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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tis amurensis Rupreche, a sort of grape, grows naturally in Asian countries. It is known for im-
portant biological effects such as antioxidation, anti-inflammation, neuroprotection, and angiogenesis
inhibition. Although its root is used as a traditional folk medicine in Korea, the root’s biological activ-
ities are poorly studied. In the present study, the effects of V. amurensis root methanol extract (VARM)
and its solvent fractions on adipocyte differentiation and adipogenesis in 3T3-L1 preadipocytes were
investigated. The VARM significantly suppressed adipocyte differentiation, lipid accumulation, and
the triglyceride (TG) content of 3T3-L1 preadipocytes in a dose-dependent manner, without cytotoxicity.
To identify active molecules, the VARM was fractionated with a series of organic solvents including
dichloromethane (CH2Cl2), ethyl acetate (EtOAc), and n-butanol (n-BuOH). All the fractions also
showed inhibition of lipid accumulation in the 3T3-L1 preadipocytes. The CH2Cl2 fraction showed the
most powerful anti-obesity effect through the modulation of cytidine-cytidine-adenosine-adenosine-
thymidine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C/EBPα), C/EBPβ,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PPARγ) gene and protein expression. Oleanolic acid was one of the main active com-
pounds involved in the anti-obesity activity of the V. amurensis root.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new insight into the potential potent anti-adipogenic effect of the V. amurensis root and illustrate that
one of the main compounds involved in this effect is oleanol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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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체내에 지방 조직이 과다하게 축적된 상태를 의미하는 비만

(obesity)은 열량의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발생하는 대사

성 질환이다. 비만은 그 자체로도 문제가 되나 특히 당뇨병,

고혈압, 고지혈증, 관절염, 심장병, 뇌졸증, 동맥경화, 지방간

등 각종 대사성 질환과 심혈관계 질환 발생의 직접적인 요인

으로 밝혀지고 있어 그 심각성이 크다[7, 21]. 세계보건기구

(WHO)는 비만으로 매년 260만 명이 사망하는 가운데 2010년

전 세계 비만 인구가 10억에 달하며 2015년에는 15억 명으로

증가하여 심각한 건강문제를 양산할 것이라고 경고한바 있다.

이러한 현상은 우리 나라 또한 예외가 아니어서 서구화된 식

습관의 증가에 따라 국내 비만 인구도 급증하고 있어 2008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가 25 (kg/m
2
) 이상인 비

만 인구가 30.7%를 차지하여 한국인 3명 중 1명이 비만인 시대

에 도래하였다. 비만은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및 adipogenesis

과정에 의하여 지방세포의 세포 내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의 축적으로 발생하며 이러한 기작을 조절하는 것이 비만 억

제의 효과적인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2]. Adipogenesis,

즉 지방세포형성은 지방세포가 만들어지는 분화과정으로서

세포의 형태, 유전자 및 단백질의 발현, 호르몬 민감성의 변화

등을 동반하는데[18, 27], 이러한 adipogenesis 연구를 위한 in

vitro cell model system으로는 일반적으로 mouse embryo로

부터 유래된 지방전구세포인 3T3-L1을 주로 사용하며 insulin,

dexamethasone (DEX),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등의 분화유도인자를 필요로 한다[6, 13]. Adipogenesis의 분자

적인 기전으로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γ
(PPARγ) 및 cytidine-cytidine-adenosine-adenosine-thymidine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 (C/EBPα, C/EBPβ,

C/EBPδ) 등과 같은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 등이 중요

한 조절자로서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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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BPβ와 C/EBPδ는 분화초기에 insulin, DEX, IBMX 등과

같은 hormonal cocktail에 의해 일시적이고 빠르게 발현되는

반면 C/EBPα와 PPARγ는 분화 후기에 발현되어 지방세포에

특이적인 유전자의 발현을 활성화 시킴으로써 분화를 더욱

촉진시켜 분화과정을 완성시킨다[24]. 또한 C/EBPα는 PPAR

γ의 활성화 및 지속적인 유지뿐만 아니라 성숙한 지방세포

생성을 위한 insulin 감수성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36]. 분

화된 세포는 백색지방세포에서 나타나는 TG의 축적과 같은

형태적 특징과 함께 지방세포 특이적 유전자의 발현을 유발한

다. 지방세포를 가지는 동물모델에서 C/EBPα를 제거하였을

때 지방축적이 나타나지 않는 것이 관찰되어 효과적인 비만억

제를 위해서는 지방세포 분화과정에 관여하는 전사인자들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밝혀졌다[5,28,34].

한편 전 세계적으로 비만 치료제의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

구가 수행되고 있는 가운데 현재 시판되고 있는 비만 치료제

들의 부작용들이 보고되면서 사용 기준이 강화되는 등의 논란

이 일고 있어 우수한 효능과 함께 안전성이 높은 물질의 개발

이 요구되고 있다. 이에 특히 천연 소재로부터 부작용이 없는

항비만 효능 보유 소재를 발굴하기 위한 많은 노력이 집중되

고 있다[14, 25, 31].

왕머루(Vitis amurensis Ruprecht)는 갈매나무목 포도과의

덩굴 식물로 달고 신맛과 독특한 향을 갖는 자색의 열매가

열리는 식물이다. 열매는 식용으로 이용하거나 술을 담근다.

알려진 효능으로는 열매, 씨, 잎, 줄기 등의 항산화능[1, 8, 12,

16, 35], 뇌신경보호작용[8, 12, 16], 신생혈관억제 및 세포자연

사 유발을 통한 암세포 성장 억제[15, 19, 20], 미생물 성장 억제

[37], 알레르기성 염증 억제[17, 29] 등이 있으며 활성물질로는

polyphenol [33], procyanidin [32], amurensin A, B, G 등의

oligostilbenes [8, 9, 15], resveratrol과 그 tetramer인 heynea-

nol A 등의 stilbenes [4, 11, 19, 20] 등이 알려져 있다. 머루근,

즉 왕머루의 뿌리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며 폐암

및 백혈병에 대한 항암 효과[19, 20]와 항염증[10] 활성이 보고

된 바 있으나 이외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극히 드물어

다양한 생리활성 보유 유무에 대한 과학적 검증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는 머루근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고 활성 성분을 분리함으로써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머루근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

실험에 사용한 머루근은 부산광역시 소재 ㈜대한생약제품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한국 영천이 원산지이다. 5 kg의

머루근을 측량하여 분말로 파쇄한 후 시료 부피의 5배의

methanol (MeOH)을 첨가하여 65℃에서 3회 반복 추출하였

다. 추출한 시료는 감압농축(N-1000S-W, EYELA, Japan) 및

동결 건조(FDU2100, EYELA, Japan)하였다. 극성 별 용매 분

획은 MeOH 추출물(VARM)을 감압 농축한 농축액을 물 층과

dichloromethane (CH2Cl2) 층으로 분획하고, 물 층은 다시

ethyl acetate (EtOAc) 층과 물 층으로 분리하였다. 남은 물

층은 또 다시 n-butanol (n-BuOH) 층과 물(H2O) 층으로 분획

하여 각각의 분획물을 감압 농축 후 동결 건조하여 중량법으

로 각각의 수율을 계산하였다.

세포 배양 및 시료 처리

항비만 활성 분석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cell model system

인 3T3-L1 preadipocyte를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로부터 구입하여 10% fetal bovine serum (FBS)

및 penicillin/streptomycin이 포함된 DMEM 배지에서 배양

하였다. 0.5 μM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1 μM

dexamethasone (DEX), 10 μg/ml의 insulin (이하 MDI)를 처

리하여 adipogenesis를 유도하고 머루근 추출물 및 분획물에

의한 항비만 활성을 분석하였다[25].

세포 독성 유무 분석

항비만 활성 분석 수행 전 시료가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함과 동시에 세포 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시료의 처

리 농도를 결정하기 위해 WST assay를 수행하였다. 1×10
5

cell

을 24-well tissue culture plate에 분주하여 24 시간 동안 부착

시킨 후 시료를 농도 별로 처리하여 72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시료 처리 후 WST 시약이 든 배지로 교체하여 한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ulti-plate reader (Paradigm, Beckman,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값

은 3회 반복 실험의 평균값으로 나타내었으며 독성을 유발하

지 않는 농도 범위에서 이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Oil Red O staining을 통한 지방세포 분화 및 TG 생성

저해능 분석

3T3-L1 preadipocyte의 adipocyte로의 분화는 상기의 MDI

를 처리하여 유도하였다. 12-well tissue culture plate에 well

당 2×10
5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2일 후 10% FBS가 든 배지로

교체하였다. 2일 경과 후 MDI가 든 배지로 교체하면서 시료를

농도 별로 처리하고 2일 간격으로 총 4회 insulin과 시료를

처리하였다. 마지막 시료를 처리하고 2일 경과 후 위상차 현미

경을 이용하여 지방세포 분화 정도 및 시료에 의한 분화 억제

정도를 200배 배율로 관찰하여 촬영한 후, 지방세포 분화 억제

능 및 TG 생성 저해능을 Oil Red O staining을 통해 분석하였

다. 지방세포 분화 및 시료 처리가 완료된 세포를 1× phos-

phate buffered saline (PBS)로 씻어준 다음 10% formalin으로

고정하고 Oil Red O staining solution을 처리한 후 30분간

염색하였다. 염색 완료 후 100% isopropanol을 사용하여 염색

된 지방을 추출하고 multi-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00 n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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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for RT-PCR

Gene name Sequence

C/EBPα
Sense

Antisense

5’-GTG TGC ACG TCT ATG CTA AAC CA-3’

5’-GCC GTT AGT GAA GAG TCT CAG TTT G-3’

C/EBPβ
Sense

Antisense

5’-GTT TCG GGA GTT GAT GCA ATC-3’

5’-AAC AAC CCC GCA GGA ACA T-3’

PPARγ
Sense

Antisense

5’-CGC TGA TGC ACT GCC TAT GA-3’

5’-TGC GAG TGG TCT TCC ATC AC-3’

GAPDH
Sense

Antisense

5’-GGG AGT CAA CGG ATT TGG TCG TAT-3’

5’-AGC CTT CTC CAT GGT GGT GAA GAC-3’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을 통한 지방세포 분화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능

분석

6-Well tissue culture plate에 3×10
5
개의 세포를 분주하고

지방 생성 억제능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시료를 처리한 후

유전자 발현 분석을 위한 RNA를 분리하여 RT-PCR로 분석하

였다. 먼저 시료 처리가 완료된 배양 세포의 total RNA를

TRIzol (Invitrogen, CA, USA)을 사용하여 추출한 후 NanoVue

plus spectrophotometer (GE healthcare, WI, USA)를 이용하

여 정량하고 SuperScript
TM

First-Strand Synthesis System

(Invitrogen)을 이용하여 cDNA를 합성한 후 PCR을 수행하였

다. 유전자 발현 분석의 internal control로는 housekeeping

gene인 glyceraldehydes-3-phosphate dehydrogenase (GAPDH)

를 사용하였으며 실험에 사용한 대상 유전자의 primer se-

quence는 Table 1에 제시한 바와 같다.

Western blot hybridization을 통한 지방세포 분화 관련

단백질 발현 조절능 분석

상기의 RT-PCR 분석에서와 같은 방법으로 실험을 수행한

후 시료 처리가 끝난 세포에서 단백질을 분리하여 지방 생성

관련 단백질의 발현 변화를 Western blot hybridization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시료 처리가 끝난 배양 세포에서 cell lysate

를 추출하여 Bradford assay로 단백질 농도를 결정한 후 50

μg의 단백질을 10%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로 전기영동하고 nitro-

cellulose membrane에 blotting한 후 대상 단백질의 일차 항체

와 hybridization하였다. 실험에 사용한 C/EBPα와 C/EBPβ의

일차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

로 부터 구입하였고, PPARγ 및 actin의 일차 항체와 horse

radish peroxidase가 부착된 anti-goat, anti-rabbit 등의 이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Santa Cruz, CA, USA)

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Membrane 수세 후 이차 항체로

한 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chemiluminescence detection sys-

tem (FluoChem
®

FC2, AlphaInnotech, USA)을 이용하여 각

단백질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의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나타내었고, 각 데이터의 통계 분석은 unpaired Student’s

t-test를 통해 p값이 0.05 미만(p<0.05)인 경우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과 및 고찰

머루근 추출물 및 분획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머루근 MeOH 추출물(VARM) 및 용매

분획물의 제조 과정은 Fig. 4에 제시된 바와 같다. 5 kg의 머루

근 시료로부터 527.6 g의 VARM을 확보하여 그 수율은 10.6%

였고 VARM으로부터 얻은 각 분획물의 양은 CH2Cl2, EtOAc,

n-BuOH, H2O 층이 각각 21.3, 81.1, 71.3, 246.1 g으로 그 수율

은 4.0, 15.4, 13.5, 46.6%로 나타났다.

머루근 추출물이 3T3-L1 preadipocyte의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머루근 추출물의 지방 생성 억제능의 평가를 위해 먼저

VARM이 3T3-L1 preadipocyte의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을 WST assa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1A에 제시

한 바와 같이 0에서 1,000 μg/ml의 처리 농도 범위에서 세포독

성을 거의 유발하지 않았으며 특히 1,000 μg/ml의 고농도 처

리에 의해서도 세포생존율이 92%로 높게 나타나 머루근 추출

물이 낮은 독성의 안전성이 높은 소재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먼저 VARM의 지방 생성 억제능의 분석을 0에서 1,000 μg/ml

까지 다양한 농도 범위에서 분석하였다.

머루근 추출물이 MDI로 유도한 3T3-L1 preadipocyte의

adipogenesis에 미치는 영향

머루근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 보유 유무를 알아보기 위해

MDI로 분화를 유도한 3T3-L1 preadipocyte의 adipogenesis에

VARM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그 결과 Fig. 1B에 제시

된 바와 같이 처리한 모든 농도 범위에서 지방 세포 분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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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Fig. 1. Effect of VARM on 3T3-L1 cell proliferation (A), morphological change and lipid accumulation (B), and triglyceride (TG)

contents (C). (A)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VARM for 72 hr and viability was determined

by WST assay.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B) Differentiation of confluent 3T3-L1 pre-

adipocytes was initiated with MDI treatment and maintained in DMEM containing 5% FBS in presence and absence of

VARM. After day 8,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Oil Red O. The morphological change and lipid droplet accumulation

were visualized using by inverted microscopy (x200). (C) TG contents were determined by Oil Red O staining after treatment

of VARM. TG contents were measured at 500 nm by multi-plate reader.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undifferentiated cell control (Con) and untreated cell control (0), respectively

(p<0.05).

농도 의존적으로 강하게 억제되었고 Oil Red O staining 결과

염색된 지방의 수가 급격히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지방

생성의 억제 정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기 위해 염색된 지방을

추출하여 TG 생성량의 정도를 측정한 결과 10에서 1,000 μg/

ml의 시료 처리 범위에서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어 억제능의 정도는 10, 50, 100, 200, 500, 1,000 μg/ml

의 처리에 의해 각각 12, 44, 54, 61, 75, 86%로 나타났다. 이러

한 결과를 통해 산출한 지방 생성 저해능의 50% 억제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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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2. Effect of VARM and its solvent fractions on 3T3-L1 cell proliferation (A), morphological change (B), lipid accumulation

(C), and TG contents (D). (A) Cells were treated with the indicated concentrations of VARM and its solvent fractions such

as CH2Cl2, EtOAc, n-BuOH, and H2O for 72 hr and viability was determined by WST assay.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 control (0) (p<0.05). (B, C) Differentiation of confluent

3T3-L1 preadipocytes was initiated with MDI treatment and maintained in DMEM containing 5% FBS in presence and absence

of VARM and its solvent fractions. After day 8,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Oil Red O. The morphological change

and lipid droplet accumulation were visualized using by inverted microscopy (x200). (D) TG contents were determined

by Oil Red O staining after treatment of VARM and its solvent fractions. TG contents were measured at 500 nm by multi-plate

reader.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undifferentiated

cell control (Con) and untreated cell control (0), respectively (p<0.05).

(Inhibitory concentration), 즉 IC50 값이 80 μg/ml로 나타나

머루근 추출물이 비교적 낮은 농도에서도 높은 지방 생성 억

제능을 보유함을 확인하였다(Fig. 1C). 이러한 결과를 통해 머

루근이 낮은 독성과 높은 지방 생성 억제능을 보유함을 확인

하였으며 이에 머루근에 함유된 항비만 활성 보유 성분을 분

리·동정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머루근 추출물 및 분획물의 세포 독성 및 adipogenesis에

미치는 영향

머루근 추출물의 항비만 활성 보유 물질의 분리를 위해 용매

분획을 실시한 후 먼저 VARM과 각 용매 분획물이 3T3-L1 pre-

adipocyte의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2A에 제시된 바와 같이 VARM과 4종의 분획물

모두에서 강한 세포 독성은 관찰되지 않아 VARM, n-BuOH,

H2O 층은 1,000 μg/ml의 고농도 처리에서도 각각 92, 94, 90%

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었으며 EtOAc 층은 그 보다 다소 낮아

250, 500, 750, 1,000 μg/ml의 처리에 의해 각각 94, 89, 86,

82%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CH2Cl2 층의 경우 또한 EtOAc

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여 250, 500, 750 μg/ml의 처리에 의해

서는 각각 91, 86, 82%의 세포 생존율을 보였으나 1,000 μg/ml

의 고농도 처리에서는 53%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이와 같은

추출물 및 분획물이 3T3-L1 preadipocyte의 세포생존율에 미

치는 영향과 머루근 추출물에 의한 지방 세포 분화 억제능의

결과를 바탕으로 추출물 및 각 분획물이 MDI에 의한 지방

세포로의 분화 및 지방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100 μg/ml 이하

의 농도 범위에서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 2B, C에 제시한

바와 같이 20, 50, 100 μg/ml의 추출물 및 분획물의 처리에

의해서도 물 층을 제외한 모든 분획물에서 유의적인 지방 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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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GAPDH

(B)

Fig. 3. Effect of CH2Cl2 fraction of VARM on adipogenesis related gene (A) and protein (B) expressions. (A) Modulat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by CH2Cl2 fraction of VARM was evaluated by RT-PCR. GAPDH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B)

Modulation of adipogenesis related protein expressions by CH2Cl2 fraction of VARM was evaluated by Western blot analysis.

Actin was used as an internal control.

Fig. 4. Procedure of VARM extraction, fractionation of each solvent fraction and isolation of active compounds serially from V.
amurensis root.

포 분화 억제능을 보였으며 Fig. 2D에 제시된 바와 같이 농도

의존적인 TG 생성 억제능을 보였다. 지방 생성 억제능의 정도

는 EtOAc, CH2Cl2, n-BuOH 층의 순으로 EtOAc 층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으나 세포 생존율 측정에서는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던 EtOAc 층 분획물이 분화된 지방세포에서는 독성을 보

이는 것으로 판단되어 미분화 세포와 분화된 지방세포 모두에

서 독성의 유발 없이 높은 지방생성 억제능을 보유하면서 그

활성의 정도가 가장 강하게 나타난 CH2Cl2 층 분획물을 대상

으로 이후 실험을 수행하였다.

머루근 추출물 CH2Cl2 층 분획물이 adipogenesis 관련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Preadipocyte가 adipocyte로 분화되는 adipogenesis의 과

정에는 초기(early), 중기(intermediate), 후기(late)의 각 단계

별로 중요한 분화 조절자들이 관여한다. MDI 처리 초기에는

가장 먼저 c-fos, c-jun, c-myc 등의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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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Fig. 5. Effect of four active compounds originated from CH2Cl2 fraction of VARM on morphological change (A), lipid accumulation

(B), and TG contents (C). Differentiation of confluent 3T3-L1 preadipocytes was initiated with MDI treatment and maintained

in DMEM containing 5% FBS in presence and absence of each chemical. After day 8, cells were fixed and stained with

Oil Red O. The morphological change and lipid droplet accumulation were visualized using by inverted microscopy (x200).

TG contents were determined by Oil Red O staining after treatment of each chemical and measured at 500 nm by multi-plate

reader. Data are expressed as the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undifferentiated

cell control (Con) and untreated cell control (0), respectively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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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함께 C/EBPβ와 δ의 발현 또한 유도된다. C/EBPβ와 δ는

preadipocyte가 MDI 등의 differentiation cocktail에 노출되었

을 때 분화 초기에 가장 먼저 작용하는 전사 인자(transcription

factor)로 MDI의 경우 C/EBPβ는 DEX에, C/EBPδ는 IBMX에

의해 활성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C/EBPβ와

δ의 활성은 분화 중기 및 후기에서 작용하는 PPARγ와

C/EBPα의 발현 매개인자로서, 활성화된 PPARγ와 C/EBPα

는 단독 혹은 상호작용을 통해 지방세포 특이적 유전자의 발

현(adipocyte specific gene expression)을 유도하여 지방 세포

분화 및 지방 형성을 완성한다[24]. 따라서 이와 같은 지방 세

포 분화에 관여하는 주요 인자들의 발현 조절 유무는 소재가

보유한 지방 생성 억제능 및 그 작용 기전을 판단하는 주요

방법 중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는 머루근이 보유한 지방 생성 억제능의 작용

기전을 알아보기 위해 CH2Cl2 층 분획물을 사용하여 adipo-

genesis에 관여하는 주요 핵심 조절자인 C/EBPα, C/EBPβ,

그리고 PPARγ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3에 제시된 바와 같이 MDI 처리에 의해 지방세포

분화가 일어난 대조군에서는 세 인자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

현이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머루근 CH2Cl2 층 분획물의

처리에 의해 감소함을 보였다. 특히 세 인자의 유전자 발현은

20 μg/ml의 처리에서부터 급격히 감소되었으며, 특히 C/EBP

α, β의 경우 100 μg/ml에서는 발현이 완전히 억제됨을 보였

다(Fig. 3A). 단백질 발현은 유전자 발현에서와 같이 저농도에

서 뚜렷한 발현 저해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100 μg/ml에서는

발현이 강하게 억제되었다(Fig. 3B). 이러한 결과는 머루근이

보유한 항비만 활성이 adipogenesis에 관여하는 핵심 인자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저해의 기작을 통해 이루어짐을 시사

한다.

머루근 CH2Cl2층 유래 화합물 4종의 항비만 활성 분석

머루근이 보유한 항비만 활성의 핵심 작용 물질을 찾아내기

위해 Fig. 4에서와 같이 CH2Cl2 층으로부터 물질 분리를 수행

하였다. CH2Cl2 층 분획물을 n-hexane : EtOAc [10:1, 5:1, 3:1,

2:1, 1:1 (v/v)] 및 MeOH 순으로 용출시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분획물(fraction, Fr.) 1~4를 얻었

다. 그 중 Fr. 3을 위와 같은 용매 순으로 silica gel column

chromatography를 수행하여 Fr. 1~6을 얻었다. 그 중 Fr. 2와

5의 GC-mass 분석을 통해 Fr. 2로부터 methyl palmitate, pal-

mitate, methyl stearate, Fr. 5로부터 oleanolic acid 등의 화합

물의 존재를 확인한 후 각 화합물을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로 부터 구입하여 표준품과 분리 화합물의

동일성을 thin layer chromatography (TLC)를 통해 확인한

후, 각 물질이 보유한 항비만 활성 유무를 분석하였다. 그 결과

Fig. 5에 제시된 바와 같이 methyl palmitate를 제외한 3종의

화합물이 농도의존적인 지방세포 분화 및 지방 생성 억제능을

보였다. 각 화합물의 활성의 정도는 20, 50, 100 μg/ml의 시료

처리에 의해 palmitate가 13, 17, 17%, methyl stearate가 8,

24, 29%, 그리고 oleanolic acid가 33, 41, 92%의 지방 생성 억제

능을 보여 활성의 강도는 oleanolic acid, methyl stearate, pal-

mitate의 순으로 나타났다. 가장 강한 활성을 보인 oleanolic

acid는 식품과 약용 식물에 주로 존재하는 triterpenoid의 하나

로 올리브(Olea europaea) 잎에서 처음으로 분리되었으며 인삼

등의 식물에서 당류와 결합한 사포닌으로 함유된 경우가 많

다. 식물계에 존재하는 인체 생리 활성 물질의 하나로 낮은

독성과 간 보호능, 항염증 효과, 항암 활성, 항바이러스 활성,

신경변성질환 억제, 고지혈증 및 동맥경화 억제능 등이 보고

된 봐 있다[22, 26]. 한편 oleanolic acid의 지방 분화 인자 발현

조절을 통한 지방세포 분화 억제능 및 고지방 식이 실험 동물

에서의 항비만 활성 등이 선행문헌에서 보고된 바 있으나[3,

30] 본 실험의 소재로 사용한 머루근에서 발견된 것은 본 연구

가 처음이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머루근 추출물 및 분획물이 낮은 독성

과 높은 항비만 활성을 보유함을 확인하였으며, 활성 보유 화

합물 중 하나로 CH2Cl2 층 분획물에서 oleanolic acid를 분리하

였다. 이러한 결과는 한방에서 약재로 사용되고 있으나 그 생

리활성이 명확히 규명되지 않은 머루근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과학적으로 규명함으로써 향후 항비만 활성 보유 기능성 식품

및 소재로서의 활용을 위한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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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머루근 추출물 및 분획물의 항비만 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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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머루(Vitis amurensis Rupreche)는 아시아 지역에서 자생하는 포도의 한 종류로서 항산화, 항염증, 뇌신경보

호, 신생혈관 억제능 등의 생리활성이 알려져 있다. 왕머루의 뿌리는 한국에서 전통적인 약재로 사용되어왔으나

그 생리활성에 대해서는 보고된 바가 적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머루근 MeOH 추출물(VARM)과 그 용매 분획물

이 지방세포분화 및 지방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3T3-L1 preadipocyt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그 결과 VARM은

3T3-L1 preadipocyte의 지방 세포로의 분화, 지방 축적, 중성 지방 생성량을 독성 없이 농도의존적으로 유의적으

로 억제시켰다. 활성 물질의 규명을 위해 VARM으로부터 dichloromethane (CH2Cl2), ethyl acetate (EtOAc),

n-butanol (n-BuOH), 그리고 물(H2O) 층의 순서로 용매 분획을 실시한 후 지방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H2O 층을 제외한 모든 분획물에서 지방 생성 억제능이 관찰되었으며 특히 CH2Cl2 층 분획물이 가장 강력한

항비만 활성을 보였고 이는 주요 지방 생성 전사 인자인 C/EBPα, C/EBPβ, 그리고 PPARγ의 유전자 및 단백질

발현 조절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머루근의 항비만 활성을 보유한 활성 물질을 분리한 결과 oleanolic acid

가 주요 물질 중의 하나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머루근의 항비만 활성을 처음으로 밝혀낸 것이며 주요 활성

물질의 하나로 oleanolic acid를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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