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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nti-obesity effects of ginseng and herbal plant mixtures were investigated to develop natural materials 
for anti-obesity. After inducing obesity with high fat diet for 8 weeks in male SD rats, ginseng and herbal 
plant mixtures DM1 (ginseng, puer tea, opuntia) and DM2 (ginseng, puer tea) were administrated orally to 
rats for another 8 weeks. During administration, food efficacy ratio and body weight of rat were measured 
twice weekly. After administration, body weight, body fat contents, and serum lipid level were estimated for 
anti-obesity effect and hematological analysis blood level of ALP and ASP was checked for safety. Body weight 
in rats fed high fat diet was significantly increased. Body weight in obese rats induced by high fat diet was 
significantly decreased by DM1 and DM2 feedings. The amount of body fat (epididymal, perirenal and visceral 
fat, brown adipose tissue) was significantly reduced by DM1 and DM2 treatments. The amount of TG, the 
concentration of leptin in blood plasma, and the concentration of insulin in blood plasma were significantly 
diminished by DM1 and DM2. Lipid accumulation on liver was reduced in DM2. There were no side effects 
among all groups according to blood analysis, hematological findings, and body weight. The findings of this 
study suggest that DM1 and DM2 may be effective materials for anti-obesity through reducing plasma 
triglyceride and body fats, and also decreasing body weight without side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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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은 에 지 소모량에 비하여 에 지 섭취량이 많아서 

체내에 과잉된 에 지가 지방으로 축 된 상태를 말하며, 

2005년 국민건강․ 양조사에 의하면 우리나라 20세 이상 

성인의 31.8%가 비만인 것으로 나타나 1995년도의 14.8%에 

비하여 10년 동안 두 배 이상으로 증가되었다(1). 이러한 증

가 추세에 따라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  손실은 2001년도

에 1조 7천억 원에서 매년 증가되고 있으며 정부의 국민건강

증진종합계획에서는 2010년까지 성인 비만율을 30% 수

으로 유지하는 것을 주요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2).
 비만은 

그 자체가 갖는 문제 뿐만 아니라, 심 계 질환이나 당

뇨, 호흡기 질환, 골 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

에  세계 으로 비만에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으며(3), 

세계보건기구(World Health Organization, WHO)에서는 비

만을 세계 인 양문제로 다루어 건강을 해치는 단순 험

인자가 아닌 치료해야 할 질병으로 인식하고 있다(4). 

비만은 에 지의 과다 섭취, 운동 부족 뿐 아니라 신경내

분비  요인, 약물원인, 유  요인 등이 복합 으로 작용

하므로 비만을 개선하기 한 방법으로는 식사, 운동, 행동

요법이나 약물 치료 등이 쓰이고 있다. 약물요법으로는 비만

을 일으키는 작용기 에 따라서 식욕억제효과를 나타내는 

리덕틸과 지방의 소화흡수억제효과를 나타내는 제니칼 등

이 FDA의 승인을 받아 시 되고 있다(5). 이러한 약물은 

기름변이나 복부 팽만감, 어지러움, 구갈, 변비, 압상승 등

의 부작용을 동반한다(6). 이러한 약물의 부작용을 우려하여 

최근에는 천연식물에서부터 체 조 에 효과 인 기능성 

소재들을 찾아내고 이들의 작용기 을 밝히는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으며, 당류흡수억제, 체지방합성 억제, 지방

흡수억제, 식욕조 의 순으로 많은 특허가 출원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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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천연물을 활용한 항비만 소재 개발에 한 결과를 살펴보

면 작용기  별로 식욕억제에 여하는 물질로서 hydrox-

ycitric acid(HCA), Olibra, 치커리 이 린 등의 식이섬유 등

이 있으며, 지방의 소화  흡수를 해하는 물질로서 키토

산, flavonoids 등이 있다. 열 발생을 유도하여 지방 축 을 

억제하는 물질로서 고추의 capsaisin, 녹차의 catechin, 티

노익산 등이 있고, 지질 사를 조 하는 L-carnitine, con-

jugated linoleic acid(CLA), 우유 칼슘과 련 단백질 등이 

보고되어 있다. 생약재로는 지실, 양하, 결명자, 녹차, 소나무 

잎, 괴화, 천궁, 오수유 등이 체 조 에 효과가 있다는 결과

가 보고되었다(8-11).

본 실험실에서는 체 조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

는 천연소재를 개발하기 하여 문헌 조사를 통하여 후보 

소재 7종을 선발하 으며, 이들 소재들을 조합한 복합물 3종 

등 10종을 일정 농도로 동물에 투여하 을 때 홍삼과 보이

차, 노팔선인장 투여군에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하여 체 , 

 지질, LDL 콜 스테롤, 성지질 농도가 감소하 고, 지

방조직의 무게가 감소하는 결과를 얻었으며, 이 혼합원료가 

개별 원료 투여 시보다 효과가 우수하여 상승효과가 있었음

을 확인하고 특허 출원한 바 있다(출원번호: 10-2006- 

0115006).

인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로부터 보 강장

의 약으로서 면역증진, 항암  항산화 효과, 항피로 효과, 

운동수행 능력 증 , 당강하, 간 기능회복 등의 효과가 보

고되어있으며, 인삼사포닌은  지질, 콜 스테롤, 성지

방 감소  체  감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12,13). 보이차는 국 운남성이 주산지인 엽종 차나무

(Camellia sinensis)의 잎을 발효하고 숙성하여 제조하는 후

발효차로 비만 조 을 하여 국에서 오래 부터 차로 

음용해 왔으며, 동물실험을 통하여 체   지질 생성억

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15). 노팔선인장

(Opuntia ficus-indica)은 남미 건조한 사막지방이 원산지

인 열 성 식물로 장장애 개선, 당강하, 동맥경화 방지, 

고지 증  비만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16-18), 동물실험에서 체 감량   지질감소 효과가 

확인되었다(19). 

본 연구에서는 상기의 비 실험 결과를 토 로 하여 홍

삼과 보이차, 노팔선인장을 포함하는 항비만 혼합원료를 

개발하기 하여 이들을 2종 는 3종으로 혼합한 원료를 

농도 별로 동물에 투여하면서 체 ,  지질 분석, 복부 

 기타지방 조직, 비만에 련된 몇 가지 생화학  지표를 

조사하 고, 간 기능과 신장, 조  기능을 나타내는 생화학

 지표의 조사를 통하여 항비만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

이 없는 최 의 혼합 원료와 정 섭취 농도를 설정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시험물질

홍삼 물추출물은 한국인삼공사에서 2006년에 제조한 6년

근 홍삼 물엑기스를 분무건조하여 사용하 고, 보이차 추출

물은 국 운남성에서 2006년에 제조한 보이차를 열수로 추

출하여 분무건조한 분말로 B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노팔선인장분말은 남아메리카 산 노팔선인장을 건조 분

쇄한 것으로 K사 제품을 구입하여 사용하 다. 본 연구에 

사용한 시험물질 DM1은 홍삼추출물과 보이차추출물, 노팔

선인장(10:45:45, 무게비), DM2는 홍삼추출물과 보이차추출

물(10:90, 무게비)을 각각 혼합하여 사용하 다.

시험동물  시험군 

시험동물: 시험동물은 생후 3주령 수컷 흰쥐(Sprague 

Dawley Rat, CrjBgi:CD-IGS Strain)를 (주)오리엔트바이오

에서 구입하여 1주일 동안 응시킨 후 사용하 다. 

사료: 비만 유도를 한 고지방식이로는 AIN-76A 

(Research Diets, Inc., D12451, 칼로리 구성: 지방 45%, 탄수

화물 35%, 단백질 20%)를 사용하 다. 비교 시험용 정상식

이는 Purina Rodent Chow(Purina Korea Inc., Product No. 

38057, 칼로리 구성: 지방 12%, 탄수화물 63%, 단백질 25%)

를 사용하 다. 

시험동물 사육: 시험동물 사육환경은 온도 20.7∼21.2oC, 

상 습도 49.9∼54.2%, 환기횟수 10∼15회/시간, 조명시간 

12시간(오 8시∼오후8시), 조도 200∼300 Lux의 동물사육

실에서 사료와 음용수를 공 하여 순화  시험기간 동안 

격리 사육하 다. 시험기간  동물실의 온·습도를 자동측정

기로 매 30분마다 측정하고, 조도 등의 환경조건을 정기 으

로 측정하여 일정한 상태를 유지하 다. 시험기간  wire 

cage(500×300×200 mm, 종기기)에 1마리씩 넣어 사육하

으며 사료와 음용수는 자유 식하 다. 

시험군  식이투여: 실험군은 Table 1과 같이 정상식이

군, 고지방식이 조군, 고지방식이와 DM1 100, 300, 500 

mg/kg 투여군, 고지방식이와 DM2 100, 300, 500 mg/kg 투

여군으로 구분하 다. 시험군은 고지방식이로 8주간 비만을 

Table 1. Classification of treatment group and dose admin-
istration 

Treatment
Dose
(mg/kg, 
oral)

Diet
Injection vol.
(mL/kg 
D.W.)

No. of 
animal

Normal
Control

-
-

Normal diet
AIN-76A diet

10
10

12
14

DM1
100
300
500

AIN-76A diet
AIN-76A diet
AIN-76A diet

10
10
10

14
14
14

DM2
100
300
500

AIN-76A diet
AIN-76A diet
AIN-76A diet

10
10
10

14
14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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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도하여 체 이 증가한 흰쥐를 난괴법으로 12～14마리씩 

분류하고, 8주간 고지방식이를 공 하면서 시험물질을 생리

식염수에 용해하여 1일 1회 강제 경구 투여하 으며 정상식

이군과 고지방식이 조군은 시험물질을 제외한 생리식염

수를 투여하 다. 

체   식이섭취량 측정

체 은 시험물질 투여 개시 직   투여 개시 후 주 1회, 

식이섭취량은 주 2회씩 8주간 측정하 다. 

액 채취

시험 종료 후 흰쥐를 16시간 동안 식시키고 에틸에테르

로 마취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 동맥으로부터 약 6～7 

mL의 액을 채취하여 4oC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3,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청  장을 분리하 다.

청/ 장학  검사

분리한 청을 이용하여 triglyceride, HDL(high density 

lipoprotein), LDL(low density lipoprotein), total cholester-

ol, AST(aspartate amino transferase), ALT(alanine ami-

notransferase), ALP(alkaline phosphatase), T-BIL(total 

bilirubin), BUN(blood urea nitrogen)을 청자동분석기

(Hitachi 7060,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청 내 렙틴 

 장 내 인슐린 함량은 rat leptin  insulin immuno-

assay kit(R&D Systems, Inc., MN, USA)로 측정하 다.

액학  검사

채 한 을 항응고제 EDTA-2K가 함유된 채 튜

에 넣어 자동 액분석기를 이용하여 액학  WBC(white 

blood cell), RBC(red blood cell), Hb(hemoglobin)  HCT 

(hematocrit)을 측정하 다.

지방조직의 무게 측정 

채취한 지방조직의 무게를 조사하기 하여 액을 채취

한 후 부고환주 지방(좌/우), 내장지방, 신장주 지방(좌/

우)  갈색지방을 조심스럽게 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

한 다음 여과지로 수분을 제거한 후 지방조직의 량을 측정

하 다.

간조직의 지질침착도  침착양상 찰 

간조직 내 지방질의 축 을 확인하기 해서 간을 출하

여 액체질소로 동결하여 -70
oC deep freezer에 보 하 다. 

출하여 고정한 간조직을 동결 편 슬라이드 표본을 제작

한 다음, Oil-Red O stain법(20)을 이용하여 지방질의 분포

를 학 미경으로 조사하고 지방과립의 크기는 3 (1 : 

핵보다 작다, 2 : 핵의 크기, 3 : 핵보다 크다), 지방과립의 

분포는 6 (2 : Zone 1, 4 : Zone 2, 6 : Zone 3), 지방과립

의 분포가 문맥에서 문맥으로 이어질 때는 1 , 문맥에서 

심정맥으로 이어질 때는 2 으로 지질침착도를 평가하

다(21).

통계처리

모든 시험결과는 평균과 표 오차로 표시하 으며, 조

군과 시험군과의 비교는 Student's t-test 는 Fisher's ex-

act test를 하여 p값이 5% 미만일 때를 통계학 으로 유의성

이 있다고 정하 다.

결과  고찰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실험동물을 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후 시험물질을 투여하

다. 고지방식이로 8주간 비만을 유도한 결과 체 증가는 

Fig. 1에서와 같이 고지방식이군에서 559.3 g으로 정상식이

군의 482.3 g보다 77.0 g 증가하여 고지방식이 공 으로 체

을 히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시험물질 투여기간인 

8주간 실험동물의 체 변화는 고지방식이군은 141.4 g 증가

한 반면 정상식이군은 114.7 g 증가하여 고지방식이 공 으

로 체 이 계속 으로 증가하 다. 시험물질 DM1 투여군에

서는 8주 후에 100, 300, 500 mg/kg 투여에서 각각 109.1 

g, 75.3 g, 73.3 g의 체 이 증가하여 고지방식이군의 77.1～

51.8% 수 을 나타내었고, DM2 투여군에서는 100, 300, 500 

mg/kg 투여 시 각각 91.5 g, 64.3 g, 22.8 g의 체 증가량을 

나타내어 고지방식이군의 64.7～16.1% 수 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결과는 통계 으로 유의하 으며(p<0.01), 농도 의

존성을 보 고 DM1보다 DM2가 체 증가 억제 효과가 더

욱 높았다.

식이섭취량은 Table 2에서와 같이 고지방식이군이 정상

식이군에 비해 섭취량이 은 반면 식이효율은 높게 나타났

는데, 이는 고지방식의 칼로리가 높아서 나타난 상인 것으

로 보인다. 일일 식이섭취량은 시험물질 DM2 300 mg/kg과 

500 mg/kg 투여군에서 각각 21.69 g  20.09 g으로, DM1 

300 mg/kg에서 21.37 g으로 고지방식이군의 23.31 g에 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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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DM1 and DM2 on body weight changes 
in rats fed high fat diet. Each data was presented as mean±SE. 
**
p<0.01 compared to saline treated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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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DM1 and DM2 on body weight gains,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in rats fed high fat diet

Treatment
Dose

(mg/kg, oral)

Body weight gains Food intake
(g/day)

Food efficiency 
ratio (%)1)56 days (g) g/day

Normal - 114.7±6.7 2.05±0.12 27.63±0.64  7.42±0.42
Control - 141.4±7.5# 2.52±0.13# 23.31±0.55## 10.78±0.45##

DM 1
100
300
500

109.1±8.1**
 75.3±8.3**
 73.3±8.3**

1.95±0.14**
1.34±0.15**
1.31±0.15**

22.19±0.48
21.37±0.53*
23.20±0.63

 8.74±0.54**
 6.22±0.58**
 5.57±0.55**

DM 2
100
300
500

 91.5±9.9**
 64.3±11.5**
 22.8±10.3**

1.63±0.18**
1.15±0.20**
0.41±0.18**

21.82±0.51
21.69±0.50*
20.09±0.43**

 7.39±0.67**
 5.21±0.87**
 1.91±0.91**

Values are mean±SE. #p<0.05, ##p<0.01 compared to saline-treated normal group. *p<0.05, **p<0.01 compared to saline-treated 
control group. 1)Food efficiency ratio＝Body weight gains/day per Food intake/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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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DM1 and DM2 on serum lipid in rats fed high fat diet.  A: triglyceride (TG), B: total cholesterol, C: HDL 
cholesterol, D: LDL cholesterol. Each data is presented as mean±SE. *p<0.05, **p<0.01 compared to saline treated control group.

여 다소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1일 체 증가량을 1일 

식이섭취량으로 나  후 백분율로 계산한 식이효율은 고지

방식이군의 10.78%에 비하여 DM1투여군은 8.74～5.57%, 

DM2투여군은 7.53～1.91%를 나타내어 농도 의존 으로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고, DM1보다 DM2투여군에서 

식이효율이 더 낮아서 DM2가 체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가 

높았다.

청 지질 농도

시험물질 투여가 청 지질 농도에 미치는 향은 Fig. 

2에서와 같다. 청의 성지방(triglyceride, TG)의 농도는 

정상식이군의 경우 111.9 mg/dL이었다. 고지방식이군에서

는 64.5 mg/dL로 감소되었고, DM1투여군에서는 58.3～

36.8 mg/dL, DM2투여군에서는 40.5～37.5 mg/dL 수 으

로 더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으며 DM2 500 mg/kg 투여군

은 통계학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었다(p<0.01). 일반

으로 고지방식이를 섭취하면 정상식이에 비하여 성 지

질의 농도가 높아질 것으로 생각되나 본 실험에서는 이와 

상반되는 결과를 얻었는데, 이는 실험에 사용한 고지방식이

가 lard fat 함량이 20%인 식이로서, lard fat 함량이 높은 

식이 는 옥수수 오일 함량이 높은 고지방식이를 흰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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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DM1 and DM2 on serum leptin (A) and plasma insulin (B) concentration in rats fed high fat diet. 
Each data is presented as mean±SE. *p<0.05, **p<0.01 compared to saline treated control group. #p<0.01 compared to normal group.

투여 시 청 TG함량을 감소시킨다(22,23)는 보고와 일치

하 으며, 식이지방의 종류에 따라서 성지방의 축 에 다

른 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총콜 스테롤  고 도 

콜 스테롤, 도 콜 스테롤 농도는 정상식이군에 비하

여 고지방식이군에서 증가하 고, 고지방식이와 함께 시험

물질을 투여했을 때에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었으며 DM2 

100 mg/kg 투여군에서는 총콜 스테롤 함량이 통계 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p<0.05). 그러나 그 외의 시험군에

서는 유의 인 결과를 나타내지 않았으므로 본 시험물질은 

 콜 스테롤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생각

되었다.

 렙틴  인슐린 농도

청 렙틴 농도는 Fig. 3(A)에서와 같이 일반식이군이 

41.48 ng/mL이고 고지방식이 조군은 43.09 ng/mL로 통계

으로 유의성 있는 차이가 없었지만, DM1 500 mg/kg 투여

군은 30.27 ng/mL, DM2 100, 300, 500 mg/kg 투여군은 각각 

33.21, 30.68, 28.83 ng/mL로 고지방식이 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렙틴 농도가 감소하 다. 렙틴은 에 지가 과잉 축 될 

경우 생성이 증가하여 비만지표로 사용될 수 있으며(24) 체

  체지방과 상 계가 높다(25). 따라서 시험물질의 투

여로 청 렙틴 농도가 감소한 것은 체   지방 조직량의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체   지방 조직량의 감소에 기인

된 것으로 단되었다. 

장 내 인슐린 농도는 Fig. 3(B)에서와 같이 고지방식이 

조군이 1.686 μg/L로, 일반식이군의 1.108 μg/L에 비하여 

통계학 으로 유의성 있게(p<0.01) 증가하 다. 이러한 인

슐린 농도 증가는 DM1  DM2 100, 300, 500 mg/kg 투여군

에서 각각 1.127, 1.139, 1.098 μg/L와 1.126, 1.065, 1.055 μg/L

로 나타나 유의성 있게(p<0.01) 억제되었다. 청 내 인슐린 

함량은 체   내장지방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26,27), 시험물질에 의한 인슐린 함량의 감소는 

체  감소에 기인한 것으로 단되며 내장 지방의 감소와도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방조직의 무게 

실험동물에서 출한 부고환주 지방(좌/우), 신장주

지방(좌/우), 내장지방  갈색지방량은 Fig. 4와 같다. 부고

환주 지방량은 고지방식이군에서 20.10 g으로 정상식이군

의 12.45 g에 비하여 161% 증가한 반면 DM1 100, 300, 500 

mg/kg 투여군에서는 18.27 g, 16.91 g, 15.31 g으로 감소하

고, DM2 100, 300, 500 mg/kg 투여군에서는 17 g, 16 g, 14 

g으로 감소하여 DM1, DM2 투여로 농도의존 인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DM1 500 mg/kg과 DM2 300, 500 mg/kg 투

여에서는 1% 수 에서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었고 신장주

지방의 경우에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다. 내장지방의 경

우에는 DM1과 DM2의 시료 투여에 의한 지방증가량의 감

소가 더욱 뚜렷하여 DM1은 300, 500 mg/kg 투여군에서, 

DM2는 100, 300, 500 mg/kg 투여군에서 1% 수 의 통계  

유의성을 나타내어 시험물질이 지방 축 을 감소하는 효과

가 뚜렷함을 확인하 다. 갈색지방 량도 DM2 투여군에서 

유의 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시험물질 DM1과 DM2 

투여로 체지방 축 을 표하는 부고환지방  내장지방, 

신장주 지방에서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여 시험물질이 

체지방량 감소, 특히 복부지방 감소에 매우 효과 인 소재임

을 알 수 있었고 이것은 체 증가 억제 효과와 일치하 다.

간 조직 내 지질침착도

간 조직 내 지질침착도의 평가는 지방과립의 크기, 지방과

립의 분포  문맥에서 심정맥 사이 분포와 이들을 종합한 

총 수로 나타내었으며 그 결과는 Fig. 5  Table 3에서와 

같다. 총 수는 정상식이군의 3.58에서 고지방식이군은 

9.54 으로 증가하 으며, DM1 투여군에서는 8.38～8.85, 

DM2 투여군에서는 6.83～9.77 으로 DM2 500 mg/kg 투여

군에서만 통계 인 유의성(p<0.05)있는 감소효과를 나타내

어 DM2를 고농도로 투여 시 고지방식이에 의한 간 조직 

내 지질침착도를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단된다. 

액학  분석 

시험물질 투여에 의한 부작용을 찰하기 하여 간,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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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DM1 and DM2 on body fat weight in rats fed high fat diet. 
A: epididymal fat, B: perirenal fat, C: visceral fat, D: brown adipose tissue. Each data is presented as mean±SE. *p<0.05, **p<0.01 
compared to saline treated control group. Nor.: saline treated normal group, Ctr.: saline treated control group, DM1 and DM2 100, 
300, 500: DM1 and DM2 100, 300, 500 mg/kg dose group.

Nor. DM1 100 DM1 300 DM1 500

Ctr. DM2 100 DM2 300 DM2 500

Fig. 5.  Representative photographs showing liver histology of rats fed high fat diet.  
Nor.: saline treated normal group, Ctr.: saline treated control group.

장, 조  작용 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간 기능의 

바이오마커인 AST, ALT  담도계와 신장 기능의 바이오

마커인 ALP, T-BIL, BUN을 측정한 결과 Table 4에서와 

같이 AST와 ALT는 정상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오차 범 가 크고 통계 인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한 DM1과 DM2 투여군에서 

AST  ALT 수치가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

이었고 DM1 500 mg/kg을 제외하고는 정상식이군의 수

으로 낮아져서 DM1과 DM2의 투여로 간 기능을 하시키

지 않는 것으로 사료된다. 담도계  신장 기능의 이상 유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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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DM1 and DM2 on lipid accumulation of liver in rats fed high fat diet

Treatment
Dose

(mL/kg, oral)
Size Area

Bridge1)
Total score

P-C P-P

Normal - 2.67±0.45 0.83±0.11 0.08±0.08 0.00±0.00 3.58±0.57
Control - 5.08±0.29## 1.46±0.18## 1.00±0.00 2.00±0.00 9.54±0.37##

DM1
100
300
500

4.67±0.28
4.62±0.27
4.62±0.35

1.75±0.22
1.54±0.14
2.00±0.23

1.00±0.00
1.00±0.00
0.69±0.13

1.17±0.30
1.69±0.21
1.08±0.29

8.58±0.68
8.85±0.46
8.38±0.88

DM2
100
300
500

4.77±0.28
5.08±0.29
4.00±0.55

2.15±0.19
1.31±0.13
1.25±0.22

1.00±0.00
1.00±0.00
0.75±0.13

1.85±0.15
0.92±0.29
0.83±0.30

9.77±0.50
8.31±0.61
6.83±1.07*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1 compared to saline-treated normal group, *p<0.05 compared to saline-treated control 
group. 1)P-C: portal area to central vein, P-P: portal area to portal area.

Table 4.  Effect of DM1 and DM2 on blood biochemistry in rats fed high fat diet

Treatment Dose (mL/kg, oral) AST (U/L) ALT (U/L) ALP (U/L) T-BIL (mg/dL) BUN (mg/dL)

Normal -  87.6±11.1 36.8±4.4 199.0±11.8 0.055±5.4e-3 12.87±0.39
Control - 158.5±54.8 68.7±33.5 162.7±15.2 0.089±7.6e-3## 11.58±0.50

DM1
100
300
500

126.4±23.0
130.3±21.5
172.1±47.1

41.3±10.4
46.3±9.9
65.6±21.5

160.5±12.7
155.2±8.8
151.6±9.0

0.089±1.4e-2
0.095±1.5e-2
0.093±1.2e-2

12.58±0.57
11.83±0.51
11.55±0.49

DM2
100
300
500

111.5±10.2
125.0±16.4
132.8±23.6

38.6±7.0
48.1±14.5
42.4±11.1

151.1±7.9
145.4±4.5
174.2±10.5

0.082±3.8e-3
0.093±9.3e-3
0.078±7.6e-3

11.61±0.36
11.12±0.39
11.45±0.47

AST (GOT): aspartate transaminase, ALT (GST): alanine transaminase, ALP: alkaline phosphatase, T-BIL: total bilirubin, BUN: 
blood urea nitroge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1 compared to saline-treated normal group.

Table 5.  Effect of DM1 and DM2 on hematological findings in rats fed high fat diet

Treatment
Dose

(mL/kg, oral)

WBC differential counting (%) RBC

Neutrophil Lymphocyte Monocyte Eosinophil Basophil RBC (M/UL) Hb (g/dL) HCT (%)

Normal - 17.7±1.5 77.2±1.3 3.1±0.3 1.5±0.2 0.18±0.03 8.62±0.12 14.93±0.20 42.01±0.59
Control - 20.6±3.7 74.0±3.7 3.0±0.3 1.6±0.2 0.26±0.03 8.60±0.13 14.34±0.33 41.62±0.65

DM1
100
300
500

22.5±5.7
21.4±2.1
21.5±2.8

72.2±5.7
72.8±2.3
72.5±3.0

2.8±0.2
3.7±0.3
3.6±0.5

1.8±0.2
1.4±0.2
1.6±0.2

0.20±0.02
0.20±0.03
0.19±0.01

8.61±0.12
8.57±0.13
8.58±0.10

15.16±0.22
14.94±0.21
15.29±0.18*

43.15±0.57
42.40±0.52
43.36±0.55

DM2
100
300
500

19.5±2.5
24.6±6.0
22.3±2.1

73.9±2.6
69.5±5.5
71.9±2.1

3.3±0.5
3.5±0.4
3.8±0.3

2.4±0.8
1.5±0.2
1.2±0.1

0.27±0.03
0.21±0.03
0.28±0.02

8.48±0.08
8.41±0.13
8.18±0.28

15.35±0.20*
14.96±0.17
15.36±0.20*

43.50±0.59*
42.03±0.54
42.17±1.38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E. *p<0.05 compared to saline-treated control group.

를 확인할 수 있는 지표인 ALP, T-BIL  BUN의 농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와 같이 모든 투여군에서 고지방

식이군과 비교해 유의 인 차이가 찰되지 않아서 담도계 

 신장 기능에 이상을 래하지 않는 것으로 단된다. 시

험물질 투여에 의한  WBC와 RBC의 요소들의 변화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5에서와 같다. WBC의 경우에는 시험

군간에 유의 인 농도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RBC의 

경우에는 헤모 로빈(Hb)의 농도에서 시험물질 투여군이 

체로 증가하는 경향이었으며 DM1 500 mg/kg와 DM2 

100, 500 mg/kg에서는 통계 인 유의성을 나타내어 조  

기능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시험물질의 투여는 간 독성이나 신장 독성을 일으키지 

않고 액이나 면역체계에도 나쁜 향을 나타내지 않아 부

작용이 없는 것으로 단된다.

요   약

홍삼과 보이차, 노팔선인장을 소재로 하여 체 조 효과

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는 최 의 원료와 정 섭취 농도를 

설정하고자 홍삼, 보이차, 노팔선인장 혼합소재(DM1)  홍

삼, 보이차 혼합소재(DM2)를 고지방식이로 8주간 비만을 

유도한 수컷 흰쥐에게 100, 300, 500 mg/kg의 농도로 8주간 

투여하면서 체 ,  지질 분석, 복부  기타지방 조직, 

비만에 련된 몇 가지 생화학  지표를 조사하 고, 간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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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과 신장 기능, 조  기능을 나타내는 생화학  지표를 조

사하 다. 체 은 고지방식이군에 비하여 DM1 투여군에서 

77.1～51.8%, DM2 투여군에서 64.7～16.1% 수 으로 증가

하 다. 성 지질의 농도는 DM1 투여군에서 고지방 식이

군의 84～54%, DM2 투여군에서 62～58%의 수 을 나타내

었다. 청 렙틴의 농도는 DM2 투여군에서 농도 의존 으

로 감소하여 고지방식이군의 82.8～66.9%로 감소되었다. 

 인슐린의 농도는 DM1 투여군에서 고지방식이군의 66.8 

～65.1%, DM2 투여군에서 66.7～62.5%의 수 이었으며 

1% 수 에서 통계 인 유의성을 나타내었다. 부고환 주  

지방(좌/우), 내장지방, 신장주  지방의 무게는 DM1 500 

mg/kg과 DM2 300, 500 mg/kg 투여에서 1% 수 에서 통계

으로 유의 인 감소를 나타내었고 DM2는 정상식이군의 

수 으로까지 감소되는 우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간 조직 

내 지질침착도는 DM2 500 mg/kg 투여군에서는 감소하

다(p<0.05). 간과 신장의 이상 유무를 단할 수 있는 AST, 

ALT  ALP, T-BIL, BUN  WBC 수치는 시험물질 섭취

군에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하여 큰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고 

RBC는 DM2 500 mg/kg 투여군에서 다소 증가하 고 다른 

시험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어서 부작용이 없음을 확인하

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홍삼과 보이차, 노팔선

인장을 소재로 한 DM1과 DM2 복합 소재는 항비만 효과가 

우수하고 부작용이 없었으며, 홍삼과 보이차를 혼합한 DM2

의 효과가 더 우수하 으며, 정 섭취 농도는 DM1은 500 

mg/kg, DM2는 300～500 mg/kg인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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