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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간에 대한 백두구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의 

억제 효과 및 기전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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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udy of the Suppressive Effect and Its Mechanism of Amomum Cardamomum 
L. on Free Fatty Acid-induced Liver Steato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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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rough this study, the authors investigated the anti-steatosis effects of the Amomum cardamomum ethyl acetate 
fraction in free fatty acids (FFAs)-induced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HepG2 cells.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Amomum cardamomum (ACEA) was extracted with 70% ethanol and then the extract was evaporated using a rotary 
evaporator prior to sequential fractionation.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CEA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FFAs. To demonstrate the reactive oxygen species (ROS) 
scavenging activity, DCFDA level was analyzed by using in vitro assay system. Cell viability, lipid accumulation, 
intracellular triglycerides, malondialdehyde (MDA), liver steatosis related signaling molecules and 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interleukin (IL)-6, 8,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were also investigated. As results, ACEA 
inhibited the FFAs-induced ROS, lipid accumulation, intracellular triglycerides, and MDA in a dose dependent manner. 
Treatment of human hepatocellular cells with ACEA induced the phosphorylation of 5' adenosine 
monophosphate-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and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I (CPT1) expression using western 
blot analysis. ACEA also potently suppressed the FFAs-induced inflammatory cytokines including IL-6, IL-8 and TNF-
α.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ethyl acetate fraction of Amomum cardamoum extract own inhibitory effects of liver 
steatosis by inhibiting ROS, lipid accumulation, intracellular triglycerides, MDA through AMPK signaling and 
anti-inflammatory a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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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肝, liver)은 인체의 주요한 내장 기관 중 하나로 해독작용
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단백질 합성 및 양분의 저장 
역할과 그 밖에 쓸개즙과 요소 등을 생산한다. 모든 내장 기관 중 
가장 크고 물질대사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생존에 반
드시 필요한 장기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간이 산화적 스
트레스(oxidative stress)와 같은 지속적 위해 요소에 노출되어 간 
조직을 구성하는 세포 기능에 장애가 생기면 다양한 간 질환이 유
발 된다1,2). 간에 부담을 주는 대표적 원인으로 과식과 음주를 꼽을 
수 있으며, 만성적 음주를 원인으로 하는 알콜성 간 손상
(alcoholic liver damage, ALD)은 알콜성 지방간, 알콜성 간염 및 

알콜성 간경변증 등이 대표적 질환이다3). 
    비알콜성 지방간(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은 술을 전혀 마시지 않거나 소량의 음주를 하더라도 간에 지방이 
축적되는 질병으로 비만, 제 2형 당뇨, 이상 지질혈증 및 대사증후
군 등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4,5). 비알콜성 지방간 및 관련 대사 질
환을 치료하기 위하여 반드시 식이 요법이 동반되어야 한다는 주장
이 설득력을 얻고 있으며, 보조적으로 비타민 E 군의 고용량 처방
이 NAFLD를 개선한다는 보고가 있다6). 중증의 NAFLD에는 메트
포민(metformin)과 스타틴(statin) 및 오메가(omega)-3 등을 병용 
투여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각각 약물의 부작용을 최소
화 시키는 고려가 필요하다7-9).
    백두구(白荳蔲)는 생강과 백두구의 열매를 말린 것으로 약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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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질은 맵고 따뜻(辛溫)하며, 비위(脾胃)에 습기를 제거(祛濕)하고 
소화 및 복부창만, 구토, 딸꾹질 및 주독(酒毒)을 해독하는 작용이 
알려져 있다10). 백두구 속에 함유되어 있는 대표적인 단일 성분으
로 터펜(terpenes)류의 시네올(1,8-Cineole)이 지방간을 억제하는 
효능과 항산화 활성을 통하여 다이옥신 등의 유독물로부터 간을 보
호하는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11,12). 
    진핵생명체의 세포 및 조직 대사의 조절자 중 하나로 알려진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는 지질 대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므로 지방간 질환의 치료에 주요한 분자적 목표
로 제시 된다13,14). 특히 간에서 AMPK가 인산화(phosphorylation)되
면 지방산의 합성과 지방질 생합성(lipogenesis)에 관여하는 주요 
전사 인자인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1 
(SREBP-1)의 발현을 감소시켜 간 내 지방의 축적을 억제 한다15). 
또한 AMPK 인산화의 복수 작용으로 세포 내 미토콘드리아 효소 
중 일종인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I (CPT1)의 발현이 증
가되어 지질(lipids)의 베타-산화(beta-oxidation)를 유도하므로 간
의 지방산이 감소된다16). 
    알려진 바와 같이 간에 지방이 5%이상 쌓이게 되면 지방간이 
되어 간이 정상적으로 수행하는 일을 방해하고 염증이 발생하게 되
는데, 이러한 염증이 장기화 되면 간경변으로 진행되므로 중증 수
준의 지방간인 경우 1차적으로 염증 관리를 하는 것이 질병 치료의 
목표가 될 수 있다17). 인체에서 면역을 담당하는 세포가 분비하는 
단백질 중 인터류킨(interleukin, IL)-6, IL-8 및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는 염증에 관련된 대표적인 사이토카인
(cytokines)으로 이들의 관리는 염증을 제어한다는 측면에서 지방
간 치료의 긍정적 효과를 얻을 수 있다18). 
    본 연구진의 선행 연구 보고에서 백두구 70% 에탄올 추출물을 
에틸아세테이트(ethyl acetate)분획하여 사염화탄소로 급성 간 손상
을 유발한 흰쥐(rat)에서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였다19). 하지만 세
포 수준에서 지방간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백두구 추출물의 효과
는 알려진 바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사람의 간암 세포인 HepG2 
(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에서 자유 지방산(free fatty 
acids)로 유도한 지방간 모델에서 백두구 에텔아세테이트 분획이 
AMPK 신호를 경유하여 간에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기전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조절하는 효과를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에탄올을 포함하여 추출에 필요한 용매 및 사람의 
low-density lipoprotein (LDL)은 모두 Merck 사(Darmstadt, 
Germany)의 제품을 구입하였으며, 2'7'-dichloro 
dihydofluorescein diacetate (DCFDA)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 제품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및 
penicillin-streptomycin은 Hyclone 사(Logan, UT, USA)의 제품
을, 실시간 중합효소 반응에 필요한 SYBR Green qPCR Master 
Mix (2X)는 Thermo Fisher Scientific 사(Foster City, CA, 

USA)를 구매하였고, Oligo primers는 Macrogen (Seoul, Korea)
에서 합성 하였다. p-AMPK 항체와 CPT1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사(Beverly, MA,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β-actin 
항체 및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제품을 구매 하였다. Intracellular triglycerides는 아
산제약(Asan, Korea)의 kit를 사용하여 제공된 protocol에 따라 
실험을 실시하였고, 그 밖의 시약은 모두 Sigma-Aldrich 사(St. 
Louis, MO, USA)의 특급 제품을 사용하였다.

2. 시료 추출 및 분획
    건조된 백두구는 동천당(경북 영천, 한국)에서 구입하여 정선 
수치하고 추출을 진행하였다. 먼저 파쇄한 100 g의 분말 시료에 
70% 에탄올 2 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3일 동안 교반하고, 
Whatman filter#2에 여과시킨 후 rotary evaporator (Büchi, 
Flawil, Switzerland) 50℃의 온도에서 에탄올을 증발 시켰다(수율: 
29.47%). 얻어진 에탄올 추출물 재료에 hexane, 
dichloromethane, ethyl acetate 및 butanol을 첨가하여 분별 하
였으며, H2O층의 여액을 분리하였다. 다음 과정으로 감압 농축을 
실시하여 모든 시료에서 유기 용매를 제거하였으며, freezer dryer  
(Labconco, Kansas City, MO, USA) 동결 건조를 실시하여 시험
에 사용할 수 있는 최종 분말 형태의 시료를 얻었다.

3. Relative electrophoretic mobility (REM) assay
    Human LDL의 REM은 반 등20)의 방법을 일부 수정하여 
agarose gel electrophoresis에서 실시하였다. 먼저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pH 7.4)에 120 μg/mL의 농도로 희석한 
LDL에 추출물 및 분획물 시료를 최종 5 및 10 μg/mL의 농도가 
되도록 첨가하였다. 이어서 10 μM의 CuSO4를 혼합시켜 37℃에서 
12시간 동안 반응을 유지한 후, 단백질 총량 기준으로 3 μg의 
LDL을 0.7% agarose gel에서 85 volt 전압으로 한 시간 동안 전
기영동 하였다. Gel은 Coomassie brilliant blue R-250 용액으로 
염색하고 탈색하는 과정을 반복하여 최종 결과를 획득하여 분석하
였다.

4. 세포 배양 및 생존율 측정
    사람의 간암 세포주 HepG2는 한국세포주 은행(Korean Cell 
Line Bank, KCLB)에서 분양 받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10%의 
FBS와 1%의 penicillin-streptomycin이 함유된 DMEM에서 세포
를 배양 하였다. 계대 배양은 배양용기에 70-80% 세포가 채워졌을 
경우 시행 하였으며, 5%의 이산화탄소가 공급되는 CO2 배양기에서 
37℃ 조건으로 배양을 유지 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은 EZ-cytox 
viability assay kit (Daeil Lab Service, Seoul, Korea)의 제품을 
이용하여 제공된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다. 96 well의 세포배양 용
기에 well당 1 × 105개의 세포를 접종시키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후 FBS가 들어있지 않은 DMEM 배지로 다시 24시간 starvation
을 유도하였다. 다양한 농도의 ACEA (10 - 200 μg/mL)가 포함된 
배지로 교환하여 24시간을 배양하였으며, 10 μL의 EZ-Cytox 반응
액을 첨가하여 2시간 동안 반응을 유도한 후 상등액을 옮겨 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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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활성 산소종 소거능 측정(DCFDA)
    ACEA가 세포 내 활성산소종(intracellular ROS)을 소거하는 
능력을 평가하기 위하여 DCFDA법20)을 이용한 실험을 진행하였다. 
방법으로 1 × 105 cells/well의 세포를 black well culture plate
에 접종 시키고, 25 및 50 μg/mL의 ACEA와 양성대조군으로 동
일한 농도의 pravastatin을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반
응을 마친 후 Hank's 용액으로 두 번 세척하고, Hank's 용액에 
희석된 5 mM의 DCFDA 10 μL를 well 마다 첨가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을 유도하였다. 반응 후 1 mM의 과산화수소
(H2O2)를 첨가하여 10분 동안 정치하고, 다시 Hank's 용액으로 
두 번 세척하였다. 최종 100 μL의 Hank's 용액을 각 well 마다 첨
가하여 spectrofluorometer (Gemini EM, Molecular Devices, 
CA, USA)에서 excitation 파장 485 nm와 emission 파장 535 
nm를 이용하여 형광값을 측정하였다.   

6. Oil Red O assay
    HepG2 세포에서 간 지방의 축적 모델은 1 mM의 지방산
(palmitic acid 및 oleic acid, 1:2)으로 24시간 동안 실시하였으
며, 저농도와 고농도의 ACEA (25 및 50 μg/mL) 및 statin (50 μ
g/mL)을 각 각 처리하였다. 세포는 ice-cold 
phosphate-buffered saline (PBS)로 2회 세척하고 10%의 
formalin 용액에서 30분 동안 고정시키는 과정 후 60%의 
isopropanol에 녹인 0.3%의 Oil O Red을 첨가하여 다시 30분 동
안 실온에서 지질의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된 세포는 흐르는 물
에 2분 간 세척 후 세포가 건조되기 전 즉시 hematoxylin 대비 
염색으로 시험을 종료하였으며, 붉은 색으로 염색된 지질 방울은 
isopropanol에 다시 녹여 흡광도 520 nm (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에서 지질 값을 측정 하였다.

7. Intracellular triglycerides (TG) 측정
    Intracellular TG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48 well 세포 배
양 용기에 10 × 104 cells/mL의 HepG2 세포를 접종하고 지방산
을 첨가한 후 실험 조건에 따라 ACEA 및 statin을 처리하여 48시
간 동안 반응을 유도하였다. 반응을 종료한 후 배양 상등액을 제거
한 뒤 PBS로 2회 세척을 실시하였으며, 초음파 분쇄기를 이용하여 
세포의 lysate를 얻었다. Intracellular TG 값은 GPO-POD 
(glycerophosphate oxidase - peroxidase) kit (아산제약)에 제공
된 방법에 따라 흡광도 492 nm에서 최종 값을 산출하였다.

8. 과산화지질의 정량
    지질의 과산화 정도를 측정하기 위한 방법으로 MDA 법20)을 
실시하였으며, 실험 조건 배양을 마친 세포에서 배양 상등액을 제
거한 후 부착 세포를 cell scraper로 긁어 e-tube에 옮겨 담았다. 
차가운 PBS를 이용하여 재현탁 하였으며, spin down 과정을 거쳐 
상등액 최종 농도가 8.1%(w/v)가 되도록 2-thiobarbituric acid 
(TBA, Sigma)을 첨가하여 95℃에서 1시간 동안 반응을 유도하였

다. 반응을 마친 시료를 3,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를 하
여 상등액을 다시 96 well plate로 옮긴 뒤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MDA equivalents로 지질의 과산화 정도를 평가하였다. 

9. Western blot 분석을 통한 단백질 발현 측정
    HepG2 세포를 차가운 PBS로 두 차례 세척한 후 protease 및 
phosphatase inhibitor (Roche Diagnostics)가 함유된 RIPA 
buffer (Invitrogen, USA)를 분주하여 얼음에서 30분 동안 반응시
켰다. 반응이 종료된 세포는 cell scraper를 이용하여 배양용기로
부터 덜어낸 뒤 e-tube에 옮겨 4℃ 조건의 14,000 rpm에서 30분 
동안 원심분리를 실시하였으며, 얻어진 상등액은 단백질 분석을 위
한 시험을 실시할 때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단백질 정량은 
BCA protein assay kit (Thermo Fisher Scientific, USA)을 이
용하여 실시하였고, 5%의 β-mercaptoethanol이 함유된 Laemmli 
sample buffer (BioRad, USA)로 희석하여 전기영동 실시를 위한 
준비를 하였다. 전기영동을 실시하기 직전 시료를 100℃에서 3분 
동안 반응시켜 단백질의 변성을 유도하였으며, SDS-PAGE 전기영
동에는 25 μg/lane의 단백질을 이용하였다. 본 실험을 수행하기 
위한 조건으로 10%의 SDS-polyacrylamide gel 상에서 100 V의 
전압으로 80 분 동안 전기영동을 실시하였으며, PVDF membrane
에 모든 단백질을 이동시키기 위한 과정으로 transfer를 실시하였
다. Membrane은 비특이적 항체의 결합을 방지하기 위하여 5% 
skim milk에 실온에서 60분 동안 노출시켰으며, 본 실험에 관련된 
항체는 anti-phospho-AMPK (Thr 172) 및 anti-CPT1α는 Cell 
Signaling 제품을 사용하였다. 단, β-actin은 SantaCruz사의 제품
을 이용하였다. 1차 항체의 반응은 4℃에서 over night 동안 결합
을 유도한 후 2차 항체 반응을 위하여 TBST로 수차례 세척을 실
시하였으며,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IgG 2차 
항체를 1:2000의 비율로 TBST에 희석하여 90분 동안 반응을 전개
하였다. 최종 이미지는 Las3000 (Fujifilm, Japan)을 이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고, 발현된 단백질에 대한 정량 값은 Las3000 장비
를 이용하여 β-actin 대비 목적 단백질의 발현량으로 
normalization을 진행하여 값으로 표시 하였다.  

10. 실시간 역전사 효소 중합반응(Real-time PCR) 
    염증 반응 조건의 HepG2 세포에서 Trizol 용액(Invitrogen, U
SA)을 manufacture의 설명을 따라 total RNA를 분리하였으며, 
흡광도 260 nm와 280 nm에서 RNA를 정량하였다. 분리된 RNA
에 AccuPower RT PreMix kit (Bioneer, Korea)를 사용하여 제
공된 manufacture의 설명에 따라 최종 부피가 20 μL가 cDNA를 
합성하였으며, 실시간 중합효소 반응에 의한 DNA의 증폭을 유도하
기 위한 primers는 IL-6, forward: 5'-CCTTGGGTCCAGTTGCCT
TCT-3', reverse: 5'-CCAGTGCCTCTTTGCTGCTTTC-3', IL-8, 
forward: 5'-CTTTCAGAGACAGCAGAG-3', reverse: 5′-CTAAG
TTCTTTAGCACTCC-3′, TNF-α, forward: 5'-TCTTCTCGAACC
CCGAGTGA-3', reverse: 5'-CCTCTGATGGCACCACCAG-3', 그
리고 house keeping gene으로 β-actin은 forward: 5'-GTTGCG
TTACACCCTTTCTTG-3', reverse, 5'-GACTGCTGTCACCTT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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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CGT-3'과 같다. 중합효소 연쇄반응은 Light Cycler Fast Start 
DNA Master SYBR Green mix를 사용하여 Light Cycler instru
ment (Roche Applied Science, USA)에서 실시하였다. 

11.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평균값 ± 표준편차(means ± S.D)로 
나타내었으며, 유의성 검증은 GraphPad Prism 5 프로그램에서 
One-Way Anova 방법을 이용하여 p<0.05 인 경우에 결과 값이 
유의한 것으로 인정하였다. 

결    과

1. ACEA가 low-density lipoprotein (LDL)의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
    LDL은 주로 인지질과 콜레스테롤, apoB-100 등으로 구성된 
heterogeneous 분자로 백두구 70% 에탄올 추출물(EtOH)과 EtOH 
추출물에서 용매별 성분분획을 실시한 시료에서 산화적 손상에 의
한 ox-LDL 형성 저해율을 비교 분석하였다(Fig. 1). EtOH와 헥산
(hexane), 부탄올(butanol) 및 여액인 수층(water)에서는 LDL의 
산화를 차단하는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으나, 백두구 에텔아세
테이트 분획(Amomum cardamom, ethyl acetate fration, 
ACEA) 층의 10 μg/mL의 농도에서 57.9%의 저해율이 관찰되었
다. 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 DCM)의 경우 마찬가지로 고
동도에서 47.4% 비율로 LDL 산화를 차단하였으며, 양성대조군
(positive control, P.C)으로 사용한 ascorbic acid는 10 μg/mL
를 처리하였을 때 63.2%의 저해를 나타내었다.

Fig. 1. Protective effects of ACEA on Cu2+-induced human LDL 
oxidation. Human LDL was incubated for 12 h at 37℃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ACEA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10 μM CuSO4. 
Relative electrophoretic mobility (REM) for ox-LDL forming suppression 
was perform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Results are 
representative images of 3 independent experiments.

2. ACEA가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소
거하는 효과
    ACEA가 사람의 간암 세포주인 HepG2 cell의 생존율에 미치
는 영향을 평가하고자 MTT assay를 실시한 결과 최종농도 10 - 
200 μg/mL에서 각 각 116.5, 85.4, 87.6, 76.8, 66.7 및 38.3%의 
생존이 관찰되었다(Fig. 2A). 평가에 따른 결과로 세포가 안정한 
농도를 25와 50 μg/mL로 설정하였으며, 1 mM의 free fatty 
acids (FFAs, palmitic acid 및 oleic acid, 1:2 비율)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였을 때 ACEA 50 μg/mL의 농도에서 형광값이 
113.7로 시험군 중 가장 낮게 관찰 되었다(Fig. 2B).

Fig. 2. Effects of ACEA on cell viability and its anti-oxidant property 
in HepG2 cells. (A) HepG2 cells were incubated for 48 h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ACEA (10 - 200 μg/mL).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B) Quantification of ROS 
generation in HepG2 cell using DCFDA assay. HepG2 cells were cultured 
in 1 mM FFAs containing medium in the presence of ACEA (25 and 50 μ
g/mL) or statin (25 and 50 μg/mL), and ascorbic acid for 24 h. ##P < 
0.01 compared to normal condition, and *P < 0.05 compared to 
FFAs-induced group. 

Fig. 3. Effects of ACEA on FFAs-stimulated lipid accumulation and 
peroxidation in HepG2 cells. (A) HepG2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ACEA (25 and 50 μg/mL) and statin (50 μ
g/mL). Spetrophotometric-based quantitative measurement of the Oil Red 
O staining of cells subjected to experimental condition. (B) Evaluation of 
the effect of ACEA on the intracelluar triglycerides. (C) HepG2 cells were 
cultured in 1 mM FFAs containing medium in the presence of ACEA (25 
and 50 μg/mL) or statin (25 and 50 μg/mL), and quercetin (1 μM) for 24 
h. Cells from each group was collected to investigated MDA level. All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 ##P < 0.01 
compared to normal condition, and *P < 0.05, **P < 0.01 compared to 
FFAs-induced group.

3. ACEA가 세포 내 지방의 축적 방어와 TG, 지질과산화를 억제하
는 효과
    ORO 시험법으로 ACEA가 세포 내 지질 축적을 방어하는 효능
을 살펴본 결과 25 및 25와 50 μg/mL 농도에서 의존적인 감소가 
관찰되었으며(O.D 값 평균, 각 0.55 및 0.49), 양성 대조군으로 처
리한 50 μg/mL statin 보다 우수한 효능을 나타내었다(Fig. 3A). 
Intracellular TG의 경우에는 FFAs로 유도한 그룹이 8.77 μg/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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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TG를 생산한 반면 ACEA를 처리하였을 때 최대 5.73 μg/mL까
지 감소하였다(Fig. 3B). 지질의 과산화를 억제하는 효과를 관찰한 
결과 50 μg/mL의 ACEA는 양성대조군으로 처리한 quercetin 1 μ
M 보다 약 2배 정도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내었다(Fig. 3C).

4. AMPK-signaling pathway 및 CPT1α의 발현에 ACEA가 미치
는 영향
    Western blot 방법으로 ACEA가 간 지방증을 억제하는 세포
의 신호 기전을 알기 위하여 인산화 형태의 AMPK와 CPT1α를 측
정한 결과 처리농도 25 μg/mL에서 가장 우수한 지방산의 생합성 
감소 및 간 조직에서 지방의 베타 산화(β-oxidation)를 기대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Fig. 4).

Fig. 4. Effects of ACEA on FFAs-stimulated activation of AMPK 
phosphorylation and CPT1α expression. HepG2 cells were incubated for 
24 h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ACEA (25 and 50 μg/mL). Western 
blot analysis of phospho-AMPK and CPT1α in HepG2 cell lysates treated 
with FFAs (1 mM)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different concentration 
of ACEA. Blot normalization determin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section.

Fig. 5. Effects of ACEA on FFAs-stimulated IL-6, IL-8 and TNF-α 
mRNA expression levels in HepG2 cells. (A-C) The produc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including IL-6, IL-8 and TNF-α were determined 
using quantitative polymerase chain reaction. All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different experiment. ##P < 0.01 compared to normal 
condition, and **P < 0.01 compared to FFAs-induced group. 

5. 역전사 반응에 따른 염증성 사이토카인 mRNA의 발현 저해 효과

    FFAs로 염증성 cytokines의 mRNA 발현을 유도한 결과 IL-6
는 약 17.5배, IL-8은 8.0배, 그리고 TNF-α는 약 8.3배의 발현이 
증가되었으나, ACEA 및 statin을 처리한 경우 IL-6 및 TNF-α는 
ACEA 농도에 의존적인 발현 감소를 나타내었다. 대조군으로 사용
한 statin은 본 연구 실험 중 염증성 cytokines를 가장 잘 조절하
는 효능을 나타내었다(Fig. 5A, B, C).

고    찰

    백두구(白荳蔲)는 생강과의 여러 해 살이 풀로 열매를 말려 약
재로 사용한다. 성미는 온(溫)하고 신(辛)한 것으로 무독(無毒)하다 
알려져 있으며, 비위(脾胃)에 습을 제거하고 복부창만과 음식에 생
각이 없을 때 효력을 나타내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10). 위장이 차
서 일어나는 구토, 복통 등을 치료하는 것을 보아 현대 의학적 해
석으로 위액 분비 촉진과 장관의 흥분 등의 작용을 나타내어 소화
기 질환에 적용 가능하다. 본 연구에서는 백두구를 성분 분획 추출
하여 소화 작용을 상승시키는 약물이 간 지방증(liver steatosis)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긍정적 결론을 도출할 
수 있었다.
    사람의 low-density lipoprotein (LDL)은 혈관에서 몇 몇의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 및 이온과의 반응에 
의하여 산화형 LDL (oxidized-LDL, ox-LDL)을 형성하는데, 변형
된 ox-LDL은 생체에서 다양한 염증 반응을 매개 한다21). 특히, 단
핵구(monocyte) 세포의 분화를 촉진하여 대식세포(macrophage)
의 염증성 사이토카인(inflammatory cytokines)의 분비를 유도하
여 궁극적으로 염증 반응의 진행에 부담을 증가 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22). 백두구 추출물 중 어떠한 성분 분획이 우수한 
ox-LDL 저해 활성을 갖는지 살펴 본 결과 ethyl acetate (EA)층
과 dichloromethan (DCM) 층에서 우수한 저해 성능을 나타내었
다(Fig. 1). 열매를 사용하는 한약재의 경우 지질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특성 상 목적 질환에 유지(油脂) 성분이 유효한 한 것으로 알
려져 있으나, 백두구의 경우에는 ox-LDL의 형성을 차단하는 효능
이 EA 및 DCM 분획에 포함된 phenolic compounds로 추정되었
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진의 선행 연구에서 CCl4로 유도한 백서
의 급성 간손상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백두구의 효능 결과와 일치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는 EA 층을 재료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
였다19). 
    스타틴(statin)은 현재까지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유일한 
단일성분 합성 신약으로 평가되어 있으나 ROS와의 연계성에 대한 
보고가 미흡하며, 일부 환자에서는 두통 등의 부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따라서 스타틴 계열 약물의 효능 향상과 성
분 개량을 통한 부작용 감소의 노력이 다국적 제약 회사를 중심으
로 연구 진행 중에 있으며, 민족 고유의 전통 한약에서 고지혈에 
유효한 성분을 발견하는 것이 유의미한 연구가 될 것이다. 본 연구
에서는 DCF-DA법을 이용하여 백두구 에틸아세테이트 분획(ACEA) 
및 스타틴(pravastatin)을 인간의 간암 세포주(human hepatocellular 
carcinoma cell line, HepG2)에 처리하여 ROS를 소거하는 활성
을 살펴보았다. 세포 생존율 실험에서 HepG2 cells의 생존에 아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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런 영향을 주지 않는 ACEA의 농도(Fig. 2A)와 동일한 비율로 실
험 대조군 스타틴(pravastatin)을 사용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스타틴보
다 ACEA가 ROS를 소거하는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관찰이 되었다.
    지속적인 고지방식의 공급은 혈액 및 관련조직(간, 근육, 지방)
에 triglycerides (TG)와 같은 지질의 함량을 높이게 되고 축적된 
지질은 ROS에 의하여 지질과산화가 일어나 최종적으로 비알콜성 
지방간 병증(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과 같은 
연관 질병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간세포에 지방의 직
접적 축적을 나타내는 Oil Red O 분석을 통하여 ACEA 및 statin
이 지질의 축적을 저해하는 효능을 HepG2 세포에서 복합 지방산
의 처리(palmitic acid 및 oleic acid)로 산출하였다(Fig. 3A). 
ACEA는 처리 농도 모두에서 statin 최고 농도(50 μg/mL)에서보다 
유의적으로 의미 있는 지방 축적의 저해 정도를 나타내었으며, 아
울러 세포 내 triglycerides의 축적을 제어하였다(Fig. 3B). 지질의 
과산화 정도를 평가하기 위한 malondialdehyde (MDA) 지질과산
화 측정법을 실시한 결과 양성대조군인 quercetin (최종농도 1 μ
M)보다 과산화 억제의 효능이 우수한 것으로 측정되었다(Fig. 3C). 
Quercetin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단일 성분에 대한 간 지방증 
제어 효과에 대한 보고 뿐만 아니라 이를 함유하고 있는 한약의 활
성에 대한 실험 연구가 다수 검증되어 있다25-27). 
    백두구 EA 분획 추출물이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
의 제어를 통하여 간 지방증을 억제하는 효과를 세포 내부의 신호 
분자(signaling molecule) 변화로 살펴보기 위하여 진핵생명체의 
세포 및 조직 대사의 조절자 중 하나로 알려진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신호 전달 과정(AMPK signaling 
pathway)을 살펴보았다(Fig. 4). 알려진 바와 같이 AMPK는 지질 
대사에서 핵심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으며, 특히 간에서 AMPK가 
인산화(phosphorylation)되면 지방산의 합성과 지방질 생합성이 
차단된다28). 복수의 작용으로 세포 호흡에 관여하는 미토콘드리아 
효소인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I (CPT1)의 발현 증가는 
지방의 베타-산화(beta-oxidation)를 유도하여 간의 지방산을 감소
시킨다16). ACEA는 AMPK 신호의 인산화에 자극을 전달하였을 뿐
만 아니라 CPT-1α의 발현을 증가시켰으므로 지방산의 합성 차단
과 베타 산화를 통한 지방산 연소를 통하여 간 지방증을 개선할 것
으로 기대 할 수 있다.
    염증(inflammation)의 관리를 목표로 하는 항염증 치료는 한
약을 재료로 하는 연구에서 IL-6, IL-8 및 TNF-α의 조절을 1차적
으로 수행하게 되는데, 이러한 염증 반응을 주도적으로 차단하는 
것은 우리 몸의 거대한 조직 중 간의 지방화 감소를 기대할 수 있
다17,29). 인터류킨과 같은 사이토카인(cytokines)류는 인체의 면역 
체계에서 체액성 면역과 세포성 면역계 사이에 균형을 맞추는 조절
자로 IL-6 및 IL-8은 전염증성반응(pro-inflammatory)에서 염증
성 감염원에 대응하는 역할을 수행한다30). TNF-α 또한 체내의 염
증성 반응 중 급성 단계 반응에서 세포 신호 전달에 관여하는 사이
토카인으로 선제적 면역 반응(primary immune response)을 조절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ACEA가 지방산으로 유도한 이
들 사이토카인류의 mRNA 수준을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효과 확인
을 통하여 간의 만성적 염증에 의하여 축적된 간 지방증을 제어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 되었다.
    이상의 실험결과 ACEA는 LDL의 산화를 차단하고, ROS를 소
거하였으며, 조직에서 지방의 축적을 방어하는 효능을 나타내었다. 
그리고 TG와 같은 지방산의 합성을 억제하였으며, 지방산의 산화
로 인한 세포의 손상을 방어하는 것으로 관찰이 되었다. ACEA는 
또한 세포내의 주요한 신호 전달 과정으로 AMPK-signaling 
pathway를 경유 하였으며, 인산화된 AMPK 신호의 주요한 하위 
전달 과정에서 CPT-1α를 자극하여 간에서 지방산의 합성을 저해
하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끝으로 복합 지방산에 의해 유도한 염
증성 반응을 정상 범위 수준까지 낮춰 간에서 지방의 축적으로 인
하여 유발되는 염증성 반응을 조기에 차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
되었다.

결    론

    백두구의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추출물 (Ammomum 
cardamun L., Ethyl acetate fraction, ACEA)은 사람의 LDL 산
화를 우수한 효능으로 방어 하였고,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기전을 나타내었다. 세포 실험에서 ACEA가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
지 않는 범위에서 지질의 축적(ORO), 지방산 합성의 감소(TG) 및 
지질과산화(MDA) 억제를 나타내었으며, AMPK 신호 전달 경로를 
경유하는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사이토카인류(IL-6, IL-8 및 
TNF-α)를 정상 범위로 조절하는 것을 볼 때 고지방식으로 유도된 
간의 지방증을 예방하거나 치료하는 비교적 구성이 간단한 물질로 
ACEA는 안정적이며 유효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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