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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previous study reported that Ulmus macrocarpa Hance water extract (UME) can improve hyperlipid 
metabolism and the involvement of suppressed lipid synthesis through adenosine monophosphate 
-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pathway regulation was suggested. Further exploration of the lipid 
metabolism between liver and peripheral tissue was necessary to confirm that work, and so this study 
aimed to extend the possibility that UME can regulate serum lipids. After a 6-week in vivo trial of 
oral administration of UME to rats with induced hyperlipidemia, serum levels of triglyceride (TG) and 
total cholesterol (TC) were seen to decrease while HDL cholesterol increased. The UME admin-
istrations also decreased the TC and TG levels from the control in liver analysis. However, the sugges-
tion that UME regulates the AMPK pathway to improve hyperlipid states through the suppression 
of hepatic lipogenesis seems to be only one part of the extract’s effect. Indeed, serum concentrations 
of apolipoproteins A and B were returned to baseline levels of the control group in response to UME 
administration whilst the liver lipid content was much reduced; this cannot occur through the sug-
gested suppression of hepatic lipogenesis alone. Therefore, a possible mechanism of UME could be 
that it improves blood circulation by modulating serum lipid levels through both the prior stimulation 
of lipid oxidation and the suppression of hepatic lipogen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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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왕느릅나무(Ulmus macrocarpa Hance)는 느릅나무과 관엽교

목으로서 동양에서는 이뇨제나 소화기계통의 궤양 치료를 위

한 한약재로 사용되어 왔으며[9], 그 외 알려진 효능으로 항암, 

항염, 항알러지, 항산화, 항균 등 주로 항염증이나 면역 계통의 

연구 결과가 보고되어 있다[10, 13, 17]. 본 연구는 왕느릅나무 

추출물의 면역개선 효과 확인을 위한 인체적용시험 과정에서 

혈중지질수준의 개선 가능성이 제기되었고 이와 연계하여 혈

행개선 효과 탐색을 하고자 하였다. 최근 본 연구팀에서 왕느

릅나무 열수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발한 고지질혈

증 설치류에서 혈중 지질 수준의 개선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

고, 이것이 adenosine mom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

ase (AMPK)의 활성과 함께 acetyl-CoA carboxylase 1 (ACC1), 

sterol response element binding protein-1 (SREBP1), HMG- 

CoA reductase (HMGCR) 등 지질대사 관련 하위 기전 내 단

백질들의 발현 조절에 의한 것임을 보고하였다[8]. 또한, 인간 

간암 세포(HepG2)에서의 중성지질과 콜레스테롤 대사 관련 

유전자 발현 변화를 조사한 결과 왕느릅나무 추출물이 지질대

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 조절과 중성지질 합성관련 효소의 활

성도 억제를 통해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본 연구팀에서 확인하였다[11]. 하지만, 왕느릅나무 추출물에 

의한 혈중지질수준 개선 효과로서 기 보고된 간에서의 지질 

합성 억제 외에도 이와 연계된 생물학적 변화 가능성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여 본 연구를 수행하게 되었다. 고콜

레스테롤의 섭취는 비정상적 상태의 지질대사로 인해 나타나

는 고지질혈증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3] 일반적으

로 혈청 내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ow density lipoprotein 

- cholesterol, LDL-C),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TC), 

중성지질(Triacylglycerol, TG)의 증가와 함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의 감소를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3, 22], 심근경색이

나 뇌졸중 같은 심혈관계 질환을 일으킬 수도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6, 21]. 고지질혈증과 연계하여 혈중 지질수준

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 하나가 아포지단백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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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역할 또는 기능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는데 특히 간에

서 생성 또는 저장되어 있던 TG, 콜레스테롤 등의 지질을 혈액

을 통해 말초조직으로 보낼 때 초저밀도지단백(Very Low 

Density Lipoprotein, VLDL)형태로 운송되고 이것의 주요 구

성 단백질이 아포지단백 B (apolipoprotein B, apoB)이다. 이러

한 이유로, apoB는 고지질혈증과 연계된 질환에 대한 진단에 

매우 중요한 생체지표로 알려져 있으며 혈청 내 apoB의 증가

는 간을 기원으로 하는 지질의 배출 증가를 의미한다[15]. 이와 

연계하여 아포지단백 A1 (apolipoprotein A1, apoA1)은 고밀

도지단백(HDL)을 구성하는 주요 단백질로서 이를 통해 말초

조직, 지방세포, 혈관 등에 존재하는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

질을 담즙 등을 통해 체외로 배출하기 위해 간으로 운송하거

나 호르몬생성을 위해 부신, 난소, 정소 등 스테로이드생성 

기관으로 운송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HDL-C의 증가는 혈

중 지질 수준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4]. 따라서, 

혈중지질수준 변화와 연계하여 이들 아포지단백의 수준 변화

는 체내 지질 대사의 현주소를 알 수 있는 주요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가진다. AMPK는 지방대사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18] 실제로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

만 설치류 모델에서 혈중지질 감소와 간 내 지방축적 저하효

과에 주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어 있다[7, 19]. 혈중지질 수준

의 개선에 있어서 AMPK의 활성화가 연계된 간 내 주요 지질

대사 기전은 SREBP1의 활성 감소를 통한 TG 합성감소, ACC1 

활성화를 통한 지방산화의 촉진, SREBP2와 HMGCR 활성 감

소를 통한 콜레스테롤합성의 감소가 있다[2, 7, 19]. 본 연구진

의 앞선 보고들[8, 11]에서도 왕느릅나무 추출물이 AMPK 활

성을 증가시킴으로써 in vitro와 유전자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간에서의 지질합성 및 지방축적을 억제하고 그 결과로 혈중지

질 수준의 감소가 일어난 것이라 제안하였지만 아포지단백과 

혈중지질수준 변화의 연계성을 확인하여 조금 더 명확한 효과 

확인이 요구되었다. 특히, SREBP2의 지질대사조절 기능과 연

계하여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단

백질은 지방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데 간 조직에 

주로 존재하는 PPAR-α는 포도당신생작용과 지방산 β산화를 

촉진시키고, 지방조직에 주로 존재하는 PPAR-γ는 지방조직

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여 지방세포 내 지방축적을 

증가시키고, PPAR-β/δ는 각 조직에서의 지방산 β산화를 촉

진시키는 기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20]. 따

라서, 본 연구를 통해 왕느릅나무 추출물이 보여준 혈중지질

개선 효과와 연계하여 간에서의 지질대사조절의 상관성을 사

전연구에서 이미 언급한 지방축적 저해효과뿐만 아니라 지질

산화의 조절 여부도 포함하여 조사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서 사용된 왕느릅나무 열수 추출물은 (주)네이처

텍(진천군, 충북, 대한민국)에서 공급받았으며 추출물은 건조 

왕느릅나무 껍질에 10% (w/v)의 증류수를 가하여 95℃에서 

6시간 추출하고, 50℃에서 2시간 동안 0.4% viscozyme (Novo-

zymes, Bagsvaerd, Denmark)을 처리한 다음 100℃에서 10분

간 실활 처리한다. 그리고 여과 및 농축하여 16 brix 상태에서 

동결건조 과정을 거쳐 분말 처리된 것을 사용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시료를 Ulmus macrocarpa Hance Extract (UME)라고 

명명하였다. 고지질혈증 유도를 위해 실험동물에 공급한 고지

방 사료(#D12336, atherogenic rodent diet, 45% kcal fat)는 

research diet Inc.사(NJ, USA)에서 표준사료(#D12337, low 

fat, control for atherogenic diet, 25% kcal fat)와 함께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TG는 Cayman Chemical사(Ann Arbor, MI)에

서, TC, HDL-C, LDL-C 분석을 위한 키트는 Abcam사(Cam-

bridge, MA, UK)에서 구매하여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분

석을 위한 SREBP-2, PPAR-α, PPAR-γ, β-actin 등에 대한 항체

는 Cell Signaling사(Denvers,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실험동물  시료 처리 

5주령의 웅성 Sprague Dawley rat (200±50 g body weight)

을 ㈜다물사이언스(대전, 한국)에서 분양 받아 동물 사육실 내 

실험동물용 케이지에서 개별로 1주일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6주간의 식이 실험에 투입하였다. 동물사육실은 무균실로서 

실내온도 22±1℃, 습도 55±5%를 자동 유지하고 12시간 단위

로 점등점멸이 되는 환경으로 조성되었다. 실험군은 표준사료

만 섭취시킨 음성대조군(non-treated control, N), 고콜레스테

롤 사료만 제공한 대조군(high fat diet, HFD), 고콜레스테롤 

사료와 왕느릅나무 추출물을 각각 25, 50, 100 mg/kg 수준으

로 처리한 시험군(UME25, UME50, UME100)등 총 5개 그룹으

로 구성하고 실험군당 10개체씩 배치하였다. 매일 사료섭취량

을 기록하였으며 체중 변화는 UME 처리 후부터 주 단위로 

측정하였다. 실험 종료 15시간 전에는 사료의 공급을 중단하

여 이 후 혈당 측정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였다. 실험종료 

시점에서 복대정맥에서 혈액시료를 채취하고 혈청을 분리하

여 이 후 생체지표 측정에 사용하였다. 또한, 조직분석과 면역

화학적 분석을 위해 간 등 조직을 적출하여 -80℃에 보관하였

다. 모든 동물들은 CBNU-IACUC (Chonbuk National Uni-

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의 승

인(CBNU-2018-068)을 받아 사용지침에 따라 관리하였다.

액  간 내 지질 수  변화 측정 

TG는 Cayman Chemical사(Ann Arbor, MI)에서 제공한 분

석법에 따라 혈청 또는 간(추출시료)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C, HDL-C, LDL-C은 Abcam사(Cambridge, MA, UK)에서 

제공한 분석법에 따라 혈청 또는 간(추출시료)을 사용하여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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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C and TG changes in HFD fed rats with UME

Group
Total cholesterol Triacylglycerol

Serum (mg/dl) Liver (mg/dl) Serum (mg/dl) Liver (mg/dl)

N

HFD

UME25 

UME50 

UME100 

110.36 ± 26.10

184.82 ± 16.47

170.15 ± 9.29

156.25 ± 12.13

153.43 ± 11.87

 97.62 ± 25.15

228.75 ± 19.70

218.78 ± 13.93

191.66 ± 17.97

185.93 ± 13.13

 74.44 ± 13.54

126.26 ± 16.48

112.85 ± 10.26

106.60 ± 12.00

 93.73 ± 9.05

152.68 ± 19.27

246.84 ± 31.17

239.00 ± 14.92

219.57 ± 15.20

212.11 ± 16.07

정하였다. 혈중 지질 수준 측정을 위해 복대정맥에서 채혈 직후 

상용 혈청분리튜브(Vacuette® Tube, Greiner Bio-One GmbH, 

Austria)를 이용하여 원심분리 후 –80℃에 보관한 혈청을 사

용하였다. 간 내 지질 측정을 위해 Folch [5]법을 부분 변경하

여 지질을 추출 한 후 상기 측정방법에 따라 분석하였다.

지질 사 련 단백질의 수  변화 측정

혈청 내 apoA1과 apoB의 측정은 Novus Biologicals사

(apoA1, Littleton, CO, USA)와 cloud-clone corp.사(apoB, 

Houston, TX, USA)의 ELISA 키트를 각각 구입하여 제조사에

서 제공한 분석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AMPK 기  연계 단백질의 변화 측정

AMPK 기전과 연계된 간 조직 내 SREBP-2, PPAR-α, 

PPAR-γ 등의 단백질은 western blot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분석을 위한 간조직 추출물은 lysis buffer (140 mM NaCl, 25 

mM pH7.4 Tris-HCl, 1% NP-40, protease inhibitor cocktail)

를 이용하였다. 단백질 분리를 위해 10-15% SDS gel을 이용하

여 전기영동을 실시하였고, 전기영동 후 PVDF membrane 

(BioRad, Hercules, CA)으로 이동 후 각각의 1, 2차 항체들과

의 결합과정을 거친 후 Super Signal West Dura Extended 

Duration Substrate (Thermo, Ca, USA)를 이용하여 면역활성 

밴드를 확인하였다. 각 단백질에 대한 정량적 확인은 Chemi 

Image Analyzing System (Alpha Innotech, CA, USA)를 사용

한 밀도 분석을 통해 도출하였다. 

통계 처리

시료 분석을 통해 측정된 각각의 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표현하였고, 각 시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증은 분산이 동

일한 표본이란 가정 하에서 양측 검증을 하는 방법으로 Stu-

dent t-test를 실시하여 p<0.05일 때 통계적인 차이가 있는 것

으로 정의하였으며, Microsoft Excel (Microsoft Professional 

Plus 2010, ver. 14.0.4760.11000)을 사용하였다.

결과  고찰

왕느릅나무 추출물에 의한 액과 간조직의 지질 수  변화

UME 식이시험 기간 동안 이상 징후가 확인되는 개체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모든 실험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었다. 표

준사료섭취(N)군과 비교했을 때 6주간의 고콜레스테롤함유 

사료 섭취(HFD) 군에서 혈청 TC는 약 68%, TG는 약 70%의 

수준 증가를 보였고, 간 조직에서의 TC는 약 134%, TG는 약 

62% 증가되어 비슷한 주령의 설치류(mice)에서 동일사료를 

2주간 제공하여 확인한 Yang 등[23]의 보고와 마찬가지로 고

콜레스테롤 사료섭취에 의해 혈액과 간에서의 지질 수준 증가

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식이시험 기간동안 체중증가율은 

평균 5.47±0.31 g/day로 군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각 군간의 

1일 사료 섭취량 역시 18.45±0.10 g/day로 통계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각 사료의 중량 당 열량(표준사

료는 3.9 kcal/g, 고콜레스테롤 사료는 4.7 kcal/g)을 고려했을 

때에도 사료를 통한 1일 평균 총섭취열량이 약 83.39±0.75 

kcal/day로 이것 역시 시험군간의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데이터 표시안함). 다시말해, N군에서는 1일 총섭취열

량의 25%인 20.85 kcal를 지방에서 공급받았고, 고콜레스테롤

사료 섭취군에서는 그것의 45%인 37.53 kcal를 지방에서 공급

받은 것이어서 실제적으로 16.68 kcal/day의 열량이 지방으로

부터 제공됨에 따라 HFD 군에서의 혈청과 간에 지질 함량이 

상기에 언급된 것과 같이 증가된 결과를 나타낸 것이라 사료

된다. 이에 대하여, UME 시험군에서는 HFD 군과 비교했을 

때 각각 25, 50, 100 mg/kg 처리군에서 혈청 TC가 8%, 15%, 

17%씩 감소하였고, 혈청 TG는 각 11%, 16%, 26% 감소됨을 

확인하였다(Table 1). 간조직 내 지질 함량 역시 HFD 군과 

비교했을 때 각각의 UME 25, 50, 100 mg/kg 처리군에서 콜레

스테롤이 4%, 16%, 19%씩 감소하였고, 혈청 TG는 각 3%, 

11%, 14% 감소되었다. 이와 연계하여, 고지방식이는 정상 수

준으로부터 증가된 혈청과 간에서의 TG와 콜레스테롤의 수준

이 UME 처리에 의해 감소되는 수준을 보았을 때, 혈청에서의 

TG는 70% 증가분이 26%로 줄어 실질적인 감소율은 약 37%였

고, 콜레스테롤은 67% 증가분이 39%로 줄어 실질적인 감소율

은 약 58%나 됨을 알 수 있었다(Table 1). 간에서의 TG는 HFD 

군에서 62%만큼 증가된 것이 UME 처리에 의해 39% 수준으

로 실질적인 감소율은 약 63%였고, 콜레스테롤은 134% 증가

분이 90% 수준으로 약 67%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따라, UME 처리에 따른 지질 수준의 감소는 혈액 내 감소 

비율 보다는 간 내 감소 비율이 더 높은 것으로 보여지며 TG의 

감소폭 보다는 콜레스테롤의 감소폭이 더 높은 것으로 사료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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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HDL-C, LDL-C and VLDL-C changes in HFD fed rats with UME 

Group HDL-C (mg/dl) LDL-C (mg/dl) VLDL-C (mg/dl)

N

HFD

UME25

UME50

UME100

50.90±6.88

29.80±5.41

38.39±5.13

40.91±8.51

44.51±6.25

 44.58±9.15

145.88±12.57

119.00±13.32

115.57±16.87

113.57±19.91

14.89±2.71

25.25±3.30

22.57±2.05

21.32±2.40

18.75±1.81

다(Table 1). 따라서, 간에서의 지질 수준 감소는 지질축적의 

감소와 VLDL 등을 통한 지질의 방출 증가에 의한 가능성이 

있으며 혈중에서의 지질 수준 감소는 HDL 등을 통한 지질(특

히 중성지질)의 체외 배출과 말초조직에서의 지질 이용율 증가

에 의한 가능성을 고려할 수 있는데[15] 본 연구결과의 경우 

혈청에서의 콜레스테롤 수준 개선이 더 잘되는 것과 간 등 조

직에서의 지질수준 복원성이 크다는 점에서 조직에서의 지질 

이용률 증가에 더 큰 비중으로 작동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

왕느릅나무 추출물에 의한  지질 수송 체계의 변화

왕느릅나무 추출물에 의한 혈중지질 수준 감소와 연계하여 

HDL-C와 LDL-C의 수준 변화가 N 군에서 각각 50.90±6.88 

mg/dl와 44.58±9.15 mg/dl일 때 HFD 군에서 HDL-C는 29.80 

±5.41 mg/dl로 감소하고 LDL-C는 145.88±12.57 mg/dl로 증

가하였다. 이것이 UME 100 mg/kg 처리에 의해 HDL-C는 

44.51±6.25 mg/dl로 증가되었고, LDL-C는 113.57±19.91 mg/ 

dl로 감소되었음을 본 연구팀에서 보고한 바 있다[8]. Friede-

wald 등[6]의 계산법(LDL=TC-HDL-VLDL)을 활용하여 

VLDL-C 추정치를 구했을 때, N 군에서 14.89±2.71 mg/dl 였

던 것이 HFD 군에서 25.25±3.30 mg/dl로 N 군의 수준에서 

70% 증가되었고, 이것이 UME 100 mg/kg을 처리함에 따라 

18.75±1.81 mg/dl로 N 군보다 26% 정도 높은 수준으로까지 

VLDL의 유입이 감소되었을 것이라 보여진다(Table 2). 이에 

대하여 VLDL-C의 주요 구성 단백질인 apoB의 혈액 내 수준

변화를 비교해 본 결과 N 군에서 81.77±13.45 mg/l 수준이던 

것이 HFD 군에서 127.66±15.15 mg/l로 약 60% 상승하였고, 

UME25, UME50, UME100 군은 각각 119.24±21.54 mg/l, 

110.44±13.99 mg/l, 82.45±22.96 mg/l로 N 군과 비교 시 46%, 

35%, 1% 상승된 수준으로 나타났다(Fig. 1B). 특히, UME100 

군에서의 apoB 수준이 N 군의 수준까지 낮아진 것을 볼 때, 

간에서 생성된 VLDL의 혈중 배출이 줄었거나, 말초조직에서

의 LDL 사용이 증가했거나, 장에서 생성되는 chylomicron의 

양이 줄어든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 ApoB의 경우 간에서 

생성되는 VLDL의 주요 구성단백질인 apoB100과 장에서 흡수

되는 지질 수송을 위해 생성되는 chylomicron의 주요 구성단

백질인 apoB48로 나누어지는데[13] 본 연구에서는 총 apoB를 

측정한 까닭에 이들간의 명확한 관계를 특정 짓지는 못하였

다. 하지만, VLDL과 chylomicron의 주요 수송 지질이 중성지

방이라는 점[15]을 감안 했을 때, 상기에 언급한 UME100에 

의한 혈중 TG 감소가 N 군에 비해 약 26% 증가된 수준까지

(i.e. N: 74.44±13.54, UME100: 93.73±9.05) 나타났다. 이것은 

표준사료에 비해 고지방사료를 통해 약 20%에 해당하는 열량

을 추가된 지질로부터 공급받았기 때문에 UME100 군에서 고

지방사료 섭취를 통한 장에서 흡수된 TG의 수준 증가는 필연

적임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UME에 의해 감소되는 apoB는 

chylomicron을 구성하는 apoB48 이라기 보다는 간에서 생성

된 VLDL을 구성하는 apoB100이 주종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때문에, UME는 VLDL을 통한 혈중으로의 지질 배출 

저하 또는 말초조직에서의 VLDL (LDL) 사용을 촉진시키는 

효과를 주로 가지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앞서 언급된 UME

에 의한 간에서의 TG 함량의 감소 정도가 혈액에서의 TG 수

준의 감소에 비해 여전히 높은 것은 간으로부터 생성/배출되

는 VLDL의 감소에 의한 것으로, 혈중지질 수준에서의 감소라

기 보다 말초조직에서의 VLDL (LDL)의 사용이 더 촉진되었

음을 알 수 있다. 이에 대한 또 다른 근거로서, 조직에서 지질

의 산화과정 이후 체외 배출을 위한 지질운송체인 HDL의 주요 

구성단백질인 apoA1 [24]의 수준변화를 언급할 수 있다. N 

군에서의 apoA1의 수준이 84.40±21.03 mg/l이었을 때 HFD 

군에서 48.20±6.59 mg/l로 N 군 대비 약 43% 수준으로 감소하

였고, UME25, UME50, UME100 군에서 63.85±10.74 mg/l, 

67.07±11.23 mg/l, 74.77±14.02 mg/l로 N 군의 76%, 79%, 89% 

수준으로 apoA1이 증가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1A). 이는 

상기 언급된 HDL-C의 수준 변화와 거의 일치하는데 HFD 군

에서 HDL-C이 N 군 대비 약 41% 수준으로 감소했을 때, 

UME25, UME50, UME100군에서 N 군의 75%, 80%, 87% 수준

으로 증가된 결과와 같은 경향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따라

서, UME에 의한 혈중지질 수준의 감소는 HDL-C 수준 상승을 

유도할 만큼의 말초조직에서의 VLDL (LDL)의 이용 촉진작용

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왕느릅나무 추출물에 향을 받는 체내 지질 사 조  기

본 연구팀의 다른 보고들[8, 11]에서 언급했던 UME가 가지

는 AMPK 조절에 의한 간에서의 지질 축적 저해효과와 본 

연구에서 확인한 말초조직에서의 지질사용 촉진 효과를 혈중

지질 수준의 개선효과와 직접적으로 연관 짓기 위해서는 추가

적으로 말초조직에서 지질이 어떻게 사용되었으며 이것이 지

질축적 저해와 어떤 연관성을 가졌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

여 AMPK 조절 후의 지질대사와 연계된 조절 단백질들의 변



546 생명과학회지 2020, Vol. 30. No. 6

A  B 

Fig. 1. Lipid biomarkers in serum of UME-treated HFD-fed rats. (A-B) Serum concentrations of apolipoprotein A1 (ApoA1) and 

apolipoprotein B (ApoB) were measured by a commercial analysis kit.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n=10). ** 

p<0.01, compared to normal. #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 p<0.01, compared to the control. N; normal, C; high-fat 

diet (HFD), UME 25-100; HFD + UM (25, 50, 100 mg/kg)

A B

Fig. 2. Expression of PPAR-α (A) and PPAR-γ (B) in the liver of UME-treated HFD-fed rats.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PPAR-al-

pha and PPAR-gamma in the liver tissue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The bar graph indicates the average PPAR-alpha 

and PPAR-gamma expression compared to normal group.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n=10). ** p<0.01, compared 

to normal. # p<0.05, compared to the control. ## p<0.01, compared to the control. N; normal, C; high-fat diet (HFD), UME 

25-100; HFD + UME (25, 50, 100 mg/kg)

화를 확인하였다. 지질대사에 있어서 조직특이성을 가지는 

PPAR 단백질의 활성화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데 본 연구에서는 주로 간과 조직에서 아포지단백의 합성과 

지방산의 산화를 활성화시키는 PPAR-α와 지방조직에서 특이

적으로 지방조직의 분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지방세포내 TG 합

성과 지방축적을 증가시키는 PPAR-γ [1]의 수준 변화를 확인

하였다. N 군의 측정치를 100%로 하였을 때, HFD 섭취를 통

해 PPAR-α의 발현은 61.27±9.30%로 약 39% 감소하였고, 

UME25, UME50, UME100 군에서 각각 68.54±8.74%, 83.77± 

3.20%, 99.96±4.93%로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됨을 확인하였다. 

이는 본 연구 조건하에서는 지질의 산화 작용이 정상수준까지 

회복되었을 것이라 사료된다(Fig. 2A). 본 연구에서는 말초조

직에서 특이적으로 지질산화(지방산 β산화)를 촉진시키는 

PPAR-β 또는 PPAR-δ [1]에 대한 발현수준 변화까지는 조사

하지 않았지만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되는 간에서의 PPAR-α 

수준증가와 혈중 HDL-C 수준의 증가 그리고 간과 혈액의 T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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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ression of SREBP2 in the liver of UME-treated HFD- 

fed rats. The protein expression levels of SREBP2 in the 

liver tissue were measured by Western blot. The bar 

graph indicates the average SREBP2 expression com-

pared to normal.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 ± SEM 

(n=10). *** p<0.001, compared to normal. ## p<0.01, com-

pared to the control. ### p<0.001, compared to the 

control. N; normal, C; high-fat diet (HFD), UME 25-100; 

HFD + UME (25, 50, 100 mg/kg)

수준의 감소 등을 연계하여 볼 때 UME는 PPAR 단백질들의 

조절을 통해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키는 기전에 관여하고 있음

을 충분히 알 수 있다. PPAR-α의 증가와 연계하여 지방조직의 

PPAR-γ의 발현 역시 UME에 의해 감소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N 군의 측정치를 100%로 하였을 때, HFD 군의 PPAR-γ는 

130.08±9.92%로 발현이 증가하였고, UME25, UME50, UME 

100 군에서 각각 123.12±10.67%, 118.67±11.14%, 111.07±9.01 

%로 농도 의존적으로 발현이 감소되었다(Fig. 2B). 이는 본 

연구팀에서 이전에 보고한 in vitro와 in vivo 연구 결과에서 

UME가 간에서의 지방축적을 저해하는 효과를 가진다[8, 11]

는 내용을 추가적으로 검증할 수 있는 결과이다. 때문에, UME

는 지방축적 저해와 함께 지방산화 촉진작용에 의해 간과 혈

중의 지질 수준이 개선되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되며 본 연구 모델에서처럼 고지방 섭취의 경우에는 지방축적 

저해 효과보다는 지방산 산화를 가속화시켜 체내 지질 수준에 

대한 항상성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작용하는 것으로 보여진다. 

추가적으로, 지방산 합성과정의 유전자발현을 촉진시키는 

SREBP 단백질 중 TG 합성과 관련된 SREBP1은 본 연구팀의 

사전 보고에서 UME에 의해 거의 정상수준으로 감소되는 것

을 확인하여 TG 합성 감소 효과가 있음을 제안하였고[11], 본 

연구에서는 콜레스테롤과 지질 결합/수송 단백질의 합성과 

관련된 SREBP2 단백질의 수준변화를 확인하였다. N 군의 값

을 100%로 보았을 때, HFD 군에서는 185.75±2.92%로 발현량

이 증가하였고, UME25, UME50, UME100 군에서는 167.48± 

14.00%, 143.47±4.18%, 136.81±9.72%로 HFD 군에 비해 90%, 

77%, 74% 수준으로 감소된 것을 확인하였다(Fig. 3). 이 결과를 

볼 때, 본 연구팀에서 보고하였던 UME 처리에 따른 SREBP1 

단백질 수준의 감소가 UME 50 mg/kg과 100 mg/kg 처리 

시 N 군에서의 수준과 거의 동일하였던 것[8]과는 달리 UME

에 의한 SREBP2와 연계된 지질(콜레스테롤) 합성의 저해 효과

는 크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앞에서 언급하였듯, 

UME 처리에 의해 간과 혈청 콜레스테롤의 감소 수준이 중성

지질의 그것과 비슷하거나 큰 것으로 보아 PPAR-γ의 감소로 

인하여 지방세포 분화와 지질축적의 제한이 유도되는 것과 

함께 HDL-C 수준의 증가와 연관되어 잉여 콜레스테롤의 체

외 배출이 활성화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

해보면 UME는 간과 조직에서의 AMPK 활성화를 통해 하위 

작용기전 내 지질합성 조절에 기인하는 SREBP 단백질과 지방

축적 및 지방산화 조절에 관여하는 PPAR 단백질의 조절을 

통해 혈중지질 수준 개선 뿐만 아니라 체내 지방대사 개선에

도 기여하는 것으로 확인되며 특히 지방산의 산화 작용을 촉

진시키는 역할이 더 큰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UME는 혈중

지질개선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식품의 개발 가능성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사료되며 본 연구를 기초로 하여 향후 관련 표적 

효과에 대한 의약품 개발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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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왕느릅나무 추출물에 의한 설치류 지질 개선 효과에 한 연구

황미선1․김태희2․이정 2․권 기3․이진 4*

(1경성대학교 공과대학 제약공학과, 2(주)네이처텍, 3전북대학교 수의과대학 수의학과, 4경성대학교 약학대학 약학과)

이전 연구에서 Ulmus macrocarpa Hance의 열수추출물(UME)이 고지질혈증 상태에서 지질대사를 향상시켰으며, 

AMPK 경로를 통한 지질합성 억제에 관해 제안된 바 있다. 이 연구의 목표는 UME가 혈청 지질 수치를 어떻게 

조절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가능성을 확장하기 위해 간과 말초 조직 사이의 관련 지질 대사를 밝히기 위한 것이

다. 고지질혈증 유발 설치류에서 6주 동안 UME를 경구 투여한 후 혈청 중 트리글리세라이드(TG)와 총콜레스테롤

(TC) 수치가 감소했고, 혈청 HDL콜레스테롤 수치는 증가했다. 간 분석에서도 UME 처리시 대조군에 비해 TG 

와 TC 함량은 감소하였다. 단, UME에 의한 AMPK 경로 조절은 간의 지방생성 억제를 통해 고지질혈증 상태를 

부분적으로 개선하였다. 실제로, UME에 의한 간지질 함량 감소는 훨씬 적은 반면, 아포리포프로틴 B (apoB)와 

아포리포프로틴 A (apoA)의 혈청 농도는 UME 투여에 의해 정상 그룹 정도의 수치로 돌아왔다. 이것은 간지방생

성의 억제만으로 일어날 수 있는 현상은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UME 투여의 효과는 지질산화의 개시 자극

과 간 지질합성의 억제 모두를 통해 혈청 지질 수치를 조절함으로써 혈액 순환을 향상시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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