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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feeding diet containing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MPWEs) on body weight, 
epididymal adipose tissue weight, adipocyte size of epididymal adipose tissue and plasma lipid levels in high 
fat (HF) diet-induced obese mice. To test antiobese effects of diet containing the MPWEs, C57BL/6J mice were 
fed with HF diet for 11 weeks. In the last 6 weeks, the HF diet was supplemented with 0 (HFD) or MPWEs 
(5 g/kg, HFD＋MPWEs) or orlistat [0.5 g/kg, HFD＋orlistat (antiobesity drug)]. The HF-free diet group was 
fed normal chow for 11 weeks. Eleven-weeks feeding with HFD resulted in significant increase in lipid levels, 
body weight, liver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weights, compared with the HF-free group. Diet containing 
MPWEs significantly reduced plasma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 and glucose concentrations 
as well as body weight, liver weight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weight. Plasma triglyceride levels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FD＋orlistat group after 6 weeks and a similar effect was found with HFD＋MPWEs 
group. The adipocyte size of epididymal adipose tissue in HFD group was significantly larger than those of 
HF-free group. MPWEs and orlistat (positive control) significantly decreased the size of epididymal adipocytes 
but orlistat was slightly more effective than MPWEs. These results suggest that oral feeding of the MPWEs 
may have antiobesity effects by suppressing body weight gain, adipose tissue formation and adipocyte size 
incr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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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만성 사성질환의 원인으로 잘 알려진 비만은 유 , 환

경   사회  구조변화와 식습 의 변화 등 다양한 원인들

이 여하는 복합  증후군으로, 과도한 에 지 섭취로 체내 

사활동으로 소비되고 남은 것이 지방조직에 성지방으

로 축 되어 발생되며(1,2) 이러한 지방조직이 필요량 이상

으로 과도하게 축 되면 정상 인 생리   생화학  기능

에 향을 미친다(3). 이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을 세계

으로 건강과 보건에 해 부정 인 향을 미치고 있으며, 

하나의 상이나 증상이 아닌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4). 

비만의 치료는 행동양식의 리(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조

요법), 의학 인 기술의 용(치아고정, 제술) 사회  

는 정신 인 측면에서의 리 등 다방면에서 복합 으로 

이루어지고 있지만(5) 최근에는 인공 으로 합성된 항비만 

약제를 복용하는 방법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은 부분 부작용을 가지고 있어, 부작용을 최소화할 

수 있고 향상된 항비만 기능을 가진 천연물질을 이용한 비만

치료제 개발이 실히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재들(옥수수수염, 팥싹, 표고버섯, 청

고추)  옥수수수염은 다이어트 음료로 잘 알려져 있지만 

아직 과학 으로 검증이 되지 않았으며, 팥은 독을 풀고 배

변을 진하여 장을 깨끗하게 해주며, 팥에 함유된 사포닌은 

섬유질과 함께 변통을 돕는 효과를 나타내는 물질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6). 팥싹 역시 액 내 독소를 소변으로 배출하

고 배변을 진하는 것으로 부터 해지고 있으나 과학

인 근거를 제시한 연구결과는 무한 상태이다. 따라서 팥싹

에 의한 배설 진이 항비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을 것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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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되어 본 연구에서 항비만 소재로 팥싹을 선택하 다. 

Kwon 등(7)은 표고버섯의 균사체에서 분리한 단백질과 고

추 추출물을 흰쥐에 투여했을 때 체 과 LDL-콜 스테롤 

함량이 감소되었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 혼합식이 제조를 해 사용된 소재들은 비 실험

을 통해 항비만 련 주요 효소들(lipoprotein lipase, ac-

yl-CoA synthetase, carnitine acetyl transferase)의 활성에 

향을 미치는 것이었으나 소재마다 활성이 잘 일어나는 효

소의 종류는 달랐다. 따라서 lipoprotein lipase, acyl-CoA 

synthetase 그리고 carnitine acetyl transferase가 비슷한 속

도로 모두 활성이 일어날 수 있는 최  소재를 찾고자 각 

소재들이의 물 추출물 동결 건조 분말을 일정한 비율로 고지

방식이에 혼합하여 실험 식이를 제조하 으며, 이는 각 성분

들의 시 지 효과를 얻기 한 목 이었다. 본 연구에 사용

된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orlistat[1-(3-hexyl-4-ox-

ooxetan-2-yl) tridecan-2-yl 2-formamido-4-methyl-

pentanoate]는 Xenical®(Roche Pharma Ltd, Reinach, 

Switzerland)라는 이름으로 시 되는 lipase 해제로 이들

은 식사로 섭취한 지방 흡수를 해함으로써 항비만 약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C57BL/6J 마우스를 이용하여 5주 

동안 비만을 유도한 후 6주간 옥수수수염, 팥싹, 표고버섯 

 청고추 물 추출물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을 고지방 

식이에 혼합 투여하여 몸무게, 부고환 지방함량, 지질 사와 

부고환 지방세포의 크기에 미치는 향을 찰하여 항비만 

기능성식품 소재를 개발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 재료  추출물의 제조

본 연구에 사용된 옥수수수염(Zea mays L.), 팥싹

(Phaseolus angularis L.), 표고버섯(Lentinus edodes(Berk.) 

Sing)  청고추(Capsicum annuum L.)는 춘천 소재 재료상 

 형마트에서 구입하여 건조하 다. 건조된 각각의 시료

를 분쇄한 후 10.7배의 증류수를 첨가한 다음 60oC shaking 

incubator에서 24시간 추출하여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을 취

하 다. 여과한 상층액을 동결 건조시킨 후 옥수수수염, 팥

싹, 표고버섯, 청고추의 동결 건조 분말을 Table 1과 같은 

비율로 배합하여 5 g/kg, 즉 0.5%의 비율로 고지방 식이에 

Table 1. Composition of Zea mays L., Phaseolus angularis 
L., Lentinus edodes (Berk.) Sing, Lentinus edodes (Berk.) 
Sing, and Capsicum annuum  L. for mixture (%)

Plants Contents

Zea mays L.
Phaseolus angularis L.
Lentinus edodes (Berk.) Sing
Capsicum annuum  L.

30.44
39.12
12.79
17.65

Total 100

Table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kg diet)

Ingredient
HF

1)
-free 
diet

Control 
(HF diet, 
HFD)

HFD＋
orlistat

2)
 
HFD＋
MPWEs

3)

Orlistat
Mixture 
Casein
Sucrose
Corn starch
Cellulose
Beef tallow
Mineral mixture
Vitamin mixture
DL-methionine
Choline bitartrate

－
－
200
150
150
50
－
35
10
3
2

－
－
200
150
150
50
400
35
10
3
2

0.5
－
200
150
150
50
400
35
10
3
2

－
5.0
200
150
150
50
400
35
10
3
2

1)High fat.
2)Xenical® (Roche Pharma Ltd, Reinach, Switzerland) as an 
antiobesity drug.
3)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Zea mays L. (30.44%)＋
Phaseolus angularis  L. (39.12%)＋Lentinus edodes (Berk.) 
Sing (12.79%)＋Capsicum annuum  L. (17.65%).

혼합하여 고형 식이로 제조하 다(Table 2). 배합비율 결정

은 항비만 련 주요 효소들인 lipoprotein lipase, acyl-CoA 

synthetase와 carnitine acetyl transferase의 Km값을 구한 

후 in vitro 비실험에서 얻어진 효소 활성비를 Km값에 곱

하여 Table 1과 같은 배합비율을 결정하 다. Positive con-

trol로 사용한 orlistat는 Xenical®라는 의약품으로 매되고 

있는 캡슐을 개 하여 고지방식이 1 kg에 0.5 g, 즉 0.05%가 

되도록 고지방식이에 혼합하여 고형 식이를 제조하 다(9).

실험동물  식이

본 연구에서는 7주령의 C57BL/6J(Central Lab. Animal 

Inc., Seoul, Korea) 수컷 33마리를 일주일간 응시킨 후 

일반식이 섭취군[high fat(HF)-free diet, n=7]을 제외하고 

모두 고지방식이를 5주 동안 하여 비만을 유도하 다. 5주후 

난괴법에 의거하여 3개의 군으로 분류하 다. 즉 고지방식

이만을 섭취한 군[HF diet(HFD), n=10], 고지방식이에 orli-

stat 0.05%를 혼합하여 섭취한 군(HFD＋orlistat, n=8), 고지

방식이에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을 고지방 식이에 0.5%를 투여한 군(HFD＋MPWEs, n=8)

으로 분류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일반식이 섭취군은 혼합

물을 투여하는 실험기간 6주 동안에도 계속해서 일반 식이

를 투여하 다. 실험기간 동안 음수와 식이는 ad libitum으

로 여하 으며, 체 과 식이섭취량은 3일 간격으로 측정

하 다. 사육장 온도는 21±2oC, 습도 50±10%에서 12시간 주

기로 명암 조 하 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동물실험은 강원

학교 동물실험윤리 원회(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KIACUC)

의 승인 하에 수행하 다.

액 분석

액은 5주 동안 고지방식이에 의해 비만을 유도한 후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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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diet containing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MPWEs) on body weight gain/feed intake, liver and epi-
didymal adipose tissue weight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Groups Body weight gain/food intake (g/g) Liver weight (g/mouse) Epididymal adipose tissue (g/mouse)

Control (HF1) diet, HFD)
HF-free diet
HFD＋orlistat2) (0.5 g/kg) 
HFD＋MPWEs3) (5 g/kg) 

0.0738
0.0379
-0.0045
0.0380

±0.00554)c5)
±0.0036b
±0.0031a
±0.0051b

1.64±0.17b
1.17±0.06a
1.10±0.05a
1.21±0.06a

1.85±0.15c
0.48±0.06a
0.77±0.11a
1.30±0.19b

1)High fat.
2)Xenical® (Roche Pharma Ltd, Reinach, Switzerland) as an antiobesity drug.
3)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Zea mays L. (30.44%)＋Phaseolus angularis L. (39.12%)＋Lentinus edodes (Berk.) Sing (12.79%)＋
Capsicum annuum  L. (17.65%).
4)The values shown are mean±SD (n=7∼10). 
5)Within each colum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이나 orlistat

을 함유하고 있는 고지방 식이를 시작하기 바로 직  0주와 

실험식이 후 3주에 16시간 식 후 Avertin(0.8 mg/g)(10)을 

복강 투여하여 마취시킨 후 안와 채 하여 EDTA가 함유된 

튜 에 액을 수집하 고, 실험식이가 종결되는 6주에는 

식, 마취 후 심장 채 하 다. 채 된 액은 4
oC에서 

10,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장(plasma)을 

얻어 총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 성지방(triglycer-

ide) 그리고 루코오스(glucose) 농도를 아산제약(Asan-

pharm, Seoul, Korea) 상업용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LDL 콜 스테롤(LDL-cholesterol) 농도는 Stanbio Labo-

ratory(Stanbio, TX, USA)로부터 구입한 LDL 콜 스테롤 

측정용 시약을 이용하여 자동분석기(BT-1000, Rome, Italy)

로 측정하 다.

간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 측정 그리고 부고환 지

방조직 세포의 크기 측정

간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함량은 실험 종료 후 실험동

물을 안락사 시킨 다음 복부를 개하여 간  부고환 지방

조직을 출하여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액  이물질을 

제거하여 무게를 측정하 으며, 부고환 지방세포의 크기는 

부고환 지방조직을 일정 크기로 잘라 10% formalin으로 48

시간 동안 고정하여 동결 편기로 18 μm으로 편한 후 

oil-red-o 지방 염색방법으로 지방세포를 염색하 다. 염색 

후 60% isopropanol을 이용하여 탈색한 뒤 미경하에서 디

지털 카메라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측정하 다. 지방세포의 

크기 분석을 해 Fluor Chem 8900 image analysis pro-

gram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직경을 측정하 고, 지방세포

의 직경은  수치가 아닌 상  수치로 측정하 다.

통계처리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의 통계  유의성은 SPSS(statit-

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Version 10.0, Chicago, 

USA) program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표 편차로 표

시하 고, 각 농도의 평균차의 통계  유의성을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 다. 

결과  고찰

체 , 간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

옥수수수염, 팥싹, 표고버섯  청고추 각각의 물 추출물 

냉동건조 분말 혼합물을 섭취한 생쥐의 체  변화량, 간 무

게, 부고환 지방조직의 무게는 Table 3과 같다. 체 변화량

은 실험 시작부터 시작 종결까지의 무게 변화량을 총 식이

섭취량으로 나 어 나타내었다. 그 결과 고지방식이만을 섭

취한 조군(HFD)과 비교하여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 으

로 감소하 다. 항비만 치료제로 매되고 있는 orlistat 섭

취군(HFD＋orlistat)은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

한 분말 혼합물 섭취군(HFD＋MPWEs)과 일반식이 섭취

군(HF-free diet)보다 더 체 이 감소되었고, 혼합물을 섭

취한 군은 조군과 비교하여 48.51% 체  감소를 나타내

었다. 간 무게를 측정한 결과 고지방식이군인 조군과 비

교하여 고지방 식이와 함께 orlistat 섭취는 간 무게를 

32.93%,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은 26.22% 유의 으로 감소시켰다. 부고환 지방조직 함량

을 측정한 결과 조군인 고지방식이군은 1.85±0.15 g, 약
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한 군

은 1.30±0.19 g으로 조군과 비교하여 29.73%가 유의 으

로 감소하 다.

본 연구 결과는 Jayasooriya 등(11)은 고지방식이가 체

을 증가시키며 한 간에서 지방을 축 시켜 간 무게가 증가

한다고 발표하 으며, Lee 등(12)과 Park 등(13)은 로콜리 

싹 에탄올 추출물과 도라지 물 추출물을 고지방식이와 함께 

섭취시킨 결과 고지방식이 유도 흰쥐의 체 증가량이 

히 감소하 으므로 비만 억제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을 뿐

만 아니라 고지방식이에 의해 증가된 간조직  지방 무게도 

이들 추출물들 투여에 의해 감소하 다고 보고하여 약용식

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에 의해 몸

무게 감소, 간 무게 감소  부고환 지방 조직량 감소를 나타

낸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하 다. 한 본 연구에 사용된 천연 

소재 물 추출물 혼합물 섭취에 의한 부고환 지방량 감소는 

비만에 있어서 체 의 증가보다는 체지방량의 증가가 건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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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diet containing 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MPWEs) on plasma lipid and glucose level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mg/dL)

Treatment
HF

1)
 diet 

(HFD, control)
HF-free diet

HFD＋orlistat
2) 

(0.5 g/kg)
HFD＋MPWEs

3)

(5 g/kg)

Total cholesterol4)
0 week
3 weeks
6 weeks

102.21±4.275)b6)
143.21±3.51c
170.88±5.64c

 74.78±3.03a
 84.66±1.31a
113.89±8.44a

103.28±3.38b
121.82±5.64b
158.15±5.26bc

104.87±7.06b
138.95±8.08c
140.65±11.91b

LDL-cholesterol
0 week
3 weeks
6 weeks

 35.07±3.13b
 70.98±4.20c
 93.16±5.08b

 25.09±4.36a
 27.95±4.55a
 49.25±8.96a

 34.68±7.00b
 69.99±7.21c
104.11±4.79b

 40.45±13.98b
 51.06±5.09b
 59.54±9.06a

Triglyceride 
0 week
3 weeks
6 weeks

 47.29±2.02b
 54.94±1.69c
 56.00±3.89c

 29.07±0.99a
 29.18±1.17a
 27.76±1.40a

 45.04±2.14b
 43.97±2.04b
 42.09±2.42b

 45.21±1.82b
 43.49±1.26b
 39.60±1.83b

Glucose
0 week
3 weeks
6 weeks

119.39±5.58b
206.40±4.85c
277.31±13.42c

 87.75±6.10a
139.60±6.52a
 208.52±10.53b

122.51±11.88b
167.26±9.47b
169.41±9.44a

103.17±10.79ab
174.60±7.36b
238.64±10.24b

1)High fat. 
2)Xenical® (Roche Pharma Ltd, Reinach, Switzerland) as an anti-obesity drug.
3)Medicinal plant water extracts: Zea mays L. (30.44%)＋Phaseolus angularis L. (39.12%)＋Lentinus edodes (Berk.) Sing (12.79%)＋
Capsicum annuum  L. (17.65%).
4)Blood samples were collected on weeks 0, 3, and 6 after oral feeding of MPWEs or orlistat. 
5)The values shown are the means±SD (n=7∼10). 
6)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c)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을 해친다는 Kim 등(14)의 연구 결과에 근거한다면 본 연구

에서 비만 마우스에게 섭취시킨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

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은 비만한 사람에게 건강 개선과 함께 

항비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항비만 천연 소재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장 지질  루코오스 함량

장 총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 성지방  루

코오스 농도는 Table 4와 같다. 실험식이가 시작되기 바로 

직  0주에는 고지방식이군(HFD, control), 고지방식이에 

0.5 g/kg orlistat 섭취군(HFD＋orlistat) 그리고 고지방식이

에 5 g/kg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군(HFD＋MPWEs) 간에는 장 총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성지방 농도에는 유의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p>0.05), 이들 3군은 일반식이군(HF-free diet)과 

비교하여 장 지질 함량이 히 높았다(p<0.05).

총콜 스테롤은 3주째 orlistat 섭취군에서 조군인 고지

방식이군과 비교하여 유의 으로 감소하 지만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는 향을 미치

지 않았다. 그러나 6주 후에는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군에서 140.65±11.91 mg/dL로 

조군인 170.88±5.64 mg/dL와 비교하여 17.69% 유의 으로 

감소하 다. LDL 콜 스테롤은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

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과 orlistat 섭취군에서 고지방식이군

인 조군과 비교하여 히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약용

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투여가 LDL 

콜 스테롤 농도 감소에 항비만 약제인 orlistat보다 더 효과

가 있었다. 조군과 비교하여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군의 장 성지방 함량이 이들 

혼합물 섭취 3주와 6주 모두 유의 으로 감소하 다. 3주에

는 43.49±1.26 mg/dL로 조군(HFD, 54.94±1.69 mg/dL)
과 비교하여 20.84% 감소하 으며 6주에는 39.60±1.83 
mg/dL로 조군(56.00±3.89 mg/dL)과 비교하여 29.29%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감소율은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orlistat 투여군과 유사하 다. 장 루코오스 함량은 일반

식이군(HF-free diet)과 비교하여 고지방식이군(HFD)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고 orlistat와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 3주째 고지방식이에 의해 증

가된 고 당을 히 감소시켰고 감소율은 두 섭취군이 비

슷하 다. 6주째, 조군에 비해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

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군의 루코오스 함량이 유의

으로 낮았지만, 혼합물 섭취군보다 orlistat 섭취군이 더 낮

은 루코오스 함량을 나타내었다. 

Park 등(15)과 Wat 등(16)은 고지방식이 여가 일반식

이군과 비교하여  성지방과 총콜 스테롤 함량을 증

가시킨다고 보고하 는데 이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 다. 

한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

에 의한 장 성지방과 총콜 스테롤 함량 감소는 로콜

리 싹 추출물, 뽕잎 추출물 그리고 도라지 물 추출물이 식이

 비만에 의해 유발된 고지 증을 개선하 다는 보고들

(12,17)과 유사하 다.  지질 함량 감소는 상심 계 

질환의 험을 감소시킨다는 여러 연구 결과들(15,16,18)에 

근거하여 옥수수수염, 팥싹, 표고버섯  청고추 각각의 물 

추출물 냉동 건조 분말 혼합물 섭취는 비만에 의해 유발되는 

심 계 질환의 험성을 여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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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diet containing medicinal plant wa-
ter extracts (MPWEs) on adipocyte size of epi-
didymal adipose tissue of high fat (HF) diet-induced 
obese mice. Oil-red-o-stained adipocyte sections are 
shown (original magnification 10×) (A). The fat cell 
area was measured by Fluor Chem 8900 image analysis 
program (B). The values shown are mean±SD (n=7∼
10) and mean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HFD＋orlistat HFD＋MFWEs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

마우스의 부고환 지방조직을 염색하여 미경으로 찰

한 결과(Fig. 1A)와 image analyzer로 측정한 결과(Fig. 1B)

는 Fig. 1과 같다. 부고환 지방조직의 지방세포 크기가 고지

방식이를 섭취한 군(HFD)에서 일반식이 섭취군(HF-free 

diet)과 비교하여 히 증가하 고, 고지방 식이에 의한 

지방세포크기 증가는 orlistata과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에 의해 억제되었다. 고지방식

이군의 지방세포 크기가 1.0배일 때 일반식이군(HF-free 

diet)과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 

섭취군(HF＋MPWEs)의 지방세포 크기는 고지방식이군의 

지방세포 크기의 0.47배와 0.69배로 감소하 다. 이는 고지

방식이의 섭취가 지방세포의 성지방의 축 을 증가시켰

음을 의미하며(15), 옥수수수염, 팥싹, 표고버섯  청고추 

각각의 물 추출물 냉동 건조 분말 혼합물 섭취가 이러한 

성지방의 축 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Kim 등(14)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Moon 등(19)도 한약재로 구성된 천연소재 조성물에 

의해 체 과 부고환 지방 조직량의 감소와 지방세포 크기의 

감소가 항비만에 효과가 있다고 의견을 제시하 다. 지방세

포 크기의 측정은 항비만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 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15). 따라서 지방세포의 조직학  실

험 결과는 본 실험에 사용된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을 동결 

건조한 분말 혼합물이 항비만 기능성식품 개발 등 다양한 

용도의 기능성 소재로 사용 가능성을 다시 한 번 시사하고 

있다.

요   약

우리는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도된 비만 마우스의 몸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의 지방세포 크기 

 장 지질 농도에 약용식물 물 추출물들(MPWEs) 혼합

식이가 어떤 향들을 미치는지 연구하 다. MPWEs 혼합

식이의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C57BL/6J 마우스는 

11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섭취시켰다. 마지막 6주 동안, 계속

해서 고지방식이(HFD)만 섭취시키거나 고지방식이에 

MPWEs(5 g/kg, HFD＋MPWEs)이나 고지방식이에 orli-

stat[0.5 g/kg, HFD＋orlistat(항비만 약)]을 섞어 섭취시켰

다. HF-free군은 11주 동안 일반 식이를 섭취시켰다. 11주간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군은 일반식이군과 비교하여 장 지

질 수 , 몸무게, 간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가 하

게 증가하 다. MPWEs를 함유하고 있는 식이는 몸무게, 

간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와 마찬가지로 장 총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성지방 그리고 당 농도를 

하게 감소시켰다. 장 성지방 수 은 6주 동안 orlistat

를 함유한 고지방식이군(HFD＋orlistat)에서 히 낮았고 

MPWEs를 함유한 고지방식이군(HFD＋MPWEs)의 그것

과 유사하 다. 고지방식이군 마우스의 지방세포크기가 일

반식이군의 그것에 비해 하게 증가하 고, MPWEs와 

orlistat(positive control)는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를 하

게 감소시켰으나 orlistat가 MPWEs보다 약간 더 향력이 

있었다. 이들 결과들은 MPWEs 섭취는 몸무게 증가, 지방세

포 형성  지방세포 크기 증가를 해함으로써 항비만 효과

가 있을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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