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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지방 조직의 열 생성은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키고 비만을 

치료하기 위한 타겟으로 연구되고 있습니다. 본 연구에서는 열전환 

녹차 추출물(HTGT)과 효소적으로 변형된 케르세틴(EMIQ) 

혼합물의 지방조직 열 생성을 통한 항 비만 효과를 연구하였습니다. 

HTGT와 그의 주요 생물학적 활성 성분인 갈로카테킨-3-

갈레이트(GCG)가 갈색 지방선구세포로부터 분화한 갈색 

지방세포에서 열 생성 단질 UCP1 과 미토콘드리아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HTGT와 EMIQ를 혼합하여 

투여하였을 때 지방 분해와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상향시키는데 상승 

효과가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HTGT와 EMIQ의 가 장 효율적인 

혼합비율을 웨스턴 블랏을 통해 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CIDEA 

리포터 마우스 모델을 활용하여 HTGT 와 EMIQ 혼합물의 

갈색지방화 효과를 생체 내 이미징으로 관찰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in vivo 투여의 최적 용량을 결정하였고, HTGT와 EMIQ의 

혼합물이 미토콘드리아 함량 및 지방 조직의 활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또한 비만 마우스에 투여하였을 

때 체중과 체지방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습니다. H&E 염색과 

간접열량측정법을 통해 지질 방울의 크기 감소와 에너지 소비 증가 

또한 확인하였습니다. 당부하검사에서도 혼합물을 투여한 

마우스에서 당내성이 개선된 것이 관찰되었습니다. 본 연구는 

HTGT와 EMIQ 혼합물이 부분적인 지방세포를 활성화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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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토콘드리아 대사 증가를 통헤 고지방 식이로 인한 비만에 대해 항 

비만 효과가 있다는 것을 검증하였습니다. 이러한 발견은 HTGT와 

EMIQ 혼합물이 비만과 관련 대사 질환 치료에 유망한 치료제임을 

시사합니다. 

 
 

주요어 : HTGT, EMIQ, 지방 조직, 열 생성, 항 비만 효과 

학  번 : 2020-26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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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비만은 칼로리 섭취와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으로 지방조직이 

과도하게 축적되는 것이 특징이며, 제 2 형 당뇨병을 비롯한 대사질환 

발생의 위험인자이다[1,2,3]. 비만과 비만 관련 대사질환의 꾸준한 

증가는 항 비만 치료제 개발에 새로운 접근법이 필요성을 보여준다. 

지방조직은 갈색 지방조직(Brown adipose tissue, BAT)과 흰색 

지방조직(White adipose tissue, WAT)으로 분류된다. 여분의 에너지 

섭취는 주로 백색 지방조직에서 지방세포의 지질 방울에 

트라이글리세라이드로 저장된다. WAT 는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가수분해하는 과정인 지방 분해를 통해 지방산을 체내순환으로 

이동시킨다[4]. 지방 분해는 주로 베타-아드레날린 수용체 및 그의 

하위 신호인 cAMP 의존성 protein kinase A(PKA) 신호 전달 경로에 

의해 조절된다. PKA 는 직간접적으로 hormone sensitive lipase 

(HSL)와 지방산 adipose triglyceride lipase (ATGL)를 포함한 

지방분해 효소를 활성화시킨다[4]. 

대조적으로, 갈색 지방조직은 uncoupling protein 1(UCP1) 

발현[3]을 통해 에너지를 열로 방출하는 특수 온도 조절 기관이다. 백색 

지방 조직은 유사 갈색 지방세포(베이지 지방세포)를 모집할 수 있으며, 

이러한 과정을 "백색 지방세포의 갈색지방화(Browning)"이라고 한다. 

https://nutritionandmetabolism.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86-022-00648-6#ref-CR1
https://nutritionandmetabolism.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86-022-00648-6#ref-CR2
https://nutritionandmetabolism.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86-022-00648-6#ref-CR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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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갈색 지방 조직 대사의 활성화와 갈색지방화는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켜 비만과 싸우기 위한 치료 목표로 간주된다. 백색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는 저온 노출과 베타 아드레날린 신호 경로의 활성화에 의해 

유도될 수 있다[5]. 이러한 열 생성 활성제 외에도 녹차 추출물(GTE) 

및 효소 처리된 루틴 (Enzymatically-modified isoquercitrin, 

EMIQ)의 구성 요소를 포함한 여러 파이토케미컬은 지방조직에서 

UCP1 발현 및 열 생성을 유도할 수 있다[6]. 

임상 및 사전 임상 연구는 녹차추출물 (Green Tea Extract, 

GTE)의 항 비만 효과를 보여주며[7,8,9], 이는 임상 시험에서 비만 

개체의 체중과 체질량 지수를 감소시켰다[10,11,12]. 가열 공정은 

녹차추출물의 화학적 조성을 변화시킬 수 있다 [13, 14]. 가열하면 

갈로카테킨 (Gallocatechin)과 갈로카테킨 갈레이트 (Gallocatechin 

gallate, GCG)같은 카테킨의 농도가 높아지는 반면, 

EGCG(Epigallocatechin-3-gallate)와 같은 에피카테킨 수치가 

낮아진다는 것이 여러 연구에서 입증되었다. 열처리된 카테킨을 함유한 

식단을 먹인 랫드는 내장 지방, 간 트리아실글리세롤, 혈청 

트리아실글리세롤, 지방산 생성효소 활성을 보임으로써 그의 항 비만 

효과를 시사한다[15]. 그러나 열 전환 녹차 추출물이 지방조직의 열 

생성 또는 백색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 연구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세포와 고지방식이 (High-fat-diet, H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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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HTGT와 EMIQ 조합의 상승성 항 

비만 효과를 조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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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열 전환 녹차(Heat transformed green tea, HTGT: Lot 

#.180426)는 말린 녹차의 잎을 50% 에탄올로 추출하고 115 °C 에서 

5 시간 동안 가열하여 만들어졌다[16]. 가열 과정에서 에피갈로카테킨 

갈레이트이 갈로카테킨 갈레이트(GCG)로 변환되었다. 효소 처리된 

루틴(Enzymatically-modified isoquercitrin, EMIQ: Lot #. 

20191102)은 루틴을 효소로 가수분해한 후, 트랜스글리코실화 반응에 

의해 제조되었다[17]. HTGT 와 EMIQ 는 아모레퍼시픽이 제공했다. 

갈로카테킨 갈레이트(GCG)와 미라베그론은 미국 시그마에서 구입했다.  

2. 세포 배양 

갈색 지방세포주는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마우스의 견갑 갈색 

지방조직에서 얻은 지방선구세포의 불멸화에 의해 확립되었다[18]. 

불멸화된 지방선구세포는 10%의 fetal bovine serum(FBS, Gibco, 

USA)과 1%의 페니실린/스트렙토마이신(Thermo Fisher, USA)를 넣은 

성장배지(DMEM,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Welgene, 

South Korea)에서 배양되었다. 지방세포 분화를 위해 세포에 2.5 

mM 의 isobutylmethylxanthine (IBMX, Cayman, USA), 1 μM 의 

dexamethasone(Cayman, USA), 10 μg/mL의 insulin(Sigma, USA), 

125 μM 의 indometacine(Cayman, USA)를 함유한 분화 배지를 3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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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하였다. 그 후 세포는 insulin(10μg/mL)과 T3(1nM)을 함유한 

유지배지에 3 일 간 유지되었다.  

C3H10T1/2(ATCC, USA) 세포는 분화를 위해 bone 

morphogenetic protein 4(BMP4, R&D systems, USA) 20 ng/mL 가 

함유된 DMEM 을 2 일간 처리하고, 분화배지에서 3 일간 분화시킨 후 

유지배지에 3 일간 유지시켰다. 모든 세포는 습도가 유지되는 37°C 의 

5% CO2 대기 조건에서 배양되었다. 

3. 동물 실험 

6 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JA Bio, South Korea), Cell 

death-inducing DNA fragmentation-like effector(CIDEA) 

리포터마우스(Cideatm1(Luc2/tdTomato)Yjl/KMPC)는 서울대학교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 (SNU-200904-7-3, SNU-201221-3)이 

승인한 절차에 따라 실험에 사용되었다. CIDEA 리포터 마우스는 리포터 

카세트로 CIDEA 유전자의 정지코돈을 대체하도록  유전자 조작을 통해 

제작되었다[19]. 모든 실험은 온도 22 ± 1 °C, 12 시간의 명암주기 

조건에서 음식과 물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는 서울대학교의 동물 

약학연구센터에서 수행되었다. 

 마우스는 미라베그론(Mira) 그룹, HTGT 와 EMIQ 혼합물 

그룹(H+E), 용매 투여 그룹(CTL)의 세 그룹에 무작위로 배정되었다. 

미라베그론(10mg/kg)은 참조한 논문의 방법을 수정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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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되었고[20], 2 주 동안 매일 한 번씩 복강주사로 투여되었다. 

HTGT 와 EMIQ 혼합물은 증류수에 용해되어 2 주 동안 매일 1 회 

고용량(200 mg/kg, 100 + 100 mg/kg) 또는 저용량(100 mg/kg, 50 + 

50 mg/kg)으로 경구 투여하였다. 대조군에는 2 주 동안 매일 한 번씩 

약물의 용매를 투여하였다. 

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의 경우 마우스에게 8 주 동안 

60%의 고지방 식이(D12492, Research Diets, USA)를 먹였다. 그 후 

마우스를 mirabegron (10mg/kg)투여군, HTGT 와 EMIQ 혼합물 

투여군(200 mg/kg, 100 + 100mg/kg), 그리고 용매 투여군에 무작위로 

배치하여 2 주 동안 매일 1 회 투여를 진행하였다. 

4. 웨스턴 블랏 분석 

웨스턴 블랏 분석은 참조한 논문의 방법으로 수행하였다[21]. 

단백질 추출은 SIGMAFAST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Sigma, USA)와 

인산가수분해 효소 억제제(Roche, Switzerland)를 함유한 RIPA Lysis 

and Extraction Buffer(Thermo Fisher, USA)를 사용하여 세포를 용해

하였다. 지방조직은 SIGMAFAST 단백질분해효소 억제제 및 인산가수

분해 효소 억제제가 함유된 PRO-PREP 단백질 추출액(iNtRON 

Biotechnology, South Korea)을 사용하여 분해되었다. 단백질 농도는 

Pierce BCA 단백질 분석 키트(Thermo Fisher, USA)와 MultiScan GO 

spectrophotometry (Thermo Fisher, USA)을 사용하여 562 nm에서 

측정하였다. 단백질은 12% SDS-PAGE 겔에서 분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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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lyvinylidene difluoride (PVDF) membrane(Bio-Rad, USA)으로 이

동되었다. 실온에서 1시간 동안 5% bovine serum albumin (Bioworld, 

USA) 또는 5% skim milk를 용해한 tris-buffered saline with 0.1% 

Tween® 20 detergent (TBST, iNtRON Biotechnology, South Korea)

에 블록킹하였다. 하룻밤 동안 1차 항체를 4°C 셰이커에서 인큐베이션 

시키고, TBST 로 1차 항체를 세척하였다. 이어서, 실온에서 1시간 동안 

2차 항체를 반응시키고 membrane을 TBST 로 세척하였다. 사용된 1

차 항체는 표 S1에 나열되어 있다. 

 

Table 1. Antibodies used for immunoblot analysis 

Antibody Host Company Catalog # Dilution 

HSL Rabbit Cell signaling 4107S 1:1000 

Phospho-HSL Rabbit Cell signaling 45804S 1:1000 

UCP1 Rabbit 

Alpha 

diagnostic 

UCP11-A 1:1000 

COX IV Rabbit Cell signaling 4850S 1:1000 

MCAD Mouse Santa Cruz sc-365030 1:1000 

Tubulin Rabbit Cell signaling 2148S 1:1000 

 

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secondary anti-mouse 

and anti-rabbit (Thermo Fisher, USA) 가 2 차 항체로 사용되었다. 

블랏은 Fusion Solo chemiluminescence imaging system (Vil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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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urmat, France) 통해 디텍하였고 EvolutionCapt software (version 

17.03)를 사용하여 분석되었다. 정량화에는 National Institutes of 

Health Image J software (버전 1.52a)가 사용되었다.  

5. 미토콘드리아와 중성지질 형광 염색 

미토콘드리아와 중성지질 염색을 위해 세포에 MitoTracker Red 

CMXRos(1:3000; Thermo Fisher, USA)[22]와 BODIPY™ 

493/503(4,4-Difluoro-1,3,5,7,8-Pentamethyl-4-Bora-3,4a-

Diaza-Indacene; 1:5000; Thermo Fisher, USA)[23]를 희석한 성장 

배지를 15 분 동안 처리하였다. LSM800 confocal microscope (Zeiss, 

Germany)로 이미징을 진행하고 Zen 소프트웨어(버전 3.0)로 

분석하였다 

6. 산소 소모율 측정 

  산소 소모율 (Oxygen consumption rate, OCR)은 Seahorse 

Bioscience XFp Analyzer(Agilent, USA)를 사용하여 사소한 수정으로 

측정되었습니다[24]. OCR 의 측정을 위해, 세포는 37°C 에서 25 mM 

D-glucose(Sigma, USA)와 4 mM L-glutamine(Sigma, USA)을 

함유한 XF DMEM 용액(pH 7.4; Agilent, USA)에서 배양되었다. XFP 

Cell Mito Stress Test Kit(Agilent, USA)를 사용하였다(oligomycin 

2.5μM, FCCP 0.5μM, rotenone/antimycin A 0.5μM)[21]. Basal 과 

maximal respiration 은 non-mitochondrial respiration 의 감산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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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되었다. Proton leak 관련 OCR 은 oligomycin 유도 OCR 에서 

rotenone/antimycin A 유도 OCR 을 감산하여 계산하였다[24]. OCR은 

단백질 농도로 정량화되었다. 데이터는 Agilent Wave 소프트웨어(버전 

2.6.0.31)로 분석되었다. 

7. 생물 발광 이미징 

CIDEA 리포터 마우스의 촬영 부위를 전기 면도기로 면도했다. 

D-luciferin (150 mg/kg, 복강 투여, Goldbio, USA)을 CIDEA 리포터 

마우스에 투여하고 isoflurane 가스(5% 와 2% isoflurane 가스를 각각 

마취 및 유지로 사용)로 마취하였다. 투여 후 10 분 후 Ami-X 영상 

시스템(Spectral Instruments Imaging, USA)에서 생체발광 신호가 

검출되었다[19]. 이미지는 Aura 소프트웨어(버전 2.2.1.1)로 획득 및 

정량화되었다. 

8. 체외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 염색 

미토콘드리아 전자전달 활성을 분석하기 위해 미토콘드리아 

탈수소효소 염색을 2,3,5-triphenyl tetrazolium chloride (TTC, Sigma, 

USA)를 사용하여 수행하였다[25]. 각 조직을 약 30 mg 으로 자른 후 

37 °C 에서 2% TTC 를 함유한 PBS 에 15 분 간 노출시켰다. 이어서 

조직을 실온에서 10% formalin 에 30 분간 고정하였다. 생성된 

formazan 추출을 위해 조직을 95% 에탄올에서 하룻밤 동안 4 °C 에서 

인큐베이션하고 MultiSkan Go spectrophotometry (Thermo Fisher, 

https://nutritionandmetabolism.biomedcentral.com/articles/10.1186/s12986-022-00648-6#ref-CR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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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를 사용하여 485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조직 

무게로 정량화되었다. 

9. 간접 열량 측정 및 체성분 분석 

2 일 동안의 적응 기간 후 마우스의 VO2, VCO2, 에너지 

소비(Energy expenditure, EE), 음식 섭취 및 활동을 3 일 동안 

PhenoMaster(TSE system, Germany)로 측정하였다. 측정 시간 동안 

마우스는 온도 24 °C 및 12 시간 명암주기 상태로 유지되었으며, 

음식과 물이 제공되었다[26]. 마우스의 체지방과 제지방량은 nuclear 

magnetic resonance(NMR) scanning EchoMRI-700(Echo Medical 

System, India)을 사용하여 측정되었다[26]. 마우스 한 마리 당 3 분씩 

측정해 스트레스를 최소화했으며, 마취는 하지 않았다. 

10. 조직학과 면역조직화학 

Hematoxylin and eosin (H&E) 염색은 파라핀 섹션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21]. 지방조직을 10% formalin (Sigma, USA) 에 24 시간 

고정한 후 파라핀매장을 진행하였다. 그 후 조직이 내장된 파라핀 

블록을 5 μm 두께로 절단하였다. 탈 파라핀화를 진행하고 ClearView 

H&E Y alcoholic solution (BBC biochemical, USA) 로 단면을 

염색하였다. 면역염색의 경우, 탈파라핀화한 지방조직을 하룻밤 동안 

4 °C 에서 anti-UCP1 antibody (1:400; UCP11-A, Alpha Diagnostic 

International, USA)에 인큐베이션 했다. 다음 날 goat anti-rabbit 

Alexa Flour 488 (1:500; Thermo Fisher, USA)를 2 차 항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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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상온에 서 1 시간 처리하였다. DAPI (Sigma, USA)는 핵을 

염색하는데 사용되었다. 이미지는 LSM800 confocal microscope 

(Zeiss, Germany)를 사용하여 촬영하였고 Zen 소프트웨어 (버전 

3.0)으로 분석되었다. 

11. 포도당 내성 실험 

포도당 내성 실험은 16 주령 마우스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27]. 

마우스는 실험 전 12 시간 단식시킨 후 20% D-glucose (2 g/kg, 

Sigma, USA)를 복강 내 주입하고 특정 시간마다 혈중 포도당 농도를 

Gluco Doctor Top meter and strip (Allmedicus, South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했다. 

12. 분변 지질 추출 

분변 지질 추출은 Folch 의 방법을 수정하여 사용하였다[28]. 

3 일 동안 마우스의 대변을 수집하고 클로로포름:메탄올 용액(2:1)을 

사용하여 마우스 당 1 g 의 대변에서 지질을 추출하였다. 그 후 용액을 

3 일 동안 건조시킨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13. 통계 분석 

통계 분석은 Prism 7(버전 7.00)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데이

터는 평균의 평균 ± 표준 오차(SEM)로 표시되었다. Unpaired t-검정

을 사용하여 두 그룹 간의 통계적 유의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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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실험 결과 

1. HTGT에 의한 지방세포에서 갈색 지방세포 마커 발현과 미토콘드리

아 함량 증가 

불멸화된 갈색 지방선구세포를 지방세포로 분화시킨 후 GTE 또

는 HTGT를 처리하였다. 웨스턴 블랏 분석을 통해 갈색 지방세포 마커

인 UCP1과 cytochrome c oxidase subunit 4 (COXIV)의 발현 변화를 

확인하였다. GTE는 UCP1의 단백질 수치를 1.94 ± 0.07배 증가시켰고, 

COXIV는 1.35 ± 0.06배 증가시켰다. 그에 반해 HTGT는 UCP1을 

2.08 ± 0.07배, COXIV는 4.0 ± 0.06배 증가시켰다 (Figure 1A). 

HTGT의 효과는 GTE보다 유의미하게 컸으며, 이는 GTE 보다 높은 

GCG 함량으로 인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따라서 GCG는 HTGT의 높은 

열 발생 활성의 원인이 되는 생물학적 활성 성분 중 하나라는 가설이 제

기되었다. 실제로 GCG를 갈색 지방세포에 처리했을 때 UCP1과 

COXIV 발현량을 각각 1.6 ± 0.05, 2.3 ± 0.12배 증가시켰다(Figure 

1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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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HTGT upregulated mitochondrial content in brown 

adipocytes 

(A) Immunoblot analysis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adipocytes treated with vehicle (CTL), GTE 

(100 μg/mL), or HTGT (100 μg/mL)for 48h (n=6). 

(B) Immunoblot analysis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adipocytes treated with vehicle (CTL) or GCG 

(10 μM) for 48h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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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TGT and EMIQ 혼합물에 의한 지방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함량 및 

대사 증가 

다음으로, HTGT와 열 생성을 유도시킬 수 있다고 알려진 

EMIQ의 상승 효과를 조사하였다[29, 30]. 혼합물의 갈색 지방세포 마

커 발현과 미토콘드리아 함량에 대한 상승 효과는 웨스턴 블랏을 통해 

갈색 지방세포에서 확인되었다. HTGT(100 μg/mL) 와 EMIQ(100 μ

g/mL)의 단독투여는 UCP1 (Figure 2A. HTGT: 1.68 ± 0.04배 증가; 

EMIQ: 1.60 ± 0.02배 증가)과 COXIV(Figure 2A. HTGT: 1.61 ± 

0.09배 증가; EMIQ: 1.86 ± 0.06배 증가)를 증가시켰지만, HTGT와 

EMIQ 혼합물은 UCP1의 발현량을 2.91 ± 0.12배, COXIV를 2.93 ± 

0.11 증가시켜 상승 효과를 보였다 (Figure 2A). 그리고 혼합물의 가장 

효과적인 비율을 찾기 위해 다양한 배합 비율을 갈색 지방세포에 처리하

였다. 그 결과 1:1 비율이 UCP1과 COXIV 발현을 가장 크게 증가시킨 

것을 확인하였다(Figure 2B: (1:1) UCP1 3.10 ± 0.04배 증가, COXIV 

3.66 ± 0.09배 증가; (1:3) UCP1 1.62 ± 0.02배 증가, COXIV 2.22 

± 0.06배 증가; (3:1) UCP1 1.69 ± 0.05, COXIV 1.97± 0.11배 증

가). 이 결과를 바탕으로, 모든 후속 실험에서 HTGT와 EMIQ 혼합물은 

1:1 비율의 조합을 사용하였다.  

다음으로 HTGT와 EMIQ 혼합물이 미토콘드리아 산소 소비율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적 분석을 통

해 혼합물 투여가 basal, maximal 및 proton leak 관련 respiration을 

포함한 미토콘드리아 대사를 유의하게 증가시킨 것을 확인했다(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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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A). 또한 C3H10T1/2 세포에서 분화시킨 백색 지방세포의 

MitoTracker 염색을 통해 HTGT 와 EMIQ 혼합물 투여가 갈색지방화 

효과뿐만 아니라 미토콘드리아 막 전위 증가에도 상승 효과가 있음을 관

찰할 수 있었다(Figure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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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synergistically 

increased mitochondrial content in adipocytes in vitro 

(A) Immunoblot analysis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preadipocytes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HTGT (100 μg/mL), EMIQ (100 μg/mL),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50 μg/mL  +  50 μg/mL) for 48 h (n

  =  6). 

(B) Immunoblot analysis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preadipocytes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or different ratio of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1:1 

(50 μg/mL  +  50 μg/mL), 1:3 (25 μg/mL  +  75 μg/mL), 3:1 

(75 μg/mL  +  25 μg/mL)) for 48 h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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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synergistically 

increased mitochondrial activity in adipocytes in vitro 

(A) Oxygen consumption rate (OCR) analysis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preadipocytes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50 μg/mL  +  50 μg/mL) for 48 h (n  =  3).  

(B) MitoTracker staining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C3H10T1/2 cells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or HTGT 

(100 μg/mL), EMIQ (100 μg/mL),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50 μg/mL  +  50 μg/mL) for 48 h (Size bar  =  50 μ

m) (n  =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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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TGT 와 EMIQ 혼합물에 의한 지방세포의 지질 함량 감소 

불멸화된 갈색 지방 선구 세포에서 분화시킨 지방세포에 HTGT, 

EMIQ 또는 두 시약의 혼합물을 처리하였다. BODIPY는 주로 지방세포

에서 중성지방, 트라이글리세라이드를 염색하는 데 사용되는데, BODIPY 

염색은 HTGT 와 EMIQ의 단독 및 혼합 투여가 지방세포의 지질 함량

을 감소시켰음을 나타냈다(Figure 4A). 지방분해가 지방세포에서 지질 

함량을 감소시키는 주요 메커니즘이기 때문에 세포질 지방분해에 관여하

는 지방분해효소인 HSL 발현양을 추가적으로 확인하였다. 발현 수준 외

에도, serine 660에서 HSL의 인산화 수준을 HSL 활성화의 지표로써 

확인하였다. HTGT와 EMIQ는 HSL의 발현 수준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

았지만, HSL의 인산화 레벨은 대조군에 비해 4.45 ± 0.13배 증가시켜 

지방분해 효과를 나타냈다(Figure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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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increased 

lipolysis in adipocytes in vitro 

(A) Representative images and quantification of boron 

dipyrromethene fluorophore (BODIPY) staining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preadipocytes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HTGT (100 μg/mL), EMIQ (100 μg/mL),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50 μg/mL  +  50 μ

g/mL) for 24 h (Size bar  =  50 μm) (n  =  3).  

(B) Immunoblot analysis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preadipocytes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50 μg/mL  +

  50 μg/mL) for 24 h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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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HTGT 와 EMIQ 혼합물에 의한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 마커 증가 

다음으로 HTGT 와 EMIQ 혼합물 투여가 지방조직 갈색지방화

에 미치는 생체내 영향을 조사하였다. CIDEA 리포터 마우스는 지방조직

의 갈색지방화 확인과 효과적인 투여 용량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CIDEA 리포터 마우스는 형광 및 발광 신호를 통한 CIDEA 발현을 모

니터링할 수 있다[19]. 고용량(HTGT + EMIQ: 각 100mg/kg)과 저용

량(HTGT + EMIQ: 각 50mg/kg)의 혼합물 투여 효과를 비교하였으며, 

잘 알려진 베타-3 아드레날린 수용체(β3-AR) 작용제인 미라베그론

(10mg/kg)을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HTGT와 EMIQ 혼합물을 2

주 동안 경구 투여한 결과 BAT와 iWAT에서 CIDEA 생체발광 강도가 

증가하였다. 고용량 처리군의 증가는 저용량군보다 더 컸으며, 특히 고

용량군의 BAT에서의 증가 수치는 미라베그론 처리군과 유사한 증가율

을 보였다(Figure 5A, B). 특히, 고용량과 저용량의 혼합물은 BAT의 

생체발광 강도를 각각 2.98 ± 0.14배, 2.51 ± 0.08배 증가시켰다

(Figure 5B). 횡방향 iWAT와 복측 iWAT에서는 고용량군에서 2.7 ± 

0.07 배, 2.65 ± 0.03배 증가하였고, 저용량군에서는 2.39 ± 0.06배, 

2.34 ± 0.02배 증가하였다(Figure 5B).  

생체내 이미징 결과와 일관되게, 웨스턴 블랏 분석에서도 저용량

투여에 비해 고용량 투여가 갈색지방화 마커 및 미토콘드리아 함량 증가

에 더 큰 효과를 보였다 (Figure 6A, B). 따라서, 후속 실험에서는 높은 

용량의 HTGT와 EMIQ의 혼합물을 사용하였다. 

고용량 혼합물 처리에 의한 BAT에서의 UCP1 발현 유도는 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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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조직화학적 분석을 통해 재차 검증되었다(Figure 7A). 또한 TTC 염

색은 HTGT와 EMIQ의 혼합물 처리군의 지방조직에서 미토콘드리아 전

자 수송의 상향 효과를 보여주었다(Figure 7B: BAT에서 1.23 ± 0.03

배 증가, iWAT에서 1.68 ± 0.04배 증가, gWAT에서 2.89 ± 0.03배 

증가). 



 

 22 

 

Figure 5.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induced browning of 

adipose tissue in vivo 

(A) In vivo bioluminescence imaging of CIDEA reporter mous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200 mg/kg (100 mg/kg

  +  100 mg/kg) or 100 mg/kg (50 mg/kg  +  50 mg/kg)) for 

2 weeks (n  =  6). 

(B) Quantification of bioluminescence in dorsal brown adipose 

tissue (BAT), lateral inguinal white adipose tissue (iWAT) and 

ventral iWAT from (A)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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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upregulated 

mitochondrial content and activity in adipose tissue in vivo 

(A, B) Immunoblot analysis of brown adipose tissue (BAT) and 

inguinal white adipose tissue (iWAT) treated with vehicle (CTL), 

mirabegron (Mira, 10 mg/kg),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200 mg/kg, 100 mg/kg each) or 100 mg/kg (50 mg/kg 

each)) for 2 weeks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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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activates brown 

adipose tissue thermogenesis and mitochondrial activity 

(A) Representative images UCP1 immunostaining of paraffin 

sections from iWAT of mice treated with vehicle (CTL), mirabegron 

(Mira, 10 mg/kg)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for 2 weeks (Size bar  =  50 μm).  

(B) Triphenyltetrazolium chloride staining of BAT, iWAT and 

gonadal white adipose tissue (gWAT) from mice treated with 

vehicle (CTL), mirabegron (Mira, 10 mg/kg)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200 mg/kg (100 mg/kg each) for 

2 weeks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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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TGT 와 EMIQ 혼합물의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에 대한 항 비만 효

과 

HTGT와 EMIQ 혼합물의 항 비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고지

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이 사용되었다. Figure 8A와 같이 마우스

에게 8주간 고지방 식이를 먹인 후, 미라베그론 또는 혼합물을 2주간 

투여하였다. 투여기간 2주 동안 마우스의 몸무게 변화를 관찰하였고, 혼

합물 투여군의 체중이 유의미하게 감소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ure 8B, 

C).  체성분 검사를 통해서도 혼합물 투여군의 체지방량이 유의하게 감

소된 것이 관찰되었다(Figure 8D). 또한, 혼합물을 처리한 마우스의 모

든 지방조직에서 지방세포 크기가 작아진 것을 H&E 염색을 통해 보였

으며(Figure 8E), 이는 HTGT 와 EMIQ 혼합물의 지방세포 비대에 대

한 보호 효과를 나타낸다. 그러나 대변 지방 함량에는 유의한 변화가 없

었으며, 이는 혼합물 투여가 장내 지질 흡수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Figure 9A). 

또한 HTGT와 EMIQ 혼합물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더 큰 

VO2, VCO2 및 에너지 소비(EE)를 보였다(Figure 10A). BAT 및 

iWAT에서 UCP1, COXIV 및 medium-chain acyl-CoA 

dehydrogenase (MCAD)를 포함한 갈색 지방세포 마커와 미토콘드리아 

단백질의 발현양도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ure 11A. BAT: MCAD 

1.42 ± 0.02배 증가; COXIV 1.40 ± 0.03배 증가; Figure 10B. 

iWAT: UCP1 4.96 ± 0.51배 증가, MCAD 2.09 ± 0.04배 증가, 

COXIV 3.56 ± 0.37배 증가). 추가적으로 시행한 포도당 내성 실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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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혼합물 투여에 의해 당내성이 크게 개선되었으며 그 효과가 미라베

그론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Figure 12A). 

종합적으로, 위와 같은 실험 결과는 비만과 관련 대사질환에 

대한 HTGT 와 EMIQ 혼합물의 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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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protected mice from 

high-fat diet-induced obesity 

(A) Schematic diagram of experimental design and treatment 

schedule.  

(B) Body weight monitoring of high-fat diet (HFD) fed mic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and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n  =  6).  

(C) Body weight change of HFD fed mic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and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during 2 weeks of 

treatment (n  =  6).  

(D) Body composition of fat and lean of HFD fed mic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and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n  =  6).  

(E) Hematoxylin and eosin (H&E) staining of brown adipose tissue 

(BAT), inguinal white adipose tissue (iWAT) and gonadal white 

adipose tissue (gWAT) obtained from HFD fed mic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and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Size 

bar  =  50 μm)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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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did not affect fecal 

lipid contents 

(A) Lipid content in feces of HFD-fed mice treated with vehicle 

(CTL) or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E, 100 mg/kg each)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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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increased energy 

expenditure in diet-induced obese mice 

(A) Indirect calorimetry analysis of high-fat fed (HFD) mic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and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n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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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increased browning 

markers and mitochondrial contents in diet-induced obese mice 

(A-B) Immunoblot analysis of brown adipose tissue (BAT) and 

inguinal white adipose tissue (iWAT) obtained from HFD fed mic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and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n

  =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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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Co-treatment with HTGT and EMIQ improved glucose 

tolerance in diet-induced obese mice  

(A) Intraperitoneal glucose tolerance test (GTT) of HFD fed mice 

treated with vehicle control (CTL), mirabegron (Mira, 10 mg/kg) 

and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H  +  E, 100 mg/kg each) 

(n  =  6). 

 

 

 



 

 33 

IV. 고찰 

지방조직 열 생성의 활성화는 비만 및 관련 대사 질환의 치료 

대상으로서 상당한 주목을 받고 있다[5,26]. 이에 따라 갈색 지방조직을 

활성화하고 WAT에서 갈색지방화를 유도하여 항 비만 치료를 할 수 있

는 물질을 개발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이와 관련하여 본 

연구에서는 파이토케미칼 중 잠재적인 갈색지방화 유도제를 알아내는 것

을 목적으로 하였다. 본 연구는 HTGT와 EMIQ의 1:1 혼합물이 불멸화

된 갈색 지방선구세포에서 분화한 지방세포에서 갈색지방세포 마커 발현

과 미토콘드리아 함량을 크게 증가시켰으며, 이는 HTGT와 EMIQ가 갈

색지방세포의 열 생성 대사를 활성화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HTGT

와 EMIQ 혼합물 투여는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체중 

감소, 에너지 소비 증가 및 당 내성 개선으로 이어졌다. 이러한 항 비만 

효과는 지방조직의 미토콘드리아 함량 증가 때문이라 생각된다. 

본 연구는 HTGT가 GTE보다 UCP1 발현 유도에 상당히 큰 영

향을 미친다는 것을 입증했다. 인간과 마우스 모델에서 EGCG의 열 생

성 활성은 논란의 여지가 있지만 [18, 31], 선행 연구에서 EGCG가 백

색 지방세포의 UCP1 발현에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했

다. 가열 공정은 GCG 함량을 높이고 GTE의 함량을 감소시킬 수 있기 

때문에 GCG가 열 생성 활성을 담당하는 생물학적 활성 성분 중 하나일 

수 있다고 추측되었다. 실제로 GCG는 세포 실험에서 UCP1 발현을 증

가시켰다. HTGT의 열 생성 활성의 기초가 되는 분자 메커니즘을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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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하기 위해 GCG 및 HTGT의 다른 구성 요소의 생체 내 발열 효과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HTGT와 EMIQ 혼합물이 임상적으로 이용 가능

한 α3-아드레날린 수용체(β3-AR) 작용제인 미라베그론[32]과 유사

한 수준의 항 비만 효과를 발휘한다는 것을 입증하였다. β3-AR 신호

전달 경로는 지방조직에서 열 생성에 관여하는 주요 조절 메커니즘 중 

하나이다. 그 작용제는 잠재적인 항 비만 약물로 연구되었다[29, 33-

36]. 결과적으로, 미라베그론은 과활동성 방광 증후군을 치료하는 데 일

반적으로 사용되지만[32], 최근 그 항비만 효과를 평가하기 위한 임상

시험이 수행되고 있다[37]. 그러나 미라베그론은 또한 UCP1 의존성 지

방분해를 통해 죽상경화판을 악화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는[38] 대사

질환에 잠재적인 부작용을 시사한다. 

본 연구에서는 HTGT와 EMIQ 혼합물의 백색 지방조직에서의 

갈색지방화 효과를 연구하였다. 이전 연구는 EMIQ가 지방세포 분화를 

하향 조절하고, 동시에 생체 내에서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α의 활성화를 통해 지방산 산화 및 백색 지방조직 갈색지방

화를 유도한다는 것을 보여주었다[30]. 또 다른 연구는 케르세틴이 고

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beta-3 adrenergic 

receptor(ADRB3),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 (MAPK), 그리

고 AMPK 경로를 활성화함으로써 백색 지방조직의 갈색지방화 및 갈색 

지방조직의 비 떨림 열 생성을 증가시킨다는 것을 확인했다[41]. HTGT

와 EMIQ의 상승적 항 비만 효과의 기초가 되는 분자 메커니즘을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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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in vivo 모델에서는 혼

합물의 각 시약 흡수율 및 효율이 상이할 수 있으므로 혼합물의 배합비

율 및 in vitro 연구와의 연관성을 더 연구하고 검증할 필요가 있다. 

생체내 갈색지방화 효과는 CIDEA 리포터 마우스 모델의 비외과

적 촬영기법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비외과적 분자 이미징 촬영기법은 

수술을 통한 조직 샘플링을 필요로 하는 기존의 약물 선별 방법보다 더 

효율적인 용량-반응 평가를 가능하게 한다. 본 연구에서는 2주간의 고

용량 혼합물 투여군에서 저용량 혼합물 투여군보다 갈색 지방조직과 백

색 지방조직에서 CIDEA 발현 유도가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에서 항 비만 효과를 검증하기 위한 

최적의 용량으로 고용량이 선택되었다. 본 연구에서 확인하지는 않았지

만, 일반적인 건강기능식품의 소비 패턴을 고려했을 때 저용량 투여의 

장기투여 효과는 단기 투여 효과보다 임상 적용에 더 관련이 있으므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40]. 

본 연구는 지방조직 대사에 대한 HTGT와 EMIQ의 영향에 초

점을 맞췄다. 지방조직은 비만과 관련된 대사 질환에 관여하는 중심 대

사 기관이지만, 인슐린 민감성과 다른 대사 기관의 항 염증 효과와 같은 

HTGT와 EMIQ 혼합물의 잠재적인 건강상 이점은 더 많은 연구가 필요

하다. 

혼합물 투여는 여러 신호 경로가 동시에 표적이 될 수 있기 때

문에 시약의 효과를 상승적으로 증폭시킬 수 있다. 열 생성을 유도하는 

데에는 여러 non-canonical pathway 있고, 다중적으로 분자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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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활성화는 혼합물 치료는 비만과 관련된 대사 질환을 치료하기 위한 

좋은 전략이 될 것이다. 대사 증후군은 또한 다양한 대사 기관의 다양한 

병리학적 증상 및 조건과 관련이 있으므로 혼합 약물을 이용한 치료는 

단일 약물 치료보다 더 큰 효과를 보일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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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결론 

요약하면, 본 연구는 지방세포와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모델을 사용하여 HTGT와 EMIQ 혼합물의 상승적 항 비만 효과를 조사

했다. 본 연구 결과는 HTGT와 EMIQ 혼합물이 비만 및 관련 대사 질

환의 치료를 위한 유망한 치료제임을 시사한다. 



 

 38 

참고 문헌 

1. Hill JO, Melanson EL: Overview of the determinants of overweight 

and obesity: current evidence and research issues. Med Sci Sports 
Exerc 1999, 31:S515-521 DOI: 10.1097/00005768-199911001-

00005. 

2. Andolfi C, Fisichella PM: Epidemiology of Obesity and Associated 

Comorbidities. J Laparoendosc Adv Surg Tech A 2018, 28:919-

924 DOI: 10.1089/lap.2018.0380. 

3. Fenzl A, Kiefer FW: Brown adipose tissue and thermogenesis. 

Horm Mol Biol Clin Investig 2014, 19:25-37 DOI: 10.1515/hmbci-

2014-0022. 

4. Duncan RE, Ahmadian M, Jaworski K, Sarkadi-Nagy E, Sul HS: 

Regulation of lipolysis in adipocytes. Annu Rev Nutr 2007, 27:79-

101 DOI: 10.1146/annurev.nutr.27.061406.093734. 

5. Lee YH, Mottillo EP, Granneman JG: Adipose tissue plasticity from 

WAT to BAT and in between. Biochim Biophys Acta 2014, 

1842:358-369 DOI: 10.1016/j.bbadis.2013.05.011. 

6. Kohara A, Machida M, Setoguchi Y, Ito R, Sugitani M, Maruki-

Uchida H, Inagaki H, Ito T, Omi N, Takemasa T: Enzymatically 

modified isoquercitrin supplementation intensifies plantaris muscle 

fiber hypertrophy in functionally overloaded mice. J Int Soc Sports 
Nutr 2017, 14:32 DOI: 10.1186/s12970-017-0190-y. 

7. Li F, Gao C, Yan P, Zhang M, Wang Y, Hu Y, Wu X, Wang X, Sheng 

J: EGCG Reduces Obesity and White Adipose Tissue Gain Partly 

Through AMPK Activation in Mice. Front Pharmacol 2018, 9:1366 

DOI: 10.3389/fphar.2018.01366. 

8. Remely M, Ferk F, Sterneder S, Setayesh T, Roth S, Kepcija T, 

Noorizadeh R, Rebhan I, Greunz M, Beckmann J, et al: EGCG 

Prevents High Fat Diet-Induced Changes in Gut Microbiota, 

Decreases of DNA Strand Breaks, and Changes in Expression and 

DNA Methylation of Dnmt1 and MLH1 in C57BL/6J Male Mice. Oxid 
Med Cell Longev 2017, 2017:3079148 DOI: 

10.1155/2017/3079148. 

9. Zhou J, Mao L, Xu P, Wang Y: Effects of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on Energy Expenditure and Microglia-Mediated 

Hypothalamic Inflammation in Mice Fed a High-Fat Diet. Nutrients 
2018, 10 DOI: 10.3390/nu10111681. 

10. Chen IJ, Liu CY, Chiu JP, Hsu CH: Therapeutic effect of high-dose 

green tea extract on weight reduction: A 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clinical trial. Clin Nutr 2016, 35:592-599 DOI: 

10.1016/j.clnu.2015.05.003. 

11. Basu A, Sanchez K, Leyva MJ, Wu M, Betts NM, Aston CE, Lyons 

TJ: Green tea supplementation affects body weight, lipids, and lipid 

peroxidation in obese subjects with metabolic syndrome. J Am Coll 
Nutr 2010, 29:31-40 DOI: 10.1080/07315724.2010.10719814. 



 

 39 

12. Nagao T, Hase T, Tokimitsu I: A green tea extract high in 

catechins reduces body fat and cardiovascular risks in humans. 

Obesity (Silver Spring) 2007, 15:1473-1483 DOI: 

10.1038/oby.2007.176. 

13. Kim ES, Liang YR, Jin J, Sun QF, Lu JL, Du YY, Lin C: Impact of 

heating on chemical compositions of green tea liquor. Food 
Chemistry 2007, 103:1263-1267 DOI: 

10.1016/j.foodchem.2006.10.031. 

14. Wang L-F, Kim D-M, Lee CY: Effects of Heat Processing and 

Storage on Flavanols and Sensory Qualities of Green Tea Beverage. 

Journal of Agricultural and Food Chemistry 2000, 48:4227-4232 

DOI: 10.1021/jf0003597. 

15. Ikeda I, Hamamoto R, Uzu K, Imaizumi K, Nagao K, Yanagita T, 

Suzuki Y, Kobayashi M, Kakuda T: Dietary gallate esters of tea 

catechins reduce deposition of visceral fat, hepatic triacylglycerol, 

and activities of hepatic enzymes related to fatty acid synthesis in 

rats. Biosci Biotechnol Biochem 2005, 69:1049-1053 DOI: 

10.1271/bbb.69.1049. 

16. Bae HJ, Kim J, Jeon SJ, Kim J, Goo N, Jeong Y, Cho K, Cai M, Jung 

SY, Kwon KJ, Ryu JH: Green tea extract containing enhanced 

levels of epimerized catechins attenuates scopolamine-induced 

memory impairment in mice. Journal of Ethnopharmacology 2020, 

258:112923 DOI: https://doi.org/10.1016/j.jep.2020.112923. 

17. Hasumura M, Yasuhara K, Tamura T, Imai T, Mitsumori K, Hirose 

M: Evaluation of the toxicity of enzymatically decomposed rutin 

with 13-weeks dietary administration to Wistar rats. Food and 
Chemical Toxicology 2004, 42:439-444 DOI: 

https://doi.org/10.1016/j.fct.2003.10.006. 

18. Kim SN, Kwon HJ, Akindehin S, Jeong HW, Lee YH: Effects of 

Epigallocatechin-3-Gallate on Autophagic Lipolysis in Adipocytes. 

Nutrients 2017, 9 DOI: 10.3390/nu9070680. 

19. Son Y, Choi C, Song C, Im H, Cho YK, Son JS, Joo S, Joh Y, Lee YJ, 

Seong JK, Lee Y-H: Development of CIDEA reporter mouse model 

and its application for screening thermogenic drugs. Scientific 
Reports 2021, 11:18429 DOI: 10.1038/s41598-021-97959-0. 

20. Poekes L, Gillard J, Farrell GC, Horsmans Y, Leclercq IA: 

Activation of brown adipose tissue enhances the efficacy of caloric 

restriction for treatment of nonalcoholic steatohepatitis. Laboratory 
Investigation 2019, 99:4-16 DOI: 10.1038/s41374-018-0120-x. 

21. Cho YK, Son Y, Saha A, Kim D, Choi C, Kim M, Park J-H, Im H, 

Han J, Kim K, et al: STK3/STK4 signalling in adipocytes regulates 

mitophagy and energy expenditure. Nature Metabolism 2021, 

3:428-441 DOI: 10.1038/s42255-021-00362-2. 

22. Liu D, Lin Y, Kang T, Huang B, Xu W, Garcia-Barrio M, Olatinwo M, 

Matthews R, Chen YE, Thompson WE: Mitochondrial dysfunction 

and adipogenic reduction by prohibitin silencing in 3T3-L1 cells. 

PLoS One 2012, 7:e34315 DOI: 10.1371/journal.pone.0034315. 

23. Warnke I, Goralczyk R, Fuhrer E, Schwager J: Dietary constituents 

https://doi.org/10.1016/j.jep.2020.112923
https://doi.org/10.1016/j.fct.2003.10.006


 

 40 

reduce lipid accumulation in murine C3H10 T1/2 adipocytes: A 

novel fluorescent method to quantify fat droplets. Nutrition & 
metabolism 2011, 8:30-30 DOI: 10.1186/1743-7075-8-30. 

24. Bugge A, Dib L, Collins S: Chapter Thirteen - Measuring 

Respiratory Activity of Adipocytes and Adipose Tissues in Real 

Time. In Methods in Enzymology. Volume 538. Edited by 

MacDougald OA: Academic Press; 2014: 233-247 

25. Li P, Zhu Z, Lu Y, Granneman JG: Metabolic and cellular plasticity 

in white adipose tissue II: role of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alpha. Am J Physiol Endocrinol Metab 2005, 

289:E617-626 DOI: 10.1152/ajpendo.00010.2005. 

26. Kim SN, Ahn SY, Song HD, Kwon HJ, Saha A, Son Y, Cho YK, Jung 

YS, Jeong HW, Lee YH: Antiobesity effects of coumestrol through 

expansion and activation of brown adipose tissue metabolism. J 
Nutr Biochem 2020, 76:108300 DOI: 

10.1016/j.jnutbio.2019.108300. 

27. Ayala JE, Samuel VT, Morton GJ, Obici S, Croniger CM, Shulman GI, 

Wasserman DH, McGuinness OP: Standard operating procedures 

for describing and performing metabolic tests of glucose 

homeostasis in mice. Dis Model Mech 2010, 3:525-534 DOI: 

10.1242/dmm.006239. 

28. Kraus D, Yang Q, Kahn BB: Lipid Extraction from Mouse Feces. Bio 
Protoc 2015, 5 DOI: 10.21769/bioprotoc.1375. 

29. Nahon KJ, Janssen LGM, Sardjoe Mishre ASD, Bilsen MP, van der 

Eijk JA, Botani K, Overduin LA, Ruiz JR, Burakiewicz J, 

Dzyubachyk O, et al: The effect of mirabegron on energy 

expenditure and brown adipose tissue in healthy lean South Asian 

and Europid men. Diabetes, obesity & metabolism 2020, 22:2032-

2044 DOI: 10.1111/dom.14120. 

30. Jiang H, Yoshioka Y, Yuan S, Horiuchi Y, Yamashita Y, Croft KD, 

Ashida H: Enzymatically modified isoquercitrin promotes energy 

metabolism through activating AMPKα in male C57BL/6 mice. 

Food Funct 2019, 10:5188-5202 DOI: 10.1039/c9fo01008d. 

31.  Choi C, Song HD, Son Y, Cho YK, Ahn SY, Jung YS, Yoon YC, Kwon 

SW, Lee YH: Epigallocatechin-3-Gallate Reduces Visceral 

Adiposity Partly through the Regulation of Beclin1-Dependent 

Autophagy in White Adipose Tissues. Nutrients 2020, 12 DOI: 

10.3390/nu12103072. 

32. Takasu T, Ukai M, Sato S, Matsui T, Nagase I, Maruyama T, 

Sasamata M, Miyata K, Uchida H, Yamaguchi O: Effect of (R)-2-

(2-aminothiazol-4-yl)-4'-{2-[(2-hydroxy-2-

phenylethyl)amino]ethyl} acetanilide (YM178), a novel selective 

beta3-adrenoceptor agonist, on bladder function. J Pharmacol Exp 
Ther 2007, 321:642-647 DOI: 10.1124/jpet.106.115840. 

33. Arch JR, Ainsworth AT, Cawthorne MA, Piercy V, Sennitt MV, 

Thody VE, Wilson C, Wilson S: Atypical beta-adrenoceptor on 

brown adipocytes as target for anti-obesity drugs. Nature 1984, 

309:163-165 DOI: 10.1038/309163a0. 



 

 41 

34. O'Mara AE, Johnson JW, Linderman JD, Brychta RJ, McGehee S, 

Fletcher LA, Fink YA, Kapuria D, Cassimatis TM, Kelsey N, et al: 

Chronic mirabegron treatment increases human brown fat, HDL 

cholesterol, and insulin sensitivity. J Clin Invest 2020, 130:2209-

2219 DOI: 10.1172/jci131126. 

35. Baskin AS, Linderman JD, Brychta RJ, McGehee S, Anflick-

Chames E, Cero C, Johnson JW, O'Mara AE, Fletcher LA, Leitner 

BP, et al: Regulation of Human Adipose Tissue Activation, 

Gallbladder Size, and Bile Acid Metabolism by a β3-Adrenergic 

Receptor Agonist. Diabetes 2018, 67:2113-2125 DOI: 

10.2337/db18-0462. 

36. Hao L, Scott S, Abbasi M, Zu Y, Khan MSH, Yang Y, Wu D, Zhao L, 

Wang S: Beneficial Metabolic Effects of Mirabegron In Vitro and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J Pharmacol Exp Ther 2019, 

369:419-427 DOI: 10.1124/jpet.118.255778. 

37. Finlin BS, Memetimin H, Zhu B, Confides AL, Vekaria HJ, El Khouli 

RH, Johnson ZR, Westgate PM, Chen J, Morris AJ, et al: The β3-

adrenergic receptor agonist mirabegron improves glucose 

homeostasis in obese humans. The Journal of Clinical Investigation 
2020, 130:2319-2331 DOI: 10.1172/JCI134892. 

38. Sui W, Li H, Yang Y, Jing X, Xue F, Cheng J, Dong M, Zhang M, Pan 

H, Chen Y, et al: Bladder drug mirabegron exacerbates 

atherosclerosis through activation of brown fat-mediated lipolysis. 

Proceedings of the National Academy of Sciences 2019, 116:10937 

DOI: 10.1073/pnas.1901655116. 

39. Pei Y, Otieno D, Gu I, Lee SO, Parks JS, Schimmel K, Kang HW: 

Effect of quercetin on nonshivering thermogenesis of brown 

adipose tissue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J Nutr 
Biochem 2021, 88:108532 DOI: 10.1016/j.jnutbio.2020.108532. 

40. Block G, Jensen CD, Norkus EP, Dalvi TB, Wong LG, McManus JF, 

Hudes ML: Usage patterns, health, and nutritional status of long-

term multiple dietary supplement users: a cross-sectional study. 

Nutrition Journal 2007, 6:30 DOI: 10.1186/1475-2891-6-30. 

 

 

 

 

 

 

 



 

 42 

Abstract 

Anti-obesity Effects of Heat-

transformed Green Tea Extract 

Through the Activation of 

Adipose Tissue Thermogenesis 
 

Hyeonyeong IM 

College of Pharmacy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Adipose tissue thermogenesis is regarded as a therapeutic 

target to increase energy expenditure and ultimately to combat 

obesity.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rmogenic and anti-

obesity effects of heat-transformed green tea extract (HTGT) and 

enzymatically modified quercetin (EMIQ). The effects of HTGT and 

its major bioactive constituent, gallocatechin-3-gallate (GCG) on 

uncoupling protein 1 expression and mitochondrial activity were 

monitored using brown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immortalized 

brown pre-adipocytes. Next, the efficient dose and ratio of the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were determined in upregulating 

lipolysis and mitochondrial metabolism in brown adipocytes. Then 

the in vivo browning effect of the combination treatment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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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nitored by non-invasive imaging of a CIDEA reporter mouse 

model and the optimal dose of the HTGT and EMIQ combination for 

in vivo treatment was determined. The combination treatment 

synergistically increased lipolysis and mitochondrial content and 

activity in adipose tissue. Furthermore, the HTGT and EMIQ 

combination increased energy expenditure and protected mice from 

high-fat diet- induced obesity. These finding suggested that the 

combination of HTGT and EMIQ is a promising therapeutic agent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and its related metabolic diseases. 

 

 

Keywords : HTGT, EMIQ, Adipose tissue, Thermogenesis 

activation,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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