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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늘이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UCP2 형질전환 마우스의

대사성 조직에서 UCP2 전사 조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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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garlic on uncoupling protein 2 (UCP2)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UCP2- 
luciferase transgenic mice fed on a high fat diet to induce obesity. To examine the transcriptional regulation of UCP2, we generated 
transgenic mice with a UCP2 promoter (-1,830/+30 bp) containing luciferase as a reporter gene. UCP2-luciferase transgenic mice 
were fed a 45% high-fat diet for 8 weeks to induce obesity. Subsequently, mice were maintained on either a high-fat control diet 
(TG-CON), or high-fat diets supplemented with 2% (TG-GL2) or 5% (TG-GL5) garlic for a further 8 weeks. Dietary garlic reduced 
body weight and energy efficiency ratio in the TG-GL5 group, compared to the TG-CON group. Furthermore, garlic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decreased white adipose tissue fat mass and plasma levels of triglycerides, total cholesterol, and leptin in the TG-GL2 
and TG-GL5 groups, compared to the TG-CON group. Specifically, UCP2 promoter activity in metabolic tissues such as liver, white 
adipose tissue, brown adipose tissue, and skeletal muscle was increased by garlic supplementat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etary 
garlic was partially associated with an increase of UCP2 transcriptional activity in metabolic tissues for decreasing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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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에너지 섭취가 소비보다 많아지는 불균형으로 인

해 발생하며,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비

정상적으로 많이 축적된 상태를 말한다(Haslam & James 2005). 
비만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계 질환 등의 주요 

위험 요인 중 하나이며(Haslam & James 2005), 전 세계적으로 

그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어, 많은 나라에서 공중보건을 위해 

해결해야 하는 주요 과제 중 하나로 다루고 있다. 미국질병통

제예방센터(Centers for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CDC)
가 공개한 ‘전국건강ㆍ영양조사(The National Health and Nu-

tritional Examination Survey, NHANES)’에 따르면 2013~2014
년 미국 성인 인구의 70.7%가 과체중, 37.9%가 비만이었으며

(CDC 2015), 우리나라에서도 소득수준의 향상과 동물성 지

방의 함량이 높은 서양식 식습관으로 인해 근래 비만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전 세계적으로 체중감량

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비만 치료 및 체중조절을 위한 

다양한 약물들이 개발되고 있다(Padwal & Majumdar 2007). 
그러나 이들 약물은 복통, 두통 등의 부작용으로 인한 한계성

을 나타내면서 장기적인 복용에도 안전한 천연물에 대한 연

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Kang & Park 2012). 
마늘(garlic, Allium sativum L.)은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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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소로서 예로부터 식용 및 약용식물로 널리 이용되어 왔으

며, 생리활성 물질로 알리신(allicin), 알린(alliin), 아조엔(ajoenes) 
외 다양한 유기 황 화합물들을 함유하고 있다(Lanzotti V 2006). 
많은 선행 연구에서 마늘의 항균(Kim 등 1996; Lim & Kim 
1997), 항암(Fleischauer 등 2000), 항콜레스테롤(Chi MS 1982; 
Qureshi 등 1983), 항염증(Zalejska-Fiolka 등 2015), 항비만 효

과(Kang 등 2006; Lee 등 2011; Joo 등 2013) 등을 보고하였다. 
특히,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마우스에 8주간 마늘 식이를 섭

취시킨 결과, 체중, 지방 조직 무게 및 혈중 지질농도가 감소

되었으며, 이는 지방 조직에서 지방생성(adipogenesis)과 관련

된 유전자 발현 억제와 다양한 대사 조직에서 UCP(uncou-
pling protein)의 유전자 발현 증가와 관련되어 있음이 보고되

었다(Lee 등 2011). 이와 비슷하게, 고지방 식이에 마늘 추출

물을 11주간 공급한 랫트에서 체중 및 체지방이 감소하고 혈

중 지질농도가 개선되었으며 지방 조직에서 지방생성관련 

유전자 발현 감소와 UCP2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함을 보고하

였다(Joo 등 2013).
UCP는 미토콘드리아의 내막에 존재하는 단백질로, 전자

전달계에서 산화적 인산화에 의한 ATP 합성을 감소시키고, 
열 발생을 증가시켜 체온 조절, 에너지 소비에 관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Rousset 등 2004). UCP의 상동유전자(homo-
logue)는 UCP1, UCP2, UCP3, UCP4와 UCP5가 있으며, UCP1
은 갈색지방 조직에서, UCP3는 골격근에서, UCP4와 UCP5가 

뇌에서 주로 발현되는 것에 비해 UCP2는 대부분의 모든 조

직에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Boss 등 1997; Vidal-Puig 등 1997; 
Diano 등 2000). 따라서 UCP2의 활성화를 통한 열 발생 증가

는 체내 전반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항비만 효과

를 나타낼 것이라 추측할 수 있으며, 이에 최근의 많은 대사

관련 연구들은 UCP2 발현과 비만과의 관련성을 보고하고 있

다(Langin 등 1999). 한편, 경구로 섭취시킨 향나무(Juniperus 
chinensis X.) 추출물, 해국(Aster spathulifolius M.) 추출물 및 

공액리놀레산(conjugated linoleic acid) 등은 고지방 식이를 섭

취한 비만 동물의 체지방 감소와 동시에 UCP2 발현을 향상

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는데(Kim 등 2008; Kim 등 2016; 
Choi 등 2004), 이는 UCP2가 천연소재의 항비만 효능 평가를 

위한 주요 지표 중 하나로 이용될 수 있음을 나타낸다. 본 연

구진은 선행연구에서 마늘 섭취가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마

우스의 체중을 감소시키고, 간과 지방 및 근육조직에서 UCP2 
mRNA의 발현을 증가시킴을 보고한 바 있다(Lee 등 2011; 
Joo 등 2013). 그러나, 식이성 마늘이 UCP2-luciferase 형질전

환 마우스에서 UCP2 전사 활성 조절에 관여하는지에 대한 

연구는 아직 수행된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UCP2 
프로모터(promoter)와 luciferase 리포터 유전자가 도입된 형질

전환 마우스를 제작하고, 마늘의 항비만 효과가 고지방 식이 

비만 유도 UCP2-luciferase 형질전환 마우스의 간, 지방 및 근

육조직에서 UCP2 유전자 전사 활성 조절에 관여하는지 확인

해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유전자 재조합
-1,830/+30 bp 크기의 마우스 UCP2 유전자 프로모터는 3T3- 

L1 지방세포의 genomic DNA(Qiagen, Valencia, CA, USA)를 

분리하여 template로써 이용하고, 양 끝에 KpnⅠ과 NheⅠ의 

효소 염기서열 부위를 부가한 primer를 제작하여 PCR을 실시

하였다. Primer는 forward 5'-GCG CGA GCT CAC TGT GGG 
TGT ATG TGT GTG-3', reverse 5'-GCG CCT CGA GTG CCA 
ATA CTA AAA AGG GAA-3'로 하였고, PCR 반응의 조건은 

denaturation 95℃ 1분, annealing 62℃ 2분, extension 70℃ 2분
으로 30 cycle로 하였다. PCR 산물은 전기영동하여 1.8 kb DNA
를 gel extraction kit를 사용하여 회수하였다. PCR을 통해 얻

은 UCP2의 프로모터는 pGEM-T easy vector(Promega, Madi-
son, WI, USA)와 3:1의 비율로 T4 DNA ligase(Takara Bio, Otsu, 
Japan)를 이용하여 subcloning한 후 takara 유전자 해석 센터에 

sequencing을 의뢰하였다. Sequencing을 확인한 후 재조합된 

pGEM-T easy vector는 제한효소 KpnⅠ(Takara Bio)과 NheⅠ
(Takara Bio)으로 처리 후 전기영동하여 UCP2의 프로모터 부

분인 1.8 kb만 pGL3-basic vector(Promega)를 T4 DNA ligase를 

이용하여 약 16℃에서 14시간 동안 배양시켜 두 유전자를 재

조합하였다(Fig. 1). 

2. 형질전환 마우스 생산
재조합된 UCP2 DNA의 미세주입은 미세조작기(Leitz, Ger-

many)를 이용하여 수정란의 웅성 전핵에 주입하였으며, 이때 

핵막의 용이한 관찰과 실험의 편리함을 도모하기 위하여 DIC 
system(Leitz, Germany)을 갖춘 도립현미경 하에서 실험을 수

행하였다. UCP2 DNA가 미세 주입된 수정란은 대리모의 난

관에 이식하여 약 3주간 발달시키고, 정상 분만하도록 하여 

마우스를 생산하였다. 대리모에서 태어난 산자의 외래유전자 

발현 여부는 삽입된 luciferase 외래유전자 특이적인 PCR primer
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Chimera의 꼬리를 약 0.5 cm 정도 잘

Fig. 1. Construction of UCP2-luciferase reporter gene. 
UCP2 promoter (-1,830/+30 bp) was recombined with pGL3 
basic vector using restriction enzymes (Kpn1 and Nhe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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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내어 proteinase K가 함유된 lysis buffer를 이용하여 genomic 
DNA를 추출하여 PCR을 실시하여 외래 유전자의 germline 
transmission 여부를 판별하였다. RT-PCR은 luciferase primer 
(5'-TGTACACGTTCGTCACATCT-3'과 5'-GCAGACCAGTAG 
ATCCAGAG-3')를 사용하여 Hotstart taq polymerase(Bioneer, 
Daejeon, Korea)로 증폭시켰다. PCR 반응 cycling 조건은 시작은 

95℃에서 15분 배양 후 95℃에서 1분, 55℃에서 30초, 72℃에

서 1분씩 25 cycles를 진행하고, 마지막 증폭단계는 72℃에서 

10분으로 설정하였다. PCR 생성물의 크기는 420 bp이며, PCR 
결과 분석은 1.5%의 아가로스 gel을 통하여 전기영동 한 후, 
ethidiumbromide로 염색하여 ultraviolet(UV) light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Fig. 2).

3. 시료 준비
본 실험에 사용된 식이성 마늘 분말은 전라남도 고흥에서 

구입한 생마늘을 동결 건조하여 분말화한 시료를 대상(주) 
(Deasang Corporation, Seoul, South Korea)로부터 제공받아서 

사용하였다. 동결 건조한 마늘 분말은 -20℃에서 보관하였다.

4. 실험동물 사육 및 식이
생후 약 5주령의 UCP2-luciferase 형질전환 수컷 C57BL/6J 

마우스와 정상 C57BL/6J 마우스(wild-type, WT)를 동물 사육

실(실내온도 23±1℃, 상대습도 50±5%, 12 hour light-dark cy-
cle)에서 물과 고형배합 사료를 제한 없이 먹이면서 일주일간 

환경에 적응시켰다. 적응기간 후 실험동물들에게 45% 고지

방 식이(Dyets, Bethlehem, PA, USA)를 8주간 공급하여 비만 

유도한 다음, 체중에 따른 난괴법으로 각 군당 5마리씩 4 그
룹으로 나누었다. 각 군의 식이조성은 Table 1과 같으며, AIN- 
93G 식이를 기본으로 하여 45% 고지방 식이로 조제하였다. 

Fig. 2. Mouse genotypes identified by the expression of 
mouse UCP2-luciferase transgenic mice. Genotypes of the 
mice are determined by PCR amplification using luciferase- 
specific primer (420 bp of the amplified fragment). Marker, 100 
bp ladder; Founder 0 (F0) mice, 1♀~4♂; NC1 (negative con-
trol 1), dH2O; NC2 (negative control 2), C57BL6/J wild-type 
genomic DNA; PC (positive control), pUCP2 DNA (1 ng).

Components1) WT4) TG-CON TG-GL2 TG-GL5

Casein 170.73 170.73 170.73 170.73

Sucrose 121.95 121.95 121.95 121.95

Cornstarch 201.71 201.71 181.71 151.71

Dyetrose 155.00 155.00 155.00 155.00

L-Cystine   2.20   2.20   2.20   2.20

Cellulose  60.98  60.98  60.98  60.98

Lard 229.50 229.50 229.50 229.50

Mineral mix2)  42.68  42.68  42.68  42.68

Vitamin mix3)  12.20  12.20  12.20  12.20

Choline bitartrate   3.05   3.05   3.05   3.05

Garlic powder - -  20.00  50.00

Total 1,000 1,000 1,000 1,000

Fat, % (calories) 45 45 45 45

1) Diets were based on the AIN-93G diet composition.
2) AIN-93G mineral mixture.
3) AIN-93G vitamin mixture.
4) WT, wild-type mice; TG-CON, transgenic control mice; TG- 

GL2,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2% garlic; TG-GL5,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5% garlic.

Table 1. Component of experimental diets (g/kg)

UCP2-luciferase 형질전환 마우스 대조군(TG-CON)은 고지방 

식이를 공급하고, 실험군은 2%(TG-GL2) 또는 5%(TG-GL5)의 

마늘을 고지방 식이에 첨가하여 8주간 UCP2-luciferase 형질

전환 마우스에 공급하였다. 정상 마우스 대조군(WT)도 UCP2- 
luciferase 형질전환 마우스 대조군과 같이 비만 유도 후 추가

로 고지방 식이를 8주간 공급하였다. 실험 기간에 물과 식이

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고, 매주 두 번씩 일정한 

시간에 체중과 식이섭취량을 측정하였다. 모든 동물실험 과

정은 NIH(National Institutes of Health)의 실험동물관리 규정

에 준하여 시행하였다.

5. 실험동물의 희생 및 시료 채취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희생 당일 

Zoletil/Rompun(Bayer, Laverkusen, Germany) 혼합액을 복강 내 

투여하여 마취시킨 후 심장 채혈하였다. Ethylene diamine tetra-
cetic acid(EDTA) tube에 채혈한 혈액을 넣은 뒤, 4℃, 2,800 ×g, 
2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장(plasma)을 얻고, 이를 분석 전까지 

-80℃에 보관하여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간, 백색지방(부
고환 지방), 갈색지방 및 근육조직은 적출하여 액체질소에서 

급속 동결한 후 이를 분석 전까지 -80℃에 보관하였다.



이막순 이서현 신윤진 정선윤 박선영 김양하 한국식품영양학회지534

6. 혈장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렙틴 농도 측정
혈장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농도는 효소법을 이용한 

분석 kit(Asan Pharmaceutical, Seoul, South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장 렙틴 농도는 렙틴 효소면역정량(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R&D Systems, Minneapolis, MN,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7. Luciferase 활성 측정
Luciferase 활성은 적출한 조직을 lysis한 후, Luciferase Re-

porter Assay System(Promega,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

여 Turner Designs TD 20/20 luminometer(Turner Designs, Sun-
nyval, CA, USA)에서 측정하였다. 조직량의 표준화를 위한 단

백질 함량은 BCA protein assay kit(Pierce, Rockford, IL, USA)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8. 통계 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PSS 19.0(IBM Corporation,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통계 분석하였다. 분석수치는 실험군당 평

균(mean)과 표준오차(standard error, SE)로 나타내었고, 일원

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을 한 후 

Tukey'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p<0.05 수준에서 유의성

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체중, 식이섭취량 및 에너지효율
마늘 식이를 8주간 섭취한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마우스

Table 2. Effects of garlic on physiological variables of UCP2-luciferase transgenic mice

WT1) TG-CON TG-GL2 TG-GL5

Initial body weight (g) 36.0±1.02) 35.7±0.7 35.8±1.3 35.6±0.5

Final body weight (g) 45.3±0.8b3) 45.7±1.6b 40.8±2.3ab 37.2±1.4a

Food intake (g/day) 2.97±0.16 2.95±0.04 2.94±0.04 2.96±0.03

Energy intake (kcal/day) 13.8±0.75 13.7±0.17 13.7±0.20 13.7±0.17

Energy efficiency ratio4) 14.50±1.29b 14.10±3.27b 7.03±2.42ab 2.30±0.96a

Tissue weight (g/100 g body weight)

Liver 3.24±0.12 3.39±0.40 3.44±0.42 3.33±0.08

White adipose tissue 4.37±0.11b 4.64±0.15b 1.97±0.19a 1.54±0.12a

1) WT, wild-type mice; TG-CON, transgenic control mice; TG-GL2,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2% garlic; TG-GL5,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5% garlic.

2) Values are mean±SEM(n=5).
3)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4) Energy efficiency ratio=Body weight gained (mg)/calories consumed (kcal).

의 체중, 식이섭취량 및 에너지효율은 Table 2와 같다. 체중, 
식이섭취량 및 에너지효율은 WT군과 TG-CON군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시작체중과 식이섭취량은 모

든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에너지효율은 TG-GL5
군이 TG-CON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TG-GL2군은 낮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변화는 없

었다. 체중 변화는 TG-GL5군이 TG-CON군에 비해 18.6%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TG-GL2군은 낮아지는 경향

은 있으나, 유의적인 변화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는 2%, 5%
의 마늘을 섭취한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마우스의 체중 감소 

효과가 본 연구진의 선행연구 결과와 유사하며(Lee 등 2011), 
250 또는 500 mg/kg의 마늘추출물의 섭취가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랫트와 마우스의 체중을 감소시킨 동물실험 결과(Pin-
tana 등 2014; Lee 등 2016) 및 매일 800 mg의 마늘 분말을 

섭취한 비알콜성 지방간 환자들의 체중이 감소한 인체적용

실험의 결과와 일치한다(Soleimani 등 2016). 

2. 간 조직 및 백색지방 조직 무게
마늘 식이를 8주간 섭취한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마우스

의 간 조직 및 백색지방 조직 무게는 Table 2와 같다. 간 무게

는 각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마늘 섭

취가 간 기능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Table 
2).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와 Alanine transaminase(ALT)
는 간의 위해가 발생했을 때 혈중으로 다량 방출되는데, 본 

연구진은 선행 연구를 통해 2%와 5%의 마늘 식이를 8주간 

섭취한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마우스의 혈중 AST 및 ALT 수
치에 유의적인 변화가 없음을 보여주었다(Lee 등 2011).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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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마늘 식이 섭취가 실험동물에게 유해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백색지방조직 무게는 TG-CON군에 비해 TG-GL2군과 TG- 

GL5군에서 각각 57.5%, 66.8%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 
0.05), WT군과 TG-CON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
ble 2). 이는 마늘의 체중 감소 효과가 체지방 감소와 관련되

어 있음을 시사한다. 마늘의 섭취로 인한 백색지방 조직 무게 

감소는 여러 연구들에서도 보고되었다. 특히, 고지방 식이에 

5%의 마늘 분말을 첨가하여 8주간 섭취시킨 마우스의 부고

환지방, 피하지방, 장간막지방 및 후복막지방이 고지방 식이

만 섭취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Lee 등 

2011), 고지방 식이에 고압마늘추출물을 첨가하여 11주간 섭

취시킨 랫트의 부고환지방 무게 및 총 지방량이 대조군에 비

하여 감소하였다(Joo 등 2013). 또한, Kim 등(2013)은 100, 250 
및 500 mg/kg의 마늘 추출물을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마우스

에 4주간 섭취시켰을 때, 부고환지방과 신장주변지방 무게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함을 보고하였으며, 마늘로부터 유래한 

아조엔과 유기황화합물인 1,2-vinyldithiin이 지방합성관련 유

전자 발현을 억제하여 마늘의 체지방 감소에 관여함이 보고

되었다(Han 등 2011; Keophiphath 등 2009). 이러한 연구는 마

늘이 체지방 감소를 통해 체중 감소 및 비만 예방에 효과를 

나타내며, 다양한 생리활성성분이 마늘의 항비만 효능에 관

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3. 혈중 중성지방, 콜레스테롤 및 렙틴 함량
마늘 섭취가 혈청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

해 혈청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하였다. 혈중 

중성지방 농도는 TG-CON군에 비해 TG-GL2, TG-GL5군에서 

각각 29%, 56.4% 감소하였으며(p<0.05)(Fig. 3A), 혈중 총 콜

레스테롤 농도는 각각 19.1%, 32.2% 감소하였다(p<0.05)(Fig. 

(A) (B) (C)

Fig. 3. Effects of garlic on plasma levels of triglycerides (A), total cholesterol (B), and leptin (C).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M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0.05). WT, wild-type mice; TG-CON, transgenic control mice; TG-GL2,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2% garlic; 
TG-GL5,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5% garlic.

3B). 한편, WT와 TG-CON군은 혈장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

테롤 농도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이는 형질전환으

로 인한 개체 간에 영향을 주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많은 연

구들에서 고지방 식이유도 비만 랫트에게 5% 한지형 마늘 

분말 식이를 5주간 섭취시킨 경우, 랫트의 혈중 HDL-콜레스

테롤이 증가하고, 혈중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

는 것으로 나타났으며(Kang 등 2006), 4% 마늘 분말을 45일
간 섭취시킨 고지혈증 유도 랫트의 혈중 중성지방, 총 콜레스

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VLDL-콜레스테롤이 감소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Heidarian 등 2011).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

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이 245 mg/dL 이상인 사람에게 42일간 

마늘을 섭취시킨 후 혈중 HDL-콜레스테롤은 실험 전에 비하

여 증가하였으며, 총 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

방은 감소하였다(Mahmoodi 등 2011). 특히 마늘의 황 화합물

이 간세포에서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하고(Gebhardt & 
Beck 1996), 알리신이 고지혈증 토끼모델에서 혈청 지질 수

준을 개선하며(Eilat 등 1995), 마늘의 혈중 지질 개선 효과는 

malic enzyme, fatty acid synthase, glucose-6 phosphate dehydro-
genase와 같은 지방 및 콜레스테롤 합성 효소들의 활성 억제

와 관련이 있음이 보고되었다(Chi MS 1982; Qureshi 등 1983).
렙틴(lep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단백질로, 식욕을 억

제하고, 체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에너지대사 조

절에 관여하는 주요 물질이다(Frederich 등 1995). 렙틴의 분

비는 체지방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며, 비만한 경우 렙틴 저

항성으로 인해 그 분비량이 더욱 증가하므로 혈중 렙틴 농도

는 비만의 지표 중 하나로 사용되고 있다(Mercer 등 2000). 본 

실험에서 혈중 렙틴의 농도는 TG-CON군에 비해 TG-GL2군
과 TG-GL5군에서 각각 36.5%, 53.5%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며(p<0.05), WT와 TG-CON군은 서로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

내지 않았다(Fig. 3C). 유사한 연구결과로 마늘 섭취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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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동물의 혈중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및 렙틴 농도의 

감소 효과는 본 연구진의 선행 연구에서 이미 보고한 바 있다 

(Lee 등 2011). 또한, Kang 등(2006)은 5% 마늘 분말 식이가 

고지방 식이 비만유도 랫트의 체지방 감소 및 혈중 렙틴 수준

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은 마늘

이 혈중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과 렙틴 농도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이는 마늘의 항비만 효과가 체중 및 백색지방 조직 

무게 감소와 더불어 혈중 지질 농도 감소에서 기인하는 것으

로 사료된다. 

4. 대사 조직 내 UCP2 프로모터 활성
본 연구에서는 마늘이 대사성 조직에서 UCP2 유전자의 전

사 조절에 관여하는지 확인해 보고자 UCP2-luciferase 형질전

환 마우스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Luciferase는 생물발광에 

관여하는 효소이며, 포유동물은 내재적 luciferase 활성을 가

지고 있지 않으므로 유전자의 조절이나 기능 또는 생리활성물

질의 스크리닝(screening)을 위해 리포터 유전자로서 널리 사

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UCP2 유전자의 전사 조절 기능 연구

를 위해 UCP2 프로모터 (-1,830/+30 bp)와 리포터 유전자인 

luciferase를 포함하는 pGL3 basic vector를 재조합한(Fig. 1) 후 

UCP2-luciferase 외래유전자가 삽입된 형질전환 마우스를 제

작하였다(Fig. 2). 마늘 식이를 8주간 섭취한 고지방 식이 비

만유도 UCP2-luciferase 형질전환 마우스의 간, 백색지방, 갈
색지방 및 근육 조직에서 luciferase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간 

조직의 luciferase 활성은 TG-CON군에 비해 TG-GL2군과 TG- 
GL5군에서 각각 1.8배와 2.7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p<0.05), 
백색지방 조직에서는 각각 2.0배와 5.2배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0.05)(Fig. 4). 이에 반해, 갈색지방 및 근육 조직의 luci-
ferase 활성도는 TG-CON군에 비해 TG-GL5군에서 각각 2.2배
와 2.3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p<0.05), TG-GL2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일 뿐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4). 
WT군의 간, 백색지방, 갈색지방 및 근육 조직에서는 lucife-
rase 활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UCP2는 미토콘드리아 내벽에 

존재하는 운반체(transporter) 중 하나로 신체 조직에 폭넓게 

존재하며, 발열반응을 통한 에너지소비를 촉진하여 비만의 

조절에 관여한다. 본 연구진은 선행연구를 통해 2%와 5%의 

마늘 섭취가 고지방 식이 비만유도 마우스의 항비만 효과가 

체온 증가와 더불어 간, 백색지방, 갈색지방 및 근육 조직 특

이적인 UCP들(UCP1, UCP2, UCP3)의 mRNA 수준을 증가시

키는 것을 확인하였다(Lee 등 2011). 또한, 알리신의 함량이 

높은 마늘추출물은 고지방 식이를 섭취시킨 랫트의 체중 증

가를 억제하고, UCP2 mRNA 발현을 증가시켰으며(Joo 등 

2013), 마늘의 allyl-함유 황화물들은 갈색지방 조직에서 UCP2 
단백질을 증가시키고, 혈중 noradrenalin과 adrenalin 분비를 증

Fig. 4. Effects of garlic on UCP2 promoter activity in liver, 
white adipose tissue (WAT), brown adipose tissue (BAT), 
and muscle. The activity of UCP2 promoter was measured 
by a luciferase activity assay. The luciferase activity was 
calculated as a relative light unit (RLU) after normalizing 
to protein concentration. The relative fold-change in luciferase 
activity as compared with a TG-CON is shown as means± 
SEM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abov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Tukey's multiple range test (p< 
0.05). WT, wild-type mice; TG-CON, transgenic control mice; 
TG-GL2,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2% garlic; TG- 
GL5, transgenic mice supplemented with 5% garlic.

가시킨다는 연구결과들이 보고되었다(Oi 등 1999). 이러한 연

구결과들은 마늘이 체내에서 적응성 열 발생을 통한 에너지 

소모를 촉진하는 과정에 UCP2 유전자가 관여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들은 마늘이 에너지대사에 관

여하는 간, 백색지방, 갈색지방 및 근육 조직 등의 대사성 조

직에서 UCP2 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킴에 있어서 UCP2 유
전자 전사 활성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마늘의 항비만 효과가 대사성 조직에서 UCP2 
유전자의 전사 활성을 조절하는지 조사하기 위해 고지방 식

이 비만유도 UCP2-luciferase 형질전환 C57BL/6J 마우스 모델

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6주령의 UCP2-luciferase 형질전환 

수컷 C57BL/6J 마우스와 정상 C57BL/6J 마우스(WT)에게 45% 
고지방 식이를 8주간 공급하여 비만을 유도한 후, 4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 식이를 공급하였다. 정상 마우스(WT)와 UCP2- 
luciferase 형질전환 마우스 대조군(TG-CON)에게 고지방 식

이를 공급하였고, 실험군은 2%(TG-GL2) 또는 5%(TG-GL5)
의 마늘을 고지방 식이에 첨가하여 8주간 UCP2-luciferase 형
질전환 마우스에 공급하였다. 마늘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의 

체중은 TG-CON군에 비해 TG-GL2군과 TG-GL5군에서 각각 

10.8%, 18.6% 감소되어 마늘 섭취 용량 의존적으로 체중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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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액의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TG-CON군에 비해 TG-GL2군 및 TG-GL5군에서 유의

적으로 감소되어, 마늘에 의한 지질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 
또한, 혈장 렙틴 농도도 TG-CON군에 비해 TG-GL2군과 TG- 
GL5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간, 백색지방, 갈색지방 

및 근육 조직에서 UCP2 프로모터 활성은 TG-CON군에 비해 

마늘 식이를 섭취한 TG-GL2군 및 TG-GL5군에서 용량 의존

적으로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이 결과들은 마늘의 항비만 효

과가 UCP2-luciferase 형질전환 마우스의 대사성 조직에서 

UCP2 유전자 전사 조절에 관련되어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아울러 본 연구에서 개발된 UCP2-luciferase 형질전환 마우스

는 UCP2 유전자 전사 단계에 중점을 둔 분자 기전 연구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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