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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합성 인자 조절 및 식이 섭취 감소를 통한 곽향의 항비만 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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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e herb of Agastache rugosa (AR) is a traditional herbal medicine used for colds, 
vomiting and furuncles. However, there are few reports to investigate the inhibitory effects of AR 
on obesity. In this study, the effects of AR on high fat diet (HFD)-induced obesity and its 
mechanism of actions were investigated in experimental animals.
Methods: The mice were fed HFD for 4 weeks to induce obesity. After randomly divided into 
normal fat diet, HFD and AR groups, 200 mg/kg of AR was administrated for 4 weeks with 
continuous HFD feeding while vehicle was orally treated to HFD group. Food intake and body 
weight were recorded weekly.
Results: Increased body weight by HFD was improved by AR treatment. AR administration 
inhibited an increase of visceral fat weight as well as adipocyte hypertrophy. Hepatic steatosis 
was ameliorated in AR-treated mice. In addition, treatment of AR attenuated the expression of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gamma in the 
epididymal adipose tissue. Also the increased serum leptin level by HFD was maintained in AR 
group, leading to inhibition of food intake.
Conclusions: AR treatment showed inhibitory effects on HFD-induced obesity by inhibition of 
PPAR-gamma and reduction of food intake. AR could be an alternative treatment for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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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과다한 에너지 섭취로 인해 체내대사활동으로 쓰

여진 에너지의 나머지가 중성지방으로 전환된 후 지방조직에 

축적되어 야기된 체지방의 과다상태를 말한다1). 비만의 기

준으로 체질량 지수(body mass index, BMI)를 사용하는데 

정상체중은 BMI 18.5∼24.9 kg/m2, 과체중은 25∼29.9 kg/m2, 

비만은 30 kg/m2 이상으로 평가된다2).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증가하고 있는 비만은 선진국

에서 성인 인구의 10%∼40% 정도의 유병률을 보이고 있

으며, 세계 인구 중 BMI 30 kg/m2 이상의 비만 인구는 3억 

명 이상으로 추정되고 있다3). 또한 미국에서 키와 체중 기

준으로 2011∼2012년에 20세 이상 성인의 34.9%는 비만

이라는 것이 밝혀졌다4). 이러한 증가 추세에 비례하여 비만 

유병률은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비만 증가의 

경향을 이용하여 2030년에는 거의 모든 사람이 비만하게 

될 것이라고 예측하는 연구자도 있다5).

최근 보고된 비만 연구에 따르면 비만은 개인의 일상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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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습관과 연관성이 높다고 보고된다6). 비만은 개인의 직업, 

환경, 경제적 상태, 식생활패턴 등 다양한 요인과 관련되어 

있는데, 이를 크게 의학적으로는 유전적 용인과 환경적 요

인으로 나눌 수 있다7). 환경적 요인으로는 잘못된 식생활 

패턴과 과도한 열량 섭취, 탄수화물의 과다한 섭취 등이 보

고되었으며, 유전적 요인으로 추정되는 비만 관련 유전자들

에 대한 연구가 현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8). 비만은 여

러 가지 고혈압, 관상동맥질환 등의 심혈관계 질환, 당뇨병 

등의 대사성질환, 유방암, 대장암 등의 유발요인이 될 수 있

기 때문에 사망률을 높이게 될 뿐 아니라 사회적으로 나쁘

게 인식되어 사회생활에 어려움을 겪게 되고 우울증 등을 

유발하는 등 정신적인 문제를 일으키기도 한다.

비만치료를 위해서는 식이요법 및 생활습관 관리 및 운

동치료 등이 권장되고 있다. 그러나 노력과 시간이 많이 요

구되어 실패 확률이 높아 편리성을 위하여 대체식품이나 약

물치료를 선호하게 되는 경향이 많아지고 있다. 많은 약물

들이 개발되어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데 그 중 orlistat는 위

장과 췌장에서 지방분해효소인 lipase에 작용하여 음식물 

섭취 시 지방의 흡수를 감소시킨다. 그러나 소화기계 부작

용, 지방변, 변실금을 유발하는 부작용이 있다. Sibutramine

은 노르에피네프린, 세로토닌, 도파민의 재흡수를 억제해서 

중추신경에 작용하여 식욕을 감소시키고 에너지소비를 증

가시킨다. 그로 인해 오랜 기간 의료기관에서 비만치료의 

목적으로 환자들에게 투여되었지만 불면증, 무력증, 구강건

조 등의 부작용이 있고 심장관련질환의 유발을 시킨다는 이

유로 미국 식품의약국(Food and Drug Administration)에

서 판매를 중단시켰다9,10).

芳香化濕藥에 속하는 藿香은 脣形科 (꿀풀과, Labiatae)에 

속하는 多年生 草本인 배초향 Agastache rugosa Kuntze의 

全草를 乾燥한 것이다. 性은 微溫 無毒하고 味는 辛하다. 

歸經은 脾 胃 肺經으로 芳香化濕, 和中止嘔, 發表解暑하

는 효능이 있으며, 化濕 利水한다11). 곽향은 항산화 효능을 

가지고 있어 간염, 소화기질환, 당뇨병에 효과가 있으며 항

염증 효과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12-14). 또한 곽향

이 주된 구성 약물이 되는 藿香正氣散이 소아비만에 대한 

효과가 있고 지방세포분화를 억제하고 비만을 예방하고 치

료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보고되고 있다15,16). 

이에,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쥐에

서 곽향 추출물의 항비만 효과와 기전을 관찰하기 위하여 

체중,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변화, 체지방의 변화, 지방 

세포의 크기 변화, 간 조직의 지방 침착, 지방합성 인자 발

현 및 혈중 leptin 농도를 평가하였다.

대상 및 방법

1. 실험 재료 및 물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곽향(Agastache rugose Kuntze)은 배초

향의 지상부를 정도물산(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30 g의 곽향을 900 ml의 증류수와 함께 24시간 

동안 실온에서 추출하고 여과하여 회전식 감압농축기를 사

용하여 감압 농축하였다. 동결건조하여 분쇄한 시험약물(수

득률 19.2%)은 −7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2. 실험동물 및 식이섭취량 측정

실험동물은 5주령의 수컷 C57BL/6 mice (20∼22 g)를 

라온바이오(Yongin, Korea)에서 구입하여 1주일간 일반식

이로 적응시켰다. 사육실 온도는 20oC±2oC, 상대습도 

50%±5%를 유지하였고, 조명은 12시간 간격으로 조절하

였다. 물과 사료는 제약 없이 섭취하게 하였다. 비만을 유도

하기 위하여 4주 동안 정상대조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60% 고지방식이(high fat diet, HFD)를 섭취하였다. 4주 

뒤, 비만 유도 쥐들은 무작위로 군당 5마리씩 나누었다. 실

험군의 설정은 일반식이를 섭취하면서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 받는 정상대조군(normal fat diet, NFD군), 고지방식

이를 섭취하면서 생리식염수를 경구투여 받는 비만대조군

(HFD군),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서 곽향 추출물을 경구투

여 받는 실험군(Agastache rugosa [AR]군), 총 3군으로 나

누어 배정하였다. 실험동물은 생리식염수에 녹인 곽향 추출

물 200 mg/kg을 200 l씩 4주 동안 경구투여하였다. 사료 

섭취량과 체중은 일주일에 2회씩 일정시간에 측정하였으

며, 식이효율은 체중 증가량을 섭취량으로 나눈 값으로 계

산하였다.

3. 채혈 및 조직 채취

동물 희생 전 12시간 동안 절식시키고 물만 제공하였다. 

Zoletil로 마취한 후 안와채혈법을 통하여 혈액을 채취하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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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dy weights in high fat diet-fed obese mice. Results are pre-
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igh fat diet (HFD); †††P＜0.001.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FD; *P＜0.05. NFD: normal fat diet, AR: Agastache rugosa.

Table 1.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Group Weight gain (g) Food intake (g/d) Food efficiency

NFD 2.3±1.6 3.1±0.22 0.75±0.05

HFD 7.3±0.4††† 2.45±0.13†† 3.00±0.17†††

AR 3.9±1.2** 1.84±0.31** 2.17±0.42**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NFD: normal fat diet, AR: Agastache rugosa.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igh fat diet (HFD); ††P＜0.01 and †††P＜
0.001.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FD; **P＜0.01. 

고, 즉시 부고환 지방 조직과 간 조직을 적출하였다. 적출한 

부고환 지방 조직은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여과지로 수

분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4,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혈청 내 

leptin 농도를 kit 시약으로 측정하였다.

4. 조직학적 평가

부고환 지방 조직과 간 조직은 10% formalin에 18시간 

고정하였다. Phosphate-buffered saline로 3번 세척하고 

ethanol과 xylene을 이용하여 순차적인 탈수 및 투명화를 

거쳐 paraffin에 포매하였다. Rotary microtome으로 4 m 

간격으로 연속절편을 제작하여 탈파라핀한 후 H&E 염색을 

실시하였다. 염색된 절편은 광학현미경(Leica Microsystems, 

Buffalo Grove, IL, USA)으로 관찰하였고, Image J program 

(NIH, Bethesda, MD, USA)으로 정량하였다.

5. Western blotting을 통한 지방합성 단백질 발현 확인

채취된 부고환 지방 조직은 protease inhibitor cocktail 

(Roche, Indianapolis, IN, USA)이 포함된 radio-immune 

precipitation assay buffer (50 mM Tris–HCl, 150 mM 

NaCl, 1% Triton X-100, 1% sodium deoxycholate, 0.1% 

sodium dodecyl sulfate [SDS], 2 mM ethylenediaminete-

traacetic acid)와 함께 분쇄하여 단백질을 추출하였다. 

Bradford method를 이용하여 정량한 단백질은 20 g씩 

SDS-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에 

의해 분리시켰다.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 

(Bio-Rad, Hercules, CA, USA)에 이동시키고, 1차 항체인 

anti--actin, peroxisome proliferator-activated receptor 

(PPAR)- gamma를 4oC에서 18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다음 anti-rabbit immunoglobulin G (IgG) (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TX, USA) 또는 anti-rabbit IgG 

(Santa Cruz Biotechnology) 2차 항체를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켜서 enhanced chemiluminescence detection reagent 

(Amersham Pharmacia, Piscataway, NJ, USA)를 이용하여 

시각화하였다. 각 밴드의 밀도는 Image J program (NIH)

으로 측정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GraphPad 

PRISM 5 program ver 2.00 (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analysis of variance)로 분석한 후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결  과

1. 체중,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변화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된 HFD군(36.7±0.5 g)은 

NFD군(28.1±3.0 g)에 비해 체중이 유의하게 높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AR군(32.4±1.4 g)은 HFD군과 

비교했을 때, 11.7% 체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이러한 결과는 Table 1의 체중 증가량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HFD군이 7.5±0.4 g 증가한 반면 AR군은 3.9± 

1.2 g의 체중 증가량을 나타내어 NFD군과 유사하였다. 

HFD군은 NFD군에 비하여 식이섭취량이 21% 유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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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Histological changes of liver steatosis by H&E staining. The 
scale bar indicates 100 m. NFD: normal fat diet, AR: Agastache 
rugosa, HFD: high fat diet.

Fig. 2. Adipose tissue weights in high fat diet-fed obese mice.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igh fat diet (HFD); †††P＜0.001.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FD; ***P＜0.001. NFD: normal fat diet, AR: Agastache 
rugosa.

Fig. 3. Histological changes by H&E staining (A) and size diameter of 
adipose tissue (B). The scale bar indicates 100 m.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error of mean.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igh fat diet (HFD); †††P＜0.001.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FD; ***P＜ 0.001. NFD: normal fat diet, AR: 
Agastache rugosa.

감소하였다. AR군은 고지방식이를 섭취함으로써 감소한 

식이섭취량을 24.8% 더 감소시켰다. 그로 인하여 체중 증

가량을 식이섭취량으로 나눈 값인 식이효율은 NFD군에서 

0.75±0.05, HFD군에서는 3.00±0.17을 나타내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 AR군은 2.17±0.42로 HFD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약 27.7% 정도 감소된 수준의 식이효율을 나

타내었다.

2. 체지방량 변화

부고환 지방 조직의 무게는 식이효율이 더 높았던 HFD

군에서 1.72±0.19 g을 나타내어 일반식이를 섭취했던 

NFD군(0.34±0.05 g)에 비하여 약 5배 정도 증가하였다

(Fig. 2). 그러나 고지방식이로 인하여 증가된 부고환 지방 

조직의 무게는 곽향 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0.74±0.34 g

으로 57% 수준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3. 지방 세포의 크기 변화

부고환 지방 조직을 조직학적으로 분석하여 지방 세포의 

크기 변화를 확인했을 때, NFD군에 비하여 HFD군에서 지

방 세포의 크기가 월등하게 커진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3A). AR군은 고지방식이 섭취로 인하여 증가된 지방 

세포의 크기를 감소시켜서 정상수준으로 회복시켰다. 이러

한 결과는 지방 세포의 크기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Fig. 3B

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4. 간 조직내 지방 침착

고지방식이 연속 섭취로 인하여 HFD군의 간 조직에서

는 지방이 침착되어 간세포 핵 주변에 지방 공포가 나타나

는 지방 변성이 보였다(Fig. 4). 곽향 추출물을 투여한 AR

군에서는 HFD군에 비하여 지방 변성이 거의 나타나지 않

아 간 조직내 지방의 침착이 적게 일어난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5. 지방합성 인자 발현

고지방식이로 인하여 비만이 유도된 HFD군에서는 일반

식이를 섭취한 NFD군에 비하여 PPAR-gamma의 발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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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eroxisome proliferator-acti-
vated receptor (PPAR)-gamma pro-
tein expression in adipose tissue and
quantified value. Results are pre-
sented as mean±standard error of 
mean.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igh fat diet (HFD); †††P＜0.001.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FD; ***P＜0.001. NFD: normal fat 
diet, AR: Agastache rugosa.

Fig. 6. Leptin levels in serum. Results are presented as mean±
standard error of mean. Valu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high fat diet 
(HFD); †††P＜0.001. NFD: normal fat diet, AR: Agastache rugosa.

눈에 띄게 증가하였다(Fig. 5). 곽향 추출물 투여군은 HFD

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하였다.

6. 혈중 leptin 농도

혈중 leptin 농도는 NFD군에서 1.86±0.2 ng/ml를 나타

낸 반면, HFD군에서는 2.98±0.16 ng/ml로 측정되어 유의

성 있게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그러나 곽향 추

출물을 투여한 AR군은 2.73±0.13 ng/ml로 HFD군과 유

의성 있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고  찰

본 실험에서는 4주간 HFD를 쥐에게 섭취하게 하여 비만

상태를 유발시킨 후 곽향 추출물을 투여하여 항비만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고지방식이를 섭취하여 비만이 유도된 

HFD군의 경우 일반식이 섭취군에 비하여 체중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고지방식이와 곽향 추출물을 함께 투여한 실

험군에서는 HFD군에 비해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뿐만 아니라 HFD군에 비해 식이섭취량이 유의하게 감소되

어 식이효율은 AR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곽향은 식이섭취량을 감소시킴으로써 체중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비만에 있어서 과체중 상태를 해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욱 중요한 것은 체지방 과다의 상태를 해결하는 것이다. 

과체중 상태라고 해도 근육이 많고 체지방이 감소된다면 이

는 건강상으로도 문제가 없고 비만상태라고 할 수 없다. 게

다가 고지방 상태는 비만의 주요한 위험 요소인 심혈관계 

질환 및 당뇨병, 만성염증상태를 유발하는 주요한 원인이 

된다고 보고되어 있기 때문에 체지방을 줄이는 것은 비만을 

억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다17). 체지방량 증가는 

곽향 추출물 투여 후 확연하게 억제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HFD군에서 증가된 지방세포의 크기는 곽향추

출물을 투여한 군에서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다. 이를 통해 

체지방량이 곽향 추출물 투여를 통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

고 조직학적으로도 이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곽향이 비

만의 기준이 되는 체지방량을 감소시키는 효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간 조직은 지방세포 침착이 잘 일어나는 장기로서 지방

대사가 이루어지는 곳이며 저장이 되는 곳이기도 하다. 정

상 간의 경우 지방의 비율이 5% 정도인데 이보다 많은 지

방이 축척된 경우를 지방간이라고 한다18). 비만은 지방간의 

주된 원인으로 지방간이 생길 경우 피로감, 전신 권태감과 

우측 상복부 통증을 유발할 수 있으며 지방간염과 간경변까

지 유발될 수 있다19-21). 본 실험에서는 고지방식이로 비만

이 유도된 군에서는 간 조직의 간 세포 핵 주변에서 지방 침

착으로 지방변성이 나타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곽향 추출물을 투여한 AR군에서는 간 조직 내 지방 공포가 

줄어들어 정상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서 곽향 추출물이 지방의 간 축적 억제에도 유의한 효과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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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PPAR-gamma는 adipogenic transcription factor 중 하

나인 단백질로서 지방산의 저장을 조절하며 지방 세포의 분

화 촉진 과정에 관여한다. PPAR-gamma에 의해 활성화된 

유전자는 지방세포에서 지방합성을 촉진한다. PPAR- 

gamma를 제거한 쥐는 고지방식이를 해도 지방조직을 만들

지 못한다고 밝혀져 있다22). 따라서 PPAR-gamma의 발현

량을 감소시키는 것은 지방 세포의 합성을 억제하기 때문에 

비만 치료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곽향 추출물을 투여한 쥐의 

지방 조직에서의 PPAR-gamma의 발현은 고지방식이 섭

취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따라서 곽향 추출

물은 지방합성을 억제하는 효능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Leptin은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식욕억제 단백질로서 

이 단백질을 만드는 유전자에 돌연변이가 발생하면 비만이 

유도된다는 것이 일찍이 확인된 바 있다23). Leptin은 시상

하부의 궁상핵에 위치하고 있는 수용체와 결합되어 식욕을 

감소시킨다24). 체중이 높을수록 혈액 중 leptin의 양이 많아 

체내 지방량을 반영한다. 또한 비만한 쥐에게 주사하면 식

이섭취량이 줄어들고 대사량이 증가하고 체중이 감량되는 

것이 보고되었다25). 본 실험에서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

도된 쥐에 곽향 추출물을 투여하여 체중 감소 및 지방세포

의 감소를 관찰할 수 있었다. 이전 보고에 따르면 체지방의 

감소에 따라 leptin 분비량도 감소되는 것이 일반적이나 곽

향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leptin 분비량이 고지방식이군과 

유사하게 유지되었다. 그러므로 곽향 추출물이 leptin의 혈

중 농도와 유의성 있는 연관관계가 있다면 식욕중추를 조절

하는 기능과의 연관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는 또한 곽향 

추출물이 식이섭취량을 감소시킨 것과도 일관된 결과라고 

볼 수 있으며, 체중감소, 지방세포 감소, 식이섭취량 및 

leptin 분비량 등의 결과를 연관지어 곽향이 leptin의 분비

량을 촉진 또는 유지하여 식이섭취량을 감소시켰다고 유추

해볼 수 있다. 향후 곽향 추출물에 의한 leptin 유지 기전에 

대한 심도 있는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결  론

이상의 결과를 통해 곽향은 비만 쥐의 체중과 체지방량

을 감소시키고, 지방세포의 비대 및 간 조직 내 지방 침착을 

정상적으로 회복시키며, 지방합성 인자인 PPAR-gamma를 

감소시켰다. 뿐만 아니라, leptin의 혈중 농도를 유지시켜 

식이섭취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곽

향은 지방합성 인자 조절 및 식이 섭취량을 감소시키는 효

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비만증을 개선하고 예방하는 한약재

로 응용할 가치가 있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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