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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릿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지방세포에서 분화전사인자

조절을 통한 지방형성 저해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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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asa borealis is a major source of bamboo leaves used for traditional medicine in Korea. Obesity is a serious
health problem in industrialized countries that has been implicated in various diseases, including type 2 diabetes,
hypertension, cancer, and coronary heart disease. Recent reports have proposed mechanisms to reduce obesity
by decreasing preadipocyte differentiation, and proliferation in 3T3-L1 preadipocyte. The preadipocytes play
a key role by differentiation into mature adipocytes and increasing fat mas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ethanol-soluble extracts and ethyl acetate-soluble fractions from Sasa borealis inhibits intracellular
accumulation of lipid droplets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3T3-L1 cells (an important model system for
studying adipogenesis). The down-regulation of PPARγ and C/EBPα (key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were confirmed by the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Ethyl acetate-soluble frac-
tions from Sasa borealis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PPARγ and C/EBPα. These results suggest that Sasa
borealis inhibits adipogenic differentiation by regulating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in 3T3-L1 cells.
Therefore, Sasa borealis extracts may be a good candidate for the management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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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사이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내 축적되는 지방이 과잉인 상태를 말하며 제2형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 각종 암 및 고지혈증과 같은 성인병의 발병

인자로 밝혀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질환으로 대두되

고 있다(1,2). 일반적으로 체내로 섭취된 영양소는 중성지방

(triglyceride)의 형태로 지방 조직에 축적되는데, 비만의 경

우는 이들 중성지방의 과잉된 축적으로 인한 지방세포의 비

대(hypertrophy)와 과형성(hyperplasia)으로 초래된다(3).

비만은 지방전구세포의 분화과정에 의해 지방세포 내의 중

성지방의 과잉 축적으로 발생되며, 이를 조절하는 기작을

밝혀내는 것이 비만 억제의 연구법으로 알려져 있다(4). 더

불어 비만 환경에서 세포 내에 존재하는 중성지방(trigly-

ceride)의 분해와 이로 인한 glycerol과 지방산의 분비 등도

세포 내 지방의 축적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이라고 할 수

있다(5). 따라서 항비만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조직 내의 중성지방의 과도한 축적 저해를 목표로 에너

지 흡수의 최소화와 소비의 최대화를 꾀하거나 지방세포 분

화과정을 조절하는 소재를 탐색해야 한다.

지방세포는 에너지 항상성 유지 및 지질대사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지방전구세포주인 3T3-L1

은 다양한 호르몬과 전사인자들에 의해 중성지방이 축적된

지방세포로 분화된다. 3T3-L1 세포는 전지방세포에서 다양

한 호르몬 및 transcription factor(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γ(PPARγ), CCAAT/enhancer-bind-
ing proteins(C/EBP)) 등에 의해 지방세포로 분화되면서 세

포내 중성지방 축적에 관여하는 다양한 adipogenic gene과

효소 활성이 증가된다(6). PPARγ는 nuclear hormone re-

ceptor superfamily 중 하나로 retinoid X receptor(RXR)와

결합하여 표적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다. C/EBPα는 basic leucine zipper 군에 속하는 전사인자

로 지방세포분화 초기에 관여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7,8).

벼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조릿대는 죽엽이라고도 불

리고 한국, 중국, 일본 등의 아시아지역에서 자생하고 있으

며, 잎과 줄기와 뿌리 모두 열 내림, 소갈, 소담, 강정, 항염

등 여러 효험이 있다고 알려져 한방이나 민간요법에서 사용

되어 왔다(9). 조릿대 잎 추출물에는 syringaresinol과 f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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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0 g of dried Sasa borealis

    70% EtOH ext.
            Dissolve in water and extract with n-hexane

     n-Hexane fr.  Aqueous layer
                          Extract with chloroform

                   Chloroform fr.  Aqueous layer
                                        Extract with ethyl acetate

                                 Ethyl acetate fr. 
                                                  Aqueous layer
                                                         Extract with n-butanol

                                                   Butanol fr.      Aqueous fr.

Fig. 1. Flow diagram for fractionation of
70% ethanol extract from Sasa borealis
leaf.

vone 물질인 tricin 등의 물질이 함유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10,11). 또한 민간요법에서는 당뇨병, 고지혈증과 고혈압 등

대사성 질환에 사용되어 왔으며(12,13), 국내에서는 조릿대

추출물로 약리작용에 관한 연구(14),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

(15), 혈당 강하 효과(12), 물질 분리 연구(9) 등이 연구되어

왔지만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특히, 비만 및 당뇨

등의 성인병예방과 관련된 연구들이 다소 진행된 바가 있다.

조릿대 잎 추출물의 식이성 비만이 유발된 C57BL/6J mice

에서 비만과 대사증후군 개선 효과(15,16), 조릿대 잎 추출물

의 탄수화물 소화효소 활성 저해를 통한 식후 혈당 강하 효

과(12) 등이 밝혀진 바 있다. 그러나 이러한 만성질환의 중요

한 조직으로 알려져 있는 지방 세포에서의 중성지질 축적과

정 중 조릿대 추출물의 기능성에 대해서는 기존 연구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조릿대 잎의 70% 에

탄올 조추출물과 극성에 따른 분획을 통해 얻어진 분획물들

의 항분화 효능을 탐색하고, 항분화 효능이 탁월한 에틸아세

테이트 분획물의 3T3-L1 세포내 중성지질의 축적 억제효과

와 이에 관여하는 PPARγ와 C/EBPα 발현억제 효과를 밝히

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 및 분획물 제조

실험에 사용한 조릿대는 2007년 7월 전라남도 담양지역에

서 수집했으며, 조릿대 추출물과 분획물의 제조로는 조릿대

50 g을 70% 에탄올 수용액 1,000 mL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추출하고 여액을 감압 농축하여 에탄올 추출물을 얻었

다. 수득한 조릿대 추출물에 정제수을 넣고 교반하여 현탁

한 후 용매 분획법에 의하여 헥산, 클로로포름, 에틸아세테

이트, 수포화부탄올 및 물로 분획하여 각각의 용매별 추출물

을 제조하였다(Fig. 1). 얻어진 추출물 및 분획물은 DMSO에

녹여 stock 형태로 -20oC에서 보관하였다.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mouse embryonic fibroblast 3T3-L1

(3T3-L1) 지방전구세포는 미국 세포주은행(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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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erum(FBS), trypsin-EDTA 및 penicillin-streptomycin은

WelGene(Deagu, Korea)에서 구입하였다. Insulin, isobutyl

methyl xanthine(IBMX), dexamethasone(Dex), Oil Red O

염색 시약 및 dimethyl sulfoxide(DMSO)는 Sigma-Aldrich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중성지질

측정 시약 Cleantech TG-S는 아산제약(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RNA 분리를 위한 RNeasy mini kit, Taq-

man 중합효소는 Qiagen(Valencia,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 PCR을 위해 사용한 re-

agent는 Bioneer(Daejeon, Japan)에서 구입하여 실험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 배양 및 분화 유도

본 실험에 사용된 지방전구세포는 10% FBS, 1% pen-

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
o
C, 5% CO2 조건 하에서 배양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

포의 분화유도를 위해 세포가 confluent 상태가 되도록 동일

한 조건에서 배양하고 48시간 이후에 분화유도 배지(10 μg/

mL insulin, 0.25 μM dexamethasone, 0.5 mM IBMX가 포함

된 DMEM)로 교환하여 분화유도를 시작하였다(day 0). 분

화유도 후 36시간(day 2)과 5일 후에(day 5)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촉진하기 위해 10 μg/mL insulin이 포함된 DMEM으

로 교환하고 분화유도 8일까지 분화시켰다. 분화유도과정

중에 조릿대의 분화억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해 분화유도 배

지에 조릿대 추출물을 각각 10, 50, 100 μg/mL 농도로 배지

에 녹여 함께 처리하였으며, 조릿대 추출물을 처리하지 않고

분화 유도한 것을 대조군(MDI)으로 하였다.

Oil Red O 염색

3T3-L1의 세포분화 후 배지를 제거한 뒤 PBS로 세 차례

세척한 후 10% formalin 용액으로 상온에서 10분간 고정시

킨다. 고정된 세포내 생성된 lipid droplet과 특이적으로 반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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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0.2% Oil Red O 용액(60:40=isopropanol : water)을 이

용해 1시간 동안 방치하여 염색하고, PBS로 세척 후 현미경

으로 지방세포의 염색정도를 관찰한 후 isopropanol을 이용

하여 용해한 뒤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대조군의

흡광도 값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세포내 중성지질의 함량 측정

3T3-L1의 세포분화 후 배지를 제거한 뒤 PBS로 세척하

고 1% NP-40으로 세포를 lysis 시킨 후 13,000 rpm에서 5분

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만 취해 Cleantech TG-S 시약을

첨가하여 10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 540 nm에서 측정하였

다. 중성지질의 양은 중성지질 standard를 이용하여 동일한

반응을 수행하여 standard curve를 작성한 후 이를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 이때 단백질 양을 Bradford 방법으로 정량하

여 세포수를 보정하였다.

Free glycerol의 측정

분화 8일째 완벽히 분화된 3T3-L1 세포에 시료를 처리한

후 72시간 배양한 배지를 eppendorf tube에 넣고 70
o
C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세포로부터 유리된 효소들을 불활성화 시

켰다. 50 μL의 배지를 glycerol reagent에 첨가하여 1분간

반응시킨 후 흡광도를 540 nm에서 측정하였다. 이때 단백질

량을 Bradford 방법으로 정량하여 세포수를 보정하였다

Reverse-transcriptase polymerase chain reaction

세포 내 총 RNA를 추출하고 정량하기 위하여 RNeasy

mini kit를 이용하였다. 1 μg의 총 RNA를 oligo(dT) primer

와 superscript II 역전사효소와 함께 반응시켜 1차 cDNA를

제작하였다. PCR 반응은 1 μg의 cDNA를 AccuPower®

CycleScript RT PreMix에 첨가하여 95oC에서 3분간 dena-

ture 시킨 후, 94
o
C에서 30초간, 55

o
C에서 30초간, 72

o
C에서

1분간 30 cycle 실시하였고, 최종적으로 72oC에서 5분간 ex-

tension 반응하였다. 반응물은 1.2%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한 후 EtBr로 염색하여 UV에서 DNA를 확인하였고 DNA의

정량적 분석은 BioRad Inc.(Hercules, CA, USA)에서 제공

된 Quantity one software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PCR에

사용된 primer set은 다음과 같다. PPARγ forward 5'-ACC

ACT CGC ATT CCT TTG AC-3', reverse 5'-TCA GCG

GGA AGG ACT TTA TG-3'(GeneBANK, NM_001127330),

C/EBPα forward 5'-ATG GAG TCG GCC GAC TTC

TAC-3', reverse 5'-CAG GAA CTC GTC GTT GAA

GGC-3'(GeneBANK, NM_007678), GAPDH forward 5'-

AAC TTT GGC ATT GTG GAA GGG C-3', reverse

5'-GAC ACA TTG GGG GTA GGA ACA C-3'(Gene-

BANK, XM_990238).

통계분석

본 실험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D)로 나타내었

고, 통계적 유의성은 IBM SPSS statistics(ver. 19, Statisti-

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Chicago, IL, USA)를 이용

해서 one way-ANOVA로 분석하였고, 평균값의 통계적 유

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조릿대 추출물의 3T3-L1 전 지방세포 중성지방 생성 억

제 효능

조릿대 에탄올 추출물(SBE)에 의한 지방세포 내 중성지

방 생성을 저해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료를 3T3-L1 지방

전구세포에 농도별(0, 10, 50, 100 μg/mL)로 처리하면서 분

화를 유도하였다. 3T3-L1 adipocyte 내 중성지방 생성은 Oil

Red O 염색에 의해 지방전구세포가 호르몬 유도에 의해 분

화되면서 생성되는 세포 내 중성지방을 염색한 뒤 관찰하고

흡광도를 측정함으로써 조릿대 추출물의 효과를 확인하였

다. Fig. 2A와 같이 염색된 세포내 중성지방을 현미경으로

관찰했을 때 대조군인 MDI 그룹에 비해 분화된 지방의 수가

감소하였다. 또한 세포내의 중성지방 생성은 SBE를 처리했

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특히 100 μg/mL 처리하

였을 때 대조군인 MDI 그룹에 비해 33.4%까지 유의적으로

세포 내 중성지방이 감소하였다(Fig. 2B). 3T3-L1 세포에서

축적된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하는 것은 지방세포를 이용한

가장 일반적인 항비만 탐색 방법으로 많은 연구들을 통해

보고된 항비만 소재들은 대조군과 비교 시에 분화과정에서

세포내 중성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이 결과로 제시되고

있다(17,18). 따라서 본 연구에서 SBE 는 지방세포의 분화과

정 중에 작용하여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축적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지방세포 내에 축적되어 있는 중성지

방 함량을 측정한 경우에도 대조군(76.79 μg/mL)에 비해 시

료 처리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이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C).

조릿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3T3-L1 전 지방세포

중성지방 생성 억제 효능

조릿대 에탄올 추출물이 지방세포분화를 억제하는 결과

를 바탕으로 조릿대 추출물을 극성에 따른 용매별 분획물을

제조하여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능을 탐색하였다(Table 1).

용매별 분획물의 지방세포 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IC50은 에

탄올 추출물(146.23 μg/mL)보다 낮게 나타났다. 이는 조릿

대 에탄올 추출물에 비해 분획물들이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능이 더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들 용매별 추출물

중 가장 지방세포 분화억제 활성을 나타낸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을 이용하여 이후의 실험을 진행하였다. 조릿대 에틸

아세테이트 분획물(SBEA)을 지방세포 분화유도 시 함께 처

리했을 때 대조군에 비해서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축적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3A). SBEA

를 50, 100 μg/mL 농도를 처리한 그룹에서 대조군(MDI)에

비해 각각 19.4, 54.4% 감소하였다. Oil red O 염색 분석과

마찬가지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한 경우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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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s of SBE on 3T3-L1 preadipocytes
differentiation. 3T3-L1 cells were differentiated into adipocytes
with vehicle (media) or SBE as indicated concentration for 8 days.
(A) Photography of Oil red O staining, (B) lipid accumulation,
and (C) intracellular TG contents were determined using Oil Red
O staining and TG kit (Cleantech TG-S) assay, respectively.
Values were calculated as μg TG content per μg total protein and
are presented as relative TG contents of cells treated with the
MDI mixture alon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The same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urkey-HSD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1. The effects of soluble-fractions from SBE on adi-
pocyte differentiation

Fractions IC50
1)

Ethanol
Hexane
Chloroform
Ethyl acetate
Butanol

146.2
100.1
95.1
60.5
97.5

1)
IC50 means the concentration required to inhibit 50% of adipo-
cyte different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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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SBEA on 3T3-L1 adipogenesis and lipolysis.
3T3-L1 cells were differentiated into adipocytes with vehicle
(media) or SBEA as indicated concentration for 8 days. (A) lipid
accumulation, and (B) intracellular TG contents were determined
using Oil Red O staining and TG kit (Cleantech TG-S) assay,
respectively. And (C) free glycerol release. Values were calcu-
lated as μg TG content per μg total protein and are presented
as relative TG contents of cells treated with the MDI mixture
alone.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The same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urkey-HSD multiple comparison test.

MDI 그룹(76.79 μg/mL)에 비해 SBEA 처리군 10, 50, 100

μg/mL 농도에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양이 각각 51.73,

47.73, 39.68 μg/m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3B).

조릿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의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분해 효능 탐색

지방세포 내 축적된 중성지방이 분해되면 glycerol과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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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체의 경우 glycerol은 세포 외 혈액

으로 유리되어 간으로 이송되게 된다(19). 마찬가지로 3T3-

L1 지방세포계에서는 free glycerol의 함량이 지방구 내 중

성지방의 분해 정도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본 연구에서는 SBEA의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의 분해 능력

을 탐색하기 위해 분화된 지방세포에 농도별로 72시간 처리

한 후 배지내로 분비된 free glycerol 양을 측정하였다. 분화

유도된 그룹 MDI와 비교했을 때 SBEA를 처리한 그룹에서

배지 내 free glycerol의 분비량은 통계적으로 변화가 없었다

(Fig. 3C). 이러한 결과는 SBEA가 Fig. 3A와 B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방세포의 중성지방 합성에는 관여하지만 이미

축적된 세포 내 중성지방의 분해에는 관여하지 않기 때문이

라고 사료된다.

조릿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이 지방세포 분화 조절인

자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3T3-L1 지방전구세포는 다양한 호르몬과 전사인자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태학적, 생화학적인 지방세포로 분화된

다(3). PPARγ와 C/EBPα는 지방세포에 나타나는 특이적

인 전사인자로서 분화 초기에 발현이 유도되어 분화 후기가

되면 다양한 adipogenic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하며, 분화

된 지방세포에서 발현양이 현저하게 증가되는 양상을 나타

낸다(20). 본 연구에서는 SBEA 처리에 따른 세포내 중성지

방 합성 저해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PPARγ와 C/EBPα의

mRNA 발현을 측정하였다. 측정하기 위해 SBEA를 3T3-

L1 preadipocyte에 농도별(0, 50, 100 μg/mL)로 처리하면서

분화를 유도하였다. PPARγ와 C/EBPα 둘 다 MDI 그룹에

서는 media 그룹에 비해 mRNA 발현이 각각 3.2, 4.5배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SBEA 처리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mRNA 발현이 감소되었다(Fig. 4). 따라서 SBEA의 지방세

포 내 중성지방 축적 억제 활성은 지방세포 분화의 주요 전

사인자의 발현 감소가 adipogenic protein의 발현을 억제시

킴으로써 최종적으로 세포 내 중성지방의 생성을 줄일 수

있었던 것으로 생각한다. PPARγ는 지방세포의 분화에 관

여하는 대표적 단백질로서 agonist로 알려져 있는 rosiglita-

zone은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임상적으로 탁월한 효과를 나

타내고 있고, antagonist들은 비만억제 효과를 나타내고 있

어 항비만을 타겟으로 활발히 개발 중에 있다(21). 이 연구에

서 보여주는 SBEA의 PPARγ의 발현억제는 PPARγ의

antagonist로서 작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C/EBPα는 PPARγ와 상호작용을 통해 서

로의 발현을 증가시켜 지방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고 최종마

커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Freytag 등(22)은 다양한 섬유아세

포에 C/EBPα를 과다 발현시켜 adipogenesis를 유도함으로

써 C/EBPα의 분화과정에 있어서의 중요성을 증명하였다.

지방세포 분화를 통한 세포 내 중성지방 합성과정에 있어서

여러 호르몬들과 세포분화 유도물질 등에 의해 분화가 시작

되면 C/EBPβ와 C/EBPδ를 포함한 초기 지방세포형성 조절

자(adipogenic regulator)들이 발현되면서 후기 분화를 유도

한다. C/EBPβ와 C/EBPδ에 의해 발현되는 C/EBPα와

PPARγ는 후기 분화에서 adiponectin, lipoprotein lipase 및

fatty acid binding protein4와 같은 최종마커(terminal

marker)들의 발현을 증가시킨다(8). 따라서 Fig. 4에서 나타

낸 것과 같이 조릿대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은 지방세포 분

화의 중요 인자인 PPARγ와 C/EBPα 발현을 억제시킴으로

써 최종마커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세포 내 중성지방의 축적

을 감소시킬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기존의 연구 보고에 의

하면 PPARγ와 C/EBPα 발현은 cAMP-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 및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protien의

activation이 C/EBPα 발현에 주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23). 따라서 본 연구에서 SBEA의 특이적인 PPARγ와

C/EBPα의 조절기전을 밝히기 위해서는 upstream 단계의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조릿대의 연구는 추출물 수준에서 항산화, 항균,

항염 및 미백 등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대다수의 연구가

조추출물을 이용했으나, 이전에 우리 연구팀에서 수행한 연

구에서는 조릿대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의 항산화와

항균 활성을 토대로 천연물 식품소재 및 천연보존료의 가능

성을 제시한바 있다(24). Park과 Lim(25)은 최근 연구를 통

해 조릿대 잎의 70% 에탄올 조 추출물의 분획 중 aqueous를

제외한 ethyl acetate, chloroform, n-hexane 및 n-butanol

분획에 폴리페놀이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지금까지 보고

된 타 천연식물에 비해 상당히 높은 편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Jeong 등(10)의 연구에서는 조릿대의 대표적 기능성

성분으로 알려져 있는 syringaresinol과 tricin을 에틸아세테

이트 분획층에서 분리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Table 1에서

나타내듯이 지방세포의 항분화 활성 또한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나타냈다. 이 같은 결과를 바

탕으로 조릿대의 조추출물에 비해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

에서 다양한 기능성물질이 포함되어있을 것이라 사료되고,

항분화 활성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물질에 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Kim 등(26)의 연구를 통해 식이

유도된 비만 마우스에서 조릿대 추출물이 체중 감소효과를

나타냈으나, 마우스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adipocytokine

에는 영향이 없었다. 따라서 조릿대의 항비만 효능의 가능성

은 증명이 되었으나 그 기전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본 연

구에서는 3T3-L1 전지방세포에서 호르몬 유도에 의한 중성

지방 축적 전사인자(PPARγ와 C/EBPα)가 발현되었으며

조릿대가 효과적인 억제활성이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는 지

방세포의 항분화 기전연구로서 조릿대의 항분화 기전연구

는 이 연구가 처음이다. Hwang과 Han(12)의 연구에서는

조릿대 추출물 및 분획물들의 탄수화물 소화효소 및 혈당의

감소효능을 보고하였다. 이 연구에서도 에틸아세테이트 층

에서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냈다. 또한 streptozotocin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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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SBEA extracts on the mRNA express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PPARγ and C/EBPα. 3T3-
L1 cells were differentiated into adipocytes with vehicle (media)
or SBEA as indicated concentration for 8 days. (A) The gene
expression of PPARγ, C/EBPα were determined by RT-PCR.
(B) Relative mRNA expression was normalized with GAPDH
expression. The values were calculated as fold of gene expression
of the media group.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The same letters indicate no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Turkey-HSD multiple comparison test.

유도한 당뇨 마우스에서 식후 혈당증가 저해 효과가 있었다

(12). 대표적인 제2형 당뇨병 치료제로 알려져 있는 Thia-

zolidinedione 계열의 약물은 PPAR-γ의 agonist로서 작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포에

서 SBEA에 의해 PPAR-γ 발현을 억제하였다(Fig. 4). 이

는 STZ에 의해 유도된 당뇨병 모델은 인슐린 결핍으로 인한

제1형 당뇨병 모델이며 그 작용 기전이 2형 당뇨병과는 다르

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조릿대의 혈당강하 효능은 구체적

인 기전연구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진다. 본

연구 결과로 조릿대가 지방세포에서 분화전사인자의 조절

을 통해 중성지방 축적억제 효능이 있으며, 비만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이용하여 조릿대

조추출물(SBE)과 에틸아세테이트 분획물(SBEA)의 지방세

포 내 중성지방 축적 저해 활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먼저

SBE의한 지방세포 분화 저해 활성을 확인하기 위해 추출물

을 3T3-L1 지방전구세포에 분화를 유도하면서 농도별(10,

50, 100 μg/mL)로 처리하였고, 그 결과 SBE가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시켜 지방세포 내 중성지방 축적을 저해시켰다.

또한 SBE를 용매 극성에 따른 분획한 분획물들의 항분화

효능을 확인하였다. 그중 항분화 효능이 가장 뛰어난 에틸아

세테이트 분획물로 지방세포 분화에 따른 세포 내 중성지방

축적이 억제 되었다. 그러나, 지방세포 분해를 통한 glycerol

release의 증가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항분화 효능의 기전을 연구하기 위해 PPARγ, C/EBPα 등

전사활성과 지방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활성을

확인해 보았다. 실험 결과 SBEA는 PPARγ와 C/EBPα의

mRNA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따라서 SBEA

항비만 효과는 지방 생성의 주요 전사인자인 PPARγ와

C/EBPα의 유전자 발현조절을 통해 지방 분화 억제 및 지방

축적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효과가 있는

농도가 100 μg/mL로 천연물질로써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

우수한 지방 분화억제 활성을 나타내어 경제적이며 효과적

인 항비만 기능성식품으로서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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