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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esity is a risk factor for numerous metabolic diseases. Recently, naturally occurring compounds that
may improve obesity have received increasing attention. Xanthigen is a mixture of fucoxanthin and
punicic acid derived from brown seaweed and pomegranate seed, respectively, which have been tradi-
tionally used for lipid-lowering effects in humans. In this study, we investigated whether Xanthigen
attenuates high-fat diet-induced obesity in C57BL/6N mice. The mice were fed on a normal diet (ND),
high-fat diet (HFD), HFD plus 1% Xanthigen or HFD plus 1% green tea extract (GTE) for 11 weeks.
Food efficiency ratio (FER) and body weight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mice fed HFD plus
Xanthigen compared to HFD-fed mic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in body weight change, Xanthigen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the weights of epididymal adipose tissue, retroperitoneal adipose tissue,
and liver in HFD plus 1% Xanthigen-fed mice. The serum level of low-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HFD plus Xanthigen-fed mice compared to HFD-fed
mice. These results suggest that Xanthigen may be useful in the development of a functional health
food for anti-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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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영양과다, 운동부족, 심리적인 스트레스에 의한 비만

인구가 급증하고 있다. 현재 전세계 10억 명 이상의 사람들이

과체중이고, 3억 명의 인구가 임상적으로 비만인 것으로 보고

[29]되고 있다. 특히, 한국인의 비만율은 1998년 이후 10년간

약 5% 증가하였으며, 남성과 여성 모두 비만 유병률이 꾸준

히 증가하고 있다[30]. 비만은 당뇨병[3], 고혈압[8], 심혈관계

질환[23] 등과 같은 다양한 대사성 질환 발생의 주요 위험 인

자로 작용하며, 체내 에너지 대사 불균형으로 인해 지방조직

이 과도하게 증식하고 축적된다. 비만 치료 방법으로는 식이

요법, 운동요법, 행동요법, 약물치료 및 수술 등 다양한 방법

들이 제시되고 있다[24]. 최근에는 체중감소에 효과적인 천연

물질 유래 기능성 소재들을 발굴하고, 이들의 작용기전을 밝

히는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11,19,28]. 천연물질을

활용한 항비만 기능성 물질로는 식욕을 조절하는 hydrox-

ycitric acid와 olibra, 열발생을 유도하는 capsaicin과 cat-

echins, 지질대사를 조절하는 conjugated linoleic acid 등이

알려져 있다[2].

잔티젠(Xanthigen)은 미역에서 유래한 fucoxanthin과 석류

씨 오일에서 유래한 punicic acid로 구성된 복합 추출물이다.

미역의 carotenoid 색소인 fucoxanthin은 항산화[18], 항암[14]

및 항염증[15] 작용이 알려져 있다. 또한, punicic acid는 석류

씨에 풍부한 conjugated linolenic acid로, 암세포 증식 억제

효과[6,7]와 항염증[5]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최

근 여러 연구들에서 fucoxanthin과 punicic acid의 지방세포분

화 억제 작용과 고지방식이(high-fat diet)로 유도된 비만 마우

스에서의 항비만 효과가 밝혀졌다[12,22,26]. Fucoxanthin은

3T3-L1전구지방세포에서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gamma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써 지방세포

분화를 억제하였고,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마우스에서

uncoupling protein (UCP)-1의 발현을 증가시킴으로써 에너

지 소비를 촉진시켜 체중 및 식이효율, 복부부고환주위 백색

지방 등의 내장지방 무게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12,

20,21,22]. Punicic acid는 3T3-L1전구지방세포에서 PPAR al-

pha와 gamma 수용체 활성을 증가시켜 공복시 혈당을 낮추

고, 당대사 능력을 개선시켰다[10]. Punicic acid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석류씨 오일은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마우

스의 체중과 지방조직의 무게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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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

Formula ND HFD HFD+Xanthigen HFD+GTE

Protein 19.2 24 24 24

Carbohydrate 67.3 41 41 41

Fat 4.3 24 24 24

Ingredient

Casein 19 23 23 23

L-cystine 0.3 0.3 0.3 0.3

Corn starch 29.9 8.5 8.5 8.5

Maltodextrin 3.3 11.7 11.7 11.7

Sucrose 33.2 20.1 20.1 20.1

Cellulose 4.7 5.8 5.8 5.8

Soybean oil 2.4 2.9 2.9 2.9

Lard 1.9 20.7 20.7 20.7

Cholesterol 0 0.5 0.5 0.5

Mineral mixture 0.9 1.2 1.2 1.2

Dicalcium phosphate 1.2 1.5 1.5 1.5

Calcium carbonate 0.5 0.6 0.6 0.6

Potassium citrate 1.6 1.9 1.9 1.9

Vitamin mixture 0.9 1.2 1.2 1.2

Choline bitartrate 0.2 0.2 0.2 0.2

Xanthigen 0 0 1 0

Green tea extract 0 0 0 1

ND, normal diet; HFD, high-fat diet; GTE, green tea extract.

Fucoxanthin, 석류씨 오일 및 잔티젠이 3T3-L1 전구지방세포

분화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한 연구[16]에서는 잔티젠이

CCAAT/enhancer binding protein (C/EBP) beta와 delta,

PPAR gamma의 발현을 감소시키고, AMP-activated protein

kinase signaling을 활성화시킴으로써 fucoxanthin과 석류씨

오일보다 훨씬 효과적으로 지방세포분화를 억제하였다. 잔티

젠은 정상간을 가진 비만 여성과 비알콜성 지방간을 가진 비

만 여성을 대상으로 실시한 임상실험[1]에서 체중과 체내 지방

조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고 특히, 비알콜성 지방간을 가진

비만 여성의 경우 허리둘레 수치와 간의 지방 함량이 잔티젠

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발된 비만 마

우스에 잔티젠을 투여하여 마우스의 체중, 체지방 및 혈중 지

질 함량 변화를 조사함으로써 비만의 예방 및 치료 효과가

우수한 기능성 소재로써 잔티젠의 유용성을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본 연구에 사용한 잔티젠은 Polifenoles Naturales, SL

(Ingenio, Las Palmas, Spain)에서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

다. 잔티젠은 4~6 mg/g의 fucoxanthin과 280~420 mg/g의

punicic acid를 기능성분으로 가진 복합 추출물이다. 또한, 양

성대조군으로 사용한 녹차 추출물은 70% catechins가 함유된

추출물로 Amax NutraSource, Inc. (Eugene, OR, US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및 식이

실험동물은 C57BL/6N계 4주령의 웅성 마우스를 중앙실험

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마우스는 온도

22±1
o
C, 상대습도 55±5%, 12시간 명암주기의 조건을 갖춘 동

물사육실에서 1주일간 일반사료로 환경적응을 시킨 후 실험

에 사용하였다. 1주일간 적응시킨 마우스는 난괴법에 따라 각

9마리씩 총 4군으로 분류하여 사육하였다. 실험군은 정상식이

대조군(ND), 고지방식이 대조군(HFD), 고지방식이 + 1% 잔

티젠 투여군(HFD + Xanthigen), 고지방식이 + 1% 녹차 추출

물 양성대조군(HFD + GTE)으로 나누어 11주간 물과 함께 식

이를 자유 급이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식이는 10% 지방열량을

함유한 D12450B 사료(Research Diets, Inc., New Brunswick,

NJ, USA)를 정상식이 대조군에 공급하였고, 비만을 유도하기

위해 45% 지방열량을 함유한 D12451 사료(Research Diets,

Inc., New Brunswick, NJ, USA)를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공급

하였다. 그리고, 잔티젠과 녹차 추출물(양성대조군)의 항비만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D12451 사료에 각각 1% 잔티젠(10 g

잔티젠/1 kg D12451 사료)과 1% 녹차 추출물(10 g 녹차 추출

물/1 kg D12451 사료)을 혼이하여 고지방식이 + 1% 잔티젠

투여군과 고지방식이 + 1% 녹차 추출물 투여군에 제공하였다

(Table 1). 마우스의 식이섭취량은 2일마다 측정하였고,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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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Xanthigen on food intake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C57BL/6N mice

were fed ND, HFD, HFD plus 1% Xanthigen

or HFD plus 1% GTE for 11 weeks. The food

intake per mouse was recorded every other

day. Values are mean±SE (n=9). ND, normal

diet; HFD, high-fat diet; GTE, green tea

extract.

Table 2. Effect of Xanthigen on food efficiency ratio (FER)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ND HFD HFD+Xanthigen HFD+GTE

Body weight gain (g/day) 0.14±0.01 0.27±0.00 0.23±0.01
***

0.19±0.00
***

Food intake (g/day/mouse) 2.67±0.02 2.40±0.03 2.75±0.04*** 2.24±0.03***

FER†(%) 5.15±0.23 11.42±0.12 8.40±0.33*** 8.43±0.18***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n=9).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igh-fat diet group.
†

FER: {body weight gain

(g/day)/food intake (g/day/mouse)}×100.

은 1주일에 1회 측정하였다.

혈액 및 장기 적출

실험 종료 후 15시간 동안 절식시킨 마우스는 에테르 흡입

마취 후 복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3,5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에 의해 혈청을 분리하였다. 채혈 후 장기 무게를 측

정하기 위해 간과 신장, 복부부고환 지방 조직(epididymal

adipose tissue) 및 후복막 지방조직(retroperitoneal adipose

tissue)을 적출하였다.

혈청 지질 분석

혈청의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LDL-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 HDL-콜레스테롤(HDL-cholesterol), 중성지

방(triglyceride) 함량은 Hitachi 7080 자동분석기(Hitachi

Science System, Ltd., Ibaraki-ken,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표준오차(mean±SE)로 나타내었고, 통계

처리는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후 Newman-Keul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잔티젠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의 체중 및 식

이효율 감소 효과

고지방식이 공급으로 유도되는 비만 마우스에서 체중, 식이

섭취 및 식이효율 변화에 잔티젠이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지방식이와 잔티젠을 11주간 동시 급여하였다. 실험기

간 동안 식이섭취량은 고지방식이 + 1% 잔티젠 투여군이 고지

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전반적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고, 이

에 반해 양성대조군인 고지방식이 + 1% 녹차 추출물 투여군은

전반적으로 감소한 경향을 보였다(Fig. 1). 마우스의 1일 식이

섭취량을 비교한 결과, 정상식이 대조군은 2.67±0.02 g/day/

mouse, 고지방식이 대조군은 2.40±0.03 g/day/mouse, 고지

방식이 + 1% 잔티젠 투여군은 2.75±0.04 g/day/mouse, 고지

방식이 + 1% 녹차 추출물 투여군은 2.24±0.03 g/day/mouse

로 잔티젠 투여군의 1일 식이섭취량이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녹차 추출물 투여군의 식이섭취량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정상식이와 고지방식이를 11주간 제공한 후 최종 체중은

정상식이 대조군이 32.3±0.7 g, 고지방식이 대조군이 42.4±0.5

g으로 고지방식이군의 체중이 정상식이군에 비해 23.8% 유의

적으로 증가하여 비만이 정상적으로 유도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A). 한편, 고지방식이 + 1% 잔티젠 투여군과 고

지방식이 + 1% 녹차 추출물 투여군의 체중은 고지방식이 대조

군과 비교하여 각각 7.5%와 15.8%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는데

특히, 잔티젠 투여군의 체중은 7주째부터 유의적인 차이가 나

타났다. 이는 정상간을 가진 비만 여성과 비알콜성 지방간을

가진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잔티젠을 투여한 임상실험 연구보

고[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임상실

험에서는 잔티젠을 16주간 투여한 후 정상간을 가진 비만 여

성군과 비알콜성 지방간을 가진 비만 여성군의 최종 체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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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Xanthigen on body weight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A) Body weight was measured weekly. (B) Body

weight gain was calculated based on the following equation; body weight gain = body weight at the final week - body

weight at the beginning week. Values are mean±SE (n=9).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igh-fat

diet group.

Table 3. Effect of Xanthigen on lipid parameters of serum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mg/dl)

ND HFD HFD+Xanthigen HFD+GTE

Total cholesterol 151.0±9.0 251.9±12.8 255.7±11.8 222.4±9.4

HDL-cholesterol 64.2±2.2 79.6±1.0 82.5±1.5 86.9±1.8*

LDL-cholesterol 17.2±1.2 27.7±2.0 23.3±1.6* 19.8±1.0**

Serum was collected from the mice after fasting for 15-h at the end of study and lipids were analyze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n=9). *p<0.05,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igh-fat diet group.

각각 6.3 kg과 6.9 kg 감소하였고, 체중의 유의적인 감소는 정

상간을 가진 비만 여성군은 6주째에, 비알콜성 지방간을 가진

비만 여성군은 8주째에 나타났다. 한편, 본 연구에서 실험 시

작일부터 11주 동안의 체중 증가량은 정상식이군이 10.6±0.5

g, 고지방식이군이 21.1±0.2 g, 잔티젠 투여군이 17.8±0.7 g 그

리고 녹차 추출물 투여군이 14.5±0.3 g으로 잔티젠과 녹차 추

출물 투여군의 체중증가율이 각각 15.6%와 31.3%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B).

체중증가에 있어서 식이섭취량에 대한 식이효율은 고지방

식이군에서 뚜렷이 증가하였으나, 잔티젠과 녹차 추출물의 투

여로 인해 각각 26.4%와 26.2%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Table

2). 이는 fucoxanthin을 6주간 투여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의 식이효율이 고지방식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10% 유

의적으로 감소한 연구보고[27]와 유사한 결과이다.

본 연구결과, 정상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군에서 체중

증가가 유의적으로 나타났고, 잔티젠과 녹차 추출물 투여군

에서 체중 증가량이 고지방식이군 대비 유의적으로 감소함

을 알 수 있었다. 이는 고지방식이 투여시 체내 에너지 균형

의 조절이 무너져 비만이 유도되었으며, 녹차 추출물은 식

이 섭취 억제 효과로 인해 체중이 감소하였고, 잔티젠은 식

이섭취량과 관계 없이 체내 지질대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였거나 지방 흡수를 저해하여 체중 감소를 유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잔티젠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의 간 및 복부

지방 무게 감소 효과

마우스에서 적출한 간, 신장, 복부부고환 지방조직 및 후복

막 지방조직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신장의 무게는 각 실험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3D). 그러나, 고지

방식이를 제공한 마우스의 간의 무게는 정상식이 대조군에

비해 36.8% 증가하였다(Fig. 3C). 이는 고지방식이로 인해 체

중이 증가하면 간에서 지방을 축적하여 간의 무게가 증가한다

는 연구보고[17]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한편, 잔티젠과 녹차

추출물 투여군은 간 중량이 각각 10.5%와 31.6%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사람에 따라 체중 증가보다

체지방의 증가 특히, 복강 내 축적되는 지방조직의 증가가 건

강상으로 더 위험요인이 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4]. 고지방

식이를 공급한 마우스의 복부부고환 지방조직과 후복막 지방

조직의 무게는 정상식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각각 44.4%,

53.3%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고지방식이가 복부지방 무게를

뚜렷하게 증가시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A, 3B). 양성대조

군인 녹차 추출물은 고지방식이에 의해 증가한 복부부고환

지방조직과 후복막 지방조직의 무게를 각각 22.2%와 33.3%로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이와 유사하게 잔티젠 투여군에서는

복부부고환 지방조직과 후복막 지방조직의 무게가 각각

14.8%와 20.0%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잔티

젠을 투여한 비알콜성 지방간을 가진 비만 여성군과 정상간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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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Xanthigen on organ weights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A) Epididymal adipose tissue, (B) retroperitoneal

adipose tissue, (C) liver, and (D) kidney were removed from the mice after fasting for 15-h at the end of stud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E (n=9). *p<0.05, **p<0.01, ***p<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high-fat diet group.

가진 비만 여성군의 체지방 함량이 각각 10.4%, 12.0% 감소한

임상실험 연구보고[1]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따라서, 잔티젠은 간의 지방 축적과 복부비만을 개선하는

효과적인 소재인 것으로 사료된다.

잔티젠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의 혈청 LDL-

콜레스테롤 함량 감소 효과

비만과 같은 대사성 질환의 경우, 지질 분해 억제 효과의

감소에 따라 유리지방산의 과도한 혈액 내 유입이 나타나게

되어, 혈중 총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농도가 증가하

게 된다[25]. 본 연구에서,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지

방식이 대조군이 정상식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40.1%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지만, 잔티젠과 녹차 추출물 투여군은 고지방

식이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HDL-

콜레스테롤은 세포 내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고,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켜 동맥경화증의 예방 및 개선에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9,13]. 본 연구에서 혈청 HDL-

콜레스테롤 함량은 녹차 추출물 투여군에서 고지방식이군

대비 9.2%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잔티젠 투여군에서는 통

계적인 유의성은 없었지만, 3.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1702 생명과학회지 2012, Vol. 22. No. 12

동맥경화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촉진하는 LDL-콜레스테롤

은 비만지수가 높을수록 혈중 농도가 높아진다. 이와 유사하

게, 본 연구에서는 혈청 LDL-콜레스테롤 함량이 정상식이군

과 비교하여 고지방식이군에서 61.0%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에 반해, 잔티젠과 녹차 추출물 투여군은 LDL-콜레스

테롤 함량이 고지방식이군 대비 각각 15.9%, 28.5%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이는 잔티젠이 혈중 HDL-콜레스테롤 함량을

높이고,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켜 비만 및 동맥경화

증 개선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한편, 혈

청 중성지방 함량은 잔티젠과 녹차 추출물 투여군에서 유의

적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 결과, 잔티젠은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

스에서 식이섭취량과 관계없이 체중 증가와 복부지방 축적

을 억제하고, 혈중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킴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잔티젠은 비만 및 당뇨병 등의 대사성

질환을 개선시키는 기능성 식품으로서 매우 유용한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잔티젠의 항비만 작

용기전을 밝히기 위한 추가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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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잔티젠(Xanthigen)에 의한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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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만은 대사성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이다. 최근, 천연물질들의 비만 개선효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잔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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