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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Muscle mitochondria play a key role in regulating fatty acid and glucose 
metabolism. Dysfunction of muscle mitochondria is associated with metabolic diseases such 
as obesity and type 2 diabetes. Isorhamnetin (ISOR), also known as 3-O-methylquercetin, a 
quercetin metabolite, is a naturally occurring flavonoid in many plant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ISOR on the regulation of the mitochondrial function of C2C12 muscle cells.
Methods: C2C12 muscle cells were differentiated for 5 days, and then treated in various 
concentrations of ISOR. Cytotoxicity was determined by assessing cell viability using the 
water-soluble tetrazolium salt-8 assay principle at different concentrations of ISOR and 
time points. Levels of the mitochondrial DNA (mtDNA) content and gene expression were 
measured by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The citrate synthase (CS) 
activity was quantified by the enzymatic method.
Results: ISOR at a concentration of 10 μM did not show any cytotoxic effects. ISOR increased 
the mtDNA copy number in a time- or dose-dependent manner. The messenger RNA levels of 
genes involved in mitochondrial function, such as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coactivator-1α, and uncoupling protein 3 were significantly stimulated by the ISOR treatment. 
The CS activity was also significantly increased in a time- or dose-dependent manner.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ISOR enhances the regulation of mitochondrial 
function, which was at least partially mediated via the stimulation of the mtDNA replication, 
mitochondrial gene expression, and CS activity in C2C12 muscle cells. Therefore, ISOR may 
be useful as a potential food ingredient to prevent metabolic diseases-associated muscle 
mitochondrial dysfun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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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인체의 에너지 대사 조절에서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대표적인 표적장기는 근육, 간, 및 지
방 조직이며, 그 중에서도 인체의 약 40–50%를 차지하고 있는 근육은 생체 에너지 항상성 유
지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한다. 특히, 골격근은 미토콘드리아 밀도가 높은 조직으로 지방산 

및 당 대사를 조절하는 핵심적인 기관으로 골격근의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은 비만 및 제 

2형 당뇨병과 같은 대사성 질환 유발과 관련이 있다 [1]. 최근에는 노령화가 진행되면서 골격
근 감소에 따른 근육 손실과 근기능 저하로 인한 근력이 감소되는 근감소증 (sarcopenia)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2].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은 근육 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상이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 [3]. 미토콘드리아는 에너지를 생산하는 세포 내 기
관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 있는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mitochondrial DNA, mtDNA)의 복제 

및 전사 조절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coactivator (PGC)-1α에 의해 조절
된다 [4]. PGC-1α는 골격근에서 지방산 대사와 미토콘드리아 산화 환원 조절에 필수적인 역
할을 하는 uncoupling protein 3 (UCP3)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5].

Isorhamnetin (ISOR)은 quercetin의 대사산물인 3-O-methylquercetin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채소와 과일 등의 식물에서 발견되는 flavonoid이다 [6]. 특히, ISOR은 비타민 나무 (Hippophaë 
rhamnoides L.)의 열매와 은행 (Ginkgo biloba) 잎의 주요 성분으로 심혈관 보호, 항염, 항 종양, 

항산화, 항 박테리아, 및 항 바이러스 등 다양한 생리활성 효과를 나타냈다 [7]. 최근 우리는 

ISOR이 지방세포에서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활성화와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조절을 통한 지질 축적 억제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8]. 현재까지 ISOR의 여러 가지 생리
활성 효과와 작용 기전에 대한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으나 근육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기
능조절에 대한 연구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다.

미토콘드리아의 특징은 자신의 자체 유전체인 mtDNA를 보유하는 것으로 미토콘드리아 기
능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미토콘드리아 크렙스 회로 (krebs cycle)의 산화 관련 효소인 시트르
산 합성효소 (citrate synthase, CS)는 미토콘드리아 양의 일반적인 마커로 사용된다 [9]. 미토
콘드리아 생합성은 PGC-1α, nuclear respiratory factor 1, 및 mitochondrial transcription factor A

에 의해 조절되며 UCP3는 골격근 에너지 대사에 관여한다. 본 연구노트에서는 ISOR이 C2C12 

근육세포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조절하는 유전자 발현, mtDNA 복제, 및 CS 활성에 미치
는지 영향을 중점적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C2C12 근육아 세포배양 및 분화
C2C12 근육아 세포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는 10% fetal bovine 

serum (Invitrogen, Carlsbad, CA, USA), 1% glutamine, 50 IU penicillin 50 μg/mL streptomycin 

(Invitrogen)을 포함하는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Invitrogen) 배양액에서 

배양하였다. C2C12 근육아 세포의 분화를 유도하기 위해 C2C12 근육아 세포가 약 80–90%의 

confluency를 나타낼 때 2% horse serum (Invitrogen)이 첨가된 DMEM 배양액으로 5일간 배양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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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 독성 평가
세포 독성 평가는 Cell Counting Kit-8 (Dojindo Laboratories, Kumamoto, Japan)를 사용하여 

water-soluble tetrazolium salt-8 assay 방법으로 세포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ISOR (Santa Cruz, 

CA, USA)은 dimethyl sulfoxide (DMSO)에 용해하여 일정한 농도로 제조하여 사용하였으며, 

DMSO의 최종농도는 0.1%를 초과하지 않았다. 분화된 C2C12 근육 세포에 0 (대조군), 1, 5, 10 

또는 50 μM 농도의 ISOR을 처리하고 4, 24, 또는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흡광도는 micro-

plate reader (Varioskan Flash;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 (%)로 나타내었다.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qRT-PCR)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qPCR)을 분석하기 위해 근육세포의 총 RNA는 TRIzol 

시약 (GeneAll Biotechnology,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추출하고, complementary DNA 

(cDNA)는 M-MLV reverse transcriptase (Bioneer,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추출한 RNA로
부터 합성하였다. 각각의 cDNA는 2X SYBR Green PCR Master Mix (Bioneer)와 혼합한 후, 

Rotor-Gene RG-3000A (Corbett Research, Sydney, Australia)에서 qPCR을 수행하였다. 사용
된 primers의 염기서열은 다음과 같다; PGC-1α forward 5′-GGGCCAAACAGAGAGAGAGG-3′ 
reverse 5′-GTTTCGTTCGACCTGCGTAA-3′, UCP3 forward 5′-GAATCTCCGTTTTGAACAAG-3′ 
reverse 5′-ACGGAGGACTAAAACTCTCC-3′, β-actin forward 5′-GTTGCCAATAGTGATGACCT-3′ 
reverse 5′-GGACCTGACAGACTACCTCA-3′. 정량분석을 위한 형광 측정은 매 PCR cycle 마다 

측정되었으며 유전자 발현에 대한 상대적인 정량은 delta-delta Ct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함량 분석
미토콘드리아 DNA (mtDNA)의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genomic DNA (gDNA)는 Puregene DNA 

isolation kit (Qiagen, Chatsworth, CA, USA)를 사용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근육세포의 

gDNA를 추출하였다. mtDNA 함량은 미토콘드리아 유전자 (cytochrome oxidase subunit I)와 

핵 유전자 (glyceraldehyde-3-phosphate dehydrogenase)의 비율을 qRT-PCR로 측정하여 분석
하였다.

미토콘드리아 CS 활성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은 상업용 Mitochondrial Isolation Kit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추출하였다. 미토콘드리아 CS 활성은 추출된 미
토콘드리아에서 Citrate Synthase Assay Kit (Sciencell, San Diego, CA,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CS 활성은 412 nm 흡광도에서 측정하였으며 단백질 함량으로 세포의 양을 표준화하였
다. 단백질 농도는 Bicinchoninic Acid Protein Assay Kit (Thermo Scientific, Pittsburgh, PA, USA)

를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CS 활성 값은 대조군에 대한 배수 변화 (fold change)로 표시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 25.0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
수치는 실험군당 평균과 표준오차로 나타내고, 독립표본 t-검정과 일원배치 분산분석 (1-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Tukey'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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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및 고찰

근육 세포독성 평가
C2C12 근육세포에서 ISOR의 세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다양한 농도와 시간 별로 처리하
여 세포 생존율 측정하였다. ISOR은 0, 1, 5, 10, 및 50 μM 농도를 첨가하여 37°C, 5% CO2 조건 

하에서 4, 24, 및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세포독성 변화는 ISOR 처리군과 대조군에 비해 세
포 증식의 변화 정도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Fig. 1). ISOR의 세포 생존율은 10 µM 농도에서 

48시간 동안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고농도인 50 µM 농도에서는 48시간 처리시 대조군
에 비해 세포 생존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세포독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사용될 농도 범위는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 10 µM 농도 내의 ISOR를 

사용하기로 하였다.

미토콘드리아 유전체 (mtDNA) 수준에 미치는 영향
mtDNA copy number은 C2C12 근육세포에서 시간별, 농도별로 ISOR를 처리하여 mtDNA 대 

핵 DNA (nuclear DNA)의 비율을 real-time PCR을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세포는 0 (대조군), 1, 

5, 및 10 μM의 ISOR 농도를 첨가하여 37°C, 5% CO2 조건 하에서 4 및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mtDNA 수준은 5 및 10 μM의 ISOR이 있는 조건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1.71 및 1.96배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2). mtDNA는 세포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데 필수적이며 mtDNA 

copy number 감소나 돌연변이로 인해 ATP의 효율적인 생산 감소와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의 과잉 생산이 발생한다 [10]. 과도한 ROS는 근육의 단백질 분해 및 세포사멸 경로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다 [10]. 이는 mtDNA 수준이 골격근 기능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구성 요
소가 될 수 있다. 이전 연구에서 ISOR이 3T3-L1 지방세포의 mtDNA copy number를 증가시키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8], 이와 비슷하게 본 연구결과에서도 ISOR에 의해 C2C12 근육세포의 

mtDNA copy number가 증가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와 같은 결과는 ISOR이 근육세포
의 mtDNA 복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 및 CS 활성에 미치는 영향
근육세포 미토콘드리아 기능조절 메커니즘을 알아보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대사에 관여하
는 유전자 발현 및 CS 활성 조절에서 ISOR의 효과를 조사하였다. mRNA 수준은 C2C12 근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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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ISOR on cell viability in muscle cells. C2C12 muscle cells were treated with 0 (control), 1, 5, 
10, or 50 μM of ISOR, and incubated for 4, 24, or 48 hours.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using a water-soluble 
tetrazolium-8 assay. 
ISOR, isorhamnetin. 
*p < 0.05 vs. untreated control.



세포에서 0 (대조군) 혹은 10 µM의 ISOR을 첨가하여 37°C, 5% CO2 조건 하에서 24시간 동안 배
양한 후 qRT-PCR을 이용하여 정량하였다. PGC-1α과 UCP3의 유전자 발현은 대조군보다 ISOR 

처리 세포에서 각각 1.75와 1.7배 유의하게 높았다 (Fig. 3A). CS 활성은 C2C12 근육세포에서 0 

(대조군), 1, 5, 및 10 μM의 ISOR 농도를 첨가하여 37°C, 5% CO2 조건 하에서 4 및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CS 활성은 5 및 10 μM의 ISOR이 있는 조건에서 대조군에 비해 각각 1.70 및 2.39

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3B). 최근 우리는 ISOR에 의한 지방세포 지질 축적억제 효과
가 PGC-1α 유전자 발현과 mtDNA 복제 자극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 조절작용과 관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8]. Dong 등 [11]의 연구에서는 HepG2 간세포에서 ISOR이 AMPK 경로를 

활성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 유지를 통한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에 대한 보호 효과
를 나타내었다. ISOR, kaempferol 및 quercetin 등의 폴리페놀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비타
민 나무 열매 추출물은 쥐의 흉선 세포에서 방사선 유발 손상으로부터 미토콘드리아 및 게놈 

DNA를 보호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12]. Kaempferol은 인간 골격근 myoblasts에서 PGC-1α 

및 UCP-3 유전자 상향조절과 함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13] quercetin은 3T3-L1 세포와 

식이 유발 비만 마우스의 지방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 기능과 mtDNA 복제를 조절하는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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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ISOR on mtDNA copy number in muscle cells. C2C12 muscle cells were treated with 0 (control), 
1, 5, and 10 μM of ISOR, and incubated for 4 or 24 hours. The mtDNA copy number was measured by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mtDNA, mitochondrial DNA; nDNA, nuclear DNA; ISOR, isorhamnetin. 
*p < 0.05, **p < 0.01 vs. untreated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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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ISOR on mitochondrial genes expression and CS activity in muscle cells. The mRNA levels were 
treated with 0 (control) or 10 μM of ISOR for 24 hours, and measured by quantitative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 CS activity was treated with 0 (control), 1, 5, or 10 μM of ISOR for 4 or 24 hours, and quantitated by 
enzymatic method. 
mRNA, messenger RNA; CS, citrate synthase; ISOR, isorhamnetin, PGC-1α,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γ coactivator-1α; UCP3, uncoupling protein 3. 
*p < 0.05, **p < 0.01 vs. untreated control.



로 나타났다 [14]. 또 다른 연구에서 quercetin 처리한 쥐의 뇌 영역에서 미토콘드리아 DNA 

copy number 증가와 PGC-1α 경조 조절을 통한 미토콘드리아 생합성이 촉진되었다 [15]. 본 연
구에서 ISOR은 C2C12 근육세포의 PGC-1α과 UCP-3 유전자 발현을 상향 조절하고 미토콘드리
아 효소인 CS 활성화를 증가시켰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면 ISOR의 미토콘드
리아 기능조절 효과는 미토콘드리아 DNA 복제, PGC-1α과 UCP-3 유전자 발현, 및 CS 활성화
와 부분적으로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ISOR이 근육 특이적 미토콘드리아 

기능이상으로 인한 근감소증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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