세포의 분화는 세포의 형태, 호르몬 민감성, 유전자 발

현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4,5). 지방분화 초기에는 유도제의 

일종인 cAMP와 dexamethasone에 의해서 CCAAT/en-

hancer-binding proteins β(C/EBPβ)와 C/EBPδ의 발현량

이 일시적으로 증가하게 된다. 이들 전사인자의 발현은 per-

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PPARγ) 전

사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키며, 이것은 C/EBPα의 발현도 증

가시켜 분화과정 후반기에 지방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을 촉진시킨다(6). PPARγ의 표적유전자는 지방조직 

특이유전자로 밝혀진 adipocyte protein 2(aP2), leptin 등

이 있다(6).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c(SREBP1c)는 지방산 대사와 지질 생합성에 주로 관여하

며 지방세포의 분화 초기 단계부터 발현이 유도되어 분화를 

촉진시키며 지방산 대사 관련 유전자를 증가시킨다(6). 

감귤류의 과피는 아시아에서 기관지와 천식 환자에게 사

용되어 왔으며, 감귤류 플라보노이드는 내당능을 향상시키

고 혈장의 지질 수치와 비만을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다

(7,8). 감귤류에 존재하는 플라보노이드는 분자적인 구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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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플라본(flavones), 플라바논(flavanones), 플라보놀

(flavonols), 이소플라본(isoflavones), 안토시아니딘(an-

thocyanidins), 플라바놀(flavanols) 등 6개 그룹으로 분류

할 수 있다(9). Naringin, narirutin, hesperidin 등과 같은 

플라바논 배당체(flavanones glycone)와 naringenin, hes-

peretin과 같은 플라바논 비배당체(flavanones aglycone)

가 감귤류 플라보노이드의 주된 형태이며, 이들은 과육보다 

과피와 씨에 더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10). Naringenin, 

hesperetin과 같은 비배당체는 배당체 형태보다 좀 더 효과

적으로 우리 몸에서 흡수되기 때문에 플라바논의 rutino-

side 형태의 물질이 가수분해과정을 거쳐 비배당체의 형태

로 전환되면 흡수가 촉진되어 혈장, 담즙, 소변 등에 더 높은 

농도로 존재한다(10,11). Naringin과 narirutin은 α-D- 

rhamnosidase와 β-D-glucosidase에 의해서 naringenin

으로 전환되고, hesperidin은 β-D-glucosidase나 α-D- 

rhamnosidase에 의해서 hesperetin으로 전환된다. Cyto-

lase PLC5는 Aspergillus niger의 배양물에서 얻어진 효소 

제제로서 pectinases 외에 cellulase, hemicellulase, β- 

glucosidase 등의 다양한 활성을 가지고 있다. 상업적으로

는 산도가 높은 과실류 가공 시 침전 제거, 수율 및 여과력 

향상에 주로 사용된다. 또한 당분해효소로서 배당체 형태의 

플라보노이드를 비배당체 형태로 전환시켜 추출 효율을 높

일 수 있다(12). 인삼추출물을 β-glucosidase와 cytolase

로 효소 반응시키면 ginsenosides의 형태로 전환되었고 대

식세포에서 염증을 억제시키고 결장선암 세포에서 항암효

과를 나타내었다(13,14). 

감귤류의 한 종류인 한라봉은 그에 대한 선행연구가 저장

연구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는 

2010년 농촌진흥청의 항암, 항산화 및 항고혈압 작용에 관

한 효능 이외에는 거의 미흡하다. 또한 감귤류 플라보노이드

에 대한 항비만 효능은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과피 

추출물의 비배당체로의 효소 반응 처리에 관한 연구는 이루

어지지 않았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전구

세포에서 한라봉 과피 추출물과 cytolase를 이용하여 효소 

처리한 한라봉 과피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와 중성지

방의 분해 촉진을 통한 항비만 효과를 비교하여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한라봉 과피 추출물의 조제 및 분석

한라봉 과피 추출물(Hallabong Tangor, Citrus kiyo-

mi×ponkan; HLB)과 cytolase로 효소 처리하여 가수분해

한 한라봉 과피 추출물(HLB-C)은 (주)BKbio(Seongnam, 

Korea)로부터 제공받았다. 한라봉 과피는 제주연구소에서 

공급받아 과피 분말 100 g을 0.5%의 cytolase PCL5(DSM 

Food Specialties, Heerlen, The Netherlands)를 첨가하

여 물을 용매로 pH 4.0, 60°C에서 14시간 동안 효소 처리 

후 여과시켜 잔사를 제거하였다. 여기에 4배 부피(v/v)의 

80% ethanol을 가하여 60°C에서 8시간 동안 교반추출 후 

여과시켜 분리된 상층액만 취해 농축한 다음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하였다. HLB와 HLB-C의 플라보노이드 구성성분의 

분석을 위해 고속 액체 크로마토그래피(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YL9100HPLC, Younglin, 

Anyang, Korea)로 Eclipse Plux C18 column(4.6 mm I.D. 

×250 mm; Agilent Co., Santa Clara, CA, USA)을 이용하

였고, 시료 주입량은 10 μL, column oven 온도는 35°C, 

유속은 1 mL/min, 검출 파장은 280 nm에서 60분 동안 분석

하였다. 이동상은 0.5%(v/v) acetic acid/acetonitrile과 

0.5%(v/v) acetic acid/d-H2O를 gradient 조건에 따라 사

용하였다. 시료의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정량 분석하기 위해

서 internal controls로 naringin, narirutin, hesperidin, 

naringenin, hesperetin(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비교 분석하였으며, 이를 위해서 

YLClarity chromatography station system을 이용하였다.

지방전구세포의 배양과 분화

3T3-L1 지방전구세포(ATCC, Manassas, VA, USA)는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Grand Island, NY, USA)에 10% calf serum(Gibco)과 1% 

penicillin-streptomycin(PS, Lonza, Allendale, NJ, USA)

을 혼합하여 배양시켰다. 지방세포 분화의 시작은 10 μL/ 

mL insulin(Gibco), 1 μM dexamethasone(Sigma Chemical 

Co.), 0.5 μM 3-isobutyl-1-methylxanthine(Sigma Chem-

ical Co.)을 배지에 혼합하여 이틀간 배양시킨다(day 0∼

day 2). 그 후부터 이틀 간격으로 DMEM과 10% fetal bo-

vine serum(Gibco) 배지를 교환하여 열흘간 분화를 시킨다

(day 3∼day 10). HLB와 HLB-C는 분화 시작부터 열흘간 

배지와 함께 처리하였으며 이틀 주기로 교환하여 처리하였

다. Sinetrol(Fytexia, Vendres, France)은 양성대조군으

로 사용하였으며 시료와 동일하게 처리하였다(15). 

세포생존율 측정

24-well plate에 3T3-L1 지방전구세포를 분주하고 0∼

2.0 mg/mL 농도의 Sinetrol, HLB 또는 HLB-C를 24시간 

동안 처리한다. 3-(4,5-Dimethylthiazol-2-yl)-2,5-di-

phenyltetrazolium bromide(MTT, Amresco, Solon, OH, 

USA)를 5 mg/mL 농도로 4시간 동안 37°C에서 반응시킨 

후 시약을 제거하고 isopropanol을 첨가하여 분광광도계

(Gen5.2, Biotek,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지방세포 염색

지방전구세포를 6-well plate에서 0.5 mg/mL의 농도의 

Sinetrol, HLB 또는 HLB-C를 분화배지에 첨가하여 함께 

분화시켰다. 분화가 끝난 후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씻어주고 10% formalin(Merck, Da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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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structures of citrus flavanone

Flavanone R1 R2 R3 R4

Glycone
 Naringin
 Narirutin
 Hesperidin

Neohesperidose
Rutinose
Rutinose

OH
OH
OH

H
H

OH

OH
OH

OCH3

Aglycone
 Naringenin
 Hesperetin

OH
OH

OH
OH

H
OH

OH
OCH3

Table 2. HPLC chromatograms of Hallabong Tangor peel ex-
tracts                                           (unit: %) 

HLB1) HLB-C

Glycone
Naringin
Narirutin
Hesperidin

 0.01
 3.20
21.42

 0.00
 0.16
 1.72

Aglycone Naringenin
Hesperetin

 0.01
 0.00

 8.82
12.38

Total 24.66 23.08
1)HLB: Hallabong Tangor peel extract, HLB-C: Hallabong 

Tangor peel extract after bioconversion with cytolase.

stadt, Germany)으로 1시간 동안 고정시킨다. 그리고 60% 

Oil red O(Sigma Chemical Co.)로 30분간 염색시킨 후 현

미경을 이용하여 촬영하였으며, 염색된 시약을 isopropanol

로 녹여 분광광도계(Biotek)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RT- 

PCR)을 이용한 mRNA 측정

지방세포의 mRNA는 Trizol reagent(Invitrogen, Grand 

Island, NY, USA)를 이용하여 추출하였고 reverse tran-

scription master premix(ELPIS, Daejeon, Korea)로 역전

사를 진행시켜 cDNA를 합성시켰다. 유전자 증폭을 위한 

primer는 C/EBPα forward 5'-TTACAACAGGCCAGG-

TTTCC-3', backward 5'-AACTCCAGTCCCTCTGGG-

AT-3', SREBP1c forward 5'-TGTTGGCATCCTGCTA-

TCTG-3', backward 5'-CTCACCCTCTGGAAGACC-

AC-3', GAPDH forward 5'-ACCACAGTCCATGCCAT-

CAC-3', backward 5'-TCCACCACCCTGTTGCTGTA- 

3'로 제작하여 실험하였다.

Western blotting를 이용한 단백질 검출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지방세포로 완전히 분화시킨 

후 세포를 분리하여 whole cell lysates를 얻었다. 이것을 

10% SDS-PAGE에 전기영동을 통해 단백질을 분리하고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Roche, Seoul, Ko-

rea)으로 transfer 과정을 거친 후에 C/EBPα, PPARγ, β- 

tubulin(Santa Cruz, Texas, USA)의 항체를 붙이고, 그 후 

화학발광반응법을 이용하여 가시화시켰다.

Free glycerol 측정

분화된 지방세포에 0.5 mg/mL 농도의 Sinetrol, HLB 또

는 HLB-C를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함께 배양했던 배지를 

실험에 이용하였다. 96-well plate에 glycerol 표준물질과 

배지를 넣고 free glycerol assay reagent(Cayman Chem-

ical Company, Ann Arbor, MI, USA)를 섞어 15분간 반응

시킨 후에 분광광도계(Biotek)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실험을 실시하였고 결과는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또한 모든 실험결과는 IBM SPSS 

(Ver. 20.0, IBM, Armonk, NY, USA)를 이용하여 Stu-

dent's t-test와 one-way ANOVA로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Scheffe's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

용하여 검증하였고 5% 이내에서 통계적 유의성을 제시하였

다(P<0.05).

결과 및 고찰

한라봉 과피 추출물의 효소 처리에 의한 플라보노이드 형

태 전환 

한라봉 과피 추출물에 있는 플라보노이드의 형태가 cy-

tolase를 통해 효과적으로 전환되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배당체(glycone) 형태의 narirutin, naringin, hesperidin과 

비배당체(aglycone) 형태의 naringenin과 hesperetin을 

HPLC로 분석하였다(Table 1). HLB와 HLB-C의 총 플라

보노이드 양은 각각 24.66%, 23.08%로 비슷한 수치를 나타

내 차이가 거의 없는 반면 glycone과 aglycone 종류의 수치

가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Glycone 중 naringin과 

narirutin의 수치가 HLB에서 HLB-C로 전환시켰을 때 감소

하였고 aglycone 형태인 naringenin은 0.01%에서 8.82%

로 증가하였다. 또 glycone 형태의 hesperidin은 효소 처리 

전에는 21.42%였으나 처리 후에 1.72%로 감소하였고 대신 

aglycone인 hesperetin이 효소 처리 전에는 감지되지 않다

가 처리 후에 12.38%로 증가하였다(Table 2). 이것은 cy-

tolase를 이용한 효소 처리로 naringin과 narirutin이 nar-

ingenin으로, 또는 hesperidin이 hesperetin으로 변환된 것

으로 사료된다(Table 1, 2). Aglycone 형태는 glycone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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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HLB and HLB-C on cell viability. 3T3-L1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0～2.0 mg/mL) of 
Sinetrol, HLB or HLB-C for 24 hr. Sinetrol: a positive control.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The viability of 
untreated control cells was defined as 100%.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3). Different letters (a,b) above the ba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NOVA, Scheffe's test (P< 
0.05).

Preadipocytes    Control       Sinetrol       HLB        HLB-C

b
b

aa

b

0

20

40

60

80

100

120

Preadipocytes Control Sinetrol HLB HLB-C

Differentiation

A
di

po
cy

te
 d

iff
er

en
tia

tio
n 

(%
)  .

Fig. 2. Effects of HLB and HLB-C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in 3T3-L1 cells. 3T3-L1 cells were treated with 0.5 mg/mL of 
Sinetrol, HLB or HLB-C in differentiation medium during adi-
pogenesis from 0 to 10 days. Sinetrol, a positive control.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3). Different letters (a,b) above 
the ba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NOVA, 
Scheffe's test (P<0.05).

태보다 더 효과적으로 흡수되어 혈청과 소변, 담즙에서 더 

높은 농도의 aglycone 류가 존재한다(10,11). Naringin은 

HLB에서 거의 검출되지 않았는데 이것은 naringin이 한라

봉의 주요 플라보노이드가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Rutinose가 붙어 있는 narirutin과 hesperidin은 쓴맛이 거

의 없으나 neohesperidose가 붙어 있는 naringin은 쓴맛이 

난다(10).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Sinetrol은 감귤류의 폴

리페놀 중 플라보노이드의 naringin, narirutin, hesper-

edin, neohesperedin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15). 그중 

naringin의 양이 가장 많으며 이것은 Sinetrol이 강한 쓴맛

을 내는 것과 연관이 있어 알약의 형태를 제외하고는 산업적

으로 이용하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반면 HBL과 HBL-C는 

naringin이 거의 없었으며 관능검사에서도 유의적이지는 않

지만 쓴맛이 감소하였다(data not shown). 

한라봉 과피 추출물이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추출한 시료의 독성을 평가하고 적정 농도를 결정하기 위

해 HLB와 HLB-C를 0∼2.0 m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으

며 양성 대조군으로 프랑스에서 생산, 판매되고 있는 다이어

트 보조식품인 Sinetrol을 사용하였다(15). 24시간 동안 시

료를 처리한 결과 세 군 모두 0.5 mg/mL 농도까지는 세포생

존율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HLB군과 HLB-C군의 경

우 1.0 mg/mL 이상의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감소하였다

(Fig. 1). 

한라봉 과피 추출물이 지방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감귤류 플라보노이드의 항비만 효과는 여러 연구를 통해 

보고되어 있다. 감귤류 플라보노이드 중 hesperidin과 nar-

ingenin, nobiletin은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것을 억제하였다(16). 또 비만 쥐에게 제주자생진귤(Citrus 

unki) 과피 추출물을 70일 동안 먹였을 때 β-oxidation의 

증가와 지방분화 억제를 통해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었다

(17). 감귤류 종인 한라봉 과피 추출물이 지방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0.5 mg/mL 농도의 Sinetrol, 

HLB 또는 HLB-C를 열흘간 처리하였고 세포에 축적된 지

질을 Oil red O 염색을 통해 확인하였다. 미처리 대조군은 

insulin에 의해 지방세포가 분화되어 지방전구세포에 비해 

3배로 중성지방이 증가하였다. 양성 대조군인 Sinetrol은 

0.5 mg/mL에서 거의 지방분화를 억제하지 못한 반면 HLB

와 HLB-C 처리군은 각각 24%, 21%로 미처리 대조군에 

비해 5배 정도 지방세포 분화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2). HLB와 HLB-C는 같은 농도에서 Sinetrol보다

는 훨씬 효과적으로 동일하게 분화를 억제시켜 효소 처리 

전후의 차이는 없었다. Citrus aurantium flavonoids 경우

도 지방전구세포에서 지질 축적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고

(5), 이는 한라봉 과피 추출물의 주요 플라보노이드인 nar-

ingenin과 hesperidin, hesperetin의 작용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17).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한 Sinetrol은 프랑스의 

Fytexia에서 개발되어 시판되고 있는 지방분해 효과의 식이

보충제로 감귤류와 과라나로부터 만들어지며, phospho-

diesterase(PDE) 억제를 통해 cAMP를 증가시키고 hor-

mone sensitive lipase(HSL)를 자극하기 때문에 지질 대사 

중 특히 지방분해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었다(15).

한라봉 과피 추출물이 지방세포 분화 전사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앞서 HLB와 HLB-C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한다는 

결과를 토대로 이러한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인자들의 

분자생화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C/EBPα, SREBP1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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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HLB and HLB-C on adipogenic genes expre-
ssion in 3T3-L1 cells. Pre: preadipocytes; Sin: Sinetrol. 3T3-L1
preadipocytes were treated with 0.5 mg/mL of Sinetrol, HLB or
HLB-C for 10 days in differentiation medium. RT-PCR was per-
formed using gene specific prim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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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HLB and HLB-C on adipogenesis-related protein expression of C/EBPα and PPARγ. 3T3-L1 preadipocytes were
treated with 0.5 mg/mL of Sinetrol, HLB or HLB-C for 10 days in differentiation medium. Immunoblotting was performed with 
specific antibodies. Pre: preadipocytes; Sin: Sinetrol.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3).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mRNA와 C/EBPα와 PPARγ의 단백질 발현량을 조사하였

다. C/EBPα는 지방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발현되는 유전자

이며 지방조직의 지질 축적을 증가시킨다(6,18). 또한 

SREBP1c는 주로 지방과 간에서 지방산 대사와 지질 생합

성에 주로 관여하며 지방세포의 분화과정에서 분화 시작 단

계부터 완료 단계까지 발현된다(19,20). SREBP1c의 표적

유전자로는 fatty acid synthase(FAS), lipoprotein lipase 

(LPL), acetyl-CoA carboxylase(ACC) 등이 있으며 이들

은 대부분 지방산 대사 조절을 담당하는 효소이다(21). 따라

서 지방분화의 중간단계에서 C/EBPα와 PPARγ, SREBP1c

는 중요한 전사인자이다(22). 지질과 탄수화물 대사의 중요

한 전자 조절인자인 PPARγ는 hesperetin과 naringenin에 

의해서 활성화되며 C/EBPα와 PPARγ의 과발현은 지질생

성과정을 촉진시킨다(23,24). 지방전구세포에 분화배지와 

함께 한라봉 과피 추출물을 열흘간 처리한 후 RT-PCR을 

통해 지방세포 분화 전사인자인 C/EBPα와 SREBP1c의 

mRNA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0.5 mg/mL 농도의 HLB와 

HLB-C 처리군에서 C/EBPα가 대조군과 Sinetrol군에 비해

서 발현량이 감소하였고 SREBP1c는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

지만 유의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Fig. 3).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측정한 결과 

C/EBPα와 PPARγ는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면

서 상당하게 증가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처리한 Sinetrol

은 1.5 m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C/EBPα와 PPARγ

의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data not 

shown), 그보다 더 낮은 농도인 0.5 mg/mL의 농도로 처리

한 Sinetrol은 변화를 나타내지 못했다. 반면에 같은 농도인 

0.5 mg/mL로 HLB와 HLB-C를 지방전구세포에 처리한 결

과 C/EBPα와 PPARγ가 두 그룹에서 모두 거의 발현되지 

않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지방세포 분화 전사인

자들의 발현 분석 결과 0.5 mg/mL의 HLB와 HLB-C 처리

군에서 1 mg/mL 이상의 농도로 처리한 정제된 감귤류 플라

보노이드들(naringin, naringenin, hesperidin, hesperetin) 

보다 지방세포의 분화와 지질 축적을 억제시켰다(date not 

shown). 따라서 한라봉 과피 추출물은 C/EBPα와 PPARγ

의 단백질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

로의 분화를 저지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세포 분화와 

마찬가지로 HLB와 HLB-C는 같은 농도에서 Sinetrol보다

는 훨씬 효과적으로 동일하게 지방세포 분화인자를 억제시

켰지만 효소 처리 전후의 차이는 없었다. 

한라봉 과피 추출물이 지방분해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포는 여분의 에너지를 lipid droplet 안에 중성지방

의 형태로 저장하다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면 adipose tri-

glyceride lipase와 HSL, monoglyceride lipase와 같은 효

소들에 의해서 지방산과 glycerol로 분해되어 에너지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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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HLB and HLB-C on lipolytic activity in 3T3-L1
adipocytes. The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were cultured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0.5 mg/mL of Sinetrol, HLB or
HLB-C for 24 hr. Cell culture supernatants were assayed for
glycerol release.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3).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mean significant difference
according to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산하거나 세포 신호전달 또는 지방 합성에 이용한다(22, 

25). Free glycerol release의 측정은 지방세포에 축적된 

중성지방의 분해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것이다. 지방전구세

포를 지방세포로 완전히 분화시키고 분화가 끝난 후 0.5 

mg/mL의 농도로 Sinetrol, HLB 또는 HLB-C를 24시간 동

안 처리하여 glycerol의 양을 측정하였다. Sinetrol 처리군

은 대조군과 비교했을 때 2배로 glycerol의 양이 증가하였

고, HLB 처리군은 Sinetrol 처리군보다 약하지만 대조군에 

비해 glycerol의 양이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다. 

반면 효소 처리 과정을 거친 HLB-C 처리군은 대조군과 비

교하여 glycerol release가 증가되었지만 유의적이지는 않

았다(Fig. 5). 가장 높은 지방분해 활성을 나타낸 Sinetrol은 

지방세포에서 PDE 활성 억제를 통해 cAMP와 그 표적효소

인 HSL을 자극함으로써 유리지방산과 glycerol를 증가시

켜 지방을 효과적으로 연소하는 약물이다(15). 이러한 기능

성을 나타내는 Sinetrol은 감귤류의 폴리페놀 중 특히 플라

보노이드의 naringin, narirutin, hesperedin, neohes-

peredin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15). 이것은 주로 당이 붙

어 있는 glycone의 형태이며 한라봉 추출물들의 구성성분

과 비교하면 HLB는 glycone, HLB-C는 aglycone으로 주

로 구성되어 있다(Table 1, 2). 본 실험 결과 HLB 처리군은 

지방분해를 증가시켰으나 HLB-C 처리군에서는 유의적인 

효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을 통해 지방세포에서의 지방

분해는 aglycon보다 glycone 형태에서 더 효과가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최근에는 Citrus sunki 과피 추출물(17)과 

Citrus aurantium L. 추출물(26,27)이 각각 마우스모델과 

비만인모델의 지방세포에서 β-산화와 지질분해(lipolysis)

를 촉진함으로써 body fat mass를 감소시키는 항비만 효과

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한라봉 과피 추출물과 효소 처리시킨 한라봉 과피 

추출물의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의 항비만 효과를 비교

하여 연구하였다. Cytolase를 이용한 플라보노이드 형태 전

환으로 한라봉 과피 추출물에 다량 존재하던 narirutin이 

naringenin으로 또는 hesperidin이 hesperetin으로 변환되

었다. 지방전구세포에 분화배지와 함께 10일간 HLB와 

HLB-C, 양성대조군으로 Sinetrol을 다양한 농도로 처리한 

결과 모든 세포군에서 0.5 mg/mL 농도에서는 세포생존율

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았기 때문에 적정 처리 농도를 

0.5 mg/mL로 확정하였다. Oil red O 염색을 통해 지방세포

의 분화 정도를 측정한 결과 양성대조군인 Sinetrol 처리군

보다 같은 농도의 HLB와 HLB-C 처리군이 분화를 억제시

켰다. 지방세포 분화 억제의 분자생화학적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분화 관련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을 RT- PCR과 west-

ern blotting을 통해서 실험한 결과, 0.5 mg/mL 농도의 

HLB와 HLB-C 처리군에서 대조군과 Sinetrol군에 비해 

C/EBPα, SREBP1c의 유전자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나타내

었고 C/EBPα와 PPARγ의 단백질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미 형성된 지방세포의 분해 작용에 

HLB와 HLB-C가 영향을 주는지 평가하기 위해 완전히 분

화된 지방세포에 24시간 동안 0.5 mg/mL의 농도로 처리한 

결과 Sinetrol과 HLB는 지방분해 효과를 나타내었으나 

HLB-C는 지방세포의 분해 작용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따라서 이러한 실험 결과들은 한라봉 과피 추출물이 

지방세포 분화 억제와 지질분해 활성이 있고 이는 cytolase

로 효소 처리를 할 경우에도 비슷한 결과를 보였으며 오히려 

지질분해 활성은 감소하였다. 한라봉 과피 추출물의 in vitro 

상에서 검증된 항비만 효능이 향후에 in vivo 상에서 지방분

화 억제와 지방분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추가 검증이 필요

하다고 사료된다. 또한 향후 한라봉뿐 아니라 다른 감귤류를 

이용하여 다양한 probiotics 미생물에 존재하는 효소와 다

른 상업화 효소 등을 통한 물질전환 효과를 비교･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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