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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페놀 A (Bisphenol-A)로 유도된 지방세포 분화에 미치는
갓 추출물의 항오비소겐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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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e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ontent of sinigrin, an index component, in Brassica jun-

cea extract and to evaluate the differentiation of lipocytes, inhibition of production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reduction of protein production by lipogenic factors (PPARγ, C/EBPα, aP2) in the processing of Brassica juncea extract and sinigrin
in 3T3-L1 preadipocytes which induces Bisphenol A (BPA), an endocrine disrupting environmental hormone. From the investigation, the content of sinigrin in Brassica juncea extract, measured by HPLC, is found to be 21.27±0.2 mg/g. The XTT assay
result on BPA-derived 3T3-L1 adipocytes shows there is no cytotoxicity found from 180 μM of sinigrin and 300 μg/mL of
Brassica juncea extract. Moreover, both intracellular lipid accumulation and ROS production during differentiation of lipocyte
are significantly reduced in cells processed with Brassica juncea extract and sinigrin. Lastly, it was also found that the production of transcription factors of lipocyte differentiation, PPARγ, C/EBPα and aP2, were found to be suppressed by the application
of Brassica juncea extract and sinigrin. Such results reveals that Brassica juncea is effective in not only suppressing lipid accumulation in the environmental hormone bisphenol A-derived lipocyte, but also in reducing the ROS. The sinigrin-containing
Brassica juncea is highly expected to be used in natural functional supplements that prevents the lipid metabolism disorders
caused by BPA. There are necessities for additional clinical research and follow-up studies on the in vivo model to verify the
relevant mechanis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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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obesity)은 에너지 섭취 및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
한 체지방의 과잉 축적으로 발생되며, 체내 지방세포에서

호르몬(adipokine)이 분비되어 지방세포의 비대(hypertrophy)
와 과잉 형성(hyperplasia)이 일어나 체내에 지방이 축적되
면서 야기된다고 알려져 있다 . 비만에 의해 발병되는 대
사증후군은 일부 암을 비롯해 고혈압, 심혈관 기능 장애, 인
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에 이르기까지 매우 다양하며, 비
만에 따른 2차적인 문제에 집중된 연구가 활발하다 . 이러
한 비만 연구에서 지방세포는 전구지방세포인 3T3-L1이
분화에 핵심으로 작용하는 전사인자인 PPARγ, C/EBPα,
aP2가 발현되어 분화 후기에 다양한 adipogenic 유전자의
발현을 유도한다 . 따라서 전구지방세포(preadipocyte)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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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HPLC conditions of sinigrin analysis for Brassica juncea
Parameters
Column temp.
Detector

Analytical condition
30oC
PDA Detector (228 nm)

Column

Shiseido C18 (4.6 mm×250 mm, 5.0 μm)

Mobile phase
(isocratic)

Isocratic HPLC water containing 0.1M
ammonium sulfate

Injection vol.
Flow rate
Run time

10 μL
1 mL/min
15 min

. 또한, 모든 생애 단계에서 BPA 노출은 체중과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의 증가와 상관관계가 있으며
, 태아기, 유아기, 어린 시절은 BPA 효과에 대한 민감도가
크게 증가하는 시기로 알려져 있다 . 따라서 BPA로 인해
유발되는 비만을 저감화하려는 연구가 활발하다 . 최근
환경적으로도 수많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BPA의 이러한
문제를 시사하여 안전성이 확보된 천연물 소재 연구의 중
요성이 대두되었다 .
갓(leaf mustard, Brassica juncea)은 십자화과 채소 중
하나이며, 한국과 일본 등에서 널리 재배되고, 한국에서는
갓김치의 주재료로써 오래 전부터 많이 사용되어 왔다 .
갓은 영양성분으로 각종 유리당, 지방산, 아미노산, 비타
민, 무기질 등이 풍부하며 세포기반 항산화 활성이 우수
하다고 보고된 바 있다 . 또한 갓의 독특한 매운 맛은
ally isothiocyanate와 sinigrin과 같은 glucosinolates에 의해
나타나며, 이러한 glucosinolates 화합물 및 isothiocyanate
화합물은 항암과 같은 다양한 건강 기능적 효과를 가지는
. 이에 따라 많은 연구에서 sinigrin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을 갓의 지표성분으로 설정하여 다양한 연구가 수행되었
으며, 특히 sinigrin은 항암, 항염, 항균, 항진균, 항산화, 항
.최
비만 등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근 천연물을 이용한 항비만 연구로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및 ROS의 저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지
만 갓을 이용한 항비만 연구는 초기단계에 불과하며, 환
경호르몬에 의해 유도된 지방세포 분화 억제에 대한 항오
. 따라서 본 연구는 갓 추출물
비소겐 연구는 전무하다
에 함유된 sinigrin 함량을 분석하였고, BPA에 의해 유도
된 지방세포에서의 지방 축적 및 ROS 생성 억제 효과에
대한 주요 전사인자(C/EBPα, PPARγ, aP2)들의 발현정도
를 조사하였다.
11)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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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식과 분화를 통해 성숙한 지방세포(adipocyte)로 되는 과
정인 adipogenesis의 억제를 연구하는 것은 항비만 연구에
있어 중요한 부분으로 연구되고 있다.
세포내 대사과정이 일어나는 동안 체내에서 생성된 활
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는 세포의 분화
와 DNA 발현과 같은 다양한 생물학적 과정에 관여하며,
증가된 활성산소종으로 인한 ROS의 불균형은 DNA 변이,
단백질 변성, 지질과산화물 생성 등을 일으켜 노화와 암, 심
혈관 질환, 고혈압, 당뇨병 등을 유발시킨다 . 따라서 세
포의 성장과 생존을 위해 ROS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Baillie-Hamilton 은 비만 유행과 합성 화학 생산 증가
사이의 상관 관계를 제안했다. 또한 같은 기간 당뇨병의
유행과 함께 합성수지의 생산과 사용이 급격히 증가하였
으며, 이러한 상관관계는 특정 환경 물질이 지방 생성 및
체중 증가를 유도한다는 것을 입증하는 실험적 자료에 근
거하여 비만의 발병 기전에서 합성 화학물질의 원인으로
환경호르몬이 지목되었고, 이에 따라 대사 기능 장애를 유
발하고 지방 생성 및 지질 축적을 촉진하는 화학 물질로
정의되어 비만에 영향을 미치는 비만 유발 환경 호르몬을
의미하는 “obesogen”이라는 새로운 개념이 등장했다 . 환
경적 비만 유발 물질로 잘 알려진 비스페놀 A (bisphenolA, BPA)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생산되는 화학물질
중 하나이며, 폴리카보네이트(polycarbonate) 플라스틱을 제
조하기 위한 중합 반응 단계에서 사용되는 물질로, 폴리
카보네이트는 식품 및 물병의 용기, 젖병, 의료용 튜브, 에
폭시 수지, 치과용 충전재 및 가전제품 등의 제조에 사용되
어 가열되면 폴리머에서 음식이나 물로 이동할 수 있다 .
BPA에 일반적으로 노출되는 주요 경로는 오염된 음식과
물을 섭취하거나 피부 노출에서 기인되고, 호르몬 교란물
질로 작용하여 아디포넥틴(adiponectin) 및 렙틴(leptin)과
같은 호르몬을 교란시켜 에너지 불균형을 초래하여 지방
생성 및 지질 축적을 촉진한다 . BPA의 노출은 배아 및
태아 발달 동안 정상적인 분화 및 성숙 과정에 영향을 주
어 평생 동안 비만과 같은 만성 질환에 걸리기 쉽게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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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terials and Meth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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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 사용된 갓은 ㈜찬누리라이프(Chuncheon, Korea)
로부터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연구에
사용된 dimethyl sulfoxide (DMSO)는 Junsei (Junsei Chemical
Co., Ltd., Tokyo, Japan)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고, fetal
bovine serum (FBS), bovine serum (BS), penicillinstreptomycin
(P/S),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과 trypsin
-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Trypsin-EDTA)는 Gibco
(Gaithersburg, MD,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BPA
(≥99%; CAS No. 80-05-7), dexamethasone (DEX), isobutyl-1methylxanthine (IBMX), insulin, N-acetyl-l-cysteine (NAC)
및 갓의 sinigrin 함량 분석 연구에 지표성분으로 사용된 표
준물질 sinigrin (≥99.0%)과 이동상으로 사용한 ammonium
sulfate는 Sigma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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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지방 생성 전사 인자로써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PPAR-γ), CCAAT/
enhancer-binding protein-α (C/EBP-α), FABP4 Antibody
(aP2) 시약은 Cell Signaling (Cell Signaling Technology
Inc., 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갓 추출물의 제조 및 sinigrin 함량 분석
갓 추출물의 제조는 Kwon 등 에 의해 보고된 방법을
이용하였으며, 갓 분말 5 g에 200 mL의 60% EtOH을 첨
가하여 70 C에서 3시간 동안 환류추출한 후, 추출물을
0.2 μm 여과지(Whatman, Maidstone, England)를 통해 여
과하였다. 여과된 추출물을 감압 농축하고, 동결건조하여
분말을 얻은 후 용매 DMSO로 300 μg/mL의 농도로 시료
를 제조하여 sinigrin의 함량 분석 및 지방세포의 분화 억
제 효능 평가 연구를 수행하였다. Sinigrin 함량 분석을 위
해 DMSO 용매로 제조된 300 μg/mL 농도의 시료를 이동
상 0.1 M ammonium sulfate을 이용해 희석하여 HPLC 분
석에 사용하였다. 갓 추출물의 sinigrin 함량 분석은 Kwon
등 의 분석방법을 변형하여 진행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기기는 Waters 2695 Separation Module HPLC system과
Waters 966 Photodiode Array Detector (Waters, Milford,
25)

o

26)

MA, USA)이고, 분석 조건은 Table 1과 같으며 분석에 이
용된 column은 Shiseido capcell Pak C UG120 (Shiseido,
4.6 mm×250 mm, 5.0 μm, Tokyo, Japan)이다. 추출에 사용
된 시료는 0.45 μm membrane filter를 이용해 여과하여
10 μL로 HPLC에 주입하였다.
18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CL-173, Manassas,

VA, USA)로부터 3T3-L1 세포를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3T3-L1 전지방세포를 24-well plate에 well 당 1×10 cells
을 seeding한 후, P/S (1%)와 BS (10%) 및 sodium bicarbonate
3.7 g/L를 함유한 high glucose DMEM (89%)에서 37 C,
CO (5%)의 조건으로 배양하고, 100% confluence 상태가
된 후 2일간 더 배양하여 post-confluent 세포로 배양하였
으며 BPA를 위한 실험군은 post-confluent 상태가 되기 전
6일 동안 BPA 30 μM를 처리하였다. Post-confluent 상태
의 전지방세포(day 0)를 지방세포로 분화를 유도하기 위
하여 모든 실험군은 insulin 1.0 μg/mL, IBMX 0.5 mM 및
FBS (10%)를 포함한 BPA 실험군(MI+BPA, MI+BPA+양
성대조군, MI+BPA+갓 추출물, MI+BPA+sinigrin)과 DEX
실험군(MI+DEX)으로 나누어 BPA 30 μM, DEX 1 μM 및
시료(양성대조군 5 mM, 갓 추출물 300 μg/mL, sinigrin
180 μM)를 처리하였다. 모든 결과는 MDI (MI+1 μM DEX)
처리군에 대한 평균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2일 후 DEX를
제외한 insulin 및 FBS 새로운 배지로 교체하고 분화 10
일이 경과할 때까지 2일마다 동일한 배지로 교체하여 실
5

o

2

험에 사용하였다. 갓 추출물 및 sinigrin 처리 농도는 Kwon
등 의 연구에 따라 항비만 활성을 갖는 적정 유효 농도
로 설정하였으며, 양성 대조군(positive control)은 항산화
제인 5mM N-acetyl-L-cysteine (NAC)를 처리하여 비교하
였다.
25)

XTT assay를 이용한 세포 독성 평가
갓 추출물의 세포독성 평가는 XTT {2,3 – bis (2 –
methoxy – 4 – nitro – 5 – sulfophenyl) - 2H – tetrazolium

– 5 - carboxanilide innersalt} assay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3T3-L1 세포는 1×10 cells을 96-well plate에 seeding한
후, P/S (1%)와 BS (10%)를 함유한 DMEM (89%)에서 100%
confluence 상태로 될 때까지 배양하였다. 분화 10 일차가
되었을 때 XTT reagent 1 mL와 PMS reagent (NMethylphenazinium methyl sulfate) 20 μL를 혼합하여
working solution을 제조한 후, 각각의 well에 제조한 solution
을 96-well medium 부피 중 20% 만큼의 양을 첨가하여 가
볍게 흔들어 혼합하였다. 4시간 동안 37 C인 CO incubator
에서 배양 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를 통해 450 nm의 흡광도 값
에서 690 nm의 값을 뺀 결과로 세포독성을 계산하였다.
6

o

2

Oil Red O staining을 이용한 지방축적량 관찰
3T3-L1 세포의 분화 과정에 따른 세포 내 지방축적량을
측정하고자 24-well plate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여 10일
간 분화된 3T3-L1 세포의 배양액을 제거하고, 500 μL의
10% formalin 용액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5분간 방치한 뒤
제거하였다. 그 후 같은 양의 formalin 용액으로 분화된
3T3-L1 세포를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방치한 뒤, formalin
용액을 제거한 후 500 μL의 60% isopropyl alcohol 용액으
로 세척하여 세포를 24시간 동안 완전히 건조하였다. 이
후 건조된 세포들은 미리 제조한 Oil red O working
solution (Oil red O:DDW=6:4)으로 세포 내에 축적된 지방
성분을 충분히 염색하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포를 3-4회
세척한 뒤 완전히 건조하였다. 세포 내 축적된 지방 성분과
결합된 Oil red O는 100% isopropanol을 이용하여 모두 용
출시킨 뒤,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NBT assay를 이용한 ROS 함량 측정
전구지방세포의 분화 과정에 따른 지방세포 내 ROS의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24-well plate에서 배양 및 분
화된 3T3-L1 세포 배양액을 제거한 뒤 멸균된 PBS (pH
7.4)로 이용하여 2회 세척한 뒤, 0.2 mL의 0.2% NBT용액
을 첨가하여 37 C의 CO incubator 안에서 90분간 반응시
킨 후 DMSO와 1 N KOH를 7:3 혼합한 용액을 이용하여
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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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rk blue formazan을 모두 용출시킨 후, microplate reader
(Spectramax i3,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

Results and Discussion

3T3-L1 세포를 PRO-PREP protein extraction solution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뒤 12,000 xg, 4 C에서 30분간 원심분
리하고 상등액을 얻어 BCA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로 단백질을 정량한 후 실험에 사용
하였다. 단백질을 sample buffer (5×)와 혼합한 후 95 C에
서 5분간 열을 가하고, size 별로 분리하기 위해 10% SDSPAGE를 이용하여 90분 동안 100 V로 처리하였다. semidry transfer system을 이용하여 120 V로 60분 동안 PVDF
membrane (Merck Millipore, Billerica, MA, USA)에 이동
시키고, 5% skim milk와 BSA를 포함한 blocking buffer
(0.5% skim milk, 0.5% BSA, TBST)를 1시간 동안 처리
한 뒤, 4 C에서 primary antibody를 overnight 반응시키고,
TBST로 10분 간격으로 3-4번 washing, secondary antibody
를 실온에서 2시간동안 반응시킨 후 TBST로 10분 간격
으로 3-4번 washing 하였다. 이후 ECL reagent를 이용해
발색하고 Chemi Doc imaging system (Bio-Rad) 및 X-ray
필름에 감광시켰다. Image J를 이용하여 밴드의 강도를 정
량화한 뒤 수치화하였다.

갓의 sinigrin 함량
Sinigrin은 myrosicase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자극적인 방
향과 강하게 쏘는 맛을 가지는 ally isothiocyanate 및
glucose, potassium hydrogen sulfate를 생성하는데, 특히 이
들 중 isothiocyanate는 수종의 세균과 곰팡이들에 대해 항
균활성 및 항산화효과 등 다양한 생리활성 기능을 가지는
. 따라서 본 연구는 동결건조 갓
것으로 보고되어 왔다
추출물의 sinigrin 함량을 분석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한 표
준시약으로 sinigrin을 이용하였으며, 3.125, 6.25, 12.5, 25,
50, 100, 200 μg/mL의 농도로 제조하여 표준곡선을 작성
하였다. HPLC chromatogram peak area에 따라 작성한 표
준곡선에서 y=10566x+1991.7 (R =1.000)를 나타내었다.
sinigrin 표준물질은 7.4분에 검출되었고, 갓 추출물 중
sinigrin 성분의 확인을 위해 PDA detector를 이용하여 UV
spectrum을 비교하였다(Fig. 1). Sinigrin 표준물질과 갓 추
출물 모두 226.7 nm의 최대 흡수 파장을 보이며, 이에 따
라 HPLC의 peak area를 기준으로 갓 추출물 내 sinigrin
함량을 계산한 결과 21.27±0.2 mg/g이 함유되어 있었다.
Kwon 등 의 연구에 따르면 최적 추출 조건에 대한 갓 추
출물의 sinigrin 함량은 25.44±0.07 mg/g으로 비슷한 수준
의 값을 보였다.

통계처리
통계처리 분석은 SAS version 9.4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였고, 유의성 분석을 위하여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
one-way ANOVA 검정을 이용하였으며, 유의성은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XTT assay를 이용한 갓 추출물과 sinigrin의 세포독성 평가
3T3-L1 지방세포에서 갓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XTT assay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Fig. 2).
3T3-L1에 MI를 기반으로 하여 BPA를 20 μM, BPA 20 μM
와 sinigrin 180 μM, BPA 20 μM와 갓 추출물 300 μg/mL
를 처리한 세포 모두 세포 내 독성을 보이지 않았고, 또

를 이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o

o

o

27,28)

2

25)

Fig. 1. HPLC chromatograms and PDA spectrums of (A) sinigrin and (B) Brassica juncea extract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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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BJ extract and sinigrin on cell viability on 3T3L1 preadipocytes. Each value is expressed the mean±SD of the
results from five different plates (n=5). Statistical analysis was
performed using the one-way ANOVA (P<0.05).

로 중성지방만을 염색하는 Oil Red O 방법을 통해 3T3L1 세포 내 중성지방이 생성된 양을 측정하였으며, 그 결
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MDI)과 음성대조군(MI)을 비
교하였을 때 DEX를 처리하지 않은 음성대조군(MI)은 대
조군(MDI)에 비해 지방세포의 분화가 낮은 수준이며, DEX
는 지방세포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을 보였다. DEX
대신 MI에 BPA를 처리한 군에서는 음성대조군(MI)에 비해
지방세포의 분화가 49.74% 증가된 78.41±1.55%의 지방세포
분화능을 보이며, BPA는 지방세포의 분화에 큰 영향을 미
치는 인자임을 알 수 있다. MI+BPA군에 sinigrin과 갓 추출
물을 처리한 군에서는 각각 66.98±2.05%, 72.29±2.85%로 세
포 내 지질 축적량이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MI+BPA
만 처리한 군에 비해 11.43%, 6.12%의 지방세포 분화 억
제 효능을 보였다. 각 실험군은 모두 지방세포 분화 과정
에서의 지질축적이 MI+BPA군보다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이는 갓 추출물을 지방세포 분화 유도 물질 중
DEX를 세포에 처리한 후 지방세포의 분화억제를 측정한
Kwon 등 의 연구에서 갓 추출물이 전구지방세포의 분화
를 억제한 결과와 일치한다.
25)

한 대조군과 갓 추출물, sinigrin 처리군에서의 세포 생존
율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포 분화 억제와 ROS 생성 저감 효능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BPA 20 μM와 sinigrin 180 μM, 갓
추출물 300 μg/mL의 농도로 3T3-L1 세포에 처리하였다.
Oil Red O staining을 이용한 지방 축적 억제 효과 관찰
지방 세포 분화 억제 효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붉은색으

BPA로 유도된 3T3-L1 분화과정 중 갓 추출물의 ROS 생성
억제 효과
NBT assay는 지방세포 내 축적된 ROS와 NBT 용액이
반응하여 dark blue formazan을 생성하게 되어, 이를 용출
해 세포 내 생성된 ROS의 양을 알 수 있다. BPA로 유도
된 3T3-L1 분화과정 중 갓 추출물과 sinigrin의 ROS 생성

Fig. 3. Effect of BJ extract and sinigrin on lipid accumulat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preadipocytes. Oil red O staining
at day 10. Lipid accumulation determined by optical density at
490 nm. The result is presented as the mean±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ig. 4. Effect of BJ extract and sinigrin on lipid accumulation
during adipogenesis of 3T3-L1 preadipocytes. Dark-blue formazan was dissolved and the optical density was determined at
570 nm. The result is presented as the mean±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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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효과를 NB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한 결과는 Fig. 4
와 같다. 대조군(MDI)에 비하여 BPA로 유도된 3T3-L1 전
지방세포에 갓 추출물과 sinigrin을 처리한 군에서 지방세
포 분화 억제 효능과 마찬가지로 ROS의 생성량도 유의적
으로 감소하여, ROS 저감 효과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
다. Kwon 등 의 연구에서 갓에는 비타민 B , B , B , C,
E와 같은 항산화 효능이 있는 비타민이 다량 함유되어 있
으며, Kwon 등 의 연구에서 갓은 페놀과 플라보노이드
등과 같이 ROS를 소거하며 생리활성에 기여할 수 있는
16)

1

26)

2

6

bioactive compound의 함량이 높아 지방세포 분화 시 생
성되는 ROS를 유의적으로 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갓 추출물이 BPA로 유도된 지방 생성 전사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갓 추출물이 BPA로 유도된 3T3-L1 전구지방세포에서
지방 생성 전사 인자(PPARγ C/EBPα, aP2) 단백질의 발현
을 감소시키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Western blot 분석
을 수행했다. 지방세포의 분화과정은 인슐린 등과 같은 호

Fig. 5. Effect of BJ extract and sinigrin on adipogenesis related protein expressions. (A) PPAR-γ protein expressions, (B) C/EBP-α protein expressions, (C) aP2 protein expressions. All results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3 independent in triplicate. Bars with different
letters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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르몬의 자극뿐만 아니라, 지방세포 분화 조절에 관여하는
지방생성 전사인자(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
. 지방세포 분화에 필요한 전사인자는
화가 필요하다
peroxisome-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PPARγ)
29-31)

와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 (C/EBPα) 등이 알려
져 있다 . Adipogenesis 전체 과정을 총괄적으로 조절하
는 전사인자인 PPARγ는 nuclear receptor superfamily에 속
하며 지방세포에 특이적으로 발현하는 adipoocyte protein
2 (aP2) 등과 같은 분화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고,
지방세포 분화 조절에 관여하는 다른 주요 전사인자인 C/
EBPα를 활성화시킨다. C/EBPα는 PPARγ의 지속적인 유
지와 활성화를 통해 성숙한 지방세포를 생성하기 위한 인
슐린 감수성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 Wang 등 의 연구
에 따르면 지방세포를 갖는 동물모델의 C/EBPα를 제거하
였을 때 지방이 축적되지 않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따라
서 비만을 억제하거나 비만과 관련된 대사성 질환의 예방
을 위해서는 지방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의 활
성을 억제하여, 지방세포 분화 초기의 세포 증식 억제 및
후기의 분화와 지방 축적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발현을 조
절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으로 인식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 갓 추출물이 지방생성 전사인자의 발현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보기 위해 단백질 수준에서 확인하였다.
BPA로 분화를 유도한 preadipocyte에서 지방생성 전사 인
자(PPARγ, C/EBPα, aP2)의 발현을 확인한 결과는 각각
Fig. 5a, Fig. 5b, Fig. 5c에 나타내었다. 분화 유도군 중 시
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에서는 PPARγ 및 C/EBPα, aP2의
발현이 현저하게 증가하는 것을 보였으며, sinigrin 180 μM
및 갓 추출물 300 μg/mL 농도로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지방
생성 전사 인자 세 가지 모두 발현이 증가되었으며, 양성대
조군인 NAC (N-acetyl-L-cysteine)와 마찬가지로 sinigrin, 갓
추출물에서도 지방 생성 전사 인자의 발현이 유의하게 억
제되는 것을 관찰하였다.
32)

33)

였을 때 갓과 sinigrin을 처리한 지방세포의 경우 지방축
적량 및 ROS 생성량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갓 추출물 및 sinigrin을 처리하였을 때 지
방세포 분화를 조절하는 전사인자 PPARγ, C/EBPα 및 aP2
의 발현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이 결과를 통해 갓은 환
경호르몬 비스페놀 A로 유도된 지방세포 내 지방 축적 억
제와 더불어 ROS 저감에 효과적으로 작용함을 확인하였
다. 향후 sinigrin을 함유한 갓은 BPA로 인한 지질 대사
장애를 예방하는 천연물 유래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기대되며, 추가로 임상 연구 및 작
용기전 입증을 위한 in vivo 모델에서의 후속 연구가 진
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4)

국문요약
본 연구는 십자화과 채소인 갓(Brassica juncea) 추출물
을 이용하여 지표성분인 sinigrin의 함량을 분석하고, 내분
비계 교란물질 환경호르몬인 비스페놀 A (BPA)로 분화를
유도한 3T3-L1 전구지방세포에서 갓 추출물과 sinigrin 처
리에 대한 지방세포 분화 및 활성산소종(ROS) 생성 억제,
지방 생성 전사인자(PPARγ, C/EBPα, aP2)의 단백질 발현 감
소 효능을 평가하였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HPLC를 이용하
여 측정한 갓 추출물 중 sinigrin의 함량은 21.27±0.2 mg/g 인
것으로 나타났다. BPA로 유도된 3T3-L1 전구지방세포에
서 XTT assay 결과 sinigrin 180 μM 및 갓 추출물 300 μg/
mL 농도에서 세포 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지방세포 분
화과정 중 세포 내 지방 축적량과 ROS 생성량을 비교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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