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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Samhwangsasim-tang (SST), Hwangryeonhaedok-tang (HHT), Ukgan-san (UGS), Onjunghwadam 
-hwan (OHH) and Samul-tang (SMT) have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various diseas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the anti-obesity effects of 5 herbal formulas in high fat diet-(HFD) induced obese mice.
  Methods : The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seven groups that were fed a normal diet (ND), a HFD, a HFD 
plus SST (HFD + SST), a HFD plus HHT (HFD + HHT), a HFD plus UGS (HFD + UGS), a HFD plus OHH (HFD + 
OHH), or HFD plus SMT (HFD + SMT) at 300 mg/kg/day for 7 weeks. All groups were assayed for body weights, 
food efficiency ratio (FER), final liver and fat weight and blood biochemic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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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esults : The increased body weights, food efficiency ratio (FER), and serum total triglyceride were decreased 
in HFD + OHH group relative to the same measurements in HFD group. Furthermore, the HFD + SST group 
significantly reduced FER, liver and abdominal subcutaneous fat weight gains, and serum total triglyceride, 
whereas HDL-cholesterol level was increased compared to HFD group. 
  Conclusions :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HFD + OHH and HFD + SST exert anti-obesity effects in HFD- 
induced obese mice.

Keyword : 5 herbal formulas, Anti-obesity effects,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Onjunghwadam-hwan, 
Samhwangsasim-tang

Ⅰ. 서     론

1)

비만은 에너지 섭취와 소비간의 불균형에 의해 섭

취가 소비보다 증가할 때 발생되며, 최근 식생활의 

변화와 신체 활동량의 감소로 한국인의 비만 유병률

은 1998년부터 10년간 5% 정도 증가하는 추세이다1,2). 

또한 비만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동맥경화 등의 

대사성 질환의 발생을 증가시키는 위험요소로 보고되

고 있어3,4), 비만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으면 광범

위하고도 심각한 건강상의 문제를 초래할 수 있으므

로 이에 대한 예방과 관리가 필요하다. 

적절한 비만 관리 및 치료를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약물요법이 시행되고 있고, 그 중에서도 여러 작용기

전에 따라 비만치료제가 개발되고 있지만 부작용을 

야기할 수 있어 보다 안전한 천연물 유래 항비만 소

재 개발이 더욱 절실하게 요구되고 있으며, 최근에는 

오래전부터 사용된 경험을 바탕으로 축적된 근거중심

의 한약재나 한약처방을 활용한 비만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5-11). 특히 최근 문헌과 임상 경험을 

통해 발전해 온 한약처방을 근거로 한 과학적 연구가 

점차 진행되면서 그 중에서도 방풍통성산이 비만치료

제로 시판되고 있어 한약처방의 비만 예방 및 치료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되고 있는 추세이다.

 한의학에서 비만의 원인을 주로 痰, 濕, 氣滯, 瘀血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판단하며, 치료방법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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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물요법, 식욕억제, 행동요법 등을 시행하고 있고, 이 

중에서도 약물요법의 치료법으로 瘀血을 운행시키고, 

痰을 없애며, 活血祛瘀 하는 등의 치료법을 실시하고 

있다12). 비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臟腑는 脾, 肝, 腎

이며, 그 원인을 病機에 따라 분류하면 氣虛, 脾虛, 腎

虛, 脾胃實熱, 肝氣鬱滯, 氣滯血瘀, 食積痰飮, 脾濕痰

濁, 多痰 등으로 나눌 수 있다. 또한 辨證 유형별로는 

脾虛濕阻, 脾胃實熱, 脾腎陽虛, 氣滯血瘀, 肝氣鬱結 등 

여러 유형으로 분류된다13).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비

만의 辨證 유형 중 實證에 해당하는 痰濕, 實熱, 氣鬱, 

瘀血 각 證별로 대표적인 처방을 선정하여 항비만 효

능을 비교하였다. 처방 선정의 원칙으로 東醫寶鑑 등 

한의문헌에서 痰濕·瘀血 등 비만의 원인 病機에 활용

되었던 처방, 현대 한방에서 제제화되어 널리 활용되

는 처방, 구성 약물의 수가 7종 이내로 단순한 처방, 

구성 약물에 독성 약재가 포함되지 않은 처방을 우선

으로 정하였다. 이에 따라 痰濕에 활용되는 溫中化痰

丸, 實熱에 쓰이는 黃連解毒湯과 三黃瀉心湯, 氣鬱에 

응용되는 抑肝散, 瘀血의 기본 방제인 四物湯 등 5종의 

처방을 선정하였다.

선정된 주요 처방 5종에 대한 비만관련 연구를 살

펴보면 三黃瀉心湯 (Samhwangsasim-tang, SST)은 

고지혈증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었고14,15), 黃

連解毒湯 (Hwangryeonhaedok-tang, HHT)은 고지

혈증 및 항비만 효과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으나
14,16,17), 그 외 四物湯, 抑肝散, 溫中化痰丸의 비만에 

관한 연구는 거의 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다. 현재까

지 한약재나 한약처방을 활용한 연구를 통하여 비만

에 관해 많은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지만, 주요 한약

처방들에 대한 비만효과 비교 연구는 많이 되어 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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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은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주요 한약처방 5

종에 대한 항비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고지방식이

로 유도된 마우스에 경구투여한 후, 체중변화, 식이

섭취량, 간, 복부 및 피하 지방 조직, 혈중 생화학적 

분석 등을 조사하여 체중 조절 및 체지방 개선 효과

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재료로 사용된 한약재는 광명당제약 (울산)에

서 구입하였고, 본 실험에 사용한 처방 三黃瀉心湯 

(Samhwangsasim-tang, SST), 黃連解毒湯 (Hwang- 

eonedok-tang, HHT), 抑肝散 (Ukgan-san, UGS), 

溫中化痰丸 (Onjunghwadam-hwan, OHH), 四物湯 

(Samul-tang, SMT)에 대한 한 첩의 구성과 비율은 

Table 1에 표시한 바와 같다.

구성된 처방 5종의 약재 총량에 대한 10배의 증류

수를 넣고 열수 추출하여 여과한 다음, 10 mL를 취하

고 건조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추출물의 농도 및 수율

을 환산하고, 투여용량 (300 mg/kg/ day)에 맞게 농

축 또는 증류수로 희석하여 시험시료들을 제조하였다.

2. 실험동물

 1) 실험디자인

실험동물은 6주령 수컷 C57BL/6J 마우스를 Jackson 

Lab에서 공급받아 일정한 조건 (온도: 25±2℃, 습도: 

50±5%, 명암 : 12시간 light/dark cycle)하에서 2주 

동안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비만유도를 

위해 마우스의 체중이 약 24 g 이상 되는 8주령부터 

7주 동안 Obesity Diet Formulas (D12492) 60 kcal % 

고지방사료를 섭취시키면서, 대상처방 5종 추출물을 

300 mg/kg/day 용량으로 존데를 사용하여 1일 1회 

경구 투여 하였다.

실험군은 각 군당 8 마리씩 총 7군으로 구성하였고, 

정상식이군 (Normal diet, ND), 고지방식이 대조군 

(high fat diet, HFD), 고지방식이 + 삼황사심탕 

투여군 (HFD plus SST, 300 mg/kg), 고지방식이 + 

황련해독탕 투여군 (HFD plus HHT, 300 mg/kg), 

고지방식이 + 억간산 투여군 (HFD plus UGS, 300 

mg/kg), 고지방식이 + 온중화담환 투여군 (HFD plus 

OHH, 300 mg/kg), 고지방식이 + 사물탕 투여군 

(HFD plus SMT, 300 mg/kg)으로 나누어 7주간 

물과 함께 식이를 자유 급이 방법으로 공급하였다.

 

2) 체중 및 식이섭취 효율 측정

실험군들은 고지방식이와 한약처방 5종을 7주간 

병행투여 하였고, 체중과 식이섭취량은 매주 한번 측정 

Prescriptions 
of name Herbal medicine name　 Amount 

(g)

Samhwangs
asim-tang 

(SST)

大黃 Rhei Radix et Rhizoma 6

黃連 Coptidis Rhizoma 6

黃芩 Scutellariae Radix 6

Hwangryeon
haedok-tang 

(HHT)

黃連 Coptidis Rhizoma 5

黃芩 Scutellariae Radix 5

黃柏 Phellodendri Cortex 5

梔子 Gardeniae Fructus 5

Ukgan-san 
(UGS)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8

白朮 Atractylodis Rhizoma 
Alba 8

茯苓 Poria Sclerotium 8

釣鉤藤 Uncariae Ramulus cum 
Uncus 8

川芎 Cnidii Rhizoma 5

柴胡 Bupleuri Radix 4

甘草 Glycyrrhizae Radix et 
Rhizoma 4

Onjunghwad
am-hwan 

(OHH)

靑皮 Citri Unshius 
Pericarpium  Immaturus 4

陳皮 Citri Unshius 
Pericarpium 4

高良薑 Alpiniae Officinari 
Rhizoma 4

乾薑 Zingiberis Rhizoma 4

Samul-tang 
(SMT)

熟地黃 Rehmanniae Radix 
Preparata 5

芍藥 Paeoniae Radix 5

當歸 Angelicae Gigantis 
Radix 5

川芎 Cnidii Rhizoma 5

Table 1. Composition of 5 Herbal Formul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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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기록하였다. 식이섭취 효율 (Food efficiency ratio, 

FER)은 실험기간에 증가한 체중 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에 섭취한 식이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3) 지방조직 중량 측정

한약처방 5종의 7주간 투여 후 각 실험동물의 간, 

복부 피하지방 (abdominal subcutaneous fat)과 부고 

환주위 백색 복부 지방량 (Epididymal adipose tissue) 

으로 구분하여 적출 후 간 및 지방조직의 중량을 산출 

하였다.

4) 혈액 생화학적 분석

실험 종료 시점의 마우스를 15 시간 절식시킨 후 

해부하였다. 혈액 시료는 원심분리기롤 이용하여 

(2000×g, 15분) 원심분리 한 다음 분리된 혈청은 

분석할 때 까지 –70℃에 보관하였다. 한약처방 5종의 

7주간 투여 후 각 실험동물로부터 분리한 혈청에서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HDL-콜레스테롤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LDL- 

콜레스테롤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중성지방 (Triglyceride)의 함량 및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크레아티닌 (creatinine) 함량을 생화학자동분석기 

(Hitachi-720, Hitachi Medical, Japan)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3. 통계처리

본 실험으로부터 얻은 결과는 mean±SD로 기록하 

였고, 유의성 검증은 Student’s T-test 분석방법을 

이용하여 검정하였다.

Ⅲ. 결     과

1. 한약처방 5종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

스의 체중 및 식이섭취효율 변화

한약처방 5종이 비만 유도된 마우스에서 항비만 효

과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실험기간 동안 실험 

동물의 체중증가량 및 식이섭취효율에 대한 결과는 Fig. 1

에 나타내었다. 정상 식이군 (ND)에 비해 고지방 식이 

대조군 (HFD)의 최종 체중은  31.4% 증가하여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 그에 비해 고지방식이와 한약처방 

5종을 7주간 동시 섭취한 결과군에서는 HFD군에 비

해 HFD+OHH군에서 체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체중증가량과 식이섭취량의 비율로 살펴본 식이섭

취효율에서는 HFD군이 ND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고지방식이로 인해 체중이 증가하는 것을 확

인할 수 있었다. 또한 한약처방 5종 섭취군에서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그 중에서도 HFD+SST군

과 HFD+OHH군이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SST와 OHH를 투여한 마우

스에서 고지방식이에 의해 유도된 체중증가에 억제효

과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Figure 1. The effect of five herbal formulas on body weight 
and food efficiency ratio in HFD-induced obese mice.
(A) Body weight and (B) food efficiency ratio.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ND and HFD groups: ###p<0.001.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between the HFD and the 
HFD + SST, HFD + HHT, HFD + UGS, HFD + OHH, HFD + SMT 
groups: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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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약처방 5종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

의 간 및 지방 무게 변화

고지방식이와 한약처방 5종을 7주간 공급한 마우

스의 간 및 지방조직 중량을 비교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한약처방 5종이 지방축적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

기 위해 마우스를 희생시킨 다음 지방조직을 제거하고

중량을 측정한 결과, 지방 조직의 무게 중 복부 피하

지방 (abdominal subcutaneous fat) 무게는 HFD군

에 비해 HFD+SST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부고

환주위 백색 복부 지방량 (Epididymal adipose tissue) 

무게에서는 한약처방 5종 모두 유의적인 변화가 나타

나지 않았다. 간 중량은 ND군에 비해 HFD군이 다소 

높았으나,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고, 한약처

Figure 2. The effects of five herbal formulas on final fat 
weight and liver weight in HFD-fed obese mice.
(A) Final Abdominal subcutaneous fat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B) Final liver weight.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8). ###p<0.001 compared with the ND groups.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HFD groups. Abdominal 
subcutaneous fat and epididymal adipose tissue 

5종 중 HFD+SST군에서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3. 한약처방 5종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

스의 혈중 지질변화

고지방식이와 한약처방 5종을 첨가하여 섭취한 마

우스의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콜레

스테롤,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Fig. 3에 나타내었

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수준은 HFD군이 ND군과 비

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한약처방 섭취군 5

종 모두에게서 HFD군에 비해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

나지 않았다. 혈청 중성지방 함량은 HFD군이 ND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한약처방 섭취군 

중 HFD+SST, HFD+UGS, HFD+OHH 세 군의 혈청 

중성지방 함량은 HFD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 HDL-콜레스테롤 수준은 HFD군이 ND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HFD+SST군에

서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

났다. 또한, 혈청 LDL-콜레스테롤 수준은 HFD군이

ND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HFD군에 

비해 한약처방 5군 모두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다. 

4. 한약처방 5종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

스의 혈중 간, 신장 손상지표 변화

한약처방 5종 섭취시 잠재된 독성 효과를 평가하

기 위해 간, 신장 손상지표를 측정한 결과는 Fig. 4에 

나타내었다. 간 기능 효소인 AST, ALT 수준은 ND군

에 비해 HFD군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AST 함

량은 한약처방 5군 모두 HFD와 비교하여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ALT 함량은 HFD+SST, HFD+ 

OHH 군에서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실험군 모두 혈액 내 AST와 ALT 함량은 정상범위 수

준에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18). 또한, 신장 

기능의 지표가 되는 크레아티닌 농도는 모든 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정상 범위 내에 있

는 것을 알 수 있었다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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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he effects of five herbal formulas on blood lipid parameters in HFD-fed obese mice.
(A) Total cholesterol, (B) Triglyceride, (C) HDL-cholesterol, (D) LDL-choleste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D (n=8).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ND groups.*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HFD groups.

Figure 4. The effects of five herbal formulas on AST, ALT and creatinine levels in HFD-fed obese mice.
(A) AST and ALT (B) Creatinine.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SD (n=8).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ND groups.*p<0.05 
compared with the HFD groups.

Ⅳ. 고     찰 

현재 한약처방 중 비만치료제로 방풍통성산이 사

용되고 있고, 최근 문헌과 임상 경험을 근거로한 한

방처방에 대한 비만 예방 및 효과 연구가 활발하게 

보고되고 있다5-11,19,20).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만의 

辨證 유형별 대표적인 처방 5종에 대한 항비만 효과

를 살펴보기 위해 고지방식이 섭취로 유도된 마우스

를 정상식이군 (NC), 고지방식이 섭취군 (HFD), 한

약처방 5군 (SST, HHT, UGS, OHH, SMT) 총 7군으

로 나누어 300 mg/kg/day 용량으로 7주 동안 체중 

및 식이섭취효율 변화, 간 및 지방조직 무게 변화, 혈

액 생화학적 지표 변화를 분석하였다.

비만 시 체중 증가는 조직내 지방의 무게 증가 및 

축적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체중은 비만

을 치료하고 측정하는데, 가장 중요한 항목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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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다21). 고지방식이와 한약처방 5종을 7주간 동

시 섭취한 마우스의 체중 변화 관찰 결과, HFD군을 

급여한 모든 군에서 ND군에 비해 현저한 체중 증가

를 보였으며, HFD+OHH군이 HFD군과 비교하였을 

때 체중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한편, 식이섭취효

율 결과에서는 HFD+SST군과 HFD+OHH군이 HFD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나 SST와 OHH가 효

율적인 체중 감소 효과가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체중변화에 있어 일반적으로 고지방식이의 섭취는 

비만을 유발시킬 수 있는 다양한 항목들에게 영향을 

미치며, 최종적으로 고지방식이 섭취시 일반 사료 섭

취시보다 지방조직의 무게가 증가되며, 고지방 또는 

고콜레스테롤의 섭취 증가는 간의 지질대사의 문제를 

초래하여 간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함량 증가 및 

간 무게가 증가되어진다고 한다22). 한약처방 5종에 

의한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 마우스의 간 및 지방 무

게 변화에서 HFD+SST군이 HFD군에 비해 간 및 복

부 피하 지방이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통해 

SST는 고지방 식이로 인한 간 및 지방조직의 지방축

적을 억제하여 체지방 감소에 효과적임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본 결과는 삼황사심탕 엑스가 고지혈증 유

발 흰쥐의 체중 및 간 중량의 증가를 억제시킨다는 

결과 보고와 일치하였다14).

혈청 중성지방 함량은 HFD+SST, HFD+UGS, HFD 

+OHH군에서 고지방식이 유도에 의해 증가한 중성지

방 함량을 유의적으로 낮추었고, HDL-콜레스테롤 수

준은 HFD+SST군에서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혈액 내 중성지방 농도 증가는 관상 동맥 

심혈관 질환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비만은 

당뇨병 및 고지혈증, 고혈압 등에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23,24),혈액 생화학적 지표 감소에 효과를 보인 

SST, UGS, OHH의 섭취는 중성지방 함량을 유의적

으로 낮추어 고중성 지방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혈액 내 HDL-콜레스테롤

과 LDL-콜레스테롤은 관상심장질환과 직접적인 상

관관계가 있으며25), SST를 섭취한 군에서 전반적으

로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증가시키고, LDL-콜레

스테롤 함량은 낮추는 경향을 보여 SST 섭취가 관상

심장질환의 예방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 

등14)의 보고에 의하면 삼황사심탕 엑스의 농도별 섭

취는 고지혈증 유발 흰쥐 대조군 대비 혈중 지질, 총

콜레스테롤 수준을 억제하였고, 이 등15)의 결과에서

는 삼황사심탕 약침이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LDL-콜

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나 삼황사심

탕이 고지혈증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였다. 선행보고

와 본 결과의 비교시 혈액내 생화학적 지표 변화 여

부에 다소 차이가 있었지만 삼황사심탕이 혈중 지질 

저하에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AST, ALT 효소는 간세포 내에 존재하

는 효소로 지방간이나 알코올의 섭취, 과체중 등에 

의해 간에 염증이나 세포의 파괴가 일어나게 되면 정

상 수준보다 더 많은 AST, ALT가 혈액 속으로 분비

된다. 간 손상 여부를 판단하는 중요한 지표인 혈중 

AST, ALT 수준이 고지방식이에 의해 ND군과 비교해 

보았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모든 군에서 정

상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신장 손상 지표인 

크레아티닌 농도도 모두 정상 수준에 있는 것으로 나

타나18), 본 결과를 통해 한약처방 5종은 7주 동안 투

여된 300 mg/kg/day 용량 수준에서 부작용이 거의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결과를 통해 체중 조절 및 체지방 개선에 탁

월한 효과를 보인 三黃瀉心湯은 大黃, 黃芩과 黃連으

로 구성되어진 복합처방으로 각 구성 약물들에 대한 

비만 관련 실험적 연구를 살펴보면, 황금, 황련, 대황

의 항고지혈증 효과26)와 대황의 혈중 지질 및 관련 효

소활성과 고지혈증에 대한 효능27,28)이 보고되었다. 또

한 溫中化痰丸은 본 결과에서 체중감소 및 혈중 지질 

저하 효과를 처음으로 확인할 수 있었고, 靑皮, 陳皮, 

高良薑, 乾薑의 구성약물 중 진피 추출물의 혈중 지질 

개선 및 체지방 개선 효과29)와 생강이 비만 예방 효과
30)가 보고되었지만, 본 처방의 효과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상의 실험결과 고지방식이와 함께 급여한 한약

처방 5종 중 에서도 탁월한 효과를 보인 SST와 OHH

는 비만의 치료 약물로 활용가능성이 높다고 생각되

며, 추후 작용기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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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     론

본 연구는 비만 변증 유형별 대표적 처방 5종에 대

한 항비만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고지방식이로 유도

된 마우스의 체중변화, 간, 지방 조직 변화 및 혈중 

생화학적 지표 변화를 살펴보았다. 주요 한약처방 5

종 중에서도 본 실험에서 탁월한 항비만 효과를 보인 

三黃瀉心湯과 溫中化痰丸은 체중, 간 및 지방 조직의 

무게 감소와 더불어 혈청 지질 농도를 개선시키는 것

으로 나타나, 본 처방들은 유용한 항비만 소재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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