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 서론

비만은 신체의 거의 모든 기능에 악영향을 주며, 암, 

정신적 질환, 근·골격계 질환을 유발한다[1]. 비만은 직

접적인 증상은 없으나, 당뇨, 동맥경화 등 다양한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2]. 1998년 WHO에서 질병으로 

규정한 비만은 과도한 음식물의 섭취와 흡수된 에너지 

사용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질병으로 비만인구가 급

증함에 따라 만성질환에 노출된 인구도 증가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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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감국의 유산균 발효를 통한 감국 배양물(CILL)의 비만억제 식품의 소재로서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C57BL/6 mice에서의 체중, body fat mass, T cell 등을 측정하였다. 체중 변화에서 CILL 군 (25.15±2.44 g)은 

4주부터 체중 감소를 보였으며, 1주차부터 8주차까지 낮은 증체량을 유지했다(1.00±0.53 g). 8주 체중(30.38±4.17 g)은 

HFD  군(60% high fat diet, 34.99±2.09 g) 대비 13.15%의 체중 감소를 보였다. Fat mass는 10.3022±2.8813 g로 감소했

으며, 간 절대 중량에서 HFD 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CD4+ T cell 4.84±1.33%, CD8+ T cell 7.02±2.26%, CD4+CD8+ 

T cell 1.46±0.81%로 HFD 군에 비해 높게 측정되었다. 결과적으로 CILL은 비만억제 효과가 있으며, CILL내의 비만억제 

물질을 선별한다면 효과적인 비만억제 식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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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order to determine the possibility that Chrysanthemum indicum L. cultured with Lactococcus 

lactis (CILL) is a material for obesity suppression food, the body weight, body fat mass, and T cells were 

determined in C57BL/6 mice induced by a high fat diet. The CILL (25.15±2.44 g) demonstrated weight loss 

from week 4 onward and maintained a low weight gain from week 1 to week 8 (1.00±0.53 g). The 8-week 

body weight (30.38±4.17 g) indicated loss of 13.15% when compared to the HFD (60% high fat diet, 

34.99±2.09 g). Fat mass decreased to 10.3022±2.8813 g, and the absolute liver weight decreased relative to 

that in the HFD. CD4+ T cells were 4.84±1.33%, CD8+ T cells 7.02±2.26%, and CD4+CD8+ T cells 

1.46±0.81%, which were all higher than those in the HFD. As a result, CILL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preventing obesity as an effective measure toward reducing weight when consumed o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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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그에 따라 치료에 사용되는 비용은 헬스케어 산업

의 최고액에 이를 수준이다.

이런 사회적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양한 방면의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비만의 원인이 되는 지방구세포의 

분화조절 인자로 알려진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C/EBP),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와 adipogenesis를 조절하는 핵심 

전사인자인 adiponectin (ADIPOQ)과 glucose 

transporter (GLUT) 등을 포함한 유전자 발현을 조절

하여 비만을 억제하는 연구가 진행되었다[4,5]. 

면역반응을 강화하여 비만을 치료하는 연구도 보고

되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비만 환자의 혈청에서는 

C-reactive protein (CRP)이 증가되어 염증반응을 유

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는 지방조직에서 T 

helper type 17 (Th17) cell의 분화와 B cell의 증가

는 면역세포의 균형을 붕괴시켜 만성적으로 염증반응

을 나타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6,7]. 

이와 별개로 천연물과 유산균을 활용하여 비만을 억

제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대표적으로 차, 

대두, 인삼, 땅콩, 사과, 포도나무 등의 추출물 중 지방

소화에 관련하는 효소 중 하나인 췌장 lip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는 물질의 선별[8]과 Panax 

quinquefolium, Panax ginseng의 뿌리, 잎과 열매

에서 추출한 추출물이 고혈당 조절, 비만억제 등의 효

과를 입증했으며, 주요 생리 화합물로서 ginsenoside

의 경우 지방생성 억제 및 low-density lipoprotein 

(LDL) 수용체 발현 유도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

다. 그리고 bitter melon과 Momordica charantia는 

혈당과 지질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9]. 

유산균은 숙주 동물의 장 건강에 매우 유익한 효과를 주

는 균주로서 고혈압, 콜레스테롤 저하와 장내 미생물총을 

조절하여 면역체계를 개선시켜 암 예방, 지질대사 개선 등

의 효과가 있으며, Lactobacillus plantarum DR7는 HepG2 

세포주에서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reductase (HMGCR)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AMP-protein 

kinase (AMPK)의 phosphorylation를 통해 콜레스

테롤을 저하 시킬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10]. Lactobacillus

reuteri 263는 glucose transporter type 4 (GLUT4)와 

carbohydrate-responsive element-binding protein 

(CHREBP) 발현을 증가시키고, acetyl-CoA carboxylase-1 

(ACC1) 발현을 감소시켜 white adipose tissue (WAT)

에서 탄수화물과 지질의 에너지 대사 시스템을 조절하

여 비만을 억제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11].

비만억제 연구는 천연물소재의 추출물과 유산균을 

활용하여 특정 유전자를 타겟으로 하는 연구가 활발하

게 진행되고 있다. 선행연구[12,13]에서 천연물인 감국

(Chrysanthemum indicum L.)을 Lactococcus lactis, 

Lactobacillus casei, Lactobacillus paracasei, 

Lactobacillus rhamnosus 로 배양시켜 in vitro에서 

기존의 비만 억제연구와는 다른 메커니즘으로 비만억

제 효과를 확인했다. 하지만 감국을 유산균으로 발효시

킨 감국 배양물이 in vivo에서 비만억제 효과를 확인한 

적이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

도된 동물모델에서의 비만억제 효과를 확인하고자 한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배양에 사용된 유산균은 선행연구의 결과를 바탕으

로 Lactococcus lactis, 대조물질인 Garcinia 

cambogia (GC)를 A업체(Korea)에서 구매하여 실험

에 이용하였다. 감국 추출물(CI)의 추출법과 감국 추출

물의 배양법은 Choi의 방법을 응용하여 감국 배양물

(CILL)을 제작하였다[13]. 50% 주정 1,000 mL에 감국 

100 g을 상온에서 48 hr 추출한 후 filter paper (NO. 

2, Whatman, UK)에 여과 후 50℃에서 감압, 농축 및 

동결건조를 진행, CI를 완성하였다. L. lactis 배양액에 

4%의 비율로 CI를 희석시켜 96 hr, 37℃에서 배양 

후 동결건조를 진행 CILL을 제작하였다. 실험의 공

정성을 위해 GC, CI를 각 배지에 4%로 희석시켜 동

결건조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2.2 C57BL/6 mice 실험물질 투여

동물실험은 ㈜케이피씨의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

인(P202006)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C57BL/6 mouse 

수컷 42마리 6주령을 Orient Bio Inc. (Orent Bio 

Inc, Korea)에서 구매하여 1주일간 검역·순환 기간을 

거친 후 정상식이군(Normal)과 60% 고지방사료(HFD, 

high fat diet) 식이군, 60% HFD+GC 400 mg/kg를 

식이 시킨 GC군, 60% HFD+CI 300 mg/kg를 섭취

시킨 CI군, 60% HFD+CILL 300 mg/kg를 섭취시킨 

CILL군으로 총 5개의 군으로 분류하였다. 실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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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GC는 400 mg/kg, CI, CILL은 300 mg/kg을 매주 

1회 측정 체중 기준으로 투여액량 10 ml/kg을 8주간 

1일 1회 강제 경구 투여하였다. 정상사료는 3.1 

kcal/g with 18% of fat, 24% of protein and 58% 

carbohydrate-derived calories를 포함하고 있는 제

품(Harlan TEKLAD, USA)을 사용했으며, 고지방사

료는 5.24 kcal/g with 60% of fat, 20% of protein 

and 20% of carbohydrate-derived calories를 포함

하고 있는 Research Diets Inc. (Research Diets 

Inc.,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Cage마다 1수씩, 정

상식이군(Normal) 5마리, 나머지 군은 8마리를 비치했

으며 온도는 21±2℃, 상대습도는 50±20 %, 조명시간

은 12 hr 주기로 변화를 주었으며, 물은 자유 섭취시켰

다.

2.3 체중 변화 및 사료 섭취량 측정

군 분리를 위해 실험물질 투여 개시 전일에 체중

을 측정했고, 투여 시작일부터 주 1회 체중을 측정

하였다. 실험물질 투여가 종료되었을 때 16 hr 절식 

후 체중을 측정하였다. 사료섭취량은 주 1회 cage별

로 측정하였고, 체중 측정 전일 사료 급이량을 측정 

후 당일 잔량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2.4 동물의 지방량(body fat mass)

실험물질 투여 종료일에 body fat mass를 측정하

였다. isoflurane으로 흡입, 마취한 후 dual energy 

X-ray absorptiometry (InAlyzer, Medikors, Korea)

로 fat mass와 lean mass를 측정하였다.

2.5 장기 무게 측정

투여 종료일에 각 군별 음수제공 하에 16 hr 절식 

후 부검을 진행하였다. 내부 장기의 이상 유무를 확인

하고 간과 부고환조직을 척출하였다. 생리식염수와 여

과지로 척출된 간과 부고환지방을 세척하고 수분을 제

거 후 전자저울로 절대 중량과 부검 전 절식 된 체중에 

대한 상대 중량을 계산하였다. 상대 중량은 Relative 

organ weight=[Organ weight (g)/Body weight 

ratio (g)]의 식으로 산출하였다.

2.6 Biochemical 분석과 혈중 지질함량 측정

Isoflurane 흡입 마취 후 복대정맥에서 전 채혈을 실시하

였다. 채취한 혈액은 0.6 mL SST tube (Microtainer®, 

Becton Dickinson, USA)에 담고 완전히 굳힌 다음 4℃에

서 5,000 rpm으로 15 min 원심분리 한 후 혈청을 취하였

다. 혈청은 Blood chemistry analyzer (AU480, Beckman 

Coulter, Germany)로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total cholesterol 

(TC), triglycerides (TG), low-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high-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를 측정하였다.

2.7 T cell의 분포도

채취한 혈액에 동량의 phosphate-buffered 

saline (PBS, LPS Solution, Korea)를 처리한 후 

Ficoll-Paque Plus (GE Healthcare, USA)를 PBS

와 동량으로 처리하여 20℃, 20 min, 2,000 rpm, no 

breaking 조건으로 원심분리 하였다. Red blood cell 

(RBC) 층을 제외하고 분리해 낸 뒤 다시 PBS를 2배를 

넣어 20 min, 2,000 rpm, no breaking 조건으로 원

심분리한 뒤 pellet에 RBC lysis buffer (BioLegend, 

USA)로 반응시킨 후 PBS를 넣어주고 원심분리 후 상층

액은 제거한다. 상층액을 제거 후 PBS를 이용하여 1회 

세척하여 단일 세포로 실험에 사용하였다. 세포분리 방

법에 따라 분리된 단일 세포는 각 Fc blocker (BD 

Biosciences, USA)를 10 min 전 처리하여 blocking

을 한 후 FACS buffer (eBioscience, USA)에 항체를 

희석한 후 4℃에서 차광하여 30 min 반응시켰다. 반응

이 끝난 단일 세포는 FACS buffer를 이용하여 2회 세

척 후 2% paraformaldehyde (PFA, Electron 

Microscopy Science, USA)를 활용해 고정시켰다. 염

색이 끝난 단일 세포는 flow cytometer (Attune NxT 

flow cy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데이터는 

FlowJoTMV10 (FlowJo, LLC, USA)를 이용하였으며, 

각 각의 Th subset은 기재된 maker (CD45 & CD3

ε)를 기준으로 분석하였다. 실험항체는 phycoerythrin 

(PE) anti-mouse CD45, PE/Cy7 anti-mouse CD3

ε, fluorescein isothiocyanate (FITC) anti-mouse 

CD4, allophycocyanin (APC) anti-mouse CD8α 

(BioLegend, USA)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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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 통계분석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험을 통해 수치화 했으며, 평

균치±표준편차로 표시하고 SPSS (version 20, IBM 

SPSS Statistics, USA)를 이용, 통계분석은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신뢰구간 p<0.05로 

검정을 실시하고 Duncan’s test로 사후검증을 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비만이 유도된 C57BL/6 mice 의 체중 변화 및 

사료 섭취량

실험은 Lee의 방법[14]을 응용하여 진행되었다. 실

험기간 동안 이상증상이 관찰되는 동물은 없었으며, 지

속적인 HFD 급이로 비만상태가 되어 활동력이 저하되

었다. 군 분리 후 주 1회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모든 

군은 지속적으로 체중의 증가가 관찰되었다. Fig. 

1A의 결과와 같이 CILL 군(22.5±1.46 g)은 투여 

후 2주부터 HFD 군(23.8±0.90 g), GC 군

(22.40±0.84 g), CI 군(22.84±1.17 g)과 비교하여 

체중이 감소하였고, 4주부터는 Normal 군

(24.5±0.84 g) 대비 CILL 군(25.15±2.44 g)은 증

가하기 시작하였으며, 실험 종료 시까지 이러한 체

중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증체량 결과는 Fig. 1B의 결과와 같다. CILL 군

(1.00±0.53 g)에서 HFD 군, GC 군, CI 군과의 비교하

여 증체량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으며, Normal 군

(3.38±0.95 g)과 비교해서는 3주차부터 증체량 증가를 

확인 할 수 있었다. CILL 군은 GC 군, CI 군, HFD 군

에 비해 투여 종료 시까지 낮은 증체량을 유지하였다.

Fig. 1. Changes in body weight and food consumption of C57BL/6 mice treated with test materials for 

experimental period
(A) Change in the body weight over an 8 weeks. (B) Change in weight gain over a period 8 weeks. (C) Changes in the food 

consumption pattern over 8 weeks. HFD, 60% HFD vehicle control; GC, 60% HFD+Garcinia cambogia 400 mg/kg; CI,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300 mg/kg; CILL,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cultured with Lactococcus lactis 300 

mg/kg.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c<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as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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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종료일에 측정한 결과는 Fig. 1A와 같다. 

HFD 군(34.98±2.09 g)과 비교하여 GC 군

(33.47±2.41 g)은 4.32%, CI 군(36.18±1.94 g) 

-3.42%, CILL 군(30.38±4.17 g) 13.15%의 감소를 보

였다. 그 중 GC 군과 CILL 군에서 확연한 체중의 감소

를 보였다. 특히, CILL 군은 Normal 군(26.16±1.36 

g)에 근접한 체중의 감소를 확인할 수 있었다.

G. cambogia가 함유하는 (-)-hydroxycitric acid 

(HCA)는 체중의 감량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일반적으로 감국의 독성으로 인해 투여

량은 G. cambogia의 투여량 보다 적으며, 동일양을 

투여했을 시 그 효과가 미미하다고 알려져 있다[17]. 

하지만 감국 추출물을 분획하여 만든 분획물의 경우 

동일양을 투여 시 G. cambogia 보다 효과가 더 좋게 

나타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8]. 따라서 CILL 군

에서 효과적으로 체중의 감소를 보였다는 것은 HCA

보다 효과적으로 체중을 조절하는 물질이 있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전 실험 기간에 걸쳐 매주 사료 섭취량을 측정한 결과

는 Fig. 1C와 같다. CILL 군(3.71±0.30 g), Normal 군

(3.62±0.23 g)만이 HFD 군(2.37±0.19 g)보다 1주에 

감소 한 것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할 수 없

었다. 시험기간 동안 1주, 5주, 8주를 제외하고는 모든 기

간 중의 섭취량에 차이를 발견하지 못한 것은 체중의 변

화가 사료 섭취량에 적용된 것이 아니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으며, 체중의 감소는 투여된 실험물질의 영향으로 

볼 수 있다.

3.2 CILL 투여에 따른 body fat mass 변화량

과 간 및 부고환 증량

실험물질의 투여 종료일에 body fat mass를 측정

하였다. Table 1의 결과와 같이 Fat mass에서 CILL 

군(10.3022±2.8813 g)이 HFD 군(13.5717±1.7576 

g)과 비교하여 감소가 되었고, Normal 군

(6.1012±1.2540 g)과 비교하여 증가를 확인하였다. 

또한 GC 군, CI 군과 비교해서는 감소를 나타냈다. 

Lean mass에서는 유의한 차이는 발견되지 않았다. 

Total mass에서는 CILL 군(30.9005±4.1264 g)이 

GC 군, CI 군에 비해 Normal 군(26.4709±1.1848 

g)에 근접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Bone mineral 

density (BMD) 결과에서 Normal 군

(0.0929±0.0117 g/cm2), GC 군(0.0935±0.0032 

g/cm2), CILL 군(0.0936±0.0090 g/cm2)은 HFD 군

(0.0965± 0.3761 g/cm2)과 동일하게 측정되었지만 

유의성은 확인 할 수 없었다. Bone area에서는 

Normal 군(8.5523±0.0674 g/cm2)보다 CI 군

(8.3252±1.3415 g/cm2), CILL군(8.3237±0.4745 

g/cm2)에서 낮게 측정되었다. Fat in tissue 에서는 

HFD 군(38.7405±3.4035%)에 비해 GC 군

(35.2968±4.1011%), CILL 군(33.7106±5.6155%)만이 

감소하였다. Bone mineral content (BMC)와 bone 

volume에서 CILL 군은 Normal 군보다 낮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을 확인 할 수 없었다.

Table 1. Body fat mass and lean mass in C57BL/6 mice treated with test materials for 8 weeks

Group

Value (g)
BMD

(g/cm2)

Bone

area

(cm2)

Bone

volume

(cm2)

Fat in

tissue

(%)Total mass BMC Fat Lean

Normal
Mean 26.4709a 0.7945 6.1012a 19.5751 0.0928 8.5523 0.4806 23.6828a

SD 1.1848 0.1114 1.2540 0.9731 0.0117 0.4468 0.0674 4.3898

HFD1)
Mean 35.7668c 0.8409 13.5717c 21.3542 0.0965 8.7011 0.5086 38.7405bc

SD 1.9725 0.0797 1.7576 0.9272 0.0057 0.3761 0.0482 3.4035

GC2)
Mean 34.1802c 0.8152 11.8517b 21.5133 0.0935 8.7199 0.4931 35.2968bc

SD 2.5784 0.0423 2.1687 0.9744 0.0032 0.4353 0.0256 4.1011

CI3)
Mean 36.8405c 0.8447 14.2209c 21.7749 0.1039 8.3252 0.5109 39.3894c

SD 2.0066 0.0578 2.1651 1.4344 0.0182 1.3415 0.0349 4.5960

CILL4)
Mean 30.9005b 0.7845 10.3022b 19.8138 0.0936 8.3727 0.4745 33.7106b

SD 4.1264 0.0915 2.8813 1.8010 0.0090 0.4946 0.0554 5.6155

1)HFD: 60% HFD vehicle control. 
2)GC: 60% HFD+Garcinia cambogia 400 mg/kg. 
3)CI: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300 mg/kg. 
4)CILL: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cultured with Lactococcus lactis 300 mg/kg.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c<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as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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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Absolute organ weight (g) and relative organ weight at the time of sacrifice in C57BL/6 mice 

treated with test materials for 8 weeks

Group Body weight (g)
Absolute organ weight (g) Relative organ weight (g)

Liver Epididymal fat Liver Epididymal fat

Normal
Mean 23.58a 0.9748c 0.4380a 0.0413b 0.0184a

SD 1.21 0.0540 0.1323 0.0008 0.0045

HFD1)
Mean 33.04c 0.8716b 1.9216cd 0.0264a 0.0579bc

SD 1.97 0.0342 0.2969 0.0010 0.0062

GC2)
Mean 31.71c 0.8514b 1.6998bc 0.0269a 0.0530bc

SD 2.53 0.0525 0.4519 0.0009 0.0106

CI3)
Mean 34.32c 0.9020b 2.2302d 0.0263a 0.0645c

SD 2.00 0.0503 0.5026 0.0010 0.0117

CILL4)
Mean 28.44b 0.7748a 1.3671b 0.0274a 0.0463b

SD 4.00 0.0849 0.6018 0.0014 0.0155

1)HFD: 60% HFD vehicle control.
2)GC: 60% HFD+Garcinia cambogia 400 mg/kg.
3)CI: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300 mg/kg. 
4)CILL: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cultured with Lactococcus lactis 300 mg/kg.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c<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as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부검 전 측정한 절식 체중의 결과는 Table 2와 같

다. CILL 군(28.44±4.00 g)이 GC 군(31.71±2.53 

g), CI 군(34.32± 2.00 g), HFD 군(33.04±1.97 g)

에 비교해 체중의 감소되었다. 부검 후 적출한 간의 

절대 중량에서도 CILL 군(0.7748±0.0849 g), GC 

군(0.8514±0.0525 g)이 HFD 군(0.8716±0.0342 

g)와 비교해서 감소되었다. 하지만 간의 상대 증량

에서는 Normal 군(0.0413±0.0008 g)을 제외하고 

거의 동일하게 측정되었다. 부고환 절대 증량에서는 

CILL 군(1.3671±0.6018 g)이 Normal 군

(0.4380±0.1323 g)에 가장 근접되게 나타났으며, 

상대 증량에서도 동일한 패턴으로 측정되었다. 

천연작물을 이용한 비만억제 실험에서는 caffeine

과 같은 페놀 화합물이 지질 축적에 억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진 바 있다[19]. 천연작물에 포함된 화학물

질은 혼합물의 형태로 chorogenic acid, rutin 및 

quercetin 등 지방의 조절에 효과가 있음이 확인되었

다[20]. 특히 페놀성 화합물 중에서 C/EBPβ, C/EBPα, 

PPARγ, fatty acid synthase (FAS)와 같은 지방산 합

성과 관련된 단백질의 발현 억제 및 특정 타겟에 대해 

보고한 바 있다[21]. 이러한 결과는 선행 연구에서도 확

인할 수 있었으며, 지방산 합성에 관여하는 메커니즘과

는 또 다른 세포신호인 Hedgehog 신호 대한 메커니즘

과 연관이 있음을 확인하였다[12].

3.3 CILL 투여에 따른 혈중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

실험물질 투여 종료 후 전 개체의 혈액으로부터 

혈청을 분리하여 분석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C 측정 결과에서 GC 군(135.13±11.86 mg/dL)과 

CILL 군(133.38±9.26 mg/dL)이 HFD 군

(151.13±11.32 mg/dL)과 비교하여 TC 수치가 감

소하였다. HDL-C 측정 결과에서는 GC 군

(88.75±3.45 mg/dL)이 Normal 군(83.80±1.79 

mg/dL)의 HDL-C 수치에 가장 근접하게 나타났다. 

AST 수치에서 GC 군(47.25±4.06 mg/dL) 만이 

Normal 군(43.20±2.17 mg/dL)의 AST 수치에 가

깝게 측정되었다. HDL-C와 LDL-C의 수치의 차이

는 예외적으로 혈중 내의 ApoE의 과발현으로 인해 

정상식이 및 고지방식이를 했을 경우에도 HDL-C

의 증가와 LDL-C의 감소를 나타내는 경우가 있다

[22]. 본 연구에서 ApoE의 발현을 확인하지 못했지

만, 실험 시료가 HDL-C, LDL-C의 수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또한 TG, 

LDL-C 수치는 전반적으로 CILL 군이 HFD 군과 

비교하여 수치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Normal 

군의 수치보다 낮게 나타났지만 유의한 차이는 확인

할 수 없었다. AST, ALT 지표는 간세포 손상에 따

른 지표[23]로서 CILL 군에서 Normal 군보다 낮게 

나타냈지만 유의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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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easurement of blood chemistry in C57BL/6 mice treated with test materials for 8 weeks

Group

Blood chemistry

AST

(U/L)

ALT

(U/L)

TC

(mg/dL)

TG

(mg/dL)

HDL-C

(mg/dL)

LDL-C

(mg/dL)

Normal
Mean 43.20a 21.60 114.40a 43.80 83.80a 11.00

SD 2.17 2.51 9.34 7.98 1.79 0.71

HFD1)
Mean 51.88c 20.25 151.13c 50.38 94.00c 12.25

SD 4.36 2.66 11.32 9.36 3.63 1.04

GC2)
Mean 47.25ab 20.25 135.13b 45.63 88.75b 11.88

SD 4.06 5.63 11.86 7.13 3.45 1.36

CI3)
Mean 52.00c 23.75 148.88c 44.38 93.63c 12.00

SD 3.46 2.92 14.29 6.86 5.01 0.93

CILL4)
Mean 51.13bc 19.13 133.38b 41.75 90.88bc 11.00

SD 4.22 3.60 9.26 6.96 3.52 0.76

1)HFD: 60% HFD vehicle control.
2)GC: 60% HFD+Garcinia cambogia 400 mg/kg.
3)CI: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300 mg/kg. 
4)CILL: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cultured with Lactococcus lactis 300 mg/kg.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c<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as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혈중 콜레스테롤은 동맥경화 및 심장병의 가장 위험

한 요소로 TC의 양으로 위험도를 측정한다. 소수성 성

질을 가진 스테로이드 계열의 유기물인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조를 형성하는 필수성분이기 때문에 모든 

동물세포에서 생합성 된다[24]. 콜레스테롤의 하루 섭

취량은 300 mg으로 육류와 유지와 같은 지방에 함유

되어 있다. 그리고 소금 등의 조미료를 통해 혈중 콜레

스테롤 수치를 높이고, 이는 고지혈증 등의 질환을 발

생시킨다[25].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가 200 mg/dL

이상으로 높아지면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진단되

며 식이요법, 운동 등의 활동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을 조절한다[24,26]. 

혈중 지질에 대한 관찰은 콜레스테롤, TG, HDL-C, 

LDL-C, TC 수치로 평가하며,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

기 위해 가급적 섬유소가 많이 포함된 식품, 기능성 식

품 또는 약물 등을 복용하여 조절한다[27]. CILL 군은 

HFD 군에서 확인되는 높은 콜레스테롤 수치를 

Normal 군에 근접하게 낮춰준 것으로 확인할 수 있으

며, 이는 콜레스테롤 조절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 간세포 손상과 지질함량 이외

의 체중 변화에 따른 추가 데이터를 얻기 위해 혈액내

의 CD4+, CD8+, CD4+CD8+ T cell의 분포도를 확

인하였다. 

3.4 C57BL/6 mice 혈액내의 CD4+, CD8+, 

CD4+CD8+ T cell의 분포

FACS 기기 분석을 통해 T cell의 분포도를 확인했

다. CD8+ T cell에 APC 형광이 conjugation 되어 있

어 분포도가 넓어지면 red–laser (RL)1-A 부분의 

CD8+ 의 부분에 RL1-A 수치와 형광 면적이 넓어진

다. CD4+ T cell의 FITC 형광을 conjugation 시켜 

blue-laser (BL)1-A 부분의 CD4+ 의 부분의 BL1-A 

수치가 올라가면서 형광 면적이 넓어진다. 

CD4+CD8+ T cell (double positive)이 동시에 

conjugation 되면 CD4+CD8+ 부분에 형광 면적이 

넓혀지고 수치가 상승한다. 수치는 CD45와 CD3ε 대

비 %로 나타내었다. Fig. 2A의 결과와 같이 GC 군과 

CILL 군에서 CD4+CD8+ T cell이 각 1.21±0.91%, 

1.46±0.81%로 높게 나왔으며, CD4+ T cell이 각 

4.00±1.00%, 4.84±1.33%, CD8+ T cell은 

6.69±2.68%, 7.02±2.26%로 Normal 군, HFD 군, 

CI 군에 비해 전부 높게 측정되었다. Normal 군부터 

CILL 군까지 mice 혈액에서 CD4+ T cell과 CD8+ T 

cell의 분포를 확인한 결과는 Fig. 2B와 같다. CD4+ T 

cell은 GC 군과 CILL 군에서 높은 차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CD8+ T cell, CD4+CD8+ T cell에서도 GC 

군과 CILL 군에서 증가되는 것을 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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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in the T cell population in C57BL/6 mice blood with oral administration of different 

extracts
(A) Distribution of T cells conjugates by flow cytometry. (B) Distribution chart by groups in accordance with T cell type. 

HFD, 60% HFD vehicle control; GC, 60% HFD+Garcinia cambogia 400 mg/kg; CI,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300 mg/kg; CILL, 60% HFD+Chrysanthemum indicum L. cultured with Lactococcus lactis 300 mg/kg.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c<d) indicate a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as analyzed by one-way 

ANOVA with Duncan's post-hoc test.

CD4+ T cell은 특정 면역 반응을 하향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만성염증 및 알레르기 질환, 자

가 면역 및 종양 질환에서 T cell의 역할은 이미 다

양한 연구를 통해 발표되었다[28,29]. CD4+ T cell

은 T cell antigen receptor (TCR) 인식에 의해 활

성화되고 분화 및 생존을 위해 cytokine interleukin 

(IL)-2를 조절한다. 주로 IL-10을 생산함으로써 

생체 내에서 작용하는 Th1 cell은 미성숙 수지상 세

포 (dendritic cell, DC) 또는 IL-10 및 interferon 

(IFN)-α의 존재 하에 비장 세포에서 생성된다[30]. 

Th3 cell은 T cell 면역 반응을 하향 조절하고 주로 

transforming drowth factor β (TGF-β)의 생산에 

의해 작동한다. 또한, transcription factor forkhead 

homeobox type protein O1 (FoxO1)은 지방구세포

를 사멸시키고, 영양을 제한시키며 지질 이화 작용을 

통해 지방구세포 분화 관련 전사를 제어한다[31,32]. 

특히, memory T cell의 발달에서 FoxO1의 발현은 

매우 중요하며, FoxO1 인자가 지방구세포에 영향을 

주어 지방 분해를 촉진하면서 T cell의 발달을 촉진

한다고 알려져 있다[33,34].

CILL 군에서 FoxO1의 증가는 확인하진 못했으나, 

CD4+, CD8+, CD4+CD8+ T cell의 증가는 지방 분

해를 촉진하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판단되며, 추후 

CILL이 이와 관련이 있는지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으

로 보인다.

4. 결론

본 연구는 CILL이 비만억제 식품으로의 가능성을 실

험해 보기 위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C57BL/6 mice

에서 체중변화, 혈중 지질함량, T cell의 분포를 확인해 

보았다. 체중의 변화에서 2주부터 CILL 군에서 HFD 

군, GC 군, CI 군 대비 감소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8주 

체중측정에서 HFD 군과 비교하여 CILL 군에서 

13.15%의 체중 감소를 확인하였다. 증체량에서도 체중

의 변화와 비슷한 패턴을 보였다. Fat mass 에서는 

HFD 군, GC 군, CI 군과 비교해서 CILL 군에서 감소

가 되었으며, total mass에서도 CILL 군이 감소되었

다. 부검 후 척출한 간 절대 중량에서 CILL 군이 HFD 

군, CI 군, GC 군에 비해 감소가 되었다. 혈중 지질함

량 중 TC에서 CILL 군과 GC 군이 HFD 군에 비해 낮

게 측정되었다. CD4+, CD8+, CD4+CD8+ T cell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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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도에서 CILL 군이 HFD 군을 비롯한 4개 군 비교 

시 전부 높게 측정되었다. 감국을 배양시켜 만든 CILL

이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C57BL/6 mice의 체

중 절감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CILL내

의 특정 물질이 비만을 억제시키는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으며, 특정 물질에 대한 선별과정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특정 물질의 비만관련 작용기전에 관한 추가연구

를 진행한다면 비만억제 식품의 소재로 개발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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