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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evaluate novel usability as natural anti-obesity supplement of Selaginella tamariscina 
extract. The total phenol contents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were 60.29±3.11 GAE mg/g and 14.90±0.34 QE mg/g, 
respectively. To evaluate anti-obesity activity of Selaginella tamariscina extract, pancreatic lipase inhibition activity as well 
as its inhibition effect of lipid accumulation in adipocytes were conducted by Oil Red O staining and lipolysis assay. The 
result of pancreatic lipase inhibition activity of S. tamariscina extract showed a wide range between 40 and 73% dose 
dependently. While the incubation of 3T3-L1 cells with S. tamariscina extract inhibited differentiation of preadipocytes and 
reduced lipid accumulation, the level of released free glycerol into culturing medium was increased in multiple concentrations. 
These results showed that S. tamariscina extract inhibit adipogenesis and pancreatic lipase activity. Thus, S. tamariscina 
extract can be a candidate for regulating lipid accumulation in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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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세계보건기구에 의하면 비만은 전 세계에 사회적인 경향

성을 갖는 질병으로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명시되었다. 
비만은 지나친 칼로리 섭취와 부족한 칼로리 소모가 유도하

는 에너지 불균형 상태로 지방세포의 크기 증가와 숫자 증가

로 체지방이 피하조직 또는 장간막에 축적되어 결과적으로 

체중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Lee 등 2013). 비만은 체중증

가로 인한 외적 변화의 문제뿐만 아니라, 당뇨 또는 고지혈

증, 동맥경과 및 고혈압 등의 심혈관질환과 같은 성인병을 동

반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Rosen 등 2000).
지방세포(adipocytes)는 전지방세포(preadipocytes)의 분화

를 통하여 세포 내 지질이 축적되며, 지방세포 내의 지방구는 

중성지방의 합성과정(lipogenesis) 및 분해과정(lipolysis)의 

작용으로 그 양이 조절된다(Lee 등 2008, Ahn 등 2012, Lim 
등 2014). 이 때, 다양한 병리학적 문제를 야기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 따라서 비만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연구로는 크

게 둘로 나뉘는데, 첫째로, 지방생성기전을 조절하거나, 둘째

로, 지질을 분해하는 리파아제 활성을 조절하여 지질의 소화 

및 흡수를 저해하고, 지질이 체외로 배설되도록 지방 축적을 

예방하는 기작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Lee 등 2011; Kim 
YH 2017).

시중에 유통되어 주로 사용되는 비만 치료제로는 판크레

아틱 리파아제 저해제로서 orlistat(tetrahydrolipstatin)가 대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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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이며, 그 구조가 중성지방과 비슷하여 리파아제의 활성부

위와 결합을 형성하여 지질의 가수분해를 방해는 것이 특징

이다. Orlist는 그 효과가 강력하지만, 지용성 비타민 흡수억

제, 위장 과민증, 담즙분비장애 등의 부작용을 나타낸다고 보

고되어(Bray GA 2009), 최근에는 부작용을 줄이면서 효과적

인 신규 천연물 비만 치료제를 개발하고자하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
부처손(Selaginella tamariscina)은 Selaginella에 속하며, 한

약명은 권백이다. 예로부터 한국 및 중국 등 아시아 전역에서 

전통적으로 탈장, 혈뇨, 부정출혈, 월경불순, 자궁출혈 및 

만성 간염을 치료하는 목적으로 사용되어왔다(Lee 등 2008; 
Zheng 등 2013). 이전의 연구에서는 부처손의 혈당감소, 항산

화, 항염증 및 항암 효과가 검증되었다(Miao 등 1996; Lee 등 

2008; Li 등 2014). 한편, 천연 식물에 함유된 이차대사산물인 

폴레페놀, 플라보노이드 등의 페놀성 화합물은 제2형 당뇨를 

예방하며(Zhang 등 2010; Balasubramaniam 등 2013), 리파아제 
저해 활성 및 지질 축적 억제를 통한 비만 억제 효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Kurihara 등 2006; McDougall 등 2009; 
Sosnowska 등 201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건조된 부처손을 알콜 추출하여 플

라보노이드 등의 페놀성 화합물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이 판

크레아틱 리파아제 저해, 지방축적 억제 및 지방분해에 효과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한 부처손은 서울 약령시장에서 구입하

여 사용하였다. 추출물은 건조된 시료 20 g에 20배의 70% 에
틸알코올을 넣고 70℃의 수조에서 3시간 동안 환류 추출하였

다. 추출물은 감압 농축하고, 동결건조를 거쳐 모든 용매를 제

거한 후 분말로 제조하였으며, 추출물은 DMSO로 용해하여 

각 실험에 적절한 농도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2. 총 페놀 화합물 함량 측정

본 연구에서는 Folin-Ciocalteu 방법(You 등 2018)을 활용하

여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을 측정하였다. 서로 다른 농도의 시

료 70 μL와 2 N Folin-Ciocalteu 시약 70 μL를 섞어 반응시켰

다. 반응 3분 후 2% 탄산나트륨 70 μL를 넣어주고, 1시간 추

가로 반응시켰다. 반응액은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총 페놀 화합물의 양을 확인하였다. 결과 값은 갈산을 표준물

질로 사용하여 갈산 당량(Gallic Acid Equivalent: GAE mg/mL)
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3.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플라보노이드의 함량 측정은 You 등(2018)의 방법을 수

정한 후 사용하였다. 농도가 다른 시료 50 μL와 2% 염화암모

늄 150 μL를 섞어준 후 15분 방치시켰다. 이후 흡광도를 430 
nm에서 측정하였고, 결과 값은 퀘르세틴을 표준물질로 사용

하여 퀘르세틴 당량(Quercetin Equivalent: QE mg/mL)으로 계

산하여 나타내었다.

4. 리파아제 저해 활성 측정

판크레아틱 리파아제 효소 활성 저해능 분석은 Eom 등 

(2013)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먼저 enzyme buf-
fer(10 mM MOPS, 1 mM EDTA, pH 6.8)에 porcine pancreatic 
lipase를 용해한 효소용액 30 μL에 Tris buffer(100 mM tris- 
HCl, 5 mM CaCl2, pH 7) 850 μL와 후보시료를 100 μL씩 첨가

하여 혼합한 후 37℃에서 15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substrate 
solution(10 mM of p-nitrophenylbutyrate in dimethyl formamide)
를 20 μL 첨가하여 37℃에서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405 nm
에서 ELISA reader(Spectramax M2, USA)를 이용하여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양성대조군으로 orlistat을 사용했다.

Lipase저해활성  Blank
SamplesBlank ×

5. 3T3-L1 세포 배양 및 분화

3T3-L1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Manassas, VA, USA)에서 분양받았다. 3T3-L1 지방전구세포

를 10% Fetal bovine serum(FBS, WellGENE Daegu, Korea)
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이 함유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WellGENE Daegu, Korea)을 이용하

여 37℃, 5% CO2에서 배양하였다. 지방전구세포를 분화 유도

하기 위해서 48시간 배양 후, DMEM에 분화유도 호르몬(0.5 
mM 3-isobutyl-1-methylxanthine(IBMX), 0.5 μM Dexamethasone 
(DEX), 10 μg/mL Insulin: MDI(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를 혼합하여 분화하였다. 총 8일 동안 분화를 위

하여 배양하였으며, insulin(10 μg/mL)을 포함된 DMEM 배지

를 2일마다 교환하였다.

6. 세포생존률 측정(MTT assay)
3T3-L1 지방전구세포를 1×104 cells/well로 48 well plate에 

분주 후 24시간 배양하였고, 새로운 배지와 함께 10~200 μ
g/mL 농도별 추출물을 처리하여 7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 용액(5 mg/mL)
을 각 well에 첨가하고, 2시간 동안 배양한 후 상층액을 제거

하고, 각 well에 DMSO를 첨가하여 생성된 보라색 결정을 용

해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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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ame Extract
yield (%)

TPC
(GAE mg/g)

TFC
(QE mg/g)

Selaginella 
tamariscina 10.3±0.17 60.29±3.11 14.90±0.34

Each value represented mean±S.D. of triplicate experiments.
GAE: gallic acid equivalent, QE: quercetin equivalent.

Table 1. The yield, total phenol contents and total fla-
vonoid contents of Selaginella tamariscina extract

7. Oil red O 염색

Oil red O 염색은 Jang 등(2018)의 연구에서 활용한 방법에 

따라 수행되었다. 지방세포로 분화된 3T3-L1 세포를 10% 
formalin 용액으로 상온에서 10분간 고정하였다. 고정된 세포

에 Oil Red O 용액(0.2% Oil red O Isopropanol solution:Water= 
3:2)을 첨가하여 지방세포 내 지방구를 1시간 동안 염색하고, 
Oil red O로 염색된 지방구를 100% isopropanol을 이용하여 

모두 용해한 뒤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Lipolysis assay
지방세포 내 지방분해 작용에 미치는 부처손의 효과를 측

정하기 위하여 Cha 등(2010)의 방법을 수정하여 활용하였다. 
지방세포로 분화된 3T3-L1 세포에 다양한 실험 농도의 추

출물을 첨가한 후 72시간동안 배양한 후, 배양한 배지를 취

하여 10분간 70℃에서 열을 가하여 효소들을 불활성화 시켰

다. 효소가 불활성화 된 배지에 글리세롤 시약을 첨가하고, 
1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글리세롤

의 양을 측정하였다.

9. 통계분석

결과분석은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 ver. 
19, Chicago, IL, USA)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모든 실험값 

3회 반복한 결과의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실험군간 

통계적인 유의차는 one-way ANOVA로 확인한 후 p<0.05 수
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부처손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에 함유된 다양한 이차대사산물 중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페놀성 화합물을 건강에 유익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nasaki 등 1994). 페놀성 화합물은 항암, 항염

증, 항산화 및 항균작용이 뛰어난 것으로 보고되었고(Jang 등 

2014), 특히, 페놀성 화합물이 다양한 지질 축적을 억제 기작

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그 효과가 입증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부처손의 총 페놀 함량 및 플라보

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부처손의 수율이 

10.3%로 확인되었고, 총 페놀 함량은 60.29±3.11 mg GAE/g,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14.90±0.34 mg QE/g으로 확인되었다

(Table 1). Lee 등(2006)의 연구에서는 본 연구의 추출방법과 

동일하게 70% 알코올로 70℃에서 3시간 환류추출을 하였다. 
이 때 총 페놀의 함량은 99.3 mg GAE/g이고, 총 플라보노이

드는 37.2 mg QE/g으로 나타났다. Lee 등(2006)의 추출방법

이 본 연구와 유사한 점을 감안할 때 시료의 재배환경에 따

른 차이가 있거나, 총 플라보노이드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는 방법이 달라 결정되는 값이 달라졌을 것으로 생각

된다. 
Zheng 등(2011)의 연구에서 부처손의 플라보노이드 분획

물을 고지방식이 모델 쥐에게 처리하였을 때 당뇨가 저해되

는 효과가 나타났으며, 또한, Zheng 등(2013)의 연구에서 부

처손의 플라보노이드 분획물이 당뇨모델 쥐에서 고지방혈증 

및 산화 억제 효능을 나타내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부처

손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지질 대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페놀성 화합물인 

플라보노이드가 다량 함유된 부처손 추출물의 비만 억제 효

과에 대하여 알아보고자 지방 합성 억제 및 지방 분해 작용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부처손의 판크레아틱 리파아제 저해 활성

비만치료제로서 사용되는 판크레아틱 활성 저해제는 지방

을 모노글리세라이드와 지방산으로 분해한 후 다시 지방으

로 흡수되지 않고 배설시켜 최적의 비만치료제로 여겨지고 

있다. 하지만 대표적인 판크레아틱 활성 저해제인 orlist는 그 

효과에 반하여 부작용이 심각하여 최근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천연 소재 개발이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고 있다(Nakai 
등 2005; Conforti 등 2012; Lim 등 2014).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부처손을 천연 판크레아틱 리파아제 저해제로서의 활용 

가치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부처손 추출물의 판크레아틱 리파아제 저해 활성은 40~ 

73%로 확인되었으며, 그 결과를 Fig. 1에 나타내었다. 부처손 

추출물은 농도 의존적으로 판크레아틱 리파아제 저해 활성이 
증가하였다. 또한, 실험 농도 중 500 μg/mL에서는 양성대조군

인 orlistat(10 ng/mL)와 그 효과가 통계적으로 동등하게 나타

났으며, 1,000 μg/mL에서는 orlistat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전

의 연구에 의하면 부처손에 함유된 플라보노이드는 혈중 포

도당, 콜레스테롤, 중성지질의 농도를 낮춰주는 것으로 확인

되었으며(Zheng 등 2013), 다음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를 뒷

받침해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또 다른 

기전의 지질축적 억제에 부처손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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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Inhibitory effect on pancreatic lipase of Selaginella 
tamariscina. 3T3-L1 adipocytes treated with Selaginella 
tamariscina extracts in multiple concentrations (31.25, 62.5, 
125, 250, 1,000 μg/mL) and orlistat (10 ng/mL). Each value 
indicated as mean±S.D. from triplicate experiments. Th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Fig. 2. Cell viability of Selaginella tamariscina. 3T3-L1 
preadipocytes were cultured with Selaginella tamariscina 
extracts for 48 and 72 hr.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The results were presented as percent growth 
rate of cells in present of extract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Each value indicated as mean±S.D. from triplicate 
experiments. Th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
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Fig. 3. Inhibitory effect on fat accumulation of Selaginella 
tamariscina. All values were calculated as a percentage of 
fat accumulation in lipid droplet compared with MDI group. 
Each value indicated as mean±S.D. from triplicate experi-
ments. Th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위하여 3T3-L1세포를 활용하여 지질생성 억제 및 지질분해 

효과를 확인하였다.

3. 부처손을 처리한 3T3-L1 전지방세포의 생존률

세포 생존룰 확인을 위해서 3T3-L1 전지방세포에 부처손 

추출물을 48시간 및 72시간 동안 처리하였으며, MTT법을 통

하여 세포생존율을 확인하였다(Fig. 2). 48시간과 72시간의 

결과를 비교하였을 때 처리 시간이 증가하여도 독성이 증가

하지 않았고, 오히려 장시간 처리하였을 때 세포 생존율이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시간 의존적인 독성이 없음을 확인

하였다. 세포독성은 ISO(ISO 10993-10995)에 의하여 세포생존

율이 70% 이상일 때의 실험 농도를 안전한 것으로 결정하는

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험 농도 범위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모두 80% 이상으로 확인되었으며, 추후 실험에서는 세포 생

존률이 90% 이상으로 확인된 0~250 μg/mL를 시험농도로 사

용하였다. 

4. 부처손의 지질생성 억제 및 지질분해 효과

부처손의 지질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Oil red O 
staining법을 이용하여 3T3-L1 세포 내 지질의 양을 정량하였

다(Fig. 3). 부처손을 3T3-L1 세포에 처리한 결과, 125와 250 
μg/mL에서 무처리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지질의 양이 감소

되었고, 부처손 추출물 250 μg/mL를 처리하였을 때 양성대조

군인 10 mM N-acetyl-L-cysteine(NAC)과 통계적으로 같은 효

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p<0.05).
지질의 축적은 지질생성과 지질분해 기작이 균형적으로 

이루어지면서 그 양이 조절된다(Rayalam 2008). 체내의 중성

지질은 지질분해 기작에 의하여 지방산과 글리세롤로 분해

된 후 에너지로 사용된다(Lim 등 2014). 본 연구에서는 부처

손 추출물의 지방세포 내 지질분해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중성지방이 분해되어 생성되는 프리글리세롤의 양을 측정하

였다. 부처손 추출물을 72시간 처리하여 농도별 부처손 추

출물의 효과를 확인한 결과, 125 μg/mL까지 농도 의존적으로 

지방 분해 효과가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Fig 4).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 부처손 추출물은 탁월한 판크레아

틱 리파아제 저해 활성을 가지고 있어 중성지질의 체내 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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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Selaginella tamariscina on glycerol re-
lease in 3T3-L1 cell. 3T3-L1 adipocytes were treated with 
Selaginella tamariscina extracts for 72 hr. Lipolytic effect 
was evaluated by the release of glycerol to the culture 
medium. Each value indicated as mean±S.D. from triplicate 
experiments. Th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mean statisti-
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at p<0.05.

를 저지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3T3-L1 전지방세포의 분화

를 억제하여 지질생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뿐
만 아니라, 및 3T3-L1 지방 세포 중성지질을 효과적으로 분해

시키는 것이 확인되었다. 이는 부처손 추출물이 다양한 지질 

대사에 관여하여 체내 지질의 축적을 억제하고, 생성된 지질

을 효과적으로 분해 또는 흡수 방해를 하여 비만 예방 및 치

료에 효과적인 후보 물질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국내에서 부처손(권백)은 한약재로서 약용으로는 활

발하게 활용되며, 포제 등의 가공에 따른 생리활성의 차이가 

보고된바 있으나(Lee 등 2006), 식품으로서 활용을 위한 추출, 
건조, 조리 등의 가공 조건에 따른 생리활성 연구는 매우 부

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식품으로 다양한 적용을 위하여 

가공처리 조건에 따른 생리활성 물질 및 생리활성에 대한 연

구가 추가로 수행되어야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후속의 연

구에서는 부처손이 지질 대사 내 작용하는 효소단백질 또는 

전사인자의 발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분자생물학적인 

결과를 확보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아시아에서 전통약용식물로 활용되는 부

처손을 에탄올 추출하여 플라보노이드를 포함한 페놀성 화

합물을 추출하였으며,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60.29±3.11 GAE mg/g, 14.90±0.34 QE mg/g으로 확인되었다. 
우리는 부처손 추출물을 항비만 후보소재로서의 가치를 확

인하기 위하여 판크레아틱 리파아제 저해 활성을 확인하였

으며, 3T3-L1 세포를 활용하여 지질 축적 억제효과 및 지질 

분해 효과를 확인하였다. 판크레아틱 리파아제 저해 활성 측

정 결과, 농도 의존적으로 리파아제를 저해하는 활성을 나타

냈다. 또한, 3T3-L1 전지방세포를 분화시키는 동안 부처손 추

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지방세포 분화 억제, 즉 지질 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확인하였으며, 부처손을 3T3-L1 지방세포

에 처리 후 프리 글리세롤의 양을 측정하여 지질 분해 효과를 

확인한 결과, 위의 두 실험과 마찬가지로 농도 의존적인 효과

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하여 우리는 부처손 추출물

은 다양한 지질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확인하였다. 부처

손은 지질이 축적되는 것을 막고, 생성된 지질은 효과적으로 

분해하며, 체내 흡수를 막아줄 수 있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따라서 부처손 추출물은 향후 항비만 소재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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