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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아현미가 LPS로 유도된 지방세포의 염증반응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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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erminated brown rice (GBR, Orysa sartiva L.) has been reported to have anti-obesity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However, the mechanisms underlying these effects in adipocytes are not fully understood. Therefore,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the anti-inflammatory mechanisms of GBR on lipopolysaccharide (LPS)-stimulated 3T3-L1

adipocytes. 3T3-L1 adipocytes were pretreated with GBR extracts (0-20 mg/mL) 1 h before LPS stimulation. The mRNA

expression of adipokines and Toll-like receptor 4 (TLR4) were measured by RT-PCR. The protein expressions of TLR4-

related molecules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ting and nuclear factor-κB (NF-κB) activation was measured. Our results

showed that GBR extract dose-dependently inhibited mRNA expression of LPS-induced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6 (IL-6), and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 GBR extract was found to inhibit LPS-induced

mRNA expression of TLR4 and protein expression of both myeloid differentiation factor 88 (MyD88) and TNF receptor-

associated factor 6 (TRAF6). Furthermore, GBR extract significantly inhibited extracellular receptor-activated kinase (ERK)

phosphorylation and NF-κB activ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GBR extract has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n LPS-

induced inflammation via inhibition of TLR4 signaling, includingthe ERK and NF-κB signaling pathways, in adipoc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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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지방세포는 기아상태일 때 에너지를 공급함으로써 체내 에

너지 항상성 유지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과잉영양과 운동부족으로 인해 과량의 지방조직이 체

내 축적되면 다양한 대사성 질환이 발병될 수 있다. 수많은

연구결과에 의하면 비만일 경우 체내 지방조직에서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6 (IL-6) 등의 염증

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되어 낮은 수준의 만성 염증반

응이 지속적으로 일어나게되고 이는 인슐린 저항성과 고인

슐린혈증을 야기하며 이는 결국 대사성질환의 발병과 연관

된다고 한다(Paniagua 2016; Appari et al. 2018; Rada et

al. 2018). Toll-like receptors (TLRs)는 대표적인 패턴 인식

수용체(pattern recognition receptors)로서 지방세포의 염증반

응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특히 TLR4는 지방조

직에서 일어나는 염증반응과 인슐린 저항성과 관련이 매우

깊다(Ding et al. 2012). TLR4는 lipopolysaccharide (LPS)

에 의해 자극되며, 지방세포가 LPS의 자극을 받으면 지방분

해, 인슐린 저항성, 케모카인인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MCP-1)의 분비를 증가시켜 지방조직으로 대식세

포를 끌어들여 염증반응을 촉진시킨다(Kopp et al. 2009). 선

행연구에서 TLR4 결핍 마우스에게 고지방식이를 먹인 결과

염증반응과 인슐린저항성이 야기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Shi et al. 2006; Poggi et al. 2007; Tsukumo et al.

2007).

다수의 연구에 의하면 전곡류 섭취가 증가할수록 만성질

환의 예방효과가증가하고 이는 전곡류에 함유된 식이섬유를

비롯한 필수 영양소 및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에 기인한다고

보고되고 있다(Mellen et al. 2007; Okarter & Liu 2010).

현미(Orysa sartiva L.)는 우리나라 식생활에서 중요한 곡류

식이섬유의 급원으로 백미에 비해 두 배의 식이섬유를 함유

하고 있고 양질의 식물성 단백질 및 그 외 다양한 미량 영양

소를 함유하고 있다(Song et al. 1988). 현미는 발아과정을

통해 gamma amino-butyric acid (GABA), γ-oryzan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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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cols, policosanols, stigmasterol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

질이 증가하게 되고(Cho & Lim 2016), 이 때문에 항고지혈

증(Shen et al. 2016), 뇌보호능(Chompoopong et al.

2016), 간보호능(Wunjuntuk et al. 2016), 혈당개선능(Bui et

al. 2014), 항비만능(Lim et al. 2016) 등의 여러가지 생리적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그 중 항비만능과 관련

된 연구로는 발아 현미(geminated brown rice, GBR)의 다

양한 용매 추출물들이 3T3-L1의 지방세포로의 분화 과정을

억제한다는 연구(Lim et al. 2014),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

도된 쥐의 체중증가를 억제하였다는 연구(Lim et al. 2016),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생쥐의 지방형성 유전자

(lipogenic gene)의 발현을 억제하였다는 연구(Ho et al.

2012) 등이 보고된 바 있다. 현재 이의 생리적 기능에 대해

활발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지만, 대부분 비만 현상 완화 중

심의 연구이고 이의 항염증능에 관한 분자생물학적 기전을

규명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

포에서 일어나는 염증반응을 GBR 에탄올 추출물이 예방하

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지방세포에 GBR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후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하였으

며, 선처리한 GBR 에탄올 추출물이 염증반응을 억제하는지

여부와 TLR4와 관련된 분자학적 지표를 측정하였다.

II. 연구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현미는 둔포농협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였으며, 3T3-L1 마우스 지방전구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받았다. 세

포배양에 사용한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calf serum (BCS),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enicillin-streptomycin은 Gibco

(BRL Life Technologies, Grand Island, NY, USA)에서 구

입하였으며, Trizol 시약은 Invitrogen (CA, USA)에서 구입

하여 사용하였다. Real time PCR에 사용한 SYBR GreenTM

kit (QuantitectTM SYBR Green PCR)는 Qiagen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이외의 모든 시약은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의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 발아 현미 추출물

현미는 2015년 아산시 둔포농협에서 구입하였으며, Wu 등

(2013)의 방법으로 현미를 발아시켰다. 일정량의 현미를 증

류수로 두 번 세척한 후 투명한 플라스틱 용기에 현미의 2

배의 증류수를 가한 후 50oC incubator에서 72시간 발아시켰

다. 발아된 현미는 50oC에서 2시간 건조시킨 후 분쇄하였다.

분쇄한 GBR에 10배의 80% 에탄올을 넣고 3회 반복 추출하

였으며, 2.42%의 추출수율을 나타냈다. 추출물을 rotary

evaporator (EYELA N-1000, Rikakikai Co.,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농축하였으며, 이를 동결건조시켜 분말상

태의 시료를 제조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 3T3-L1 세포배양 및 분화유도

3T3-L1 세포는 10% BCS와 100 unit/mL penicillin, 100

µg/mL streptomycin이 함유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37oC,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이틀에 한 번씩 신선한

배지를 보충하면서 세포성장이 최대에 도달하였을 때 분화

배지(differential medium, DM)로 교체하여 지방세포로의 분

화를 유도하였다. 분화배지는 DMEM에 0.5 mM 3-isobutyl-

1-methylxanthine (IBMX), 2 µM dexamethasone (DEX),

1.7 µM insulin을 첨가하여 만들었다. 일주일 후 분화가 완료

된 3T3-L1 세포에 5, 10, 20 mg/mL 농도의 GBR 추출물을

1시간 처리한 후 LPS (100 ng/mL)를 30분간 처리하였다.

GBR 추출물은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세포독성

본 연구에서 사용한 GBR 추출물의 세포독성을 MTT 방

법으로 평가하였다. 3T3-L1 세포를 1×105 cells/well의 농도

로 6-well plate에 분주하여 지방세포로 분화시켰다. 분화된

3T3-L1 세포에 GBR 추출물을 1시간 처리한 후 LPS(100

ng/mL)를 30분간 처리하였다. 대조군은 0.1% DMSO를 처

리한 군으로 하였다. 실험 종료 후 배지를 제거하고 5 mg/

mL의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용액을 분주하고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배지를 제거하였다. 각 well에 DMSO를 분주하여 생성된

formazan 결정을 용해시킨 후, ELISA reader(Molecular

Devices, CA, USA)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5. Real time PCR 분석

다양한 농도의 GBR 추출물과 LPS로 처리된 3T3-L1 세포

를 PBS (pH 7.4)로 두 번 세척한 후, Trizol 시약(Invitrogen,

CA, USA)을 이용하여 세포의 total RNA를 추출하였다.

Real-time quantitative PCR은 SYBR GreenTM kit

(QuantitectTM SYBR Green PCR, Qiagen)를 이용하여 수행

하였으며, 유전자의 상대적인 발현정도는 CT 방법을 이용하

여 계산하였다(Livak and Schmittgen, 2001). 본 연구에서 사

용한 primer 종류 및 서열정보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6. Western 분석

3T3-L1 세포를 PBS (pH 7.4)로 두 번 세척한 후, RIPA

buffer (50 mM Tris-HCl, pH 8.0, 150 mM NaCl, 1%

NP-40, 0.5% Na-deoxycholate, and 0.1% SDS)에 넣고

4oC에서 10분간 용해시켰다. 용해시킨 세포를 14,000 rpm,

4oC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단백질을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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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하였다. 단백질 발현은 Myeloid differentiation factor 88

(MyD88,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 TNF receptor-associated factor6 (TRAF6,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Dallas, TX, USA), extracellular-

regulated kinase (ERK,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pERK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β-

actin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 항체들을 이용

하여 확인하였다. 단백질 50 μg을 취하여 Laemmli sample

buffer로 처치, 100oC에서 5분간 가열하여 변성시킨 후, 10%

acrylamide denaturing SDS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에 전이시켰다.

Membrane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TTBS (10 mM Tris,

100 mM NaCl, 0.1% tween20, 5% nonfat milk) 용액에

넣고 blocking 시킨 후, 각 단백질에 대한 1차 항체를 4oC에

서 하룻밤 동안 반응시켰다. Membrane 세척 후, horseradish

peroxydase (HRP)가 결합된 anti-mouse IgG를 1:2,000으로

희석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켰으며, 결과는 image reader

(LAS3000, Fujifilm, Tokyo, Japan)로 분석하였다.

7. NF-κB 활성 측정

3T3-L1 세포의 핵분획을 Nuclear Extract kit (Active

Motif,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추출한 후 PathScan

Total NF-κB p65 assay kit (Cell Signaling Technology,

MA, USA)를 이용하여 nuclear factor-κB (NF-κB) 활성을

측정하였다.

8.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mean±standard deviation)로

표시하였다. SAS 9.1 (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

용한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실험군 간의

통계적 분석을 시행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9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3T3-L1 세포에 미치는 GBR 추출물의 세포독성

GBR 추출물이 지방세포로 분화된 3T3-L1 세포의 생존율

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MTT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그 결과, GBR 추출물을 5~20 mg/mL 농도로 처리하였

을 때 LPS를 처리한 세포와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Figure 1A, B>, 이에 그 이후의 실

험을 진행하였다.

2.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GBR 추출물을 선처리한 후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시킨

3T3-L1 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6, MCP-

1의 유전자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사이토카인의

<Table 1> Gene-specific primers used for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Gene Direction Sequence

TNF-α1) Forward 5'-AACATCCAACCTTCCCAAACG-3

Reverse 5'-CTCTTAACCCCCGAATCCCAG-3'

IL-62) Forward 5'-TCACCTCTTCAGAACGAATTGACA-3'

Reverse 5'-CCTGCRGTTCACAGTTGCC-3'

MCP-13) Forward 5'-ATTGGGATCTTGCTGGT-3'

Reverse 5'-CCTGCTGTTCACAGTTGCC-3'

β-Actin Forward 5'-GAGCGCAAGTACTCTGTGTG-3'

Reverse 5'-CGGACTCATCGTACTCCTG-3'

1)Tumor necrosis factor-
2)Interleukin-6
3)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

<Figure 1> Effects of GBR on viability of differentiated 3T3-L1 cells. Differentiated 3T3-L1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BR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00 ng/mL) for 30 min. After incubation, cell viability was assessed using the

MTT metho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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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전자가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2A-C> (p<0.05). 지방세포는 대식세포와 동일하게 세포막의

TLR 수용체를 통해 LPS를 인지할 수 있으며(Lin et al.

2000), 이러한 특징으로 인해 비만인 경우 체내 그람 음성

세균의 LPS를 잘 감지하여 염증 반응이 더욱 지속될 수 있

다(Cani et al. 2008). 따라서 지방세포의 이러한 특징은 비

만에 있어서 특히 중요하다. 본 연구결과 LPS만 처리한 군

의 경우 TNF-α, IL-6 및 MCP-1의 mRNA발현이 무처리군

에 비해 각각 2,894, 2,283 및 820% 증가하였으며, 이는

LPS 처리에 의해 지방세포에서의 염증반응이 확실히 유도되

었음을 의미한다. GBR 추출물 처리군의 경우 LPS로 유도되

는 염증반응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되었는데, 특히 20 mg/

mL 농도에서는 IL-6와 MCP-1의 mRNA 발현이 LPS 무처

리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결과

는 GBR의 생리활성 물질인 γ-amino butyric acid (GABA)

와 γ-oryzanol을 난소절제 쥐에게 섭취시킨 결과 혈청 IL-6

수준이 감소하였다는 결과와 살짝 익힌 GBR가 H2O2와

interleukin-1β (IL-1β)로 자극된 Caco-2세포의 MCP-1의 분

비를 억제했다는 선행연구결과와 유사하다(Muhammad et al.

2013; Tuntipopipat et al. 2015). 따라서 GBR 추출물이 지

방세포에 대한 LPS의 자극 경로를 효과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염증 반응을 억제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TLR4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GBR 추출물의 처리가 TLR4 유전자 발현조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조사하기 위해 TLR4의 mRNA 발현을 측정하였다.

측정 결과, LPS 단독 처리군의 경우 미처리군보다 TLR4의

mRNA 발현이 320% 증가하였으며, GBR 처리군의 경우 이

의 발현을 억제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Figure 3> (p<0.05).

LPS는 TLR4에 결합하는 대표적인 ligand 중 하나로 TLR의

leucine-rich repeats (LRR) domain과 결합하여 신호를 전달

하고 이러한 LPS 자극에 의해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면 인슐린 저항성을 비롯한 전신성 염증 반응을 야기

한다(Akira 2003; Prajapati et al. 2014). 본 연구결과 LPS

처리에 의해 TLR4가 효과적으로 과발현되었으며, GBR추출

물 처리에 의해 TLR4 mRNA 발현량이 억제되는 현상은

GBR 추출물 처리가 염증성 사이토카인 mRNA 발현에 대한

<Figure 2> Effects of GBR on LPS-induced TNF-α, IL-6, and MCP-1 mRNA levels in 3T3-L1 cells. Differentiated 3T3-L1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BR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00 ng/mL) for 30 min. After incubation, LPS-

induced TNF-α, IL-6, and MCP-1 mRNA levels were determine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4). a,b,c,d,e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using Duncan’s multiple-range test.

<Figure 3> Effects of GBR on LPS-induced TLR-4 mRNA level in

3T3-L1 cells. Differentiated 3T3-L1 cells were p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BR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00 ng/mL) for 30

min. After incubation, LPS-induced TLR-4 mRNA level

was determine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4). a,b,c,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using Duncan’s multiple-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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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효과를 보이는 것과 일치하였다. GBR 추출물의 TLR4

발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않

지만, GBR의 생리활성 물질 중 하나인 GABA가 함유된 적

색고구마 요거트를 본태성 고혈압 쥐에게 먹인 결과 TLR4

신호전달 체계가 억제되었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된 바 있다

(Lin et al. 2013).

4. MyD88 및 TRAF6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LPS와 결합한 TLR4는 Toll/IL-1 receptor (TIR) domain

의 MyD88과 TRAF6와 같은 신호전달체를 통해 LPS에 의

해 야기된 신호를 세포 내로 전달한다(Akira et al. 2006).

GBR 추출물이 이들 신호를 제어함으로써 지방세포의 염증

반응 활성화를 억제하는지 살펴보기 위하여 MyD88과

TRAF6의 단백질 발현정도를 western blot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LPS로 자극받은 3T3-L1 세포에서 MyD88과

TRAF6가 모두 과발현되어 이들이 활성화되었음을 확인하였

다<Figure 4> (p<0.05). 반면, GBR 추출물을 처리한 군의

경우 이들의 과발현을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였으며, 특히

MyD88 단백질 발현량이 TRAF6 보다 효과적으로 제어됨을

알 수 있었다<Figure 4> (p<0.05). 이러한 결과는 GBR 추

출물이 TLR4의 MyD88 의존적인 신호전달 체계를 직접 억

제함을 의미한다.

5. ERK의 인산화에 미치는 영향

다음으로 GBR 추출물에 의한 MyD88과 TRAF6의 단백

<Figure 4> Effects of GBR on LPS-induced expression of MyD88 and TRAF6 in 3T3-L1 cells. Differentiated 3T3-L1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BR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00 ng/mL) for 30 min. After incubation, cell lysates

were analyzed for MyD88 and TRAF6 immunoblotting.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4). a,b,c,dMeans with the different let-

ters at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using Duncan’s multiple-range test.

<Figure 5> Effects of GBR on LPS-induced expression of phos-

pho-ERK in 3T3-L1 cells. Differentiated 3T3-L1 cells

were pre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BR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00 ng/

mL) for 30 min. After incubation, cell lysates were ana-

lyzed for phospho-ERK and ERK immunoblotting. Val-

ues are expressed as mean±SD (n=4). a,b,c,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each sample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using Dun-

can’s multiple-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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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발현억제가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

에도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MAPK는

세포 외부의 신호를 세포 내 핵으로 전달하는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가장 잘 알려진 신호전달체로서 ERK, c-Jun

N-terminal kinase (JNK) 및 p38이 가장 잘 알려져 있다

(Johnson & Lapadat 2002). 그 중 ERK는 LPS를 처리한

3T3-L1 세포에서 JNK와 p38 보다 더 활성화되어 염증성 사

이토카인의 발생에 있어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Kopp et al. 2010). 이에 본 연구에서는 GBR 추

출물이 MyD88과 TRAF6 발현 억제 양상과 비슷하게 ERK

의 인산화도 억제하는지 여부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3T3-

L1 세포에서 LPS에 의해 ERK가 인산화되었음을 알 수 있

었고 반면, GBR 추출물 처리군에서는 ERK의 인산화 수준

이 LPS 처리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Figure 5> (p<0.05). GBR가 MAPK를 조절한다는 연구는

발표된 바 없으나, GBR 추출물의 생리활성인자 중 하나인

GABA가 MAPK 신호전달을 감소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을 저

감화한다는 연구가 발표된 바가 있다(Bhat et al. 2010).

6. NF-κB 활성화에 미치는 영향

NF-κB는 염증 매개물질의 유전자 발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이다. GBR 추출물이 NF-κB의 활성화를 제어

하는지 여부를 알아보고자 이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LPS 자극에 의해 NF-κB가 250% 증가하였으며,

GBR 추출물은 농도의존적으로 이의 증가를 제어하였다

<Figure 6> (p<0.05). 본 연구결과는 현미 외피 추출물이

LPS로 유도한 대식세포의 NF-κB 활성화를 억제했다는(Ha

et al. 2016)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다. 이러한 결과는 GBR

추출물이 NF-κB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제어함으로써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을 저해했음을 의미한다.

IV.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포에서 일어나는 염증반응을 발아현

미의 에탄올 추출물이 억제하는지 여부를 검증하고자 하였

다. 이를 위해 분화된 3T3-L1의 지방세포에 GBR 추출물을

5-20 mg/mL의 농도로 1시간 선처리한 후 LPS (100 ng/mL)

를 처리하여 지방세포의 염증반응을 유도하였다. GBR 추출

물이 LPS 처리로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유전자 발현

을 억제하는지 여부와 TLR4 신호전달체계와 관련된 분자학

적 지표를 측정분석하였다.

1. 본 시험에 사용한 GBR 추출물의 세포독성 여부를 알아

보기 위해 세포의 생존율을 MTT 방법으로 측정한 결과

LPS를 처리한 세포와 처리하지 않은 세포의 생존율에 영향

을 미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2.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대표적인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6, 및 MCP-1의 유전자 발현 변화를 측정한 결과,

모든 처리 농도에서 LPS 처리로 증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의 유전자 발현을 유의적으로 억제하였으며, 그 효과는 농도

의존적인 경향을 보였다(p<0.05). 특히, 고농도(20 mg/mL)

처리 시 IL-6와 MCP-1의 mRNA 발현량이 LPS 무처리군

과 비슷한 수준으로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3. GBR 추출물의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 억제능이 TLR4

유전자 발현 조절과 관련이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TLR4

유전자발현을 측정하였다. LPS 자극으로 증가된 TLR4의

mRNA 발현이 GBR 추출물 처리에 의해 농도의존적으로 감

소하였다(p<0.05).

4. GBR 추출물이 TLR 하위 신호전달체인 MyD88과

TRAF6 단백질 발현을 직접 제어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이들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모든 처리 농도

에서 두 단백질 발현이 모두 효과적으로 감소되었다(p<0.05).

특히 MyD88 단백질 발현의 경우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

으며, TRAF6 보다 더 효과적으로 단백질 발현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5. GBR 추출물이 MAPK 및 NF-κB 전사인자의 활성화를

억제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자 ERK 단백질의 인산화와 NF-

κB의 활성화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LPS로 유도된 ERK 단

백질의 인산화 및 NF-κB의 활성화를 GBR 에탄올 추출물이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함을 확인하였다(p<0.05).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GBR 추출물을 선처리함으

로써 지방세포에서 LPS로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이 효과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이는 TLR4/NF-κB 신호전

달 경로 차단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GBR 추출

<Figure 6> Effects of GBR on LPS-induced activation of NF-κB in

3T3-L1 cells. Differentiated 3T3-L1 cells were p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BR for 1 h and

then stimulated with or without LPS (100 ng/mL) for 30

min. After incubation, nuclear extracts were analyzed

for NF-κB activation.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4). a,b,c,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t

each sample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using Duncan’s multiple-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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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 내의 다양한 생리활성 물질들에 대한 각각의 염증조절 작

용기전 연구가 이루어져야 하며, 이는 GBR의 항염증능 연

구의 기초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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