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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4년근 산양삼을 4년 숙성된 감식초에 22주간 혼입숙성하여 만든 산양삼감식초(가칭: 산삼초)를 활

용하여 식이제한을 하였을 때 나타나는 비만관련 요소들을 분석하였다. 웅성 흰쥐 63마리를 대상으로 고지방식을 공

급하면서 식후 2회, 6주간 산삼초를 경구투여하였다. 집단은 대조군, 제한식이군, 웨이트사이클링군으로 구분하였으

며, 이를 다시 대조군, 산삼초 2.5배 희석 섭취군, 산삼초 5.0배 희석 섭취군으로 각각 구분하였다. 각 집단은 7마리

씩으로 하였다. 6주간의 사육이 종료된 후, 복강내 지방(복막후지방, 장간막지방, 부고환지방)과 대사관련 단백질

(AMPK, PPAR-α, CPT-1)의 발현을 분석하였다. 결과를 볼 때, 모든 집단에서 산삼초 섭취에 의한 지방저장량의 유

의한 감소 또는 감소 경향이 나타났으며, 지방저장량의 총합계 역시 산삼초 섭취에 의해 증가가 억제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대사관련 단백질 발현은 모든 항목에서 산삼초 섭취에 의해 유의한 증가 혹은 증가 경향이 나타났다. 이 결

과는 산삼초 섭취에 의한 에너지 대사의 효과적인 상승이 고지방식이 또는 식이제한을 하였을 경우에도 체내 지방

저장량의 증가를 억제하였다는 것이다. 즉, 비만의 가장 큰 문제점인 웨이트사이클링의 억제를 위한 좋은 기능성을

보유하고 있다고 판단된다. 이를 통하여 임업산물인 산양삼과 감식초의 융합소재인 산삼초를 비만억제 식품으로 활

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Abstract: This research is to investigate the four years growth mountain-cultivated ginseng ripened twenty-two

weeks into four years fermented persimmon vinegar (tentatively: Sansamcho) ingestion on obese-related factors

during dietary control. The Sansamcho was ingested orally, two times a day, after every meal for six weeks to

the male rats. Groups were divided into the control (CON), the restricted diet (RD), and the weight cycling

(WC). And, each groups has its own sub-groups as the -control (-CON), 2.5 times diluted Sansamcho ingestion

(-MPV2.5), and 5.0 times diluted Sansamcho ingestion (-MPV5.0) groups, respectively. The number of rat was

consisted of seven in each group. After six weeks rearing periods was done, abdominal fats (retroperitoneal fat,

mesentery fat, and epididymal fat) and energy metabolic-related protein (AMPK: AMP-activated protein kinase;

PPAR-α: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α; and CPT-1: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1) were weighed

and analyzed. Amount of stored fat was significantly or tended to decrease by Sansamcho ingestion. In addition,

sum of fats increasing were suppressed by the material. On the contrary, energy metabolism-related protein

expression was significantly increased or tended to increase by Sansamcho ingestion. This results suggested that

increased energy metabolism using Sansamcho was restrained effectively visceral fat store by high-fat diet and/

or dietary control. In other words, it has a good function to suppress weight cycling which is the most insoluble

problem. Therefore, the fusion material, Sansamcho, may expect to utilize as the obese-suppression-fo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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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당뇨병의 합병증, 심혈관 질환, 수면 호흡 장애

및 특정 형태의 암과 같은 질병과 연관된 일련의 글로벌

전염병이다(Jauch-Chara and Oltmanns, 2014). 비만 환자

는 최소 60가지 이상의 관련 질환으로 인하여 많은 의료

비 지출의 원인이 되기는 하지만, 체중의 5%만 감량하더

라도 비만에 의한 사망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 비만을 해

소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최우선시 되고 있는 것은 칼로리

제한과 운동, 그리고 신체활동 등이다(Hurt et al., 2014).

비만 해결에 초점을 맞춘 대부분의 선행연구에서는 섭

취 에너지와 지방 섭취량 제한, 규칙적인 신체활동, 행동

전략 등의 조합이 성공적인 체중 유지를 위해 필요한 것

으로 나타난다(Ramage et al., 2014). 그러나, 많은 사람들

이 바쁜 사회생활로 인하여 규칙적인 식사를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Han et al., 2014). 영양섭취 행동의 의

도적 결함으로 인한 에너지 섭취 및 소비의 불균형은 단

순하게 칼로리 제한이나 운동에 의해 해소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지만, 보다 장기적인 연구관점에서 볼 때

그 문제의 해결은 매우 복잡하게 나타난다(Jauch-Chara

and Oltmanns, 2014).

실천적인 측면에서 볼 때, 현대사회는 운동에의 참여를

독려하는 듯하지만, 운동의 참여보다는 식사를 제한하여

보다 용이하게 비만을 해결하려는 시도가 많은 것이 사실

이다. 그러나 단순한 식사량 제한을 통한 칼로리 공급의

제한은 체중의 재 증가 현상을 초래하게 된다. 초고도비

만 환자에게 적용하는 위 밴드 수술은 식이제한이 가능하

므로 단기간의 체중감량 효과는 있으나, 보다 장기간인 경

우에는 체중감량을 유지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결과적으

로 체중이 증가되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실험에 참가

한 많은 피험자의 체중이 수술 전보다 증가하는 결과를

보이고 있다(Balogh et al., 2014). 또한 임신한 쥐에게

50%의 제한식이를 한 결과. 잠재적으로 비만과 당뇨병이

유발될 가능성이 있다고 제시하였다(Ogawa et al., 2014)

는 결과도 있다는 점을 볼 때, 과도한 식이제한에 의한 체

중 감량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은 매우 크다

고 할 수 있다.

식이제한은 에너지 결핍에 대한 통합된 반응에 관여하

는 간의 fibroblast growth factor 21(FGF21)의 생산을 증

가시킨다. 특히, 높은 FGF21 수준은 당신생을 감소시키고

간의 케톤체 생산을 증가시키게 된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FGF21가 순환하는 양이 증가할 경우에 비만과 같은 대사

장애가 증가한다(Samms et al., 2014). 또한 식사제한으로

인하여 유발되는 공복감의 반복은 내장지방 합성을 유발

한다. 따라서 규칙적인 식사와 양을 조절하는 것이 건강

을 유지하는 방법이다(Han et al., 2014). 

한편, 반복적인 웨이트사이클링 즉, 요요현상은 지방합

성을 초래한다. 이를 확인하기 위하여 C57BL/6J 마우스

에게 4회의 반복적인 웨이트사이클링을 부하한 결과, 동

일한 기간 중에 과칼로리식이(hypercaloric feeding)를 부

하한 집단과 비교할 때, 총 섭취에너지는 차이가 없었으

나, 웨이트사이클링을 적용한 집단의 체중과 지방량이 많

았으며, 간의 렙틴 순환과 지방량이 증가하였다고 하였다.

또한 두 집단 모두 지방세포의 크기가 증가하였으며, 인

슐린 저항성이 높아진 것을 확인하였다(Dankel et al.,

2014). 이와 유사하게 자유섭취할 수 있는 집단과 식이제

한을 하여 공급한 집단으로 구분하여 8주간 경과한 결과,

총 식이섭취량은 식이제한에 의해 감소하였으나 대사증

후군과 유사한 상태로 변화하였으며, 지방조직의 지방 저

장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는 보고(Han et al., 2014)도

있다. 즉, 비만을 해결하기 위해서 선택하게 되는 단기간

의 식이제한은 체중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으므로 보다

장기간에 걸쳐 효과가 지속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최근 다양한 식품소재의 융합을 통하여 기능성을 상승

시키려는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Jeon et al., 2013). 특히,

우리나라 면적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산림에 자생하

고 있는 여러 가지 식물을 활용하는 것은 장기적으로 부

가가치를 드높일 수 있는 분야라고 생각된다. 그 중에서

떫은 감을 장기간 숙성시켜 만든 감식초는 임업농가의 부

수입원으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산양삼은 다양한 종류의

진세노사이드를 함유하고 있어 최근 건강식품으로 각광

을 받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팀은 산양삼과 감식초

및 두 식품의 융합소재를 이용하여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Jeon et al., 2013; 2012; Kwon et al., 2012; Seo

et al., 2012; 2011). 이 중 산양삼에 감식초를 혼입하여 숙

성시킨 상태에서 섭취시켰을 때, 에너지대사의 증가를 통

하여 비만을 억제할 수 있을 것이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비만의 가장 큰 위험은 반복적인 체중의 감소와

증가에 의해 유발되는 요요현상 즉, 웨이트사이클링이라

고 할 수 있다. 이는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비만증과는 다

소 차이가 있으며, 지속적인 체중 증가의 원인으로 작용

하기도 한다. 이는 비만인들에게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며

체중을 감량하고자 하는 일반인들에게도 나타나게 된다.

특히, 체급경기의 운동선수 혹은 지구성 운동을 지속적으

로 반복하고 있는 운동선수에게도 나타나게 되는 특이한

현상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요요현상을 최대한 억제

할 수 있는 기능성 식품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가될 것으

로 예상할 수 있다(Ryu et al., 2013). 이를 해소하기 위한

다양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식이섭취량을 조절하여 체중의

감량과 증량을 강제적으로 반복적 조절을 하였을 때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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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지방합성 증가작용을 억제하기 위하여 산양삼감식

초의 섭취가 어떠한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임업소재인 산양삼과 감식초의 활용도를 개

선하여 임업농가의 수입원 창출에 기여하고자 함과 동시

에 비만의 해결에 대한 접근을 보다 용이하게 할 수 있는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의 사육 및 군의 분류

생후 4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 63마리를 실

험에 사용하였다. 쥐는 한 마리씩 개별사육 하였으며, 사

육실 내부 환경온도는 23-25oC, 상대습도는 60%를 유지

하였고, 환풍기를 24시간 가동하여 공기를 순환시켰다. 사

육실 조명은 08:00-20:00시를 명기, 20:00-08:00시를 암기

로 하였다. 처음 2주 동안은 환경에 적응시키고, 6주령이

되었을 때 난괴법(randomized block design)에 의해 세 집

단으로 나누었으며, 이를 다시 소집단으로 각각 세 집단

으로 구분하여 총 아홉 집단으로 진행하였다. 집단의 구

분 및 집단 명칭은 Table 1과 같다. 산양삼 단독섭취군은

섭취방법의 차이로 인하여 제외하였다.

2. 식이공급 및 체중측정 방법

산양삼은 경상북도 안동지역에서 채취한 씨삼 4년근을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감식초는 경상북도 상주지역에서

채취한 떪은 감을 이용하여 4년간 발효시켜 얻은 제품을

사용하였다. 사료는 고지방식이를 공급하였다. 사료의 구

성은 Table 2와 같다. 

CCON, CMPV2.5, CMPV5.0 군은 08:00-09:00, 20:00-

21:00에 각 10 g씩 총 20 g의 식이를 제공하였고, RCON,

RMPV2.5, RMPV5.0 군 또한 동일한 시간대에 7 g씩 총

14 g의 식이를 제한하여 제공하였다. WCON, WMPV2.5,

WMPV5.0 군은 실험 6주간에 걸쳐 1주차엔 동일한 시간

대에 10 g씩 총 20 g의 식이를 제공하였고, 2주차엔 동일

한 시간대에 7 g씩 총 14 g의 식이를 제공하였다. 이렇게

1주차와 2주차를 6주간 반복함으로서 주간 섭취칼로리를

다르게 공급하였다. 즉, CCON과 같은 식이 100%를 1주

일간 공급한 후 70%로 줄인 식이를 1주일 공급하였다.

RCON, RMPV2.5, RMPV5.0 군은 CCON의 70%의 칼

로리를 공급받았다. 산양삼감식초를 실험기간 동안 매일

일정시간에 2.5배 및 5배 희석하여 각 집단의 MPV군에게

1 mL 주사기에 끝이 둥그런 주사기 바늘을 연결하여 경

구투여하였으며, CCON에게는 동일한 양의 증류수를 경

구투여 하였다. 따라서 이들의 경구투여에 의한 스트레스

는 동일하게 처치하였다. 체중은 주당 1회 동일한 시간에

측정하였다. 총 식이 섭취기간은 6주로 하였다.

3. 단백질 발현량 분석

간 조직의 처리는 0.5M EDTA(Duksan, Korea), lysis

buffer(Gendepot, R4200-100, USA), phosphatase inhibitor

100 x(Gendepot, P3200-001, USA)를 샘플에 넣어 균질화

작업을 하였다. 균질화 작업이 끝난 후 간 샘플을 10분간

1,200 × g에서 원심분리 후 상층액을 분리한 다음 각 샘플

의 단백질 정량을 위해 상층을 분리한 샘플 상층 1 µL와

brad-ford 1 mL을 잘 혼합 후 각 샘플을 ELISA plate에

200 µL를 넣어서 595 nm의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Laemmli sample buffer를 섞어서 샘플을 만들었다.

단백질 분석을 위하여 10% sodium dodecyl sulphate

(SDS)-polyacrylamide gel에 단백질 샘플을 각각 20 µL를

loading한 후에 100 V에서 전기영동하여 단백질을 분리한

후 polyvinylidene difluoride membranes으로 electroblotting

100 V에 의해 1시간 동안 membrane으로 전이시켰다. 전

이가 끝난 후 5% BAS가 포함된 Blocking buffer(TBST

Table 1. The experimental group classification and designation.

Groups CON WC RD

Sub-groups CCON CMPV 2.5 CMPV 5.0 WCON WMPV 2.5 WMPV 5.0 RCON RMPV 2.5 RMPV 5.0

Number of rats 8 8 8 8 8 8 8 8 8

CON: control group; WC: weight cycling group; RD: restricted diet group; C: within CON; W: within WC: R: within RD; MPV2.5:
mountain-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2.5 times dilution; MPV5.0: mountain-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5.0 times dilution; WCON: weight cycling-control; RCON: restricted diet-control.

Table 2. Diet composition.

Ingredients Amount (g)

Casein 20

Starch 20

Sucrose 15

Lard 30

Corn-oil 5

Vitamin AIN-76 1

Mineral AIN-76 3.5

Cellulose 5

D.L-methionine 0.3

Choline barbiturate 0.2

Total (g)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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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uffer; 50 mM Tris-HCl, 150 mM NaCl, and 0.05%,

Tween 20)를 이용하여 1시간 30분간 Blocking을 실시하였

다. 1차 항체인 AMPK:1:1000(Cell Signaling Technolohy,

Inc, CA No., #2532, USA), PPAR-α:1:1000(abcam, CA

No., ab8934, UK), UCP-2:1:500(abcam, CA No., ab67241,

UK), CPT-1:1:5000(abcam, CA No., ab128568, UK)를 각각

의 방법에 따라 희석한 후 4에서 over-night 시킨 후

TBST(5% tween-20)를 이용하여 10분간 5회 washing을

실시하였다. 2차 항체는 AMPK:1:3000(goat-anti rabbit,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CA No., SC-2004, USA),

PPAR-α:1:2000(goat-anti rabbit,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CA No., SC-2004, USA), CPT-1:1:10000(goat-anti

mouse, Santa cruz Biotechnology, Inc, CA No., SC-2005,

USA)를 각각의 방법에 따라 희석하여 한 시간 동안 반응

을 시킨 후 TBST(5% tween-20)로 10분간 5회 washing

을 실시하였다. 이에 따라 도출된 간에 대한 밴드의 동정

은 enhanced chemilumine scence(ECL) kit을 이용해

membrane을 발광 시킨 후 X-ray film에 현상하였으며,

band의 density는 image j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band/β-

actin으로 계산하였다.

4. 통계처리

연구결과의 데이터는 Windows용 통계프로그램 SPSS/

PC+ 17.0K를 이용하였으며, 모든 실험 결과는 평균과 표

준편차로 나타내었다. 각 그룹의 유의성 검증을 위하여 집

단 3 (CON, RD, WC) ×시도 3 (각 집단의 하위집단으로

서의 CON, MPV2.5, MPV5.0)으로서 이원변량분석(two-

way ANOVA)을 실시하였으며, 유의한 차이가 나타난 항

목에 대해서는 집단 간 및 동일한 시도간 일원변량분석

(one-way ANOVA)를 실시한 후에 LSD 법으로 사후검정

을 하였다. 유의차는 집단 내의 경우 선을 연결하여 직접

표기하였으며, 집단 간 동일한 시도간의 차이는 알파벳 소

문자로 표기하였다. 통계적 유의한 차이는 p<0.05로 설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지방 저장량의 차이

복막후 지방의 경우(Figure 1A), CON, RD, WC의 대

조군에 비하여 산양삼감식초를 섭취하였을 때 유의하게

낮았다(p<0.05). 또한 집단간 동일한 시도에서는 RD가

Figure 1. Differences of retroperitoneal fat (A), mesentery fat (B), epididymal fat (C) and sum of fats (D) among the groups.

CON: control group; WC: weight cycling group; RD: restricted diet group; C: within CON; W: within WC: R: within RD;

MPV2.5: mountain-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2.5 times dilution; MPV5.0: mountain-
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5.0 times dilution; WCON: weight cycling-control; RCON:

restricted diet-control; asterisk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line (p<0.05); different letter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ub-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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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 및 WC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0.05),

WC가 CON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복

막후 지방량은 백혈구 감소증 발생율과 유의한 상관이 있

으며(Wong et al., 2014), 복부 지방은 고지방식이(de

Castro et al., 2014), 고과당식이(Jung et al., 2013) 등에

의해 증가한다. 이는 심각한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하여

(Mori et al., 2014) 대사증후군의 주된 원인이 된다. 따라

서 본 연구의 CON, RD, WC 모두에게서 나타난 산양삼

감식초 섭취에 의한 복막후 지방량의 감소를 볼 때, 대사

증후군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RD는 CON, WC에 비

하여 더욱 낮게 나타났다. RD는 식사량을 CON에 비하여

30%를 감소시켰는데, 이는 쥐에게 20%의 칼로리를 제한

하여 식이를 공급하였을 때, 복막후 지방량이 유의하게 낮

았으며, 지방합성과 관련된 mRNA 발현이 낮은 반면에 지

방분해 및 인슐린 신호체계와 관련된 mRNA 발현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는 보고(Torrens et al., 2014)의 결과로 지지

되고 있다. 

장간막 지방(Figure 1B)은 CMPV2.5이 CCON에 비하

여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WMPV2.5 및 WMPV5.0

이 WCON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5). 또한 집단

간 동일한 시도에서는 RD 전체 하위집단이 CON 전체 하

위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WC의 산양삼감식초를 섭취한 하위집단이 CON의 동일한

하위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p<0.05). 장간막 지방

은 복부 지방의 한 종류로서 당뇨, 고지혈증, 지방간, 심혈

관계 질환 등 비만과 관련된 질환의 발병에 관여하며(Lee

et al., 2013),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키고, 염증성 장질환

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판단된다(Ludwick et al., 2013).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CON 및 WC에서 산양삼감식초 섭

취에 의한 감소가 각각 나타나 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

로 기대된다. 또한 웨이트사이클링에 의한 지방합성의 증

가(Dankel et al., 2014)가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부고환지방(Figure 1C)은 WMPV2.5 및 WMPV5.0이

WCON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으며(p<0.05), 다른 집단

내 유의차는 없었다. 또한 집단간 동일한 시도에서는 RD

전체 하위집단이 CON 전체 하위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RCON은 CCON 및

WCON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저장량을 나타내었다

(p<0.05). 부고환지방은 고지방식이를 할 경우 증가

(Brockman et al., 2014)한다. 부고환지방량이 감소할 경우

에 인슐린 농도가 저하하는 결과(Landa et al., 2014)를 볼

때, 본 연구의 부고환지방량이 WC군에서 산양삼감식초

섭취에 의해 감소하였다는 점은 역시 대사증후군의 발생

가능성을 억제시킬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또한,

다소 오래된 연구로서 Ng et al.(1986)은 진세노사이드

Rb2, Rc, Rb2가 쥐의 부고환 지방세포의 지방분해 및 지

방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세 가지 모두 기본

적 지방분해를 억제하지 않았으며, 인슐린 자극성 지방합

성이 Rg1 및 Rc에 의해 감소되었다고 하였다. 이는 본 연

구에서 사용한 산양삼에 다양한 진세노사이드가 함유되

어 있기 때문(Ryu et al., 2013)이라 판단되며, 본 연구결과

를 지지하고 있다고 사료된다.

지방저장량의 합(Figure 1D)은 CON, RD, WC의 대조

군에 비하여 산양삼감식초를 섭취하였을 때 유의하게 낮

았다(p<0.05). 또한 집단간 동일한 시도에서는 RD가 CON

및 WC에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보였으며(p<0.05), WC가

CON에 비하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p<0.05). 각 집단의

MPV군에서 나타난 결과는, 산양삼의 진세노사이드에 의

한 지방합성의 억제(Siraj et al., 2014; Gao et al., 2013),

식초음료에 의한 지방분해 효과(Ok et al., 2013), 숙성과

정에 의한 초산의 증가(Calzada et al., 2013), 그리고 비만

쥐의 증가된 혈중 유리지방산이 2주간 섭취된 진세노사이

드에 의하여 감소되었다는 보고(Shang et al., 2013) 등에

서 나타난바와 같이 산양삼과 감식초 융합소재의 지방합

성 억제작용이 유발되었기 때문에 총지방량이 감소된 결

과로 나타났다고 판단된다. 특히, 웨이트사이클링군에서

효과적으로 억제되었다는 것은 의미있는 결과라고 사료된다.

2. 대사 관련 단백질 발현량의 차이

AMPK(AMP-activated protein kinase, Figure 2)의 집

단 내 비교에서는 CCON에 비하여 CMPV5.0이 유의하게

높았으며(p<0.05), 다른 집단에서는 모두 산양삼감식초 섭

취에 의하여 유의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집단 간 동일한 시도간의 비교에서는 WMPV2.5 및

WMPV5.0이 다른 시도에 비하여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p<0.05). AMPK의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과도한 영양섭

취로 인한 간의 지방축적을 예방한다(Li et al., 2014). 반

대로 말하면, AMPK가 감소하게 되면 지방합성을 유도하

는 유전자 발현이 증가하게 된다(Fang et al., 2014). 본 연

구에서 산양삼감식초 섭취에 의해 AMPK 단백질 발현이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단기간 섭취량

의 40% 칼로리를 제한하였을 때 간과 근육의 AMPK가

활성화 증가(Pires et al., 2014), 식초음료 섭취에 의한

AMPK 단백질 발현 증가(Seo et al., 2014; Ok et al.,

2013), 식초에 함유되어 있는 초산에 의한 AMPK 활성의

증가(Li et al., 2013) 등의 결과에서도 유사성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산화가 개선되는 결과

를 초래하며, 항비만 및 인슐린 저항성 개선에 효과적인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Seo et al., 2014). 또한 Hwang

et al.(2007)은 3T3-L1 지방세포에 진세노사이드 Rh2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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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한 결과, AMPK 신호전달 작용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진

세노사이드 Rh2가 비만에 의한 대사적 불균형을 예방할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후보물질 중의 하나라고 하였다.

또한 진세노사이드 Rb1 역시 AMPK의 활성화를 유도하

여 비만 쥐의 간 내 지방저장을 감소시킨다고 하였다. 이

러한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할 때 특히 본 연구의 WC군에

서 산양삼감식초에 의한 AMPK의 증가는 다이어트의 부

작용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고 판단된다. 정기적으로 식초음료를 섭취하는 것은 AMPK

활성을 일정하게 유지시켜 건강에 도움을 주게 된다는 보

고(McCarty, 2014)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산양삼감식초

의 섭취는 대사활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사료된다.

PPAR-α(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alpha,

Figure 3)의 집단 내 비교에서는 CON 집단에서 산양삼감

식초 섭취에 의해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p<0.05),

WCON에 비하여 WMPV2.5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집단 간 동일한 시도간의 비교에서는 RCON이 CCON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고(p<0.05), WMPV2.5가 CMPV2.5

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p<0.05). PPAR-α의 증가는 지

방방울 형성과 중성지방 저장을 감소시킨다(K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도 산양삼감식초 섭취에 의해 PPAR-α

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식초음료 섭취에 의한

PPAR-α 단백질 발현의 증가(Seo et al., 2104; Ok et al.,

2013), 식초를 처리한 식품에 의한 PPAR-α 활성의 증가

로 인한 체지방 저장의 억제 및 지방산화의 증가 등의 결

과(Tzeng et al., 2012) 및 초산섭취에 의한 PPAR-α 발현

의 증가로 인한 지방산화와 체열생산 단백질 발현 증가

(Kondo et al., 2009) 등의 결과를 볼 때, 산양삼감식초는

효과적인 비만억제 식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된다. 또한 WC군에서도 동일한 결과가 나타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결과라 사료된다. 즉, 웨이트사이클링은 비

만 치료에 있어서 빈번하게 나타나는 부작용이며, 단기간

의 식이간섭으로 인하여 PPAR-α 단백질 발현이 감소하

였다고 하여 결과적으로 체중의 증가가 유발되었다는 결

과(Barbosa-da-Silva et al., 2013)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다.

또한 비만쥐에게 단기간의 식이제한이 PPAR-α 발현을 억

제 및 산화스트레스의 증가가 유발되는 결과로 나타난다

(Rame et al., 2011)는 보고는 비만의 치료가 식이제한만으

로는 해결하기가 어렵다는 점을 시사하고 있다.

CPT-I(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I, Figure 4)의 집

단 내 비교에서는 RD군에서 산양삼감식초 섭취에 의해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p<0.05), WCON에 비하여

WMPV2.5가 유의하게 높았다(p<0.05). 집단 간 동일한 시

도간의 비교에서는 RMPV2.5가 CMPV2.5에 비하여 유의

하게 높았다(p<0.05). CPT-I은 장쇄지방산을 미토콘드리

아 내로 운반하는 역할을 통해 지방산화를 증가시키게 된

다. CPT-I은 PPAR-α이 증가할 경우 증가하며, 지방분해가

촉진됨에 따라 발현량이 증가하게 된다(Chen et al., 2014).

식이제한에 의한 혈중 지방산량이 증가할 경우를 살펴본

연구를 보면, 쥐에게 20%의 칼로리를 제한하여 식이를 공

급하였을 때, CPT-1 발현이 증가하는 결과로 나타난다

(Torrens et al., 2014). 또한 석류식초 섭취에 의해 간 조직

의 CPT-Ia를 증가시켰으며(Ok et al., 2013), 고지방식이를

Figure 2. Differences of AMP-activated protein kinase (AMPK)
protein expression among the groups. CON: control group;

WC: weight cycling group; RD: restricted diet group; C:

within CON; W: within WC: R: within RD; MPV2.5: mountain-
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2.5 times dilution; MPV5.0: mountain-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5.0 times
dilution; WCON: weight cycling-control; RCON: restricted

diet-control; asterisk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line (p<0.05); different letter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ub-groups (p<0.05).

Figure 3. Differences of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alpha (PPAR-α) protein expression among the

groups. CON: control group; WC: weight cycling group;
RD: restricted diet group; C: within CON; W: within WC:

R: within RD; MPV2.5: mountain-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2.5 times dilution;
MPV5.0: mountain-cultivated ginseng ripened into persimmon

vinegar ingestion with 5.0 times dilution; WCON: weight

cycling-control; RCON: restricted diet-control; asterisks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line (p<0.05); different

letter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sub-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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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하였을 때 식초음료에 의한 CPT-I의 활성이 증가하였

다(Seo et al., 2014)는 보고, 고지방식이 쥐에게 초산을 공

급하였을 때 CPT-I 단백질 발현이 증가하여 지방산화가

개선되었다(Kondo et al., 2009)는 연구결과, 그리고 진세

노사이드 Rb1의 섭취에 의하여 CPT-I 발현이 유의하게 증

가하였다는 보고(Shen et al., 2013) 등 다양한 결과가 나

타나고 있다. 이는 본 연구의 산양삼감식초의 특징인 식

초, 초산, 고지방식이, 식이제한 등의 방법 적용에 의하여

나타난 결과라고 사료된다. 특히, WC군의 경우 산양삼감식

초에 의해 유의한 증가(WMPV2.5) 및 증가경향(WMPV5.0)

이 나타났다는 것은 지방산화가 증가하였음을 시사하고

있으며, 이를 통하여 산양삼감식초의 비만증 해소에 효과

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이러한 결과는

임업산물로 개발된 산양삼감식초가 비만증을 해소하기 위

하여 선택하는 식이제한의 부작용인 웨이트사이클링이 유

발되었을 경우에도 효과적으로 지방산화를 개선시킨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산양삼을 감식초에 혼입숙성과정을 거

쳐 생산한 산양삼감식초를 실험용 흰쥐에게 6주간 공급하

였다. 이때 대조군, 절식군(대조군의 70% 칼로리 섭취),

웨이트사이클링군(대조군의 100%, 70%의 칼로리를 일주

일 간격으로 변환)으로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각각의 집

단은 다시 대조군, 산양삼감식초 2.5배 희석군, 산양삼감

식초 5.0배 희석군의 하위집단으로 다시 구분하였다. 지

방량은 복막후지방, 장간막지방, 그리고 부고환지방에서

측정하였으며, 세 집단 모두 산양삼감식초 섭취에 의해 증

가가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하위 집단 간에

는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대사관련 단백질 중 AMPK,

PPAR-α는 산양삼감식초 섭취에 의해 증가하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 이는 결과적으로 지방산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CPT-I의 증가로 나타났다. 이는 소재융합을 통한 건

강식품 및 천연식품으로서의 가치가 높아질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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