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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성 비만 마우스에 한 아 리칸 망고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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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anti-obesity effects of African mango (Irvingia gabonesis, IGOB 131TM) 
extract in leptin-deficient obese mice. Experimental groups were treated with two different doses of IGOB 131TM 
(1% and 2% in each AIN93G supplement) for 8 weeks. Treatment of obese mice with both low and high dose of 
IGOB 131TM significantly reduced body weight gain by 10.9% and 13.3%, respectively, compared to control obese 
mice. Subcutaneous adipose tissue weight of mice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18% by low-dose and 23% by high-dose 
supplementation. This result was supported by micro-CT analysis around the abdominal regions of mice, indicating 
that the adipose tissue area and volume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treatment with IGOB 131TM. Serum levels 
of triglycerides in the low- and high-dose groups were reduced by 36.5% and 43.8%, respectively, upon treatment 
with IGOB 131TM, whereas total cholesterol levels were reduced by 31.8% and 35.4%. Interestingly, the serum LDL 
level decreased upon treatment with IGOB 131TM while the serum level of HDL dramatically increased upon high-dose 
treatment with IGOB 131TM, resulting in a significant reduction in the LDL to HDL ratio of 59.2%. These results 
were supported by the expression levels of enzymes and proteins related to lipid metabolism assessed by real-time 
PCR. There was a significant increase of in adiponectin expression as well as significant decreases in the expression 
of FAS, LPL, and lipid regulatory transcription factors such as PPAR-γ, C/EBP, and SREBP upon both low- and 
high-dose IGOB 131TM treatment. However, there was no statistical difference between low- and high-dose treatments. 
These results suggest that IGOB 131TM is able to regulate the serum lipid profiles by reducing triglyceride and increasing 
HDL levels as well as regulate expression of lipid metabolic factors, resulting in reduction of a weight gain in lep-
tin-deficient obes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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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급속한 경제 성장과 생활수준 향상으로 식생활 패턴

이 서구화되고, 과잉섭취 형태로 변화되면서 비만인구가 증

가하고 있다. 비만은 고혈압, 당뇨, 뇌졸중, 고지혈증, 심혈관

계질환 등을 포함한 만성질병을 유발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1-3).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 운동 부

족, 정신적 문제, 부적절한 식습관, 유전적인 원인 및 내분비

계 장애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지방조직이 과잉 축적되어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4). 건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

라 비만의 발생원인과 운동, 식이요법, 행동요법 등의 치료 

및 예방법에 관한 많은 보고들이 제시되고 있다(5-7). 필요

시에는 흡수 저해제(orlistat)나 식욕 억제제(phentermine, 

diethylpropion, mazindol, phendimetrazine)인 약물요법

을 병행하기도 한다. 그러나 이러한 약물들은 비타민 K의 

흡수를 방해하며 이에 따라 와파린의 항응고 작용을 항진시

킬 가능성, 입마름, 수면장애, 이상감각, 우울감, 기억장애 

등의 부작용을 일으킨다(8-11).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자 비만 예방 및 개선 효과가 있으나 부작용을 일으키지 않

는 천연성분을 이용한 기능성 식품에 대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다(12). 

아프리칸 망고(Irvingia gabonesis, IGOB 131TM)는 

Irvingia 속에 속하는 아프리카 토착 식물로 카메룬과 나이

지리아 등 서아프리카 지역에서 주된 단백질 및 에너지 급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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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xperimental design of animal         (n=8/group)
        Group Experimental diet

NC (normal control)
OB/OB
Inulin
IGOB 131TM 1%
IGOB 131TM 2%

AIN93G
AIN93G
AIN93G+inulin 0.25%
AIN93G+IGOB 131TM 1%
AIN93G+IGOB 131TM 2%

으로 오래 전부터 사용되어 왔고, 또한 비만, 당뇨, 이상지질

혈증과 같은 대사증후군 관련 질병 등에 약용으로 사용되어 

왔다(13). 아프리칸 망고의 풍부한 식이섬유가 위장의 공복

감을 감소시켜 식욕 억제 효과가 있으며, rat의 혈액 내 콜레

스테롤 수치와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4,15). 

이처럼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은 항비만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나 아직 이에 대한 효능적 실험연구 및 기전적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항비만 효과

에 미치는 효능을 실험적으로 검증하고 기능성 식품 소재의 

개발을 위한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leptin 유전자가 결함

인 ob/ob mice에서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섭취 효능을 알아

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준비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은 (주)진용(수원, 한국)으로부터 분

말형태로 공급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물식에 사용된 아

프리칸 망고 식이는 주문 시 분말형태 그대로 첨가하여 사용

하도록 하였다.

실험동물

동물실험은 경희대학교 동물실험윤리의원회의 심의(승

인번호 KHUASP(SE)-14-004)를 거친 후 진행하였다. 실

험동물은 (주)대한바이오링크(음성군, 한국) 사육장으로부

터 생후 5주령의 수컷 C57BL/6J ob/ob male mice(n=40)

를 구입하여 일주일 동안 설치류 사육실에서 일반식이(AIN 

93G)를 공급하며 적응시킨 후 적응기간 중 일반상태를 관찰

하여 건강한 개체를 무작위법으로 군 분리를 실시하였다. 

8마리씩 5군으로 분류하여 8주간 사육이 진행되었고 실험

군의 분류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사육환경은 온도 23±3 

°C, 습도 50±5%에서 light cycle이 12시간 유지되었다. 

식이 및 급여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제공에 따른 항비만 효과를 확인하

기 위해 아프리칸 망고가 첨가된 식이를 제공하고 관찰하였

다.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을 AIN93G diet에 1%와 2%(IGOB 

131TM 1%, IGOB 131TM 2%) 첨가하여 시료를 제조하였으

며 양성대조군으로는 수용성 식이섬유소인 inulin(Now 

foods, Bloomingdale, IL, USA)을 사용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식이와 음용수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1주일

에 한 번씩 일정한 시간에 체중과 식이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실험식이 공급일

로부터 희생일까지 총 실험기간 동안의 식이섭취량을 나누

어 산출하였다. 

생체 내 미세단층촬영시스템을 이용한 복부 지방 평가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섭취에 따른 복부 지방 평가를 위해 

(주)중앙실험동물(서울, 한국)을 통해 생체 내 미세단층촬영

시스템(Skyscan 1076, SKYSCAN NV, Kontich, Bel-

gium)을 이용하여 요추뼈(L2-L5) 부위를 촬영하였다. 획득

한 영상에서 복부 지방을 복부 내장지방(visceral blume of 

abdominal adipose tissue)과 복부 피하지방(subcutane-

ous volume of abdominal adipose tissue)으로 구분하여 

복부 피하지방과 복부 내장지방 간의 부피를 구하였고 각 

부분의 단면적을 측정하였다. 

조직 분석

채혈 후 즉시 개복하여 간 및 지방조직(subcutaneous 

adipose tissue, visceral adipose tissue, brown adipose 

tissue)을 적출한 다음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여과지로 수

분을 제거한 후 중량을 측정하였다. 

혈액 분석

실험 종료 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ethyl ether

로 마취하고 안와동맥을 통해 채혈하였다. 혈액은 원심분리

(14,000 rpm, 20 min, 4°C) 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분석 

전까지 -70°C에 냉동 보관하였다. 

분리한 혈청을 이용하여 triglyceride(TG), total cho-

lesterol(TC), HDL-콜레스테롤, LDL/VLDL-콜레스테롤

은 enzyme assay kit(Biovision Inc., Mountain View, CA,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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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me PCR)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섭취 시 지방 대사 관여 효소의 발

현을 확인하기 위해 real-time PCR을 실시하였다. 지방조

직을 적출하여 RNeasyⓇ Lipid Tissue Mini kit(Qiagen, 

Sciences, Gaithersburg, MD, USA)로 제조사의 protocol

에 따라 RNA 추출을 실시하였다. iScript cDNA synthesis 

kit(Bio-Rad Laboratories Inc., Hercules, CA, USA)를 사

용하여 cDNA를 합성하였다. 유전자들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SYBR Green(iQ SYBR Green Supermix, Bio-Rad 

Laboratories Inc.)을 이용한 실시간 정량 PCR을 실시하였

고, 기기는 real-time PCR(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을 사용하였다. 각각의 유전자에 대한 PCR 

primer의 염기서열은 Table 2에 제시하였다. Real-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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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 μL, forward와 reverse primer는 각각 100 pmol/μ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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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Primer sequences used in real-time PCR quantification
of mRNA 
Gene Primer sequences
Adiponectin F 5'-AACCCCTGGCAGGAAAGG-3'

R 5'-TGAACGCTGAGCGATACACAT-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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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Effect of African mango extracts on body weight gain, FER and tissue weight in obesity mice
NC1) ob/ob mice Inulin IGOB 131TM 1% IGOB 131T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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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80±1.07b

29.50±2.78b

 8.70±2.30c

 7.98±2.11ns

1.17±0.10c

0.28±0.04c

1.22±0.17b

0.05±0.02b

1.58±0.16b

37.95±1.17a

49.48±1.48a

11.53±1.76a

 9.06±1.38

 3.22±0.19a

 3.78±0.50a

 5.07±0.19a

 0.14±0.06a

 9.09±0.48a

37.93±1.22a

47.50±1.25a

 9.57±1.37bc

 8.24±1.18

 2.70±0.13b

 3.25±0.63ab

 4.61±0.34a

 0.15±0.06a

 8.49±1.13a

37.57±1.21a

47.57±0.84a

10.00±1.32b

 8.09±1.07

 2.71±0.22b

 3.10±0.51b

 4.55±0.73a

 0.15±0.02a

 8.66±0.33a

37.98±1.35a

48.25±1.68a

10.27±1.23b

 7.88±0.94

 2.83±0.21b

 2.88±0.28b

 4.62±0.34a

 0.19±0.06a

 8.02±0.73a*

1)NC: Norm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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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0.05 compared with the ob/ob
group by Student's t-test. ns: not significant. 

1 μL씩 첨가하였고, 나머지는 H2O로 채워주었다. PCR 증폭 

단계는 다음과 같고 증폭 cycle은 40 cycle을 실시하였다. 

Hot start를 위해 95°C에서 8분, 증폭 단계의 denaturation

을 95°C에서 15초, annealing을 52°C에서 30초, exten-

sion을 72°C에서 30초간 반복하며, 각 cycle의 extension 

후에 값이 기록되었다. 모든 cycle이 완료된 후 primer의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해 melting curve 분석을 실시하였다. 

결과의 분석은 Applied Biosystems에서 제공하는 One step 

system software v2.1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 version 20 프로

그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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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에 따른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 식이효

율, 간 및 지방조직 무게 변화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 식이효

율, 간 및 지방조직 무게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결과, 실험동물의 체중 변화는 정상군(normal con-

trol; NC)에 비해 유전성 비만군(ob/ob, inulin, IGOB 

131TM 1%, IGOB 131TM 2%)의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가되

어 비만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체중 변화량은 ob/ob

군에 비해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

에서 각각 17.0%, 13.3%, 10.9%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식이효율(FER)을 계산한 결과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아프리칸 망고 종자 추출물의 

주된 기능성분은 물에 잘 녹는 수용성 식이섬유로, 섭취 시 

수용성 식이섬유가 물에 녹아 위에서 만복감을 증가시켜 식

사량이 줄어들게 하여 에너지 섭취 감소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5). 

간(liver)의 경우 정상군과 유전성 비만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고,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에 비해 ob/ob군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C57 

BL/6J ob/ob 마우스는 leptin이 유전적으로 결함되어 체내 

지방 대사 및 당 대사가 비정상적으로 일어나 간 내 지질 

성분이 축적되어 간의 무게가 증가된다고 알려져 있다(16, 

17). 피하지방(subcutaneous adipose tissue)의 경우 정상

군에 비해 유전성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이 ob/ob군에 비해 

18.0%, 23.0% 유의적으로 낮아진 반면, inulin군은 9.1%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내장지방(visceral 

aidpose tissue)의 경우 정상군에 비해 유전성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고,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이 ob/ob군에 비해 9.1%, 10.3%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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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rmal control ob/ob mice inulin IGOB 131TM 1% IGOB 131TM 2%

Fig. 1. Image for abdominal adipose tissue of ob/ob mice using in vivo micro-CT.

Table 4. Area and volume of abdominal adipose tissue from L2 to L5 region analyzed by micro-CT

L2-5
Area (mm2) Volume (mm2)

Visceral Subcutaneous Total Visceral Subcutaneous Total

Normal control

5
4
3
2

 84.38
 64.88
 84.08
 63.08

 52.61
 19.64
  8.16
  4.74

136.99
 84.52
 92.24
 67.82

 948.18  299.51 1,247.7±89.4

ob/ob mice

5
4
3
2

273.28
258.41
214.60
168.06

102.31
 74.18
 54.82
 58.57

375.59
332.59
269.42
226.63

3,222.88 1,034.38 4,257.3±204.7

Inulin

5
4
3
2

211.55
224.16
221.24
181.11

126.91
 91.04
 66.11
 71.63

338.46
315.20
287.35
252.73

2,946.05 1,294.65 4,240.7±176.5

IGOB 131TM 1%

5
4
3
2

240.24
231.53
188.30
139.92

 91.69
 58.02
 58.43
 62.93

348.21
290.28
244.14
203.86

2,849.90  956.38 3,806.3±114.9*

IGOB 131TM 2%

5
4
3
2

256.52
232.26
185.71
140.93

 89.11
 55.37
 47.97
 57.76

329.35
286.90
236.26
197.69

2,911.83  910.43 3,822.3±138.1*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P<0.05 compared with the ob/ob group by Student's t-test.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따라서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체중을 감소시키고 지방

의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체 내 미세단층촬영시스템을 이용한 복부 지방 함량

내장지방의 함량은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이 ob/ob군에 비해 각각 8.6%, 11.6%, 9.7% 

감소하였고, 피하지방의 함량은 inulin군이 ob/ob군에 비해 

증가한 반면,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은 ob/ 

ob군에 비해 7.5%, 12.0% 감소하였다. 총 복부 지방 함량을 

비교한 결과 ob/ob군에 비해 inulin군이 0.4% 감소하였고, 

IGOB 131TM 1%군과 IGOB 131TM 2%군은 ob/ob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10.6%, 10.2% 감소했지만 두 군 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1, Table 4).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섭취에 따른 혈청 지질 함량 측정

소비하고 남은 에너지는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에 축적

이 되고, 지방 축적으로 인해 이상지질혈증이 나타나게 된

다. 특히 콜레스테롤이 제대로 조절이 되지 않으면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할 수 있는데, HDL-콜레스테롤은 과다하게 생

성된 말초 조직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켜 혈중 콜레

스테롤을 저하시키고 동맥경화를 개선시켜 주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18,19).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마우스의 혈청 지질 함량에 미치

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혈청의 지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 

TG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유전성 비만군에서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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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 of African mango extracts on lipid profiles in obesity mice
 NC1) ob/ob mice Inulin IGOB 131TM 1% IGOB 131TM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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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5.27±2.05b

129.19±5.34b

 29.02±2.60c

 70.08±4.02b

  0.41±0.04c

 43.75±9.75a

161.90±9.21a

 67.36±8.99a

 72.82±2.21b

  0.93±0.12a

 25.93±3.30c

101.85±6.68c

 48.39±3.69b

 69.12±2.23b

  0.70±0.05b

 27.80±2.30c

110.34±3.94c

 49.49±4.51b

 70.22±3.82b

  0.70±0.06b

 24.59±2.91c

104.63±5.33c

 48.58±2.74b

126.63±26.77a

  0.38±0.02c

1)NC: normal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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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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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frican mango extracts on expression of adipo-
nectin in obesity mice.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증가하였고,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

군은 ob/ob군에 비해 각각 40.7%, 36.5%, 43.8%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으며, 실험식이군 간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

다. TC 함량은 유전성 비만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증가하였으며,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은 ob/ob군에 비해 각각 37.1%, 31.8%, 35.4%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실험식이군 간의 유의성은 나타나

지 않았다. LDL/VLDL 함량 역시 정상군에 비해 유전성 비

만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은 ob/ob군에 비해 각각 28.2%, 

26.5%, 27.9%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반면 HDL은 IGOB 

131TM 2%군이 다른 군들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다. LDL/ HDL 비율을 계산한 결과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이 ob/ob군에 비해 각각 24.7%, 

24.7%, 59.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IGOB 131TM 1%군

과 IGOB 131TM 2%군 두 군 간에도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

다(Table 5). 

따라서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비만이 유도된 마우스의 

혈청 지질 함량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

다.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섭취에 따른 adiponectin 발현 측정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adipokine인 adiponectin은 체

내 지방 축적 및 식욕을 조절하고 염증을 감소시키며 인슐린 

민감도를 촉진시키고, 비만인에서 혈청 adiponectin의 수치

가 정상인의 혈청 adiponectin보다 감소되어 있다(20,21).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실험동물의 지방조직 내 adipo-

nectin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adiponectin의 

발현 정도는 ob/ob군에 비해 inulin군, IGOB 131TM 1%군, 

IGOB 131TM 2%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정상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2). 이는 Oben 등

(22)의 in vitro 연구에서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을 3T3-L1 

세포에 50~250 μM로 처리하였을 때 농도 의존적으로 adi-

ponectin 유전자의 발현이 증가한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섭취에 따른 adipogenic enzyme 

(FAS, LPL) 발현 측정

Lipoprotein lipase(LPL)는 말초 장기에서의 지방산 대

사 시 중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로 lipoprotein을 지방산과 

monoacylglycerol로 가수분해하며, LPL 활성은 식이 섭취 

후 증가하여 과잉의 에너지를 지방세포에 중성지방 형태로 

저장시키고, 동맥내벽 세포에서 콜레스테롤 흡수와 LDL 

receptor 결합력을 촉진한다고 보고되어 있다(23-25). 아

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실험동물의 지방조직 내 adipogenic 

enzyme인 FAS와 LPL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FAS와 LPL의 발현 정도는 ob/ob군에 비해 inulin군에서 

각각 10.3%, 64.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IGOB 131TM 

1%군은 82.2%, 66.3%, 그리고 IGOB 131TM 2%군은 80.1 

%, 60.5%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3, Fig. 4). 이는 아

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FAS와 LPL의 활성을 감소시켜 지방

산의 합성을 저해함으로써 지방 축적을 감소시킨 것으로 보

인다.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섭취에 따른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s(PPAR-γ, C/EBP, SREBP) 발현 측정

Peroxisome proliferation activated receptor(PPAR-

γ)는 주로 흰색지방 조직에 존재하고 있고 중요한 대사 조절 

중재자의 역할을 하는 호르몬 receptor이며 대표적인 지방

조직 분화 전사인자로 지질 합성과 체지방 축적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26,27). C/EBP는 갈색지방, 백색지방에서 

발현되고, 지방세포 분화와 관련된 전사인자 중 가장 처음으

로 밝혀졌다(28).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C/ 

EBP)은 cAMP와 dexamethasone에 의해 발현이 유도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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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African mango extracts on expression of FAS in
obesity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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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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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African mango extracts on expression of LPL
in obesity mice. All data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deviation. Statistical analyses were performed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s after one-way ANOVA using SPSS software. 
Differences were considered statistically significa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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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African mango extracts on expression of adipo-
genic transcription factors in obesity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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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ig-
nificant at P<0.05. 

고, C/EBP의 발현 증가는 PPAR-γ의 발현을 증가시킨다

(29).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s 

(SREBPs)는 지방과 간의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대사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전사인자이고, 세포 내 콜레스테롤 농도에 

따라 발현이 조절되는 HMG-CoA synthase와 reductase 

유전자들의 promotor에서 SRE를 발견하였고, 여기에 결합

하는 단백질을 분리･동정하여 SREBP1과 SREBP2라고 명

명하였다(30,31).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실험동물의 지방조직 내 adipo-

genic transcription factors인 PPAR-γ, C/EBP 그리고 

SREBP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 PPAR-γ, C/ 

EBP 그리고 SREBP의 발현 정도는 ob/ob군에 비해 inulin

군에서 각각 68.0%, 90.5%, 45.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며, IGOB 131TM 1%군에서 각각 43.8%, 92.3%, 66.6%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고 IGOB 131TM 2%군에서 각각 51.3%, 

93.0%, 30.0%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5). PPAR-γ 발

현 억제를 통해 지방세포 내 지방산의 축적과 지방 분화를 

저해함으로써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 

PPAR-γ와 C/EBP의 활성을 저해시켜 지방세포 내 지방산 

축적과 지방 분화를 저해함으로써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의 영향을 

받아 SREBP의 활성 역시 저해되어 지방 합성이 저해되고 

체지방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유전성 비만 마우스를 이용하여 아프리칸 망

고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기존의 연구 

내용을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의 섭취 농도를 식이의 1%와 

2%로 정하고, AIN93G diet에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 분말을 

1%와 2% 섞어 diet를 제작하였다. 실험 식이를 8주간 제공

한 후 실험 종료 시 실험군들의 체중 변화는 ob/ob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동물의 간 및 지방조직의 무게

를 측정한 결과 간의 무게와 지방조직의 무게가 ob/ob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실험동물의 혈청 지질 함량은 

TG, TC, LDL-콜레스테롤이 ob/ob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고, HDL-콜레스테롤은 고농도 섭

취 시 ob/ob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Adiponectin 

유전자의 발현은 ob/ob군이 가장 낮았고, 실험식이 섭취군

들은 ob/ob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Adipogenic 

enzyme과 transcription factor인 FAS, LPL, PPAR-γ, 

C/EBP, SREBP 유전자의 발현은 ob/ob군이 가장 높게 나

타났고, 실험식이 섭취군들은 ob/ob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 전반적으로 본 실험에서는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leptin 유전자가 결핍된 비만 동물 모델에서 체중 감소 및 

혈청 지질 함량을 개선시켜 주는 효과가 있고, adipogenic 

enzyme과 transcription factor 조절에 유익한 효과가 나타

났다. 이러한 결과로부터 아프리칸 망고 추출물이 항비만 

효과를 가진 천연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있어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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