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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국문초록)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은 단순 지방축적부터 지방간염, 간경변 및 

간암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포함하는 만성 간질환이다. Betaine 은 

메틸기 공여체로서 선행연구에서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변화를 통

하여 간독성에 보호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그러나 비알코올

성 지방간질환에서의 betaine 의 효과 및 기전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초기단계인 지

방축적에 대한 betaine 의 항지간 효과와 그 기전에 대해 연구하였

다.

7주령의 수컷 랫트를 식이에 따라 6마리씩 4군으로 나누고 (정상

식이군(NC); 정상식이와 betaine 병용군(NB); 고지방식이군(HF); 고

지방식이와 betaine 병용군(HB)) 3주간 공급하였다. 식이는 모두 

liquid diet 이며 betaine 은 1 %(w/v) 로 식이에 혼합하여 공급했

다. 고지방 식이는 간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상승시켰고 에너

지 대사를 조절하는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의 불활

성화와 지방산 합성에 필요한 acetyl-coA carboxylase (ACC) 활성화

를 유도했다. 또한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liver-X-receptor α (LXR

α) 와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1c (SREBP-1c) 의 

활성형 발현을 증가시켰다. 고지방식이와 betaine 의 병용공급은 위

의 현상을 완화시켰다. 조직 염색법을 통해 지방 축적의 감소를 확

인하였고 간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이 감소하였으나 혈액에서는 

오히려 증가하여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Betaine 병용투여는 AMPK

의 활성화 및 ACC 불활성화를 NC 군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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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XRα 와 SREBP-1c 활성형 역시 NC 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상

의 효과가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 확인하고자 

간에서의 betain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 와 

homocysteine, S-adenosylmethionine (SAM) 를 측정하였다. 고지방

식이는 BHMT 발현을 감소시켰고 homocysteine 농도의 증가, SAM

농도의 감소를 보였으며 betaine 병용공급은 BHMT 발현을 유의적

으로 상승시키고, homocysteine 농도를 감소시켰으며, SAM 농도를 

증가시켰다. 한편 betaine 이 간으로부터 혈액으로의 지방 배출에 주

는 변화를 조사하기 위해 간의 apolipoprotein B (ApoB) 발현과 혈

중 phosphatidylcholine (PC) 농도를 측정하였다. HF 군은 ApoB 발

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고 혈중 PC 농도는 감소했으며 NB, HB 군

에서 ApoB 증가와 혈중 PC 농도 증가를 확인했다.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이 실험결과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지방간 

초기단계에서 betaine 의 병용공급은 lipogenesis 관련 인자들의 변

화와 BHMT 발현에 의한 homocysteine의 감소를 통해 지방생성을 

감소시키고, ApoB와 PC 를 증가시켜 간의 지방 배출을 증가시키는 

기전을 통해 항지간 효과를 보이며 이와 같은 작용은 betaine 에 의

한 간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변화와 관련 있음을 강력하게 시사

한다.

주요어 :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Lipogenesis, Lipid secretion,

Homocysteine, Betaine,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학   번 : 2012-23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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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 (Non-alcoholic fatty liver, NAFLD) 은 알

코올 섭취, 약물의 복용, 기타 다른 원인에 의한 간질환 등이 없으

면서 간 무게의 5% 를 초과하는 지방의 축적이 보이는 질환이다.

서구인의 경우 전체인구에서 20~30% 유병율을 보이며 비만, 2형 당

뇨병 환자의 경우 25~75% 유병율을 보인다. NAFLD 는 염증을 동

반하지 않는 단순 지방간부터 지방간염, 간 섬유화 및 간경변증에 

이르는 넓은 범위를 포함한다 (Duvnjak al., 2001). 지금까지 많은 

연구들에서 비만, 인슐린 저항성, 2형 당뇨병, 고혈압, 지질대사이상 

및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련 있음이 보고되었으며 (Farrell et al.,

2006; Ye et al., 2007) 지방간 악화의 병인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지만, 명확한 병리기전은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NAFLD 의 병인에 대한 여러 가지 이론 중 일반적으로 알려진 

"two-hit" 가설에 따르면, 첫 단계로 지질 대사의 불균형에 의해 간

의 지방 축적이 생기고, 인슐린 저항성, 지방독성, 염증성 사이토카

인 및 아디포카인, 미토콘드리아 기능 이상, 산화적 스트레스 등의 

이차적인 요인에 의해 지방간염 및 섬유화로 진행된다 (Day and

James OF, 1998; Dowman, JK et al., 2010).

최근에 지방 축적이 지방간질환의 시작단계 뿐만 아니라 지방간

염으로의 악화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연구들이 증가함에 

따라 (Yang et al., 1997) NAFLD 초기단계에서의 간지방축적 완화

는 중요한 치료 타겟으로 고려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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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taine 은 비트, 무, 구기자 또는 오징어, 새우 등 동식물에 함유

되어 있어 음식을 통해 공급받거나 체내에서 choline

dehydrogenase 와 betaine aldehyde dehydrogenase 에 의한 산화과

정을 통해 생성된다 (Elango et al. 2010).

Choline (trimethyletanolamine) Betaine (trimethylglycine)

Figure 1. Structures of choline and betaine

Betaine 은 주로 간과 신장에서 발현하는 betaine 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 와 여러조직에 분포하는 methionine

synthase (MS) 에 의해 homocysteine 에 메틸기를 전달하고 

dimethylglycine 으로 전환되며, Homocysteine 제거와 methionine

합성을 통해 간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에 기여한다 (Finkelstein,

2000).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는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인 methionine,

cysteine 을 포함하며 transsulfuration pathway를 통해 최종적으로 

taurine 과 glutathione 을 생성한다 (Finkelstein, 1990) (Figure 2).

Methionine 은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MAT) 에 의해 

S-adenosylmethionine (SAM) 으로 전환되며 methyltransferase 에 

의해 메틸기를 전달하고 S-adenosylhomocysteine (SAH) 으로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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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lfur-containing amino ac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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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SAM 은 체내 신호 전달 및 methylation 이 요구되는 다양한 

반응에 사용되며 세포막 구성에 필요한 phosphatidylcholine (PC)

의 합성 및 직접적인 항산화제로 작용한다 (Cole et al. 2012). SAH

는 가역적으로 SAH hydrolase 에 의해 분해되면서 homocysteine

과 adenosine 을 생성한다 (Eloranta and Kajander, 1984).

Homocysteine 은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에 중요한 조절 단계에 위치

하며, homocysteine 농도의 증가는 만성 간질환, 간경변 및 간암과 

관련 있으며, 당뇨나 심혈관 질환에도 위험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 

(Cheng et al., 2011).

Betaine의 투여는 methionine 을 섭취한 정상 성인의 혈중 

homocysteine 농도의 급격한 증가를 차단하고 (Steenge et al.,

2003), 마우스의 간에서 methionine 과 S-adenosylmethionine (SAM)

농도를 상승시킨다 (Kim et al., 2005a). 이는 betaine 섭취에 의한 

BHMT 상승과 관련이 있다 (Finkelstein et al., 1983). 선행 연구 및 

여러 실험들을 통해 betaine 은 ethanol, lipopolysaccharide, α

-naphthylisothiocyanate, dimethylnitrosamine 등의 다양한 독성 물

질에 대한 간보호 효과가 확인되었다 (Barak et al., 2002; Kim et

al., 2002; Kim et al., 2005b; Kim et al., 2009; Jung et al., 2013). 이 

독성물질들의 간손상은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의 변화를 수반하였고 

betaine의 투여는 transsulfuration pathway의 조절을 통해 간손상을 

완화시켰다.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을 가진 성인에게 betaine 을 투여하여 생

화학적, 조직학적 검사를 통해 지방간의 완화를 확인하였다

(Abdelmalek et al., 2001, 2009).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지방간 랫트

에서 betaine 에 의한 지방간의 완화도 보고되었다 (Zh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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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선행연구의 결과에 따르면 에탄올을 6주간 투여한 알코올성 

지방간 랫트에서 지방 축적 증가와 항산화 능력의 감소 및 SAM,

GSH 농도 감소가 나타났고 (Jung et al., 2013) 고지방 식이로 유도

된 비알코올성 지방간 랫트에서도 위와 같은 결과를 보였다 (Kwon

et al., 2009). 이 두 모델에서 betaine의 투여는 모두 지방 축적을 완

화하였으며 항산화 능력 및 SAM, GSH 농도의 감소를 회복시켜 지

방간의 완화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지방간모델에서 betaine 의 지방 

축적 완화가 어떤 기전을 통해 일어나며 그것이 betaine에 의한 황

함유 아미노산 대사의 변화와 관련이 있는지는 밝혀지지 않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초기단계에서 나타나는 

간의 지방 축적에 대한 betaine 의 작용기전을 밝히기 위하여 

lipogenesis 관련 인자들의 발현 변화 및 lipid secretion 관련 인자

들을 측정하여 고지방 식이에 의한 간내 지방 축적 원인 및 이에 

대한 betaine 의 보호효과를 측정하고 이것이 선행 연구들에서 확인

된 betaine 의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변화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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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1. 시약 및 화학물질

Ammonium phosphate, 1-Heptane sulfonic acid, S-adenosyl

methionine, DL-homocysteine, boric acid, folin-cioalteau's phenol

reagent, free glycerol reagent, glycerol standard, 4-nitrophenol,

2-mercaptoethanol, sodium acetate, tetramethylethylenediamine

(TEMED), bromophenol blue, iodoacetic acid, naphthol blue black,

O-phthalaldehyde (OPA), 5-sulfosalicilic acid (SSA), acetonitrile,

tetrahydrofuran, trichloroacetic acid, triglyceride reagent,

4-Aminoantipyrine, calcium chloride dihydrate, choline oxidase,

horseradish peroxidase, phosphatidylcholine standard 는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에서 구입하였다. Chloroform

은 Merck&Co. 에서 구입하였다. Triethylamine 은 ICN biomedicals

Inc. (Irvine, California) 에서 구입하였다. Optimal cutting

temperature compound 는 Sakura Finetek USA Inc. (Torrance,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Glycerol, Tris-acid 는 Amresco Inc.

(Cochran Road Solon, OH, USA) 에서 구입하였다. PC-specific

phspholipase D 은 Biomol (Plymouth Meeting, PA) 에서 구입하였

다.N-Ethyl-N-(2-hydroxy-3-sulfopropyl)-3,5-dimethoxyaniline,

sodium salt 는 Dojindo Molecular Technologies, Inc. (Japan) 에서 

구입하였다. Eiethyl ether, hydrogen chloride (HCl) 는 Daej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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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s & Metals Co. (경기도 시흥시) 에서 구입하였다. Ethanol,

sodium chloride (NaCl), potassium chloride (KCl), Propylene

glycol, sodium hydroxide, perchloric acid, formaldehyde, acetic

acid, triton X-100 은 Duksan Pure Chemical Co. (경기도 안산시)

에서 구입하였다. Skim milk, Bis/Acryl amide solution, amido

black, ECL reagent, bovine serum albumin (BSA) 은 reagent

grade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였다.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분석에 사용한 

methanol 은 Burdick and Jackson 사 (Muskegon, MI, USA) 에서 

구입하였다. 그 외,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reagent grade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사용하였다.

1.2. 항체

Anti-BHMT polyclonal 항체는 Everest Biotechnology (San Diego,

CA)에서 구입하였다. Anti-FAS, SREBP-1c, LXRα, ApoB, GAPDH

polyclonal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Anti-ACC, phosphorylated AMPK,

phosphorylated ACC polyclonal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Denver, CO, USA)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1 차 항체는 5 % 의 BSA 에 적절한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

였으며, 사용 후 4 °C 에 보관하였다. 각 항체의 희석 비율은 각각

의 data sheet 에 따랐다. 2 차 항체인 HRP conjugated goat

anti-rabbit 은 Jackson Immuno Research (West Grove, PA, USA)

에서, donkey anti-mouse, donkey anti-goat 는 Santa Cru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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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2. 동물 실험 모델

실험동물로 수컷 SD (Sprague-Dawley) 랫트를 (주) Samtaco

Experimental Animals (경기도 오산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전 1 주 동안 55 ± 5 % 의 습도, 22 ± 2 °C 의 온

도 및 환기가 조절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1 동 동물 실험 연구

동에서 동물을 적응시켰으며, 오전 7 시와 오후 7 시를 기준으로 12

시간 주기로 명암을 바꾸어 주었다. 24 마리 랫트 (7 주령, 180~205

g) 를 무작위로 4 군으로 나누고 4 종류의 식이를 3 주 동안 공급하

였다. NC 군은 standard liquid diet, NB 군은 betaine 1 % 함유된 

standard liquid diet, HF 군은 high-fat liquid diet, HB 군은 

betaine 1 % 함유된 high-fat liquid diet 를 섭취하였다. Standard

liquid diet 는 1000 kcal/L 중 fat 35 %, protein 18 %,

carbohydrates 47 % 로 구성되었고, high-fat liquid diet 는 

1000kcal/L 중 fat 71 %, protein 18 %, carbohydrates 47 % 로 구

성되었다. 두 diet 에 포함된 비타민과 미네랄 함량은 동일하며, 최

종부피 1 L를 기준으로 Table 1 의 조성에 따라 각각을 혼합한 후 

교반기를 이용해 10 분간 수돗물에 용해하였다 (Lieber et al., 2004).

Betaine 은 liquid diet에 1% 가 되도록 용해하였으며, 식이는 매일 

아침 9 시부터 10 시 사이에 공급하였다. 실험동물은 diethyl ether

로 마취한 상태에서 개복하고 복대 동맥 채혈 후 간을 적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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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onent Standard diet High-fat diet

g/L kcal/L g/L kcal/L

Casein 41.4 176.778 41.4 176.778

L-Cystine 0.5 2 0.5 2

DL-Methionine 0.3 1.2 0.3 1.2

Corn oil 8.5 75.14 48.5 428.74

Olive oil 28.4 251.056 28.4 251.056

Safflower oil 2.7 23.868 2.7 23.868

Dextrin maltose 115.2 456.192 25.6 101.376

Choline bitartrate 0.53 0 0.53 0

Fiber 10.0 0 10.0 0

Xanthan gum 3.0 0 3.0 0

mineral 8.75 4.1125 8.75 4.1125

vitamin 2.5 9.5 2.5 9.5

Total energy 999.8465 998.6305

Table 1. Composition of the liquid diets

Each diet used the vitamin at 2.5 g/L diet (g/kg vitamin mix);

thiamine HCl, 0.6; riboflavin, 0.6; pyridoxine HCl, 0.7; niacin, 3.0; calcium

pantothenate, 1.6; folic acid, 0.2; biotin, 0.02; vitamin B12 (0.1%), 10; vitamin A

acetate (500000 IU/g), 4.8; vitamine D3 (400000 IU/g), 0.4; vitamin E acetate 500

IU/g), 24.0; menadione sodium bisulfite, 0.08; p-amino benzoic acid, 5.0; inositol,

10.00; dextrose 939.0

Each diet also used the mineral mix at 8.75 g/L diet (g/kg mineral mix);

calcium phosphate, 500; sodium chloride, 74; potassium citrate, 220; potassium

sulfate, 52; magnesium oxide, 24; manganous sulfate, 4.6; ferrous sulfate, 4.95;

zinc carbonate, 1.6; cupric carbonate, 0.3;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lenite,

0.01; chromium potassium sulfate, 0.55; sodium fluoride, 0.06; sucrose, 117.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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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혈액 및 조직의 분획 분리

3.1. 혈장의 분리

헤파린 처리된 syringe 를 사용하여 채혈한 후, 15,000 rpm 에서 

약 40 초간 원심 분리한 상등액 (혈장) 을 -70 °C 이하로 유지되는 

deep freezer (Model ULT-1490, REVCO, Asheville, NC, USA) 에  

보관하였다.

3.2. 간의 S9 분획 분리

랫트를 diethyl ether 로 마취시키고 복강을 절개하여 적출된 간에 

3 배 용량의 1.15 % KCl 완충 용액을 가하여 약 1 분 정도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로 

분쇄한 후 4 °C , 10500 rpm 에서 high speed centrifuge (Model

J2,-MC, Beckman Instruments Inc., Palo Alto, CA, USA) 로 약 20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 (S9 fraction) 을 취하였으며, 이 분획을 

단백질 함량과 발현 측정에 사용하였다. S9 분획은 실험 시까지 -70

°C 이하로 유지되는 deep freezer (Model ULT-1490, REVCO,

Asheville, NC, USA) 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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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il Red O staining

Optimum cutting temperature (O.C.T.) compound 에 고정된 조

직을 10uM 두께로 frozen section 후 Gum-sucrose 에 20 분간 담궈 

지방을 완화시키고 100 % propylene glycol 에서 5 분 동안 탈수시

켰다. Oil red O 를 이용하여 60 °C에서 7분동안 염색한 후 85%

propylene glycol 에서 5 분 동안 탈수시켰다. Oil red O 를 이용하

여 60 °C 에서 7 분 동안 염색한 후 85% propylene glycol 에 3 분 

동안 함수하였으며, DW 로 20 회 정도 세척하였다. 희석된 Harri's

hematoxylin 으로 2 분 동안 배경을 염색하였으며 잘 세척한 후 수

용성 봉입제 (glycerin) 로 봉입하였다. 현미경으로 관찰시 fat 은 붉

은색을 띠며, 핵은 푸른색을 띤다.

5. Homocysteine 함량 측정

간과 혈액의 homocysteine 의 함량은 Nolin 등의 방법 (2007) 을 

약간 수정하여 측정하였다. 간에 3 배 용량의 1.15 % KCl 을 가하

여 약 1 분 정도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로 분쇄한 후, 분쇄액 200 μl (또는 혈

장 200 μl) 와 10 mM dithiothreitol 200 ul 를 혼합하고 실온에서 

30 분간 방치하여 시료에 포함된 homocystine 및 protein 결합형 

homocysteine 을 환원시켰다. 이 용액과 2 mM EDTA 가 함유된 1

M HClO4 를 1:1 의 비율로 가해 혼합한 후, 시료를 약 20,000 g 에

서 10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에 1.55 M NaOH 를 적당량 가

해 pH 를 9.5 로 맞추고 7-Fluorobenzofurazan-4- sufon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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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monium salt (SBD-F) 를 첨가한 후, 차광된 상태에서 1 시간동안 

60 °C 로 가열하여 반응시켜 유도체화 하였다. Symmetry C18

analytical column (4.6 x 150 mm, 3.5 μm particles, Waters Co.,

Milford, MA, USA) 이 장착된 HPLC 를 사용하여 30 °C, 유속 0.8

ml/min 으로 용액 중 homocysteine 을 분리하였으며 형광의 세기

를 fluorescence detector (Ex. 385 nm, Em. 515 nm) 로 측정하였다.

이동상은 0.1 M sodium acetate buffer (pH 4.0) 을 A 로 methanol

을 B 로 사용하여 A 의 비율이 0 - 7 분 까지 100 %, 7 - 8 분 까

지 25 % 로, 8 - 13 분 까지 25 %, 그리고 13 - 14.5 분까지 100 %

가 되도록 변화시켰다. Homocysteine 을 사용하여 표준검량선을 작

성하고 시료 중의 농도를 구하였다.

6. SAM 함량 측정

간에 4 배 용량의 1.15 % KCl 을 가하여 약 1 분 정도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으로 분쇄한 

후, 분쇄액에 1 M perchloric acid 를 1:1 의 비율로 가해 혼합한 

후, 시료를 약 20,000 g 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

하여 분석시 까지 -70 ℃ 이하의 deep freezer 에 보관하였다. SAM

의 분석을 위해 1-hep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를 사용하여 ion

pairings 를 시키고 역상 column 과 UV 검출기 (UV-975 UV/VIS

detector, Jasco Co., Tokyo, Japan) 를 장착한 HPLC system 을 이

용하였다 (She et al., 1994). 이동상은 18 % methanol 을 함유하고 

40 mM ammonium phosphate 와 8 mM 1-heptane- sulfonic acid

sodium salt 로 구성되었으며 pH 를 5.0 으로 맞추고, colume oven

을 이용하여 35 ℃ 에서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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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Phosphatidylcholine (PC) 농도 측정

PC 농도는 Hidaka 등 (2008) 의 효소 비색법으로 측정하였다. 측

정에 사용한 시약 1 은 PC-specific phospholipase D, N-ethyl-N-(2-h

ydroxy-3-sulfopropyl)-3,5-dimethoxyaniline (2 mM), 0.1% TritonX-1

00 을, 시약 2 는 cholineoxidase, peroxidase, 4-aminoantipyrine (0.

72 mM) 을 각각 0.05 M Tris-HCl 과 1 mM CaCl2 (pH7.4) 이 함유

된 완충액에 녹인 것을 뜻한다. 먼저, ep tube에 100 μl의 시약 1 및

혈장 5 μl 를 가하고 37°C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0 μl의 시약 2

를 가하고 20분간 추가로 반응시킨다. 그 후 증류수를 대조액으로 6

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PC standard 10mg을 2 % Triton

X-100 에탄올용액 10ml에 녹여 동일한 방법으로 발색시킨 흡광도 

값을 이용해 시료의 PC 농도를 구하였다.

8. 단백질 함량 측정

단백질 총량은 Lowry 등 (1951)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험관에 

150 μl 의 단백질 희석액을 넣고 Lowry complex (2% (w/v)

Na2CO3 : 1 % (w/v) copper sulphate : 2 % (w/v) potassium

sodium tartrate = 100 : 1 : 1) 750 μl 를 가하고 즉시 혼합했다. 10

분 후 75 μl 의 0.1 N folin-ciocalteau's phenol 시약을 가하고 즉시 

혼합한 다음 30 분 후에 750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검량선은 bovine serum albumin (BSA) 을 이용하였으며 작성된 검

량선으로부터 시료의 단백질 농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해 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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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성 측정 및 단백질 발현 측정에 적용하였다.

9. 단백질 발현 측정 (Western blot)

Laemmli 의 방법 (1970) 에 따라 각 분획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하

였다. 7.5 % seperating gel 을 제조하기 위해 3.95 ml 의 증류수와 

2.5 ml 의 1.5 M Tris 완충액 (pH 8.8) 및 3 ml 의 30 %

acrylamide/bis 용액을 섞었다. 위의 용액에 즉시 조제한 10 %

ammonium persulfate 60 ul 와 TEMED 5 ul 를 가하여 미리 준비

된 gel 굳힘용 유리판 사이에 붓고 그 위에 증류수를 가하여 gel 표

면을 고르게 한 후 약 1 시간 가량 방치하여 굳혔다. 12 %

seperating gel 은 7.5 % gel 의 조성 중 증류수는 2.85 ml, 30 %

acrylamide/bis 용액은 4 ml 로 변화시켜 만들었다. Seperating gel

이 굳은 후 gel 표면의 증류수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으며, 다음의 

조성에 따라 stacking gel 을 가한후 comb 을 꽂아 sample loading

준비를 하였다. Stacking gel 은 3.36 ml 의 증류수, 0.5 M Tris (pH

6.8) 1.5 ml, 30 % acrylamide/bis 용액 780 ul, 10 % ammonium

persulfate 45 ul 와 TEMED 6 ul 를 가해 제조하였다. 전기 영동할 

시료는 sample dilution buffer (1 M Tris (pH 6.8) 2.5 ml, 80 %

glycerol 5 ml, 20 % SDS 5 ml, 1 % bromophenol blue 0.2 ml,

b-mercaptoethanol 2 ml 과 증류수 5.3 ml 포함) 를 가해 적절한 농

도로 희석하고, 95 °C 에서 5 분간 가열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gel

에 시료를 loading 한 후 running buffer (1 L 의 용액 중에 Triz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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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 3.04 g, glycine 14.42 g, 20 % SDS 5 ml 포함) 내에서 전기영

동 하였다. 전압은 stacking gel 에서 100 volts 가 되도록 하고,

seperating gel 에서는 160 volts 를 유지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80 volts 에서 2 시간 동안 gel 을 nitrocellulose (NC) 지에 전이하

였다. 이 때 사용한 transfer buffer 는 1 L 용액 중에 tris base 3.04

g, glycine 14.42 g 및 200 ml 의 methanol 이 포함되었다. 전이가 

끝난 NC 지는 단백질을 염색시키는 amido black 용액을 이용해 전

이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으며, 5 % non-fat milk

용액에 담가 상온에서 1 시간 방치하여 비특이성 결합을 방지하고,

0.05 % Tween 20 을 함유한 Tris buffer (TBST) 로 3 회 이상 세척

한 후 1 차 항체를 사용하여 4 °C 에서 하룻밤 방치하였다. 1 차 항

체는 5 % bovine serum albumin 용액에 희석하였다. 다음날 5 %

non-fat milk 용액으로 희석한 2 차 항체로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ECL chemiluminescence system (Amersham,

Gaithesberg, MA, USA) 을 사용하여 발색하였다.

10. 통계 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ean ± SEM 으로 표시하였다.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실험군

들 간의 비교를 위해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로 유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P 값이 0.05 미만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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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고지방 식이와 betaine 의 병용공급이 몸무게 및 

간의 지방 축적에 미치는 영향

모든 군에서 몸무게 변화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정

상 식이 및 고지방 식이와 함께 공급된 betaine의 섭취량은 각각 

2.96±0.09 g/kg/day 와 2.94±0.08 g/kg/day 로 유의적 차이가 없었

다. 간에서의 triglyceride 농도는 대조군 (65±4 mg/g liver) 에 비해 

고지방 식이군 (89±9 mg/g liver) 에서 크게 증가하였으며, betaine

병용공급을 통해 각각 41±4 mg/g liver 와 51±3 mg/g liver 로 유

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간의 cholesterol 농도는 대조군에서 8±0.4

mg/g/liver, 고지방 식이군에서 11±0.5 mg/g/liver 로 약 140% 증

가하였고 이는 betaine 병용공급에 의해 9±0.7 mg/g/liver 로 감소

하였다 (Table 2).

조직검경(Oil red O staining)을 통해 고지방 식이군에서 적색으로 

염색된 지방 축적이 확연하게 관찰되었고 betaine 병용공급에 의해 

지방 축적이 억제되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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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NB HF HB

Starting weight (g) 161 ± 2 163 ± 3 157 ± 2 163 ± 2

Final weight (g) 307 ± 7 306 ± 10 286 ± 4 300 ± 2

Weight gain (g) 146 ± 6 143 ± 8 128 ± 4 137 ± 4

Betaine intake

(g/kg/day)
2.96 ± 0.09 2.94 ± 0.08

Hepatic triglyceride

(mg/g liver)
65 ± 4a 41 ± 4b 89 ± 9c 51 ± 3ab

Hepatic cholesterol

(mg/g liver)
8 ± 0.4a 8 ± 4ab 11 ± 0.5c 9 ± 0.7bc

Table 2. Changes in body weight and liver lipids in rats fed a

standard or HF diet with betain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or six ra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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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Accumulation of lipid droplets on liver histopathology.

NC, a standard liquid diet; NB, a standard liquid diet containing

betaine; HF, a high fat liquid diet; HB, a high fat liquid diet

containing betaine. Liver sections were stained using an Oil red

O method (x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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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고지방 식이와 betaine 의 병용공급이 혈액의 지

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 

혈장에서의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농도를 측정하였다. 혈장의 TG 농도는 고지방 식이에 betaine 을 병

용공급한 군에서만 크게 증가하였다. 한편 total cholesterol 농도는 

대조군과 비교시 고지방 식이에 의해 약 76% 수준으로 감소하였고 

이는 betaine 병용공급을 통해 약 170% 증가하였다. 혈중 콜레스테

롤 제거에 관여하는 HDL-cholesterol 농도는 고지방 식이에 따른 유

의적 차이가 없었으며 정상 식이 및 고지방 식이에 betaine 병용공

급을 통해 약 160%, 143%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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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NB HF HB

Serum triglyceride

(mg/dl)
106 ± 16a 83 ± 11a 65 ± 9a 173 ± 28b

Serum total cholesterol

(mg/dl)
93 ± 6a 121 ± 4b 71 ± 1c 121 ± 8b

Serum HDL-cholesterol

(mg/dl)
52 ± 2a 79 ± 2b 51 ± 2a 73 ± 2b

Table 3. Changes in serum lipids in rats fed a standard or HF

diet with betain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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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지방 식이와 betaine의 병용공급이 간의 

lipogenesis 에 미치는 영향 

3.1. Betaine 공급이 pAMPK, pACC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효과

체내 에너지 대사 조절에 중추적 역할을 하는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는 인산화 되면서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Acetyl-coA carboxylase (ACC) 를 인산화하여 불활성화시킨다. 고지

방 식이는 인산화된 AMPK (pAMPK) 농도를 대조군 대비 약 40%

수준으로 감소시켰고 인산화된 ACC (pACC) 농도 역시 대조군 대

비 약 55% 수준으로 크게 감소시켰다. 이러한 pAMPK 와 pACC

농도의 감소는 betaine 병용 공급에 의해서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되

었다. 한편 정상 식이에 betaine 을 병용 공급한 군은 대조군과 유의

적 차이가 없었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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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The effects of betaine on hepatic expression of pAMPK

and pACC protei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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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Betaine 공급이 LXRα, SREBP-1c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효과

Betaine의 투여가 지방생성에 관여하는 핵 수용체인 LXRα 와 전

사 인자 SREBP-1c 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확인하기 위해 단백질 발

현을 측정하였다. LXRα 농도는 고지방 식이에 의해 나머지 세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시 약 170 % 증가하였

다. 고지방 식이에 의한 LXRα 증가는 betaine 병용공급에 의해 대조

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5). SREBP-1c 는 비활성형인 

precusor form (pSREBP-1c) 과 핵으로 이동하여 lipogenesis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키는 활성형인 nuclear form (nSREBP-1c) 의 단백

질 발현을 측정하였다. pSREBP-1c 농도는 네 군에서 모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nuclear form (nSREBP-1c) 농도는 고지방 식이군에

서 대조군 대비 약 130 % 증가하는 경향을 띄었고 이는 betaine 병

용 공급에 의해 절반 수준으로 감소하여 betaine 의 투여가 고지방 

식이에 의한 nSREBP-1c 증가를 유의적으로 차단했음을 확인하였다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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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he effects of betaine on hepatic expression of LXRα 

protei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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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The effects of betaine on hepatic expression of SREBP-1c

protein. pSREBP-1c, precursor SREBP-1c; nSREBP-1c, nuclear

SREBP-1c.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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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고지방 식이와 Betaine 병용공급이 황함유 아미노

산 대사에 미치는 영향

4.1. Betaine 공급이 간의 Betaine 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Betaine 의 methyl 기를 homocysteine 으로 전달하여 methionine

을 합성하는 효소인 BHMT 발현을 측정한 결과 고지방 식이군에서 

대조군 대비 약 40 %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다. 정상 식이에 

betaine 을 병용 공급한 군은 정상 식이만 공급한 군과 비교시 

BHMT 농도가 약 3 배 증가하였다. 고지방 식이에 betaine 병용공급

을 한 경우 고지방 식이만 공급한 경우와 비교시 7.6 배 증가하였

다. 따라서 고지방 식이는 BHMT 농도를 감소시키고 이는 betaine

투여에 의해 현저히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Figure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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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The effects of betaine on hepatic expression of BHMT

protei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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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Betaine 공급이 간과 혈중 Homocysteine 함량에 미치는 영향

BHMT 의 기질이며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물질인 homocysteine

을 간과 혈액에서 측정하였다. 간의 homocysteine 농도는 정상 식이

군에서 약 10 nmole/g liver 이며 고지방 식이에 의해 약 16

nmole/g liver 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각각의 식이에 betaine 을 투

여함에 따라 약 6 nmole/g liver 과 8 nmole/g liver 로 감소하였

다. 따라서 betaine 공급에 의한 간의 homocysteine 감소는 앞에서 

확인한 BHMT 발현의 증가에 따른 homocysteine 의 이용률 증가로 

설명할 수 있다. 혈장의 homocysteine 농도는 네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ure 8).

4.3. Betaine 공급이 간의 S-adenosylmethionine (SAM) 함량에 미

치는 영향

Betaine 의 투여가 BHMT 발현을 증가시키고 간에서의 

homocysteine 농도를 감소시켰으므로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의 중간

대사체이며 선행연구에서 지방간 완화에 따른 변화가 관찰된 SAM

함량을 측정하였다. 고지방 식이 공급은 SAM 농도를 감소시켜 

BHMT 발현 감소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고, betaine 병용공급을 통

해 정상 식이군에는 못미치나 고지방 식이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상승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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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The effects of betaine on homocysteine levels in liver or

serum.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or six ra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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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e effects of betaine on S-adenosylmethionine (SAM)

levels in liver.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or six

rats.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c,d)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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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고지방 식이와 betaine 의 병용공급이 간의 lipid

secretion 에 미치는 영향

5.1. Betaine 공급이 간의 Apolipoprotein B (ApoB) 단백질 발현

에 미치는 영향

고지방 식이에 의한 간의 지방 축적을 확인하였으나 혈액의 TG

와 total cholesterol 은 오히려 감소하였다. 따라서 이런 현상이 고

지방 식이가 혈액으로의 lipid 배출을 저하시키는 것과 관련이 있는

지 실험하였다.

간에서 축적된 TG를 혈액으로 방출하기 위하여 VLDL 구조를 형

성 하는데 필수적인 성분인 ApoB 와 PC 함량을 측정하였다. ApoB

단백질 발현 농도는 정상 식이군과 고지방 식이군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정상 식이 및 고지방 식이에 betaine을 병용 공급하

여 대조군 대비 2배 수준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10).

5.2. Betaine 공급이 혈액의 phosphatidylcholine (PC) 함량에 미

치는 영향

혈장의 PC 농도는 고지방 식이에 의해 대조군 대비 약 70% 수준

으로 감소하였다. Betaine 병용공급은 정상 식이 및 고지방 식이에

서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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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The effects of betaine on hepatic expression of ApoB

protei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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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The effects of betaine on serum phosphatidylcholine

(PC) leve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b,c)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one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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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비알콜성 지방간은 최근 비만, 당뇨병 등 대사 증후군의 유병률이 

증가하면서 치료에 대한 관심이 더욱 커지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1995년부터 2005년까지 주기적으로 조사한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

르면 비만 인구와 당뇨병 유병률이 급격히 증가하였고 이는 비알콜

성 지방간의 유병율 증가를 암시한다 (Park, 2008). 비알콜성 지방간

의 초기단계인 단순 지방간이 liver disorder 의 악화에 중요한 역할

을 한다는 보고가 증가하면서 단순 지방간의 완화가 치료목적으로 

주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고지방 식이에 의해 유도된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의 초기단계에서 betaine 투여에 의한 항지간 

작용과 그 기전에 대해 연구하였다.

간에서의 지방 축적은 간에서의 지방산 생합성과 흡수, 지방산 산

화와 배출의 불균형에 의해 일어난다. 본 실험에서 고지방 식이는 

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고 지방의 배출을 억제하는 결과를 가져왔으

며 이는 고지방 식이의 betaine 병용공급을 통해 완화되었음을 확인

하였다. 고지방 식이는 간의 AMPK와 ACC 의 인산화를 유의적으

로 감소시켰고 LXRα의 단백질 발현과 SREBP-1c 의 핵으로의 이동

을 증가시켰다. AMPK 는 세포 내의 에너지 항상성 조절에 중추적

인 센서 역할을 하며 간의 지방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Xu et al., 2014). AMP/ATP 비율이 증가하면 AMPK는 인산화되어 

활성화되면서 ATP 를 생산하는 과정의 촉진 및 ATP 소비 과정의 

억제가 이루어지는데 예를 들면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ACC1, 콜



- 42 -

레스테롤 생합성에 필요한 HMG-CoA reductase 가 인산화 되어 불

활성화 된다 (Hardie et al., 2003). ACC 는 지방산 합성의 속도제한

효소로서 acetyl-CoA 를 malonyl-CoA 로 합성하는 효소이다.

Malonyl-CoA 는 지방산 합성에 필요한 기질이며 동시에 지방산 β 

산화를 위해 long chain fatty acyl CoA 를 미토콘드리아 내부로 이

동시키는 효소 carnitine palmitoyl transferase I 의 allosteric

inhibitor 로 작용한다 (Saha et al., 2003).

LXR 은 nuclear receptor 로 LXRα 는 간, 신장, 소장, adipo

tissue에 높게 발현되며 LXRβ 는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LXRs 은 

DNA에 결합하여 target gene 전사를 조절하며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한다고 알려졌다 (Joseph et al., 2002). 이전 연구에서 마우스의 

LXRα gene 발현 억제는 지방합성을 촉진하는 fatty acid synthase

(FAS), stearoyl-CoA desaturase 1 (SCD-1), ACC, SREBP-1 발현 감

소를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 (Peet et al., 1998). 또한 LXR ligand

T1317 을 주입한 마우스에서 지방합성 경로가 촉진되고 혈중 TG

농도가 증가하였다 (Yang et al., 2009). SREBPs 은 지방산과 콜레스

테롤의 생합성 경로에 관련되는 효소를 활성화시키고 간에서 이들

의 합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사 인자이다. SREBPs 은 소포체에 

INSIG (insulin-induced gene), SCAP (SREBP-cleavage activating

protein) 두 분자와 결합되어 있으며 활성화되면 INSIG 와의 결합이 

분리되면서 골지체로 이동하게 된다. 그 후 SCAP 과의 결합이 분리

되고 cleavage site 인 S1P, S2P 가 잘리면서 60kDa 에 해당하는 저

분자만 핵으로 들어가 sterol regulatory element (SRE) 에 결합하여 

lipogenesis gene 발현에 관여하는 transcription factor 로 작용한다

(Yang et al., 2009). SREBPs은 1a, 1c, 2의 세 종류로 나뉘며 이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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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a, 1c는 지방합성에 주로 관여하고 2는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한

다 (Horton et al., 2002). 간에서는 1a 보다 1c의 발현이 우세하며 

지방합성과 관련된 유전자의 전사과정 및 전사후 과정을 모두 조절

한다. LXRα의 활성화는 SREBP-1c의 발현을 유도한다 (Joseph et al.,

2002). AMPK 는 SREBP-1c 가 핵으로 이동하기 위해 저분자로 잘리

는 단계를 억제한다. 또한 LXRα이 translocation 하기 위해 필요한 

내인성 ligand 생성을 억제하여, LXRα에 의해 유도되는 SREBP-1c

의 전사단계의 차단을 통해 (Yang et al., 2009), SREBP-1c mRNA

발현을 감소시킨다.

본 실험에서 betaine 의 투여는 고지방 식이로 인한 AMPK 의 활

성을 회복시키고 ACC 의 인산화는 증가시켰다. 따라서 betaine 투

여가 malonyl-CoA 합성을 감소시키고 이것은 지방산 합성 억제와 

미토콘드리아의 지방산 β 산화를 촉진하여 간의 지방 축적을 완화

하였음을 의미한다. 또한 간에서 LXRα의 상승과 SREBP-1c 의 

translocation 을 통한 활성형 단백질 발현 상승의 완화를 확인하였

다. 이 결과는 betaine 이 AMPK를 활성화시켜 LXRα 와 SREBP-1c

에 의한 간조직의 지방축적을 억제하였음을 암시한다. 이는 고탄수

화물 식이에 betaine 을 병용공급한 지방간 마우스 모델에 대한 연

구에서 AMPK 의 활성화 및 lipogensis 유전자의 변화와 유사한 경

향을 보인다(Song et al., 2007).

고지방 식이를 공급한 랫트의 간에서 BHMT 의 발현 감소,

homocysteine 의 농도 증가, SAM 농도 감소가 현저하게 나타났다.

반면 고지방 식이와 betaine 의 병용공급은 BHMT 발현을 크게 증

가시키고 homocysteine 의 메틸화 증가를 통해 homocysteine 농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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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회복시켰고 SAM 농도를 상승시켰다. 최근 (Park et al., 2013) 의 

연구와 본 실험실의 연구에 따르면 homocysteine 은 in vivo 및 in

vitro실험에서 AMPK 활성화를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어 

homocysteine 농도의 감소는 betaine 의 항지간 작용기전의 중요한 

기전으로 추정될 수 있다.

간세포 내에서 homocysteine 은 ER stress 를 유도한다.

cystathionine β-synthase 결핍 또는 에탄올을 투여하여 고호모시스

테인혈증을 유발한 마우스에서 ER stress 를 수반하는 유전자의 발

현이 증가하였다 (Hamelet et al., 2007; Ji and Kaplowitz, 2003). 또

한 ER stress 는 지방 합성에 필수적인 효소들의 발현을 유도하는 

SREBP-1c 활성화를 통해 지방 축적을 유도한다 (Lee and Glimcher,

2009). HepG2 cell 에 homocysteine 을 처리하여 ER stress 를 유도

한 실험에서 콜레스테롤과 TG 생합성 경로의 조절이상을 확인하였

다 (Werstuck et al., 2001). 이런 연구들을 종합해보면 betaine의 병

용공급에 따른 간세포의 homocysteine 농도 감소는 ER stress의 완

화를 통해 지방 축적을 감소시켰다고 판단된다. 또한 homocysteine

농도 감소가 ACC 및 지방합성 경로에 필요한 전사 인자 억제에 관

여하는 AMPK 활성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그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Betaine 투여는 간의 지방축적은 감소시켰지만 혈액에서의 TG와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 상반된 결과를 보였다. 따라서 betaine 투여

가 간으로부터 혈액으로의 지방 배출과 관련이 있는지 실험하였다.

간의 TG 와 콜레스테롤은 방출시 VLDL 형태로 혈중으로 방출되므

로 혈중 TG 농도는 혈중 VLDL 농도를 반영한다 (K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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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간에서의 VLDL 의 조립과 분비에는 ApoB 와 Phopholipids

의 한 종류인 PC 가 필요하다. ApoB 는 in vitro 실험에서 BHMT

발현이 간의 ApoB mRNA 발현 증가와 관련 있다고 보고되었다

(Sowden et al., 1999; Ji et al., 2007). 또다른 연구에서 methionine

제한 식이에 betaine을 병용공급하여 BHMT 가 증가한 랫트에서 

ApoB mRNA의 증가와 함께 간의 TG 감소를 확인했고, 혈중 TG와 

ApoB 농도 측정을 통해 VLDL의 생산이 증가하였다 (Sparks et al.,

2006). 따라서, 본 실험에서 betaine 공급은 BHMT 를 증가시키고 

이는 ApoB 발현을 유도를 통해 VLDL의 합성을 증가시켜 간의 TG

를 혈중으로 배출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Phospholipid 는 콜레스테롤과 함께 TG와 콜레스테롤 에스터를 

중심으로 두고 주위를 둘러싸 지질단백질의 monolayer 를 형성한

다. PC는 전체 phospholipid 의 60~80% 를 차지하며, 랫트의 혈중 

VLDL 의 전체 phospholipid 중 70%를 차지한다 (Cole et al.,

2012). 따라서 간에서의 PC 농도의 감소는 간의 VLDL 분비에 직접

적인 문제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다. 또한 PC 는 HDL 중 지질단백

질 중량의 40%를 구성하고 있어 HDL 조립에도 관여한다 (Skipski

et al., 1967). 한편 PC 의 합성은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PC 의 합성은 두가지 경로를 통하는데, 전체 합성의 

70% 는 citidinediphosphocholine (CDP-choline) pathway 를 거친

다. 이 경로는 betaine 의 전구체인 choline 을 기질로 하여 PC 를 

합성한다. 두 번째 경로는 phosphatidylethanolamine

methyltransferase (PEMT) pathway 이며 phosphatidylethanolamine

을 기질로 하여 PEMT에 의해 SAM에서 메틸기를 전달받는 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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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차례 반복하여 PC 로 합성된다. PEMT 는 주로 간에서 발현하므로 

이 경로는 간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며 간의 전체 PC 합성의 30% 를 

차지한다 (Cole et al., 2012). 이전 연구에서 랫트의 알코올 섭취에 

따른 SAM과 SAM:SAH ratio 의 감소는 PEMT 활성 및 VLDL 방출

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betaine 투여에 의해 회복하여 간의 지방배출

을 돕고 알코올성 지방간을 완화시켰다 (Kharbanda, 2007; 2009). 또 

본 실험실의 선행 연구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이 유도된 랫트에서 

SAM 농도와 SAM:SAH ratio 가 감소, 간의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가 변화하는 양상을 확인하였으며 이는 betaine 병용공급에 의해 효

과적으로 회복되었다 (Kwon et al., 2009). 본 실험에서 betaine 투여

에 의한 BHMT 의 증가는 앞선 연구들의 SAM 농도와 SAM:SAH

ratio 증가를 설명해준다. 본 실험에서 betaine 병용공급에 의한 간

의 BHMT 의 증가는 SAM의 농도 증가를 통해 PEMT pathway 를 

촉진하고, 풍부한 betaine의 존재로 CDP-choline pathway의 기질인 

choline 의 고갈을 막아 PC 합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betaine 은 

BHMT 증가를 통해 VLDL의 합성과 방출에 필요한 ApoB 와 PC

농도를 상승시켜 간의 지방을 혈액으로 내보내 혈중의 지질 농도를 

상승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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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실험을 통해 고지방 식이로 인한 간의 지방 축적은 betaine 병

용공급에 의해 다양한 기전을 통해 완화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12).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지방 축적에 대해 betaine의 병용공급은 

AMPK 활성화를 통해 ACC, LXRα, SREBP-1c 활성화를 감소시켰고,

BHMT 농도 증가를 통해 homocysteine 을 감소시켜 ER stress 를 

완화, SREBP-1c 활성화를 감소시켜 지방 생성을 억제하였다. 따라서 

betaine 에 의한 homocysteine 농도감소는 AMPK 를 활성화시키는 

기전으로 추정되며 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Betaine 에 의한 BHMT 농도 증가는 VLDL 합성에 필수적인 

ApoB 농도를 상승시켰고,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변화를 통해 SAM

농도의 증가와 충분한 choline availability 를 통해 PC 합성을 촉진

했다고 생각된다.

결과를 종합해 보면, 고지방 식이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초

기단계에서 betaine의 병용공급은 간의 지방 합성을 억제하고 동시

에 지방 배출을 촉진함으로써 간의 지방 축적을 완화시키며 이 작

용은 betaine 투여에 의한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의 변화와 관련이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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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Proposed mechanisms of anti-steatotic action by beta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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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otective effects of betaine

against high-fat diet-induced

liver steatosis in rats

Choi Yoo Jin

Preventive Pharmacy,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Non 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encompasses a wide

spectrum of liver disease, ranging from simple steatosis to non

alcoholic hepatitis that may be followed by fibrosis, and

eventually, cirrhosis. Previous studies have revealed that betaine

is hepatoprotective against various toxic substances. Its effects

against liver injury may be related with the improvement of

impaired sulfur amino acid metabolism.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underlying mechnism involved in the

anti-steatotic action by betaine in an early phase of NAF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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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enty-four male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each

provided with a standard die (NC), NC supplemented with

betaine (NB), high-fat liquid diet (HF), or HF supplemented with

betaine (HB) for three weeks. Betaine was dissolved at 1 % (w/v)

in the liquid diets.

Hepatic triglyceride (TG) and cholesterol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HF groups. On the other hand, betaine

supplementation prevented the increase in hepatic TG, but

elevated serum cholesterol and TG levels. HF intake decreased

phosphorylation of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and

acetyl-CoA carboxylase (ACC), and increased liver-X-receptor α 

(LXRα) and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1c

(SREBP-1c). Betaine supplementation restored phosphorylation of

AMPK and ACC, and inhibited induction of LXRα and SREBP-1c.

These results showed that betaine supplementation lead to a

reduction of lipogenesis. HF intake decreased

betain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 expression and

hepatic S-adenosylmethionine (SAM) concentration. Hepatic

homocysteine concentration was increased in HF rats. Betaine

supplementation up-regulated BHMT expression and SAM

concentration, and decreased hepatic homocysteine concentration.

Therefore, these data indicate that betaine effects related with

sulfur amino acid metabolism. Hepatic apolipoprotein B (ApoB)

and serum phosphatidylcholine (PC) levels were measured to

investigate lipid secretion from liver into bloodstream. HF int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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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altered the hepatic ApoB expression and decreased the

concentration of serum PC, the betaine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elevated hepatic ApoB and serum PC levels.

The results suggest that both inhibition of lipid synthesis and

enhancement of its secretion are involved in the anti-steatotic

activity of betaine during the early stage of NAFLD, which may

be associated with effects of betaine on the sulfur-containing

amino acid metabolism in liver.

Keywords :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Lipogenesis,

Lipid secretion, Homocysteine, Betaine,

Sulfur amino ac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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