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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쥐에서 눈꽃동충하초 유래

cathepsin S 저해 분획의 비만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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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besitic Effects of Cathepsin S Inhibitory Fraction
Derived from Paecilomyces tenuipes in Mice Fed a High-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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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cathepsin S (CTSS) inhibitory fraction was isolated from Paecilomyces tenuipes and anti-obesitic
effects of the fraction were evaluated in mice, fed a high-fat diet. Hot water extract of P. tenuipes (DHW) was divided
into 2 fractions, water eluate fraction (DHP1) and methanol eluate fraction (DHP2) using Diaion HP-20. IC

50
 values for

DHW, DHP1 and DHP2 against CTSS were 108.7, 890.3 and 2.3 µg/mL, respectively. To evaluate anti-obesitic effects of
the fractions, each fraction was administrated orally to C57BL/6 mice for 4 weeks with a high-fat diet. DHP2 had the
highest inhibitory effect on CTSS activity, causing serious reduction in weight gain, a reduction in the amount of adipose
tissue and in serum lipids leve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inhibition of CTSS by compounds derived from P. tenuipes
may be effective in preventing and in ameliorating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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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에 의해서 체내에 지방이

과잉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하는데, 그 원인은 명확히 밝혀

져 있지 않지만 생활습관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지

고 있다(1,2). 비만은 그 자체로 혹은 다른 질병들과 결합하여 건

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특히 당뇨병, 심혈관계 질

환, 암, 호흡기 장애, 골관절염(osteoarthritis) 등의 발생과 관계가

깊다(3,4). 전세계적으로 비만 인구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으며 비

만이 건강과 보건에 위협적이기 때문에 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

만을 하나의 현상으로 보지 않고 질병으로 분류하고 있다(5). 따

라서 비만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 방법이 절실한 상황이다.

Cathepsin S(CTSS)는 cysteine protease의 하나로서 지방의 축적

과 관련된 다양한 세포외간질 구성요소(extracellular matrix ele-

ment)들을 분해하는 활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6).

CTSS는 세포간질의 핵심 요소인 fibronectin을 분해함으로써 지

방 전구세포(preadipocyte)의 지방세포로의 분화과정에서 중요한

형태학적인 변화를 야기시킨다. CTSS는 인간의 지방 조직에서도

발현 및 분비되는데 정상인보다 비만환자에게서 과발현되는 것

이 밝혀져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알려졌다(7). 최근에는

CTSS를 저해함으로써 비만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인

식하고 CTSS 선택적 저해제를 고효율로 screening하는 기법들도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8).

눈꽃동충하초(P. tenuipes)는 분생포자를 형성하는 불완전균류

Paecilomyces속에 속하는 버섯균으로 수분 7.6-9.5%, 조단백질

57.5-61.8%, 조지방 6.4-9.8%, 회분 3.5-5.6% 등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한 17종의 아미노산이 들어있다(9). 이

밖에도 D-mannitol, ergosterol 등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10) 기존에 밝혀진 눈꽃동충하초의 효능은 항암효과, 면

역력증강효과, 항피로효과, 항스트레스효과, 항노화효과, 혈중 지

질 개선효과 및 항산화효과 등이 있다(10,11). 최근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이 CTSS의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비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는데(12)

본 연구에서는 눈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로부터 CTSS저해 성분

만을 선택적으로 분리하여 이용할 경우 항비만 효능을 향상시킬

수 있는지 확인하고자 간단한 크로마토그래피법을 이용하여 CTSS

저해 분획을 분리하고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시킨 마우스를

이용하여 항비만 효능을 검증하였다.

재료 및 방법

눈꽃동충하초 추출 및 분획

눈꽃동충하초는 결실부만을 따로 모아 사용하였다. 눈꽃동충하

초 400 g에 6 L의 증류수를 가한 후 90oC로 1시간 동안 가열하

여 열수추출한 다음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였다(DHW).

합성흡착수지인 Diaion HP-20(Mitsubishi Chemical, Tokyo, Japan)

는 사용 전 24시간 동안 methanol에 담궈두어 불순물과 기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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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거하였다. Wet volume 500 mL의 수지를 직경 5 cm, 높이

60 cm의 유리컬럼에 충진시킨 후 각각 2 L의 methanol과 증류수

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수지를 세척하였다. 눈꽃동충하초 열수

추출물 여과액 500 mL을 수지에 흡착시켰으며 2 L의 증류수로

세척하여 흡착되지 않는 성분들을 따로 모아 DHP1으로 명명하

였다. 수지 흡착성분들은 2 L의 80% methanol로 유출시켜 모은

뒤 DHP2로 명명하였다. DHW, DHP1, DHP2는 모두 각각 감압

농축한 뒤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한 뒤 다음 실험에 사용하였다.

CTSS억제활성 측정

눈꽃동충하초 유래 분획물들의CTSS 억제활성은 Shindo 등(13)

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100 mM potassium phosphate

완충용액(pH 6.5)에 5 mM DTT, 4 mM EDTA, 80 µM Z-Val-Val-

Arg-MCA(Biomol, Plymouth, PA, USA) 및 적절한 농도의 눈꽃동

충하초 시료를 혼합한 후 최종적으로 3 ng의 CTSS효소(Biomol,

Plymouth, PA, USA)를 첨가하여 반응용액의 최종 부피가 250 µL

가 되도록 한 후 효소반응을 시작하였으며 37oC에서 총 25분 동

안 반응시키면서 형광도(excitation/emission=360 nm/460 nm)를 측

정하였다. CTSS 저해율은 아래와 같은 식으로 계산하였다.

CTSS 저해율(%)=((A−B)−(C−D))/(A−B)×100

A: Fluorescence without test sample after incubation for 25 min

B: Fluorescence without test sample before incubation

C: Fluorescence with test sample after incubation for 25 min

D: Fluorescence with test sample before incubation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식이

체중 8-13 g인 3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를 Japan SLC

(Kotoh-cho, Japan)에서 구입하여 1주일 동안 고형식이를 공급하

면서 환경에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적응기간 후 마우스들은

무작위적으로 8마리씩 5개의 실험군으로 나누었다. 실험군들은

고지방식이만을 공급한 HFD군, DHW를 고지방식이에 1% 혼합

하여 공급한 DHW-1군, DHW를 고지방식이에 0.2% 혼합하여 공

급한 DHW-0.2군, DHP1을 고지방식이에 0.2% 혼합하여 공급한

DHP1군, DHP2를 고지방식이에 0.2% 혼합하여 공급한 DHP2군

이었으며 비만을 유도하기 위한 고지방식이로는 Research Diets

사(New Brunswick, NJ, USA)의 D12451(칼로리 구성: 지방 45%,

탄수화물 35%, 단백질 20%)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군들의 사료

조성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마우스는 한 케이지에 1마리씩 사

육하였으며 사육실 온도는 24oC, 습도는 50%, 명암은 12시간 간

격으로 조절하였다.

식이섭취량과 체중증가량은 1주일에 2회씩 측정하였다. 4주 사

육 후 12시간 절식시킨 다음 우레탄으로 마취시킨 후 개복하여

심장채혈 및 장기적출하였다. 혈액을 4oC에서 7,000×g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즉시 분석에 사용하거나 −80
oC에서 보관하였다.

혈청 분석

혈청 중의 중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함량 분

석은 모두 아산제약(주)(Seoul, Korea)의 혈액 분석용 kit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즉, 중성지방은 Triglyceride kit, 총 콜레스테롤

은 V-cholesterol kit, HDL콜레스테롤은 HDL-cholesterol kit 를 이

용하였다. 동맥경화지수 (Artherogenic index, AI)는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AI=(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

지방조직의 무게 및 형태학적 변화 측정

지방조직의 무게를 측정하기 위하여 개복 직후 부고환 지방 조

직을 적출한 뒤 인산완충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여과지로 수분을

제거하고 중량을 측정하였다. 지방조직의 지방세포 크기를 확인

하기 위하여 무게 측정이 끝난 지방조직을 4% formaldehyde용액

으로 고정한 다음 수세와 탈수 과정을 거친 후 paraffin용액을 처

리하여 paraffin block을 만든 후 4 µm의 두께로 절편화하여 hema-

Table 1.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s (Unit: g/100 g diet)

Ingredient
Experimental groups

HFD DHW-1 DHW-0.2 DHP1 DHP2

Casein 23.3 23.1 23.3 23.3 23.3

L-Cystine 0.3 0.3 0.3 0.3 0.3

Corn Starch 8.5 8.4 8.5 8.5 8.5

Maltodextrin 10 11.7 11.5 11.6 11.6 11.6

Sucrose 20.1 19.9 20.1 20.1 20.1

Cellulose 5.8 5.8 5.8 5.8 5.8

Soybean oil 2.9 2.9 2.9 2.9 2.9

Lard 20.7 20.5 20.6 20.6 20.6

Mineral mixure1) 1.2 1.2 1.2 1.2 1.2

Dicalcium phosphate 1.5 1.5 1.5 1.5 1.5

Calcium phosphate 0.6 0.6 0.6 0.6 0.6

Potassium citrate 1.9 1.9 1.9 1.9 1.9

Vitamin mixture2) 1.2 1.2 1.2 1.2 1.2

Choline Bitartrate 0.2 0.2 0.2 0.2 0.2

DHW3) - 1 0.2 - -

DHP14) - - - 0.2 -

DHP25) - - - - 0.2

1),2)Research Diets D12451 mineral mix S10026, vitamin mix V10001
3)DHW: hot water extract of P. tenuipes
4)DHP1: water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unadsorbed onto HP-20 resin of DHW
5)DHP2: 80% methanol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adsorbed on to HP-20 resin of D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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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xylin과 eosin으로 염색한 뒤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결과 분석

모든 결과는 평균값±표준편차로 표현하였다. 실험군 간의 결

과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p<0.05 이하

만 유의 차가 있는 것으로 표현하였다.

결과 및 고찰

CTSS 저해 분획의 제조

DHW로부터 CTSS 저해활성을 갖는 성분을 효과적으로 농축

시키기 위하여 유기용매를 이용한 추출 및 다양한 충진제를 이

용한 크로마토그래피 등을 시도한 끝에 합성흡착수지인 Diaion

HP-20이 CTSS 저해 성분 분리에 효과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Diaion HP-20은 styrene과 divinyl benzene의 공중합체로 이루어진

고공극성 합성흡착제로서 홍삼유출액으로부터 조사포닌의 분리

등 다양한 생리활성물질의 흡착 및 분리 정제에 활용된다(14,15).

열수추출액을 여과한 뒤 컬럼에 충진되어 있는 수지에 흡착시킨

다음 증류수를 흘려서 수지 미흡착 성분인 DHP1을 얻었으며

80% methanol로 수지에 흡착된 성분들을 용출시켜 DHP2를 얻었

다. 각각의 분획에 대하여 CTSS저해 활성을 측정해 본 결과

DHP2에서 가장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다(Fig. 1). 각 분획들의

CTSS에 대한 IC50을 살펴본 결과 DHP2가 2.3 µg/mL로 합성흡착

수지 처리 전에 비하여 약 50분의 1로 감소하여 Diaion HP-20수

지를 이용하면 CTSS저해활성이 있는 성분들을 효과적으로 분리

및 농축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Shindo 등(13)은 눈꽃동충하초와 동일한 속인 Paecilomyces

carneus의 배양액으로부터 Paecilopeptin이라는 CTSS 제해제를 분

리 및 구조 동정한바 있다. Paecilopeptin은 CTSS의 기질인 펩타

이드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경쟁적 저해작용을 하

는 것으로 보인다. 눈꽃동충하초에도 단백질과 아미노산이 풍부

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9) 분획을 나누는데 사용된 Diaion HP-

20 수지가 펩타이드류를 흡착하여 분리하는데 자주 이용되고 있

기 때문에(16-18) 눈꽃동충하초의 분획 DHP2에 농축된 CTSS 저

해 성분도 펩타이드류일 가능성이 있다. 특히 DHP2를 TLC로 전

개한 후 펩타이드류를 분석하는데 쓰이는 ninhydrin으로 발색시

켰을 때 붉은색 spot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은 이를 뒷받침해주고

있다(data not shown).

CTSS 저해 분획의 체중증가 억제 효과

고지방식이에 눈꽃동충하초 유래 분획들을 섞어 4주간 먹인 후

체중 변화 및 식이섭취량을 측정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

다. 4주 동안의 총 체중증가량을 살펴보면 DHW를 1% 먹인

DHW-1군(4.85±0.77 g)과 CTSS 저해분획인 DHP2를 0.2% 먹인

DHP2군(2.24±1.26 g)이 HFD군 (11.86±1.47 g)에 비하여 체중 증

가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1). 체중 증가 억제율로 보면

DHW-1군과 DHP2군이 각각 59, 81%의 억제율을 보였다. DHP2

Fig. 1. Inhibitory activity of the fractions derived from P.
tenuipes on cathepsin S. 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SD in
triplicate experiments. DHW: hot water extract of P. tenuipes,
DHP1: water eluent of the partial fraction unadsorbed onto HP-20
resin of DHW, DHP2: 80% methanol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adsorbed on to HP-20 resin of DHW.

Table 2. IC
50

 values of the fractions derived from P. tenuipes for

CTSS

Fraction IC50 (µg/mL)

DHW1) 108.7

DHP12) 890.3

DHP23) 002.3

1)DHW: hot water extract of P. tenuipes
2)DHP1: water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unadsorbed onto HP-20
resin of DHW
3)DHP2: 80% methanol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adsorbed on to
HP-20 resin of DHW

Table 3. Effects of the fractions derived from P. tenuipes on the body weight gains, the food intakes and the food efficiency ratio in mice

fed a high-fat diet

Group
Fraction
treated

Body weight gains Food intake
(g/day)

Food efficiency
Ratio (%)4)28 days(g) g/day

HFD - 11.86±1.47 0.42±0.05 2.84±0.17 14.86±1.11

DHW-1 1% DHW1) 04.85±0.77** 0.17±0.27** 2.17±0.08** 08.00±1.32**

DHW-0.2 0.2% DHW 010.3±1.66## 0.37±0.06## 2.57±0.14**## 14.26±1.61**##

DHP1 0.2% DHP12) 11.58±2.04## 0.41±0.07## 2.65±0.12*## 15.57±2.49##

DHP2 0.2% DHP23) 02.24±1.26**## 0.08±0.05**## 2.21±0.25** 03.76±2.27**##

Values are means±SD (n=8 per group).
*compared with HFD group (*: p<0.05, **: p<0.01, t-test unpaired comparison)
#compared with DHW-1 group (#: p<0.05, ##: p<0.01, t-test unpaired comparison) 
1)DHW: hot water extract of P. tenuipes
2)DHP1: water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unadsorbed onto HP-20 resin of DHW
3)DHP2: 80% methanol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adsorbed on to HP-20 resin of DHW
4)Food efficiency ratio (%)=body weight gains/day per food intake/day×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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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체중증가 억제 효능은 DHW-1군 보다 유의적(p<0.01)으로

높았는데 DHP2의 투여량이 DHW의 5분의 1 수준임을 감안한다

면 DHP2의 체중 증가 억제 효능이 DHW에 비하여 월등히 높아

졌음을 알 수 있다. Diaion HP-20에 흡착되지 않고 증류수로 용

출되었던 DHP1을 0.2% 먹인 DHP1군에서는 체중 증가 억제 효

과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DHW를 DHP2와 동일하게 0.2% 먹인

DHW-0.2군에서는 체증 증가 억제 효과가 미비하였다. 식이섭취

량은 모든 실험군들이 HFD군(2.84±0.17)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특히 DHW-1군(2.17±0.08)과 DHP2군이

가장 낮은 편이었다(2.21±0.25). 체중 증가가 억제되었던 실험군

들의 사료효율은 모두 HF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HFD군, DHW-1군, DHP2군의 사료효율은 각각 14.85, 8.00,

3.76% 였는데, DHP2군은 HFD군 뿐만 아니라 DHW-1군에 비하

여도 사료효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1).

DHW를 1% 투여하거나 DHP2를 0.2% 투여한 경우 사료효율

을 현저히 감소시켜 체중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고는 있

지만 두 실험군에서 모두 식이섭취량이 줄어들었기 때문에 체중

증가 억제 효과가 전적으로 CTSS 저해에 의한 것이라고 판단하

기는 힘들며 낮은 식이섭취량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

인다. 향후 추가적으로 식이의 양이 동일하게 섭취되도록 restricted

diet feeding 또는 pair feeding을 이용한 실험을 수행한다면 이에

대한 보다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있을 것이다.

지방조직의 무게와 조직의 변화

실험동물들을 희생시킨 후 개복하여 부고환 지방 조직을 적출

하여 중량을 측정하였다(Table 4). 부고환 지방 조직의 중량을 단

위 체중에 대한 조직 중량으로 환산하여 비교해본 결과 DHW-1

군(14.14±1.61 mg/g Body Weight, BW), DHW-0.2군(26.58±4.4

mg/g BW), DHP2군(10.43±3.74 mg/g BW)의 지방조직의 중량이

HFD군(36.41±4.76 mg/g BW)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았다(p<0.01).

DHP2군의 경우 DHW-1에 비하여도 유의적(p<0.05)으로 낮은 결

과를 보여주어 DHP2의 체지방 감소 효과가 DHW보다 더욱 향

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비만일 경우 체중의 증가보다는 체지

방의 증가가 건강에 해로운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본 결과를 통

하여 DHP2가 실험동물의 체중을 감소시킬 뿐만 아니라 체지방

Table 4. Effects of the fractions derived from P. tenuipes on the

adipose tissue weights in mice fed a high-fat diet

Group
Fraction
treated

Epididymal fat pad

Fat pad (g)
Fat pad (mg)

/BW (g)

HFD - 1.09±0.18 36.41±4.76

DHW-1 1% DHW1) 0.34±0.04** 14.14±1.61**

DHW-0.2 0.2% DHW 0.77±0.19**## 26.58±4.4**##

DHP1 0.2% DHP12) 0.97±0.14## 33.01±3.29##

DHP2 0.2% DHP23) 0.21±0.08**## 10.43±3.74**#

Values are means±SD (n=8 per group).
*compared with HFD group (*: p<0.05, **: p<0.01, t-test unpaired
comparison)
#compared with DHW-1 group (#: p<0.05, ##: p<0.01, t-test unpaired
comparison)
1)DHW: hot water extract of P. tenuipes
2)DHP1: water eluent of the partial fraction unadsorbed onto HP-20
resin of DHW
3)DHP2: 80% methanol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adsorbed on to
HP-20 resin of DHW

Fig. 2. Effect of the fractions derived from P. tenuipes on epididymal fat pads in mice fed a high fat diet. Epididymal fat pads are stained
with Haematoxylin and eosin (Original magnification× 200). HFD, Group fed a high-fat diet; DHW-1, Group treated with 1% (w/w) DHW (hot
water extract of P. tenuipes); DHW-0.2, Group treated with 0.2% (w/w) DHW; DHP1, Group treated with 0.2% (w/w) DHP1 (water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unadsorbed onto HP-20 resin of DHW); DHP2, Group treated with 0.2% (w/w) DHP2 (80% methanol eluate of the partial
fraction adsorbed on to HP-20 resin of DH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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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을 낮추는 데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현미경을 이

용하여 부고환 지방 조직의 크기를 관찰한 결과 Fig. 2에서 볼

수 있듯이 DHW-1군과 DHP2군의 지방조직의 크기가 현저히 감

소하였다. 이러한 현상들은 지방세포 분화에 관여하는 CTSS의

활성이 저해됨으로써 나타나는 결과로 해석할 수 있으며 눈꽃동

충하초 분획들이 체내에서 지방의 축적을 감소시킴으로서 체중

증가를 억제할 수 있었다는 예측을 할 수 있다.

혈청 지질 농도

각 실험군들의 혈청지질 농도를 분석한 결과를 Table 5에 나

타내었다. 혈청의 중성지방은 HFD군(62.30±14.69 mg/dL)에 비하

여 DHP2군(43.47±3.99 mg/dL)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DHW, DHP1 등을 투입한 실험군에서도 혈청 중성지방 농도가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이지 않았다. 동충하초의 총 콜레스테롤의

경우는 DHP2군(117.44±32.08 mg/dL)이 HFD군(157.24±16.65 mg/

dL)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p<0.01), DHW-1군(108.20

±18.06 mg/dL)과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콜레스테롤

을 조직에서 간으로 운반함으로써 체외로 배출시키는 기능을 하

는(19) HDL콜레스테롤은 DHP2군(73.03±7.92 mg/dL)이 HFD군

(87.50±11.80 mg/dL)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한 반면(p<0.05),

DHP1군(98.36±4.78 mg/dL)이 HF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p<0.05).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도 DHP1 실

험군(0.46±0.23)이 HFD군(0.81±0.25) 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p<0.05).

동충하초의 혈청 중성지방 강하 효과는 이미 수차례 보고된 바

있다. Koo 등(20)은 동충하초 Cordyceps militaris 추출분말을 3%

이상 사료에 섞여 먹였을 때 혈청 지질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

다고 보고하였으며, Koh 등(21-23)도 Cordyceps militaris 또는

Paecilomyces japonica의 자실체 또는 균사체 분말을 쥐에게 먹였

을 때 혈청 지질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결

과에서도 DHW를 1% 투여한 실험군에서 혈청 지질이 감소하였

으며 DHP2를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그 효과가 향상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충하초의 지질개선 효과는 일반적으로 동충하초에

함유된 다당류나 섬유소가 지질 흡수를 억제함으로써 나타나는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 DHP2의 지질 개선 효과가 향상된 것

은 Diaion HP-20 수지에 의하여 열수추출물에 존재하는 다당류

가 흡착 및 농축되어 나타나는 효과일 가능성도 있다. 한편 콜레

스테롤 개선 효과는 DHP2보다는 DHP1에서 높게 나타났는데 눈

꽃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의 Diaion HP-20처리에 의하여 혈중 콜레

스테롤 조성을 개선시킬 수 있는 성분들이 DHP2 보다는 DHP1

으로 이동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하는 결과로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요 약

Cysteine protease의 일종인 CTSS가 비만에 관여한다는 것이 알

려진 후 CTSS저해를 통한 비만 억제의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본 연구는 눈꽃동충하초로부터 CTSS저해 활성을 갖는 분획을 분

리하여 항비만 효과를 확인하는 것을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눈꽃

동충하초 열수추출물을 Diaion HP-20 수지 흡착 여부에 따라서

DHP1, DHP2 두 개의 분획으로 나누었다. CTSS에 대한 IC50값

은 열수추출물, DHP1, DHP2가 각각 108.7, 890.3, 2.3 µg/mL이었

다.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 각 분획들을 4주간 섭

취시키고 체중 변화, 부고환 지방 무게, 지방세포 크기 및 혈중

지질 농도 등을 측정한 결과 CTSS 저해활성이 가장 높은 분획

DHP2를 섭취시킨 실험군에서 가장 뛰어난 항비만 효능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눈꽃동충하초로부터 분리된

CTSS저해 성분들이 비만을 치료하거나 예방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한다고 볼 수 있다. 향후 눈꽃동충

하초로부터 CTSS저해 물질을 분리 및 동정한다면 보다 명확한

항비만 기작을 밝혀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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