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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GC-1α 형질전환 생쥐에서 마늘 분말의 체지방 감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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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dy Fat-lowering Effect of Garlic Powder in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1α (PGC-1α)-luciferase Transgenic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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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body fat-lowering effect of garlic powder in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1 α (PGC-1α)-luciferase transgenic mice (TG). In this study, we generated transgenic mice with a PGC-1α promoter 
(—970/+412 bp) containing luciferase as a reporter gene. Mice were fed a 45% high-fat diet for 8 weeks to induce obesity. Subse-
quently, mice were maintained on either a high-fat control diet (CON), or high-fat diets supplemented with 2% (GP2) or 5% (GP5) 
garlic powder for an additional 8 weeks. Dietary garlic powder reduced the body weight in the GP2 and GP5 groups, compared 
to the CON group. Furthermore, garlic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the plasma levels of triglycerides, total cholesterol, 
and leptin in the GP5 group, compared to the CON group. Specifically, luciferase activity in liver, white adipose tissue (WAT), 
and brown adipose tissue (BAT) was increased by garlic supplement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body fat-lowering effect of garlic powder might be related to PGC-1α by the increase in luciferase activity in liver, WAT, and BAT. 
Furthermore, transgenic mice might be useful for evaluating the body fat-lowering effect of various health functional fo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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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도하게 저장되어 있는 상태

를 말하며, 에너지 섭취와 소비간의 불균형으로 인해 발생한

다(Haslam & James 2005). 비만은 전세계적으로 유병율이 급

증하고 있으며, 심장병,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직간접 발생 원인이 되고 있다(Haslam & James 2005). 2014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성인 인구 중 비만 유

병률은 32.9%로 꾸준히 증가되고 있어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

고 있다(KNHANES 2014). 
마늘(garlic, Allium sativum L.)은 오랫동안 많은 국가에서 

약용 식물로 사용되어 왔으며, 그 주성분은 물, 탄수화물, 단
백질, 지방 및 식이 섬유이며, 필수 아미노산, 비타민 및 미네

랄을 함유하고 있다(Block E 1985). 특히, 마늘의 생리활성 성

분은 alliin, allicin, ally methanethiosulfinate, ajoene, diallyl 
disulfide, diallyl trisulfide, S-allylycysteine과 같은 화합물을 함

유하고 있어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Agarwal KC 1996). 마늘의 생리활성 효과로는 항균 작용

(Kim 등 1996; Lim 등 1997), 항암 작용(Kim 등 1997), 항콜레

스테롤 작용(Chi MS 1982; Qureshi 등 1983), 항비만 작용

(Kang 등 2006; Lee 등 2011; Lee 등 2016; Pintana 등 2014)에 

대한 연구들이 보고되어 있다.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coactivator-1α

(PGC-1α) 유전자는 세포 에너지 대사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 

는 유전자 전사 보조인자(transcription coactivator)의 하나로, 
열 생산, 미토콘드리아 합성, 포도당 신생 및 지질대사에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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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하는 전사조절인자이다(Knutti & Kralli 2001; Puigserver & 
Spiegelman 2003). PGC-1α는 질병과 건강한 상태 모두에서 

에너지 대사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짐으로써 관심으로 모

으고 있다. PGC-1α는 지방, 간과 근육조직에서 다양한 경로

를 통해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한다(Finck & Kelly 
2006). 

형질전환 생쥐는 특정 DNA를 생쥐에 삽입, 제거, 과발현

(over-expression)시켜 생체 내 유전자 기능 연구 및 질환동물 

모델 제작에 이용되는 기술이다(Kumar 등 2009). 형질전환 

생쥐 생산 기술은 주로 질환 동물 모델을 기반한 형질전환 

생쥐 개발에 중점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비만, 내분비 교

란, 당뇨병, 지질대사, 근육대사 및 성장 연구 등을 위한 다양

한 종류의 질환모델 형질전환 동물들이 개발되어 있다. 그러

나 건강기능식품의 효능 평가는 약물의 효능 평가와는 달리 

질환이 없는 건강한 상태에서 그 효능이 평가되어야 하므로 

현재 다양하게 개발된 질환모델 형질전환 생쥐를 일방적으

로 사용할 수 없다.
루시퍼라제(luciferase)는 생물발광에 관여하는 효소이며

(Meisenheimer 등 2008), 포유동물은 내재적 루시퍼라제 활성

을 가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전자의 조절이나 기능 또는 생리

활성물질의 스크리닝을 위해 리포터 유전자로서 널리 사용

되고 있다. 그러나, 식이성 마늘이 비만 유도 PGC-1α-루시퍼

라제 생쥐의 간, 백색지방 및 갈색지방 조직에서 PGC-1α 유

전자 발현 조절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

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대사 조절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PGC-1α 유전자와 리포터 유전자 루시퍼라제가 삽입된 형질

전환 생쥐를 제작하여, 마늘 분말의 체지방 감소 효과 및 대

사기능의 중심체인 PGC-1α-루시퍼라제의 제어 기능의 가능

성을 조사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유전자 재조합
—991/+417 bp 크기(Fig. 1A)의 인간 PGC-1α 프로모터

(promoter)는 인간 유전체 DNA(Clontech, USA)를 주형으로써 

이용하였고, 양 끝에 Mlu I과 Xho I의 효소 크기를 인식하는 

프라이머를 제작하여 PCR을 실시하였다. 프라이머의 설계은 

forward 5'-GCG TCC CTC AGT TCA CAG ACA TTC T3', 
reverse 5'-CT CGA GAC AGT GCC AAA GTC ACA TGG A-3'
로 하였고, PCR 반응의 조건은 denaturation 95℃ 1분, annea-
ling 64℃ 1분, extension 70℃ 2분으로 30 cycles로 하였다. 
PCR 산물은 전기영동하여 1,382 bp DNA를 gel extraction 
kit(Qiagen, USA)를 사용하여 회수하였다. PCR을 통해 얻은 

 (A)

(B)

Fig. 1. Construction (A) and vector map (B) of PGC-1α- 
luciferase reporter gene. PGC-1α promoter (—970/+412 bp) 
was recombined with pGL3 basic vector using restriction 
enzymes (Mlu I and Xho I). 

PGC-1α의 프로모터는 pGEM-T easy 벡터(Promega, USA)와 

3:1의 비율로 T4 DNA ligase(Promega, USA)를 이용하여 

subcloning한 후 (주) 코스모진텍(한국)에 유전자 해석을 의뢰

하였다. 유전자 해석을 확인한 후 재조합된 pGEM-T easy 벡
터는 제한효소 Xho I(Takara, Japan)과 Mlu I(Takara, Japan)으
로 처리 후 전기영동하여 PGC-1α의 프로모터 부분인 1.4 kb
만 pGL3-basic 벡터를 T4 DNA ligase(Takara, Japan)를 이용하

여 약 16℃에서 14시간 동안 배양시켜 두 유전자를 재조합 

시켰다(Fig. 1B).

2. 형질전환 생쥐 생산
형질전환 생쥐 제작을 위한 재조합 PGC-1α-루시퍼라제 

DNA는 Mlu I와 Sal I로 처리하여 자른 다음, 항생제 저항성 

염기서열(Ampr) 부위 제외한 PGC-1α 프로모터와 루시퍼라

제 부위가 포함된 선형 DNA를 대량생산하여 형질전환 생쥐 

제작을 위한 미세주입에 사용하였다. 재조합된 PGC-1α-루시

퍼라제 DNA의 미세주입은 미세조작기(Leitz, Germany)를 이

용하여 수정란의 웅성 전핵에 주입하였으며, 이때 핵막의  

 용이한 관찰과 실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DIC 
system(Leitz, Germany)을 갖춘 도립현미경 하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다. 외래유전자가 핵 내에 주입되는 지의 여부는 웅성 

전핵의 팽창으로 확인하였다. 순수 분리한 PGC-1α DNA를 

농도는 2~4 ng/μL가 되도록 미세주입용 용액(10 mM Tris- 
HCl, 0.1 mM EDTA, pH 7.4)에 희석하여 준비하였다. PGC-1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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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s1) CON4) GP2 GP5

Casein 170.73 170.73 170.73

Sucrose 121.95 121.95 121.95

Cornstarch 201.71 181.71 151.71

Dyetrose 155.00 155.00 155.00

L-Cystine 2.20 2.20 2.20

Cellulose 60.98 60.98 60.98

Lard 229.50 229.50 229.50

Mineral mix2) 42.68 42.68 42.68

Vitamin mix3) 12.20 12.20 12.20

Choline bitartrate 3.05 3.05 3.05

Garlic powder - 20.00 50.00

Total 1,000 1,000 1,000

Fat, %(calories) 45 45 45
1) Diets were based on the AIN-93G diet composition.
2) AIN-93G mineral mixture.
3) AIN-93G vitamin mixture.
4) CON, transgenic control mice; GP2, transgenic mice supple-

mented with 2% garlic; GP5,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5% garlic.

Table 1. Component of experimental diets1)      (g/kg)DNA가 미세 주입된 수정란의 대리모 난관 이식하여 생쥐를 

생산하였다.

3. 생쥐 꼬리 게놈 DNA 추출
형질전환 생쥐 꼬리에서 게놈 DNA는 Gentra pure gene 

kit(Qiagen, Germany)를 이용하여 추출하였다. 게놈 DNA는 

형질전환 생쥐 꼬리를 약 0.5 cm 정도 잘라내어 proteinase K
가 함유된 용해 완충액를 이용하여 게놈 DNA를 추출하였다.

4. 형질전환 생쥐 선별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생쥐 선별은 삽입된 외래유

전자인 루시퍼라제 특이적 프라이머를 제작한 후 RT-PCR을 

이용하여 특정 염기서열만을 증폭하였다. RT-PCR은 10 
pmoL/μL의 루시퍼라제 프라이머 (5'-TGTACACGTTCGTC-
ACATCT-3'과 5'-GCAGACCAGTAGATCCAGAG-3')와 Hot-
start taq polymerase(Bioneer, Korea)를 이용하여 증폭시켰다. 
PCR 반응 조건은 시작은 95℃에서 15분 배양 후 95℃에서 

1분, 56℃에서 30초, 72℃에서 1분씩 25 cycles 진행하고, 마지

막 증폭단계는 72℃에서 10분으로 설정하였다. PCR 생성물

의 크기는 420 bp이며, PCR 결과 분석은 1.5%의 아가로스 겔

에 전기영동한 후 자외선 광원(UV light)에서 관찰하였다.

5. 실험동물 사육 및 식이
생후 약 4~6주령의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수컷 

C57BL/6J 생쥐는 동물 사육실(실내온도 23±1℃, 상대습도 

50±5%, 12시간 주야 사이클)에서 물과 고형배합 사료를 제한 

없이 먹이면서 일주일간 환경에 적응시켰다. 적응기간 후 실

험동물들에게 열량기준으로 45% 고지방 식이(Dyets, Bethle-
hem, PA, USA)를 8주간 공급하여 비만 유도한 다음, 체중에 

따른 난괴법으로 각 군당 5마리씩 3그룹으로 나누었다. 각 군

의 식이조성은 AIN-93G 식이를 기본으로 하여 23% lard, 17% 
casein, 12% sucrose, 20% starch, 15% dextrose, 6% cellulose, 
4.3% minerals, 1.2% vitamins을 포함하는 45% 고지방 식이로 

조제하였다.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생쥐 대조군(CON)
은 고지방 식이를 공급하고 실험군은 2%(GP2) 또는 5%(GP5)
의 마늘 분말을 고지방 식이에 첨가하여 8주간 PGC-1α-루
시퍼라제 형질전환 생쥐에 공급하였다(Table 1). 본 실험에 

사용된 식이성 마늘 분말은 전라남도 고흥에서 구입한 생

마늘을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한 시료를 대상(주) (Deasang 
Corporation, Seoul, South Korea)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용하였

다. 실험 기간에 물과 식이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

였고, 매주 두 번씩 일정한 시간에 체중과 식이섭취량을 측정

하였다. 모든 동물실험 과정은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NIH)의 실험동물관리 규정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6. 실험동물의 희생 및 시료 채취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희생 당일 

Zoletil/Rompun(Bayer, Laverkusen, Germany) 혼합액을 복강 

내 투여하여 마취시킨 후 심장 채혈하였다. Ethylene diamine 
tetracetic acid(EDTA) tube에 채혈한 혈액을 넣은 뒤, 4℃, 
2,800 ×g, 20분간 원심분리한 혈장(plasma)은 분석 전까지 

—80℃에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간, 백색지방(부고환 지방), 
갈색지방은 적출하여 액체질소에서 급속 동결한 후 분석 전

까지 —80℃에 보관하였다. 

7. 혈액 내 생화학적 분석
혈장의 alanine aminotranferease(AST), aspartate aminotrans-

feras(ALT),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농도는 효소법을 이용한 

분석 kit(Asan Pharmaceutica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혈장 렙틴 농도는 렙틴 효소면역정량 kit(R & 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8. 루시퍼라제 활성 측정
루시퍼라제 활성은 적출한 조직을 용해한 후, Luciferase 

reporter assay system(Promega, Germany)을 이용하여 Tu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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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igns TD 20/20 luminometer(Turner Designs, USA)에서 측정

하였다. 조직량의 표준화를 위한 단백질 함량은 BCA protein 
assay(Pierce, USA)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9. 통계 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 19.0(IBM Corporation, USA)을 이용

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수치는 실험군당 평균(mean)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로 나타내었고, 일원배치 분산분

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한 후 Tukey'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유전자 재조합
—991/+417 bp 크기의 PGC-1α 프로모터 5' 말단에 Xho I과 

Mlu I 제한효소 인식배열을 부가하여 PCR로 증폭시킨 다음, 
이것을 pGEM-T easy 벡터에 결찰시킨 것을 제한효소 Xho I
와 Mlu I를 처리하여 확인하였다. pGL3-basic 벡터(4,818 bp)
는 제한효소 Xho I와 Mlu I로 처리하고 alkaline phosphatase에 

의해 탈인산화하여 아가로스 겔 추출한 후 크기를 확인하였

다. pGL3-basic 벡터와 PGC-1α의 프로모터를 결찰한 재조합 

DNA는 제한효소 Sal I와 Xba I로 처리하여 6,200 bp로 크기

를 확인하였고 Xho I와 Mlu I 처리를 통해서 4,818 bp 벡터와 

1,382 bp의 삽입체 크기를 확인하였다(Fig. 2). 

2. 형질전환 생쥐 생산

Fig. 2. Agarose gel electrophoresis of PGC-1α pro-
moter (1,382 bp)/pGL3-basic (4,818 bp) plasmid. The 
PGC-1α- luciferase reporter gene (—991/+417 bp) was 
digested with several restriction enzymes. Size of recom-
binant DNA was 6,200 bp.

Fig. 3. Mouse genotypes identified by the expression of 
mouse PGC-1α-luciferase transgenic mice. Genotypes of the 
mice are determined by PCR amplification using lucife-
rase-specific primer (420 bp of the amplified fragment). 
Marker, 100 bp ladder; Founder 0 (F0) mice, 1~10; NC1 
(negative control 1), dH2O; NC2 (negative control 2), C57-
BL6/J wild-type genomic DNA; PC (positive control), PGC- 
1α-luciferase DNA (1 ng).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생쥐는 PGC-1α-루시퍼라제 

DNA가 미세 주입된 수정란의 대리모 난관 이식하여 생산하

였다. 외래 유전자의 분석은 대리모(C57BL/6J)로부터 태어난 

산자의 꼬리 게놈 DNA를 추출하고, 루시퍼라제 유전자 특이

적인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PCR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도입

된 외래 유전자가 생쥐의 염색체 내에 삽입되어 있는지의 여

부를 조사하여 외래 유전자 루시퍼라제가 발현되는 총 3마리

의 founder 생쥐를 얻었다(Fig. 3). 형질전환 생쥐를 다량 확보

하기 위해 PGC-1α-C57BL/6J-homozygous mice로부터 wild- 
type C57BL/6J와 교배하였다. 각각의 태어난 생쥐는 루시퍼

라제 특이적 프라이머를 이용하여 RT-PCR 방법으로 도입유

전자 양성 생쥐를 선별하여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생

쥐를 다량 확보하였다.

3. PGC-1α 형질전환생쥐에서마늘분말의체지방감소

효과

마늘은 항균작용(Kim 등 1996; Lim 등 1997), 항암(Kim 등 

1997), 항콜레스테롤(Chi MS 1982; Qureshi 등 1983), 항비만

(Lee 등 2011) 등의 유익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마늘의 유익한 효과는 allicin과 그 유도체를 포함한 다

양한 유기황 화합물에 기인할 수 있다(Jisawa 등 2008). 
Allicin은 휘발성 화합물로 매우 불안정하며, sulfides, ajoene, 
vinyldithinins과 같은 여러 화합물로 분해된다(Jisawa 등 2008). 
특히, ajoene은 3T3-L1 지방 세포에서 세포 사멸을 유도하고,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Yang 등 2006). 또
한, Han 등(2011)은 고지방 식이와 ajoene을 섭취한 생쥐에서 

체중 증가율 감소와 더불어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활성화를 통한 간 지방증과 산화 손상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더욱이, vinyldithinins은 사람의 전 지방세포 분

화를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Keophiphath 등 2009). 마늘에서 

유래한 유기황 화합물의 이러한 효과는 마늘의 체지방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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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1) GP2 GP5

Initial body weight (g) 30.4±1.0 31.0±1.2 30.8±1.1

Final body weight (g) 42.3±1.1b 36.8±1.2a 34.3±1.2a

Food intake (g/day) 3.54±0.11 3.53±0.10 3.53±0.23

Energy intake (kcal/day) 16.5±0.53 16.4±0.47 16.4±1.06

Tissue weight (g/100 g body weight)

  Liver 3.61±0.75 3.62±0.29 3.63±0.15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5.94±0.75b 3.90±0.29a 3.41±0.15a

  Brown adipose tissue 1.95±0.07b 1.64±0.02a 1.40±0.16a

1) CON, transgenic control mice; GP2,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2% garlic powder; GP5,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5% 
garlic powder. 

2) Values are mean±SEM (n=5).
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 b)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Table 2. Effects of garlic on physiological variables of PGC-1α-luciferase transgenic mice

효과에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비만 생쥐에

게 마늘 식이를 2%(2 mg/g)와 5%(5 mg/g) 급여하였는데, 이
는 건강기능성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KFDA 2004)에 의한 

시험물질의 식이 첨가수준에 따라 농도를 설정하였다. 건강

기능성식품 기능성 평가 가이드(KFDA 2004)에 따르면, 단일

물질은 0.02~0.5%, 추출물은 0.5~4%, 그리고 식품 원재료는 

2~5% 농도를 설정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KFDA 2004). 또
한, 마늘 분말 시료는 식이 섭취량을 정량하기 위해 식이에 

첨가하였다. 마늘 식이를 8주간 섭취한 고지방 식이유도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비만 생쥐의 체중, 식이섭취량 

및 에너지섭취량은 Table 2와 같다. 시작체중, 식이섭취량과 

에너지섭취량은 모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체
중변화는 CON군에 비해 GP2군과 GP5군에서 각각 13%와 

19%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많은 연구들에서는 고지방식이

로 비만을 유도한 동물모델에서 마늘이 체중 감소 효과가 있

음이 보고되었다(Kang 등 2006; Lee 등 2011; Lee 등 2016; 
Pintana 등 2014). 부고환 지방 무게는 CON군에 비해 GP2군
과 GP5에서 각각 34%와 43%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간
의 무게는 모든 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혈장 내 간 독성 지표

인 AST와 ALT 효소 활성은 실험군간 변화가 없어 마늘 분말 

섭취가 간세포의 손상을 일으키지 않음을 보여주었다(Table 
2). 비만으로 인한 이상지질혈증은 주로 혈장 유리 지방산과 

중성지방의 증가,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 LDL 콜레스테롤

의 증가와 관련이 있다(Boudewijn 등 2013). 렙틴은 에너지 

섭취, 소비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지방조직에서 분비하

여 식욕 억제에 관여하는 호르몬이다(Brennan & Mantzoros 

2006). 체지방이 증가하면 혈액 내 렙틴 수준도 증가한다. 본 

연구에서 혈장 내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과 렙틴 함량은 

CON군에 비해 GP5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GP2군
에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3). 이는 2%, 5%의 

마늘 분말을 7주간 섭취한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생쥐의 혈

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과 렙틴 감소 효과가 본 연구진의 선

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며(Lee 등 2011), Kang 등(2006)은 5% 
마늘 분말을 5주간 섭취한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렛트에서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과 렙틴이 감소하고, HDL-콜레스

테롤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전의 한 연구에서 마

늘 추출물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가 ajoene과 S-allylcysteine
과 같은 수용성 황 화합물에 의한 간 콜레스테롤 합성의 억제

에 부분적으로 기인한다고 보고하였다(Jalal 등 2007).
PGC-1α는 포도당 신생,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지질대사 

및 열 생산에 관여하는 전사조절인자로서(Knutti & Kralli 
2001; Puigserver & Spiegelman 2003), 간 조직, 백색 지방 조직

과 갈색지방 조직에서 다양한 경로를 통해 세포 내 에너지 

대사를 조절한다(Finck & Kelly 2006). 간 조직에서는 공복 상

태에서 PGC-1α 발현이 증가되고, 이로 인해 포도당 신생과 

배출이 증가되는 생리적인 스위치 역할을 한다(Andersson & 
Scarpulla 2001). 백색지방조직에서 PGC-1α는 uncoupling pro-
tein 1(UCP1) 유전자 발현과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을 유도하

며, 갈색 지방 조직에서는 발열 반응에 필수적인 미토콘드리

아 UCP1의 전사를 활성화시킴으로써 PPAR-γ가 갈색 지방 

세포 분화를 유도할 수 있다(Wu 등 1999). 본 연구에서는 마

늘 식이를 8주간 섭취한 비만 유도 PGC-1α-루시퍼라제 형질

전환 생쥐의 간, 백색지방 및 갈색지방 조직에서 루시퍼라제 



Vol. 30, No. 5(2017) 마늘 분말의 체지방 감소 효과 905

CON1) GP2 GP5

Triglycerides (mmol/L)  0.71±0.07b 0.55±0.03ab 0.41±0.04a

Total cholesterol (mmol/L)  4.51±0.32b 3.71±0.32ab 3.24±0.25a

Leptin (ng/mL) 13.67±0.37b 9.35±0.32ab 7.68±0.25a

AST (IU/L)  66.3±10.1 66.4±3.8 65.8±6.6

ALT (IU/L)  25.2±4.0 24.1±1.8 24.0±1.5
1) CON, transgenic control mice; GP2, transgenic mice supple-

mented with 2% garlic powder; GP5, transgenic mice supple-
mented with 5% garlic powder.

2) Values are mean±SEM (n=5).
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 b)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s of garlic powder on plasma metabolites 
of PGC-1α-luciferase transgenic mice

활성을 분석하였다. 간 조직의 루시퍼라제 활성은 CON군에 

비해 GP2군과 GP5군에서 각각 1.7배와 2.7배 증가하였고

(Fig. 4A), 백색지방 조직에서는 각각 1.7배와 2.9배 증가하였

으며(Fig. 4B), 갈색지방에서는 각각 2.5배와 4.8배 증가하였

다(Fig. 4C). 최근, Pagliei 등(2013)은 마늘에서 추출한 diallyl 
disulfide가 신경 모세포종 세포에서 PGC-1α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켰으며, mitochondrial transcription factor 1(TFAM)과 

mitochondrial DNA(mtDNA) 유도와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

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들은 마늘이 체내에서 에너지 대사

에 관여하는 PGC-1α 유전자를 조절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PGC-1α-루시퍼라제 유전자가 삽입된 형질전환 

생쥐를 이용하여 PGC-1α-루시퍼라제의 제어 기능과 관련된 

마늘의 체지방 감소 효능을 검증하였다. 먼저, —991/+417 bp 
크기의 PGC-1α 프로모터를 루시퍼라제가 발현하는 pGL3- 
basic 벡터와 재조합하여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생쥐

를 생산하였다. 마늘식이를 섭취한 PGC-1α-루시퍼라제 형질

전환 생쥐의 체중은 CON군에 비해 GP2군과 GP5군에서 각

각 13%, 19% 감소되어 마늘 섭취 용량 의존적으로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액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렙틴 

농도는 CON군에 비해 GP5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마늘

에 의한 지질 개선 효과를 보였다. 간 조직, 백색지방 조직과 

갈색지방 조직에서 PGC-1α-루시퍼라제 활성은 CON군에 비

해 마늘 식이를 섭취한 GP2군 및 GP5군에서 용량 의존적으

로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위 결과를 종합해 볼 때, 마늘 분말의 체지방 감소 효과를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생쥐의 간 조직, 백색지방 조직

(A) (B)

(C)

Fig. 4. Effects of garlic powder on PGC-1α promoter 
activity in liver (A), WAT (B), and BAT (C). The activity 
of PGC-1α promoter was measured by a luciferase activity 
assay. The luciferase activity was calculated as a relative 
light unit (RLU) after normalizing to protein concentration. 
The relative fold-change in luciferase activity as compared 
with a CON is shown as means±SEM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 b) abov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 transgenic 
control mice; GP2,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2% 
garlic powder; GP5,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5% 
garlic powder. WAT, white adipose tissue; BAT, brown adi-
pose tissue.

과 갈색지방 조직에서 PGC-1α 유전자 발현 증가를 PGC-1α-
루시퍼라제 활성도 측정을 통하여 검증하였다, 즉, 질환상태

가 아닌 정상대사 상태의 PGC-1α-루시퍼라제 형질전환 생쥐

는 다양한 건강기능식품 소재의 체지방 감소 및 PGC-1α 조

절 대사와 관련된 유효성 평가에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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