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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Herba Ephedrae and Rhizoma Amorphophalli on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ale mice.

Methods : 8 weeks old,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ale mice were divided into 5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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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57BL/6 normal control, obese vehicle control, GGEx55 (Herba Ephedrae), GGEx61 (Rhizoma 

Amorphophalli), GGEx62 (Herba Ephedrae + Rhizoma Amorphophalli). After mice were treated 

with GGEx for 8 weeks, we measured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feeding efficiency ratio, 

rectal temperature, fat weight, plasma leptin and lipid levels. We also took micro-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micro-CT) on the mice.

Results : 

1. GGEx55 and GGEx62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body weight gain and feeding efficiency 

ratio compared with vehicle control. But they significantly increased rectal temperature.

2. Plasma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GGEx55 groups, wherea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GGEx62 groups compared with vehicle 

control.

3. GGEx55 and GGEx62 groups significantly decreased total, subcutaneous and visceral fat as 

well as fat areas in micro-CT analysis of abdomen compared with vehicle control.

4. Plasma GOT and GPT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by GGEx55 groups 

compared with vehicle control.

Conclusions :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GGEx55 and GGEx62 effectively reduces body 

weight gain, feeding efficiency ratio in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ice, leading to the 

modulation of obesity.  In addition, GGEx55 and GGEx62 decreases visceral adipose tissue mass 

and improves plasma lipids, suggesting that GGEx55 and GGEx62 may act as a therapeutic 

agent for obesity.

 Key word : Herba Ephedrae, Rhizoma Amorphophalli,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ale mouse, 

obesity

Ⅰ. 緖  論

 

麻黃은 마황과의 다년생 灌木식물로 그 草質莖

을 말려 약용하는 것으로 發汗解表、宣肺平喘、利

水消腫의 작용을 하여 風寒表實證、惡寒發熱、無

汗、頭痛身疼、咳嗽氣喘、風水腫、 便不利、風濕

痺痛、肌膚不仁、風疹瘙痒、陰疽痰核 등을 치료하

는데 주로 이용하 다
1)
. 최근들어 마황은 비만개

선효과가 있다
2-7)

는 것이 알려지면서 그 이용이 

활발해졌다. 마황에는 교감신경흥분제인 에페드린 

알카로이드 (ephedrine alkaloids)가 함유되어 있어 

가슴두근거림, 불면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
8)
 단기

이든 장기 이든 이를 단독으로 사용하는데는 

한의사의 문 인 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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魔芋는 天南星科의 多年生草本으로 그 塊莖을 

말려 약용하는 것으로 化痰消積、解毒散結、行

止痛의 작용을 하여 痰嗽、積滯、瘧疾、瘰癧、癥

瘕、跌打損傷、癰腫、疔瘡、丹毒、燙火傷 등을 주

로 치료하여왔다
9)
. 최근들어 마우의 주성분인 

glucomannan에는 비만과 고지 증의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13)
.

麻黃 (GGEx55)은 비만개선효과가 우수한 것으

로 알려져 있으나 가슴두근거림, 불면 등의 부작

용이 있어 단독으로 사용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

이 뒤따른다. 魔芋 (GGEx61)는 고지 증을 개선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그 작용

이 완만하다. 따라서 비만개선효과가 우수한 마황

에다가 고지 증 개선효과가 있는 魔芋를 혼합한 

GGEx62는 마황의 부작용을 이면서도 비만개선

효과를 유지하거나 그 효과를 더 높일 수 있을 것

으로 단되어 이를 실험 으로 검증하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8주령의 고지방식이 유발 수컷 

마우스 비만모델을 이용하여 麻黃 (GGEx55), 魔

芋 (GGEx61)와 麻黃 + 魔芋 (GGEx62)의 투여

가 체 증가량, 식이효율,  비만조 련 지표

와 독성지표, 지방조직의 무게는 어떻게 변화하는

지, 그리고 신 micro-CT 촬 을 이용하여 마우

스의 지방면 에는 어떤 향을 주는 지에 해서 

알아보고, 그 비만개선효과를 평가하고자 하 다.

Ⅱ. 실험재료  연구방법

1. 실험재료

1) 실험동물

공시동물로서는 앙실험동물 (Seoul, South Korea)

에서 공 한 8주령의 고지방식이 수컷 마우스 30

마리를 사용하 다. 각 군 당 6마리를 체 범 에 

따른 무작 법에 의하여 군 분리를 실시하고, 이

를 실험에 사용하 다.

사육환경은 온도 21±2 ℃, 습도 55±5 %, 환기 

횟수 15～17 회/hour, 조도 150～300 lux, 그리고 

조명은 12시간 명암 ( 등: 06:00, 소등: 18:00)으

로 조정하여 실험 기간동안 일정하게 SPF 

(specific pathogen free) 상태로 유지하 다. 고형

사료 (Harlan, USA)와 물은 자유 이와 수를 

시켰다.

2) 고지방식이

고지방식이는 45 ㎉%를 사용하 다.

3) 실험물질

실험물질은 麻黃 (GGEx55), 魔芋 (GGEx61)와 

麻黃 + 魔芋 (GGEx62)를 사용하 고, 조물질

은 autoclaved water (멸균수)를 사용하 다. 麻黃

과 魔芋는 화림제약 (Busan, South Korea)에서 

구입하고, 동의 학교 한의과 학 방제학교실에서 

정선한 뒤 분말하고 이 분말을 물추출한 뒤에 동

결건조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Table 1).

GGEx 한약명 Ingredient
Ratio 
(%)

GGEx55 麻  黃 Ephedra sinica Stapf. 100

GGEx61 魔  芋
Amorphophallus rivieri 
Durieu[A. Konjac K. 

Koch]
100

GGEx62

麻  黃 Ephedra sinica Stapf. 50

魔  芋
Amorphophallus rivieri 
Durieu[A. Konjac K. 

Koch]
50

Table 1. The composition of GGEx

4) 실험군  투여방법

군당 6마리 수컷을 공시하 으며, GGEx55, 

GGEx61, GGEx62는 각각 비시험에서 1217㎎/㎏

의 용량이 효과가 나타나 본실험에서도 이 용량으

로 8주간 사료에 혼합하여 투여하 다(Tabl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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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Number Sex
Dose

(㎎/㎏ BW)

normal control 6 Male 0

High fat 
diet 
induced 
obese 
mice

vehicle 6 Male 0

GGEx55 6 Male 1217㎎/㎏

GGEx61 6 Male 1217㎎/㎏

GGEx62 6 Male 1217㎎/㎏

Table 2. Experimental groups

2. 연구방법

1) 체 증가량 측정

투여약물 (GGEx55, GGEx61, GGEx62)이 체

증가량에는 어떤 변화를 주는지 알아보기 하여 

매주 2회 체 을 재고, 이를 근거로 하여 체 증

가량을 계산하 다.

2) 식이효율 측정

투여약물 (GGEx55, GGEx61, GGEx62)이 식욕

과 련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하여 체 과 사료

섭취량의 변화를 매주 2회 찰하 고, 이를 근거

로하여 식이효율을 측정하 다.

3) 직장체온 측정

투여약물 (GGEx55, GGEx61, GGEx62)이 체내

의 열생산으로 인한 에 지소모와 련이 있는지

를 알아보기 하여 직장체온을 매주 1회 측정하

다.

4) 액생화학 분석

액 채취는 12시간 식 후 diethyl ether로 마

취한 다음 개복하여 복 정맥에서 액 1㎖을 채

취하 으며, 고속원심분리기 (Micro 12, Hanil, 

South Korea)를 이용하여 13,0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 다. 분리된 장은 냉동고 (-20℃)에 

보 하고 액생화학분석기 (Selectra 2, Vitalab, 

Netherlands)를 사용하여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H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cholesterol), 

free fatty acid (FFA), glucose, insulin, leptin 등

을 각각 측정하 다.

5) 소동물용 산화단층촬  (micro-CT)을 이

용한 지방면  측정

16주령의 실험 상 마우스에 해 소동물용 산

화단층촬  (micro-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micro-CT)을 시행하 다. 실험 상 마우스를 100 

Series Vaporizer (Smiths Medical - SurgiVet
™
, 

USA) 흡입마취기가 연결된 마취통에 넣고 O2 

flowmeter 0.3㏄3㏄3㏄, N2O flowmeter 0.6㏄ 가 되도록 

가스통을 연 뒤 Vaporizer 의 다이얼을 5로 맞추

어 Isoflurane (AErane, 일성제약)이 마취통으로 

들어 가도록 하 다. 마우스가 신마취되면 

Vaporizer 의 다이얼을 1～1.5로 맞추고 흡입 마취

기가 연결된 CT bed에 마우스를 눕히고 소동물용 

산화단층촬 장치 (FLEX
™
 for flatform X-O

™
, 

GMI, USA)를 이용하여 신촬 을 하 다.

촬 시 Mode는 Fly mode, X-Ray Tube는 

75kV / 240uA, X-Ray Detector는 Det-COR 64 

㎜, Projections 수는 256 slices 조건으로 scan 하

다. Image Reconstruction은 Pixel size 340, 

Matrix size 256의 조건으로 실시하 다. 신촬  

후 Amira (GMI, USA) 로그램을 이용하여 

상을 display하고, 분석하고자 하는 횡격막 아래 

부분의 치를 선택한 뒤 Threshold 값을 최  

1050, 최소 850으로 지정하여 얻고자 하는 치의 

피하지방, 내장지방과 갈색지방의 면 을 산출하

다.

3. 통계분석

모든 값은 mean ± standard deviation (SD)으

로 표시하며, OriginLab Version 7.5 (OriginLab 

Corporation, MA, USA)의 one way ANOVA를 이

용하여 통계  유의성을 검증하 다.

Ⅲ. 實驗 結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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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체  증가량

GGEx55와 GGEx62 처리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22일째부터 통계 으로 유의

하게 체 증가량이 감소하 다. 체 증가량이 

GGEx55는 44일째에 하게 감소하다가 50일째

에 더욱 하게 감소하 으며, GGEx62는 39일

째부터 더욱 하게 감소하 다. 따라서 

GGEx62가 GGEx55보다 더 하게 체 증가량

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GGEx61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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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in body weight gain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 p<0.01, *** <0.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2. 식이효율

식이효율은 아래의 공식에 입시켜 최종 체

증가량을 총 사료섭취량으로 나 어 산출하고 통

계처리하 다.

식이효율 (feeding efficiency ratio: FER%) = 

체 증가량 (g)/사료섭취량 (g)×10014-15)

식이효율의 공식에서 의미하는 바와 같이 사료

를 섭취하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 의 증가

가 다는 것은 비만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

할 수 있다. 따라서 식이효율은 비만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고, 식이효율의 수치

가 을수록 비만조 효과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식이효율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GGEx55 (p<0.01)와 GGEx62 (p<0.001) 처리가 통

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GGEx62가 GGEx55보다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GEx61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

로 나타났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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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duction of total feeding efficiency ratio 
by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 p<0.01, *** <0.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3. 직장체온

GGEx55는 15일째와 22일째에 직장체온이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높게 나타났다가, 그 이후 50일째 이 까지는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시 50일째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GGEx62는 

15일째에 직장체온이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가, 그 

이후 29일째 이 까지는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시 29일째부터 계속하여 마지막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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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는 GGEx62가 GGEx55보다 하

다.

GGEx55  GGEx62와는 반 로 GGEx61은 1

일째와 8일째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

다가, 그 이후 36일째 이 까지는 통계 인 차이

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시 36일째부터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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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hanges in rectal temperature (℃)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 
p<0.05, **, ## p<0.01, *** <0.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4. 액생화학분석

1)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GOT의 양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

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GGEx6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GEx62는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4).

2)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GPT의 양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

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고, GGEx6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GEx62는 통계 으로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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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Fasting plasma GOT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 p<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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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Fasting plasma GPT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 p<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3)  triglyceride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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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triglyceride의 양을 측

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 GGEx61와 GGEx62

의 모두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GEx55는 높게 나타났고, GGEx61은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GGEx62는 높게 나타났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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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asting plasma triglyceride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4)  total cholesterol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total cholesterol의 양

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GGEx6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GEx62는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7).

5)  HDL-cholesterol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HDL-cholesterol의 양

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 GGEx61와 

GGEx62의 모두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

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

으나, GGEx55는 높게 나타났고, GGEx61은 유사하

게 나타났으며, GGEx62는 높게 나타났다(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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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Fasting plasma total cholesterol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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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Fasting plasma HDL-cholesterol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6)  LDL-cholesterol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LDL-cholesterol의 양

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

으로 나타났고, GGEx61은 통계 으로 유의한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GGEx62는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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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Fig. 9).

7)  free fatty acid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free fatty acid의 양

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 GGEx61와 

GGEx62의 모두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

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

나, GGEx55는 낮게 나타났고, GGEx61과 GGEx62

는 유사하게 나타났다(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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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Fasting plasma LDL-cholesterol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 p<0.01, *** <0.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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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Fasting plasma free fatty acid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8)  glucose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glucose의 양을 측정

한 결과, 그 값이 GGEx55, GGEx61와 GGEx62의 

모두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여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GEx55는 낮게 나타났고, GGEx61과 GGEx62는 

약간 높게 나타났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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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Fasting plasma glucose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9)  insulin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insulin의 양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 GGEx61와 GGEx62의 모

두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GEx55

는 낮게 나타났고, GGEx61과 GGEx62는 유사하

게 나타났다(Fig. 12).

10)  leptin 측정

실험시작 8주 후 장 내 leptin의 양을 측정한 

결과, 그 값이 GGEx55, GGEx61와 GGEx62의 모

두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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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GGEx55

는 높게 나타났고, GGEx61과 GGEx62는 유사하

게 나타났다(Fig.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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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Fasting plasma insulin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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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Fasting plasma leptin level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5. 소동물용 산화단층촬  (micro-CT)을 이
용한 지방면  측정

마우스의 신에 소동물용 산화단층촬  

(micro-computerized axial tomography, micro-CT)

을 한 뒤에 피하지방 (subcutaneous fat), 내장지

방 (visceral fat), 갈색지방 (brown fat)과 체지

방 (total fat)의 면 을 측정한 결과, 비만 조군

인 vehicle 군에 비하여 GGEx55와 GGEx62의 처

리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

며, 그 정도는 GGEx62이 GGEx55보다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GEx61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

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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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Changes in micro-CT on abdomen of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 p<0.01, *** <0.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6. 지방의 무게

실험종료 후 부검시 epididymal adipose tissue 

(EAT), retroperitoneal adipose tissue (RAT), 

inguinal adipose tissue (IAT), brown adipose 

tissue (BAT)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비만 조군

인 vehicle 군에 비하여 GGEx55와 GGEx62의 처

리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GEx61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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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5. Fat weight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 p<0.01, *** <0.001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7. 장기의 무게

실험종료 후 부검시 간장 (liver), 심장 (heart), 

비장 (spleen), 신장 (kidney), 췌장 (pancreas)의 

무게를 잰 결과, GGEx55, GGEx61와 GGEx62의 

모두는 비만 조군인 vehicle군에 비하여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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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Organ weights in high fat diet induced 
mice.

All values are expressed as the mean ± SD. * p<0.05 
compared with obese vehicle group.

Ⅳ.   察

고지방식이 수컷 마우스 비만모델을 이용하여 

마황 (GGEx55), 마우 (GGEx61)와 마황 + 마우 

(GGEx62)의 투여가 체 증가량과 식이효율에 어

떤 향을 미치는 지에 해서 알아보았다.

체 증가량의 경우, GGEx55와 GGEx62 처리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22일째부터 통

계 으로 유의하게 체 증가량이 감소하 다. 체

증가량이 GGEx55는 44일째에 하게 감소하

다가 50일째에 더욱 하게 감소하 으며, 

GGEx62는 39일째부터 더욱 하게 감소하 다. 

따라서 GGEx62가 GGEx55보다 더 하게 체

증가량의 감소를 보여주었다. 그러나 GGEx61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효율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GGEx55와 

GGEx62 처리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

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GGEx62가 GGEx55보

다 더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GGEx61은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

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료를 섭취

하는 양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체 의 증가가 작다

는 것은 비만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식이효율은 비만을 나타내는 하나의 

척도로 사용할 수 있고, 식이효율의 수치가 작을

수록 비만조 효과가 더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

서 GGEx55와 GGEx62 처리가 다른 군에 비하여 

식이효율도 낮고, 정상 조군과 유사하고 비만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체 증가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GGEx55와 GGEx62는 식이

조 을 통하여 체 감량효과를 나타나는 것으로 

생각된다. 그 효과는 GGEx62가 GGEx55보다 더 

우수하다.

GGEx55, GGEx61과 GGEx62 처리가 열발생으

로 인한 에 지소모에 여하는지를 알기 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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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체온을 측정한 결과, GGEx55는 15일째와 22

일째에 직장체온이 비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

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가, 그 

이후 50일째 이 까지는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시 50일째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

게 나타났다. GGEx62는 15일째에 직장체온이 비

만 조군인 vehicle 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

하게 높게 나타났다가, 그 이후 29일째 이 까지

는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다시 29일

째부터 계속하여 마지막까지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그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는 

GGEx62가 GGEx55보다 하 다. GGEx55  

GGEx62와는 반 로 GGEx61은 1일째와 8일째에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가, 그 이후 

36일째 이 까지는 통계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으며, 다시 36일째부터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 따라서 GGEx55와 GGEx62의 체 감량

효과가 체온증가의 열발생으로 인한 에 지소모와 

련이 있음을 알 수 있고, GGEx61은 체 감량효

과가 없는 것과 일치하게 체온증가의 열발생으로 

인한 에 지소모와 련이 없음을 알 수 있다.

GGEx55, GGEx61과 GGEx62 처리가  간장

독성지표인 GOT, GPT와 체 조 과 련된 지

표인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free fatty acid, glucose, insulin, 

leptin의 농도를 조사하 다. 왜냐하면 GGEx55, 

GGEx61과 GGEx62의 비만조 효과가 약리작용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이의 독성으로도 생길 수 있

기 때문이다. GGEx55 처리 이외의 다른 군에서 

GOT, GPT의 값은 생리 인 범 안에 있고, 군 

사이에 GOT, GPT의 값과 장기무게는 통계 으

로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간장독성으

로부터는 안 한 것으로 단된다. GGEx62 처리

는 비만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낮

은 것으로 나타나 안 성을 확보한 것으로 생각된

다. 그러나 GGEx55 처리에서 GOT, GPT의 값은 

생리 인 범 를 벗어나 있고, 다른 군과 비교하

여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안 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고, 더 세

한 추가 안 성 검증이 요구된다. 마황이 심각한 

간독성을 유발한다
17)

는 보고도 이를 뒷받침한다.

GGEx55군은 비만 조군에 비하여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leptin의 농도값은 높고, free fatty acid, glucose, 

insulin의 농도값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낸 지표는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뿐이었다. GGEx61군

은 비만 조군에 비하여  비만조 과 련된 

지표들에서 통계 인 유의성을 찾을 수 없었다. 

GGEx62군은 비만 조군에 비하여  triglyceride, 

HDL-cholesterol, glucose의 농도값은 높고,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insulin의 농도값은 

낮았으며, free fatty acid, leptin의 농도값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통계 으로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낸 지표는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뿐이었다. 따라서 GGEx55는 체 감량효과와 불일

치하게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의 농도값

이 높게 나타났음을 보여  반면에 GGEx62는 체 감

량효과와 일치하게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의 농도값이 낮게 나타났음을 보여주고 있어 

GGEx62 처리의 실질 인 체 증가둔화효과가 

 체 감량지표에 반 으로 향을 다는 것

을 입증해 주고 있음을 시사한다.

GGEx55, GGEx61과 GGEx62 처리가 지방량을 

개선하는지 알아보기 하여 마우스의 신에 소

동물용 산단층촬  (micro-CT)을 하여 총지방 

(total fat), 피하지방 (subcutaneous fat), 내장지

방 (visceral fat)과 갈색지방 (brown fat)의 면

을 비교하 다. 그리고 실험종료 후 부검하여 EAT 

(epididymal adipose tissue), RAT (retroperitoneal 

adipose tissue), IAT (inguinal adipose tissue), 

BAT (brown adipose tissue)의 무게를 비교하

다. 비만 조군에 비하여 GGEx55와 GGEx62 처

리에서 총지방, 피하지방, 내장지방, 갈색지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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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특히 GGEx62 처리에서 더 하 다. 

비만 조군에 비하여 GGEx55와 GGEx62 처리에

서 EAT, RAT, IAT, BAT의 면 이 통계 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

는 GGEx55와 GGEx62가 체 감량효과와 일치하

게 복부지방 뿐만이 아니고 지방량을 반 으로 

개선시킨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 효과는 GGEx62

에서 더 뚜렷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따라서 GGEx55와 GGEx62는 식이효율을 낮추

고 체내의 열생성을 진하여  비만지표들을 

개선시키고 지방량을 여 체 감량효과가 나타남

을 보여 다. 마황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는 안

성이 확보되어 있지 않아 마황과 마우를 같이 배

합하여 사용할 때 더 효과 으로 안 성과 함께 

비만조  개선효과를 기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Ⅴ. 結  論

고지방식이 유발 수컷 비만 마우스 모델을 이

용하여 GGEx55 (麻黃), GGEx61 (魔芋), GGEx62 

(麻黃 + 魔芋)의 투여가 체 증가량, 식이효율, 

직장체온,  비만 련 지표, 그리고 지방조직의 

무게, 신 CT촬 의 지방면 을 측정하여 이들

의 비만개선효과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다음의 결

론을 얻었다.

1. GGEx55군과 GGEx62군은 비만 조군에 비하

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체 증가량이 감소하

고, 식이효율은 낮게 나타났고, 직장체온은 

높게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GGEx62 처리가 

GGEx55 처리 보다 더 하 다.

2.  total cholesterol과 LDL-cholesterol의 농도

가 GGEx55 처리에서는 비만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GGEx62 처리에서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3. Micro-CT 촬 에서 피하지방, 내장지방, 갈색

지방과 체지방의 면 은 GGEx55 처리와 

GGEx62 처리에서 비만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작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그 

효과는 GGEx62 처리가 GGEx55 처리 보다 더 

하 다.

4. Epididymal adipose tissue, retroperitoneal adipose 

tissue, inguinal adipose tissue, brown adipose 

tissue의 무게는 GGEx55 처리와 GGEx62 처리

에서 비만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

게 은 것으로 나타났다.

5.  GOT, GPT의 농도가 GGEx55 처리에서는 

비만 조군에 비하여 통계 으로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나, GGEx55는 안 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론 으로 麻黃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와 麻黃

에 魔芋를 배합했을 때 둘 다 체 감소가 일어나

는 것을 알 수 있고, 麻黃을 단독으로 사용할 때 

보다는 魔芋를 배합하여 사용할 때가 더 체 감량 

효과가 뛰어나고 안 성도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

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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