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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향종자(Foeniculum fructus) 물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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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investigated the anti-obesity effects of Foeniculum fructus water extract on body weight, epididymal
adipocyte size, plasma lipid levels and activities of key enzymes such as lipoprotein lipase (LPL), acyl-CoA
synthetase (AC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Experimental groups were normal diet group (ND), high
fat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with 0.05% orlistat group (HFDO), and high fat diet with 0.5% Foeniculum
fructus group (HFDF). Eleven-weeks feeding with HFD resulted in significant increase in lipid levels, body
weight, liver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weight, compared with the ND group. Diet containing Foeniculum
fructus water extract significantly reduced plasma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glucose concentrations as
well as body weight, liver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weights. Plasma LDL cholesterol levels were sig-
nificantly lower in the HFDF group than those in HFDO group. LPL activities elevated by a high fat diet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Foeniculum fructus water extract administration. ACS activities decreased in the
high fat diet group and markedly increased in the Foeniculum fructus water extract administered group. All
things considered, Foeniculum fructus water extract efficiently inhibits the inflow of fatty acid into the cell,
and activates metabolic process that uses fatty acids flowing as an energy source. Thus, Foeniculum fructus
water extract may have great potential as a novel anti-obesit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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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서구화된 식습관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생활이 편리해지

고 노동을 비롯한 활동량 감소에 의하여 비만인구가 증가하

고 있다. 비만은 유전적, 환경적, 사회적 요인 등 다양한 원인

들이 관여하는 복합적 증후군으로, 과도한 에너지 섭취 후

체내 대사활동으로 소비되고 남은 것이 지방조직에 중성지

방으로 축적되어 발생된다(1,2). 비만은 심리적 및 사회적으

로 개인을 위축시키는 외모상의 문제뿐 아니라 고혈압, 동맥

경화증, 당뇨병, 심혈관계 질환과 같은 만성 대사성 질환을

유발시키는 중요한 문제가 되고 있다(3). 이러한 비만을 해

결하기 위하여 비만 치료제의 개발과 연구는 계속되고 있지

만 인공적으로 합성된 항비만 약물들은 대부분 부작용을 가

지고 있으며 아직까지 부작용이 없는 완전한 치료제는 시판

되지 않고 있다(4,5). 본 연구에서 positive control로 사용된

orlistat의 화학식은 1-(3-hexyl-4-oxo-oxetan-2-yl)tride-

can-2-yl2-formylamino-4-methyl-pentanoate로서 분자

식은 C29H53NO5이다. Orlistat는 Xenical(R)이라는 상품명으

로 시판되는 장관 내 lipase 저해제로서 위장과 소장의 관강

내에서 위와 췌장의 지방분해효소의 활성부위인 serine과의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lipase를 불활성화시킴으로써 항비만

약제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부작용은 주로 지

방변과 같은 소화기계 증상이 나타난다(6).

최근 안정적인 천연물질로부터 체중조절에 효과적인 기

능성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작용기전을 밝히는 연구들

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7,8). 항비만 소재 관련 연구에서

백자인, 대복피, 계혈, 오배자의 높은 췌장 지방분해효소 저

해능이 입증되었고(9), 차전자, 고삼, 산사자 추출물은 부고

환 지방세포의 평균 면적을 감소시켰으며(10), 솔잎, 홍차,

녹차 혼합추출물은 체중과 체지방 감소 및 부분적으로 위장

관에서 췌장 지방분해효소와 α-amylase의 활성 억제에 의

한 탄수화물과 지방의 소화감소에 기인하여 항비만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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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 diet)

Ingredients
Group

1)

ND HFD
2)

HFDO HFDF

Orlistat
Fennel
Casein
Sucrose
Corn starch
Cellulose
Corn oil
Beef tallow
Mineral mix

3)

Vitamin mix
3)

DL-methionine
Choline bitartrate

－
－
200.0
500.0
150.0
50.0
50.0
－
35.0
10.0
3.0
2.0

－
－
200.0
345.0
150.0
50.0
－
205.0
35.0
10.0
3.0
2.0

0.5
－
200.0
345.0
150.0
50.0
－
205.0
35.0
10.0
3.0
2.0

－
5.0
200.0
345.0
150.0
50.0
－
205.0
35.0
10.0
3.0
2.0

Fat (%) 11.7 40.0 40.0 40.0
1)
ND, normal diet; HFD, high fat diet; HFDO, HFD＋orlistat;
HFDF, HFD＋fennel.
2)
High fat diet: AIN-76A diet #100496 (Dytes Inc, Bethlehem,
PA, USA).
3)
According to AIN-76.

나타낸다고 하였다(11).

본 연구에 사용된 회향종자(Foeniculum fructus, Fennel)

는 산미나리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의 성숙한 과실을 건조

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항염증, 진통제, 구충제, 이뇨제, 진경

제로 사용되어왔다(12). 회향에 대한 연구에서 회향 열매 추

출물이 lipopolysaccharide로 자극한 대식세포주에서 염증

성 매개물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보였으며

(13), 회향 추출물의 급여가 자연발증 고혈압 쥐의 혈압을

강하시켰고(14), 초임계 추출공법을 이용해 회향에서 분리

한 정유성분들이 항암, 항돌연변이, 신경활성이 아주 높다고

하였다(15). 또한 손상된 간장의 조직과 기능을 회복시키는

회향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어 왔으며(16), 회향종자의 항산

화 작용에 대한 연구(17)가 진행되었지만 항비만 효능에 관

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C57BL/6J mice를 이용하여 회향종자 물 추출물을 급여한

후 체중, 간 및 부고환 지방함량, 혈중 지질 함량을 측정하였

고, 부고환 지방세포의 크기 및 지방세포내로 지방산의 유입

을 억제하는 효소 활성과 지방의 이용을 자극하는 효소 활성

의 변화를 측정하여 항비만 기능성 소재로서의 가능성 여부

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추출물의 제조

회향종자는 2009년 6월 춘천시 소재의 건재상에서 구입하

여 냉장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시료의 추출은 Choe 등(18)

의 방법에 따라 양질의 것을 엄선하고 완전히 건조하여 분쇄

한 후 무게 당 10.7배 증류수를 가하고 60oC에서 24시간 동안

교반하면서 유효성분을 추출하였다. 이를 실온에서 방냉하

고 여과한 다음 감압농축기(SB-1000, EYELA, Tokyo,

Japan)로 농축하였고, 동결건조기(FD 8508, IlShin, Yangju,

Korea)를 이용하여 11.48% 수율의 분말시료를 획득하였으

며 -70oC에서 냉동보관하면서 적당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

하였다.

실험동물 및 식이

실험동물은 7주령의 C57BL/6J(Central Lab. Animal Inc.,

Seoul, Korea) 수컷 32마리를 일주일간 적응시킨 후 일반식

이군(normal diet, ND)을 제외하고 모두 고지방식이를 5주

동안 섭취시켜 비만을 유도하였다. 5주후 난괴법에 의거하

여 세 군으로 분류하였다. 즉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군

(high fat diet, HFD), 고지방식이에 orlistat 0.05%를 혼합하

여 섭취한 군(HFDO), 고지방식이에 회향종자 물 추출물을

동결건조 하여 만든 분말을 0.5%를 투여한 군(HFDF)으로

분류하여 6주 동안 실험을 진행하였다.

식이의 조성은 Table 1과 같이 건조 분말을 고지방 식이

에 혼합하여 제조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사용한 orlistat

는 Xenical®(Roche Pharma Ltd., Reinach, Switzerland)이

라는 의약품 한 캡슐을 개봉하여 고지방식이 1 kg에 0.5 g,

즉 0.05%가 되도록 혼합하였으며, 회향종자 추출물은 선행

연구된 한약재 추출물들의 농도와 용매를 고려하여 0.5%가

되도록 혼합 제조하였다(11,19,20). 실험기간 동안 음수와 식

이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체중과 식이섭취량은 3일

간격으로 측정하였으며, 사육장 온도는 21±2oC, 습도 50± 
10%에서 12시간 주기로 명암 조절하였다. 본 연구에서의

모든 동물실험은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Kang-

won National University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KIACUC)의 승인 하에 수행되었다.

혈액 분석

혈액은 실험이 종료되는 6주에 절식, 마취 후 심장 채혈하

였다. 채혈된 혈액은 4
o
C에서 10,000 rpm으로 10분 동안 원

심분리 하여 혈장을 얻어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당 농도를 상업용 키트(Asanpharm,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LDL-콜레스테롤은 Friede-

wald 등(21)의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LDLc＝(TC-HDLc)－
TG

5

조직의 무게 및 부고환 지방조직 세포 크기 측정

실험동물을 안락사 시킨 후 복부를 절개하여 간 조직 및

부고환 지방을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를 이용하여 혈액 및 이

물질을 제거하여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부고환 지방조직 세

포의 크기는 Seo 등(22)의 방법과 같이 부고환 지방조직을

일정 크기로 잘라 10% 포르말린으로 48시간 동안 고정하여

동결절편기로 18 μm으로 절편한 후 oil-red-o 지방 염색방

법으로 지방세포를 염색하였다. 염색 후 60% 이소프로판올

을 이용하여 탈색한 뒤 현미경(LHS-H100P-1, Nik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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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 gain/food intake, liver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weights of mice

Groups1)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g/g)

Liver (g)
Epididymal
fat (g)

ND
HFD
HFDO
HFDF

0.0379±0.0036b2)
0.0738±0.0055d
-0.0045±0.0031a
0.0542±0.0071c

1.17±0.06a
1.64±0.17b
1.10±0.05a
1.27±0.09a

0.48±0.06a
1.85±0.15c
0.77±0.11a
1.31±0.20b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okyo, Japan)에서 디지털카메라(E990, Nikon)를 이용하여

이미지를 측정하였다. 지방세포의 크기 분석을 위해 Fluor

Chem 8900 image analysis program(Alpha Innotech, San

Leandro, CA, USA)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직경을 상대적

수치로 측정하였다.

효소원 제조

Lipoprotein lipase(LPL) 효소의 활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부고환 지질 2 g 적출하여 25 mM NH4Cl(pH 8.1)을 2배한

후 900 rpm에서 5분간 균질하여 2,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한 지방층을 제거하고 상층액을 4,000 rpm에서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여 LPL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23,24).

Cytosol 분획물은 간 조직 2 g 적출하여 완충용액 A(0.25

M sucrose, pH 7.4)로 세척한 뒤 완충용액 B(150 mM KCl,

5 mM EDTA, 5 mM MgCl2, 10 mM, 2-mercaptoethanol)를

10배 첨가하여 균질하였다. 균질액을 600×g(MF600, Hanil,
Seoul, Korea)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한 뒤

다시 8,000×g(JA-20, Beckman, Brea, CA, USA)에서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침전물을 제거한 후 상등액을 105,000× 
g(70Ti, Beckman)에서 7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등액을 취

하여 사용하였다.

Lipoprotein lipase 활성

LPL 효소의 활성 측정은 Quinn 등(25)과 Shirai와 Jackson

(26)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Reagent A(100 mM sodium

phosphate buffer with 150 mM sodium chloride, 0.5%

Triton X-100, pH 7.2) 900 μL 넣고 분획하여 얻은 LPL 효소

용액 100 μL와 reagent C[50 mM p-nitrophenyl butyrate

(PNPB) in reagent B] 10 μL로 발색시켜 57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Acyl-CoA synthetase 활성

ACS 효소의 활성측정은 Shimizu 등(27)의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E-tube에 reagent A(200 mM Tris buffer with

20 mM MgCl2, 2 mM EDTA, 0.25% Triton X-100, pH 8.1

at 25oC) 910 μL, reagent C(14.5 mM ATP) 25 μL, reagent

D[42.7 mM phosphoenol pyruvate solution(PEP) in reagent

B] 25 μL, reagent E(72 units/mL myokinase enzyme

solution in reagent B) 25 μL, reagent F(120 units/mL of

PK/LDH mixed enzymes in reagent B) 25 μL, reagent G(49

mM CoA in reagent B) 50 μL, reagent H(5.3 mM β-

NADH)를 넣고 교반한 후 cytosol 100 μL와 reagent J(0.98

mM sodium oleic solution in reagent I) 100 μL 넣고 3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분석 결과는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표기하였고, 통계처리

는 SPSS(Version 12.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이

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p<0.05)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 간 및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

각 군의 체중 변화량, 간 조직, 부고환 지방조직의 무게는

Table 2와 같다. 체중 변화량은 실험 시작부터 종결까지의

무게 변화량을 총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나타내었다. 그

결과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HFD군과 비교하여 모든 군에

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항비만 치료제인 orlistat 섭취군

(HFDO)은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군(HFDF)과 일반식이

섭취군(ND)보다 더 체중이 감소되었고 HFDF군은 HFD과

비교하여 26.56% 체중 감소를 나타내었다. 간 무게는 HFD

군과 비교하여 고지방식이와 함께 orlistat 섭취는 32.93%,

회향종자 물 추출물은 22.56%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부고

환 지방 무게는 고지방식이군 1.85±0.15 g, 회향종자 물 추

출물 섭취군 1.31±0.20 g을 나타내어 29.19%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고지방식이가 체중을 증가시키며 간에서

지방을 축적시켜 간 무게가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하였다

(28).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에 의해 체중 감소, 간 무게

감소 및 부고환 지방 조직량 감소를 나타낸 본 연구 결과는

Lee 등(29)과 Park 등(30)이 브로콜리 싹 에탄올 추출물과

도라지 물 추출물을 고지방식이와 함께 섭취시킨 결과 흰쥐

의 체중증가량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므로 비만 억제효과가

있었고, 고지방식이에 의해 증가된 간 조직과 지방 무게도

이들 추출물들 투여에 의해 감소하였다는 보고와 유사하였

다. 또한 본 연구에 사용된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에 의한

부고환 지방량 감소는 비만에 있어서 체중의 증가보다는 체

지방량의 증가가 건강을 해친다는 Kim 등(31)의 연구 결과

에 근거한다면 회향종자 물 추출물은 비만한 사람에게 건강

개선과 함께 체중감소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천연 소재일

것이라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혈액 지질 및 글루코오스 함량

혈장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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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s of Foeniculum fructus extract on the plasma lipid and glucose level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mg/dL)

Group
1)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Ratio of HDL-c/total-c LDL cholesterol Triglyceride Glucose

ND
HFD
HFDO
HFDF

113.89±8.44a2)
170.88±5.64b
158.15±5.26b
161.88±6.40b

59.09±7.68ab
66.53±4.33b
45.62±5.96a
64.62±4.57b

0.52±0.06b
0.39±0.02a
0.30±0.03a
0.40±0.02a

49.25±8.96a
93.16±5.08b
104.11±4.79b
87.72±3.56b

27.76±1.40a
56.00±3.89c
42.09±2.42b
44.33±0.97b

208.52±10.53b
277.31±13.42c
169.41±9.44a
231.32±10.43b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Values are mean±SD.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with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at α=0.05 as de-
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중성지방 및 글루코오스 농도는 Table 3과 같다. 총콜레스테

롤은 고지방식이군(HFD, 170.88±5.64 mg/dL)에서 가장 높

게 나타났으며, 고지방식이에 orlistat 섭취군(HFDO, 158.15

±5.26 mg/dL)과 고지방식이에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군

(HFDF, 161.88±6.40 mg/dL)에서 약간 감소하였으나 유의

성은 없었다. HDL-콜레스테롤은 HFD군에서 66.53±4.33
mg/dL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총콜레스테롤 양의

차이가 있어 이를 보정하기 위하여 HDL-콜레스테롤과 총

콜레스테롤의 비율로 나타내었다. 그 결과 항비만 의약품인

orlistat를 섭취한 HFDO군에서 0.30±0.03 mg/dL로 가장 낮

은 HDL-콜레스테롤 비율을 나타내었으며 LDL-콜레스테

롤 함량 또한 HFD군 93.16±5.08 mg/dL와 비교하여 11.76%

증가한 104.11±4.79 mg/dL를 나타내었다. 혈장 중성지방

함량은 HFD군의 56.00±3.89 mg/dL와 비교하여 다른 세

군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군은 44.30±0.97 mg/dL로 HFD군에 비해 20.89% 감소

하였다. 글루코오스 함량은 회향종자를 섭취한 HFDF군

(231.32±10.43 mg/dL)은 HFD군(277.31±13.42 mg/dL)에
비해 16.58% 감소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비만 관련 소재 연구에서 양하와 한인천을 각각 비만유도

흰쥐에 투여했을 때 혈중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의 감

소가 관찰되었고(32), 결명자, 녹차, 소나무 잎, 괴화, 천궁

외에 다른 여러 한약 재료를 섞은 한약 혼합제제도 콜레스테

롤 대사와 에너지 대사를 개선하여 체지방 형성과 축적을

억제함으로써 항비만 효과를 나타내었다(33). 또한 회향종

자 물 추출물에 의한 혈장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함량

감소는 브로콜리 싹 추출물, 뽕잎 추출물 그리고 도라지 물

추출물이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에 의해 유발된 고지혈증을

개선하였다는 보고들과 유사하였다(29,34,35). 혈중 지질 함

량 감소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킨다는 여러 연구

들(36,37)에 근거하여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는 비만에 의

해 유발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줄여 줄 것으로 추정

된다.

본 연구에서 회향종자 섭취군은 고지방식이 섭취군에 비

해 16.58% 낮은 혈당 수치를 보였다. 한편 Park 등(38)은

백강잠, 산약, 쥐눈이콩, 청국장가루로 구성된 생약복합제를

고지방식이로 대사성 증후군을 유발시킨 동물모델에게 섭

취시킨 결과 각종 생약제로부터 유래된 화합물들이 여러 가

지 혈당을 조절하는 메커니즘 중에서 α-glucosidase 및

PTP1β(protein tyrosinase phosphatase)의 억제 효능이 여

러 가지 원인 중에 하나로 작용하여 대사성증후군 및 당뇨병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앞으로

본 연구에 사용된 회향종자의 각 성분과 그 기능성에 대한

연구가 더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

마우스의 부고환 지방조직을 염색하여 현미경으로 관찰

한 결과와 이미지 분석기로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부고환 지방조직의 지방세포 크기가 고지방식이만을 섭취

한 HFD군에서 일반 식이를 섭취한 ND군과 비교하여 현저

히 증가하였고, 고지방식이에 의한 지방세포 크기 증가는

orlistat와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에 의해 억제되었다. 고

지방식이군의 지방세포 크기가 1.0배일 때 orlistat를 섭취한

HFDO군과 회향종자 물 추출물을 섭취한 HFDF군의 지방

세포 크기는 고지방식이군의 지방세포 크기의 0.42배와 0.21

배로 감소하였다. 이는 고지방식이의 섭취가 지방세포의 중

성지방의 축적을 증가시켰음을 의미하며,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가 이러한 중성지방의 축적을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 결과는 Kim 등(31)의 연구 결과와 유사하게 나타

났으며, Moon 등(39)은 한약재로 구성된 천연소재 구성물에

의해 체중과 부고환 지방 조직량의 감소와 지방세포 크기의

감소가 항비만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지방세포 크기의

측정은 항비만 효능을 입증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으로

잘 알려져 있다(36). 따라서 지방세포의 조직학적 실험 결과

는 본 실험에 사용된 회향종자 물 추출물이 새로운 천연 소

재로의 개발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Lipoprotein lipase 활성 변화

회향종자 물 추출물이 부고환 지질로부터 분리된 LPL 활

성에 미치는 영향은 Fig. 2와 같다. LPL 활성은 HFD군

1140.12±14.72 units/mg protein과 비교하여 ND군은 27.27

%, HFDO군은 44.12%, 회향종자 물 추출물을 섭취한 HFDF

군은 33.41%로 유의적으로 억제되었다.

LPL 활성은 식사섭취 후 증가하여 지단백질 대사에 관여

하며 과잉의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중성지방의 형태로 저장

시키기 때문에 체지방 축적인자로 알려져 있다(23). LPL 효

소는 축적된 지방분해 대사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는 않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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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Foeniculum fructus extract on adipocyte
size of epididymal adipose tissue of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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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Foeniculum fructus extract on lipoprotein
lipase activity in high fat diet-induced obesity mice.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differ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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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Foeniculum fructus extract on acyl-CoA
synthetase activity in high fat diet-induced obesity mice.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ach value is expressed as
mean±SD of triplicate determinations. Means with different let-
ters differ significantly from each other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만 비만한 사람이 초저열량 식이를 실시하는 동안 LPL 활성

및 유전자 발현이 현저하게 저하되었고 체중 감소도 일어났

다는 보고(40)가 있으며, 한편으로 LPL이 결핍되면 지단백

질의 가수분해가 저하되어 혈액 HDL-콜레스테롤 감소시키

며 VLDL-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 동맥경화증을 유발하기

도 한다(41). 따라서 LPL은 지나치게 억제되거나 증가한다

면 고지혈증과 비만을 유발하기 때문에 일반 식이를 급여한

군과 유사한 활성을 나타내는 것이 이상적이라 할 수 있다.

Lee 등(29)의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에게 브로콜리 싹

에탄올 추출물을 병합 투여한 경우 부고환 지방조직 중의

LPL 활성은 고지방식이군에 비하여 감소하였고, 추출물을

고용량 투여한 군에서 유의한 감소효과를 보여 정상식이군

과 활성이 비슷한 수준이었다는 결과는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 결과 회향종자 물 추출물을

섭취하면 LPL 활성은 일반 식이를 섭취한 군과 유사한 활성

을 나타내어 비만을 개선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Acyl-CoA synthetase 활성 변화

간 세포질 분획물에 함유된 ACS 활성에 회향종자 물 추

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는 Fig. 3과 같다. ACS

활성은 HFD군(0.09±0.01 Units/mg protein)과 비교하여

ND군 330.99%, HFDO군 232.14%, 회향종자 물 추출물을

섭취한 HFDF군은 187.39%로 모든 군에서 유의적으로 현저

히 증가하였다.

비만은 지방합성과 지방분해의 불균형으로 인하여 발생

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지방합성을 억제하거나 또는 지

방분해를 촉진하는 물질을 개발하는데 연구의 초점이 맞춰

져 있다. ACS는 세포내로 유입된 지방산을 acyl-CoA로 전

환시키는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42,43), 형성된 acyl-CoA

는 carnitine acetyl transferase에 의해 미토콘드리아로 유입

되어 이화경로인 β-oxidation을 거쳐 분해된다. 본 연구 결

과 회향종자 물 추출물의 섭취는 ACS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

킴으로써 항비만 개선용 소재로 이상적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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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도된 비만 마우스를 이용

하여 회향종자 물 추출물을 급여한 후 체중, 간과 부고환 지

방조직 무게, 혈중 지질 함량,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 및 지방

대사 관련 효소 활성의 변화를 측정하여 항비만 기능성 소재

로서의 가능성 여부를 조사하였다. 실험군은 일반식이군

(ND),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군(HFD), 고지방식이＋0.05%

orlistat군(HFDO), 고지방식이＋0.5%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군(HFDF)으로 분류하였다. 고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군

은 일반식이군과 비교하여 체중, 간 무게,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 혈장 지질 및 혈당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회향

종자 물 추출물을 함유하고 있는 식이는 고지방식이만을 섭

취한 군과 비교하여 체중 26.56%, 간 무게 22.56%, 부고환

지방조직 무게 29.19%, 혈당 16.58% 감소시켰으며, orlistat

를 함유한 고지방식이군과 비교하여 혈장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수준은 유사하였다. 이로써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는 비만에 의해 유발되는 심혈관계 질환의 위험성을 줄

여 줄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부고환 지방세포 크기는 고지

방식이만을 섭취한 군에서 일반식이군과 비교하여 현저히

증가하였고, 고지방식이에 의한 지방세포 크기 증가는

orlistat와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에 의해 억제되었다. 지

방세포내로 지방산의 유입을 억제하는 LPD 효소 활성은 고

지방식이만을 섭취한 군과 비교하여 일반식이군은 27.27%,

orlistat 섭취군은 44.12%,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군은

33.41%로 억제되었으며, 지방이용을 자극하는 ACS 효소 활

성은 일반식이군 330.99%, HFDO군 232.14%,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군 187.39%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결과적으

로 회향종자 물 추출물 섭취는 체중 증가, 지방세포 형성

및 지방세포 크기, LPL 효소의 활성을 저해하고, ACS 효소

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항비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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