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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t accumulation in adipocytes occurs through the process of adipogenesis in which preadipocytes 
differentiate into adipocytes. Obesity is a metabolic disorder caused by excessive accumulation of fat 
in the body, which increases the incidence of cardiovascular diseases, hypertension, type 2 diabetes, 
hyperlipidemia, and various cancers. Recently, inhibition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was shown to be 
a potential antiobesity strategy. In this study, the inhibitory effect of dichloromethane fractions from 
Illicium verum Hooker fil. water extract on the differentiation of 3T3-L1 preadipocytes to adipocytes 
was investigated. Dichloromethane fractions from I. verum Hooker fil. significantly inhibited adipocyte 
differentiation when applied during the adipocyte differentiation process, as assessed by measuring 
fat accumulation using Oil-red O staining. In addition, dichloromethane fractions from I. verum Hooker 
fil. reduced important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such as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α 
(C/EBPα), C/EBPβ, and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γ (PPARγ). The expression of FAS 
and LPL, which are terminal differentiation markers of mature adipocytes, was also reduced in the 
3T3-L1 adipocytes treated with dichloromethane fractions from I. verum Hooker fil. In addition, the 
treatment significantly inhibited mitotic clonal expansion, which is essential for adipocyte differ-
entiation, by arresting the G1 phase of the cell cycle.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di-
chloromethane fractions from I. verum Hooker fil. may be a natural material with antiobesity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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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흡수된 에너지와 소비된 에너지의 불균형으로 인하

여 체내에 지방조직이 축적되는 현상을 말한다. 또한 대사성 

질환으로 심혈관계 질환, 고혈압, 2형 당뇨, 고지혈증 및 각종 

암의 발생 빈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8, 25, 

26]. 비만은 일반적으로 지방전구세포가 성숙한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과정인 adipogenesis를 통해 중성지방이 세포 내 축

적되어 유발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Adipogenesis는 세포의 

형태학적 변화, 호르몬 등에 의한 반응 및 유전자 발현의 다양

한 변화에 의해 일어나며[24], adipogenesis의 조절은 비만 예

방 또는 치료에 좋은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 ,7, 22]. 지방세포 

분화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모델은 3T3-L1 지방전구세포로써 

3T3-L1 지방전구세포가 confluence상태 일 때, IBMX, dex-

amethasone 및 insulin (MDI)을 처리하면 세포 내 지방전구세

포 내에 중성지방이 축적되고, 지방세포 특이 유전자들의 발

현이 일어나면서 성숙한 지방세포로 분화된다[3, 8]. 지방세포 

특이 유전자들에는 대표적으로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s (C/EBPs),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

ceptor γ (PPARγ) 등의 전사인자들이 밝혀져 있다[9]. 지방세

포 분화 초기에 발현되는 전사 인자인 C/EBPβ는 지방세포 

분화 후기에 C/EBPα와 PPARγ의 발현을 유도하여, FAS (fat-

ty acid synthase), LPL (lipoprotein lipase), aP2 (adipocyte 

protein 2) 그리고 leptin 등의 유전자를 발현 시킨다. 이 전사

인자들의 상호 작용을 통하여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가 이루어 진다[2, 11, 29]. Adipogenesis 과정 중 3T3-L1 

지방전구세포가 confluence 상태가 되면, contact inhibition에 

의해 세포의 주기가 멈추게 된다. 이 때 MDI를 처리하게 되면, 

정지 되어 있는 세포 주기가 다시 움직이게 되어 세포 수가 

2~3배 증가하는데, 이를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라 한

다. 이 단계는 adipogenesis에서 필수적인 단계라고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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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of Illicium verum Hooker fil. 

by various organic solvents.

있으며, 이 단계에서 세포 주기가 억제되면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는 진행되지 않는다[10, 17, 28].

팔각회향(Illicium verum Hooker fil.)은 대회향이라고 불리

며, 붓순나무과(Illiciaceae)의 열매로 8개의 골돌과가 방사상

으로 퍼져 팔각형을 이루며 적갈색을 띈다. 중국 및 베트남에

서 주로 자라고 향신료나 차로 사용되며[30], 페놀성 방향 성분

이 많아 방부성, 구취성이 있고 마취용으로 사용된다[14].

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될 

때, 팔각회향 분획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팔각회향을 열수로 추출한 다음 분획하여 가장 효과가 좋은 

dichloromethane 층으로 실험을 수행하였으며, 분화 관련 전

사인자의 발현 양상에 미치는 영향과 지방세포 분화 초기 단계

인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를 억제하는지 확인하여, 팔

각회향의 항비만 천연소재로서의 가능성에 대해 고찰하였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fetal bovine serum (FBS), bovine calf 

serum (BCS)은 Welgene Inc. (Daegu, Korea)에서 구입하였다. 

Oil Red O, Insulin, 3-isobutyl-1-methylxanthine (IBMX), dex-

amethasone, dimethyl sulfoxide (DMSO)는 Sigma 사(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서 사용한 세

포주는 3T3-L1 (mouse embryonic fibroblast cell line)을 미국

세포주은행(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

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Western blotting에 사용된 C/ 

EBPα, C/EBPβ의 1차 항체는 Cell signaling (Cell Signaling, 

Beverly, MA, USA)에서 구매 하였으며, PPARγ, SREBP1c, 

LPL, p21, Cyclin D, Cdk2, Cdk4, Actin등의 1차 항체 및 an-

ti-mouse IgG와 anti-rabbit IgG은 Santa Cruz (Santa Cruz,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팔각회향 추출  분리

본 실험에서 사용한 팔각회향(Illicium verum Hooker fil.)은 

대한 생약 (Busan, Korea)에서 구입하였고, 잘게 세절하여 분

말화한 후, 팔각회향 1 kg과 물 2 l를 넣고 100℃에서 4시간 

동안 3회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Whatman No.2 paper 

(Whatman International Ltd., England) 로 여과하여 불순물

을 제거하였다. 3회 추출된 액을 모아 rotary evaporator 

(LABOROTA 4000 efficient, Heidoph Instruments GmbH & 

Co. KG, Germany)를 이용하여 감압 농축한 후 건조된 물질을 

증류수로 녹여서 분획을 수행하였다. 용매의 극성 증가 순으

로 분획을 실시하여 dichloromethane fraction (0.88 g), ethyl 

acetate fraction (26.06 g), butanol fraction (47.2 g) 및 water 

fraction (118.48 g)을 얻었다(Fig. 1).

3T3-L1 세포의 배양과 분화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배양은 DMEM배지에 10% BC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첨가하여 37℃, 5% CO2 in-

cubator 에서 배양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 시키기 위해 35 mm cell culture dish에 5×104 cells/dish

의 농도로 분주한 후, confluence 상태가 될 때까지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이 첨가된 DMEM배지를 교환하

였다. Confluence 상태에서 2일 더 배양한 후, 500 μM IBMX, 

0.25 μM dexamethasone, 10 μg/ml insulin이 첨가된 배지

(MDI배지)를 처리하여 2일간 분화를 유도하였다. 그 후 2일 

마다 10 μg/ml insulin이 첨가된 DMEM (10% FBS, 1% pen-

icillin/streptomycin)배지를 교체하였다. 지방세포 분화를 유

도하는 동안 시료를 처리하여 실험하였다.   

Oil Red O 염색

3T3-L1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 과정에서 세포 내 

축적된 중성지방을 염색하기 위해 분화가 완료된 세포의 배지

를 제거하고 PBS로 2회 세척한 다음, 10% formalin 용액으로 

실온에서 1시간 고정시킨 후 formalin을 제거하고 증류수를 

이용하여 세포를 세척하였다. 60% isopropanol를 처리하여 실

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60% isopropanol을 제거 한 다음 

완전히 건조시켰다. Oil Red O 염색액을 처리한 다음 실온에

서 10분간 염색을 하였다. 염색액을 완전히 제거한 후 증류수

로 세척하여 건조시킨 후 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고, 100% 

isopropanol로 염색된 중성지방을 용출 시킨 다음, spectro-

photometer로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WST assay를 이용한 세포 독성 평가

3T3-L1 세포에 대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WST-1 assay 

(TaKaRa Bio Inc., Tokyo, Japan)를 수행하였다. 3T3-L1 세포

를 96 well plate에 5×103 cells의 농도로 각 well에 첨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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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2. Effects of several fractions derived from lllicium verum 

Hooker fil. on lipid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A) 3T3-L1 adipocytes were stained with Oil-Red O sol-

ution for 1 hr. (B) Stained oil droplets were dissolved 

in isopropanol and quantified by spectrophotometric 

analysis at 490 nm.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each sample was 

measured in triplicate. : *p<0.05, **p<0.01 as compared 

to the control.

24시간 배양한 다음, 시료를 처리하였다. 세포와 시료를 24시

간 반응 시킨 후, WST-1 reagent를 각 well 당 20 μl씩 첨가한 

후, 4시간 반응시켰다. 반응 종료 후, Microplate reader (Bio- 

rad, Benchmark,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Mitotic clonal expansion 해 효능 평가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에서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해 trypan blue 

exclusion assay를 시행하였다[13]. 3T3-L1 지방전구세포를 60 

mm culture dish에 1×105 cells의 농도로 각 dish에 첨가하여 

배양 한 다음 confluence 상태가 되면 2일간 더 배양하였다. 

그 후 DMEM (MDI)으로 배지를 교환할 때 팔각회향 di-

chloromethane층을 농도별(0, 50, 100, 150, 200 μg/ml)로 처리

하였다.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 처리 후 0, 24, 48 시간에 

세포를 회수한 후 trypan blue (Trypan blue solution 0.4%, 

SIGMA)로 1 : 1로 염색하였고 hemocytometer를 이용하여 생 

세포수를 측정하였다. 

세포 주기 변화 측정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에서 시료가 세포 주기에 어

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세포 주기 변화를 측

정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를 60 mm cell culture dish에 

1×105 cells의 농도로 각 dish에 첨가하여 배양 한 다음 con-

fluence 상태가 되면 2일간 더 배양하였다. 그 후 DMEM 

(MDI)로 교환할 때 시료를 처리하고 24시간 후에 세포를 회수

하여 PBS로 세척하고 70% ethanol을 이용하여 고정시켰다. 

고정된 세포는 MuseTM Cell Cycle Reagent (Millipore Co. 

Milford, MA, USA)를 처리하여 30분간 반응시킨 후, MuseTM 

Cell Analyzer (Millipore Co. Milford, MA, USA)로 분석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전사인자들의 발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 

analysis를 수행하였다. 세포를 회수 한 뒤, lysis buffer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를 세포에 처리한 

뒤, 초음파로 세포를 파쇄하였다. 14,000 rpm, 4℃에서 2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얻었다. 단백질 정량을 하기 위해 상

등액을 Bio-Rad DC protein assay kit (Bio-Rad, Hercules, CA, 

USA)를 이용하였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DS-PAGE (poly-

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하여 단백질을 크기별로 분리

하였으며, polyvinylidene fluoride (PVDF) membrane (Bio- 

Rad, Hercules, CA, USA)에 전사시키고, 분석하고자 하는 표

적 단백질의 1차 항체를 반응 시켰다. 2차 항체와 연속적으로 

반응시킨 후, 화학발광시스템(Chemi-luminescence system; 

Super Signal West Femto Maximum sensitivity Substrate, 

Pierce, USA)로 검출하였다. 

통계분석

실험결과는 평균(mean) ± 표준편차로(SD)로 나타내었으

며,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 (SPSS 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분석하였

다. 각 군간의 유의성 검정은 t-test를 수행하여 검증하였다.

결과  고찰

3T3-L1 지방 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 시 세포 내 

성지방 축 에 미치는 팔각회향 분획물의 향 

3T3-L1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 될 때 가장 큰 

특징은 세포 내 축적된 중성지방(triglyceride, lipid droplet)이 

관찰되는 점이다[16]. 따라서 분화 과정에서 나타나는 세포 내 

중성지방의 축적에 팔각회향 분획물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 분화 유도시, 

각각의 분획물을 0, 50, 100, 150, 200 μg/ml의 농도로 동시에 

처리한 다음, Oil Red O 염색을 수행하여 중성지방의 축적된 

정도를 관찰하였다. 그 결과, Fig. 2에서 보듯이 MDI와 Ins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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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CH2Cl2 fraction derived from lllicium verum 

Hooker fil. on cell viability in 3T3-L1 pre-adipocytes. 

3T3-L1 pre-adipocytes were treated with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at various concentration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the WST-1 assay.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each sample was measured in triplicate. 

: *p<0.05, **p<0.01 as compared to the control.

만을 처리한 경우(0 μg/ml), 중성지방이 전체적으로 고루 분

포됨을 확인하였다. Control군에서 Oil Red O를 용출시켜 흡

광도를 측정한 값을 100%로 하였을 때, 팔각회향 dichloro-

methane층은 농도별로 각각 13.05, 42.43, 60. 51, 79.13%의 중

성지방 축적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으나, ethyl acetate, buta-

nol, 수층에서는 중성지방의 축적 저해 효과를 확인하지 못하

였다. 따라서 지방세포 분화 억제 효능을 가지는 후보 분획물

로 팔각회향 dichloromethane 층을 선정하였고, 이 후 연구를 

수행하였다. 

3T3-L1 지방 구세포에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의 

세포 독성 유발 여부 확인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에 의한 지방세포 내 지방축적 

억제 효능이 3T3-L1 지방전구세포의 독성 유발에 의한 결과인

지 확인하기 위해, 지방전구세포에 팔각회향 dichloromethane

층을 0, 50, 100, 150, 200 μg/ml의 농도로 처리한 다음 WST-1 

assay를 수행 하였다. WST-1 assay는 세포 내 소기관인 미토

콘드리아의 탈수소효소와 WST-1 reagent가 반응하여 생성되

는 formazan의 농도를 흡광도로 측정하여, 생세포의 농도를 

확인하는 원리이다[15]. 그 결과 Fig. 3에서 보듯이,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을 처리하지 않은 군의 생존율을 100%라

고 했을 때 50, 100, 150, 2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101.27, 

101.53, 104.74, 102.72%로 생존율의 변화가 거의 나타나지 않

았다. 이 결과로 보아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에 의한 지

방세포내 지방축적 억제 효과가 3T3-L1 지방전구세포에 대한 

독성에 의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지방세포 분화 련 사인자들의 발 에 팔각회향 dichloro-

methane층이 미치는 향

지방전구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하는 과정은 많은 종

류의 분화 관련 전사인자들이 단계적으로 발현되고 조절되어 

유발된다. 지방세포 분화에 관련된 전사인자들의 종류에는 

sterol regulator element-binding protein-1c (SREBP1c), PPAR

γ와 C/EBPs family 등이 밝혀져 있다. 지방세포 분화 시 분화 

촉진 인자로 인해 분화가 촉진되면 초기 단계에서 C/EBPβ가 

발현된다. 발현된 C/EBPβ는 C/EBPα와 PPARγ의 발현을 활

성화시키는 인자이며 세포 내 중성지방의 생성과 축적을 촉진

시키는 역할을 한다[6, 11]. C/EBPβ에 의해 활성화된 C/EBPα

와 PPARγ는 서로 상호 작용을 하면서 중성지방의 생성을 유

도하며, 이들이 adipogenesis와 관련된 지방세포 특이적 인자

들인 FAS, LPL 등의 유전자의 발현에 깊이 관여 한다[19, 23]. 

활성화된 PPARγ과 SREBP1c에 의해 발현이 촉진되는 FAS는 

지방산 합성 효소로 지방세포 분화의 최종 마커로 알려져 있

다[21]. LPL은 triglyceride를 fatty acid와 2-monoacylglycerol

로 가수분해하여 fatty acid를 세포 내로 유입시키는 효소이다. 

에너지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 완전히 소진되지 않은 fatty acid

는 triglyceride로 다시 전환되어 세포 내에 축적된다[12]. 이러

한 전사인자들의 발현에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어떠

한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하여 western blot analysis를 

수행하였다. SREBP1c와 C/EBPβ는 지방세포 분화 촉진 인자

인 MDI를 처리할 때, 즉 지방세포 분화 초기단계에서 발현되

는 전사인자이다. 3T3-L1 지방전구세포가 confluence상태에

서 분화 촉진 인자인 MDI를 처리할 때 팔각회향 dichloro-

methane층을 동시에 처리하고 48시간 뒤에 세포를 회수하여 

전사 인자의 발현 양상을 확인한 결과, 팔각회향 dichloro-

methane층을 처리한 군들의 발현이 감소함을 확인하였다(Fig. 

4A). 또한 SREBP1c와 C/EBPβ의 발현에 의해 발현이 촉진되

는 지방 세포 분화 후기 전사인자인 C/EBPα, PPARγ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기 위하여 MDI를 2일간 처리하고 insulin을 4일

간 처리한 다음 세포를 회수하여 확인한 결과, 팔각회향 di-

chloromethane층을 처리한 군들에서 이들 전사인자들의 발현

이 저해되었음을 확인하였다(Fig. 4B). 또한 지방세포 분화의 

최종 마커인 FAS, LPL의 발현도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 

처리에 의해 감소하였다(Fig. 4B). 지방세포 초기에 발현되는 

C/EBPβ가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에 의해 발현이 저해

됨에 따라 C/EBPβ가 발현을 촉진 시키는 C/EBPα와 PPARγ
의 발현이 저해 되었고, C/EBPα와 PPARγ에 의해 조절되는 

FAS, LPL역시 발현이 저해되어 지방전구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하는 것을 억제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즉, 팔각회향 di-

chloromethane층은 지방세포 분화에 관련되는 전사인자들의 

발현을 저해하여 분화를 억제함으로써 세포 내 중성지방의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지방세포 분화 단계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에서 세포 증식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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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ression of adipogenesis-related proteins in 3T3-L1 cells treated with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A) 3T3-L1 

cells were incubated in DMEM (MDI) for 2 days with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B) 3T3-L1 cells were incubated 

in DMEM (MDI) for 2 days, and then in DMEM containing insulin with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for 4 

days. Cells were lysed and proteins were subjected to Western blot analysi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each sample was measured in triplicate. : *p<0.05, **p<0.01 as compared to the control.

지방세포 분화 단계 중 3T3-L1 지방전구세포가 confluence

상태가 되면 contact inhibition의 영향으로 세포 주기가 정지

가 되는데, 이때 지방세포 분화 촉진 인자인 MDI를 처리하면 

정지되었던 세포 주기는 다시 움직여 세포의 수가 2~3배 늘어

나는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가 된다. 이 단계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 인자가 C/EBPβ라고 알려져 있다

[17, 20, 27]. 위의 western blot analysis 결과에서 지방세포 

분화 촉진 인자인 MDI에 의해 발현되는 C/EBPβ가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에 의해 발현이 저해됨을 확인함에 따라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mitotic clonal expansion단계

도 저해할 것이라 생각하고 실험을 수행하였다. 60 mm cell 

culture dish에 3T3-L1 지방전구세포를 confluence상태가 될 

때까지 배양한 후, MDI와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을 처리

하여 0, 24, 48시간에 세포를 회수하여 trypan blue exclusion 

assay로 생세포의 수를 확인하였다. 그 결과, 3T3-L1 지방전구

세포가 confluence상태일 때 MDI만 처리한 세포군들의 증식

은 0 hr을 100%로 하였을 때, 24, 48 hr의 세포의 증식이 약 

1.6, 2배 증가함을 확인하였으나, 팔각회향 dichloromethane

층을 처리한 세포군들의 증식은 150 μg/ml의 농도에서는 

1.14, 1.4배 증가하였으며, 200 μg/ml의 농도는 1배, 1.13배로 

증가하여 세포의 증식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Fig. 5A). 따라

서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MDI처리에 의해 정지된 

세포 주기를 다시 움직여 세포 증식을 유도하는 시기인 mi-

totic clonal expansion을 저해한다고 사료된다. 팔각회향 di-

chloromethane층에 의한 세포증식억제가 독성에 의한 결과인

지 확인하기 위해 MDI와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을 동시

에 처리하고 48시간 후에 WST-1 assay를 수행한 결과, Fig. 

5B에서 보듯이 세포 생존율에 전혀 변화가 없는 것으로 보아 

mitotic clonal expansion의 억제가 세포 독성에 의한 결과는 

아닌 것으로 사료된다.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mitotic clonal expansion 

단계의 세포주기 변화와 cell cycle 련 단백질의 발 에 미

치는 향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에 의해 mitotic clonal expan-

sion단계가 저해됨을 확인함에 따라 세포 주기에 어떠한 변화

가 일어났을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가 

confluence상태일 때, 지방세포 분화 촉진인자인 MDI와 팔각

회향을 동시에 처리하여 세포를 회수하고 MuseTM Cell 

Analyzer를 이용하여 세포주기 변화를 관찰하였다.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을 처리하지 않고 분화촉진인자(MDI)만 

처리한 대조군 3T3-L1 지방전구세포는, G1기 개체군이 48.4%

로 확인 되었고,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을 150, 200 μ

g/ml의 농도로 처리한 군들의 G1기 개체군의 비율이 각각 

55.1, 58.8%로 G1기에 머무르는 개체의 비율이 높아짐을 확인

하였다(Fig. 6A). 따라서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G1기

에서 세포주기 정지를 유도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이에 관련

한 단백질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3T3-L1 지방전구세포가 con-

fluence상태일 때, 지방세포 분화 촉진 인자인 MDI와 팔각회

향 dichloromethane 층을 동시에 처리하여 세포를 회수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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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nti-proliferative effects of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in the mitotic clonal expansion process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3T3-L1 cells were incubated in DMEM (MDI) for 2 days with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A) Trypan blue exclusion assay was performed at 0, 24 and 48 hr. (B)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WST assay performed 

at 48 hr.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each sample was measured in triplicate. 

: *p<0.05, **p<0.01 as compared to the control.

A

B

Fig. 6. Cell cycle analysis of 3T3-L1 cells treated with of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during the mitotic clonal expansion 

process of adipocyte differentiation. 3T3-l1 cells were incubated in DMEM (MDI) for 2 days with lllicium verum Hooker 

fil. CH2Cl2 fraction.  (A) Cells were harvested and then fixed in 70% EtOH. Cells were stained with Muse™ Cell Cycle 

Reagent and analyzed by flow cytometer. (B) Cell were harvested and lysed and then equal volumes of proteins were de-

ter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each sample 

was measured in triplicate. : *p<0.05, **p<0.01 as compared to the control.

western blot analysis를 통하여 G1기에서 S기로 전이될 때 

중요한 역할을 하는 단백질들의 발현 양상을 확인하였다. 세

포 주기는 S기를 준비하는 G1기, DNA를 합성하는 S기, M기

를 준비하는 G2기 및 체세포분열을 하는 M기로 나누어져 있

으며, 각 주기에 특이적인 단백질의 활성화 및 비활성화를 통

해 세포 주기가 진행된다. 특히, cyclin과 cyclin depend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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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nase (cdk)가 세포 주기의 진행을 담당하는 중요한 인자로 

알려져 있다[20]. 세포주기 중 G1기에서는 cyclin D가 발현되

어 cdk4나 cdk6와 복합체를 형성하여 활성화 되면 망막아종 

단백질인 retinoblastoma protein (Rb)을 인산화하여 S기 특이

적인 인자들의 발현을 촉진시킨다. 또한 cyclin E와 cdk2의 

복합체 역시 G1기에서 S기로 전이되는 단계에서 Rb를 인산화

시키는 역할을 수행한다[4]. 즉, cyclin과 cdk의 발현이 저해되

면 복합체의 형성에도 영향이 미쳐서 복합체 형성이 저해되고 

Rb인산화에도 영향이 미치게 되어 G1기에서 S기로의 전이가 

정지가 된다. G1기에서 S기로 전이에 관여하는 단백질인 cy-

clin E와 cyclin D, cdk2와 cdk4, phospho-Rb 및 cdk inhibitor

인 p21의 발현에 팔각회향 dichloromethane층이 어떠한 영향

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Fig. 6B에서 보는 바와 같이 팔각회

향 dichloromethane층에 의해 cdk inhibitor인 p21의 발현은 

증가하였으며, cyclin E와 cyclin D, cdk2와 cdk4, phospho-Rb

의 발현은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즉, cdk inhibitor인 p21의 

발현이 증가되어 cyclin과 cdk의 복합체에 결합, 활성을 저해

하고, 이에 따라 Rb의 인산화가 억제되어 G1기에서 세포주기

가 정지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동일하게, 팔각회향 di-

chloromethane층의 농도 의존적으로 G1기에서의 cell cycle 

arrest가 일어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

해보면 MDI만 처리한 3T3-L1 지방전구세포는 정상적으로 

cell cycle이 진행되어 mitotic clonal expansion이 시작되지만, 

팔각회향 dichloromethane 층을 처리하면 G1기에서 세포주

기 정지가 유도되어 mitotic clonal expansion이 억제 되고, 

동시에 지방세포 분화 관련 전사 인자의 발현이 저해되어 지

방세포의 분화가 억제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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