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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가피를 활용한 음료인 BS-01이 비만 생쥐의 체   

청 내 지질 함량에 미치는 실험  효과

김형우․김경윤1․이상 ․김계엽1․ 병 2․이석진․정 우*

동신 학교 한의과 학, 1 : 동신 학교 보건복지 학, 2 : 동신 학교 공과 학

Immuno-stimulating Effects of BS-01 Made Using Extract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on the Body Weight and Serum Lipid Level 

in Obesity-induced Mice

Hyung Woo Kim, Kyung Yoon Kim1, Sang Young Lee, Gye Yeop Kim1, Byung Gwan Jeon2, 

Seok Jin Lee, Hyun Woo Jeong*

College of Korean Medicine, 1 : College of Health and Welfare, 2 : College of Industry, Dongshin University

     Hyperlipidemia has been treated as one of the most important etiological cause factor in 21th century. The cortex 

and root of Acanthopanax sessiliflorus (AR), a herbal medicine, have been used for several diseases including 

cardiovascular diseases in Oriental countries. Recently, we reported that AR has anti-hyperlipidemic action. BS-01 was 

made using extract from AR. For these reasons,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BS-01 as anti-hyperlipidemic drug 

through measurement of body weights, cholesterol levels, total lipid, phospholipid in serum. In our results, mice 

induced by high fat diet elevated body weight level compared to naive group. And total lipid in serum was also 

elevated by induction of hyperlipidemia. In BS-01 group, body weight of mice was lowered significantly compared to 

that of control group. Oral administration of BS-01 decrease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 back to that of 

naive mice. HDL and LDL cholesterol levels were not affected by BS-01. In addition, total lipid level, which elevated 

by induction of hyperlipidemia was also lowered by oral administration of BS-01. Finally, free fatty acid level was 

lowered in BS-01 group. These results demonstrate that BS-01 lowered body weight and titers involved in 

hyperlipdemia such as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and total lipid. In these results, we demonstrate that 

BS-01 has anti-hyperlipidemic action.


Key words : Acanthopanax sessiliflorus, herbal medicine, hyperlipidemia, anti-hyperlipidemic agent, cholesterol
  

* 교신 자 : 정 우, 남 나주시 호동 252 동신 학교 한의과 학

․E-mail : hwdolsan@dsu.ac.kr,  ․Tel : 061-330-3524

․ 수 : 2008/09/05  ․수정 : 2008/09/24  ․채택 : 2008/10/08

서    론

    五加皮는 두릅나무 (Araliaceae)에 속하는 오갈피나무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는 기타 동속 근연 식물의 

根皮  樹皮로 규정 하고 있다1,2). 五加皮에 한 최  기록은 

≪神農本草經≫2,3)에 “五加皮味辛溫主心腹疝氣腹痛益氣療躄 兒

不能行疽創陰蝕一名豺漆” 이라고 한 것을 들 수 있으며, 한의학계

에서는 그 효능을 祛風濕, 强筋骨, 補肝腎으로 규정하여 關節炎, 

筋骨無力, 萎弱 등과 水腫  便不利 등에 활용하여 왔다
4,5).

    1969년 Brekhman 등
6)에 의하여 五加皮 뿌리에서 lignan계 

배당체의 분리  면역 기능이 보고 된 이후로 五加皮는 각  받

는 연구 상  하나가 되었으며, 각종 구성 성분의 분석과 면역, 

항암, 항스트 스, 항당뇨, 항방사능, 항 바이러스 작용  류마토

이드 염에 한 보고등 범 한 연구가 진행 되었다6-11). 

    본 연구진은 五加皮의 근피  수피에 하여 몇가지 추출

법  처리 과정을 용하면서 다양한 활성을 검증하여 보고 

하 다12-15)
. 이 에서 五加皮의 항비만과 련된 보고로는 오가

피 추출액이 면역, 항암  비만에 미치는 실험  효과12)와 노14)

의 오가피 Ethyl Alcohol 추출물이 뇌 류역학  비만에 미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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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 오가피 에탄올 추출물이 마우스의 체   청 내 지질 

함량에 미치는 효과16)
를 들 수 있다. 

    이러한 연구들을 통하여 본 연구진은 다양한 오가피의 추출

물 들이 항비만 효과를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이에 착

안하여 오가피 추출물을 주원료로한 건강 보조 음료인 BS-01을 

개발 하 다. BS-01은 오가피 수피 뿐만 아니라 잎이 함유되어 

있으며, 이 외에 갈매나무과(鼠李科 : Rhamnaceae)에 속한 落葉

灌朮인 추 Zizyphus jujuba Mill. var. inermis Rehder의 성숙한 

果實을 건조4)
한, 大棗, 칡 Pueraria thunbergiana Bentham (콩과 

Leguminosae)의 주피를 제거한 뿌리
4)
인 葛根, 콩과(豆科 : 

Leguminosae)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光果甘草(유럽감 ) 

Glycyrrhiza glabra L.의 근을 건조4)
한 甘草, 산형과(繖形科 ; 

Umbelliferae)에 속한 다년생 본인 당귀 Angelica sinensis 

(OLIV.) DIELS의 뿌리를 건조4)시킨 當歸, 녹나무과 (樟科 ; 

Lauraceae)에 속한 常綠喬木인 肉桂 Cinnamomum cassia Presl의 

樹皮를 건조4)한 것 桂皮, 미나리과(繖形科; Umbelliferae)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천궁 Ligusticum chuanxiong Hort의 근경을 건조4)

한 川芎이 함유되어 있는 건강 음료이다. 

    본 연구는 개발 되어 시  인 BS-01이 고지 증 생쥐의 체

   지질을 낮추어  수 있는지의 가능성을 검증하기 

하여 진행되었다. 이에 본 자들은 고지방식이를 이용하여 생쥐

에 고지 증을 유발하고, BS-01을 투여한 다음 체    콜

스테롤  지질에 미치는 향을 찰한 결과 유의한 결과가 

도출되어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동물

    동물은 ICR계 30 g내외의 수컷 생쥐를 (주) 다물 사이언스에

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사육조건은 항온항습장치가 부착된 사

육장에서 고형사료와 1 차 증류수를 충분히 공 하면서 실험실 

환경 (실내온도 24±2 ℃, 습도 55±5%, 12 시간 dark/light)에 1주

일 이상 응시킨 후 사용하 다.

 2) 시료

    연구에 사용된 BS-01은 동양 BS (나주, 한국)에서 생산, 매 

인 제품으로 동양 BS로부터 기증 받아 사용하 다. BS-01의 조

성은 Table 1과 같으며, 열수추출 방식으로 제품을 생산하고 있

다. 기증받은 BS-01은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Japan)에 넣어 감압 농축한 다음, 동결 건조 하여 powder로 만들

었다. 만들어진 powder는 사용 시 까지 -20℃에서 보 되었으며, 

실험 동물에게는 증류수(D/W)에 녹인 다음 투여 되었다. 

2. 방법

 1) 비만유도  실험군 분류

    생쥐를 각 군에 8 마리씩 배정하여, 일반 사료와 증류수만을 

5 주 동안 투여한 정상군(Normal), 고지방 식이사료와 증류수만

을 5 주 동안 투여한 조군(Control), 고지방 식이사료와 BS-01 

500 ㎎/㎏/mouse/day를 5 주 동안 투여한 BS500군, 고지방 식

이사료와 BS-01 700 ㎎/㎏/mouse/day를 5 주 동안 투여한 

BS700 군으로 분류하여 진행하 다. 고지방 식이사료의 조성과 

열량은 다음과 같다(Table 2).

 2) 체 측정 

    각 군의 생쥐를 실험 첫 날과 실험종료 직 에 자 울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3) 채   청 지질함량 측정

    각 군의 생쥐를 상기의 방법 로 5 주간 사육한 후, 처치하

기 12 시간 에 식시켰다. 청 검사를 하여 심장 천자를 

통해 채 한 다음 상온에서 30 분 방치한 후 3,000 g에서 30 분 

원심 분리하여 청을 얻었다. 청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 함량은 

Enzymetric method를 이용하여 원리17,18)하에 각각의 용시약 

(Randox, U.K.)을 이용하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

정하 다. 청  free fatty acid, phospholipid 함량은 

colorimetry method 원리
19)하에 NEFA (ShinYang, Korea) 시약

을 이용하여 COBAS MIRA PLUS (Roche, Switz)로 측정하 다. 

청  total lipid 함량은 Enzymetric method 원리18)하에 total 

lipid (ShinYang, Korea) 용시약을 이용하여 ADVIA 1650 

(JEOL, Japan)으로 측정하 다.

3. 통계처리

    통계처리 로그램으로는 SigmaPlot 2004 (window version 

9.0, systat software Inc.)을 사용하 으며, student's t-test를 시행

하여 P-value값이 0.05 미만인 경우에만 유의성을 인정하 다.

Table 1. Components of BS-01

약재명 함유비(%, w/w) 비 고

五加皮
大棗
葛根
甘草
當歸
桂皮
川芎

63.5a)

15.4
11.5
3.8
3.1
1.9
0.8

수피 : 잎 = 80 : 3 (w/w)

계 100.0

a) 건조된 각 약재의 총량에 한 량비

Table 2. Contents and calories of high fat diet (Bio-Serv's Product 

#F4341)

PROXIMATE PROFILE CALORIC PROFILE

Protein 20.0% Protein 0.854 kcal/gm

Fat 20.0% Fat 1.768 kcal/gm

Fiber  5.5% Carbohydrate 1.663 kcal/gm

Ash  4.4%

Moisture  10.0%

Carbohydrate 42.1% Total 4.285 kcal/gm

결    과

1. 체 에 미치는 효과

    BS-01이 고지 증이 유발된 비만 생쥐에 미치는 효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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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하기 하여 고지방 식이와 함께 BS-01을 5주간 투여하고 연

구 종료 시에 체 에 미치는 향을 측정한 결과 Control군의 체

을 100%로 하 을 때, Normal군의 경우 49±8%로 Control군이 

Normal군에 비하여 2배 이상의 체  증가를 보 고 (P < 0.001), 

BS500군의 경우 84±7%로 Control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하지는 않았다. BS700군은 55±15%를 보여 Control

군에 비하여 유의한 체  감소 (P < 0.01)를 보 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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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BS-01 on changes in body weights in 

hyperlipidemic mice. Body weights were measured on day 1 and the end of 
the experiment. All data were represented as average weights, which were 

expressed as percentages of weight on day 1. Normal : naive mice, Control : 

hyperlipidemic mice, BS500 : 5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BS700 

: 7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P<0.001, **P < 0.01 compared to control. 

2. 청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함량

에 미치는 효과

    BS-01의 항고지 증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재료  방법

에서 논술 한 로 실험을 진행 한 다음 청에서 cholesterol함

량을 측정한 결과 total cholesterol은 Control군에서 유의한 상승

(P < 0.001)을 보 고, BS-01의 투여는 두 가지 농도에서 모두 

total cholesterol 상승을 유의한 수 으로 억제 하 다(P < 0.05). 

Control군의 농도를 100%로 하 을 때, BS500  BS700군의 

total cholesterol 농도는 각각 89±4%, 86±4% 다(Fig. 2A). 

HDL-cholesterol은 Control군에서 Normal군과 유의한 감소 (P < 

0.05)를 보 다. 모든 실험군에서 HDL-cholesterol의 농도에는 특

별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B). LDL-cholesterol은 Control

군에서 Normal군과 유의한 증가 (P<0.001)를 보 다. 두 가지 농

도 투여군 모두에서 LDL-cholesterol의 청 농도에는 특별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2C).

3. 청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함량에 미치는 향

    BS-01이 청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함량에 미치는 

효과를 알아보기 하여 재료  방법에서 논술 한 로 실험을 

진행 한 다음 청에서 triglyceride  free fatty acid 함량을 측

정한 결과 triglyceride는 Control군에서 유의한 상승(P < 0.001)

을 보 고, BS-01의 투여는 두 가지 농도에서 모두 triglyceride 

상승을 유의한 수 으로 억제 하 다 (P < 0.01). Control군의 농

도를 100%로 하 을 때, BS500  BS700군의 triglyceride 농도는 

각각 83±2%, 75±5% 다(Fig. 3A). 청 free fatty acid 함량은 

Control군에서 유의한 상승(P < 0.001)을 보 고, BS-01의 투여는 

두 가지 농도에서 모두 free fatty acid 상승을 유의한 수 으로 

억제 하 다 (P < 0.001). Control군의 농도를 100%로 하 을 때, 

BS500  BS700군의 free fatty acid 농도는 각각 91±2%, 90±2%

다(Fig. 3B)

4. 청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에 미치는 향

    BS-01이 청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에 미치는 효

과를 알아보기 하여 재료  방법에서 논술 한 로 실험을 진

행 한 다음 청에서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을 측정한 

결과 total lipid는 Control군에서 유의한 상승(P < 0.001)을 보

고, BS-01의 투여는 BS700군에서 total lipid 상승을 유의한 수

으로 억제 하 다 (P < 0.05). Control군의 농도를 100%로 하 을 

때, BS700군의 total lipid 농도는 77±3% 다 (Fig. 4A). 청 

phospholipid 함량은 모든 군에서 유의할 만한 변화를 보이지 않

았다(Fig. 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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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BS-01 on serum cholesterol levels in 

hyperlipidemic mic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levels in serum were measured using enzymetric method. (A) Total cholesterol, (B) 

HDL-cholesterol, (C) LDL-cholesterol. Normal : naive mice, Control : hyperlipidemic 

mice, BS500 : 5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BS700 : 7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P <0.05, ###P 

<0.001, *P < 0.05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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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BS-01 on serum triglyceride and free fatty acid 

levels in hyperlipidemic mic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levels in serum were measured using enzymetric method. (A) 

triglyceride, (B) free fatty acid. Normal : naive mice, Control : hyperlipidemic mice, 

BS500 : 5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BS700 : 7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P <0.001, **P 

< 0.01, ***P <0.001 compared to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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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BS-01 on serum total lipid and phospholipid levels 

in hyperlipidemic mice. Total lipid level in serum was measured using 
enzymetric method. Phospholipid level in serum was measured using colorimetry 

method. (A) total lipid, (B) phospholipid. Normal : naive mice, Control : 

hyperlipidemic mice, BS500 : 5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BS700 

: 700 mg/kg/day of BS-01 administered mice.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P <0.001, *P < 0.05 compared to control. 

고    찰

    본 연구에 사용된 BS-01은 농산물시장개방시 에 부응할 수 

있는 고소득 체작물로서의 가능성을 검토하여 농 경제의 활

성화를 이루고, 가공  유통과정에서의 소득창출과 고용증 를 

꾀하는 것을 목 으로 개발된 건강 음료
20)

로 두릅나무과에 속한 

낙엽 목인 오갈피 나무의 근피를 원료로 하여 만들어졌다. 

    최근 들어 오갈피 나무에 한 심이 증 되면서 많은 연

구자들이 오갈피의 효능  유효 성분에 하여 연구를 진행하

고 있다. 이러한 추세에 발맞추어 본 연구진은 오갈피 나무의 항

콜 스테롤 작용, 항비만 작용 등에 한 연구를 수행 하 다
12,14)

. 본 자들은 보고서에서 오가피의 열수 추출물이 고지 증

이 유발된 체    총 콜 스테롤 함량을 감소시킴을 보고 

하 다12). 특히 50% ethyl alcohol로 추출한 오갈피 나무 추출물

이 비만에 미치는 효과를 찰한 결과16)에서도 잎, 기, 뿌리 추

출물이 모두 유의한 체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지만 그 에서

도 오갈피 나무의 뿌리 추출물이 체  감소와 함께 청  

HDL-cholesterol 함량을 증가시켰음은 물론 청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켜 비만을 치료할 수 있

는 약물로 활용될 수 있음을 제시하 다. 한, 노14) 역시 오갈피 

나무의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기나, 잎의 에탄올 추출물에 비

하여 체  감소  청 지질 함량의 하에 효과가 좋았다고 하

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오갈피 뿌리 추출물을 이용하여 

BS-01을 개발하 고, 시  인 BS-01에 항비만, 항콜 스테롤 

작용이 있는지 검증하기 하여 본 연구를 기획하 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 식이를 이용한 비만  고지 증 생

쥐 모델을 사용하 다. 한의학 으로 비만은 高梁厚味의 과다 섭

취에 의하여 나타난다고 인식하고 있으며21), 부분 과식을 포함

한 잘못된 食餌나 운동 부족 등으로 발생된 단순성 비만이 체 

비만의 90%를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비만은 그 자체로도 여러 

가지 문제 들을 래하지만 고 압, 상동맥경화증, 고지 증, 

지방간, 통풍, 당뇨병, 질환, 월경이상 등의 합병증을 야기시

켜 인이 매우 주의해야할 질환이다22). 

    본 연구의 결과에서 고지방식이의 투여에 의하여 체 의 유

의한 증가를 보 고,  총 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의 

함량은 유의한 증가, HDL 콜 스테롤은 유의한 감소를 보 으

며, Triglyceride와 유리지방산, 총 지질함량에서도 유의한 증가

를 보인 것은 인간에게 흔히 있어나는 단순성 비만을 잘 재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러한 비만 생쥐 모델에 BS-01을 투여한 결과 OP500군에

서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았고, 

BS700군에서는 유의한 체  감소를 찰 할 수 있었다(Fig. 1). 

비록 BS500군에서는 유의하지 않았지만, 이러한 결과는 BS-01의 

복용이 체 을 감소시킬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거의 부분의 비만 환자에서  총 콜 스테롤과 유리지

방산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3). 체 내 총콜 스테롤 증가는 

지방조직에 콜 스테롤 축 량의 증가에 기인하며, 부분의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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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테롤은 도 지단백(LDL, low density lipoprotein)으로 

순환한다. 비만에서 LDL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23)
. 본 연구

에 사용된 동물 모델에 발생된 고지 증에 BS-01을 투여한 결과 

고지방식이 투여에 의하여 상승되었던  총 콜 스테롤 함량

은 두 군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 다(Fig. 2A). 그러나, HDL 

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함량에는 특별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 (Fig. 2B, 2C). 본 연구의 결과에서 LDL 콜 스테롤은 유

의한 수 으로 감소하지 않았다(Fig. 2C). 이러한 결과는 부분

의 순환 콜 스테롤이 LDL 콜 스테롤임을 감안할 때,  총 

콜 스테롤에 미친 향과 상이한 결과인 것처럼 보이나, 감소한 

비율을 살펴보면  총 콜 스테롤 함량은 조군의 86%, 

LDL 콜 스테롤은 85%로 서로 유사한 경향을 보 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들은 BS-01의 체 에 미치는 향과 마찬가지로 

BS-01의 항비만 작용을 뒷받침 할 수 있는 한 가지 증거로 해석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비만 환자에서 비교  흔히 발생하는  다른 지표로  

Triglyceride와 유리지방산 (free fatty acid)을 들 수 있다23). 본 

연구의 결과에서  Triglyceride와 유리지방산 모두 BS500  

BS700 두 그룹 모두에서 유의한 수 으로 감소하 다(Fig. 3A, 

3B). 마지막으로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에 미치는 

향을 찰 하 는데, BS-01 투여에 의하여 총 지질 함량은 유

의한 수 으로 감소하 으나, phospholipid 함량에는 특별한 

향을 미치지 않았다(Fig. 4A, 4B). 이러한 결과들 역시 비만 환자

에게서 나타날 수 있는 각종 지표들을 BS-01이 개선해  수 있

다는 가능성을 뒷받침하는 증거로 해석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들을 오가피 뿌리 50% 에탄올 추출물이 가지는 

효과와 비교할 때, 체    총 콜 스테롤, total lipid 함량 

면에서는 동일한 결과가 도출되었으나, HDL 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phospholipid 함량에서는 오가피 뿌리 50% 에탄올 

추출물에서 보이던 효과가 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진은 이러한 

결과를 BS-01의 최종 농도  제조 공정상에서 첨가되는 감미료 

등에 의한 향 때문인 것으로 유추하고 있다. 추후 추가 실험을 

통하여 이러한 의문은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결    론

    기능성이 강화된 오갈피 추출물 음료인 BS-01의 항비만 효

과를 검증하기 하여 생쥐에 고지방식이를 투여하여 비만을 유

발하고 BS-01을 투여한 후 체  변화,  총 콜 스테롤, HDL 

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Triglyceride, 유리지방산, total 

lipid, phospholipid 함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BS700군에서 비만 생쥐의 체 을 유의한 수 으로 감소시켰

다. BS700군에서  총 콜 스테롤 함량을 유의한 수 으로 감

소시켰다. BS500, BS700 두 군 모두에서 HDL 콜 스테롤, LDL 

콜 스테롤 함량은 특별한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BS500, BS700 

두 군 모두에서 triglicerid  유리지방산 함량은 유의한 수 으

로 감소하 다. BS700군에서  total lipid 함량은 유의한 수

으로 감소하 다. 모든 군에서 phospholipid 함량은 특별한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본 연구진은 기능성이 강화된 음료인 

BS-01이 비만 생쥐에서 체  감소  총 콜 스테롤, 총 지질 함

량 등을 감소시킴으로서 항비만 작용을 가진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으며, 이를 통하여 BS-01을 비만 리 목 으로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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