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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출추출물이 TNF-α 유도 지방세포염증과
인슐린저항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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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eliorating Effects of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on TNF-α-induced 3T3-L1 Adipocyte Dysfunction

Chang-Hyun Bin, Choon-Ho Song

Department of Meridian and Acupoint, College of Korean Medicine, Dong-Eui University

Objectives : The present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effects and molecular mechanisms of 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 extracts(AMK) on the improvement of adipocyte dysfunction induced by TNF-α in 3T3-L1 adipocytes. We examined 

whether AMK could directly influence the inflammation and insulin resistance in 3T3-L1 adipocytes. Methods : Potential roles of 

AMK in the lipolysis, production of inflammatory adipokines and ROS, expression and phosphorylation of ERK, JNK, and IκBα 

protein, and expression of PPARγ and C/EBPα were investigated in this study. Results : Our data demonstrated that TNF-α 

significantly increased lipolysis, levels of MCP-1, IL-6, and ROS and phosphorylation of ERK, JNK, and IκBα protein, while TNF-

α reduced the expression of PPARγ and C/EBPα in adipocytes, suggesting that TNF-α induced a condition with the occurrence 

of inflammation and insulin resistance. Those alterations induced by TNF-α were prevented by the treatment of AMK. AMK 

down-regulated the phosphorylation of ERK, JNK, and IκBα protein and up-regulated the expression of PPARγ and C/EBPα 

on TNF-α-induced inflammation and insulin resistance. Conclusions : Thus, our results indicate that AMK can be used to prevent 

from the TNF-α-induced adipocyte dysfunction through MAPK, NFκB and PPARγ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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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지방세포의 수의 증가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내 지방구의 

축적으로 인한 지방세포 크기의 증가가 일어나고 지방세포의 정상

적인 기능이상을 초래한다. 지방세포는 여분의 에너지를 저장하는 

역할 이외에 leptin, adiponectin 등을 비롯한 지방세포 유래 호르

몬과 아디포카인을 생산하여 내분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통해 에

너지항상성과 면역기능 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정상적인 지방세포의 기능이상을 일으키는 주요인자는 아디포

카인이라고 명명되는 TNF-α, MCP-1, 그리고 IL-6와 같은 염증

성 사이토카인으로, 비만 상태에서 장기적으로 낮은 수준의 만성적

인 염증반응을 일으키고, 고인슐린혈증,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 질

환 등의 동반질환들의 발생에 기여하는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

고 알려져 있다2,3). 

특히, TNF-α는 지방세포 또는 지방세포 내 대식세포에서 분비

되어 염증반응과 인슐린저항성의 유도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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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지방세포에서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생성과 지방분해를 촉진시

켜 유리지방산의 생성을 유도하고 지방세포 분화와 지방생성을 억

제한다. 또한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에서 낮은 수준의 만성적인 

염증, 당 대사 손상, 인슐린저항성의 발병기전에 역할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또한 TNF-α 매개 인슐린저항성은 지방세포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상과 reactive oxygen species(ROS)의 생

성과도 연관되어 있다4,5).

白朮은 국화과에 속한 다년생초본인 흰삽주 및 동속 근련식물의 

塊根으로 성미가 甘苦 微溫無毒하고 補脾益氣, 燥濕利水, 固表止汗, 

安胎 등의 효능을 가지고 있어 임상적으로 脾胃虛寒과 水濕의 停滯

로 인한 다양한 질환에 활용되어 왔으며6), 白朮의 주성분은 atra-

ctylol, atractylone, Vitamin A 등으로 알려져 있다7).

白朮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는 비만세포의 전구염증 사이토카인 

생성 억제 효능8), 대장암세포에 대한 억제 효능 등에 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9), 특히 비만 및 지방대사와 관련하여 비만 동물모델과 

지방세포모델을 통한 지방세포 생성 억제 효능10)과 지방세포분화 

촉진 효능11)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지방세포에 대한 白朮의 

효능과 작용기전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3T3-L1은 대표적인 지방세포주로서 지방세포 분화연구에 많이 

사용되어 왔다. 또한 세포막에 인슐린 수용체와 glucose trans-

porter 4(GLUT4)가 존재하기 때문에 인슐린과 당대사와 관련된 

반응에 민감하게 반응한다. 인체대사와 관련하여 insulin signaling, 

adipokine분비, GLUT4 translocation, lipogenesis와 lipolysis에 

대한 연구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세포모델이다12-14). 

본 연구는 지방세포의 대사이상에 미치는 白朮의 효능을 알아보

기 위하여 TNF-α로 3T3-L1 지방세포의 염증 상태를 유도하고 

염증성 아디포카인과 ROS의 생성, 염증와 인슐린저항성 조절을 위

한 신호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3T3-L1 mouse preadipocytes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USA)에서 분양받아 사용하였고,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bovine calf serum(BCS),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streptomycin mixture 및 

dimethylsulfoxide(DMSO)는 GibcoBRL(USA)로부터 구입하였다. 

Insulin, isobutylmethylxanthine(IBMX), dexamethasone(DEX), 

tetrazolium bromide salt(MTT), dimethylsulfoxide(DMSO), 

bovine serum albumin(BSA)는 Sigma(USA)로부터 구입하였다. 

2. 시료의 준비

白朮(Atractylodes macrocephala Koidzumi)은 (주)옴니허브

(Daegu, Korea)에서 규격품을 구입 후 본초감별도감15)에 근거하여 

시료의 본초학적 형태와 특징을 확인하고 실험에 사용하였다. 白朮 

100 g을 1.5 L의 증류수를 가하여 3시간동안 가열추출하였다. 추

출된 용액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획득하고, 0.2 μm 여과지에

서 여과하여 rotary evaporator(Rotavapor R-100, BÜCHI La-

bortechnik AG, Switzerland)로 200 mL가 되도록 감압농축하였

다. 실온에서 냉각시킨 뒤 감압필터를 사용, 냉동 건조(Freeze 

Dryer FD-1, EYELA, JAPAN)하여 29 g의 白朮추출물(AMK)을 획

득하였고, 냉동보관(−20oC)하였다가 실험직전 PBS에 희석하여 

syringe 필터 후 사용하였고, 白朮추출물의 샘플(DKMP-201507- 

AMK)은 동의대학교 생리학실험실에 보관되어 있다.

3. 지방세포분화와 TNF-및 시료의 처리

지방세포의 분화를 위해 3T3-L1 전구지방세포는 5% CO2, 

37oC 배양기에서 DMEM(10% BCS, 100 unit/ml of penicillin G 

sodium, 100 μg/ml of streptomycin sulfate)으로 배양하였다. 

100% confluent 해졌을 때 0.5 mM isobutylmethylxanthine(IBMX), 

1 μM dexamethasone(DEX)와 1 μg/ml insulin의 분화유도물

질(MDI)이 포함된 DMEM(10% FBS, 100 unit/ml of penicillin G 

sodium, 100 μg/ml of streptomycin sulfate)으로 교환하여 2∼

3일 동안 분화를 유도하였으며, 그 후 매 2 일 마다 1 μg/ml insulin 

이 포함된 DMEM(10% FBS, 100 unit/ml of penicillin G sodium, 

100 μg/ml of streptomycin sulfate)으로 교환하였다. 3T3-L1 

전구지방세포는 분화유도 8-12일 후 성숙지방세포(MA)를 확인한 

후 TNF-α, TNF-α와 AMK(100 μg/ml)과 AMK(100 μg/ml)을 

처리하고 분석하였다.

4. 지방세포내 지방구 관찰

분화 유도된 후 10일째 3T3-L1 지방세포에 AMK를 농도별(0, 

100 and 200 μg/ml)로 24시간 처리한 후 TNF-α(5 ng/ml)를 

24시간 처리하여 지방세포의 기능이상을 유발하고 지방세포의 형

태를 Axiovert 40 CFL 현미경(Carl Zeiss AG, Oberkochen, Ger-

many)으로 관찰하였다. 

5.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측정

MCP-1과 IL-6의 농도는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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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ary and Secondary Antibodies Used in This Study

Antibodies Source Dilution

Primary antibodies
  ERK/p-ERK Cell Signaling Technologies, Beverly, MA, USA 1:1,000
  JNK/p-JNK Cell Signaling Technologies, Beverly, MA, USA 1:500
  IκBα/p-IκBα Cell Signaling Technologies, Beverly, MA, USA 1:1,000
  PPARγ Cell Signaling Technologies, Beverly, MA, USA 1:1,000
  C/EBPα Cell Signaling Technologies, Beverly, MA, USA 1:1,000
  β-actin Santa Cruz Biotechnology, Burlingame, CA, USA 1:1,000
Secondary antibodies
  Goat anti-rabbit IgG, pAb Enzo Life Sciences, Farmingdale, NY, USA 1:5,000

ERK : extracellular signal-regulated kinase, JNK : c-jun, N-terminal kinase, IκBα : nuclear factor of kappa light polypeptide gene 
enhancer in B-cells inhibitor, alpha, PPARγ : peroxisome proliferators-activated receptor, gamma, C/EBPα :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alpha.

assay)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지방세포에 AMK(100 μg/ml)를 

24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TNF-α(5 ng/ml)을 24시간동안 처리하

였다. 세포배양이 끝난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5,000 rpm에서 10 

분 동안 원심분리하고 분리된 상층액을 −70oC에 보관하였다가 

ELISA kit(BD Biosciences Pharmingen,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microplate reader(SPECTRAMAX M2, Molecular Devices 

Co. Ltd. USA)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표준곡선을 이

용하여 cytokine의 양을 계산하였다.

6. 세포 내 ROS 측정

지방세포 내 ROS의 분비를 측정하기 위하여 5-(and-6)-chlo-

romethyl-2’, 7’-dichlorodihydrofluorescein-diacetate, acetyl 

ester(CM-H2DCF-DA)를 사용하였다. CM-H2DCF-DA는 세포투

과성이 있는 비형광 비극성분자로 용이하게 세포 내로 들어갈 수 

있으며, 세포 내 estrase에 의해 비형광성 극성분자인 CM-H2DCF

로 분리된 후 세포내의 활성산소에 의해 산화되면 형광성 CM- 

H2DCF로 전환되고 이를 fluorometer로 측정하는 방법이다. 3T3- 

L1 adipocytes는 black 96 well plate에 1×105 cells/ml로 분주

한 후 12일간 분화하였다. 시료처리 전 serum free DMEM배지로 

교환하고 4시간 경과 후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유지하

였다. 배양종료 후 PBS로 세척하고 10 μM CM-H2DCF-DA를 처

리하여 37oC에서 40분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PBS로 배지에 남아 

있는 CM-H2DCF-DA를 제거한 후 TNF-α를 처리하여 1시간동안 

자극하였다. 얼음 위에서 반응을 정지시킨 후 490 nm(excitation)

과 530 nm(emission)에서 fluorometer(SPECTRAMAX M2, Mo-

lecular Devices Co. Ltd. USA)를 사용하여 ROS에 의해 산화된 

CM-H2DCF의 양을 측정하였다.

7. Western blotting analysis

지방세포에 AMK(100 μg/ml)를 24시간 동안 전처리한 후 

TNF-α(5 ng/ml)을 15분(ERK, JNK, IκBα) 또는 24시간(PPAR

γ, C/EBPα)동안 처리하였다. 세포 배양이 끝난 후 cold PBS로 

세척하여 수거한 세포에 lysis buffer(20 mmol/L Tris-HCl [pH 

8.0], 150 mmol/L NaCl, 2 mmol/L ethylene diamine tetra 

acetic acid(EDTA), 1 mmol/L NaF, 1% Igepal CA-630, 1 mmol/L 

PMSF, 1 mmol/L Na3VO4, and protease inhibitor cocktail)를 

첨가하여 매 5 분간 vortex하여 얼음에 30 분간 방치하였다. 그 

후 12,000 rpm, 4oC에서 20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회수하

여 단백질 양을 정량하였다. 각 lysate 25∼30 μg을 l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로 150 V에서 1시간 30분 동안 단백질을 분리하고, 분리된 단백질

을 nitrocellulose transfer membranes(Whatman GmbH, Dassel, 

Germany)로 transfer하였다. 5% skim milk가 첨가된 TBST 

buffer(10 mmol/L Tris-HCl [pH 7.5], 150 mmol/L NaCl, and 

0.05% Tween 20)로 실온에서 1 시간 blocking시킨 다음 1차 

antibody를 1:500∼1:1,000 희석하여 첨가한 이후 반응시켰다. 

TBST buffer로 3회 세척한 후 2차 antibody를 1:5,000으로 희석

하여 1시간 이상 반응시켰다. TBST buffer로 3회 세척 후 Enhanced 

chemiluminescent detection kit(Pierce ECL Western Blotting 

Substrate;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USA)를 이용하여 

X-ray film에 노출시켜 현상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antibody에 대

한 정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8. 통계처리

통계분석은 GraphPad PrismⓇ5 package(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를 사용하여 평균치±표준편차로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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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s of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for eight days 
(Olympus, ×400). 
The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AMK for 24 h prior 
to TNF-α (5 ng/ml) treatment for
24 h. (A) Non-treated cells, (B) and 
(C) The cells treated with 100 and 
200 μg/ml AMK, (D) TNF-α trea-
ted cells, (E) and (F) The cells treat-
ed with 100 and 200 μg/ml AMK
for 24 h prior to TNF-α treatment 
The cells treated with AMK increa-
sed the amounts and diameters of
lipid droplet.

Fig. 2. Effects of AMK on the levels 
of MCP-1 and IL-6 in TNF-α trea-
ted 3T3-L1 adipocytes. 
Cytokines were detected by ELIS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p＜0.05 vs. non-treated adipocytes.
*p＜0.05 vs. TNF-α treated adipo-
cytes. Dunnett’s multiple compari-
son tests after one-way analysis of
variance.

내었고 유의수준은 p＜0.05로 하였다. 각 실험군 간의 통계학적 

분석은 One way-ANOVA와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검정을 실시하였다.

결    과

1. TNF-유도 지방세포의 형태에 미치는 영향

AMK의 지방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광학현미경

하에서 지방세포의 형태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비처리군은 분화 

10일째에 지방세포의 비대와 지방세포내 지방구의 생성이 관찰되

었다. 반면, TNF-α 처리군은 비처리군에 비해 비대한 지방세포 

내 지방구의 현저한 소실이 관찰되었으며, AMK 처리군은 농도의

존적으로 지방세포 내 지방구 소실 억제가 관찰되었다(Fig. 1).

2. 지방세포의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분비에 미치는 영향

TNF-α로 유도된 지방세포의 만성적 염증에 대한 AMK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비대에 따라 생산

이 증가하는 염증성 아디포카인인 MCP-1과 IL-6의 양을 조사하였

다. 지방세포에 AMK를 농도별(100 and 200 μg/ml)로 전처리한 

후 TNF-α의 처리에 의해 지방세포의 염증상태를 유도하였다. 그 

결과 MCP-1과 IL-6의 농도는 TNF-α의 처리에 의해 현저한 증가

를 보였고, AMK군에서 유의한 억제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TNF-α 

비처리군과 AMK 농도별 단독 처리군은 MCP-1과 IL-6의 농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아 AMK의 단독 처리가 지방세포의 항염

증 효과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p＜ 0.05, Fig. 2).

3. 지방세포의 ROS생성에 미치는 영향

지방세포 내 ROS는 주로 미토콘드리아에서 생성되는데 TNF-α 

로 인한 과다한 ROS의 생산은 직접적으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상을 일으키고 ATP 합성이상, 세포내 지질 항상성 조절이상과 인

슐린저항성을 초래한다. 지방세포의 ROS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기 위해 AMK를 농도별(100, 200 and 300 μg/ml)로 전처리

한 후 TNF-α의 처리에 의해 지방세포 내 ROS 생산증가를 유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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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AMK on the activation of ERK, JNK, and Iκα
level in TNF-α treated 3T3-L1 adipocytes. 
Representative ERK, JNK and IκBα expression levels. The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AMK for 24 h
prior to TNF-α5 ng/ml) treatment for 15 min. Total protein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using phospho-specific or total anti-
bodies against ERK, JNK, IκBα, and β-actin.

Fig. 3. Effects of AMK on the production of ROS in 3T3-L1 
adipocytes. The levels of ROS were detected by ELIS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p＜0.05 vs. non-treated 
adipocytes. *p＜0.05 vs. TNF-α treated adipocytes.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s after one-way analysis of variance.

Fig. 5. Effects of AMK on the activation of PPARγ and C/EBPα
level in TNF-α treated 3T3-L1 adipocytes. 
Representative PPARγ and C/EBPα expression levels. The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or without AMK for 24 h
prior to TNF-α(5 ng/ml) treatment for 24 h. Total protein was
analyzed by western blot using total antibodies against PPARγ
and C/EBPα, and β-actin.

였다. 그 결과, ROS 생산량은 TNF-α의 처리에 의해 현저한 증가

를 보였고, AMK군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유의한 억제효과를 보였다 

(Fig. 3).

4. 지방세포 내 MAPK와 NF- 신호전달 경로에 미치

는 영향

TNF-α는 지방세포에서 MAPK 경로와 NF-κB 경로를 활성화

시키고, 이러한 신호전달 경로의 활성화는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발

현을 증가시켜 염증반응을 매개하고 인슐린 신호전달을 방해한다. 

AMK의 지방세포 내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신호전달 경로를 규명하

기 위하여 TNF-α의 세포 내 신호전달 분자인 ERK1/2, JNK1/2 

및 IκBα의 활성 정도를 단백질 발현과 인산화 발현을 통해 관찰

하였다. ERK1/2, JNK1/2 및 IκBα의 단백질 발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ERK1/2, JNK1/2 및 IκBα의 인산화는 TNF-α 처리

에 의해 증가하였고, AMK 처리에 의해 ERK1/2, JNK1/2 및 IκBα

의 인산화를 억제하였다(Fig. 4). 

5. 지방세포의 PPAR와 C/EBP신호전달 경로에 미치

는 영향

TNF-α는 지방세포에서 인슐린저항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이는 지방세포생성의 주요 조절자인 PPARγ와 C/EBP

α의 활성억제에 의해 매개된다. 

AMK의 지방세포에서 인슐린저항성 개선과 관련된 신호전달 경

로를 규명하기 위하여 PPARγ와 C/EBPα의 활성 정도를 단백질 

발현을 통해 관찰하였다. 그 결과 PPARγ와 C/EBPα의 단백질 

발현은 TNF-α 처리에 의해 감소하였고, AMK 처리에 의해 증가

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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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지방세포는 에너지 저장소로서의 역할 이외에 식욕조절, 비만, 

인슐린 작용과 관련된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 내분비, 외분비 기능

을 함으로써 내분비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다16-18). 지방세포

의 비대와 기능이상은 비만성 대사질환의 발생 위험을 높이고, 이 

질환들의 발생에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한다. 만성적 염증과 인슐린

저항성을 동반하는 비만성 대사질환은 이상지질혈증, 제2형 당뇨

병, 심혈관계질환, 관상동맥질환, 암 등의 대부분의 성인병이 포함

된다. 

외부 감염원 없이 발생하는 낮은 정도의 만성적 염증은 지방세

포의 과다와 비대로 인해 생산되는 저분자 생리활성물질인 염증성 

아디포카인 MCP-1, TNF-α와 IL-6에 의해 유지된다. 이러한 만

성적인 염증상태는 세포 내 ROS 과다 생성과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을 유발하여 에너지대사 장애를 일으키고 인슐린저항성을 유

도한다. 그러므로 지방세포의 만성적인 염증상태의 조절은 에너지 

대사 및 인슐린저항성과 관련된 기능장애를 회복하는데 중요한 목

표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白朮은 한의학에서 단독 또는 복합 처방의 구성약물로 소화장애19), 

염증20), 신경정신장애21,22), 피부미백23) 등의 치료효과가 보고되었

고, 임상에서도 비위계통의 기능이상, 기혈순환장애, 수분 및 에너

지대사 조절과 노폐물 배출장애 등의 개선을 목표로 광범위하게 

응용되어왔다.

비대한 지방세포에서는 많은 양의 염증성 아디포카인을 분비하

는데, TNF-α, IL-6, MCP-1 등의 염증성 아디포카인을 분비를 증

가시킨다. 증가된 TNF-α는 지방분해를 증가시키고 PPARγ 매개 

중성지방의 합성과 저장을 감소시킨다. TNF-α에 의해 순환 유리

지방산과 근육에서 이소성 중성지방의 증가를 초래함으로써 인슐

린저항성의 유발에 기여한다24). 

본 연구에서 AMK의 지방분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

여 TNF-α 처리에 의한 비대한 지방세포 내 지방분해가 관찰되었

고, AMK가 지방세포 내 지방분해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1). 또한 TNF-α는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분비를 증

가시키고25), adiponectin과 같은 항염증성 아디포카인의 분비를 

억제하여 염증반응을 지속시키는 역할을 한다26). 

IL-6는 fibroblasts, endothelial cells, monocytes, adipocytes 

등과 같은 다양한 세포에서 분비되지만, 비만의 경우 전신지방조직

과 복부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IL-6의 양이 증가되고, 증가된 IL-6

는 간과 지방조직에서 염증과 인슐린저항성을 높이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27,28). 지방세포에 대식세포의 침투는 비만에서 염증반응을 

증가와 관련하여 중요한 과정이다. MCP-1은 chemokine(C-C motif) 

ligand 2(CCL-2)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화학주성을 나타내어 지

방조직으로 대식세포의 침투를 유도하고 염증상태를 유지시킨다29). 

본 연구에서 AMK의 염증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TNF-α로 

지방세포의 만성적 염증을 유도하고 MCP-1과 IL-6의 양을 조사한 

결과, AMK가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생산을 유의하게 억제하여 지

방세포의 염증반응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비만성 인슐린저항성은 최근 산화적 손상, 미토콘드리아 기능이

상과 소포체 스트레스와 같은 세포 소기관의 기능이상과의 연관성

에 대해 보고되고 있다30). 지방세포의 비대와 염증은 세포 내 ROS 

분비를 자극하고 미토콘드리아의 에너지 조절을 방해하며, ROS는 

불리한 대사조건에서 TNF-α의 생성을 촉진시키고31), TNF-α 유

도 NF-κB 활성32)과 인슐린저항성33)에 기여한다. 본 연구에서 

AMK의 ROS 억제효과를 확인한 결과 AMK가 TNF-α처리한 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ROS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3). 

TNF-α는 ERK, p38MAPK와 JNK를 포함하는 MAPK 경로와 

NF-κB를 활성화시키는 전구 염증성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할 

수 있다. 이 신호전달 경로는 지방조직에서 TNF-α에 의해 활성화

되는 것이 잘 알려져 있고, 인슐린저항성과 당흡수와 관련된 대사

이상을 조절하기 위한 좋은 목표가 된다34-36). 본 연구에서 AMK의 

TNF-α에 의해 활성화되는 전구 염증성 신호전달 경로 억제효과

를 조사한 결과, AMK는 ERK, JNK, IκBα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이러한 결과는 AMK가 전구 염증 

기전을 억제함으로써 지방세포의 기능이상을 조절할 수 있음을 나

타낸다.

TNF-α는 지방세포에서 insulin receptor(IR), insulin receptor 

substrate-1(IRS-1)과 glucose transporter GLUT4 등과 같은 인

슐린 민감성과 인슐린 유도 당흡수에 필요한 많은 단백질의 발현을 

억제하는데37,38), 이는 TNF-α 신호에 의해 전구염증 신호전달 경

로가 활성화되고 그에 따라 지방세포 기능의 주요 조절자인 PPAR

γ와 C/EBPα의 발현이 감소되는 기전을 통해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34,39,40). 

또한 PPARγ과 C/EBPα는 지방조직 생성과 중성지방 합성과 

저장을 포함한 성숙지방세포의 기능의 유지에 필수적인 전사 조절

자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AMK의 지방세포 필수전사인자인 

PPARγ와 C/EBPα의 활성화 효과를 조사한 결과, AMK는 TNF-α 

에 의해 억제된 PPARγ와 C/EBPα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5). 이러한 결과는 AMK가 지방세포에서 전구

염증 기전을 억제할 뿐만 아니라 염증억제 기전을 통해 인슐린 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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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지방세포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결    론

본 연구에서 AMK가 TNF-α로 유도된 지방세포의 염증과 인슐

린저항성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AMK는 TNF-α로 유

도된 지방세포의 지방분해, 염증성 아디포카인의 분비, ROS 생성

을 억제하였다. 이러한 항 염증과 항산화스트레스 효과는 ERK, 

JNK, IκBα 신호전달 단백질의 활성억제를 통한 PPARγ와 

C/EBPα 지방세포 핵심 전자조절자의 활성을 통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AMK의 효과는 지방세포 대사이상의 조절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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