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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국문요약 

연구 배경: 비만으로 유도된 시상하부 염증은 섭식 조절 장애 및 에너지 대사 불균형을 야기한

다. 뇌 구성 세포들이 분비하는 신경영양인자는 신경세포 분화와 생존, 시냅스 가소성 유지 기능

을 수행한다. 신경영양인자들은 시상하부 염증을 수반하는 글리아세포 활성화 및 신경세포 손상

을 막아주어 에너지 소비, 섭식과 관련된 신호 전달의 정상화에도 관여한다. 시상하부 염증은 섭

식 조절 중추 신경회로의 변화를 가져오고 말초 조직의 에너지 항상성 유지 기능에도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갈색 지방조직에서는 에너지 소비 및 열 생산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헤이즐넛의 향기 성분인 필버톤(Filbertone)은 비만 및 대사 질환 개선에 도

움을 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시상하부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알려져 있지 않다. 

 

연구 목적: 본 연구에서는 필버톤이 고지방식이성 비만으로 유도된 시상하부 염증과 신경영양

인자 발현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연구 방법: C57BL/6 마우스 (6주령)에게 정상식이, 고지방식이, 고지방식이+필버톤 식이를 9주

간 투여하였다. 뇌시상하부를 분리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 신경세포 손상 마커, 신경영양인자, 

신경 펩타이드 발현 정도 및 갈색 지방 조직에서의 열생성 및 지질 대사 관련 유전자/단백질의 

발현 정도를 qRT-PCR과 western blot으로 측정하였다.  

 

연구 결과: 식이 필버톤 투여는 고지방식이성 비만 마우스의 식이 섭취량과 체중을 감소시켰으

며, 시상하부 염증성 마커와 신경세포 손상 마커 발현을 억제하였고, 신경영양인자 발현을 증가

시켰다. 또한, 필버톤 투여는 비만 마우스의 시상하부에서 신경 펩타이드 POMC 발현 증가 및 

AgRP의 발현 감소를 유도하였다. 한편, 갈색 지방 조직에서는 필버톤의 투여에 의해 열생성 유

전자 및 단백질 발현의 증가와 지질 대사 관련 유전자의 발현 증가가 관찰되었다.  

 

결론: 종합하자면, 고지방식이성 비만 쥐에서 필버톤 투여는 뇌 시상하부 신경영양인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시상하부 염증/신경회로 손상을 억제하며, 이에 따른 식이 섭취량 감소와 갈색 지방

조직의 열 생성 증가는 고지방식이성 비만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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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서론 

1. 비만의 영향 

1.1. 비만과 뇌 

비만은 지방 조직에 잉여 에너지 저장의 증가에 의한 병적 과정으로 에너지 섭취와 소비

의 불균형으로 인해 나타난다. 비만은 유전적 영향 및 다양한 환경적 요인에 의해(습관, 사회

적, 문화적 등) 또는 이 요인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나는 다인자성 질병이다. 2019년 한국

의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비만 유병률이 꾸준히 증가하였

으며, 남자에서 두드러졌고, 특히 20-39세 청년에서 정상 체중에 비해 비만도가 증가할수록 

당뇨병, 고혈압, 뇌졸중, 심근경색의 발생위험이 증가하였으며, 3단계 비만에서 각각 43.4배, 

9.1배, 4.4배, 4배 증가하였다고 보고한다(Seo et al 2019). 고지방 함량이 높은 식이 섭취에 따

른 비만은 제 2형 당뇨병, 고혈압, 심부전, 이상지질혈증과 같은 다양한 질병 발생에 기여하는 

가장 중요한 위험인자로 간주되고 있으며, 비만 치료와 예방은 이들 질병예방을 위해 중요하

다. 비만은 과도한 체지방의 축적을 수반하는 에너지 불균형 특히 지방 과잉 식이에 의해 야

기된다 (Tran et al 2016). 비만은 혈중 유리 지방산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케모카인 증가를 수반

하는 상태이다(Boden 2008). 염증 반응은 생체 조직이 어떤 자극에 의하여 손상을 받았을 때 

이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한 방어 기전으로 발생하지만, 과도한 염증반응 또는 만성으로 진행

되는 염증반응은 조직 손상과 질병 발생으로 이어지기도 한다. 비만 시에는 지방 조직의 팽창

이 나타나며, 지방세포의 비대 및 비후로 조직 내 국소적으로 산소 결핍이 초래되어 지방조직 

내 염증 반응이 개시되고 사이토카인의 분비로 염증성신호계가 활성화된다(Engin 2017). 또한 

조직이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되어 포도당 이용률의 감소, 지질의 분해가 증

가하게 되며 이로 인해 혈중으로 방출되는 유리지방산의 증가가 일어난다. 증가된 혈중 염증

성 사이토카인 및 유리지방산은 뇌 중추신경계의 미세환경에도 영향을 미친다. 

혈액뇌관문(BBB, Blood Brain Barrier)은 혈액에서 혈관벽을 통해 유입될 수 있는 병원균, 

독성물질들이 뇌 조직과 뇌 척수액에 직접적으로 노출되는 것을 막는다. 선택적으로 영양소와 

식이 인자는 통과시키지만, 염증성 사이토카인, 면역 세포 등 뇌 손상을 유발하는 물질의 투입

은 방해한다. 이는 혈액뇌관문을 구성하는 융합막(Tight junction)에 의해 유지되는데, 만성 염

증을 동반하는 비만의 발생은 융합막을 구성하는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결과적으로 느

슨해진 혈액뇌관문을 통과하는 물질들에 의해 뇌 염증이 발생하게 된다(Nguyen et al 2014). 

비만으로 유도된 염증은 말초에서뿐만 아니라 뇌 시상하부를 포함하는 중추신경계에서 만성적

인 염증 반응을 유도하며(Thaler et al 2012), 알츠하이머, 다발성경화증과 같은 신경퇴행성 질

환과도 관련되어 있다(Razay et al 2006). 염증 환경하에서 진행되는 산화 스트레스, 

ER(Endoplasmic reticulum) 스트레스의 발생 및 미토콘드리아 기능 장애 유발은 세포 내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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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상적인 단백질 침착과도 연관되어 있다(Pugazhenthi et al 2017). 

 

1.2. 시상하부의 염증 발생 

1.2.1 시상하부의 구조와 기능 

시상하부는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부위이다. 시상하부는 시상 아래쪽 뇌하수체와 가

까이 위치하고 있다. 뇌에서 시상하부가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중요한 역할을 수행한다. 1) 

호르몬 분비, 2) 체온 조절, 3) 생체 리듬 조절, 4) 식욕 조절, 5) 감정과 기억 조절의 기능을 수

행한다. 시상하부는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뉴런이 수행하는 역할에 따라 1) 궁상핵(arcuate 

nucleus, ARC), 2) 뇌실방핵(paraventricular nucleus, PVN), 3) 내측기저시상하부(mediobasal 

hypothalamus, MBH), 4) 측면시상하부영역(lateral hypothalamic area, LHA), 5) 배내측핵 

(dorsomedial nucleus, DMH), 6) 복측핵(ventromedial nucleus, VMN)으로 구분할 수 있다. 각 

부위에 존재하는 뉴런들은 서로 신호를 주고받으며 복잡하게 연관되어 체기능을 조절한

다.(Douglass et al 2017) MBH의 배쪽기저에 위치한 ARC의 주위에는 정중융기(median 

eminence, ME)가 존재하며 세포외액과 혈액간의 영양소 및 호르몬, 에너지 관련 신호를 교환

하는 출입구이다(Lechan & Toni 2000, Seong et al 2019, Valdearcos et al 2015).  

ARC 신경세포는 정중융기로부터 대사 신호를 받아 신경전달 신호로 전환하고 통합하는 

일차 신경세포 역할을 한다. 이 신경세포는 다양한 이차신경세포들에 축삭돌기(axon)를 뻗어 

연결되어있으며 신호를 전달받아 에너지 대사 및 몸무게 조절에 영향을 준다(Carmo-Silva & 

Cavadas 2017). 시상하부의 섭식 행동 조절은 AgRP(Agouti-related protein)와 POMC(Pro-

opiomelanocortin) 신경세포의 상호작용을 통해 나타난다(Balthasar et al 2004, Goncalves et al 

2014). 대사 호르몬, 영양소 등의 요소들에 의해 두 신경세포를 자극하며 AgRP와 POMC 신

경세포간의 firing이 일어난다(Dwarkasing et al 2016). POMC의 활성은 만복감을 느끼게 하며 

α-MSH(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의 분비를 통해 PVN의 수용체의 활성을 통해 나타난

다. 이 두 신경세포뿐만 아니라 많은 다양한 신경세포들의 상호작용을 통해 에너지 대사 조절

과 호르몬 민감도 등의 신호전달을 통해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한다.(Garcia-Caceres et al 

2019) 신경펩타이드의 반응은 식이 섭취 조절뿐만 아니라 말초 조직의 에너지 대사 및 다양한 

행동에 영향을 미친다(Filgure 1). 예를 들어 POMC의 활성화는 섭식 행동의 감소나 어미 쥐의 

둥지를 트는 행동 등으로 나타나게 하며, 지방 조직에서는 백색 지방 세포의 베이지화(Cao et 

al 2011, Clapham 2012, Labbe et al 2015) 또는 열 생성 증가 등의 에너지 발산 증가, 미토콘

드리아의 생합성 증가, ATP 합성 증가를 위한 에너지 사용(특히 free fatty acid) 증가 등의 영

향을 준다(Carmo-Silva & Cavadas 2017, Taib et al 2013, Tu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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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ypothalmic regulation in energy homeostasis 

 

1.2.2 시상하부 염증과 글리아세포 활성화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BBB는 중추신경계로 병원균, 독소, 염증성 인자들의 출입을 제

한한다. 하지만 혈액의 유리지방산 증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BBB를 구성하는 단백질

들의 발현 감소와 손상을 유도하여 BBB를 약화시킨다(Cavaliere et al 2019, Horvat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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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시상하부는 뇌혈액관문이 없는 정중융기 (Median eminence, ME) 부분이 존재하여 고지

방식이에 대한 염증반응이 더욱 취약하게 나타난다(Yin & Gore 2010).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시

상하부에서 염증 반응이 증가하고 인슐린, 렙틴과 같은 호르몬 저항성이 야기되며 에너지 대

사 조절의 항상성이 파괴된다(Thaler & Schwartz 2010). 다양한 대사 질환 연구에서 시상하부 

염증 반응에 의한 비만 및 대사 질환 발생 기전에 대해 보고하고 있으며(de Git & Adan 2015), 

시상하부의 염증은 호르몬(인슐린, 렙틴, 그렐린 등) 신호 조절 이상 및 분비 이상을 일어나게 

하여 간, 골격근과 같은 말초 조직에서 정상적으로 에너지를 이용하지 못하게 하고 섭식 조절 

이상과 같은 여러 문제를 야기하면서 비만을 악화시키게 된다(de Git & Adan 2015, Valdearcos 

et al 2015, Zhang et al 2008).  

뇌는 성상세포(astrocyte), 소교세포(microglia), 신경세포(neuron), 띠뇌실막세포(tanycyte), 

희소돌기교세포(oligodendrocyte) 등의 세포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뇌 시상하부에 존재하는 여

러 세포들이 함께 여러 대사 기능을 함께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 시상하부의 염증 반응은 

주로 성상세포와 소교세포의 활성화에 의해 일어난다(Douglass et al 2017, Le Thuc et al 2017). 

혈중 증가된 유리지방산의 뇌 유입에 따라 성상세포는 지질을 축적하고 MAPK(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활성,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분비하는 활성형 형태로 변화된다(Gupta 

et al 2012, Kwon et al 2017). 한편, 혈액으로부터 유입된 염증성 인자나 성상세포에서 분비된 

염증성 인자들은 소교세포를 활성화시킨다(Argente-Arizon et al 2018). 활성화된 소교세포는 

이주 활성을 가지고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된다(Yang et al 2017). 이들 글리아세포 

모두 비만 인자에 의한 표현형 구조 단백질의 변화가 나타나며(Fan et al 2019), 이들 세포의 

활성화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 증가, 산화적 스트레스 증가로 인한 신경세포 보호 인자들

의 발현 저하를 가져오며 신경세포의 가소성 유지, 회복, 증식/분화 기능 저하를 촉진하여 신

경 염증 발생과정에서 주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된다(Asher et al 2000, Rocha et al 2012, 

Thameem Dheen et al 2007).  

신경 염증의 발생을 조절할 수 있는 주요 타깃으로 여겨지는 뇌 글리아세포는 성상세포

와 소교세포이다. 성상세포는 신경세포 시냅스 틈의 신경전달 물질 제거, 신경세포 탈분극 시 

변화되는 이온 농도의 항상성 유지, 신경세포 가소성 유지, 신경세포로의 에너지 공급과 신경

전달물질 방출을 통한 신경 전달 조절을 한다(Fuente-Martin et al 2016). 신경세포와 직접적인 

양방향 소통을 통해 기능을 수행한다. 신경 염증의 발생은 성상세포의 GFAP(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vimentin과 같은 특정 단백질을 상향 조절하여 구조가 변하게 한다(Dehhaghi 

et al 2019, Desai et al 2016). 소교세포와 함께 BBB의 구조를 지지하며 혈액 및 시냅스 사이

에서 염증 반응에 대해 빠르게 반응한다(Rui et al 2019). 비만에서 성상세포의 만성적인 활성화

는 사이토카인 발현 증가와 시상 하부 신경세포에서 렙틴 신호 전달의 민감성 감소를 가져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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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armo-Silva & Cavadas 2017, Chowen et al 2016). 운동 또는 불포화 지방산 섭취 조절은 

DIO 마우스의 시상 하부 염증 억제, 시상 하부에서 소교세포 활성화 감소를 가져온다고 알려

져 있다. 유리지방산을 축적한 성상세포는 TNF-α(Tumor necrosis factor-α), IL-6(Intereukin 6) 

등 사이토카인을 방출하는 것으로 밝혀졌다(Aizawa et al 2016, Alashmali et al 2019). 이는 

TLR-4(Toll like receptor 4)에 의해 매개되며 p38 및 p42/44, MAPK 활성을 통해 사이토카인 

방출이 유도된다(Rahimifard et al 2017). 또한 성상세포는 고지방식이 공급에 의해 유도된 염

증 인자의 생성을 통해 시상 하부에서 렙틴 및 인슐린 신호 전달 및 신경 퇴화를 조절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으며, 세포 표면 염증 수용체/리간드인 4-1BB/4-1BBL의 신호 전달 억제

는 시상하부 염증을 조절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Kim et al 2018).  

소교세포는 중추신경계에서 대식세포와 같은 활성을 나타낸다. 식균작용(phagocytose), 항

염증 작용 및 시냅스 틈의 세포 찌꺼기와 독성 대사산물을 제거하여 뇌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기능을 한다. 성숙한 소교세포는 아메바이드(amoeboid) 형태를 취하는데 고지방식이에 많이 

포함된 포화지방산은 소교세포를 활성화시키며 독성유형(M1)이나 보호유형(M2)과 같은 형태학

적 변화를 가져온다(An et al 2020, Chen et al 2019). 소교세포의 M1 유형 활성화는 신경염증

에서 두드러지게 발견된다(Tang & Le 2016). 소교세포는 특히 TLR4를 발현하기 때문에 유리지

방산이 매개하는 염증 반응이 유도될 수 있으며 활성화된 소교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케모카인 분비, 반응성 산소종, 산화 질소 등을 분비하여 주변 세포인 성상세포, 신경세포 등

의 손상과 사멸을 일으키며 신경염증의 악화로 인한 병변 발생에도 영향을 미친다(Fan et al 

2019). 소교세포에 LPS와 같은 염증 신호를 받은 소교세포는 TLR4 경로의 활성화가 일어나 

JNK(c-Jun N-terminal kinase), p38-MAPK 신호 활성화로 AP-1(activator protein 1)과 NF-

kB(nuclear factor kappa light chain 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전사 인자 활성화를 통해 염

증 반응이 매개되며 퀘르세틴과 같은 생리활성물질의 처리는 HO-1(heme oxygenase-1)과 같

은 항산화 효소의 발현 증가로 인해 산화에 대해 방어 작용을 수행하여 소교세포 활성화로 유

도되는 염증 반응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Yang et al 2017).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 초

기 식이성 비만 쥐의 시상하부에서 UCP2(Uncoupling protein 2)의 발현 증가는 미토콘드리아 

기능을 저하시키고 식이조절 펩타이드의 시냅스 전달을 변화시켜 POMC의 활성을 저하시킨다

고 밝혔다. 따라서 식이성 비만이 발생한 상태에서 소교세포의 활성화는 뇌 신경회로 변화가 

나타나게 한다고 주장할 수 있다(Kim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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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경영양인자 

2.1 신경영양인자의 기능 

다양한 신경영양인자(BDNF, GDNF, CNTF, NGF etc.)들은 신경세포들의 노화와 손상에 

대한 회복을 돕는다(Bothwell 2014). 신경영양인자는 신경세포의 생존을 지원하는 역할 외에도 

뉴런의 이주와 주변 세포와의 연결과 같은 네트워크 구축의 모든 중요한 단계를 미세하게 조

절한다(Bothwell 2014, Cheng 2013). 신경영양인자가 성인기에도 신경 가소성의 중요한 매개체

라는 것이 잘 알려져 있으며 신경 전달 물질 방출, 시냅스 형성 및 기능을 조절한다. 뇌 유래 

신경 영양 인자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는 특히 가소성과 관련된 기능을 수

행하며 뇌 영역에 풍부하다(Rios 2013, Smith 2018). 신경염증의 발생은 뇌 허혈, 다발성 경화

증, 알츠하이머병, 파킨슨씨병 및 우울증과 같은 다양한 급성 또는 만성 CNS(Central nervous 

system) 장애를 나타낸다(Barreto et al 2012, Daulatzai 2014, Ng & Say 2018). 이 질병들은 다

양한 염증 매개체들의 조절을 특징으로 특히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이 질병 발생에 중요한 역할

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avaliere et al 2019). 뇌 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과생성은 뇌 

내 면역세포 활성화, 신경 발생, 항상성 유지를 망가트리고 산화 스트레스를 준다(Celik et al 

2020). 신경영양인자들은 이런 반응을 감소시키는 항염증, 항산화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Ding et al 2020, Kim & Kwon 2013). 

2.2 BDNF, GDNF 

뇌유래신경영양인자(BDNF)는 시상하부에서 지방 조직에 우선적으로 교감 신경 활성화를 

유도하고 비만 및 암에 대한 내성을 유발하는 주요 매개체이다(Allen 2013). 비만은 에너지 항

상성을 유지하는데 주요한 부위인 시상하부의 신경회로 불균형과 관련이 있다. 식이로 유도된 

비만에 따른 염증은 말초 조직 및 시상하부 모두에서 발생한다고 보고된다(Cesar & Pisani 

2017). 장기간 고지방식이를 정상 쥐에게 투여하였을 때, IL-1β, IL-6, SOCS3(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3)와 같은 염증 조절자의 증가가 일어난다(Macedo et al 2019). 많은 연구에

서 BDNF의 감소와 에너지 균형 조절 장애 및 비만 발생과의 관련성을 얘기한다(Wang et al 

2010). 성인 뇌에서 BDNF는 가장 풍부하게 존재하는 신경영양인자이다. BDNF는 

TrKB(Tropomyocin receptor kinase B) 수용체를 통해 신호를 보내고 PLC-γ(Phosphoinositide 

phospholipase c gamma), MAPK 및 PI3K(Phosphoinositide 3 kinase)를 활성화하여 세포 내 

신호전달을 수행한다(Wang et al 2011). BDNF를 ICV(Intracerebroventricular injection)로 투여

하였을 때 쥐의 음식 섭취 및 체중을 감소시킨다는 결과가 있다(Rios 2013). 쥐에서 BDNF의 

부족과 그 수용체인 TrKB의 부족은 과도한 섭식 행동과 체중증가를 초래하고 고렙틴혈증, 고

혈당증 및 고인슐린혈증을 야기시킨다고 한다(Xu & Xie 2016). 시상하부에서 BDNF의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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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가하면 IL-6, SOCS3, MCP-1(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1)와 같은 염증 마커들의 

발현이 저하된다고 보고된다(Cabezas et al 2019, Scotton et al 2020). 오랜 기간의 식이 유도 

비만은 식욕 유발 AgRP를 증가시키고 식욕 억제 CARTPT(Cocaine and amphetamine 

regulated transcript, prepropepide gene) 발현 또한 증가시킨다고 한다(Douglass et al 2017). 

BDNF와 그 수용체 TrkB 또한 비만 쥐의 시상하부에서 발현이 감소하며 이는 식이 유도성 비

만 쥐의 시상하부에서 BDNF 신호가 억제되는 것과 관련 있다(Yang et al 2016). BDNF의 작용

은 IRS-1(Insulin receptor substrate 1)/PI3K/AKT(Protein kinase B) 경로를 활성화에도 작용하

며 인슐린 신호 전달에도 관여한다(Eyileten et al 2017).  

BDNF는 갈색 지방조직의 지질 산화를 높여 체온을 유지하고 열 생성을 통해 에너지 소비

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ang et al 2010). BDNF의 이런 말초와 중추 신경계의 조

절은 교감신경계의 신경전달물질인 노르아드레날린을 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cAMP(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신호의 증가를 통한 UCP-1의 발현을 증가 시켜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Clapham 2012). BDNF 유전자를 제거하였을 때 BAT(Brown adipose tissue) 열 생

성의 감소를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으며(Wang et al 2010), 비만으로 인한 ARC의 손상은 BAT 

열 생성 감소를 불러온다고 한다. BDNF의 투여와 enriched-environment로 인한 시상하부의 

BDNF 생성 자극은 백색 지방조직의 브라우닝을 유도하고(Cao et al 2011, Wang et al 2010) 에

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Cao et al 2011). 중추신경계에서 분비되는 BDNF는 

중추신경계 및 골격근, 조직 등 체내 전체에 영향을 미친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당뇨를 유

발한 마우스에 BDNF를 투여할 경우 체온을 높이고(Tsuchida et al 2001) 갈색 지방 조직에서

의 UCP-1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였으며, BDNF가 에너지 대사 과정에 관여하는 분자

임을 제시했다(Tsuchida et al 2001).  

또 다른 신경영양인자인 글리아세포유래신경영양인자(glial cell derived neurotrophic factor, 

GDNF)는 신경세포 보호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다양한 파킨슨병 실험동물 모델에

서 도파민 신경세포를 보호하며(Novosadova et al 2019), 노화 동물의 뇌에 주입할 경우 운동

능력을 유의적으로 향상시킨다고 알려져 있다(Bali et al 2019). 이와 같은 효과는 노화 신경세

포의 회복, 도파민신경의 기능 향상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Novosadova et al 2019, Yue et al 

2014). 도파민성 신경 변성은 소교세포의 과도한 활성화의 조절에 의해 보호 가능함이 알려졌

다. 이는 성상세포가 분비하는 다양한 신경영양인자들 GDNF(glia cell line-derived 

neurotrophic factor), CDNF(cerebral dopamine neurotrophic factor) 및 BDNF(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중 특히 GDNF의 분비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밝혀졌다(Rocha et al 

2012). GDNF는 중추신경계에서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역할 뿐 아니라 장기의 손상에도 보호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알려졌다(Hagbom et al 2020). 시상하부 신경영양인자의 발현 증가는 



9 

 

항비만, 항당뇨 효과를 지닌 것으로 알려져 있다(Eyileten et al 2017).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신

경영양인자 발현의 조절을 통한 신경 염증 발생의 조절이 비만과 대사 질환과의 연관성을 가

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3. 시상하부 염증 억제 효능을 가진 식이 인자 

3.1. 식이 인자 

녹차에 많이 포함된 카테킨류인 (−)-epigallocatechin-3-gallate (EGCG)는 암, 비만, 죽

상 경화증, 당뇨병, 세균 및 바이러스 감염, 충치 및 비만에 유익한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려

져 있다. EGCG는 지방 생성 및 지방 분해에 관여하는 유전자들의 전사를 자극하여 항비만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uzuki et al 2016). 최근 EGCG가 시상하부 염증을 일으키

는데 중요한 매개체 역할을 하는 소교세포의 활성화를 억제하는 데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 

포화지방산으로 활성화된 소교세포는 JAK2(Janus kinase 2)/STAT3(Signal transducer and 

transcription 3) 신호 전달을 통해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고 활성화되는데 EGCG의 

JAK2/STAT3 신호전달 경로의 negative 조절자로의 작용은 소교세포의 활성화를 감소 시켜 시

상하부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고 한다(Mao et al 2019). 퀘르세틴은 소교세포의 활성화를 감소

시키며 소교세포의 HO-1의 발현을 유도하여 시상하부 염증 반응을 제어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Yang et al 2017). 홍삼의 주요 성분으로 알려진 진세노사이드는 뇌 구성 세포인 성상세포에 

산화 스트레스를 주었을 때 염증성 사이토카인 MCP-1, IL-6, IL-8 등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NFκB, p38-MAPK활성을 감소시켰다(Cao et al 2018). 생강의 페놀 성분인 6-gingerol은 

LPS(Lipopolysaccharide)로 유도된 성상세포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증가를 억제하며 반응성 산

소종의 축적을 감소시킨다. 또한 morris water maze 실험을 통해 6-gingerol의 투여가 LPS로 

유도되는 학습 능력 및 기억력 장애를 억제할 수 있음이 보고되고 있다(Zhang et al 2018). 시

상하부에서 발생하는 염증의 억제는 소교세포, 성상세포의 활성화 억제를 통해 가능하며 

IKKΒ(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B kinase subunit beta)/NFΚB 경로의 억제를 통해 가능

하다고 보고된다. 이 경로의 억제는 신경영양인자의 발현과 관련이 있음이 발견되었으며, 식이

인자의 처리를 통한 신경영양인자 발현의 증가는 시상하부 염증을 억제할 수 있다(Dalvi et al 

2017). 

3.2. 필버톤의 새로운 효능 

필버톤(filbertone)은 헤이즐넛의 주요 향기성분이다. 구조식은 C8H14O, MW 126.2g/mol

이며, 물에 잘 녹지 않고 기름에 녹는 특징이 있다. 견과류 중 헤이즐넛 (Corylus avellana L.)

은 Betulaceae 계통에 속하며 우수한 항염증 및 지질 저하 식품으로 간주되며 견과류 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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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UFA(Monounsaturated fatty acid)를 풍부하게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비타민 E와 토

코페롤, 피토스테롤이 풍부하다(Wang et al 2020). 헤이즐넛은 심혈관 위험과 염증을 줄일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체중 증가 없이 포만감 유도, 에너지 소비, 열 발생 증가, 낮은 영

양소 생체 이용률 증가를 통해 비만에 대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Wang et al 

2020). 또한 헤이즐넛은 아밀로이드 베타의 축적을 저하시킬 수 있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알

려졌다(Gorji et al 2018). 하지만 헤이즐넛의 주요 성분인 필버톤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미

비한 실정이다. 현재 알려진 것으로는 체중 및 내장지방 감소, 혈중 지질 농도 감소, 혈중 간 

기능지표 개선, 혈당감소, 대사성염증반응 억제로 인해 궁극적으로 비만, 당뇨, 이상지질혈증, 

지방간 및 인슐린 저항성 증후군인 대사 질환의 예방 또는 치료용으로써 이용될 수 있다고 보

고되었다(Moon et al 2019). 또한 필버톤은 세포수준에서 LPS처리에 의해 활성화된 소교세포가 

분비하는 염증 인자 MCP-1, TNF-α, IL-1β의 발현의 저하,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며 MAPK, NF

κB 신호 경로를 억제 시킨다고 알려졌다(Luthfiyyah Mutsnaini 2020). 그러나,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필버톤이 뇌 신경영양인자나 뇌 시상하부 식욕 조절 펩타이드 발현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해서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필버톤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시상하부 

염증 반응에 의한 뇌 신경영양인자 발현 저하를 개선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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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재료 및 방법 

1. 동물 실험 

5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를 코아텍에서 분양 받아 특정 병원체 부재(Specific 

pathogen free: SPF) 실험 동물실의22±2℃, 습도 55~60%, light dark cycle이 12시간 단위로 

환경조건이 유지되는 실험실에서1주간의 적응기간을 거친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식이 비만을 

유도하기 위해 cage마다 1마리씩 분리하여 한 그룹 당 총 6 마리씩 9주간 일반식이(Regular 

diet: RD), 60% 고지방식이(High fat diet: HFD), 고지방식이와 0.2% 필버톤(HFD+0.2%Fil)을 물

과 함께 투여하였고, 식이섭취량과 체중은 일주일에 한 번 측정하였다. 9주 후 이산화탄소로 

희생시켜 갈색 지방조직과 뇌 시상하부를 얻어 분석을 진행하였다. 

 

2. 유전자 발현 양 측정 

고지방식이와 0.2%필버톤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분리한 시상하부에서 TRIzol 

reagent(Invitrogen, Carlsbad, CA, USA)를 사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하였다. 2µg의 Total RNA

를 정량한 후 oligo dT와 M-MLV 역전사효소(Promega, Madison, WI, USA)를 사용하여 cDNA

를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를 주형가닥으로 TB Green Premix Ex Taq(TaKaRa Bio Inc, 

Forster, CA, USA), TB Green Premix DimerEraser(TaKaRa Bio Inc, Forster, CA, USA) 및 BDNF, 

GDNF, Iba-1, GFAP, MCP-1, TNF-α, IL-1β, AgRP, POMC primer(Bioneer, Korea)를 첨가한 

뒤, Real-time PCR 기기(Takara Bio inc, Japan)을 이용하여 증폭시킨 후 Real-Time System 

TP800 software(Takar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시료들의 유전자 발현 양은 β-actin의 발

현 양으로 보정하였다. 마우스의 갈색 지방조직에서도 TRIzol을 사용하여 total RNA를 분리하

였으며 같은 방법으로 유전자 발현 양을 분석하였다. 사용한 primer는 PGC1α, UCP-1, HSL, 

ADRΒ3, CPT1B이다. 

 

3. 단백질양 측정 

고지방식이와 0.2%필버톤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분리한 갈색 지방조직에서 sonicator를 

이용하여 조직을 교반 하였으며 BCA assay법을 이용해 단백질을 정량 하였다. 정량한 단백질 

10ug을 12% gel에 전기영동 하였으며, 75V, 40min동안 PVDF membrane에 transfer하였다. 30

분간 blocking 과정을 거쳐 UCP-1 antibody(abcam, 1:1000)를 O/N하여 붙여 UCP-1의 발현

을 확인하였으며 단백질 양은 β-actin (proteintech, 1:5000)으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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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세포 배양 

4.1 일차 성상세포 배양 

생후 1-2일의 마우스를 이용하여 전체 뇌를 분리한 뒤 10% fetal bovine serum이 포함된 

DMEM 배지 (기본 배지)에 40nm filter에 으깨어 세포를 분리한다. 그 후, T75 플라스크에 분주

하여 이틀마다 신선한 기본 배지로 바꿔주며 완전히 성장시킨다. 플라스크 바닥에 가득 찬 세

포 상태에 서 orbital shaker를 이용하여 180rpm, 30분 동안 shaking 하여 상층액에 포함된 소

교세포를 제거한다. 신선한 배지를 분주하여 240rpm, overnight 으로 shaking 하여 상층액에 

포함된 oligodendrocyte를 분리한다. 0.05% trypsin-EDTA (Gibco, Canada)으로 primary 성상

세포를 분리한 뒤, 4 x 105 cells/ml로 6 well plate에 분주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4.2 신경세포 배양 

신경세포주 mHypoE-N1를 10% fetal bovine serum이 포함된 RPMI1640 배지를 이용하

여 배양기(5% CO2, 37℃) 성장시켰다. 성장한 세포는 4 x 105 cells/ml 로 6 well plate에 분주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5.  통계처리 

실험 분석 결과는 mean ± S.E.M.으로 표시하였으며, 세 실험군 간의 비교는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를 사용하여 통계처리 후 *P<0.05, **P<0.01, #P<0.005, 

##P<0.001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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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 

1. 식이 필버톤에 의한 체중 및 지방조직 중량 변화와 혈중 중성지질 수준에 미치는 영향  

6주령 C57BL/6 mice를 세 그룹으로 나누어 일반식이를 한 대조군과 고지방식이를 한 

고지방식이 대조군, 고지방식이에 0.2% 필버톤을 첨가한 식이 필버톤 투여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였다. 실험 기간 동안 고지방식이를 투여하였을 때 일반식이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1.4배 증가하였고(Figure 2A, 2B), 지방 조직의 중량도 eWAT 3.6배, iWAT 3.7배, BAT 

1.4배 증가하였다(Figure 2C). 식이 필버톤 투여군은 고지방식이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체중이 0.86배, 지방 조직의 중량은 eWAT 0.87배, iWAT 0.77배, BAT 0.84배 감소하였으며 

식이섭취량이 고지방 대조군에 비해 0.89배로 감소하였다(Figure 2C). 한편, 뇌 조직 중량은 

각 식이투여군별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ure 2D). 필버톤의 투여가 체중 감소에 

유의적으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대사 질환과 관련된 혈중 지표인 중성지질의 농도를 

확인하였다. 일반식이 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대조군에서 혈중 중성 지질 농도가 1.35배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Figure 2H), 필버톤 식이를 투여하였을 때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혈중 지질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이는 식이 필버톤의 투여가 체중 

및 내장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으며 고지방식이로 인해 유도되는 혈중 지질 수준의 증가를 

정상수준으로 회복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2. 식이 필버톤이 뇌 시상하부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시상하부 염증 발생을 확인하기 위해서 고지방식이 투여 마우스의 

시상하부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 IL-1β, MCP-1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 고지방식

이 투여 마우스 시상하부에서 TNF-α 발현은 대조군 마우스에 비해 1.74배 증가하였고 필버톤 

투여 시 0.48배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A). IL-1β의 유전자 발현 또한 

고지방식이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2.43배 증가하였고 필버톤 투여로 1.19배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3B). MCP-1의 유전자 발현은 고지방식이 투여 시 대조군에 

비해 1.81배 이상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나 필버톤 투여 시 유의한 결과를 보

이지는 않았으나 1.41배로 감소하는 경향을 확인하였다(Figure 3C). 시상하부를 구성하는 세포

들의 활성화를 가져오는지 확인하기 위해 소교세포 활성화 인자 Iba-1와 성상세포 활성화 인

자 GFAP의 유전자 발현을 확인하였다. 시상하부에서 Iba-1은 고지방 투여 시 일반식이 대조

군에 비해 1.41배 증가, 필버톤 투여에 의해 0.97배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

며(Figure 4A), GFAP의 유전자 발현 양도 고지방식이 투여 시 1.18배 유의적 증가와 필버톤 

투여로 0.83배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ure 4B). 또한 시상하부 신경세포의 손상을 나타내

는 유전자 HSP72의 발현을 확인하였을 때 고지방식이 투여군에서 HSP72 유전자의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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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적으로 1.25배 증가, 필버톤 투여에 의해 0.84배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ure 4C). 따라서 이 결과는 식이 필버톤의 투여가 시상하부에서 발생하는 염증성 사이토카

인의 유의적 감소를 가져오며 구성 세포들의 활성화를 감소 시켜 신경세포의 손상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 

 

 

3. 식이 필버톤이 신경영양인자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시상하부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의 경향이 신경영양인자의 발현 경향성과 연

관성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신경영양인자의 유전자 발현을 조사하였다. 고지방식이를 투여

하였을 때 신경영양인자의 유전자 발현이 BDNF 0.63배, GDNF 0.66배로 감소함을 확인하였으

며 BDNF, GDNF 모두 필버톤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BDNF 1.44배, GDNF 1.49배로 유전자 발

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Figure 5A, 5B). 신경영양인자는 주로 글리아세포인 성상세포에서 

발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BDNF는 신경세포에서도 발현되어 자가 분비를 통해 사용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세포수준에서 필버톤의 처리가 성상세포, 신경세포에서 신경영양

인자 발현에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하였다. 성상세포에 필버톤을 0, 2, 10, 50μM로 24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BDNF, GDNF, NGF 유전자 모두 10μM에서 발현이 각 1.53, 1.30, 1.93배로 유

의적 증가하며 가장 높은 발현 양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신경세포 또한 BDNF 유전자 

발현 양이 10μM에서 발현이 3.72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Figure 5C-F). 이는 필버톤의 투

여는 시상하부를 구성하는 세포들이 신경영양인자 발현을 유도하게 함을 시사한다. 

 

4. 식이 필버톤이 식욕관련 신경 펩타이드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식이 필버톤의 투여에 의한 식이 섭취량이 감소가 시상하부 식욕 관련 섭식조절을 

관장하는 신경회로의 유전자 발현과 관련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시상하부 섭식조절 신경 

펩타이드의 유전자 발현 양을 조사하였다. 일반식이 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대조군에서 

식욕을 촉진하는 것으로 알려진 펩타이드 AgRP의 유전자 발현이 1.25배 증가하는 경향을 

확인하였으며(Figure 6B), 식욕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진 펩타이드 POMC의 유전자 발현이 

0.42배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Figure 6A). 필버톤을 투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AgRP 유전자의 발현이 0.54배로 감소(Figure 6B), POMC 유전자의 발현이 1.69배 

증가하였으며(Figure 6A), 이는 필버톤 투여에 의해 식욕의 감소를 가져오는 펩타이드의 

증가로 식이 섭취 행동의 변화가 나타났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또한 식이 필버톤의 투여에 

의한 시상하부의 렙틴 수용체 발현의 변화가 관찰되는지 확인하였다. 식이 필버톤의 투여는 

렙틴 수용체 발현을 고지방식이만 투여하였을 때 보다 유의적으로 약 1.35배 

증가시켰다(Figure 6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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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식이 필버톤이 갈색 지방 조직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식이 필버톤의 투여에 의해 갈색 지방조직에서 ADR β3(β3-adrenergic receptor)의 

유전자 발현이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1.74배 증가하였으며(Figure 7G), 열생성 

유전자 UCP-1과 PGC1α(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 1-

alpha)의 유전자 발현 양이 유의적으로 각 2.44배, 2.17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C, D). UCP-1의 단백질 발현의 경우 고지방식이 투여 시 일반식이 대조군에 비해 0.98배로 

필버톤 투여 시 유의적으로 1.77배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7A, B). 또한 지방산이 

사용될 수 있도록 미토콘드리아로 이동시키는 CPT-1B(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I B) 

유전자의 발현이 일반식이 대조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투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0.75배 

감소, 필버톤 투여 시 1.58배로 유의적 증가함을 확인하였다(Figure 7E). HSL(Hormone 

sensitive lipase) 유전자 발현 양도 필버톤 투여 시 고지방식이 투여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하였으며(Figure 7F), 이는 필버톤의 투여에 의해 갈색 

지방조직에서 지방산의 이용을 증가시키는 것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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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Effect of filbertone on food intake, body weight, plasma TG level 

C57BL/6 mice were fed an HFD with or without 0.2% filbertone (Fil) for 9 weeks. (A, B) Body weight 

gain. (C) Weight of adipose tissues eWAT(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iWAT(inguinal WAT), 

BAT(brown adipose tissue). (D) Weight of whole brain. (E, F) Food intake. (G) Body weight gain/food 

intake(food efficiency ratio). (H) plasma TG level. Results are means ±  EE..  P<0.05,   P<0.01, 

#P<0.005, ##P<0.001 compared with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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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Effect of filbertone on expression of cytokines in hypothalamus 

C57BL/6 mice were fed an HFD with or without 0.2% filbertone (Fil) for 9 weeks.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in hypothalamus. (A) TNF-α, (B) IL-1 and, (C) .CP-1. Results are 

means ± EE..  P<0.05,   P<0.01, #P<0.005, ##P<0.001 compared with HFD. 

 

 

 

 

 

Figure 4. Effect of filbertone on expression of gliosis markers and neuronal damage in 

hypothalamus 

C57BL/6 mice were fed an HFD with or without 0.2% filbertone (Fil) for 9 weeks. Expression of gliosis 

markers (A) Iba-1(microglial activation marker), (B) GFAP(astrocytic activation marker) and neuronal 

damage marker (C) HEP72. Results are means ± EE..  P<0.05,   P<0.01, #P<0.005, ##P<0.001 

compared with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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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filbertone on expression of neurotrophic factors 

C57BL/6 mice were fed an HFD with or without 0.2% filbertone (Fil) for 9 weeks. Expression of 

neurotrophic factors on mouse hypothalamus. (A) BDNF, (B) GDNF. Results are means  ±  EE.. 

 P<0.05,   P<0.01, #P<0.005, ##P<0.001 compared with obese mice fed an HFD. Expression of 

neurotrophic factors in primary astrocyte and neuron cell line(mHypoE-N1) treatmented filbertone for 

24h. (C) BDNF(primary astrocyte), (D) GDNF(primary astrocyte), (E)NGF(primary astrocyte) (F) 

BDNF(neuron). Results are mean means  ±  EE..  P<0.05,   P<0.01, #P<0.005, ##P<0.001 

compared with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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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filbertone on neuronal peptides expression 

C57BL/6 mice were fed an HFD with or without 0.2% filbertone (Fil) for 9 weeks. Expression of neuronal 

peptides on mouse hypothalamus. (A) AgRP, (B) PO.C, (C) LepR. Results are means  ±  EE.. 

 P<0.05,   P<0.01, #P<0.005, ##P<0.001 compared with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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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filbetone on brown adipose tissue 

C57BL/6 mice were fed an HFD with or without 0.2% filbertone (Fil) for 9 weeks. (A, B) UCP-1 protein 

content in BAT. mRNA level of (C) UCP-1 (D) PGC-1α, (E) CPT1B, (F) HEL, (G) ADRβ3. Results are 

means ± EE..  P<0.05,   P<0.01, #P<0.005, ##P<0.001 compared with RD or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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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고찰 

많은 연구에서 고지방식이의 투여에 의해 비만이 유도되고 체중과 내장 지방 증가가 나

타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혈중 대사 질환 위험을 나타내는 생화학 지표인 혈중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AST(Aspartate amino transferase), ALT(alanine amino transferase), 혈당 및 인

슐린, 렙틴 수준의 증가를 가져온다고 설명한다(Bn et al 2016, Prior et al 2014). 헤이즐넛은 항

비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Gorji et al 2018, Wang et al 2020) 헤이즐넛의 유효 성

분인 필버톤에 대해서는 충분한 연구가 진행되지 않았다. 2019년 한 연구에 따르면 필버톤의 

식이 투여가 고지방식이성 비만 쥐에게 식이 섭취량의 차이 없이 체중, 내장 지방의 크기, 지

방 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켰으며(Moon et al 2019), 공복 혈당, 혈중 인슐린/렙틴 수준, 중성지

질, 유리지방산, 총 콜레스테롤을 감소시켰다고 보고하였다(Moon et al 2019). 이 연구는 필버

톤이 cAMP-PKA 신호를 활성화하여 지방조직의 지질 축적 유전자 발현 감소, 열생성 관련 유

전자 발현 증가를 나타낼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Moon et al 2019). 또한 필버톤의 투여가 

지방세포의 cAMP 수준을 증가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Moon et al 2019). 즉, 필버톤의 식이 

투여는 cAMP-PKA 경로 활성화를 통한 지방 조직의 지질 축적 감소 및 열 생성 증가를 통한 

에너지 소비 증가로 비만과 대사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가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이의 투여는 마우스의 체중, 내장지방 크기, 혈중 중성 지질의 수

준을 증가시켰다. 필버톤의 투여가 고지방식이성 비만 쥐의 체중과 내장지방을 유의적으로 감

소시켰으며 혈중 중성 지질의 수준도 정상 식이 대조군의 수준까지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체중과 내장지방의 감소, 혈중 중성 지질 수준의 결과가 선행 연구와 일치하는 것으로 조사되

었다. 주목할만한 점은 필버톤의 투여로 식이 섭취량이 감소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선행연구의 

경우 40% 고지방식이+0.025% 필버톤 함량, 실험 기간이 14주였으며(Moon et al 2019) 본 연

구의 경우 60% 고지방식이+0.2% 필버톤 함량, 실험 기간이 9주로 실험 식이의 조성 및 연구 

기간의 차이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필버톤의 식이 섭취량의 감소효과는 비만 개선에 유리

하다고 볼 수 있으나, 실험결과의 차이에 대해 규명하기 위해서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고지방식이성 비만은 혈중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를 가져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andido et al 2018). 잘 알려진 기전으로는 고지방식이 투여로 인해 커진 지방세포에서 국소

적인 산소결핍 상태가 발생하고, 이로 인한 세포 내 염증 반응이 개시되어 사이토카인의 분비

와 염증성 신호계가 활성화된다(Ye 2009). 대표적으로 지방조직에서 TNF-α와 같은 염증성 사

이토카인의 발현이 상향 조절 되고 대식세포의 유입을 유도하는 케모카인인 MCP-1의 합성과 

분비가 일어난다. 비만에 의해 증가된 MCP-1과 그 수용체 CCR2(C-C chemokine receptor 2)



22 

 

의 증가로 인한 염증 반응에 의해 TNF-α, IL-6, IL-1β의 분비가 증가하며 대식세포를 더욱 자

극하여 염증 반응을 더 활성화시킨다(Ye 2009, Zatterale et al 2019). 혈중을 순환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유리지방산의 증가는 간, 근골격계 및 뇌에도 영향을 미치며 특히 BBB가 없는 

부분인 ME가 존재하는 시상하부는 고지방식이 투여 후 빠르게 염증이 발생한다(Cesar & 

Pisani 2017). 에너지 항상성을 조절하는 부위인 뇌 시상하부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의한 글

리아세포의 활성화로 gliosis가 발생하고(Thaler et al 2012), TNF-α, IL-6, IL-1β, MCP-1 등 증

가된 염증성 사이토카인 분비로 뇌 구성 세포들의 손상이 수반된다(Cai et al 2019). 시상하부 

염증 발생 과정에서 성상세포는 혈중 순환하는 증가된 유리지방산을 축적하며(Kim et al 2018, 

Kwon et al 2017), 지질을 축적한 성상세포의 구조가 변화되는 활성화 상태가 되며 분비 단백

질의 변화가 생긴다(Cipriano et al 2015). 소교세포에 존재하는 TLR4 수용체는 염증 반응을 활

성화하는 신호 경로를 활성화 시킨다(Huang et al 2019). 또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와 두 

세포의 표현형 변화와 같은 활성화가 지속, 축적되는 gliosis 상태가 된다(Chowen et al 2016). 

이 상태에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가 증가하고 신경세포의 손상을 가져온다. 생체 시스템

의 항상성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시상하부 부위의 신경세포 손상은 다양한 신경회로간의 

신경 전달의 변화 발생으로 인해 항상성을 유지하지 못하게 된다(Millington 2007). 따라서 시

상하부 구성 세포들의 염증성 활성화 조절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 조절은 시상하부 신

경회로의 손상 차단 가능성을 높일 것으로 사료된다(Kwon et al 2017).  

본 연구에서는 소교세포, 성상세포의 활성화 마커로 여겨지는 Iba-1, GFAP 유전자 발현

이 고지방식이 투여로 인해 유의적으로 증가하고, 필버톤의 투여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

을 확인하였다. 게다가 시상하부에서 발현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유전자 양을 식이 투여

에 따라 비교하였을 때 고지방식이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의 유전자 발

현이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필버톤의 식이 투여는 시상하부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유전자 발현의 증가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글리아세포들의 활성화 감

소,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감소가 신경세포 손상을 감소시키는지 확인하였을 때, 신경세포 손상 

마커인 HSP72 유전자의 발현이 고지방식이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나, 필버톤 투여 

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우리의 선행연구에서는 LPS처리에 의해 활

성화된 소교세포에 필버톤을 처리하였을 때 염증 인자 MCP-1, TNF-α, IL-1β의 발현의 저하, 

항산화 효과가 나타나며 MAPK, NFκB 신호 경로의 활성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Luthfiyyah Mutsnaini 2020). 이들 결과들은 고지방식이성 비만 시 관찰되는 시상하부의 구성

세포들의 활성화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일으키며, 필버톤은 소교

세포 활성화를 억제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며 신경세포의 손상

을 감소시킬 수 있는 효능을 가진 인자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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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영양인자인 BDNF는 신경세포의 생존, 성장, 유지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BDNF의 농

도에 의해 신경세포의 생존과 시냅스 가소성이 유지된다고 한다(Bothwell 2014). BDNF는 주로 

뇌(70-80%)에서 발현하지만 간, 췌장, 소장, 혈관 등 다양한 조직에서도 발견된다(Eyileten et 

al 2017). BDNF는 인슐린 저항성과의 연관성 때문에 당뇨와 대사 질환의 지표로도 이용되며 

알츠하이머, 우울, 불안, 불면증 등의 뇌와 관련된 질환과의 연관성도 잘 알려져 있다(Eyileten 

et al 2017, Ikenouchi-Sugita et al 2008). BDNF는 뇌의 다양한 부위에서 발현하며 시상하부의 

ARC 부위에 존재하는 POMC 신경세포도 BDNF를 생성한다고 알려져 있다(Singh et al 2014). 

이 부위는 식이 섭취, 체중, 인슐린 신호 등에 관여하는 부위이다. BDNF는 장이나 췌장의 베

타 세포의 기능 조절을 통해 포도당, 단백질, 지방산의 대사와 인슐린, 렙틴 등의 방출 조절, 

멜라노코르틴, 세로토닌, 도파민과 같은 신경 펩타이드나 신경 전달물질의 분비를 조절하며 시

상하부 주요 기능인 에너지 항상성 유지 기능에 관여한다(Coll & Loraine Tung 2009, Enriori et 

al 2007). 렙틴 신호에 의한 POMC의 자극은 멜라노코르틴 경로를 활성화시켜 BDNF의 방출을 

조절한다고 알려져 있다(Komori et al 2006). 또한 BDNF의 결핍은 비만과 과식을 유도한다고 

알려져 있다(Rios 2013). BDNF는 글리아세포, 신경세포 모두에서 발현하여 자가, 주변 분비를 

통해 기능을 수행한다(Cao et al 2018, Hu et al 2019). 염증의 발생은 증가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데, BDNF의 존재는 신경세포의 산화 손상에 대해 방지하는 역할을 하는 항산화, 

항염증 인자로의 가능성에 대해서도 알려진 바 있다(Scotton et al 2020). 한편 한 연구에 따르

면, GDNF의 발현 증가에 의해 고지방식이로 유도되는 체중증가 및 인슐린 저항성 발생이 억

제된다고 보고되며, 말초 조직에서 BDNF와 같이 cAMP 경로를 활성화하여 비만을 조절한다고 

보고하고 있다(Mwangi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장기간의 고지방식이 투여로 인해 발생한 염증성 시상하부에서 신경영양

인자의 유전자 발현의 변화가 나타나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마우스는 

BDNF의 유전자 발현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글리아세포에서 분비되는 신경영양인자인 

GDNF의 유전자 발현은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반면에 고지방식이와 필버톤

을 함께 투여하였을 때 BDNF, GDNF 모두 유전자 발현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세포배양 모델계를 사용하여 세포수준에서 필버톤이 성상세포 및 신

경세포의 신경영양인자 유전자 발현을 유의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는 필버톤

이 시상하부를 구성하는 성상세포와 신경영양인자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를 가져오며 고지방식

이 투여로 손상된 신경세포의 회복에 증가된 신경영양인자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BDNF의 

발현을 상향 조절하는 것으로 잘 알려진 식이 성분은 진세노사이드로 

NMDAR/Ca2+/calcineurin/CRTC1/CREB-의존성 경로를 활성화하여 BDNF의 전사를 증가시킨

다고 한다(Cao et al 2018). 본 연구에서는 필버톤의 투여에 따른 신경영양인자 유전자 발현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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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가 신경세포 손상 완화에 연관이 있는지, 어떤 경로를 통해 발생하는지에 대해서는 연구되

지 않아 추후 더 연구될 필요가 있다. 

시상하부의 주요 식욕 조절 중추인 ARC 부위에 존재하는 신경세포 AgRP/NPY, 

POMC/CART는 혈액으로부터 렙틴, 인슐린, 그렐린 등의 호르몬 신호를 일차로 전달 받아 활

성화된다(Balthasar et al 2004). 시상하부 염증 발생으로 인한 식욕 조절의 실패는 주로 인슐린, 

렙틴 등의 호르몬 신호의 교란에 의해 발생한다(Enriori et al 2007). 고지방식이 섭취 시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진 혈중 유리지방산에 의해 글리아세포가 활성화 되고, 활성화된 글리아세포의 

축적 및 이주 증가로 인한 gliosis 상태의 발생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로 신경세포의 

IKKβ/NFκB 신호 활성화가 나타나고 이 신호를 통해 증가하는 SOCS3 유전자에 의해 인슐린, 

렙틴 신호 전달이 방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Wu et al 2014, Zhang et al 2008). 최근 연구결

과에 따르면 BDNF의 결핍과 BDNF, TrkB 신호의 교란 또한 비만과 과식을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으며(Cordeira & Rios 2011) 이는 BDNF의 발현과 에너지 항상성을 유지하는 부위인 시상하

부의 기능 유지가 관련이 있음을 시사한다. BDNF의 부족은 식욕 억제 신경세포의 활성화 감소

와 에너지 항상성 조절에 중요한 신경 회로의 구조적 결함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고 한다

(Unger et al 2007).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이의 투여가 BDNF 유전자 발현에 유의적 차이를 보

이진 않았으나 POMC 신경 펩타이드의 감소와 AgRP 신경 펩타이드의 증가를 보였으며 필버

톤의 투여로 그 결과가 유의적으로 역전됨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 결과만을 통해 신경영양인

자와 신경회로의 결함이나 활성화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긴 어려우나,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

면 BDNF는 에너지 균형 조절 신호를 조절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다(Houshmand et 

al 2019, Rios 2013, Tsuchida et al 2001, Wang et al 2010). 따라서 본 연구 결과는 고지방식이

성 비만 쥐의 시상하부에서 필버톤에 투여로 인해 BDNF의 증가된 유전자 발현을 통해 신경회

로 섭식 조절 중추의 유전자 발현에 영향을 주며, 필버톤 투여로 인해 감소한 식이 섭취량은 

시상하부 식욕 억제 신경 펩타이드의 발현 증가와 식욕 증가 신경 펩타이드의 발현 감소가 영

향을 미쳤을 것으로 사료되며 BDNF의 식욕 억제 효과와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다양한 연구에서 교감신경계를 통한 갈색 지방조직에서의 열생성 자극에 대해 알려져 있

다(Labbe et al 2015, Simonds et al 2012). 갈색 지방조직은 백색 지방조직과 달리 지방구의 형

태가 작고 그 수가 많으며, 미토콘드리아의 양이 많다. 갈색 지방조직은 저장된 에너지를 산화

시켜 열로 방출하여 에너지 항상성 및 체온 유지 등의 기능을 한다(Lidell et al 2014). 갈색 지

방조직의 열 생성은 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있는 UCP1을 특이적으로 발현시킴으로써 나타난다

(Calderon-Dominguez et al 2016). 갈색 지방조직의 열생성 유도는 식이 유도 또는 저온 자극

에 의해 가능하다(Coll & Loraine Tung 2009). 갈색 지방조직은 뇌 체온 조절 영역에 의해 조절 

되며 에너지 균형 조절과 관련된 뇌 영역의 지배도 받는다(Labbe et al 2015). 특히 시상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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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C 부위와 관련된 멜라노코르틴 시스템과 연관되어있다. 인슐린이나 렙틴에 의한 POMC의 

활성화는 α-MSH를 분비하고, PVN에 존재하는 멜라노코르틴 수용체 3/4를 자극하여 갈색 지

방 조직과 같은 말초 조직의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는 신호를 전달한다(Furedi et al 2018, 

Haynes et al 1999, Labbe et al 2015). POMC의 유전자가 제거된 마우스는 POMC로부터 만들

어지는 펩타이드들의 부족을 가져온다고 밝혀져 있으며 식이 섭취나 체중 증가에 대한 길항 

작용이 감소되어 비만, 대사 질환을 나타나게 한다(Labbe et al 2015, Millington 2007). 본 연구

에서는 필버톤 투여에 따른 시상하부 신경회로의 변화가 갈색 지방 조직의 열생성과 연관되어 

있는지에 대해 조사하였다. 열생성 조절에 관여하는 분자인 UCP-1 유전자 발현, 단백질 발현 

및 PGC1α의 유전자 발현이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지방산을 에너

지원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미토콘드리아 내막으로 수송하는 CPT-1B, 호르몬 신호에 의해 지

방산을 분해하는 HSL은 지질대사계의 활성화를 의미한다. 이런 지방산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

자들의 발현도 필버톤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필버톤은 

고지방식이 섭취로 손상된 시상하부 신경회로의 불균형을 개선하여 섭식 행동 및 말초 조직의 

에너지 항상성 유지에 기여했을 가능성이 높다. 

한편, 필버톤에 의해 그 발현이 증가한 BDNF는 도파민성 신경세포에서 생성되는 노르아

드레날린의 합성, 분비를 증가시킨다고도 알려져 있다 갈색 지방조직에서 발현하는 ADRβ3는 

교감신경계에서 분비되는 노르아드레날린 신호를 전달 받아 열생성 및 에너지 대사를 자극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Choi et al 2018, Millington 2007). 본 연구에서 ADRβ3의 유전자 발현

이 필버톤 투여에 의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노르아드레날린의 분비 증가는 PKA의 활성제 역

할을 하는 cAMP 수준을 증가시키고 UCP-1을 활성화한다(Choi et al 2018, Labbe et al 2015). 

선행 연구에서 비만 제어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퀘르세틴을 고지방식이성 비만 쥐에 투여하

였을 때, 갈색 지방 조직에서 UCP-1의 발현이 증가하며 혈중 노르아드레날린의 수준의 유의

적 증가와 ADRΒ3의 증가를 보였다(Choi et al 2018). 본 연구 결과를 토대로 신경계와 말초 조

직간의 연관성을 설명하긴 한계가 있으나, 필버톤의 투여는 교감신경계를 자극하여 신경전달

물질의 분비, 에너지 항상성, 섭식 조절 중추의 활성화를 통해 말초 조직의 에너지 소비를 증

가시켰을 지도 모른다. 

종합하자면, 고지방식이성 비만 쥐에서 필버톤 투여는 뇌 시상하부 신경영양인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시상하부 염증/신경회로 손상을 억제하며, 이에 따른 식이 섭취량 감소와 갈색 지

방조직의 열 생성을 증가시켜 고지방식이성 비만 개선에 기여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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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 결론 

 

 

 

 

 

 

 

 

 

 

 

 

 

 

 

 

 

 

 

Figure 8. Filbertone may protect HFD-induced hypothalamic dysreg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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Ⅶ. 영문 요약 

Obesity-induced hypothalamic inflammation impairs neural circuits-associated feeding 

behavior and energy homeostasis. Neurotrophic factor plays an important role in neuronal 

differentiation, survival, and synaptic plasticity maintenance, and disruption of neurotrophic 

factor alters feeding behavior energy metabolism. Filbertone, a main aroma compound of 

hazelnut, elicits anti-obesity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filbertone on hypothalamic inflammation and neurotrophic factor expression in 

obese mice fed a high fat diet (HFD). C57BL/6 mice (6 weeks old) fed a regular diet, a HFD, 

and a HFD supplemented with filbertone diet for 9 weeks. The expression level of inflammatory 

cytokines, neuronal damage marker, neurotrophic factors, neuropeptides, and thermogenic 

gene/protein were measured by qRT-PCR and/or western blotting. Filbertone reduced food 

intake and body weight gain in the HFD-fed obese mice and it reduced hypothalamic 

inflammatory cytokines, glial cell activation marker, neuronal damage in the obese mice, and 

these were accompanied by upregulation of neurotrophic factors. Along with this, 

hypothalamic neuropeptide POMC expression was upregulated, but AgRP expression was 

downregulated by filbertone supplementation in the obese mice. Moreover, in brown adipose 

tissue, filbertone upregulated the expression of thermogenic gene/protein and lipid 

metabolism-related gen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filbertone ameliorates obesity-induced 

hypothalamic inflammation and neural circuit dysregulation through modulation of neurotrophic 

facto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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Ⅸ. 약어 표 

 

BDNF brain-derived neurotrophic factor 

AgRP Agouti related peptide 

POMC Proopiomelanocortin 

BBB blood brain barrier 

ARC arcuate nucleus 

PVN paraventricular nucleus 

MBH mediobasal hypothalamus 

LHA lateral hypothalamic area 

DMH dorsomedial nucleus 

VMN ventromedial nucleus 

ME median eminence 

α-MSH 
Alpha-Melanocyte-stimulating 

hormone 

FFA free fatty acid 

MAPK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 

GABA gamma aminobutyric acid 

GFAP glial fibrillary acidic protein 

Iba-1 allograft inflammatory factor 1 

DIO diet induced obesity 

TNF-α tumor necrosis factor α 

IL-6 interleukin 6 

IL-1β interleukin β 

MCP-1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1 

CCR2 C-C chemokine receptor type 2 

TLR4 Toll-like receptor 4 

JNK c-Jun N-terminal kinase 

NF-κB Nuclear factor-κB 

AP-1 activator protein 1 

HO-1 heme oxygenase 1 

UCP-1 uncoupling protein 1 

GDNF 
glial cell-derived neurotrophic 

factor 

CNTF ciliary neurotrophic factor 

NGF Nerve growth factor 

CNS central nervous system 

SOCS3 suppressor of cytokine signaling 3 

TrkB tropomyosin receptor kinase B 

PLC-γ phospholipase C gamma 

PI3-K phosphoinositide 3 kinase 

NFΚBIA NF-κB inhibitor alpha 

CARTPT 
Cocaine and amphetamine 

regulated transcript 

IRS-1 insulin receptor substrate 1 

AKT Protein kinase B 

cAMP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BAT brown adipose tissue 

WAT white adipose tissue 

EGCG (−)-epigallocatechin-3-gallate  

JAK2 janus kinase 2 

STAT3 
signal transducer and activator of 

transcription 3 

MUFA monounsaturated fatty acid 

PGC1α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gamma coactivator 1-

alpha 

eWAT epididymal WAT 

iWAT inguinal WAT 

HSP72 heat shock protein 72 

ADRΒ3 β3-adrenergic receptor 

CPT-1B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 

TG Triglyceride 

NPY neuropeptide Y 

CART 
Cocaine and amphetamine 

regulated transcri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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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지만 정말 많은 도움과 자신감을 주신 조연수박사님, 정민언니, 미향선생님께도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학부 시절과 학위과정동안 항상 응원해주고 칭얼거리는 것도 들어준 고마운 정주, 정인이, 진현

이, 연경이, 지수, 하정이언니, 명진이언니, sonam언니, 민정이, 진희! 코로나 때문에 만나기 더 힘

들었지만 덕분에 버틸 수 있었다고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또 이제 곧 학위과정을 시작할 아남이, 

동원이에게 걱정이 앞서겠지만 잘할 수 있을 거라고 응원해주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선택에 대해 의심 없이 믿어주고 아낌 없이 격려해준 부모님, 가끔은 따끔하게 

한마디 해주는 언니에게도 제 마음을 표현하고 싶습니다. 

 

석사 학위과정은 끝이 났지만 새로운 도전을 앞두고 있어 조금 떨립니다. 하지만 그동안 배웠

던 많은 가르침을 토대로 잘 해쳐 나가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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