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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비만으로 유도된 염증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간 질

Obesity-induced inflammation leads to metabolic

환,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비롯해 몇몇 암 질환 등

complications such as insulin resistance, type 2 diabetes,

다양한 질병 발생의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다. 따라서, 비만/염

liver diseases, atherosclerosis, and certain types of cancers.
Hence, modulation of obesity-induced inflammation is

증 제어는 대사질환의 발생 및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새로운

considered to be a useful strategy for protecting against

전략으로 인식되고 있다. 본 미니리뷰에서는 비만성 염증/대사질

metabolic diseases. In this min-review, we will introduce

환 예방 및 개선을 위해 유용할 것으로 기대되는 기능성 식품성
분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고자 한다.

some of the functional food components, which may be
useful for protecting obesity-induced inflammation and
metabolic diseases.

중심단어: 비만, 염증, 대사질환, 기능성 식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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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축적(ectopic fat deposition)을 가속화시키고, 인슐린

지방조직 염증 구성요소를 타겟으로 한
비만성 염증/대사질환 제어 전략

저항성 유발 또는 2형 당뇨발생을 촉진한다.3) 유리 지방산,
저산소증(hypoxia), endoplasmic reticulum (ER) stress 및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병, 간 질환, 심혈관계

아디포사이토카인 분비이상 등은 비만한 지방조직의 염증

질환과 같은 대사성 질환을 비롯해 몇몇 암 질환 등 다양한

개시에 관여하는 인자로 알려져 있다. 특히, 비대한 지방조

질병 발생의 위험인자로 작용한다. 특히, 비만 시 증가되는

직으로 침윤되는 대식세포는 지방조직 염증악화에 주된 매

지방조직 내 염증세포 및 염증 매개자들은 인슐린 저항성,

개자로 간주된다.

제2형 당뇨나 동맥경화 병변 발생의 원인 또는 촉진자 역할

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케모카인(tumor necrosis factor α,

1,2)

을 한다.

따라서, 지방조직 염증제어는 비만성 대사질환

TNFα;

4,5)

지방조직으로 침윤되어 활성화 된 대식

interleukin-6,

IL-6;

monocyte

chemoattractant

의 발생 및 진행을 지연시키기 위한 새로운 전략으로 인식

protein-1, MCP-1) 분비 증가를 통해 비대한 지방세포의 아

되고 있다.

디포사이토카인 분비이상을 악화시키거나, 대식세포의 침윤

지방조직은 비만으로 유도된 염증반응이 진행되는 주된

을 가속화 시켜 지방조직 내 염증을 증폭시키는 악순환의

조직이다. 지방조직 염증은 지방세포의 분화를 저해하고, 지

고리역할을 한다. 또한, 이 같은 지방조직 대식세포의 염증

방세포의 아디포사이토카인 분비 이상을 초래하며, 이소성

반응은 지방세포의 당 유입능을 감소시키고, 전구지방세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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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분화능을 저하시키는 등 대사기능이상을 유발하는 것으
로 나타나 있다.

6,7)

유용할 수 있다. 한편, 리간드에 의해 활성화되는 핵 수용체
(PPARs; retinoid X receptor, RXR 등)는 염증조절을 위한

비대한 지방조직 염증반응은 기존의 염증반응(classic

16)
타겟이 될 수 있는데 , 예를 들어 PPARγ 리간드인

inflammation)의 경우와 동일한 염증세포(대식세포, T 세포

thiazolidinediones (TZDs)의 항 당뇨효과는 항 염증 효과와

등), 염증성 분자그룹(TNFα, IL-6, MCP-1 등), 염증성 신호

도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전달분자(c-Jun N-terminal kinase, JNK; IκB kinase, IKK;

과들은 PPARs의 리간드 활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식품성분

nuclear factor-κB, NF-κB; Toll-like receptors, TLRs 등)

이 비만으로 유도된 염증과 대사질환 개선에 유용할 수 있

들의 활성화를 통해서 진행되며, 이들 염증 구성요소들은

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실제로 최근 많은 연구들이 이들 핵

6)

비만성 대사질환 발생의 원인 또는 촉진자 역할을 한다.

수용체의 리간드 활성을 가지는 기능성 식품성분을 활용하

흥미롭게도, 최근의 몇몇 연구들은 염증 수용체가 결손 된

여 비만으로 유도된 염증/대사질환 제어의 가능성을 보고하

비만 쥐 또는 염증신호분자가 결손 된 비만 쥐의 지방 조직

고 있다.

17,18)

이러한 연구결

36-42)

에서 염증이 개선되고 이와 함께 대사질환이 개선되었음을
보고하고 있다.8-13)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지방조직 염증 구

비만성 염증/대사질환 개선에 유용한
기능성 식품성분

성요소들이 비만성 대사질환의 예방 및 개선을 위한 타겟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Fig. 1).
예를 들어, 지방조직 염증반응에 주된 역할을 하는 대식

식품은 탄수화물, 단백질, 지질 같은 영양소의 공급원으

세포의 지방조직으로의 침윤/축적을 억제하거나, 대식세포

로서도 중요하지만, 이들 식품에 함유된 각종 생리활성 성

가 분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케모카인(TNFα, IL-6,

분은 다양한 생체기능 조절작용을 통해서 질병예방에 기여

MCP-1 등)과 이들의 네트워크, 또는 세포내 염증신호전달

할 수 있다. 최근의 많은 연구들은 식품성분이 단순히 영양

경로를 차단하는 식품 성분은 지방조직 염증을 개선하고 대

소를 공급하는 일차적인 차원을 넘어 질병을 예방하고 치

사질환 발생을 예방 또는 지연시킬 가능성이 높다. 한편, 대

료효율을 높여주는 생체조절기능을 나타낼 수 있음을 보여

식세포 및 지방세포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주고 있으며, 식품의 생체조절기능을 강조한 기능성 식품

NF-κB 또는 peroxisome proliferation-activated receptors

소재 개발이 큰 주목을 끌고 있다. 특히, 비만으로 유도된

6)
(PPARs) 등의 전사인자에 의해 조절된다. 따라서, 대식세

염증은 대사질환의 개시/진행에 직접적인 원인으로 작용할

포내 NF-κB 활성화를 저해하는 식품성분은 지방조직 염증

수 있으므로, 비만으로 유도된 염증제어는 이들 대사질환

14,15)

또한, NF-κB와 JNK는 지방조

의 예방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들 기능성 식품성분의

직에서 TLR4의 하위신호 타겟인 염증 유전자 발현의 중요

활용은 비만치료를 위한 약물류의 효율을 높이고 약물 부

한 조절자 이므로, TLR4/NF-κB 또는 TLR4/JNK 축 신호

작용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으며, 경제적이기 때문에 의미

를 차단하는 식품성분은 인슐린 저항성 발병을 예방하는데

있는 일이라 할 수 있다. 실제로, 과학적 근거에 기초하여

억제에 활용될 수 있다.

Fig. 1. Obesity-induced inflammation, metabolic diseases, and functional food components.

- 133 -

－ 대한비만학회지: 제 21 권 제 3 호 2012 －
29,30)

비만성 염증개선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식품소재에 대해

키고

서도 연구가 활발하며, 특히, 몇몇 기능성 식품 성분류는

mRNA 발현과 단백질 분비를 조절하여 지방세포의 염증

산화적 대사계의 활성화를 통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반응을 억제한다. Resveratrol은 Akt와 IRS-1의 Ser/Thr 인

체중감량 효과를 보일 뿐만 아니라19-24) 비만으로 유도된

산화 조절을 통해 지방세포에서 인슐린 민감성을 개선하고

염증환경을 개선시키므로 현실적으로 비만/대사질환 치료

아디포사이토카인 발현을 조절한다.

에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

resveratrol은 인슐린 자극에 의한 포도당 유입을 증가시키

러한 연구결과들은 식사량/열량제한을 통한 기존의 비만조

고, 지질합성을 저해하며, 염증성 아디포사이토카인(IL-6,

절 전략과 더불어, 비만/염증제어에 유용한 식품성분을 적

IL-8, MCP-1, PAI-1) 유전자 발현을 감소시킨다.

극적으로 섭취하는 하는 것도 비만/대사질환의 예방/개선

resveratrol은 대식세포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ILs, TNFα)

효율을 높이는데 기여할 수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와

분비를 감소시키며, 이러한 작용은 NF-κB 활성화 억제를

관련하여, 비만성 염증/대사질환 제어에 유용할 것으로 기

통해

대되는 기능성 식품 성분의 지방조직 염증 억제 작용과 그

resveratrol 투여는 지방조직 염증을 억제하며, 지방조직 내

작용기전을 소개하고자 한다.

대식세포 축적 감소, TNFα 수준 감소와 함께 인슐린 저항

, TNFα로 유도된 PAI-1, IL-6, adiponectin의

29)

성숙 지방세포에서

30)

나타난다.

30)

한편,

고지방

식이성

또한,

비만쥐에서

성을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지방간 개선 및 메모리 기능 개

1. 커규민(Curcumin)

31)

선 효과가 있다.

한편, resveratrol 투여에 의한 지방조직

강황성분인 curcumin은 렙틴 저항성을 낮추고, 아디포

염증 개선 효과는 TLR2/4 신호 전달계 차단 효과(myeloid

넥틴 생성을 증가시키며, TNFα, IL-6, resistin, leptin,

differentiation primary response protein 88, MyD88;

MCP-1등의 염증성 아디포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한다.

25)

TIR

domain-containing

adapter

protein,

TIRAP;

이때, curcumin은 지방세포, 췌장세포, 간성상세포, 대식

TIR-domain-containing

세포, 근육세포에 직접적으로 작용하여 염증성 전사인자

TRIF; TNF receptor associated factor, TRAF6; Interferon

NF-κB,

regulatory factor 5, IRF5; phospho-interferon regulatory

transcription 3 (STAT3), Wnt/b-catenin의 활성화를 억제

32)
factor 3, p-IRF3; NF-κB)에 의해 매개된다. 흥미롭게도,

하고, PPARβ와 Nrf2 세포 신호경로를 활성화하여 아디포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 연구에서는, resveratrol을 하루에

사이토카인 생성을 억제하며, adiponetin을 증가시켜 비만

150 mg씩 30일간 투여한 경우 비만환자의 골격근 및 간 조

으로 유도되는 인슐린 저항성, 고혈당, 고지혈증 등을 개

직에서 마치 섭취열량을 제한했을 때와 유사한 대사적 변화

선한다.

25)

transducer

and

activators

interferon-β,

of

인

signal

adapter-inducing

한편, curcumin은 지방조직 배양액으로 유도된

가 일어났으며, 염증 개선효과가 있었다고 보고되어 있다.

대식세포이주 및 활성을 크게 억제하고, 지방세포로부터

33)

3. 이소프레노이드(Isoprenoids)

염증성 케모카인 MCP-1 생성을 저해하며, 대식세포 활성
화에 따른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를 저해할 뿐만 아니

허브 식물에 존재하는 isoprenoids (terpenoids) 가운데

라, 내피세포의 부착분자 발현저해를 통해 백혈구의 이주

abietic acid (AA)와 그 유도체 중 하나인 dehydroabietic

를 억제하여 비만으로 유도된 지방조직 염증 반응을 억제

acid (DAA)는 diterpenes 으로,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

한다. 이러한 curcumin의 항염증 작용은 NF-κB의 활성화

하여 항염증성 효과를 나타낸다.

26,27)

34-36)

DAA는 비만/당뇨

한편, 최근 비만쥐 모델

KKAy 마우스에서 고지방식이에 따른 MCP-1과 TNFα와

을 사용한 연구는 curcumin 투여가 지방조직으로의 대식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였고, adiponectin

세포의 이주 및 간 조직에서의 염증 매개자를 감소시키고,

의 증가, 지방 조직으로 대식세포의 침윤을 감소시킨다.37,38)

26,28)

38)
또한 DAA는 PPARα/γ dual agonist 작용을 가지므로 , 비

를 저해하는 것에 기인한다.

내당능 장애 개선효과를 가져온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유전적 비만쥐 모델(Lep

ob/ob

)을 사용한 연구에서는,

만으로 유도된 염증 개선과 대사적 질환을 효율적으로 조절

curcumin 투여가 당뇨 지표인 hemoglobin A1c 퍼센트를

하는 기능성 식품 성분으로써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기대

감소시키고 인슐린 민감성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된다.

있다.

26)

향후, curcumin의 비만성 염증 및 대사 질환개선

4. 오랍틴(Auraptene)

효과에 대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임상연구가 기대된다.

감귤류의 껍질에 많은 auraptene (monoterpene 유도체)

2. 레스베라트롤(Resveratrol)

는 PPARα/γ dual agonist로 작용한다.39,40) 지방세포에서

적포도주에 함유된 resveratrol은 지방조직 염증억제 효과

auraptene은 PPARγ 표적 유전자의 전사를 조절하고,

를 나타낸다. 즉, resveratrol은 지방세포에서 염증매개자

adiponectin의 분비와 발현을 유도하고, MCP-1의 분비와

(TNFα, cyclooxygenase-2, COX-2; IL-6)의 발현을 감소시

발현을 억제한다.39) Auraptene은 지방세포와 대식세포의 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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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 반응을 조절할 수 있고, 비만 지방 조직으로 대식세포 침

유전성 비만/당뇨쥐(KKAy)의 백색 지방 조직에서 인슐린

여러 보고에서 따르면, PPARα와 PPARγ

민감성을 개선한다고 알려져 있다.51) 이때 C3G로 유도된

agonists를 동시 처리하거나 또는 dual agonists 처리는 지

인슐린 저항성 개선효과는 AMPK 활성화와 염증성 매개

방세포에 효율적으로 포도당 유입을 증가시키며, 체중 변화

자 생성 저해와 연관되며, PPARγ와는 비의존적으로 일어

윤을 억제한다.

39)

없이 혈당 수준을 감소시킨다.

39-41)

Auraptene은 유전성

48)

난다.

비만/당뇨쥐에서 내당능 장애를 개선한다고 보고되어 있

8. 캡사이신(Capsaicin)

으나42), 이러한 효과가 비만성 지방조직 염증개선효과와 연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은 지방조직 배양액으로

관되어 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in vivo에서 확인되어 있지

유도한 대식세포의 이주를 농도의존적으로 저해하고, 대식

않다.

세포의 활성화에 따른 TNFα 및 산화질소의 생성을 유의적

5. 루테올린(Luteolin)

52)

으로 저해한다.

또한, capsaicin은 팔미트산으로 유도된

약용 식물과 몇몇 야채와 향신료에 존재하는 flavone인

macrophage inflammatory protein-1 (MIP-1)과 IL-8 유전

luteolin은 지방세포와 대식세포의 공동배양에 따른 염증반

자 발현뿐만 아니라 염증성 신호분자인 c-Jun, p38, cJNK

43)

응을 억제한다.

또한, luteolin은 지방세포배양액에 의한
38)

53)

의 활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

이러한 지방조직 염증

이러한 luteolin의 작용은

억제효과는 비만동물 모델계에서도 확인되어 있다. 즉,

IκB-α 분해 및 NF-κB의 활성화와는 관련이 없으나, JNK의

capsaicin은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쥐의 지방조직 또는

대식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한다.

43,44)

또한,

지방세포 배양계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케모카인(IL-6,

luteolin은 지방세포에서 PPARγ 활성화를 통해 인슐린 저

MCP-1 등) 분비 및 발현을 감소시키는 한편, 항염증성

인산화 억제작용과 연관되어 있는 것 같다.
45)

항성을 개선한다고 보고되어 있으며 , 향후, 비만으로 유도

adiponectin 유전자와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켜 염증반응을

된 염증 개선 효과에 관한 in vivo 연구가 기대된다.

억제한다.

14)

Capsaicin의 이런 작용은 PPARγ 활성화와

NF-κB의 불활성화에 기인한다. 또한, 고지방식이성 비만

6. 나린제닌 찰콘(Naringenin chalcone)

쥐 모델계 및 유전성 비만/당뇨쥐 모델계 (KKAy)에서

토마토의 flavonoids 성분인 naringenin chalcone과

capsaicin 투여는 지방조직 염증 개선 효과와 함께 인슐린

flavanone인 naringenin은 지방세포와 대식세포의 공동배양

저항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

에 의해 유도된 염증성 매개자의 생성을 억제하며 지방조직

다.54)

으로의 대식세포 침윤을 억제한다.

46)

Naringenin chalcone

9. 기타 성분들

과 naringenin 모두 대식세포에서 직간접적으로 TLR4 하위
신호분자에 영향을 주며 IκB-α의 분해를 저해하지만, PPARγ
44)

이 밖에도 항염증활성을 나타내는 다양한 향신료 성분

활성에는 비의존적이다 . In vivo에서의 효과는 아직 확인

들이 지방조직 염증억제 작용을 나타낸다. 예를들어, 마

되어 있지 않다.

늘의 diallyl disulfide, 후추의 piperine, 겨자의 allyl
isothiocyanate, 생강의 zingerone은 모두가 장간막 지방조

7. 안토시아닌류(Anthocyanins)

직배양액으로 유도된 대식세포의 이주활성을 유의적으로

적자색 야채와 과일에서 발견되는 anthocyanins은 PPARγ
비의존적 기전에 의해 비만 지방조직에 항염증 활성을 나타
47,48)

저해한다.

27)

또한 사포닌 aglycon인 diosgenin (야생 참마의

뿌리에 존재)은 지방세포와 대식세포의 공동배양 모델계에

전형적인 anthocyanin인 cyanidin 3-glucoside

서 IκB 분해억제 및 JNK 인산화 억제를 통해 염증반응을

(C3G)는 지방세포 배양액으로 유도된 대식세포의 이주활성

55)
억제하며 , 기나피(cinchona bark) 성분인 cinchonine 과

과 염증반응을 감소시키고, 지방세포와 대식세포의 공동 배

허브식물 성분인 carvacrol (monoterpenoids phenol) 등은

양계에서 케모카인 MCP-1와 macrophage inflammatory

TLR2와 TLR4를 매개한 신호전달계를 차단함으로써 고지

낸다.

protein-related protein-2 (MRP-2) 분비를 억제한다.

49)

한

편, 고지방식이성 비만쥐 모델계와 유전적 당뇨 모델계

방 식이성 비만쥐의 지방조직 염증을 억제한다고 최근 보고
되어 있다.56,57)

(db/db)를 사용한 연구에서 C3G의 식이 투여는 염증성 사
이토카인(TNFα, IL-6, MCP-1)의 분비와 지방조직으로의

결

론

대식세포 침윤을 감소시키고, 동시에 c-Jun N-terminal
kinase/forkhead box O1 (FOX-1) 신호에 영향을 주어 비만
50)

비만/염증의 개선은 인슐린 저항성, 제2형 당뇨, 심혈관

또한,

계 질환 등의 대사관련 질환의 발생을 억제하고 진행상태를

C3G 투여는 retinol-binding protein 4 (RBP4)를 억제하고,

개선하는데 중요하다. 최근, 기능성 식품 성분을 활용한 질

성 대사질환인 당뇨를 개선하는 효과를 보인다.

- 135 -

－ 대한비만학회지: 제 21 권 제 3 호 2012 －

병예방 전략이 큰 관심을 끌고 있으며, 그 시장은 확장일로

Kawada T, et al. HVEM-deficient mice fed a high-fat

에 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성분의 활용은 세계적으로 수

diet are protected from adipose tissue inflammation

십 년 동안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비만과 비만관련 질환으로

and glucose intolerance. FEBS Lett 2011;585:2285

발생하는 치료비 상승에 대한 막대한 사회경제적 비용감소

-90.

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일상적인 식생활 차원에서 질병예

9. Kim CS, Kim JG, Lee BJ, Choi MS, Choi HS,

방/개선을 위한 손쉬운 방법이 될 수 있다. 본 미니리뷰에서

Kawada T, et al. Deficiency for costimulatory

소개한 기능성 식품 성분들은 비만으로 유도된 지방조직 염

receptor

증에 대해 억제효과를 나타낼 뿐만 아니라, 몇몇 성분

inflammation

(curcumin, resveratrol, capsaicin)의 경우 산화적 대사계를

4-1BB

protects

and

against

metabolic

obesity-induced

disorders.

Diabetes

2011;60:3159-68.

활성화하여 체지방 감소효과를 보이기도 하므로, 이들 기능

10. Kim F, Pham M, Luttrell I, Bannerman DD, Tupper

성 식품성분들의 조합은 비만성 염증/대사 질환의 예방 및

J, Thaler J, et al. Toll-like receptor-4 mediates

치료에 활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향후, 계속해서

vascular

inflammation

and

insulin

resistance

in

새로운 기능성 식품성분을 탐색하고, 이들 기능성 식품성분

diet-induced obesity. Circ Res 2007;100:1589-96.

의 효능과 기전, 그리고 섭취 형태와 효과적인 양, 나아가

11. Romanatto T, Roman EA, Arruda AP, Denis RG,

안전성, 임상적 효과 등에 관한 과학적 근거를 확보해 나갈

Solon C, Milanski M, et al. Deletion of tumor

필요가 있다.

necrosis factor-alpha receptor 1 (TNFR1) protects
against diet-induced obesity by means of increased
thermogenesis. J Biol Chem 2009;284:3621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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