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의생리병리학회지 제 24권 4호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24(4):646∼652, 2010

- 646 -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비만 백서에서 가미감비제습탕이

비만 유발에 미치는 영향 및 기전 연구

박선민*․김다솔․강선아․이정복
1

호서대학교 자연과학대학 기초과학연구소 식품영양학과, 1 : 소니메디(주)

Anti-obesity Effects and Mechanism of Original and Modified

Gambejaeseup-tang in Female Rats with Diet-induced Obesity

Sun Min Park*, Da Sol Kim, Sun A Kang, Jung Bok Lee
1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ollege of Natural Science, Basic Science Institutes, Hoseo University, 1 : Sonimedi

Gambejaeseup-tang (GBJST) have recently been used as an anti-obesity herbal medicine but their effect and

mechanism of action have not been studied. We modified ingredients of GBJST based on the previous experiments

about exploring herbs to suppress triglyceride accumulation in 3T3-L1 adipocyte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modified GBJST on energy, glucose and lipid homeostasis using female rats with diet-induced obesity and their action

mechanism was also determined. Rats fed a high-fat diet (HFD) were divided into 3 groups: rats in each group

received 0.2 or 2 g water extracts of modified GBJST (L-GBJST or H-GBJST) or 2 g cellulose per kg body weight

(a negative control) on a daily basis. A further group was fed a low-fat diet (LFD) as a positive control. We found that

modified GBJST dose-dependently decreased body weight and mesenteric and retroperitoneal fat more than the

control. This decrease was due to the reduction in energy intake and the increase of energy expenditure. HFD

increased fat oxidation more than LFD and modified GBJST further increased fat oxidation as a major energy source

more than the control in a dose-dependent manner. In addition, H-GBJST improved glucose tolerance without changing

serum insulin levels during an oral glucose tolerance test. H-GBJST also suppressed the increase of serum total and

LD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by HFD. In conclusion, modified GBJST have a good anti-obesity effect by

decreasing energy intake and increasing energy expenditure mainly as fat in female rats with diet-induced obesity. It

also improves glucose tolerance and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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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체중과다와 비만은 오래 전부터 여러 가지 만성질환과 밀접

하게 연관되어있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 즉, 비만은 심혈관질환

(심장병, 뇌졸중), 당뇨, 암, 간 질환, 고혈압 등의 위험인자로 잘

알려져 있으며, 수술이나 임신에 대한 위험을 가중시킨다1). 특히

WHO(세계보건기구)에서는 비만이 당뇨 등 성인병의 주요인자

로 보고, 21세기 인류의 건강과 복지를 위협하는 가장 큰 위험

요인으로 규정한 바 있다2).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1998년에

서 2001년간 비만율은 남자의 경우 특히 고령층을 중심으로 크

게 증가하였으며, 여자의 경우에도 60세 이상 연령층에서 증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2002년 보건복지부 통계에 의하면 우리나라 성

인의 경우 남자 36.2 %, 여성은 29.4 %가 과체중 또는 비만으로

나타났다
3)

. 비만도는 선진국으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

고 있는데, 미국의 경우 20세 이상 성인의 50 %이상이 과체중이

며, 25 %정도가 비만인 것으로 보고 되어있어2), 소득향상에 따라

우리나라도 비만문제가 더욱 심각한 사회 문제로 등장할 것으로

예상된다.

보편적으로 에너지 섭취량과 소모량의 균형에 의해서 적정

체중이 유지되지만, 기름진 음식의 섭취, 균형 잡히지 못한 식단,

잦은 간식 등으로 인한 에너지 섭취량 증가와 자가 운전이나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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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활동의 감소로 인한 운동부족 등으로 에너지 소모량의 감소로

인해 에너지 섭취량에 비해 소모량이 적어지면 비만이 유발된다.

에너지 섭취량은 시상하부의 식욕촉진 중추와 식욕억제 중추의

조절에 작용하는 시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에 의해서 조절된

다4,5). 식욕을 조절하는 호르몬 중에 하나가 렙틴 (leptin) 으로 정

상적인 상태에서는 체지방의 양이 증가하면 지방조직에서 렙틴

이 분비되어 이것이 시상하부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여 궁극

적으로 체지방의 양을 감소시켜 정상체중을 유지하도록 도와준

다
4,5)

. 에너지 소모량을 조절하는 기전은 확실히 알려지지는 않았

지만 자율 신경 조절 (autonomic modulation)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데 교감신경이 활성화될 때 기초대사량의 증가로 인한 에너

지 소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7)

. 렙틴도 교감신경

(sympathetic nervous system)을 통한 에너지 소모 과정에 관여

하므로 렙틴은 전체적인 에너지 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7)

. 과다한 체지방량의 증가는 렙틴의 정상적인

작용을 억제하여 시상하부에서 식욕을 억제하는 기능을 발휘하

지 못하도록 하여 식욕이 저하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체지방을

증가시킨다. 이러한 현상을 렙틴 저항성이라고 하고 이것은 렙틴

의 신호전달이 약화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비만해지면 렙틴 저항

성이 증가하여 식욕이 억제되지 않아서 더 비만해진다. 또한, 에

너지 섭취량과 에너지 소모량의 불균형에 의한 비만 유발은 렙

틴이외에도 neuropeptide Y (NPY), ghrelin 등 다양한 시신경전

달 물질의 발현과 관련이 있다8). 그러므로 체중 및 체지방을 감

소시키기 위해서는 렙틴 신호전달과 시신경전달 물질의 분비를

정상화시키는 것이 중요하겠다.

최근에는 체중 감량을 도와주는 다양한 체중 조절용 제품이

시판되고 있으나 대부분은 그 효능과 기전이 과학적으로 규명되

지 않았다. 체중 조절용 제품은 비만의 원인을 고려하여 3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는데9), 첫째, 식욕을 억제하여 식품섭취를

줄이는 방법으로 Garcinia cambogia 열매로부터 추출한

hydroxycitric acid를 포함한 제품이 대표적이다10). 약품으로는

뇌의 섭식중추에 작용하여 식욕을 억제하는 Sibutramine

(serotonin-norepinephrine reuptake inhibitor)가 개발되어 있다
11). 둘째, 소화 흡수를 조절하는 방법으로 탄수화물분해효소나

췌장 lipase를 저해하는 방법이 있는데, 췌장 lipase 저해제로서

는 Orlistat (Xenical)이 개발되어 있으며 탄수화물분해 효소 저해

제인 Acarbose가 비만을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12). 셋째, 열 발생을 증가시켜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성분

으로 ephedrine과 caffeine이 알려져 있는데, 최근 미국등지에서

ephedrine의 부작용이 보고됨에 따라, 이 성분이 함유된 마황을

포함하여 모든 보조식품의 판매를 금지하고 있다13). 결과적으로

식욕억제, 에너지 소모량 증가, 탄수화물 및 지방의 소화 흡수 억

제에 관여하는 것이 체중이나 체지방을 감량하는데 이용되고 있

다. 본 연구팀은 최근에 비만한 여성 특히 출산 후 체중감량에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한의원과 민간 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는 감

비제습탕을14) 사전연구로 조사하였는데 이 처방이 효과가 있지

만 아주 탁월하지는 않아 이것을 가감한 가미감비제습탕을 제조

하여 항비만 효과와 그 기전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가미감비제습탕 (Gambejaeseup-tang) 제조

가미감비제습탕은 창출 (Atractylodes lancea DC) 12 g, 의이

인 (Coix lachryma-jobi var. ma-yeun (Roman.) Stapf) 12 g, 자초

(Lithospermum erythorhizon Sieb. Et zucc.) 8 g, 백복령 (Poria cocos

(Schw) Wolf) 8 g, 반하 (Pinellia ternata (Thunberg) Breit) 8 g, 백

출 (Atractylodesmacrocephala Koidz.) 8 g, 진피 (Citrus reticulata

Blanco) 4 g, 연교 (Forsythia Suspensa (Thunb.) Vahl) 4 g, 저령

(Polyporus umbellatus (Pers.) Fries) 4 g, 천화분 (T. kirilowii

Maximowicz var. japonica Kitamura) 4 g, 길경 (Platycodon

grandiflorum (Jacq.) A. DC.) 4 g, 소엽 (Ophiopogon japonicus (L.f.)

KerGawl.) 4 g, 지각 (Citrus aurantium L.) 3 g, 상백피 (Morus

alba L.) 3 g, 파고지 (Psoralea corylifolia Linne) 3 g, 오매 (Prunus

mume Sieb. Et Zucc.) 2 g, 감초 (Glycyrrhiza uralensis Fischer) 2 g,

생강 (Zingiber afficinale Rosc.) 3 g으로 구성되었다. 이 한약재는

모두 광명당제약 (울산)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이러한 가미

감비제습탕은 감비제습탕을 기본으로 하고 그 중 일부를 첨삭하

여 제조하였다. 가미처방을 제조할 때 몇가지 사항을 고려하였는

데
1)
독성이 있거나 주의를 해야하는 한약재를 바꾸었다

2)
. 본 연

구팀에서 과거에 진행한 3T3-L1 지방세포 실험에서 효과적으로

지방 축적을 억제하지 않은 한약재는 효과적인 다른 한약재로

바꾸었다(Data not shown)
3)

. 한약재를 첨삭할 때 화담약은 다른

화담약으로, 보익약은 다른 보익약으로, 해표는 온리약으로, 청

열약은 이수삼습약으로 대체하였다.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한약재

를 첨삭하여 가미감비제습탕을 처방하여 사용하였다. 가미감비

제습탕은 위에 적힌 조성으로 약재의 총량과 물을 1:5로 80℃에

서 3시간 동안 끓인 후 식힌 후 다시 한번 물을 1:3의 비율로 넣

고 앞의 과정을 반복하였다. 두 용액은 각각 여과하여 혼합한 후

rotary evaporator로 농축시킨 후 동결건조하였고, 수득율은 17.7

%이었다.

2. 방법

1) 실험 디자인

GBJST이 특히 출산 직후의 여성의 체중 감량이 효과적이라

고 알려져 있으므로 암컷백서를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8주령의

암컷백서를 대한바이오링크 (Yeumsung, Korea)에서 구입하여 1

주일 동안 적응시킨 후 체중이 189±13 g되었을 때 무작위로 3군

으로 나누어 저용량과 고용량 가미감비제습탕 (modified GBJST)

그리고 셀룰로스를 8주 동안 공급하였다. 투여량은 동결건조한

modified GBJST 0.2 g/kg 체중 (저용량) 또는 2 g/kg 체중 (고용

량) 또는 셀룰로스를 하루에 2 g/kg 체중으로 정하였다. 식이는

고지방식이를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고 식이 구성은 지방이

40 에너지 퍼센트, 단백질 20 에너지 퍼센트, 탄수화물 40 에너지

퍼센트로 구성하였다. positive control로 저지방식이를 공급하였

다. 저지방식이 구성은 지방 15 에너지 퍼센트, 단백질 20 에너지

퍼센트, 탄수화물 65 에너지 퍼센트로 구성하였다(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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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Nutrient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g/kg diet)

Low fat diet High fat diet

Corn starch 560 374

Sucrose 80 80

Casein 200 240

Soybean oil 5 5

Shortening 60 205

Cellulose 36 36

AIN-76 mineral mixture 35 35

AIN-76 vitamin mixture 10 10

Choline bitartarate 2 2

D,L-methionine 3 3

Cholesterol 5 5

Metabolizable energy (kcal/g) 3.9 4.7

2) 체중, 체지방량 및 식이량 조사

체중과 식이섭취량은 매주 화요일 오전에 측정하였다. 약물

섭취량을 조사하기 위해서 물 섭취량도 매주 측정하였다. 백서를

희생시킨 후 mesenteric fat과 retroperitoneal fat의 양을 측정하

였다.

3) 에너지 소모량 및 활동량

식이 섭취 7주째에 백서는 12시간 동안 굶긴 후에 자발적인

활동량과 에너지 소모량을 측정하였다. 활동량은 활동량측정기

(AS1053, Linton Instrumentation, UK)로 측정하였다. 활동량 측

정 후 에너지 소모량 측정을 위해서 백서를 한 마리 씩 cage에

넣고 2시간 동안 적응시킨 후 VO2 (mL/체중
0.75

(kg) per hour)를

공기의 흐름은 2 L/min로 하면서 1초에 5번씩 측정하여 1시간동

안 측정하였다. 즉, 에너지 소모량을 산소의 소모 (VO2)와 이산

화탄소의 생성 (VCO2)을 측정하여 계산하는 간접칼로리미터기

(Biopac Instrument, Goleta, CA, USA)로 측정하였다. 측정한

VCO2와 VO2로 호흡계수, 산소소모량과 이산화탄소소모량을 계

산한 후 이것으로부터 총 에너지 소모량과 탄수화물과 지방으로

부터 사용한 에너지로 사용한 양을 계산하였다
15,16)

.

4) 혈당 및 경구내당검사

공복 혈당과 혈청 인슐린을 식이 섭취 후 8주째에 측정하여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HOMAIR)

로 인슐린 저항성 변화 측정하였다. 혈당은 혈청내의 포도당을

Beckman Glucose Analyzer II로 측정하였다. 혈청 내 인슐린 농

도는 rat insulin specific RIA Kit (Linco Research Inc. St.

Charles, USA)을 이용하여 radioimmunoassay 측정하였다. 8주

째에 또한 2 g 포도당/kg 체중으로 경구내당능 검사를 실시하였

다. 경구내당능 검사 후 2 일 동안 해당하는 식이를 섭취시킨 후

16시간 동안 금식하고 케타민 (100 mg/kg 체중)과 자일렌 (10

mg/kg 체중)으로 마취하였다. 마취 후 100 nM 인슐린을

inferior vena cava로 주입하고 15분 후에 백서를 죽이고 간을 적

출하였다.

5)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 및 중성지방 양의 측정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서 간을 RIPA

완충용액으로 용해시킨 후, 3,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였

다. 원심분리 후 상층액에 1.5 N 과염소산 (perchloric acid)을 넣

고 단백질을 제거한 뒤, 상층액에 α-아밀로글루코시다제 (α

-amyloglucosidase)를 넣기 전과 후에 상층액의 포도당 농도를

측정하였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은 상층액에 α-아밀로글

루코시다제를 넣은 후의 포도당 농도에서 넣기 전의 농도를 감

하여 계산하였다. 또한, 간에 저장된 중성지방의 함량은 간을 클

로로포름-메탄올 (2:1, vol/vol)로 처리하여 간에 함유된 지방을

추출한 후, Folch 방법으로 중성지방을 분리하였다. 추출한 지방

용액에 함유된 중성지방 함량을 클로로포름으로 다시 추출하였

고, 이것을 Trinder kit (Young Dong Pharm.,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 혈청 지질 농도

혈청내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는 colorimetry 방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는 kit (영동제약, 서울)을 사용하였고,

HDL콜레스테롤은 LDL콜레스테롤을 침전시킨 후 상층액에 있

는 콜레스테롤 농도를 측정하는 kit (영동제약, 서울)을 사용하였

다. L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Friedewald 방정식에 의해서 계산

하였다17).

3.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결과를 평균과

표준편차로 계산하여 표시하였다. 대조군, 저용량과 고용량 가미

감비제습탕 사이에 차이는 one-way ANOVA로 통계처리를 하

였으며 유의성 검정은 유의수준 P<0.05에서 Tukey test로 분석하

였다. 대조군인 고지방식이와 positive 대조군인 저지방식이사이

에 차이는 two sample t-test로 유의수준 P<0.05에서 결정하였다.

결 과

1. 에너지 대사의 조절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암컷백서는 저지방식이를 한 백서에

비해 열량 섭취량은 증가하였으나, 열량 소모량에는 차이가 없어

체중과 체지방량이 증가하였다(Table 2, Table 3). 셀룰로스를 첨

가한 대조군에 비해 용량에 비례하여 가미감비제습탕을 투여하

였을 때 고지방 식이로 인한 식이 섭취량 증가를 억제하였고, 체

중과 체지방량도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다(Table 2). 셀룰로스

를 2 g/kg 체중/일로 투여한 대조군에 비해 용량에 비례하여 가

미감비제습탕을 투여하였을 때 체중과 복부 지방량을 나타내는

mesenteric fat과 retroperitoneal fat의 양을 감소시켰다(Table 2).

이러한 체중과 체지방의 감소는 열량 섭취 감소뿐만 아니라열량

소모의 증가에 기인한 것이었다(Table 2, Table 3). 이 중 열량섭

취는 체지방이 증가하였을 때 분비량이 증가하여 식이 섭취를

억제하여 체지방 증가를 방지하는 호르몬인 렙틴분비와 관련이

있었다. 혈청 렙틴 농도는 고지방식이에서 저지방식이에 비해 높

았으며 고지방섭취와 함께 가미감비제습탕을 투여하였을 때 용

량에 비례하여 혈청 렙틴 농도를 저하시켰다(Table 2).

고지방군식이과 저지방식이군 사이에 일일 에너지 소모량은

차이가 없었고, 호흡계수 (RQ) 값도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에너

지원으로 사용하는 탄수화물과 지방의 양에는 차이가 있어서 고

지방식이군은 저지방식이군에 비해 지방을 에너지원으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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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고 저지방군은 탄수화물을 더 많이 사용하였다(Table

3). 고지방식이군을 섭취하면서 가미감비제습탕을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인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용량에 비례하여 에너지 소모

량이 증가했으며 VO2의 소모량이 대조군에 비해 가미감비제습

탕이 많았다. VO2와 VCO2의 차이는 체내에서 소모하는 지방양

과 탄수화물양에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지방 소모량은 대조군,

저용량 가미감비제습탕, 고용량 가미감비제습탕의 순으로 증가

하였으며, 탄수화물 소모량은 같은 순서로 감소하였다(Table 3).

그러므로 가미감비제습탕은 대조군에 비해 열량 소모량을 증가

시켰으며 특히 지방 소모량이 더 많이 증가하였다(Table 3).

한편, 자발적인 활동량의 차이가 있는 지를 조사하였을 때

고지방식이군과 저지방식이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고지방식

이군들 중에서 대조군과 감비제습탕과 가미감비제습탕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

Table 2. Parameters involved in energy homeostasis at the end of

experimental periods

HFD-Control
(n=20)

L-GBJST
(n=20)

H-GBJST
(n=20)

LFD
(n=20)

Body weight (g) 263±15a 257±18ab 243±16b* 242±13†

Body weight gain (g) 73.7±8.4a 66.1±7.7ab 58.2±6.7b* 52.5±7.3†

Mesenteric fat (g) 4.6±0.7a 4.0±0.7ab 3.3±0.6b* 3.2±0.6†

Retroperitoneal fat (g) 7.2±0.9a 6.2±0.8b 5.0±0.7c* 5.6±0.8†

Caloric intakes
(Kcal/day)

133.1±12.2a 111.6±11.8b 107.5±12.6b* 103.4±13.2†

Overnight fasted leptin
levels (ng/mL)

4.5±0.6a 4.1±0.6ab 3.6±0.7b* 3.4±0.6†

After a 8-week treatment period with oral administration of 0.2 or 2 g water extracts of
modified Gam-Bee-Jae-Seup-Tang (L-GBJST or H-GBJST) or 2 g cellulose (control) per
kg of body weight in female rats fed a high-fat diet (HFD-control), metabolic parameters
associated energy homeostasis were measured. As a positive control, rats were fed a
low-fat diet and administered 2 g cellulose per kg of body weight (LFD) daily. 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of female rats fed the
HFD-control at p<0.05. a,b,cValues o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HFD groups a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FD-control and LFD at P<0.05.

Table 3. The parameters of indirect calorimetry at the end of

experimental periods

HFD-Control
(n=20)

L-GBJST
(n=20)

H-GBJST
(n=20)

LFD
(n=20)

Energy expenditure (kcal/
kg
0.75
/day)

106.1±13.3b 119.5±14.7ab 128.0±14.2a* 111.8±13.7

Respiratory quotient 0.84±0.11 0.79±0.10 0.76±0.10
b
* 0.92±0.11

VO2 (mL/kg
0.75
/min) 15.1±1.8

b
17.1±2.1

ab
18.3±2.2

a
* 15.9±2.3

VCO2 (mL/kg0.75/min) 12.7±1.7 13.5±1.8 13.9±1.7 14.8±1.8†

Carbohydrate oxidation
(mg/ kg0.75/min)

5.1±0.8a 3.6±0.7b 2.5±0.4c* 8.6±1.1†

Fat oxidation
(mg/ kg0.75/min)

6.2±0.9
c

9.1±1.5
b

11.2±1.9
a
* 3.2±0.5†

After a 8-week treatment period with oral administration of 0.2 or 2 g water extracts of
modified Gam-Bee-Jae-Seup-Tang (L-GBJST or H-GBJST) or 2 g cellulose (control) per
kg of body weight in female rats fed a high-fat diet (HFD-control), parameters related
to energy expenditure were measured. As a positive control, rats were fed a low-fat diet
and administered 2 g cellulose per kg of body weight (LFD) daily. 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of female rats fed the HFD-control
at p<0.05.

a,b,c
Values o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HFD groups a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FD-control and LFD at P<0.05.

2. 포도당 대사 조절

많은 연구들은 비만이 포도당 대사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것

을 보고하였으므로 비만에 효과적인 한약처방이 포도당 대사도

향상시키는지를 조사하였다. 공복혈당은 고지방식이군이 저지방

식이군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지만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

었다(Table 4). 또한, 고지방식이와 함께 가미감비제습탕을 공급

하였을 때도 공복혈당에는 차이가 없었다. 반면에 공복 혈청인슐

린 농도는 고지방식이군에서 저지방식이군에 비해 높았고, 이러

한 증가는 가미감비제습탕을 투여하였을 때 용량에 비례하여 감

소하였다(Table 4). 공복혈당과 혈청 인슐린 농도로부터 체내 인

슐린 저항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HOMAIR을 계산하였는데 이

값은 저지방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군에서 높았으며, 고지방

식이와 함께 가미감비제습탕을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 저용량 가

미감비제습탕, 고용량 가미감비제습탕의 순서로 감소하였다

(Table 4).

포도당 대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서 경구내당능

검사를 하였을 때 고지방식이군은 저지방식이군에 비해 혈당 상

승이 높아 최고혈당이 높았으며 최고혈당에 이른 후에는 혈당

감소가 현저히 지연되었다(Fig. 2A). 이것은 고지방식이군이 저

지방식이군에 비해 인슐린 저항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HOMAIR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고용량 가미감비제습탕이 고지

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혈당 상승도 낮아 최고혈당이 낮은 경향

을 나타내었고 혈당 강하도 빨랐다(Fig. 2A). 경구내당능 검사 결

과를 곡선 아래 면적 (area under the curve)으로 계산하였을 때

도 고지방식이군이 저지방식이군에 비해 면적이 넓었으며 이것

은 포도당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혈당이 더 오랫동안 높게 유지

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Fig. 2B). 또한 경구내당 검사를 하

는 동안 혈청 인슐린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초기 변화를 나타내

는 0-50분까지 혈청 인슐린 농도도 군들 사이에 차이가 없었고

후기 변화를 나타내는 50-120분까지의 혈청 인슐린 농도도 군들

사이에 차이를 나타내었다(Fig. 2B). 후반부에 혈청인슐린 농도는

말초조직에서의 인슐린 작용과 관련이 있어서 인슐린 농도가 낮

은 것은 인슐린 민감성이 좋아진 것을 의미한다. 저지방식이군에

비해 고지방식이군의 후반부 인슐린 농도가 높았으며 이러한 증

가는 용량에 비례하여 가미감비제습탕에 의해서 억제되었다. 결

과적으로 혈당의 차이는 혈청 인슐린 농도보다는 인슐린 작용의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인슐린 작용에 차이는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과 지방 함량과도 관련이 깊은 것으로 사

료되었다.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양은 고지방식이에 비해 인슐

린 작용이 민감한 저지방식이에서 높았으며, 가미감비제습탕은

고지방식이인 대조군에 비해 간에 저장된 글리코겐의 농도를 증

가시켰다(Table 4).

반면에 간에 저장된 중성지방은 글리코겐과 반대 경향을 나

타내었으며 이것은 간세포에 저장된 중성지방이 세포내 인슐린

작용을 억제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Table 5).

3. 지방대사 조절

고지방식이는 저지방식이에 비해 혈청 총콜레스테롤 농도를

높였으며 가미감비제습탕 투여는 용량에 비례하여 이 농도를 낮

추었다(Table 5). 그러나 혈청 HDL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저지방

식이가 고지방식이에 비해 높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

로 유의한 차이는 아니었다. 또한, 가미감비제습탕이 고지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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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대조군에 비해 혈청 HDL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다(Table 5). 반면에

혈청 LDL 콜레스테롤은 고지방식이에서 저지방식이에 비해 높

았으며 고용량 가미감비제습탕은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

의하게 감소시켰다(Table 5). 또한, 혈청 중성 지방도 혈청내 총

콜레스테롤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5).

Fig. 1. The effects of modified GBJST on locomotor activity. After a
7-week treatment period with oral administration of 0.2 or 2 g water extracts of

modified GBJST (L-GBJST or H-GBJST) or 2 g cellulose (control) per kg of body

weight in female rats fed a high-fat diet (HFD), locomotor activity was determined

for one hour during the dark cycle using a Linton AM1053 Activity Monitor with

AmLogger software. As a positive control, rats were fed a low-fat diet and

administered 2 g cellulose per kg of body weight (LFD) daily. The locomotor

activity was calculated as the total horizontal and rearing movement over one

hour.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The sample size was the same as in

Table 3.

Table 4. Parameters involved in glucose metabolism at the end of

experimental periods

HFD-Control
(n=20)

L-GBJST
(n=20)

H-GBJST
(n=20)

LFD
(n=20)

Overnight fasted glucose
levels (mM)

5.9±0.8 5.8±0.8 5.7±0.6 5.4±0.7

Overnight fasted insulin
levels (ng/mL)

1.36±0.25a 1.11±0.26ab 1.03±0.17b* 1.03±0.25†

HOMAIR 12.0±2.1a 9.7±2.2ab 8.8±1.6b* 8.3±1.9†

Glycogen storage in the
liver (mg/g tissue)

123±18
a

140±22
ab

159±25
b
* 166±23†

After a 8-week treatment period with oral administration of 0.2 or 2 g water extracts of
modified Gam-Bee-Jae-Seup-Tang (L-GBJST or H-GBJST) or 2 g cellulose (control) per
kg of body weight in female rats fed a high-fat diet (HFD-control), parameters related
to energy expenditure were measured. As a positive control, rats were fed a low-fat diet
and administered 2 g cellulose per kg of body weight (LFD) daily. Values are
mean±SD. HOMAIR represents homeostasis model assessment of insulin resistance, which
is calculated by fasting serum insulin (µU/mL) x fasting serum glucose (mM)/22.5.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of female rats fed the HFD-control at p<0.05.
a,b,cValues o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HFD groups a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FD-control and LFD at
P<0.05.

A.

B.

Fig. 2. Changes in serum glucose levels and area under the curve

(AUC) of serum glucose and insulin during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After a 8-week period of orally administering 0.2 or 2 g water
extracts of modified GBJST (L-GBJST or H-GBJST) or 2 g cellulose (control) per

kg of body weight in female rats fed a high-fat diet (HFD), an oral glucose

tolerance test was performed in overnight-fasted rats by orally administering 2

g/kg of glucose. As a positive control, rats were fed a low-fat diet and

administered 2 g cellulose per kg of body weight (LFD) daily. Following the oral

glucose tolerance test, serum glucose (A) levels were measured at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and 120 minutes after glucose loading by tail bleeding, and

the average of the AUC of glucose and insulin (B) was calculated in rats in each

group. Each dot and bar represents the mean ± SD. The sample size was the

same as in Table 3.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of female rats fed

the HFD-control at p<0.05. a,bValues o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HFD groups a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FD-control and LFD at P<0.05.

Table 5. Parameters involved in lipid metabolism at the end of

experimental periods

HFD-Control
(n=20)

L-GBJST
(n=20)

H-GBJST
(n=20)

LFD
(n=20)

Overnight fasted total
cholesterol levels (mg/dL)

121.2±15.3
a
109.4±13.3

ab
101.1±12.4

b
* 93.3±11†

Overnight fasted LDL
cholesterol (mg/dL)

83.1±9.2a 70.1±8.4b 63.4±8.5c* 56.7±6.6†

Overnight fasted HDL
cholesterol levels (mg/dL)

18.4±3.3 20.8±3.1 21.2±3.5 21.8±3.8

Overnight fasted
triglyceride levels (mg/dL)

98.3±12.3
a
92.5±11.5

ab
82.5±10.2

b
* 74.3±9.3†

Triglyceride storage in
the liver (mg/g tissue)

3.4±0.5a 3.0±0.5ab 2.6±0.4b* 2.2±0.3†

After a 8-week treatment period with oral administration of 0.2 or 2 g water extracts of
modified Gam-Bee-Jae-Seup-Tang (L-GBJST or H-GBJST) or 2 g cellulose (control) per
kg of body weight in female rats fed a high-fat diet (HFD-control), parameters related
to energy expenditure were measured. As a positive control, rats were fed a low-fat diet
and administered 2 g cellulose per kg of body weight (LFD) daily. Values are
mean±SD.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of female rats fed the HFD-control
at p<0.05. a,b,cValues on the same row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HFD groups at P<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HFD-control and LFD at P<0.05.

고 찰

비만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한약처방으로 태음조위탕, 도담

탕, 감비제습탕이 많이 사용되고 있는데 특히 감비제습탕은 출산

후 여성에게 많이 사용되고 있는 처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컷 백서에서 체중 및 체지방 감량과 그 기전에 대한 연구를 실

행하였다. 가미감비제습탕의 구성 한약재들은 이뇨작용, 항염증

그리고 혈당 강하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이다. 또한, 이 한

약재들은 인슐린 저항성과 체중이나 체지방을 저하시킬 가능성

이 높지만 좀더 효과적인 처방을 방제하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는 과거의 본 연구팀의 3T3-L1 지방세포에서 중성지방의 축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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억제하는 한약재들을 첨가하여 새로운 한약처방을 방제한 가미

감비제습탕의 항비만 효과와 그 기전을 조사하였다.

비만은 에너지 섭취량과 소모량의 불균형에 의해서 유발되

고 식이 섭취량은 시상하부에서의 렙틴과 인슐린 신호전달에 의

해서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졌다5,17). 렙틴은 체내 지방에서 합성

되어 분비되는 것으로 시상하부에서 렙틴 수용체에 결합하면

JAK-2-->STAT3 인산화를 촉진시켜 식이섭취를 촉진시키는

agouti-related peptide (AgRP)의 발현을 억제하고 식욕을 억제

하는 중추인 pro-opiomelanocortin (POMC)의 발현을 촉진하여

궁극적으로 식이 섭취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5,18). 그러나

고지방식이는 체지방량의 증가로 혈청 렙틴 농도는 증가하지만

시상하부에서의 렙틴 신호전달이 약화되어 식이 섭취가 억제되

지 않아 식이섭취량이 지속적으로 높고 체지방량도 높아지는 것

으로 알려졌다. 본 연구에서도 저지방식이에 비해 고지방식이는

식이섭취량도 더 많고 체지방량도 많은 것을 보여주었다. 그러나

가미감비제습탕을 고지방식이와 함께 투여하였을 때 고지방식이

의 식이섭취량과 혈청 렙틴농도의 증가를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

내었다.

체내 에너지 균형은 식이 섭취량과 함께 에너지 소모량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고, 체내에서 에너지원으로 사용하는 영양소

도 섭취하는 식이에 의해서 조절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 본 연

구에서 총에너지 소모량은 고지방식이와 저지방식이 사이에 차

이가 없었지만 고지방식이군은 저지방식이군에 비해 지방을 에

너지원으로 2배 더 많아 사용하지만 지방 섭취량이 3배 이상 많

아서 실제로 사용하고 남는 지방량도 고지방식이군이 저지방식

이군에 비해 높을 것으로 사료된다. 식이 섭취에 따른 에너지 소

모량에 대한 연구는 많이 수행되지 않았다. 발표된 것으로는 녹

차와 guarana가 있으며 이것은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켜 체지

방을 감소시킨다는 것이 발표되었는데19) 이것은 녹차와 guarana

에 함유된 카페인, catechin, epigallocatechin-3-gallate (EGCG)에

의한 것이라는 것이 밝혀졌다20,21). 또한 고추에 많이 함유되어 있

는 capsaicin도 섭취량에 비례하여 adrenal gland에서

catecholamine의 분비를 증가시켜 열발산을 향상시켜 에너지 소

모량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졌다22,23). 그러므로 천연물에 함유된

생리활성 물질들 중에는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켜 (특히 지방)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들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도 가미감비제습탕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총에너지 소모량도

증가하였고 그중에서도 또한 이러한 에너지 소모량에 대한 기전

은 명확하게 밝혀진 것은 없지만 교감신경의 활성화와 관련이

있으며 이것이 catecholamine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열발산도 증

가시켜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고지방

식이나 저지방식이가 교감신경의 활성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보

고는 없으며 본 연구에서도 고지방식이와 저지방식이가 열량 소

모량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도 가미감비

제습탕은 에너지 소모량을 증가시켰고 그중에서도 지방소모량을

증가시켜 가미감비제습탕이 체지방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고 이들이 교감신경을 활성화시킬 가능성을 보여주었

다. 본 연구팀의 과거 연구에서 암컷백서에서 도담탕과 태음조위

탕 투여는 체지방을 감소시켰지만 이들은 에너지 소모량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증가시키지는 않았다24). 그러므로 한약의 처방

에 따라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기전에 차이가 있으며 효과에도

차이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비만은 인슐린 저항성을 증가시켜 포도당과 지

질 대사에 장애를 일으킨다는 것이 알려졌다. 비만은 말초조직에

서의 인슐린 작용을 약화시켜 간, 근육, 지방조직에서의 포도당

사용을 감소시켜 혈액의 포도당이 세포내로의 이동을 감소시켜

혈당을 증가시키고 이것은 췌장의 베타세포에서 인슐린의 분비

도 증가시켜 고인슐린혈증을 유발시킨다25). 또한 인슐린 저항성

이 있는 상태에서는 혈액의 지방도 세포내로의 이동을 감소시켜

혈청 지방의 농도를 증가시킨다. 본 연구에서 첨가한 길경, 파고

지, 상백피, 오매는 3T3-L1 섬유아세포가 지방세포로 분화동안

분화 및 지방의 축적을 감소시키는 정도가 탁월하여 가미감비제

습탕을 제조할 때 대체한 것으로 이들이 지방세포에서의 포도당

에서 지방으로의 축적을 감소시키고 에너지로의 이용을 증가시

켰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이들이 동물의 지방세포내에서도

지방 축적을 감소시키는 작용을 할 가능성이 높으며 이것이 혈

청 지방이나 포도당 농도에도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높다. 본

연구에서 가미감비제습탕은 혈당도 낮추고 혈청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농도도 낮추는 것으로 보아 혈청 지방이나 포도당

농도에 변화없이 지방세포에서의 포도당과 지방 대사를 향상시

켜 체지방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여겨진다. 결론적으로 암컷 백서

에게 고지방식이와 함께 가미감비제습탕을 2 g/kg 체중으로 매

일 경구투여하였을 때 체중 및 체지방이 감소하고 이것은 식이

섭취량이 감소하고 에너지 소모량이 증가에 의한 것이었다. 또한

이것은 고지방식이를 섭취하였을 때 혈당 및 혈청 지질의 증가

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므로 여성에게서 가미감비제습

탕은 체지방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으므로 향후 여성을 대상으

로 항비만 연구를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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