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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근탕이 고지방 식이 유발 백서 모델에 미치는 항비만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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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To investigate anti-obesity effects of Galgeun-tang, an herbal formula,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ice model.
Methods 24 Male C57Bl/6J mice were randomly assigned to normal group fed with nor-
mal research diet (NOR, n=6),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HFD, n=6),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ORL, n=6, Orlistat 10 mg/kg), and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GGT, n=6, Galgeun-tang 700 mg/kg). 12 weeks later, 
body weight, fat weight, liver weight, blood glucose,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HDL, 
ALT, AST, obesity related neuropeptides and adipokines, ratio of gut microbiota, and histo-
pathology of liver were evaluated.
Results In the GGT group, 1. body weight gain, liver weight gain, and total fat weight gain 
were significantly less than those in the HFD group. 2. blood glucose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and insulin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HFD group. 3. total cholesterol 
level and triglyceride (TG) level were significantly lower and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level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HFD group. 4. appetite-promoting ARC neuro-
peptides such as Agrp and Npy were significantly less and appetite-inhibiting ARC neuro-
peptide, Cart was significantly more than in the HFD group in qRT-PCR analysis. 5. adipo-
nectin level and visfatin level were significantly higher, and resistin level and leptin level was sig-
nificantly lower than in the HFD group. 6. the relative level of Bacteroidetes was significantly 
higher, and the relative level of Firmicutes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HFD group. 7. the 
increase of adipose tissue was significantly more inhibited than in the HFD group.
Conclusions The present study showed that Glageun-tang exerts anti-obesity effects in 
that it. 1. inhibited the increase in body weight, liver weight, and total fat weight. 2. de-
creased the level of TG, and increased the level of HDL. 3. influenced neuropeptides and 
adipokines that are important in regulating food intake and changes of body weight. 4. 
modified the beneficial quantitative changes in gut microbiota suppressing the tendency to-
ward obesity. (J Korean Med Rehab 2016;26(2):13-28)

Key words Galgeun-tang, Obesity, High fat diet, qRT-PCR, ARC neuropeptide, adipo-
nectin, gut microbi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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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복부비만이 당뇨병, 고지혈증, 심혈관 질환 등 대사질

환의 유병률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고1), 특히 

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cytokine, 즉 adipokine이 다른 

기관에서 활성을 갖게 되며 지질대사, 당대사 뿐만 아니

라 인슐린 감수성, 염증반응 등과 관계되는 것으로 알려

지면서2,3), 이에 대한 역학적 연구와 지표물질에 대한 연

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비만치료의 관점에서도 최근 이러한 adipokine을 통해 

체중조절을 중재하기 위한 연구나, 에너지 항상성의 관점

에서 중추신경계의 neuropeptide의 역할에 관심을 가진 

연구도 진행되어 왔으며, 장내 세균총의 변화가 에너지 

균형과 대사기능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는 근거가 제시되

면서 이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다4-7).

갈근탕은 葛根(Pueraria lobata), 甘草(Glycyrrhiza ur-

alensis), 芍藥(Paeonia lactiflora), 麻黃(Ephedra sinica), 

大棗(Zizyphus jujuba), 桂皮(Cinnamomum cassia), 生薑

(Zingiber officinale)의 7가지 한약재로 구성된 처방으로

서8). 감기치료제로서 널리 사용되어 왔으며, 이외에도 지

사작용, 진토작용, 진경작용, 살균작용을 한다9,10). 갈근탕

의 주요성분인 갈근은 發表解肌, 透發麻疹, 生津止渴, 升

陽止瀉의 효능이 있으며, 고혈압, 관상동맥 경화증, 협심

증, 당뇨병 완화효과, 숙취제거 효과와 혈압강하, 지방산

화 억제, 항염, 해독, 항산화 및 간을 보호하는 작용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12). 주성분인 puerarin은 항당뇨효

과, 미세혈관 순환개선, 혈관평활근 이완, LDL 감소효과, 

항불안 효과 등이 보고되었으며, genistein도 LDL산화억제, 

암세포 성장 억제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3-15). 그 

외에도 갈근에 함유된 isoflavone계열의 화합물에서 es-

trogen 수용체에 작용하는 phytoestrogen 물질이 존재한

다고 보고되었다16,17).

갈근탕의 또 다른 주요 성분인 마황은 한의학적으로는 

發汗解表, 宣肺平喘, 利水消腫, 溫經通絡의 효능으로 여러 

가지 병증에 활용되어 왔으며, 비만치료에 단기간 내 체

중감소 및 운동수행능력 향상 등을 목적으로 많이 활용되

고 있는 단일약물이다18-21).

본 연구는 한의 임상에서 많이 활용되고 있는 갈근탕

이 비만치료제로서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하

여 고지방식이로 유발된 동물모델로 실험설계를 하였으

며, 일반적으로 알려진 체중과 지방무게, 지질대사, 인슐

린 등 외에도 adipokine, neuropeptide, 장내세균의 변화

를 살펴보고, 비만관련 지표와 장내세균과의 상관성을 살

펴보고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 설계

6주령의 수컷 백서(C57BL/6J mouse, 코아테크, 한국) 

24마리를 정상연구식이(normal research diet, NRD; 

N=6)를 제공받은 정상식이 투여군(NOR군)과 물과 사료

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고지방식이(high fat diet, 

HFD, N=18) 투여군의 두 가지 주요 군으로 무작위로 나

누어 4주간 12시간 명암주기(09:00∼21:00)와 일정한 온

도(22±2oC) 및 상대습도(40∼60%)로 유지되는 24개의 

케이지에서 순응시켰다. 무작위로 군 배정을 하였으므로, 

초기 각 군의 평균 체중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정상

연구식이는 AIN-93G (D10012G, for growth, pregnancy 

and lactation, 1989)이고, 고지방식이는 60 kcal% fat의 

Rodent Diet (D12492)이며, 이들은 미국의 Research 

Diets사에서 구입하였다. 4주간 순응시킨 후 고지방식이 

투여군은 세 개의 하위 군으로 똑같이 나누어서, 12주간 

고지방식이 투여 대조군(HFD군, n=6)은 물을 투여하고, 

다른 한 군(ORL군; n=6)은 Orlistat를 투여하였으며, 또 

다른 한 군(GGT군; n=6)은 葛根湯(Galgeun-tang, GGT)

을 투여하였다. NOR군도 물을 투여하였다. 체중과 음식

섭취량은 주 단위로 모니터링하였다. 동물들은 미국 국립

보건원(National nstitute of Health, NIH) 지침에 따라 사

육, 관리 되었으며, 모든 동물 실험은 동국대학교의 동국

대학교일산병원의 연구동물윤리위원회의 지침에 따라 수

행하였다(IACUC-11-051). 

2. 투약과 스케줄

葛根湯(GGT, 갈근탕 단미엑스산혼합제, 한풍제약, 한

국)을 정제수(Milli-Q water)와 혼합하였다. 혼합물을 70oC

에서 초음파 처리하여 입자들을 분산시켰으며, 121oC에서 

20분간 오토클레이브에서 샘플을 소독하였다. Orlist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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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L, Xenical, Roche Laboratories Inc., Newjersey, 

USA)는 갈근탕과 동일하게 처리하였다. 갈근탕과 Orlistat

의 농도는 각각 700 mg/kg과 10 mg/kg이었다. 투약은 

12주 동안(주당 6일간) 하루에 한번 구강투여로 이루어졌

다. 정상식이 투여군과 고지방식이 투여군은 실험군과 같

은 양의 정제수를 구강투여하였다.

3. 경구당부하검사

16시간 동안 공복상태를 유지하고 1 g/kg (체중)의 농

도로 당을 경구 투여한 후 경구당부하검사(OGTTs)를 실

시하였다. 꼬리 정맥에서 0, 15, 30, 60, 그리고 120분 경

과 시마다 혈액을 채취하여 아큐-체크(Roche Diagnostics, 

Mannheim, Germany)로 당수치를 측정하였다.

4. 샘플 수집과 보관

실험동물은 16시간 공복상태 유지 후 Zoletil (Virbac, 

France) 마취 하에 희생시켜 혈액 샘플과 조직을 수집하

였다. 혈청 생화학 분석을 위해 수집된 혈액으로부터 혈

청을 분리하여 영하 80oC에서 보관하였다. Adipokine 유

전자 발현 조사를 위해 지방 조직을 RNAlater (Ambion, 

Austin, USA)로 처리하였고, ARC (arcuate nucleus of 

hypothalamus) neuropeptide 유전자 발현 조사를 위해 

경추를 탈구시키고 시상하부를 해부 적출하여 RNAlater

로 처리하였다. 조직을 액체질소로 동결하여 사용 전까지 

영하 80oC에서 보관하였다. 조직병리학적 조사를 위하여 

비만조직을 10%의 자연 버퍼 포름알데히드로 고정하였

다. 세균 정량 분석을 위하여, 실험 기간 중 0, 1, 6, 12 

주차에 대변 샘플을 멸균된 튜브에서 수집하여 사용 전까

지 영하 80oC에서 보관하였다.

5. 혈청 생화학 분석

공복 혈청 인슐린은 ELISA kit (abcam, Cambridge, 

UK)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총콜레스테롤(total choles-

terol, TC), Triglyceride (TG), 고밀도 지단백질(high den-

sity lipoprotein, HDL), Alanine aminotranferase (ALT) 

및 Aspartate aminotranferase (AST)은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kit (아산제약, 한국)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6. 간 조직의 지방 축적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검사

냉동 간 조직은 FSC 22 동결 절편 화합물(Leica, USA)

에 넣어, 저온 유지 장치(Leica, CM1860, Germany)에서 

8 μm의 두께의 절편으로 만들어졌다. 절편은 실리콘으

로 코팅된 유리 슬라이드(Leica, USA)에 올려놓고, 60oC

에서 10분 동안 Oil Red O 용액(Cayman chemical, 

Michigan, USA)으로 염색한 후, 1분 동안 Mayer의 hem-

atoxyline 용액(compant)으로 처리하였다. 모든 스테인드 

슬라이드는 광학 현미경(Olympus BX61, Tokyo, Japan)

에서 200배의 배율로 검사하고 카메라(Olympus DP70,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사진을 찍었다.

7. ARC neuropeptide와 adipokine에 대한 정량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 반응(qRT-PCR)분석 

총 RNA는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상용 TRIzol 시약 kit 

(Life technologies, California, USA)를 사용하여 지방조

직과 시상하부에서 추출하였다. 추출된 RNA의 정성/정량

적 분석은 spectrophotomer를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cDNA 합성을 위해, 각각 동일한 양의 RNA 샘플(1 μg)

을 oligo-(dt)18 cDNA RT PreMix kit (Bioneer, 대전, 한

국)을 사용하여 역전사하였다. 샘플의 qRT-PCR은 Light 

Cycler Fast Start DNA Master SYBR Green kit (Roche 

Applied Science, Indianapolis, USA)를 사용하여 Light 

Cycler instrument (Roche Applied Science, Indianapolis, 

USA)에서 수행하였다. 제조사의 지침에 따라, 증폭 반응

은 PCR 혼합물, 1 μL의 cDNA와 10 pmols의 유전자-특

이적 프라이머로 구성된 총 20 μL의 부피로 이루어졌다. 

PCR증폭반응에 다음과 같은 조건들이 준수되었다: 초기 

변성단계는 10분간 95oC, 이후의 45회의 삼단계 증폭반응

에서는 변성단계에서 10초간 95oC, 냉각단계에서는 5초간 

55∼58oC, 신장단계에서는 10초간 72oC. 이 반응 후, ampli-

con의 특이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융해 곡선 분석을 수행하

였다. 모든 샘플은 이중으로 증폭시켰고, Glyceraldehyde- 

3-phosphatase dehydrogenase (GAPDH) 유전자를 데이터

를 정규화하기 위한 기준으로 사용하였다. 장비 제조업체

(Roche Applied Science)에서 제공하는 light cycler 소프

트웨어(버전 1.2)를 데이터를 처리하고 분석하기 위해 사

용하였다. 유전자의 상대적 발현을 정량화하기 위하여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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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 Forward primer sequence (5ˊ-3ˊ) Reverse primer sequence (5ˊ-3ˊ) Reference

Bacteriodetes phy. GGARCATGTGGTTTAATTCGATGAT AGCTGACGACAACCATGCAG Guo X et al. (2008)

Fermicutes phy. GGAGYATGTGGTTTAATTCGAAGCA AGCTGACGACAACCATGCAC Guo X et al. (2008)

Akkermansia spp. CAGCACGTGAAGGTGGGGAC AGCTGACGACAACCATGCAG Everad A et al. (2013)

Bacteroides spp. GAAGGTCCCCCACATTG CGCKACTTGGCTGGTTCAG Payne AN et al. (2011)

Bifidobacterium spp. CGCGTCTGGTGTCAAAG' CCCCACATCCAGCATCCA Delroisse JM et al. (2008)

Prevotella spp. CACRGTAAACGATGGATG CC GGTCGGGTTGCAGACC Takahiro M et al. (2002)

Roseburia spp. GATGAAGTATCTCGGTATGT CTACGCTCCCTTTACAC

Ruminococcus spp. GGCGGCCTACTGGGCTTT CCAGGTGGATAACTTATTGTGTTAA Ramirez FC et al. (2009)

Lactobacillus spp. GAGGCAGCAGTAGGGAATCTTC GGCCAGTTACTACCTCTATCCTTCTTC Cani PD et al. (2007)

Table II. Details of Primers for Gut Microbiota Analysis

Gene Forward primer sequence (5ˊ-3ˊ) Reverse primer sequence (5ˊ-3ˊ) Reference

Agrp CGGAGGTGCTAGATCCACAGA AGGACTCGTGCAGCCTTACAC Claude Knauf et al. (2006)

Npy TACTCCGCTCTGCGACACTACA AATCAGTGTCTCAGGGCTGGAT Erik Schéle et al. (2013)

Cart CTGCAATTCTTTCCTCTTGAAGTG GGGAATATGGGAACCGAAGGT Erik Schéle et al. (2013)

Pomc TGCTTCAGACCTCCATAGATGTGT GGATGCAAGCCAGCAGGTT Erik Schéle et al. (2013)

Adiponectin TGTTCCTCTTAATCCTGCCCA CCAACCTGCACAAGTTCCCTT Yang Liu et al. (2013)

Adipsin GCAGTGGGTGCTCAGTGCT TCGTCATCCGTCACTCCATC R-Y Li et al. (2004)

Leptin GCCAGGCTGCCAGAATTG CTGCCCCCCAGTTTGATG J Gregory Maresh et al. (2008)

Lipocalin TGCCACTCCATCTTTCCTGTT GGGAGTGCTGGCCAAATAAG Jinhui Zhang et al. (2008)

Retinol binding protein-4 ACTG GGGTGTAGCCTCCTTT GGTGTCGTAGTCCGTGTCG Jogeswar Mohapatra, (2009)

Vaspin CCTGTGGCGTTAGAGTA GGCGGAAAGAGGTGATT Juan Liu, (2011)

Visfatin ACATAGGACACCAGCG AAACACGAACCCACAC Juan Liu, (2011)

GAPDH GTCACCAGGGCTGCCTTCT CATTGAACTTGCCGTGGGTA R-Y Li et al. (2004)

Table I. Details of Primers for Neuropeptide and Adipokines Analysis

우스키핑 유전자(GAPDH)를 사용하여 표준적인 2-ΔCt 계

산법을 적용하였다. 여기서 Ct=(Ct-target gene-Ct-GAPDH)로, Ct

는 소프트웨어에 의해 계산된 교차 임계값을 나타낸다. 

사용된 프라이머의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다(Table I).

8. 대변 샘플의 장내 세균총(gut microbiota) 정량

분석

세균의 DNA는 키트(Qiagen, Hilden, Germany)를 사

용해 수집된 대변 샘플로부터 분리되었다. 정량/정성적 분

석은 Nanodrop 분광광도계(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USA)를 사용한 1% 한천 겔 전기이동법(agarose 

gel electrophoresis)으로 실행되었다. RT-PCR은 light cy-

cler 480 system (Roche, Mannheim, Germany)을 사용해 

실행되었다. Bioneer (대전, 한국)에 의해 시판용으로 합

성된 프라이머들을 사용하였다. qPCR은 96-well plate에

서 최종 부피 20 μL로 실행되었다. 반응 혼합물은 1 μL

의 대변 DNA, 0.5 μL의 프라이머(10 pmol each), 10 

μL의 SYBR green I master mix (Roche Molecular 

Biochemicals, Germany), 그리고 8 μL의 뉴클레아제가 

첨가되지 않은 물(water)로 구성된다. PCR증폭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수행되었다: 94oC에서 15초간의 전항온처

리, 55oC에서 15초간의 프라이머 냉각(annealing), 그리고 

72oC에서 20초간의 신장(elongation). 융해 곡선은 초당 

5oC의 비율로 50oC에서 90oC까지 가열하면서 나타나는 

반응으로 분석했다. 사용된 프라이머의 세부사항들은 다

음과 같다(Table II).

9. 통계 분석

모든 시험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각 

군 간의 비교는 Student’s t-test를 시행하였고, 장내세균총

과 대사지표자, adipokine 및 neuropeptide간의 상관관계 

분석은 spearman correlation test를 시행하여 p＜0.0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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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GT effects the body and visceral organ weight in C57BL/6 mouse. (A) total fat weight and (B) liver weight. GGT treatment 
results significant decrease in animals body weight compared with HFD group. 
Data represents as mean±SD (n=6).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NOR group and *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compared with HFD 
group.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Fig. 1. GGT effects the body and visceral organ weight in C57BL/6 mouse. (A) increased body weight means of animals during
12 weeks (experimental period), (B) comparison between initial body weight (IBW) and final body weight (FBW). 
Data represents as mean±SD (n=6).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NOR group and *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compared with HFD 
group.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때를 통계학적으로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1. 체중 변화

기간에 따른 체중 변화를 관찰해보면(Fig. 1A), HFD군

은 NOR군에 비해 체중의 유의한(p＜0.05) 증가가 나타났

으며, HFD군에 비해 ORL군, GGT군에서 유의한(p＜0.05) 

감소가 나타났다. 

2. 간과 총 지방의 무게의 변화

HFD군에 비해 ORL군 그리고 GGT군에서 총 체지방(신

장, 장, 고환 지방)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Fig. 2A), 

특히 간의 무게에서 HFD군에 비해 ORL군, GGT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Fig.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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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GT effects on glucose tolerance and other serum metabolic markers in C57BL/6 mouse. (A) GGT decreased the glucose
level during oral glucose tolerance tests (OGTTs) and (B) fasting serum insulin level after 12 week drug treatment (n=6). 
Data represents as mean±SD (n=6).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NOR group.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Fig. 4. GGT effects on glucose tolerance and other serum met-
abolic markers in C57BL/6 mouse. (A) Total cholesterol (TC), 
(B) triglyceride (TG), (C) high density lipid (HDL), (D) aspar-
tate transaminase (AST), (E) alanine transaminase (ALT). 
Data represents as mean±SD (n=6).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NOR group 
and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HFD 
group.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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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n neuropeptides in the hypothalamus. In the hypothalamus, GGT group have recduced Agrp (A) and Npy (B) 
mRNA expression level and increased Cart (C) and Pomc (D). Level of mRNA was measured with qRT-PCR. 
Student’s t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comparison with HFD group.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NOR group and *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compared with HFD 
group.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3. 당부하와 인슐린검사 결과

당부하 검사에서 HFD군에 비해 ORL군, GGT군에서 

혈청 포도당 수치가 감소하였으며(Fig. 3A), 혈청 인슐린 

수치 또한 HFD군에 비해 ORL군, GGT군에서 증가가 관

찰되었으나(Fig. 3B),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4. 생화학적 프로필(biochemical profile)의 변화

HFD군에 비해 ORL군에서 TC (Toal cholesterol) 레벨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으며(Fig. 4A), TG (Triglyceride)는 

ORL군과 GGT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Fig. 4B). 

HDL-cholesterol 역시 ORL군 그리고 GGT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Fig. 4C). AST는 GGT군에서 유의한 감

소가 나타났으며(Fig. 4D), ALT는 ORL군에서만 유의한 

감소가 나타났다(Fig. 4E).

5. ARC neuropeptide의 변화

식욕-촉진과 식욕-억제 ARC neuropeptide22)의 발현 수

준을 분석하기 위해 qRT-PCR을 사용하였다. 식욕-촉진 

neuropeptide, 즉 Agrp와 Npy의 mRNA 발현 상대량에 

있어 HFD군에 비해 ORL, GGT군에서 유의한 감소가 나

타났다(Fig. 5A, B). 반면, 식욕-억제 neuropeptide인 

Cart의 mRNA 발현 상대량은 HFD군에 비해 오직 GGT군

에서만 유의하게 증가했고(Fig. 5C), Pomc의 경우 HFD

군에 비해 ORL, GGT군에서 증가가 있었지만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Fig. 5C,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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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xpression level of adipokines in adipose tissue. (A) Adiponectin, (B) leptin, (C) lipocalin, (D) Retinol binding protein-4,
(E) adipsin, (F) Visfatin, (G) Vaspin and (H) Resistin. The adipokines mRNA level were measured with qRT-PCR. 
Student’s t test was used for statistical comparison with HFD group.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NOR group and *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compared with HFD 
group.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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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relative DNA (gene-encoding 16 s RNA) content of related microbes in mice fecal samples. Following the treatment of
treatment schedule, the animals were fasted for 12 h with access to water ad libitum. After another 20 h of fasting. The stoool sam-
ples were collected following which the abundance of 16 s RNA gene of the bacterial strains were determined in Materials and 
Method section.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normallized fold values relative to the normal group. 
# is significant difference (p＜0.05) compared with NOR group and * are significant differences (p＜0.05) compared with HFD 
group.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tang.

6. Adipokine의 변화

ARC neuropeptide의 발현과 adipokine과의 관계를 알

아보기 위해, 비만과 식품섭취와 관계된 여덟 개 adipo-

kine의 발현수준을 조사했다. Adiponectin과 visfatin의 

발현 상대량은 HFD군에 비해 GGT군에서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resistin의 발현 상대량의 유의한 감소가 나타

났다(Fig. 6A, F, H). Leptin의 발현 상대량은 GGT군과 

ORL군에서 HFD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다른 

adipokine의 발현 상대량에서는 유의한 증가 또는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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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Continued.

가 나타나지 않았다.

7. 장내 세균총(gut microbiota)의 양적 변화

두 개(Bacteriodetes, Firmicutes)의 문(phyla)과 일곱 개

(Bifidobacterium, Lactobaccilus, Roseburia, Ruminococcus, 

Prevotella, Akkermansia, Bacteroides)의 속(genus)의 장 

세균총에 대해 DNA qRT-PCR을 수행하였다. Bacterio-

detes, Fermicutes의 경우 GGT군에서 HFD군에 비해 유의

한 증가와 감소가 각각 나타났으며(Fig. 7), Akkermansia

의 경우 GGT군과 ORL군에서 모두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

고, Roseburia, Ruminococcus, Prevotella, Bacteroides에

서는 ORL군에서만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다. 

8. 간과 지방 조직의 조직학

Hematoxyline eosin (H & E)과 oil O red 염색을 사용

하여 간과 지방조직으로 조직병리학을 시행하고(Fig. 8) 

관찰한 결과, ORL군(Fig. 8A)과 GGT군(Fig. 8C)에서 

HFD군(Fig. 8D)보다 적어진 지방축적물을 관찰할 수 있

었다. H&E염색을 통해 더 자세히 갈근탕의 유의한 효과

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8E∼F). 

9. 장내 세균총과 대사 지표자들, adipokines, 및 

neuropeptides 간의 상관관계 분석

Neuropeptide와 adipokine이 장 세균총과 어떠한 상

관관계가 있는지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Fig. 9). 분

석해보면, Bacteriodetes는 BWt (Body weight), FWt (Fat 

weight), Lwt (Liver weight),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ALT (Alanine aminotranferase), AGRP 

(Agrp), NPY (Npy)와 음의 상관관계를, HDL (high den-

sity lipoprotein), CART (Cart, cocaine- and amphet-

amine-regulated transcript), ADPO (Adiponectin)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Firmicutes는 BWt와 양의 상관관

계를, CART, POMC (Pomc, proopiomelanocor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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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istopathology of liver 
tissue with Oil Red O staining 
(A∼D) and Hematoxyline and 
Eosin (E∼H). Frozen sections 
of the liver tissues, the slides 
were stained with Oil red O sol-
ution and then counter-stained 
with hematoxylin (A) NOR (B) 
HFD (C) ORI and (D) GGT 
groups. For hematoxyline and 
eosin stain frozen sections of 
the liver tissues stained (E) 
NOR, (F) HFD, (G) ORI and (H) 
GGT groups. The arrowheads 
indicate vacuoles. The histo-
pathological examination of the 
tissue sections was performed 
under light microscopy with 
100X magnification.
NOR: Normal research diet 
group, HFD: High fat diet con-
trol group treated with water, 
ORL: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Orlistat, GGT: high fat diet 
group treated with Galgeun- 
tang.

VASP (Vaspin)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타냈다. 

그 외 Akkermansia, Bacteriodes, Bifidobacterium, Pre-

votella, Roseburiya, Ruminococcus는 상관관계에 있어 대

개 Bacteriodetes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Lactoba-

cillus는 유의성 있게 Bacteriodetes와 Firmicutes중 어느 

한쪽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고찰»»»
비만치료에 대한 한약물 연구는 한약 처방 및 마황을 

중심으로 하여 비만에 작용하는 주요 본초의 항비만 효과 

분석 등이 시행되었으며, 한약 처방의 무작위 대조 임상 

연구가 다양하게 시행되어 왔으나23-27) 갈근탕의 항비만 

효과에 대한 연구는 아직 없었다.

최근에는 비만관련 연구로서 유전학적인 측면에서 비만

과의 연관성을 설명하기 위한 연구도 진행되고 있으나28), 

유전학만으로는 비만을 효과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29). 비

만치료 약물에 대한 연구도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adipokine을 이용한 중재 연구 

뿐만 아니라 장내세균을 이용한 비만치료도 시도되고 있

다2-7). 그러나 한약 처방의 경우에는 복합적인 원인에 의

해 발생되는 비만을 치료하는데 있어 어떤 요인이 우세하

게 작용하여 효과가 나타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분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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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Analysis of correlation 
between selective gut microbiota 
composition and host metabolic 
parameters. The entire data of 
all experimental groups except 
normal were gathered and ana-
lyzed by SPSS software (170.0 
version) using Spearman’s corre-
lation test. The scores of Spear-
man’s correlation were figured by 
PermutMatrix software (version 
1.9.3 EN) using heatmap plots. As 
the colors scale shown, green col-
or indicates a positive correlation, 
while red color shows a negative 
corellation (A symbol of ○ in-
dicates absolute value of Pear-
son r＞0.4; a symbol of ☆ in-
dicates statistical significance of 
p＜0.05).

이루어지지는 못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갈근탕의 항비만

효과를 알아보기 위한 방법으로 adipokine, neuropeptide 

인자들 외에도 장내세균의 변화를 살펴보았으며, 비만관

련 지표와 장내세균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하여 향후 연구

에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C57BL/6J mouse를 실험 동물로 선택한 이유는 이 동

물이 genome 서열이 최초로 분석되었으며, 유사유전자

계열을 얻기가 쉽고, 사육하기 쉬우며, 쉽게 죽지 않아 가

장 많이 팔리고 가장 널리 사용되는 동계교배계(strain)이

기 때문이다. 인간 질병에 대한 모델로 사용하기 위해 유

전적으로 변형된 mouse에 대한 유전적 바탕으로 가장 널

리 사용된다. 식이유도비만, 제2형 당뇨병과 동맥경화증

에 취약하다30).

본 실험에서 GGT군은 HFD군에 비해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간과 총 지방의 무게가 유의하게 줄었으며, 

인슐린 수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혈당을 낮추는데 도움

이 되었고, 지질 프로필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Npy (neuropeptide Y)와 Agrp (Agouti-related peptide)

는 식욕 촉진 작용을 하며, Pomc (proopiomelanocortin)

와 Cart (cocaine- and amphetamine-regulated tran-

script)는 식욕 억제 작용을 한다31). 본 실험에서는 GGT

군에서는 HFD군에 비해 ARC neuropeptide가 유의하게 

조절되어 식욕을 억제하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Adipokine/adipocytokine은 지방조직에서 분비되는 사

이토카인으로, 1994년 최초로 발견된 adipokine이 바로 

렙틴이다. 아디포넥틴은 지방산의 산화를 증가시켜 혈장 

내 지방산 농도를 감소시킨다. 혈장내 포도당 농도를 감

소시키고 인슐린 민감도를 증가시키며 항염증, 항산화, 

항동맥경화 및 항암 특성을 보인다. 렙틴은 시상하부에 

직접적으로 작용하는 포만감 신호가 된다. Lipocalin-2는 

apoptosis나 선천 면역과 관련이 있으며, 대개 인슐린 저

항성을 높이는 작용을 한다32). RBP-4는 비만에 있어서 인

슐린 저항성과 2형 당뇨병의 진행에 관여한다33).

Adipsin은 지방의 저장을 촉진하고 지방분해를 저해한

다34). Visfatin은 내장의 백색지방세포에서 분비되는 인슐

린을 흉내내는 adipokine이다35). Vaspin은 인슐린 민감도

를 향상시키며, resistin, leptin, TNF-α의 생성을 억제한

다36). Resistin은 인슐린 저항성을 유도한다37). 본 실험에

서는 갈근탕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이러한 adipo-

kine이 유의하게 억제되어 식품섭취와 체중이 조절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장내 세균총은 출생 때 모체로부터 이식되어 환경의 

영향을 받아 각 개인에게 고유한 장내 미생물 군집을 형

성하며 여러가지 생리적인 기능을 담당하게 된다. 최근의 

연구에 의하면 미생물의 구성에 따른 에너지 대사의 차이

가 체중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38). 

식이로 유도된 비만은 장내 세균총 생태계의 변화와 관련

이 있으며, 이러한 변화는 원위 장내 세균총이 숙주의 지

방과다증을 촉진하도록 만든다39,40). 인간과 쥐 모두의 장 

내에서 가장 지배적인 두 세균 집단은 Firmicute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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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cteroidetes라고 알려져 있는 세균집단에 속한 것들이

다. Bajzar M과 Seeley RJ의 연구에 따르면 비만할수록 

Firmicutes의 비율이 더 높아진다(이러한 경우 Bacteroi-

detes의 비율은 당연히 더 낮아질 것이다.). 또한, 비만한 

사람이 일년에 걸쳐 체중을 감량했을 경우, Firmicutes의 

비율은 비만하지 않은 사람의 비율에 더 가까워졌다. 비

만한 쥐의 장내 세균총을 분석해보면 소화가 안되는 식이 

다당류를 분해하는 효소를 인코딩하는 유전자가 풍부하

다. 따라서, 그 배설물에는 발효 최종생성물이 더 많고 

남은 열량은 더 적으며, 이러한 사실을 바탕으로 비만한 

쥐의 장내 세균은 그 숙주가 섭취한 음식으로부터 더 많

은 열량을 뽑아내어 에너지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돕는 것

이라 생각할 수 있다41).

본 실험에서 갈근탕은 장내 Bacteroidetes의 유전자 발

현 상대량을 늘리는데 기여했고 그 효과는 Orlistat와 비슷

했다.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했다. 또한, 장내 Firmicutes의 

유전자 발현 상대량을 거의 NOR군 만큼이나 줄여주었고, 

이 효과도 통계적으로 유의했으며, 이 경우 Orlistat는 통

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보여주지 못했다. GGT군에서 

Firmicutes 유전자 발현 상대량에 대한 Bacteroidetes 유전

자 발현 상대량의 비율은 거의 NOR군에서의 비율과 비슷

한 정도 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

또한 본 실험에서 갈근탕은 항비만 효과를 가지는 

Bifidobacterium strain의 유전자 발현 상대량을 증가시키

는데 기여했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은 아니었다42). 

Roseburia spp.의 증가는 체중증가율의 감소와 연관되

며, Prevotella spp.의 증가는 콜레스테롤혈증의 감소와 

연관된다43). 본 실험에서는 ORL군에서 Roseburia spp.와 

Prevotella spp.의 유전자 발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GGT군의 경우 그 두 가지 속(genus)의 균

의 유전자 발현량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여주지 

못했다. 

Ruminococcus spp. (phylum Firmicutes)의 유전자 발

현 상대량은 HFD 군에서 감소되어 있는데 ORL군에서 유

의하게 회복되어 있으며, GGT군의 회복효과는 통계적으

로 유의한 정도는 아니었다. 

Akkermansia spp.는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과 대

사성 내독소혈증의 완화 및 당 항상성의 향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는데44), GGT군에서는 Akkermansia 

spp.의 양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효

과는 ORL군에서도 유의하게 나타났다. 

Bacteriodes spp.의 증가는 염증의 감소와 관련이 있다43). 

HFD군에서는 Bacteriodes spp.이 감소되어 있으며, ORL

군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Bacteriodes spp.의 양이 

회복되는 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GGT군

에서는 통계적 유의성을 보이지 못했다.

일반적으로 지방 및 콜레스테롤의 섭취는 간장 조직의 

지질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지질 침착을 일으켜 간조직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45), 본 실험에서 

고지방식이 투여군의 간조직의 무게 증가도 이러한 원인

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ORL군과 GGT군은 모두 HFD

군에 비해 전체 체중과 간조직의 무게가 감소하는 효과가 

있었다.

이전의 연구에서는 Lactobacillus는 체지방률과 양의 상

관관계를, Firmicutes는 허리둘레, 체중, BMI와 양의 상관

관계를, Akkermansia는 허리둘레, 체중, BMI와 음의 상

관관계를 보여준다는 보고가 있었다4). 다른 연구에서는 

Bacteriodetes는 체중과 음의 상관관계를 AST와 양의 상

관관계를 보였으며, Akkermansia는 AST와 양의 상관관

계를, Firmicutes는 AST와 양의 상관관계를, Bact./Firm. 

ratio는 CRP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여준다는 보고도 있었

다46). 본 실험에서는 총 54개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상관

관계(p＜0.05)가 발견되었으며, Bacteriodetes는 BWt 

(Body weight), FWt (Fat weight), Lwt (Liver weight), 

T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ALT (Alanine 

transaminase), AGRP (Agrp), NPY (Npy)와 음의 상관관

계를, HDL (high density lipoprotein), CART (Cart, co-

caine- and amphetamine-regulated transcript), ADPO 

(Adiponectin)과 양의 상관관계를 나타냈으며, Fermicutes

는 BWt와 양의 상관관계를, CART, POMC (Pomc, proo-

piomelanocortin), VASP (Vaspin)와 음의 상관관계를 나

타냈다. 

그 외 Akkermansia, Bacteriodes, Bifidobacterium, 

Prevotella, Roseburia, Ruminococcus는 상관관계에 있어 

대개 Bacteriodetes와 비슷한 경향성을 보였으며, Lacto-

baccilus는 유의성 있게 Bacteriodetes와 Firmicutes중 어

느 한쪽과 비슷한 경향성을 보이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선행 연구들에서처럼 Bacterio-

detes, Akkermansia, Bacteriodes, Bifidobacterium, Pre-

votella, Roseburia, Ruminococcus가 체중의 감소와 통계



기성훈⋅김호준⋅고성규⋅송윤경

26 J Korean Med Rehab 2016;26(2):13-28

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Firmi-

cutes는 체중의 증가와 통계적으로 유의한 관련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Akkermansia muciniphila의 상

대적 비율 및 B/F ratio 증가로 대표되는 장내 세균총의 

분포 변화가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장투과성 증가, 내독

소혈증 발현 및 염증생성과 비만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선행 연구 결과46)에 상당히 부합한다. 추후 갈근탕이 장

내 세균총에 영향을 미치는 기전과 갈근탕에 반응하는 개

인의 특이성을 규명하기 위한 심화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1. 갈근탕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체중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2. 갈근탕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총 체지방과 간의 

무게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3. 갈근탕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Triglyceride가 유

의하게 감소되었으며, H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가

되었다. 

4. 정량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qRT-PCR) 분석 결

과, 갈근탕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식욕-촉진 ARC 

neuropeptide인 Agrp와 Npy의 mRNA 발현 상대량이 유

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식욕-억제 ARC neuropeptide인 

Cart의 mRNA 발현 상대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5. 정량 실시간 중합효소 연쇄반응(qRT-PCR) 분석 결

과, 갈근탕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adiponectin과 vis-

fatin의 발현수준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resistin의 발

현수준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6. 장내 세균총에 대한 정량 분석 결과, 갈근탕 투여군

에서 대조군에 비해 장내 세균총 중 Bacteriodetes, 

Akkermansia이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Firmicutes이 유

의하게 감소되었다. 

7. 간조직의 조직병리학적 검사 결과 갈근탕 투여군에

서 대조군에 비해 지방조직의 증가가 유의하게 억제되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을 종합하면, 갈근탕은 고지방식

이로 유발된 비만 백서 모델에 대하여 유의한 항비만효과

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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