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한의학 방제학회지 제17권 2호 THEKOREANJOURNALOFORIENTALMEDICALPRESCRIPTION17(2):133~142,2009

Objective:Recently,obesityhasincreasedatanalarmingrateandisnowaworldwidehealth

problem.Naturaldietarysupplement,CharmSlim
Ⓡ
(C),ismixedpills,whichconsistsofbeans,

blacksesames,kelps,onions,adlayseeds,anchovies,pyogomushrooms,greentea.Ourstudywas

performedtodeterminetheweight-loss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basedonnatural

ingredients,inmicefedhigh-fatdietwithanabundanceofcarbohydrates.

Methods:FourgroupsofmaleICR micewerefeddifferentdietsduring6weeks: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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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et(NOR),high-fat (15%,w/w) diet(HF),high-fat supplemented with naturaldietary

supplementpowdered5%(C5)and10%(C10)groups.Wemeasuredthechangesoffoodintake,

bodyweightandadiposetissuesweights.Alsoweexaminedlevelsoflipidprofilesinserum.

Results:Bodyweight,liverweightandfoodefficiencyratioweresignificantlyhigherinthe

HF groupthaninNOR group.After6weeksoftreatment,bodyweight,liverweightand

adiposetissuesweights(epididymal,perinephric,visceralandBAT)weresignificantlydecreased

intheC10groupwhencomparedtothecontrolHFgroup.TheC10grouphadmarkedlylower

serumlevelsoftotalcholesterolandtriglyceridewhencomparedwithHFgroup.

Conclusion:Theseresultsdemonstratethatthisdietarysupplementcansuppresstheincreased

lipidprofiles,bodyweightandfatgains,thuscouldbeconsideredasaneffectiveadjunctinth

treatmentofobesity.

Keyword: Naturaldietarysupplement,weight-loss,high-fatdiet,lipidprofile,adiposetissue

Ⅰ.서 론

비만은 활동하는 에 지 소비에 비해 섭취하는

음식에 함유되어있는 에 지의 양이 더 많아 과도

한 에 지가 축 되는 상태를 말하는데,WHO의

아시아-태평양 지역 지침에 따르면,과체 은

BMI가 23kg/㎡ 이상, 험체 은 BMI23~24.9

kg/㎡ 인 상태를 말한다
1,2)
. 한 비만은 최근 식

생활의 변화로 인해 인간을 하는 요한 험

요소 의 하나로 고지 증,당뇨병,고 압,동맥

경화, 상동맥심질환, 심증,뇌경색 심근경색

과 같은 여러 가지 질병들의 유발율을 높인다
3,4)
.

비만이 생기는 요인은 개 개인 생활 향

이 미치는 부분과 내분비계 인체내 사와 같

은 유 인 부분도 있지만,열량 섭취량 열량

소비량의 불균형이 비만의 직 인 요인으로 작

용한다
5)
.비만치료의 근본은 식이요법이며,행동요

법,약물요법,수술요법도 이루어지고 있다.항비

만약물로는 식욕억제제,열생산 진제,소화 흡

수 억제제가 이용되고 있으나,단기효과는 뚜렷한

반면 약물 단시 체 이 다시 증가하는 단 이

있다
6,7)
.최근에는 부작용이 고 항비만 효과가

있는 한약재나 천연소재를 이용한 연구보고 제

품의 개발 등이 증가하고 있다.

실험시료로 사용한 참슬림은 한방 재료 식

품들을 혼합하여 만든 것으로,구성성분 의 하

나인 다시마에는 해조 다당류인 alginate가 청

의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의 함량을 감

소시켜 동맥경화 고지 증에 효과 일 뿐만 아

니라 피하지방의 축 과 비만을 해소시키며 체내

의 유해한 속을 체외로 배설시키는 작용을 한다

는 보고
8)
가 있다.그리고 검은 콩 약콩에는 변

비완화,항신부 증,항알 르기,항비만,HIV증식

억제,담석증 방,이뇨작용,치매 방,항콜 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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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롤 증,고지 증 방,동백경화 억제,항심

질환 등에 유효한 생리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다9,10). 한 율무에는 이뇨작용,진통작용,지방

흡수 방지작용이 있다고 하며
11,12)
,검은깨에는 필

수아미노산을 포함한 단백질,리놀산,리노 산 등

불포화지방산,칼슘,철,비타민 B1,B2,E,트립토

이 있으며,세사미놀이라는 암 억제 물질과 신

진 사를 조 하고 지방을 원활하게 운반해주는

시틴 등이 함유되어 있다13).그리고 표고버섯에

는 항암,항바이러스, 콜 스테롤 함량 하,

항동맥경화 항고 압 등의 의학 효과가 보고

되어 있다
14)
.

이에 자는 체 조 내장지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의 원료들을 혼합하여 만

든 한방식품인 참슬림을 생쥐에게 6주간 고지방식

이와 함께 여하면서 체 ,식이 섭취량,부고환

지방,내장지방, 지질농도 간 기능에 미치

는 향을 실험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한다.

Ⅱ.재료 방법

1.시료의 조제 구성 성분 분석

1)시료의 조제

본 실험에서는 검은콩,다시마,약콩,율무,검은

깨,표고버섯,멸치,양 를 각각 세척하여 처

리한 후 5~15%의 비율로 혼합하고 분쇄한 후 일

반 인 환의 제조 방법에 따라 제조한 환 형태의

시료인 한방식품인 참슬림( 매원:(주)시솔,제

조원:(재) 구 테크노 크 한방산업지원센터)을

다시 분쇄하여 실험 재료로 사용하 다.시료를

(재)경북테크노 크 구한의 특화센터 식품 생

검사소에 의뢰하여 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1).

단백질 30(g/100g)
지방 12(g/100g)
탄수화물 50(g/100g)
나트륨 400(mg/100g)
칼슘 316(mg/100g)
철 13(mg/100g)
아연 5(mg/100g)

콜 스테롤 35(mg/100g)
당류 1.9705(g/100g)

트랜스지방 0(g/100g)
열량 430(kcal/100g)

Table1.Thegeneralcompositionofpowdered
naturaldietarysupplement.

2)실험동물

SLC에서 분양받은 ICR계 5주령 수컷 생쥐를

한 cage당 각각 한 마리씩 온도 22±2℃,습도 53.3%,

12:12 light-dark cycle로 일반사료(효창사이언스

(주))와 물을 충분히 공 하여 1주간 응 시킨 후

비슷한 체 의 개체를 구분하여 4그룹으로 나 었다.

3)비만 유도 식이와 시료 여

본 실험에서는 지방보다는 탄수화물 비율이 높

은 한국인의 식습 에 따라 15%(lard-10% w/w,

cornoil-5% w/w)의 지방을 함유하는 식이로,기

존 고지방식이 보다 지방의 열량을 약 30% 이고,

탄수화물의 열량을 약 50% 높 다
15)
.

동물을 그룹별 12마리씩 4그룹으로 나 고,정

상식이군(NOR)에는 정상 식이(AIN-76A diet,

#100000,DyetsInc.USA),고지방식이군(HF)에

는 고지방식이(AIN-76A Based High Fat/High

CarbPurifiedRodentDietwithCholesterol&

CholicAcid,#102038,DyetsInc.,USA),5%

10% 한방식품군(C5,C10)에는 각각 한방식품 분

말 5%와 고지방식이,한방식품 분말 10%와 고지

방식이를 충분히 공 하면서 6주간 사육하 다.

한방식품군의 식이조성은 참슬림 분말의 성분분석

결과(Table1)를 반 하여 조제하 으며,식이 조

성표는 Table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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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NOR HF C5 C10
Casein 200 200 182.7165.5

DL-Methionine 3 3 3 3
Cornstarch 150 150 150 150
Sucrose 500 397.5370.8 344
Cellulose 50 50 50 50
Cornoil 50 50 48 46

Mineral-mix
1)

35 35 35 35
Vitamin-mix

2)
10 10 10 10

Cholinebitartrate 2 2 2 2
Lard 100 96 92

Cholesterol 2 2 2
Cholicacid 0.5 0.5 0.5

Naturaldietarysuppl.powder 50 100
Total 1000100010001000

1)AIN-76Amineralmixture
2)AIN-76Avitaminmixture

Table2.Compositionoftheexperimentaldiets(g).

2.방 법

1)식이섭취량 측정 체 측정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 고,

체 은 일주일에 한번 씩 측정하 다.

식이효율(foodefficiencyratio:FER)
16)
은 실험

종료일의 체 과 실험 시작일 체 과의 차를 실험

기간의 총 식이섭취량으로 나 값으로 계산하 다.

2)채 액 성분 분석

동물 희생 사료와 물을 15시간 식 시킨 후

CO2로 마취하에 복부 정맥에서 채 하 다.이

를 상온에서 1시간정도 방치 한 후 원심분리기에

서 4℃,3,500rpm,15min동안 원심분리 후, 청

을 분리 하여 분석 까지 -80℃에서 보 하 다.

총콜 스테롤 (TC)함량은 T-CHOreagent(IVD

Lab,Korea), 성지방 (TG)함량은 TG-reagent

(IVDLab,Korea)를 사용하여 분석하 다.HDL-

콜 스테롤 함량은 침강시약을 이용해 상등액을

얻은 후 T-CHO reagent(IVD Lab,Korea),

LDL-콜 스테롤 함량은 L-CHO reagent(IVD

Lab,Korea)를 사용하 으며,모든 액분석은 생

화학분석기 (Hitachi7180,Japan)로 수행하 다.

3)장기 무게 측정

실험동물에서 채 이 끝난 후 간과 신장,내장,

부고환지방,갈색지방(brownadiposetissue;BAT)

을 분리해낸 후 각각의 무게를 측정하 다.

3.통계분석

실험결과의 통계 처리는 SPSS 로그램(ver.

11.5,SPSSInc,Chicago,IL,USA)을 이용하 다.

모든 측정값은 Mean±SE로 표시하 으며,유의성

은 two-wayANOVA로 분석하 고,LSD다 검정

법으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p<0.05의 수 에서 각

처리구간의 평균치에 한 유의성을 분석하 다.

Ⅲ.결 과

1.한방식품이 식이 섭취량 식이효율에 미

치는 향

고지방식이군(HF)은 정상식이군(NOR)에 비해

식이 섭취량 식이효율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한방식품군(C5,C10)은 고지방식이군(HF)군에 비

해 용량 의존 으로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이

어드는 경향을 보 다.특히 고용량 한방식품군

(C10)에서는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이 유의 으

로 감소함을 보 다(Table3).

2.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의

체 에 미치는 향

정상식이군(NOR)의 체 은 실험시작 시 32.92±

1.62g에서 6주 후에 43.5±1.22g으로 증가하는 양

상을 보 고,고지방식이군(HF)에서는 34.04±2.43

g에서 49.92±5.26g으로 정상식이군(NOR)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이에 비해 한방식품군(C5,

C10)에서는 각각 실험시작 시 34.13±2.1g,33.54±

3.16g에서 6주 후에 46.88±2.16g과 42.67±3.25g으

로 증가하 다.결과 으로,한방식품투여군 모두

에서 고지방식이군(HF)에 비해 체 이 감소하

으며,특히 고용량 한방식품군(C10)에서는 유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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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 감소 효과를 보여주었다(Fig.1).

Group
FoodintakeBodyweightgain

FER
1)

(g/day) (g/day)

NOR 4.897±0.194 0.252±0.024*
0.052±
0.005*

HF 4.773±0.164 0.378±0.049
0.077±
0.008

C5 4.860±0.102 0.304±0.017
0.062±
0.003

C10 4.976±0.191 0.217±0.029*
0.045±
0.006*

Valuesaremeans±SEof12mousepergroup(*p<0.05
vsHF)
1)Foodefficiencyratio
= bodyweightgain/Foodintake

Table3.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
onfoodintakeandFERinmicefed
high-fatdiet.

Fig.1.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on
bodyweightchangesinmicefedhigh-fat
diet.

Valuesaremeans±SEof12micepergroup(*p<0.05
NORvsHF).

3.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의

간의 량에 미치는 향

실험 종료 후 간의 량을 측정한 결과,정상식

이군(NOR)에서는 2.02±0.17g,고지방식이군(HF)

에서는 2.61±0.15g으로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간 량이 증가하 으며,한방식품군(C5,C10)에서는

각각 2.09±0.12g,1.95±0.10g으로 고지방식이군(HF)

에 비해 간의 량이 유의하게 감소하 다(Fig.2).

Fig.2.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on
liverweightchangesinmicefedhigh-fat
diet.

Valuesaremeans±SEof12micepergroup(*p<0.05vsHF).

4.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의

지방조직의 량에 미치는 향

고지방식이군(HF)에서의 부고환 지방조직

량은 3.51±0.40g으로 정상식이군(NOR)의 1.42±0.12

g에 비해 한 무게증가가 있었다.한방식품군

(C5,C10)에서는 각각 2.45±0.24g,1.37±0.28g으

로 용량 의존 으로 고지방식이군(HF)군에 비해

유의한 무게 감소를 보 다.따라서 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로 인한 체내 지방축 을 억제함에도

많은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정상식이군(NOR)의 신장주 지방조직 량은

0.51±0.06g,고지방식이군(HF)에서는 1.09±0.09g

으로 부고환 지방 변화와 유사하게 신장주 에서

도 지방조직 량이 증가하 다.그러나 한방식품

군(C5,C10)에서는 각각 0.61±0.09g,0.42±0.08g

으로 용량 의존 으로 고지방식이로 인한 지방축

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

었다.내장 지방 조직 한 정상식이군(NOR)에서

0.51±0.06g,고지방식이군(HF)에서는 1.14±0.13g

로 증가하 으며,한방식품군(C5,C10)에서는 각

각 0.66±0.08g,0.52±0.09g으로 용량 의존 으로

유의하게 고지방식이로 인한 체내 지방축 이 억

제됨을 볼 수 있었다.

BAT무게는 고지방식이군(HF)에서 0.27±0.03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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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정상식이군(NOR)의 0.16±0.02g에 비해 증

가하 으며,한방식품군(C5,C10)은 각각 0.17±

0.02g,0.10±0.02g으로 한방식품 식이 후 고지방

식이(HF)군에 비해 유의하게 용량 의존 으로

BAT조직무게가 감소하 다(Table4).

Table4.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
onadiposetissuechanges.

　 NOR HF C5 C10
Epididymal
fat

1.42±
0.12

3.51±
0.40

2.45±
0.24*

1.37±
0.28*

Perinephric
fat

0.51±
0.06

1.09±
0.09

0.61±
0.09*

0.42±
0.08*

Visceral
fat

0.51±
0.06

1.14±
0.13

0.66±
0.08*

0.52±
0.09*

BAT
0.16±
0.02

0.27±
0.03

0.17±
0.02*

0.10±
0.02*

Valuesaremeans±SEof12micepergroup(*p<0.05vsHF).

5.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의

ALT(Alanineaminotransferase),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에 활성에

미치는 향

고지방식이군(HF)의 ALT,AST활성은

각각 61.24±12.61U/L,123.65±7.31U/L인 것에 비

해,정상식이군(NOR)은 30.97±4.82U/L,67.80±14.55

U/L을 나타내었고, 용량 한방식품군(C5)에서

43.9±11.56U/L,92.18±9.30U/L,고용량 한방식품

군(C10)에서는 37.00±9.39U/L,89.87±5.09U/L로

낮은 활성을 나타내었다(Fig.3).

Fig.3.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on
theserumALT,ASTactivitychanges.

Valuesaremeans±SEof12micepergroup(*p<0.05vs
HF).

6.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의

총콜 스테롤 농도에 미치는 향

총콜 스테롤 수치는 정상식이군(NOR)

에서 237.33±15.60 mg/dL이었으나 고지방식이군

(HF)에서 260.57±23.60 mg/dL으로 증가되었다.

고지방식이와 한방식품을 동시에 여한 한방식품

군(C5,C10)에서는 각각 250.40±18.13mg/dL,252.50

±32.06mg/dL으로 고지방식이군(HF)에 비해 유

의성은 없었지만 콜 스테롤을 개선시켰다

(Fig.4).

7.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의

성지방 농도에 미치는 향

성지방의 농도는 정상식이군(NOR)에서

27.5±9.8mg/dl이었고,고지방식이군(HF)에서 33.00±6.74

mg/dl으로 정상군에 비해 증가하 다. 한 용

량 한방식품군(C5)에서는 13.00±3.16mg/dl으로 HF

군에 비해 하게 낮아졌으며,고용량 한방식품

군(C10)에서는 7.00±2.48mg/dl으로 용량 의존

이면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 다(Fig.5).

Fig.4.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on
theserumtotalcholesterolchanges.

Valuesaremeans±SEof12micepergroup(*p<0.05vs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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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on
theserumTriglyceridechanges.

Valuesaremeans±SEof12micepergroup(*p<0.05vs
HF).

8.한방식품이 고지방식이를 투여한 생쥐의

HDL-콜 스테롤,LDL-콜 스테롤 농

도에 미치는 향

HDL-콜 스테롤 수치는 정상식이군(NOR)에서

118.23±2.24mg/dl,고지방식이군(HF)에서 119.30±1.20

mg/dl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한방식품군(C5,

C10)에서 157.50±15.16mg/dl,136.18±15.70mg/dl

로 한방식품군에서 HF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하

다.그리고 LDL은 정상식이군(NOR)에서 17.48

±5.85mg/dl인 것에 비해 고지방식이군(HF)에서

30.18±2.75mg/dl로 증가하 고 한방식품군(C5,C10)

에서는 17.95±5.51mg/dl,17.233±7.67mg/dl로 감소

하여 지단백의 양상이 개선됨을 보 다(Fig.6).

Fig.6.Effectsofnaturaldietarysupplementon
theserumHDL,LDLactivitychanges.

Valuesaremeans±SEof12micepergroup(*p<0.05vs

HF).

Ⅳ.고 찰

비만은 단순히 외모상의 문제에서 그치지 않고,

심 계 질환이나 당뇨,호흡기 질환,골 염

같은 질병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세계 으

로 비만의 리에 많은 심이 모아지고 있다
17)
.

비만 치료를 해서 가장 근본 으로는 지방과 탄

수화물을 비롯한 식품의 섭취를 여 열량소모를

증가시키는 방법
6)
이 있지만,이런 방법은 자칫하

면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켜 건강에 문제 을 래

할 수도 있다
18)
.

따라서 최선의 치료방법은 체 조 을 한 식

사조 을 통해 섭취에 지를 감소시키거나 한

운동을 통해 소비 에 지를 늘리기 한 노력을

지속 으로 실시하여야 한다.체 조 을 할 경

우, 양 으로 균형 있는 식사를 하면서 열량 섭

취를 제한하여야 하며, 한 한 운동을 병행

하는 과학 인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5,6,19)
.

최근에는 약물요법보다 부작용이 으면서 효

과 으로 항비만을 개선시킬 수 있는 소재를 천연

물로부터 찾으려는 연구들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

으며,식사를 체할 수 있는 체 조 식품도 많

이 개발되고 있다.그리하여 본 실험에서도 한약

을 포함한 천연식품들을 조합하여 일반 식사 신

체 조 식품으로 응용할 수 있는 한방식품의 비

만에 미치는 효능을 알아보고 자 하 다.즉,6주

동안 한방식품 분말을 5%,10% 첨가한 고지방 식

이로 실험동물을 사육하면서 한방식품이 비만과

련된 체 변화,내장지방 지질에 미치

는 향을 찰하 다.

체 변화를 살펴보면 고지방식이군에 비하여

한방식품 5% 10% 식이군에서 각각 6%,14%

씩 감소하 고,한방식품 10% 식이군에서는 유의

성 있는 식이효율 억제와 체 감소를 가져왔다.

특히 10% 식이군에서는 정상군과 비슷한 체 변



140 최혜민,석장미,양재하,김상찬,김미려

화 양상을 보 다(Table3,Fig.1).한방식품군에

서 식이효율이 낮아진 것은 한방식품인 참슬림이

식이섭취량은 증가시켰으나 오히려 체 감소를 가

져왔으므로,섭식 억제가 아닌 다른 기 에 의해

체 조 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본 실험에서는 한국인의 식이패턴을 고려하여

탄수화물의 비율을 최 한 유지하면서 지방(15%)

콜 스테롤(0.2%)이 함유된 고지방식이로 비만

을 유도하 는데,고지방식이 투여 6주후 부검결

과 정상군에 비해 간 량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외 상의 간비 지방간 소견을 보 다.이

는 조직 소견 상 간의 지방과립 축 에 의한 지방

변성증 결과와도 일치하 다(미발표).그리고 한방

식품의 5%,10% 투여군에서는 각각 23%,27%의

유의성 있는 간 량 감소뿐 만 아니라 지방간 소

견의 개선 경향을 보여주었다(Fig.2).식이 과

량의 지질이 간으로 유입되었을 때 apoprotein과

결합하여 lipoprotein으로 배출되지 못하면 지방간

으로 되거나 간세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20)
.실험 결과 한방식품은 고지방

식이로 유도된 간 량을 개선시킴으로써 비만과

련된 지방간 등의 부작용을 방 는 개선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이와 더불어 한방식품

을 여한 그룹에서 부고환 지방 조직,신장주

복막하지방,내장지방,BAT 량과 같은 백색 지

방조직이 모두 고지방식이군(HF)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Table4).

이와 같이 고지방 식이나 고콜 스테롤 식이

후 간 무게 내장 지방조직이 증가하는 것은 여

러 보고들
21,22)
과 일치하는 결과이며 한방식품이

체내 여러 조직에서 지방의 축 을 억제시켜 체

의 증가를 억제하는 것으로 생각된다.비만증에서

의 체 증가는 피하지방보다 복강 내 지방조직과

더 하다는 Bjorntorp의 보고들
,23,24)
로 미루어

보아 한방식품 식이 후의 유의한 체지방감소는 비

만 방 항비만식품으로써의 사용 가능성에 더

큰 의미를 부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한 실험에 사용한 한방식품이 간기능에 미치

는 향을 찰하기 하여 장비특이성 효소인

ALT,AST 활성을 측정한 결과,고지방식이군

(HF)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ALT,AST활성을 보

다.그러나 한방식품군에서는 간기능을 나타내

는 지표 의 하나인 두 효소의 활성을 각각 유의

하게 감소시킴으로써 간기능 개선에도 도움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Fig.3).

총콜 스테롤 농도는 여러 보고들25-27)과

같이 고지방식이군에서 정상식이군에 비해 증가하

고,한방식품군에서는 고지방식이군보다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성은 찰

되지 않음으로써 콜 스테롤 하에는 한방

식품인 참슬림이 큰 향이 없음을 보여주었다

(Fig.4).그리고 Fig.5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성지방 농도는 정상식이군(NOR)에 비해 고지

방식이군(HF)에서 한 증가를 보임으로써,Cho

등
28)
과 Kang등

29)
의 연구보고와 일치하 고,한방

식품군(C)에서 용량 의존 으로 유의성 있는

성지방 농도개선을 보여주었다.

그리고 HDL-콜 스테롤은 세포질막에서 유리

된 콜 스테롤의 섭취 세포에서의 제거 뿐 아

니라 간으로 운반한 콜 스테롤의 이화작용을 증

가시키며 총콜 스테롤,LDL-콜 스테롤(LDL),

성지방의 청농도는 HDL수 과 반비례 계에

있다
30-32)
.본 실험 결과에서 고지방식이군에 비해

한방식품군에서 유의한 HDL의 함량 증가

를 보 다(Fig.6).이로 보아 한방식품 여는 고

지방식이로 인한 교란된 지질 사에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Gotto등
33)
의 연구

에 의하면 성지방이 일정 농도 이상으로 증가하

면 간에 있는 지방분해효소(lipase)의 활성이 증가

하여 상 으로 작고 단단한 LDL입자가 많이

생성하게 된다고 보고 하 다.따라서 본 실험결

과에서는 LDL 함량이 고지방식이군에서 증가하

으며,한방식품 여로 감소하는 것을 볼 수 있

었다(Fig.6).이 결과로 보아 한방식품 여는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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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식이로 변화된 지단백의양상을 개선시키는데

정 인 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된다.

결과 으로 검은콩,다시마,약콩,율무,검은 깨,

표고버섯,양 등
8-14)
등을 한 배합하여 제조한

한방식품인 참슬림 여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생쥐에서 체 조 체지방 축 억제

와 지질 사를 개선하는 함으로써 비만의 치

료와 방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Ⅴ.결 론

본 연구에서는 한방식품인 참슬림 여가 항비

만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하여 ICR계 mouse

를 고지방 식이와 함께 6주간 여 한 후 여러 변

화를 찰하 다.고지방식이군에서는 정상식이군

에 비해 체 ,식이효율,간 량, 간기능

련 효소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며,지방조직

량, 지질 함량이 하게 증가하 다.그

리고 한방식품군에서는 비만 생쥐의 체 ,식이효

율,간 량,지방조직 량, 지질 함량을 유

의하게 억제시켰으며, 간기능 련 효소의

활성도 유의하게 감소하 다.그러므로 참슬림

여는 고지방식이로 인한 체 증가 체지방 축

을 억제하고, 지질을 개선시킴으로써 항비

만 치료약물의 보조식품 뿐만 아니라 체 조 식

품으로써 비만의 치료와 방에 이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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