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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NAFLD) is excessive hepatic lipid accumulation mainly caused by obesity.

This study aimed to evaluate whether micro-current stimulation(MCS) could modulate lipid metabolism regarding

the Sirt1/AMPK pathway, fatty acid β-oxidation pathway, and lipolysis and lipogenesis-related factors in FL83B cells.

For the NAFLD cell model, FL83B cells were treated with oleic acid for lipid accumulation. MCS were stimulated

for 1 hr and used frequency 10 Hz, duty cycle 50%, and biphasic rectangular current pulse. The intensity of MCS

was divided into 50, 100, 200, and 400 μA. Through the results of Oil red O staining, it was confirmed that MCSs with

the intensity of 200 μA and 400 μA significantly reduced the degree of lipid droplet formation. Thus, these MCS

intensities were applied to western blot analysis. Western blot analysis was performed to analyze the effects of MCS

on lipid metabolism. MCS with the intensity of 400 μA showed that significantly activated the Sirt1/AMPK pathway,

a key pathway for regulating lipid metabolism in hepatocytes, and fatty acid β-oxidation-related transcription factors.

Moreover, it activated the lipolysis pathway and suppressed lipogenesis-related transcription factors such as SREBP-

1c, FAS, and PPARγ. In the case of MCS with the intensity of 200 μA, only PGC1α and SREBP-1c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compared to cells treated only with oleic acid.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MCS with

the intensity of 400 μA could alleviate hepatic lipid accumulation by modulating lipid metabolism in hepatocytes.

Key words: Micro-current stimulation, Lipid metabolism, Hepatic lipid accumulation,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FL83B cells

I. 서 론

만성질환인 비만은 과도한 지질 축적으로 인해 발현되는데,

이는 제2형 당뇨병, 고지혈증, 비알코올성 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등 합병증으로 이어진다[1,2].

유전적인 요인과 함께 불규칙한 식생활 습관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최근 국내 NAFLD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다[2].

특히 NAFLD의 발생은 복부 비만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NAFLD는 과도한 지질 축적 및

지질대사 이상으로 간세포 내에 지방이 축적되어 생기는 질

환으로, 지질대사 이상은 인슐린 저항성 및 대사 증후군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3]. NAFLD의 적절한 치료가 이루어지

지 않으면 간에 중성지방이 축적된 단순 지방간증에서 간섬

유화, 간경변증을 포함한 심각한 간질환으로 발전한다[4]. 따

라서 간세포 내에 과도한 지질 축적을 막는 것이 NAFLD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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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알코올성 지방간염으로의 진행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전

략일 수 있다.

간세포 내 과도한 중성지방의 축적은 간 지방증을 유발하고

간의 대사기능을 방해한다고 알려져 있다[5]. 간세포 내 지

질대사를 조절하는 대표적인 전사인자로는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c(SREBP-1c)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α(PPARα)가 있다[6]. SREBP-

1c는 지질 합성의 조절 및 지방 형성에 있어서 fatty acid

synthase(FAS)와 acetyl coenzyme A carboxylase 1 (ACC1)을

암호화하는 유전자의 전사 활성화에 관여하는 전사 인자이

다[7,8]. SREBP-1c의 조절 이상이 간 지방증, 이상지질혈

증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 발생을 초래한다고 알려져 있다[9,10].

최근, 몇몇의 연구들에서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C/EBP)s와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PPARs)는 지질 합성에 있어서 핵심 조절 인자이며, fatty acid

synthase(FAS) 유전자 발현을 전환하여 지방산 사슬을 합성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11]. 한편 adenosine-monophosphate-

activated protein kinase(AMPK)의 활성화는 지방산 산화를

증가시켜 간 내에 지방 형성을 억제할 수 있으며 간에서 콜레스

테롤, 지방산 및 중성지방의 합성을 담당하는 SREBP-1c와

PPARα를 조절한다[12-15]. 또한, AMPK와 sirtuin 1(Sirt1) 활

성화는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1 (CPT-1) 발현을

강화하여 지방 분해를 위한 지방산 베타 산화를 촉진하여 간 지

방증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16,17]. 따라서 지질대사 관련

전사인자를 조절한다면 간 지방증의 예방 및 치료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미세전류 자극은 1 mA 미만의 강도를 가지는 저전류 전

기 자극이다[18]. 최근, 몇몇의 연구에 따르면 미세전류 자

극을 통하여 상처 치유 효과, 조직 재생 및 통증 완화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19]. 특히 선행연구를 통해 전

지방세포인 3T3-L1 세포에서 전기자극이 Wnt/β-catenin

pathway를 활성화시킴으로써 전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여,

C/EBPα과 같은 지방생성 관련 단백질의 활성을 감소시켜

세포내 지질 축적 억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또한, 렙틴의

결핍으로 비만이 유도된 ob/ob 마우스에서 간 조직의 무게 및 지

질 침착 여부에 따른 육안관찰 결과 미세전류 자극을 가한

군에서의 간 조직이 정상대조군과 유사한 크기와 비슷한 색

으로 변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20]. 미세전류 자극이 간 조

직의 비대를 감소시키고, 지질 침착으로 인한 간 조직의 색

깔을 개선시킴에 따라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에도 효과를

보일 것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미세전류 자극이 간 조직 내

과도한 지질축적으로 인해 나타나는 간 지방증 개선에 영향

이 있는지는 충분히 알려져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미세전류 자극이 올레산으로 지질

축적이 유도된 간세포인 FL83B 세포에서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해보고자,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 지방산 베타

산화 경로, 지방 분해 관련 인자 및 지방 생성과 관련한 전

사인자에서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 평가해보았다.

II. 연구 방법

1. 재료 및 시약

본 연구에서는 Ham’s F-12K(Kaighn’s) Medium(Gibco

BRL, Carlsbad, CA, USA)와 Fetal bovine serum(FBS;

Gibco BRL,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였으며, penicillin/

streptomycin(GenDEPOT, Barker, TX, USA)를 사용하여

세포를 배양하였다. 세포 독성 평가를 위해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Daeil Labservice, Seoul, Korea)를 사용

하였다. 간세포 내 지방 축적을 위해 Oleic Acid-Albumin from

bovine serum(Sigma-Aldrich, MO, USA)를 사용하였으며,

세포 내 지방 축적량 관찰을 위해 Oil Red O solution

(Sigma-Aldrich, MO, USA)을 사용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를 위해 PRO-PREP™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Inc., Seongnam, Korea)을 사용하였

으며, 단백질 정량을 위한 BCA assay kit(Thermo, Rockford,

IL, USA)를 사용하였다. FL83B 세포는 ATCC® CRL-2390TM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Manassas, VA, USA)에

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2. 세포 배양

FL83B 세포는 Ham’s F-12K 배지에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한 후 37oC, 5% CO2 환경

에서 배양되었다. 세포 내 지질 축적 유도를 위해 0.5 mM

농도의 올레산(Oleic acid, OA)을 함유한 배지에 48시간 배

양하였으며, 이후 1시간동안 전기자극을 가하였다. 24시간

후 Western blot 및 Oil Red O 염색을 수행하였다.

3. 미세전류 자극 방법 및 군 설정

세포에 미세전류 자극(Micro-Current Stimulation,

MCS)을 가하기 위해 그림 1과 같이 CO2 인큐베이터 내 삽

입 가능한 형태의 자극시스템을 본 연구팀에서 자체 제작하

였다(대한민국 특허: 10-2101372)[21]. 실험에 사용된 모든

전기자극은 주파수 10 Hz, Duty cycle 50%, 직사격형 이

상성 펄스 전류(Biphasic rectangular current pulse)로

고정하였으며, 자극 인가 시간은 1시간으로 진행하였다.

MCS가 간세포 내 축적된 지방 및 지질 대사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고자 세포 내 지방축적 유무 및 MCS의 전류 세

기에 따라 실험 군을 분류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전류 세기는

50, 100, 200, 400 μA로 이전 본 연구팀에서 미세전류 자

극을 이용한 3T3-L1 전지방세포의 지방 축적 억제 효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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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선정하였다[20]. 지방 축

적 유도 여부에 따라 지방 축적을 유도하지 않은 CON군,

OA처리를 통해 지방축적을 유도한 OA군으로 설정하였다.

세포 내 지방 축적 후 MCS 세기에 따른 지방 분해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전기자극 세기에 따라 OA+50 μA 전기자극군

(OA50), OA+100 μA 전기자극군(OA100), OA+200 μA

전기자극군(OA200), OA+400 μA 전기자극군(OA400)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4. FL83B 세포에서 미세전류 자극의 세포독성 평가

MCS 세기에 따른 세포 독성 평가를 위해 EZ-cytox cell

viability assay kit를 이용하였다. 6 웰 플레이트 내 FL83B 간

세포의 세포 밀도가 100%가 되도록 배양한 상태에서 각 50μA,

100 μA, 200 μA, 400 μA의 세기로 전기자극을 인가하였다.

자극 후 각 웰에 담긴 배지 양의 10%에 해당하는 EZ-cytox

assay solution을 처리하여 1시간동안 37oC, 5% CO2 환경에서

배양하였다. 마이크로플레이트 흡광도 측정기(Epoch,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45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자극을 가하지 않은 간세포를

대조군으로 하여 세포생존율(% of Control)을 산출하였다.

5. Oil red O 염색

FL83B 간세포에서 OA로 축적된 지방을 MCS가 지방생성

억제 및 지방 분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Oil Red O

염색 방법을 이용하여 세포 내 지방 축적량을 관찰하였다.

6 웰 플레이트에 FL83B 간세포를 배양하고, CON군을 제

외한 모든 웰에 대해 0.5 mM 농도의 OA를 함유한 배지로 교

체하여 48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각 자극세기에 따른 MCS를

1시간 인가하고, 24시간 추가배양한 뒤 Oil Red O 염색을

진행하였다.

PBS로 각 웰을 세척하고 세포 고정을 위해 3.7%의 포름

알데히드를 처리한 후 상온에서 1시간 배양하였다. 이후 증

류수로 세척한 뒤 5분동안 60% 이소프로판올을 처리하고,

용액을 완전히 제거한 뒤 상온에서 건조시켰다. 그 후, Oil

Red O 염색 용액을 처리하여 상온에서 30분간 두어 염색을

진행하였다. 증류수로 세척함으로써 잔여 용액을 제거한 후에

현미경을 이용하여 지방 방울을 촬영하였다. 촬영 이후 100%

이소프로판올에 용해하여 150 μL/웰씩 96 웰 플레이트에 분

주하여 마이크로플레이트 흡광도 측정기(Epoch, BioTek

Instruments, Winooski, VT, USA)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OA만 처리한 간세포를 대조군으로 하

여 지방축적량(% of OA)을 계산하였다.

6. Western blot을 통한 FL83B에서의 단백질 발현량 분석

FL83B 간세포에서 OA로 축적된 지방을 MCS가 지방생

성 억제 및 지방 분해를 할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Sirt1/

AMPK 신호 전달 경로, 지방 분해 관련 인자 및 지질 대사 관

련 전사인자들에 대해 Western blot 분석을 진행하였다. 샘플

획득은 Oil red O 염색 샘플의 과정과 동일하게 OA 처리

48시간 후, 전기자극을 1시간 가하고 24시간이 지난 시점

에서 세포 단백질 추출을 진행하였다. 단백질 추출을 위해 각 웰에

단백질 용해 용액(PRO-PREPTM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Inc., Korea)을 첨가하여 단백질을 분

리한 후, 14,000 rpm으로 20분동안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였다. 이후 Bovine Serum Albumin(BSA)을 표준으로 하

여 BCA assay kit(Thermo, Rockford, IL, USA)를 이용한 단

백질 정량을 진행하였다. 그 다음, SDS PAGE gel(Mini-

PROTEAN® TGX Gels, Bio-Rad, Hercules, CA, USA)에 전

기영동하여 분리한 후 PVDF 멤브레인(Trans-Blot® TurboTM

Transfer pack, Bio-Rad)에 전이시켰다. Blotting Grade

Blocker(Bio Rad, CA, USA)를 TBST에 용해하여 3%의

농도로 만들어 전이가 완료된 멤브레인을 상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하였다. 1차 항체 Sirt1(#9475, Cell Signaling

Technology), p-AMPK(#2535, Cell Signaling Technology),

그림 1. 세포실험에서의 미세전류 자극 방법

Fig. 1. MCS system for cell experi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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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K(#5832, Cell Signaling Technology), p-ACC(#11818,

Cell Signaling Technology), ACC(#3676, Cell Signaling

Technology), PGC1α(ab54481, abcam), PPARα(ab126285,

abcam), ATGL(#2138, Cell Signaling Technology), ser565

p-HSL(#4137, Cell Signaling Technology), HSL(#4107,

Cell Signaling Technology), MGL(ab228598, abcam),

SREBP-1c(ab28481, abcam), PPARγ(#2443, Cell Signaling

Technology), FAS(#3180, Cell Signaling Technology)는

1:1,000으로, β-actin(#4967, Cell Signaling Technology)은

1:2,000의 비율로 4oC에서 16시간 반응시켰다. TBST로 5

분씩 3번 세척한 후, 2차 항체 anti-Rabbit IgG, HRP-linked

Secondary Antibody(#7074, Cell Signaling Technology)를

상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TBST로 3번 세척하였다.

PVDF 멤브레인에 AmershamTM ECLTM Prime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GE Healthcare, Chicago,

IL, USA)를 처리하고, Image Quant LAS 500(GE healthcare,

UK)을 이용하여 현상하였다. 이후 Image J 프로그램(1.52a

version,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Bethesda, MD,

USA)을 이용하여 단백질의 발현량을 관찰하였다.

7. 통계적 분석

MCS 세기에 따른 세포 내 지질대사 변화를 비교하기 위

해 모든 결과에 대해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으며, Tukey방법을 통해 사후 검증을 실시하였다.

모든 실험값은 동일한 실험을 총 3번 반복한 결과값을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세포 독성 평가 결과값 표시는(각

자극군/CON군)*100으로 계산함에 따라 CON군을 100%로

기준을 두어 상대값으로 나타내었다. Oil red O 염색 결과

값 표시는 (CON군 혹은 각 자극군/OA군)*100으로 계산함

에 따라 OA군을 100%로 기준을 두어 상대값으로 나타내

었다. 모든 Western blot 결과값은 (CON군 혹은 각 자극

군/OA군)으로 계산함에 따라 OA군을 1로 기준을 두어 상

대값으로 나타내었다. 통계적 비교 분석을 위해 SPSS

25(IBM SPSS Statistics, SPSS Inc., Chicago, IL, USA) 프

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p < 0.05인 경우를 유의적인 차이

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III. 연구 결과

1. 미세전류 자극에 따른 세포 독성 및 지방 축적량 결과

MCS가 FL83B 간세포에 미치는 세포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WST-1 assay를 진행하였다. MCS 세기는 50, 100,

200, 400 μA를 이용하였고, 자극을 가하지 않은 CON군과

전기자극군들의 값을 비교하였을 때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p > 0.05). 이에 MCS에 따른 세포 독성은 없는 것

으로 판단하였다(그림 2A).

MCS를 통해 간세포에 축적된 지방의 함량을 감소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48시간동안 OA 처리를 통해 지방 축

적을 유도하고, 이후 MCS를 가한 뒤 Oil Red O 염색을 통

해 MCS가 종료되고 24시간 후의 세포 내 지방 축적량을

관찰하였다. 모든 자극군에서 지방 함량이 유의하게 감소하

였으며(p < 0.001)(그림 2B), 특히 전류세기 의존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 중 OA200과 OA400의 경우 이

미지 상에서 지방 방울 형성 정도가 눈에 띄게 적어진 것으로

관찰되어 이후 Western blot 분석에서는 전기자극군으로

OA200과 OA400에 대해서만 실험을 진행하였다(그림 2C).

2.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 관련 단백질 발현량 변화

본 연구에서는 MCS가 포도당 및 지질 대사에 있어 가장

핵심 경로로 알려진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해 알아보고자 관련 단백질 발현량 변화를 관찰하였

다(그림 3). Sirt1 단백질 발현량 변화를 살펴보면, OA와 비

교하였을 때 MCS를 가한 그룹 중 OA400에서 71.8% 증

가하여, 유일하게 유의한 변화를 보였다(p < 0.05). p-AMPK의

발현량 변화에서도 Sirt1 단백질 발현량 변화와 유사하게

OA400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나타냈으며(p < 0.05), CON과 비

교하였을 때도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 < 0.05). p-ACC 단

백질의 경우에도 OA에 비해 72.4% 증가한 발현량을 보인

OA400에서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OA200은 모든 단

백질 발현량 결과에서 OA와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3. 지방산 베타 산화 관련 전사인자 발현량 변화

MCS가 세포 내 축적된 지방의 분해로 방출된 유리지방

산의 베타 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확인하고자 MCS 세

기에 따른 PGC1α와 PPARα의 단백질 발현량에 대해 관

찰하였다(그림 4). PGC1α의 발현량을 살펴본 결과, OA와

비교했을 때 OA200과 OA400에서 각각 3.595배(p < 0.05),

5.163배(p < 0.01)의 발현량을 보여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PPARα의 발현량은 CON과 비교하였을 때, OA200과

OA400 모두 유의한 차이를 보였으나, OA와 비교하였을 때

OA400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 < 0.05).

4. 지방 분해 관련 인자 발현량 변화

본 연구 결과에서는 MCS 인가 여부에 따라 간세포 내 축

적된 지방을 분해하는데 관여하는 지방 분해 효소들에 대한

변화를 관찰해보았다(그림 5). 트리글리세라이드에서 디글리

세라이드로 가수분해하는데 관여하는 ATGL(Adipose

triglyceride lipase)의 발현량을 관찰한 결과, OA에 비해

OA400에서 유의하게 증가된 발현량을 보였다(p < 0.05).

CON과 비교하였을 때는 OA200과 OA400 모두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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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는 결과를 보였다. 디글리세라이드에서 모노글리세라

이드로 가수분해하는데 관여하는 HSL(Hormone-sensitive

lipase)의 경우, p-HSL(ser 565)의 발현량이 OA에 비해

OA400에서 유의하게 낮은 발현량을 보였다(p < 0.05). 모

그림 2. A FL83B 에서의 미세전류 자극에 따른 세포 독성 측정, B Oil red O 염색을 통한 OA와 각 그룹간 지방 축적량 비교, C Oil red

O 염색을 통한 각 그룹별 지방 방울 관찰

Fig. 2. A Cell viability of the MCS on FL83B cells, B Quantification of Oil red O staining for each group, C Lipid droplets

observed by microscope in FL83B cells stained Oil red O (Different letters indicate the existence of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p < 0.05) from each groups. (a: CON, b: OA, c: OA50, d: OA100, e: OA200, f: OA400))

그림 3. Western blot 분석을 통한 FL83B에서의 미세전류 자극에 따른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 관련 단백질 발현량 변화

Fig. 3. Western blot analysis for the effects of MCS on Sirt1/AMPK pathway in FL83B cells. (*: p < 0.05 was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A vs. each group), and #: p < 0.05, ##: p < 0.01 were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 vs. each group), ψ: p < 0.05 was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A200

vs. OA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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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글리세라이드에서 글리세롤과 지방산으로 분해하는데 관

여하는 MGL(Monoglyceride lipase)의 발현량 관찰 결과

에서는 p-HSL 결과와 유사하게 OA400에서만 OA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발현량을 보였다(p < 0.05).

5. 지방 생성 관련 전사인자 발현량 변화

간 지방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 중 지방산 합성을 감소

시킬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했다. MCS가 지방 합성에 관한 전

사인자들의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해보고자 SREBP-

1c, PPARγ, FAS의 단백질 발현량에 대해 관찰하였다(그림 6). 미

세전류 자극에 따른 SREBP-1c의 발현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OA에서 CON에 비해 약 2배의 발현량을 보였으며(p < 0.05),

OA200과 OA400은 CON과 유사한 발현량을 보였다(p >

0.05). FAS는 CON과 비교하였을 때 OA에서 4.91배의 발

현량을 보였고(p < 0.01), OA200에서 1.53배의 발현량을

보였다(p < 0.05). 하지만 OA400에서는 CON과 유의한 차

이를 보이지 않았고, OA와 비교했을 때 유의하게 감소된 발

현량을 보였다(p < 0.05). OA와 비교하였을 때, OA200과

OA400은 각각 43.9%(p < 0.05), 50%(p < 0.01) 감소한 수

치를 보였다.

그림 4. Western blot을 통한 FL83B에서의 미세전류 자극에 따른 지방산 베타 산화 관련 전사인자 발현량 변화

Fig. 4. Western blot analysis for the effects of MCS on transcription factors regarding fatty acid β-oxidation in FL83B cells.

(*: p < 0.05, **: p < 0.01 were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A vs. each group), and #: p < 0.05, #:

p < 0.01 were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 vs. each group))

그림 5. Western blot을 통한 FL83B에서의 미세전류 자극에 따른 지방 분해 관련 인자 발현량 변화

Fig. 5. Western blot analysis for the effects of MCS on lipolysis pathway in FL83B cells. (*: p < 0.05 was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A vs. each group), and ##: p < 0.01, ###: p < 0.001 were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 vs. each group))

그림 6. Western blot을 통한 FL83B에서의 미세전류 자극에 따른 지방 생성 관련 전사인자 발현량 변화

Fig. 6. Western blot analysis for the effects of MCS on transcription factors regarding lipogenesis in FL83B cells. (*: p < 0.05,

**: p < 0.01 were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OA vs. each group), and #: p < 0.05, ##: p < 0.01 were

considered to be a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CON vs. each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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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고찰 및 결론

많은 만성질환에서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는 비만은 지방

세포의 크기와 증식을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간 조직에 과도

한 지방 축적을 유도하여 NAFLD의 초기 단계인 간 지방

증을 유발한다[22-24]. 간 조직의 과도한 지질 축적은 간세

포의 정상적인 생리 기능을 방해하여 지질 및 탄수화물 대사

이상, 간 세포 염증, 인슐린 저항성 등을 초래한다[22,23].

질환이 악화될 경우, 당뇨병, 만성 간섬유화증, 간암으로 이

어질 수 있어 초기 단계인 간 지방증일 때 악화되는 것을

막거나 빠르게 호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4]. 기존 연구들에

따르면 간 지방증을 개선시키기 위한 방법으로는 간에서의

지질 축적 억제, 지방 분해, 지방산 베타 산화 대사 촉진 등

이 있다.

본 연구팀은 3T3-L1 전지방세포와 렙틴 호르몬 결핍으로

유도된 비만 마우스를 이용한 선행 연구를 통해 200 μA 이

상의 MCS 자극이 전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를 억

제하고, 지방조직 부피 및 간 조직 무게를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20]. 선행 연구에서 관찰한 간 조직 무게 및 육안관

찰 결과를 기반으로 간 지방증 개선에도 효과를 보일 것이

라 예측하여, 본 연구에서는 MCS 자극이 NAFLD 개선 효

능을 보일 수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OA로 유도된 NAFLD

간세포 모델을 이용해보았다. 또한, NAFLD 개선 효능을

살펴보기 위한 방법으로 지질대사와 관련된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 지질 축적, 지방 분해, 지방산 베타 산화에

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먼저 NAFLD개선 가능성을 보이는 MCS 세기를 선정하기

위해서는 지방 축적 억제 및 지방 분해 효과를 지닌 전류

세기를 선정해야 했다. 효과적인 자극 세기를 선정하기 위

해 Oil red O 염색을 통해 OA처리 및 MCS 적용 여부에

따라 세포 내 축적된 지방량을 비교해보았다. OA로 지질 축

적이 유도된 OA군에서 지방 축적량이 늘어났으며, 모든

MCS 자극군에서 축적되었던 지방량이 줄어드는 결과를 나

타냈다. 더불어 MCS의 세기에 따라 전류 세기 의존적으로

지방 함량이 감소하였고, 이를 토대로 MCS 세기에 따른 지

질 대사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가장 효과를 보인 200 μA와

400 μA를 이용하였다.

많은 연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 질환 및 간 지방증을

개선하기 위한 방법으로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 활

성화를 이용하였는데, 이는 지질 축적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 및

지방산 산화를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다[25,26]. AMPK는

세포 및 전신 에너지 균형을 감지하고 조절하는 중요한 효

소이며, Sirt1은 NAD(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의존성 탈아세틸화효소로 AMPK 발현을 활성화하여 지질

대사 조절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7,28]. 특히 AMPKα 활

성화는 지질 생합성을 억제하여 지질 분해를 가속화함으로써

간 지방 축적을 감소시킬 수 있다[29]. AMPKα가 활성화

되면, ACC의 인산화를 유도하여 ACC 활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지질 생합성을 억제하게 된다[29,30]. 본 연구 결과를 통해

400 μA의 MCS가 Sirt1/AMPK 신호전달 경로를 활성화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본 연구결과를 토대로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 활성화에 의해 지방산 베타 산화 촉진이 가능할

것이라 예측하였다.

간세포 내 축적된 중성지방이 분해되면 최종적으로 유리

지방산이 방출하게 되는데, 방출된 유리지방산이 즉각적으로 분

해되지 않으면 간세포, 대식세포 및 혈관 내피 세포 등에 염

증 반응을 유발하게 되고,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염증 매개

체를 방출하여 간세포에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한다고 알

려져 있다[31,32]. 이러한 유리지방산은 지방산 베타 산화

과정을 통해 즉시 분해될 수 있다[33]. 베타 산화 과정은 주로

미토콘드리아 내에서 진행되며, 유리지방산을 아세틸-CoA

소단위로 단축시키며, 이 소단위는 케톤체로 응축되어 산화

가능한 에너지 기질로 작용하거나 물, 이산화탄소 및 ATP

로의 추가 산화를 위해 트리카르복실산 회로로 들어간다

[34,35]. 이러한 과정에 관여하는 인자 중 PPARα는 베타

산화를 촉진시키는 전사인자로 과산화소체 및 미토콘드리아의

베타 산화 경로, 지방산 흡수 및 중성지방의 이화작용과 관련된

유전자를 직접적으로 제어한다[36-38]. PGC1α는 PPARα의

보조활성자로 작용하며, PGC1α-PPARα 복합체는 베타 산

화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39]. 본 연구

결과에서 PGC1α는 OA200과 OA400에서 모두 활성화된

반면, PPARα의 경우에는 OA400에서만 활성화되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에서 PPARα가

AMPK의 하위 신호이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은 것

으로 보이며, 앞서 살펴본 p-AMPK 발현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

타내었다[40,41].

더불어 이미 간 조직에 지질이 축적되어 있는 상태인 NAFLD

를 완화시키는 위해서는 간 조직의 지방 분해를 촉진하는

방법이 필수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간세포는 중성지방 분

해와 에너지 생산을 위한 시트르산 회로를 통해 글리세롤과

유리 지방산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2]. 중성지방

분해 과정은 중성지방 → 디글리세라이드 → 모노글리세라

이드의 가수분해 과정을 거치게 된다[43,44]. 중성지방에서

디글리세라이드로 가수분해하는데 관여하는 ATGL의 발현

량 측정 결과를 통해 200과 400 μA 모두 CON과 비교하

였을 때, 활성이 높아졌다. 하지만 OA와의 비교 결과에서는

400 μA에서만 유의하게 높은 발현량을 보여, NAFLD 상

태에서 충분히 효과를 내기 위한 자극 세기는 400 μA로 보

여진다. 디글리세라이드에서 모노글리세라이드로 가수분해

되는 과정에서 관여하는 HSL은 Ser563, Ser565, Ser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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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의 인산화를 통해 제어가 되는데, Ser563이 인산화될

때 지방 분해 활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 방울 표면으로 이동

하게 된다. 이 때, Ser660을 인산화 시켜 지방 분해 활성

이 최대로 이루어지게 된다. 반면, AMPK에 의해 발현이 조

절되는 HSL(Ser565)이 인산화 되는 경우 지방 분해가 억

제된다고 알려져 있다[45,46]. 앞서 살펴본 AMPK의 활성과

관련하여 연관 지어보면, 상대적으로 p-AMPK의 활성을 보인

OA400에서 p-HSL(Ser565)의 발현량이 감소됨을 알 수 있

다. 이는 400 μA에서 지방 분해가 촉진될 수 있음을 시사

한다. 최종적으로 모노글리세라이드에서 글리세롤과 유리지

방산으로 분해하는데 관여하는 MGL은 ATGL 결과와 유

사하게 200 μA과 400 μA 모두 CON에 비해 활성이 높아지

고, OA와의 비교에서는 400 μA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

다. 지방 분해 효소에 관한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OA와

비교했을 때 400 μA의 MCS에서만 활성화되는 것으로 보아 지

방 분해와 관련해서는 200μA의 효과는 낮은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OA처리를 하지 않은 CON과 비교하였을 때, 200 μA

자극세기로도 ATGL, MGL 활성은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AMPK 인산화가 SREBP-1c, PPAR 과

같은 지방 생성 관련 전사 인자의 발현을 억제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47]. 이와 같은 지방 생성 관련 인자들의 발현

억제는 NAFLD의 악화를 막아주는 방법 중 하나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SREBP-1c, PPARγ, FAS 발

현량을 살펴보았다. SREBP-1c는 지질과 콜레스테롤의 합

성을 수반하여 FAS의 프로모터에 결합하여 FAS 유전자 발

현을 활성화시키는 역할을 한다[10]. 본 연구에서 FAS와

SREBP-1c의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이지 않은 이유는 앞

서 살펴본 본 연구의 p-ACC 결과와 연관지어 설명이 가능

하다. AMPK 활성화에 의해 억제된 ACC는 FAS의 효과를 차

단하고 간세포에 대한 지질 축적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7]. 본 연구의 p-ACC의 발현량 관찰 결과에서 OA400에

서만 유의하게 높은 발현량을 보였기 때문에 FAS 또한

OA400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것으로 예측된다. 지질 합

성과 관련 유전자 활성에 관여하는 주요 전사인자인 PPARγ의

경우, 지방형성에 관여하는 FAS 발현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48]. 본 연구에서 PPARγ 발현량을 비교해 본 결과,

OA와 비교하였을 때 OA400에서만 유의한 차이를 보였고

(p < 0.05), 이는 FAS 결과와도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결과적

으로 400 μA의 전기자극 세기가 지방 합성과 관련한 전사

인자인 SREBP-1c, PPARγ, FAS의 발현을 활성화시켜 간

세포에서의 지질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져온 것으로 예측

하였다.

본 연구는 MCS가 NAFLD 개선 효과를 보일 수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OA로 지방 축적이 유도된 간세포를 이용하

여 MCS에 따른 지질 대사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류 자극

세기별 NAFLD 개선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해 Oil Red O

염색을 통한 간세포 내 지방 축적량을 비교했고, 200 μA와

400μA의 전류자극 세기에서 가장 적은 지방 함량을 보였다.

Western blot 분석을 통해 NALFD 개선과 관련한 Sirt1/

AMPK 신호 전달 경로, 지방산 베타 산화 관련 인자, 지방

분해 효소, 지방 합성 관련 전사인자들의 발현량을 비교 분

석하였다. OA만 처리한 세포와 비교하였을 때, 200 μA 전

류자극을 가한 세포에서 PGC1α, SREBP-1c에서 효과를

보였고, 400 μA에서는 모든 단백질에 대해서 유의한 차이를 보

였다. 이를 통해 400 μA의 전류자극이 Sirt1/AMPK 신호

전달 경로를 활성화시킴에 따라 지방산 베타 산화를 촉진할

수 있으며, 지방 분해 촉진 및 지방 생성 억제에 효과를 보일

것으로 추정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MCS는 전임상 및 임상 연구 등 추가

연구를 통해 효과가 입증된다면, 생체에 직접 가하는 전기

자극 형태로 활용될 가능성이 높은 방법이다. 생체 외 전기

자극은 안정성을 이유로 전류 세기에 따른 제한을 두고 있

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향후 활용 가능성을 고려하여 비

교적 안전하고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법으로 전류원을

선택하였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전기자극 시스템은 세

포에 MCS 자극을 인가하기 위해 플래티늄 전극을 사용하

였는데, 전극의 형태를 피부에 부착 가능한 전도성 하이드

로겔로 변경하여 이용한다면 향후 동물실험에도 적용 가능

하다. 향후 본 연구에서 사용된 MCS 시스템과 연구 결과를 활

용하여, NAFLD 동물모델을 통해 세포 수준에서 확인하지

못하는 간 조직의 조직학적 및 혈청학적 분석을 진행하여

MCS의 효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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