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율피 추출물이 3T3-L1 지방전구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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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Chestnut Inner Shell Extract on 3T3-L1 Preadipocy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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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occurred by energy imbalance, is increasing regardless of race, sex, age, and related to the metabolic

syndrome, diabetes and cardiovascular disease. Since adipose tissue plays a critical role in regulating energy

homeostasis, understanding of adipogenesis pathway and finding of regulatory mechanism for adipogenesis can be

helpful to manage obesity as well as obesity-related diseases. In this study,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estnut Inner

Shell(CIS) extract on the adipogenesis in 3T3-L1 preadipocytes, 3T3-L1 preadipocytes were differentiated with

adipogenic reagents for 9 day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CIS extract ranging from 10 - 100 ㎍/㎖. The effect of

CIS extract on 3T3-L1 differentiation was examined by measuring intracelluar lipid droplet and triglyceride contents.

CIS extract remarkably inhibited lipid accumulation(about 45% inhibition at 100 ㎍/㎖ of CIS extract) and slightly

decreased triglyceride contents(about 15% decrease at 100 ㎍/㎖ of CIS extract) in 3T3-L1 preadipocytes at the

concentration showing no cytotoxicity.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CIS extract significantly inhibit adipogenesis

and can be used for the regulation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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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Obesity)은 생체 내에서 에너지의 축적과 소비의 불균

형으로 일어나는 생활습관병이며, 개인의 정신적, 육체적, 환경

적 요인 등의 변화로 인하여 생체내의 항상성의 변화가 원인으

로 알려져 있다
1)

. 비만은 다양한 질병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대표적으로 대사성증후군(Metabolic syndrome), 당뇨병

(Diabetes) 및 심혈관 질환(Cardiovascular disease)의 발생은 인

종, 성별, 연령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2-4)

. 최근 보

고에 따르면 한국인의 비만수준이나 체질량 지수는 동맥경화 및

심혈관 질환의 발생과 관련이 깊으며5,6), 비만의 예방과 치료를

위하여 식품이나 천연물에서 효과적인 치료제를 찾고자 하는 많

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7-9).

지방조직은 우리 몸의 주 에너지원인 지방을 합성하고 저장

하며, 이를 분해하여 필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에너지를 공급하고,

다양한 호르몬과 사이토카인 등을 분비하는 내분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체내의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중추적인 역

할을 수행한다10). 지방세포의 증식과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물질

들에 대한 이해와 그 생체 내 조절기전에 대한 규명이 비만 및 그

로 인한 여러 질병을 이해하고 효과적인 치료제를 개발할 수 있는

근거가 되므로, 지방세포 조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밤나무(Castane crenata Lieb. et. Zucc)는 참나무과에 속하는

낙엽 활엽 교목으로 우리나라의 기후풍토에 적응력이 강하고, 그

열매인 밤(Castane crenata S. et Z.)은 식용, 약용, 가공식품으로

이용되고 있다11,12). 일반적으로 과육만을 사용하지만 생물활성물

질을 탐색하기위한 연구는 잎, 꽃, 껍질 등에서도 진행되었다.

밤에 포함된 생리활성물질 탐색에 대한 연구는 항알레르기

효과13), 밤 귀피의 항산화 활성 및 항산화 물질의 분리14) 등이 있

고, 저장 및 가공식품 제조
15)

, 전분의 제조
16)

, 변색
17)
등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어 왔다.

율피는 밤나무 과실의 속껍질로 밤의 가공공정 중에 대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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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기되고 있으나 활성산소의 생성을 억제하고 피부 멜라닌 형성

을 저해하여 피부미백에 효과가 있음이 항산화 연구를 통하여

밝혀졌으며, 피부의 재생효과를 증가시켜 각질의 제거 및 피지

형성을 조절함으로써 피부 노화 억제를 위한 향장소재로 활용되

었다18-20). 율피 내에는 coumarin, gallic acid, cathechin등이 다량

으로 함유되어 있으며 천연 항산화제로 사용할 수 있음을 제안

하고 있다21). 특히 gallic aicd와 cathechin은 비만을 억제하는 효

능이 보고22,23)되었지만, 율피를 이용한 지방세포의 분화 및 비만

과의 상관관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며, 폐자원인 율피를 이용한 항미만 소재 개발 및 비만치

료제로서 활용성에 관련된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율피를 이용한 항비만 소재 및 비만치료제 개발

을 위한 선행연구로써 3T3-L1 지방전구세포에 율피 추출물을 처

리한 후, 세포독성 여부와 지방세포 분화 정도를 Oil red-O 염색

을 통한 축적된 지방(Lipid droplet)의 함량측정과 세포학적인 변

화, 세포내 triglyceride의 함량을 측정하여 율피 추출물의 지방

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그 결과를 보고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의 추출 및 준비

본 실험에 사용한 율피는 시중에서 구입한 생밤을 세척하

여 표피를 제거하고, 껍질 내부의 섬유질 부분을 취하여 실험의

재료로 사용하였다. 채취한 율피를 건조, 파쇄한 후, 율피 건조

분말 100 g에 증류수 300 ㎖의 비율(w/v)로 첨가하여 100℃에

서 3시간 전탕 추출하였다. 그 후 추출액을 실온에서 13,000 x

g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한 후, 상층액은 1 ㎛

disk filter(Sartorius, Germany)를 이용하여 불순물을 제거하였

다. 준비된 시료는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 한 후, -80℃의 초저온

냉동고에 분말 형태로 보관하였다. 연구에 사용할 시료는 100

mg/ml의 농도로 D.W.에 용해한 후, 0.2 ㎛ disk

filter(Sartorius, Germany)를 이용하여 멸균하여 4℃에 냉장 보

관하여 사용하였다.

2.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한 3T3-L1(CL-173; ATCC, USA) 지방전구세포

는 American type cell collection(ATCC, USA)로부터 구입하였

으며, 사용한 배지는 DMEM(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Cambrex Bio Science, Walkersville MD, USA) 배지에

10% BS(Bovine Serum; GibcoBRL, USA)과 1%의 Penicillin(100

U/ml)/Streptomycin(100 ㎍/㎖)을 첨가한 후, 37℃, 5% CO2 조

건하에서 배양, 사용하였다.

3. 세포독성 평가 및 시료 농도의 결정

배양중인 3T3-L1 전지방세포를 5 X 10
3

cells/well의 농도가

되도록 희석하여 96 well culture plate (SPL, Korea)에 분주 한

후, 37℃, 5% CO2 조건하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배지

를 모두 제거하고 혈청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를 90 ㎕/well 씩

첨가하였고 시료는 10~200 ㎍/㎖의 농도가 되도록 혈청이 포함

되지 않은 배지를 이용하여 희석, 농도별로 10 ㎕/well에 처리한

후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0.5 ㎎/㎖의 Tetrazolium

bromide salt(MT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20 ㎕/well 씩 첨가한 후, 동일 조건에서 4시간 배양하였다. 배지

를 제거하고 500 ㎕/well의 Dimethylsulfoxide(DMSO;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넣어 세포내에 생성된

formazan을 15분간 교반하여 용출한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

여 57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실험은 Triplicate로 수행

하였으며 이에 대한 평균값과 표준오차를 분석하여 세포독성 여

부를 확인하였다.

4. 세포분화 유도

3T3-L1 세포를 1 X 105 cells/well의 농도로 희석시켜 6 well

plate(SPL, Korea)에 분주한 후 배양하였다. 배양 2일 후, 세포가

80% 정도 성장하였을 때, 배지를 분화유도 배지(DMEM, 10%

FBS(Fetal Bovine Serum; GibcoBRL, USA), 1 μM Dexamethasone

(Sigma Co. USA), 0.5 mM methylisobutylxanthine(IBMX;

Sigma, USA), 5 ㎍/㎖ Insulin(Sigma, USA))로 바꿔준 뒤, 율피

추출물을 50 ㎍/㎖, 100 ㎍/㎖의 농도로 처리한 후, 37℃, 5%

CO2 조건하에서 2일간 배양하였다. 그 후, 분화유지 배지

(DMEM, 10% FBS, 5 ㎍/㎖ Insulin)로 교체하고 율피 추출물을

50 ㎍/㎖, 100 ㎍/㎖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그 후, 2일 간격으로

분화 유지배지와 시료를 교체하면서 9일 동안 추가적으로 배양

하였다.

5. Oil red O 염색 및 지방축적 측정

율피 추출물이 3T3-L1 세포의 분화를 억제하는지 여부를 확

인하기 위하여 지방전구세포 분화에서 형성되는 중성지방을 특

이적으로 염색시키는 Oil red-O 염색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배양

중인 세포에서 배지를 제거하고, 3% paraformaldehyde를 1 ㎖

/well씩 넣어 5분간 실온에서 세포를 고정하였다.

paraformaldehyde를 제거하고 2 ㎖의 새로운 4%

paraformaldehyde를 넣어주었다. 4% paraformaldehyde는 제거

하고 60% isopropanol을 이용하여 3회 washing한 후, 각 well이

완전히 마를 때까지 정치하였다. 그 후, 각 well에 Oil red-O

working solution(0.5% Oil Red-O in 70% Isopropanol)을 첨가

하고 20분간 교반 염색하였다. Oil Red-O working solution을 제

거하고 즉시 D.W.를 이용하여 4회 세척한 후, 지방이 축적된 세

포 사진을 촬영하였다. 그 후 염색된 중성지방의 함량을 확인하

기 위하여 100% isopropanol을 가하여 10분간 교반, 중성지방에

침착한 Oil Red-O를 용출시켰다. 용출된 용액은 1.5 ㎖

microtube에 옮겨 담고 20℃에서 10,000 x g로 원심분리한 후,

200 ㎕의 상층액을 96 well ELISA plate에 옮겨 510 ㎚의 파장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지방축적 정도를 계산하였다.

6. Triglyceride 함량 측정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유도중에 생성된 triglycerid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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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적인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분화 유도 및 유지된 세포를

PBS를 이용하여 3회 수세한 후, 200 ㎕의 M-PER mammalian

cell extraction solution(Pierce, USA)를 넣어 세포를 삼투압 파쇄

방법으로 분쇄하였다. 분쇄한 세포용액은 1.5 ml microtube에 옮

긴 후, 30분간 얼음에서 방치하여 세포가 완전하게 용해되도록

하였다. 시간 경과 후, 4℃에서 10,000 x g로 원심분리하여 상청

액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Glycerol standard (Sigma, USA)을 이

용하여 농도별로 희석한 후(39.0625 ~ 2500 ㎍/㎖),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96 well ELISA plate에 160 ㎕의 Free glycerol

reagent를 넣고 5 ㎕의 water (Blank), glycerol standard, sample

을 각각의 well에 넣었다. Tapping하여 plate를 흔들어 각 well의

용액이 섞이도록 한다. 37℃에서 5분간 배양하였다. 540 ㎚에서

initial absorbance(IA)를 측정하였다. 각 well에 40 ㎕의

Triglyceride reagent를 넣고 tapping 하여 섞어준 후, 37℃에서 5

분간 추가적으로 반응시켰다. 540 ㎚에서 final absorbance (FA)

를 측정한다. IA와 FA를 이용하여 sample내의 glycerol, true

triglyceride, total triglyceride의 농도를 산출하였다.

7. 통계분석

통계분석은 Prism 5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내었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각 실험군간의

통계분석은 one way ANOVA로 처리하고 사후검정은 Turkey`s

test로 하였다.

결 과

1. 세포독성

율피 추출물의 3T3-L1 preadipocyte에 대한 세포독성의 유

무를 확인하기 위하여 3T3-L1세포에 율피 추출물을 각각 10, 20,

50, 100 ㎍/㎖의 농도로 처리한 후 MTT법에 의한 세포 생존률

(Cell Viability Rate)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Control의 경우는

100±9.60%, 율피 추출물 10 ㎍/㎖은 101.1±2.0%, 20 ㎍/㎖은

99.96±9.95%, 50 ㎍/㎖은 98.63±7.34%, 100 ㎍/㎖은 95.21±1.49%

를 나타내어 실험에 사용할 농도에서는 세포독성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Fig. 1).

Fig. 1. Effect of CIS on 3T3-L1 preadipocytes proliferation. CIS10 :
Chestnut Inner Shell water extract 10 ㎍/㎖ CIS20 : Chestnut Inner Shell water

extract 20 ㎍/㎖ CIS50 : Chestnut Inner Shell water extract 50 ㎍/㎖ CIS100 :

Chestnut Inner Shell water extract 100 ㎍/㎖

2. 지방축적 및 Oil red O에 의한 염색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성숙된 지방세포로의 분화로 유도하

고 이를 Oil Red-O 염색으로 확인 하였으며, 3T3-L1 지방전구세

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하는 과정에서 율피 추출물을 50,

100 ㎍/㎖의 농도로 처리하여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영향을 미치

는지 관찰하였다.

대조 약물로는 항비만 효과가 있으며 식품의 원료로도 사용

되는 caffeine24) 5 mM을 처리 하였다. 그 결과 control은

100.0±4.04%, caffeine 5 mM은 98.35±5.00%, 율피 추출물 50 ㎍/

㎖은 76.78±11.37%, 율피 추출물 100 ㎍/㎖은 53.86±6.50%등으로

나타나 50 ㎍/㎖에서 23.22%, 100 ㎍/㎖에서 46.14%의 억제가

유의하게 나타났다(Fig. 2).

세포내 지방 축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대부분 세포에

서 분화가 일어나 lipid droplet을 형성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인

isopreterenol을 이용하여 검증한 결과 세포내에서 존재하는

lipid droplet이 대조군에 비하여 형태가 세밀하게 형성되어

lipid accumulation이 감소한 것을 현미경상에서 확인하였으며

시료 처리군에서도 동일하게 관찰되었다(Fig. 3).

Fig. 2. Effect of CIS on lipid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Value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3. Effect of CIS on Oil red O stained material in 3T3-L1

adipocytes. Lipid droplet formation in mature adipocytes(X 200), mature
adipocyte on control(a), on isoproterenol(b) and on Chestnut Inner Shell extract(c,

100 ㎍/㎖).

4. Triglyceride 함량

성숙한 지방세포내에 존재하는 순수한 triglyceride 함량를

측정하기 위하여 효소법을 이용한 kit를 사용하였다. 양성대조군

으로 isopreterenol을 사용하였다. 그 결과 control은 196.8±33.70

㎍/well, isopreterenol은 123.9±22.28 ㎍/well, 율피 추출액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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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2.8±18.80 ㎍/well을 나타내어 감소하였으나 통계학적인 유의

성은 없었다(Fig. 4).

Fig. 4. Effect of CIS on itracellular TG contents in 3T3-L1

adipocytes. IsoPTN(100 uM) : isopreterenol 100 uM CIS100 : Chestnut Inner Shell
100 ㎍/㎖ Value are mean±standard deviation of 3 replicates and those with

different alphabe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고 찰

밤나무의 열매인 밤은 식용으로 사용되며, 동의보감에서는

부위에 따라 栗子, 栗皮, 栗毛殼, 栗楔등으로 구분하여 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율피의 경우는 주름살이 펴지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기록하고 있다
25)

. 율피와 관련된 연구는 동의보감의 영

향으로 피부미용과 관련된 연구들이 있었으며, 율피의 유효성분

으로 coumarin, gallic acid, cathechin등이 보고되었으며, 이러한

성분들은 비만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 또한, 율피 추출물

이 고지방식이로 유발한 동물모형에서 항산화 및 항고지혈증에

효과적이라는 보고도 있다26,27). 그러나 율피 혹은 율피 추출물로

부터 유래한 물질의 항비만 효과와의 연관성에 대한 연구는 없

었다. 본 연구자는 율피가 예정부터 사용되어온 약재이며, 함유

성분이 비만에 효과적이라는 점에서 비만억제에 효과적일 것이

라는 가설을 설정하고 미만연구에 사용되는 3T3-L1 지방전구세

포를 이용하여 율피 주출물의 항비만 효과에 대한 선행연구를

수행하였다.

율피 추출물의 세포독성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실험대상인

지방전구세포를 이용하여, MTT법으로 측정한 결과 control의 경

우는 100±9.60%, 율피 추출물 10 ㎍/㎖은 101.1±2.0%, 20 ㎍/㎖

은 99.96±9.95%, 50 ㎍/㎖은 98.63±7.34%, 100 ㎍/㎖은

95.21±1.49%를 나타내어 처리한 농도에서 세포독성은 확인되지

않았다(Fig. 1). 양 등28)의 연구에서는 율피 아세톤추출물을 B16

mouse melanoma cell에 10 ㎍/㎖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이 86.1%을 보였으며 최종적으로는 8 ㎍/㎖이하에서는 세

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하였으며, 진 등29)은 율피 메탄올 추

출물을 B16 mouse melanoma cell에 처리하였을 때, 100 ㎍/㎖

이하에서 79% 이상의 생존율을 보여 낮은 세포독성이 있음을 보

고하였다. 이는 생약복합물의 효과를 본 다른 연구30)에서와 같이

세포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율피 추출물

이 용매와 세포주에 관계없이 세포독성이 매우 낮거나 혹은 없

는 것으로 판단된다.

3T3-L1은 지방전구세포로써 성장이 유지되며 인위적 지방

세포로 분화 유도시에 성장이 정지되고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서

서히 진행된다
31)

. 3T3-L1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은 배양액에 첨가한 혈청중의 분화유도인자인 Insulin,

Dexamethason, IBMX와 같은 유도물질의 존재 하에서 지방세포

로 분화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고
32-34)

, 분화시 생화학적 형태학적

으로 포유류의 지방조직 성장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져35) 비만에

대한 효과검증에 사용된다. 본 실험에서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성숙된 지방세포로의 분화로 유도하고, 분화과정중에 생성되는

Lipid droplet을 Oil red O 염색으로 확인 하였으며, 3T3-L1 지

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하는 과정에서 율피 추출

물을 50, 100 ㎍/㎖의 농도로 처리하여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

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control은 100.0±4.04 %,

caffeine 5 mM은 98.35±5.00%, 율피 추출물 50 ㎍/㎖은

76.78±11.37%, 율피 추출물 100 ㎍/㎖은 53.86±6.50%등으로 나

타나 50 ㎍/㎖에서 23.22%, 100 ㎍/㎖에서 46.14%의 억제가 유

의하게 나타났다(Fig. 2).

또한, 세포내 지방 축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lipid

droplet을 형성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잘게 쪼개진 형태로

세포분화가 일어났고, lipid accumulation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

하였다(Fig. 3).

포유동물의 지방조직은 기능적으로 백색지방조직과 갈색지

방조직으로 나뉘며, 주된 기능은 에너지의 저장과 에너지의 소모

인데
36)

, 백색지방조직은 전신에 넓게 분포하며 과잉 에너지를

triglyceride의 형태로 저장하였다가 필요에 따라 지방산의 형태

로 전신에 공급하는 역할을 하며37), 다른 조직과 달리 환경의 변

화에 따라 그 크기가 변화가 크다
38)

. 본 실험에서 성숙한 지방세

포내에 존재하는 순수한 triglyceride 함량을 효소법으로 측정한

결과 control은 196.8±33.70 ㎍/well, 양성대조군인 isopreterenol

은 123.9±22.28 ㎍/well, 시험군인 율피 추출액 100 ㎍/㎖ 처리군

은 172.8±18.80 ㎍/well을 나타내어, control에 비하여 15%정도

의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양성대조군과 비교할 때 통계적 유의성

은 없었다(Fig. 4).

결 론

밤나무 과실의 속껍질인 율피의 항비만 효과를 검증하기 위

하여 시료를 열수 추출하고, 3T3-L1 지방전구세포에 율피 추출물

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세포독성 여부 및 adipogenesis 저해효과

를 검증하였다. 그 결과 100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독성이

확인되지 않았다. Oil Red-O 염색을 통한 세포내 Lipid

accumulation은 control에 비하여 50 ㎍/㎖에서 23.22%, 100 ㎍/

㎖에서 46.24% 정도 저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확인하였으며

지방세포로 분화유도 후 Triglyceride의 세포내 침착은 control에

비하여 15%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율피 추출물은 처리한 농도에서 세포독성 없

이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Inhibition of adipogenesis)하는 것

으로 확인되었으며, 향후, 분자생물학적, 생화학적인 표식인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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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증 및 대사 경로에 대한 연구와 동물실험과 같은 지속적인 연

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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