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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차씨 압착박 열수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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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the hot water extract of defatted green tea seed cake (GTSE) on lipid metabolism and the
underlying mechanisms of lipolysis in mature 3T3-L1 adipocytes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we found that the
naringenin content of GTSE was 5.5 mg/g; however, catechins were not detected. The intracellular lipid droplets were
stained with Oil Red O dye and quantified. Compared to the control, lipid accumulation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52%, and intracellular triglyceride (TG) level was reduced by 33% after treatment with GTSE at a concentration of 40
µg/mL. To determine the mechanism of reduction in TG content, we determined the level of fatty acid synthase (FAS),
phosphorylation of adenosine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and acetyl-coenzyme A carboxylase (ACC)
in the cell model. Incubation of the 3T3-L1 adipocytes with GTSE stimulated AMPK and ACC phosphorylation in a dose-
dependent manner, and decreased the expression of F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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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 사회에서 전 세계적으로 확산이 되고 있는 비만 현상은

고에너지 식품의 섭취, 유전적 감수성의 증가, 감소된 육체적인

활동 등으로 발생하며 독립적으로 혹은 다른 질병과 연합하여 많

은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킨다(1). 비만은 특히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암, 호흡기 장애, 골관절염 등의 발생과 깊은 관계가 있으

므로 수명단축의 중요 지표가 되기도 한다(2). WHO에서는 전 세

계적으로 12억의 인구가 비만에 속하고, 2015년에는 15억까지 증

가될 것이라고 그 심각성을 예측하였다(3). 우리나라에서도 소득

수준의 향상과 식사생활 습관의 서구화로 인해 체질량지수 25%

이상의 비만인구가 32.4%로, 지난 10여 년 동안 약 1.6배 정도

증가하였다고 보고되었다(4). 그 중에서도 특히, 소아비만은 우리

나라 성인 인구의 비만 비율을 좌우하게 되는데 최근 3년 사이

에 초등학생 비만 비율은 2배 정도 증가해, 선진국에서 문제가

되었던 비만 문제가 우리나라에서도 심각하게 대두되기 시작하

였다. 이처럼 증가하는 비만 문제에 대해 운동이나 식사요법을

통한 생활습관의 개선, 약물요법, 수술 등을 통한 치료법이 소개

되어지고 있다(5,6). 이 중에서 항비만 관련 치료제의 개발은 꾸

준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현재까지의 비만 치료제는 식

욕을 억제시키는 제제(fenfluramine, sibutramine)와 지방의 대사를

촉진시키거나 지방질합성(lipogenesis)를 억제하거나 대사활성을

증가시키는 제제(ephedrine, orlistat)로 크게 나눌 수 있으나 이런

약물들은 그 부작용 또한 많고 습관성의 문제도 대두되고 있다

(7). 따라서 소비자들은 적은 노력으로 큰 효과를 내면서 부작용

이 적은 천연물질로부터 비만을 해결하기 위한 방법을 필요로 하

고 있다. 최근에는 식물에 함유된 일부 영양소, 식이섬유, 파이토

케미컬(phytochemical)이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

고 밝혀짐에 따라 이러한 기능성 식품소재를 이용한 체지방 감

소 관련 제품들이 개발되어지고 있는 실정이다(8,9).

녹차는 전 세계에서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음료로, 녹차

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차의 성분과 그 약리 효과에 대한 연

구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녹차는 다른 식품에 비하여 트레아

민(threamine)과 폴리페놀(polyphenol)류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특

히 녹차에 들어 있는 폴리페놀류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

고, 과산화지방질을 억제하고 노화를 지연시키며 중성지질의 생

성을 억제하므로 비만을 방지하고 모세혈관의 저항력을 증진시

킨다고 보고되고 있다(10-14). 이처럼 다양한 효능을 가지고 있는

녹차는 대부분 잎을 사용하고 있으며, 유사한 효능 물질을 함유

하고 있는 녹차씨는 고급식용기름의 원료로 사용되는 것 이외에

는 특별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다. 녹차씨는 녹차나무(Camellia

sinensis)의 종자로 11월부터 다음해 1월까지 수확할 수 있는데,

녹차씨에는 지용성 바이타민, 사포닌, 폴리페놀 및 불포화지방산

이 많이 함유되어 항균, 항염증 등의 활성을 갖는다고도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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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15). 그러나, 녹차씨를 압착하고 남은 압착박은 대부분 폐기

처분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차씨를 압착한 후

남은 박에 함유된 성분을 분석해 보고, 생체 밖(in vitro)상에서

지방세포분화 및 지방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체지방 감소 고시

형 소재인 녹차잎과 비교 분석해 봄으로써 녹차씨 압착박의 산

업적 이용 가능성 및 가치를 검토해 보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녹차 및 녹차씨는 전남 순천의 명인신광수

차로부터 제공받은 시료를 사용하였다. 녹차는 3월 중순에 수확

한 녹차를 건조하여 사용하였으며, 수확한 녹차씨는 세척 후, 외

피, 과피, 중피를 제거한 뒤 110oC에서 약 10분간 볶음 처리한

후 압착하여 기름이 제거된 녹차씨 압착박을 시료로 사용하였다.

녹차 및 녹차씨 추출물 제조

명인신광수차로부터 제공받은 녹차 및 녹차씨 압착박 시료에

약 5배수의 증류수를 가하여 95oC에서 90-120분 동안 열수 추출

하였다. 추출 후 여과기를 이용하여 여과한 여액은 농축 후 냉동

건조하여 분말화 하였다. 분말화를 통하여 얻어진 수율은 녹차

추출물은 18.3%,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은 18.4%로 두 시료의 수

율은 거의 유사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

녹차 및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 중에 함유된 총 페놀 함량 측

정은 폴린-시오칼토(Folin-ciocalteu) 방법(16)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0.1 mg/mL의 농도로 제조된 시료 1 mL, 탄산소듐(sodium

carbonate) 용액 1 mL 및 10% 폴린-시오칼토 시약(Fluka, Buchs,

Switzerland)를 1 mL를 혼합하여 90분간 방치한 후 마이크로플레

이트리더(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7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총 페놀 함량 분석은 갈산(gallic acid) (Sigma, St.

Louis, MO, USA)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y=0.0027x+0.1287,

R2=0.99703)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조사포닌 분석

조사포닌 분석은 Kim 등(17)의 방법에 따라 전처리 후 분석하

였다. 녹차 및 녹차씨 압착박 추출 분말 5 g씩을 각각의 플라스

크에 취하고, 메탄올(methanol, Burdick&Jackson, Morristown, NJ,

USA) 50 mL를 가하여 상온에서 약 1시간 동안 교반 추출한 다

음 농축플라스크에 여과하였다. 잔류물에 대하여 위의 조작을 반

복한 다음 거름종이는 메탄올 50 mL로 세척 후 합쳐진 메탄올을

감압농축한 후, 증류수 50 mL로 용해하여 분액깔때기에 넣고 여

기에 수포화뷰탄올(water saturated buthanol) 용액 50 mL을 가한

다음 격렬히 흔들어 물과 뷰탄올층이 완전 분리될 때까지 정치

하였다. 뷰탄올층을 따로 모으고 다시 물층에 대하여 수포화뷰탄

올 추출조작을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2회 더 반복한 후 회수된

뷰탄올 용액 전액을 분액깔때기에 옮긴 후 증류수 50 mL 가하여

흔들어 물층과 뷰탄올층을 완전히 분리시켰다. 물층을 제거하고

뷰탄올층을 미리 항량된 농축플라스크에 옮겨 감압 농축 후 농

축잔류물에 에테르(Daejung, Siheung, Korea) 50 mL를 가하고

46oC 수욕에서 30분간 환류냉각하고 에테르를 제거하였다. 항량

이 될 때까지 건조하고 데시케이터에서 방냉한 후 무게를 달아

계산식에 따라 조사포닌 함량을 구하였다.

조사포닌 (mg/g)

= 건조 후 수기 무게 (mg)−항량된 수기 무게 (mg)

                   시료 (g)

카테킨(Catechin) 분석

녹차 및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에 함유된 카테킨 함량 분석은

식품공전의 방법에 따라 HPLC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17). 분석

컬럼은 capcellpack C18 MG III (4.6×250 mm, 5 µm, Shiseido,

Tokyo,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으로는 이온제거증류수

(deionized distilled water) (DDW, 0.1% acetic acid 함유)와 사이

안화메틸(MeCN, Burdick & Jackson, Morristown, NJ, USA)을

사용하였다. 시료는 추출물 일정량(0.2 g)을 정밀히 달아 50 mL

의 메탄올에 녹인 후 0.45 µm로 여과한 것을 자동시료재취기

(autosampler)를 사용하여 20 µL씩 주입하였으며 이동유량은 1 mL/

min으로 하였다. 이동상의 용매기울기(solvent gradient) 조성은 식

품공전의 방법을 조금 변형하여 Table 1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HPLC 분석시 Sigma사(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오부터 구매한 에피갈로카테킨(epigallocatechin, EGC), 에피

카테킨(epicatechin, EC),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에피카테킨갈레이트(epicatechingallate, ECG) 표준

물질을 1,000 µg/mL의 스톡용액(stock solution)을 만들어 일정농

도로 희석한 것을 이용하여 각 표준물질의 검량선을 통해 각각

의 함량을 정량분석하였다.

나린게닌(Naringenin) 분석

나린게닌 분석은 각 시료 0.1 g을 정밀히 달아 아세트산소듐완

충용액(Sodium acetate buffer) (pH 4.7) 1 mL에 효소 Novozym

33095), Pectinex Ultra SP-L, Viscozyme (Novozymes, Bags-

vaerd, Denmark)를 각 1 mL씩 첨가하여 37oC 진탕배양기(shaking

incubator) (Daehan Lab Tech, Namyangju, Korea)에서 15×g로

24시간 동안 효소에 의한 가수분해를 실시하였다. 효소 가수분해

가 종료된 용액 200 µL를 에탄올(ethanol, Burdick&Jackson, Mor-

ristown, NJ, USA) 800 µL와 혼합하고 4oC에서 약 10분간

9,809×g로 원심분리(Hanil Science, Inchun, Korea)한 후 상층액을

0.45 µm syringe PTFE 거르개로 여과 후 시험용액으로 하여

HPLC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컬럼은 Atlantis C18

(4.6×150 mm, 3 µm, Waters, Dublin, Ireland)이며, 10% 사이안화

Table 1. Operating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catechin

Item Condition

Instrument Agilent Technologies 1100 Series 

Detecter UV DAD detector (280 nm)

Column 
Shiseido capcellpack C18 MG III
(4.6×250 mm, 5 µm)

Column temperature 40oC

Injection volume 5 µL

Flow rate 1.0 mL/min
A: H2O in 0.1% Acetic acid
B: Acetonitrile

Mobile phase min A (%) B (%)

0 85 15

10 85 15

15 70 30

2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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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틸(MeCN) 용액에 트라이플루오르아세트산(trifluoroacetic acid,

Samchun Chemicals, Pyeongtaek, Korea)가 0.1% 되도록 혼합한

액과 10% 사이안화메틸 용액에 트라이플루오르아세트산이 0.1%

되도록 혼합한 액을 조제한 이동상을 사용하여 Table 2의 기울기

(gradient)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유속은 1 mL/min로 흘려주고

HPLC 주입구(injector)에 표준품과 시험용액을 20 µL 주입하여,

UV 280 nm에서 검출하였다. HPLC 분석시 나린게닌(Sigma) 표준

물질로 1,000 µg/mL의 stock solution을 만들어 일정 농도로 희석

한 것을 이용하여 검량선을 통해 각각의 함량을 정량분석하였다.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 유도

실험에 사용된 3T3-L1 세포는 ATCC (Manassas, VA, USA)에

서 분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3T3-L1 세포는 10% bovine calf

serum, 1%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항산물질(penycillin-streptomy-

cine antibiotics, Gibco BRL, Grand Island, NY, USA)을 넣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high glucose (DMEM:

Gibco BRL) 배지에서 5% 이산화탄소(CO2), 37oC 조건으로 배양

하였다.

세포의 분화는 6-well 플레이트에 well 당 1×106 세포를 분주

하여 세포가 100% 밀집되게 배양하였다. 2일 후 10% 소태아혈

청(fetal bovine serum)와 MDI 용액(0.5 mM 3-isobuty-1-methylx-

anthine, 0.5µM dexamethasone, 10µg/mL insulin)을 포함한 DMEM

배지를 3일 동안 처리하였고 다시 10% 소태아혈청과 10 µg/mL

인슐린을 포함한 DMEM을 3일 동안 2회 총 6일 동안 배양하며

세포 내 지방구의 형성을 근거하여 지방세포로 분화시켰다. 모두

12일 동안의 분화를 통해 80% 이상의 세포가 분화되었음을 확

인하였다. 시료의 처리는 분화유도배지 첨가 시점부터 같이 처리

하였다.

Oil Red O 염색(staining)에 의한 지방 축적량 측정

추출물이 분화과정에 따른 3T3-L1 세포내 미치는 영향은 Chu

등(18)의 방법에 따라 Oil Red O 염색을 실시하였다. 세포분화

억제능은 6-well 플레이트에 well당 1×106 세포를 분주하여 세포

가 100% 밀집되게 배양하였다. 2일 동안 더 배양한 후에 분화유

도배지에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다. 세포 분화 유도는 2일 동안

유도한 후 2일 마다 10% 소태아혈청 DMEM 배지로 교환하여 9

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하는 배양액에 추출물을 같이 처리하였

다. 분화가 완료 된 세포는 배양액을 제거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 500 µL (PBS: Gibco BRL)넣어 3회 세척하였다. 세척된 세

포는 고정을 위하여 10% 폼알데하이드(formaldehyde) 용액을 첨

가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제거하였다. 그 후 60% 이소

프로판올(isopropanol)로 세척하여 세포를 완전히 건조시켰다. 완

전히 건조된 세포들은 Oil Red O 희석 용액(working solution)으

로 세포내 축적된 지방성분들을 충분히 염색시킨 후 염색액을 제

거하고 증류수로 4회 정도 세척하고 완전히 건조시켰다. 세포내

축적된 지방과 결합한 Oil Red O는 100% 이소프로판올을 이용

하여 모두 용출시킨 후 마이크로플레이트리더를 이용하여 50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ositive control은 나린게닌을 사용하

여 지방 축적 억제 효능을 비교하였다.

세포안(intracellular) 중성지방 함량

세포 내 중성지방의 함량은 AdipoRedTM 분석시약(assay reagent)

(LONZA, Walkersville, MD, USA)에 지시되어 있는 정량법에 따

라 수행하였는데, 이 방법은 Nile Red 염색법으로서 트라이글리

세라이드(triglyceride)에 특이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19).

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 측정은 6-well 플레이트에 well당 1×106

세포를 분주하여 세포가 100% 밀집되게 배양하였다. 2일 동안

더 배양한 후에 분화유도배지에 추출물을 함께 처리하였다. 세포

분화 유도는 2일 동안 유도한 후 2일 마다 10% 소태아혈청

DMEM 배지로 교환하여 9일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하는 배양액

에 추출물을 같이 처리하였다. 분화가 완료된 3T3-L1은 배지를

제거한 뒤, PBS로 2회 세척한 후, AdipoRedTM 시약을 well 당

1 mL 처리하여 37oC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형광정도를 excitation

485 nm, emission 572 nm에서 측정하였다.

유리글리세롤(free glycerol)의 측정

녹차 각각의 추출물이 지방 분해에 미치는 영향은 글리세롤시

약(glycerol reagent)과 글리세롤표준용액(glycerol standard solution)

은 Sigma-Aldrich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T3-L1 세포에 분화유

도배지와 추출물을 처리한 후 분화 시점부터 3, 6, 9일 째 수득

한 배양액 50 µL를 글리세롤시약 50 µL에 첨가하여 96 well 플

레이트에서 10분간 37oC에서 반응시킨 후 540 nm 흡광도에서 측

정하였다.

웨스턴블롯(Western blot)

세포내 단백질의 발현은 SDS-PAGE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20). 시험이 완료된 세포를 PBS 용액으로 세척한 후, RIPA lysis

buffer (Life technologies, Seoul, Korea)를 넣고 4oC에서 1시간 용

해시켰다. 세포를 수거하여 16,600×g, 4oC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한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BSA 단백질(Amersham,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을 정량하였다. 단백질 30 µg을 4-10%

젤(Life technologies,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전개(running)한 후

PVDF membrane (Life technologies, Seoul, Korea)에 transfer 시

켰다. transfer된 membrane은 blocking 용액(TBS, 0.1% tween 20,

5% BSA)에 담궈 상온에서 1시간 동안 교반하고, TBS-T 용액으

로 세척하였다. 그 후 p-AMPK 항체, p-ACC 항체, FAS 항체 그

리고 β-actin 항체(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를 1:1000 비율로 희석하여 4oC에서 16시간 동안 반응시켰

다. 세척 후, anti-Rabbit IgG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

erly, MA, USA)를 2차 항체로 반응시켰다. 그 후 Amersham ECL

prime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 (Piscataway, NJ, USA)를 처

리하고 이미지 리더(Supernova 1800, Lugen Sci Co., Ltd.,

Bucheon, Korea)로 분석하였다.

Table 2. Operating condition for the analysis of naringenin

Item Condition

Instrument Agilent Technologies 1200 Series 

Detecter UV DAD detector (280 nm)

Column Atlantis C18 (4.6×150 mm, 3 µm)

Column temperature 30oC

Injection volume 20 µL

Flow rate 1.0 mL/min
A: 10% MeCN in 0.1% TFA
B: 50% MeCN in 0.1% TFA

Mobile phase min A (%) B (%)

0 80 20

60 20 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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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본 실험결과는 SAS (Statistical Analysis System) version 9.1 프

로그램(SAS Inc., Cary, NC,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측

정 항목의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및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mean, SEM)로 표시하였고, 실험군간 평

균 차이는 일원배치분산분석(one-way ANOVA)로 유의성을 확인

한 후 던컨시험(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

증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페놀 및 조사포닌 함량

녹차 및 녹차씨 압착박을 열수로 추출하였을 때 얻어지는 분

말의 수율은 약 18% 정도로 거의 두 시료 간에 수율은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하였다. 녹차 및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 내에 존재

하는 총페놀 및 조사포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녹차 추출물 분말

에는 총페놀 함량이 185.1 mg/g, 조사포닌이 약 31.6% 정도 함유

되어 있으며,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 분말에는 23.9 mg/g, 조사포

닌이 약 9.4% 정도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Table 3).

Ramdani 등(21)에 의하면 녹차잎에는 약 231 mg/g 정도의 총페놀

이 함유되어 있으며 총 사포닌이 약 27.6% 정도 함유되어 있다

고 하였으며, Yang 등(22)은 녹차씨에는 약 11.8% 정도의 차사포

닌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녹차잎

추출물이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보다는 총페놀 및 조사포닌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녹차에 가장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카테킨과 나린게

닌의 함량을 각각의 추출물에서 비교해 보고자 하였다.

카테킨 및 나린게닌 함량 분석

녹차 및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 내에 존재하는 카테킨 및 나린

게닌 함량을 분석한 결과, 녹차 추출분말에는 121.2 mg/g의 카테

킨이 함유되어 있으나 나린게닌은 확인되지 않았으며, 녹차씨 압

착박에는 5.5 mg/g의 나린게닌이 함유되어 있으나 카테킨은 확인

되지 않았다(Table 3). 즉,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널리 알

려진 카테킨이 녹차 추출물 중에서는 다량 함유되어 있음이 확인

되지만, 녹차씨 압착박에서는 확인되지 않았다. 이는 Hasegawa

등(23)이 보고한 녹차잎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고 알려진 카테킨

이 녹차씨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는 내용과도 일치한다. Hasegawa

등(23)은 또한 녹차씨의 메탄올 추출물에서 나린게닌 글리코사이

드를 확인하였다고 하였는데,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을 효소로 가

수분해 하여 아글리콜(aglycone)이 검출되는지를 확인해 본 결과

녹차씨 압착박 추출분말 중에 약 5.5 mg/g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

인 할 수 있었으나, 녹차잎 추출분말 중에는 아글리콜 형태의 나

린게닌은 확인되지 않았다.

Ke 등(24)은 난소를 절제한 마우스에 3% 정도의 나린게닌이

함유된 식이를 11주 동안 공급한 결과, 체중과 체지방 함량이 감

소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낮아지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하여, 나린게닌이 함유된 녹차씨 압착박 추출분말 및 나린게닌의

체지방 감소 활성을 비교 검토해 보고자 하였다.

Oil Red O 결과

3T3-L1은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가능하며 분화가 완료된 세포

에서는 지방의 합성과 분해에 관련되는 다양한 메커니즘의 연구

가 가능하다(25,26). 녹차 또는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의 지방세포

에 대한 세포독성을 확인하고자 XTT 방법을 이용하여 추출분말

의 세포 독성을 평가한 결과, Chaudhary 등(27)이 보고한 것과 마

찬가지로 1,000 µg/mL 농도까지의 처리군에서도 세포독성은 확

인되지 않았다. 이에 녹차 또는 녹차씨박 추출분말의 처리가 3T3-

L1 지방세포(adipocyte)의 지방적(lipid droplet) 형성을 얼마나 저

해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Oil Red O 염색을 실시하였으

며 녹차씨에 함유된 나린게닌 처리 농도별(5, 10, 20 µg/mL) 지

방분화억제 효과도 같이 확인해 보았다. 지방세포전구물질(pre-

adipocyte)에서 지방세포로 분화가 완료된 control 그룹과 지방세

포에 나린게닌을 농도별로 처리한 결과(Fig. 1), 농도의존적으로

지방세포의 분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Richard

등(28)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하는 내용으로, 3T3-L1 세포에 나린

게닌(6, 12, 25, 50 µg/mL)을 처리하였을 때 6 µg/mL의 농도로 처

리하였을 때는 지방세포 분화 억제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으나,

25 µg/mL의 농도까지는 농도의존적으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

과가 있으며, 50 µg/mL을 처리한 경우에는 지방세포가 섬유아세

포 그대로 유지되어 지방의 축적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다.

녹차 또는 녹차씨 압착박 추출분말 2.5, 5, 10, 20, 40 µg/mL을

처리한 그룹을 비교한 결과, (Fig. 2) control (100%) 대비 녹차

추출물의 경우 약 34%,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의 경우 약 52%까

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이 관찰되어 녹차잎 추출물보

다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이 같은 처리농도(20, 40 µg/mL)에서 더

강한 활성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녹차잎에는 카테

킨이 함유되어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은 다양한 기능성을 나타낸

다고 잘 알려져 있으나(29,30), 본 실험에 사용된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 중에는 카테킨이 함유되어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녹차

잎 추출물보다 더 강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

은 아마도 녹차씨 압착박에 함유된 나린게닌 등의 여러 화합물

Fig. 1. Inhibitory effects of narigenin on the lipid accumulation

in 3T3-L1. The lipid accumulation was quantified by Oil Red O
staining and calculated as relative values versus untreated control
cells. Each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Naringenin, catechin, total phenol, and crude saponin

contents of extracts from green tea leaves and green tea seed

Samples
Naringenin 

(mg/g)1)
Catechin
(mg/g)

Total phenol
(mg/g)

Crude saponin
(%)

GTLE2) ND4) 121.2 185.1 31.6

GTSE3) 4.5 ND 23.9 9.4

1)mg/g of each dried extract powder
2)GTLE: Extract of green tea leaves
3)GTSE: Extract of green tea seed
4)ND: Not de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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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한 효과인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지방구의 지방질분해(lipolysis)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포에 존재하는 중성지방은 3T3-L1 전지방 세포에서 지

방세포로 분화되는 단계에서 다음의 과정에 의해 생성된다. 첫째

로 세포내로 유입되는 포도당의 대사과정, 둘째로 지단백 분해효

소(lipoprotein lipase)에 의해 분해되어 유리된 지방산과 모노글리

세롤, 그리고 세포내 de novo 지방산 합성과정 등으로 인해 종

합적으로 세포내 중성지방이 생성되어 최종분화 단계까지 계속

적으로 지방구를 형성하게 되고 시간이 지날수록 지방구끼리 결

합하여 그 크기가 점점 증가하게 된다(31). 본 연구에서는 녹차

잎 및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의 지방구 감소효과를 확인하기 위

하여 지방 세포(지방구, lipid droplet)내에 축적된 중성지방의 함

량을 확인해 본 결과, 녹차잎 및 녹차씨 압착박 추출분말을 처리

한 군의 중성지방 함량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낮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이 녹차잎보다 중성

Fig. 2.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green tea leaves and green tea seed on the lipid accumulation in 3T3-L1. The lipid accumulation
was quantified by Oil Red O staining and calculated as relative values versus untreated control cells. (A) lipid levels were measured
colorimetrically using a spectrophotometer. (B) Cells were observed using microscope (BX41-PH; Olympus Co., Tokyo, Japan) of GTSE. (C)
Cells were observed using microscope of GTLE (magnification×100). Each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TLE, Extract of green
tea leaves; GTSE, Extract of green tea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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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 함량이 더 낮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이러한 지방축적의 감소가 녹차잎 또는 녹차씨 압착박에 의한

지방분해에 의한 효과인지를 알아보고자 지방구에 존재하는 중

성지방이 분해되면서 생성되는 글리세롤의 함량을 확인해 보았

다. 3, 6, 9일 각각 분화 과정 동안 지방세포의 배지를 통해 글

리세롤 양을 측정한 실험 결과(Fig. 4) 분화시작일인 3일 및 6일

째에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의 글리세롤 분비량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분화 9일째에는 대조군과 거의 유사한 수

준으로 배지내에 유리글리세롤이 존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의 분해는 인슐린 민감성 지방분해효소

인 hormone sensitive lipase (HSL)에 의해 주로 매개 되어지는 것

으로 알려져 있으며, 세포내 지방함량을 조절하는 중요한 단계로

여겨지고 있다. 그러나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지방구에 존재하는

중성지방은 HSL에 의한 분해작용 뿐만 아니라 세포내로 유입되

는 포도당 대사과정과 세포내 지방산 생합성과정 등으로 인해 종

합적으로 축척된다. 따라서, 본 실험만으로 단언 할 수는 없지만,

본 실험에서 분화 3, 6일 지방세포가 분화되는 초기에는 글리세

Fig. 3.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green tea leaves and

green tea seed on the intracellular triglyceride in 3T3-L1. Each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TLE,
Extract of green tea leaves; GTSE, Extract of green tea seed.

Fig. 4.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green tea leaves and green tea seed on free glycerol in 3T3-L1. (A) Free glycerol on day 3, (B)
Free glycerol on day 6, (C) Free glycerol on day 9. Each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TLE, Extract of green tea leaves; GTSE,
Extract of green tea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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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extracts from green tea leaves and green tea seed on FAS, phosphorylation of AMPK (A) and phosphorylation of ACC

(B) protein expressions in 3T3-L1. Each value was expressed a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ICAR, 5-Aminoimidazde-4-carboxamide libonucleoticle; GTLE, Extract of green tea leaves;
GTSE, Extract of green tea se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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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의 분비량이 증가되었다가, 9일째는 대조군과 유사한 수준으로

복귀된 결과는 초기에는 과축척된 중성지방이 HSL에 의해 분해

되면서 많은 양의 글리세롤이 분비 되었고, 시간이 가면서 녹차

씨박 추출물(GTSE) 처리에 의한 세포분화 억제 및 HSL의 세포

내 지방함량 조절작용에 의한 결과인 것으로 추측되어진다.

Western blot

중성지방의 형성은 아세틸-조효소 카르복실화효소(acetyl-CoA

carboxylase, ACC), 지방산 생성 효소(fatty acid synthetase, FAS)

등 몇 가지 주요 효소의 도움으로 합성이 된다. 한편, AMPK는

세포의 영양 상태나 운동, stress 등에 반응하여 그 활성이 조절

되는 인산화 효소로 세포의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여러 가지

효소들의 인산화를 조절함으로써 glucose transport, fatty acid syn-

thesis, cholesterol synthesis 등의 다양한 생리작용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포 내에서

중성지방의 함량이 낮았던 것이 ACC, AMPK의 인산화 증가에

의한 것인지를 확인 해 본 결과, 녹차 또는 녹차씨 압착박 추출

물에 의해서 지방합성 효소의 활성을 억제하는 AMPK 및 ACC

의 인산화 증가 및 FAS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으며, 이는 특히 녹차 추출물보다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에서

더 많이 이루어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 이는 Kalai 등(32)

이 고지방식이에 나린게닌을 10 mg/kg body weight로 섭취시킨

마우스의 간에서 FAS 발현을 확인해 본 결과, 나린게닌 섭취에

의해 FAS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는 보고와도 유사한

결과로, 녹차씨에 함유된 나린게닌 등에 의해 지방세포 내에서의

FAS 발현의 억제 및 ACC와 AMPK의 인산화가 증가되어지는 효

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요 약

본 연구는 녹차씨 압착박의 활용성을 증가해 보고자 녹차씨를

압착한 후 남은 박을 추출하여 총 페놀, 조사포닌, 카테킨, 나린

게닌 함량을 확인하고 3T3-L1 세포에서의 지방세포분화 억제 관

련 효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기존에 체지방 감소 효능이 있는 것

으로 알려진 녹차와도 비교하였다.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과 녹차

추출물의 페놀, 조사포닌, 카테킨, 나린게닌 함량을 비교한 결과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에서 나린게닌 함량이 높음을 알 수 있었

다. 3T3-L1 세포에서 Oil Red O 염색법을 이용한 지방 축적저해

정도 및 세포내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한 결과, 녹차씨 압착박 추

출물에서 지방 축적저해 및 중성지방의 함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

인하였다. 녹차씨 압착박이 지방합성 및 에너지 조절 효소에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단백질 발현 실험을 실시한 결과, 녹

차 또는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에 의해서 AMPK 및 ACC의 인산

화 증가 및 FAS의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효능은 녹차 추출물보다 녹차씨 압착박 추출물에서 더 강

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녹차씨 압

착박 추출물이 녹차 추출물 보다 지방세포분화 억제 효과가 높

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어져, 녹차씨는 추후 체지방 감소 효능

을 갖는 식품 소재로도 활용이 가능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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