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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 처리된 Isoquercitrin이 고지방식이에 의해 비만이 
유도된 마우스의 체 감소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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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zymatically Modified Isoquercitrin Attenuates High-Fat Diet-Induced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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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nzymatically modified isoquercitrin (EMIQ) is a mixture of quercetin glycodsides consisting of iso-
quercitrin and its α-glucosylated derivatives containing one to seven additional linear glucose moieties.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assess whether or not EMIQ attenuates high-fat diet (HFD)-induced body weight gain and changes 
in plasma indices of obesity in mice. Male C57BL/6N mice were fed chow diet, HFD, and HFD containing 1.2% 
EMIQ for 10 weeks. EMIQ significantly (P<0.05) reduced body weight gain (-21%), total visceral fat-pad weights 
(-31%), and plasma levels of triglycerides (-17%), total cholesterol (-19%), and free fatty acids (-26%) in HFD-fed 
mice. EMIQ significantly increased protein kinase A (PKA) expression in the epididymal adipose tissue of HFD-fed 
mice. Expression of adipogenesis-related genes significantly decreased, whereas expression of fatty acid oxidation-related 
and thermogenesis-related genes increased in epididymal adipose tissue of EMIQ-fed mice compared with HFD-fed 
m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tective effects of EMIQ against HFD-induced adiposity in mice appear to 
be associated with PKA-mediated signaling cascades involved in adipogenesis, fatty acid oxidation, and thermogenesis 
in adipose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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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과정에는 fatty 

acid binding protein(aP2), fatty acid synthase(FAS)와 

같은 유전자들이 관여하고 있으며, 이 유전자들의 발현조절

에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

ma(PPARγ), CCAAT/enhancer-binding proteins(C/EBPs)

와 같은 전사인자들이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1,2). 

한편 여분의 에너지는 지방생성에 이용되는 대신 열 형태로 

제거될 수 있는데, 이러한 과정을 열 발생이라고 한다. 지방

세포에서 uncoupling protein 1(UCP1)의 발현은 짝 풀림

(uncoupled respiration)을 유발하여 유리지방산과 같은 기

질이 열로 제거될 수 있도록 한다(3). 또한 지방세포 내에 

저장된 중성지방은 인산화된 hormone-sensitive lipase 

(HSL)의 촉매작용으로 글리세롤과 유리지방산으로 분해되

며, 생성된 유리지방산은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1(CPT-1)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하여 산화된다

(4). 따라서 지방세포에서 지방생성을 억제하고 지방산 산화

와 열 발생을 촉진하는 것이 지방축적을 예방 또는 억제하기 

위한 대표적인 기전으로 알려졌다.

Enzymatically modified isoquercitrin(EMIQ)은 quer-

cetin에 1~7개의 당이 결합한 quercetin 배당체 혼합물이

다(5). EMIQ는 일본(Japanese 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 1996)과 미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 

2007) 그리고 한국(식품의약품안전처, 2005)에서 식품첨

가물로 인정받았으며, 특히 일본의 식품산업에서 착향료의 

용도로 유제품, 주스, 탄산음료, 케이크, 젤리, 껌 등의 식품

에 활발하게 사용돼 왔다(6). 현재까지 보고된 EMIQ의 생리

활성으로는 혈압개선, 알레르기 완화, 항암 효능이 있다. 고

혈압 랫트 모델을 대상으로 EMIQ를 50일간 경구 투여한 

연구에서 EMIQ는 수축기 혈압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7). 또한 피하주사를 통해 ovalbumin과 anti-ovalbumin을 

주입하여 알레르기를 유도한 마우스에서 EMIQ는 혈장 내 

항원항체반응을 감소시켜 알레르기 반응을 완화했다(8). 간

암 랫트 모델을 대상으로 EMIQ를 음용수에 첨가하여 8주간 

섭취시킨 연구에서 EMIQ는 glutathione transferase P와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 같은 간암 발생지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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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HPLC chromatogram and composition of the EMIQ (enzymatically modified isoquercitrin). The peaks were assigned based 
on the isolation of each compound, quercetin glycosides (QG)-n (1∼11), where n represents the number of glycoside groups present 
at the C3 position.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9). 

최근에는 EMIQ의 체지방감소 및 대사성 질환 개선효능

을 평가하기 위한 연구들이 보고된 바 있다. C57BL/6J 마우

스를 대상으로 고지방식이와 함께 0.25% EMIQ를 88일간 

섭취시킨 연구에서 EMIQ는 내장지방 무게 및 세포의 크기

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나 체중 및 혈중지표(총콜레스테

롤, 중성지방, 유리지방산)의 농도에는 유의적인 영향을 주

지 않았다. 또한 같은 연구에서 마우스를 대상으로 체지방감

소와 관련된 작용기작은 연구되지 않았다(10). 비만인을 대

상으로 회화나무 폴리페놀 275 mg/60 kg/d(EMIQ로서 110 

mg) 용량을 음료 형태로 12주간 섭취시킨 연구 결과에서도 

EMIQ는 복부 지방면적과 허리둘레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

나 체중 및 혈중지표(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의 농도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보고되었다(11). 

이상의 선행 연구들을 토대로 적정 용량의 EMIQ 섭취가 체

중 및 이와 관련된 혈중지표들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낼 것이

라는 가정하에,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마우스

를 대상으로 EMIQ의 체중감소효능을 평가하고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그 작용기작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EMIQ(EMIQ R-20, San-Ei Gen FFI, Inc., Osaka, Ja-

pan)는 한독(Seoul, Korea)으로부터 분말 형태로 공급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EMIQ는 회화나무(Sophora japonica 

L.) 꽃봉오리를 원재료로 하여 얻은 루틴에 가수분해효소를 

처리하여 람노오스를 제거시키고 당전위효소를 작용시킨 

후 glucose를 부가 반응시켜 제조되었다. EMIQ의 구조는 

Fig. 1에 제시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및 급여

C57BL/6N 마우스 5주령, 수컷 27마리를 오리엔트바이

오(Seongnam,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온도 23±1°C, 습도 

50±1% 내외, 그리고 12시간 명암주기(light 8:00~20:00, 

dark 20:00~8:00)로 유지되는 동물사육실에서 사육하였

다. 1주간의 적응 기간 동안 실험동물에게 chow(오리엔트

바이오)와 음수를 자유로이 공급하였다. 적응 기간을 거친 

후 실험동물을 chow 섭취군(Chow), HFD 섭취군(HFD), 

HFD+1.2% EMIQ 섭취군(EMIQ)으로 분류(n=9)하고 10주

간 사육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실험동물의 체중은 주 1회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고, 식이 섭취량은 매일 측정하였다. 

실험사육이 완료되는 시점에 실험동물을 6시간 금식시킨 

후, diethyl ether로 마취한 상태에서 혈액, 간 및 부위별 

내장지방조직(부고환지방, 신장주변지방, 장간막지방 및 후

복강지방)을 채취하였다. 복부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한 혈액

은 2,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적출한 간과 부위별 내장지방조직은 각각 식염수와 0.1 M 

phosphate 완충용액(pH 7.4)으로 씻은 후 무게를 측정하였

다. 혈청, 간 및 내장지방조직은 분석 시까지 -80°C에 보관

하였다. 모든 실험 계획은 연세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로부터 승인(IACUC-A-201504-234-02)받았고, 실험은 

Korea Food and Drug Administration(KFDA) 지침에 따

라 수행되었다. 

EMIQ 조성 분석

EMIQ 0.1 g을 20% 에탄올로 녹인 후 100 mL가 되도록 

하고, 위 용액을 취해 0.45 μ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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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in RT-PCR
Gene description Primers Sequences (5'→3')

Mammalian target of rapamycin complex (mTORc)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α (C/EBPα)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2 (PPARγ2)

Fatty acid synthase (FAS)

Adipocyte protein 2 (aP2)

Leptin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1 (CPT1)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 
1-alpha (PGC1-α)

Uncoupling protein 1 (UCP1)

Cidea

PR domain containing 16 (PRDM16)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F
R
F
R
F
R
F
R
F
R
F
R
F
R
F
R
F
R
F
R
F
R
F
R

ATGAGAGGAAGGGTGGCATC
TCCATGACAACTGGATCGCT
AAGGCCAAGAAGTCGGTGGA
CCATAGTGGAAGCCTGATGC
TTCGGAATCAGCTCTGTGGA
CCATTGGGTCAGCTCTTGTG
TTGCCCGAGTCAGAGAACC
CGTCCACAATAGCTTCATAGC
ACATGAAAGTGGGAGTG
AAGTACTCTCTGACCGGATG
CTCCAAGGTTGTCCAGGGTT 
AAAACTCCCCACAGAATGGG
CCAAAACAGTATCCC
AAGAGACCCCGTAGC
TAAATCTGCGGGATGATGGA
GTTTCGTTCGACCTGCGTAA
GGTTTTGCACCACACTCCTG
ACATGGACATCGCACAGCTT
GGAATCTGCTGAGGTTTATG
ATCCCACAGCCTATAACAGA
GGACCTTTTTGACAGCAGCA
GGGGGCAAAGCATTTAACTC
GTCGTGGAGTCTACTGGTGT
TGCTGACAATCTTGAGTGAG

시험용액으로 사용하였다. Isoquercitrin(순도 90.81%, HWI 

Analytik GmbH, Rülzheim, Germany) 5 mg을 20% 에탄

올로 10 mL가 되도록 한 후(500 μg/mL), 20% 에탄올로 

1, 5, 12.5, 25, 50 μg/mL가 되도록 희석하였고 이를 표준용

액으로 사용하였다. EMIQ의 quercetin glycosides 조성은 

HPLC(Agilent 1260 series HPLC system, Agilent Tech-

nologies, Palo Alto, CA, USA)와 UV spectrometer(Agil-

ent G4121B, Agilent Technologies, Santa Clara, CA, 

USA)로 구성된 시스템을 이용하여 분석되었다. 분석용 칼

럼은 INNO column C18(250 mm×4.6 mm, i.d. 5 μm, 

YongJinBioChrom, Seongnam, Korea)의 규격을 사용하

였다.

내장지방조직 염색

적출한 부고환지방조직 일부를 10% 포르말린 용액에 24

시간 고정하여 파라핀으로 포매한 후, 4 μm의 절편을 만들

어 hema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하여 관찰하였다.

생화학 분석

혈장 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유리지방산 및 HDL-콜레

스테롤 농도는 상업용 kit(Asan Pharm. Co., Ltd., Seong-

nam, Korea)을 이용하고, 혈중 aspartate transaminase 

(AST)와 alanine transaminase(ALT) 농도는 상업용 kit 

(Stanbio Laboratory Inc., Boerne, TX, USA)을 이용하여 

2회 반복 측정하였다. 혈중 adiponectin과 leptin 농도는 상

업용 mouse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kit(Millipore, Billerica, MA, USA)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NA 추출 및 RT-PCR 분석

TRIzol(Invitrogen, Carlsbad, CA, USA)을 이용하여 제

조사의 protocol에 따라 부고환 지방조직 및 피하지방조직 

0.1 g으로부터 RNA 추출을 실시하였다. RNA 농도는 spec-

trophotometer(260/280 nm)를 이용하여 정량하고, re-

verse transcriptase(Invitrogen)를 이용하여 cDNA를 합

성하였다. 유전자에 대한 PCR primer의 염기서열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합성된 cDNA는 변성(denaturation) 단계

에서 94°C로 30초, 풀림(annealing) 단계에서 55~58°C로 

30초, 신장(extension) 단계에서 72°C로 30초로 이 세 단

계를 35~38회 반복하여 증폭되었다. 증폭이 완료된 후 PCR 

혼합물 중 4 µL를 1 μL의 6× loading buffer와 혼합하여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2% agarose gel에 로딩하였

다. 밴드를 확인한 후 Quantity One analysis software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모든 유전자의 mRNA level은 glyceraldehyde 3-phos-

phate dehydrogenase(GAPDH)를 이용하여 표준화하였다.

Western blotting

막자사발에 0.5 g의 내장지방 또는 피하지방을 액체질소 

및 100 mM Tris-HCl, pH 7.4, 5 mM EDTA, 50 mM so-

dium pyrophosphate, 50 mM NaF, 100 mM orthovana-

date, 1% Triton X-100, 1 mM phenylmethanesulfonyl 

fluoride, 2 µg/mL aprotinin, 1 µg/mL pepstatin A, 1 μ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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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 leupeptin을 포함하는 lysis buffer와 함께 균질화시켜 

1,300×g, 4°C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가운데층을 취하

고 Bradford 법에 따라 단백질을 정량하였다(Bio-Rad). 단

백질 40 μg을 SDS 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 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s(Amersham, Buckinghamshire, 

UK)으로 이동시켰다. Membrane을 tris-buffered saline

과 Tween 20 용액(TBS-T)을 이용하여 10분 동안 3회 반

복하여 씻은 후 10% skim milk를 이용하여 60분간 차단하

였다. Membrane을 1:1,000의 비율로 희석한 1차 항체에 넣

어 4°C에서 부드럽게 흔들어 12시간 동안 배양한 후 TBS- 

T를 이용하여 세척하였고, membrane을 다시 1:2,000의 비

율로 희석한 2차 항체와 함께 60분 동안 배양하고 세척하였

다. 이때 1차 항체는 protein kinase A(PKA), AMP-acti-

vated protein kinase(AMPK), phospho-AMPK(p-AMPK), 

HSL, phospho-HSL(p-HSL), cyclic AMP-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CREB), 그리고 phospho-CREB 

(p-CREB)(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를 사용하였다. 최종적으로 단백질을 X-ray 필름에 

ECL Western blot detection kit(RPN2106, Amersham, 

Arlington Heights, IL, USA)을 사용하여 시각화하였다. 

X-ray 필름에 시각화된 밴드를 스캔 후 Quantity One anal-

ysis software(Bio-Rad)를 이용하여 정량화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자료의 통계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version 21.0, IBM, Armonk, NY, 

USA) PC package를 사용하여 실시하였고, 분석 수치는 

mean±SEM으로 나타내었다. 실험 식이에 따른 군 간 유의

적인 차이는 one way analysis of variance(ANOVA)를 실

시하여 검증하였고,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이 관찰된 경

우 각 실험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에 대한 유의성은 Dun-

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EMIQ 조성

Quercetin backbone에 결합한 glucose 개수에 따라 

EMIQ의 조성을 quercetin glycoside(QG)-1~11로 명시하

였다. HPLC로 확인한 EMIQ의 조성에서 isoquercitrin 

(QG-1)이 30%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 QG-2 21%, 

QG-3 19%, QG-4 11%, QG-5 8%, QG-6 5%, 그리고 QG- 

7~11 7%로 분석되었다(Fig. 1).

체중, 내장지방 무게 변화 및 식이 섭취량, 식이효율 변화

EMIQ군의 경우 HFD군에 비해 최종체중(-12%)과 누적 

체중증가량(-21%)이 유의하게 낮았고(Fig. 2A, B), 총내장

지방량(-31%)과 지방세포 크기(-23%) 역시 유의하게 낮았

다(Fig. 2E~H). 식이 섭취량은 EMIQ군과 HFD군 간에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따라서 식이효율은 EMIQ군에서 

HFD군에 비해 17% 유의하게 낮았다(Fig. 2C, D). EMIQ군

의 경우 HFD군에 비해 혈중 중성지방(-17%), 총콜레스테

롤(-19%)과 유리지방산(-26%) 농도가 유의하게 낮았지

만, HDL-콜레스테롤(+52%) 농도는 유의하게 높았다(Fig. 

3A~D). 또한 EMIQ는 혈중 adiponectin 농도(+65%)를 유

의하게 증가시킨 반면 leptin의 농도(-34%)는 유의하게 감

소시켰으며, AST(-23%), ALT(-28%) 농도를 유의하게 감

소시켰다(Fig. 3E~H).

Tateishi 등(10)은 고지방식이에 0.25% 수준으로 첨가된 

EMIQ가 마우스의 체중감소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지 않았다

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팀은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EMIQ의 적정용량을 찾기 위한 예비실험에서 고지방식이에 

0.2%, 0.6%, 1.2%의 EMIQ를 첨가하여 4주간 섭취시킨 결

과, 1.2% 농도에서만 마우스의 체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1.2% 농도를 체중감소를 위한 유

효용량이라고 판단하고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또한 본 연구

에서 1.2% EMIQ를 섭취한 마우스의 혈중 AST 및 ALT 농

도가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한 결과는 고용량의 EMIQ

가 간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고, 오히려 고지방식이로 인해 

유도되는 지방간을 완화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랫트를 대상으로 한 EMIQ의 반수치사량(LD50)은 25 g/ 

kg 체중으로 보고되었다(12). 또한 랫트에게 5% EMIQ를 

실험 식이에 첨가하여 4주간 섭취시킨 결과 간, 신장, 지라

와 같은 주요 장기 무게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한편 같

은 연구에서 1.25% 이상의 EMIQ를 섭취한 랫트의 뼈에서 

황화현상이 보고되었다(12). FDA는 이를 토대로 EMIQ의 

no adverse effect level(NOAEL)을 1.25%에 상응하는 800 

mg/kg/d로 허용하였고(12), 이 수치는 Reagan-Shaw 등(13)

이 제시한 계산법에 따라 체표면적으로 표준화하여 인체 동

등용량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8 g/60 kg/d에 해당하는 양이

다. 한편 본 실험에 사용된 1.2% EMIQ 용량은 인체 동등용

량으로 계산하였을 경우 약 5 g EMIQ/60 kg/d에 해당하며 

NOAEL보다 낮은 용량이다. 

Quercetin에 한 개의 glucose가 결합한 형태인 iso-

quercitrin의 물에 대한 용해도는 quercetin보다 4배 더 높

은 것으로 알려졌다(14). 이에 따라 quercetin 배당체인 

EMIQ는 물에 대한 용해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하며, 따라서 

음료나 액상젤리 등의 형태로 섭취하는 것이 용이할 것으로 

생각한다. 섭취된 EMIQ는 랫트의 소장에서 융모표면에 존

재하는 lactase-phlorizin hydrolase에 의해 deglycosyla-

tion이 일어난 후 quercetin 형태로 유리되어 수동확산을 

통해 장 세포로 흡수된다(15). 흡수된 quercetin은 말초혈

액과 간문맥에서 conjugated quercetin, tamarixetin 그리

고 isorhamnetin 등 세 가지 대사물의 형태로 발견되며, 이

들 중 conjugated quercetin은 78~89%로 가장 많은 양을 

차지한다(16,17). 랫트를 대상으로 EMIQ를 물에 용해해 

0.31~5.0 mM 농도로 경구 투여한 후 각 대사산물이 최고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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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EMIQ on body weight gain, food efficiency ratio (FER) and visceral fat pad weights in mice fed a high-fat 
diet. Mice were fed experimental diets for 10 weeks. (A) Body weight. (B) Body weight gain. (C) Food intake. (D) FER. (E) 
Representative pictures of visceral fat-pad. (F) Visceral fat-pad weights. (G) Representative pictures of H&E-stained fat cells from 
mice epididymal adipose tissue (×100). (H) Densitometric analysis of adipocyte diameter in epididymal adipose tissue.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n=9).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re indicated by letters; P<0.05. FER=body weight gain 
for experimental period (g)/ food intake for experimental period (g).

장농도를 나타낸 시간은 conjugated quercetin 경우 15분, 

tamarixetin은 15~30분 사이, 그리고 isorhamnetin은 6시

간이 경과한 시점이었다. 이 세 가지 대사산물 모두 혈중에 

12시간 동안 머물렀고, 대사산물들의 배설은 잘 알려지지 

않다(14).

지방조직에서 PKA 신호전달물질의 발현 변화

본 실험 결과에 의하면 EMIQ는 식이 섭취량에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체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EMIQ에 의한 체중감소효능이 식욕 억제 이외의 다른 작용기

작에 의한 것임을 의미한다. EMIQ가 HFD에 의해 유도되는 

지방세포생성 및 지방산 산화와 관련된 신호전달체계 분자

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마우스의 내장지방조직

에서 RT-PCR 및 Western blotting을 수행하였다. EMIQ군

의 경우 HFD군에 비해 PKA와 p-AMPK의 단백질량이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Fig. 4A, B). EMIQ는 또한 내장지방조직

에서 mechanistic target of rapamycin complex(mTORc)

와 지방세포분화를 촉진하는 주요 전사인자(PPARγ,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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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EMIQ on changes in plasma indices in mice fed a high-fat diet. (A) Triglyceride. (B) Total cholesterol. (C) 
Free fatty acid. (D) HDL-Cholesterol. (E) Adiponectin. (F) Leptin. (G) AST. (H) ALT.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EM (n=9).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re indicated by letters; P<0.05.

EBPα) 및 그 타겟 유전자들(FAS, aP2, 그리고 leptin)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Fig. 4E). 한편 EMIQ는 지

방산 산화와 관련이 있는 p-HSL(Ser565, Ser563)의 단백

질량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고, CPT1 유전자 발현 역시 유

의적으로 증가시켰다(Fig. 4C, F). EMIQ에 의한 열 발생 

관련 신호전달체계 분자들의 발현 변화는 내장지방조직뿐 

아니라 피하지방조직에서도 분석되었다. EMIQ는 내장지방

조직과 피하지방조직 모두에서 PKA와 p-CREB의 단백질

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으며, 열 발생 관련 유전자(PGC-1

α, PRDM16, Cidea, UCP1)들의 발현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

시켰다(Fig. 4D, G; Fig. 5). 

PKA는 serine 또는 threonine 잔기를 인산화하는 효소

로, 마우스의 지방조직과 간에서 지방산 산화, 열 발생, 인슐

린 민감성과 같은 대사과정을 조절하는 데 있어 중요한 역할

을 한다고 알려졌다(18). 특히 PKA는 지방조직에서 AMPK, 

HSL 및 CREB를 인산화한다고 알려졌고, 이러한 분자들은 

각각 지방생성, 지방산 산화 및 열 발생 조절과 관련이 있다

(18,19). 즉, PKA는 AMPK를 인산화하고, 인산화된 AMPK

는 tuberous sclerosis 1(TSC1)을 활성화한다. 활성화된 

TSC1은 결국 mTORc를 억제하여 지방세포분화에 관여하

는 전사인자(PPARγ2, C/EBPα) 및 타겟 유전자(FAS, aP2)

의 발현을 억제한다고 알려졌다(20,21). 한편 PKA는 지방

산 분해와 관련이 있는 HSL을 인산화하는데, 이 과정은 두 

가지 경로 즉, PKA에 의한 직접적인 HSL 인산화(Ser5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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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EMIQ on the expression of 
molecules regulating adipogenesis, fatty acid 
oxidation, and thermogenesis in epididymal 
adipose tissue of mice fed a high-fat diet. (A∼
D) Protein level of PKA, p-AMPK, total AMPK, 
p-HSL, total HSL, p-CREB, and total CREB. 
(E) Gene expression of mTORc, PPARγ, C/ 
EBPα, and their target genes. (F) Gene expres-
sion of CPT1. (G) Gene expression of PGC1-
α, Cidea, UCP1, and PRDM16. Western blot-
ting data represent the relative density normal-
ized to that of tublin. RT-PCR data represent 
the relative density normalized to that of 
GAPDH. Data represent the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3 per experiment); 
P<0.05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Values 
are the means±SEM, n=9 for each group.

및 AMPK 인산화를 통한 HSL 인산화(Ser565)를 통해 일어

난다고 알려졌다(22). 인산화된 HSL은 지방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을 유리지방산으로 분해하고, 생성된 유리지방산

은 acyl-CoA로 변환된 후 CPT1의 촉매작용으로 미토콘드

리아 내로 들어와 지방산 산화 과정을 거쳐 분해된다(4). 따

라서 본 실험에서 나타난 EMIQ의 체중감소 효과는 PKA가 

AMPK를 인산화하여 지방생성 관련 유전자들(PPARγ2, 

C/EBPα, FAS, aP2)의 발현을 억제하는 동시에 HSL을 인

산화하여 지방산 산화와 관련된 유전자(CPT1)의 발현을 촉

진하는 과정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Fig. 6).

한편 추위나 운동과 같은 생리적 자극 또는 β-adrener-

gic 약물에 의해 갈색화(browning)가 증가하면 여분의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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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EMIQ on the expression of molecules regulating thermogenesis in subcutaneous adipose tissue of mice fed a 
high-fat diet. (A,B) Protein level of PKA, p-CREB, and total CREB. (C) Gene expression of PGC1-α, PRDM16, Cidea, and UCP1. 
Western blotting data represent the relative density normalized to that of tublin. RT-PCR data represent the relative density normalized 
to that of GAPDH. Data represent the result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n=3 per experiment); P<0.05 in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Values are the means±SEM, n=9 for each group.

Fig. 6. Proposed mechanism underlying the effect of EMIQ on adipogenesis, FFA oxidation and therm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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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열로 소모하는 과정이 활성화되고, 이러한 과정은 내장

지방조직보다 피하지방조직에서 더 활발히 일어난다고 보

고된 바 있다(23,24). 지방생성과 지방산 산화 조절에 관여

하는 PKA는 백색지방의 갈색화에도 관여할 수 있는데, 지

방세포에서 PKA의 활성화는 CREB를 인산화하고, 인산화

된 CREB는 PGC1-α의 발현을 증가시켜 결국 UCP1과 

Cidea 같은 타겟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3). 특히 

UCP1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위치하는데, ATP 합성 시 

산화적 인산화를 짝 풀림하여 열로써 에너지를 방출한다(3). 

이러한 열 발생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은 전사조절인자인 

PGC1-α와 PRDM16이 복합체를 이루어 상호작용하거나 

PGC1-α가 단독으로 작용함에 따라 조절된다(25). 따라서 

본 실험에서 나타난 EMIQ의 체중감소 효과는 지방조직에서 

PKA가 매개하는 갈색화 관련 유전자(PRDM16, PGC1-α, 

UCP1, Cidea)의 발현 촉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Fig. 6). 

본 연구에서 EMIQ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마우

스의 체중 및 체지방 무게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체중

과 관련된 혈중지표들(중성지방, 총콜레스테롤 및 유리지방

산) 역시 유의적으로 변화시켰다. 이러한 EMIQ의 체중감소 

효과는 PKA에 의해 매개되는 신호전달체계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또한 향후 인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EMIQ의 체중감소효능을 확인할 수 있다면 EMIQ가 체중감

소를 위해 섭취되는 보충제 혹은 기능성 식품으로 상용화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마우스를 대상으로 enzymatically modified 

isoquercitrin(EMIQ)이 고지방식이에 의한 체중증가와 이

와 관련된 혈중지표들의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지방조직을 중심으로 그 작용기작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10

주간 고지방식이와 함께 섭취시킨 1.2% EMIQ는 마우스의 

체중(-21%), 내장지방량(-31%) 그리고 혈중지표인 중성

지방(-17%), 총콜레스테롤(-19%) 및 유리지방산(-26%)

의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내장지방조직과 피하지

방조직 모두에서 EMIQ는 PKA의 단백질량을 유의하게 증

가시켰다. EMIQ는 또한 내장지방조직에서 지방생성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PPARγ2, C/EBPα, FAS, aP2)을 유의하

게 감소시킨 반면, 지방산 산화 관련 분자(p-HSL)를 유의하

게 증가시켰고, 내장지방조직과 피하지방조직 모두에서 열 

발생 관련 유전자(PGC1-α, PRDM16, Cidea, UCP1)의 발

현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EMIQ의 체중감소효능

은 지방조직에서 PKA가 매개하는 지방생성, 지방산 산화 

및 열 발생 관련 신호전달체계 유전자들의 발현변화와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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