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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on the adipogenesis in 3T3-L1

cells, lipolysis in rat epididymal adipocytes and histological changes in porcine adipose tissue. 

Methods Inhibiton of preadipocyte differentiation and/or stimulation of lipolysis play important roles in reducing obesity. 3T3-
L1 preadipocytes were differentiated with adipogenic reagents by incubating for 3 day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hot pepper extract or capsaicin ranging from 0.01 to 1㎎/㎖. The effects of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on
adipogenesis were examined by measuring GPDH activity and by Oil Red O staining. Mature adipocytes from rat
epididymal fat pad was incubated with hot pepper extract or capsaicin ranging from 0.01 to 1㎎/㎖ for 3 hrs. The
effects of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on lipolysis were examined by measuring free glycerol released. Fat tissue
from pig skin was injected with hot pepper extract or capsaicinCFP ranging from 0.1 to 10㎎/㎖ to examine the effects
of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on histological changes under light microscopy.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present study on adipogenesis of preadipocytes, lipolysis of adipocytes and 

histological changes in fat tissue.

1.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inhibited adipogenic differentiation at the concentration of 0.1 and 0.01㎎/㎖,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capsaicin was more effective in inhibiting adipogenesis than hot pepper extract.

2.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decreased the activity of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GPDH) at the

concentration of 0.1 and 0.01㎎/㎖, respectively, indicating that capsaicin was more effective in inhibiting

adipogenic differentiation than hot pepper extract.

3.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increased glycerol release at the concentration of 0.1㎎/㎖. There was no

difference in lipolytic activity between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at the corresponding concentration.

4.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caused shrinkage of fat cells, resulting in cell death at the concentration of 1.0

㎎/㎖, although capsaicin exerted this action over wide area than hot pepper extract.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hot pepper extract and capsaicin efficiently inhibited adipogenesis, increased lipolysis of

adipocytes and caused to shrink fat cells. Future studies are needed to make use of hot pepper extract pharmacopuncture

for the treatment of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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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주)오리엔트바이오로부터 구입한 6주령 수컷

Sprague-Dawley rat를 실험동물로 사용하 다. 본 실험

실에서 사료와 물은 무제한 공급하 고, 사육실 온도는

20-25℃를 유지하 으며,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조절하

다.

4) 돼지의 지방 조직

풍부한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 돼지의 복부 조직을 강원

도 원주시 인근의 도축장의 협조를 얻어 도살 직후 잘라내

어 사용 전 최 4시간까지 냉장 보관하여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농도별로 지방조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

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方法

1) 지방합성 측정

3T3-L1 mouse embryo fibroblast는 Singh 등13)의 방

법에 따라 배양하 다. 즉, 3T3 세포들은 10% bovine

calf serum를 포함한 DMEM 배지를 사용하여 8.5×103

세포 수/㎠이 되도록 60㎜ culture dish에 분주한 다음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100% confluence

에 도달(Day 0)하면, 3T3 세포들은 10% fetal bovine

serum, 1.7μM insulin, 0.5mM IBMX, 1μM

dexamethasone을 포함한 DMEM 배지로 교체하고 3일

동안 배양하여 분화를 유도하 다. 고추 추출물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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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緖論

비만은 산업화가 발전할수록 사회적으로 심화되는 특

징을 지닌 사성 질환으로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 동맥경화, 심근경색 등의 심ㆍ혈관계질환

이나 당뇨, 간경변증 등 만성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퇴행성 관절염, 전립선 질환,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비만을 예방하는 방법은 음식으로 인한 칼로리의 과도

한 섭취를 줄이고, 운동 등을 통해서 에너지의 소비를 늘

리며,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증식과 지질생성을 줄이며, 지

질 분해와 지방의 산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

고추는 가지과의 한해살이풀에 속하는 고추(Capsicum

annuum L.) 또는 그 변종의 열매2)로 원산지는 남미이며

현재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남아 지방에서 널리 이용하고

있는 주요 향신료이다. 한의학 문헌에는 蕃椒, 苦椒, 秦椒,

辣椒, 등으로 불리고 있으며 氣는 熱하고 味는 辛이며 溫

中散寒, 開胃, 消食의 효능이 있어 寒滯腹痛, 嘔吐, 瀉痢,

腫瘡, 옴 등을 치료한다고 하 다3).  

고추는 향신료로서 뿐만 아니라 건위제, 방부제, 색상

효과 등 다양한 용도로 우리나라에서 사랑받는 식품 중의

하나로 고추의 맛과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가 바로

매운 맛이다. 고추의 매운 맛은 capsaicinoids라는 물질

로,capsaicin,dihydrocapsaicin, nordihydrocapsaicin

homocapsaicin, homodihydrocapsaicin의 5종의 동족

체로 구성된다. 이 중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이

매운 맛의 주성분이며4) 고추에는 0.2-0.6%의 capsaicin

이 함유되어 있다. 고추나 capsaicin의 효능에 한 연구

로는 생체 내에서의 지질 사 증진5-7), 체액성 면역 항진

및 항성인병 효과8), 기능성 소화불량의 개선9), 에너지

사율 항진10-11) 그리고 살균작용12) 등이 있다.

특히 최근 capsaicin이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와 증식을

억제한다는 연구보고7)에 착안하여 고추와 capsaicin이 국

소 비만 치료제로 사용이 가능한지를 검토하고 약침제제

로 응용이 가능한지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를 기획하

다. 

지방세포의 분화억제 효능은 지방세포인 3T3-L1 cell

line에 청량고추와 capsaicin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배양

한 후 분화과정을 관찰하 고, 지방의 분해효과는

Sprague-Dawley rat의 정소상체 지방세포에 처리하여

glycerol 양을 측정하 으며, 지방 조직의 세포사는 신선

한 돼지의 지방육에 농도별로 처리한 후 조직학적 관찰을

시도하 다. 이에 유의한 결론을 얻어 보고하는 바이다. 

Ⅱ. 實驗 材料 및 方法

1. 材料

1)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시료로 사용한 고추는 청양고추라고 불리는 매운 맛이

강한 고추로 시중에서 구입하여 음건에서 건조하 다. 분

쇄한 시료 200g을 95% ethanol(HPLC-grade)과 혼합한

후 4시간 가열하여 추출하 다. 이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얻은 추출액을 Whatman No. 2 여과지로 여과하여 불순

물을 제거한 뒤, 여과액을 60℃에서 감압 농축시켰으며,

동결 건조 후 23.89g의 추출물을 회수하 다. 고추 추출

물은 200㎎/㎖의 농도로 DMSO(dimethylsulfoxide)에

녹여 상온에서 보관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Capsaicin은 Fluka Co.(Switzerland)로부터 구입하

으며 natural 형태(65% capsaicin, 35% dihydrocapsaic

in)로써 100㎎/㎖의 농도로 DMSO에 녹여 상온에서 보관

한 후 실험에 사용하 다. 

2) 3T3-L1 지방세포 및 시약

3T3-L1 mouse embryo fibroblast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하 고,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DMEM)와 bovine calf serum은

GIBCO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streptomycin

mixture 및 DMSO는 Cambrex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dexamethasone, Insulin, dexamethasone,

amphotericin B, collagenase, bovine serum

albumin, isobutylmethylxanthine(IBMX), 등 세포배양

에 사용된 기타 시약들과 생화학 분석에 사용된 시약들은

Sigma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

든 시료와 용매들은 세포 배양 또는 분석급 이상으로 사용

하 다.

150 한약침학회지 제11권 제1호(2008년 3월)

Fig. 1. The pathway for lipid biosynthesis. Lipid biosynthesis occurs through sequential binding of the fatty acids

activated as acyl-CoAs to glycerol-3-phospate. In the liver, glycerol-3-phospate is generated from glycerol by

the action of glycerol kinas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glycerol kinase in the adipose tissue and

muscles, glycerol-3-phospate is generated from glucose by the way of dihydroxyacetone phos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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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etal bovine serum, penicillin-streptomycin

mixture 및 DMSO는 Cambrex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dexamethasone, Insulin, dexamethasone,

amphotericin B, collagenase, bovine serum

albumin, isobutylmethylxanthine(IBMX), 등 세포배양

에 사용된 기타 시약들과 생화학 분석에 사용된 시약들은

Sigma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

든 시료와 용매들은 세포 배양 또는 분석급 이상으로 사용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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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athway for lipid biosynthesis. Lipid biosynthesis occurs through sequential binding of the fatty acids

activated as acyl-CoAs to glycerol-3-phospate. In the liver, glycerol-3-phospate is generated from glycerol by

the action of glycerol kinas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glycerol kinase in the adipose tissue and

muscles, glycerol-3-phospate is generated from glucose by the way of dihydroxyacetone phosp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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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포의 분해 측정

Rodbell 방법17)을 수정한 Zalatan 등의 방법 18)에 따라

실시하여 rat의 성숙 지방세포에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첨가하여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 다. 

처리시약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McGowan 등의 방법19)에 따라 배양액내 glycerol 함

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3) 돼지 지방세포의 용해 측정

도살직후 채취한 지방 조직을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

정시킨 것과 본 시료를 녹이는데 사용한 100% DMSO 용

액으로 처치한 지방 조직을 조군으로 하여 비교 관찰하

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각각 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로 희석하여 1.0㎖, 26gage 주사기(녹십

자)에 준비한 후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바늘 깊이

는 표적조직의 포화를 목적으로 돼지조직의 가장자리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주입하 다. 인산염완충액 식염수로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후, 생검 검사물을 주입한 자

리에서 추출하 다. 실험은 세 번 반복 시행하 다. 조직

을 포름알데히드에 고착시키고 파라핀에 고정시킨 후 H-

E staining을 실행하 다. 검사물은 조직학 전문가에 의

해 평가되었다.

4) 통계 분석

처리시약의 농도별 지방합성 및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

과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조사하 으며, 평균값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20)를 사용하여

p<0.05에서 유의성을 조사하 다.

Ⅲ. 結果

1.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

1) 3T3 지방전구세포(preadipocyte)의 배양

3T3 미분화 지방세포(preadipocyte, Fig. 2 A)를 배양

한 결과 배양 10일째에 성숙된 지방세포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Fig. 2 B). 지방세포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

포질 내에 축적된 triglyceride(중성지방)을 염색하는 시

약인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성숙

지방세포의 형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C&D). 

2) 농도별 분화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각각 1.0, 0.1, 그리고 0.01

㎎/㎖의 농도로 하여 3T3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

서 배지에 처리한 후 농도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그 결과 고추 추출물은 조군에 비하여 0.01㎎/㎖ 농도

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0.1㎎/㎖의 농도에서

는 지방세포의 형성을 억제하 고, 1.0㎎/㎖ 농도에서는

거의 부분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C-E).  

Capsaicin은 조군에 비하여 0.01㎎/㎖의 농도에서부

터 분화 억제 양상을 나타내었고, 0.1㎎/㎖의 농도에서는

현저한 억제를, 그리고 1.0㎎/㎖에서는 지방전구세포조차

파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F-H).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역시 고

추 추출물은 0.1㎎/㎖의 농도에서, capsaicin은 전 농도에

서 조군에 비하여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d-h). 

특히 1.0㎎/㎖에서는 지방전구세포조차 파괴되어 세포

의 일부분만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저

농도에서부터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기전에 작용하고, 농

도 의존적으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고추 추출물보다는

capsaicin의 분화억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GPDH 활성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

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PDH 활

성을 측정하 다. 

미분화 3T3 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포로 전환

됨에 따라 GPDH 효소 활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추

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분화배지로 분화가 유도된 3T3 지

방세포(Control)에서 GPDH 활성은 78.9mU/min/㎎

protein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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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이 지방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다

양한 농도의 추출물이 포함된 분화 유도 배지로 3일 동안

3T3 세포들을 배양하 다. 분화 유도가 끝난 뒤 실험 종료

시(Day 10)까지 10% fetal bovine serum과 167nM

insulin이 포함된 DMEM 배지로 배양하 다. 세포배양액

은 2일 간격으로 교체하 다. 추출물이 지방합성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 종료시(Day 10) Oil Red O

염색및 glycerol-3-phosphatedehydrogenase(GPDH)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① Oil Red O 염색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

포로의 분화(지방합성)에 미치는 향은 Negrel 과 Dani

의 방법14)에 따라 Oil Red O 염색을 실시하 다. 즉, 실험

종료시(day 10)에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한 다음 10% formaldehyde로 10분

간 고정시켰다. 증류수로 세척하고 Oil red O 염색용액으

로 10-20분간 배양하 으며,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세포

내 지방 축적을 관찰하 다.

② GPDH 활성

지방세포의 분화에 한 탐침자로서 GPDH 활성을 측

정하 다. 3T3 세포들이 100% confluence에 도달한 day

0에 추출물이 포함된 분화배지로 3일간 세포배양을 하

고, day 10에 culture dish로부터 세포를 분리하여

sonication 시켰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수거하 다. 

상등액 내의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

치는 향은 지방 생성 및 GPDH 활성을 측정함으로서 조

사하 다. 분화 과정 동안 청량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을 처치하고 세포를 배양한 뒤 plate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다음, sonication시키고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수거하

다. 상등액내의 GPDH 활성은 Wise와 Green의 방법15)

에 따라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340㎚에서의 흡

광도 변화를 측정하 다. GPDH 활성은 mU/㎎ 단백질로

표시하며, 1mU 활성은 분당 1n㏖의 NADH 산화와 동등

한 값을 나타낸다(Fig. 1).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BSA)을 표준시약으로 사용하여 Bradford  방법
16)에 따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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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ght microscopic image of preadipocyte and adipocyte(×100).

A: Undifferentiated cell 

B: Adipocyte induced to differentiation

C: Undifferentiated cell stained with Oil Red O

D: Differentiat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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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방세포의 분해 측정

Rodbell 방법17)을 수정한 Zalatan 등의 방법 18)에 따라

실시하여 rat의 성숙 지방세포에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첨가하여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

치는 향을 조사하 다. 

처리시약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McGowan 등의 방법19)에 따라 배양액내 glycerol 함

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3) 돼지 지방세포의 용해 측정

도살직후 채취한 지방 조직을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

정시킨 것과 본 시료를 녹이는데 사용한 100% DMSO 용

액으로 처치한 지방 조직을 조군으로 하여 비교 관찰하

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각각 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로 희석하여 1.0㎖, 26gage 주사기(녹십

자)에 준비한 후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바늘 깊이

는 표적조직의 포화를 목적으로 돼지조직의 가장자리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주입하 다. 인산염완충액 식염수로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후, 생검 검사물을 주입한 자

리에서 추출하 다. 실험은 세 번 반복 시행하 다. 조직

을 포름알데히드에 고착시키고 파라핀에 고정시킨 후 H-

E staining을 실행하 다. 검사물은 조직학 전문가에 의

해 평가되었다.

4) 통계 분석

처리시약의 농도별 지방합성 및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

과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조사하 으며, 평균값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20)를 사용하여

p<0.05에서 유의성을 조사하 다.

Ⅲ. 結果

1.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

1) 3T3 지방전구세포(preadipocyte)의 배양

3T3 미분화 지방세포(preadipocyte, Fig. 2 A)를 배양

한 결과 배양 10일째에 성숙된 지방세포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Fig. 2 B). 지방세포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세

포질 내에 축적된 triglyceride(중성지방)을 염색하는 시

약인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성숙

지방세포의 형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Fig. 2

C&D). 

2) 농도별 분화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각각 1.0, 0.1, 그리고 0.01

㎎/㎖의 농도로 하여 3T3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

서 배지에 처리한 후 농도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그 결과 고추 추출물은 조군에 비하여 0.01㎎/㎖ 농도

에서는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0.1㎎/㎖의 농도에서

는 지방세포의 형성을 억제하 고, 1.0㎎/㎖ 농도에서는

거의 부분의 분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C-E).  

Capsaicin은 조군에 비하여 0.01㎎/㎖의 농도에서부

터 분화 억제 양상을 나타내었고, 0.1㎎/㎖의 농도에서는

현저한 억제를, 그리고 1.0㎎/㎖에서는 지방전구세포조차

파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F-H).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역시 고

추 추출물은 0.1㎎/㎖의 농도에서, capsaicin은 전 농도에

서 조군에 비하여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4 d-h). 

특히 1.0㎎/㎖에서는 지방전구세포조차 파괴되어 세포

의 일부분만이 관찰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저

농도에서부터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기전에 작용하고, 농

도 의존적으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고추 추출물보다는

capsaicin의 분화억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3) GPDH 활성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

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PDH 활

성을 측정하 다. 

미분화 3T3 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포로 전환

됨에 따라 GPDH 효소 활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추

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분화배지로 분화가 유도된 3T3 지

방세포(Control)에서 GPDH 활성은 78.9mU/min/㎎

protein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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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이 지방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다

양한 농도의 추출물이 포함된 분화 유도 배지로 3일 동안

3T3 세포들을 배양하 다. 분화 유도가 끝난 뒤 실험 종료

시(Day 10)까지 10% fetal bovine serum과 167nM

insulin이 포함된 DMEM 배지로 배양하 다. 세포배양액

은 2일 간격으로 교체하 다. 추출물이 지방합성에 미치

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 종료시(Day 10) Oil Red O

염색및 glycerol-3-phosphatedehydrogenase(GPDH)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① Oil Red O 염색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

포로의 분화(지방합성)에 미치는 향은 Negrel 과 Dani

의 방법14)에 따라 Oil Red O 염색을 실시하 다. 즉, 실험

종료시(day 10)에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척한 다음 10% formaldehyde로 10분

간 고정시켰다. 증류수로 세척하고 Oil red O 염색용액으

로 10-20분간 배양하 으며,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세포

내 지방 축적을 관찰하 다.

② GPDH 활성

지방세포의 분화에 한 탐침자로서 GPDH 활성을 측

정하 다. 3T3 세포들이 100% confluence에 도달한 day

0에 추출물이 포함된 분화배지로 3일간 세포배양을 하

고, day 10에 culture dish로부터 세포를 분리하여

sonication 시켰고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수거하 다. 

상등액 내의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

치는 향은 지방 생성 및 GPDH 활성을 측정함으로서 조

사하 다. 분화 과정 동안 청량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을 처치하고 세포를 배양한 뒤 plate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다음, sonication시키고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수거하

다. 상등액내의 GPDH 활성은 Wise와 Green의 방법15)

에 따라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340㎚에서의 흡

광도 변화를 측정하 다. GPDH 활성은 mU/㎎ 단백질로

표시하며, 1mU 활성은 분당 1n㏖의 NADH 산화와 동등

한 값을 나타낸다(Fig. 1).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BSA)을 표준시약으로 사용하여 Bradford  방법
16)에 따라 측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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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ight microscopic image of preadipocyte and adipocyte(×100).

A: Undifferentiated cell 

B: Adipocyte induced to differentiation

C: Undifferentiated cell stained with Oil Red O

D: Differentiated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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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inhibitory effects of hot pepper and capsaicin to the preadipocyte differentiation. 

A : Undifferentiation(×100) 

B : Control : 3T3 cells were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 during 3 days for differentiation 

C : 0.01㎎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D : 0.1㎎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E : 1.0㎎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F : 0.01㎎ /㎖ capsaicin was treated

G : 0.1㎎ /㎖ capsaicin was treated

H : 1.0㎎ /㎖ capsaicin was treated 

Control

0.01

㎎ /㎖

0.1

㎎ /㎖

1.0

㎎ /㎖

Hot Pepper Ext Capsaicin

Fig. 4. The inhibitory effects of Hot pepper and Capsaicin on the preadipocyte differentiation. 

All cells were stained with Oil red O. 

A : not progressed differentiation(×100) 

B :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 

C : 0.01㎎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with 3T3 preadipocytes

D : 0.1㎎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E : 1.0㎎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F : 0.01㎎ /㎖ capsaicin was treated

G : 0.1㎎ /㎖ capsaicin was treated

H : 1.0㎎ /㎖ capsaicin was treated

Control

0.01

㎎ /㎖

0.1

㎎ /㎖

1.0

㎎ /㎖

Hot Pepper Ext Capsa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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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 0.01㎎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with 3T3 preadipocytes

D : 0.1㎎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E : 1.0㎎ /㎖ extract of hot pepper was tre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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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서 주입하 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시

술 부위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용 색소를 희석

하여 사용하 고, 생체와 가장 근접한 환경을 설정하기 위

하여 인산염완충액 식염수로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후, 생검 검사물을 주입한 자리에서 추출하여 H-E

staining을 실행한 후 관찰하 다.

조군으로는 각각의 extract를 희석하는데 사용된

100% DMSO를 처치하여 세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관찰하 다. 그 결과 DMSO의 처치가 지방세포에 약간의

손상을 주기는 하지만 결과의 관찰에 큰 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청량고추 추출물은 전 농도

에서 지방세포에 큰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조

직의 결합을 농도 의존적으로 분리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Capsaicin 역시 전 농도에서 청량고추 추

출물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청량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1.0㎎/㎖의 농도에서 세포를 수축시켜 세

포사멸을 일으키는 특이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

히 capsaicin이 더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7).

Ⅳ. 考察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膏粱厚味, 先天稟賦, 久臥

久坐, 外感, 內傷 등으로 인한 氣虛, 氣滯, 濕痰, 血瘀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21) 穀氣勝元氣22), 脾胃俱旺, 脾胃俱虛, 脾

困邪勝23), 痰飮, 氣虛24,25) 등으로 보고 있고, 補氣健脾, 祛

濕化痰 등의 치료법이 이용되며26), 東醫寶鑑에서도 肥不及

瘦라 하여27) 건강한 생활을 위하는데 있어 비만은 바람

직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고추는 蕃椒, 苦椒, 秦椒, 辣椒, 辣茄, 辣虎, 臘茄, 海椒,

辣角 등으로 불리는 향신료로 氣는 熱하고 味는 辛하며 脾

經에 入하며, 溫中散寒, 開胃, 消食의 효능이 있어 寒滯腹

痛, 嘔吐, 瀉痢, 凍瘡, 疥癬 등을 치료한다고 하 다3). 음식

의 맛을 향상시키고, 또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으

며 주로 음식의 맛을 내는 향신료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최

근 성인병의 치료나 well-being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고추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추의 주요 성분은 capsanthin, capaorubin,

vitamin, capsaicin, 유기산 등이 있으며 고추의 매운 맛

은 capsaicinoids 성분으로, capsaicin〔(CH3)2CHCH =

CH(CH2)4-〕, dihydrocapsaicin〔(CH3)CH(CH2)6-〕,

nordihydrocapsaicin〔(CH3)2CH(CH2)6-〕,

homocapsaicin, homodihydrocapsaicin의 5종의 동족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지방세포 사에 미치는 향 157156 한약침학회지 제11권 제1호(2008년 3월)

고추 추출물의 첨가 농도에 따른 GPDH 활성은 0.01,

0.1 및 1.0㎎/㎖ 농도 첨가에 따라 각각 72.3, 44.7 및

29.7mU/min/㎎ protein으로 감소하여, 0.1㎎/㎖ 농도에

서부터 지방합성을 유의적으로 억제하 다. 

Capsaicin은 0.01, 0.1 및 1.0㎎/㎖ 농도 첨가에 따라

GPDH 활성은 각각 51.0, 30.6, 및 14.0mU/min/㎎

protein으로 감소하여 0.01㎎/㎖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GPDH 활성을 감소시켰다(Table 2.).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합성 억제효과를 비교

해 보면, Fig. 5에서와 같이 전 농도에서 capsaicin이 고

추 추출물에 비해 GPDH 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켜

지방세포 합성의 억제작용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2. 지방세포의 분해(lipolysis)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

해에 미치는 향은 glycerol 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control)에서 성숙한 분

화세포를 3시간 배양한 결과 방출된 glycerol 농도는

109.9μM이었다. 

청량고추 추출물이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과는 0.01㎎/

㎖ 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0.1㎎/㎖부터 농도가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

다. 0.1과 1.0㎎/㎖의 glycerol 농도 역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5)(Table 3.).

Capsaicin 역시 0.01㎎/㎖ 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0.1㎎/㎖부터 농도가 높

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0.1㎎/㎖와 1.0㎎/㎖의

glycerol 농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분해를 촉진시켰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분해 효과를 비교한 결

과,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6).

3. 돼지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각각 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로 희석하여 1.0㎖, 26gage 주사기에 준

비한 후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바늘 깊이는 표적조

직의 포화를 목적으로 돼지조직의 가장자리에서 육안으로

(Table 2) The effects of Hot pepper and Capsaicin

on glycerol-3-phosphatedehydrogenase

(GPDH) activity in 3T3 adipocytes.

Treatment

Control

Hot pepper

Hot pepper

Hot pepper

Capsaicin  

Capsaicin  

Capsaicin  

Concentration

0.01 ㎎ /㎖

0.1 ㎎ /㎖

1.0 ㎎ /㎖

0.01 ㎎ /㎖

0.1 ㎎ /㎖

1.0 ㎎ /㎖

GPDH activity1,2

(mU/min/mg protein)

78.9 ± 2.9a

72.3 ± 4.5a

44.7 ± 5.3b

29.7 ± 7.4c

51.0 ± 5.9b

30.6 ± 5.1c

14.0 ± 6.6d

1  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Fig. 5. The effect of Hot pepper and Capsaicin on the

inhibition of GPDH(mU/min/㎖ protein) activity in rat

primary epididymal adi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0.01, 0.1 and 1.0㎎ /㎖ concentration for 72hrs.

Results are the mean±SD(n=2), and analyze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3) he effect of Hot pepper and Capsaicin

on theglycerol release by rat epididymal

adipocytes

Treatment

Control

Hot pepper

Hot pepper

Hot pepper

Capsaicin 

Capsaicin 

Capsaicin 

Concentration

0.01㎎ /㎖

0.1㎎ /㎖

1.0㎎ /㎖ Radix 

0.01㎎ /㎖

0.1㎎ /㎖

1.0㎎ /㎖

Glycerol1, 2

(μmole/L)

109.9±4.3a

140.3±8.6a

183.2±6.0b

232.8±7.6c,d

138.6±26.2a

210.8±5.6b,c

255.4±20.7d

1 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Fig. 6. Lipolysis measured by glycerol release in rat

adipocytes incubated with a range of concentrations

of Hot pepper and Capsaicin. Results are the mean

±SD(n=2),andanalyze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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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면서 주입하 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시

술 부위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용 색소를 희석

하여 사용하 고, 생체와 가장 근접한 환경을 설정하기 위

하여 인산염완충액 식염수로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후, 생검 검사물을 주입한 자리에서 추출하여 H-E

staining을 실행한 후 관찰하 다.

조군으로는 각각의 extract를 희석하는데 사용된

100% DMSO를 처치하여 세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관찰하 다. 그 결과 DMSO의 처치가 지방세포에 약간의

손상을 주기는 하지만 결과의 관찰에 큰 향을 줄 정도는

아닌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청량고추 추출물은 전 농도

에서 지방세포에 큰 손상을 야기하지는 않았지만 지방조

직의 결합을 농도 의존적으로 분리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Capsaicin 역시 전 농도에서 청량고추 추

출물과 동일한 양상을 나타내었고, 청량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1.0㎎/㎖의 농도에서 세포를 수축시켜 세

포사멸을 일으키는 특이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

히 capsaicin이 더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Fig. 7).

Ⅳ. 考察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膏粱厚味, 先天稟賦, 久臥

久坐, 外感, 內傷 등으로 인한 氣虛, 氣滯, 濕痰, 血瘀 등에

의해 발생하거나21) 穀氣勝元氣22), 脾胃俱旺, 脾胃俱虛, 脾

困邪勝23), 痰飮, 氣虛24,25) 등으로 보고 있고, 補氣健脾, 祛

濕化痰 등의 치료법이 이용되며26), 東醫寶鑑에서도 肥不及

瘦라 하여27) 건강한 생활을 위하는데 있어 비만은 바람

직하지 않음을 제시하고 있다. 

고추는 蕃椒, 苦椒, 秦椒, 辣椒, 辣茄, 辣虎, 臘茄, 海椒,

辣角 등으로 불리는 향신료로 氣는 熱하고 味는 辛하며 脾

經에 入하며, 溫中散寒, 開胃, 消食의 효능이 있어 寒滯腹

痛, 嘔吐, 瀉痢, 凍瘡, 疥癬 등을 치료한다고 하 다3). 음식

의 맛을 향상시키고, 또 식욕을 증진시켜주는 작용이 있으

며 주로 음식의 맛을 내는 향신료로서 사용되어 왔지만 최

근 성인병의 치료나 well-being에 한 관심이 높아지면

서 고추에 한 연구가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고추의 주요 성분은 capsanthin, capaorubin,

vitamin, capsaicin, 유기산 등이 있으며 고추의 매운 맛

은 capsaicinoids 성분으로, capsaicin〔(CH3)2CHCH =

CH(CH2)4-〕, dihydrocapsaicin〔(CH3)CH(CH2)6-〕,

nordihydrocapsaicin〔(CH3)2CH(CH2)6-〕,

homocapsaicin, homodihydrocapsaicin의 5종의 동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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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추 추출물의 첨가 농도에 따른 GPDH 활성은 0.01,

0.1 및 1.0㎎/㎖ 농도 첨가에 따라 각각 72.3, 44.7 및

29.7mU/min/㎎ protein으로 감소하여, 0.1㎎/㎖ 농도에

서부터 지방합성을 유의적으로 억제하 다. 

Capsaicin은 0.01, 0.1 및 1.0㎎/㎖ 농도 첨가에 따라

GPDH 활성은 각각 51.0, 30.6, 및 14.0mU/min/㎎

protein으로 감소하여 0.01㎎/㎖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GPDH 활성을 감소시켰다(Table 2.).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합성 억제효과를 비교

해 보면, Fig. 5에서와 같이 전 농도에서 capsaicin이 고

추 추출물에 비해 GPDH 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켜

지방세포 합성의 억제작용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5).

2. 지방세포의 분해(lipolysis)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

해에 미치는 향은 glycerol 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추출물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control)에서 성숙한 분

화세포를 3시간 배양한 결과 방출된 glycerol 농도는

109.9μM이었다. 

청량고추 추출물이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과는 0.01㎎/

㎖ 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0.1㎎/㎖부터 농도가 높아질수록 유의하게 증가하

다. 0.1과 1.0㎎/㎖의 glycerol 농도 역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었다(p<0.05)(Table 3.).

Capsaicin 역시 0.01㎎/㎖ 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한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0.1㎎/㎖부터 농도가 높

아질수록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0.1㎎/㎖와 1.0㎎/㎖의

glycerol 농도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으며(p<0.05)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분해를 촉진시켰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분해 효과를 비교한 결

과,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았다(Fig.

6).

3. 돼지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을 각각 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로 희석하여 1.0㎖, 26gage 주사기에 준

비한 후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바늘 깊이는 표적조

직의 포화를 목적으로 돼지조직의 가장자리에서 육안으로

(Table 2) The effects of Hot pepper and Capsaicin

on glycerol-3-phosphatedehydrogenase

(GPDH) activity in 3T3 adipocytes.

Treatment

Control

Hot pepper

Hot pepper

Hot pepper

Capsaicin  

Capsaicin  

Capsaicin  

Concentration

0.01 ㎎ /㎖

0.1 ㎎ /㎖

1.0 ㎎ /㎖

0.01 ㎎ /㎖

0.1 ㎎ /㎖

1.0 ㎎ /㎖

GPDH activity1,2

(mU/min/mg protein)

78.9 ± 2.9a

72.3 ± 4.5a

44.7 ± 5.3b

29.7 ± 7.4c

51.0 ± 5.9b

30.6 ± 5.1c

14.0 ± 6.6d

1  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 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Fig. 5. The effect of Hot pepper and Capsaicin on the

inhibition of GPDH(mU/min/㎖ protein) activity in rat

primary epididymal adi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0.01, 0.1 and 1.0㎎ /㎖ concentration for 72hrs.

Results are the mean±SD(n=2), and analyzed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Table 3) he effect of Hot pepper and Capsaicin

on theglycerol release by rat epididymal

adipocytes

Treatment

Control

Hot pepper

Hot pepper

Hot pepper

Capsaicin 

Capsaicin 

Capsaicin 

Concentration

0.01㎎ /㎖

0.1㎎ /㎖

1.0㎎ /㎖ Radix 

0.01㎎ /㎖

0.1㎎ /㎖

1.0㎎ /㎖

Glycerol1, 2

(μmole/L)

109.9±4.3a

140.3±8.6a

183.2±6.0b

232.8±7.6c,d

138.6±26.2a

210.8±5.6b,c

255.4±20.7d

1 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Fig. 6. Lipolysis measured by glycerol release in rat

adipocytes incubated with a range of concentrations

of Hot pepper and Capsaicin. Results are the mean

±SD(n=2),andanalyze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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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구성된다. 이 중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이

매운 맛의 주성분이며4)지용성이고 무색이다. 고추에는

0.2-0.6%의 capsaicin이 함유되어 있고, 일반 고추에 비

하여 매운 맛이 강한 청양고추에는 capsaicin이 약 2배가

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추나

capsaicin의 효능에 한 연구로는 생체 내에서의 지질

사를 증진5-7)시키고, 체액성 면역 항진 및 항성인병 효과8)

가 있으며, 내장의 과민성을 완화하여 기능성 소화불량을

개선9)시키는 효과가 있고, 에너지 사율을 항진10,11)시키는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비만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육체적 활동은 감소하고,

음식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표

적 사질환으로 선진국일수록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

나이다. 비만은 질병의 선행요인, 혹은 직접적인 질병인자

로서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 동맥경

화, 심근경색 등의 심, 혈관계질환이나 당뇨, 간경변증 등

만성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퇴행성관절염, 전립선 질

환,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특히 여성에서의 비만은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

며 이에 한 의학적 해결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비만의 발생기전은 비만전구세포의 증식과 비만세포의

양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인한 칼로리의 과

도한 섭취를 줄이고, 운동 등을 통해서 에너지의 소비를

늘리며,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증식과 지질생성을 줄이며,

지질 분해와 지방의 산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7). 비만

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행동교정요법 등28)이 있고,

국내에서도 장 등의 麻杏甘石湯 및 蒲黃과 같은 한약29,30)이

나 이침, 전침31), 그리고 동물 모델을 이용한 약침32) 등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소부위의

비만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연구는 조 등33)이 웅담과 우황

약침을 이용하여 시도한 바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

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의 연구보고 중 Chin 등7)이 고추의 주요 성분인

capsaicin이 3T3-L1 지방전구세포의 세포수를 줄이고 지

방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이에

착안하여 청량고추 및 capsaicin이 비만을 치료하는 약침

으로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먼저 농도별 고추 추출물 및 capsaicin이 지방전구세포

의 분화증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3T3-L1 지방전구세포에 처치 후 지방세포의 생성을 관찰

하 다.

먼저 비만의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T3-L1 미분

화 지방세포를 배양한 결과 배양 10일째에 성숙된 지방세

포가 형성되었고, triglyceride를 염색하는 시약인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성숙 지방세

포의 형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세포의 분화에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도별로 각각 1.0㎎/

㎖, 0.1㎎/㎖, 그리고 0.01㎎/㎖로 처치한 후 관찰한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0.1㎎/㎖의 농도에서부터 지

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 고, 특히 capsaicin은 1.0㎎/㎖

에서는 지방전구세포조차 파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역시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저 농도에서부터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기전

에 작용하고,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고추

추출물보다는 capsaicin의 분화억제 효과가 더욱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Chin 등7)이 3T3-L1 지방세포에서 capsaicin이

세포사를 증가시키고 preadipocyte와 adepocyte에서 지

질생성을 억제시킨다고 보고한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

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PDH(glycerol-3-phospate dyhydrogenase) 활성을

측정하 다. 미분화 3T3 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

포로 전환됨에 따라 GPDH 효소 활성은 증가하는데 추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분화배지로 분화가 유도된 3T3 지방

세포(Control)에서 GPDH 활성은 78.9mU/min/㎎

protein으로 나타났다. 

고추 추출물의 첨가 농도에 따른 GPDH 활성은 0.1㎎/

㎖ 농도에서부터, capsaicin은 0.01㎎/㎖부터 농도 의존

적으로 GPDH 활성을 감소시켰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합성 억제효과는 전 농도에서 capsaicin

이 고추 추출물에 비해 GPDH 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

시켜 지방세포 합성의 억제작용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

었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

해에 미치는 향은 Sprague-Dawley rat의 정소상체에

서 분리한 지방세포를 이용하여 시료를 처리한 후 나오는

glycerol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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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ight microscopy of porcine lipocyte images treated with Hot pepper and Capsaicin 

depend on concentration.(×100) 

A: Normal fat tissue of porcine

B: Control treated with 100% DMSO

C: Treated with 0.1㎎ /㎖ hot pepper extract

D: Treated with 1.0㎎ /㎖ hot pepper extract   

E: Treated with 10.0㎎ /㎖ hot pepper extract 

F: Treated with 0.1㎎ /㎖ capsaicin

G: Treated with 1.0㎎ /㎖ capsaicin 

H: Treated with 10.0㎎ /㎖ capsaicin

Control

0.1

㎎ /㎖

1.0

㎎ /㎖

10.0

㎎ /㎖

Hot-pepper Capsa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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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로 구성된다. 이 중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이

매운 맛의 주성분이며4)지용성이고 무색이다. 고추에는

0.2-0.6%의 capsaicin이 함유되어 있고, 일반 고추에 비

하여 매운 맛이 강한 청양고추에는 capsaicin이 약 2배가

량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고추나

capsaicin의 효능에 한 연구로는 생체 내에서의 지질

사를 증진5-7)시키고, 체액성 면역 항진 및 항성인병 효과8)

가 있으며, 내장의 과민성을 완화하여 기능성 소화불량을

개선9)시키는 효과가 있고, 에너지 사율을 항진10,11)시키는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비만은 산업화가 진행되면서 육체적 활동은 감소하고,

음식을 통한 에너지 섭취량은 늘어나면서 나타나는 표

적 사질환으로 선진국일수록 심각한 사회문제 중의 하

나이다. 비만은 질병의 선행요인, 혹은 직접적인 질병인자

로서 생리적 기능을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뇌졸중, 동맥경

화, 심근경색 등의 심, 혈관계질환이나 당뇨, 간경변증 등

만성질환의 빈도를 증가시키고, 퇴행성관절염, 전립선 질

환, 유방암 등의 발병 위험도를 높이는 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 특히 여성에서의 비만은

정신적으로 삶의 질을 감소시키는 중요한 인자로 작용하

며 이에 한 의학적 해결방법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비만의 발생기전은 비만전구세포의 증식과 비만세포의

양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다.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음식으로 인한 칼로리의 과

도한 섭취를 줄이고, 운동 등을 통해서 에너지의 소비를

늘리며,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증식과 지질생성을 줄이며,

지질 분해와 지방의 산화를 늘리는 것이 중요하다7). 비만

의 치료를 위하여 현재 제시되고 있는 방법은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수술요법, 행동교정요법 등28)이 있고,

국내에서도 장 등의 麻杏甘石湯 및 蒲黃과 같은 한약29,30)이

나 이침, 전침31), 그리고 동물 모델을 이용한 약침32) 등으로

비만을 치료하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국소부위의

비만 치료를 위한 한의학적 연구는 조 등33)이 웅담과 우황

약침을 이용하여 시도한 바 있지만 아직은 만족할만한 수

준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최근의 연구보고 중 Chin 등7)이 고추의 주요 성분인

capsaicin이 3T3-L1 지방전구세포의 세포수를 줄이고 지

방세포의 세포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하 는데 이에

착안하여 청량고추 및 capsaicin이 비만을 치료하는 약침

으로서 가능한지를 검토하고자 본 연구를 시도하 다. 

먼저 농도별 고추 추출물 및 capsaicin이 지방전구세포

의 분화증식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고자

3T3-L1 지방전구세포에 처치 후 지방세포의 생성을 관찰

하 다.

먼저 비만의 모델로 많이 사용되고 있는 3T3-L1 미분

화 지방세포를 배양한 결과 배양 10일째에 성숙된 지방세

포가 형성되었고, triglyceride를 염색하는 시약인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성숙 지방세

포의 형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지방세포의 분화에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농도별로 각각 1.0㎎/

㎖, 0.1㎎/㎖, 그리고 0.01㎎/㎖로 처치한 후 관찰한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0.1㎎/㎖의 농도에서부터 지

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 고, 특히 capsaicin은 1.0㎎/㎖

에서는 지방전구세포조차 파괴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역시 동

일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실험을 통하여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저 농도에서부터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 기전

에 작용하고,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고추

추출물보다는 capsaicin의 분화억제 효과가 더욱 좋은 것

으로 나타났다. 

이는 Chin 등7)이 3T3-L1 지방세포에서 capsaicin이

세포사를 증가시키고 preadipocyte와 adepocyte에서 지

질생성을 억제시킨다고 보고한 결과와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전지방세포로부터 지방세

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PDH(glycerol-3-phospate dyhydrogenase) 활성을

측정하 다. 미분화 3T3 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

포로 전환됨에 따라 GPDH 효소 활성은 증가하는데 추출

물이 포함되지 않은 분화배지로 분화가 유도된 3T3 지방

세포(Control)에서 GPDH 활성은 78.9mU/min/㎎

protein으로 나타났다. 

고추 추출물의 첨가 농도에 따른 GPDH 활성은 0.1㎎/

㎖ 농도에서부터, capsaicin은 0.01㎎/㎖부터 농도 의존

적으로 GPDH 활성을 감소시켰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합성 억제효과는 전 농도에서 capsaicin

이 고추 추출물에 비해 GPDH 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

시켜 지방세포 합성의 억제작용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

었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

해에 미치는 향은 Sprague-Dawley rat의 정소상체에

서 분리한 지방세포를 이용하여 시료를 처리한 후 나오는

glycerol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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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Light microscopy of porcine lipocyte images treated with Hot pepper and Capsaicin 

depend on concentration.(×100) 

A: Normal fat tissue of porcine

B: Control treated with 100% DMSO

C: Treated with 0.1㎎ /㎖ hot pepper extract

D: Treated with 1.0㎎ /㎖ hot pepper extract   

E: Treated with 10.0㎎ /㎖ hot pepper extract 

F: Treated with 0.1㎎ /㎖ capsaicin

G: Treated with 1.0㎎ /㎖ capsaicin 

H: Treated with 10.0㎎ /㎖ capsaicin

Control

0.1

㎎ /㎖

1.0

㎎ /㎖

10.0

㎎ /㎖

Hot-pepper Capsai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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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ol은 지방세포가 분해될 때 나오는 산물로서 방

출된 glycerol은 glycerol phosphate oxidase에 의해

dihydroxyacetone phosphate와 hydrogen peroxide(H

2O2)로 산화된다. 생성된 H2O2는 4-aminoantipyrine과

sodium N-ethyl-N-(3-sulfopropyl) m-anisidine 존

재하에서peroxidase에의해자주색을띠는 quinoneimine

로 전환된다. 따라서 생성된 quinoneimine에 의해 540㎚

에서 흡광도의 증가는 배지 내에서 glycerol 농도 증가를

나타므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0.1㎎/㎖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농도별로 지방분해 효과

를 비교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국소 비만 치료용 약침제제

로 사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로 희석하여 신선한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한 후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 다. 그 결과 청량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1.0㎎/㎖의 농도에서부터 세포

를 수축시켜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특이한 작용이 일어나

고 있었으며 특히 capsaicin이 더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 등33)이 보고한 웅담과 우황약침에서처럼 세포

막 파괴를 통한 세포사가 아닌 세포간의 결합을 방해하는

작용이 인체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지는 보다 더 많

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비

만의 중요한 기전인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

방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이

용한 국소 비만 치료 약침의 개발을 위해 더욱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Ⅴ. 結論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국소 비만 치료제로서의

사용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고자 3T3-L1 지방세포와 rat의

정소상체 지방조직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분화와 분해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고, 생체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

을 관찰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방조직에 처리한 후 조직학

적 관찰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저 농도에서부터 지방세

포의 분화 억제 기전에 작용하고,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고추 추출물보다는 capsaicin

의 분화억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합성 억제효과는 전

농도에서 capsaicin이 고추 추출물에 비해 GPDH 

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켜 지방세포 합성의 억

제작용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3. 지방세포에서 방출된 glycerol 함량을 측정하여 지

방 분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0.1㎎/㎖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 고, 두 군 간의 지방분해 효과는 모

든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4. 신선한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한 후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한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1.0㎎/

㎖의 농도에서 세포를 수축시켜 세포사멸을 일으키

는 특이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capsaicin이 더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비만의 중요한 기전인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향후 비만 치료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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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ycerol은 지방세포가 분해될 때 나오는 산물로서 방

출된 glycerol은 glycerol phosphate oxidase에 의해

dihydroxyacetone phosphate와 hydrogen peroxide(H

2O2)로 산화된다. 생성된 H2O2는 4-aminoantipyrine과

sodium N-ethyl-N-(3-sulfopropyl) m-anisidine 존

재하에서peroxidase에의해자주색을띠는 quinoneimine

로 전환된다. 따라서 생성된 quinoneimine에 의해 540㎚

에서 흡광도의 증가는 배지 내에서 glycerol 농도 증가를

나타므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그 변화를 관찰하 다.

그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0.1㎎/㎖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 고 농도별로 지방분해 효과

를 비교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는 관찰되지 않

았다.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국소 비만 치료용 약침제제

로 사용이 가능한가를 검토하기 위하여 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로 희석하여 신선한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한 후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하 다. 그 결과 청량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1.0㎎/㎖의 농도에서부터 세포

를 수축시켜 세포사멸을 일으키는 특이한 작용이 일어나

고 있었으며 특히 capsaicin이 더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조 등33)이 보고한 웅담과 우황약침에서처럼 세포

막 파괴를 통한 세포사가 아닌 세포간의 결합을 방해하는

작용이 인체에서는 어떠한 결과를 일으킬지는 보다 더 많

은 연구를 통해서 검증되어야 할 것으로 추정되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비

만의 중요한 기전인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

방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를 이

용한 국소 비만 치료 약침의 개발을 위해 더욱 많은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Ⅴ. 結論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이 국소 비만 치료제로서의

사용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고자 3T3-L1 지방세포와 rat의

정소상체 지방조직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분화와 분해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고, 생체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

을 관찰하기 위하여 돼지의 지방조직에 처리한 후 조직학

적 관찰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저 농도에서부터 지방세

포의 분화 억제 기전에 작용하고,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작용을 나타내며, 고추 추출물보다는 capsaicin

의 분화억제 효과가 더욱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2.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의 지방합성 억제효과는 전

농도에서 capsaicin이 고추 추출물에 비해 GPDH 

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켜 지방세포 합성의 억

제작용이 더욱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3. 지방세포에서 방출된 glycerol 함량을 측정하여 지

방 분해 효과를 측정한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0.1㎎/㎖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유

의하게 증가하 고, 두 군 간의 지방분해 효과는 모

든 농도에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나지 않았다.

4. 신선한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한 후 조직학적 소견을

관찰한 결과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 모두 1.0㎎/

㎖의 농도에서 세포를 수축시켜 세포사멸을 일으키

는 특이한 작용이 일어나고 있었으며 특히

capsaicin이 더욱 광범위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고추 추출물과 capsaicin은

비만의 중요한 기전인 지방전구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작용이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이에

한 다각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향후 비만 치료에 유용하

게 사용될 수 있기를 기 한다.

참고문헌

1. Mcalindon TE, Wilson PW, Aliabada P,

Weissman B, Felson DT. Level of physical

activity and the risk of radiographic and

symptomatic knee osteoarthritis in the elderly:

The Framingham study. Am J Med. 1999; 106:

151-157.

2. 농촌진흥청 농업생명공학연구원. 유전자원 특성조사

및 관리요령 RED PEPPER 고추, 2004; 3. 

3. 중약 사전편찬위원회. 완역중약 사전 권2, 정담,

1997; 668-670.

4. Chiang, G.H. HPLC analysis of capsaicins and

149~162  1904.9.1 9:34 PM  페이지160



162 한약침학회지 제11권 제1호(2008년 3월)

비만유도백서의 체중 및 지질 사에 미치는 향.

동의생리병리학회지. 2003; 17(1): 190-202.

30. 박상용, 이병렬. 비만치료에 한 침구 및 약물치료

의 임상적 연구. 전 학교 한의학연구소 한의학

논문집. 1994; 2(2): 163-185.

31. 정선희, 남상수, 김용석, 이재동, 최도 외. 비만환

자의 전침치료 임상례. 한침구학회지. 1999;

13(1): 79-87.

32. 주준성, 윤 환, 나창수, 조명래, 채우석. 풍륭ㆍ양

릉천에 한 약침이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비만 백

서에 미치는 향. 한침구학회지. 2004; 21(2):

131-152.

33. 조희철, 이시형, 신조 , 김강산, 조남근, 권기록,

임태진. 웅담과 우황약침이 지방세포 사에 미치

는 향. 한침구학회지. 2007; 24(4): 125-142.

149~162  1904.9.1 9:34 PM  페이지16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