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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감감사사사의의의 글글글

입학이라는 설레임과 기대감으로 두근거렸던 것이 엊그제 같은데 벌써 졸업을
하게 되었습니다.삼성관과 첨단,병원을 오가며 보낸 지난 2년의 시간이 학문적
인 배움 이상으로 저에겐 많은 유익이 있었습니다.
자주 뵙진 못했지만 노화과학에 대한 비젼을 보여주시고,지도하여 주신 장양수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누구보다 연구와 학문에 대한 열정이 뜨거우시며,계속
학문의 길을 걷도록 도와주신 지도교수 이종호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유쾌한 강의로 지질대사와 대사증후군에 대한 흥미를 주신 조홍근 교수님과 매
강의 때마다 멋있는 목소리로 강의하시며,학생들의 대한 관심과 사랑이 많으신
정지형 교수님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학부시절 영양학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
인가 가르쳐 주시고 자상하게 지도하여 주신 성신여대 김혜영,안홍석,이명숙,조
은자,한영숙 교수님들께도 너무 감사합니다.
학문적으로,인간적으로도 많이 배우고 싶은 오연언니와 알고보니 너무나 부드

럽고 유쾌한 지영언니,섬세하고 똑부러지는 성격을 소유한 지숙언니,아름다운
외모 못지않게 학문적으로 꼼꼼한 수정언니,언제나 밝은미소로 웃어주신 정임언
니,미모와 재치를 겸비한 예정언니와 따뜻하고 예쁜 혜진언니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부족한 후배를 지난 2년동안 자상하게 챙겨주신 현양언니와 똑똑한 카
리스마를 가진마음이 넓은 진경언니에게도 깊이 감사합니다.
지난학기 졸업하고 임상 영양사로 계신 노과연 선배 현진언니,수현언니 모든

똑소리 나게 가르쳐주셔서 감사했습니다.늘 자상했던 계영언니께도 많이 감사합
니다. 지난 2년동안 기쁠 때 함께 웃고,힘들 때 버팀목이 되어 준 4학기 언니들,
강인하면서도 부드럽고 재치있는 미진언니,따뜻하고 내게 참 푸근했던 민지언니,
알수록 매력적인 유미언니,늘 밝고 쾌활한 연구실의 마스카라 수현언니 너무 많
이 감사합니다.
알고보니 부드러운 주연언니,첫인상과는 달리 맘이 예쁜 여진언니,무뚝뚝하지



만 속 깊은 주영이,깜찍 발랄한 효희,영원한 나의 콘드리아 미란이,배려심 깊은
시내언니,동갑이지만 귀여운 소연이,제게 많은 위로와 힘이 된 소의언니에게도
깊이 감사합니다.후배같지 않은 맘 착한 승현이와 이국적으로 생긴 예쁜 주리,
착하고 귀여운 소랑이 소연이에게도 해준 것이 없어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자상하게 실험을 지도해 준 봉준오빠,알고보니 독실한 크리스쳔이었던 강원이,
늘 유쾌한 수혁오빠,늘 성실해 보이는 승원오빠,착하고 예쁜 현주에게도 많이
감사합니다.

무엇보다 학부시절부터 지금까지 매주 권세 있는 말씀으로 섬겨주신 김다윗목
자님,김사라 사모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늘 따뜻한 사랑과 관심으로 부족한 자
를 위해 기도해 주신 백 다니엘 ,백미방목자님께도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일대일 성경 말씀과 기도로 때마다 섬겨주셨던 장보영목자님,요회에서 아름답게
동역하며 격려해 주신 날개 없는 천사 보경목자님,섬김과 사랑이 풍성한 다니엘
요회의 없어서는 안 될 숙진목자님,풍성하고 조이플한 말씀으로 때마다 섬겨주신
종권목자님,믿음의 조언을 아끼지 않으시는 주영목자님,대학원에서 많은 믿음의
투쟁을 하시며,은혜로운 GBS말씀으로 섬겨주신 일웅목자님,하나님을 사랑하는
믿음의 용사로 날마다 upgrade되시는 정진형제님께도 깊이 감사합니다.

매주 진실된 소감발표와 교제로 믿음의 동역을 해주신 사랑하는 GSM 마리아들
께도 너무 감사합니다.때마다 깊은 말씀과 기도 사랑으로 섬겨주신 정진목자님,
이름처럼 헌신과 사랑이 많은 리브가,다니엘처럼 명철하고 지적인 영아,솔직하
며 영혼에 대한 심정이 많은 영주,겸손하고 진실한 세정,알수록 섬김과 내면이
따뜻한 은영,얼굴만큼 내면도 아름다운 정언언니,모두 너무 감사합니다.
부족한 자에게 많은 격려과 힘을 북돋아 준 웃음소리가 매우 은혜로운 고은혜목
자님께도 너무 감사합니다.매 주 함께 singalong을 섬기며 가까워진 예쁘고 겸
손한 다해목자님,올해 목자로 upgrade되신 성용형제님,매주 아름답게 반주해주
시는 향빈목자님께도 감사합니다.대학원 입학 후 자주보진 못하였지만 마음이 따
뜻하고 다른 사람에 대한 섬김과 사랑이 많은 오랜 벗 현영이에게도 많이 고맙습



니다.중학교 시절부터 놀기도 잘하고 똑똑하기 까지 했던 진경이,옥소리 닮은
미은이,우간다에서 온 혜정이,자주 못봐서 아쉽지만 마음으로 늘 고맙습니다.

부지런한 삶을 몸소 실천하시고,때마다 사랑과 관심으로 돌봐주시는 아빠,부
족한 것이 없도록 늘 채워주시는 사랑이 많으신 엄마,하나 밖에 없는 동생 누구
보다 챙겨주고 잔소리도 아끼지 않은 예쁜 언니,늘 너무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무엇보다 신실하게 저의 삶을 인도하시며 제 인생에 참 위로자요,구원자 되신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께 깊은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2007년 1월 곽정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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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국국문문문요요요약약약

과과과체체체중중중한한한 여여여성성성에에에서서서 LLL---카카카르르르니니니틴틴틴과과과 이이이소소소플플플라라라본본본 섭섭섭취취취가가가
체체체중중중 및및및 체체체지지지방방방 감감감소소소에에에 미미미치치치는는는 영영영향향향

본 연구에서는 과체중한 여성에서 이소플라본과 카르니틴의 혼합제제 섭취시
체지방 감소와 혈청지질,지단백질 농도 개선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dosage을 알
기 위해 93명의 대상자를 세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12주간 비교 시험을 진행하
였다. 제제 섭취 12주 후의 체중 및 체지방 변화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플
라시보군에서는 제제 복용 전후 체중 및 체지방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대
두추출물과 L-carnitine을 포함한 제제를 섭취한 시험군Ⅰ과 시험군Ⅱ에서 12주
후 체중이 0.72kg,0.96kg감소하였다.인체계측상 체지방율 또한 감소하였으며
복부지방을 단층 촬영한 결과 하복부(L4)수준의 총지방 면적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특히 L-carnitine의 양은 같으나 이소플라본의 용량이 높은 시험군Ⅰ
에서만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L4에서의 복부지
방은 총 지방 면적이 보조제 섭취 후 약 8.1% 감소,이와 함께 내장지방면적
(-11.1%)와 피하지방면적 (-7.0%)의 유의적 감소를 보여주어 체지방 분포의 개선
효과를 보여주었다.시험군 Ⅰ의 체중감소 및 L4수준에서의 총 지방 면적과 내장
지방면적의 감소 정도는 플라시보군의 변화량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
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하루 대두 추출물 400mg과 L-carnitine300mg

을 3개월 섭취시킨 시험군 Ⅰ이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특히 내장지방을 효과
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중 지질 및 지단백 농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소플라본의 용량이 높은 시험
군Ⅰ에서만 12주후 HDL콜레스테롤 증가 및 LDL관련 지단백인 apolipoprotein
B의 유의적인 감소,동맥경화지수의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그러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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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는 플라시보 제제 섭취 전후의 혈액 지질 농도의 변화량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험 물질 Ⅰ의 혈중 지질 농도 개선 효능을 정확히 입증하기에 미
흡하였다.또한 시험 물질의 섭취가 염증성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내
장 지방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시험군Ⅰ에서 혈장 adiponectin의 농도가 12주후
유의적으로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다.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특이적으로 분
비되는 adipokine으로 간과 근육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여 인슐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비만도와 특히,복부내장지방이 증가할
수록 분비가 감소됨이 보고 되어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과체중 및 비만인에게 식사 조절 없이 하루 대두 추출물 400mg과

L-carnitine300mg을 함유한 혼합 제제를 12주간 섭취시킬 경우,체중감소는 경미
하였지만 체지방의 감량,특히 내장지방 감소 효과와 함께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
는 adipokine인 adiponectin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이는 식사 섭취 조절
과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

핵심되는 말 :L-카르니틴,제니스테인,과체중,내장지방,체중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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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서서서론론론

경제 성장과 더불어 서구식 식생활의 도입,외식산업 등의 성장은 우리나라
식품 섭취의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서구식으로의 식습관 변화와 신체 활동량 감
소는 비만율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된다.2001년 조사된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20
세 이상 성인의 30.6% (남 32.4%,여 27.4%)가 과체중(BMI23.0kg/m2)이상으로
보고되었으며 3.2%는 고도 비만으로 조사되었다(1).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의
불균형으로 인해 여분의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피하조직과 복강에 비정상
적으로 축적 된 상태이며(2)당뇨병,고지혈증,고혈압 등의 만성 질환의 원인이
된다(3-5).비만 치료를 위해서 식사요법,운동요법,행동수정 요법 등 많은 체중조
절 프로그램이 시도되고 있다(6-8).그 뿐 아니라 근육량을 유지하면서 지방량을
감소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고,지방 대사 촉진,지방 흡수 감소,지방 분해 촉진에
관여하는 건강 기능 식품들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다이어트 식품에 대
한 소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데 비해 다이어트 식품에 대한 효과 검증 연구는
활발하지 못한 실정이므로 다이어트 식품의 안정성과 효율성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L-carnitine은 장쇄지방산을 세포질로부터 미토콘드리아 내로 이동시키는데
필수적인 성분이다(9).활성화 된 longchainacylCoA 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 미토콘드리아 외막에 존재하는 carnitinepalmitoyltransferseI
(CPTI)의 촉매작용에 의해 카르니틴과 결합하여 acyl-carnitine으로 전환되어 미
토콘드리아 내로 이동된다(10).미토콘드리아 내에서 acyl-catnitine은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II(CPTII)에 의해 longchainacylCoA 로 분리된 후 크렙
스 회로로 들어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이 과정에 필수적인 carnitine은 정상
인의 간 또는 신장에서 lysine과 methionine에 의해 합성되거나 붉은 살 육류
등과 같은 식품에 풍부하여 식이를 통해 공급된다.
Isoflavone은 대두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플라보노이드로서,여성 호르몬인 에

스트로겐과 유사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체내에서 다양한 생리효과를 나타내며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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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대사의 이상과 관련 된 고지혈증이나 심혈관 질환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1).또 최근에는 이소플라본을 함유한 식이를 섭취한 실험 동물에서
isoflavone의 주요 성분 중의 하나인 genistein의 항 비만 효과가 보고된 바 있다
(12).또 분자수준에서 genistein은 지방산화작용의 속도 제한 효소인 carnitine
palmitoyltransferase-1(CPT-1)유전자 발현을 증가시키고 지방산 대사와 관련한
Proliferator-activatedreceptorɑ 의 activator임이 보고되었다(13).
L-carnitine과 isoflavone에 대한 각각의 선행연구는 많았지만,두 성분의 혼합

물 섭취시 체중감소 효과에 대한 인체 시험은 시행된 적이 없다.따라서 부작용
없이 최대 효능을 나타내는 dosage을 입증할 과학적인 연구가 필수적으로 사료
된다.본 연구에서는 과체중한 여성에서 아이소플라본과 카르니틴의 혼합제제 섭
취시 체지방 감소와 혈청지질,지단백질 농도 개선을 규명하고 효과적인 dosage
을 알기 위해 93명의 대상자를 세 군으로 무작위 배정하여 12주간 비교 시험을
진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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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문문문헌헌헌 고고고찰찰찰

222...111...LLL---CCCaaarrrnnniiitttiiinnneee의의의 체체체내내내에에에서서서의의의 작작작용용용

222...111...111LLL---CCCaaarrrnnniiitttiiinnneee의의의 구구구조조조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Figure1.ChemicalstructureofL-carnitine

L-카르니틴(carnitine)혹은 3-hydroxy-4-N-trimethyaminobutyricacid 는 질소
를 함유한 단쇄 카르복실산으로써,분자량이 161.20인 아민(amine)의 일종이다.
정상인의 간과 신장에서 필수 아미노산인 lysine과 methionine으로 부터 합성되며
(14-15),이 과정에서 비타민 C,비타민 B6,철분 등의 영양소가 보조 인자로 필요
하다.일반적으로 카르니틴은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는 반면 식물성
식품에는 매우 제한적으로 존재한다(16).건강한 성인의 경우 음식물의 섭취 또는
체내 생합성과정을 통해 충분한 양의 카르니틴을 공급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심각한 영양불량상태에 처하거나,투석 치료를 받는 만성 심부전환자 또는
장기간 정맥영양을 공급받는 환자의 경우 혈청 및 조직내 카르니틴 수준이 현저
히 감소되었고,체내 지방산의 산화가 비정상적으로 낮아졌다는 보고가 있다(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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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간 및 신장 기능이 미숙한 신생아,그리고 에너지 요구량이 증가된 지구
력 운동선수에 있어서 카르니틴은 반드시 음식으로부터 섭취되어야 하는 “조건적
필수영양소”로 인식되고 있다(18).
카르니틴의 중요한 역할은 장쇄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 내의 메트릭스(matrix)로
이동시키는 것이다.장쇄 아실-CoA(long-chainacyl-CoA)는 미토콘드리아 내막을
통과할 수 없으므로,미토콘드리아 내막에 존재하는 효소인 카르니틴 팔미토일 전
이 효소Ⅰ(carnitine palmitoyl transferaseⅠ:CPT)에 의해 아실카르니틴
(acyl-carnitine)으로 전환되고,생성된 아실카르니틴은 카르니틴-아실카르니틴 전이
효소(carnitine-acylcarnitinetransferase;CT)라는 효소에 의해 미토콘드리아의 매
트릭스로 이동된다(19).이렇게 이동된 장쇄 지방산(long-chainfattyacids)은 β-산
화(betaoxidation)을 통해 크랩스 회로(Krebscycle)로 들어가 에너지를 공급하게
된다.따라서 지방대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카르니틴은 활성화된 장쇄 지
방산을 미토콘드리아의 매트릭스로 전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이다.
최근에는 지방 연소를 촉진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영양학적 기법들(보충제)에 초첨
을 맞춘 연구들도 진행되고 있으며,특히 지방 대사의 전자 역할을 하여 체내 지
방량을 줄여 주는 알부민(albumin)과 지방 연소의 보조적이면서도 필수적인 역할
을 하는 카르니틴에 대한 관심이 주목되어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20).
carnitine은 천연물질로,대사적 필요는 빠르게 변하는데 반해,인체의 카르니틴

생합성 반응은 느리고 부적절하게 일어난다.혈장 Acylcarnitine/Freecarnitine의
비가 미토콘드리아 내부의 acyl-CoA/FreeCoA의 비를 반영하며,acyl-CoA와 장
쇄 carnitine의 축적은 세포막의 여러 효소에 독성을 가진다.혈장 AC/FC의 비가
carnitineinsufficiency를 나타내는 민감 지표이며,AC/FC의 비가 0.4이상이면,
carnitineinsufficiency이다.카르니틴 보충의 양은 AC/FC의 비를 정상으로 맞추
는 방향으로 결정된다(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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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Mitochondrialmetabolism offattyac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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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111...222LLL---CCCaaarrrnnniiitttiiinnneee의의의 체체체중중중감감감소소소 효효효과과과

체중관리에서 L-carnitine공급의 유익한 효과는 많은 선행연구가 진행되어왔
다. 영양교육과 더불어,육체적인 훈련,식이조절과 2g의 carnitine을 18명의 비
만한 성인에게 3달동안 주었을 때 그 결과는 플라시보군에 비해 평균 4.6kg의 체
중이 감소하였으며(22),식이와 운동과 관련하여 100명의 비만한 사람들 대상으로
연구한 결과는 L-카르니틴의 유익한 효과에 대한 확실한 데이터를 제공하였다.운
동과 식이만 조절한 군보다 운동과 식이 carnitine섭취군에서 체중감소와 BMI가
감소,대조군에 비해 카르니틴 보충군에서 총 콜레스테롤과,LDL과 혈당 혈압 등
이 유의적으로 낮았다(23).D.M.Muller등의 연구에서는 장쇄지방산의 산화에 대
한 L-carnitine보충의 효과보기 위해 건강한 사람에게 3g씩 열흘간 L-carnitine을
보충하였고 1-[10C]palmiticacid의 산화를 측정하였다.그 결과 유의적으로 12CO2

발산이 증가하였다.지방산 대사가 느린 사람과,L-carnitine결핍인 사람을 제외한
대상자에게서 장쇄지방산의 산화는 증가하였음을 증명할 수 있었다(24).KlausD
등의 연구에서는 주로 앉아서 일하는 과체중한 여성에서 L-카르니틴 보충이 단백
질 분해와 지방산 산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고자,12명의 여성에게 3g씩
열흘간 L-carnitine을 보충하였다.그 결과 13C-fat산화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단백질의 합성과 분해율은 변화가 없었다(25).
안정된 상태에서 근육은 에너지를 내기 위해 저장된 포도당과 지질을 주로 사

용하지만,장시간 운동 중에는 저장된 탄수화물이 고갈됨에 따라 지질로부터의 에
너지 이용이 증가한다.(Brooks&Mercier,1994)지방산이 산화하기 위해서는 세포내
에 들어간 지방산이 미토콘드리아의 외막과 내막을 통과하여 미토콘드리아의
matrix로 들어가야 한다.Carnitinepalmitoyltransferase(CPT1)은 지방산의 rate
limiting효소로 에너지를 생성케 하는 기질 이용의 중추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McGarry&Foster,1980)근육과 지방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직에서 발현
되는 “liver"이성체(L-CPT1)(Esser등,1993;Britton등,1995)와 근육과 지방 조직
에서 주로 발현되는 ”muscle"이성체(M-CPT1)의 두 가지가 알려져 있다(Britton
등,1995;Yamazaki등,1996)(26).최근 신 등의 연구에서는 쥐의 간세포인 HepG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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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ell에 L-carnitine과 genistein을 각각 처리 했을 때보다 함께 처리했을 때
CPT-1의 활성도가 높았음을 확인한 바 있다(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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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333...BBBiiiooosssyyyttthhheeesssiiisssooofffLLL---cccaaarrrnnniiitttiiinnne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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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IIIsssoooffflllaaavvvooonnneee의의의 체체체내내내 작작작용용용

222...222...111IIIsssoooffflllaaavvvooonnneee의의의 구구구조조조 및및및 기기기능능능

FFFiiiggguuurrreee 444...SSStttrrruuuccctttuuurrreeesssooofff111777 ββββ---eeessstttaaadddiiiooolll,,,iiisssoooffflllaaavvvooonnneeesss(((dddaaaiiidddzzzeeeiiinnn,,,ggglllyyyccciiittteeeiiinnn,,,aaannnddd
gggeeennniiisssttteeeiiinnn))),,, cccooouuummmeeessstttrrrooolll,,, aaannnddd llliiigggnnnaaammmsss (((ssseeecccoooiiisssooolllaaarrriiiccciiirrreeesssiiinnnooolll aaannnddd
mmmaaatttaaaiiirrreeesssiiinnnoool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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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soflavone은 식물체에 들어 있는 색소의 한 종류로 페놀계 화합물의 배당체이
다.이소플라본의 급원 식품은 제한되어 있으며,주로 대두와 두부,미소(miso),템
페(tempeh),두유,된장,콩나물과 같은 대두 제품등에 함유되어 있다.1931년이래
대두에 두 종류의 이소플라본,즉 genistein(0.15%),daidzein(0.007%)이 상당량
(100-300mg/100g) 함유되어 있음이 보고 되었고,세번째 주요 성분인 glycitin은
이후에 발견되었다.그러나 대두의 isoflavone함량은 품종,수확,연도,지역에 따
라 변동이 크며,대두 제품의 경우 가공 과정과 추출 방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isoflavone은 그 구조가 에스트로겐과 유사하여 phytoestrogen으
로 불리며 갱년기증상,심혈관질환,암,고지혈증,골다공증,만성 심부전증에 대해
여 보호하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29-38).
phytoestrogen은 내생적인 estrogen,estradiol과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생물

학적 활성을 띠는 식물성 물질로써 구조적 유사성은 다양한 cell의 estrogen
receptor들과 결합하여 화합물로써 작용하며 estrogenic하거나 antiestrogenic한
효과를 나타낸다.즉 폐경기와 같이 에스트로겐이 결핍되어 있는 상태에서는
isoflavone의 estrogeniceffect로 인한 페곙 관련 질환의 완화를 기대 할 수 있지
만,에스트로겐의 혈중 농도가 정상인 가임기 여성에서는 isoflavone이 estrogen
antagonist로 작용하여 생식기능을 저해할 가능성도 있다.따라서 여성의 경우,
phytoestrogen의 생리적 영향은 연령에 따라 다를 수 있다.에스트로겐의 농도가
높은 폐경 전의 여성에게서 에스트로겐 수용체는 이미 점유되어 있어
phytoestrogen은 이들 수용체에 대해 경쟁하게 된다.그러나,phytoestrogen은
estradiol과 같은 내재성 에스트로겐 보다 에스트로겐과 결합하는 능력이 낮기 때
문에 결과적으로 약한 항에스트로겐 작용을 하게 된다(39-40).
anderson(41)등은 대두 단백질과 혈중 지질 수준과의 관계에 대한 38개의 연구결
과를 종합 분석한 결과 하루 70-106mg 의 이소플라본을 함유한 대두단백질
(31-47g)의 섭취가 혈청 콜레스테롤에 대한 개선 효과를 보였다고 하였다.최근에
는 고질혈증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대부분이며(42-43),Sitori와 Lovati(44)
는 최소한 혈중 콜레스테롤이 270㎎/㎗ 이상이어야 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Genistein은 콩에 함유되어 있는 isoflavonoid계통의 식물성 에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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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로겐으로 우리 나라 사람 뿐 아니라 동남 아시아인들에 의하여 많이 섭취되고
있는 성분이다.최근 몇 년간의 연구에 의하면 난소 절제 수술한 랫드에서
genistein이 에스트로겐과 유사한 효과가 있음이 관찰되었다(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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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2...222...222IIIsssoooffflllaaavvvooonnneee과과과 체체체중중중감감감소소소 효효효과과과

콩의 isoflavone은 지질대사의 이상과 관련한 심혈관 질환과 고지혈증을 개선
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hathenaandVelasquez,2002)콩의 isoflavone의
주 된 성분인 genistein은 실험동물과 사람에서 심장혈관질환과 고지혈증을 개선
시켰다.(Tham etal,1998;BhathenaandVelasquez,2002;DixonandFerreira,
2002)그리고 genistein이 풍부한 식사를 처방했을 때 폐경 전 normocholesterolem
-ic여성의 혈장 지질 수준이 감소하였다.(MerzDemlow etal,2000)최근에는
isoflavone을 함유한 식이를 먹인 실험동물에서,genistein의 항비만 효과가 보고
된 바 있다.(Naazetal.,2003)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는 genistein의 주요한 효과는
HMG-CoA reductase와 Low densitylipoproteinreceptor와 같은 콜레스테롤
대사에 관여하는 유전자 발현의 변화의 의해 매개된다.그러나 genistein의
hypolipidemic활성에 분자상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진 바 없다.PPAR α 는 지
질대사와 관련된 많은 유전자의 transcription을 조절하는 요인이다. PPAR α 의
활성은 지방산의 베타 산화를 증가시키고 세포상 또는 순환하는 지질 수준을 감
소시킨다.(DesvergneandWahli,1999)genistein은 PPAR α의 활성을 증가시키
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3).
사람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비만한 대상자에게 콩단백질을 포함한 매우 낮

은 에너지 식이와 카제인을 포함한 낮은 에너지 식이를 60일 동안 375-425kal/d
제공하였을 때 체중이 감소하였으며,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이 크게 감소하였다.
비만한 여성에게 콩 또는 기름기가 없는 고기가 포함된 매우 낮은 에너지 식이를
16주간 주었을 때,두 식이 모두 비슷하게 9% 의 체중이 감소하였다.최근
Goodman-Gruen과 Kritz-Silverstein등의 연구에서 정상 체중의 폐경후 여성에서
isoflavone(genistein,daidzein)의 소비는 낮은 체질량 지수 (BMI)와 공복시 인슐
린 농도,높은 HDL-cholesterol과 관련 있음을 보여주었다(46).
이와 같은 결과들은 비만과 흔히 관련있는 주요 심혈관 질환의 인자들인 고지

혈증과 고인슐린혈증,체중의 증가에 대한 isoflavone의 유익한 효과를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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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연연연구구구 내내내용용용 및및및 방방방법법법

333...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 선선선정정정

본 연구는 19-65세 이하이며,최근 3개월간 체중이 안정적이고 BMI(체질량지
수)가 23kg/m2 이상인 과체중 이상의 여성을 대상으로 하였으며,대상자 모집시
연구의 기간,목적과 방법,준수사항과 기대효과 등에 대하여 설명하고 서면동의
서를 받았다.과거에 심각한 질환을 앓았거나 현재 심각한 질환으로 치료중인 환
자,임신부나 수유부,고혈압이나 당뇨,갑상선 질환을 앓고 있는 자,체중에 영향
을 미칠 수 있는 약물(제니칼,리덕틸,이뇨제,항우울제,식욕억제제)등을 복용 중
인 자 또는 연구자가 본 시험에 부적절하다고 판단한 자는 제외시켰다.선정기준
은 만족하면서 제외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총 114명이 연구에 참여하였으며,플라
시보군 37명,시험군Ⅰ 38명,시험군 Ⅱ 38명으로 무작위 배정되었다.최종적으로
플라시보군 30명,시험군Ⅰ 30명,시험군Ⅱ 33명이 검사를 마쳤으며,결과 분석은
12주 연구기간을 종료한 총 93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본 연구는 연세대학교
인체심의위원회(institutionalreview board,IRB)의 승인을 받았다.

333...222연연연구구구 방방방법법법

본 연구는 무작위 이중 맹검 플라시보 대조 연구 디자인(randomized
double-blind placebo-controlled design)으로 진행되었으며,대상자들은 플라시보
군과 시험군Ⅰ,시험군Ⅱ로 무작위 난수표에 의해 배정되어 12주간 carnitine과
isoflavone이 주원료인 건강보조식품을 복용하도록 하였다.제제의 성분 및 함량은
Table1과 Table2에 나타난 바와 같이,시험군 I의 경우 하루 L-carnitine429mg
과 isoflavone200mg을,시험군 II의 경우 L-carnitine429mg과 isoflavone400mg
을 섭취하도록 하였다.섭취방법은 하루 3번 2cap.씩 식후에 복용하도록 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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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연구에 참여하는 동안 대상자들은 평상시 식습관을 그대로 유지하도록 하였
다.연구기간동안 섭취한 열량과 소비한 열량의 측정을 위해 식습관 일지와 활동
량 일지를 작성하도록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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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1Thecompositionoftestproducts (in6capsules)

Table2Thecompositionofplaceboproducts(in6capsules)

성 분 시험군Ⅰ 시험군Ⅱ

주성분 대두추출물
L-carnitine70% ,Ethylcellulose30%

400mg
429mg

200mg
429mg

부형제 유당 1559mg 1759mg

활탁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12mg 12mg

성 분 플라시보군

주성분 유당 2258mg

부형제 ethylcellulose 130mg

활탁제 스테아린산 마그네슘 12m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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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222...111인인인체체체계계계측측측,,,식식식품품품섭섭섭취취취량량량 및및및 활활활동동동량량량 조조조사사사

인체계측으로 섭취 전 (0주)과 섭취 후 (12주)에 신장과 체중을 측정하였고,체
중(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누어 체질량지수(bodymassindex,BMI)를 계산
하였으며,체지방(%)백분율과 근육량은 Inbody3.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그리
고 대상자를 평평한 바닥에 서도록 하고,줄자를 이용하여 허리와 엉덩이 둘레를
측정하였으며 허리와 엉덩이 둘레의 비를 계산하여 복부비만의 지표로 사용하였
다.혈압은 채혈과 동일한 시간에 10분 이상 안정 상태를 유지시킨 후 자동혈압계
를 이용하여 수축기 혈압(systolicbloodpressure)과 이완기 혈압(diastolicblood
pressure)을 측정하였다. 검사 시작시 평상시 음식 섭취량을 알아보기 위해 24시
간 회상법에 의해 식품 섭취량을 확인하였고,1일 섭취량 분석(totalcalorie
intake:TCI)분석은 우리 나라 식품 분석표를 이용한 CanProprogram(대한영양
학회,Can-PRO 2.0)으로 분석하였다.각각 연구 대상자에 대한 기초대사량(Basal
metabolicrate:BMR)은 Harris-benedic방정식을 이용하여 구하였고,1일 소모량
(totalenergyexpenditure:TEE)은 24시간 활동 상태를 기록하는 신체적 활동량을
고려하여 계산하였다.연구 기간 중의 식품 섭취 및 활동 상태 분석을 위해 12주
방문 전 평일 2회,주말 1회 식품 섭취량과 활동량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333...222...222컴컴컴퓨퓨퓨터터터 단단단층층층 촬촬촬영영영 (((cccooommmpppuuuttteeedddtttooommmooogggrrraaappphhhyyy)))

CT 촬영은 0주와 12주에 High Speed Advantage 9800 Scanner(General
Electric,Milwakee)를 이용하여 상복부(L1)과 하복부(L4),대퇴부와 종아리를 측정
하였다.상복부는 Lumberspine1번 위치를,하복부는 Lumberspine4번 위치를
측정하여 총 복부 지방 면적을 구하였다.복부와 배부의 복막을 경계로 안쪽을 내
장지방 면적(Visceralfatarea),바깥쪽을 피하지방 면적(Subcutaneousfatarea)으
로 하여 면적을 구하였다.대퇴부 ASIA(Anteriorsuperioriliacspine)와 슬개골
중앙점을 측정하여 대퇴지방면적(Thighfatarea)를 구하고 대퇴근육 면적은 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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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나누어서 단위 체중 당 근육면적(cm2/kgbodyweight)으로 사용하였다.

333...222...333혈혈혈청청청 지지지질질질 및및및 지지지단단단백백백 농농농도도도

검사 당일 아침 공복시 정맥에서 채혈하여 혈청 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
롤과 중성지방은 AutochemistryAnalyzer(BayerModelExpressPlus)를 이용하
여 측정하였고,LDL콜레스테롤은 TG<400mg/dl에 대하여 Frideman의 공식
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동맥경화지수 (atherogenicindex:AI)는 총 콜레스테롤에
서 HDL콜레스테롤을 뺀 값을 다시 HDL콜레스테롤 값으로 나누어 표시하였다.
유리지방산은 Hitachi7150 Autoanalyzer (Hitachiltd,Tokyo)로 측정하였고
ApoliporoteinA1와 B는 특이 항혈청과의 침전물 형태로 비탁적 340nm 파장에
서 자동분석기인 CobasIntegra(Roche,Switzerland)로 측정하였다.

333...222...444혈혈혈당당당과과과 인인인슐슐슐린린린 검검검사사사

혈당은 산화효소법으로 인슐린 농도는 INC(Immuno Nucleo Cooperation,
Stillwater,USA)에서 제조한 kit를 사용하여 방사면역법으로 측정하였다

333...222...555...hhhsss---CCCRRRPPP및및및 iiilll---666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

혈청 hs-crp농도는 CRP-Latex(II)×2(BayerInc,USA)를 사용하여 검체 중의
CRP와 라텍스 입자의 항원항체 반응을 일으켜 응집 된 것을 ADVIA
1650(Bayer,USA)을 사용하여 572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혈청 IL-6 는
HumanIL-6QuantikineELISA Kit(R&D Systems,Minneapolis,USA)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으며,Wallacvictor2를 이용하여 450nm 파장에서 읽은 후 540n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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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보정한 값으로 최종 농도를 환산하였다.

333...222...666AAAdddiiipppooonnneeeccctttiiinnn농농농도도도 측측측정정정

혈장 adiponectin농도를 1,2차 방문시 측정하여 복부 지방의 감소가 내분비
양상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adiponectin 농도는 Human adiponectin
ELISA kit(B-bridgeinternationalInc,Japan)을 사용하여 victor2로 450nm에서
측정하였다.

333...222...777안안안정정정성성성 지지지표표표 검검검사사사

간 기능 지표로서 혈청 GOT,GPT활성을,신장기능 지표로서 totalprotein,
BUN 및 creatinine농도를 Hitachi7600-110(Hitachi,Japan)울 이용하여 비색법
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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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3...333통통통계계계처처처리리리

연구자료는 Window 용 SPSSpackage12.0(StatisticalPackagefortheSocial
Science,SPSSins,Chicago,IL,USA)를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모든 측정치들은
평균 ±표준오차 (mean±S.E.)로 표시하였다.분석 전 모든 변수에 대해 정규분
포를 이루는지 확인 하였으며,정규분포를 이루지 않는 경우 log값으로 전환하여
분석하였다.각 군간의 빈도 분석은 chi-square검정을 통해 분석하였으며,각 군
내에서의 제제 복용 전과 복용 후의 변화는 pairedt-test를,각군의 초기값 비교와
제제 복용 전후의 변화값 비교분석은 one-wayANOVA test를 통해 검정하였다.
모든 검정시에는 p<0.05일 때를 통계적으로 유의하다고 간주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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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결결결과과과

444...111연연연구구구 대대대상상상자자자의의의 일일일반반반적적적 특특특성성성

플라시보군과 시험군 I,II군간의 초기 연령과 체질량 지수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각 군별 폐경 여성의 분포는 플라시보군 9명(30%),시험군Ⅰ 6명(20%),시
험군 Ⅱ 6명 (18.2%)으로 각 군간의 폐경 여성의 빈도는 차이가 나지 않았
다.(table3)

444...222체체체중중중과과과 체체체지지지방방방률률률 변변변화화화

인체계측에서 각 군의 초기값은 차이가 나지 않았으며,플라시보 군에서는 체
중과 체질량 지수,체지방 변화,허리 엉덩이 둘레비 등의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table3)시험군 Ⅰ 에서는 체중이 제재 섭취 전 65.1±1.26(kg)에서
12주 후 64.4±1.28(kg)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01)이에 따라 체질량
지수 25.9±0.38kg/m2에서 25.6±0.39kg/m2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01)
복용 전과 비교하여 체지방률(%)은 34.1±0.68에서 33.5±0.66으로 유의적인 감
소를 보였으며(p<0.05)제지방량에는 거의 변화가 없었다.허리 엉덩이 둘레 비율
(WHR)은 0.88±0.01에서 0.87±0.01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p<0.01)평균
허리둘레와 수축기 혈압은 제제 섭취 후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table3)시
험군 II에서는 제재 섭취 전 체중이 66.2±1.64(kg)에서 섭취 후 65.3±1.64(kg)
로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났으며(p<0.001)체질량지수 또한 26.7±0.54(kg/m2)에서
26.3±2.53(kg/m2)으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1)평균 허리 둘레나 허리 엉
덩이 둘레의 비,제지방량에는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수축기 혈압과 이완기
혈압은 정상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
인체계측 결과에서는 제제 섭취 12주 후 플라시보군과 비교하여 시험군 Ⅰ,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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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체중과 체지방률의 유의적인 감소가 나타나 L-carnitine과 isoflavone의 체중
및 체지방 감소의 효과를 보여주었다.(table3,figur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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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555...WWWeeeiiiggghhhtttaaannnddd %%% BBBooodddyyy fffaaatttccchhhaaannngggeee bbbeeefffooorrreee aaannnddd aaafffttteeerrr
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iiinnneeeaaaccchhhgggrrrooouuuppp

*p<0.05,**p<0.01,***p<0.001comparedwith0weekvalueineachgrouptested
bypaired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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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333...AAAnnnttthhhrrrooopppooommmeeetttrrriiicccpppaaarrraaammmeeettteeerrrsssaaannndddbbbllloooooodddppprrreeessssssuuurrreeeaaattt 000,,,111222wwweeeeeekkkiiinnnppplllaaaccceeebbbooo,,,ttteeessstttⅠⅠⅠ aaannndddttteeessstttⅡⅡⅡgggrrrooouuuppp

Mean±S.E.§p<0.1,*p<0.05,**p<0.001comparedwith0weekvalueineachgroup(pairedt-test)
a,b,cSignificantlydifferentwithinarow withunlikesuperscriptlettersatbaseline(one-wayANOVA;p<0.05)

Placebo(n=30) TESTⅠ(n=30) TESTⅡ(n=33)
0week 12week 0week 12week 0week 12week

Age(yrs) 42.9±2.28 39.4±1.78 41.7±1.47
Bodyweight(kg) 63.6±1.09 64.1±1.15 65.1±1.26 64.4±1.27*** 66.2±1.64 65.3±1.64***
BMI(kg/m2) 25.9±0.39 26.1±0.41 25.9±0.38 25.6±0.39*** 26.7±0.54 26.3±2.53***
Waist(cm) 85.4±1.06 85.4±1.02 86.5±1.21 85.5±1.15§ 88.3±1.56 87.5±1.53
Waisttohipratio 0.89±0.01 0.88±0.01 0.88±0.01 0.87±0.01** 0.89±0.01 0.89±0.01
Bodyfat(%) 34.1±0.52 34.4±0.62 34.1±0.68 33.5±0.66* 34.8±0.75 34.1±0.79**
Leanbodymass(kg) 41.8±0.62 41.9±0.61 42.7±0.67 42.7±0.71 43.1±0.92 43.0±0.91
Bloodpressure
SystolicBP(mmHg) 113.9±2.81 114.6±2.55 114.8±2.53 111.6±2.27§ 119.1±2.52 112.2±1.80**
DiastolicBP(mmHg) 76.9±1.16 76.1±1.82 79.0±2.10 77.2±1.18 79.6±1.75 74.2±1.79***
Postmenopause(n(%)) 9(30.0) 6(20.0) 6(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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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333컴컴컴퓨퓨퓨터터터 단단단층층층 촬촬촬영영영에에에 따따따른른른 복복복부부부 지지지방방방 면면면적적적 변변변화화화

컴퓨터 단층촬영(CT)를 통해 복부,대퇴부,종아리 등의 지방 면적 변화를 살펴
보았을 때,상복부(L1)과 종아리에서는 플라시보군과 시험군에서 모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4)그러나 하복부(L4)에서는 총지방면적과 내장지방이 플라시
보군과 시험군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으며(p<0.05),군 간 비교에서 시험
군Ⅰ의 하복부(L4)의 총지방면적과 내장지방면적의 감소정도는 플라시보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다.시험군Ⅱ에서는 플라시보 군과의 비교에서 내장지방에서만 유
의적인 차이가 있었다.(table4,table5,figure5)
중간 대퇴부의 지방량과 근육량은 각 군에서 초기값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났다.군간 비교에서 시험군Ⅱ의 대퇴부 지방량은 플라시보군과 시험군Ⅰ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근육량은 유의적으로 적게 증가하였다.(tabl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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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Fiiiggguuurrreee 666... FFFaaattt dddiiissstttrrriiibbbuuutttiiiooonnn aaattt LLL444 llleeevvveeelllsss bbbeeefffooorrreee aaannnddd aaafffttteeerrr
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iiinnnppplllaaaccceeebbboooaaannndddttteeessstttgggrrrooouuupppsss...

*p<0.05,**p<0.01,***p<0.001comparedwith0weekvalueineachgroup(paired
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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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444...FFFaaatttaaannndddmmmuuussscccllleeeaaarrreeeaaasssaaatttdddiiiffffffeeerrreeennntttllleeevvveeelllsssooofffbbbooodddyyyfffaaatttdddiiissstttrrriiibbbuuutttiiiooonnnbbbeeefffooorrreeeaaannndddaaafffttteeerrr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iiinnneeeaaaccchhhgggrrrooouuuppp

Mean±S.E.1Visceral/subcutaneousfatratio
a,b,cSignificantlydifferentwithinarow withunlikesuperscriptlettersatbaseline(one-wayANOVA;p<0.05)

Placebo(n=30) TESTⅠ(n=30) TESTⅡ(n=33)
0week 12week 0week 12week 0week 12week

1stlumbar(L1)vertebra
Totalfat(cm2) 232.7±13.8 231.1±11.6 214.2±12.4 214.2±10.6 224.5±11.8 226.9±10.8
Visceralfat(cm2) 91.9±8.64 94.1±8.08 80.1±6.63 78.7±5.35 87.4±6.02 90.4±5.41
Subcutaneousfat(cm2) 140.8±7.17 137.0±5.81 134.1±7.17 135.5±6.95 137.1±6.94 136.2±6.72
1VSR 0.66±0.05 0.70±0.05 0.60±0.04 0.59±0.04 0.64±0.03 0.67±0.03

4thlumbar(L4)vertebra
Totalfat(cm2) 284.7±11.5 285.1±10.9 268.7±11.9 246.9±8.64** 276.9±11.5 269.2±11.5*
Visceralfat(cm2) 78.0±6.38 81.9±6.59 70.1±4.08 62.3±3.16*** 82.8±5.23 78.2±5.06
Subcutaneousfat(cm2) 206.7±9.16 203.2±7.55 198.6±9.95 184.6±7.09* 194.1±8.21 191.0±8.45
1VSR 0.39±0.03 0.41±0.03 0.37±0.02 0.35±0.02 0.43±0.02 0.42±0.02

Midthigh
Fat(cm2) 71.6±3.08b 81.0±3.72*** 70.6±3.36b 76.5±3.40** 78.3±3.07ab 73.1±3.30**
Muscle(cm2) 91.1±2.70b 102.4±2.21*** 95.2±2.85b 103.4±2.09* 110.5±2.75a 111.0±2.72

Midcalf
Fat(cm2) 25.9±1.28 26.1±1.32 26.9±1.04 26.4±1.11 26.5±1.23 26.3±1.16
Muscle(cm2) 62.7±1.67 66.9±1.98*** 66.8±1.66 69.4±1.80 67.9±2.51 68.0±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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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555...CCChhhaaannngggeeevvvaaallluuueeesssoooffffffaaatttaaannndddmmmuuussscccllleeeaaarrreeeaaasssaaatttdddiiiffffffeeerrreeennntttllleeevvveeelllsssooofffbbbooodddyyyfffaaatttdddiiissstttrrriiibbbuuutttiiiooonnniiinnneeeaaaccchhhgggrrrooouuuppp

Mean±S.E.1Visceral/subcutaneousfatratio
a,b,cSignificantlydifferentwithinarow withunlikesuperscriptlettersatbaseline(one-wayANOVA;p<0.05)
a*,b*,c*Significantlydifferentwithinarow withunlikesuperscriptlettersatChangevalues(one-wayANOVA;p<0.05)

Placebo(n=30) TESTⅠ(n=30) TESTⅡ(n=33)
Baseline △Change Baseline △Change Baseline △Change

1stlumbar(L1)vertebra
Totalfat(cm2) 232.7±13.8 -1.59±4.68 214.2±12.4 0.02±3.91 224.5±11.8 2.38±3.68
Visceralfat(cm2) 91.9±8.64 2.25±2.89 80.1±6.63 -1.39±2.58 87.4±6.02 3.27±2.82
Subcutaneousfat(cm2) 140.8±7.17 -3.86±2.85 134.1±7.17 1.40±2.62 137.1±6.94 -0.87±1.98
1VSR 0.66±0.05 0.04±0.02 0.60±0.04 0.00±0.02 0.64±0.03 0.03±0.02

4thlumbar(L4)vertebra
Totalfat(cm2) 284.7±11.5 0.37±6.43a* 268.7±11.9 -21.8±6.41b* 276.9±11.5 -7.66±3.69ab*
Visceralfat(cm2) 78.0±6.38 3.90±2.37a* 70.1±4.08 -7.88±2.02b* 82.8±5.23 -4.60±2.75b*
Subcutaneousfat(cm2) 206.7±9.16 -3.53±5.54 198.6±9.95 -13.9±5.97 194.1±8.21 -3.05±3.03
1VSR 0.39±0.03 0.02±0.01 0.37±0.02 -0.02±0.02 0.43±0.02 -0.02±0.02
Midthigh
Fat(cm2) 71.6±3.08b 9.46±2.05a* 70.6±3.36b 5.90±1.71a* 78.3±3.07ab -5.19±1.72b*
Muscle(cm2) 91.1±2.70b 11.32±2.46a* 95.2±2.85b 8.15±2.97ab* 110.5±2.75a 0.52±1.35b*

Midcalf
Fat(cm2) 25.9±1.28 0.22±0.42 26.9±1.04 -0.55±0.52 26.5±1.23 -0.51±0.48
Muscle(cm2) 62.7±1.67 4.19±1.19 66.8±1.66 2.59±1.44 67.9±2.51 0.07±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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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444...혈혈혈청청청 지지지질질질 및및및 지지지단단단백백백질질질 농농농도도도와와와 공공공복복복 혈혈혈당당당,,,인인인슐슐슐린린린
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혈액 내 중성 지방의 경우 플라시보군에서만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p<0.05)다른 군에서는 제재 섭취 전 후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table6)플라
시보 군에서 총 콜레스테롤 수치는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p<0.05)HDL-콜레
스테롤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01)LDL-콜레스테롤 수치는 제재 섭취
전후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며,동맥경화지수는 3.02±0.27에서 2.68±0.20으
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1)시험군Ⅰ에서는 HDL-콜레스테롤의 수치가
50.6 ± 1.83(mg/dl)에서 55.4 ± 1.95(mg/dl) 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p<0.01)동맥경화지수 역시 2.92±0.17에서 2.66±0.17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
다.(p<0.01)그리고 LDL관련 지단백질인 ApolipoproteinB 의 수치는 83.5±
3.80(mg/dl)에서 78.5±3.45(mg/d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table6)

444...555...염염염증증증성성성 지지지표표표 및및및 aaadddiiipppooonnneeeccctttiiinnn농농농도도도의의의 변변변화화화

hs-CRP농도는 혼합제제 복용 후 시험군 Ⅰ에서는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 시험군 Ⅱ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 (p<0.01),IL-6의 농도는 복용
전후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평균 Adiponectin농도는 시험군 Ⅰ에서
만 6.82 에서 7.58μU/ml으로 제재를 복용한 12주 후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p<0.001)(table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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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666...SSSeeerrruuummm llliiipppiiidddppprrrooofffiiillleeesssaaannndddgggllluuucccooossseee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sssaaannndddppprrrooo---iiinnnffflllaaammmmmmaaatttooorrryyymmmaaarrrkkkeeerrrsssaaannndddaaadddiiipppooonnneeeccctttiiinnncccooonnnccceeennntttrrraaatttiiiooonnnsss
bbbeeefffooorrreee aaannndddaaafffttteeerrriiinnnttteeerrrvvveeennntttiiiooonnniiinnneeeaaaccchhhgggrrrooouuuppp

Mean±S.E.1testedbylog-transformed
§P<0.1,*P<0.05,**P<0.001comparedwith0weekvalueineachgroup(pairedt-test)
a,b,cSignificantlydifferentwithinarow withunlikesuperscriptlettersatbaseline(one-wayANOVA;p<0.05)

Placebo(n=30) TESTⅠ(n=30) TESTⅡ(n=33)
0week 12week 0week 12week 0week 12week

1Triglyceride(mg/dl) 140.1±14.3 120.2±10.0* 111.7±9.33 124.6±12.9 137.9±12.0 133.3±11.0
Totalcholesterol(mg/dl) 195.4±7.77 205.6±5.97* 191.2±5.35 195.1±5.11 191.3±5.21 190.6±5.52
HDLcholesterol(mg/dl) 52.1±2.21 58.7±2.07*** 50.6±1.83 55.4±1.95** 50.2±1.39 49.9±1.58
LDLcholesterol(mg/dl) 115.3±7.20 122.6±6.19§ 118.3±5.12 114.8±4.16 113.5±4.30 114.1±4.40
Atherogenicindex1 3.01±0.26 2.68±0.20** 2.92±0.17 2.66±0.17** 2.88±0.14 2.92±0.15
ApolipoproteinA1(mg/dl) 149.8±3.64a 152.7±3.60 138.3±3.48ab 142.2±3.56 136.2±3.31b 137.0±3.32
ApolipoproteinB(mg/dl) 82.2±5.42 79.1±4.02 83.5±3.80 78.5±3.45* 83.4±3.34 81.9±3.50

Pro-inflammatorymarker
1Hs-CRP(<5mg/dL) 1.02±0.20 0.94±0.44 0.80±0.14 0.72±0.13 1.06±0.19 1.26±0.19**
IL-6(pg/ml) 1.31±0.24 1.13±0.23 1.47±0.30 1.43±0.20 1.12±0.16 1.31±0.44
Adiponectin(μU/ml) 8.38±0.66 8.70±0.65 6.83±0.57 7.58±0.56*** 6.56±0.51 6.96±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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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4...666안안안정정정성성성 지지지표표표의의의 변변변화화화

플라시보군에서 간 기능지표인 GOT,GPT의 수치는 정상 범위 내에서 유의적
인 증가가 나타났으며(p<0.001)총 단백질의 경우에도 정상 범위 내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p<0.01)시험군Ⅰ에서는 GPT수치 (p<0.01)와 총 단백질의 수치는
복용 전 후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으며,(p<0.05) 시험군Ⅱ에서는 creatinine수치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1)
그러나 안정성 지표의 유의적인 변화는 모두 정상 범위 내에서 이루어졌다.이

러한 지표의 유의적인 증가는 시험군에서 뿐 만 아니라 플라시보군에서도 나타나
는 것으로 보아 시험물질에 의한 이상 반응이 아니라 제형의 형태와 재질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444...777식식식사사사섭섭섭취취취량량량 및및및 활활활동동동량량량 분분분석석석 결결결과과과

식사섭취량 및 활동량 분석 결과 플라시보군에서 총 섭취열량(p<0.001)과 활동
량(p<0.01)이 유의적으로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총 섭취 열량과 활동량의 비율은
유의적 변화가 없었으며,당질,지방,단백질의 섭취비율 또한 변화가 없었다.시
험군에서 모두 12주 후 일일 식사 섭취량과 활동량은 유의적인 차이는 보이지 않
았으나,시험군Ⅰ에서는 당질의 섭취 비율 증가와 지방의 섭취 비율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p<0.05)시험군Ⅱ에서는 당질,지방,단백질의 섭취 비율은 변화가
없었으나 콜레스테롤 섭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p<0.05)
(table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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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TTaaabbbllleee777...DDDaaaiiilllyyyfffoooooodddiiinnntttaaakkkeeeaaannndddtttoootttaaallleeennneeerrrgggyyyeeexxxpppeeennndddiiitttuuurrreeeiiinnnppplllaaaccceeebbboooaaannndddttteeessstttgggrrrooouuupppddduuurrriiinnngggttthhheeessstttuuudddyyy

Mean±S.E. 1totalcalorieintake,2totalenergyexpenditure*p<0.05,**p<0.01comparedwith0weekvalueineachgroup
(pairedt-test)

Placebo(n=30) TESTⅠ(n=30) TESTⅡ(n=33)

0week 12week 0week 12week 0week 12week

TCI1(kcal/d) 2238.4±28.2 2259.2±29.0** 2260.8±25.2 2269.0±26.3 2306.0±53.7 2289.6±39.6

TEE2(kcal/d) 1990.7±24.6 2005.2±26.7* 2053.5±23.1 2035.7±20.9 2030.7±40.6 2004.7±26.3

TCI/TEE 0.89±0.01 0.89±0.01 0.91±0.01 0.90±0.01 0.88±0.01 0.88±0.01

Carbohydrates(% ofTCI) 62.2±0.35 60.9±1.45 61.9±0.24 62.5±0.28* 61.1±1.45 61.3±1.49

Protein(% ofTCI) 18.6±1.54 17.2±0.34 16.9±0.24 17.0±0.24 18.0±0.33 17.5±0.29

Fat(% ofTCI) 22.4±1.42 20.5±0.35 21.5±0.32 21.0±0.29* 19.5±0.67 19.8±0.42

Cholesterol(% ofTCI) 317.5±34.1b 315.4±26.5 333.3±32.0ab 345.3±27.7 442.0±36.1a 345.8±2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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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결결결론론론 및및및 고고고찰찰찰

본 연구는 체질량 지수(BMI)23kg/m2이상인 과체중 혹윽 비만한 성인 여성을
대상으로 체중 및 체지방 감량이 기대되는 L-carnitine과 isoflavone혼합제제를 12
주간 복용시켰을 때,인체계측 및 CT촬영상의 체지방 분포,혈청 지질 농도 등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였다.
L-carnitine은 일반적으로 동물성 식품에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며,정상인의

간과 신장에서 필수아미노산인 라이신과 메티오닌으로부터 합성 될 수 있다.
L-carnitine은 중.장쇄 지방산을 미토콘드리아의 matrix에 운송함으로써 지방산 산
화,에너지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이는 13C,15N stable
isotope방법을 이용한 Muller등의 연구와 KlausD 등의 연구에서 건강한 성인
에게 L-carnitine을 하루 3g씩 10일 공급 후 지방산 산화가 증가된 것을 통해 입
증되었다.이러한 기전을 바탕으로 최근 L-carnitine의 지방연소 촉진을 통한 체중
및 체지방 감소의 기능성과 관련하여 연구되고 있으나,체중 감소와 관련한
L-carnitine효과의 임상적 의의는 여러 연구에서 투여용량과 기간에 따라 상반된
결과를 보고하고 있다.이는 체내 carnitine의 98%가 근육에 저장되어 있기 때문에
체내 카르니틴 pool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장시간이 소요되며(37-38),또한
carnitine은 체내합성으로 저장량이 풍부한 상태이므로 carnitineacyltransferase의
활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기에 투여량과 섭취기간 부족등의 가능성으로 설명되고
있다.carnitine은 체내 합성으로 인해 저장량이 풍부한 상태이므로 카르니틴의 공
급 여부가 carnitineacyltranseferase의 활성 변화에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기 위
해서는 오히려 체내 carnitine을 감소시킨 후에 carnitine을 공급하여 효소 활성에
변화가 있는지를 살펴보는 방법도 생각해 볼 수 있다.

Isoflavone은 대표적인 phytoestrogen으로 그 구조가 estrogen과 비슷하여 체내
에서 estrogenreceptor와 약하게 결합하여 여러가지 다양한 생리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invitro연구에서 isoflavone의 주 성분인 genistein은 지방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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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용의 속도제한효소인 carnitinepalmitoyltransferase-1(CPT-1)유전자의 발현을
증가시키고,proliferator-activatedreceptorα (PPAR α)의 activator임이 밝혀졌으
며,지방 세포에서 lipogenesis는 억제하고 lipolysis를 자극하여 체지방의 분해
대사를 촉진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또한 동물시험에서 고지방 식이로 유도
된 비만 mice에서 genistein보충 식이를 섭취 시킨 결과,hepatictranscriptional
profile과 지방간으로의 진행을 억제하였고 체중과 내장 지방의 증가 억제과 관찰
되어 genistein의 보충이 항비만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다.Goodman-GruenD
등은 폐경 후 여성에서 isoflavone의 섭취가 비만도와 혈중 공복시의 인슐린 농도
감소와 HDL콜레스테롤 농도 증가와 관련이 있음을 밝혔으며,여러 인체 연구에
서 isoflavone의 보충은 혈청 지질 농도 및 insulinsensitivity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그러나 isoflavone의 체중 감소 효능과 관련
하여서는 저열량식과 함께 isoflavone을 섭취할 경우 효능이 있음이 보고된 반면,
식사 조절 없이 isoflavone의 보충제의 섭취가 체중 및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
을 보고한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에서 체중 및 체지방 변화와 관련한 결과를 살펴보면,플라시보군에서
는 제제 복용 전후 체중 및 체지방의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나,대두추출물과
L-carnitine을 포함한 제제를 섭취한 시험군Ⅰ과 시험군Ⅱ에서 12주 후 체중이
0.72kg,0.96kg감소하였다.인체계측상 체지방율 또한 감소하였으며 복부지방을
단층 촬영한 결과 하복부(L4)수준의 총지방 면적에서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
다.특히 이소플라본의 용량이 높은 시험군Ⅰ에서만 허리와 엉덩이 둘레비가 유의
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L4에서의 복부지방은 총 지방 면적이 보조제 섭취 후
약 8.1% 감소,이와 함께 내장지방면적(-11.1%)와 피하지방면적 (-7.0%)의 유의적
감소를 보여주어 체지방 분포의 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시험군 Ⅰ의 체중감소 및
L4수준에서의 총 지방 면적과 내장지방면적의 감소 정도는 플라시보군의 변화량
과 비교하여 유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로 미루어 보아,하루 대두 추출물 400mg과 L-carnitine300mg

을 3개월 섭취시킨 시험군 Ⅰ이 체중 감소와 체지방 감소,특히 내장지방을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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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중 지질 및 지단백 농도의 변화와 관련해서는 이소플라본의 용량이 높은 시

험군Ⅰ에서만 12 주후 HDL 콜레스테롤 증가 및 LDL 관련 지단백인
apolipoproteinB의 유의적인 감소,동맥경화지수의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결과는 플라시보 제제 섭취 전후의 혈액 지질 농도의 변화량과 유
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시험 물질 Ⅰ의 혈중 지질 농도 개선 효능을 정확히
입증하기에 미흡하였다.또한 시험 물질의 섭취가 염증성 지표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내장 지방 감소가 가장 두드러진 시험군Ⅰ에서 혈장 adiponectin의 농도
가 12주후 유의적으로 증가된 것이 관찰되었다.Adiponectin은 지방세포에서 특
이적으로 분비되는 adipokine으로 간과 근육에서 지방산의 산화를 촉진하여 인슐
린 감수성을 개선시키는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비만도와 특히,복부내장지
방이 증가할 수록 분비가 감소됨이 보고 되어 인슐린 저항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또한 혈관 염증을 저해하고 인슐린 민감성을 향상시키
는 것으로 나타나며,혈장의 Adiponectin수준은 비만군에서 낮고,체중감소 후
에 증가한다.Hypoadiponectinemia는 비만과 관련한 atherogenesis를 가속화시키
고 인슐린 저항성을 유발시킨다(47). Arita등의 연구에서 비만한 사람에서는 3.7
㎍/㎖,비만하지 않은 사람에서는 8.9㎍/㎖의 평균 혈장 수준의 농도를 가지고
있음이 보고되었다.혈장 adiponectine의 농도에 관하여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adiposity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하는 것으로 보여졌고,visceralfat
accumlation과 관련성 있게 알려져 왔다(48).
Adiponectin의 농도가 증가된 시험군 Ⅰ에서 혈당과 인슐린 농도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는 모든 대상자가 정상범위에 속하였기 때문으로 사
료된다.
이와 같이 과체중 및 비만인에게 식사 조절 없이 하루 대두 추출물 400mg과

L-carnitine300mg을 함유한 혼합 제제를 12주간 섭취시킬 경우,체중감소는 경미
하였지만 체지방의 감량,특히 내장지방 감소 효과와 함께 지방 세포에서 분비되
는 adipokine인 adiponectin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다.이는 식사 섭취 조절
과 병행할 경우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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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EffectofL-CarnitineandIsoflavoneSupplement
onWeight andBodyfatpercentreduction

inOverweightWomen

JungHyun,Kwak
GraduateProgram ScienceforAging

TheGraduateSchool
YonseiUniversity

TheobjectiveofthisstudywastoexaminethecombinedeffectsofL-carnitine
and isoflavonesupplementation on weightlossand bodyfatdistribution in
overweightwomen.Overweightwomen (body massindex >23kg/m2)who
werenotdiagnosed any typeofdiseaseswereincluded in thisstudy and
ninety-threesubjectswererandomlyassigned toaplacebo(n=30)ortestⅠ
(n=30,L-carnitine429mg+isoflavone200mg/day)ortestII(n=33,L-carnitine
429mg + isoflavone 400mg/day) group. We measured anthropometric
parameters,computerizd tomographyand blood componentsbeforeand after
the 12 week intervention period.Afterthe 12 weeks ofsupplementation,
subjectsinthetestIandtestIIgroupshowedsignificantreductionofbody
weightandbodyfat% comparedwiththoseintheplacebogroup.Visceralfat
areaat L4vertebrawassignificantlyreducedby-11.1% (p<0.001)andtotalfat
areaattheL4level,by8.1% (p<0.01)inthetestIgroup.TestIIgroupwho
supplemented doubleamountsofisoflavonethanthetestIgroupshowed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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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reductionintotalfatareaatL4levelby2.7% (p<0.05),however,
theydidnotshow thebeneficialeffectonvisceralfatreductionafterthe12
weeks.Inlipid profiles,testIgroupshowed thesignificantimprovementof
HDL-C (p<0.01)andapoB(p<0.05)concentration,but,changevaluesinthose
markerswasnotsignificantcompared with thoseoftheplacebo group.In
addition,asignificantincreaseofadiponectinlevel(p<0.001)wasobservedin
the test I group after the intervention. The result of present study
demonstratedthatsupplementationofL-carnitine429mgandisoflavone200mg
perdayfor12weekscangivebeneficialeffectsonweightlossandvisceralfat
accumulationwithoutanysideeffects.
------------------------------------------------------------------------------------------------------------------
KEY WORD: L-carnitine, isoflavone, weight loss, visceral fat reduction,

obe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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