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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jugated linoleic acid (CLA) is a group of positional and geometric isomers of linoleic acid with 
conjugated double bonds at C9,C11 and C10,C12 positions. Of possible CLA isomers, a naturally oc-
curring CLA isomer is c9,t11-CLA which is produced from linoleic acid by linoleate isomerase from 
various rumen and lactic bacteria, and mushroom mycelia. Meanwhile, synthetically prepared CLA 
contained an equal amount of c9,t11-CLA and t10,c12-CLA isomers, and other isomers as minor 
constituents. CLA was firstly mentioned in 1939 during the elaidinization reaction of linoleic acid. 
Thereafter, CLA was not an attractant to scientists because it was not scientifically interested any 
more. However, since the anticarcinogenic action was driven from 7,12-dimethylbenz[a]anthracene 
(DMBA)-induced mouse skin carcinogenesis in 1987, CLA-related researches were drastically elevated, 
resulting in approximately 6,100 research papers in literature, so far. CLA exhibited the significant bio-
logical activities: anticarcinogenic, antidiabetic, antihypertensive, antiatherosclerotic, body-fat reducing, 
antioxidative, antiinflammatory, testosterone producing and other activities. Interestingly, two major 
CLA isomers, c9,t11-CLA and t10,c12-CLA, exhibited different biological activities. Meanwhile, t,t-CLA 
isomers which is minor constituent of chemically synthesized CLA from linoleic acid exhibited more 
potent anticarcinogenic activity in carcinogen-induced animal models and cancer cell lines than other 
CLA isomrs. In the present review, the significant biological activities of CLA were discussed along 
with historical studies of CLA since 1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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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료 통합검색 엔진 Scopus (www.scopus.com)에서 “con-

jugated linoleic acid“ 및 “biohydrogenation of polyunsatu-

rated fatty acids“를 key words로 연구논문을 검색해 보면 

2017년 6월 30일까지 6,150여 편의 연구논문이 검색된다. CLA

에 관련된 연구는 1939년부터 시작 되었지만, 많은 연구자들

이 CLA에 관심을 갖게 된 계기는 1987년 미국 Wisconsin대학

의 Ha 등[12]이 CLA의 항암성을 밝혔기 때문이다. 실제 1987

년 이전에는 CLA와 관련된 연구논문은 많지 않지만(Fig. 1), 

그 이후는 많은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Fig. 2). CLA의 기능성

은 항암성(186건), 체지방 감소성(265건), 항당뇨성(282건), 항

혈압성(85건), 항동맥경화성(271건), testosterone 증강성(19

건) 등 아주 다양하다(Table 1). CLA와 CLA 이성체의 각 기능

성에 관한 총설은 아주 많이 발표되었지만, CLA의 전 분야에 

관한 총설논문은 많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들 총설은 CLA의 

전체적인 내용(시대에 따른 CLA 연구 등)을 잘 이해하지 못하

고 기술되었다. 따라서 이 총설에서는 CLA의 연구배경, 즉 

CLA의 1987년 이전 연구와 이후 연구로 나누어서 설명하고 

1987년 이후에 밝혀진 CLA의 주요 생물학적 기능성에 관하여 

간략하게 논의하고자 한다.

본   론 

CLA 화학  특성

CLA는 C18 지방산의 C9,C11와 C10,C12 공역이중결합 위

치에 c,t; t,c; c,c; t.t 입체이성체를 포괄적으로 총칭한다. 자연

에 존재하는 이성체는 c9,t11-CLA로 박테리아의 linoleate iso-

merase에 의해 합성되기 때문에 유제품이나 낙농제품에 함유

된 CLA는 이 이성체가 90% 이상이다[13]. 그러나 알카리 이성

화에 의해 합성되어 시판되는 CLA에는 약 90% 정도가 c9,t11- 

CLA와 t10,c12-CLA가 거의 동일한량 함유되어 있다[14]. 

따라서 이들 두 CLA 이성체에 관한 연구가 많이 수행되었

다. 그러나 합성하는 과정이나 저장 중에 c,t-CLA 또는 

t,c-CLA가 t,t-CLA로 전환되기 때문에 t,t-CLA의 기능성에 관

한 연구도 많이 수행되었다[22, 40, 41]. CLA의 기능성 연구에 

많이 활용되고 있는 CLA 이성체는 c9,t11-CLA, t10,c12-CLA

와 이들 두 이성체의 t,t 형인 t,t-CLA이다(Fig. 3).

- Review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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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search papers related to the biological function of conjugated linoleic acid appeared in the Scopus data-base

Biological function Number of research paper1) Key word used to search2)

Anticarcinogenic

Antiobesty

Antidiabetic

Antihypertension

Antiatherosclerosis

Antiinflammatroy

Testosterone production 

Antioxidant

186

265

282

85

271

319

19

489

Carcinogenesis

Body fat reduction

Diabetics

Hypertension

Atherosclerosis

Inflammation

Testosterone

Antioxidant

1)The numbers given a biological function might be over-lapped numbers of other biological functions.
2)Key words searched with conjugated linoleic acid in the tittle, abstract and key  words category of Scopus.com for given biological 

function of CLA.

A

B

C

D

Fig. 3. Chemical structures of major CLA isomers. A, c9,t11- 

CLA; B, t10,c12-CLA; C, t9,t11-CLA; and D, t10,t12- 

CLA. 

Year

Fig. 1. Research papers related to conjugated linoleic acid 

from 1939 to 1986.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base of Scopus.com using key word of conjugated 

linoleic acid in the tittle, abstract and key words 

category.

Year

Fig. 2. Research papers related to conjugated linoleic acid 

from 1987 to June 30, 2017. Data were collected from 

the data base of Scopus.com using a key word of 

conjugated linoleic acid in the tittle, abstract and key 

words category.

CLA 연구 history 

제1기 CLA 연구

CLA와 관련된 최초의 연구논문은 1939년 Kass와 Burr [24]

가 발표한 “The elaidinization of linoleic acid”로 linoleic acid

를 elaidinization 시키는 과정에서 얻은 conjugated된 부산물

을 얻었다. 이 연구논문이 Scopus.com에서 검색된 CLA와 관

련된 최초의 연구논문이다. 그 후 1940년에 Forbes와 Neville 

[10]이 9,11-linoleic aci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고, 1942년에 

von Mikusch [51]가 10,12-octadecadienoic acid를 conjugated 

linoleic acid라는 단어를 사용하였다. Reiser [45]는 1950년에 

유리지방산과 triglyceride가 rat에서 conjugated linoleic acid

로 대사됨을 언급했지만 정확히 CLA 인지는 알 수 없었다. 

Nichols 등[36]은 linoleic acid를 알카리로 이성화하여 con-

jugated linoleic acid를 합성하였다.   

1939년부터 1960년 중반기까지는 주로 conjugated linoleic 

acid의 합성과 화학적인 특성 및 식용유를 수소화시켜 경화시

키는 과정에서 부산물로 생성되는 conjugated linoleic acid의 

anti-nutrition factor에 관련되는 연구였다[31, 50]. 

제2기 CLA 연구

1964년 중반부터 1980년 중반까지도 CLA 관련된 연구는 

진행되었다. 즉, 제1기에서 수행된 합성이나 불포화지방산의 

수소화 과정에서 생산되는 conjugated linoleic acid를 포함한 

trans 지방산의 ant-nutrition factor에 관한 심화된 연구도 진



Journal of Life Science 2017, Vol. 27. No. 8 967

행되었지만, 이 시기에는 반추위에 서식하는 혐기성 미생물인 

bacteria (Butyrivibrio fibrisolvens 등) 등에 의한 linoleic acid의 

biohydrogenation에 관한 연구가 주로 수행되었다. 이 분야에 

관한 연구는 미국 North Carolina 대학의 생화학과 Tove 교수

팀이 1964년에 “Biohydrogenation of unsaturated fatty acids 

by rumen bacteria” 연구[43]를 필두로 1982년에 “Biohydro-

genation of unsaturated fatty acids: Purification and proper-

ties of cis-9,trans-11-octadecadienoate reductase“ 연구[17]에 

이르기 까지 linoleic acid의 biohydrogenation에 관한 생화학

적인 연구를 수행하였다[18, 25, 26, 30]. 

이때까지 CLA라는 용어는 사용되지 않았고, conjugated li-

noleic acid라는 용어를 사용하였거나, c9,t11-octadecadienoic 

acid 등을 사용하였다. 그래서 Tove 교수팀이 연구한 bio-

hydrogenation에 관한 연구는 Scopus.com에서 검색할 때 

conjugated linoleic acid로 검색하면 검색되지 않고 c9,t11- 

ocadecadienoic acid나 linoleic acid biohydrogenation으로 검

색해야 한다. 1982년 이후 linoleic acid의 biohydrogenation에 

관한 연구는 다른 연구자들의 큰 관심 대상이 되지 못하였다. 

그 이유는 아마도 학문적으로 큰 매력이 없었기 때문으로 생

각된다. 

제3기 CLA 연구

미국 위스칸신대학의 Ha 등[12]이 fried ground beef로부터 

c9,t11-octadecadienoic acid를 분리하여 이물질을 c9,t11-CLA

로 명명하고 linoleic acid를 알카리 이성화로 합성한 여러 이

성체를 함유한 혼합물 CLA를 DMBA로 유발한 mouse skin 

carcinogenesis의 암발생을 억제한다는 CLA의 항암성을 1987

년에 발표한 이래 CLA 연구에 르네상스를 맞게 되었다. 

1987년 이후부터 1995년 사이의 CLA 초기 연구는 주로 

Wisconsin 대학연구팀에 의해 수행되었다. Ha 등이 1987년에 

Carcinogenesis에 발표한 DMBA로 유발한 mouse skin carci-

nogenesis에서의 CLA의 항암성[12], 1989년 J. Agric Food 

Chem.에 발표한 dairy products에서의 CLA 함량[13] 그리고 

1990년 Cancer Research에 발표한 CLA의 BP으로 유발한 

mouse forestomach tumorigenesis에서의 항암성[14] 3편이었

다. 그 이후 수년간 Kraft회사의 Scimeca 박사가 linoleic acid

를 알카리 이성화한 CLA를 제공하여 주었고, CLA의 면역성

은 Cook 교수(위스칸신대, 낙농학과), anti-atheroscrelosis 연

구는 남기선 박사(위스칸신대 식품연구소), 체지방감소 연구

는 박연화 박사(위스칸신대 식품연구소) 등의 연구자들이 주

도하였다. 그러던 중 미국 New Yolk 주립대학의 Clement Ip 

교수가 CLA는 rat mammary carcinogenesis를 강하게 억제한

다는 연구보고[20, 21] 이후 급속도로 CLA는 많은 연구자들의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기능성 지질의 한 분야를 

확보하게 되었다. 

CLA는 항암성, 체지방 감소성, 항동맥경화성, 항당뇨성, 항

혈압성, 남성호르몬 증강성 등 아주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되

었다. 따라서 CLA의 연구는 주로 이들 기능성 mechanism과 

분석법(CLA 이성체는 구조가 유사하고 불안정하여 초기분석

법 개발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음)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

되었다.

CLA의 주요 기능성

Anticarcinogenicity

앞서 언급한대로 초기 CLA의 anticarcinogenic 효과에 관

한 연구논문은 Ha 등이 1987년 Carcinogenesis에 발표한 

DMBA로 유발한 mouse skin carcinogenesis [12]와 1990년 

Cancer Research에 발표한 BP으로 유발한 mouse forest-

omach tumorigenesis [14]였고 Ip 등[20, 21]이 발표한 rat 

mammary carcinogenesis였다. 1995년 이후 CLA의 항암성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암세포 및 실험동물에서 수행되었다.

초기 이들 연구에 사용된 CLA는 linoleic acid를 알카리로 

이성화하여 합성한 CLA (c9,t11-CLA와 t10,c12-CLA가 동일

량 약 45% 함유)였고, 이 CLA가 현재 상업적으로 market에서 

유통되고 있다. 초기에는 CLA에 관한 합성법 및 분석법이 확

립되지 않아 CLA 이성체간의 항암성 연구에 애로사항이 있었

다. 최근에는 이들의 보다 쉬운 합성법 및 정확한 분석법이 

개발되어 linoleic acid를 알카리로 이성화한 CLA에 함유된 

이성체의 분리 및 정제 또는 식품에 함유된 CLA의 이성체를 

정량하고 있다. 따라서 최근에는 CLA의 이성체(주로 c9,t11- 

CLA, t10,c12-CLA 및 t,t-CLA)에 관한 anticarcinogenic 효과

에 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22, 41, 42]. 

CLA 및 CLA 이성체는 동물암세포 및 인체암세포에서 강

한 항암효과가 있었고, 실험동물에서도 항암효과가 있었다

[22, 41, 42]. 또한 이들 모델에서 CLA의 주 이성체인 

c9,t11-CLA와 t10, c12-CLA는 암세포의 종류 및 동물모델에 

따라 서로 다른 항암효과를 나타내었다[22, 41, 42]. 그러나 대

체적으로 t10,c12-CLA가 c9,t11-CLA보다 우수한 항암효과를 

나타내었다. 이 항암효과는 유리상태의 CLA나 triglyceride 형

태의 CLA가 비슷하였다[22].

최근 본인의 연구실에서 t,t-CLA (t9,t10-CLA와 t10,t12- 

CLA의 동일량 혼합물)를 합성하고 이의 항암효과는 다른 

CLA 이성체보다 뛰어나다는 결과를 얻었다[41, 42]. t,t-CLA 

및 다른 이성체를 암세포와 DMBA로 유도한 rat mammary 

carcinogenesis에서 처리한 결과 t,t-CLA는 c9,t11-CLA와 

t10,c12-CLA 보다 강한 항암력을 보였다[22, Fig. 4].

이들 CLA의 항암기전은 다양하지만, CLA는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s (PPARs)를 활성화시키고, 

nuclear factor NF-kB와 activator protein 1 (AP1)의 활성을 

억제하여 apoptosis를 유도하거나 cell proliferation을 억제하

였다[4 ,5]. 또한 CLA는 mitochondiral dysfuction에 의한 

apoptosis를 유도한다[22]. CLA는 암세포에서 저하되어 있는 

gap junctional inter communication(GJIC)을 증가시켜 항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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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LA          cis-9,trans-11-CLA     trans-10,cis-12-CLA   trans,trans-CLA

                       Control             LA        cis-9,trans-11-CLA  trans-10,cis-12-CLA   trans,trans-CLA

Fig. 4. Histochemical analysis of MNU-induced mammary tumors from rats treated with t,t-CLA. Tumor tissues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Islam et al., 2010).

Fig. 5. Gap junctional intercellular communication (GJIC) in MCF-7 cells measured by scrape-loading/dye-transfer (SL/DT) technique. 

MCF-7 cells treated with 40 μM c9,t11-CLA, t10,c12-CLA, and LA for 48 hr. (Left panel) Representative images of GJIC. 

(Right panel) Quantification of data.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 ± standard deviations (n=3). Means with different lower-

case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range test (Rakib, et al., 2013).

작용을 한다[41, 42; Fig. 5]. 

Antiobesity

CLA 항암연구에서 CLA를 처리한 실험동물의 몸무게가 감

소됨을 관찰하게 되었고, 이 경우 체지방이 감소됨을 알게 되

었다. 위스칸신대학의 박연화박사가 1997년에 CLA는 mice 근

육량은 늘이고, 체지방은 감소한다는 연구결과를 Lipids에 발

표함으로써 CLA의 체지방감소에 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38]. 그 후 수많은 CLA의 체지방 감소에 관련된 연구가 in 

vitro, 실험동물인 mice, rats, pigs와 임상시험이 수행되었다

[37, 38]. CLA는 adipocytes에서 lypolysis 증가, adipocytes 및 

skeletal muscle cell에서 β-oxidation의 증가, 간에서 β-oxida-

tion의 증가 및 지방산 합성 억제, obese rats에서 산소소비 

및 에너지소비 증가, PPARs를 활성화하여 PPARa-regulated 

lipolytic genes (carnitine-palmitoyl transferase, acyl CoA ox-

idase, uncoupling proteins)을 유도하여 체지방을 감소하는 

역할을 한다[4, 5, 32, 37, 40, 52].

CLA 이성체 간의 체지방 감소효과는 t10,c12-CLA 이성체

가 c9,11-CLA보다 더 효과적이라고 보고되었다[6, 40, 48]. 이 

효과는 아마도 간의 fatty acid synthase (FAS)의 활성을 낮추

는 동시에 간의 triglyceride와 cholesterol의 함량을 낮추고, 

간이나 adipocytes에서 stearoyl-CoA desaturase (SCD) 발현

억제,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1 (SREBP 1)

의 발현 up-regulation에 의해 hepatic lipogenic genes (FAS, 

acyl-CoA carboxylase 및 SCD) 발현을 유도하는 활성이 

t10,c12-CLA 이성체가 c9,11-CLA보다 우수하기 때문일 것이

다[38]

인체시험에서 CLA 섭취는 체지방, 특히 복부지방을 감소

시켰고, 혈장 총지방과 포도당 흡수를 억제시켰다[6, 11,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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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시험과 중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시험에서도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27, 57]. 그러

나 이와 같은 효과는 비만도, CLA 섭취기간, CLA 섭취량에 

따라 상이하였다. Benjamin 등[6]은 과체중 인 성인이 체지방

을 감소시키기 위해 CLA (75% purity)를 하루에 3.4 g을 3개월 

동안 섭취해야 하고, Kim 등[27]은 한국인 중 과체중인 성인은 

6.0 g을 4개월 섭취해야 한다고 하였다. Riserus 등[44]은 고농

도의 t10,c12-CLA 섭취는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따라서 이와 같은 side effect를 경감시키기 위해서는 

이들 효과를 억제할 수 있는 물질을 같이 섭취할 경우 좋은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Antidiabetic

CLA는 비정상적인 당대사를 하는 동물 모델에서 당대사를 

정상화시키는 역할을 한다. 비만 및 당뇨 rats에서 1.5% CLA 

diet를 2주간 처리한 결과 impaired glucose tolerance가 정상

화 되었고, 이 효과는 pharmaceutical agent troglitazone과 유

사하였다[16]. CLA의 antidiabetic effects는 PPAR activation

에 기인하여 이는 plasma adiponectin concentration를 증가시

켜 hyperinsulinemia를 감소시키고 skeletal muscle에서 5‘- 

AMP activated protein kinase (AMPK)를 활성화시키고 acti-

vated AMPK는 GLUT4 translocation시켜 skeletal muscle에

서 포도당의 흡수를 증가시킴으로 혈당을 조절한다[46].

CLA의 혈당 정상화에 관한 연구는 많은 실험동물에서 밝

혀졌다. CLA의 이성체 중에서는 t10,c12-CLA가 다른 이성체 

보다 glucose tolerance, skeletal muscle insulin 작용과 UCP-2 

gene 발현을 증가시켜 당대사를 정상화시킨다[44, 46]. 또한 

인체실험에서는 CLA 를 8 g 씩 8주 섭취한 2형 당뇨환자의 

체중감소와 leptin 증가는 t10,c12-CLA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 

체지방 감소와 당대사 정상화에 t10,c12-CLA가 더 관련성이 

있음을 암시한다[32]. 

Antihypertention

수많은 rat 모델에서 CLA는 혈압을 낮추는 역할을 함이 

밝혀졌다. CLA는 obese, Zuker rat와 obse OLETF rat에서 비

만 연계 고혈압으로 전환됨을 방지하였다[33]. 이와 같은 현상

은 non-obese spontaneously hypertension rat에서도 일어났

다[19]. t10,c12 CLA가 더 효과적이었고, 그 기전은 활성이 있

는 adipocytokines (adiponectin, leptin, angiotensinogen)의 

생성과 endothelial cell에서 NO와 eicosanoid 생성에 기인하

였다[34]. 

인체시험에서 CLA의 항혈압효과는 controversy였다. CLA

를 4.5 g 씩 8 주 섭취한 제1기 당뇨환자의 수축기 혈압 및 

이완기 혈압이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57]. 최근 Yang 등[55]

은 638명을 대상으로 CLA를 하루에 2.0 mg ~ 6.8 mg을 섭취

한 8 연구를 대상으로 meta-analysis를 통해 분석한 결과 pla-

cebo와 비교하여 systolic은 -0.03 mmHg (95% CI: -2.29, 2.24, 

p= 0.98), diastolic은 0.69 mmHg (95% CI: -1.41, 2.80, p=0.52)

로 나타나 CLA 급여는 혈압을 낮추는 데에 큰 효과가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은 연구환경, 연구조건 및 시험

대상자에 따라 차이가 있기 때문이다. 

Antiinflammation 

많은 질병은 염증반응과 관련이 있다. CLA가 다양한 질병

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CLA와 염증반응과의 관계

는 많이 연구되었다. CLA는 pig에서 PPAR-γ 발현을 up-regu-

lation하였고, DSS로 유도한 colitis을 지연시켰다[4]. PPAR-γ 

활성은 colitis에 주요한 역할을 하는 CD4+를 발현을 억제하였

다[15]. 또한 CD4+로 유도한 mice colitis에서 CLA는 TNF-α 

발현을 억제하였고, NF-κB를 활성화시켰고, PPAR-γ co-

activator 1-alpha (PGC-1α)와 TGF-β1의 발현을 촉진하였다

[2, 5]. 이와 같은 사실로 CLA는 염증반응과 관련된 질병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Antiatherosclerosis

CLA와 antiatherosclerosis에 관한 수많은 연구가 수행되었

다. CLA의 동물에 대한 antiatherosclerosis에 관한 연구는 위

스칸신대학의 이기선 박사가 처음 시작하였다[28]. Rabbit에 

CLA를 하루에 0.5 g씩 22주간 처리했는데, CLA 처리 12주부

터 총 cholesterol과 LDL cholesterol 및 triglycerides 함량 현

저히 줄었고, LDL cholesterol과 HDL cholesterol 비율 및 총 

cholesterol과 HDL cholesterol 비도 감소되었고 aortas athe-

rosclerosis는 현저히 줄었다[28]. 그 이후 CLA는 mice, rab-

bits, hamsters에 대한 항동맥경화성 연구가 수행되었다[7]. 

CLA의 ApoE-/- mice에서 항동맥경화 효과는 t10,c12-CLA보

다 c9,t11-CLA가 더 효과적이었고, t10,c12_CLA는 오히려 

pro-atherosclerosis 역할을 하였다[2]. 따라서 CLA의 항동맥

경화 효과를 증가시키기 위해서 단일 CLA 이성체를 사용하는 

것보다 이들 이성체의 혼합물인 CLA를 사용하는 것이 효과적

이었다[49]. CLA의 항동맥경화 효과는 면역반응을 억제하고, 

혈중 cholesterol 조절에 기인한다.

Testosterone production

최근 CLA는 남성성호르몬인 testosterone의 생합성을 증가

시킨다는 보고가 있어 흥미를 끌고 있다. Rat leydig tumor 

cell (R2C)에 CLA 처리 48시간 후 testosterone의 함량이 증가

하였다[29]. CLA를 매일 몸무게 kg 당 0.5 g 처리 30일 후에 

mice 혈액의 FSH, LH 및 testosterone 함량을 증가시켰다[3]. 

인체시험에서 남성 운동선수에게 운동을 하지 않고 하루 

6 g CLA를 3주 복용 후 혈액에 함유된 sex-hormone binding 

blobulin (SHBG)과 testosterone 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

였지만 제한적인 운동을 한 후의 혈중 총 testosterone 함량을 

증가시켰다[3, 29]. 이와 같이 CLA가 testosterone 생성에 미치

는 영향은 시험 동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었다.

CLA가 testosterone 생합성에 미치는 영향은 먼저 adi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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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tes에서 perilipin과 hormone-sensitive lipase (HSL)를 함유

한 지방구 보호 coat를 형성하고, 이들 두 protein에 hyper-

phosphorylation을 일으키게 하며, perilipin이 지방구로부터 

방출하고 HSL은 cholesteryl ester를 free cholesterol로 전환시

키는 역할을 한다[47]. Leydig 세포에서도 adipocyte에서와 동

일한 기전으로 testosterone 생성을 촉진한다[47, 54]. 두 번째

로 CLA는 steroidogenesis에 관련되는 효소, 17α-hydrox-

ylase/17,20-lyase (CYP17A1)의 발현을 촉진하여 testosterone

을 합성을 증가시킨다. R2C에 CLA 처리는 testosterone 생합

성이 증가함과 동시에 CYP17A1의 mRNA와 protein 함량이 

증가하였다[3]. 운동을 시킨 mice에서도 CLA는 plasma의 tes-

tosterone과 CYP17A1의 mRNA와 protein이 증가하였다[3]. 

따라서 CLA는 CYP17A1을 통하여 testosterone biosyn-

thesis 증가시키는데, 이는 지속적인 운동에 의해 CLA가 고환 

leydig cell의 CYP17A1 발현을 촉진시켜 testosterone 생합성

을 촉진시킨다.

Antioxidant

CLA의 항산화성에 관한 내용은 CLA가 BP로 유도한 

mouse forestomach carcinogenesis 항암성 역할을 하는 것은 

항산화성 때문이라고 보고한 후부터 “CLA의 항산화성“은 많

은 연구자들의 토론(debate)의 대상이 되었다[14]. 이 연구에

서 저자들은 CLA의 in vitro에서 항암성 결과를 in vivo로 유추

하여 설명하였다. 그 후 Ali 등[1]은 in vitro에서 CLA의 DPPH 

radical scavenging kinetic 연구에서 CLA는 ethanol 용액에서 

직접 DPPH free radical과 결합하고 quenching 하였다. CLA 

이성체 중에서는 t10,c12-CLA가 DPPH free radical scaveng-

ing 활성이 강하였고, c9,t11-CLA는 저 농도에서 강력하게 

free radical과 결합하고 quenching하는 역할을 하여 CLA가 

다양한 생리활성의 기능을 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Yu 등[56]

도 CLA 이성체가 각각 다르게 DPPH free radical과 결합하거

나 scavenging하고 이성체 혼합물인 CLA는 이성체 단독보다 

시너지 효과가 있음을 밝혔다. 또한 Park 등[39]은 CLA가 Fe

와 π-complex를 이루어 제거하기에 항산화성 역할을 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Chen 등[8]은 in vitro 연구에서 CLA의 

항산화성을 부정하였다. 이와 같이 in vitro 실험에서 CLA의 

항산화성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실험방법과 실험조건에 따른 

결과라고 본다.

In vivo 연구에서는 CLA는 조직이나 혈장에서 항산화와 관

련된 여러 biochemical marker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

였다(TBARS의 감소, 항산화효소와 항산화물질 증가). CLA는 

oxidative balance에 변화를 주지 않으면서 GSH 합성을 유도

하였지만 linoleic acid와 같은 다른 지방산은 cyclooxyge-

nase-2를 up-regulation하여 malondialdehyde나 reactive 

oxygen species를 과잉 생산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23, 53]. 

CLA는 C57BL/6J mice의 liver α-tocopherol 함량과 liver α- 

tocopherol transfer protein의 증가를 유도하여 항산화성을 나

타내었다[9]. 이 경우 antioxidant enzyme protein 증가는 없었

다. Human umbilical vein endothelial cells (HUVEC)에서 

c9,t11-CLA와 t10,c12-CLA 두 이성체 모두 PPAR-γ DNA 

binding 활성과 NF-κB DNA binding 활성을 증가시켜 SOD

활성을 증가시켰다[35]. 

이와 같이 CLA 항산화성은 in vitro에서는 CLA가 직접 free 

radical과 결합하거나 scavenging하여 항산화성을 나타내었

고, 산화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Fe를 chelating 함으로써 항

산화성을 나타내었다[3]. In vivo에서는 CLA가 대사과정을 거

쳐 조직 및 혈중에서 항산화와 관련되는 다양한 biochemical 

marker에 영향을 미쳐 항산화성을 나타내었다[58].

결   론 

CLA에 관련된 연구는 1939년부터 시작되어 1987년 CLA의 

항암성 기능성이 밝혀진 이후 생물과학 전 분야 과학자들이 

관심을 갖게 되어 오늘날과 같은 항암성, 항당뇨성, 항혈압성 

등의 기능성이 밝혀졌고 6,100 편의 CLA 관련 연구논문이 발

표되었다. 그러나 2013년 이후부터 CLA 관련 연구논문이 감

소하기 시작하였다. 앞으로 CLA에 관한 연구를 더욱 활성화

시키기 위해 c9,t11-CLA 및 t10,c12-CLA 이성체 보다 생물학

적인 활성이 강한 t,t-CLA 연구에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그리

고 수많은 CLA 연구를 Big-Data로 분석하여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의 모색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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록：CLA의 생물학  기능

하 래*․김정옥․김 숙

(㈜HK바이오텍, 부설 HK항노화연구소)

CLA는 탄소가 18개(C18)인 linoleic acid의 이중결합이 C9,C11; C10,C12 위치로 이동됨으로 생성되는 입체이성

(c,c; c,t; t,c; t,t)체를 총괄적으로 일컷는 말이다. 이론적으로 가능한 이성체 중에서 c9,t11-CLA가 rumen bacteria,  

lactic bacteria, 버섯균 등의 linoleate isomerase에 의해 linoleic acid로부터 생합성된다. 그러나  linoleic acid를 

알카리 이성화로 합성한 CLA에는 이론적으로 가능한 모든 CLA 이성체가 존재한다. 그 중 c9,t11-CLA와 

t10,c12-CLA가 약 45%씩 동일량 존재한다.  CLA가 1939 년 linoleic acid의 elaidinization 반응에서 처음으로 소개

되었으나 그 이후에는 과학적인 이용가치가 없어 과학자들의 관심의 대상이 되지 않았다. 그러나 1987년에 CLA

가 7,12-dimethylbenz[a]anthracene (DMBA)으로 유도한 mouse skin carcinogenesis에서 항암성이 있다는 보고 이

후 CLA에 관한 연구는 급속도로 증가하여 현재까지 약 6,100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CLA와 c9,t11-CLA 및 

t10,c12-CLA 이성체는 in vitro와 in vivo에서 항암성, 항당뇨성, 항혈압성, 항동맥경화성, 면역증강성, 항산화성, 체

지방감소성, testosterone 생산성 등의 생물학적 기능이 갖는다고 밝혀졌다. 이들 생리활성에 c9,t11-CLA와 

t10,c12-CLA가 in vitro와 in vivo에서 다른 활성을 보이고 있다. 특히, 합성 CLA에 소량 혼합되어 있는 t,t-CLA가 

carcinogen으로 유도한 동물모델이나 암세포에서 다른 이성체 보다 강한 항암성을 보이는 결과는 앞으로 더 많은 

연구의 대상이 될 것이다. 본 총설에서는 CLA 관련 연구가 시작된 1939년부터 현재까지의 CLA 연구 트렌드를 

살펴보고 밝혀진 주요 기능성을 보고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