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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Mice에서 잣송이 임계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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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investigated the anti-obesity effect of pine cone (PC, Pinus koraiensis) supercritical 
extract in high-fat diet (HFD)-induced obese mice. Male C57BL/6J mice were treated with HFD, HFD+catechin, and 
HFD+PC [two different doses, 20 mg/kg body weight (b.w.) and 100 mg/kg b.w.] in each AIN93G supplement for 
8 weeks. Treatment of HFD mice with both low and high doses of PC significantly reduced body weight gain compared 
to HFD mice. Liver weight of mice was reduced in both the low and high dose PC-supplemented groups (24.19% 
and 19.83%, respectively). Total adipose tissue weight of mice was reduced in both the low and high dose PC-supple-
mented groups (45.54% and 62.66%, respectively). Serum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 cholesterol, and HDL 
cholesterol were reduced in the low and high dose PC-supplemented groups, and ratios of HDL cholesterol to LDL 
cholesterol increased by 94.55% in the high dose PC-supplemented group. Serum leptin was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low and high dose PC-supplemented groups (28.14% and 62.72%, respectively). These results were supported 
by genetic expression of protein and enzymes related to lipid metabolism assessed by real-time PCR. There was sig-
nificant reduction of lipid regulatory transcription factors such as PPAR-γ, C/EBP, and SREBP and lipid enzymes 
such as fatty acid synthesis and lipoprotein lipase in the low and high dose PC-supplemented groups.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 dose PC trea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supplementation is able to regulate serum lipid profiles by reducing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LDL 
cholesterol levels, followed by regulation of expression of lipid metabolic factors, resulting in reduction of weight 
gain in HFD-induced obese mice. 

Key words: pine cone, Pinus koraiensis, supercritical extract, anti-obesity

Received 19 August 2016; Accepted 20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Jeongmin Lee, Department of Medical 
Nutrition, Kyung Hee University, Yongin, Gyeonggi 17104, Korea
E-mail: jlee2007@khu.ac.kr, Phone: +82-31-201-3779

서   론

최근 우리나라의 식생활이 서구화됨에 따라 고지방 식이 

섭취는 증가하였으나, 중등도 신체활동 실천율 및 걷기 실천

율은 감소하였고, 비만 유병률이 1998년 29.1%에서 2014

년 32.9%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2014년 국민건강통계에 

보고되었다(1). 비만은 에너지의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소비되고 남은 에너지가 체내 지방에 과도하게 축적되는 상

태를 말하며, adipogenesis 과정에 의하여 지방세포의 세포 

내 중성지방 축적으로 발생한다(2). Adipogenesis 과정은 

peroxisome proliferation activated receptor gamma 

(PPAR-γ),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 

(SREBP),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C/EBP) 등

과 같은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의 활성과 호르몬

의 자극이 필수적이다(3-5). 또한, 비만은 정신적 문제, 부

적절한 식습관, 운동부족, 내분비계장애 및 유전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들이 관여하는 복합적 증후군으로 심혈관계 질

환, 고지혈증, 고인슐린혈증과 같은 성인병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되고 있어, 비만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방법으로 

지방 및 단백질 대사 또는 지방과 단백질의 저장에 대한 조

절, 음식섭취의 감소, 지방 분해, thermogenesis 증가, 영양

소 흡수의 억제 등이 있다(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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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을 치료하기 위해 현재까지 개발된 비만치료제로는 

제니칼(orlistat), mazindol, phentermine 등으로 지방 흡수

를 억제하거나 식욕을 억제한다. 그러나 이러한 비만치료제

는 지방변 및 위장질환, 입마름과 수면장애 등과 같은 부작

용이 나타나 보다 효과적이고 안전한 항비만 물질을 개발하

기 위해 천연 소재의 기능성 물질 개발의 필요성이 요구되고 

있다(12-16). 잣나무(Pinus koraiensis)는 우리나라 중부 

이북과 경남지역 등에서 널리 생장하고 있는 소나무과에 속

하는 상록목으로, 잣나무에는 항균 및 살충 효과, 항암, 항알

레르기 효과가 있으며, 잣나무의 terpinolene과 bomeol 성

분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고, 잣송이 

정유 성분이 항비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7- 

20). 

잣나무 및 잣송이를 이용한 기존의 추출법은 물 또는 유기

용매를 상온이나 고온에서 추출하는 기법으로 인체 내 독성

과 분리공정에 의한 생성물질의 변성 및 수율 저하 등과 같

은 문제점이 나타나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초임계법이 제안

되고 있다(21). 초임계법은 낮은 임계온도와 압력으로 고체

가 비이상적으로 용해되는 현상을 이용한 물질 분리법이지

만 잣송이의 초임계 추출물의 생리활성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초임계법으로 추출한 

잣송이의 생리활성물질이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mice

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의 제조

1 L의 초임계 추출장비에 분쇄된 잣송이 310 g을 투입한 

후, energized seal로 밀봉하고 추출기의 head 부분과 본체

는 clamp 체결 방식을 사용하였다. 초임계 유체로 사용된 

CO2는 cylinder에서 가스 상태로 나와서 원하는 압력에 도

달할 때까지 Haskel gas booster(No. 30/75, Holiday Inn., 

Burbank, CA, USA)를 이용하여 압력을 높이고 300 bar에 

도달한 후, 추출기 내부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도록 needle 

valve를 조작하면서 추출물을 500 mL 가지 달린 플라스크

에 포집하였다. 추출기의 온도는 자동 온도 조절이 가능한 

전기히터를 사용하여 70°C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추출 종

료 시점은 추출물의 무게가 증가할 때까지 최대한 진행하였

다. 초임계 추출을 통해 얻어진 잣송이의 수득률은 약 6.03 

%로 나타났다. 

실험동물 

동물실험은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의원회의 심의(승

인번호 KHUASP(SE)-14-005)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실

험동물은 (주)중앙실험동물(Seoul, Korea) 사육장으로부터 

생후 5주령의 수컷 C57BL/6J male mice(n=35)를 구입하

여 일주일 동안 설치류 사육실에서 일반식이(AIN93G)를 공

급하며 적응시킨 후 적응기간 중 일반상태를 관찰하여 건강

한 개체를 무작위법으로 군 분리를 시행하였다. 실험군의 

분류는 정상대조군(normal control; NC), 고지방식이 비만

대조군(high-fat diet; HFD), 양성대조군(HFD+catechin),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20 mg/kg b.w.(HFD+PC low), 잣송

이 초임계 추출물 100 mg/kg b.w.(HFD+PC high) 총 5군

으로 7마리씩 5군으로 분류하여 8주간 사육이 진행되었다. 

사육환경은 온도 23±3°C, 습도 50±5%에서 light cycle이 

12시간 유지되었다. 

식이 및 급여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를 관찰하기 위해 잣

송이 추출물이 첨가된 식이를 제공하고 관찰하였다.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은 AIN93G diet에 첨가하여 시료를 제조하여 

사용하였고, 식이 농도는 20 mg/kg b.w.와 100 mg/kg b.w.

로 설정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와 음용수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1주일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체중과 

식이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실험식이 공급일로부터 희생일까지 총 실험기간 동

안의 식이섭취량을 나누어 산출하였다. 

조직 분석

채혈 후 즉시 개복하여 간 및 지방조직(백색지방; 피하지

방, 내장지방, 갈색지방)을 적출한 다음 생리식염수로 세척

하여 여과지로 수분을 제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혈액 분석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ethyl ether

로 마취하고 안와동맥을 통해 채혈하였다. 혈액은 원심분리

(16,000 rpm, 20 min, 4°C) 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분석 

전까지 -70°C에 냉동 보관하였다. 

분리한 혈청을 이용하여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콜레스테롤, LDL/VLDL 콜레스테롤은 enzyme assay kit 

(BioVision Inc., Mountain View, CA,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RNA 추출 및 real-time polymerase chain reaction(real- 

time PCR)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의 섭취에 따른 지방 대사 관련 유전

자의 발현을 확인하기 위해 real-time PCR을 실시하였다. 

지방조직을 적출하여 RNeasyⓇ Lipid Tissue Mini kit(Qiagen 

Sciences Inc., Gaithersburg, MD, USA)으로 제조사의 

protocol에 따라 RNA 추출을 실시하였다. iScript cDNA 

synthesis kit(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을 사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유전자들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SYBR Green(iQ SYBR Green Supermix, 

Bio-Rad Laboratories Inc.)을 이용한 실시간 정량 PCR을 

실시하였고, 기기는 real-time PCR(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유전자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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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in real-time PCR quantification
of mRNA 

Gene Primer sequences
PPAR-γ F 5'-GCCCACCAACTTCGGAATC-3'

R 5'-TGCGAGTGGTCTTCCATCAC-3'
C/EBP F 5'-GAGCTGAGTGAGGCTCTCATTCT-3'

R 5'-TGGGAGGCAGACGAAAAAAC-3'
SREBP F 5'-CCAGAGGGTGAGCCTGACAA-3'

R 5'-AGCCTCTGCAATTTCCAGATCT-3'
FAS F 5'-GAAGTGTCTGGACTGTGTCATTTTTAC-3'

R 5'-TTAATTGTGGGATCAGGAGAGCAT-3'
LPL F 5'-CAAGATTCACTTTTCTGGGACTGA-3'

R 5'-GCCACTGTGCCGTACAGAGA-3'
GAPDH F 5'-CATGGCCTTCCGTGTTCCTA-3'

R 5'-GCGGCACGRCAGATCCA-3'

Table 2. Effect of pine cone (Pinus koraiensis) supercritical extracts on body weight gain, FER, and tissue weight in high-fat diet- 
induced obese mice 

NC1) HFD HFD+catechin HFD+PC low HFD+PC high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Weight gain (g)
FER2)

Tissue weight (g)
  Liver
  Subcutaneous adipose tissue
  Visceral adipose tissue
  Brown adipose tissue
  Total adipose tissue

21.58
28.40
6.82
4.77

1.05
0.58
1.40
0.11
2.08

±1.22NS

±2.82d

±3.00d

±2.10b

±0.28c

±0.25c

±0.71d

±0.04b

±0.98d

21.15
48.85
27.70

8.13

2.06
3.41
5.76
0.13
9.30

±1.45
±1.44a

±0.61a

±0.18a

±0.50a

±0.35a

±0.78a

±0.06ab

±1.18a

21.65
34.28
12.63
3.30

1.32
1.16
3.41
0.17
4.74

±1.41
±2.25bc

±1.49bc

±0.39b

±0.14bc

±0.33b

±0.40bc

±0.06ab

±0.76b

23.38
36.98
14.60
4.61

1.56
1.32
3.55
0.19
5.07

±1.43
±3.07b

±2.22b

±0.70b

±0.17b

±0.41b

±0.80b

±0.07a

±1.15b

21.87
31.95
10.08
4.71

1.65
0.61
2.70
0.16
3.47

±0.83
±1.83c

±2.28c

±1.06b

±0.32b

±0.33c

±0.59c

±0.06ab

±0.78c

1)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induced obese, HFD+catechin: high-fat diet+catechin, HFD+PC low: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20 mg/kg b.w., HFD+PC high: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100 mg/kg b.w..

2)FER (food efficiency rate)=weight gain (g)/ total food consumption (g)×100.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and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NS: not significant.

한 PCR primer의 염기서열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Real- 

time PCR 반응은 총 20 μL 내에 cDNA 2 μL와 2X SYBR 

mix 10 μL, forward, reverse primer는 각각 100 pmol/μL

를 1 μL씩 첨가하였고, 나머지는 H2O로 채워주었다. PCR 

증폭 단계는 다음과 같고 증폭 cycle은 40 cycle을 실시하

였다. Hot start를 위해 95°C에서 8분, 증폭 단계의 dena-

turation을 95°C에서 15초, annealing을 52°C에서 30초, 

extension을 72°C에서 30초간 반복하며, 각 cycle의 ex-

tension 후에 값이 기록되었다. 모든 cycle이 완료된 후 pri-

mer의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melting curve 분석을 실시

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Applied Biosystems에서 제공하는 

One step system software v2.1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version 20 프로그램(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모든 측정항목의 결과는 평균

(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시하였고 

실험군 간 평균의 차이는 one-way ANOVA로 유의성을 확

인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사후 검

증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의 여부를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에 따른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 식이효

율, 간 및 지방조직 무게 변화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이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 식이효

율, 간 및 지방 조직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결과(Table 2),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는 정상대조군

(normal control; NC)에 비해 고지방식이 비만대조군(high- 

fat diet; HFD)에서 306.36%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비만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HFD군에 비해 양성대조군(HFD 

+catechin),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20 mg/kg b.w.(HFD+ 

PC low),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100 mg/kg b.w.(HFD+ 

PC high)에서 각각 54.39%, 47.29%, 63.60%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군 간의 유의적

인 차이도 함께 나타났다(P<0.05). 식이효율(FER)을 계산

한 결과 NC군에 비해 HFD군에서 70.49%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고, HFD군에 비해 HFD+catechin군, HFD+PC low

군, HFD+PC high군에서 각각 59.46%, 43.33%, 42.14%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식이섭취군 간의 유의

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경향은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이 고지방 식이에 의한 체중의 증가를 감소시키는 것

으로 생각한다. 

비만에 있어서 더 위험한 요소는 체중의 증가보다 체지방 

및 조직 무게의 증가이다. 간(liver)의 경우 NC군에 비해 

HFD군에서 96.79%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5), 

HFD군에 비해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 

PC high군에서 각각 36.13%, 24.19%, 19.83%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식이 섭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지방 식이 섭취 시 지방 대사가 비정상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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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pine cone (Pinus koraiensis) supercritical extracts on lipid profiles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NC1)  HFD HFD+catechin HFD+PC low HFD+PC high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M)
LDL/VLDL cholesterol (mg/dL) 
HDL cholesterol (mg/dL)
HDL/LDL cholesterol (ratio)
Leptin (ng/mL)

180.52±24.73b

 17.21±2.54b

 19.69±5.05c

 82.31±7.53b

  4.38±0.64a

 12.84±0.69d

219.83±7.97a

 21.95±2.24a

 40.12±3.84a

 96.23±4.21a

  2.30±0.12b

 37.81±4.33a

177.95±10.43b

 19.28±1.10b

 26.69±6.57b

 84.06±8.70b

  3.02±0.58b

 21.12±2.60bc

164.77±11.53b

 18.26±1.91b

 29.52±5.37b

 67.88±5.46c

  2.52±0.34b

 27.07±7.98b

162.01±6.03b

 10.96±0.33c

 18.97±2.54c

 75.39±1.22bc

  4.48±0.50a

 14.09±2.70cd

1)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induced obese, HFD+catechin: high-fat diet+catechin, HFD+PC low: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20 mg/kg b.w., HFD+PC high: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100 mg/kg b.w..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으로 일어나게 되면 간 내 지질 성분이 축적되어 간의 무게

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피하지방(subcuta-

neous adipose tissue)의 경우 NC군에 비해 HFD군에서 

492.15%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P<0.05), HFD군에 비

해 HFD+catechin군은 65.8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HFD+PC low군, HFD+PC high군에서 각각 61.17%, 82.00 

%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내장지방(viscer-

al adipose tissue)의 경우 NC군에 비해 HFD군에서 311.18 

%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D군에 비해 HFD+catechin

군, HFD+PC low군, HFD+PC high군에서 각각 40.87%, 

38.35%, 53.15%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갈색지

방(brown adipose tissue)의 경우 HFD+PC low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지만 HFD 섭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

지 않았다. 총 지방 무게는 HFD군이 9.30±1.18 g으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 

PC high군은 HFD군에 비해 49.03%, 45.54%, 62.66%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진 catechin을 pos-

itive control로 하여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의 섭취 효과를 

비교한 결과 체중 증가량, 식이효율, 조직의 무게 등에서 모

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의 섭취 또한 체중의 증가 및 체지방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혈청 지질 함량 측정

비만에서는 남은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축

적이 되고, 축적된 지방은 비정상적인 지질 대사로 인한 다

양한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나며, 이전 연구들에 따르면 고지

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

방의 증가를 보고한 바 있다(24,25).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혈청 지질 함량을 측정

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NC군에서 180.52±24.73 

mg/dL를 나타냈지만, HFD군은 219.83±7.97 mg/dL로 

21.77%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비만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하

였다(P<0.05). HFD군에 비해 HFD+catechin군, HFD+ 

PC low군, HFD+PC high군은 각각 19.05%, 25.05%, 

26.30%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P<0.05), 군 간의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중성지방 함량은 NC군(17.21± 

2.54 mM)에 비해 HFD군(21.95±2.24 mM)에서 27.53%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D군에 비해 HFD+catechin군

(19.28±1.10 mM), HFD+PC low군(18.26±1.91 mM), 

HFD+PC high군(10.96±0.33 mM)은 각각 12.15%, 16.81 

%, 50.08%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LDL/VL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NC에 비해 HFD군에서 103.75% 유

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HFD군에 비해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PC high군은 각각 33.47%, 26.43 

%, 52.87%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P<0.05).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은 NC에 비해 HFD군에서 16.92% 

증가하였고, HFD군에 비해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PC high군에서 각각 12.64%, 29.46%, 21.66 

%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이는 총콜레스테롤의 

감소가 HDL 콜레스테롤 함량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

하며, HDL 콜레스테롤의 함량보다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이 중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따라서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비율을 계산한 결과 NC군

에 비해 HFD군에서 47.47% 유의적으로 낮았고, HFD군에 

비해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PC high

군에서 각각 31.03%, 9.63%, 94.55% 증가하였으며, HFD 

+PC high군은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음을 확인하였다(P< 

0.05). 

지질은 세포막, 담즙, 호르몬의 중요 성분이지만, 혈중 지

질 함량이 높으면 다양한 질병의 위험도를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특히 LDL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다른 조직으로 

콜레스테롤을 운반하고 체내에 축적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는 반면, HDL 콜레스레롤은 조직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 체외로 배설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27). 본 연구에서 catechin의 섭취가 혈청 지질 함량을 개선

시켜주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최근 녹차의 주요 성분인 

catechin이 혈중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킨다는 보고와 일치

한다. 그리고 이러한 혈중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소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를 억제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28). 본 연구에서 사용된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이 비록 HDL 

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켰으나, HDL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 비율은 오히려 HFD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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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pine cone (Pinus koraiensis) supercritical ex-
tracts on express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induced obese, HFD+catechin: high-fat diet+catechin, HFD
+PC low: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20 mg/kg
b.w., HFD+PC high: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100 mg/kg b.w..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
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
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이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감소시키고, 

HDL 콜레스테롤의 감소보다는 LDL 콜레스테롤 감소에 더 

영향을 많이 주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잣송이 초임계 추

출물은 비만이 유도된 마우스의 혈청 지질 함량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혈청 leptin 함량 측정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adipokine인 leptin은 neuro-

peptide Y(NPY), melanocortin, agouti-related peptide 

(AgRP) 등 anorexingenic peptide 유전자 발현을 조절하

고, 간에서 lipogenesis 및 lipolysis, 식품 섭취 및 체중을 

조절하는 신호전달 단백질이다(2,29). 혈청 leptin의 농도는 

정상인에 비해 과체중이거나 비만에서 높게 나타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2).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혈청 leptin 함량을 

측정한 결과(Table 3), NC군(12.84±0.69 ng/mL)에 비해 

HFD군(37.81±4.33 ng/mL)에서 194.35%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P<0.05). HFD+catechin군(21.12±2.60 ng/mL), 

HFD+PC low군(27.07±7.98 ng/mL), HFD+PC high군

(14.09±2.70 ng/mL)은 HFD군에 비해 각각 44.13%, 28.41 

%, 62.7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군은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하였다(P<0.05). 

따라서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이 비만에 의해 증가한 혈청 

leptin 함량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한다.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지방조직 내 adipo-

genic transcription factor 발현 측정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에는 peroxisome pro-

liferation activated receptor gamma(PPAR-γ),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SREBP), CCAAT/ 

enhancer binding protein(C/EBP)이 존재한다. PPAR-γ

는 백색지방 조직에 존재하고 대표적인 지방조직 분화 전사

인자로 체지방 축적 및 지방세포 분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

고, SREBP는 간과 지방의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

요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이다. C/EBP는 지방세포 분화와 

관련된 전사인자 중 가장 처음으로 밝혀졌고, 백색지방, 갈

색지방에서 발현이 되며, C/EBP 발현 증가는 PPAR-γ의 

발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3-5,30).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지방조직 내 adipo-

genic transcription factor를 측정한 결과(Fig. 1), PPAR-

γ의 발현은 NC군에 비해 HFD군에서 178.49%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 

PC high군은 HFD에 비해 각각 87.63%, 53.11%, 48.44%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SREBP의 발현은 NC군

에 비해 HFD군에서 147.32%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D 

+catechin군, HFD+PC low군, HFD+PC high군은 HFD

에 비해 각각 89.44%, 92.99%, 58.01%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P<0.05). 또한, C/EBP의 발현 역시 NC군에 비해 HFD

군에서 144.37%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D+catechin

군, HFD+PC low군, HFD+PC high군에서 HFD에 비해 각

각 54.43%, 49.32%, 77.11%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 

0.05). 이는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이 adipogenic transcrip-

tion factor의 발현을 억제하여 지방세포 내 지방산의 축적

과 지방 분화를 저해하여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

로 보인다.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지방조직 내 adipogenic 

enzyme 발현 측정

지방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로 fatty acid synthesis(FAS), 

lipoprotein lipase(LPL)가 존재한다. FAS는 acetyl-CoA

의 축합반응으로 긴 사슬 지방산의 합성 반응을 촉매하며, 

LPL은 지방산과 monoacylglycerol을 가수분해하고 에너

지를 지방세포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시키며, 콜레스테롤 

흡수와 LDL receptor 결합력을 증가시키는 효소이다(31, 

32).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에 따른 지방 조직 내 FAS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Fig. 2), NC군에 비해 HFD군에서 150.39 

%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PC high군은 HFD에 비해 각각 87.88%, 

91.56%, 89.87%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P<0.05), 식이

섭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SREBP의 발

현을 측정한 결과(Fig. 3), NC군에 비해 HFD군에서 72.71% 

증가하였고, HFD+catechin군, HFD+PC low군, HFD+PC 

high군은 HFD에 비해 각각 66.74%, 76.28%, 78.91%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으나(P<0.05), 식이섭취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따라서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이 

FAS와 LPL 발현을 저해하여 지방산의 합성을 억제함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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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pine cone (Pinus koraiensis) supercritical extracts
on expression of FAS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induced obese, HFD+cat-
echin: high-fat diet+catechin, HFD+PC low: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20 mg/kg b.w., HFD+PC high: high-
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100 mg/kg b.w..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
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c
cc

a

b

0

0.5

1

1.5

2

2.5

NC HFD HFD +
catechin

HFD + PC
low

HFD + PC
high

R
el

at
iv

e 
m

R
N

A 
ex

pr
es

si
on

 o
f L

PL
  .

    HFD+          HFD+
  PC low        PC high

Fig. 3. Effect of pine cone (Pinus koraiensis) supercritical ex-
tracts on expression of LPL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NC: normal control, HFD: high-fat diet-induced obese, HFD+
catechin: high-fat diet+catechin, HFD+PC low: high-fat diet+ 
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20 mg/kg b.w., HFD+PC high:
High-fat diet+pine cone supercritical extract 100 mg/kg b.w..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
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써 지방 축적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C57BL/6J 마우스에 고지방 식이를 통한 비

만을 유도시키며 동시에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을 식이에 첨

가하여 8주간 식이 투여하여 항비만 식품 소재로서의 기능

성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20 mg/kg 

b.w.(HFD+PC low),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100 mg/kg b.w. 

(HFD+PC high) 섭취군의 체중증가량은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대조군(HFD)에 비해 각각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간, 

백색 지방, 총 지방 무게의 변화량 역시 잣송이 초임계 추출

물 섭취군이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동

물의 혈청 지질 함량은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VLDL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이 HFD군에 비해 잣송이 초임

계 추출물 섭취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HDL/LDL 

비율을 계산한 결과에서는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군이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음을 확인하였다. 실험

동물군의 지방 조직에서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 

(PPAR-γ, SREBP, C/EBP)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군이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또한, adipogenic enzyme(FAS, LPL)의 발현을 측정

한 결과, 잣송이 초임계 추출물 섭취군이 HFD군에 비해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잣송이 초임계 추

출물이 항비만 효과를 가진 천연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있어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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