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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에 지 섭취가 신체의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소비 

에 지 양 보다 과되어 잉여 에 지가 체내의 지방 조직 내에 

축 되어 사 장애를 유발시키는 상으로1-3) 외모상의 이유뿐

만 아니라 당뇨병, 고지 증, 고 압, 상동맥질환 등 만성 퇴행

성 질환과 한 련이 있어4,5) 극 인 치료가 필요하다.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이『素問․通評虛實論』에 “肥貴

人卽膏粱之疾也”,『素問․奇病論』에 “人必數食甘味而多肥也”

라 하여 膏粱珍味와 甘味의 과식 등이라 하 고6), 病機  治法

으로는 濕痰過多로 氣機가 不利됨으로써 痰涎이 壅盛하기 때문

에 化痰祛痰法을7,8), 治方으로는 부분 多濕多痰하기 때문에 治

痰之劑인 二陣湯을9) 사용한다 하 다.

    二陳湯은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에 “二陳湯 治痰飮

爲患 或嘔吐惡心 或頭眩驚悸 或中脘不快 或發爲寒熱 或因食生冷 

脾胃不和”10)라고 최 로 기재되어 있고,『醫方集解』에도 “二陳

湯痰飮局方 治一切痰飮爲病 治痰通用二陣”11)이라 기록되어 있으

며,『醫宗金鑑』에서는 “二陳湯燥痰湯 諸痰 一切痰 皆宣二陳

湯治之”12)라 하여 二陳湯의 治痰作用을 重要하게 記  하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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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히『醫方集解』에 “濕痰加 蒼朮白朮“
11)

,『醫宗金鑑』에”

濕痰加 蒼朮“12)
이라 하여 二陳湯에 蒼朮과 白朮을 加味하여 濕

痰을 治療한다 하 다.

    비만에 한 연구로 이 등13)
은 加味六君子湯을, 金 등

14)
은 加

味補中益氣湯을, 李 등
15)

은 太陰調胃湯을, 裵 등
16)

은 六君子湯을 

이용하여 실험  효과 등을 보고하 고, 二陳湯을 이용한 연구로

는 최17)
는 二陳湯의 肥滿생쥐의 卵巢機能에 미치는 影響을, 옥

18)

은 二陳湯  加味二陳湯이 흰쥐의 胃腸管機能에 미치는 影響에 

한 硏究를, 최19)
는 二陳湯 탕액이 흰쥐 의 Gastrin, 

Histamine, Somatostatin면역반응세포에 미치는 향 등을 보고

하 다. 그러나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을 이용하여 비만이 유

발된 생쥐의 체 과 청  지질의 함량 변화 등에 미치는 연구

는 아직까지 할 수 없었다.

    이에 자는 한의학 으로 痰이 비만의 요한 원인  하

나이고, 二陳湯加蒼朮白朮이 化痰의 效能을 가지고 있어 비만 치

료에 효과 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바, 고지방식

이로 비만을 유발시킨 생쥐의 체  변화  청  각종의 지질 

사 함량을 측정한 결과 유의성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동물

    체  30 g내외의 ICR 계 수컷 생쥐를 1주일 이상 실험실 환

경에 응시킨 후 실험에 이용하 다. 실험 기간 동안 물과 일반 

배합사료 그리고 고지방식이사료 (Dyets, USA)를 자유스럽게 공

하 다.

 2) 약재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동신 학교 부속 주한방병원에서 

구입한 후 사용하 고, 二陳湯加蒼朮白朮의 구성약물은『東醫寶

鑑』20)에 수록된 처방을 근거로 하 으며, 분량  생약명21)은 다

음과 같다(Table 1).

Table 1. Prescription of Ijin-tang add Atractylodis rhizoma and 

Atratcylodis macrocephalae rhizoma

Herbal Name Quantity(g)

半夏製 Pinelliae rhizoma 8.0

橘  皮 Citri pericarpium 4.0

赤茯苓 Poria 4.0

炙甘草 Glycyrrhizae radix 2.0

蒼  朮 Atractylodis rhizoma 4.0

白  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ma 4.0

Totality 26.0

2. 방법

 1) 시료의 조제

    二陳湯加蒼朮白朮 10첩 분량 (260.0 g)을 3,000 ㎖ 환  라

스크에 증류수 1,500 ㎖와 함께 120분 가열하고 탕액을 여과지

로 여과하여 5,000 × g로 30분 원심분리하여 상청액을 취하 다. 

그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Japan)에 넣어 감압 농

축한 다음 동결 건조시켜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 (Ijin-tang add 

Atractylodis rhizoma and Atratcylodis macrocephalae rhizoma 

freeze dried powder, IJTAA) 26.53 g을 검액으로 얻었다.

 2) 비만 유도  실험군 분류

    생쥐를 각 군에 8마리씩 배정하여, 일반사료와 증류수를 자

유스럽게 7주 동안 투여한 정상군, 고지방식이사료와 증류수를 

자유스럽게 7주 동안 투여한 조군, 고지방식이사료와 IJTAA 

500 ㎎/㎏/mouse/day를 투여한 실험군 A, 고지방식이사료와 

IJTAA 500 ㎎/㎏/mouse/day를 투여한 실험군 B로 분류하여 

진행하 다.

    고지방식이사료의 조성과 열량은 다음과 같다(Table 2).

Table 2. Contents and Calories of High Fat Diet

PROXIMATE PROFILE CALORIC PROFILE

PROTEIN 17.7% PROTEIN 0.732 kcal/gm

FAT 40.0% FAT 3.600 kcal/gm

FIBER  5.0% CARBOHYDRATE 1.210 kcal/gm

ASH  4.0%

MOISTURE  3.3%

CARBOHYDRATE 31.4% TOTAL 5.542 kcal/gm

 3) 체  측정

    각각의 실험군의 생쥐를 실험종료 직 에 울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4) 채   청  지질 함량 측정

    상기 방법과 같이 각각의 실험군에게 7 주간 시료를 투여한 

후, 처치하기 12 시간 에 식시켰다. 청검사를 하여 심장

에서 채 을 실시한 다음 상온에서 30 분 동안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30분 원심 분리하여 청을 얻은 다음 청 내 지질 함

량을 측정하 다.

  (1)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측정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은 Enzymetric method 원리
22-26)하에 total cholesterol (Randox, U.K.) 용시약을 이용하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정하 다.

  (2) 청  high 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함량 

측정

    청  HDL-cholesterol 함량은 Enzymetric method 원리
27,28) 하에 HDL cholesterol (Randox, U.K.) 용시약을 이용하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정하 다.

  (3) 청  low 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 함량 측정

    청  LDL-cholesterol 함량은 Enzymetric method 원리
25,29,30) 하에 LDL cholesterol (Randox, U.K.) 용시약을 이용하

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정하 다.

  (4) 청  triglyceride 함량 측정

    청  triglyceride 함량은 Enzymetric method 원리25,29,30) 

하에 triglyceride (Randox, U.K.) 용시약을 이용하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정하 다.

  (5) 청  free fatty acid 함량 측정

    청  free fatty acid 함량은 colorimetry method 원리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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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에 NEFA (ShinYang, Korea) 시약을 이용하여 COBAS MIRA 

PLUS (Roche, Switz)로 측정하 다.

  (6) 청  total lipid 함량 측정

    청  total lipid 함량은 Enzymetric method 원리32)
 하에 

total lipid (ShinYang, Korea) 용시약을 이용하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정하 다.

  (7) 청  phospholipid 함량 측정

    청  phospholipid 함량은 colorimetry method 원리31)
 하

에 phospholipid (Shinyang, Korea) 용시약을 이용하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정하 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Window용 SigmaPlot(9.0)을 이용하여 Student's 

t-test를 시행하 으며, p-value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만 유의성

을 인정하 다.

성    

1. 체 에 미치는 효과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이 비만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비만이 유도된 생쥐의 체 을 실험 종료 시에 측정하

다(Fig. 1).

    실험 종료 시 조군의 평균 체  55.30±1.43 g을 100.00± 

2.59%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체  75.52±1.30%보다 유의성 

(p<0.001)있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실험군 A의 평균 체 은 

86.10±2.59%로 조군보다 유의성 (p<0.01)있게 감소되었고, 실

험군 B의 평균 체 도 75.75±1.34%로 조군보다 유의성 

(p<0.001)있게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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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IJTAA extract on the changes of body weight in 

mice fed high fat diet. IJTAA ; Ijin-tang add Atractylodis rhizoma and 
Atratcylodis macrocephalae rhizoma, Normal ; Group fed normal diet and 

administered distilled water to mice during 7 weeks, Control ; Group fed high fat 

diet and administered distilled water to mice during 7 weeks, Sample A ; Group 

fed high fat diet and administered IJTAA 500 ㎎/㎏/mouse/day to mice during 7 

weeks, Sample B ; Group fed high fat diet and administered IJTAA 700 ㎎/㎏

/mouse/day to mice during 7 weeks.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of 8 sample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Normal group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Sample group (* ; p<0.05, ** ; p<0.01, *** ; p<0.001)

2. 청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함량에 미치는 효과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이 비만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비만이 유도된 생쥐의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HDL-cholesterol 함량과 LDL-cholesterol 함량을 측정하 다(Fig. 2).

    조군의 평균 total cholesterol 함량 137.38±4.28 ㎎/㎗를 

100.00±3.12%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 total cholestrol 함량 

76.71±4.06%보다 유의성 (p<0.001)있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실험

군 A의 total cholesterol 함량은 88.26±3.97%로 조군보다 유의

성 (p<0.05)있게 감소되었고, 실험군 B의 total cholesterol 함량도 

87.17±2.57%로 조군보다 유의성 (p<0.01)있게 감소되었다.

    조군의 평균 HDL-cholesterol 함량 73.88±2.85 ㎎/㎗를 

100.00±3.86%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 HDL-cholestrol 함량 

114.38±4.70%보다 유의성 (p<0.05)있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실험

군 A와 실험군 B의 평균 HDL-cholesterol 함량은 각각 

113.54±4.28%와 115.57±4.76%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5)

있게 증가되었다.

    조군의 평균 LDL-cholesterol 함량 5.88±0.35 ㎎/㎗를 

100.00±5.96%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 LDL-cholestrol 함량 

65.96±5.02%보다 유의성 (p<0.001)있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실험

군 A의 평균 LDL-cholesterol 함량은 91.49±6.38%로 조군보다 

감소되었고, 실험군 B의 평균 LDL-cholesterol 함량도 

85.11±7.88%로 조군에 비해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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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IJTAA extract on the change of serum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level in mice fed 

high fat diet. Other legends are the same as Fig. 1.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of 8 sample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Normal group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Normal group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Sample group (* ; p<0.05, ** ; p<0.01)

3. 청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함량에 미치는 효과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이 비만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비만이 유도된 생쥐의 청  triglyceride 함량과 청 

 free fatty acid 함량을 측정하 다(Fig. 3).

    조군의 평균 triglyceride 함량 117.25±6.28 ㎎/㎗를 

100.00±5.35%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 triglyceride 함량 

38.59±2.66%보다 유의성 (p<0.001)있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실험

군 A와 실험군 B의 평균 triglyceride 함량은 각각 51.17±5.13%와 

37.42±2.38%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01)있게 감소되었다.

    조군의 평균 free fatty acid 함량 957.50±7.45 μEq/L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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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0±0.78%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 free fatty acid 함량 

85.55±3.14%보다 유의성 (p<0.001)있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실험

군 A의 평균 free fatty acid 함량은 88.96±2.82%로 조군에 비

해 유의성 (p<0.01)있게 감소되었고, 실험군 B의 평균 free fatty 

acid 함량도 84.99±3.00%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01)있게 

감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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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IJTAA extract on the change of serum triglyceride 

and free fatty acid level in mice fed high fat diet. Other legends are the 
same as Fig. 1.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of 8 sample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Normal group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Sample group (** ; p<0.01, *** ; p<0.001)

0

20

40

60

80

100

120

Normal Control Sample A Sample B

Experimental Group

%
 o

f 
C

h
a
n
g
e
s

Total Lipid Phospholipid

+++
**

***

*
**

Fig. 4. Effects of IJTAA extract on the change of serum total lipid, 

phospholipid level in mice fed high fat diet. Other legends are the same 
as Fig. 1. The present data were expressed as mean±SE of 8 sample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Normal group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ion between Control group 

and Sample group (* ; p<0.05, ** ; p<0.01, *** ; p<0.001)

4. 청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에 미치는 효과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이 비만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비만이 유도된 생쥐의 청  total lipid 함량과 

phospholipid 함량을 측정하 다(Fig. 4).

    조군의 평균 total lipid 함량 647.50±48.51 ㎎/㎗를 

100.00±7.49%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 total lipid 함량 

62.34±3.29%보다 유의성 (p<0.001)있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실험군 

A의 평균 total lipid 함량은 67.43±2.81%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게 감소되었고, 실험군 B의 평균 total lipid 함량은 

62.28±2.55%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01) 있게 감소되었다.

    조군의 평균 phospholipid 함량 239.00±10.29 ㎎/㎗를 

100.00±4.31%라 하 을 때, 정상군의 평균 phospholipid 함량 

90.12±3.25%보다 증가되었다. 그러나 실험군 A의 평균 

phospholipid 함량은 82.85±4.70%로 조군보다 유의성 (p<0.05)

있게 감소되었고, 실험군 B의 평균 phospholipid 함량은 

80.60±2.49%로 조군에 비해 유의성 (p<0.01) 있게 감소되었다.

고    찰

    속한 경제 성장과 생활수 의 향상  패스트푸드 등의 

잘못된 식생활과 운동 부족으로 인해 비만이 주된 건강 문제로 

두되고 있는데32)
, 이는 만이란 에 지의 섭취가 신체의 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소비 에 지 양보다 과 시 잉여 에 지가 체내

의 지방 조직 내에 축 되어 사 장애를 유발하는 상으로1-3)
, 

단순히 외모상의 이유뿐만 아니라 당뇨병, 고지 증, 고 압, 

상동맥질환 등 만성 인 질환과 한 련이 있어 심각한 문

제로 두되고 있다4). 

    비만은 단순성 비만과 증후성 비만으로 구별할 수 있는데, 

그  단순성 비만은 체 비만의 90%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과식을 포함한 잘못된 식이나 운동부족 등으로 발생된다
33). 한 

비만은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문제 들을 래할 뿐만아니라 

당뇨병, 고 압, 상동맥경화증, 고지 증, 지방간, 통풍, 질

환, 월경이상 등의 합병증을 야기시키도 하기 때문에34) 인들

은 이를 치료하기 해 약물요법, 수술요법 외에도 식이요법, 운

동요법 등을 이용하고 있다35).

    한의학에서 비만의 원인을 膏粱甘味의 과량섭취와 연 이 

있음을 찰하 고, 비만증의 辨證에 해서는 痰濕內蓄, 痰濁中

阻, 氣虛, 脾虛濕阻, 肝氣鬱結, 氣滯血  등으로 분류하 으며, 이

에 따라 치법은 祛痰化濕, 疏肝理氣, 健脾利濕 등의 치법을 사용

하 다37). 그  治痰작용을 하는 방제로는 二陳湯이 다용 되었

는데, 二陳湯에 하여 가장 먼  기록되어 있는 書籍은 宋代의 

『太平惠民和劑局方』인데 그곳에 “二陳湯 治痰飮爲患 或嘔吐

惡心 或頭眩驚悸 或中脘不快 或發爲寒熱 或因食生冷 脾胃不

和”10)와 같은 내용이 실려있다. 한 淸代 書籍인『醫方集解』에 

“二陳湯痰飮局方 治一切痰飮爲病 治痰通用二陳”11)
이라는 기록

이 있고, 그리고 同時代 書籍인 『醫宗金鑑』에도 “二陳湯燥痰

湯 諸痰 一切痰 皆宣二陳湯治之”12)라고 二陳湯의 治痰作用을 

重要하게 記  하고 있다. 특히『醫方集解』에서는 “二陳湯에 

蒼朮, 白朮을 加味하여 濕痰을 治療한다”11)고,『醫宗金鑑』에서

도 “濕痰에 蒼朮를 加한다12)
고 기록되어있다.

    한의학에서는 특별한 질환을 앓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원인

이 되는 소인들을 제거해주면서 식사요법, 운동요법, 행동수정요

법 등과 더불어 한약 투여  鍼, 灸, 附缸, 耳鍼 등의 병행요법을 

통해 신체 내 인 요인을 교정하면서 치료하고 있다38).

    비만에 한 연구로는 이 등
13)은 加味六君子湯을, 金 등14)은 

加味補中益氣湯을, 李 등15)은 太陰調胃湯을, 裵 등16)은 六君子湯

을 이용하여 실험  효과 등을 보고하 고, 電針39)
, 肥滿鍼

40)
 그리

고 人蔘
41) 등을 이용한 다양한 연구도 이루어지고 있다. 二陳湯을 

이용한 연구로는 최17)는 二陳湯이 肥滿생쥐의 卵巢機能에 미치는 

影響을, 옥18)은 二陳湯  加味二陳湯이 흰쥐의 胃腸管機能에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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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影響을, 최
19)

는 二陳湯이 흰쥐 의 Gastrin, Histamine, 

Somatostatin 면역반응세포에 미치는 향 등을 보고하 다.  

    그러나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를 

보고한 바를 아직까지 하지 못하 다.

    이에 자는 한의학 으로 볼 때 膏梁厚味와 痰이 비만의 

요한 원인이고, 비만의 치료법이 祛痰에 있으며6-9)
, 二陳湯加蒼

朮白朮이 化痰祛痰法의 효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二陳湯加蒼

朮白朮의 추출물을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생쥐에 투여함으

로써 비만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 으로 규명하고자 체  변화 

 각종의 지질 사에 여하는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HDL-cholesterol 함량, LDL-cholesterol 함량, triglyceride 함량, 

free fatty acid 함량, total lipid 함량 그리고 phospholipid 함량

들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실험 종료시 체 은 조군이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고, 실험군 A와 실험군 B의 체 은 모두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1). 이와 같은 결과를 통해서 볼 때 본 

추출물은 비만에 유의하게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지수가 높게 측정이 되면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이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므로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의 측정은 비만에서 유의한 의미를 갖을 수 있다42,43). 본 추

출물을 투여한 비만 생쥐의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을 측

정한 결과, 조군의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지만, 실험군 A와 실험군 B의 청 

 total cholesterol 함량은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Fig. 2). 이는 본 약물 투여로 감소된 체 이 청  total 

cholesterol 감소와 유 하다고 생각된다.

    청  HDL-cholesterol 함량이 높을수록 세포내에 축 된 

cholesterol의 제거작용에 정 으로 여하며, 비만지수가 높으

면 청  HDL-cholesterol 함량이 감소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어 청  HDL-cholesterol 함량의 변화는 비만 유무를 단할 

수 있는 요한 척도가 된다42,43). 비만 생쥐의 청  

HDL-cholesterol 함량을 측정한 결과, 조군의 청  

HDL-cholesterol 함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

지만, 실험군 A와 실험군 B의 청  HDL-cholesterol 함량은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다(Fig. 2). 이는 본 추출물

이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감소와 함께 HDL-cholesterol 

함량을 증가시켜 체 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비만도가 높게 나오면 LDL-cholesterol 함량이 상승하기 때

문에 고지방식이를 지속하게 되면 LDL-cholesterol 함량은 

하게 올라간다42,43). 비만 생쥐의 청  LDL-cholesterol 함량을 

측정한 결과, 조군의 청  LDL-cholesterol 함량이 정상군

보다 유의성 있게 증가된 반면 본 약물을 투여한 실험군 A와 실

험군 B의 청  LDL-cholesterol 함량은 조군보다 감소되어 

(Fig. 2) 본 추출물은 체내에 축 된 LDL-cholesterol 함량을  제

거시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Triglyceride는 신의 각종 지방조직을 구성하는 주요성분

으로서 생체 에 지 장에 한 련이 있고, 이 수치는 지질

사 이상의 설명에 매우 요한 역할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 본 추출물이 비만 생쥐의 청  triglyceride 함량에 미

치는 효과를 찰한 결과, 조군의 청  triglyceride 함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고, 본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 A와 실험군 B의 청  triglyceride 함량은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3). 이는 본 추출물을 체내 지방 조

직들을 분해시키고 있음을 나타내 다.

    Free fatty acid 함량은 청 에서 다른 각 지질 에 함유되

는 총지방산의 4～5%에 지나지 않으나 주로 알부민과 결합하여 

있으며, 말 조직의 요한 에 지 수단이 되는 것으로44-46)
, 비만, 

당뇨병, 간 질환 등에서 높은 수치를 나타내기 때문에 비만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청  free fatty acid 함량의 농도가 올라가게 

된다47)
. 실험 결과, 조군의 청  free fatty acid함량은 정상군

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고, 본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 A

와 실험군 B의 청  free fatty acid 함량은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3). 이는 본 추출물이 청 에 있는 free 

fatty acid를 분해시키고 있음을 나타내주는 결과라 생각된다.

    Total lipid 함량은 청 에서 체 이 감소될 때 낮게 측정

되고48), 청  phospholipid는 생체내에서 세포막의 구성, 지방

의 유화․흡수, 액응고, choline 사 등의 여러 가지 기능에 

여하는 것으로써 각종의 지질 사이상에 의해 높게 측정될 

수 있다49). 본 추출물을 비만 생쥐에 투여한 결과, 조군의 청 

 total lipid 함량은 정상군의 청  total lipid 함량보다 유의

성 있게 증가되었지만 실험군 A와 실험군 B의 청  total 

lipid 함량은 조군보다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4). 한, 

조군의 청  phospholipid 함량은 정상군의 청  

phospholipid 함량보다 증가되었지만 본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

군 A와 실험군 B의 청  phospholipid 함량은 조군보다 유

의성 있게 감소되었다(Fig. 4).

    이상의 실험 결과, 二陳湯加蒼朮白朮의 추출물을 고지방식

이로 유도된 비만 생쥐에 투여한 결과, 비만 병태모델인 조군

보다 체   청  고지질 사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고, 투여량에 있어서는 용량을 투여한 실험군보다 고용량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유의한 효과를 나타내어 약물 용량에 따라서

도 임상 인 효과가 달라짐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二陳湯을 이

용해 비만에 한 血淸學的 연구가 진행되지 않아 비교하지는 

않았지만 본 자들은 祛痰之劑에 生痰之源인 脾胃를 다스려주

는 白朮과 蒼朮을 배합하게 되면 더욱 더 유효한 결과가 나타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이와 같은 실험 결과들을 바탕으로 한 비만과 痰과의 

련성과 치료법에 한 연구와 더불어 祛痰之劑인 二陳湯, 補脾

和中燥濕시켜 痰飮을 치료하는 白朮을 배합한 二陳湯加白朮, 健

脾燥濕시키는 蒼朮을 배합한 二陳湯加蒼朮 등의 方劑들과 본 方

劑와의 비만에 련된 비교 연구도 지속 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이상 ․정 우

- 94 -

하여 비만 생쥐의 체  변화  청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을 측정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었다.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 500 ㎎/㎏을 투여한 실험군 A와 

二陳湯加蒼朮白朮 추출물 700 ㎎/㎏을 투여한 실험군 B는 조

군에 비하여 체 과 청  total cholesterol 함량, triglyceride 

함량, free fatty acid 함량, total lipid 함량  phospholipid 함량

을 유의성있게 감소시켰다. 실험군 A와 실험군 B는 조군에 비

하여 청  HDL-cholesterol 함량을 유의성있게 증가시켰다. 

실험군 A와 실험군 B는 조군에 비하여 청  

LDL-cholesterol 함량을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서 볼 때, 二陳湯에 蒼朮과 白朮을 加味할 

경우 비만을 치료하는 약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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