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ntroduction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체지방이 과잉 

축적되어있는 상태를 일컫는다(Chua & Leibel, 1997). 비만은 정신

적, 유전적, 그리고 내분비계 장애 등을 비롯한 다양한 원인들로 인

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그 중 체내의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또한 비만, 당뇨, 그리고 암 등을 비롯한 만성질

환의 주요한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의 다양한 요인 중 하나로 보고되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비

만 외에도 인슐린 저항성, 그리고 고혈압 등 여러 만성질환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Salla et al., 2016). 체내의 에너지 생산 과정에 

있어 활성산소(reactive oxygen species)의 발생은 필수불가결한 요

소이다. 활성산소의 정상적인 생산은 정상세포의 성장, 증식 및 분

화 등에 긍정적으로 관여하지만, 이 활성산소의 농도가 과도하게 

증가하게 되면 체내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무너지게 되고 이는 

체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된다(Evans et al., 2002). 고지방

과 고콜레스테롤 상태에서 산화적 스트레스는 더욱 촉진되는데, 이

때 체내 항산화 시스템이 충분히 활성화 되지 못하면 자유라디칼을 

제거하는 항산화 방어기전의 불균형을 초래하게 되고, 심혈관계 질

환이 유발된다(Jakoby, 1978). 따라서, 항비만 천연물 소재의 탐색에 

있어 항산화 활성을 검증하는 것은 중요한 부분 중 하나로 판단된다.

비만의 직접적인 원인은 비정상적인 지방세포의 숫자 및 크기

의 증가로 보고되고 있으며, 지방세포는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생체조절물질인 아디포카인(adipokine)의 생산과 분비를 통해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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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Curcuma longa L. (CL) has been widely used as a medicinal herb and spice. 
Although several biological effects, such as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CL have been reported, its anti-adipogenic effects as a nutri-cosmetic material are 
relatively unclear.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nd anti-adipogenic 
effects of CL extracts (CLE) in 3T3-L1 adipocytes. Methods: The 2,2-diphenyl-1-
picrylhydrazyl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CLE was tested.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a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The anti-adipogenic 
effects of CLE were estimated using Oil Red O (ORO) staining in 3T3-L1 adipocytes. 
In addition, number and size of lipid droplets were determined by photomicrograph 
analysis. The mRNA expression levels of adipogenic transcriptional factors in CLE-
treated 3T3-L1 adipocytes were analyzed by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Results: Up to 10 mg/mL concentration of CLE effectively 
scavenged DPPH radicals. Treatment with up to 800 µg/mL concentration of CLE for 
24 h did not affect 3T3-L1 adipocytes viability. Thus, we chose up to 800 µg/mL CLE 
for further experiments. Treatment with CLE significantly inhibited lipid accumulation, 
and decreased number and size of lipid droplets in 3T3-L1 adipocytes. In addition, 
down-regulated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β (CEBPB),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γ (PPARG),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CEBPA), fatty acid 
synthase (FASN), and lipoprotein lipase (LPL) expression levels were observed in CLE 
treated 3T3-L1 cell. Conclusion: Our results suggest that CLE could be used as a 
potential nutri-cosmetic material that exhibits anti-oxidant and anti-adipogenic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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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및 관련 대사질환 발병을 야기한다고 알려져 있다(de Ferranti 

& Mozaffarian, 2008; Holst & Grimaldi, 2002). 지방세포의 숫

자 및 크기는 전지방세포의 지방세포로의 분화과정(adipogenesis)

에 의하여 증가되어 체내에 축적된다. 이러한 adipogenesis의 기

전을 조절하는 것이 항비만의 효과적인 치료법이라고 알려져 있다

(Cao et al., 1991). Adipogenesis 관련 실험에는 in vitro cell model 

system 중 mouse embryo로부터 유래된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주로 사용한다. Adipogenesis는 지방세포형성 과정 중에 단백질 

및 유전자 발현, 호르몬 민감성 등의 여러 인자에 작용을 받게 된다

(Koutnikova & Auwerx, 2001; Rosen & Spiegelman, 2000). 지방

분화과정유도에 필수적인 여러 전사인자들은 발현되는 양과 시기, 

전사인자간의 상호조절 등을 통하여 제어가 된다. 분화과정에서의 

유전자 발현에는 초기분화에 관여하는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 (CEBP)에 속한 CEBPB와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δ (CEBPD), 분화중기에 조절되는 PPARG와 CEBPA를 중

심으로 세포분열유도 물질과 함께 분화가 시작된다(Chen et al., 

2005; Zhang et al., 2004). Adipogenesis의 핵심조절인자로 알려

진 PPARG와 CEBPA는 상호작용을 하여 상승효과를 불러일으켜 

adipogenesis의 후기 전사인자의 발현을 증가시킨다(Morrison & 

Farmer, 2000; Rosen & MacDougald, 2006).

이러한 연구결과들을 바탕으로 최근 합성 항산화제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항산화제와,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

정을 억제하여 비만을 예방하고자 천연유래 소재에 대한 다양한 연

구가 진행되고 있다(Choi et al., 2012; Lee et al., 2012a).

울금(Curcuma longa L.)은 생강과에 속하며 인도, 중국, 미얀마 

그리고 우리나라 진도군에서 재배되고 있다. 울금은 덩이뿌리 또

는 주피를 제거한 형태로 찌거나 말려 사용하며, 현재 한약재, 식

품의 향신료, 음료, 그리고 차 등으로 식품산업에서 다양하게 활

용되고 있다(Jelodar et al., 2005). 울금의 주요한 생리활성 성분

은 커큐민(curcumin), 데메톡시커큐민(demethoxycurcumin), 그리

고 비스데메톡시커큐민(bisdemethoxycurcumin)으로 알려져 있으

며(Lee et al., 2012b), 이들을 이용한 항산화(Barry et al., 2009), 

항암(Mudduluru et al., 2011), 그리고 항비만 활성(Kim et al., 

2013a) 등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앞선 연구들에서 강황(Curcuma 

aromatica)과 울금이 혼용되거나, 대부분이 동남아시아 지역 유래

의 울금을 활용한 것으로 조사되어 국내산 울금에 대한 생리활성 

평가가 요구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를 통한 울금 추출물

(CLE)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고, 더불어 3T3-L1 세포에서 CLE

가 지방세포분화과정에서 지방 축적에 어떻게 작용을 하는지 알아

보고자 하였다. 또한 CLE 처리가 adipogenesis 과정에 관여하는 

유전자 및 전사인자들의 특이적 발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

아봄으로써, 국내산 울금의 화장품 및 미용식품 소재로서의 가능성

을 평가하였다. 

Methods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국내 진도산 CLE는 ㈜삼진내추럴(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CLE의 제조는 1 kg의 울금을 증류수 10 L에 

희석하여 100±5℃에서 가열 및 추출한 후, 1차 매쉬망 및 2차 필

터를 통해 여과하였으며 최종 65 brix에 농축을 종료하여 제조되었

다. MTT, ORO,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insulin, 

vitamin C (L-ascorbic acid), dexamethasone (DEX)은 Sigma-

Aldrich (US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antibiotics (penicillin-streptomycin 

mixture), bovine calf serum (BCS), fetal bovine serum (FBS)는 

Welgene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ORO staining에 사

용된 dimethyl sulfoxide (DMSO), 2-propanol은 Junsei Chemical 

(Japan)에서 구입하였다. Formaldehyde는 Bio Basic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RT-PCR 분석에 사용한 TRIzolⓇ은 Invitrogen™,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AccuPowerⓇ CycleScript RT 

PreMix는 Bioneer (Korea)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된 3T3-L1 전지방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Korea)에서 분양 받

아 사용하였다.

2. DPPH 라디칼 소거활성

CLE의 항산화 활성은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이용하여 평가

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Chen et al. (1998)의 방법을 일부 

변형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190 μL의 DPPH (190 μM)에 농도별 

CLE를 10 μL를 가하여 37℃ incubator에서 30 min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수용성 

항산화제인 vitamin C를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CLE를 처

리하지 않은 DPPH를 대조군으로 하여 CLE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계산하였다.

3. 3T3-L1 세포에서 CLE의 세포독성 평가

CLE의 항비만 활성을 평가하기 전, 3T3-L1세포에 미치는 CLE

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고자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100% 포화

상태(confluent)가 된 3T3-L1의 세포에 CLE를 10, 50, 100, 200, 

400, 800 μg/mL의 농도로 24 h 동안 처리한 후, 배지를 완전히 제

거하고 BCS-DMEM에 희석한 MTT 시약 200 μg/mL을 처리하

여 37℃ CO
2
 incubator에서 1 h 동안 배양하였으며, 반응 후 배지

를 완전히 제거하고 300 μL의 DMSO를 이용하여 각 세포의 보라

색 formazan을 녹여주었다. DMSO에 녹인 formazan을 96-well 

plate에 100 μL씩 분주하여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7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LE를 처리하지 않은 3T3-L1 전지방

세포를 대조군으로 하여 CLE의 세포독성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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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T3-L1 세포배양 및 지방세포 분화

3T3-L1 전지방세포는 10% (v/v) BCS와 1% (v/v) penicillin-

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에서 100% 포화상태가 될 때까지 

37℃ CO
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3T3-L1의 지방세포 분화 

및 CLE 처리는 Figure 1과 같이 진행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3T3-

L1 전지방세포가 100% 포화상태가 되었을 때를 day -2로 표기

하였다. 지방세포 분화유도 배지로는 10% (v/v) FBS와 1% (v/v)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한 DMEM에 500 μM IBMX, 5.2 

μM DEX, 167 nM insulin을 포함한 differentiation media (DM)을 

이용하여 day 0부터 day 2까지 48 h 동안 처리하였고, 분화유도 

후 post-differentiation media (Post-DM)은 10% (v/v) FBS와 1% 

(v/v)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에 167 nM insulin

만을 첨가하여 day 2부터 day 4까지 처리하였다. Day 4부터 day 

6까지는 10% (v/v) FBS와 1% (v/v)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으로만 48 h 동안 처리하였고, day 6에 지방세포 분

화를 종료하였다.

5. Adipogenesis 억제활성 평가

CLE의 항비만 활성을 평가하고자, 3T3-L1 전지방세포를 지방세

포로 분화시키고 CLE의 adipogenesis 억제활성은 ORO 염색법을 이

용하여 평가하였다. 3T3-L1 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시키면서 CLE

를 50, 100, 200, 400, 800 μg/mL의 농도로 지방세포 분화과정 동

안 전 기간 처리하고, day 6에 ORO 염색을 실시하였다. 실온에서 배

지를 모두 제거하고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으로 

세척 후, 3.7% (v/v) formaldehyde를 0.5 mL씩 첨가하여 분화종료 

한 3T3-L1 지방세포를 30 min 동안 고정시켰다. Formaldehyde를 

제거하고 흐르는 물에 3번 세척 후 3 mg/mL 농도의 ORO 시약으로 

shaker (D500; LaboGene, Korea)를 이용하여 15 min 동안 염색하

였다. 현미경을 통하여 CLE 처리가 지방세포의 지방구 수와 크기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미지 분석하였으며, 세포 내에 축적된 지방에 염

색된 ORO는 DMSO를 300 μL씩 넣어 용해시킨 후 96-well plate에 

100 μL/well씩 분주하여 510 nm에서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CLE를 처리하지 않은 지방세포(day 6)를 대

조군으로 하여 지방 축적량을 계산하였다.

6. RT-PCR을 통한 유전자 발현 분석

3T3-L1 세포를 adipogenesis 억제활성 평가방법과 동일하게 지

방세포로 분화시키면서, CLE의 농도는 10, 100, 200, 400 μg/mL

까지 지방세포분화 전 기간 동안 처리하였다. 총 RNA를 day 6에 

TRIzolⓇ을 이용하여 추출한 후, chloroform을 100 μL씩 첨가하여 

15 s 동안 잘 혼합하였다. Centrifuge (1580R; LaboGene)를 이용하

여 17,000 rpm, 20 min의 조건에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은 

후, 상층액에 250 μL 2-propanol을 첨가하고 17,000 rpm에서 15 

min 동안 재 원심 분리하여 mRNA를 분리하였다. 분리한 mRNA

는 RNase-free water로 용해하여 정량한 뒤 cDNA를 합성하였

다. Thermal cycler (T100™; Bio-Rad Laboratories, USA)를 이용

하여 합성된 cDNA로 PCR을 수행한 후에 1.5% (w/v) agarose gel

에 DNA marker와 함께 조건의 시간 동안 전기영동 하여 유전자 발

현수준을 분석하였다. RT-PCR 분석의 internal control로는 actin 

beta (ACTB)을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서 사용된 대상 유전자들의 

Table 1. Primer sequences for RT-PCR analysis

Primer Forward (5'→3') Reverse (5'→3')

CEBPB GCAAGAGCCGCGACAAG GGCTCGGGCAGCTGCTT

PPARG CCATTCTGGCCCACCAACTT CCTTCTCGGCCTGTCGATCC

CEBPA CCAGAGGATGGTTTCGGGTC TCCCCAACACCTAAGTCCCT

FASN CCTCTTCCTGTTTGACGGCT GATCGGAGCATCTCTGGTGG

LPL AAACCCCAGCAAGGCATACA ATTTGTGGAAACCTCGGGCA

ACTB AGGGAAATCGTGCGTGACAT AGCTCAGTAACAGTCCGCCT

RT-PCR,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CEBPB ,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β; PPARG,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γ; CEBPA ,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FASN, fatty acid synthase; LPL, lipoprotein lipase; ACTB, actin beta.

Figure 1. Scheme of 3T3-L1 differentiation and CLE treatment.
Two days post-confluency was designated as day 0.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CLE during day -2 to day 6. Two days 
after confluency (day 0), cells were cultured using a DM. After 
differentiation, the media was replaced with a post-DM. Thereafter, 
cells were cultured in normal media and the media was changed every 
2 days. CLE, Curcuma longa L. extracts; Normal media, mixture 
media of 10% fetal bovine serum, 1% penicillin-streptomycin, and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 differentiation media 
comprising normal media, 500 μM 3-isobutyl-1-methylxanthine, 
5.2 μM dexamethasone, and 167 nM insulin; Post-DM, post-
differentiation media comprising normal media and 167 nM ins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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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sequences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RNA 발현수준은 RT-

PCR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이를 정량적으로 알아보기 위해 Image 

J 프로그램(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USA)을 사용하였다.

7. 통계분석

본 연구의 결과는 mean±standard deviation으로 표현하였으

며, 실험결과의 통계 분석은 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SPSS; IBM, US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결과의 

사후검증은 Student’s t-test 방법에 의하여 각 구간의 유의성 차이

를 검증하였다(p<0.05).

Results and Discussion

1. CLE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

DPPH 라디칼 소거법은 항산화 물질의 전자 및 수소공여능을 측

정하는 방법으로 널리 이용된다. CLE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실험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수용성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vitamin C를 사용하였다. Vitamin 

C는 1 mg/mL에서 DPPH 라디칼을 100.00% 소거하였다. CLE는 

0.1, 0.5, 1, 2.5, 5, 10 mg/mL에서 각각 4.46%, 4.97%, 3.02%, 

24.97%, 51.37%, 53.35%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CLE 2.5, 5, 10 mg/mL 처리는 CLE 0.1 mg/mL 농도와 비교하

여 유의적으로 높은 DPPH 라디컬 소거활성을 나타냈다(Figure 

2). DPPH 라디칼을 50% 저해하는 농도인 CLE의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IC
50
)은 4.96 mg/mL로 나타났다. 이전 

연구들을 보면 생강과 식물들이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나타냈

으며(Jung et al., 2012),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한 쥐에서 

울금이 조직의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항산화 활성을 나타낸

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2013b). 따라서 울금 추출물은 체

내 활성산소의 증가를 억제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킬 수 있

는 항산화 소재로 생각된다.

2. 3T3-L1 세포에서 CLE의 세포독성 평가

CLE가 3T3-L1 전지방세포에 독성을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하

여 MTT assay를 실시하여 세포생존율을 분석하였다. CLE를 10, 

50, 100, 200, 400, 800 μg/mL의 농도범위로 전지방세포에 24 h 

동안 처리하였을 때, CLE가 처리된 3T3-L1 전지방세포의 생존율

은 각각 109.08%, 102.61%, 120.05%, 119.06%, 108.10%, 104.40%

로 나타났다(Figure 3). 결과적으로 10–800 μg/mL 농도의 CLE는 

유의적인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이후 실험에서는 80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3. 3T3-L1 전지방세포의 adipogenesis에 CLE가 미치는 영향

Figure 1과 같이 3T3-L1 전지방세포를 분화시키고 CLE를 8일 

동안 처리한 후 day 6에 ORO 염색을 통해 지방 축적 정도를 측정

하였다. 현미경을 통해 지방 축적 정도를 확인한 결과, 지방 유도

를 시키지 않은 전지방세포에서는 지방구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유

도시킨 대조군의 지방세포에서는 다량의 큰 지방구가 관찰되었다. 

CLE 처리 농도 중 200, 400, 800 μg/mL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

여 지방구 크기 및 수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모습이 관찰되

Figure 2.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y of CLE.
The DPPH radical-scavenging activities of CLE were investigated. 
Vit. C (1 mg/mL) was used as a positive control. The CLE between 
0.1 to 10 mg/mL dose-dependently scavenged DPPH radicals. 
IC50 of CLE against DPPH radicals was 4.96 mg/mL.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with 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test 
(*p<0.05 and ***p<0.001). DPPH, 2,2-diphenyl-1-picrylhydrazyl; 
CLE, Curcuma longa L. extracts; Vit. C, vitamin C; IC50, half 
maximal inhibitory concentration.

Figure 3. Effects of CLE on the 3T3-L1 viability.
3T3-L1 adipocytes viability was evaluated by MTT assay.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10, 50, 100, 200, 400, and 800 
μg/mL of CLE for 24 h and up to 800 μg/mL CLE for 24 h did not 
affect 3T3-L1 viability. Up to 800 μg/mL of CLE were used further 
experiment. Data are present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with standard deviation. CLE, Curcuma longa L. extracts; Control, 
CLE untreated group; NS, not significant; MTT,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196

지방세포 특이적 전사인자 조절을 통한 울금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

http://www.e-ajbc.org

었다(Figure 4A). CLE 처리를 한 지방세포를 대조군인 CLE를 처

리하지 않은 지방세포와 비교하였을 때 50, 100 μg/mL의 농도처

리에서는 지방 축적 감소가 일어나지 않았으나 200, 400, 800 μg/

mL 농도의 CLE 처리 시,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

로 79.35%, 73.43%, 13.17%의 수치만큼 지방 축적 함량을 감소시

키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또한 800 μg/mL에서는 유의적으

로 지방 축적 함량을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 4B). 

비만은 전지방세포의 분화유도과정인 adipogenesis 과정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며, 이 과정에 관여하는 여러 기전을 조절하는 것이 

비만을 예방하는데 있어 중요한 요소임이 보고된 바 있다(Chen & 

Farese, 2005). 이전 연구에 따르면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도된 

고콜레스테롤혈증 쥐에서 울금 추출물이 음성대조군에 비하여 콜

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냈다(Kim et al., 2008). 본 

실험 결과는 CLE가 3T3-L1 adipogenesis 과정 중 생성되는 지방 

축적을 억제시킴으로써 항비만에 효과적일 것이라고 보여진다.

4. CLE가 adipogenesis 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3T3-L1 전지방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adipogenesis 과정

에는 초기, 중기, 후기 세가지 단계별로 여러 분화 조절인자들이 관

여한다. Adipogenesis 관련 유전자 발현은 분화 초기에는 CEBPB

와 CEBPD가 관여하며, 중기분화에는 PPARG와 CEBPA를 중심으

로 여러 인자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분화가 시작된다. 이와 같

이 CLE가 3T3-L1 세포의 adipogenesis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들의 

발현 조절 유무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RT-PCR

을 통해 mRNA 발현수준을 분석하였다. 세포분화 조건은 Figure 1

과 동일하게 실시하였다. 대조군은 ACTB로 설정하였으며 CEBPB, 

PPARG, CEBPA, FASN, LPL 순서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전지방

세포에 비해 분화된 지방세포에서의 CEBPB, PPARG, CEBPA, 

FASN, LPL의 mRNA 발현수준은 크게 증가하였으며 10, 100, 

200, 400 μg/mL의 농도로 CLE를 처리하였을 때 대조군인 지방

세포에 비해 mRNA 발현수준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Figure 

5A). 초기 전사인자인 CEBPB가 대조군인 adipocyte의 ACTB 기

준값과 계산하여 비교하였을 때 200, 400 μg/mL 농도에서 그 이

하 농도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으며, 초기 전사인자에 영향을 받는 

중기분화 관련 전사인자인 PPARG와 CEBPA, 그리고 후기에 발현

되는 대표적 유전자인 FASN과 LPL 역시 200 및 400 μg/mL CLE 

처리에서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Figure 5B).

Adipogenesis는 관련 전사인자의 발현되는 양, 시기, 그리고 

전사인자간의 상호조절작용을 통하여 밀접하게 조절된다. 이중 

CEBPB는 adipogenesis 초기단계에 발현되는 전사인자 중의 하나

로 adipogenesis의 초기 전사활성화 과정에 있어서 중요하다. 이

는 다음 단계의 분화과정을 촉진시키는 PPARG와 CEBPA의 발

현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Attie & Scherer, 2009; Rosen & 

MacDougald, 2006). Adipogenesis 과정의 전사인자들에 관한 이

전 연구에서는 발효 울금(fermented water extracts of Curcuma 

longa radix) 추출물에 의해 PPARG의 발현이 감소되었으며(Kang 

et al., 2015), 식방풍잎 물 추출물은 부고환 지방조직에서 PPARG,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transcription factor 1 (SREBP1) 

그리고 FASN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체지방 축적 감소에 효과

가 있었다(Jung et al., 2016). 또한 머루근 추출물의 용매 분획물을 

이용하였을 때 CEBPA, CEBPB, 그리고 PPARG의 adipogenesis 

과정의 주요 핵심 조절인자의 발현 감소를 통하여 항비만 활성을 

증명한 바 있다(Park et al., 2013). 이러한 선행연구는 천연물 처리

를 통하여 지방세포 특이적 전사인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것은 지방

Figure 4. Effects of CLE on the 3T3-L1 adipogenesis.
The 3T3-L1 cells were treated with 50, 100, 200, 400, and 800 μg/mL of CLE from days –2 to 6. The level, number, and size of lipid 
droplets in 3T3-L1 adipocytes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CLE were analyzed by photomicrographed method. The CLE treatment 
effectively decreased the size and number of lipid droplets in 3T3-L1 adipocytes (A). The level of lipid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 
was quantified at 510 nm. The 800 μg/mL of CLE significantly inhibited intracellular lipid accumulation of 3T3-L1 adipocytes (B). Data 
are present means of triplicate experiments with standard deviation.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by t-test (**p<0.01). 
CLE, Curcuma longa L. extracts; Pre, 3T3-L1 preadipocyte at day 6; Adi, mature adipocytes at day 6; Control, mature adipocytes at day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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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의 축적과 밀접한 연관이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CLE

는 3T3-L1 지방세포에서 adipogenesis 과정에 있어 중요한 전사

인자들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방구 크기 및 수에 억제 효과를 

나타내어 항비만 소재로 활용이 가능함을 알 수 있다.

Conclusion

비만은 체내에 체지방이 과도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며 정신

적, 육체적, 그리고 사회적 요인의 영향을 받는다(Ji et al., 2012). 

또한 비만은 고혈압, 심혈관, 그리고 당뇨병 등의 여러 대사증후군

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만의 경우 지

방세포에서 정상에 비해 매우 많은 양의 유리지방산이 기초 지방분

해율에 의해 다량으로 만들어진다(Choi et al., 2013). 이러한 유리

지방산이 증가하게 되면 활성산소종 생산이 증가하게 되어 세포에 

독성을 일으키게 된다고 알려져 있으며, 결국 많은 질환의 발병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Ward, 1991). 이러한 이유들로 항비만 연구에

서 항산화 활성을 같이 평가하고 측정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전지방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을 adipogenesis라고 하

는데, 이 과정을 조절하는 것은 비만연구에 있어 중요한 목표이며, 

그 기전을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향후 소재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데 중요한 부분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는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을 통하여 국내 진도산 울

금 추출물(CLE)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였다. 또한, CLE를 3T3-

L1 세포에 day -2에서 day 6까지 처리한 결과 CLE는 농도 의존

적으로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이 과

정 동안 CLE는 adipogenesis의 분화과정에 관여하는 주요 전사인

자인 CEBPB, PPARG, CEBPA, FASN, 그리고 LPL 유전자 발현

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CLE가 효과적으로 

adipogenesis를 억제하고, 향후 항비만 미용 식품 소재로서의 가능

성을 보여주는 결과로 생각된다. 향후 CLE의 항비만 활성이 어떠

한 분자생물학적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전사인자들을 조절하는지에 

대한 추가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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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지방세포 특이적 전사인자 조절을 통한 울금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

이성애1, 주형진1, 박민준1, 박부덕2, 김교남1* 
1경남대학교 식품영양생명학과, 경상남도 창원시, 한국 
2발효촌, 경상북도 경산시, 한국

목적: 울금(Curcuma longa L.)은 항산화, 항암, 그리고 항염 등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어 있지만, 미용관련 기능성 평가는 상대

적으로 미비한 실정으로, 본 연구에서는 국내 진도산 울금 추출물(Curcuma longa L. extracts, CLE)의 항산화 및 3T3-L1에서의 

항비만 활성 평가를 통해 미용기능식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방법: CLE의 항산화 활성은 2,2-diphenyl-

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을 통하여 평가하였으며, 세포독성은 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 (MTT) assay를 이

용하였다. 또한 CLE의 지방 축적 억제활성은 3T3-L1를 day –2에서 day 6까지 총 8일 동안 분화시키면서 CLE를 처리하고 Oil Red 

O (ORO) 염색법을 통해 정량분석 하였다. 또한 현미경 관찰 및 이미지 분석을 통해 지방구의 수 및 크기의 변화를 정성분석 하였

다. CLE가 3T3-L1 세포의 지방세포분화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의 mRNA 발현수준은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통해 분석하였다. 결과: CLE는 농도 의존적으로 DPPH 라디칼을 소거하였다. 3T3-L1 전지방세포에 CLE

를 24 h 동안 처리하였을 때, 80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이후 실험에서 800 μg/mL 이하의 농

도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CLE가 처리된 3T3-L1 세포의 지방 축적 함량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지방구의 크기 및 수도 감소

되었다. 또한 adipogenesis에 관여하는 주요 전사인자 및 유전자가 CLE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이 감소하였다. 결론: 본 연구는 

CLE가 항산화 및 항비만 활성을 가진 화장품 및 미용식품 소재로 충분히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제안한다.

핵심어: 울금, 비만, 지방세포분화, 항산화, 산화적 스트레스

본 연구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의 “지역특화산업육성사업”(과제번호 R0005174)으로 수행된 연구결과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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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文摘要 

姜黄提取物通过调节脂肪细胞的特异性转录因子的抗肥胖活性 
 
李成愛1，朱亨眞1，朴慜峻1，朴富德2，金㚁男1* 
1忠庆南大学食品营养生命学科，庆尚南道昌原市，韩国 
2发酵村，庆尚北道庆山市，韩国 

目的: 姜黄（Curcuma longa L.）被报道具有抗氧化,抗癌以及抗炎等多种生理活性,但美容相关功能性评价的研究相对很
少。因此探讨韩国国产姜黄提取物（Curcuma longa L. extracts, CLE）的抗氧化以及在3T3-L1细胞的抗肥胖活性，调查其
作为美容功能性食品原料的应用可行性。方法: CLE的抗氧化活性，利用2,2-diphenyl-1-picrylhydrazyl（DPPH）自由基
消除能力来检测，利用thiazolyl blue tetrazolium bromide（MTT）assay法来检测细胞毒性。为检测CLE的脂肪堆积抑制
活性，将3T3-L1细胞从day –2到day 6总共分化8日并用CLE处理，利用Oil Red O（ORO）染色法定量分析。此外，通过显
微镜观察以及图像分析，定性分析脂肪球的数量和大小变化。利用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RT-
PCR）法检测CLE对3T3-L1细胞中与脂肪细胞分化相关的转录因子mRNA表达水平。结果: CLE按浓度依赖性消除DPPH自
由基。对3T3-L1前脂肪细胞用CLE 24 h处理时，在800 μg/mL以下浓度时，对细胞生存率不产生影响，因此以后实验中采
用800 μg/mL以下的浓度。被CLE处理的3T3-L1细胞的脂肪堆积含量，按浓度依赖性逐渐减少，脂肪球的大小和数量也减
少。与脂肪形成相关的转录因子和遗传因子的表达，也按浓度依赖性逐渐减少。结论: 通过以上研究，CLE作为抗氧化和
抗肥胖活性的化妆品以及美容食品原料充分具有应用可行性。

关键词: 姜黄，肥胖，脂肪细胞分化，抗氧化，氧化应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