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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Pueraria lobata on Body Weight and Gene Expression in Obese 
Rats Muscle with Estrogen Deficiency

Hee-Jong Shin, Jeong-Eun Yoo, Eun-Hye Jung, Dong-Youl Yoo
Dept. of Oriental Gynecology, College of Oriental Medicine, 

Dae-Jeon University

Objectives: GG is the EtOH fraction of extract of Pueraria lobata. In this study, 
we aimed to elucidate a possibility that GG reduce obesity and obesity-derived 
complications such as cardiovascular and metabolic disease. 
 

Methods: The effects of GG on the estrogen-deficient obese rats and the level 
of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s were investigated.
 

Results: GG decreased body weight in obese rats with estrogen deficiency. GG 
increased leptin gene expression in obese rats with estrogen deficiency. GG decreased 
TNFa gene expression in obese rats with estrogen deficiency. And GG increased 
PPAR-gamma, PGC-1a, Prdx6, FDFT1, and ACC gene expression of those in 
obese rats.
 

Conclusions: We conclude GG might reduce body weight and regulate gene 
expression of muscle in obese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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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만이란 체지방의 과잉 축 으로 정

의되며, 동맥경화와 심근경색증, 심부 , 

수면무호흡, 염 그리고 많은 암 질

환들까지 포함한 여러 가지 수많은 건강

상의 문제들을 야기한다1,2).

폐경 ·후 여성들은 여성호르몬의 변

화에 의해 사  변화가 많이 나타나

며, 체지방이 증가하여 비만에 노출될 

험이 큰데, 이 여성들의 비만은 상

동맥, 심장질환, 뇌졸 , 당뇨병, 고 압 

등의 사망률을 증가시키는 성인병 발병

과 매우 련이 높다
3)
.

여성호르몬인 에스트로겐은 hypothalamus

에서 leptin 분비 억제, 음식섭취 억제, 

근육 운동량 증가 작용이 있으며, 지방

세포에서 lipogenesis 억제, lipolysis 증

가, 지방세포 분화인자 발  억제 등의 

작용을 나타낸다
4)
. 에스트로겐이 결핍되

는 폐경기에는 복부비만과 더불어 인슐

린 항성과 유리 지방산이 증가하고, 

지방세포에서 분비하는 새로운 peptide

인 adiponectin이 감소한다. 이러한 인자

들이 apolipoprotein B(Apo B)의 분비를 

증가시켜 성 지방의  농도가 올라

가며, hepaticlipase의 활성도를 증가시켜 

LDL cholesterol 입자의 증가가 래되

고 HDL cholesterol이 감소하며, 휴식 

사량을 감소시켜 칼로리 섭취가 크게 

증가하지 않아도 체 이 쉽게 증가한다
5)
.

본 연구에 사용한 葛根은 다년생 콩과

(Leguminosae)에 속하는 칡(Pueraria 

lobata)의 주피를 제거한 것으로 發表透

疹, 生津, 止瀉의 효능이 있으며, 성분으

로는 O-glucoside 계열의 화합물인 daidzin

과 C-glucoside 계열의 화합물인 puerarin

등의 isoflavone이 다량 함유되어 있다. 이 

외에도 oleanene-type의 triterpene glycoside

로서, kudzusaponins A1, A2, A3가 분리 

보고되어 있으며, soyasaponin 등이 함유

되어 있다
6)
.

葛根에 한 연구로는 부 등7)의 뇌 허

 손상 흰쥐의 해마신경세포 손상에 미

치는 향, 장 등
8)
의 좌골신경 손상 흰

쥐의 후지 근육 축에 미치는 향, 홍9)

의 cisplatin에 의해 유도된 rat mesangial 

cell의 apoptosis에 미치는 향, 김
10)
의 

알 르기 염증반응에 미치는 향 등이 

보고되어 있다.

약리작용으로는 심 계에 한 작

용, 신경계에 한 작용, 알코올 흡수에 

한 작용, 항암 작용, 호르몬  사기

능에 한 작용 등이 보고 되어 있다. 호

르몬  사기능에 한 작용 에서, 

갈근에 함유되어 있는 각종 isoflavone계

열 화합물이 phytoestrogen으로서 기능

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기능은 

estrogen receptor(ER) β에 한 agonist

로서의 작용을 말한다
6)
.
 
따라서, 葛根이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을 억제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근 추출물이 난

소를 제거하여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

이 유발된 rat의 체 변화와 비만 련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여, 

비만에서 갈근 추출물의 응용 가능성을 

평가하고자 하 고,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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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실  험

1. 재  료

1) 시료 제조

실험에 사용한 갈근(Pueraria lobata)

은 학교 둔산한방병원에서 구입한 

것을 정선하여 사용하 다. 갈근 100 g에 

30% 에탄올을 가한 후 환류 추출하 으

며, 70% 에탄올로 당을 침 시켰다. 추

출물을 1,500 rpm 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침 물을 제거한 다음 상층액을 증

발 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추출물 4.6 

g을 얻었으며, 추출물을 GG로 명명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동물  사육

실험동물은 한바이오링크에서 약 200 g

의 암컷 S.D 랫드를 공 받아 실험실에

서 1 주일 간 응시킨 후 사용하 다. 

사육장은 인공조명설비에 의하여 조명시

간을 오  7:00 부터 오후 7:00 까지 12 

시간으로 조 하 으며, 실내온도는 22℃ 

내외, 습도는 60% 내외로 유지하 다. 

정상군 투여사료는 고형사료(삼양사, 한

국)를 사용하 으며, 그 조성은 粗단백 

21%, 粗지방 3.5%, 粗셀룰로오즈 5.0%, 

무기질 8.0% 등이다. 수는 일반 상수

도를 사용하 고, 사료와 수는 제한하

지 않았다.

2. 방  법

1) 비만 동물 실험

 (1) Rat에 호르몬 결핍 유도

약 200 g의 암컷 Rat에 ketamine(유한

양행)을 1 ㎖/㎏ 용량으로 근육주사 하

여 신마취를 시킨 다음 복부 털을 제

거하 다. 70% EtOH로 수술부 를 소

독한 다음 1 ㎝ 정도로 피부, 복근, 복막

을 개하고 난소를 노출시킨 후 출수

술을 시행하고 다시 합하 다. 정상군

은 rat의 복막 개까지만 난소 제수술

과 같은 방법으로 시행하고, 난소 출은 

하지 않은 채로 다시 합하는 모의수술

(Sham Operation)을 시행하 다.

 (2) 실험군 설정  약물 투여

실험은 실험동물을 4개군으로 나 어 

시행하 다. 즉, (1) 복막 개 후 난소

를 출하지 않은 모의수술 정상군(NC) 

(2) 난소 출 후 약물을 투여하지 않은 

실험 조군(OC) (3) 난소 출 후 GG 

추출물을 40 ㎎/㎏ 씩 경구 투여한 군

(GGL) (4) 난소 출 후 PL 추출물을 

200 ㎎/㎏ 씩 경구 투여한 군(GGH)으

로 나 었다.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모

의 수술군  조군은 10마리, 용량 

 소용량 투여군은 8마리씩으로 하

다. 약물투여는 난소 출 수술 2주 후에 

시작하 으며, 동결 건조한 추출을 200 

㎎/㎖이 되도록 생리식염수에 녹인 후, 

1일 1회씩 6주간 투여하 다. 

 (3) 체  측정

체 은 실험 동물용 체 계(Ohaus,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2) 유 자 발  실험

 (1) 총 RNA 분리

마지막 약물 투여 24시간 후에 rat를 

희생시키고, 퇴부 근육을 분리하여 질

소 탱크에 넣어 속 냉동시킨 다음, 사

용시까지 -80℃ 에 보 하 다. PBS를 

넣고 균질화한 다음, 1 ㎖ TRIzol reagent 

(Invitrogen, USA)를 처리하여 총 RNA

를 분리하 다. 분리한 RNA 용액에 200 ㎕ 

의 chloroform : isoamylalcohol(24 : 1)

을 넣고 강하게 섞은 후 14,000 rpm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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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 500 ㎕ 를 분

리하 다. 0.5 ㎖ isopropyl alcohol을 가

하여 하 20℃ 에서 하룻밤 RNA를 침

시킨 후 1,400 rpm 으로 20 min 원심 

분리하 다. 상등액을 버린 후 70% 에탄올

로 세척하고 자연 건조시킨 후, RNase 

free water에서 RNA를 녹인 후 RNase-free 

DNase를 첨가하고 -70℃ 에서 장하

다.

 (2) cDNA 제조

조군  실험군에서 각각 분리한 total 

RNA 액 1 ㎕ 에(1 ㎍ RNA 함유)에 oligo 

dT(농도 100 pmol) 1 ㎕, RNase free 

water 3 ㎕ 을 넣은 후 조심스럽게 혼합

한 다음, 65℃ 에서 10 min incubation하

다. Primer가 annealing 하도록 4℃ 에

서 약 5 min 방치한 다음, Reverse 

transcriptase buffer, dNTP(각 2.5 mM), 

RNase inhibitor, DTT(100 nM), Reverse 

transcriptase(M-MLV 200 U/㎕)을 첨

가한 후, 아주 조심스럽게 혼합하 다. 

이 후, 42℃ 에서 90 min incubation 한 

후, 95℃ 에서 5 min 처리한 후 사용하

다.

 (3) RT-PCR

Oligo(dT) primer(Promega, Cat.No. 

C1101), reaction buffer(50 mM Tris-HCl, 

75 mM KCl, 3 mM MgCl2, 10 mM 

DTT, pH 8.3)(Promega, Cat.No. M1705), 

1 mM dNTP(Promega, Cat.No. U1515)

과 200 unit M-MLV-RT(Moloney murine 

leukemia virus reverse transcriptase) 

(Promega, Cat.No. M1705)를 분리한 

RNA에 처리하여 역 사를 수행함으로

써 cDNA를 합성하 다. PCR은 total 

volume 25 ㎕ 에 10배 PCR buffer, 0.2 mM 

dNTPs, 2 pmole의 sense  antisense 

primer를 넣은 혼합액에 cDNA와 1.25 

unit의 Taq polymerase(Promega, Cat.No. 

M8295)을 넣어 PCR을 시행하 다. PCR 

조건은 94℃ 4분, 30 cycles의 [94℃(20 

sec), 54℃(20 sec), 72℃(30 sec)], 72℃ 

10분이었다(Perkin Elmer, USA). 증폭된 

PCR 산물을 2% agarose gel에 기 동

하 다. 기 동 결과 나온 band를 

density 분석 로그램인 Gel-Pro analyzer 

3.1(Media Cybernetics,. USA)을 이용하

여 구했다. RT-PCR에 사용한 primer는 

아래 Table 1에 표시하 다.

Primer Sense (5'-3') Antisense (5'-3')

Prdx6 GATTCTCAGAGTGGTTGACTC AGCTCTTTGGTGAAGACTCC

FDFT1 TACCTGTCAAGGCTCCGGAAC GCATCCATCATGAGGGTAACTG 

PPAR-γ TCGGAGGGCTCTGTCATC CATCTGTACTGGTGGGGACA

PGC-1a GAAGCGGGAGTCTGAAAGG GTAAATCACACGGCGCTCTT 

TNF-α GCCTCTTCTCATTCCTGCTC GAGCCCATTTGGGAACTTCT 

Leptin GACACCAAAACCCTCAT CAGTGTCTGGTCCATCT

Table 1. Primers

(4) Real time RT - PCR

각각의 optical tube(MicroAmp® Optical 

96-Well Reaction Plate with Barcode and 

Optical Adhesive Films, Applied Bio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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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No. 4314320)에 3배의 SybrGreen Mix 

2.5 ㎕(Sigma-Aldrich, Cat.No. S9430), 

(2)에서 합성한 cDNA 1 ㎕, 10 pmol/㎕ 

primer pair mix 1 ㎕, 각각 2.5 mM의 

dNTP 2 ㎕, 10배 Tag polymerase buffer 

2.5 ㎕, Tag Polymerase 0.3 ㎕ 와 14.7 ㎕ 

H2O를 넣고, 95℃(5 min) 1 cycle, 40 

cycles의 [95℃(30 sec), 45℃(30 sec), 72℃

(60 sec)], 95℃(20 min) 1 cycle로 증폭

시켰다. Primer는 RT-PCR에 사용한 것

을 이용하 다. PCR을 마친 후 tube를 

꺼낸 다음, 반응액 5 ㎕ 를 사용하여 3% 

agarose gel에서 PCR specificity를 측정

하고, ABI PRISM® 7000 Sequence 

Detection System (Applied Biosystems, 

Cat.No. 4349157)를 사용하여 real time 

PCR 결과를 분석하 다.

3. 통계처리

결과에 한 통계는 SPSS(SPSS 10.1 

for Windows, USA)를 이용하 다. 각 결

과는 평균±SEM으로 표시하 고, 결과에 

한 유의성 검증은 one way ANOVA분

석을 이용하 으며, p < 0.05 이하인 경

우 유의성이 있다고 정하 다.

Ⅲ. 결  과

1. 체 의 변화

약물 투여 6주 후에 체 을 측정한 결

과, 모의수술 정상군(NC)은 약 275 g 이

었고, 실험 조군(OC)은 376 g, 100 ㎎/㎏ 

투여군(GGH)은 334 g, 20 ㎎/㎏ 투여군

(GGL)은 362 g 으로 측정되었다.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

에 비해 유의성 있는 체  증가를 보

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은 

체 이 감소했으나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200 ㎎/㎏ 투여군(GGH)은 

유의성 있는 체  감소를 보 다(Fig. 1).

Fig. 1. Effect of GG on Change of Body Weight(g)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1 vs NC group
## : p<0.05 vs OC group

2. 갈근 추출물이 Rat의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 

1) Leptin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

(NC)에 비해 leptin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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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GL)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leptin 

발 이 증가했으나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200 ㎎/㎏ 투여군(GGH)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leptin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Fig. 2).

Fig. 2. Effect of GG on the Leptin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 with Estrogen Deficiency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1 vs NC group
# : p<0.05 vs OC group

2) TNFα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

에 비해 TNFα 발 이 증가했으나 유의

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군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TNFα 발 이 유의성 있

게 억제되었으나, 200 ㎎/㎏ 투여군(GGH)

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TNFα 발 이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Fig. 3).

Fig. 3. Effect of GG on the TNFa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 with Estrogen 
Deficiency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5 vs OC group 

3) PPAR-γ(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γ)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

에 비해 PPAR-γ 발 이 유의성 있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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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

(GGL)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PAR-γ 

발 이 증가했으나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200 ㎎/㎏ 투여군(GGH)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PAR-γ 발

이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Fig. 4).

Fig. 4. Effect of GG on the PPAR-γ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 with Estrogen 
Deficiency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1 vs NC group
# : p<0.05 vs OC group 

4) PGC-1α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

(NC)에 비해 PGC-1α의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

여군(GGL)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GC-1α의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나, 200 ㎎/㎏ 투여군(GGH)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GC-1α의 발 이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5).

Fig. 5. Effect of GG on the PGC-1α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 with Estrogen 
Deficiency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1 vs NC group
# : p<0.05 vs O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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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Prdx6 (Peroxiredoxin)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

에 비해 Prdx6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

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

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rdx6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나, 200 ㎎/㎏ 

투여군(GGH)은 실험 조군(OC)에 비

해 Prdx6 발 이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6).

Fig. 6. Effect of GG on the Prdx6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 with Estrogen Deficiency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1 vs NC group
## : p<0.01 vs OC group 

6) FDFT1 (Farnesyl Diphosphate 

Farnesyltransferase)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

(NC)에 비해 FDFT1 발 이 유의성 있

게 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

(GGL)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FDFT1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200 

㎎/㎏ 투여군(GGH) 한 실험 조군

(OC)에 비해 FDFT1 발 이 유의성 있

게 증가하 다(Fig. 7).

Fig. 7. Effect of GG on the FDFT1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 with Estrogen Deficiency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1 vs NC group
# : p<0.05 vs O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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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ACC (Acetyl CoA Carboxylase)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

에 비해 ACC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

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

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ACC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200 ㎎/㎏ 

투여군(GGH) 한 실험 조군(OC)에 

비해 ACC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Fig. 8).

Fig. 8. Effect of GG on the ACC Gene Expression in Muscle of Rat with Estrogen Deficiency
NC : Normal control group(sham operation group)
OC : Obesity control group(ovariectomy group)
GGL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40 ㎎/㎏/day, P.O. for 6 weeks
GGH : Ovariectomy group administered GG 200 ㎎/㎏/day, P.O. for 6 weeks
** : p<0.01 vs NC group
# : p<0.05 vs OC group 

Ⅳ. 고  찰

비만은 건강에 이상을 래할 정도로 

지방이 체내에 과잉으로 축 된 경우를 

말한다. 비만은 식습 이나 운동습 과 

같은 생활습 이 유 , 문화 , 사회 

경제 인 환경 요인 등과 복합 으로 상

호작용하여 일어난다. 기존의 연구 결과

들은 비만이 단순히 비정상 인 외모를 

일으키는 외 상의 문제가 아니라, 제2

형 당뇨병, 심 계질환, 암과 같은 심

각한 질병들을 일으키고 사망의 험까

지 높이는 요한 건강  요인이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1).

폐경기에 나타나는 비만은 에스트로겐

이 결핍되어 나타난다. 에스트로겐은 직

으로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각종 adipokine을 조 함으로서 체  뿐

만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각종 합병증

을 억제할 수 있다
11,12)

. 한, 에스트로

겐은 직 으로 지방합성을 억제하고 

지방산 분해를 진하여 지방 세포내에 

지방이 축 되는 것을 억제 한다. 이러

한 작용은 주로 지방세포로 지방을 축

시키는 효소인 lipoprotein lipase(LPL)

의 작용을 임으로써 일어난다. 폐경 

후 여성 뿐 아니라 동물실험에 있어서 

난소를 출하면 LPL이 늘어나서 지방

세포내 지방이 축 되고 음식섭취가 

진되어 몸무게가 증가되는데 에스트로겐

의 활성형인 에스트라디올(E2)를 투여

하게 되면 이러한 지방축 이 어든다
13).

본 연구에 사용한 葛根은 다년생 콩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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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guminosae)에 속하는 칡(Pueraria 

lobata)의 주피를 제거한 것으로 發表透

疹, 生津, 止瀉의 효능이 있으며, 성분으

로는 O-glucoside 계열의 화합물인 daidzin

과 C-glucoside 계열의 화합물인 puerarin

등의 isoflavone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이 외에도 oleanene-type의 triterpene 

glycoside로서, kudzusaponins A1, A2, A3

가 분리 보고되어 있으며, soyasaponin 

등도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약리작용으로 심 계에 한 작용에서 

puerarin이 심기능에 차이는 없지만 좌

심실의 심박출률을 증가시키며, 산화성 

LDL의 함량이 유의 으로 감소되었다

고 보고하고 있어 심부 에 puerarin의 

사용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 동물

을 이용한 연구에서 puerarin이 심박출

량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면서 심박수, 

말  항, 심근의 산소 소비량은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 신경계에 

한 작용에선 puerarin이 Ca2+ channel

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러한 

Ca2+ channel이 알코올의 단 상을 

조 한다고 알려져 있다. 알코올 흡수에 

한 작용에선 葛根이 알코올 사를 

진시키며 섭취  의존을 억제한다고 알

려져 있다. 항암 작용으로 genistein  

daidzein이 ovarian cancer cell의 성장을 

히 억제하며 genistein의 경우 cisplatin

과 병용 투여시 상승작용이 있다고 보고

되어 있고, 뿐만 아니라 red clover 유래

의 isoflavone 추출물이 립선 암세포에 

해 정도의 apoptosis가 유도되었는

데 이는 임상 으로 매우 유의한 것으

로, 동양 남성에게서 립선암의 유발이 

하되어 있다는 사실과도 련성이 있

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호르몬 

 사기능에 한 작용에서 葛根에 함

유되어 있는 각종 isoflavone계열 화합물

의 경우 phytoestrogen으로서 기능을 한

다고 알려져 있는데, 그 작용은 estrogen 

receptor(ER) β에 한 agonist로서의 

작용을 말한다6). 따라서, 갈근 추출물이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을 억제할 수 있

을 것으로 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갈근 추출물이 난

소를 제거하여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

이 유발된 rat의 체 변화와 비만 련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다.

우선 난소를 제거하여 에스트로겐 결

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체 에서의 

GG의 향을 검토한 결과, 실험 조군

(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에 비해 

유의성 있는 체  증가를 보 다. 실험

군인 40 ㎎/㎏ 투여군(GGL)은 체 이 

감소했으나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

했고, 200 ㎎/㎏ 투여군(GGH)은 유의성 

있는 체  감소를 보 다(Fig. 1). 

Leptin은 에 지균형조 의 주요인자

로 1994년에 발견된 ob유 자발 으로 

나타나는 단백질이다
14)
. Leptin은 식욕을 

억제하여 체 을 조 하는데15), 체지방량 

정보를 뇌에 달하여 식습 과 사, 내

분비기능 등을 조 한다. 한, acetyl-CoA 

carboxylase의 유 자발 , 지방산합성, 

지질합성을 억제한다고 알려졌다. 이와 

같이 leptin은 지방합성을 억제하고 지방

분해를 진한다14). 한 시상하부의 렙

틴 수용체(Ob-Rβ)는 에스트로겐의 상

태에 따라 조 된다. 5개월 동안 에스트

로겐이 결핍된 경우 leptin 수용체가 감소

되고, 이것은 난소 제 후에 청 leptin

이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에스트로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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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이후에 비만이 유발되는 것을 설명 

할수 있다16). 실험 조군(OC)은 모의수

술 정상군(NC)에 비해 leptin 발 이 유

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군(OC)에 비

해 leptin 발 이 증가했으나 유의성 있

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200 ㎎/㎏ 투여군

(GGH)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leptin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Fig. 2).

TNF-α는 비만에서 인슐린 항성과 

련되어 있고, 지방세포에 성지질이 

축 되면 TNF-α가 다량 배출되어 염증

반응을 진한다. TNF-α는 인슐린에 민

감한 포도당 수용체4(GLUT4)와 인슐린 

수용체 기질-1(IRS-1)의 발 을 감소시

키고 IRS-1  다른 인슐린에 특이성을 

가진 수용체의 세린인산화를 증가시켜 

인슐린 신호를 방해한다17). 실험 결과,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

에 비해 TNFα 발 이 증가했으나 유의

성 있는 결과가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군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TNFα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으나, 200 ㎎/㎏ 투여군

(GGH)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TNFα 

발 이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Fig. 3).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s 

(PPARs)는 지방세포의 분화와 사에 

요한 조 을 하는 nuclear hormone 

receptor superfamily에 속한다. PPAR 

family member로는 PPARα, PPARγ와 

PPARδ가 있으며 이들 PPAR 사인자

들은 RXR(Retinoid X receptor)α와 

heterodimer을 이루어 표  유 자의 

promotor 는 enhancer에 존재하는 

PPRE(peroxisome proliferator response 

element)를 인지하고 표 유 자의 발

을 조 해 나간다18). PPAR-γ는 지방조

직의 생성을 진하고, Leptin 유 자의 

발 을 감소시켜 Leptin에 의해 유도되

는 지방분해(lipolysis)와 지방산 산화를 

제한함으로써 지방생성을 진한다19-20). 

즉, PPAR-γ는 비만인 동물의 사를 변

화시켜 비만을 증가시킨다. 한 골격근

과 지방조직에서 지방산 흡수를 증가시

키고 β-oxidation과 같은 지방산 분해도 

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함

께 PGC-1α 는 PPARγ 의 co-activator

로 작용한다고 보고되었다
21)
. 따라서, 체

내 지방 축 을 진하는 PPAR-γ 작용

을 진한다. 실험 결과, 실험 조군

(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에 비해 

PPAR-γ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

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PAR-γ 발

이 증가했으나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지 

못했고, 200 ㎎/㎏ 투여군(GGH)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PAR-γ 발 이 유

의성 있는 증가를 보 다(Fig. 4). 이는 

GG가 비만을 유발할 수 잇는 결과로 해

석할 수 있으나 련한 연구가 더 필요

하리라 사료된다.

그리고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

상군(NC)에 비해 PGC-1α의 발 이 유의

성 있게 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군(OC)에 비

해 PGC-1α의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

하 으나, 200 ㎎/㎏ 투여군(GGH)은 실

험 조군(OC)에 비해 PGC-1α의 발 이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5).

Prdx6(Peroxiredoxin)은 체내에서 지

방산 산화에 여하여 감소시킨다22). 실

험 결과,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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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군(NC)에 비해 Prdx6 발 이 유의

성 있게 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군(OC)에 비

해 Prdx6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나, 200 ㎎/㎏ 투여군(GGH)은 실험

조군(OC)에 비해 Prdx6 발 이 유의성 

있게 나타나지 않았다(Fig. 6).

FDFT1(Farnesyl Diphosphate 

Farnesyltransferase)는 squalene 합성에 

여하며 lanosterol을 거쳐 콜 스테롤이 

합성된다. 실험 결과, 실험 조군(OC)은 

모의수술 정상군(NC)에 비해 FDFT1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실험군

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

군(OC)에 비해 FDFT1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200 ㎎/㎏ 투여군

(GGH) 한 실험 조군(OC)에 비해 

FDFT1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Fig. 7).

ACC(Acetyl CoA Carboxylase)는 Acetyl 

CoA로부터 malonyl CoA를 합성하는 효

소로서 지방산 합성을 시작하는 효소이

다. 실험 결과, 실험 조군(OC)은 모의

수술 정상군(NC)에 비해 ACC 발 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실험군인 40 

㎎/㎏ 투여군(GGL)은 실험 조군(OC)

에 비해 ACC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

하 으며, 200 ㎎/㎏ 투여군(GGH) 한 

실험 조군(OC)에 비해 ACC 발 이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Fig. 8).

이상의 결과, 갈근 추출물(GG)은 난

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

발된 rat의 체 을 감소시켰으며, 근육에

서 leptin을 비롯한 비만 련 유 자 등

에 유의성 있는 향을 주는 것으로 나

타났다. 따라서, 갈근 추출물은 에스트로

겐 결핍성 비만에 응용될 수 있을 것으

로 단된다.

V. 결  론

갈근 추출물(GG)이 에스트로겐 결핍

성 비만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하

여,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

만이 유발된 rat의 체 변화와 비만 

련 유 자 발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하

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GG는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체 을 200 ㎎/㎏ 

투여군(GGH)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

시켰다. 

2. GG는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근육에서 감소한 

leptin 유 자 발 을 200 ㎎/㎏ 투여

군(GGH)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시켰

다.

3. GG는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근육에서 TNFα 

유 자 발 을 40 ㎎/㎏ 투여군(GGL)

에서 유의성 있게 억제하 다.

4. GG는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근육에서 감소한 

PPARγ를 200 ㎎/㎏ 투여군(GGH)에

서 발 을 증가시켰다. 

5. GG는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근육에서 감소한 

PGC1a을 40 ㎎/㎏ 투여군(GGL)에서 

발 을 증가시켰다. 

6. GG는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근육에서 감소한 

Prdx6를 40 ㎎/㎏ 투여군(GGL)에서 

발 을 증가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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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GG는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근육에서 감소한 

FDFT1와 ACC 유 자를 40 ㎎/㎏ 

투여군(GGL)과 200 ㎎/㎏ 투여군(GGH)

모두에서 발 을 증가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갈근 

추출물(GG)은 난소 출로 에스트로겐 

결핍성 비만이 유발된 rat의 체 을 감

소시키고, 근육에서 leptin을 비롯한 비

만 련 유 자의 발 을 증가시켜 비만

을 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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