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Appl Biol Chem (2017) 60(1), 23−28

https://doi.org/10.3839/jabc.2017.005

Online ISSN 2234-7941

Print ISSN 1976-0442

Article: Biochemistry/Molecular Biology

Anti-obesity effect of Amomum taso-ko ethanol extract in 3T3-L1 
adipocytes

Jung A Lee1 · Young Jin Park1 · Wonsik Jeong1 · Seong Su Hong1 · 

Eun-Kyung Ahn1 

3T3-L1 지방세포에서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이정아1 · 박영진1 · 정원식1 · 홍성수1 · 안은경1

Received: 10 October 2016 / Accepted: 31 October 2016 / Published Online: 31 March 2017

© The Korean Society for Applied Biological Chemistry 2017

Abstract Amomum tsao-ko used as a traditional oriental herbal

medicine, is indigenous to several Asia countr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anti-obesity activity of the ethanol extract of Amomum

Taso-ko (A. tsao-ko). The ethanol extract of A. tsao-ko inhibited

adipocyte differentiation using Oil Red O assay in 3T3-L1 cells.

Inhibitory effect of the ethanol extract of A. tsao-ko on adipogenesis

was modulated by down-regulation adipogenic transcriptional

factor such as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PPARγ),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α (C/EBPα) and suppressed

expression of fatty acid synthase, aP2, and resistin. We demonstrated

that A. tsao-ko significantly inhibited adipogenesis and reduced

PPARγ and C/EBPα express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A. tsao-ko has an anti-obesity effect by

inhibit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 and adipocyte-specific

genes in 3T3-L1 cells.

Keywords Adipogenesis · Amomum tsao-ko ·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

3T3-L1

서 론

비만은 체내에 체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말하며 전

세계적으로 비만 환자의 급증과 더불어 유병률도 꾸준히 증가

하고 있다. 비만의 원인으로는 생활환경의 변화와 서구화된 식

습관, 내분비 장애, 유전적 요인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비만은

비만 자체로도 심각한 문제가 되지만 고혈압, 제 2형 당뇨, 고

지혈증,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 퇴행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으로 알려지면서 심각한 질환으로 인식되고 있다(Albu 등,

1997; Grundy 등, 1998; Visscher과 Seidell 2001; Leung 등,

2003; Haslam 2005).

지방전구세포인 3T3-L1은 지방세포를 형성하는 다양한 전사

인자와 호르몬에 의해 세포 내 중성지방을 축적한다.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PPARγ)와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C/EBPα)는 지방세포형성(adipogenesis) 과정

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다 (Darlington

등, 1998; Rosen 등, 2001; Ahn 등, 2012). PPARγ는 nuclear

hormone receptor 중 하나로 지방세포에서 고농도로 발현되어

지방조직의 형성과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C/EBPα는

PPARγ와 같이 분화 초기에 발현이 유도되며 지방세포가 분화

되는 동안 발현이 크게 증가한다(Tontonoz 등, 1994). 또한 이

들 유전자는 fatty acid synthase (Fas), aP2, resistin과 같은 지

방세포 특이적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Jin 등, 2012; Jeong

등, 2013; Tzeng과 Liu 2013).

초과(Amomum tsao-ko)는 생강과에 속하는 식물로 예로부터

중국 전통 의학(Traditional chinese medicine), 조미료, 그리고

향신료 등으로 사용되어 왔으며(Moon 등, 2004; Yang 등,

2008) 동양전통의학에서는 건조된 초과를 말라리아, 거담, 복통,

소화불량, 그리고 구토 등에 사용해 왔다(Zhao와 Xiao 2010;

Lim 2013). 초과 에탄올 추출물에 관한 연구로는 LPS 유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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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염증반응 감소 효과가(Li 등, 2014) 보고되어 있고, 초과

에서 추출된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은 항산화(Yang 등, 2010),

항진균(Moon 등, 2004) 및 항염증에(Kim 등, 2016) 효과가 있

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Yu 등(2010)은 초과 메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에서 체지방 감소 효과와 항산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보

고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

화 억제 활성이나 지방세포 분화 조절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

및 작용 메커니즘에 관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과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3T3-L1 지방세

포 분화 억제 활성 및 지방분화와 관련 있는 유전자들의 조절

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평가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초과 에탄올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초과(Amomum tsao-ko)는 2012년 2월 서울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형태학적 평가를 통하여 동정하였다. 초

과 표본(G47)은 경기과학기술진흥원 천연물연구팀 표본실에 보

관하였다. 초과(Amomum tsao-ko) 50 g에 80 % 에탄올 500

mL을 가하여 24시간 동안 냉침 추출을 하였고 얻어진 추출물

은 여과 및 감압농축, 동결 건조를 통해 초과 에탄올 추출물

2.69 g을 수득하였다.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

3T3-L1 (CL-173) 세포는 미국 세포 은행인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Manassas, VA, USA)로부터 구입하

였고 마우스 지방전구세포인 3T3-L1 세포는 10 % bovine calf

serum과 trypsin-EDTA 및 penicillin-streptomycin (Invitrogen,

Gaithersburg, MD, USA)이 첨가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ATCC, Manassas, VA, USA) 배지를 넣고

5 % CO2, 37 oC의 조건하에서 배양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

포 분화 유도를 위해 24 well plate에 5×104/well의 세포수로

분주하고 100 % confluency 상태에서 48시간 더 유지시켰다.

지방전구세포는 10 % fetal bovine serum (FBS) DMEM 배지

에 MDI (0.5 mM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1 μM

dexamethasone (Calbiochem, Darmstadt, Germany), 1 μg/mL

insulin (Sigma, St. Louis, MO, USA))를 2일 동안 처리하여 분

화를 유도하였고, 2일 후 1 μg/mL insulin이 함유된 10 % FBS

DMEM으로 배지를 교체하여 2일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2일

마다 10 % FBS DMEM 배양액으로 교체하여 8일 동안 분화

를 유도하였다. 지방세포 분화를 유도하는 동안 각 배양액에 초

과 에탄올 추출물을 25, 50, 1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하였다.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 독성 분석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탈수소 효소작용에 의해 노

란색의 수용성 기질인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tetrazolium을 청자색의 비수용성

MTT formazan 으로 환원시키는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을 이용하

여 간접적으로 세포생존율을 측정하는 MTT assay 방법을 통해

측정하였다. 3T3-L1 세포를 96 well plate에 5×103/well의 개수

로 분주하고 24시간 후 초과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12.5-100

μg/mL)로 처리하여 5 % CO2, 37 oC 조건하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그 후 MTT 시약을 첨가하여 37 oC에서 2시간 동

안 반응시킨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dimethyl sulfoxide 100 μL

를 처리하여 ELISA reader를 통해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Oil Red O 염색

8일 후 분화가 완료된 시점에 배지를 제거한 뒤 10 %

formaldehyde 용액을 30분간 처리하여 세포를 고정시켰다. 상온

에서 고정한 뒤 용액을 제거하고 phosphate-buffered saline

(PBS)으로 2번 세척하고 70 % 알코올로 2번 세척한 후 Oil

Red O 용액을 이용하여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된 세포는 광

학현미경을 통해 200배 배율로 이미지를 관찰 한 후 지방구

(lipid droplet)는 4 % NP-40가 첨가된 isopropyl alcohol 용액

으로 용해하여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지방세포 분화

억제 정도를 분석하였다.

Real-time PCR을 이용한 유전자 발현 측정

지방세포 분화 억제 활성 측정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8일 동

안 분화된 3T3-L1 세포는 TRIzol reagent (Invitrogen, CA,

USA)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추출 된 RNA는

SuperScript® III First-Strand Synthesis System을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한 후 SYBR green과 Table 1에 나타낸 PPARγ,

C/EBPα, Fas, aP2, resistin primer를 이용하여 real-time PCR

을 수행하였고 대조군 유전자로는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를 사용하였다. Bio-Rad MyiQ program

(Bio-Rad, Califonia, CA, USA)을 이용하여 형광신호를 정량하

였으며 real-time PCR에 사용한 primer sequence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Western blot을 통한 단백질 발현측정

지방세포 분화가 완료된 3T3-L1 세포는 PBS로 2번 세척한 후

protease inhibitor (1 mM PMSF, 2 mM Na3VO4, 50 mM NaF)

가 포함된 RIPA buffer (Sigma)로 30분간 ice에서 용해시킨 뒤

4 oC에서 13,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층액은 8 % SDS polyacrylamide gel로 전기영동을

통해 단백질을 분리한 뒤 nitro cellulose membranes (Whatman,

Dassel, Germany)으로 transfer하였다. 1차 항체는 anti-PPARγ,

anti-C/EBPα (1:1000, Cell signaling, Danvers, Massachusetts,

USA)와 anti-beta actin (1:2000, Cell signaling) 항체를 사용하

였고 2차 항체로는 HRP-conjugated anti-rabbit (1:5000)을 사용

하였다. 각각의 단백질 발현양은 SuperSignal® west pico

chemiluminescent substrate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와 Amersharm image 600 (GE Healthcare Life Sciences,

Chicago, IL, USA)을 통해 분석하였다.

통계 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결과는 평균(mean)과 표준편차(SD, 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고, 각 실험군과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통계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

한 후, p <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

성을 검증하였다(*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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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세포독성평가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

를 96 well plate에 5×103/well 세포수로 분주하여 배양한 후

초과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0, 12.5, 25, 50, 100 μg/

mL)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그 결과, Fig

1에서 보여주는 바와 같이 초과 에탄올 추출물은 100 μg/mL 처

리농도까지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3T3-L1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효과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 활성을 확인하기 위

해 3T3-L1 지방전구세포에 MDI (0.5 mM IBMX, 1 μM

dexametasone, 1 μg/mL insulin)를 처리하여 지방세포로의 분화

를 유도시킨 후 분화를 유도하는 8일 동안 세포에 초과 에탄올

추출물을 25, 50,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고 Oil Red O

assay를 수행하였다. Oil Red O를 통해 염색된 지방구는 1차적

으로 현미경 관찰을 통해 확인하였고 지방구의 염색액은 4 %

NP-40가 첨가된 isopropyl alcohol 용액으로 추출하여 51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fold 값으로 나타내었다. 초과 에탄올 추

출물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 활성을 측정한 결과, 농도 의존적

으로 지방세포 분화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고, 50 μg/

mL 농도에서는 34.3 %, 100 μg/mL 농도에서는 80.7 %의 지방

세포로의 분화 억제효과를 나타냈다(Fig 2A). Fig 2B는 염색된

지방구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것으로, 분화가 유도된 대조군에

비해 염색된 지방구의 수가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결과를 통해 초과 에탄올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

로의 분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PPARγ, C/EBPα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억제 효과

초과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지방세포형성(adipogenesis) 억제 효

과가 어떠한 작용기전에 의해 유도되는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

세포 분화 억제 실험방법과 마찬가지로 초과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8일 동안 처리한 후, PPARγ와 C/EBPα의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량을 확인해 보았다.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되는 과정에는 여러 종류의 adipogenic factor들이 관여하고

지방세포 특이적 유전자들의 발현이 유도된다고 알려져 있다

(Cowherd 등, 1999; Rosen 등, 2000). 그 중에서도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전사인자로는 PPARγ와 C/EBPα가 있으

며 분화 과정에서 이들의 발현량도 크게 증가하게 된다고 보고

되고 있다(Cornelius 등, 1994; Tontonoz 등, 1995). 먼저 real-

time PCR를 실시하여 PPARγ와 C/EBPα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

해 보았다. 그 결과 Figs. 4A, B에서 보여주듯이 초과 에탄올

추출물 처리 농도에 따라 PPARγ와 C/EBPα의 유전자 발현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Western blot

을 이용하여 초과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PPARγ와 C/EBPα의

단백질 발현량을 측정해 본 결과, 지방세포 분화를 유도한 MDI

처리군에서 증가되었던 PPARγ와 C/EBPα의 단백질 발현량이

초과 에탄올 추출물 처리에 의해 감소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

었다(Fig. 3). 특히 100 μg/mL 처리 농도에서는 분화를 유도하

지 않은 수준까지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초과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활성이 지방세포 분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PPARγ와 C/EBPα의 발현 저해를 통한 것임을 보여주었다.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Fas, aP2, resistin 발현 억제

앞선 실험에서 보여주듯이 초과 에탄올 추출물은 PPARγ와 C/

Table 1 The primer sequence used for real-time PCR

Target Primer sequences Accession No.

GAPDH
5'-GTATGACTCCACTCACGGCAAA -3' (sense)
5'- GGTGTGGCTCCTGGAAGATG -3' (antisense)

BC083080

PPARγ
5'-CGCTGATGCACTGCCTATGA-3' (sense)
5'-AGAGGTCCACAGAGCTGATTCC-3' (antisense)

NM_011146

C/EBPα
5'-AGGTGCTGGAGTTGACCAGT-3' (sense)
5'-CAGCCTAGAGATCCAGCGAC-3' (antisense)

BC058161

Fas
5'-CTGAGATCCCAGCACTTCTTGA-3' (sense)
5'-GCCTCCGAAGCCAAATGAG-3' (antisense)

NM_007988

aP2
5'-CATGGCCAAGCCCAACAT-3' (sense)
5'-CGCCCAGTTTGAAGGAAATC-3' (antisense)

NM_024406

Resistin
5'-TCAACTCCCTGTTTCCAAATGC-3' (sense)
5'-TCTTCACGAATGTCCCACGA-3' (antisense)

NM_022984

Fig. 1 Effects of A. taso-ko extract on cell viability in 3T3-L1 cells. 3T3-

L1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12.5-100 μg/mL) of A.

taso-ko extract for 24 h.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26 J Appl Biol Chem (2017) 60(1), 23−28

EBPα 억제를 통해 지방세포 분화 억제 활성을 보였다.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PPARs)는 지방산

합성, 이동, 저장과 에너지 소비와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를 매

개하는데 이와 관련된 adipogenic marker로 Fas, aP2 등이 있

다. Fas는 지방을 생성하는 효소로써 중성지방을 합성하고 세

포질에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Claycombe 등,

1998; Sul과 Wang 1998). 지방세포 분화 마지막 단계에 발현되

는 유전자로 알려진 aP2는 지방산 합성, 이동, 저장 및 에너지

소비에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Haunerland과 Spener

2004). 그러므로 이들 유전자들은 adipogenesis 과정 동안 3T3-

L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고 지질 축적에 관여하는 것

을 알 수 있다(Schmid 등, 2005). 또한 resis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adipokine으로 비만과 인슐린 저항성에 관여하며 포도

당과 지질대사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호르몬이다(Steppan

등, 2001; Rajala 등, 2003; Banerjee 등, 2004). 3T3-L1 지방

전구세포의 분화를 유도하면서 초과 에탄올 추출물을 25, 50,

100 μg/mL 농도로 처리하여 8일 동안 분화시킨 후 real-time

PCR을 통해 Fas, aP2와 resistin의 mRNA 발현량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초과 에탄올 추출물 처리에 의한 Fas, aP2와 resistin

의 mRNA 발현량이 대조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50 μg/mL에서는 60 % 이상, 100 μg/mL에서는 90 % 이상의

감소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s. 4C, D, E).

비만은 adipogenesis 과정에서 지방세포 형성을 통한 지방질

의 축적에 의해 발생한다. 이러한 지방축적은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 과정을 통해 일어나므로 지방세포 분화 억

제 활성에 관한 연구는 비만 치료제 개발에 있어 중요한 부분

을 차지한다. 현재까지 알려진 초과에서 분리된 생리활성 물질

로는 (+)-hannokinol, meso-hannokinol, (+)-epicatechin, (−)-

catechin, β-sitosterol, β-sitosterol 3-O-glucoside, 2,6-dimethoxy-

phenol, protocatechualdehyde, protocatechuic acid, vanillic acid,

p-hydroxybenzoic acid 등이 있으며 특히 catechin과 catechol

계열이 항산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었다(Martin 등,

2000). 또한 essential oil은 HepG2 세포에서 cytotoxic activity

와 항산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Yang 등, 2010), isotsaokin

은 항진균 활성을 가진다고 보고되었다(Moon 등, 2004). 최근

연구에 따르면 초과 추출물에서 분리된 2,8-Decadiene-1,10-Diol

Fig. 2 Effect of A. taso-ko extract on adipocytes differentiation in 3T3-L1 cells. (A) Post-confluent 3T3-L1 cells treated with 25, 50, and 100 μg/mL of

A. taso-ko during adipocyte differentiated for 8 day and then the stained lipid accumulation content was quantified by measuring absorbance.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4 repl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indicated *p <0.05, **p <0.01. (B) Lipid accumulation was measured by Oil Red

O staining

Fig. 3 Effects of A. taso-ko extract on expression of PPARγ and CEBPα

in 3T3-L1 cells. Post-confluent 3T3-L1 cells treated with 25, 50, and 100

μg/mL of A. taso-ko during adipocyte differentiated for 8 day. PPARγ

and CEBPα protein expression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3 repl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indicated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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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MAP kinase와 NF-κB 신호전달체계를 통해 LPS에 의해 유

도된 염증 억제 활성을 가진다고 발표되었다(Kim 등, 2016). 초

과를 이용한 항비만 관련 선행연구로는 lipase activity 억제 활

성 연구와 동물실험을 통해 초과 메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체

지방 감소 효과를 확인한 연구 결과가 있다(Yu 등, 2010;

Changhyun과 Uhee 2012). 그러나 아직까지 초과 에탄올 추출

물을 이용한 adipogenesis 억제 활성이나 그에 관한 정확한 작

용기전 연구가 없어 본 연구자들은 3T3-L1 지방전구세포의

adipogenesis 억제 활성을 통해 초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를 통해 초과 에탄올 추출물

은 PPARγ와 C/EBPα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지방세포 분화에 관

여하는 adipogenesis marker로 알려진 Fas, aP2, 그리고 resistin

의 발현 억제를 통해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증

명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초과 에탄올 추출물이 3T3-L1

지방전구세포가 분화하는 동안 PPARγ와 그의 조절인자들의 조

절을 통해 지방분화 억제 활성을 갖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항비만 활성을 나타내는 여러 가지 반응경로가 있으므

로 다른 작용기전 관련 신호전달체계 및 단백질 활성 관한 연

구는 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결과는 초

과 에탄올 추출물의 항비만 소재로서의 활용에 기초자료로 이

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초 록

본 연구에서는 초과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3T3-L1 지방전

Fig. 4 Effects of A. taso-ko extract on expression of adipogenic factors in 3T3-L1 cells. Post-confluent 3T3-L1 cells treated with 25, 50, and 100 μg/

mL of A. taso-ko during adipocyte differentiated for 8 day. PPARγ, CEBPα, Fas, aP2, and resistin mRNA expression were evaluated by the quantitative

real-time PCR.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of 3 repl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is indicated *p <0.05, **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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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 연구를 통해 항비만 활성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초과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지방세포 분화 억

제 활성 및 지방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3T3-L1

지방전구세포에 분화를 유도하면서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

였고, 그 결과 초과 에탄올 추출물은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농도에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이 같은

활성에 대한 작용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지방세포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PPARγ)와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α (C/EBPα),

그리고 지방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활성을 확인해 보

았다. 실험 결과 초과 에탄올 추출물은 PPARγ와 C/EBPα의 유

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고 지방세포 분화

에 관여하는 adipogenesis marker 유전자들의 발현을 억제 시켰

다. 따라서 초과 에탄올 추출물은 지방분화 및 adipogenesis 억

제 활성을 통해 항비만 소재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Keywords 지방세포형성 · 초과 ·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α ·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 3T3-L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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