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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CFP) on the adipogenesis
in 3T3-L1 cells, lipolysis in rat epididymal adipocytes and histological changes in porcine adipose tissue.

Methods Inhibiton of preadipocyte differentiation and/or stimulation of lipolysis play important roles in reducing obesity. 3T3-

L1 preadipocytes were differentiated with adipogenic reagents by incubating for 3days in the absence or presence of

CFP ranging from 0.01 to 1mg/mL. The effect of CFP on adipogenesis was examined by measuring GPDH activity and 

by Oil Red O staining. Mature adipocytes from rat epididymal fat pad was incubated with CFP ranging from 0.01 to

1mg/mL for 3 hrs. The effect of CFP on lipolysis was examined by measuring free glycerol released. Fat tissue from pig 

skin was injected with CFP ranging from 0.1 to 10mg/mL to examine the effect of CFP on histological changes under

light microscopy.   

Results The following results were obtained from present study on adipogenesis of preadipocytes, lipolysis of adipocytes and

histological changes in fat tissue.

1.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inhibited adipogenic differentiation at the concentration of 1.0mg/mL

2.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decreased the activity of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GPDH) at the

concentration of 0.1mg/mL.

3.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ok. lipolysis at the concentration of 0.1mg/ml.

4.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ranging 0.1 to 10mg/mL failed to exert lysis of cell membrane in porcine fat

tissue.

Conclusions These results suggest that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at relatively high concentration inhibited adipogenesis

and increased lipolysis of adipocytes. However,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didn’t exert any effect on lysis of

cell membrane in fat tiss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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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緖論

비만이란 사 장애로 인해 체내에 지방이 과잉 축적된

상태로, 칼로리 섭취가 신체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에너지

보다 초과되어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조직에 과잉 축적

된 열량 불균형으로 일어나는 현상1)으로 체내의 지방이 남

자는 체중의 25%이상, 여자는 체중의 30%이상인 경우

를 말한다2). 최근 식생활 변화로 인해 고칼로리, 고지방섭

취 증가, 과음, 운동부족에 따라 비만이 늘어나고 있으며3)

이러한 비만이 문제가 되는 것은 당뇨병, 고지혈증, 고혈

압, 관상동맥 및 뇌졸중 등의 만성성인병 질환등과 접한

연관성이 있기 때문이다4).

비만에 관한 연구로 南 등5)은 저열량 식사요법과 성장호

르몬을 병행하는 치료효과에 하여 보고한 바 있고, �

등6)은 열량제한과 운동을 통한 체중감소의 효과에 한 연

구를, �7)은 비만관련 습관 및 비만도 변화의 관련요인에

하여 보고하 으며, �8)는 행동수정과 유산소운동을 통

한 체중감소 효과에 한 연구를 하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 

한의학에서도 약물요법 및 침구요법의 비만치료효과에

한 기초와 임상연구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고

있다. 정 등9)은 防己黃 湯을, 전 등10)은 太陰調胃湯을, 임

등11)은 五 散을, 김 등12)은 大黃을, 신 등13)은 半夏를 가지

고 비만개선효과에 한 연구를 하 으며, 김 등14)은 비만

환자의 전침치료 임상례에 하여 보고하 고, 이 등15)은

刺針이 지질강하 및 항산화효과에 하여 연구하 다. 

산사는 장미과(薔薇科 ; Ros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

인 山里紅 Crataegus pinnatifida Bge. var. major N.

E. BR., 山 C. pinnatifida Bge., 또는 산사나무(野

山 ) C. pinnatifida var. typica Schneider.의 과실이

며, 늦은 가을에 성숙한 과실을 따서 核과 果柄을 채로 쳐

서 제거하고 乾한 것이다16). 山 는 消食化積, 活血散

瘀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單味를 사용

하거나 기타 活血化瘀∙止痛 약재와 배합하여 고혈압, 관

상동맥경화증, 고지혈증등을치료하는데사용되기도한다.

비만과 관련된 산사의 효능에 한 실험연구보고에 의

하면 항산화작용이 있어 SOD(superoxide dismutase)

활성을 통한 free radicald의 소거로 위 점막 보호효과가

있고17-18), 지방세포의 과다한 분화와 증식 및 축적에 따른

체중증가를 억제하고 간의 지질 및 체지방의 증가를 억제

하며19), 고지혈증의 개선효능20)이 있으며, 鄭21) 등의 연구에

서는 체중변화 및 식이효율, 혈청지질조성에 유의한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산사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의 저항을 줄

이는 혈압강하 효과나 콜레스테롤 및 혈중지질을 저하시

키는 효능, 그리고 다종의 항산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

이 밝혀졌다22-24).

따라서 저자는 消食肉積, 散瘀行滯의 효능이 있는 산사

를 약침으로 활용하여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억제, 지방세

포의 분해, 국소지방에 한 작용을 알아보고자 3T3-L1

지방세포를 이용한 분화능 억제효과, rat의 정소상체 지방

을 이용한 지방 분해효과, 그리고 생체 지방조직에 한

세포사 효과 등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II. 實驗 材料 및 方法

1. 實驗 材料

1) 산사약침의 조제

실험에 사용한 산사는 씨를 제거한 100g의 산사육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90% 알코올 500mL에 24시간 동

안 방치한 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여 48.6g

의 산사 extract를 얻어 0.2μm(Watman, USA)로정제한

후각각 0.01, 0.1, 1.0 및 10.0mg/mL의 농도DMSO

(dimethylsulfoxide)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3T3-L1 지방세포 및 시약

3T3-L1 mouse embryo fibroblast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하 고,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DMEM)와 bovine calf

serum은 GIBCO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streptomycin

mixture 및 dimethyl sulfoxide는 Cambrex사(USA)

로부터 구입하 다. 

Insulin,isobutylmethylxanthine(IBMX), dexame

thasone, amphotericin B, collagenase, bovine serum

albumin 등 세포배양에 사용된 기타 시약들과 생화학 분

석에 사용된 시약들은 Sigma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과 용매들은 세포 배양

또는 분석급 이상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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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주)오리엔트바이오로부터구입한6주령수컷Sprague-

Dawley rat를 실험동물로 사용하 다. 본 실험실에서 사

료와 물은 무제한 공급하 고, 사육실 온도는 20-25℃를

유지하 으며,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조절하 다.

4) 돼지의 지방 조직

풍부한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 돼지의 복부 조직을 강원

도 원주시 인근의 도축장의 협조를 얻어 도살 직후 잘라내

어 사용 전 최 4시간까지 냉장 보관하여 산사약침 시료

가 지방조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方法

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측정

3T3-L1 mouse embryo fibroblast는 Singh 등25)의

방법에 따라 배양하 다. 즉, 3T3세포들은 10% bovine

calf serum를 포함한 DMEM배지를 사용하여 8.5×103

세포수/cm2이 되도록 60mm culture dish에 분주한 다

음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100%

confluence에 도달(Day 0)하면, 3T3세포들은 10%

fetal bovine serum, 1.7μM insulin, 0.5mM IBMX, 1

μM dexamethasone을 포함한 DMEM배지로 교체하고

3일 동안 배양하여 분화를 유도하 다. 

산사약침이 지방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의 산사약침이 포함된 분화 유도 배지로 3일

동안 3T3세포들을 배양하 다. 분화 유도가 끝난 뒤 실험

종료 시(Day 10)까지 10% fetal bovine serum과

167nM insulin이 포함된 DMEM배지로 배양하 다. 세

포배양액은 2일 간격으로 교체하 다. 산사약침이 지방합

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 종료 시(Day 10)

Oil Red O 염색 및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

ase(GPDH)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1) Oil Red O 염색

산사약침이 지방전구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지

방합성)에 미치는 향은 Negrel과 Dani의 방법26)에 따

라 Oil Red O 염색을 실시하 다. 즉, 실험 종료 시(day

10)에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

척한 다음 10% formaldehyde로 10분간 고정시켰다. 증

류수로 세척하고 Oil red O 염색용액으로 10-20분간 배

양하 으며,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세포내 지방 축적을 관

찰하 다.

(2)  GPDH(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의

활성

지방세포의 분화에 한 탐침자로서 GPDH활성을 측

정하 다. 3T3세포들이 100% confluence에 도달한

day 0에 산사약침이 포함된 분화배지로 3일간 세포배양

을 하 고, day 10에 culture dish로부터 세포를 분리하

여 sonication시켰고원심분리하여상등액을수거하 다. 

상등액 내의 지방전구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은 지방 생성 및 GPDH활성을 측정27)함으로

서 조사하 다. 분화 과정 동안 산사약침을 처치하고 세포

를 배양한 뒤 plate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다음,

sonication시키고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수거하 다.

상등액내의 GPDH활성은 Wise와 Green의 방법28)에 따

라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340nm에서의 흡광

도 변화를 측정하 다. GPDH활성은 mU/mg단백질로

표시하며, 1mU활성은 분당 1nmol의 NADH산화와 동

등한 값을 나타낸다(Fig. 1).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BSA)을 표준시약으로 사용하여

Bradford 방법29)에 따라 측정하 다.

2) 지방세포의 분해 측정

Rodbell 방법30)을 수정한 Zalatan 등의 방법31)에 따라

실시하여 rat의 성숙 지방세포에 산사약침을 분사하여 분

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처리시약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McGowan 등의 방법32)에 따라 배양액내 glycerol

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3) 돼지 지방세포의 용해 측정

도살직후 채취한 지방 조직을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

정시킨 것과 0.9% NaCl용액에 보관한 지방 조직을 비교

관찰하 다.   

산사약침을 각각 농도별로 10, 1.0, 그리고 0.1mg/mL

로 희석하여 1.0mL, 26G 주사기(녹십자)에 준비한 후 돼

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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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 ) C. pinnatifida var. typica Schneider.의 과실이

며, 늦은 가을에 성숙한 과실을 따서 核과 果柄을 채로 쳐

서 제거하고 乾한 것이다16). 山 는 消食化積, 活血散

瘀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으며,  최근에 와서 單味를 사용

하거나 기타 活血化瘀∙止痛 약재와 배합하여 고혈압, 관

상동맥경화증, 고지혈증등을치료하는데사용되기도한다.

비만과 관련된 산사의 효능에 한 실험연구보고에 의

하면 항산화작용이 있어 SOD(superoxide dismutase)

활성을 통한 free radicald의 소거로 위 점막 보호효과가

있고17-18), 지방세포의 과다한 분화와 증식 및 축적에 따른

체중증가를 억제하고 간의 지질 및 체지방의 증가를 억제

하며19), 고지혈증의 개선효능20)이 있으며, 鄭21) 등의 연구에

서는 체중변화 및 식이효율, 혈청지질조성에 유의한 효과

가 있음을 보여주었다.  

이와 같이 산사가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의 저항을 줄

이는 혈압강하 효과나 콜레스테롤 및 혈중지질을 저하시

키는 효능, 그리고 다종의 항산화성 물질이 함유되어 있음

이 밝혀졌다22-24).

따라서 저자는 消食肉積, 散瘀行滯의 효능이 있는 산사

를 약침으로 활용하여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억제, 지방세

포의 분해, 국소지방에 한 작용을 알아보고자 3T3-L1

지방세포를 이용한 분화능 억제효과, rat의 정소상체 지방

을 이용한 지방 분해효과, 그리고 생체 지방조직에 한

세포사 효과 등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어 이에 보고

하는 바이다. 

II. 實驗 材料 및 方法

1. 實驗 材料

1) 산사약침의 조제

실험에 사용한 산사는 씨를 제거한 100g의 산사육을

둥근 플라스크에 넣고 90% 알코올 500mL에 24시간 동

안 방치한 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여 48.6g

의 산사 extract를 얻어 0.2μm(Watman, USA)로정제한

후각각 0.01, 0.1, 1.0 및 10.0mg/mL의 농도DMSO

(dimethylsulfoxide)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3T3-L1 지방세포 및 시약

3T3-L1 mouse embryo fibroblast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에서 구입하 고,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a(DMEM)와 bovine calf

serum은 GIBCO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Fetal bovine serum, penicillin-streptomycin

mixture 및 dimethyl sulfoxide는 Cambrex사(USA)

로부터 구입하 다. 

Insulin,isobutylmethylxanthine(IBMX), dexame

thasone, amphotericin B, collagenase, bovine serum

albumin 등 세포배양에 사용된 기타 시약들과 생화학 분

석에 사용된 시약들은 Sigma사(USA)로부터 구입하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모든 화학물과 용매들은 세포 배양

또는 분석급 이상으로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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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동물

(주)오리엔트바이오로부터구입한6주령수컷Sprague-

Dawley rat를 실험동물로 사용하 다. 본 실험실에서 사

료와 물은 무제한 공급하 고, 사육실 온도는 20-25℃를

유지하 으며,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조절하 다.

4) 돼지의 지방 조직

풍부한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 돼지의 복부 조직을 강원

도 원주시 인근의 도축장의 협조를 얻어 도살 직후 잘라내

어 사용 전 최 4시간까지 냉장 보관하여 산사약침 시료

가 지방조직에 어떠한 향을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

여 실험에 사용하 다. 

2. 方法

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측정

3T3-L1 mouse embryo fibroblast는 Singh 등25)의

방법에 따라 배양하 다. 즉, 3T3세포들은 10% bovine

calf serum를 포함한 DMEM배지를 사용하여 8.5×103

세포수/cm2이 되도록 60mm culture dish에 분주한 다

음 37℃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100%

confluence에 도달(Day 0)하면, 3T3세포들은 10%

fetal bovine serum, 1.7μM insulin, 0.5mM IBMX, 1

μM dexamethasone을 포함한 DMEM배지로 교체하고

3일 동안 배양하여 분화를 유도하 다. 

산사약침이 지방합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다양한 농도의 산사약침이 포함된 분화 유도 배지로 3일

동안 3T3세포들을 배양하 다. 분화 유도가 끝난 뒤 실험

종료 시(Day 10)까지 10% fetal bovine serum과

167nM insulin이 포함된 DMEM배지로 배양하 다. 세

포배양액은 2일 간격으로 교체하 다. 산사약침이 지방합

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 종료 시(Day 10)

Oil Red O 염색 및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

ase(GPDH) 효소 활성을 측정하 다.

(1) Oil Red O 염색

산사약침이 지방전구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지

방합성)에 미치는 향은 Negrel과 Dani의 방법26)에 따

라 Oil Red O 염색을 실시하 다. 즉, 실험 종료 시(day

10)에 세포를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으로 세

척한 다음 10% formaldehyde로 10분간 고정시켰다. 증

류수로 세척하고 Oil red O 염색용액으로 10-20분간 배

양하 으며, 증류수로 세척한 다음 세포내 지방 축적을 관

찰하 다.

(2)  GPDH(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의

활성

지방세포의 분화에 한 탐침자로서 GPDH활성을 측

정하 다. 3T3세포들이 100% confluence에 도달한

day 0에 산사약침이 포함된 분화배지로 3일간 세포배양

을 하 고, day 10에 culture dish로부터 세포를 분리하

여 sonication시켰고원심분리하여상등액을수거하 다. 

상등액 내의 지방전구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은 지방 생성 및 GPDH활성을 측정27)함으로

서 조사하 다. 분화 과정 동안 산사약침을 처치하고 세포

를 배양한 뒤 plate로부터 세포를 분리한 다음,

sonication시키고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수거하 다.

상등액내의 GPDH활성은 Wise와 Green의 방법28)에 따

라 spectrophotometer를 사용하여 340nm에서의 흡광

도 변화를 측정하 다. GPDH활성은 mU/mg단백질로

표시하며, 1mU활성은 분당 1nmol의 NADH산화와 동

등한 값을 나타낸다(Fig. 1).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BSA)을 표준시약으로 사용하여

Bradford 방법29)에 따라 측정하 다.

2) 지방세포의 분해 측정

Rodbell 방법30)을 수정한 Zalatan 등의 방법31)에 따라

실시하여 rat의 성숙 지방세포에 산사약침을 분사하여 분

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처리시약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McGowan 등의 방법32)에 따라 배양액내 glycerol

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3) 돼지 지방세포의 용해 측정

도살직후 채취한 지방 조직을 10% 포르말린 용액에 고

정시킨 것과 0.9% NaCl용액에 보관한 지방 조직을 비교

관찰하 다.   

산사약침을 각각 농도별로 10, 1.0, 그리고 0.1mg/mL

로 희석하여 1.0mL, 26G 주사기(녹십자)에 준비한 후 돼

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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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 효과가 우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3) GPDH활성에 미치는 향

산사약침이지방전구세포로부터지방세포로의분화에미

치는 향을알아보기위하여GPDH활성을측정하 다.

미분화 3T3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포로 전환됨

에 따라 GPDH효소 활성은 증가하게 된다.

그 결과 산사약침이 포함되지 않은 분화배지로 분화가

유도된 3T3지방세포(Control)에서 GPDH활성은

78.9mU/min/mg protein으로 나타났다. 

산사약침이 지방세포 사에 미치는 향 67

바늘 깊이는 표적조직의 포화를 목적으로 돼지조직의

가장자리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주입하 다. 인산염완충

액 식염수로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후, 생검 검사물

을 주입한 자리에서 추출하 다. 실험은 세 번 반복 시행

하 다. 조직을 포름알데히드에 고착시키고 파라핀에 고

정시킨 후 H-E staining을 실행하 다. 검사물은 조직학

전문가에 의해 평가되었다.

4) 통계 분석

처리시약의 농도별 지방합성 및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

과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조사하 으며, 평균값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33)를 사용하여

p<0.05에서 유의성을 조사하 다.

III. 結果

1.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

1) 3T3지방전구세포(preadipocyte)의 배양

3T3 미분화 지방세포(preadipocyte, Fig. 2 A)를 배

양한 결과 배양 10일째에 성숙된 지방세포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Fig. 2 B). 지방세포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세포질 내에 축적된 triglyceride(중성지방)을 염색하

는 시약인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

과 성숙 지방세포의 형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C-D).

2) 농도별 분화에 미치는 향

산사약침을 각각 1.0, 0.1, 그리고 0.01mg/mL의 농도

로 하여 3T3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서 배지에 처

리한 후 농도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찰

하 다.

그 결과 전 농도에서 분화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고 비교적 광범위한 지방세포를 형성하 으며

1.0mg/mL농도에서 약간의 분화 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G).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조군

에 비하여 0.1과 1.0mg/mL의 농도에서, 조군에 비하

여지방세포의분화를억제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Fig. 4G, I).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약침 추출물은 고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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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athway for lipid biosynthesis. 
Lipid biosynthesis occurs through

sequential binding 
of the fatty acids activated as acyl-CoAs

to 
glycerol-3-phospate. In the liver,

glycerol-3-

phospate is generated from glycerol by
the action of 

glycerol kinas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Fig. 2. Light microscopy of preadipocyte and
a d i p o c y t e

image(X100). 
A :Undifferentiated cell 
B:Adipocyte induced to differentiation
C: Undifferentiated cell stained with

Oil Red O

Fig. 3. The suppressed effects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to the
preadipocyte

proliferation. 
A : Not progressed

proliferation(X100) 
B: Progressed

proliferation(X200) 
C: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 M S O
Solution preadipocyte progressed

proliferation
(X100)  
D: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 preadipocyte progressed

proliferation
(X200)  
E: 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was treated(X100) 
F: 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Fig. 4. The suppressed effects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to the preadipocyte
proliferation. All cells are dyed Oil red

O staining
a:Control image of progressed

proliferation.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X100)

b:Control image of progressed
proliferation.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x200)

c: 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was

treated(x100) 
d: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wastreated(x200) 
e: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was
treated(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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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는 일원분산분석을 사용하여 조사하 으며, 평균값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33)를 사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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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3T3지방전구세포(preadipocyte)의 배양

3T3 미분화 지방세포(preadipocyte, Fig. 2 A)를 배

양한 결과 배양 10일째에 성숙된 지방세포가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Fig. 2 B). 지방세포의 형성을 확인하기 위하

여 세포질 내에 축적된 triglyceride(중성지방)을 염색하

는 시약인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

과 성숙 지방세포의 형성이 잘 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2 C-D).

2) 농도별 분화에 미치는 향

산사약침을 각각 1.0, 0.1, 그리고 0.01mg/mL의 농도

로 하여 3T3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서 배지에 처

리한 후 농도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찰

하 다.

그 결과 전 농도에서 분화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고 비교적 광범위한 지방세포를 형성하 으며

1.0mg/mL농도에서 약간의 분화 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3 G).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조군

에 비하여 0.1과 1.0mg/mL의 농도에서, 조군에 비하

여지방세포의분화를억제하고있음을알수있었다(Fig. 4G, I).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약침 추출물은 고농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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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pathway for lipid biosynthesis. 
Lipid biosynthesis occurs through

sequential binding 
of the fatty acids activated as acyl-CoAs

to 
glycerol-3-phospate. In the liver,

glycerol-3-

phospate is generated from glycerol by
the action of 

glycerol kinase. However due to the
absence of 

Fig. 2. Light microscopy of preadipocyte and
a d i p o c y t e

image(X100). 
A :Undifferentiated cell 
B:Adipocyte induced to differentiation
C: Undifferentiated cell stained with

Oil Red O

Fig. 3. The suppressed effects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to the
preadipocyte

proliferation. 
A : Not progressed

proliferation(X100) 
B: Progressed

proliferation(X200) 
C: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 M S O
Solution preadipocyte progressed

proliferation
(X100)  
D: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 preadipocyte progressed

proliferation
(X200)  
E: 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was treated(X100) 
F: 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

Fig. 4. The suppressed effects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to the preadipocyte
proliferation. All cells are dyed Oil red

O staining
a:Control image of progressed

proliferation.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X100)

b:Control image of progressed
proliferation. 

Control was treated with 0.5% DMSO  
Solution(x200)

c: 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was

treated(x100) 
d:0.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wastreated(x200) 
e:0.1mg/mL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was
treated(x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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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녹십자)에 준비한 후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바늘 깊이는 표적조직의 포화를 목적으로 돼지조직의 가

장자리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주입하 다. 산사약침 시

술 부위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용 색소를 희석

하여 사용하 고, 생체와 가장 근접한 환경을 설정하기 위

하여 인산염완충액 식염수로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후, 생검 검사물을 주입한 자리에서 추출하여 H-E

staining을 실행한 후 관찰하 다.

조군으로는 100% DMSO를 지방조직에 처치하여 세

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관찰하 다. 

그 결과 DMSO가 지방세포의 결합부위에 약간의 향을

주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7 B). 산사약침은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결합에 향을 어느 정도 주기는

하지만 활발한 지방분해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Fig. 7 C-E). 

IV. 考察

비만은 신체 활동에 있어서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한 에

너지를 초과할 때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

의 여러 부위, 특히 피하와 복강 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

어 사 장애를 유발하는 현상34,35)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 생활여건의 향상과 섭취열량의 증가 및 운동부족으로

인한 과체중 및 비만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나

이의 비만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6). 또

비만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증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만 그 자체

도 질병이 되지만, 고 콜레스테롤, 지방간, 협심증, 심근경

색증, 동백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

병, 고 인슐린 혈증 등 성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37), 비만증의 환자의 사망률은 정상

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크게 분류하 는데, 내적요인은 氣虛의 虛證과 濕, 痰, 熱

등의 實證 및 內傷七情 등이고, 외적요인은 活動減少, 外

感濕邪, 膏梁飮食의 과식, 양과잉, 稟賦�足 등이다37).

한의학적인 비만의 치료법을 살펴보면 김 등39,40)은 비만

의 치법을 補氣健脾, 化濕利水祛痰, 通腑消導, 活血通絡

등의 치법이 있고, 虛證인 경우에는 健脾, 益氣, 補腎, 溫

陽, 養陰하는 치법이 주로 이용되며, 그 외에 疎肝利膽, 升

降三焦하는 치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그 중에서

도 虛證에서는 健脾法, 實證인 경우에는 祛濕除痰法이 주

로 응용된다고 하 다. 

山 의 性味는 酸, 甘, 微溫, 無毒41,42)이며 歸經은 주로

脾胃肝의 三經43)이며 消食肉積, 散瘀行滯 健脾開膈의 효능

이 있어41) 脾胃의 기능을 보조하여 소화를 촉진하는 要藥

이라고 하 다. 한편, 성분으로는 hyperoside,

quercetin, anthocyanidin, olennol acid, tartaric acid,

citric acid, crategolic acid와 당류 vitamin C, tannin

등44)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으로 유전적요인, 시상하부

의 이상, 난소질환, 인슐린 사 이상, 운동부족, 식이부조

화, 약물의 부작용 및 사회, 경제, 심리적 요인 등을 들고

있다. 

서양 의학적 비만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과 수술요법, 행동교정요법 등이 있는데 비만환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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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약침의 첨가 농도에 따른 GPDH활성은 0.01, 0.1

및 1.0mg/mL농도 첨가에 따라 각각 73.2, 62.3 및

55.8mU/min/mg protein으로 감소하여,  0.1mg/mL농

도에서부터지방합성을유의적으로억제하 다(Table 2). 

따라서 0.1 및 1.0mg/mL의 농도에서 산사약침은 조

군에 비해 GPDH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Fig. 5).

Table 2. The effect of Crataegi Fructus

P h a r m a c o p u n c t u r e

(CFP) on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GPDH) activity in 3T3 adipocytes.

1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2. 지방세포의 분해(lipolysis)에 미치는 향

산사약침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glycerol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처리시약

과 함께 세포를 배양한 뒤, 배양액을 채취하여 glycerol

함량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산사약침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control)에서

성숙한 분화세포를 3시간 배양한 결과 방출된 glycerol

농도는 109.9μM이었다. 

산사약침이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과는 0.01mg/mL농

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고, 0.1 및 1.0mg/mL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증가하 다. 0.1과 1.0mg/mL의 glycerol 농도

간의 비교에서는 0.1mg/mL에 비하여 1.0mg/mL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0.05)(Table 3).

Table 3. The effect of Crataegi Fructus

P h a r m a c o p u n c t u r e s

(CFP) on the glycerol release by rat epididymal

a d i p o c y t e s .

1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3. 돼지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

산사약침을각각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mg/mL로

DMSO(dimethyl sulfoxide)에 희석하여 1.0mL, 2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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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78.9±2.9a

CFP 0.01mg/mL 73.2±1.8a

CFP 0.1mg/mL 62.3±5.5b

CFP 1.0mg/mL 55.8±3.3b

Treatment Concentration
GPDH activity1,2

(mU/min/mg

Control 109.9±4.3a

CFP 0.01mg/mL 112.9±0.74a,b

CFP 0.1mg/mL 124.5±8.2b

CFP 1.0mg/mL 159.3±3.9c

Treatment Concentration
Glycerol1,2(μ
mole/L)

Fig. 5. The effect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on the inhibition

of 
GPDH(mU/min/mg protein) activity in

3T3 adi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0.01, 0.1 and

1.0mg/mL 
concentration for 72hrs. Results are

the 

Fig. 6. Lipolysis measured by glycerol
release

(μmole/L) in rat adipocytes incubated
with a 

range of concentrations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Results are the
mean±SD(n=2), and analyz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Fig. 7. Light microscopy of porcine lipocyte
images 

treated with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depend on 
concentration. (x100) 

A : Normal fat tissue of porcine
B : Control treated with 100% 

DMSO(dimethylsulfoxide)
C :Treated with 0.1mg/mL

Pharmacopunctures
of Crataegi Fructus

D : Treated with 1.0mg/mL
Pharmacopunctures 

of Crataegi Fru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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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사기(녹십자)에 준비한 후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하 다.

바늘 깊이는 표적조직의 포화를 목적으로 돼지조직의 가

장자리에 육안으로 확인하면서 주입하 다. 산사약침 시

술 부위의 관찰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 식용 색소를 희석

하여 사용하 고, 생체와 가장 근접한 환경을 설정하기 위

하여 인산염완충액 식염수로 37℃에서 한 시간 동안 배양

후, 생검 검사물을 주입한 자리에서 추출하여 H-E

staining을 실행한 후 관찰하 다.

조군으로는 100% DMSO를 지방조직에 처치하여 세

포에 어떠한 향을 주는지를 관찰하 다. 

그 결과 DMSO가 지방세포의 결합부위에 약간의 향을

주는 것이 관찰되었다(Fig. 7 B). 산사약침은 농도가 증

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결합에 향을 어느 정도 주기는

하지만 활발한 지방분해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

되었다(Fig. 7 C-E). 

IV. 考察

비만은 신체 활동에 있어서 섭취한 에너지가 소비한 에

너지를 초과할 때 잉여 에너지가 지방으로 전환되어 체내

의 여러 부위, 특히 피하와 복강 내의 지방조직에 축적되

어 사 장애를 유발하는 현상34,35)으로 최근 우리나라에서

도 생활여건의 향상과 섭취열량의 증가 및 운동부족으로

인한 과체중 및 비만환자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히 어린 나

이의 비만환자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36). 또

비만은 심리적으로나 사회적으로 개인을 위축시킬 뿐만

아니라 불안, 우울증 등을 나타내기도 하고, 비만 그 자체

도 질병이 되지만, 고 콜레스테롤, 지방간, 협심증, 심근경

색증, 동백경화증, 관상동맥 질환, 뇌졸중, 고혈압, 당뇨

병, 고 인슐린 혈증 등 성인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는 요인

으로 지적되고 있으며37), 비만증의 환자의 사망률은 정상

인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8). 

한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을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크게 분류하 는데, 내적요인은 氣虛의 虛證과 濕, 痰, 熱

등의 實證 및 內傷七情 등이고, 외적요인은 活動減少, 外

感濕邪, 膏梁飮食의 과식, 양과잉, 稟賦�足 등이다37).

한의학적인 비만의 치료법을 살펴보면 김 등39,40)은 비만

의 치법을 補氣健脾, 化濕利水祛痰, 通腑消導, 活血通絡

등의 치법이 있고, 虛證인 경우에는 健脾, 益氣, 補腎, 溫

陽, 養陰하는 치법이 주로 이용되며, 그 외에 疎肝利膽, 升

降三焦하는 치법을 응용하는 것으로 밝혔으며 그 중에서

도 虛證에서는 健脾法, 實證인 경우에는 祛濕除痰法이 주

로 응용된다고 하 다. 

山 의 性味는 酸, 甘, 微溫, 無毒41,42)이며 歸經은 주로

脾胃肝의 三經43)이며 消食肉積, 散瘀行滯 健脾開膈의 효능

이 있어41) 脾胃의 기능을 보조하여 소화를 촉진하는 要藥

이라고 하 다. 한편, 성분으로는 hyperoside,

quercetin, anthocyanidin, olennol acid, tartaric acid,

citric acid, crategolic acid와 당류 vitamin C, tannin

등44)이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서양의학에서는 비만의 원인으로 유전적요인, 시상하부

의 이상, 난소질환, 인슐린 사 이상, 운동부족, 식이부조

화, 약물의 부작용 및 사회, 경제, 심리적 요인 등을 들고

있다. 

서양 의학적 비만치료는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과 수술요법, 행동교정요법 등이 있는데 비만환자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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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사약침의 첨가 농도에 따른 GPDH활성은 0.01, 0.1

및 1.0mg/mL농도 첨가에 따라 각각 73.2, 62.3 및

55.8mU/min/mg protein으로 감소하여,  0.1mg/mL농

도에서부터지방합성을유의적으로억제하 다(Table 2). 

따라서 0.1 및 1.0mg/mL의 농도에서 산사약침은 조

군에 비해 GPDH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Fig. 5).

Table 2. The effect of Crataegi Fructus

P h a r m a c o p u n c t u r e

(CFP) on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GPDH) activity in 3T3 adipocytes.

1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2. 지방세포의 분해(lipolysis)에 미치는 향

산사약침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glycerol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처리시약

과 함께 세포를 배양한 뒤, 배양액을 채취하여 glycerol

함량을 측정하 다.

그 결과 산사약침이 포함되지 않은 배지(control)에서

성숙한 분화세포를 3시간 배양한 결과 방출된 glycerol

농도는 109.9μM이었다. 

산사약침이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과는 0.01mg/mL농

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고, 0.1 및 1.0mg/mL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증가하 다. 0.1과 1.0mg/mL의 glycerol 농도

간의 비교에서는 0.1mg/mL에 비하여 1.0mg/mL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p<0.05)(Table 3).

Table 3. The effect of Crataegi Fructus

P h a r m a c o p u n c t u r e s

(CFP) on the glycerol release by rat epididymal

a d i p o c y t e s .

1Values are means±SD(n=2) from two separate experiments.
2Means 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 differ, P<0.05

3. 돼지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

산사약침을각각농도별로 10.0, 1.0, 그리고 0.1mg/mL로

DMSO(dimethyl sulfoxide)에 희석하여 1.0mL, 26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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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ol 78.9±2.9a

CFP 0.01mg/mL 73.2±1.8a

CFP 0.1mg/mL 62.3±5.5b

CFP 1.0mg/mL 55.8±3.3b

Treatment Concentration
GPDH activity1,2

(mU/min/mg

Control 109.9±4.3a

CFP 0.01mg/mL 112.9±0.74a,b

CFP 0.1mg/mL 124.5±8.2b

CFP 1.0mg/mL 159.3±3.9c

Treatment Concentration
Glycerol1,2(μ
mole/L)

Fig. 5. The effect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on the inhibition

of 
GPDH(mU/min/mg protein) activity in

3T3 adipocytes. 
Cells were treated with 0.01, 0.1 and

1.0mg/mL 
concentration for 72hrs. Results are

the 

Fig. 6. Lipolysis measured by glycerol
release

(μmole/L) in rat adipocytes incubated
with a 

range of concentrations of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Results are the
mean±SD(n=2), and analyz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p<0.05). 

Fig. 7. Light microscopy of porcine lipocyte
images 

treated with Crataegi Fructus
Pharmacopunctures depend on 
concentration. (x100) 

A : Normal fat tissue of porcine
B : Control treated with 100% 

DMSO(dimethylsulfoxide)
C :Treated with 0.1mg/mL

Pharmacopunctures
of Crataegi Fructus

D : Treated with 1.0mg/mL
Pharmacopunctures 

of Crataegi Fruct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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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포의 결합부위에 약간의 향을 주는 것이 관찰

되었으나 결과에 큰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산사약

침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결합에 향을 어

느 정도 주기는 하지만 활발한 지방분해를 야기하지는 않

는 것으로 관찰되어 국소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기에는 앞

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산사약침은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억제 효과 및 지방세포의 분해에 있어서는 농도에 따라 어

느 정도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이전에 보고된

웅담, 우황 약침49)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

하 다. 향후, 인체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소 지방

세포 분해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다양한 천연약물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가 앞으로의 비

만치료 약침제재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V. 結論

산사약침이 국소 비만 치료제로서의 사용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고자 농도별로 3T3-L1지방세포와 Rat의 성숙 지

방조직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분화와 분해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고, 생체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기 위하여 돼지의 지방조직에 처리한 후 조직학적 관찰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사약침을 각각 1.0mg/mL, 0.1mg/mL, 그리고

0.01mg/mL의 농도로 하여 3T3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서 농도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

찰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분화억제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고, 1.0mg/mL농도에서약간의분화억제를나타

내었다.

2. 미분화 3T3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포로 전

환됨에 따라 GPDH효소 활성은 증가하게 되는데, 산사약

침의 0.1 및 1.0mg/mL의 농도에서 산사약침군은 조군

에 비해 GPDH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3. 산사약침이 성숙 지방세포의 분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0.01mg/mL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

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0.1 및 1.0mg/mL농도에

서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4.산사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

한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결합에 향을

어느 정도 주기는 하지만 활발한 지방분해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산사약침은 지방전구세포의 분

화와 지방세포의 분해에 과정에서 약간의 분화억제 효과

와 농도의 증가에 따라 지방분해 효과를 보여주어 국소비

만을 개선시켜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나 주목할

만한 국소지방의 분해는 보이지 않았다. 향후 이에 한

지속적인 천연약물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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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교정요법 등은 장기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5년 내에 실패할 확률을 95%

로 보고 있고45) 비만 수술의 사망률과 합병증은 과거보다

현저하게개선되었지만여전히그위험성을지니고있다46).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하여 환자가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

서 약물치료가 다용되고 있으나 약물치료의 부작용 및 문

제점이 사회적으로 두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면서 부

작용이 적은 치료가 필요시 되고 있다.

비만치료와 관련한 최근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양의학

적 약물요법의 경우,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방법 즉 식욕을

억제하거나 흡수나 지방산 생성을 억제하도록 하는 약물

을 쓰거나, 지방이용을 자극하는 방법 즉 열을 생성하거나

지방을 분해하도록 하는 약물을 이용한다. 이러한 양의학

적 약물요법의 효과나 안정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있으며, 한의학적방법은전기침치료47), 한약요법48),

약침요법49), 이침 요법50) 등이 보고되고 있다. 

산사와 관련한 연구로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의 저

항을 줄이는 혈압강하 효과와 콜레스테롤 및 혈중지질을

저하시키는 효능이 입증되었고1), 산사를 이용한 항산화연

구에서 산사에는 다종의 항산화성 물질이 함유22-24)되어있

음이 밝혀졌으며, 정 등21)은 산사약침이 체중변화, 식이효

율 및 혈청지질조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消食肉積, 散瘀行滯의 효능이 있는 산사

약침을 이용하여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방세포에 직

접적으로 분사 및 주입을 하여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억제

및 지방세포의 분해효과를 보고자 하 다. 

비만의 발생기전은 비만전구세포의 증식과 비만세포의

양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3T3-L1지방전구세

포를 배양하고, 산사약침을 농도에 따라 각각 1mg/mL,

0.1mg/mL, 그리고 0.01mg/mL의 다양한 농도로 3T3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서 배지에 처리한 후 농도

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그 결

과 모든 농도에서 분화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비교적 광범위한 지방세포를 형성하 으며 1.0mg/mL농

도에서 약간의 분화 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조군에

비하여 0.1과 1mg/mL의 농도에서,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약침 추출물은 고농도에서 지방세포의 분화 기전을

억제하지만 그 효과는 탁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약침이 지방전구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PDH(glycerol-3-

phosphate dehydrogen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미분

화 3T3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포로 전환되기 위

해서는 GPDH의 효소 활성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GPDH

의 양은 지방세포의 생성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주요 지표가 된다27).

그 결과 산사약침이 포함되지 않은 분화배지로 분화가

유도된 3T3지방세포(Control)에서 GPDH활성은 78.9

mU/min/mg protein으로 나타났고, 산사약침의 첨가 농

도에 따른 GPDH활성은 0.01, 0.1 및 1.0mg/mL농도

첨가에따라각각 73.2, 62.3 및 55.8mU/min/mg protein

으로 감소하여, 0.1mg/mL농도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

로 지방합성을 유의하게 억제하 다. 

따라서 0.1 및 1.0mg/mL의 농도에서 산사약침은 조

군에 비해 GPDH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사약침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glycerol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지방은

지방산과 glycerol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glycerol의 양

은 지방이 분해됨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Glycerol은 지방세포가 분해될 때 나오는 산물로서 방

출된 glycerol은 glycerol phosphate oxidase에 의해

dihydroxyacetone phosphate와 hydrogen peroxide

(H2O2)로 산화된다. 생성된 H2O2는 4-aminoantipyrine

과 sodium N-ethyl-N-(3-sulfopropyl) m-anisidine존

재하에서peroxidase에 의해자주색을띠는quinoneimine

로 전환된다. 따라서 생성된 quinoneimine에 의해 540

㎚에서 흡광도의 증가는 배지 내에서 glycerol농도 증가

를 나타므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산사약침의 농도별 처

리에 따른 지방분해의 변화를 관찰하 다.

산사약침이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과는 0.01mg/mL농

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으나, 0.1 및 1.0mg/mL농도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다. 0.1과 1.0mg/mL

의 glycerol농도간의 비교에서는 0.1mg/mL에 비하여

1.0mg/mL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분해가 더 활발해짐을 알 수 있

었다.

돼지지방세포의분해에 해서는산사약침을각각농도별

로10, 1, 그리고0.1mg/mL로DMSO(dimethylsulfoxide)

에 희석하여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한 후 H-E staining하

여 조직학적 관찰을 시도하 다. 그 결과, 100% D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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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지방세포의 결합부위에 약간의 향을 주는 것이 관찰

되었으나 결과에 큰 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었다. 산사약

침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결합에 향을 어

느 정도 주기는 하지만 활발한 지방분해를 야기하지는 않

는 것으로 관찰되어 국소 비만 치료제로 사용하기에는 앞

으로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산사약침은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억제 효과 및 지방세포의 분해에 있어서는 농도에 따라 어

느 정도 유의성 있는 효과를 보여주었으나 이전에 보고된

웅담, 우황 약침49)에 비해서 탁월한 효과를 나타내지는 못

하 다. 향후, 인체의 안정성을 기반으로 하여 국소 지방

세포 분해에 뛰어난 효과를 지닌 다양한 천연약물 개발을

위한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며 본 연구가 앞으로의 비

만치료 약침제재 개발에 도움이 되기를 기 한다.  

V. 結論

산사약침이 국소 비만 치료제로서의 사용이 가능한가를

알아보고자 농도별로 3T3-L1지방세포와 Rat의 성숙 지

방조직을 이용하여 지방세포의 분화와 분해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고, 생체 지방세포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기 위하여 돼지의 지방조직에 처리한 후 조직학적 관찰을

시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산사약침을 각각 1.0mg/mL, 0.1mg/mL, 그리고

0.01mg/mL의 농도로 하여 3T3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서 농도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

찰한 결과, 모든 농도에서 분화억제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고, 1.0mg/mL농도에서약간의분화억제를나타

내었다.

2. 미분화 3T3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포로 전

환됨에 따라 GPDH효소 활성은 증가하게 되는데, 산사약

침의 0.1 및 1.0mg/mL의 농도에서 산사약침군은 조군

에 비해 GPDH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3. 산사약침이 성숙 지방세포의 분해에 미치는 효과를

살펴본 결과, 0.01mg/mL농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

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고, 0.1 및 1.0mg/mL농도에

서는 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4.산사 추출물을 각각 농도별로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

한 결과,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결합에 향을

어느 정도 주기는 하지만 활발한 지방분해를 야기하지는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위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산사약침은 지방전구세포의 분

화와 지방세포의 분해에 과정에서 약간의 분화억제 효과

와 농도의 증가에 따라 지방분해 효과를 보여주어 국소비

만을 개선시켜줄 가능성이 있음을 나타내었으나 주목할

만한 국소지방의 분해는 보이지 않았다. 향후 이에 한

지속적인 천연약물의 개발이 필요하리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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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한 식이요법, 운동요법, 행동교정요법 등은 장기간

지속하는데 어려움이 많고 5년 내에 실패할 확률을 95%

로 보고 있고45) 비만 수술의 사망률과 합병증은 과거보다

현저하게개선되었지만여전히그위험성을지니고있다46).

따라서 체중 감량을 위하여 환자가 잘 따르도록 하기 위해

서 약물치료가 다용되고 있으나 약물치료의 부작용 및 문

제점이 사회적으로 두되고 있어 보다 근본적이면서 부

작용이 적은 치료가 필요시 되고 있다.

비만치료와 관련한 최근 연구내용을 살펴보면, 양의학

적 약물요법의 경우,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방법 즉 식욕을

억제하거나 흡수나 지방산 생성을 억제하도록 하는 약물

을 쓰거나, 지방이용을 자극하는 방법 즉 열을 생성하거나

지방을 분해하도록 하는 약물을 이용한다. 이러한 양의학

적 약물요법의 효과나 안정성에 관하여 많은 연구가 이루

어지고있으며, 한의학적방법은전기침치료47), 한약요법48),

약침요법49), 이침 요법50) 등이 보고되고 있다. 

산사와 관련한 연구로는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류의 저

항을 줄이는 혈압강하 효과와 콜레스테롤 및 혈중지질을

저하시키는 효능이 입증되었고1), 산사를 이용한 항산화연

구에서 산사에는 다종의 항산화성 물질이 함유22-24)되어있

음이 밝혀졌으며, 정 등21)은 산사약침이 체중변화, 식이효

율 및 혈청지질조성에 유의한 효과가 있음을 밝히고 있다. 

따라서 저자는 消食肉積, 散瘀行滯의 효능이 있는 산사

약침을 이용하여 이전의 연구들과는 달리 지방세포에 직

접적으로 분사 및 주입을 하여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억제

및 지방세포의 분해효과를 보고자 하 다. 

비만의 발생기전은 비만전구세포의 증식과 비만세포의

양적 성장으로 요약할 수 있는데 지방전구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해서 우선 3T3-L1지방전구세

포를 배양하고, 산사약침을 농도에 따라 각각 1mg/mL,

0.1mg/mL, 그리고 0.01mg/mL의 다양한 농도로 3T3

지방전구세포의 분화 전 단계에서 배지에 처리한 후 농도

별로 지방세포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관찰하 다. 그 결

과 모든 농도에서 분화의 명확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고

비교적 광범위한 지방세포를 형성하 으며 1.0mg/mL농

도에서 약간의 분화 억제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Oil red O를 이용하여 세포 염색을 시행한 결과 조군에

비하여 0.1과 1mg/mL의 농도에서, 지방세포의 분화를

억제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산사약침 추출물은 고농도에서 지방세포의 분화 기전을

억제하지만 그 효과는 탁월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산사약침이 지방전구세포로부터 지방세포로의 분화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GPDH(glycerol-3-

phosphate dehydrogenase)의 활성을 측정하 다. 미분

화 3T3지방세포가 성숙한 분화 지방세포로 전환되기 위

해서는 GPDH의 효소 활성이 증가되어야 하므로 GPDH

의 양은 지방세포의 생성 활동을 객관적으로 평가할 수 있

는 주요 지표가 된다27).

그 결과 산사약침이 포함되지 않은 분화배지로 분화가

유도된 3T3지방세포(Control)에서 GPDH활성은 78.9

mU/min/mg protein으로 나타났고, 산사약침의 첨가 농

도에 따른 GPDH활성은 0.01, 0.1 및 1.0mg/mL농도

첨가에따라각각 73.2, 62.3 및 55.8mU/min/mg protein

으로 감소하여, 0.1mg/mL농도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

로 지방합성을 유의하게 억제하 다. 

따라서 0.1 및 1.0mg/mL의 농도에서 산사약침은 조

군에 비해 GPDH활성을 각각 유의하게 감소시킴을 알 수

있었다.

산사약침이 분화된 지방세포의 지방 분해에 미치는

향은 glycerol함량을 측정함으로서 조사하 다. 지방은

지방산과 glycerol이 결합하여 형성되는데 glycerol의 양

은 지방이 분해됨을 의미하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Glycerol은 지방세포가 분해될 때 나오는 산물로서 방

출된 glycerol은 glycerol phosphate oxidase에 의해

dihydroxyacetone phosphate와 hydrogen peroxide

(H2O2)로 산화된다. 생성된 H2O2는 4-aminoantipyrine

과 sodium N-ethyl-N-(3-sulfopropyl) m-anisidine존

재하에서peroxidase에 의해자주색을띠는quinoneimine

로 전환된다. 따라서 생성된 quinoneimine에 의해 540

㎚에서 흡광도의 증가는 배지 내에서 glycerol농도 증가

를 나타므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산사약침의 농도별 처

리에 따른 지방분해의 변화를 관찰하 다.

산사약침이 지방분해에 미치는 효과는 0.01mg/mL농

도에서는 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관찰되지 않았

으나, 0.1 및 1.0mg/mL농도에서부터 농도 의존적으로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다. 0.1과 1.0mg/mL

의 glycerol농도간의 비교에서는 0.1mg/mL에 비하여

1.0mg/mL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이는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지방세포의 분해가 더 활발해짐을 알 수 있

었다.

돼지지방세포의분해에 해서는산사약침을각각농도별

로10, 1, 그리고0.1mg/mL로DMSO(dimethylsulfoxide)

에 희석하여 돼지의 지방층에 주입한 후 H-E staining하

여 조직학적 관찰을 시도하 다. 그 결과, 100% DMS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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