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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 으름잎 추출물(Akebia quinata D. Leaves)의 항비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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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in vitro and in vivo anti-obesity effects of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including hot water (AQH) and 80% ethanol (AQE) extracts. The inhibitory effects of AQH and AQE
on lipid accumulation in 3T3-L1 cells were examined by Oil Red O staining. Compared to control, lipid accumulation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18.3% with the treatment upon AQE at a concentration of 5 μg/mL. The levels of intracellular triglycerides and free glycerol were also reduced by 52.8% and 9.1% at the same concentration of AQE.
The in vivo anti-obesity effect of AQE was evaluated in terms of body and white adipose tissue weights in ICR
mice.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five groups: normal diet (ND), high fat diet (HFD), high
fat diet with 60 mg/kg/day of Orlistat (HFD-RF), high fat diet with 200 mg/kg/day of AQE (HFD-AL), and high
fat diet with 600 mg/kg/day of AQE (HFD-AH). Feeding of HFD for eight weeks resulted in significant increases
in body weight as well as weight gain compared to the ND group. HFD-AH group showed reduced body weight,
weight gain,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weight, and perirenal white adipose weight as compared to the HFD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AQE supplementation might have beneficial effects on anti-obesity by inhibiting
lipid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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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 기능성 소재개발 연구를 위해서는 지방조직 내의 중성지
방의 과도한 축적 저해를 목표로 지방세포 분화과정을 억제

비만은 지방의 축적과 에너지 저장을 위한 조절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다(1). 즉 에너지 섭취량과 소비량 사이의 불균

하거나 지방분해를 촉진하는 소재를 탐색하는 방법이 널리
사용되고 있다.

형으로 인해 체내 축적되는 지방이 과잉인 상태를 비만이라

전지방세포인 3T3-L1은 Green과 Meuth(6) 및 Green

고 말하며, 이러한 지방세포 내의 과도한 지방의 축적은 당

과 Kehinde(7)에 의해 처음으로 3T3 세포로부터 분리되었

뇨병, 고혈압, 심혈관계질환을 포함한 만성질병을 유발하는

고, 생물학적 특성과 적절한 배양 조건으로 지방세포로 분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2,3). 지방세포 내의 지방구(lipid

하는 성질이 밝혀진 후 지방세포의 분화과정과 축적된 지방

droplet)는 지질의 대사 및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

의 분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는데 널리 이용되고 있다

로 알려져 있으며 지방구 내에 주로 존재하고 있는 중성지방

(8,9). 전지방세포인 3T3-L1은 여러 호르몬과 다양한 전사

의 분해와 이로 인한 glycerol의 유출은 세포 내 지방의 축적

인자들에 의해 지방세포로 분화되면서 세포 내 지방을 축적

을 조절하는 중요한 기전으로 여겨져 왔다(4). 또한 비만은

한다. 이러한 과정을 지방세포 분화 또는 지방세포 형성과정

지방전구세포의 분화과정에 의해 지방세포 내의 중성지방

(adipogenesis)이라 하며 adipogenesis 과정에 관여하는

의 과잉 축적으로 발생되며, 이를 조절하는 기작을 밝혀내는

중요한 인자로는 분화 초기에 발현되는 CCAAT-en-

것이 비만 억제의 연구법으로 알려져 있다(5). 따라서 항비

hancer-binding protein α(C/EBPα)와 C/EBPα에 의해 유
도되는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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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PARγ)가 대표적이며 Kruppel-like family,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c 등이 알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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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여러 연구 등을 통해 레티놀(13)과 비타민 E(14)
등은 분화를 억제하며 비타민 C(15)와 카드뮴(16) 등은 지
방세포의 분화를 촉진시키는 물질로써 보고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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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newborn calf serum(NCS), fetal calf serum(FBS), pen-

비만을 위한 약품 소재들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고 있지만

icillin-streptomycine, Dulbecco's phosphate-buffered

아직까지 부작용이 없는 완전한 치료제는 시판되지 않고 있

saline(D-PBS)은 Hyclone사(Waltham, MA, USA)에서 구

다(17). 본 연구에서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Orlistat는 장

입하였다. Oil Red O, MDI(0.5 mM 3-isobutyl-l-meth-

관 내 리파아제 저해제로서 위장과 소장의 관강 내에서 위와

ylxanthine, 0.5 μM dexamethasone, 10 μg/mL insulin),

췌장의 지방분해효소의 활성 부위인 serine과 공유결합을

free glycerol reagent, free glycerol standard solution,

형성하여 리파아제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항비만 약제 기

3-(4,5-di-methylthiazon-2-yl)-2,5-diphenyltetra-

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작용은 주로 지방변 등

zolium bormide(MTT)와 Orlistat는 Sigma사(St. Louis,

의 소화기계 증상으로 나타난다(18).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AdipoRed

최근 천연물질로부터 항비만 기능성을 갖는 소재를 찾아

TM

는 Cambrex bio-

science(Walkers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다.

내고 이들의 작용기전을 밝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19). 췌장 리파아제의 활성촉진능 및 탄수화물 분해

3T3-L1 세포배양과 분화

효소의 저해능을 갖는 소재, 백색지방세포의 평균면적을 감

3T3-L1 전지방세포는 ATCC(Americal Type Culture

소시키는 소재, 체중과 체지방 감소 기능을 갖는 소재 등이

Collection, Manassans, VA, USA)에서 구입하고, 10%

소개된 바 있다(20-22).

NCS와 1% phenycillin-streptomycine이 함유된 DMEM

으름(Akebia quinata D.)은 으름덩굴과(Lardizabalaceae)

을 이용하여 37°C, 5% CO2의 조건에서 배양하였다. 분화를

의 낙엽 활엽 덩굴나무로써 주로 온대 기후의 동아시아 지역

위해 사용한 배양액은 10% FBS와 1% phenycillin-strep-

에서 서식하고 있다. 국내에서는 열매, 잎, 줄기가 이용되고

tomycine이 함유된 DMEM(10% FBS DMEM)을 이용하였

있으며, 전통적으로 그 줄기는 목통이라 하여 소염제, 이뇨

다. 3T3-L1 분화 및 시료의 처리는 adipogenesis 과정 중

제, 진통제로 사용되어 왔다(23,24). 으름은 oleanolic acid,

시료의 anti-adipogenesis 생리활성을 평가한 선행 연구의

hederagenin, norarjunolic acid 등의 배당체와 사포닌들을

처리방법에 준하였다(28). 3T3-L1 전지방세포의 분화는

함유하고 있으며(25,26), 현재까지 으름과 관련된 약리학적

세포분화를 위해 각 well에 세포를 배양한 후 100% con-

효과로는 항산화, 통증 완화, 항염 활성이 알려진 바 있다

fluency가 되면 2일간 그대로 유지시켰다. 전지방세포에

(26,27). 으름은 식품의약품안전청 식품원재료 데이터베이

MDI를 포함한 10% FBS DMEM 배지로 지방세포분화를

스에 열매와 어린잎이 식용 가능한 것으로 제시되어 있다.

유도하고 72시간 후 1 μg/mL insulin이 함유된 10% FBS

6월 이전에 2~3 cm 미만 크기의 잎을 어린잎으로 채취하며

DMEM으로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48시간 후에 10%

민간에서는 데쳐서 섭취하는 재료로 이용되어 왔다. 그러나

FBS DMEM으로 교체하여 지방세포 분화를 유도하였다. 지

이들 어린 으름잎에 대한 항비만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방세포 분화 유도 동안 시료를 처리하지 않은 군을 Control

수행된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어린 으름잎 추출물

로 명명하고 각 추출물은 50 μg/mL와 5 μg/mL의 농도로

들의 항비만 생리활성을 in vitro와 in vivo에서 밝히고자

처리하여 AQH-50과 AQE-5로 명명하였다.

하였다.

세포독성

재료 및 방법

각 추출물의 세포독성은 탈수소효소의 작용에 의해 노란
색의 수용성 기질인 MTT tetrazolium을 청자색의 비수용

실험재료 및 추출물

성 MTT formazan으로 환원시키는 미토콘드리아의 능력을

본 연구에서 사용한 어린 으름잎은 5월 전북 임실군에서

이용하여 생존하는 세포가 형성하는 formazan의 함량으로

채취되었다. 잎을 건조한 후 추출기(Kyungseo machine,

세포독성을 간접적으로 측정하는 방법인 MTT assay를 이

Incheon, Korea)를 이용하여 정제수 및 80% 주정을 투입하

용하여 측정하였다. Well dish의 세포를 D-PBS로 2회 세척

2
고 70°C의 온도에서 4시간 0.7~0.75 kg/cm 의 압력 조건

한 후 D-PBS에 용해시킨 50 mg/mL MTT 시약을 첨가하

에서 추출하고 감압농축 하여 -40°C, 100 mmHG 조건에서

여 37 °C에서 2시간 배양한 후 상층액을 제거하고 DMSO를

동결건조 후 분쇄(Hanil, Incheon, Korea)한 것으로 한국인

처리하여 형성된 formazan을 용출한 후 ELISA read-

스팜(주)(Jeonnam, Korea)로부터 제공받았다. 어린 으름잎

er(Bio-Tek, Winooski, VT, USA)를 통해 570 nm에서 흡

열수추출물은 AQH로 어린 으름잎 80% 주정추출물은 AQE

광도를 측정하였다.

로 명명하였다. 각 추출물은 19.5% 및 14.5%의 수득율을
나타내었으며 각 추출물은 -20°C에서 보관하면서 실험에
이용하였다.

Oil Red O 염색
9일째 well dish에서 배지를 제거한 뒤 D-PBS로 2회 세

전용섭 ․ 유양희 ․ 전우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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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하고 D-PBS로 제조한 10% formaldehyde 용액을 첨가

통계분석

하여 상온에서 30분간 세포를 고정하였다. 10% form-

실험 결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D)와 평균(mean)

aldehyde 용액을 제거한 후 D-PBS로 2회 세척하고 iso-

±표준오차(SE)로 나타내었고, 각 군 간의 결과 비교 및 유

propyl alcohol로 제조된 Oil Red O 염색액을 처리하여 1시

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와 Duncan's multiple range

간 상온에서 염색한 다음 염색액을 제거한 후 D-PBS로 2회

test를 이용하여 통계처리한 후 P<0.05 수준에서 유의수준

세척하였다. D-PBS를 각 well에서 완전히 제거한 후 각

을 검정하였다.

well에 100% isopropyl alcohol을 처리하여 세포의 지방구
에 염색된 Oil Red O 염색액을 용출하고 510 nm에서 흡광

결과 및 고찰

도를 측정하였다.

세포독성
Intracellular 중성지방 함량
AdipoRed

TM

어린 으름잎 추출물들의 세포독성 농도 범위를 3T3-L1

는 hydrophobic Nile Red solution으로써

세포 분화 과정 중 처리하여 분화 9일째에 MTT 실험방법으

intracelluar 중성지방의 양을 용이하게 측정할 수 있는 형

로 측정하였다(Fig. 1). AQH는 75 μg/mL 이상에서 세포독

광염색제로써 분화된 세포 내의 중성지방을 정량적으로 측

성이 나타났고, AQE는 10 μg/mL의 농도 이상에서 세포독

정하기 위해 사용하였다. 9일째에 배지를 제거한 뒤 D-PBS

성이 나타났다. 각 추출물의 세포독성의 안전범위는 선행

TM

시약을 처리하여 37°C에서

보고된 식품 추출물들과 상이하게 나타났다. 즉 천년초 열수

10분간 배양한 후 D-PBS로 2회 세척하여 형광 정도를 ex-

추출물과 에탄올추출물의 경우(29) 400 μg/mL의 이하에서

citation 485 nm, emission 572 nm에서 측정하였다.

안전하였고, 들깨잎 에탄올추출물(30)의 경우 10 μg/mL 이

로 2회 세척한 후 AdipoRed

하에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AQH는 50 μg/mL 이

실험동물 및 식이

하에서 안전하였고, AQE는 5 μg/mL 이하의 농도에서 세포

실험동물은 4주령의 ICR(Orient Bio, Gyeonggido,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이후 3T3-L1을 대상으로

Korea) 수컷 마우스 75마리를 7일간의 순화 사육기간을 거

수행한 생리활성 평가에서 AQH는 50 μg/mL의 농도를 사

쳐 23±3°C, 상대습도는 55±15%, 환기회수는 10~20회/

용하였고, AQE는 5 μg/mL의 농도를 사용하여 연구를 수행

hr, 조명시간은 12시간(오전 8시 점등~오후 8시 소등) 및

하였다.

조도 150~300 Lux의 조건에서 사육하였다. 순화사육기간
동안 일반증상을 관찰하여 증상이 없고 체중감소가 없는 건

지방세포의 지방구 염색

강한 동물을 선택하여 체중이 동일한 5군으로 분류한 후 8

어린 으름잎 추출물들이 3T3-L1 세포가 전지방세포에

주간 일반식이군은 AIN-76 diet(Research diet, New

서 지방세포로의 분화 과정에 작용하여 지방구의 생성을 억

Brunswick, NJ, USA)를 제공하고 나머지 군은 모두 high-

제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Oil Red O 염색액을 이용하여

fat diet(45% kal from fat, HFD, Research diet, New
Brunswick, NJ, USA)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며, 식

AQH

120

AQE

수는 미세여과장치로 여과한 후 제공하여 자유롭게 섭취시
100

(ND), 고지방식이군(HFD), 고지방식이에 Orlistat 60 mg/
kg/day를 경구투여한 군(HFD-RF), 고지방식이에 으름잎
80% 주정추출물 200 mg/kg/day를 경구투여한 군(HFDAL), 고지방식이에 으름잎 80% 주정추출물 600 mg/kg/
day를 경구투여한 군(HFD-AH)으로 나누었다. Orlistat, 으

Cell viability (%) .

켰다. 5개의 실험군에 각 15마리를 배치하고 일반식이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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름잎 80% 주정추출물은 매일 1회 동일시간에 경구투여 하
였으며, ND군과 HFD군은 으름잎 80% 주정추출물을 조제
한 멸균 증류수를 경구투여 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체중변화
를 관찰하여 각 군별 체중증가량을 비교하였다.

지방조직 무게 측정
실험 종료 후 마우스를 12시간 절식시키고 에테르로 마취
한 후, 지방조직의 무게를 조사하기 위하여 부고환 및 신장
주위의 좌우 백색지방을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
음 여과지로 수분을 제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0
0

5

10

15

20

25

50

Fig. 1. Effect of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on cell viability in 3T3-L1. The cells were incubated during
differentiation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two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The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values were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cell viability of the non-treated adipocyte cells not
treated with extracts.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non-treated adipocyte cells at P<0.05. AQH: hot water
extract, AQE: 80%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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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on the lipid accumulation in 3T3-L1. The cells were
incubated during differentiation of two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and lipid accumulation levels were
determined by Oil Red O stain. AQH-50 and AQE-5 were incubated with 50 μg/mL of AQH and 5 μg/mL of AQE for 9
days. The values were calculated as percentage of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at
P<0.05. AQH: hot water extract, AQE: 80% ethanol extract.

Fig. 3.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on intracellular triglyceride in 3T3-L1. The intracellular triglyceride content was fluorescently quantified by
TM
AipoRed assay kit. AQH-50 and AQE-5 were incubated with
50 μg/mL of AQH and 5 μg/mL of AQE for 9 days. The values
were calculated as percentage of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at P<0.05.
AQH: hot water extract, AQE: 80% ethanol extract.

3T3-L1 세포 내에 생성된 지방구 염색 실험을 수행하여

glycerol은 세포 외 혈액으로 유리되어 간으로 이송되게 된

각 처리군을 비교한 결과 AQH-50과 AQE-5는 107.4±

다(32). 마찬가지로 3T3-L1 지방세포계에서는 free glyc-

9.7%와 81.7± 3.2%로 나타났고, AQE-5의 경우 대조군과

erol의 함량이 지방구 내 중성지방의 분해 정도를 간접적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로 나타내는 척도가 된다. 본 연구에서 어린 으름잎 추출물

(Fig. 2). 3T3-L1 세포에서 Oil Red O 염색법은 지방세포의

들을 처리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AQH-50은 유의적 차

지방 축적을 비교 평가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 이용되

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나 AQE-5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고 있으며, 항비만 활성과 관련하여 식품 소재들을 대상으로

(Fig. 4). 지방 분해 작용을 갖는 시료들을 대상으로 수행한

한 연구들에서 소재를 처리하지 않은 군과 비교 시 항비만

연구들에서 시료 처리에 따라 free glycerol 함량이 증가하

활성을 갖는 소재들은 adipogenesis 과정에서 lipid accu-

는 것이 보고된 바 있으나(34), 본 연구에서는 AQE 처리에

mulation의 감소에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제시된 바 있다

따라 free glycerol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선행

(28,31,32). 따라서 본 연구의 5 μg/mL의 AQE가 3T3-L1
45

lipid accumulation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확인한 바, AQE

40

는 항비만 활성을 갖는 소재로 판단된다.

Intracellular 중성지방 함량
대부분의 지방구는 중성지방과 perilipin A와 같은 단백
질로 구성되어 있다(28,33). 본 연구에서 지방구의 감소를
보다 직접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세포 내의 중성지방 함량을
형광염색법에 의해 측정하였다(Fig. 3). AQH-50과 AQE-5
처리에 의해 intracellular 중성지방 함량이 각각 98.6±
9.6%와 52.8±7.0%로 나타났으며, AQE-5는 대조군과 통
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이로부터 어
린 으름잎 추출물 중 AQE는 지방세포의 지방구 내 중성지방
생성 억제 효과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ree glycerol 함량
지방세포 내 축적된 지방구에 존재하는 중성지방이 분해
되면 glycerol과 지방산으로 나누어지는데 인체의 경우

Free glycerol content (µg/mL) .

지방세포의 adipogenesis 과정 중 작용하여 지방세포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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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Inhibitory effects of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on free glycerol in 3T3-L1. The values were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free glycerol content of the Control not treated with extracts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AQH-50
and AQE-5 were incubated with 50 μg/mL of AQH and 5 μg/mL
of AQE for 9 days. The values were calculated as percentage
of Control. Each value is expressed as the mean±SD of three
*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 difference compared to
the Control at P<0.05. AQH: hot water extract, AQE: 80%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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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ory effect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on body weight in high fat diet-fed
mice. NC: normal diet control, HFD: high fat diet control,
HFD-RF: high fat diet with 60 mg/kg b.w./day of Orlistat,
HFD-AL: high fat diet with 200 mg/kg b.w./day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HFD-AH:
high fat diet with 600 mg/kg b.w./day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leaves. Body weights
were evaluated during 8 weeks. Data express the mean±SE.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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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on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weight in
high fat diet-fed mice. NC: normal diet control, HFD: high fat
diet control, HFD-RF: high fat diet with 60 mg/kg b.w./day of
Orlistat, HFD-AL: high fat diet with 200 mg/kg b.w./day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HFD-AH: high fat diet with 600 mg/kg b.w./day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Epididymal
white adipose tissue was evaluated after 8 weeks. Data express
the mean±SE.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연구에서 염증성 인자에 의한 free glycerol의 증가는
타내었고(35), adipogenesis 과정 중 처리한 동과분획물은
free glycerol의 감소를 나타내었다(28). 본 연구에서는
adipogenesis 초기단계부터 시료를 처리하여 adipogenesis
마지막 단계에서 배양액 중 free glycerol 함량을 비교한
것으로 AQE에 의해 지방구 생성 감소, 지방세포의 지방구
내 중성지방 함량 감소와 함께 배양액으로 유출되는 free
glycerol 함량의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린 으름잎 80% 주정추출물은 전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함으로써 항비만 효과를 나타냄을 재확인할 수
있었다.

체중 및 백색지방 무게
초기 NC, HFD, HFD-RF, HFD-AL, HFD-AH 각 군의
체중은 29.6±0.4 g, 29.5±0.4 g, 29.6±0.4 g, 29.6±0.4
g, 29.5±0.4 g이었으며 8주 후에 각 군의 체중은 39.7±1.0
g, 44.8±1.5 g, 40.2±1.2 g, 43.3±1.3 g, 40.6±1.0 g으로
나타났다(Fig. 5). 각 군의 체중 증가는 초기에 비하여 10.1
g, 15.3 g, 10.6 g, 13.7 g, 11.1 g으로 나타났으며, HFD군

1

Perirenal white adipose tissue (g) .

AICAR과 같은 AMPK stimulator에 의해 감소된 결과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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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on perirenal white adipose tissue weight in high
fat diet (HFD)-fed mice. NC: normal diet control, HFD: high
fat diet control, HFD-RF: high fat diet with 60 mg/kg b.w./day
of Orlistat, HFD-AL: high fat diet with 200 mg/kg b.w./day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HFD-AH: high fat diet with 600 mg/kg b.w./day of 80% ethanolic extract from young Akebia quinata D. leaves. Perirenal
white adipose tissue was evaluated after 8 weeks. Data express
the mean±SE. The different letters above the ba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group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과 비교하여 HFD-RF와 HFD-AH는 통계적으로 체중 및
체중증가량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8주 후 각 군의 부고환

0.06 g, 0.30±0.04 g으로 나타났다(Fig. 7). 신장조직 주위

주위 백색지방의 무게는 0.84±0.09 g, 1.55±0.22 g, 0.63

백색지방의 무게는 NC군에 비하여 HFD군에서 62%의 증

±0.13 g, 1.26±0.15 g, 0.94±0.13 g의 무게를 나타내었다

가가 나타났고, HFD군과 비교하여 HFD-AH군이 36%로

(Fig. 6). 부고환 주위 백색지방의 무게는 NC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에

HFD군은 84%가 증가되었고, HFD군과 비교하여 HFD-RF

서 Orlistat를 사용한 결과는 Seo 등(36)의 0.05% 식이로

와 HFD-AH군은 59%와 39%로 통계적으로 유의한 무게

제공한 결과보다 높은 체중 및 부고환 조직무게의 감소 결과

감소를 나타내었다. 한편 8주 후 신장조직 주위 백색지방의

를 나타냈다. 이는 식이와 경구투여의 섭취방법이 다름에

무게는 0.29±0.04 g, 0.47±0.05 g, 0.35±0.05 g, 0.47±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Lee 등(37)은 쥐를 대상으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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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간 브로콜리싹 80% 에탄올추출물의 경구투여에 의해 고

및 부정소 주위 백색지방량의 감소는 양성대조군으로 사용

지방식이 섭취에 따른 체중증가량 및 부정소 주위 백색지방

한 Orlistat의 경구투여 결과와 유사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량의 감소를 400 mg/kg/day 고용량 투여군에서 확인하여

세포수준에서의 지방세포 분화 억제, 지방구 생성 억제 작용

보고한 바 있다. Park 등(38)은 7주간 도라지 물추출물의

과 실험동물에서 체중증가량 및 체지방의 감소 작용을 갖는

경구투여에 의해 고지방식이 섭취에 따른 체중 및 부정소

AQE는 향후 항비만 효과를 갖는 소재로 유용하게 사용될

주위 백색지방량의 감소를 보고한 바 있다. Kim 등(39)은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산사나무 외의 5개 혼합재료를 6주간 식이로 급여하였을
때 체중 감소 및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의 감소가 나타난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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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 8주간의 어린 으름잎 80%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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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확인되었다. 선행 비만억제효과를 갖는 소재들의 결과들
과 유사하게 나타났고, 이러한 결과로부터 어린 으름잎 80%
주정추출물은 체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체중증가량의 감소
를 통해 비만 억제 효과를 갖는 소재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최근 식의약 소재로써 으름의 국내외 연구가 수행되고 있
다(40). 본 연구에서는 종래에 이용되지 않았던 식용 가능한
어린 으름잎을 대상으로 항비만 식품소재로써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어린 으름잎 80% 주정추출물은 지방세포
에서 지방구 생성 및 세포 내 중성지방 생성을 억제하였으며
동물모델에서 체중증가량의 감소와 백색지방의 감소를 나
타내었다. 이에 어린 으름잎 80% 주정추출물은 항비만 소재
로 이용가치가 높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를 이용하여 향후
다양한 기능성식품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 어린 으름잎으로부터 추출된 열수추출물인
AQH와 80% 주정추출물인 AQE를 대상으로 3T3-L1 전지
방세포의 지방세포 분화과정 중에 처리한 후, Oil Red O
염색법에 의한 lipid accumulation, intracellular 중성지방
함량을 평가하고 free glycerol release 함량을 측정하여
지방세포형성 억제능을 확인하며, ICR 마우스를 대상으로
고지방식이 섭취 하에 어린 으름잎 추출물의 경구투여에 따
른 체중과 백색지방에 작용하는 효과를 평가하여 어린 으름
잎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를 밝히고자 하였다. 3T3-L1 지방
세포 분화과정 중 AQH 및 AQE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AQE
처리군에서만 유의적 감소를 나타내었다. Intracellular 중
성지방 함량의 경우도 AQE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
었다. 지방세포 분화 중 배양액으로 유출되는 free glycerol
함량을 평가한 결과에서도 AQE 처리군의 유의적 감소를 확
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AQE는 3T3-L1 지방
세포 분화과정 중에 지방구 생성 억제 및 지방세포의 지방세
포 생성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마우스에서
8주간 고지방식이 하에 600 mg/kg/day의 AQE를 경구투여
하였을 때 고지방식이군과 비교하여 체중 및 체중증가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부정소 주위 및 신장 주위
백색지방의 감소가 나타났다. AQE 투여에 의한 체중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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