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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정 에탄올 추출물의 비만 조절 유전자에 대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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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ethanol extract of Polygonatum sibiricum rhizome on
obesity-related ge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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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previous studies, we confirmed that the ethanol extract of Polygonatum sibiricum (ID1216) has anti-obesity
effects on high-fat diet-fed mice. To identify the obesity-related genes affected by ID1216, we studied its effects both in
vivo and in vitro. In mice, single administration of ID1216 increased the expression of obesity-related genes including
sirtuin1 (SIRT1),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 1α (PGC1α) and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α (PPARα) compared to that in mice administered the vehicle; their downstream genes (uncoupling proteins, acyl-
CoA oxidase, adipocyte protein 2, and hormone-sensitive lipase) were also increased by ID1216. In fully differentiated
3T3-L1 adipocytes, ID1216 showed the same effects on anti-obesity genes as those in the animal model. Based on these
results, we propose that ID1216 has anti-obesity effects by regulating the SIRT1-PGC1α-PPARα pathway and their
downstream genes, thereby controlling energy and lipid metabolisms.

Keywords: Polygonatum sibiricum, obesity, energy metabolism, lipid metabolism

서 론

비만은 식이 섭취량과 에너지 소비량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지

방이 축적되면서 나타나는 대사성 질환이다. 비만은 그 자체의

심각성보다는 비만이 동반할 수 있는 합병증인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당뇨병, 지방간 등이 더 큰 문제가 된다(1). 현재 전세

계적으로 비만 인구는 꾸준한 증가 추세에 있으며 우리 나라의

경우도 비만 유병율이 해마다 증가하여 1998년 26%에서 최근에

는 31-3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2). 비만과 비만으로 인한 합

병증은 전 세계적으로 심각한 수준으로 높아지고 있으나 효과적

인 비만치료제 개발은 미비하다. 대표적인 비만치료제였던 식욕

억제제 시부트라민(sibutramine)이 안전성 문제로 시장에서 퇴출

되었고 지방흡수억제제인 오르리스타트(orlistat)도 유변 등 부작

용으로 복용에 불편을 겪고 있어 약효와 안전성을 함께 높일 수

있는 새로운 항비만 기능성 소재 개발에 대한 수요가 큰 상태이

다(3). 이에 비만의 대표적인 원인인 지방조직 내 지질과다 현상

을 개선하기 위해 지방구 내 지방질의 합성을 억제하거나 축적

된 지방질을 분해, 에너지 대사 조절 등에 대한 효과를 나타내는

약물과 기능성 소재에 대한 발굴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4). 따

라서 비만과 비만으로 인해 초래되는 2차 합병증인 대사증후군

을 예방할 수 있는 천연물을 소재로 하는 건강 기능성 식품 개

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황정은 백합과(Li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의 뿌리줄기로

중국, 일본과 한국에서 주로 서식한다. 그 종으로는 층층갈고리

둥글레(Polygonatum sibiricum), 진황정(P. falcatum), 전황정(P. kin-

gianum) 또는 다화황정(P. crytonema)이 있다. 국내에서 재배되는

황정으로는 층층갈고리둥글레(P. sibiricum)가 대표적이며 주로 제

천과 단양에서 생산된다(5).

황정은 예로부터 민간요법으로 섭취되어 왔으나 최근에는 혈

압 감소, 혈당 강하, 항고지혈, 항노화, 항염 등의 효과가 보고되

고 있다(6-11). 선행연구를 통해 본 연구진은 층층갈고리둥글레(P.

sibiricum)의 알코올추출물(ID1216)을 이용하여 고지방식이로 비

만이 유도된 마우스와 지방전구세포에서 비만 억제 효과를 확인

한 바 있다. 특히 ID1216은 비만 유도 동물 모델과 비만 예방 동

물 모델에서 체중 증가를 억제하였고, 비만과 대사 질환에 관여

하는 것으로 알려진 SIRT1 (sirtuin1), PGC1α (peroxisome prolif-

erator-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 1α) 및 PPARα (peroxi-

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α)를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

었다(12,13). 본 연구는 ID1216이 SIRT1과 PGC1α 유전자들의 발

현 유도가 비만 조절과 관련된 하위 단계의 유전자들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이해하고자 ID1216를 투여한 마우스의 지방과

근육조직, 그리고 ID1216을 처리한 3T3-L1 지방세포를 대상으로

유전자 분석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황정 에탄올 추출물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황정 에탄올 추출물인 ID1216은 선행연구에

사용된 추출물과 동일한 과정으로 제조되었다(12,13). 먼저 훈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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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건조과정을 거친 P. sibiricum을 (주)동의보감(Jecheon, Korea)

에서 구입한 후 80% 주정으로 환류 조건에서 80oC에서 4시간 동

안 추출하였고, 여과 후 남은 생약 잔사를 2시간 동안 동일한 조

건으로 재추출 하였다. 이후 회전진공농축기(N-1200A, EYELA,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고 건조 과정을 거쳐서 최종 수

율 20.3%로 80% 에탄올 추출물을 제조하였고 이를 ID1216으로

명명하였다.

단회 투여 동물 모델

동물 시험은 일동제약(주)의 동물윤리위원회 가이드라인의 승

인(A1603-5) 하에 수행되었다. 11주령의 수컷 ICR 마우스(중앙실

험동물, Seoul, Korea)을 구입한 뒤 일주일 간 실험실에서 순화하

고 8마리씩 무작위로 분리하였다. 선행연구(12,13)와 동일하게

ID1216을 500 mg/kg로 멸균수에 녹여 경구 투여한 뒤 8시간 후

희생한 다음 부고환지방조직, 갈색지방조직과 근육조직을 적출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배양 및 분화

3T3-L1 지방전구세포는 한국 세포주 은행(Seoul, Korea)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으며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 10% 소태아혈청(fetal bovine serum, FBS)와 항

생제를 넣어 37oC, 5% 이산화탄소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조건은 다음과 같다. 3T3-L1 지방전구세포

를 6 well plate에서 100% 성장시킨 뒤 2일 후에 1.7 mM 인슐

린, 0.5 mM 1-methyl-3-isobutylxanthine과 1 mM dexamethasone

(Sigma, St. Louis, MO, USA)이 포함된 배지로 교체하여 2일간

분화를 유도하였다. 그 후 1.7 mM 인슐린이 포함된 배지로 교체

하여 2일간 배양한 뒤에 FBS가 포함된 DMEM배지로 교체하였

다. 3일 뒤 새로운 DMEM배지로 교체하여 준 후 추가로 3일 동

안 배양한 뒤에 증류수에 녹인 ID1216을 100 μg/mL으로 처리하

였다. ID1216은 2, 30, 72시간으로 처리하였다.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PCR)을 이

용한 mRNA 발현 분석

단회 투여 동물 모델의 조직과 약물 처리 시간에 따른 3T3-L1

지방전구세포를 RNAisoplus (Takara, Otsu, Japan)에 녹여 균질화

한 후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는 260 nm와 280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여 정량하였고 총 RNA는 0.2-2 mg을 M-

MLV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Madison, WI,

USA)와 Oligo dT primer (Promega, Madison, WI, USA)를 이용

하여 cDNA로 역전사시켰다. 이후 PCR 반응은 Dream Taq poly-

merase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을 이용하여

Peltier Thermal Cycler (Bio-rad, Hercules, CA, USA)로 반응시켰

다. PCR 반응은 초기 변성 95oC 5분, 변성 95oC 20초, 붙임 57-

64oC 20초, 신장 72oC 20초 조건으로 하여 30 cycle 실시하였고,

최종 신장 72oC 5분간 반응하였다. 반응이 끝난 후 2% 아가로스

젤(agarose gel)에서 전기이동하여 PCR 생성물을 확인하여 Chemi-

doc XRS+ (Bio-rad)을 이용하여 정량분석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

된 primer와 PCR 조건은 Table 1과 같다.

웨스턴블롯(Western blot)을 이용한 단백질 발현 분석

ID1216이 단회 투여 동물 모델의 조직 내 단백질 발현에도 영

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부고환지방조직과 근육조직을 대상

으로 Western blot을 실시하였다. 먼저 조직을 chopping한 후

1 mL의 RIPA buffer (50 mM Tris-HCl, 150 mM NaCl, 0.1 mM

EDTA, 1% Triton X-100, 10 mM NaF, 1 mM Na
3
VO

4
,
 
protease

inhibitor cocktail)를 첨가하여 균질화한 후 22,000 g에서 10분간

Table 1. Primers used in RT-PCR

Gene Primers Sequences (5'-3') Annealing temperature (oC) Size (bp)

SIRT1
F CCG GAC AGC TTC AAT AGT T

58 255
R CCT GTG GCA GTA AGA GTG AC

PGC1α
F GGG TTA TCT TGG TTG GCT TTA TG

57 75
R AAG TGT GGA ACT CTC TGG AAC TG

PPARα
F TGC AGA CCT CAA ATC TCT GG

58 281
R TAG CCT TGG CAA ATT CTG TG

UCP1
F GGT TTT GCA CCA CAC TCC TG

58 108
R ACA TGG ACA TCG CAC AGC TT

UCP2
F CTG GTC GCC GGC CTG CAG CGC

62 271
R GAT CCC TTC CTC TCG TGC AAT

UCP3
F TAA ACA GGT GAG ACT CCA GCA ACT

64 300
R ACT CCA GCG TCG CCA TCA GGA TTC

ACO
F GCA CCA TTG CCA TTC GAT ACA

64 328
R CCA CTG CTG TGA GAA TAG CCG T

HSL
F AGA CAC CAG CCA ACG GAT AC

64 240
R CAT CAC CCT CGA AGA AGA GCA

ATGL
F TTC ACC ATC CGC TTG TTG

60 155
R AGT TCC ACC TGC TCA GAC

aP2
F CAC CGC AGA CGA CAG GAA G

60 65
R GCA CCT GCA CCA GGG C

GAPDH
F GAA GGT CGG TGT GAA CGG ATT

58 295
R GAA GAC ACC AGT AGA CTC CAC GAC 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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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심분리하였다. 수득된 단백질은 소혈청알부민(bovine serum

albumin, BSA)로 표준화 한 뒤 마이크로플레이트 판독기(micro-

plate reader, SynergyH4, Bio-tek, Winooski, VT, USA)를 이용하

여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후 8% separating gel과

4% stacking gel을 이용하여 100 V로 전기영동(PowerPacTM Uni-

versal Power Supply, Bio-rad)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으로 분리

된 단백질은 immobilion-P transfer membrane (Millipore, Biller-

ica, MA, USA)과 transfer buffer를 사용하여 100 V에서 120분간

transfer하였다. 이후 단백질이 이동된 막(membrane)을 5% non-

fat skim milk solution으로 blocking하였다. 1차 항체 anti-SIRT1

anti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 anti-

PGC1α antibody (Abcam, Cambridge, UK), anti-β-actin anti-

body (Cell Signaling Technology), anti-GAPDH antibody (Abcam)

는 4oC에서 24시간 반응시킨 후 0.05% Tween 20을 함유한 트

리스 완충 소금물(Tris-buffered saline, TBS)로 세척한 후 각 항

체에 적합한 2차 항체(Thermo Scientific)를 2시간 동안 반응시키

고 다시 0.05% Tween 20을 함유한 TBS로 세척하였다. 이후

membrane은 WEST-ZOL Plus (Intron Biotechnology, Sungnam,

Korea)으로 발색시킨 후 베타액틴(β-actin) 또는 GAPDH에 대비

한 SIRT1, PGC1α의 발현을 Chemi-doc XRS+ system (Bio-rad)

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분석 자료는 평균±표준편차(mean±SEM)로 표현하였고,

데이터의 유의성 검정을 위해서 Student’s t-test 방법을 이용하여

통계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신뢰도는 p<0.05 수준과 p<0.01 수준

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ID1216이 단회 투여 마우스 모델에서 비만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SIRT1은 히스톤 탈아세틸화효소의 한 종류로 PGC1α를 포함

하는 다양한 인자들의 활성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활

성화된 PGC1α는 PPARα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α), PPARδ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δ), ERRα (estrogen-related receptor α), NRF (nuclear respiratory

factor) 등과 같은 전사인자들과 상호작용하여 미토콘드리아 생합

성과 에너지 대사 작용에 관여하는 하위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 PGC1α는 SIRT1 이외에도 AMPK

(AMP-dependent protein kinase)의 인산화 경로를 통해 활성화 되

기도 하는데 실제로 골격근에서 AMPK가 활성화 될 때 PGC1α

의 coactivator인 NRF와 미토콘드리아 내 생합성 반응에 관련된

유전자들의 발현이 증가된다고 보고되어있다(15,16). 또한 PGC1α

는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작용 중 ATP 생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uncoupling protein (UCP)라는 단백질의 발현을 높여

ATP 생성 대신 열 발산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7)

UCP의 전사를 조절하는 주요 기전은 마우스와 사람 사이에 공

통점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8). 특히 UCP1은 갈색지

방세포의 분화과정 동안 지방산에 의해 활성화된 PPARα, 세포

내 지방질 형성에 관련된 신호들에 의해 활성화된 PPARγ 및

coactivator인 PGC1α에 의해 전사 수준이 조절되는데UCP1의 발

현이 증가할 경우 갈색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촉진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한편 이와 함께 지방산에 의해 활성화된 PPARα는 β-

oxidation 관련 유전자의 전사를 촉진시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uncoupling 반응과 동시에 지방산 산화 대사인 β-oxidation에 필

요한 연료 제공에 기여하기도 한다(18).

ID1216은 선행연구(12,13)에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

델과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체지방감소와 지질축적억제효과

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효과는 SIRT1, PGC1α와 PPARα 활성화

에 의한 것임을 비만 유도 동물 모델, 단회 투여 동물 모델, 분

화된 지방세포와 근육세포에서 유전자와 단백질 분석을 통해 확

인하였다. 본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문헌 조사를 통해 약물의

단회 투여에 의해서도 약물이 체내 에너지 대사와 이와 관련된

유전자 발현에 대한 영향(19,20)을 확인하여 선행연구(12,13)와 본

연구에서의 ID1216의 단회 투여 동물 모델의 유전자 분석 결과

와의 연결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특히 선행연구에서 ID1216은 비

만과 관련된 바이오마커인 SIRT1과 PGC1α를 부고환지방조직에

서 직접적으로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13). 따라서 본

연구는 선행연구(13)와 동일한 모델 및 투여 농도로 ID1216을 단

회 투여하여 ID1216이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된 SIRT1-PGC1α

pathway와 관련된 하위 단계들의 유전자들에 ID1216이 어떤 영

향을 주어 에너지 대사와 지질대사를 조절하는지 이해하고자 시

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ICR 마우스에 ID1216 500 mg/kg을 경구

투여하고 8시간 뒤에 부고환지방조직(epididymal adipose tissue),

갈색지방조직(brown adipose tissue)과 근육조직(soleus muscle tis-

sue)으로부터 SIRT1과 PGC1α 유전자 발현을 mRNA 분석을 통

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ID1216은 부고환지방조직에서 SIRT1과

PGC1α 유전자의 발현을 각각 1.6배와 1.5배 증가시켜 선행연구

에서 확인한 결과가 재현되었다(p<0.05, Fig. 1). 선행연구에서는

조사되지 않은 갈색지방조직과 근육조직에서도 ID1216이 SIRT1

과 PGC1α의 유전자 발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

였다(Fig. 1B, Fig. 1C). 또한 ID1216 투여는 부고환지방조직과 근

육조직에서 SIRT1과 PGC1α 유전자의 mRNA의 발현뿐만 아니

라 단백질의 발현도 유의적으로 증가(Fig. 2)시키는 것으로 확인

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에서 지방질대사와 관련이 높은 각 조직에

서 SIRT1-PGC1α pathway가 ID1216에 의해 활성화되므로 이들

조직에서 SIRT1-PGC1α 활성화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

진 하위 유전자들에 대해 분석을 수행하였다.

우선 비만 억제 기전 중 하나인 발열을 통한 에너지 대사 촉

진의 주요 유전자로 알려진 UCP에 대해 각 조직 별로 유전자

분석을 실시하였다. UCP 유전자 분석은 각 조직 별로 발현도가

높은 것으로 알려진 동형 유전자에 대해서만 진행하였다(18).

ID1216의 투여는 PGC1α의 mRNA 발현을 증가시킴과 함께 부

고환지방조직에서는 UCP1과 UCP2의 mRNA 발현을 각각 1.5배,

2배 수준으로 유의적으로 증가시켰고(Fig. 1A) 갈색지방조직에서

는 UCP1의 mRNA 발현을 1.3배로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Fig.

1B) 근육조직에서는 UCP3의 mRNA 발현을 2.1배 가량 유의적

으로 증가시켰다(Fig. 1C). 이러한 결과는 고지방식이 비만 유도

동물 모델을 대상으로 진행한 Cold tolerance test에서 ID1216 투

여 군이 투여하지 않은 군 대비 마우스의 직장 내 온도가 지속

적으로 높게 유지되었던 실험결과를 설명할 수 있는 간접적인 근

거가 될 것이다. 향후 비만 유도 동물 모델에서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지만 ID1216은 부고환지방조직, 갈색지방조직 및 근육조

직에서 열 발산을 촉진하는 UCP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다음으로 지방산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지방산 산화 과정

인 β-oxidation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PPARα의 하위 유전자

들에 대한 조사를 수행하였다. PPARα는 PGC1α에 의해 발현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지방산대사의 주요 과정인 β-oxidation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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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된 유전자들을 활성화 시켜 세포 내로 지방산 유입을 촉진

하고 유입된 지방산의 대사를 활성화시킨다. 이러한 과정에서 세

포 내 마이크로솜, 퍼옥시솜과 미토콘드리아에서는 지방산 산화

과정에 관여하는 acyl-CoA oxidase (ACO), adipocyte fatty acid-

binding protein 2 (aP2), cytochrome P450 4A (CYP4A) 등의 발

현이 촉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1,22). ID1216의 단회 투여

로 부고환지방조직에서 PPARα의 mRNA 발현이 촉진되었고 지

방산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ACO와 aP2의 mRNA 발현 또한 각

각 1.8배, 1.4배 가량 높게 발현되었다(p<0.05, p<0.01, Fig. 1A).

이는 PPARα, ACO, aP2와 같은 일련의 지방산 대사 관련 유전

자가 비만 예방 및 치료 모델에서 ID1216의 비만 억제 효과

(12,13)에 관여하고 있음을 의미하고 있다.

지질은 조직 내에서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되는데 체내 영양

상태나 PPARγ와 같은 유전자가 조절하는 adipose triglyceride

lipase (ATGL), hormone-sensitive lipase (HSL) 및 mono-acylg-

lycerol lipase (MGL)의 활성에 의해 글리세롤(glycerol)과 지방산

으로 분해된다. 분해된 fatty acid는 유리된 상태로 혈액으로 운

반되어 lipoprotein lipase (LPL)과 같은 지단백 분해 효소에 의해

조직 내로 재유입되어 중성지방으로 재합성되거나 지방산대사의

기질로 사용되어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어지기도 한다(23). 중성지

방질 분해 효소 중 HSL은 중성지방의 지방질분해 과정의 속도

제한효소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인슐린, 카테콜아민

등과 같은 내분비물질에 의해 조절되는데 HSL이 활성화되면 유

리지방산이 증가됨과 동시에 축적된 지방질의 양이 감소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24). ID1216의 발열 및 지방산 대사 조절 이외

의 기전으로서 지방 분해효소에 대한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ATGL

과 HSL의 mRNA 변화를 확인한 결과 부고환지방조직에서는 HSL

의 mRNA 발현은 2배 이상으로 유의적인 증가양상을 띄었으나

ATGL의 mRNA에는 변화가 없었다(Fig. 1A). 이는 ID1216에 의

한 HSL 유전자 발현 증가는 고지방식이 유도 마우스 모델에서

ID1216의 지질축적 및 체중 감소 효과(12,13)에 지방질 분해 촉

진 효과도 부분적으로 기여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위의 실험결과를 통해 ID1216은 단회 투여 동물 모델에서도

10주간 투여한 비만 동물 모델에서와 동일한 상위 유전자의 발

현을 조절하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이를 통해 ID1216이 SIRT1-

PGC1α-PPARα pathway를 직접적으로 조절할 가능성과 장기간의

투여로 인한 비만 관련 대사의 개선 효과를 SIRT1-PGC1α-PPARα

pathway를 통해 나타낼 가능성을 예상할 수 있다. 이상의 결과를

Fig. 1. Effect of ID1216 on the expression of obesity-related genes in short term period (8 h). ID1216 (500 mg/kg) was administered in ICR
mice. After 8 h, the (A) epididymal adipose tissue, (B) brown adipose tissue and (C) soleus muscle of mice were extracted and then the relative
mRNA levels were analyzed by RT-PCR. The values indicated fold change of mRNA expressions compared to the vehicle group.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6-8). *p<0.05, **p<0.01 vs. vehicle. V: Vehicle, ID: ID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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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ID1216 on the expression of SIRT1 and PGC1α in short term period (8 h). ID1216 (500 mg/kg) was administered to ICR

mice. After 8 h, the (A) epididymal adipose tissue and (B) soleus muscle of mice were extracted and then the protein level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The values indicated fold change of protein expressions compared to the vehicle group.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6-8). *p<0.05, **p<0.01 vs. vehicle. V: Vehicle, ID: ID1216

Fig. 3. Effect of ID1216 on the expression of obesity-related genes in matured 3T3-L1 adipocytes. Mature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ID1216 (100 μg/mL). After different time periods, cells were extracted and the mRNA levels were analyzed by RT-PCR. Data are
expressed as mRNA levels of (A) SIRT1, PGC1α, PPARα and UCP2 with or without ID1216 for 2 h. (B) The mRNA levels of SIRT1, PGC1α,
PPARα, UCP2, ATGL, HSL, ACO and aP2 were expressed with or without ID1216 for 30 h and 72 h. The values indicated fold change of
protein expressions compared to the vehicle group.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EM (n=4-5). *p<0.05, **p<0.01 vs. vehicle. V: Vehicle, ID:
ID1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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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탕으로 ID1216의 예상 기전을 요약하자면 ID1216은 부고환지

방조직, 갈색지방조직 및 근육조직에서 SIRT1을 통해 PGC1α를

활성화시켜 그 하위 메커니즘인 PPARα의 전사를 활성화 시켰으

며 이에 따른 지방산 산화 관련 유전자(aP2, ACO)와 발열 대사

관련 유전자(UCP1, UCP2, UCP3)의 발현을 촉진시키는 것을 확

인하였다. 또한 중성지방의 분해과정에 관여하는 효소인 HSL의

발현도 촉진시켜 축적된 지방의 분해에도 관여할 가능성을 확인

하였다(Fig. 4). ID1216의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확인하기 위한 하

위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mRNA 발현 변화만을 확인하였기 때

문에 이들의 단백질 발현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확

인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ID1216이 3T3-L1 지방세포주에서 비만 관련 유전자들의 발현

에 미치는 영향

위의 단회 투여 마우스 모델에서 확인한 비만 관련 유전자에

대한 ID1216의 영향이 세포 수준에서도 재현이 되는 지를 확인

하기 위해 선행연구(12,13)에서 사용한 세포주인 3T3-L1 지방세

포를 대상으로 동일한 조건으로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단회

투여 마우스 모델에서처럼 세포주 모델에서도 짧은 시간 내에

ID1216에 의해 SIRT1-PGC1α pathway가 활성화 되는지에 대해

확인하기 위해 분화가 완료된 3T3-L1 세포에 ID1216을 2시간 동

안 처리한 후 상위 유전자인 SIRT1, PGC1α, PPARα의 mRNA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단회 투여 마우스 모델의 결

과와 동일하게 상위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이와 함께 부고환지방조직, 갈색지방조직 및 근육조직에서 일관

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확인된 UCP2의 mRNA 발현도 1.7배 수

준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p<0.01, Fig. 3A).

이를 통해 시험관 및 동물 시험에서 ID1216은 짧은 시간 내에도

SIRT1-PGC1α-PPARα pathway를 거쳐 UCP2 및 다른 비만 조절

유전자들의 발현을 조절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동일한 실험조건에서 단회 투여 마우스 모델의 백색지방조직에

서 나타난 SIRT1-PGC1α pathway의 활성화를 통한 하위 유전자

들의 발현 조절 효과가 재현되는 지에 대해서는 선행연구(12)와

동일한 시료처리 조건인 30시간을 포함한 72시간 처리조건에 대

해 mRNA 발현 변화를 조사하였다. 그 결과 분화가 완료된 3T3-

L1 세포에서 SIRT1-PGC1α-PPARα의 mRNA 발현이 증가하는 것

은 확인이 되었으나(Fig. 3B) 그 효과는 처리시간에 따라 변동성

을 보였는데 그 원인은 SIRT1과 PGC1α 유전자 자체가 영양소

대사 상태에 따라 민감하게 변화되는 것으로 알려진 특성에 따

라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었다(25).

3T3-L1 세포에서 PGC1α에 의해 조절되는 UCP2의 발현은

ID1216을 처리한 시간이 길어질수록 발현 증가 효과가 뚜렷하게

나타났으며(Fig. 3B) PPARα에 의해 발현이 조절되는 ACO와 aP2

의 mRNA 발현도 PPARα의 발현 변화와 유사하게 72시간 처리

시 각각 1.4배와 2.5배 수준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Fig. 3B).

Fig. 4. Proposed molecular mechanism of ID1216 in tissues and cell. ID1216 activates expressions of SIRT1, PGC1α and PPARα in adipose
tissues, muscle tissue and adipocytes. Through the regulation of these upstream molecules, genes of UCP1, UCP2, UCP3, aP2 and ACO which
are involved in thermogenesis and β-oxidation are up-regulated in target tissues. ID1216 also regulates lipolytic genes such as ATGL and HSL
in adipose tissue and adipocytes. In summary, ID1216 has anti-obesity effects by regulating the SIRT1, PGC1α and PPARα and their
downstream genes related to energy and lipid metabol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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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분화가 완료된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도 ID1216이 마

우스 조직 내에서 보인 중성지방 분해효소인 ATGL과 HSL에 대

한 영향이 재현되는지에 대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ATGL의

mRNA의 경우 30시간과 72시간에서 1.6배와 2.2배 증가하여 유

의적인 증가 경향을 나타냈고(p<0.05, Fig. 3B) HSL의 mRNA의

발현은 30시간에서 대조군 대비 1.8배 가량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01, Fig. 3B). 본 연구진은 ID1216이 ATGL과 HSL과

같은 중성지방 분해효소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어 실제로 세

포수준의 표현형에 영향을 미치는지 ID1216을 100 μg/mL로 48

시간 동안 처리한 3T3-L1 세포의 상층액을 대상으로 glycerol 분

비량을 측정하였는데 그 결과 대조군 대비 약 20% 정도 glycerol

분비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data not shown). ID1216은

단회 투여 동물 모델과 지방세포에서 모두 HSL의 발현을 증가

시켜 카테킨(26)이나 캡사이신(27)과 같이 HSL의 발현 조절을 통

해 지방 세포 내 지방 세포 내 지방질분해를 촉진시킬 수 있음

을 위 실험을 통해 알 수 있었다.

상기의 시험관 시험 결과를 통해 ID1216은 마우스 조직 내 결

과와 동일하게 SIRT1-PGC1α pathway를 통해 그 하위 메커니즘

인 PPARα의 전사를 활성화시켜 이에 따른 지방산 산화 관련 유

전자(aP2, ACO)와 발열 대사 관련 유전자(UCP2)의 발현을 촉진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외에도 중성지방의 분해효소(ATGL,

HSL)의 발현도 촉진시켜 비만 시 과잉 축적되는 중성지방의 분

해에도 관여할 가능성을 확인하였으나(Fig. 4) 동물시험과 마찬가

지로 하위 유전자 분석에 대해서는 mRNA 유전자 분석만을 수

행하여 단백질 발현 변화에 대해서는 추가 연구를 통해 확인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선행연구(12,13)에 따르면 10주간 ID1216을 투여한 비만 마우

스에서 체중과 체지방이 감소하였고 이는 SIRT1-PGC1α의 발현

을 조절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본 연구는 SIRT1-

PGC1α-PPARα의 하위 기전인 UCPs, ACO, aP2의 발현 조절에

ID1216이 영향을 미쳐 그 효과를 나타내는 것을 추가로 확인한

것에 의미가 있다. 또한 10주간 ID1216을 투여한 비만 마우스의

혈액 분석 결과에서도 혈중 중성지방, LDL, HDL total cholesterol

등의 혈중 지방질 수치가 개선됨과 동시에 free fatty acid의 농도

는 감소하였는데 이는 ID1216이 HSL과 같은 지방질분해효소의

활성을 조절하여 중성지방의 분해과정에 관여하기는 하나 에너

지 대사와 지방산 산화 과정에도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최종적으

로 나타내는 비만 대사 조절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

서 ID1216은 SIRT1-PGC1α-PPARα pathway를 촉진시켜 세포와

조직 수준에서 열발생(thermogenesis)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UCP1,

UCP2, UCP3의 발현을 증가시켰고 β-oxidation에 관여하는 유전

자인 ACO와 aP2의 발현도 증가시켰으며 또한 지방분해(lypolysis)

에 관여하는 유전자인 ATGL과 HSL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분자

생물학적 기전을 나타내어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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