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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his study ai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Bangkibokryeong-tang (BBT, 
Fangjifuling-tang) on blood glucose and body fat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Methods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normal diet-fed control 
(ND), high-fat diet-fed control (HFD), HFD+BBT 75, HFD+BBT 150, and HFD+olistat as a 
positive drug control group. Markers of obesity, such as body weight, organ weight, diet ef-
ficiency, and serum levels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 lipid content, leptin, adipo-
nectin,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glutamic pyruvic transferase (GPT)/lactate 
dehydrogenase (LDH), blood glucose, and insulin, were measured. Furthermore, results of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nd α-glucosidase inhibition activity were examined in 
obese mice.
Results Mice treated with BBT demonstrate lower body and organ weight, and reduced 
weight gain and food efficiency than that in the HFD-only control group. In addition, BBT 
decreased lipid accumulation in the liver and the levels of enzymes such as GOT, GPT, and 
LDH in the serum. Furthermore, the levels of triglycerides, total cholesterol, low density lip-
oprotein (LDL), and leptin were decreased in the serum but the levels of high density lip-
oprotein (HDL) and adiponectin were increased in the BBT-treated group compared with the 
control group. The BBT-treated group also demonstrated decreased blood glucose and in-
sulin concentrations induced by feeding on a high-fat diet and improved glucose tolerance.
Conclusions Based on the results above, BBT may reduce body fat and hyperglycemia 
in HFD-induced obesity. This suggests that BBT may be clinically useful in the treatment of 
obesity. (J Korean Med Rehabil 2017;27(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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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비만은 체내에 필요한 에너지보다 과다 섭취되거나 섭

취된 에너지보다 소비가 부족하여 초래되는 에너지 불균

형의 상태로 호르몬의 변화, 유전, 정신, 사회경제적 요인 

등 많은 요인이 복합적으로 관련되어 있으며 성인병과의 

높은 연관성 때문에 중요한 건강문제로 대두되고 있다1). 

그러나 운동선수와 같이 체중은 많이 나가지만 근육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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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able Phamacognostic names Weight (g)

Herb names

防己 Sinomenii Radix 7.2

黃芪 Astragali Radix 7.2

桂枝 Cinnamomi Ramulus 7.2

茯苓 Hoele 14.3

甘草 Glycyrrhizae Radix 4.7

Total amount 40.6

Table I. Prescription of BBT

많은 사람도 있으므로 단순체중만 가지고는 비만이라 할 

수 없으며, 비만의 의학적인 정의를 내릴 때는 ‘체내에 

지방이 과다하게 축적되어있는 상태’ 즉, 정상보다 체지

방이 많은 상황을 말한다2).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영양조사와 국민건강보험공

단에서 발표한 비만 유병률 현황에 따르면 2014년 기준 

남성의 경우 37.7%, 여성의 경우 23.3%로 나타났으며3), 

초고도비만율(BMI≥35)은 2002년 0.2%에서 2013년 0.5%

로 상승하여 지난 12년간 2.9배 증가하였고, 고도비만율

도(BMI≥30) 2002년 2.5%에서 2013년 4.2%로 1.7배 증

가한 것으로 나타났다4).

비만은 또한 대사증후군, 지질대사 이상, 심혈관 질환, 

당뇨병 및 당대사 이상, 퇴행성 관절염, 불임, 암 등의 질

환과 관련되어 있고1) 체내 과도한 지방의 축적 및 혈중 

지질농도의 증가는 당뇨병, 고혈압, 심혈관 질환을 포함

한 만성질병을 유발하게 되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피하조직 이외의 부위에 축적된 복부비만은 당 및 

지질대사에 장애를 초래하는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 고

혈압, 고지혈증 등의 대사성질환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률

과 사망률을 증가시킨다는 보고가 있다5-8).

한의학적으로 비만은 內經에 “膕肉堅皮滿者肥”로 최

초로 언급된 이래 肥, 肥人, 肥白人, 肌膚盛, 肥貴人, 肥胖
으로 표현되어 왔으며9), 원인은 穀氣勝元氣, 脾胃俱旺, 脾

胃俱虛, 脾困邪勝, 痰飮, 氣虛, 血實氣虛, 華食, 數食甘味

와 膏粱厚味가 있다고 하였다. 비만의 변증은 다양하게 

제시될 수 있으나 한국 한의학연구원에서 제시한 肝鬱, 

食積, 陽虛, 脾虛, 痰飮, 瘀血 등 6개 유형이 주로 연구되

고 있으며10) 이러한 비만의 치료법에는 韓藥, 體鍼, 藥鍼, 

耳鍼, 附缸, 氣功療法, 節食療法, 埋線, 溫熱療法 등이 이

용되고 있다11,12).

防己茯苓湯은 漢代 張의 金匱要略에서 ‘皮水爲病 四

肢腫 水氣在皮膚中 四肢聶聶動者 防己茯苓湯 主之’라 하

였는데 防己黃芪湯에서 白朮, 生薑, 大棗 를 去하고 茯

苓, 桂枝 를 加한 것으로 益氣, 通陽, 利水 등에 응용되어

왔다13,14). 防己茯苓湯과 관련된 최근 연구들에서 기 등15,16)

은 防己黃芪湯 및 防己茯笭湯의 고지혈증 개선 효과, 임 

등17)은 防己茯笭湯 및 越婢加朮湯의 puromycin amino-

nucleoside로 유발된 低蛋白血症, 高脂血症, 細尿管 損傷에 

따른 糖尿에 미치는 영향, 송 등18)은 防己茯笭湯이 가토의 

요량 증가와 Na+ 재흡수 억제 효과가 각각 보고된 바 있

으나, 실험 과정이 2∼3주 정도로 짧았으며 개선 효과 역

시 유의성은 있었지만 그 정도가 미비하였다. 또한 防己

茯苓湯 단일 처방으로 진행된 비만증 및 고지혈증, 고혈

당증 등에 작용하는 약리 기전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는 

전무한 상태이다. 

이에 저자는 防己茯苓湯을 비만 및 관련 질환에 대한 

효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본 처방을 이용하여 고지방식이 

사료를 제공하여 유발되는 비만증 실험 마우스에서 체중

감소, 혈당 및 체지방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원광대학교 전주한방병원에

서 구입하여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防己茯苓湯에 들어가

는 약재는 동의보감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1첩의 기준은 

Table I과 같다(Table I).

2) 시약

마우스의 비만을 유도하기 위해 중앙실험동물에서 

45%의 지방을 함유하는 고지방식이 D12451사료를 구입

하였고, 혈청 및 간 조직 내의 지질을 분석하기 위한 시

약은 ㈜아산제약(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다. 혈청 내 

leptin 함량을 분석을 위한 ELISA kit는 ENZO사

(Farmingdale, NY, USA), adiponectin의 분석을 위한 용

도의 ELISA kit는 ALPCO사(Salem, NH, USA)에서 제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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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품을 사용하였으며, 본 실험에 사용된 기타 시약들은 

Sigma사(St Louis, MO, USA)의 제품을 사용하였다.

3) 검체 조제

防己茯苓湯 40.6 g을 취하여 약 15배 부피의 증류수 

600 ml을 가하여 100oC에서 2시간씩 2회 환류 추출한 

후, 그 열수 추출물을 Whatmann paper filter로 여과하였

다. 여과물을 rotary evaporator (EYELA사)로 감압 하에 

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防己茯苓湯 추출물 4.38 g을 얻

었다. 防己茯苓湯 추출물은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기 위해 

성인 표준체중에 준하여 마우스 체중당 적정 1일 투여량

을 산출하였다. 추출물의 저농도에서 고농도까지 농도별 

투여를 위하여 防己茯苓湯 추출물을 마우스 체중당 75 

및 150 mg/kg을 투여하기 위하여 사용 직전 검체를 조제

하였다.

4)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C57BL/6계 수컷 6주령을 ㈜샘타코(오산, 

경기도)로부터 공급받아 2주간 동물사육실 환경에 충분히 

적응 및 순화 한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 당일까지 

고형사료와 음수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온도는 

20±2oC와 습도 50±10%를 유지하였다. 점등과 소등의 

주기는 12시간을 기준으로 반복하였으며, 동물실험 윤리

규칙(승인번호 CBNU 2015-0010)을 준수하며 수행되었다.

2. 방법

1) 비만 실험동물모델

8주령의 22 g내외의 C57BL/6 수컷 마우스를 그룹당 5

마리로 난괴법으로 총 5개군으로 나누었다. 마우스의 비

만을 유도를 위해 45%의 지방을 함유하는 고지방식이를 

사용하였다. 그룹은 일반 식이를 섭취시키는 정상식이군

(ND)과 고지방식이군(HFD) 및 고지방식이＋防己茯苓湯 

75 mg/kg 투여군(BBT 75), 고지방식이＋防己茯苓湯 150 

mg/kg 투여군(BBT 150)과 양성대조군인 고지방식이＋

Orlistat 20 mg/kg 투여군(Orlistat)으로 구분하였다. 검체

는 실험시작일로부터 4주간 0.3% CMC (carboxymethyl 

cellulose)가 포함된 정수에 녹여 하루 1회 동일한 시각에 

경구 투여 하였고,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을 희생시킨 후 

비만 및 당뇨 관련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2) 체중 및 식이섭취량 측정

마우스의 체중 및 식이섭취량은 1주일에 2회 같은 시

각에 저울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식이이용효율은 체중

증가량(g)을 식이섭취량(g)으로 나누어 100을 곱한 값(%)

으로 나타내었다.

3) 혈액 및 조직 채취 

실험동물을 diethyl ether로 마취하여 경추탈골법으로 

희생시킨 뒤 혈액 및 조직 채취를 위하여 개복하였다. 혈

액은 마우스를 개복한 상태로 23 G needle의 주사기를 

이용하여 복부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간 조직 및 

백색지방 조직은 채취한 뒤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페이

퍼타올에 잔여물을 제거한 후 저울을 이용하여 무게를 측정

하였다. 간 조직은 지질 함량분석을 위한 시료로 액체질소

에 급속 동결하여 실험하기 전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4) 혈청 분리와 간 조직의 지질 추출

혈청 분리를 위해 채취한 혈액은 상온에서 30분 동안 

방치 후 3,000 rpm에서 10분 동안 원심 분리하였다. 간 

조직의 지질 추출은 Folch 법19)에 준해서 30 mg의 간조직

을 PBS용액에 균질화한 후 클로로포름과 메탄올을 2：1

의 비율로 첨가하여 상온에 방치하였다. 그 다음 원심분

리하여 분리된 용액의 용매를 증발시키고 난 후 1 ml의 

2-propanol로 녹여 시료를 준비하였다. 

5) 혈청과 간 조직의 지질 함량 분석

혈액 내 지질함량 분석을 위해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고밀도 지단백-콜

레스테롤(HDL-cholesterol),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LDL-cholesterol)를 분석하였으며, 아산제약에서 공급하

는 아산셋트를 이용하였다. 300 μl의 효소시액을 5 ml 

tube에 분주 후 혈청시료 2 μl를 분주하여 37oC, 5분의 

조건에서 반응시킨 후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각 

농도를 계산하였다. 간 조직으로부터 추출한 지질의 총 

지질 함량은 Frings와 Dunn의 방법20)을 이용하여 540 

nm의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간 조직에서의 triglyceride 

함량은 혈청에서의 방법과 같이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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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혈청 내 GOT·GPT 및 LDH 분석

간 손상의 지표인 GOT 및 GPT를 측정하기 위해 아산

제약에서 공급하는 지오티ㆍ지피티(GOTㆍGPT)측정용시

액을 사용하였다. GOT 측정용 기질액과 GPT 측정용 기

질액 100 μl를 37oC에서 5분간 방치한 후에 혈청 20 μl

과 혼합하여 GOT는 37oC에서 60분, GPT는 30분을 반응

하였다. 그 후 정색시액 100 μl와 혼합하고 실온에 20분 방

치한 후 0.4 N NaOH용액 1 ml을 섞어주고 실온에서 10분

간 방치하고 5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GOT 및 GPT

의 양을 계산하였다. LDH는 CytoTox96ⓇNon-Radioactive 

cytotoxicity Assay ki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7) 혈청 내 leptin 함량 측정

혈청 내 leptin 함량을 분석하고자 mouse leptin ELISA 

kit (ENZO)를 사용하였다. 혈청을 1：32의 비율로 assay 

buffer로 희석해 plate의 각 well에 100 μl씩 분주하여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다음 blank를 제외한 모든 

well에 antibody를 100 μl씩 분주하고 상온에서 다시 1

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blank를 제외하고 blue conjugate

를 100 μl를 첨가하고 상온에서 다시 30분 동안 반응하

였다. 각 단계는 wash buffer를 이용하여 4회 세척하였으

며, 발색을 위해 substrate 용액을 각 well에 100 μl씩 

분주 한 뒤, 30분 동안 방치시킨 후 stop solution을 100 

μl 넣고 microplate reader를 이용해 45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8) 혈청 내 adiponectin 함량 측정

HMW and total adiponectin ELISA kit (ALPCO)를 사

용하여 혈청 중의 adiponectin 함량을 분석하였다. 혈청 

10 μl를 protease buffer 100 μl와 sample pretreatment 

buffer와 혼합하였다. 혼합액 10 μl를 dilution buffer 

1ml에 첨가하여 시료를 준비하고, 시료 50 μl를 plate의 

각 well에 분주 한 후,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하였다. 

biotin이 표지된 monoclonal Ab를 각 well에 50 μl씩 분

주하였다.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 한 후, 50 μl의 

streptavidin-HRP를 각 well에 분주하고 30분 동안 상온에

서 반응시켰다. 각 단계 사이를 wash buffer를 이용하여 

4회 세척하였다. 발색을 위하여 substrate solution을 50 

μl씩 넣어주고, 빛을 차단한 상태로 10분 동안 방치하고 

최종적으로 50 μl의 stop solution을 분주 후,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49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9) 혈청 내 glucose 측정

실험동물의 꼬리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여 혈당 측정기

(Abbott Diabetes Care Ltd.)를 이용하여 혈중 포도당 농

도를 측정하였다.

10) 혈청 내 insulin 함량 측정

혈청 내 insulin 함량을 분석하기 위해 mouse insulin 

ELISA kit (SHIBAYAGI Co. Japan)를 사용하였다. an-

ti-insulin antibody가 코팅된 plate를 wash buffer로 4회 

세척 후, biotin conjugated 된 anti-insulin을 모든 well에 

100 μl씩 분주하고 plate shaker에서 plate를 흔들어 준 

후, 10 μl의 혈청과 농도별 standard를 각 well에 분주하

였다. plate를 sealing한 후, 상온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

켰다. 반응물을 모두 제거한 후, wash buffer를 이용하여 

4회 세척하고 100 μl의 streptavidin-HRP를 모든 well에 

분주하고 다시 상온에서 30분 동안 반응 시켰다. 100 μl

의 substrate chromogen reagent를 모든 well에 분주 하고 

30분 동안 반응시켰으며, 100 μl의 1M H2SO4를 분주하

여 반응을 정지시키고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1) Oral glucose tolerance test (OGTT) 당부하 검사

당부하 검사를 위해 각 시료는 그룹별로 glucose투여 

2시간 전에 경구 투여 하였다. Glucose는 2 mg/kg으로 

경구 투여한 후 15, 30, 60, 90, 120분이 경과하고 각 실험

동물의 꼬리정맥으로부터 혈액을 얻어 혈당측정기(Abbott 

Diabetes Care Ltd.)를 이용하여 혈당을 측정하였다.

12) α-glucosidase 활성 분석

α-glucosidase 활성 분석을 위해 0.5 U/ml의 α-glu-

cosidase와 phosphate buffer (PH 7.0) 및 BBT를 농도별

로 희석한 sample을 1.5 ml tube에 각 50 μl씩 분주하

고 37oC에서 15분 동안 반응하였다. 그 후 3 mM의 

4-Nitrophenyl β-D-glucopyranoside (PNPG)를 100 μl 

넣고 다시 10분 동안 37oC에서 반응시켰다. 반응을 정지시

키기 위해 0.1 M Na2CO3 750 μl를 분주하였으며 micro-

plate reader를 사용해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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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BBT on (a) 
body weight and (b) gained 
weight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
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13) 통계분석

실험을 통해 얻은 모든 값들은 means±S.E.M 값으로 

표시하였다. 대조군과 실험군의 차이를 검증하고자 

GraphPad prism software (version 5.0)프로그램을 사용

하였으며, ANOVA-test를 실시하여 p＜0.05이하인 값을 

기준으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과»»»
1.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체중 및 

체중 증가량에 미치는 영향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의 체중 변화에 대한 防己

茯苓湯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실험기간 동안 고지

방식이군(HFD)은 정상식이군(ND)에 비하여 유의하게 체

중 및 체중 증가량이 증가하였다. 防己茯苓湯 추출물 저

농도 투여군인 HFD＋BBT 75군에서는 체중 및 체중 증

가량에서 HFD군과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

나 고농도 투여군(HFD＋BBT 150)에서는 체중 및 체중 

증가량이 HFD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체중 

증가량에서 HFD+BBT 150군은 31.5%를 억제하였고, 약

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은 체중 증가량을 21.9% 감소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2.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식이섭취

량 및 식이이용효율에 미치는 영향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에서 防己茯苓湯이 식이

섭취량 및 식이이용효율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식이섭취량은 HFD군과 비교하여 防己茯苓湯 추출물 

고농도 투여군인 HFD+BBT 150군에서 11.5% 감소하였

지만,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식이이용효율은 HFD군이 

ND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HFD＋BBT 75에

서 14.3%, HFD＋BBT 150군에서 23.5% 감소하여 BBT 

고농도 투여군(HFD＋BBT 150군)에서만 유의성 있게 감

소하였다. 반면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에서는 식

이이용효율이 15.9% 감소하였다. 防己茯苓湯 추출물 투

여군은 식이섭취량에 대해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지만, 

고농도 투여군인 HFD+BBT 150군에서는 식이이용효율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2).

3.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장기 무게

에 미치는 영향

고지방식이로 인한 장기무게 변화에 대하여 防己茯苓
湯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각 군별로 부고환백색지

방, 간, 비장, 신장의 장기 무게를 측정한 결과, HFD군은 

ND군과 비교하여 각 조직의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백색지방의 무게는 HFD군과 비교하여 HFD＋BBT 75

군에서 12.7%, HFD＋BBT 150군에서 30.9% 감소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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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BBT on (a) 
food consumption and (b) food 
efficiency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
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3. Effect of BBT on organ 
weight in high fat diet-fed mice. 
(a) WAT, (b) liver, (c) spleen, 
(d) left and right kidney weight. 
Data are expressed as means±
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며 고농도 투여군인 HFD＋BBT 150군에서 유의한 차이

를 보였으며, 이는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과 유사

한 감소를 보여주었다. 간, 비장. 왼쪽 및 오른쪽 신장의 

무게는 고농도 투여군인 HFD+BBT 150군에서 각각 22.2, 

22.0, 15.0, 11.1% 감소하여 HFD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어 고지방식이로 증가된 장기들의 무게 변

화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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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BBT  on hepatic total lipid content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5. Effect of BBT  on  hepatic triglyceride content in liver
of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4.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간 조직 

내 총 지질(total lipid)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섭취로 인해 축적되는 간 조

직 내의 지질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

다. Folch 법19)에 준하여 간 조직의 지질을 추출하여 분

석한 결과, HFD군의 총 지질 함량은 97.05±1.80 mg/g

로 ND군 58.60±6.85 mg/g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그 수

치가 증가하였다.

간 조직의 총 지질 함량은 HFD군에 비하여 저농도 투

여군인 HFD＋BBT 75군에서 17% 감소하여 80.41±3.78 

mg/g, HFD＋BBT 150군에서는 20% 감소하여 77.29± 

3.28 mg/g을 나타내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

였다. 한편,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은 16% 감소한 

81.13±5.15 mg/g으로 나타나 BBT 고농도 투여군(HFD＋

BBT 150군)이 더 현저하게 감소함을 보여주었다(Fig. 4).

5.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간 조직 

내 중성지방(triglyceride)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간 조직 내 고지방식이로 증가되는 tri-

glyceride의 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효

소시액을 이용하여 간 조직에서의 triglyceride 함량을 분

석한 결과, HFD군의 triglyceride 함량은 62.36±4.19 

mg/g으로 ND군의 23.72±1.26 mg/g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HFD＋BBT 75군에서는 HFD군에 비해 

45.27±1.71 mg/g으로 27% 감소하였으며, HFD＋BBT 

150군에서 38.73±2.68 mg/g으로 38% 감소하여 농도 의

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였다. 한편,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에서는 22% 감소한 48.46±1.51 mg/g을 

나타내 BBT 고농도 투여군(HFD＋BBT 150)이 더 현저

하게 감소하였다(Fig. 5).

6.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GPT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혈청 내 GPT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HFD군의 GPT는 37.33±3.59 IU/L로 ND군의 

19.60±1.06 IU/L에 비해 증가하여 고지방식이로 인해 혈

청 내 GPT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HFD＋

BBT 75군은 32.40±5.20 IU/L이었으며, HFD＋BBT 150

군은 28.20±4.24 IU/L로 나타나 BBT 고농도 투여군

(HFD＋BBT 150군)에서만 HFD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됨을 보였다.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은 27.20± 

6.44 IU/L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6).



유형진⋅이종하⋅이수경⋅송용선

8 J Korean Med Rehabil 2017;27(1):1-17

Fig. 6. Effect of BBT on serum GPT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7. Effect of BBT on serum GOT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8. Effect of BBT on serum LDH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7.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GOT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혈청 내 GOT 수준에 미치는 영향을 분

석하였다. HFD군의 GOT는 35.28±2.27 IU/L로 ND군의 

21.78±2.67 IU/L에 비해 증가하였다. HFD＋BBT 75군

은 32.01±1.82 IU/L이었으며, HFD＋BBT 150군은 

30.41±3.49 IU/L로 나타나, BBT 고농도 투여군(HFD＋

BBT 150군)에서만 유의하게 GOT 수준이 감소함을 보였

다.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도 29.63±0.54 IU/L로 

나타나 HFD군에 비하여 유의한 수준으로 감소함을 보였

다(Fig. 7).

8.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lactate dehydrogenase (LDH)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혈청 내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였다. HFD군의 LDH는 

28.13±5.12 IU/L로 나타났으며, ND군 4.16±0.48 IU/L

와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HFD＋BBT 75군은 

15.87±3.13 IU/L으로 나타났고, HFD＋BBT 150군은 

7.89±3.67 IU/L로 나타나 농도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도 7.54±4.3 IU/L

로 현저하게 감소함을 나타내었다(Fig. 8).

9. 防己茯苓湯이 혈청 내 총 콜레스테롤(total 

cholesterol)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로 증가되는 혈청 내 total 

cholesterol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혈액을 채취하고 

혈청을 분리하여 total cholesterol을 분석하였다. 혈청 중

의 total cholesterol은 HFD군에서 110.53±5.70 mg/dl로 

ND군의 85.82 mg/dl보다 유의하게 증가함을 보였다. 

HFD＋BBT 75군에서는 98.68±8.76 mg/dl로 HFD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으며, HFD＋BBT 150군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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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BBT in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11. Effect of BBT on serum HDL-cholesterol levels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10. Effect of BBT on serum triglyceride levels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88.60±6.03 mg/dl로 19.84%만큼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

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도 

94.59±7.55 mg/dl로 HFD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였

다(Fig. 9).

10. 防己茯苓湯이 혈청 내 중성지방(triglyceride)

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로 증가되는 혈청 내 trigly-

ceride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혈청을 분리하여 tri-

glyceride 함량을 분석하였다. 혈청 중의 triglyceride은 

HFD군에서 109.57±2.83 mg/dl로 ND군 53.86±2.94 

mg/dl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HFD＋BBT 75군에

서는 93.52±2.45 mg/dl이었고, 고농도로 투여한 HFD＋

BBT 150군에서는 HFD군과 비교하여 28.3% 감소한 

78.55±4.30 mg/dl으로 BBT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감소함을 확인하였다. 한편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

군에서는 91.36±10.65 mg/dl로 BBT 고농도 투여군(HFD

＋BBT 150)에서 더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10).

11.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고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cholesterol)의 

함량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혈청 중의 HDL- 

cholesterol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분리한 혈

청에서 HDL-cholesterol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HFD군에

서는 60.86±2.42 mg/dl로 ND군의 71.18±1.13 mg/dl에 

비교하여 감소하였다. HFD＋BBT 75군에서는 64.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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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BBT on serum LDL-cholesterol levels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13. Effect of BBT on serum leptin levels in high fat di-
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1.78 mg/dl이었으며, HFD＋BBT 150군에서는 66.13± 

2.76 mg/dl로 분석되어 BBT 고농도 투여군(HFD＋BBT 

150)에서 HDL-cholesterol의 함량이 BBT 저농도 및 고농

도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반

면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에서는 63.23±2.23 

mg/dl로 그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11).

12.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저밀도지단백-콜레스테롤(LDL-cholesterol)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혈청 중의 LDL- 

cholesterol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해 분리한 

혈청에서 LDL-cholesterol의 함량을 분석하였다. HFD군

에서 LDL-cholesterol은 27.75±4.50 mg/dl로 ND군의 

3.86±2.17 mg/dl에 비해 현저하게 증가함을 보여주었

다. HFD＋BBT 75군은 15.18±8.01 mg/dl이었으며, 고

농도로 투여한 HFD＋BBT 150군은 HFD군과 비교해 

64.9% 감소한 9.75±8.34 mg/dl로 저농도 및 고농도에서 

모두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마찬가지로 약물대

조군인 HFD＋Orlistat군의 수치는 13.09±5.11 mg/dl로 

L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Fig. 12).

13.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leptin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혈청 중의 leptin양에 미치는 영향을 알

아보았다. HFD군의 leptin은 90.82±1.11 pg/ml으로 ND

군의 73.84±1.63 pg/ml보다 증가하였으며, HFD＋BBT 

75군은 86.39±1.44 pg/ml, HFD＋BBT 150군은 81.58± 

1.85 pg/ml으로 나타나 농도 의존적으로 HFD군과 비교

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

은 83.34±3.33 pg/ml으로 HFD＋BBT 150군이 더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13).

14.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adiponectin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혈청 중의 adiponectin양에 미치는 영향

을 알아보았다. HFD군의 혈청 내 adiponectin 함량은 

73.63±0.90 μg/ml으로 ND군의 90.06±1.16 μg/ml보

다 감소하였다. HFD＋BBT 75군은 78.53±3.04 μg/ml

으로 나타났고, HFD＋BBT 150군은 84.39±1.19 μg/ml

으로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약물대조군

인 HFD＋Orlistat군은 82.25±3.01 μg/ml으로 HFD군과 

비교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BBT 고농도 투여군(HFD

＋BBT 150)이 더 현저하게 혈청 내의 adiponectin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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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BBT  on serum adiponectin levels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15. Effect of BBT  on serum glucose levels in high fat di-
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16. Effect of BBT  on serum insulin levels in high fat di-
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14).

15.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glucose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혈액 내 glucose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HFD군의 혈청 내 glucose는 233.33±8.74 

mg/dl로 ND군의 129.67±12.34 mg/dl에 비하여 증가하

였다. HFD＋BBT 75군은 184.67±13.05 mg/dl로 나타났

고, HFD＋BBT 150군은 170.67±6.43 mg/dl으로 나타나 

HFD군과 비교하여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

다.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은 195.00±11.53 

mg/dl으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BBT 고농도 투여군

(HFD＋BBT 150)이 더 현저하게 감소하여 혈청 내의 

glucose 함량을 BBT가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

인하였다(Fig. 15).

16.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 마우스의 혈청 내 

insulin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혈액 내 insulin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다. HFD군에서 insulin의 양은 3.36±0.11 

ng/ml로 ND군의 1.23±0.43 ng/ml에 비해 증가하였다. 

HFD＋BBT 75군은 1.94±0.14 ng/ml이었으며, HFD＋

BBT 150군은 1.54±0.18 ng/ml로 나타나 HFD군과 비교

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은 2.40±0.22 ng/ml로 나타나 HFD군과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BBT 고농도 투여군

(HFD＋BBT 150)에서 더 현저하게 감소되는 것을 확인

하였다(Fig. 16).

17. 防己茯苓湯이 포도당 내성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포도당 내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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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Effect of BBT on glucose tolerance in high fat diet-fed
mice.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Fig. 18. Effect of BBT on α-glucosidase activity. 
Data are expressed as means±S.E.M (n=5). 
*p＜0.05, †p＜0.01 compared with HFD group.

자 BBT를 당부하검사 실시 2시간 전에 경구투여하고 15, 

30, 60, 90, 120분 후에 혈중 glucose 농도를 측정하였다. 

고지방식이를 한 HFD군에서는 ND군과 비교하여 혈중 

glucose 농도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지 않고 증가

되어 있는 고혈당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BBT 저농도 투여군인 HFD＋BBT 75군은 유의한 개선효

과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 고농도 투여군인 HFD＋BBT 

150군은 30, 60, 90, 120분 후에 HFD군과 비교해 유의하

게 혈중 glucose 농도가 감소되어 혈당 개선 효과가 있음

을 보였다. 마찬가지로 약물대조군인 HFD+Orlistat군도 

HFD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감소효과를 나타내어 혈당 개

선효과를 나타내었다(Fig. 17).

18. 防己茯苓湯의 α-glucosid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防己茯苓湯이 α-D-glucoside 결합을 분해하여 α- 

glucose를 생성시키는 α-glucosidase 활성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하였다. BBT를 농도별로 희석하여 각각의 α- 

glucosidase의 활성을 분석하여 50% 활성을 억제하는 농

도인 IC50을 분석한 결과, BBT는 48.67 mg/ml이었으며, 

대조군인 Acarbose는 3 mg/ml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BBT

는 α-glucosidase 억제 활성에 있어서는 α-glucosidase 

억제제로써 혈당강하제로 사용되는 Acarbose에 비해 효과

가 탁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Fig. 18).

고찰»»»
경제적 발전으로 인해 식품에 대한 구매력 및 이용성

이 증가하면서 대부분의 나라에서 설탕이나 포화지방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가공식품들이 다량 소비되고 있다. 이

러한 식품 공급의 변화는 비만인구의 증가와 더불어 제 2

형 당뇨병, 심혈관 질환 및 암 등의 발병률이 동반되어 

증가하는데 기여하였다21). 이에 전 세계적으로 비만인구

는 높은 속도로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 역시 비슷한 

추세에 있다. 국민건강통계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비만 유

병률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2009년 전체 

31.9%의 유병률이 2013년에는 32.5%로 증가한 것을 알 

수 있다3). 비만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총 비용 또한 증가

해 2013년 기준으로 고혈압(2,731억원), 당뇨(1,645억원), 

뇌졸중(1,159억원), 허혈성심질환(555억원), 관절염(403억

원) 순으로 드러났으며22), 이들 순환기 질환은 중풍의 원

인이 되는 선행성 질환군으로 가족에게도 같은 질환이 발

병할 확률이 높아지는 유전적 소인을 보이고 있다23). 이

렇듯 비만의 사회적 영향이 커지자, WHO (세계보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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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는 비만을 21세기 신종 전염병으로 진단하였다24). 

이와 같은 상황에서 현재 우리나라에서 체중 감량을 

위해 장기간 사용이 허가된 약제는 지방질 분해 효소인 

lipase 억제제인 올리스타트(orlistat)뿐이며 단기간 사용이 

허가된 약제로는 중추신경계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 하는 

펜터민(phentermine), 디에틸프로피온(diethylpropion), 펜

디메트라진(phendimetrazine), 마진돌(mazindol)이 있지만25) 

이들은 서양인에 비해 탄수화물을 주로 섭취하는 한국인

의 체질에 적합하지 않고 치료효과 대비 부작용이 커서 

최근 사용이 금지되었다26). 이러한 이유로 천연물로부터 

비만 치료제재를 얻어내려는 추세가 증가하고 있으며 특

히 한약재를 비만에 이용하려는 시도가 많이 증가하였다. 

최근 한의학계 연구를 통해 비만에 효과적인 약재로 人

蔘, 桔梗, 冬瓜子, 熟地黃, 大黃, 枸杞子, 蒼朮 등27)과 한

약혼합제제의 연구28)가 보고되어 있으며 비만에 대한 한

방처방으로 體減薏苡仁湯, 防己黃芪湯, 防風通聖散, 實脾

飮, 小靑龍湯, 越麴丸, 分心氣飮, 薏苡仁湯 및 二陳湯 등

이 있으며, 사상처방으로는 太陰調胃湯, 調胃升凊湯, 淸

心蓮子湯, 麻黃發表湯, 凊肺瀉肝湯, 寒多熱少湯 및 藿香

正氣散 등에 대한 실험적 효과가 보고되었다9,29-31).

본 연구에서 이용된 防己茯笭湯의 경우 防己黃芪湯에

서 白朮, 生薑, 大棗를 去하고 茯苓, 桂枝를 加한 것으로14) 

浮腫, 關節水腫 등 水濕停滯에 응용될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다. 구성 약재인 防己는 利水退腫, 祛風止痛 등의 효능

을 갖고 있으며, 黃芪는 補氣昇陽, 固表止汗, 利水消腫 등

의 효능을 갖고 있으며, 桂枝는 發汗解肌, 溫通經脈, 通陽

化氣 등의 효능을 갖고 있으며, 茯苓은 利水滲濕, 健脾補

中, 寧心安神 등의 효능을 갖고 있으며, 甘草는 補中益氣, 

祛痰止咳, 淸熱解毒 등의 효능을 갖는다32). 기존 연구에

서 주요 약재로 들어가는 粉防己는 혈소판 응집33), 혈압

강하34), 백혈구의 활성조절35) 등의 효과가 있고 淸風藤은 

항과민성 반응효과36-38), fibroblast 증식 억제39) 등의 효능

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桂枝는 혈전증 및 고혈

당증40) 등에 유효하며 茯苓은 당뇨41)와 수종42,43) 등에 효

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이를 고려해 볼 때 저자는 

防己茯苓湯이 비만증 뿐 아니라 고지혈증, 고혈당증 및 

혈전증에도 효능이 있을 가능성이 클 것이다 추론하였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기 등16)의 防己黃芪湯 및 防己茯笭

湯에서 防己의 활용법에 대한 연구, 임 등17)의 防己茯笭

湯 및 越婢加朮湯이 puromycin aminonucleoside로 유발

된 백서의 腎症에 미치는 영향과 같이 고지혈증, 고혈당, 

혈전증, 신증에 대한 보고가 각각 있었지만 防己茯笭湯 

단일 처방으로 비만 및 관련 질환을 연계하여 그 효능을 

연구한 보고는 존재하지 않았다. 이에 저자는 防己茯苓湯

을 이용하여 본 처방이 비만증과 함께 체중감소, 혈당 및 

체지방개선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고자 하였다. 

인간에서 비만으로 인한 당뇨병과 심혈관 질환의 발병

은 비교적 긴 기간이 소요되므로, 이를 연구할 실험동물 

모델은 비만의 분자적인 측면과 병태생리학적 효과를 연

구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

된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만 마우스는 고지방식인 서구

식 식단의 섭취와 비만의 발달과의 상호관계를 이해하는

데 있어 중요한 모델로써 알려져 있다44). 따라서 防己茯

苓湯이 비만 및 관련 질환의 지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고자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에 防己茯苓湯을 농

도별로 경구 투여하여 체지방, 지질 대사 및 혈당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고지방식이를 4주 동안 C57BL/6계의 마우스에 공급한 

결과, 마우스의 체중이 증가하였으며, 防己茯苓湯 투여군

에서는 고농도인 150 mg/kg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체중 

및 체중 증가량을 감소시켰다. 또 식이섭취량을 측정한 

결과에서는 HFD군과 防己茯苓湯 투여군 사이에 유의한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으나, 식이섭취량 대비 체중 증가

량을 나타내는 식이이용효율에 있어서는 고농도인 防己

茯苓湯 150 mg/kg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

고지방식이는 간 조직의 지질대사 이상을 초래해 간에 

지질을 축적시키고 비알코올성 지방간질환의 유발에도 

기여한다고 알려져 있다45). 본 실험결과에서도 고지방식

이를 급여한 HFD군에서 유의하게 간의 중량과 간 조직 

내 총 지질 및 triglyceride의 함량이 현저하게 증가하였

다. 반면 防己茯苓湯 투여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HFD군과 비교해 간 중량과 total lipid 및 triglyceride의 

함량이 감소하여 고지방식이로 인한 간 지질 축적을 효과

적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단순한 체질량지수에 의한 비만

보다 복부비만이 심혈관 질환, 조기사망, 뇌졸중 질환과 

관련이 있어 비만에서는 복부지방을 줄이는 것이 관련 질

환의 발병의 위험을 낮추는데 중요하다고 보고되었는데46), 

본 실험에서도 실험동물의 복강 내에 축적되는 부고환 백

색지방조직의 중량이 HFD군에서 현저하게 증가함을 보

여주었다. 또 이러한 체지방 축적이 防己茯苓湯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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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kg 투여군에서는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마찬가지로 

고지방식이에 의해 증가된 비장 및 신장의 무게도 防己茯

苓湯 투여군에서는 감소된 것으로 판단되었다.

고지방식이로 유도되는 간 손상에 대한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간 조직의 손상의 지표로써 활용되는 GO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GPT (Alanine Aminotrans-

ferase, ALT) 및 젖산탈수소효소(Lactate Dehydrogenase, 

LDH)의 혈청 내 함량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고지방식이

로 인하여 HFD군에서는 GOT, GPT 및 LDH의 수준이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防己茯苓湯 투여군에서는 GPT 및 

GOT는 고농도인 150 mg/kg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LDH 수준은 75 mg/kg 및 150 mg/kg투여군에

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은 

간 손상 뿐 아니라 비만으로 인한 복부 내장 지방 축적과

도 높은 상관관계를 나타낸다는 보고가 있다5). 이에 따라 

HFD군에 나타난 간 효소 수치의 상승은 고지방식이로 

인한 간 조직 내의 지질 축적 뿐만 아니라 백색 지방 축

적 증가와도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防己茯苓湯의 

고농도 투여군에서의 GOT, GPT 및 LDH의 간 효소 수치 

감소는 체지방 감소 효과에서 비롯된 영향도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비만에서는 다양한 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있으며, 흔히 

혈액 내 cholesterol, triglyceride, 인지질 등의 농도가 증

가하여 고지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위험인자로 작

용한다47). 또한 비만 및 당뇨에서 혈액 내 cholesterol의 

주요 운반자이자 혈관벽에 지질이 쌓이는 죽상경화증의 

원인이 되는 LDL-cholesterol이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HDL-cholesterol은 반대로 cholesterol을 제거하는 

죽상경화증의 억제인자로써 역할을 하는 것이 밝혀져 있

다48). 防己茯苓湯이 이러한 혈액 내 지질에 미치는 영향

을 분석하기 위해 혈청 내 지질 및 cholesterol 농도를 측

정하였다. HFD군에서 ND군과 비교하여 total cholesterol 

및 triglyceride이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total cholesterol

은 防己茯苓湯 고농도인 150 mg/kg 투여군에서 유의하

게 감소됨을 확인하였으며, triglyceride은 防己茯苓湯 농

도 의존적으로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HDL-choles-

terol은 고농도인 150 mg/kg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수준이 

증가하였고, LDL-cholesterol도 防己茯苓湯 투여에 의해 

감소되어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로 인해 증가된 혈액 

내 지질을 조절하여 그 정도를 개선하였음을 확인하였다.

Adiponectin은 지방세포가 분비하는 혈장 단백질로써 

제2형 당뇨병, 또는 인슐린 저항성이 증가할수록 감소된

다고 보고되었다49). 반면 leptin은 식욕을 억제시키고 포

만감을 느끼게 하며 에너지 대사를 조절하는 호르몬으로, 

인슐린 저항성 및 체지방량과 관련이 있고 비만에서는 

leptin이 증가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0). 본 실험 결과에

서도 마찬가지로 HFD군의 혈청 내에서 adiponectin이 감

소하고 leptin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防己茯苓湯 

투여군에서 adiponectin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leptin은 고농도인 150 mg/kg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비만은 제2형 당뇨병의 주요 원인이며, 고혈당이 임상

적으로 뒷받침된다. insulin 신호전달의 결함으로 인한 

glucose 항상성의 변화는 근육으로부터의 glucose up-

take나 지질 합성의 이상, 간에서 glucose 유리를 증가시

킨다51). Fig. 14에서와 같이 HFD군에서 ND군과 비교하

여 공복 혈중 glucose가 증가하였고, 防己茯苓湯 투여에 

의해 다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됨을 확인하여 

防己茯苓湯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공복 혈당 증가를 억

제하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또 혈당 수치의 증가와 더불

어 비만에서는 순환 혈액에서 insulin의 수준이 과도하게 

증가되는 고인슐린혈증이 동반된다. 이는 체지방 축적과

도 연관이 있는데, 지방 조직은 많은 대사체들, 호르몬, 

사이토카인들을 분비하여 고인슐린혈증을 유발하는데 중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2). 본 실험에서도 

고지방식이에 의해 HFD군에서 혈청 내 insulin 수준이 

증가하였고, 防己茯苓湯 투여군에서는 insulin 수준이 다

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당 대사의 이상에 대해 防己茯苓
湯의 혈당 조절 효과를 더 자세히 분석하고자 경구당부하

검사를 수행하였다. 경구당부하검사는 당뇨 전단계 및 당

뇨의 진단시 사용되는 검사로, 보통 성인기준으로 포도당 

75 g을 경구로 섭취시킨 다음, 2시간 뒤에 채혈하고 혈장

의 glucose 농도가 140 mg/dL이하는 정상, 140∼200 

mg/dL은 내당능 장애, 200 mg/dL이상은 당뇨로 진단한

다. 실험동물을 절식시킨 후 glucose를 투여하고 2시간 

까지 시간별로 채혈하여 혈당을 확인한 결과, HFD군은 

정상식이를 한 ND군에 비해 시간이 지나도 혈액내의 

glucose 수준이 증가되어 있는 상태가 유지되었다. 한편 

防己茯苓湯 150 mg/kg투여군에서는 glucose 수준이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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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과 유사한 수치를 나타내 현저하게 혈당 수준을 개선시

키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혈당강하제의 일종인 α-gluco-

sidase 억제제는 탄수화물에서 포도당으로 분해하는 효소

인 α-glucosidase의 활성을 억제하는 약물로써 제2형 당

뇨병 치료제로 사용된다. 대표적인 것으로 Acarbose가 있

다. 防己茯苓湯의 혈당 개선 효과와 α-glucosidase의 활

성 억제의 관련 여부를 분석한 결과, Acarbose와 비교해 

억제활성이 탁월하지는 않은 것으로 확인하였다. 이를 통

해 防己茯苓湯의 혈당 강하 효과는 α-glucosidase의 활

성 억제와 다른 기전에 의한 작용이라 사료되며 이에 대

한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의 결과, 防己茯苓湯은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체지방 축적을 감소시키고, 혈액 내 

지질 대사 및 혈당수준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여러 한약재를 포함한 열수추출물을 이

용한 실험 설계로 인하여 각각의 실험적 개선 효과들이 

단일 성분 작용인지 혹은 여러 한약재의 복합작용으로 나

타난 것인지에 대하여 그 메커니즘을 정확히 밝힐 수 없

는 한계가 있었으며 추후 防己茯苓湯의 구성 약재에 대

하여 혈액 내 지질 대사 및 혈당 개선에 관한 약리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防己茯

苓湯은 비만에서의 체지방 감소 및 혈당을 관리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비만으로 인한 심혈관 질

환을 예방하는데도 활용성이 높은 처방일 것으로 보인다.

결론»»»
고지방식이로 야기되는 비만 생쥐에서 防己茯苓湯의 

투여가 체지방축적, 고지혈증, 대사조절 호르몬 등에 미

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고지방식이를 4주 동안 급

여한 마우스에서 防己茯苓湯을 매일 75 및 150 mg/kg으

로 투여하고 비만 관련 지표에 해당하는 체중 및 각 조직

들의 무게, 식이 섭취량 및 식이이용효율, 간 조직 내 지

질함량, 혈중 지질 함량, leptin 및 adiponectin 호르몬 수

치, GOT/GPT/LDH 농도를 측정하였고 혈중 glucose 및 

insulin 농도 측정과 OGTT, α-glucosidase 억제 활성 분

석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1. 防己茯苓湯은 고지방식이로 야기되는 체중증가를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2. 防己茯苓湯은 식이섭취량과 식이이용효율을 유의하

게 감소시켰다.

3. 防己茯苓湯은 고지방식이로 증가된 실험동물의 장

기들의 무게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4. 防己茯苓湯은 고지방식이로 증가된 혈청 내 GOT, 

GPT, LDH의 수치 및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leptin의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감소된 혈청 내 HDL-cholesterol 및 adiponectin의 함량

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5. 防己茯苓湯은 고지방식이로 증가된 혈청 내 glu-

cose 농도 및 insulin 함량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6. 防己茯苓湯은 당부하검사(OGTT)에서 glucose 농도

를 정상수준으로 회복시켰다.

7. 防己茯苓湯은 48.67 mg/ml 투여시 α-glucosidase

의 활성을 50% 억제하였다.

종합적으로 防己茯苓湯은 고지방식이 비만마우스에서 

비만치료제 중 하나의 후보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

며 체중 및 체지방의 증가를 억제시키는 효과가 고농도 

투여군에서 유의성을 보였다. 또한 혈중 glucose 농도를 

개선하는 효과는 매우 우수하고 독성이 거의 없는 처방이

라 사료된다.

따라서 防己茯苓湯은 비만으로 야기되는 제2형 당뇨병

(인슐린 저항성 당뇨병)을 위한 처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보이며, 이를 임상적으로 적용하기 위해 향후 혈당감소를 

야기하는 작용기전에 대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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