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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ragali Radix (AR) has been used in traditional medicinal herb, which is known to tonify the qi and blood. It has

been asserted to be a tonic that can improve the function of the lungs, adrenal glands and the gastrointestinal tract,

increase metabolism, promote healing and reduce fatigue. Also, Plantago asiatica (PA) has the anti-inflammatory,

antiseptic, antitussive, cardiac, diuretic, expectorant, haemostatic effects, though it is considered to be less powerful than

the seed. Recent research is showing that it is promising in lowering cholesterol and controlling diabetes. Obesity is

characterized at the cellular level by an increase in the number and size of adipocytes differentiated from fibroblastic

preadipocytes in adipose tissue. In the present study,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3 to 7 extracts of mixed medicinal

herbs (water and ethanol extract of Astragali Radix; ARW and ARE, water and ethanol extract of Plantago asitica; PAW

and PAE, and those mixed extracts; ARW+PAE, ARW+PAW and ARE+PAE) on adipogenesis and apoptosis in 3T3-L1

adipocytes by MTT assay, Oil-Red-O staining and TUNEL assay. And then, we determined total contents of phenolic

compounds and flavonoid compounds in mixed herbal extracts. These result showed that herbal extracts (ARW, PAE and

ARW+PAE) affected on adipogenesis and apoptosis in 3T3-L1 adipocytes among 3 to 7 extracts tested. Especially

herbal mixed extracts (ARW+PAE) had the highest inhibition on differentiation of preadipocytes and lipoid accumulation

of maturing adipocytes. And it did not affect cell viability of mature adipocytes, but herbal mixed extracts (ARW+PAE)

increased apoptosis in mature adipocytes, as proved by highest concentration 200 ㎍/㎖ using TUNEL assay. In addition,

contents of total phenoilc compounds and flavonoids showed the highest level in ARE+PAE and PAE than ARW.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is main target for adipocyte functions could be effective in improving the metabolic syndrome

including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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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세계 각국에서 비만은 심각한 보건문제로 인식되고 있

으며 우리나라 역시 세계화의 영향과 산업성장으로 인해 식생활

을 포함한 생활습관의 불균형과 활동량 부족으로 비만 인구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1). 또한 당뇨병, 암, 고혈압, 동맥

경화와 같은 순환기계 질환 등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발병률도

증가하고 있으며, 주요 사망원인들 중의 하나로서, 그 심각성은

점점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다2). 비만이 생기는 원인은 내분비계

및 인체 내 대사와 같은 유전적인 부분도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

은 에너지 축적과 에너지 소비의 불균형, 즉 열량 섭취량 및 열

량 소비량의 불균형 때문이다3).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으로

膏梁珍味, 氣虛, 濕滯 등으로 보고 있으며 치료법으로는 利水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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濕, 化痰, 淸熱通腑, 活血祛瘀의 약물요법을 쓰고 있다4).

지방세포는 비만과 관련이 있는 생리적 요소로서 지방 세포

내의 중성지방 양이 늘어나거나 지방세포의 수가 증가하여 비만

을 유도하게 된다. 세포내 중성지방이 증가하게 되면 운동이나

식이조절을 통해 축적된 중성지방을 분해 할 수 있지만 지방세

포 수의 증가로 비만이 유도된 경우에는 생성된 지방세포를 파

괴하거나 제거해야 하므로 비만을 치료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

다. 전구 지방세포에서 지방세포로의 분화는 성장과정 중 특정

호르몬의 급작스러운 양적변화와 과잉 영양 공급에 의해 유발될

수 있으며 지방세포 분화 유도인자에 의해 신체 내 특정부위에

서 지방세포 분화가 일어날 수 있다. 또한 지방세포의 크기는 한

계가 있으므로 과잉에너지를 섭취 할 때 에너지를 신속히 저장

하기 위해서 지방세포수의 증가가 일어나게 된다5). 3T3-L1 세포

주는 3T3 쥐 배아의 섬유아세포로부터 유래 된 전구 지방세포주

로서 비만이나 대사성 질환 연구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비만 치료에 응용할 수 있는 식품소재의 한

약재 복합물을 탐색할 목적으로 補中益氣, 益衛固表, 利水退腫,

托瘡生肌, 益氣升陽의 효능이 있는 黃芪(Astragali Radix; AR)와

淸熱, 陽血, 解毒作用에 의해 熱毒에 의한 擁腫 및 血淋尿血에 쓰

이는 車前草(Plantago asitica; PA)6) 및 이들 혼합 추출물이 지방

세포의 분화 및 지방생성 억제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추출

실험에 사용된 黃芪(Astragali Radix; AR)와 車前草(Plantago

asitica; PA)는 각각 제천산과 영천산을 엄선하여 증류수로 수세

한 후 이물질을 제거한 다음 사용하였다. AR, PA 또는 AR과 PA

의 동량 혼합물 각각 600 g에 10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한약추출

기((주)대웅, 한국)로 2시간 30분 동안 가열하여 물추출물을 제조

하였으며(ARW, PAW, ARW+PAW), 각각의 알코올 추출물

(ARE, PAE, ARE+PAE)은 AR, PA 또는 AR과 PA의 동량 혼합

물 각각 600 g에 10배의 95% 알코올을 가하고 상온에서 72시간

추출하여 여과하고 수집한 각각의 여액을 rotary evaporator

(EYELA, Japan)로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본 실험에 사용

하였다. 건조물의 수득율은 각각 3~12.5%(ARW: 7.1, ARE: 3.1,

PAW: 7.3, PAE: 8.6, ARW+PAW: 12.5, ARE+PAE: 3.7%)였다.

2. 세포배양

3T3-L1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세포는 10%의 bovine calf

serum (BSC), 1% penicillin streptomycin을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배지에서 37℃, 5% CO2에

서 8일간 배양하였다.

3. 지방세포 분화 및 약물처리

3T3-L1 세포주를 10% fetal bovine serum (FBS)가 첨가된

DMEM 배지에서 배양시켜 confluent한 상태가 되면 분화를 유

도하면서 시료를 처리하였다. 분화가 시작한 시점(D-0)에서 10%

FBS, 1% penicillin/ streptomycin, 2 g/㎖ insulin, 2 uM dexa-

methasone, 111 ㎍/㎖ isobutyl methylxanthine이 포함된

DMEM 배지로 교환하여 2일 동안 배양하였다. 2일 후(D-2)에

10% FBS, 1% penicillin/streptomycin, 2 g/㎖ insulin이 포함된

DMEM 배지로 바꿔 주고, D-5일째부터 insulin을 첨가하지 않은

배지로 D-8이 되는 시점까지 배양하였다. 시료는 분화 배지 교환

시 매번 동일 농도로 처리하였다.

4. 세포생존율 측정

한약추출물이 지방세포의 세포생존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

기 위해 96 well plate에서 3-(4, 5-methylthiazol-2-yl)-2,5-diphe-

nyltetrazolium bromide (MTT)분석을 시행하였다. 세포에 각 시

료를 처리하고 24시간 배양 후 MTT 용액 60 ㎕를 넣어 암실에서

2시간 반응시킨 뒤 dimethyl sulfoxide (DMSO)를 200 ㎕를 가하

여 ELISA reader (Techan, Germany)로 570 nm에서의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Oil Red O 염색

3T3-L1 adipocyte의 세포분화 및 지방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분화가 종료된 후 D-PBS로 배양접시를 3회 세척

하고 cacodylate buffer로 4℃에서 2시간 고정시킨 후 oil red o

solution을 3 ㎖ 넣어 2시간 염색을 하였다. 염색이 끝나면 염색

액을 제거하고 40% isopropyl alcohol로 3회 세척하고 건조한 시

킨 다음 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7,8).

6. Terminal deoxynucleotidyl transferase-mediated dUTP nick

end-labeling (TUNEL) 염색

Apoptosis 양성세포를 관찰하기 위해 TUNEL assay kit

(Roche, Ma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TUNEL 염색을 실시하

였다. 세포를 4 chamber slide에 배양하여 분화시키고 분화 마지

막에 시료를 24시간 처리하였다. 분화가 끝난 세포를 D-PBS로

세척한 후 4% paraformaldehyde로 실온에서 1시간 고정하였다.

고정이 끝난 후 재차 D-PBS로 세척한 다음 3% H2O2로 blocking

을 실시한 후 permeabilization 용액을 첨가하여 permeabiliza-

tion 시키고 Tunnel 반응혼합액을 50 ㎕ 첨가하여 37℃ 암실에서

1시간 반응시키고 DAB solution을 이용하여 염색하였다9).

7. 총 페놀 화합물과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총 페놀 화합물의 정량은 Foiln-Denis법10)따라 시료 추출물

0.5 ㎖에 10% Foline-Ciocalteau 0.5 ㎖를 넣고 3분 후에 10%

sodium carbonate (Na2CO3) 0.5 ㎖를 혼합하고 1시간 후

spectrophotometer (UVD 3200, Labomed, Culver, USA)를 이용

하여 7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 tannic acid를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여 얻은 표준 검량선

(0~500 ㎍/㎖의 농도)으로 부터 건조 한약재 그램당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계산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diethy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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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e glycol을 이용한 방법11)으로 시료 추출물 1 ㎖에 diethylene

glycol 2 ㎖를 첨가, 충분히 시료가 용해되도록 하고, 0.2 ㎖ 0.1N

NaOH를 첨가하여 1시간동안 37℃ 수조에서 반응시키고,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여 42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rutin을 사용하여 시료와 동일한 방법으로 분석하

여 얻은 표준 검량선(0~200 ㎍/㎖의 농도)으로 부터 건조 한약재

그램당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계산하였다.

8.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였고 결과 수치는 mean±SD로

표기하였다. 각 군간 차이는 SPSS 11.5 (SPSS Inc. USA) 통계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ANOVA 분석 후, 사후 검정인 Tukey test를

실시하여 검정하였다(p<0.01).

결 과

1. 3T3-L1 adipocyte의 세포생존능에 미치는 영향

한약재 추출물을 농도별로 분화가 완료된 지방세포에 처리

하고 MTT assay를 수행하여 세포 독성을 측정하였다. 즉, 대조

군, 7종의 시료 (ARW, ARE, PAW, PAE, ARW+PAW,

ARE+PAE, ARW+PAE)를 농도별(0.1, 0.3, 1 ㎎/㎖)로 24시간 처

리하여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DMSO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

해 시료 농도에 의존적으로 지방세포의 생존율이 감소하는 것으

로 관찰되었으며, 특히 1 ㎎/㎖ 농도에서 무처리군에 비해 ARE

군(80%), PAE군(80%), ARW+PAW군(77%), ARE+PAE(75%),

ARW+PAE 추출물군(74%)에서 낮은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그리

고 0.3, 1 ㎎/㎖ 농도의 ARE군, PAE군 및 ARW+PAE군과 1 ㎎/

㎖ 농도의 ARW+PAW군, ARE+PAE군에서는 무처리군에 비해

유의(p<0.01)하게 세포생존율이 저해되었다(Fig. 1, 2).

Fig. 1. Effect of herbal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in mature

adipocyte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reduction assay.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n=3); (A) ARW-treated, (B) ARE-treated, (C)

PAW-treated, (D) PAE-treated group. *p<0.01: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treated

(0 ㎎/㎖) cells.

2. 3T3-L1 adipocyte의 지방생성에 미치는 영향

한약재 단일 추출물과 혼합추출물이 3T3-L1 지방세포의

lipid droplet 형성에 미치는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Oil Red O

를 이용하여 염색하였다. 각 시료를 200 ㎍/㎖로 처리하고 현미

경 및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단일추출물 처리군에서는 ARW와

PAE의 지방생성 저해효과가 뛰어났다. 또한 단일 추출물 보다는

복합추출물의 지방세포의 분화 및 지방생성을 저해효과가 우세

하였다. 한편 복합추출물 ARW+PAE가 지방세포 분화 및 지방세

포 내 지방생성을 억제시키는 효능이 가장 뛰어났다. 또한 단일

추출물 보다 이들의 추출물을 혼합한 추출물에서 좀 더 높은 억

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Fig. 3, 4).

Fig. 2. Effect of herbal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in mature

adipocyte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reduction assay.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n=3); (A) ARW+PAW-treated, (B) ARE+PAE-treated,

(C) ARW+PAE-treated cells.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non-treated (0 ㎎/

㎖) cells.

Fig. 3. Effect of herbal extracts on differentiation and adipogenesis

in adipocytes. Oil red O stained images were obtained at day 8 of

differentiation with herbal extracts treatment; (A) Control (DMSO) (B) ARW (200

㎍/㎖), (C) ARE(200 ㎍/㎖), (D) PAW (200 ㎍/㎖), (E) PAE (200 ㎍/㎖)-treated

cells (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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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herbal formula on differentiation and adipogenesis

in adipocytes. Oil red O stained images were obtained at day 8 of

differentiation with herbal formula treatment; (A) Control (DMSO) (B) ARW+PAW

(200 ㎍/㎖), (C) ARE+PAE (200 ㎍/㎖), (D) ARW+PAE-treated cells (x100).

3. 3T3-L1 adipocyte의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

Fig. 1, 2에서 관찰된 세포독성 및 Fig. 3, 4에서 관찰된 지방

세포 분화 억제에 대한 한약재 추출물의 효능을 재확인하기 위

하여 효능이 뛰어났던 혼합추출물인 ARW+PAE와 단일추출물인

ARW 및 PAE를 처리하고 TUNEL에 양성으로 염색된 apoptotic

cell을 관찰하였다. DMSO만으로 처리된 대조군에서는 apoptotic

cell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추출물 처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TUNEL에 양성으로 염색된 apoptotic cell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ARW, PAE, ARW+PAE의 순으로 분화 성숙된 지방세포를 세포

사멸로 유도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5).

Fig. 5. Effect of herbal extracts on apoptosis in 3T3-L1 adipocytes.
Apoptotic cells were indicated by arrows; (A) Control (DMSO)-treated, (B)

ARW-treated (200 ㎍/㎖) (C) PAE-teated (200 ㎍/㎖), (D) ARW+PAE-treated (200

㎍/㎖) cells (x400).

4. 총 페놀성 화합물 및 총 플라보노이드화합물 정량

3T3-L1 adipocyte의 지방축적 및 세포분화 억제에 효과가

있었던 한약재 단일 추출물과 혼합추출물에서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을 측정하고, 각각의 건조 한약재 g 당 총 페놀 화합물 함량

으로 환산한 결과, 각각 14.50, 29.21, 27.22 ㎎/g DW로 PAE에서

ARW보다 많은 함량의 총 페놀성 화합물이 측정되었으며, 이들

의 동량 혼합물인 ARW+PAE는 각각 단일 추출물의 합과 유사

하게 측정되었다(Fig. 6).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한약재 단일 추출물과 혼합추출물

에서 총 플라보노이드화합물 함량을 측정하고, 건조 한약재 g 당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양을 환산한 결과 ARW는 2.18 ㎎/g DW,

PAE는 2.80 ㎎/g DW, 그리고 이들의 동량 혼합물인 ARW+PAE

는 2.61 ㎎/g DW로 각각 단일 추출물의 합과 유사하였으며,

PAE에서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높게 측정되었다(Fig. 7).

Fig. 6. Contents of total phenolics in herbal extracts. All value are
means±SD in triplicate measurement.

Fig. 7. Contents of total flavonoids in herbal extracts. All value are
means±SD in triplicate measurement.

고 찰

전 세계적으로 급증하고 있는 비만 인구와 그로 인한 대사

성 질환 발병률은 심각한 보건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최근

WHO(세계보건기구)의 보고12)에 의하면 약 10억의 인구가 과체

중이며, 그중 한국인의 경우가 서구인에 비해 BMI(체질량지수)

를 기준으로 한 비만도가 낮지만 당뇨, 대사질환 발병률은 상대

적으로 높은 수준으로 나타나 비만 및 대사질환의 관심이 높아

지고 있다. 현재 시판되고 있는 많은 비만 치료제의 대부분은 중

추 신경계에 작용하게 하여 식욕을 억제하거나 지방의 소화를

막아 체외로 배출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하지만 부작용으로 두

통과 불면증 혈압상승, 식욕부진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고 향정신성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있는 약도 있어

위험성이 크다. 이러한 상황에서 많은 연구자들은 식품 소재와

한약재8,9,13)로부터 비만 치료제를 찾는 연구들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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黃芪(Astragali Radix; AR)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인

黃芪(Astragalus membranaceus Bunge)의 뿌리를 건조한 것으로,

주로 肺, 脾經에 작용하며 補中益氣의 효능이 있어 脾胃氣虛證,

中焦虛寒證, 氣虛證을 치료하는 補益藥이다. 內傷勞倦, 脾虛로

인한 泄瀉, 脾肺氣虛로 인한 小氣 懶言과 食少便溏 등을 치료한

다. 黃芪에는 astragalo- side Ⅰ,Ⅱ, Ⅳ, soya saponin Ⅰ, 플라보

노이드인 formononetin을 함유하고 있고, 백혈구 수 증가 작용,

혈관확장, 혈압강하 작용, 당 조절작용 등의 약리작용6)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지방 관련 실험 연구로는 藥鍼에 의한 식이,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14)과, 黃芪 메탄올 추출물이 지방세포의

지방생합성 감소15) 및 물추출물이 식이성 고지혈증을 개선시켰

다
16)
는 보고가 있다.

車前草(Plantago asiatica; PA)는 질경이과(Plantaginaceae)에

속하는 다년생 草本으로, 藥性이 차가우며 성질이 滑利하고 오로

지 降泄하므로, 水道를 通利하여 滲濕泄熱시켜 濕熱이 소변을 따

라 배출되도록 한다. 따라서 小便不利와 소변이 短少澀痛하는 淋

病을 치료한다. 주요 성분으로 aucubin, plantaginin, homo-

plantagin 등이 함유되어 있고, 비뇨계 결석, 급만성 신염, 고혈

압, 급성 소아설사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는 약재이다6). 이

러한 車前草의 효능과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항산화력(in

vitro)과 에탄올에 의한 간의 oxygen free radical 소거 효과 및 고

콜레스테롤 억제 효능(in vivo)17)에 관한 보고와 ethylacetate 분획

이 쥐의 고콜레스테롤혈증을 개선시켰다18)는 보고가 있다. 또한

다양한 종류의 김치분말과 함께 차전초 추출물을 첨가시켜 체중

감량 효과 및 지질대사 억제를 관찰한 연구도 있다19).

항비만 소재를 탐색하기 위한 in vitro 연구에서는 3T3-L1

cell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지방생성을 저해하

는 소재의 효능 및 기전을 연구하는데, 이 세포주는 성장이 시작

되면 성장기간 동안 100% 융합이 일어나는데 이때 배양액에 적

절한 분화유도물질(insulin, dexamethasone, isobutylmethyl-

xanthine)을 첨가하면 성장이 멈추고 지방세포로의 분화가 천천

히 시작되어 지방세포로서의 형태적, 생화학적 특징을 띠게 된

다. 즉, 분화가 되기 전에는 섬유아세포와 같은 모양의 지방전구

세포(fibroblast-like preadipocyte)에서 분화 후에는 둥근모양의

구조의 지방세포(round fat cell)로 성숙한다20).

본 연구에서는 체지방 감소에 효과가 있는 소재를 찾기 위

한 연구의 일환으로, 위에서 언급한 한약재들의 다양한 추출물과

혼합추출물을 지방 세포에 처리하여 지방세포 분화 및 지방생성

을 억제하는 천연 복합물을 찾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먼저 이들 한약재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

를 측정한 결과 처리 농도인 0.1 ㎎/㎖, 0.3 ㎎/㎖, 1 ㎎/㎖에서

농도의존적으로 대조군에 비해 세포생존율의 감소를 보였으며,

ARW, PAE의 단일추출물에 비해 복합추출물(ARW+PAE)에서

우세한 세포생존율을 보였고, ARW+PAE 혼합추출물 1 ㎎/㎖

처리군에서 가장 낮은 74%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지방세포 연구에 관한 다른 보고7,8)처럼 AR과 PA의 열수추

출물과 에탄올 추출물을 단독 또는 혼합하여 지방세포 분화과정

중에 처리하면서 Oil red O로 붉게 염색된 지방세포 내의 지방

구를 쉽게 관찰함으로써 추출물이 지방세포의 분화 및 지방생성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 결과 모든 추출물이 대

조군에 비해 지방세포 내 지방의 생성을 감소시켰는데, 단일 추

출물 보다는 이들의 혼합 추출물을 처리했을 때 매우 높은 지방

세포 분화 및 지방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특히

ARW와 PAE 및 이들의 혼합물인 ARW+PAE 처리군에서 억제

효과가 두드러졌다. ARW과 PAE의 지방생성 억제 효과는 김 등
16)과 이 등19)의 최근 보고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지방세포의 세포생존율의 억제는 세포독성으로 여겨질

수 있으므로, 지방세포의 분화 억제와 세포사멸과의 관련 여부를

알아보고자 TUNEL 염색을 수행하였다. 즉, 각 한약재의 단독,

또는 혼합추출물을 지방세포의 분화과정이 끝난 후에 200 ㎍/㎖

의 농도로 처리하고,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대

조군에서는 세포사멸이 관찰되지 않았으나, ARW와 PAE의 단일

추출물 처리군 및 이들의 혼합물인 ARW+PAE 처리군에서 분화

된 성숙 지방세포의 세포사멸 유도를 확인하였으며, 추출물 혼합

군에서 더 우세한 세포사멸이 관찰되었다.

AR은 함유성분 중에 triterpenoids, isoflavonoids, poly-

saccharides 등이 알려져 있으며, 그 밖에 다양한 성분들이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21). AR에 포함된 triterpenoids

성분은 astragalosides와 같은 saponin류의 배당체가 주로 포함

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flavones인 quercetin과

iso- flavonoids 성분은 formonentin과 calycosin이 대표적으로

알려져 있으며
23)

, 이들 성분과 관련된 항노화작용
24)

및 항산화작

용25)이 보고되어 있다.

한편 PA에서 분리된 활성 물질로는 plantamajoside26),

phenylethanoids
27)

, plantaginin
28)

, acetoside, flavonoid
29)
등으로

항바이러스 작용, 면역작용 등 각각의 고유한 활성이 보고되어

있으며30), 폴리페놀화합물인 plantamajoside는 cAMP phospho-

diesterase와 5-lipoxygenase저해능이 있다
31)
고 한다. 식물계에서

널리 분포되어 있는 페놀성 화합물은 OH기가 존재하므로 공명

으로 그 구조가 안정화되며 생체반응에서 배출되는 free radical

및 전자를 수용하는 반응 메커니즘으로 항산화 반응에 직접 기

여하게 된다. 그리고 페놀류 중에서도 가장 많은 생리 활성을 가

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플라보노이드는 구조에 따라 flavones,

flavonones, flavonols, isoflavones, anthocyanidins, flavonols (또

는 catechins)등 6개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성 화합물은 한약재에 많이 함유되

어 있는데, 인진쑥 메탄올 추출물 중 총 페놀성 화합물은 60.07

㎎/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20.86 ㎎/g로 측정되어32) 자생하

는 약용식물중 비교적 높게 나타난 반면, 유자 및 탱자 과피 추

출물 중 총 페놀성 화합물은 각각 0.75 ㎎/g, 0.61 ㎎/g으로 비교

적 소량 존재하였으며,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0.42 ㎎/g,

0.33 ㎎/g으로 측정되었다33). 따라서 플라보노이드류가 식물의

색소 성분임을 감안할 때 본 연구에 사용된 소재에는 적당량의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성 화합물이 존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한편 Hsu와 Yen34)은 약용식물의 성분 유래 천연 항산화물

로 널리 알려진 플라보노이드류 6종과 페놀산류 15개를 지방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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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에 처리하여 지방생성 억제에 관한 연구를 하였는데 이들 플

라보노이드류와 페놀산류 간에는 활성의 차이가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따라서 저자들은 지방 생성 억제 등의 효능과 활성 성분과

의 관련성을 찾고자 ARW와 PAE 및 이들의 혼합물인 ARW

+PAE에서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ARW,

ARW+PAE, PAE의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ARW+PAE는 단

일 추출물의 동량 혼합물이므로 단일 추출물들의 합과 유사하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플라보노이드 함량 분석에서도 총 페

놀화합물의 함량을 분석 결과와 일치하였는데, 각각의 단일 추출

물과 그 추출물의 혼합물에서 ARW, ARW+PAE, PAE의 순으로

높게 측정되었으며, ARW+PAE는 단일 추출물의 동량 혼합물이

므로 단일 추출물들의 합과 유사하게 측정되었다고 할 수 있다.

여러 연구들에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가 많이 함유된 분획

에서 여러 가지 생리활성이 뛰어나다고 보고
26,27)

하였지만 본 연

구에서 관찰한 지방세포의 분화억제 및 지방생성, 그리고 세포자

멸 유도 등의 결과와는 일치하지 않았다. 이는 3T3-L1 지방세포

의 세포분화 및 지방 생성 억제 뿐 만 아니라 및 세포사멸 유도

에 ARW와 PAE에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 화합물과 총 페

놀성 화합물 외에도 다른 활성 성분에 의하거나 이들 성분들 간

의 상승작용에 기인한 결과라고 여겨진다.

본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ARW와 PAE의 동량 혼합물

인 ARW+PAE가 지방세포 분화 억제 및 지방생성을 우세하게

억제하였고, 세포사멸을 유도하는 효과가 현저하였다. 따라서 이

들 혼합물은 비만 예방 및 치료제 개발의 주요 목표인 체지방 감

소에 효능이 있는 소재로서 응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

편 이러한 효능은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다량의 플라보노이드

류 및 총 페놀성 화합물과는 관련성이 있다고 여겨지지만 어떤

성분에 기인하는 지에 관한 심도 있는 연구 및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가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항비만 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 소재를 선발하기 위하여 문헌 및 연구보고를

바탕으로, 補益藥으로 사용되는 黃芪 및 利水滲濕藥으로 사용되

는 車前草의 단일 또는 혼합추출물과 열수 또는 에탄올 추출물

을 3T3-L1 adipocyte에 처리하여 세포생존율, 세포 분화 및 지방

생성 억제, 세포사멸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고, 효능이 있는

추출물 중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 및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을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단일 추출물에서는 車前草의 에탄올

추출물은 지방세포 분화 억제 및 지방생성 억제 효능과 세포사

멸 유도능이 우세하였으며, 혼합추출물에서는 黃芪의 물추출물

과 車前草의 에탄올 추출물의 동량 혼합물에서 지방세포 분화

억제 및 지방생성 억제 효능과 세포사멸 유도능이 가장 우세하

였다. 그리고 이들의 효능은 각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총페놀

성 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유관하다고 생각되나 그 기

전 및 유효 성분에 대한 연구는 추후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이

들 연구결과로 보아 黃芪 물추출물과 車前草 에탄올 추출물의

동량 혼합물은 항비만 치료제 또는 체지방 감소에 도움이 되는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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