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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aeeumjowuitanggagam-bang (TJV) on the mRNA expression

of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 (SREBPs),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and Interlukin-6 (IL-6) that are

considered to play an important role in lipid and glucose metabolism. For diet-induced obese studies, we split mice into

2 groups. The low fat diet group (LFD, n=8) were supplied with general diet for 10 weeks and the high fat diet group

(HFD, n=18) were supplied with 60 ㎉％ fat diet for 10 weeks. And then The HFD group, the diet-induced obese group,

were divided into 3 groups ; a group supplied with normal saline, a group treated with TJV 200 mg/kg and a group

treated with TJV 500 mg/kg. They were treated orally with TJV and measured their body weight every day during 10

weeks. After that, we measured mRNA expressions of TNF-α, IL-6 and SREBP-1c in liver, and blood concentrations of

glucos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too. The results are as follows. The TJV reduced glucose and total cholesterol

of blood concentration. The TJV reduced the mRNA expressions of TNF-α and SREBPs in liver. However, We couldn't

find the TJV effects on the mRNA expression of IL-6, triglyceride blood concentration, and body weight among groups.

The TJV stained liver tissue less red than control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JV may be effective for regulation

of lipid and glucose metabolism in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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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사증후군은 복부비만, 고혈당, 이상 지질과 고혈압 등이

병발하는 것을 말하며, 이 경우 당뇨병과 심혈관계 질환으로 이

환될 위험이 높다
1)

. 비만과 당뇨병은 발병과 병태 생리에 서로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질환이며 특히, 제 2형 당뇨병과 비만은 공

통적 병리기전으로서 인슐린 저항성이 매개되어 있다2-5). 또한,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역시 최근 연구를 통해 대사증후군과의 관

련성이 입증되었고, 그 중에서도 비만이 중요한 원인 인자인 것

으로 알려졌다6,7).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 (SREBPs)는 인

슐린의 역할을 매개하여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생합성 경로에

관련되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간에서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합성

을 유도하는 중요한 전사활성인자이며8-10) 그 중 간조직에서는

SREBP-1c의 발현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10-12)

. 한 연구에서

는 고도비만과 인슐린저항성이 특징인 ob/ob mice에서 발생한

지방간병변에서 SREBP-1 gene을 비활성화시키게 되면 간조직의

중성지방 축적이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
13,14)

.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및

Interlukin-6 (IL-6) 등의 cytokine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관

련성을 가지고 있다는 가설이 보고되었으며, 실제 연구결과에서

도 이러한 cytokine들의 발현과 비만으로 인한 인슐린 저항성이

높은 관련이 있음이 밝혀졌다15-17). TNF-α는 급성염증반응에서



비만 유도 흰쥐 간조직에서 太陰調胃湯 加減方이 당과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 639 -

생성되는 대표적인 cytokine이며, 고도비만이 되면 TNF-α가 비

만세포 및 혈관 주변조직에서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8)

. 또한 비알콜성 지방간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간조직에서의 TNF-α의 활성 정도는 아주 높게 나타나는 것을 최

근 인도네시아 환자들을 대상으로 확인한 바 있다19). IL-6는

TNF-α와 함께 proinflammation의 표지가 될 수 있는 cytokine으

로, 인슐린 저항성이 떨어져 있는 당뇨환자나 비만 유도된 마우

스의 지방조직이나 간조직 내에서 대표적으로 높게 발현하는

cytokine이라고 알려져 있다
20)

.

太陰調胃湯은 李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 처음 소개된 처

방으로 肝大肺小한 생리적 장부형국을 지니는 太陰人의 胃脘受

寒表寒病에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이며, 肺의 呼散之力을 강화시

켜주고 상대 장기인 肝의 吸取力이 過旺되는 것을 억제해주는

효과가 있다21). 太陰調胃湯은 임상에서 다양한 관점으로 다양한

질환에 폭넓게 사용되고 있으며 비만치료에도 많이 응용되어 왔

다. 실제로 국내 비만 치료에서 太陰調胃湯이 調胃升淸湯과 함께

가장 많이 처방되고 있다는 보고가 있었다22).

최근의 비만연구는 단순한 체중 감량이나 지방 분해 뿐 아

니라 당과 지질대사, 나아가 대사증후군에 대한 연구로 그 경향

이 바뀌고 있으며 비만치료 관점에서의 태음조위탕과 그 가감방

들에 대한 실험실 연구들 역시 단순한 비만현상 뿐 아니라 비만

의 기전 및 조절인자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장기 세포의 지

방축적이나 당과 지질대사 전반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 등으

로 연구의 영역이 확대되고 있다
23-26)

.

본 연구에서는 대사증후군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太陰調胃湯 加減方(TJV)을 비만 유도한 마우스에 투여하여, 간의

지방 축적을 저해하는 효과에 대해 알아보고, 비알콜성 지방간질

환에서 발현되는 SREBP-1c와 IL-6, TNF-α와 같은 cytokine들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실험동물

4주령의 C57BL/6J 계의 수컷 쥐를 중앙실험동물(Korea)에

서 공급받아 경희대 한의과대학 동물실(온도: 24±2℃, 습도:

40-60％)에서 밤낮을 12시간씩 조절하였다. 물과 일반 식이와 6

0％고지방 식이를 그룹별로 충분히 공급하였다. 4주령의 쥐는 비

만 유도를 위해 두 개의 군으로 나누었다. 대조군인 LFD (Low

fat diet group, n=8)군은 일반 식이를 공급하였으며, HFD (High

fat diet group, n=18)군은 60 ㎉% fat (Cat.D12492, Research

Diets Inc., New Brunswick, New Jersey, USA) 사료를 공급하여

10주간 비만을 유도하였다. 비만 유도 중 체중 증가치와 식이 섭

취량은 주 1회 측정하였다. 10주간 비만 유도 후, HFD군은 각각

HFD_saline군(생리식염수 경구투여군, n=6), HFD_200군(200 ㎎

/㎏ TJV 경구투여군, n=6), HFD_500군(500 ㎎/㎏ TJV 경구투여

군, n=6) 3개의 군으로 나누어 10주간 1일 1회 강제 경구투여하

였다. 약물 투여 후 체중과 식이 섭취량은 각각 1일 1회 측정하

였다.

2) 약재

본 실험에서 사용한 약재는 옴니허브 (Daegu, Korea)에서 구

입하여 사용하였고, 처방 구성약물과 1첩 분량은 薏苡仁 16 g, 麻

黃 6 g, 桔梗, 石菖蒲, 遠志, 酸棗仁, 蒲黃, 綠茶, 桑白皮, 天花粉 각

3.5 g이었다. 약재 100 ｇ (2첩 분량)을 정량 후 1 ℓ의 80％ 에탄

올에 30분 동안 sonication하였다. 3 ㎜ 여과지(WhatmanⓇ,

Maidstone, England)를 이용하여 감압하여 여과한 후, 나머지

여과된 에탄올 추출물은 감압농축기 (Eyela,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Freezedryer, Matsushita, Japan) 얻

은 8.72 g의 분말을 생리식염수에 진탕하여 생쥐에 경구투여 하

였다.

2. 방법

1) 조직적출

동물마취제인 럼푼 (Rompun)과 졸레틸 (Zoletil)을 복강주

사 후 개복하여, 간조직을 분리하여 생리식염수에 세척 후 수분

을 제거하자마자 지방조직 내의 RNA의 degradation을 막기 위

해 액체질소에 바로 동결시켜 -70℃ 초저온 냉동고에서 보관하

였다.

2) 혈액분석(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혈액은 심장에서 채혈하였으며,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었

으며 원심분리로 얻은 혈청은 생화학분석기(DRI CHEM 3500,

Fuji Photo Film, Co., Japan)를 사용하여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를 측정하였다.

3) RNA isolation and Reverse transcription

적출하여 보관한 간조직은 지방을 많이 포함한 조직이므로

지방조직전용 RNA 분리 kit(Qiagen lipid isolation kit, USA)를

사용하여 RNA를 분리하였다. 50 mg 이하의 간조직에 1 ㎖ lysis

buffer를 넣은 다음, 균질기(Diax 100, Heidolph, Germany)를 이

용하여 조직을 잘게 파쇄하였다. 분리 정제된 2 ㎍ RNA는 cDNA

synthesis kit (Takara, Japan)를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4)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각 군 간의 간조직 RNA로 합성된 cDNA를 이용하여,

SREBP-1c, TNF-α, IL-6 mRNA level이 군별로 어떠한 차이를 보

이는지 PCR (PCR-preMix, Intron, Korea)을 통해 확인하였다.

GAPDH는 House-keeping gene 중 하나로서, mRNA level

control로 사용하였다. 각각의 PCR 조건과 PCR product의 크기

는 Table 1과 같다.

5) 간조직 동결절편

분리한 조직은 4％ PFA로 2시간 동안 고정시킨 후, PBS

solution에 수세한 후 물기를 제거하고 동결조직 포매제인

Optical cutting temperature (O.C.T) compound (SAKURA,

U.S.A)에 고정시켜 동결조직 block을 만들었으며 -70℃ deep

freezer에 보관한다. 간조직은 10 ㎛ 두께로 microtome으로 잘랐

으며, 간조직 절편을 슬라이드에 신속히 붙인 후 실온에서 1시간

가량 건조 후 -70℃ deep freezer에서 슬라이드를 보관하였다.

6) 간 조직 Oil-red-O 염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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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ℓ의 Oil-red-O (Sigma, U.S.A) powder를 99％

Isopropanol solution에 넣고 실온에서 진탕하여 포화용액을 만

든 후, 60℃ oven에 보관하며 염색 직전에 포화용액과 증류수를

6:4의 비율로 섞은 용액을 Whatman filter paper #2 (Whatman

Ⓡ, England)로 여과하여 사용하였다. -70℃ deep freezer에 보관

하고 있던 슬라이드는 실험 직전 꺼내어 실온에서 1∼2시간 가

량 건조 후, 슬라이드를 물에 수세하고 70％ isopropanol에 10분

간 수세한다. 여과한 Oil-red-O에 슬라이드를 넣고 15분간 염색

후 70％ isopropanol에 넣고 3분간 탈색한다. 다시 슬라이드를

흐르는 물에 5분간 수세하고 hematoxylin solution (Sigma,

U.S.A)에 30초간 염색하고 다시 물에 수세하였다. 염색 후

Faramount Aqueous Mounting Medium (Dako. cat. S3025,

Japan)로 봉합하고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촬영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version 14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모든 측정값은 평균±표준오차(Mean±SEM)로 표시하

였고, 분석에 대한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검증하였으며,

P<0.05를 기준으로 유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Table 1. The sequence of primers and optimal conditions for

RT-PCR

Gene Primers
Annealing
Temperature
(℃)

cycles
Size
(bp)

GAPDH

Forward
5'-GAGGGGCCATCCACAGTCTTC-3'

Reverse
5'-CATCACCATCTTCCAGGAGCG-3'

58 25 340

SREBP-1c

Forward
5'-GGAGATGCAGGTCTTCTTGGT-3

Reverse
5'-TCCTGATACTGGTCGTAGGTGAA-3'

58 33 191

lL-6

Forward
5'-CAAGAGACTTCCATCCAGTTGC-3'

Reverse
5'-TTGCCGAGTAGATCTCAAAGTGAC-3'

55 33 614

TNF-α

Forward
5'-ATGTGCTGGAGACCCCTGTGT-3'

Reverse
5'-TCAGCATTCAGGGCTAACAT-3'

55 30 352

결 과

1.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

비만 유도 10주 후 HFD군이 LFD군에 비해 비만이 잘 유도

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 또한 경구투여 10주간 각 군별 체

중변화는 Fig. 2와 같으며, 본 실험과 관련된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을 수는 없었다.

2. 혈액 내의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의 변화

Glucose level은 HFD_200군과 HFD_500군 모두

HFD_saline군보다 감소하였다. 또한 cholesterol은 HFD_200군에

서 HFD_saline군보다 확연히 감소하였으며, HFD_500군에서는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triglyceride level은 정상 쥐 그룹

인 LFD군 자체에서 너무 높은 수치를 보여, 다른 군과 대조할 수

없었다(Table 2, Fig. 3).

Fig. 1. The changes in body weight after diet-induced obesity. LFD:
Low fat diet group. The mice were supplied with general diet for 10 weeks. HFD: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were supplied with 60 ㎉％ fat diet 10 week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0.05, ** p<0.01, *** P<0.001, Student’s t-test).

Fig. 2. The changes in body weight during the treatments. LFD: Low
fat diet group. HFD_saline: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normal

saline for 10 weeks. HFD_2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200mg/kg/day of TJV for 10 weeks. HFD_5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500mg/kg/day of TJV for 10 week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0.05, ** p<0.01, *** P<0.001, Student’s t-test).

Table 2. The Comparison of the Glucose,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in Each Group

glucose(mg/dl)
total

cholesterol(mg/dl)
triglyceride(mg/dl)

LFD 546.2±20.36 164.67±32.81 227.67±41.2

HFD_saline 573.5±18.1 447.5±4.33 123±12.43

HFD_200 533.5±23.06** 338.25±33.98*** 120±28.57

HFD_500 491.6±39.84** 429.33±17.43* 164.75±41.15*

LFD: Low fat diet group. HFD_saline: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normal saline for 10 weeks. HFD_2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2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HFD_5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5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0.05, **
p<0.01, *** P<0.001,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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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serum analytical determinations in LFD and HFD mice

that administered saline, 200 or 5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LFD: Low fat diet group. HFD_saline: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normal saline for 10 weeks. HFD_2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2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HFD_5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5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0.05, ** p<0.01, *** P<0.001, Student’s t-test).

3. 간조직 내에서의 SREBP-1c의 mRNA 발현

SREBP-1c의 primer를 이용하여 그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LFD군과 HFD군을 비교하였을 때, LFD군 83.36±2.74에

비하여 HFD_saline군은 97.66±4.43로 발현양이 증가한 반면,

HFD_200군 75.91±4.35, HFD_500군 73.02±3.53로 그 양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

Fig. 4. The changes of SREBP-1c mRNA expressions in liver tissue.
SREBP-1c mRNA levels were determined by RT-PCR. LFD: Low fat diet group.

HFD or HFD_saline: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normal saline for

10 weeks. HFD_2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2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HFD_5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5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0.05, **

p<0.01, *** P<0.001, Student’s t-test).

4. 간조직 내에서의 TNF-α mRNA 발현

LFD군의 mRNA 발현양은 96.66±9.99로 개체간의 차이는 보

이지만 118.16±4.70의 발현양을 보인 HFD_saline군보다는 낮게

발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FD_200군에서는 6마리 개

체 중 3마리 개체에서만 낮게 발현하여 개체 간의 큰 차이를 보

였으며 114.13±11.26를 나타냈고, HFD_500군에서는 102.66±2.72

로 전체적으로 LFD군의 발현양과 비슷하게 mRNA 발현이 유의

성 있게 줄어드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5).

Fig. 5. The changes of TNF-α mRNA expressions in liver tissue.
TNF-α mRNA levels were determined by RT-PCR. LFD: Low fat diet group. HFD or

HFD_saline: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normal saline for 10

weeks. HFD_2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2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HFD_5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5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 p<0.05, **

p<0.01, *** P<0.001, Student’s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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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간조직 내에서의 IL-6의 mRNA 발현

IL-6의 mRNA 발현 정도는 HFD_saline군(86.32±13.20)에 비

해 HFD_200군(80.65±9.39)과 HFD_500군(85.03±7.29) 모두 약간

씩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Fig. 6).

Fig. 6. The changes of IL-6 mRNA expressions in liver tissue. IL-6
mRNA levels were determined by RT-PCR. RNA was reverse transcribed by

transcriptase. LFD: Low fat diet group. HFD or HFD_saline: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normal saline for 10 weeks. HFD_2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2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HFD_5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5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p<0.05, ** p<0.01, *** P<0.001, Student’s t-test).

Fig. 7. The effect of TJV on mouse liver tissue. The liver samples were
fixed in 4% PFA for 2hrs and embedded in OCT compound. The 10 ㎛ sections

of liver tissues were cut and stored in -70℃. The tissue sections were stained

Oil-Red-O to visualize lipids. Nuclei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solution. LFD:

Low fat diet group. HFD=HFD_saline: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normal saline for 10 weeks. HFD_2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2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HFD_500: High fat diet group. The mice

administered 500 mg/kg/day of TJV for 10 weeks.

6. 간조직 내에서의 지방 축적의 변화

간조직 내에서의 지방 축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Oil-Red-O 염색하여 LFD군과 HFD_saline군을 비교한 결과, 비

만이 유도된 마우스 군에서 붉게 염색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HFD_200군과 HFD_500군에서는 염색 정도

가 농도 의존적으로 약하였다(Fig. 7).

고 찰

대사증후군은 과거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 (insulin resistance

syndrome)이라 불리던 것으로 복부비만, 고혈당, 이상 지질과 고

혈압과 같은 심혈관계 위험 인자가 한꺼번에 나타나는 것을 말

하며, 대사증후군으로 간주되는 각 질환들은 상호 영향을 주고받

으며 병발 또는 상호 발병율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특

히 비만은 고혈압, 고지혈증, 관상동맥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며

심혈관계 질환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도 알려져 있으며,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제 2형 당뇨병의 발병과 대사증후군의 발생

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27)

. 따라서 비만은 단순

하게 체중의 감량목적으로 접근하기보다는 지질과 당대사까지

연관된 대사증후군의 관점에서 좀 더 폭넓게 연구되어야 한다.

최근 비만 연구의 경향을 살펴보면 이와 같은 추세를 볼 수 있

다. 최근에는 식욕 억제나 이와 관련되는 유전자 및 신경조절전

달물질의 신호 전달체계 및 기전에 대한 연구 또는 장기세포의

지방 축적이나 혈중 지질농도, 당대사에 관계되는 연구로 그 경

향이 바뀌고 있다23). 이는 비만을 바라보는 관점이 단순하게 체

중의 감량을 목적으로 하거나 비만 자체의 원인과 기전에만 초

점이 맞추어진 것이 아니라 보다 근본적인 치료를 추구하는 경

향으로 그 관심이 바뀌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역으로 대사증후군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기존 비만에

관련하여 연구된 결과 및 임상에서 상용하고 있는 처방들을 참

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하였다.

비만 인구가 늘어나면서 임상에서는 太陰人처방을 이용한

한의학적 치료가 각광을 받고 있는데, 실제 국내 비만 치료에 적

용되는 처방에 대한 연구에서 사상 처방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 太陰人의 太陰調胃湯과 調胃升淸湯이 가장 많

았다
20)

.

太陰調胃湯은 이제마(1837-1900)의 『東醫壽世保元』에 처

음으로 소개된 處方으로 肝大肺小한 생리적 臟腑形局을 지니는

太陰人의 질병 가운데, 胃脘受寒表寒病에 쓰이는 대표적인 처방

으로 濕鬱性 病理를 除하는 방면을 위주로 작용력을 갖는다28).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太陰調胃湯과 調胃升淸湯의 구성 본

초를 참고하여 太陰調胃湯 加減方(TJV)을 구성하여 실험에 이용

하였다. TJV은 薏苡仁, 麻黃, 桔梗, 石菖蒲, 遠志, 酸棗仁, 蒲黃,

綠茶, 桑白皮, 天花粉 등의 藥材로 구성된다.

太陰調胃湯이 비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기존의 연구로는,

太陰調胃湯이 비만 유도 흰쥐의 체중, 혈청 Lipid 함량, 자궁 주

위 지방조직의 질량, 간조직의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등을

감소시키고, 혈청 transaminase의 개선에 효과적임을 보고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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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21), 太陰調胃湯과 麻黃이 비만 유도 흰쥐의 leptin을 억제하는

데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한 연구24), 前지방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억제하고 세포 내 지질 축적을 유도하는 효소와 중성지

질의 세포내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인정되어 비만치료에 太陰

調胃湯을 이용하는 것이 유효하다는 연구보고25), 太陰調胃湯이

肝 기능에 부정적 영향을 주지 않고 肝內 지방 축적을 감소시켜

비만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가 있다26).

본 연구에서는 TJV이 대사증후군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해 실험동물의 당과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몇 가지 요소들을

간조직에서 측정하여 관찰하였다.

비알콜성 지방간질환 역시 대사증후군의 한 형태로써 비알

콜성 지방간질환의 발병 시작은 중성지방 합성의 증가로 인해

세포 내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으로 인슐린은 간의 지

방 생합성에 중요한 호르몬 중의 하나이다. 고인슐린혈증으로 인

한 간의 지방산 합성은 지방산 생합성 경로에 중요한 효소인

acetyl-CoA carboxylase (ACC)와 fatty acid synthase (FAS) 유전

자의 전사활성이 증가하여 일어나며, 이 때 SREBPs가 인슐린의

역할을 매개하는 중요한 전사인자로 작용함이 알려져 있다
29,30)

.

SREBP는 1a, 1c, 2 세 가지 종류로 나눌 수 있으며, SREBP-1a와

SREBP-1c는 지방산과 중성지방의 합성에 관여하고, SREBP-2는

콜레스테롤의 대사 및 합성을 조절한다
11)

. 간조직에서는

SREBP-1c의 발현이 우세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10,12), 지방간병

변에서 SREBP-1 gene을 비활성화 시키게 되면 간조직의 중성지

방 축적이 감소한다는 연구가 보고되고 있어
13,14)

지방간의 병태

생리를 조절하는데 유효한 인자로 여겨지고 있다.

Gil-Campos 등의 연구에 의하면 비만 신체의 지방조직에서

Plasminogen activator inhibitor, TNF-α 및 leptin 등

adipocytokine의 생성이 증가되고 동시에 HDL과 adiponectin

등의 생성은 감소되어 근육에 지방이 축적되면서 인슐린 저항성

이 발생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15)

. 특히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TNF-α 및 IL-6 등의 cytokine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높은 관련성

이 있음이 실험적으로 밝혀지고 있다15-17). 또한 TNF-α와 IL-6는

proinflammation 상태에서 활성화하는 대표적인 인자들이다. 고

도비만의 간조직 내에서 일어나는 일련의 변화들은

proinflammation반응 중 하나로 여겨지므로 이들 cytokine들과

지방간의 연관성에 대해서도 연구되고 있다
18)

. 실제로 비만이 유

도된 마우스의 간조직 내에서와 비알콜성 지방간질환을 가지고

있는 환자 연구에서 TNF-α와 IL-6 발현이 높게 나타나는 보고들

에 근거한다면
19,20)

이 두 가지 cytokine을 조절하는 것이 지질대

사 이상으로 발생한 지방간 및 나아가 대사증후군 치료에 중요

한 인자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는 4주령의 C57BL/6J 쥐를 두 군으로 나누어 일

반 사료를 먹인 군(LFD)에 대비하여 60% 고지방 사료를 먹인 군

(HFD)을 비만 유도하였으며, 비만유도 10주 후 HFD군이 LFD군

에 비해 비만이 잘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1). 체중 변화

를 살펴본 결과, 경구투여 10주차에 생리식염수 투여군

(HFD_saline)과 TJV 투여군(HFD_200, HFD_500) 사이에 약 2∼

3 g의 체중 차이가 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2). 2∼3 g의 체중

변화로 TJV이 식이조절 및 체중 변화를 유도한다고 판단할 수는

없다. 다만, 심각한 체중감소 등은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 체내

에서 독성을 나타낼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혈액 내의 당과 지질검사에서 glucose level은 HFD_200군과

HFD_500군 모두 HFD_saline군보다 감소하였다. total

cholesterol level은 HFD_200군에서 HFD군보다 확연히 감소하

였으며, HFD_500군에서는 미미하게 감소하였다. 하지만

triglyceride level은 정상 쥐 그룹인 LFD군 자체에서 너무 높은

수치를 보여, 다른 군과 대조할 수 없었으며 실험상의 오류인 것

으로 사료된다(Fig. 3). 이러한 결과, 혈액 내 당과 지질 수치에

TJV이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triglyceride 항목

에 있어서는 향후 재차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세포 내에서 발현양이 잘 변하지 않는 house keeping유전자

로 actin, rp49, GAPDH등이 많이 쓰이는데, 본 실험에서는

GAPDH를 선택하여 control로 사용였다. SREBP 유전자 종류 중

간조직에 강하게 발현하고 주로 중성지방 및 지방산 합성에 관

여한다고 알려져 있는 SREBP-1c의 primer를 이용하여 그 발현

양상을 관찰하였는데 그 결과 LFD군과 HFD군을 비교하였을

때, HFD_saline군에서 발현양이 증가하는 반면 TJV를 투여한

HFD_200군과 HFD_500군에서는 발현양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4). 간조직 내의 TNF-α 및 IL-6의 발현 변화를 확인

하기 위해 역시 간조직에서 Reverse transcription PCR을 통해

각각의 mRNA level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LFD군에서는 그 발

현양이 HFD_saline군보다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TJV을

투여한 군 중 HFD_200군은 개체간의 다소 차이를 보이며 유의

성 있는 결과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나, HFD_500군에서는 전체적

으로 LFD군의 발현양과 비슷하게 mRNA level이 줄어드는 양상

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5). 또한, LFD군과 HFD군 간의 IL-6 발

현 정도는 미약하게 차이가 나지만, TJV으로 인한 효과를 유의성

있게 확인할 수는 없었다(Fig. 6).

이상의 결과를 통해 TJV이 고인슐린혈증과 관련해 간조직

내의 지방산과 중성지방을 축적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알려진

SREBP-1c나 inflammation의 인자로 알려진 TNF-α의 mRNA

level을 조절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실제 간조직에서 TJV이 지방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기 위하여 간조직에 지방에서만 반응하는 Oil-red-O 염색을

하여 확인하였다. LFD군과 HFD_saline군을 비교한 결과, 비만이

유도된 마우스 군에서 붉게 염색되는 정도가 더 강한 것을 통해

비만으로 인해 비알콜성 지방간이 발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다. 또한, HFD_200군과 HFD_500군에서는 염색 정도가 농도 의

존적으로 약한 것으로 보아 TJV의 직접적인 효과, 또는 다른 인

자들의 조절을 통해 간조직 내의 지방 축적을 막는 효과를 나타

낸다고 볼 수 있다(Fig. 7).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TJV은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간조직

내의 SREBP-1c의 전사를 조절하고, TNF-α와 IL-6와 같은

cytokine의 분비를 막아 결과적으로 간조직 내의 지방 축적을 막

아주어 지방간을 포함한 대사증후군의 치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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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TJV이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및 TJV의 다양한 효과

에 대해 추가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으며 나아가 TJV이 대사증

후군의 치료에 있어 임상적으로 유용한지, 유용하다면 태음인에

게만 유용한 것인지, 다른 체질의 치료에는 어떻게 응용할 수 있

는지를 알아보는 임상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더욱 의미 있는 연

구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TJV의 에탄올 추출물을 고지방 식이로 비만

이 유도된 마우스에 투여하여, 혈액 내 당과 지질의 변화를 살펴

보고, 비만으로 인한 지방간에서 높게 발현되는 인자들 및 간조

직에서의 지방 축적 변화를 살펴보았다.

먼저, 혈액 내의 TJV 투여군에서 glucose 및 total

cholesterol level이 다소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에서

의 지질 및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진

SREBP-1c의 mRNA의 발현이 TJV 투여군에서 감소하였으며, 지

방간 환자에게서 높게 발현되는 TNF-α의 mRNA의 발현도 역시

TJV 투여군에서 다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IL-6의 mRNA

의 발현도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변화는 아니었다. 또한, 실제 간

조직 내에서의 지방 축적 정도를 확인해 본 결과, TJV 투여 군에

서 지방 염색 정도가 약해지는 것으로 보아 TJV로 인해 지방질

의 축적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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