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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천마(天麻, Gastrodiae elata Blume)의 임상적 효능은 본

초강목, 동의보감 등 여러 문헌에서 찾아 볼 수 있는데 주로 

고혈압, 두통, 마비, 신경성 질환, 당뇨병 등의 성인병과 스트

레스, 피로 등의 증상에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 민간에서도 일찍부터 천마를 두통과 현기증, 수족

마비, 중풍, 전간(발작) 등을 치료하는데 이용하여 왔다. 천

마성분에 대한 중국의 연구보고에서는 vanilly alcohol, va-

nillin, benzaldehydes, 배당체 등이 알려져 있고, 천마소

(acetylgastrodin), 천마대원(p-hydroxybenzyl alcohol) 등

의 성분은 주사제로도 개발되고 있다(1-3). 국내의 연구사례

로는 천마 효능에 대한 실험적 연구, 항혈소판 및 항혈전 

활성 연구, 천마추출물이 관상순환기에 미치는 향 및 일반

성분에 대한 보고가 있다(4-7). 

고혈압과 고지혈증(고콜레스테롤증)은 심근경색, 뇌졸중, 

뇌혈관성 치매 등 혈관계 질병의 대표적인 위험인자로 경제

성장과 더불어 식생활의 변화로 그 발병률이 증가하고 있다. 

40대 이후의 중노년층에서 다발하는 고혈압 유병율은 비교

적 높은 비율을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특히 뇌출

혈, 심장병, 신장병 등과 합병증으로 나타날 경우 치사률이 

높아 암, 심장병과 함께 3대 사망원인 중의 하나이다. 

이들 질병의 발생은 유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기도 하

지만 환경적인 요인, 특히 식환경과 접한 관련을 가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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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Gastrodiae elata Blume fractions  on systolic blood 
pressure and serum lipid profiles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SHR/NCrj) fed high fat diet. Twenty⁃four 
males SHR weighing approximately 160 g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A (low molecule,  GR⁃1), 
B (polysaccharide,  GR⁃2), C (protein, GR⁃3) fractions of G. elata Blume, respectively,  and D (high fat diet 
as control).  After orally tube feeding the fractions of G. elata Blume,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final body 
weights among the treatment groups. Diet intake was somewhat high in the control group (D), but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in feed efficiency ratios. In terms of serum lipid profiles, total⁃cholesterol level was 
statistically higher in the control group (D) than in G. elata Blume fraction groups (p<0.05). Triglyceride levels 
of low molecule (A) and polysaccharide (B) groups were lower by 16% and 11%, respectively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D). HDL⁃cholesterol level was remarkably higher (p<0.05), whereas LDL⁃cholesterol level 
was significantly lower (by 25%) in the group B as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D). Atherogenic index 
(AI) of G. elata Blume fraction group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in the control group (p<0.05). Reference 
blood pressure (RBP) showed an average of 180∼190 mmHg at 8 weeks⁃old after 3 weeks on feeding high 
fat diet.  Compared with RBP, final blood pressure of treatment groups (35 days after feeding the fractions 
of G. elata Blume gractions) were decreased by 1.7% (A), 5.5% (B) and 3.6% (C), respectively, but the control 
group (D) contrarily showed an increase of 2.6%. Especially, final systolic blood pressure of the polysaccharide 
group (B) was lower by 22 mmHg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D). From these findings, it can be suggested 
that polysaccharide fraction may improve blood serum lipids and should be considered as effective in lowering 
of blood press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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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부분의 고혈압은 원인불명으로 알려

져 있고 이를 원발성 또는 본태성 고혈압(primary or spon-

taneous hypertension)이라고 하며 고혈압의 약 80%는 이에 

속하고 약물치료가 요구된다(8). 반면 원인질병에 의한 것을 

속발성 고혈압(secondary hypertension)이라고 한다. 본태

성 고혈압의 발병은 체질설, 유전설, 스트레스설, 비만설, 식

염과다 섭취설, 신경설, 환경설 등 여러 학설로 설명되고 있

지만 발병원인은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다(9). 본 연구에서

는 Okamoto와 Aoki(10)에
 의해 Wistar-Kyoto(WKY) rat 

중에서 연속적인 형매간 근친교배방법(inbreeding)으로 개

발된 품종으로 유전적으로 정상쥐보다 혈압이 높은 실험적

인 질환모델 동물인(11) 본태성고혈압쥐(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 SHR)를 고혈압 및 혈청지질 농도 조사에 

이용하 다(12). 

생약재와 식품소재를 이용한 국내의 고혈압 관련 연구는 

인삼, 두충, 황련, 택사, 오가피, 식이섬유, 식이지방에 대한 

연구가 발표된 바 있으며 메 , 마늘, 대두식품, 차(tea) 등이 

angiotensinⅠconverting enzyme 저해활성에 좋은 것을 확

인한 연구 등이 있다(13-24).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천마분말과 추출물의 생리활성 

성분에 대한 결과가 일부 보고되고 있지만 현재까지 천마성

분을 분획하여 생체실험한 연구보고는 드문 실정이다. 따라

서 본 연구에서는 기능성 건강식품소재로서의 천마의 효능

과 그 활용방안을 모색하고자 천마성분을 저분자, 다당체 

및 단백질 분획으로 조제하여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본태성

고혈압쥐(SHR)에게 이들 천마분획물들이 혈청지질 농도와 

수축기혈압(systolic blood pressure)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하 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천마는 전북 무주에서 구입하 다. 생천

마는 물로 잘 씻어 흙과 먼지 등의 이물질을 제거하고 수세

미로 겉껍질을 벗겨낸 다음 3∼4 mm 두께로 절편하여 40oC

에서 열풍건조시킨 후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 다. 

천마성분 분획물

천마의 성분 분획물은 다음과 같이 조제하 다(25,26). 열

풍건조 천마 100 g에 80% 에탄올 1 L를 가하여 60oC에서 

3시간 동안 가온 추출한 후 여과하여 80% ethanol 가용성 

성분분획과 여과 잔사물을 얻었다. 잔사물은 다시 80% 에탄

올을 가하여 재추출하고 앞서 얻은 80% 에탄올 가용성 분획

과 함께 MWCO가 1,000인 막필터를 이용하여 한외여과 처

리하여 분자량이 1,000 미만인 저분자분획(GR-1)을 얻었다. 

앞서 추출하고 남은 잔사물은 2 L의 증류수를 가하여 100oC

에서 3시간 동안 열수 추출하 으며 추출물은 원심분리와 

여과 처리하여 수용성 고분자분획을 얻었다. 이 획분에 대하

Fig. 1.  Preparation of Gastrodiae elata Blume fractions.

여 pronase 처리를 하여 다당체분획(GR-2)을 얻었으며 pe-

riodate를 이용한 다당체 산화를 통하여 단백질분획(GR-3)

을 얻었다(Fig. 1). 

실험식이

천마로부터 조제한 각 분획물들이 본태성고혈압쥐의 생

리효능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흰쥐용 가루사료

(AIN-76 diet basis)에 유지(lard : corn oil : cholesterol/ 

10:2:1%, w/w)를 첨가한 고지방식이를 급여하고(실험 1기), 

이후 천마분획물로서 저분자분획(GR-1), 다당체분획(GR-2), 

단백질분획(GR-3)을 투여하면서(실험 2기) 수축기혈압과 

혈청지질분획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 다(Table 1). 천마분

획물의 투여량은 선행연구(27)의 물과 에탄올추출물의 추출

수율과 투여량 및 천마분획물 조제시 수율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 으며 천마분말 100 g으로부터 GR-1, 2, 3 분획물을 

각각 14.7, 3.60, 6.17 g씩 제조하고 이를 생수에 100 mL에 

현탁하여 SHR 쥐(250 g) 한 마리 당 매일 1 mL씩 투여하

다. AIN-76 기본식이 및 고지방식이의 조성은 Table 2와 같다. 

실험동물

본태성고혈압쥐(SHR/NCrj)는 일본의 챨스리버사로부터 

생후 4주령된 수컷쥐를 공급받아 기본식이로 적응시킨 후 

평균 체중이 160 g 정도 되었을 때 난괴법(randomized com-

plete block design)으로 6마리씩 배치하 다. 실험기간 중 

Table 1.  Experimental design 

Group
(n=6)

 1st phase (3 wks) 2nd phase (5 wks)

Initial 
wt. (g)

 Diet2)
Initial 
wt. (g)

Treatment3)

 A
 B
 C
 D1)

167.0±12.6
168.6±10.9
169.8±11.7
156.7±10.3

HFCD
〃
〃
〃

249.6±12.3
247.6±11.5
242.9±12.5
252.6±15.1

GR-1＋HFCD
GR-2＋HFCD
GR-3＋HFCD
HFCD

1)HFCD (high fat and cholesterol diet), control group. 
2)AIN-diet based commercial rat chow containing 10% of lard, 
2% of corn oil, 1% of cholesterol (w/w).
3)Component fractions of Gastrodiae elata Blume: GR-1, low 
molecule fraction; GR-2, polysaccharide fraction; GR-3, pro-
tein 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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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mposition of basal diet

Ingredients
Content (%)

Basic diet High fat diet

 Casein (feed grade CP 85%)
 Corn starch
 Dextrinized corn starch
 Sucrose
 Soybean oil
 Cellulose (fiber)
 Mineral mixture1) 

 Vitamin mixture2)

 L-Cystine
 Choline bitartrate
 Lard
 Corn-oil
 Cholesterol

20.00
39.75
13.20
10.00
 7.00
 5.00
 3.50
 1.00
 0.30
 0.25
-
-
-

20.00
39.75
13.20
10.00
 7.00
 5.00
 3.50
 1.00
 0.30
 0.25
10.00
 2.00
 1.00

1)
Contained per kg mixture; CaHPO4 500 g, NaCl 74 g, K3C6O7․
H2O 220 g, K2SO4 52 g, MgO 24 g, 48% Mn 3.5 g, 17% Fe 
6.0 g, 70% Zn 1.6 g, 53% Cu 0.3 g, KIO3 0.01 g, CrK(SO4)2․
12H2O 0.55 g and sucrose.
2)
Contained per kg mixture; thiamin․HCl 600 mg, riboflavin 
600 mg, pyridoxine․HCl 700 mg, nicotinic acid 3 g, Vit. A 
400,000 IU (retinyl acetate), Vit. E (dL-α-tocopheryl acetate) 
5,000 IU, Vit. D3 2.5 mg, Vit. K 5.0 mg and sucrose.

사육실 온도는 20±2oC, 조명주기는 12 hr으로 하 고, 물과 

식이는 자유급이(ad libitum)시켰다. 

혈압측정

SHR의 혈압측정을 위한 적응훈련은 실험식이 급여 후 

약 2주일이 지났을 때 측정 홀더에서 2주 동안 매일 30분간 

실시한 다음 이후 1주 간격으로 수축기혈압을 측정하 다. 

혈압측정은 홀더에 SHR을 넣은 다음 쥐의 미정맥에 측정센

서가 달린 가압대를 장착하고 29±1oC 조절된 항온상자에서 
10분정도 안정시킨 후 비관혈혈압측정기(IITC Inc., Woodland 

Hills, CA, USA)로 3회 반복 측정하 다. 혈압변화는 임상실

험에서 사용하는 판단기준으로 0±5 mmHg은 변화가 없는 
것으로, ±10∼20 mmHg이면 유의한 변화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여 본 실험에 적용하 다(28).

조사항목과 분석방법

실험기간중 매 7일마다 같은 시간에 실험동물(흰쥐)의 체

중과 식이섭취량을 측정하여 그 주간의 평균 1일 성장률(증

체량)를 구하고, 식이효율(feed efficiency ratio)은 증체량을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서 구하 다.

혈청지질중 총콜레스테롤(TC)과 중성지방(TG) 농도는 

효소kit(cholesterol /triglyceride reagent)를 이용하여 비색

법(ADIVIA 1650, Bayer, Japan)으로 정량하 다. 고 도 및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LDL) 농도는 효소kit(direct 

HDL-cholesterol/cholesterol LDL)를 이용하여 비색법

(ADIVIA 1650/Hitachi 7180, Bayer, Japan)으로 정량하

다. 한편, 동맥경화증 발생에 중요한 죽종(atheroma)의 형성

지표로 사용되는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는 (TC- 

HDL)/HDL의 공식으로 계산하 다(29).

성장률,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수축기혈압, 혈청지질분획

(TC, TG, HDL-, LDL-cholesterol) 및 동맥경화지수(AI)를 

조사하 다. 실험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프로그램(30)을 

이용하여 분석하 고, 실험군간 차이는 Duncan의 다중검정

법(α=0.05)으로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및 고찰

성장률

실험기간 동안 고지방식이와 천마분획물을 급여한 본태

성고혈압쥐(SHR)의 성장률은 Table 3과 같다. SHR의 시험

개시시 평균체중은 162.3±8.9 g이었다. 8주 후 시험종료 체
중은 고지방대조군(D)이 334 g으로 천마분획물군(A, B, C)

의 309∼324 g보다 다소 높았고, 시험기간 동안 평균 증체량

은 D군이 3.16 g/day로 천마분획물군의 2.49∼2.81 g/day에 

비해 높았지만 차이는 없었다. 본태성고혈압쥐(SHR)는 정

상혈압쥐(WKY)에 비해 성장률이 낮은 경향이 있는데 이는 

생체내 Na과 수분량이 증가되면 교감신경과 ADH-re-

nin-angiotensin계의 활성화로 혈관저항이 높아져 혈압이 

상승하고 이러한 압력부담으로 인해 혈관과 근접조직에 물

리적인 변형이 초래되어 에너지소모가 증가하게 되므로 

SHR의 경우 WKY와 같은 양의 식이를 섭취해도 이러한 

현상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져서 체중증가가 낮은 것으로 알

려져 있다(31-33). 

식이섭취량은 16.02∼17.64 g으로 비슷하 고, 식이효율

(FER)은 0.16∼0.18로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다. 

혈청지질 농도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SHR쥐에게 천마분획물이 혈청지

질 농도와 동맥경화지수(AI)에 미치는 향은 Table 4와 같

다. 혈중 콜레스테롤은 고혈압과 함께 심혈관질환발생의 주

요 위험인자로서 이들 인자를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관리

Table 3. Effect of Gastrodiae elata Blume  fractions on weight gain, diet intake and FER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Group1) Initial wt. (g) Final wt. (g) Daily gain (g/day) Diet intake (g/day)   FER2)

A
B
C
D

167.0±12.63)
168.6±10.9
169.8±11.7
156.7±10.3

324.1±18.5
309.8±17.2
309.1±9.67
333.7±14.7

2.81±1.51 
2.52±1.74
2.49±1.27
3.16±1.52

16.44±2.27
16.19±2.38
16.02±2.79
17.64±2.61

0.17±0.02 
0.16±0.05
0.16±0.04
0.18±0.05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FER (feed efficiency rate): weight gain/diet intake. 
3)Values are mean±SD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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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것이 동맥경화, 심근경색, 뇌졸중 등과 같은 질환의 예

방과 치료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사실은 다양한 연령층

을 대상으로 실시된 많은 역학조사에서 보고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총콜레스테롤(TC) 농도는 천마성분의 분획

물투여군(A, B, C)이 72.0∼78.2 mg/dL로 비슷하 고, 고지

방대조군(D)은 104.0 mg/dL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았다

(p<0.05). 중성지방(TG) 농도는 실험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천마성분 분획물 투여군(A, B, C)이 D군에 비해 

각각 16, 19, 6% 낮았다. 혈중 TG 농도는 간장과 지방조직에

서 합성과 분비 또는 분해되고 내장의 지방대사 및 인슐린 

저항성 등과 연관이 있다. 한국인과 같이 주로 고당질식사를 

해온 민족은 고콜레스테롤혈증 못지않게 고중성지방혈증

(hypertri glyceridemia)에 대해서도 관심 있게 대처해야 한

다. 고혈압이나 심혈관질환에서는 혈관벽의 경화와 협착을 

그 특징으로 들 수 있으며 이는 섭취지방의 종류에 의해서도 

큰 향을 받는다. 즉, 포화지방산(SFA)은 혈중 중성지방

(TG)과 총콜레스테롤(TC) 및 저 도지단백콜레스테롤

(LDL)을 증가시키고, 혈압상승을 일으키는 반면, 다가불포

화지방산(PUFA)은 TC의 저하,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

(HDL)의 증가 및 LDL을 감소시키기 때문에(34-36) 동맥경

화를 억제하고 혈압을 떨어뜨리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중 

TG 또는 TC의 상승은 혈관협착이나 혈전생성의 주요 원인

이 되므로 이들 성분의 생성을 억제 혹은 감소시키는 것이 

고혈압의 치료나 예방에 매우 바람직한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에서 특히 천마 다당체분획군(B)은 고지방대조군

(D)과 비교시 통계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TG 농도의 감소에 

일정한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다당체분획군(B)이 고지방대조군(D)에 비해서 각각 

21% 높았으며(p<0.05),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약 25% 정

도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수용성 섬유소가 콜레스테롤 저하

작용이 우수하므로 주로 LDL-콜레스테롤을 낮춘다는 보고

와 비슷한 경향으로 사료되지만(37), HDL-콜레스테롤 농도

는 현저한 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보고와 비교할 때 본 실

험의 천마 다당체분획에서 나타난 HDL-콜레스테롤 측정치

와는 다소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역학조사에서는 심혈관질환의 위험인자와 HDL 농

도의 감소 사이에 상관관계가 밝혀졌는데 심혈관질환자의 

경우 HDL 이외의 다른 지단백분획, 나이, 체중과는 무관하

게 HDL 농도가 낮아졌음이 관찰되었으며 HDL 농도가 감소

하면 체내 cholesterol pool이 증가하 다고 보고하 다(38). 

LDL 농도는 동맥경화증과 관련한 여러 가지 합병증의 직접

적인 원인으로 작용하며(39) 식이를 통해서나 약물에 의한 

LDL 농도의 저하는 그 합병증감소에 결정적으로 작용하며

(40) 일부 사례에서는 atherosclerotic lesion의 크기가 감소

하 음이 보고되어(41) LDL 농도 감소가 심혈관질환조절에 

매우 중요한 인자로 작용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AI는 고지방대조군(2.08)에 비해 천마분획물 

투여군에서 1.47∼1.55로 유의하게 낮았다(p<0.05). 특히 다

당체분획군(B군)은 고지방대조군(D군)에 비해 42% 정도 

낮았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저자들이 기수행한 천마성분

이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혈청지질 농도에 미치는 

향에 관한 연구(42)에서 다당체분획이 혈청중 TC와 TG 농

도의 감소에 유의하게 향을 미치는 반면, 단백질분획은 

HDL과 LDL-콜레스테롤 및 AI에 유의하게 향을 미친 것

으로 나타난 결과와 함께 검토해 볼 때 천마성분 중 특히 

수용성 고분자성분이 혈청지질성분을 바람직하게 변화시켜

서 관상동맥심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는 신기능성 식

품소재로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결과로 판단되었다. 

혈압변화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SHR에게 천마분획물이 수축기혈

압에 미치는 향은 Table 5와 같다. 시험개시 후 고지방식

이를 3주간 급여하고 생후 약 8주령이 되었을 때 측정한 

SHR의 기준혈압(RBP)은 180.0∼190.0 mmHg이었다. 기준

혈압은 실험군중 고지방대조군이 다소 높았다. SHR의 고혈

압 발생전기는 생후 6주령전, 발생기는 6∼10주령 사이, 발

생후기는 10주령 이후로 분류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천마분

획물 투여후 1주의 수축기혈압은 186.8∼201.4 mmHg로 모

든 실험군에서 약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시험 2주는 

단백질분획(C)을 투여한 경우 약 10 mmHg 정도 혈압이 감

소한 것을 제외하고 다른 실험군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시험 4주는 3주에 측정한 혈압에 비해 천마분획물을 투여한 

경우 10∼16 mmHg 정도 혈압이 감소하 다. 천마분획물 

Table 4.  Effect of Gastrodiae elata Blume  fractions  on serum lipids and AI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fed high 
fat diet

 Group1)
Lipids (mg/dL) & AI

TC2) TG3) HDL-C4) LDL-C5) AI6)

A
B
C
D

 74.6±5.3b
 78.2±7.8b
 72.0±1.9b
104.0±16.8a

150.1±42.27) 
144.4±26.4
167.9±34.9
177.5±32.3

 29.4±4.9ab
 31.8±2.8a
 28.8±2.2ab
 26.4±3.4b

23.0±4.9 
21.6±4.3
25.4±3.8
28.6±10.1

1.55±0.18b8)
1.47±0.17b
1.51±0.21b
2.08±0.33a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Total-cholesterol. 3)Triglyceride. 4)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5)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6)Atherogenic index: (TC－HDL-C)/HDL-C.
7)Values are mean±SD (n=6).
8)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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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 후 5주의 최종혈압 측정결과, 천마분획물(A, B, C)을 

투여한 경우 기준혈압에 비해 각각 1.7, 5.5, 3.6% 감소한 반

면 고지방대조군(D)은 2.6% 정도 증가하 다. 특히 시험 5

주에 고지방대조군과 다당체분획 투여군간의 최종혈압을 

비교해 본 결과 22 mmHg(11%)가 감소하 는데 이러한 결

과는 임상실험에서 사용하는 판단기준(20)을 적용했을 때 

의미있는 혈압변화로 사료되었다. 천마 물추출물이 가토의 

혈압에 미치는 실험적 연구보고(43)에서는 천마의 농축액을 

귀정맥과 양측 미주신경절단에 주사했을 때 강력한 혈압강

하작용을 나타낸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메 과 감자를 주

조성소재로 하고 한방에서 전통적으로 사용된 혈압강하 또

는 예방식품을 보조소재로 한 실험식이를 SHR에게 4주간 

급여하면서 수축기혈압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기준

혈압에 비해 실험종료시 혈압은 약 20 mmHg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21). 이상의 연구결과를 검토해 볼 때 본 

실험에서 천마성분중 특히 다당체분획은 본태성고혈압쥐에

서 TG를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은 증가시키며 LDL

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킴으로써 전체적으로 혈중 지질분획을 

바람직하게 변화시키는 것과 함께 AI 저하효과 등으로 인해 

혈압감소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천마분획물이 본태성고혈압쥐(SHR/NCrj)의 

혈압과 혈청지질 농도에 미치는 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수

행하 다. 실험은 1기와 2기로 나누어 수행하 는데, 실험 

1기는 3주 동안 흰쥐사료에 유지(lard : corn oil : cholesterol

＝10 : 2 : 1%, w/w)를 첨가한 고지방식이를 급여하 고, 실

험 2기는 5주 동안 천마분획물로서 저분자분획(GR-1), 다당

체분획(GR-2), 단백질분획(GR-3)을 경구투여하 다. 시험

종료 체중은 고지방대조군(D)이 천마분획물군(A, B, C)보

다 통계적으로 높았고, 식이섭취량은 D군이 천마분획물군

보다 많았으며(p<0.05), 식이효율은 차이가 없었다. 혈청지

질 중 총콜레스테롤(TC) 농도는 천마분획물군에서는 비슷

하 고, D군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중성지방(TG) 농

도는 천마분획물중 A군과 B군이 D군에 비해 각각 16, 19% 

낮았다. 고 도지단백-콜레스테롤(HDL) 농도는 다당체분

획(B)이 D군에 비해서 각각 21% 높았으며(p<0.05), 저 도

지단백-콜레스테롤(LDL) 농도는 약 25% 정도 낮았다. 동맥

경화위험지수(AI)는 천마분획물이 유의하게 낮았고, 특히 

다당체분획은 고지방대조군에 비해 42%정도 낮았다(p<0.05). 

시험개시후 측정한 기준혈압(RBP)은 180.0∼190.0 mmHg

로 나타났고, RBP 대비 5주후 혈압은 천마분획물에서 각각 

1.7, 5.5, 3.6% 감소한 반면, 고지방대조군(D)은 2.6% 증가하

다. 시험 5주의 고지방대조군 대비 천마분획물의 최종혈

압을 비교했을 때 다당체분획(B)이 22 mmHg 낮았다. 이상

의 결과에서 천마성분중 특히 다당체분획은 TG를 감소시키

는 반면, HDL과 LDL은 각각 증가, 감소시키므로 인해 혈압

감소에 유의한 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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