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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비만이란 사 장애로 인해 지방이 체내에 과잉 축 된 상

태를 말한다. 즉, 칼로리 섭취가 신체활동과 성장에 필요한 에

지보다 과되어 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조직에 과잉 축 된 열

량 불균형상태이다.

    생활수 의 향상으로 통  식생활에서 서구화된 식생활로

의 변화와 운동량 감소 등으로 우리나라에서도 비만환자가 속

히 늘고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2004년 건강검진 결과분석에 

따르면 비만 리로 정받은 비율이 2002년 22.57%, 2003년 

24.58%, 2004년 30.65%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1)

. 보건복지부가 지

난 해 4월부터 6월까지 실시하 던 2005년 「국민건강 양조

사」결과에 따르면 우리나라 30세 이상 인구의 비만 유병률은 

무려 31.8%나 된다
2).

    비만은 그 자체가 질병일 뿐 아니라, 외모  열세로 우울증
3,4)

 등 신경정신과증상과 고지 증
5)

, 심 질환
6-8)

 등을 유발시

킬 험이 높고, 당뇨병9,10), 고 압11)과 연 성이 높다. 비만은 여

러 만성 질환의 험요인이 될 뿐 아니라 엄청난 규모의 직간  

사회경제 인 비용을 유발하고 있다. 게다가 20~30  은 층의 

비만율이 증하면서 비만으로 야기되는 사회경제  비용은 지

속 으로 증가할 것으로 상된다
12)

.

    비만은 단순성 비만과 증후성 비만으로 나뉜다. 단순성 비만

이란 잘못된 식습 과 생활 습 13-15)으로 열량 섭취와 소비의 불

균형으로 여분의 에 지가 몸 안에 지방 형태로 축 되는 것으

로 부분의 비만이 여기에 해당된다. 증후성비만이란 시상하부

의 식욕 조  추이상
16,17)

, 갑상선 기능 하증, 부신피질 호르몬

의 과다로 인한 쿠싱증후군 등 일부 내분비질환
18)

에서 이차 으

로 유발되는 비만이다.

    한의학  에서는 비만을 “肥”, “肥人”, “肥貴人”, “肥

胖” 등으로 표 하며 그 병인에 따라 脾虛 而 水濕停滯型, 痰飮

型, 陽虛 兼 水濕型, 食積型, 肝鬱型, 血型(한방비만학회)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 치료에 있어서 식이요법, 운동요법, 약물요법, 행동수정

요법, 수술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으며, 한방치료방법으로는 식사

요법, 운동요법과 함께 한약 약물 요법, 침구(鍼灸) 요법 등이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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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되고 있다. 

    재까지 한약 약물 치료에 한 연구로는 太陰調胃湯의 비

만치료에 한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19-22)
. 이에 

본 연구에서는 太陰調胃湯에 蕩滌 通腸의 효능이 있는 大黃을 

가한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에게 투여한 결과, 체 감소, 체

지방감소, BMI변화, 피하지방 감소에 효과를 보 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연구방법

1. 연구 상

    텐텐다이어트 네트워크의 6개 한의원에 2005년 11월 순부

터 2006년 2월 순까지 방문한 11명의 비만 환자를 상으로 하

다. 상자들은 수도권에 거주하는 남자(n=4)와 여자(n=7)로 

연령은 10 에서 40  사이 다.

2. 피험자의 선정 기

    환자들은 이학  검사를 마친 후 연구 결과에 향을 미칠 

수 있는 기타 병리  소견이 없는 자들  Body Mass Index(BMI)

가 30 이상으로 비만 정을 받은 환자들을 선정하여 enrollment 

하 다. 

3. 제외기

    다음의 제외기 에 따라 연구 상자들을 제외시켰다.

 1) 추성 질환의 병력이 의심되는 자

 2) 갑상선 기능 하증이 의심되는 자

 3) 부신피질 호르몬에 이상이 있는 자

 4) 신장  간장 질환, 조 성 질환, 악성 종양, 병 진행의 과정 

혹은 진단을 방해하는 정신장애를 가진 자

 5) 한약 복용 시 문제가 되는 간질환 는 심장질환을 가지고 

있는 자

 6) 기타 담당자가 본 시험에 부 당하다고 단하는 자

4. 치료 방법  재료

    모든 한약재는 생명공학기업 퓨리메드에서 속, 이산화

황, 잔류 농약, 인체 유해 물질검사 등을 통해 식약청 리 고시 

기 이하에 안 성이 확보된 한약재만을 엄선하여 사용하 다. 

처방 구성은 경기 연천산 의이인(Coix lacryma-jobi Linné var. 

ma-yuen Stapf) 12 g, 남 구례산 건율(Castanea crenata 

Siebold et Zuccarini) 12 g, 경북 의성산 황(Rheum palmatum 

Linné) 8 g, 충남 부여산 맥문동(Liriope platyphylla Wang et 

Tang) 4 g, 국  강성산 나복자(Raphanus sativus Linné) 8 g, 

국 하북성산 석창포(Acorus gramineus Solander) 4 g, 국 

내몽고산 길경(Platycodon grandiflorum A. De Candolle) 4 g, 

국 동북성산 오미자(Schisandra chinensis Baillon) 4 g, 국 

하북성산 마황(Ephedra sinica Stapf) 12 g을 사용하여 3첩 분량

을 증류수 3,000 ml에 가하여 열탕 추출기로 180분간 추출한 후 

여과하여 1일분 탕약으로 사용하 다. 모든 환자들은 1일 3회 3

개월간 처방을 복용하도록 하 다.

5. 환자의 분석 방법

    환자의 임상  증상에 한 평가를 해 체  측정, 체성분 

분석, 액 생화학  분석, 컴퓨터 단층촬  분석을 임상 시험 

과 치료 12주후 총 2회 평가하 다.

 1) 체   체성분 분석

    Bio-space의 inbody 330, 자원의 Venus 5.5로 배뇨 후 측정

하 다.

 2) 액 생화학  분석
23)

    청생화학  지표들인 총 콜 스테롤(total cholesterol)양, 

HDL, SGOT, SGPT, 성지방(triglycerides)의 양은 다기능을 가

진 자동 액생화학 분석기(multifunctional biochemistry 

analyzers(ADVIA 1650 Bayer, Japan and Hitachi 7150, Hitachi, 

Japan))를 이용해서 측정하 다. LDL은 총콜 스테롤과 HDL, 

TG 수치를 이용하여 다음과 같은 계산법으로 산출하 다. 

    LDL = Total cholesterol –(HDL+TG/5)  

 3) 컴퓨터 단층촬  분석(Computer Tomography) 

    General electric사의 Sytec Sri 기종으로 상복부(L1 level)와 

하복부(L4 level)의 단층을 측정하 다.

6. 통계학  분석

    통계 분석은 SPSS 13.0 for windows를 사용하 으며, 加味

太陰調胃湯 복용 ․후의 체성분, 액생화학  지표  컴퓨터 

단층 촬 분석의 변화를 분석하기 해 Student t-test를 이용하

여, 통계  유의성을 정하 다. 

결    과

1. 체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 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체 이 약 15%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05,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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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body weight in obesity 

patients. Body weight(Mean±S.D, kg)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 Significant change(p<0.05) was 

observed by t-test.

2. BMI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 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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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MI가 약 16%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05,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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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BMI in obesity patients. 
Body Mass Index(BMI, Mean±S.D, kg/㎡)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 Significant change(p<0.05) was 

observed by t-test. 

3. 체지방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 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체지방량이 약 26%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05,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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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body fat weight in obesity 

patients. Body fat weight(Mean±S.D, kg)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 Significant change(p<0.05) was 

observed by t-test. 

4. 체지방율의 변화(체지방양(Kg)×100)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 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체지방율이 약 14%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p>0.05,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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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body fat weight in obesity 

patients. Percentage of body fat weight(Mean±S.D, %)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p>0.05) by t-test.

Table 1. Effect of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Gamitaeeumjowi-tang on change of Body weight, body mass 

index(BMI) and body fat weight in obesity patients.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Body
Weight

Before 116 93 78 86 97 95 79 77 90 124 100

After 110 79 65 71 78 76 73 65 72 98 90

BMI
Before 45 31 30 32 34 34 31 30 33 40 42

After 38 27 25 26 27 28 28 25 27 32 38

Body
fat
weight

Before 41 30 33 41 50 50 34 35 40 42 53

After 41 28 31 32 43 35 32 30 34 27 51

; Body weight, body fat weight kg; Body Mass Index(BMI) kg/㎡

5. 총콜 스테롤양 (total cholesterol)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 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총

콜 스테롤 양은 약 12%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05,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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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total cholesterol of obesity 

patients. Total cholesterol(Mean±S.D, mg/dl)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 Significant change(p<0.05) was 

observed by t-test.

6. HDL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HDL의 양에는 변화가 없었다(p>0.05,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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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HDL in obesity patients. 
High Density Lipid(HDL, Mean±S.D, mg/dl)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p>0.05) by t-test.

7. LDL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LDL이 약 11%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p>0.05,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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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LDL in obesity patients. 
Low Density Lipid(LDL, Mean±S.D, mg/dl)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p>0.05) by t-test.

8. GOT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복용 과 복용 후에 별다른 GOT 변화가 없었다(p>0.05, Fig. 8).

 

Fig. 8.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GOT in obesity patients. 
GOT(Mean±S.D, IU/L)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p>0.05) by t-test.

9. GPT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복용 과 복용 후에 별다른 GPT 변화가 없었다(p>0.05,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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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GPT in obesity patients. 
GPT(Mean±S.D, IU/L)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 

(p>0.05) by t-test.

10. 성지방 (triglycerides)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성지방이 약 35% 감소하여 유의성이 있었다(p<0.05, 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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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triglycerides in obesity 

patients. Triglycerides(Mean±S.D, mg/dl)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 Significant change(p<0.05) was 

observed by t-test.

Table 2. Effect of before and after treatment of 

Gamitaeeumjowi-tang on Total Cholesterol, HDL, LDL, GOT, GPT 

and triglycerides  in obesity patients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Total
Cholesterol

Before 252 257 186 272 253 229 204 154 175 160 267

After 203 244 152 222 259 207 191 153 162 146 188

HDL
Cholesterol

Before 65 54 50 56 57 53 55 54 58 38 70

After 60 54 54 63 49 57 56 53 55 37 50

LDL
Cholesterol

Before 165 162 119 182 166 160 109 89 89 110 170

After 121 168 90 147 202 142 107 94 85 84 116

GOT
Before 45 25 48 20 25 20 27 20 35 26 72

After 21 19 23 19 20 24 34 81 42 20 48

GPT
Before 79 39 94 21 29 12 23 15 46 39 103

After 30 16 21 12 21 21 44 126 43 30 83

Triglyceride
Before 109 208 87 173 152 78 200 57 139 62 140

After 109 108 41 59 42 39 142 30 110 127 111

; Total cholesterol, HDL, LDL, triglyceride mg/dl; GOT, GPT IU/L

11. 상복부 내장지방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상복부 내장지방이 약 34%정도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p<0.05, 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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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upper abdominal visceral 

fat in obesity patients. Visceral fat in upper abdomen(Mean±S.D, cm2)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p>0.05) by t-test.

12. 하복부 내장지방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하복부 내장지방은 약 27% 감소하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

다(p<0.05, Fig.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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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lower abdominal visceral 

fat in obesity patients.  Visceral fat in lower abdomen(Mean±S.D, cm2)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tang treatment was analyzed. 

The change was statistically insignificant(p>0.05) by t-test.

Table 3.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upper and lower 

abdominal visceral fat in obesity patients.(cm
2
)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Upper
Abdomen

Before 323 159 106 128 129 115 134 104 166 290 94

After 331 84 64 54 75 53 125 33 99 165 72

Lower
abdomen

Before 274 108 46 76 121 98 147 116 105 171 92

After 238 51 29 24 59 90 96 50 73 65 84

13. 상복부 피하지방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상복부 피하지방이 유의성 있는 약 32%의 감소를 보 다

(p<0.05, 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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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upper abdominal 

subcutaneous fat in obesity patients. Subcutaneous fat in upper abdomen 
(Mean±S.D, cm

2
)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 

tang treatment was analyzed. * Significant change(p<0.05) was observed by t-test.

14. 하복부 피하지방의 변화

    加味太陰調胃湯을 비만환자 11명을 상으로 투여한 결과 

하복부 피하지방 감소가 통계학 으로 유의성 있게 약 33% 감소

하 다(p<0.05, Fig. 14).

Table 4.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upper and lower 

abdominal subcutaneous fat in obesity patients.(cm
2
)

　 　 N1 N2 N3 N4 N5 N6 N7 N8 N9 N10 N11

Upper
Abdomen

Before 371 250 244 412 301 321 209 104 369 301 524

After 369 147 152 186 153 174 166 142 247 160 405

Lower
Abdomen

Before 492 410 401 250 439 493 305 247 474 486 526

After 470 186 280 147 249 262 223 147 338 276 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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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Gamitaeeumjowi-tang on lower abdominal 

subcutaneous fat in obesity patients. Subcutaneous fat in lower abdomen 
(Mean±S.D, cm2) of obesity patients(n=11) before and after 3 months of Gamitaeeumjowi- 

tang treatment was analyzed. * Significant change(p<0.05) was observed based on t-test.

고    찰

    비만 진단을 하는 기 은 아직까지 여러 가지 기 이 제시

되고 있다. 일반 으로 남자는 체 의 15~18%, 여자는 체 의 

20~25%가 지방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정상 범 이며, 남자는 

체 의 25%이상, 여자는 체 의 30% 이상이 지방일 때 비만증이

라고 말한다24,25). 한 비만을 체질량지수(Body Mass Index, 

BMI)도 많이 활용되는데, 이는 체 (kg)을 신장(m)의 제곱으로 

나  값(kg/㎡)을 기 으로 남녀 모두 체질량지수가 30 kg/㎡ 

이상일 때 비만으로 기 을 잡고 있다. 그러나 최근 규모 역학

조사에서 사질환, 심 계 질환의 이환율은 체질량지수가 25  

kg/㎡ 이상에서부터 증가하므로 비만에 한 기 치를 낮추자

는 의견도 제시되고 있어서 25~30 kg/㎡ 사이를 과체 으로 정

의하기도 한다
26)

. 본 연구에서는 측정치의 객 성과 연구의 보편

성을 해 WHO에서 제시한 체질량지수 30 kg/㎡이상을 비만으

로 보고 환자를 모집하고 체질량 분석을 실시하 다27).

    비만이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은 복잡한데, 가장 두드러지

는 것은 간에서 apo B-containing lipoproteins의 분비가 증가하

는 것이다. 즉 과다한 에 지의 섭취로 인해 LDL 분비가 많아지

는데, 지방 조직에서 지속 으로 유리지방산이 장으로 유입되

기 때문이다. 청 내 유리 지방산이 많아지면 간으로의 유입이 

많아져서 결국 LDL 분비를 진시키게 된다. 이 게 되면, 고

성지방 증을 유발하게 되는데, 역으로 고 성지방 증은 LDL

을 증가시키고, HDL을 감소시킨다. 그리하여 비만의 정도가 심

해짐에 따라 고지 증의 빈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고, 평균 총

콜 스테롤, 성지방, LDL은 증가하는 양상을, HDL은 감소하

는 양상을 나타낸다
25)

. 이를 근거로 본 연구에서는 치료 ․후

의 액 검사를 실시하 다.

    GOT와 GPT 활성치의 증가는 세포장애 정도와 비교  상

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유출 효소에 비하여 민하게 

변동한다. GOT와 GPT 증가 태도에 따른 차이로 간 질환의 진단 

등에 리 이용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加味太陰調胃湯이 

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복용 ․후 GOT, GPT를 측정

하 다.

    한의학에서는 肥滿을 “肥”, “肥人”, “肥貴人”, “肥胖” 등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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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표 하 다. [靈樞 :  肥瘦篇]에서는 肥滿의 특징을 “年質 

壯大, 血氣 充盈, 皮革 緊固, 廣肩腋 , 肉薄皮厚 而黑色, 脣 臨臨

然, 氣血 黑而濁, 基氣 濇而遲”로 표 하 다. 그 병인으로는 [內

經 素問 通評虛實論]에서 “肥貴人 則膏粱之疾也”라고 언 하

으며, [素問 奇病論篇]에 “此人必數食甘味而 多肥也. 肥 令人內

熱, 甘  令人中滿, 故基氣上溢 轉爲消渴”이라하 다. 그리하여 

크게 脾虛 而 水濕停滯型, 痰飮型, 陽虛 兼 水濕型, 食積型, 肝鬱

型, 血型 등으로 분류할 수 있으며, 치료방법은 식사요법, 운동

요법, 한약 약물 요법, 침(鍼)구(灸) 요법 등이 활용되고 있다.

    그  한약 약물 치료에 한 연구로 太陰調胃湯의 비만치료

에 한 효과가 여러 연구에서 보고된 바 있다. 송미연19)
 등은 

식요법 시행 후 太陰調胃湯을 투여한 결과 체 과 체지방률이 

감소되었고, HDL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 다고 보고하 고, 

이기주
20) 등은 前지방세포의 증식과 분화를 억제하고 세포 내 지

질 축 을 유도하는 효소와 성지질의 세포내 축 을 억제하는 

효과가 인정되어 비만치료에 太陰調胃湯을 이용하는 것이 유효

하다고 보고하 다. 윤진환21) 외 7명은 太陰調胃湯이 간 기능에 

부정  향을 주지 않고 간 내 지방축 을 감소시켜 비만치료

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보고하 다.

    太陰調胃湯은 이제마의 [동의수세보원]에 처음 소개된 태음

인의 胃脘受寒表寒病證의 표 인 처방으로 胃脘局의 狐疝之氣

力을 보충해 다. 加味太陰調胃湯은 太陰調胃湯에 蕩滌 通腸의 

효능이 있는 大黃을 가한 처방이다.

    加味太陰調胃湯의 구성을 보면, 의이인과 건율은 폐 기운을 

열어 기로 하여  음식 소화를 잘하게 하며(薏苡仁 開肺之胃

氣 而消食進食, 乾栗 開肺之胃氣 而消食進食)28), 라복자는 장과 

폐의 담을 없애며(蘿蔔子 寬中化痰 散 消食)
29), 맥문동은 폐를 

보하고 폐 기운을 온화하게 하며(麥門冬 補肺和肺)28), 길경은 폐 

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밖으로 어내는 힘이 있으며(桔梗 壯肺

而有外攘之勢)
28)

, 마황은 폐의 사기를 풀며(麻黃 解肺之表邪)
28)

, 

오미자는 폐 기운을 튼튼하게 하고 한 바르게 하며(五味子 健

肺直肺)28), 석창포는 폐 기운이 이리 리 얽 있는 것을 고르게 

하며(石菖蒲 錯綜肺氣 參伍勻調)28)
, 大黃은 폐를 통하게 하여 이

질을 치료한다(大黃 通肺之痢便)28)
. 加味太陰調胃湯은 太陰調胃

湯에 蕩滌 通腸의 효능이 있는 大黃을 可한 處方인데, 이들 藥物

은 全體的으로 볼 때 肝과 腸의 吸聚之力은 强하고 肺와 胃脘

의 呼散之力은 弱했을 때 隨伴되기 쉬운 食滯痞滿을 解消하고 

體內에 不必要한 痰濁物質과 宿食의 解消를 도와주는 處方30)이

라고 볼 수 있다.

    이런 한의학  근거와 최신 연구들의 임상실험 결과를 토

로 加味太陰調胃湯을 본 임상시험에서 활용하기에 이르 다. 그 

결과 加味太陰調胃湯을 3개월간 복용한 후, 체 , 체질량지수

(BMI), 체지방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난 것을 찰하 으

며, 액 검사에 있어서도 고지 증의 상  지표들인 총콜 스테

롤양과 성지방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가 찰되었다. 컴퓨터 

단층 촬 을 통하여 측정한 상․하 복부 피하지방 한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 GOT, GPT는 유의한 변화가 없어서 간에 한 

독성도 없는 것을 확인하 다.

    다만 동맥경화의 진 을 억제하는 것으로 이해되는 HDL의 

수치는 유지되었으며, 체지방율, LDL, 상․하복부 내장지방 등은 

감소 경향은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를 통해 加味太陰調胃湯은 안 하면서도 어느 정도 

비만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좀 더 큰 모집

단을 상으로 한 무작  이 맹검법을 용한 임상 연구를 통

해 그 안 성과 효과를 확인할 필요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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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2005년 11월 순부터 2006년 2월 순까지 텐텐다이어트 

네트워크의 6개 한의원에서 모집한 Body Mass Index(BMI) 30이

상의 비만 환자 11명을 상으로 12주간 加味太陰調胃湯을 투여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加味太陰調胃湯 煎湯液은 체 , BMI, 체지방에 하여 유의

한 감소 효과를 보 다. 加味太陰調胃湯 煎湯液은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s의 유의한 감소 효과를 보 다. 加味太

陰調胃湯 煎湯液은 GOT, GPT에 향을 미치지 않아 간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加味太陰調胃湯 煎湯液은 CT 촬 을 통

한 상, 하복부 피하지방의 유의한 감소 효과를 나타냈다.

    이상의 결과를 토 로 加味太陰調胃湯 煎湯液은 임상에서 

비만 억제를 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참고문헌

 1.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검진 결과 분석, 제3장 질환별 검사 

성  분포  정 결과, 2  비만, p 104, 2004.

 2. 보건복지부. 2005 국민건강 양조사, 2006. 

 3. 박무정, 이은아, 이상호, 김종인, 류소연, 김기순. 청소년기 여

학생의 우울 성향과 비만 인식과의 련성. 한내분비학회

지 12(2):295-307, 1997. 

 4. 안을섭, 박형섭. 비만 아동의 정신 사회학  특성에 한 연

구. 한국유아체육학회지 7: 43-62, 2006. 

 5. 박혜순. 고지 증과 비만. 제9차 한비만학회 춘계학술 회, 

pp 75-84, 1998.

 6. 김상만. 한국지질동맥경화학외 제18차 추계학술 회, 2004.

 7. 양경미. 비만증의 진단과 심 계 질환과의 련성. 한국식

품 양과학회지 7(2):1-8, 2002.

 8. 장지선, 홍창배, 이지은, 김홍수, 박주식, 김기진. 12주간 복합운

동이 비만  당뇨병을 가진 년여성의 신체구성  동맥경

화지표에 미치는 향. 한국운동생리학회지 15(2):105-116, 2006. 

 9. 정민 . 당뇨병과 비만. 한비만학회지 9(1):39-42, 2000. 

10. 김지연, 지재환, 김 진, 이병완, 정윤재, 정재훈, 민용기, 이



서남 ․남동우․이은옥․심범상․안규석․김성훈

- 452 -

명식, 이문규, 김 원. 연령증가와 비만에 따른 인슐린 분비

능과 감수성의 변화. 한당뇨병학회지 29(1), 2005. 

11. 최 석, 신 호. 고 압과 비만. 제9차 한비만학회 춘계학

술 회, 1998.

12. 안병철, 정효지. 과체 -비만의 사회경제  비용 추계. 한국

양학회지 38(9):786-792, 2005.

13. 김기진. 비만 성인의 식이, 운동, 생활습   건강상태. 한

스포츠의학회지 23(1):54-63, 2005. 

14. 이혜상, 정운선, 박응임. 비만 아동과 정상체  아동의  

지질 농도, 양섭취, 자아존 감  신체활동 비교. 한

양사 회학술지 12(2):146-156, 2006.

15. 김 생, 이경애. 정상 체 아와 비만아의 1일 활동내용, 활동

량  에 지 소비량 비교. 한국 양학회지 38(10):847-855, 2005.

16. 최상 . 추신경계 질환에 의한 비만. 제9차 한비만학회 

춘계학술 회, 1998. 

17. 양인명. 시상하부성 비만. 한비만학회지 2(1):23-29, 1993.

18. 남수연. 내분비 질환에 의한 비만. 제9차 한비만학회 춘계

학술 회, pp 7-14, 1998.

19. 송미연, 이종수, 김성수, 신 . 節食療法 시행 후 태음인비

만에 한 淸肺瀉肝湯과 太陰調胃湯의 임상  연구. 한방재

   활의학과학회지 8(1):34-56, 1998.

20. 이기주, 김경요, 병훈. 太陰調胃湯이 白鼠의 肥滿症  誘

肥滿細胞에 미치는 效果. 동의병리학회지 10(1):88-98, 1996.

21. 윤진환. 류성환. 정경훈. 최덕구. 정일규. 이희 . 김종오. 정

진욱. 운동과 太陰調胃湯 처방이 흰쥐의 간기능 효소와 간내 

지방축 에 미치는 향. 한국운동과학회지 11(2):345-358, 2002.

22. 윤진환, 류성환, 정경훈, 최덕구, 정일규, 이희 , 김종오, 임

은미. 12주간 太陰調胃湯 투여가 흰쥐의 간기능 효소와 간내 

지방축 에 미치는 향. 한국운동과학회지 11(1):53-65, 2002.

23. 김노경. 내과학. 서울, 고려의학. p 1086, 1998

24. 김덕희. 지방질섭취와 비만증. 한의학 회지 31(9):933 

-935, 1988.

25. 박혜순. 비만과 체 조 . 가정의학회지 13(4):289-299, 1992.

26. KASPER 외. HARRISON'S 내과학 16th Edition. 서울, 도서

출  MIP, p 456, 2006.

27. 편집부. 임상비만학 제2 . 서울, 고려의학, 2001. 

28. 박석언 역 편 . 東醫四象大典. 의도한국사, p 330, 1976. 

29. 汪昻. 增補 本草備要. 서울, 고문사, p 171, 1984.

30. 신홍일. 東醫壽世保元註解. 서울, 성의학사, pp 101, 110- 

111, 1085, 2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