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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이상지질혈증, 인슐린저항,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비알코올성 간질환, 다낭난소병과 같은 대사질환과 밀접

하게 관련되어 있다.1 비만과 연관된 인슐린저항과 대사증

후군은 결국 심혈관질환의 위험을 높이는데 이들 관계를

설명하는 기전이 확실하지는 않으나 지방조직의 비대가

원인으로 제시되고 있다.2 지방조직은 에너지 항상성유지

에 중요하다. 정상 생리상태에서 과잉의 에너지는 지방산

으로 방출될 때까지 지방조직에 중성지방으로 저장되지

만 비만과 같은 지방조직의 병리장애는 이러한 과정의 조

절장애로 연결된다.3

지방조직은 지방을 저장하는 역할 뿐 아니라 내분비 기

관으로서 다양한 활성을 갖는 아디포카인을 분비한다. 아

디포카인은 포도당과 지질대사를 조절하며 염증반응과

심혈관 기능에 관여하는데, 대부분의 아디포카인은 염증

ABSTRACT

Purpose: Dysregulation of adipokines caused by excess adipose tissue has been implicated in the development of

obesity-related metabolic diseases. This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mugwort (Artemisia princeps Pampanini) ethanol

extract on lipid metabolic changes, insulin resistance, adipokine balance, and body fat reduction in obese rats. Method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fed either a control diet (NC), high-fat diet (HF, 40% kcal from fat), or high-fat diet with 1%

mugwort extract (HFM) for 6 weeks. Results: Epididymal and retroperitoneal fat mass increased in the HF group compared

with the NC group, and epididymal fat mass was reduced in the HFM group (p < 0.05). No difference was observed in

serum levels of total cholesterol (TC) and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 among the groups. However,

triglyceride (TG), TG/HDL-C ratio, and TC/HDL-C ratio increased in the HF group and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HFM

group. TG and TC levels in the liver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F group, whereas these levels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the HFM group. HF rats had lower insulin sensitivity as indicated by increased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the insulin resistance (HOMA-IR) value. HOMA-IR values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HFM group. Adiponectin levels

were higher in NC rats, and their leptin and PAI-1 levels were lower. Relative balance of adipokines was reversed in the HF

group, with lower adiponectin levels but higher leptin and PAI-1 levels. In contrast, the HFM group maintained balance of

adiponectin/leptin and adiponectin/PAI-1 levels similar to NC by reducing leptin and PAI-1 levels. Conclusion: Overall data

indicated that mugwort extract can be effective in alleviating metabolic dislipidemia, insulin resistance, and adipokine

dysregulation induced by a high-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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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개인자로 작용하여 질환의 진행을 촉진하는 반면, 적

은 수의 아디포카인이 항염증성인자로 작용하여 비만합

병증에 대해 보호효과를 나타낸다.4 그러나 과잉의 지방조

직과 지방조직의 기능장애는 아디포카인 분비의 조절장

애로 이어져 염증반응 뿐만 아니라 포도당과 지질대사를

변화시켜 비만과 관련된 대사질환의 유발에 기여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5

렙틴은 지방조직에서 분비되어 뇌의 시상하부를 자극함

으로써 식욕을 조절하고, 열 생산을 증가시키며 당과 지질

대사를 조절한다.6 혈중 렙틴의 농도는 지방세포의 양과

밀접한 관계가 있어,7 체내에서 지방조직이 증가하게 되면

렙틴의 혈중 농도가 높아져 포만감을 느끼고 에너지 소비

가 증대되어, 지방조직에서 지방 형성을 저해하고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한다.8 그러나 지방조직이 과도할 경우 렙틴

저항성이 생겨, 렙틴의 농도는 증가하지만 렙틴에 의해 중

재되는 반응이 충분히 일어나지 못한다.9 대사증후군 환자

는 정상군보다 혈중 렙틴 수치가 높았고, 또한 대사증후군

의 위험요소가 증가할수록 혈중 렙틴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10 비만 아동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렙틴은

체질량지수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HOMA-IR로 측

정한 인슐린저항성과도 유의한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 렙

틴이 인슐린저항성과 연관이 있음을 시사하였다.11

PAI-1은 혈전 형성에 중요한 인자로서 비만일 때 PAI-1

의 농도는 증가하며, 섬유소 용해 감소, 혈전 형성, 혈관 평

활근세포의 이동 활성화로 인해 죽상혈전증의 위험을 증

가시킨다.12 또한 PAI-1은 인슐린저항성과 양의 관계를 보

이며, 혈중 상승된 PAI-1은 인슐린저항성과 대사증후군의

요소 중 하나로 제시되었다.13

반면에 아디포넥틴은 비만일 때 분비가 저하되고 대사

증후군 환자에서 낮은 농도로 나타나며, 렙틴과 음의 상관

관계를 보인다.14 아디포넥틴은 복부둘레, 공복혈당, 중성

지방이 증가할수록 수치가 저하되지만, HDL-C와는 양의

관계인 것으로 나타났다.15 따라서 아디포넥틴은 인슐린

저항성과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6

비만이환율이 높고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발생위험이

증가한다는 점을 고려할 때 항비만효과를 갖거나 대사장

애를 완화하는 물질은 주요한 관심사이다. 쑥은 차나 식품

으로서 뿐 아니라 한국을 비롯하여 중국과 일본에서 전통

적인 약재로 사용되어 왔고, 간 및 순환계와 관련하여 기능

성이 평가되고 있다. 여러 연구에서 쑥은 체중조절과 지질

개선,17 간 기능 개선,18 항산화효과,19 항염증20 등에 대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지방사료를 1주 동안

급여한 흰쥐에게 인진쑥 열수 추출물을 84일 동안 급여한

결과 총콜레스테롤, LDL-C, 중성지방이 저하되고 HDL-

C가 상승되었으며, 혈당상승 억제 및 항비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21 Kang 등22에 의하면 쑥은 제2형 당뇨병

모델 동물에서 내당능력과 췌장 베타세포의 기능을 개선

하였다. 이와 같이 쑥이 지질개선이나 혈당 등에 미치는 영

향에 관한 보고는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으나 쑥에 의한

대사변화와 아디포카인의 분비를 연계하는 연구는 미진

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흰쥐에 고지방식이를 급여하여 대사

장애 요소로서 복부지방, 지질조성과 인슐린 저항을 포함

하는 대사지표와 아디포카인 농도를 측정하고, 쑥추출물

이 지방축적과 지질대사, 인슐린저항성 및 아디포카인과

의 관계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실험동물 사육 및 실험디자인

생후 6주된 Sprague Dawley (SD)계 수컷을 7일간 고형

사료를 공급하여 적응시킨 후 정상식이군 (control diet,

NC), 고지방식이군 (high-fat diet, HF), 쑥추출물첨가군

(high-fat diet with 1% mugwort ethanol extract, HFM)의 3군

으로 구분하여 6주 동안 각 실험식이를 공급하였다 (Table

1). 고지방식이는 지방에서 공급되는 에너지가 40%가 되

도록 조성하였으며, 지방급원으로 라드를 사용하였다. 쑥

추출물첨가군은 Park23의 연구에서 체중, 지방조직, TG,

포도당 농도 등에 나타난 효과에 의거하여 고지방식이에

쑥 에탄올추출물 1%를 첨가하였다. 실험식이에 사용한

쑥 첨가물은 강화도 사자발 건쑥 (Artemisia princeps

Pampanini)을 95% 에탄올에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쑥에

10 volume의 95% 에탄올을 넣고 항온수조에서 60oC로 24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kg)

Ingredient NC HF HFM

Casein 140 140 140

L-cysetine 1.8 1.8 1.8

Corn starch 620.692 330 320

Sucrose 100 230 230

Soybean oil 40 20 20

Lard 0 180 180

Cellulose 50 50 50

Mineral Mix (AIN-93G-MX) 35 35 35

Vitamin Mix (AIN-93G-VX) 10 10 10

Choline bitartrate 2.5 2.5 2.5

Tertiarybutylhydroquinone (TBQH) 0.008 0.008 0.008

Mugwort ethanol extract 0 0 10

NC: control diet, HF: high-fat diet with no supplement, HFM: high-

fat diet with 1% mugwort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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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 동안 진탕한 후 추출물을 여과하였다. 여과물은 rotary

evaporator를 이용해 농축시킨 후 동결건조하였다. 실험식

이와 물은 자유 공급하였고, 체중은 매주 일정한 시간에 측

정하였다.

6주간의 실험기간 종료 후 실험동물을 12시간 금식시킨

뒤 diethyl ether로 마취시켜 혈액과 조직을 채취하였다. 혈

액은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헤파린 처리된 튜브에 채혈하

여 3,000 rpm, 4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혈장을 취하였

다. 시료는 분석할 때까지 -70oC 초저온냉동고에 보관하

였다. 간, 부고환지방, 복막후강지방 등의 조직은 채취하여

멸균된 생리식염수에 세척하여 분석 전까지 -70oC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본 실험계획은 동의대학교 실험윤

리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아 진행되었다 (A2015-009).

간의 조직학적 분석

간조직은 절제하여 30~40배 정도의 과량의 formalin이

든 검체컵에 담근 후 24시간 고정하였다. 고정한 간조직은

조직처리에 적합한 크기로 절취한 후 tissue processor

(Leica tp1020, Germany)를 이용하여 탈수, 투명, 침투 과

정을 진행하였다. 침투가 끝난 조직은 Embedding center

(Sakura, Japan)에서 포매 후 박절기 (Leica)를 이용하여 5

μm의 두께로 절편을 만든 후 hematoxylin & eosin으로 염

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혈장 지질농도 측정

혈장의 TG, TC, HDL-C은 분석 kit (아산제약)를 이용하

여 분광광도기 (Ultrospec 3000, Pharmacia, Biotech)로 측

정하였다. 측정된 TG, TC, HDL-C의 수치로부터 TG/

HDL-C 비와 TC/HDL-C 비를 산출하였다.

혈장 포도당 및 인슐린 농도 측정

혈장 포도당 농도는 glucose-oxidase법에 의거하여 (아산

제약) 500 nm에서 분광광도기 (Ultrospec 3000, Pharmacia,

Biotech)로 측정하였다. 혈장 인슐린 농도는 ELISA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 (Alpco)를 이용하여 면역

흡광측정기 (Sunrise, TECAN, Austria)로 측정하였다. 측

정된 혈당 및 인슐린 농도로부터 HOMA-IR (homeostasis

model of insulin resistance)를 산출하여 인슐린저항성을

추정하였다.24

간 지질농도 측정

간 조직의 지질 함량은 Folch 등25의 방법을 수정하여 측

정하였다. 간 조직에 0.9% NaCl을 가하여 Potter-Elvehjem

조직균질기로 균질화하여 10%의 간 균질액을 만들었다.

10% 간 균질액에 chloroform-methanol 용액을 가하여 지

방을 반복 추출하고, 원심분리하여 하층의 chloroform층

을 취한 후, 질소가스로 농축하여 지질분석에 사용하였다.

간의 TG와 TC는 혈장에서와 같이 분석 kit (아산제약)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장 렙틴, PAI-1 및 아디포넥틴 농도 측정

혈장 아디포카인은 ELISA kit를 사용하여 면역흡광측정

기 (Sunrise, TECAN, Austria)에서 분석하였다. 혈장 렙틴

과 PAI-1 및 아디포넥틴의 분석은 각기 ELISA kit (Enzo),

Simple Step ELISATM kit (abcam), Quankine ELISA kit

(R&D systems)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자료는 SAS 9.3 package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는 평균과 표준오차를 산출하여 나타냈고, 각 실

험군의 평균치 간의 비교는 one-way ANOVA 분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α = 0.05에서 유

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체중변화 및 복부지방조직 무게

실험동물의 체중변화는 Table 2에 제시된 바와 같이 실

험식이 투여 전의 초기 체중은 276~278 g으로 실험군 간

에 차이가 없었다. 실험종료 시의 최종 체중은 실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NC군에 비해 HF군과 HFM군의

체중이 높은 양상이었다. 

간 무게는 실험군 간에 차이가 없으나 부고환지방과 복

막후강지방의 무게는 실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

(Table 2). NC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군에서

부고환지방 무게가 유의하게 높았으며, 고지방식이에 쑥

추출물은 첨가한 HFM군의 부고환지방은 HF군에 비해 유

의하게 저하하였다. 복막후강지방의 무게 또한 HF군이

NC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고, HFM군에서 HF군에 비해

다소 저하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혈장 지질대사

혈장의 TG농도는 HF군에서 유의하게 높았으며, HF군에

비해 HFM군에서 TG가 크게 저하되었다 (Table 3). 혈장

TC와 HDL-C농도는 실험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HDL-C 농도에 대한 TG/HDL-C 및 TC/HDL-C 비는 차이

가 있었다. TG/HDL-C 비는 HF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반면 고지방식이에 쑥추출물을 첨가한 HFM군에서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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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저하되었다. TC/HDL-C 비 또한 가장 높은 수치를 보

인 HF군에 비해 HFM군에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상식이에 비해 고지방식이는 혈중 지질의 농도를 증가

시키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쑥추출물은 지질의 수치를 낮

추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당 및 인슐린저항성 지표

Fig. 1에서 보듯이 혈장 포도당 농도는 NC, HF, HFM군

간에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장 인슐린 농도는

HF군에서 높고 대조군인 NC군과 HFM군에서 낮은 수치

를 보였으나 유의적인 변화는 아니었다. HOMA-IR은 인

슐린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로서 이 수치의 증가는 인슐

린민감성이 저하됨을 나타낸다. HOMA-IR 수치는 정상식

이인 NC군보다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와 HFM군에서

높았고, HFM군의 HOMA-IR은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인 HF

군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이로 보아 고지방식이의

경우 혈장 포도당농도가 정상식이에서와 같이 유지되나

포도당 농도 유지에 필요한 인슐린 농도의 요구가 증가되

어 HOMA-IR 수치가 커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쑥 추출물은

고지방식이에서 나타났던 인슐린의 요구를 낮춰 HOMA-

IR 수치를 개선한 것으로 나타났다.

간 지질함량 및 조직학적 결과

간의 TG 함량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군에서 가장

높았고, 정상식이를 급여한 NC군 및 고지방식이에 쑥추출

물을 보충한 HFM군에서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간

내 TC 함량 또한 TG와 유사하게 HF군에서 가장 높았고

NC과 HFM군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따라서 고지방식이는

간에 지질축적을 증가시키나 쑥추출물의 보충으로 간에

지질축적이 완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반면 간조

직의 미세구조는 식이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Fig.

2에서 보듯이 간세포의 변성, 지방변성, 염증세포 침윤 및

간세포의 세포질 공포화 등의 조직학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혈장 아디포카인 농도

혈장 렙틴 수치는 NC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HF군에서 유의하게 높았고, HFM군은 HF에 비해 저하되

는 경향이었으나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혈장 내 PAI-1

는 NC군과 HF군 간에 차이가 없으나 HFM군은 HF군에 비

해 유의하게 낮은 수치를 보였다. 혈장 아디포넥틴은 정상

식이를 급여한 NC군에서 뚜렷이 높았고, NC군에 비해 고

지방식이를 급여한 HF, HFM군에서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Fig. 3). 그러나 그림에서 보듯이 HFM군은 HF군에 비해

Table 2. Effect of mugwort ethanol extract on change in body, liver and adipose tissue weight

Variables NC HF HFM

Initial body weight (g) 282.40 ± 4.08NS 281.60 ± 3.59 282.60 ± 4.03

Final body weight (g) 405.00 ± 9.76NS 448.20 ± 10.86 440.20 ± 18.75

Liver (g) 11.58 ± 1.61NS 13.29 ± 0.50 13.23 ± 0.52

Epididymal fat (g) 6.95 ± 0.19b 11.51 ± 0.24a 8.97 ± 1.30b

Retroperitoneal fat (g) 7.45 ± 0.31b 11.86 ± 0.82a 9.54 ± 1.84ab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M. 

NS: No significant

Values in row with un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NC: control diet, HF: high fat diet with no supplement, HFM: high fat diet with 1% mugwort ethanol extract

Table 3. Effect of mugwort ethanol extract on plasma levels of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HDL-C

Variables NC HF HFM

Triglyceride (mg/dL) 65.34 ± 6.08b 105.17 ± 12.38a 71.45 ± 8.14b

Total cholesterol (mg/dL) 63.80 ± 5.50NS 61.65 ± 3.11 65.26 ± 4.81

HDL-C (mg/dL) 34.75 ± 3.81NS 31.15 ± 1.56 38.95 ± 3.25

TG/HDL-C 1.91 ± 0.14b 3.33 ± 0.54a 2.17 ± 0.32b

TC/HDL-C 1.86 ± 0.07ab 1.99 ± 0.12a 1.68 ± 0.02b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M. 

NS: No significant

Values in row with uncommon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

tiple range test.

NC: control diet, HF: high fat diet with no supplement, HFM: high fat diet with 1% mugwort ethanol extract

TG/HDL-C and TC/HDL-C: ratio of triglyceride/HDL-C and ratio of total cholesterol/HDL-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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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I-1 및 렙틴에 대한 아디포넥틴의 비가 높게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찰

지방조직은 에너지를 저장하고, 지방산을 방출하여 조

직의 에너지 요구를 충족시는 기능 뿐 아니라 다양한 아디

포카인을 방출하여 인슐린 민감도와 여러 생리과정을 조

절하는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기관이다.26 비만과 같이

과도한 지방축적은 만성적인 저급염증을 유발하여 여러

대사질환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 복부지방 특

히 내장지방이 증가되면 유리지방산의 유동이 증가되어

간에서 TG의 분비가 증가하고 인슐린작용이 억제되며, 여

러 가지 아디포카인을 분비하여 대사, 인슐린저항, 염증,

Fig. 2. Effect of mugwort ethanol extract on lipid accumulation in liver (A)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levels in liver, (B)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 of liver.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M. Bars with uncommon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C: control diet, HF: high fat diet with no supplement, HFM: high fat diet with 1% mug-

wort ethanol extract. Scale bars = 100 µm

Fig. 1. Effect of mugwort ethanol extract on plasma levels of glucose, insulin and HOMA-IR.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M. Bars with

uncommon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C: control

diet, HF: high fat diet with no supplement, HFM: high fat diet with 1% mugwort ethanol extract, HOMA-IR: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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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 형성 (angiogenesis), 혈압, 지혈 (hemostasis) 등에 다

양하게 작용한다.27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이 (HF)를 급여한 흰쥐는 정상식

이 (NC)를 급여한 흰쥐에 비해 체중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

다. 복부 내장지방으로서 부고환지방과 복막후강지방 무

게를 측정한 결과, HF군에서 부고환지방과 복막후강지방

이 가장 높은 무게를 보임으로써 고지방식이에 의해 복부

지방이 유의하게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고, 쑥추출물을 첨

가한 HFM군은 HF에 비해 부고환지방과 복막후강지방 무

게를 각각 22.1%와 19.6% 저하시켰다. 본 연구결과 고지

방식이 (HF)는 복부지방의 현저한 증가를 유도하였고, 쑥

첨가에 의해 복부지방 특히, 부고환지방의 저하효과를 볼

수 있었다. 6주령 마우스에게 45% 고지방식이를 12주간

급여한 비만대조군에 비해 1%의 쑥 에탄올추출물이 첨가

된 실험군에서 부고환지방이 22.3% 저하되었다. 이와 관

련하여 지방세포의 분화와 관련된 PPARγ, SREBP의 유전

자의 발현이 감소한 반면 지방 분해 및 지방산 산화와 관련

된 PPARα, PGC-1, PPARδ와 UCP의 유전자 발현은 증가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23

이상지질혈증은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다. TG의 증

가는 관상동맥질환의 위험성과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콜레스테롤의 저하는 허혈성 심장질환 및 동맥경화의 위

험을 낮추는 것으로 나타났다.28 HDL-C은 콜레스테롤을

말초조직으로부터 간으로 이동시켜 담즙산을 합성하여

분비하므로 HDL-C의 저하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이

다.29 비만과 관련된 이상지질혈증은 주로 FFA와 TG의 증

가, HDL-C 저하, 그리고 small dense LDL 증가를 보인다.

지방조직, 특히 피하지방보다는 내장지방조직에서 지방

의 분해로 방출된 지방산이 간으로 이동하여 VLDL을 형

성하고 고중성지방혈증을 유도한다. 고중성지방혈증은

VLDL과 HDL 및 LDL 사이에서 TG와 CE의 교환을 촉진

함으로써 HDL-C 를 저하시키고 small dense LDL-C 입자

를 형성하게 된다.30 지방세포의 크기는 이상지질혈증에

중요한 인자로 기여하는데 지방조직의 크기가 커지면 지

방분해가 증가되기 때문이다.31

본 연구에서 TG는 HF에서 유의하게 높았다. 쑥 추출물

을 첨가한 HFM군은 HF군에 비해 TG를 현저하게 32.1%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였다. 혈장 총콜레스테롤과 HDL-C

농도는 각 실험군 간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TG/HDL-

C와 TC/HDL-C의 비율은 실험군 간에 차이를 보였다. TG/

HDL-C의 비율과 TC/HDL-C의 비율은 각기 심근경색과

관상심장병의 예측인자로 보고되었다.32 또한 대사증후군

에서 TG, LDL-C과, TC/HDL-C, TG/HDL-C의 비율이 높

은 이상지질혈증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 본 연구

에서 TG/HDL-C와 TC/HDL-C의 비율은 HF군에서 현저

히 높았고, 쑥추출물 첨가식이는 이들 수치를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었다. TC/HDL-C 비는 HF군에 비해 HFM군에서

유의하게 15.6% 저하되었고, TG/HDL-C 비는 34.8% 저

하되었다. 따라서 고지방식이는 복부내장지방 축적과 함

께 TG 증가 및 TC/HDL-C, TG/HDL-C 비율이 증가되는

이상지질혈증을 유발하였고, 쑥추출물은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복부지방축적과 이상지질혈증을 개선하는 효과를

갖는 것으로 나타났다. 쑥 추출물은 특히 혈중 TG 감소에

더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k23의 연구에서도 쑥추

출물 첨가는 혈장 내 TC와 HDL-C의 변화를 보이지 않은

반면 TG는 23.3%로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간의 TG 함량과 콜레스테롤 함량은 NC군에 비해 HF군

에서 유의하게 높아 간에 지방이 축적된 것으로 나타났다.

쑥추출물을 첨가한 HFM군은 간 내 TG와 콜레스테롤을

HF군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시키는 결과를 보임으로써 쑥

추출물이 간의 지질축적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고지방식이의 공급과 함께 쑥 에탄올추출물을

6주간 경구투여 (50 mg/kg body wt)한 흰쥐에서 중성지방

이 11% 감소되는 반면 콜레스테롤은 유의한 차이를 보이

Fig. 3. Effect of mugwort ethanol extract on plasma levels of leptin, PAI-1 and adiponectin.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M. Bars with

uncommon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C: control

diet, HF: high fat diet with no supplement, HFM: high fat diet with 1% mugwort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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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았다.17 간의 TG 함량은 지방산 유입, 지방산 생합성,

지방산 산화, 지방산이 VLDL 형태로 방출되는 등의 여

러 상호작용의 결과이다. 고지방식이는 과량의 지방산을

간으로 유입시켜 간에 지방축적을 유도하며, 간의 TG 축

적과 인슐린저항성은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34

인슐린 저항은 말초기관에서 인슐린의 작용이 둔화되어

간, 골격근육, 지방조직 등의 목표조직에서 인슐린이 충분

히 작용하지 못하는 병리적인 상태를 일컫는다.9 비만은

인슐린저항성의 주 위험인자이며, 특히 복부지방축적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이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되었다.35

Ferranini 등36은 정상 혈당인 사람도 포화지방산과 콜레스

테롤의 섭취는 내당능장애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하

였다. 본 연구에서 혈장 포도당은 NC군과 고지방식이군에

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NC군에 비해 고지방식이를 공

급한 HF와 HFM군에서 HOMA-IR 값이 유의하게 증가하

였고, 쑥추출물을 첨가한 HFM군의 HOMA-IR 값은 HF에

비해 유의하게 저하되었다. 즉, 본 실험에서 고지방식이는

정상식이군과 유사하게 혈당이 유지되나 이를 위해 더 많

은 인슐린이 요구되어 인슐린민감성이 저하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인슐린저항성은 쑥추출물에 의해 완화되는 결

과를 보였다. Yamamoto 등37에 의하면 고지방식이를 14주

동안 급여한 C57BL/6 마우스는 HOMA-IR이 유의하게 높

았으나, 쑥 에탄올추출물을 0.5%, 1% 보충한 실험군에서

유의하게 완화됨으로써 고혈당과 인슐린저항성을 억제하

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방조직은 과잉 에너지의 저장고일 뿐 아니라 체지방

함량과 영양소대사를 조절하는 내분비기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과잉의 지방조직과 지방조직의 기능장애는 아디포

카인 분비의 조절장애로 이어져 염증반응 뿐 아니라 포도

당과 지질의 대사를 변화시켜5 비만과 관련되는 대사성질

환 즉, 인슐린저항성, 제2형 당뇨병, 이상지질혈증, 비알코

올성 간지방 등의 발생에 기여한다.38 렙틴의 발현은 BMI

및 체지방량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39 따라서 대부분

의 과체중이나 비만인은 렙틴이 증가하나 렙틴 저항성으

로 인해 지방조직, 근육, 간, 췌장에 중성지방을 과하게 축적

시켜 인슐린의 민감도와 분비에 손상을 유발하게 된다.40

PAI-1은 간, 내피세포, 지방조직에서 합성되어 조직 플라

스미노겐 활성인자 (tissue plasminogen activator)의 작용

을 억제하므로 피브린 분해와 염증과정을 억제하는 물질

이다. 지방조직이 증가할 때 PAI-1 농도가 증가하며, PAI-1

의 증가는 이상지질혈증, 고인슐린혈증, 고혈압에 영향을

미친다.41 반면 PAI-1의 저하는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생쥐

에서 체중증가량이 적고 에너지 소모가 커지며 인슐린 저

항이 개선되었다.42 아디포넥틴은 AMPK (AMP-activated

protein kinase)와 PPAR-α (protein phosphorylation activator

receptor-α)를 활성화하여 지방산의 산화와 포도당 유입을

증가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킨다.43 혈청 아디포

넥틴은 체지방량과 역상관관계를 보여 비만에서 감소하

며, 인슐린민감성과 정상관관계를 보였다.44 또한 아디포

넥틴은 지질대사에 보호효과를 갖는데 혈장 아디포넥틴

의 농도가 높으면 TG는 감소하고 HDL-C는 증가하였다.

아디포넥틴은 간과 근육에서 지방산 산화와 포도당 이용

을 촉진하고,43 LPL을 활성화하여 VLDL을 제거하여 혈중

TG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5 따라서 낮은 수준

의 아디포넥틴은 이상지질혈증과 심혈관질환의 위험성을

증가시켜, 사람과 설치류에서 아디포넥틴이 감소하면 인

슐린저항, 이상지질혈증, 동맥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46

본 연구에서 아디포넥틴이 증가하는 반면 렙틴과 PAI-1

이 감소한 NC군을 기준으로 볼 때 HF군은 아디포넥틴의

저하와 동시에 렙틴과 PAI-1의 상승으로 인해 아디포카

인의 불균형 상태로 기울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쑥추출물

을 첨가한 HFM군은 아디포넥틴이 저하되었으나 렙틴과

PAI-1 또한 저하되어 HF군과 달리 아디포카인의 균형이

상대적으로 유지되는 양상을 보였다. 즉, 쑥추출물은 고지

방식으로 저하된 아디포넥틴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나

PAI-1과 렙틴의 증가를 억제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쑥추출물은 아디포카인의 균형을 유지하도록 도움으로써

대사장애를 개선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Matsubara 등47에

의하면 아디포넥틴과 렙틴은 역상관관계를 보인다. 고렙틴

혈증과 렙틴의 저항성은 지방조직에서 아디포넥틴의 생

성 저하에 기여하며, 아디포넥틴의 수준이 낮고 렙틴이 높

으면 인슐린 비의존형당뇨의 발생 위험율이 증가함을 보

였다.48 본 연구에서 쑥추출물은 아디포카인의 균형유지

에 기여하는 결과를 보였고, 고지방식을 공급한 C57BL/6

마우스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쑥 에탄올추출물은 혈장

렙틴의 증가를 억제하는 반면 아디포넥틴의 수치는 영향

을 받지 않음으로써 쑥추출물이 렙틴분비를 조절하여 대

사에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보고하였다.37 반면에 6주령 암컷

ICR 마우스에게 인진쑥 추출물 62.5 mg/kg, 125 mg/kg,

250 mg/kg을 84일 동안 경구투여하여 고지방식이 대조군

과 비교한 결과 쑥추출물에 의해 혈청 렙틴 함량이 유의하

게 감소한 반면 아디포넥틴은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21 이

들의 결과에서 보듯이 쑥추출물에 의한 아디포카인의 변

화 양상은 다양하지만 결과적으로 아디포넥틴/렙틴 비의

저하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인다.

쑥은 종에 따라 폴리페놀의 함량이 다양하나 A. prince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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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풍부한 폴리페놀로 제시된 eupatilin과 jacedsidin은 간에

서 포도당대사와 췌장의 베타세포 기능을 증대시키고,22

염증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49 이러한 보고를 감

안할 때 쑥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 본 연구의 대사장애

개선에 관련이 있을 것으로 추정되나 주요 폴리페놀 성분

의 규명 및 이들 성분이 대사와 아디포카인 분비를 조절하

는 기전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와 쑥추출물이 흰쥐의 지질대사,

인슐린저항성, 아디포카인 분비에 미치는 효과를 측정하

였다. 고지방식이에 의해 부고환지방과 복막후강지방의

축적이 증가되었고, 그 결과 혈장 항염증성 아디포카인은

감소하고 염증성 아디포카인은 증가하여 아디포넥틴/렙틴

및 아디포넥틴/PAI-1 비가 저하되는 불균형을 초래하였

다. 내장지방 축적과 관련된 아디포카인의 불균형은 TG,

TG/HDL-C, TC/HDL-C를 증가시키고 HOMA-IR의 증가

를 유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에 비해 쑥 에탄올추출물의

첨가는 부고환지방과 복막후강지방의 축적을 완화함으로

써 PAI-1과 렙틴을 감소시켜 아디포넥틴/렙틴 및 아디포넥

틴/PAI-1 비의 저하를 억제하고 아디포카인의 균형을 상

대적으로 유지하였으며, TG, TG/HDL-C, TC/HDL-C 및

HOMA-IR 수치가 감소하였다. 따라서 쑥 에탄올추출물은

내장지방 축적을 억제하고 아디포카인의 분비, 특히 염증

성물질인 렙틴과 PAI-1의 분비를 저하시켜 아디포카인의

균형을 조절함으로써 지질대사 및 인슐린저항성을 개선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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