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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the anti-obesity activity of Aceriphyllum rossii ethanol extract on rat fed a
high fat diet. Male SD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Group 1 was the control. Group 2 was fed a high-fat
diet. Group 3 was the positive control, fed a high-fat diet supplemented with Garcinia Cambogia extracts. Group
4 was fed a high fat diet supplemented with ethanol extracts of Aceriphyllum rossii (EEAR). Precisely 166 mg/kg
of powdered Garcinia Cambogia extracts was used for Group 3. Also, 250 mg/kg of EEAR was used for Group
4. The Body weight increased Group 2, but decreased Group 4. The serum total cholesterol in Group 2 increased
by 15.26% when compared to Group 1, but only increased 5.29% in Group 3 and 4.29% in Group 4. The liver
and mesenteric adipose tissue weights of Group 2 increased compared to Group 1, whereas they decreased in
Group 3 and Group 4.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concentration of triglycerides in extracted livers, Group
2 showed a significant increase compared to the Group 1, and Groups 3 and 4 showed significant decrease com-
pared Group 2.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eriphyllum rossii ethanol extracts may be useful as an anti-obesit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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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1980년 이후 전 세계적으로 약 75%가 증가하였으

며(1,2), 미국의 경우 인구의 33% 및 26%가 각각 과체중 및

비만으로 보고되고 있고(2), 우리나라에서도 비만인구가 꾸

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7년 국민건강영양조사 결과 비만 인

구가 1998년 26.3%에서 2005년 31.7%로 급증하고 있다(3).

비만은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가 불균형을 이루어 초래되

는 것으로, 여분의 에너지는 지방세포의 형태로 전환되어

체내에 저장되어진다. 축적된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유리

지방산과 사이토카인 등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고, 염증

반응을 증가시켜 대사증후군, 당뇨병, 심장혈관질환 그리고

암 등의 만성질환 발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고 있다(4,5).

이러한 비만을 치료하기 위해서는 운동이나 식이를 통한

생활습관의 개선, 약물요법, 수술을 통한 치료법이 소개되고

있으며, 이 중 항비만 약품의 개발은 미국에서 100여종 이상

의 치료약이 판매되고 있거나 개발 중에 있으며, 시장 규모

가 점점 커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2). 현재 가장 활발히

사용되는 비만치료제로는 Sibutramine(ReductilR)과 Orlistat

(XenicalR)를 들 수 있는데, 이 두 치료약은 보편적으로 처방

이 되고 있지만 Sibutramine은 혈압을 높이는 부작용이,

Orlistat는 소화기장애, 지방변, 배변 실금, 지용성 비타민 흡

수 방해 등의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6-10). 이러한 부작용

으로 식물에 함유된 일부 영양소, 식이섬유, 식물성 화합물

등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작용을 하는 천연소재의 항비

만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2). 현재 천

연물을 활용한 항비만 건강기능식품으로 사용 중인 기능성

물질로 식욕조절에 작용하는 hydroxycitric acid(H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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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 and dose administration

Experimental group Diet Treatment chemical mg/kg body weight

Normal
Control
Treatment
Positive control

AIN-93G
HFD

1)

HFD
HFD

－
－

Aceriphyllum rossii
Garcinia Cambogia extracts

－
－
250
166

1)
HFD: high fat diets.

olibra, 대사변형에 작용하는 chitosan, flavonoids, 적응성 열

발생을 유도하는 물질로 capsaicin, 녹차와 카테킨, 지질대사

를 조절하는 물질로 L-carnitine, conjugated linoleic acid

(CLA), 우유칼슘 관련 단백질 등이 있다(2).

돌단풍(Aceriphyllum rossii)은 장미목 범의귀과(Saxi-

frag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11), 돌단풍 잎의

모양이 단풍잎과 비슷하고 바위틈에서 자란다고 하여 돌단

풍이라고 부른다. 초봄에 연한 잎은 나물로 식용하고, 화단

에서 관상용으로 가꾸거나 재배를 하기도 한다(12). 돌단풍

의 성분 연구로는 수종의 pentacyclic triterpenoids(13) 및

flavonoids(14) 화합물들이 보고되어 있으며, triterpenoid의

항보체활성(15)과 돌단풍 지상부로부터 분리된 triterpenes

의 세포독성(16), 항암활성(11), 돌단풍의 항치매활성(17), 항

비만 활성으로 돌단풍 지하부 메탄올 추출물의 간, 지방조직,

골격근 등에서의 중성지방 생합성 과정을 촉매 하는 효소인

GPAT(glycerol-3-phosphate acyltransferase)와 DGAT

(diacylglycerol acyltransferase)의 저해효과와 저해물질인

3-oxoolean-12-en-27-oic acid를 분리․동정하여 보고하였

다(18).

본 연구진은 비만 예방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는

천연소재를 개발하기 위하여 고지방 사료 급여로 비만을 유

도한 흰쥐로부터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이 지질대사 개선 및

항비만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2009년 5월 돌단풍의 지상부를

강원도 양구 대암산에서 수집하여 동결건조(PVTFD10R,

ILSHIN, Daejeon, Korea)하여 마쇄 후 사용하였다. 돌단풍

동결건조 분말 시료 1 kg을 2 L shaking flask에 넣은 후, 에탄

올 1 L를 첨가하여 상온에서 200 rpm의 진탕기(EUROSTAR

digital, IKA, Staufen, Germany)에서 12시간 동안 2회 추출

하였다. 추출물을 여과지(No. 2, Whatman, Maidstone,

England)가 깔려있는 Buchner funnel을 통과시켜 잔재물을

제거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N-21NS, EYELA,

Tokyo, Japan)로 50oC에서 감압농축 시킨 후 동결건조기를

이용하여 건조한 후 -20
o
C의 냉동고에서 보관하면서 동물실

험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돌단풍 지상부를 에탄올로 추출한

수율은 21.95±1.3%이었다.

실험동물 및 사육 환경

실험동물은 Sprague Dawley(SD)계 4주령 웅성 흰쥐 40

마리를 (주)오리엔트바이오(Seongnam, Korea)에서 구입하

여 1주일간 rat용 일반사료(5L79 PMI Inc., St. Louis, MO,

USA)로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실

험동물은 50±5%, 온도 24±2oC 유지되는 동물실험실에서

사육하였으며, 물과 사료는 자유로이 섭취할 수 있도록 공급

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강원도 농업기술원 동물실험윤리위

원회의 승인을 거쳐 진행하였다.

실험군 분리 및 식이

1주일간 실험실에서 적응된 실험동물을 난괴법(random-

ized block design)에 따라 각 처리군당 10마리씩 총 4군으로

나누어 실험에 사용하였고, 군 분리, 투여물질, 투여물질의

용량은 Table 1과 같다. 동물실험에 사용된 식이는 미국영양

학회(American Institute of Nutrition, AIN, USA)가 추천하

는 AIN-93G 사료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19). 정상식이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의 비율을 열량 기준으로 63:16:20으

로 구성하였고, 고지방 식이는 34:45:20으로 구성하였다. 고

지방 식이는 돈지를 공급하여 지방함량이 총열량의 45%가

되도록 하였다. 군 분리 후 정상군에는 AIN 93G 사료를 섭

취시켰고, 대조군과 시험물질 투여군, 양성대조군(가르시니

아 투여군, 중외제약)에는 고지방 식이를 시험 개시 일부터

시험 종료시점인 6주간 자유 급여 방법으로 공급하였으며,

시험물질 투여군과 양성대조군은 8주 동안 시험 물질을

Table 1의 용량으로 경구 투여하였다. 정상식이와 고지방식

이의 조성은 Table 2와 같다.

체중 및 식이섭취량의 변화

체중, 음수섭취량 및 사료섭취량은 시험 개시일과 개시

후 매주 1회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혈액 채취 및 혈액생화학적 검사

혈액 채취는 시험 물질 투여 3주 후에 ether 흡입 마취 후

안와 정맥에서 1.2～1.5 mL을 채취하였으며, 시험 종료일에

는 Zoletil : Rumpun(4:1)으로 마취(복강주사 50 μL/100 g

body weight) 후 복대정맥에서 2 mL 채혈하여 3,000 rpm에

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그 다음 상등액을 취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 중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low den-

sity lipoprotein)-cholesterol를 자동혈청분석기(BT1000, Bio-

technical Instrument, Rome, Ital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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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

HFD Regular diet

g% kcal% g% kcal%

Protein
Carbohydrate
Fat
Ingredient
Casein
Sucrose
Dextrose
Corn starch
Cellulose
Soybean oil
Lard
Mineral mixture

1)

Vitamin mixture2)

L-Cystine
Choline bitartrate

23
40
24

200
172.8
100
72.8
50
25
177.5
45
10
3
2

20
34
45

800
691.2
400
291.2
0
225
1,597.5
0
40
12
0

20
63
7

200
100
132
397.5
50
70
0
35
10
3
2.5

20
63
16

800
400
528
1,590
0
630
0
0
40
12
0

Total 858.1 4,056.9 1,000 3,902
1)AIN-93G mineral mix., ICN biochemical, USA.
2)
AIN-93G vitamin mix., ICN biochemical, USA.

Table 3. Changes in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 fed a high fat diet containing ethanol
extract from the leaf of Aceriphyllum rossii for 8 weeks

Experimental group
Body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FER1)

Normal
Control
Treatment
Positive control

4)

2.25±0.412)a3)
3.31±0.59b
2.99±0.68ab
2.76±0.59ab

23.71±3.75
26.05±2.68
25.46±2.02
24.97±2.37

0.09±0.02a
0.13±0.03b
0.12±0.03ab
0.11±0.02ab

1)
FER: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2)
Values are mean±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Positive control: Garcinia cambogia.

장기중량 및 지방조직 무게 측정

시험 종료일 복대정맥 채혈 후 방혈을 실시하였으며 간

중량, 부고환 지질 중량, 복강 내의 지방세포 조직의 중량을

측정하기 위해 적출하였으며 흡수지에 체액 및 혈액을 제거

후 각각의 중량을 측정하였다.

간 지질 분석

간 조직 내의 지질 함량 분석을 위하여 Folch와 Less(20)

의 방법을 응용하여 1 g의 간 조직을 3 mL의 생리식염수에

담고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질화 시킨 후 3 mL CM

solution(chloroform-methanol(3:1, v/v))을 첨가 후 균질화

하였다. 균질화 된 용액을 37oC shaking incubator에서 30분

간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chloro-

form 층을 수거하고, 다시 3 mL CM solution을 첨가하여

균질화 하고 chloroform을 수거하는 작업을 2회 반복하였다.

최종적으로 chloroform 층은 감압건조 과정을 거쳐 효소법

을 이용한 kit(TG-kit AM157S-K, total cholesterol

AM202-K, Asan pharm,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총 콜레

스테롤 함량,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계처

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고지방식이와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분말을 8주간 동시

급여를 실시한 이후 각 실험군의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시험 종료 시

체중증가량이 가장 증가한 군은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

조군으로 정상군 대비 32.02% 유의적으로(p<0.05) 증가하

여 고지방식이로 인하여 비만이 유도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의 체중증가량은 대조군과 비

교 시 9.68%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양성대조군인 가르시

니아 투여군과 유의적으로 같은 수준이었다. 식이섭취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아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이 식이섭

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었다. 식이효율은

에너지 밀도가 높은 고지방 식이 대조군이 에너지 밀도가

낮은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돌단풍 에탄

올 추출물 투여군과 양성대조군은 유의적으로 같은 수준이

었으며 고지방 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 Lee 등(21)은 모시잎 추출물이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

이 흰쥐의 지질 대사 개선 및 항비만 효과에 관한 연구에서

식이효율이 고지방 대조군에 비하여 모시잎 추출물 첨가군

에서 유의적으로 낮아졌다고 보고하여 본 실험과 유사한 결

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고지방

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흰쥐에서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첨가

로 인하여 체중증가량과 식이효율이 감소됨을 알 수 있었고,

이는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이 식이섭취 억제 효과는 없지만

지방대사에 긍정적으로 작용하여 항비만 효과를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

혈액생화학적 검사

비만에서는 지방대사와 당대사의 비정상적 흐름으로 인

한 다양한 이상지혈증이 흔히 동반되고, 비만을 식이로 유도

한 흰쥐의 경우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증가한다고 보고

되고 있다(22-24). 고지방식이와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분말

을 8주간 동시 급여를 실시한 이후 각 실험군의 혈액을 채취

하여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

스테롤을 측정하였다(Table 4).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

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이 정상군 대비 1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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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ntents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in serum of rats fed a high fat diet
containing ethanol extract from the leaf of Aceriphyllum rossii powder for 8 weeks

Experimental group
Serum lipid profiles (mg/dL)

CHO TG HDL LDL

Normal
Control
Treatment
Positive control3)

64.40±7.831)a2)
76.00±6.03b
67.29±9.34ab
68.00±6.55ab

70.75±8.26a
108.50±14.41b
98.71±25.41b
101.50±16.06b

63.87±6.40
69.83±16.89
66.56±7.78
73.00±11.67

34.26±4.50b
45.60±5.26c
23.00±6.71a
22.99±4.65a

1)Values are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Positive control: Garcinia cambogia.

Table 5. Changes in liver and adipose tissue weights of rats
fed a high fat diet containing ethanol extract from the leaf
of Aceriphyllum rossii powder for 8 weeks

(g/100 g body wt.)

Experimental group Liver (g)
Mesenteric
adipose
tissue (g)

Epididymal
adipose
tissue (g)

Normal
Control
Treatment
Positive control

3)

2.25±0.431)ab2)
2.43±0.21b
2.09±0.21a
1.98±0.26a

4.10±0.83ab
4.60±0.50b
3.71±0.58a
4.16±0.98ab

2.25±0.60
2.63±0.36
2.21±0.44
2.73±0.95

1)
Values are mean±SD.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ositive control: Garcinia cambogia.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과 양

성 대조군인 가르시니아 투여군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 대비 각각 11.46, 10.53%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

청 중 중성지방 함량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이

정상군 대비 34.79%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과 양성 대조군인 가르시니아 투여군은 고지

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 대비 각각 9.02, 6.45% 감소하였

으나 유의차는 없었다.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 대

비 모든 군에서 다소 증가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LDL-cholesterol은 동맥벽과 말초조직에 콜레스테롤을 운

반 및 축적시킴으로써 고콜레스테롤 혈증과 동맥경화를 촉

진한다고 알려져 있다(25).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지방

식이 대조군이 정상군 대비 24.87%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과 양성 대조군인 가르시니아

투여군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 대비 약 50%의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다.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은 LDL-

cholesterol을 감소시켜 혈관질환 합병증 개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본 연구 결과 고지방 식이로 인하여 혈청 중 콜레스테롤

함량과 중성지방의 함량이 정상군 대비 유의적으로 증가함

을 볼 수 있었고,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처리로 인하여 콜레

스테롤 함량과 중성지방이 감소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혈장 내 높은 수준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농도로 인

하여 고지혈증이 유발된다는 보고가 있다(26). 이는 돌단풍

추출물이 지질 대사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고지혈증과 심

혈관계 질환 등에 효과적으로 작용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향후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는 돌단풍의 생리활성물질에 대

한 분리 및 효소 활성 검증을 통해 추가적인 지질대사에 관

한 연구가 요구된다.

장기중량 및 복부지방의 중량 변화

실험 종료 후 간, 복강 내 지방 조직, 부고환 지방 조직의

무게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체중 당 간 중량의

경우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에서 정상군 대비 7.41%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과 양

성 대조군은 각각 14.00, 18.52%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오히려 정상군보다도 더 간 중량이 감소하였다. 고지방 식이

는 간 내 지방의 축적을 유도하여 중량을 증가시킨다는

Sollof 등(27)의 보고와 일치함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만에 있어서 체중의 증가보다는 체지방의 증가가 건강에

보다 위해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다(28).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이 복부지방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 알아보기 위해 복부지방의 군간 차이를 본 결과,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의 경우 정상군에 비하여 10.87%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고지방식이에 의한 복부지방조직의

형성이 촉진됨을 알 수 있었다.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

군은 대조군 대비 19.35%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을 알 수 있

었다. 돌단풍 추출물 투여에 의해서 복부 지방 축적에 저해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부고환지방조직의 무게는 돌단

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이 대조군 대비 다소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돌단풍 추출물 투여가 고지방 식이 투여군에 비하여 간과

복부지방의 중량을 감소시켰으며, 이는 돌단풍 추출물이 간

에서의 중성지질 등의 축적을 저해하고 복부비만을 개선하

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간 조직 내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실험 종료 후 간 조직 내 중성 지방, 총 콜레스테롤 함량을

측정하였다. 우선 중성지방의 경우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에서 정상군 대비 21.39%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처리군과 양성대조군

에서는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 대비 각각 12.83,

10.5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Kim 등(29)은 고지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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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s of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in liver
of rat fed a high fat diet containing ethanol extract from the
leaf of Aceriphyllum rossii powder for 8 weeks (mg/g)

Experimental group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Normal
Control
Treatment
Positive control3)

4.41±1.421)a2)
5.61±0.66b
4.89±0.70ab
5.02±1.05ab

5.53±0.59
7.08±2.31
6.14±2.06
6.60±1.62

1)
Values are mean±SD.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Positive control: Garcinia cambogia.

와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여한 흰쥐에서 혈청 내 중성지방

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할 경우 간 조직 내에서 중성지방

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는데 이번 실험

결과와 유사함을 알 수 있었다. 총 콜레스테롤은 고지방 식

이 대조군이 정상군과 비교하여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차

는 없었으며,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처리군과 양성대조군

역시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

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없었다. Yoon과 Park(30)의 연구에

서 간의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에서 증가한 반면 인지질 함

량은 감소하여 고지혈증 및 지방간이 유발되었다고 하였으

며, 황금 추출물 투여로 인해 간의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의 함량이 억제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이번 실험결과

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본 실험 결과 고지방 식이를 급여

한 흰쥐에서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이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

테롤을 감소시켰다. 이는 돌단풍 추출물이 간 내에 중성지방

축적을 저해하고, 콜레스테롤 함량도 감소시켜 비만 억제

효과 및 고지혈증 개선에도 효과적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향후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항비만 활성 물질을 분리,

정제를 위한 추가적인 연구와 더불어 지질대사에 관한 효소

활성 검정 및 유전적인 검사를 실시한다면 기능성식품 원료

및 의약품의 소재로서 돌단풍이 널리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의 지질대사 개선

및 항비만 효과에 대해 구명하고자 4주령 된 흰쥐 40마리를

고지방 사료 급여로 비만을 유도한 후 정상군, 고지방 식이

대조군,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처리군, 양성 대조군(가르시

니아)으로 나누어 8주간 실시하였다. 고지방 식이로 인하여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은 고

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과 비교 시 9.68%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양성대조군인 가르시니아 투여군과 유의적

으로 같은 수준이었다.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이 식이섭취량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며, 식이효율은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과 양성대조군은 유의적으로

같은 수준이었으며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이 정상군 대비 15.26%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고,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 투여군과 양성

대조군인 가르시니아 투여군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

조군 대비 각각 11.46, 10.53%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청

중 중성지방 함량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이 정상

군 대비 34.79%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돌단풍 에탄올 추

출물 투여군과 양성 대조군인 가르시니아 투여군은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 대비 각각 9.02, 6.45% 감소하였으

나 유의차는 없었다. 간과 복강 내 지방 조직의 무게는 돌단

풍 에탄올 추출물 급여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부고환

지방 조직의 무게는 유의차가 없었다. 간 조직 내 중성지방

의 경우 고지방 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에서 정상군 대비

21.39%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또한 돌단풍 에

탄올 추출물 처리군과 양성대조군에서는 고지방식이만을

투여한 대조군 대비 각각 12.83, 10.52%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위의 실험 결과 돌단풍 에탄올 추출물은 체중, 간, 복강

내 지방조직의 감소와 지질대사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였으며, 향후 돌단풍은 비만 예방 및 치료에 효과적인 소재

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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