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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ffect of Bupleuri Radix Herbal-acupuncture at
GB34(Yangneungcheon) on Hyperlipidemia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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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Methods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observe the effects of Bupleuri Radix
Herbal-acupuncture at GB34(Yangneungcheon) of hyperlipidemic rats. The author performed several items 
to analyze body-weight of the rats, weight of its liver, serum as well as urine changes in each group.
Results : 
1. Bupleuri Radix herbal-acupuncture(BR-HA) infused solution (MCR-HAS) increased both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HMG-CoA reductase inhibition rate in rat liver cells. 
2. BR-HA at GB34 significantly decreased the level of serum total cholesterol and atherogenic index(AI), 

while significantly increased the ratios of high-density lipoprotein (HDL)/total cholesterol and 
phospholipid/total cholesterol in hyperlipidemic rats. 

3. BR-HA at GB34 significantly decreased urine glucose in hyperlipidemic rats. 
Conclusions : From the results above, it is suggested that Bupleuri Radix herbal -acupuncture at GB34 has 
a therapeutic effect on hyperlipidemia.
Key words : Hyperlipidemia, Bupleuri Radix, Herbal-acupuncture, GB34, Yangneungcheon

Ⅰ. 緖 論

근래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 섭취 양

상에 많은 변화가 와서 과거에 비하여 당질

의 섭취는 줄어든 반면에 단백질과 지질의

섭취는 증가하였고 특히 동물성 식품의 섭

취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식품섭취

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치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우리나라 주요 사망 원인 중 순환기계 질

환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중 뇌혈

관계질환과 심혈관 질환이 점점 증가하고

있으며2), 이 뇌혈관질환과 심혈관질환의 주

요 위험 인자는 고지혈증이다3).

고지혈증이란 지질대사의 이상으로 혈청 내

cholesterol과 중성지방을 운반하는 지방단백

이 증가하여 주요지질(cholesterol, triglyce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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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spholipid, free fatty acid)의 혈관 내 함량

이 현저하게 증가된 상태를 말하는 것으로 총

cholesterol 치가 240 mg/㎗ 이상, triglyceride

치가 200 mg/㎗ 이상인 경우 고지혈증으로

진단한다. 이러한 혈청 내 cholesterol과 중

성지방은 혈관벽에 침착되어 죽상 동맥경화

를 유발하게 되고 죽상 동맥경화증으로 인

해 혈류가 감소됨으로써 허혈성 심장질환과

심혈관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될 수 있다
4)
.

韓醫學에서 고지혈증과 일치되는 개념을

찾을 수는 없으나 痰濁, 血瘀 등의 범주에

속하고, 頭暈, 頭痛, 胸悶, 腰膝酸軟 등의 증

상이 나타난다. 발병의 외적 요인으로는 肥

甘厚味의 과다 섭취 등이 있고, 내적 요인으

로는 肝脾腎의 기능저하로 인한 지질대사의

失調에 의한 瘀濕, 瘀血 등을 들 수 있다.5)

고지혈증의 실험적 연구 중 약침 연구로

는 紅蔘6), 麝香7), 牧丹皮8), 茵蔯9)등을 이용

한 보고가 있었다.

陽陵泉(GB34)은 舒筋活絡, 祛風除濕, 活

血散寒 등의 효능이 있어 半身不遂, 下肢痿

痺, 麻木 등을 치료한다10).

柴胡(Bupleuri Radix ; BR)는 미나리과

에 속한 다년생 초본인 柴胡의 뿌리를 약용

으로 하며, 性은 微寒하고 味는 苦하여 和解

表裏 疏肝升陽하고 芳香疏泄한 性味는 可升

可散하여 半表半裏의 邪氣를 없애는데 좋은

효능이 있어 寒熱往來, 胸脇苦滿, 口苦, 口

乾, 目眩 등의 증상을 치료하고 또한 肝氣를

條達케 하여 疏肝解鬱하므로 肝氣鬱結로 인

한 胸脇脹滿을 치료하고 淸陽의 氣를 昇擧

하는 작용이 있어 中氣不足으로 氣虛下陷하

여 나타나는 懶言惡食, 倦怠嗜臥, 四肢無力,

胃下垂, 短氣, 疲乏 등의 증상을 치료한다11).

柴胡에 대한 간 연구 결과12,13)에서도 손상

된 간세포 및 간기능 회복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를 미루어 보

면 柴胡는 간기능 향상과 손상된 간세포의

회복에 효과적이며, 간장 내 지질대사에 긍

정적인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에 일정부분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저자는 柴胡 약침이 흰쥐의 고지혈

증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고콜레

스테롤 식이로 흰쥐에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陽陵泉 상응부위에 柴胡 약침을 시술한 후

몸무게, 간무게, 혈청 성분 등 고지혈증과

관련된 지표들을 분석하여 유의성 있는 결

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實 驗

1. 材料

1) 동물 및 사료

동물은 wistar rat 종인 6주령의 수컷 흰

쥐(200±20) g을 (주)중앙실험동물로부터 공

급받아, 실험 적응기간 동안에는 일반 고형

사료(항생제 무첨가, 삼양사료)를 공급하며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이

후 실험기간동안에는 실험군에 따라 일반

고형사료 혹은 고지방식(AIN-76A diet, Dyets

INC., PA, USA) 사료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물과 함께 공급하였으며, 실험실 환경은 실온

(22±2℃)과 습도(20～60%)를 유지하였다.

2)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柴胡(Bupleuri Radi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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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주)휴먼허브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시약 및 기기

(1) 시약

Reagents
manufacturing
company

Producing
country

Phosphate buffer saline (PBS) RPMI1640 medium CAMBREX

USA

Tissue-Tek Optimum cutting temperature (OCT) compound BBC Biochemical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 tetrazolium bromide (MTT)

Sigma

Trypan blue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Dithiothreitol (DTT)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phate (NADPH)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HMG-CoA)

Dimethylsulphoxide (DMSO)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Alloxan

Oil red O

Harris hematoxylin

Prophylene glycol

Sucrose

Gum-acacia

Absolute EtOH

Catalase assay kit Oxford

Super oxide dismutase (SOD) assay kit
Dojindo Japan

Glutathione (GSH) assay kit

Table 1. Reagents

(2) 기기

Instruments
manufacturing
company

Producing
country

Rotary evaporator Eyela
Japan

Camera Nikon

Scale Munhwa

Korea
Syringe Korea vaccine Co.

Centrifuge Hanil

Ice maker Vision science

Furnace Daewoong

ELISA reader TECAN Canada
Cryotome Thermo Shandon U.K.

Table 2. Instruments

2. 方法

1) 약침액의 제조

분쇄기를 이용해서 柴胡 55 g을 분쇄하여

분말로 만들어, 삼각 flask에 넣고 증류수 500

㎖를 가하여 3시간 동안 shaking water bath

에서 유출한 후, 유출액을 여과하였다. 여과액

을 여과지로 3회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

에 감압농축 하였다. 농축액에 95% ethyl

alcohol 30 ㎖를 가하여, 실온에서 교반한 후

방치하여, 침전물이 생성되게 한 후 여과하

였다. 이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한 후, 농축액을 다시 여과하였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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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과액에 85% ethyl alcohol 30 ㎖를 가하여

잠시 교반 후 방치하여, 침전물이 생성되게 한

후 여과하였다. 여과액에 75% ethyl alcohol 30

㎖를 가하고 교반한 후 방치하였다가 다시

여과하는 조작을 2회 반복하였다. 여과액중

의 ethyl alcohol 성분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제거하고, 남은 농축액이 20 ㎖가 되게

하였다. 柴胡 55 g으로부터 얻은 약침액을

감압농축을 통하여 수분을 모두 증발시켰을

때 분말 수율은 2.345 g(수득율 4.26%)이었

다. 1N NaOH를 이용하여 농축액을 pH 6.8

이 되도록 조절하고, 4℃에서 12시간 방치한

후, 침전물을 제거하기 위해 syringe filtering

을 실시하였다. 여과된 농축액에 PBS를 첨

가하여 1%로 희석하여 약침액으로 사용하

였다.

2) 약침액의 세포독성 검사

정상 흰쥐의 간세포 1×105 cell/well에 5%,

1%, 0.5%의 柴胡 약침액을 처리한 후 MTT

assay를 이용하여,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1) 간 세포분리 및 배양

6주령 수컷 흰쥐의 간 조직을 사용하였다.

흰쥐를 ethyl ether를 이용하여 마취 시킨 후,

대동맥 혈관에 Hanksbalanced salt solution
(이하 HBSS : Ca2+, Mg2+ free)를 투여하며

복부쪽 혈관을 절단시켜 동물의 혈액을 모

두 배출시켰다. 조직을 잘게 잘라서 RPMI

1640 media(with 10% FBS)와 collagenase

type Ⅳ(300 u/㎖)를 넣고 실온에서 90분간

incubation을 하였다. 이때 20분에 한 번씩

흔들어 줌으로써 간세포가 잘 분리되도록

하였다.

HBSS(Ca2+, Mg2+ free)를 사용하여 간

조직을 mesh에서 갈아주었다. 이렇게 얻어

진 시료를 원심 분리하여 획득한 간 실질

세포를 이용하여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2) MTT assay

분화된 liver cell의 viability를 trypan blue

를 이용하여 확인한 뒤, 96 well plate에 세

포를 1×105 cells/well으로 분주하고, RPMI

1640 media에 5% FBS와 antibiotics를 첨가

한 complete media에 柴胡 약침액을 농도별

로 처리하고, 72시간동안 세포 배양을 실시

하였다. 72시간 후에, MTT solution(5 ㎎/

㎖, Cat No. 135038, Sigma, USA)을 각 well

에 20 ㎕씩 분주하고 5시간 동안 37℃에서

incubation을 실시하였다. 5시간 후, 각 well에

있는 medium을 100 ㎕씩 버리고, solubilizing

solution을 100 ㎕씩 분주한 뒤 pipetting을

강하게 하여 well에 dark blue crystals가 침

전하는 정도를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70 ㎚에서 optical densities로 확인하였다.

3) 약침액의 DPPH 소거능 측정

1,1-Diphenyl-2-Picryl-Hydrazyl(DPPH,

Sigma, USA) 80 mg을 에탄올 50 ㎖과 멸균

증류수를 50 ㎖을 첨가하여 녹인 후 96 well

에 180 ㎕씩 분주하고, 농도별 BR 약침액을

첨가하여 30분 동안 실온에서 방치하였다.

그 후에 517 ㎚로 O.D.를 측정하고, activity

로 환산한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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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O.D. - sample O.D.)

× 100
control O.D

4) 약침액의 cholesterol 생합성 저해활성

검사

(1) HMG-CoA reductase 추출 및 분리

흰쥐에게 7일간 AIN-76A diet (Dyets

INC., PA, USA)를 섭취하게 하였다. 사육

이 끝난 흰쥐의 간을 HBSS를 이용하여 적

출한 뒤, 무게를 측정하였다. 적출한 간은

rat liver 1 g당 ice cold buffer A2 ㎖을 첨

가하였다. Sonic dismembrator(Fisher Sci.,

USA)를 이용하여 균질화하고, 15000× g에

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은 다시

100000× g에서 75분간 초원심분리하여 상등

액을 버리고, 얻어진 microsome pellet은

buffer A(with 50 mM EDTA)를 rat liver 1

g당 1 ㎖씩 첨가하여 세척하고 100000× g에

서 6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다음, 상등액은 버리

고 -20℃에서 2시간 이상 보관하고 miscrosome

pellet을 실온에서 해동시킨 후 buffer B를 3

㎖/1.5g rat liver를 가하여 균질화하였다.

Buffer B를 7 ㎖/1.5g rat liver 첨가하고 상

온에서 15∼30분간 방치하였다. 100000× g,

20℃에서 60분간 초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한 후, 효소원으로 사용하기 전까지 -70℃

에서 보관하였다.

(2) HMG-CoA reductase 활성 측정

1 ㎖ cuvette에 0.1%, 1%, 2.5%, 5%의 柴

胡 약침액 또는 대조군으로 사용한 DMSO

를 20 ㎕ 첨가하고, 0.5 mM phosphate buffer

(pH 7.0)와 20 mM DTT 100 ㎕를 분주하

고, 3 mM NADPH 100 ㎕, 효소원 100 ㎕

를 첨가한다. 37℃에서 10분간 preincubation

을 실시한다. 3 mM HMG-CoA 100 ㎕를

가하여 효소 반응 시작과 동시에 340 nm에서

5분간 흡광도 변화를 확인한다. HMG-CoA

reductase 의 억제 활성은 다음 식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HMG-CoA reductase inhibition rate (%)

= (1-
(Reactants - sample blank)

)× 100
(Control - Control blank)

5) 실험동물 모델

흰쥐에 alloxan(150 ㎎/㎏)을 복강투여하

고 일주일 뒤 혈액 내에 총콜레스테롤 수치

가 180∼220 ㎎/dl로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고지방식으로 조제된 사료인 AIN-76A

diet (Dyets INC., PA, USA)를 4주간 매일

일정시간에 공급하여, 자유식으로 섭취하게

하여, 고지혈증을 유발하였다14). 실험기간

중 사료는 4℃에서 보관하였다(Tabl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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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l diet High fat diet

Ingredients Ingredients Capacity

Purina mouse Chow 750

Casein 75

Protein 17.5 Cocoa Butter 75

Fat(ether extract) 11.0 Dextrose 25

Fat(acid hydrolysis) 11.4 Dextrin 16.25

Fiber (crude) 2.5 Cellulose 12.5

Nitrogen-free extract 53.5 Sucrose 16.25

Mineral Mix 0.73 Mineral Mix 8.75

Vitamin Mix 1 Sodium cholate 5

Vitamin Mix 2.5

Choline chloride 1.25

Cholesterol 29 ppm Cholesterol 12.5

Total (%) ≒ 100 Total (g) ≒ 1000

Table 3. Composition experimental diet

6) 취혈

骨渡分寸法에 의거하여 흰쥐의 좌우측 뒷

다리에서 종아리의 가쪽, head of the fibula

앞 아래의 오목한 곳에 위치한 陽陵泉

(Yangneungcheon : GB34) 상응 부위를 매

시술마다 좌우 교대로 취하였다.

7) 실험군 분류 및 처치

흰쥐 8마리씩을 한 군으로 하여 정상군

(normal), 대조군(control), HG군(hand grasping

; data not shown), NP군(needle prick), saline

군(saline injection), 柴胡 약침군(BR-HA)

의 6군으로 나누었다.

정상군은 실험기간동안 일반 사료를 섭취

하였으며, 정상군 이외의 모든 실험군의 실

험동물은 고지방식 사료를 섭취하였다. 대조

군은 고지방식 섭취 이외에 아무런 처치도

하지 않았다. HG군은 약침처치시와 같이

흰쥐를 잡았다 놓는 동작만 하고, 이외의 처

치는 하지 않았다. NP군은 陽陵泉(GB34)

상응부위에 26 gauge 주사기를 0.5 cm 정도

깊이로 자입하고 즉시 제거하였다. Saline군

은 陽陵泉(GB34) 상응부위에 saline 0.2 ㎖

를 주입하였다. BR 약침군은 陽陵泉(GB34)

상응부위에 1%의 BR 약침액 0.2 ㎖를 주입

하였다. N.P., saline 주입, BR 약침 처치는

모두 alloxan 투여 1주 이후부터 4주간 주 3

회 시행하였다. N.P., saline 주입, BR 약침

시술은 실험동물의 후지에서 陽陵泉(GB34)

상응부위를 매 시술 시마다 좌우 교대로 취

하여 시술하였다.

8) 고지혈증 평가

(1) 몸무게, 간무게 및 liver index 측정

실험 종료 시까지 1주일 간격으로 각 실

험군의 실험동물의 몸무게를 측정하여 기록

하였다. Liver index는 실험 종료 시 동물의

몸무게와 간 무게를 측정하여 몸무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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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tal cholesterol] - [HDL-cholesterol]

HDL-cholesterol

한 간무게의 백분율로 계산하였다.

liver index =
liver weight (g)

× 100
Wister rat weight (g)

(2) 혈청 분석

실험 종료 후, ethyl ether를 이용하여 실

험동물을 마취하고, 심장 채혈법으로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혈한 혈액에서 혈장을 분리하

여, (주)Reference laboratory(DaeJeon, Korea)

에 의뢰하여 혈청 중의 total cholesterol, free

cholesterol,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인지질, AST, LDH, ALP를 측정하였다.

(3) 동맥경화지수

Atherosclerosis index는 혈청에서 측정한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의 값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Atherosclerosis index(AI)

(4) 뇨 분석

실험 종료 시, 각 실험군의 urine을 채취하

여, 육안 비색용 뇨 검사 시험지인 Uriscan

Urine test strips(YeongDong, Korea) 시험

지를 사용하여 glucose를 측정하고, 시험지

의 기준표를 참고하여 판정하였다.

9) 통계분석

본 실험의 결과는 각 실험군에서 얻은 데

이터의 평균과 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통계

분석은 SPSS (14.0 KO) 통계프로그램을 사

용하여 군간 평균 비교를 하였다. 데이터 분

석결과, HG(hand grasping)는 본 실험결과

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어,

HG군의 데이터는 본 논문의 실험성적에 나

타내지 않았다. 정상군과 대조군 평균비교는

대응 t-test를 사용하였으며, 대조군(control),

NP군(needle prick), saline군(saline injection),

柴胡 약침군(BR-HA)간의 평균비교는 ANOVA

test를 사용하였고, 사후검정은 Scheffe‘s test

를 이용하였다. 각 실험군의 결과값을 비교

하여 신뢰도 95%이상(p<0.05)일 때 유의성

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Ⅲ. 成 績

1. 약침액의 세포독성

정상 흰쥐의 간세포에 柴胡 약침액을 여

러 가지 농도로 처리한 후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5% 약침액을 처리한 결과 세포

생존률이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

였다(Fig. 1).

Fig. 1. Cell viability rate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BR-HAS
* : p<0.05 compared to control by ANOVA test.
‡: p<0.05 compared to 1% BR-HAS by ANOVA test.

2. 약침액의 DPPH 소거능

BR 약침액을 0.1%, 1%, 2.5%, 5%의 농

도로 희석한 후 DPPH 소거능을 측정한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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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모든 농도에서 DPPH 소거능을 나타내

었다. BR 약침액의 DPPH 소거능은 약침액

의 농도가 감소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Fig. 2).

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BR-HAS
** : p<0.01 compared to control by ANOVA test.
† : p<0.01 compared to 1% BR-HAS by ANOVA
test.

3. 약침액의 HMG-CoA reductase 저해활성

고지방식을 섭취한 흰쥐의 간에서 HMG-

CoA reductase를 분리하여 0.1%, 1%, 2.5%,

5%의 BR 약침액을 처리한 결과, 모든 농도

에서 HMG-CoA reductase의 저해 활성이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다(Fig. 3).

Fig. 3. Hepatic HMG-CoA reductase inhibition rate  
of various concentrations of BR-HAS
*** : p<0.001 compared to Control by ANOVA test.
†: p<0.05 compared to 0.1% BR-HAS by ANOVA test.
‡: p<0.05 compared to 1% BR-HAS by ANOVA test.

4. 고지혈증 평가

1) 몸무게

실험동물에 alloxan을 복강투여하고 고지

방식이와 물을 자유롭게 4주간 섭취하게 하

면서 매주 몸무게를 측정하였다. Normal군

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약간 높은 몸무게

를 나타내었으며, BR-HA군에서 control군

에 비하여 다소 낮은 몸무게를 나타내었다

(Fig. 4).

Fig. 4. Effect of BR-HA at GB34 on body weight 
in rats with hyperlipidemia.

2) 간 무게

실험종료 후 실험동물의 간을 적출하여 무

게를 측정하였다.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

군에서 간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NP

군, saline군, 및 BR-HA군의 간 무게는 control

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5).

Fig. 5. Effect of BR-HA at GB34 on liver weight in 
rats with hyperlipidemia.
*** : p<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3) Liver index

실험종료 후 실험동물의 몸무게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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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무게의 비율을 계산하였다.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liver index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NP군, saline군, 및 BR-HA군의

liver index는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

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6).

Fig. 6. Effect of BR-HA at GB34 on the liver 
index in rats with hyperlipidemia.
** : p<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5. 혈청 분석

1) 지질성분

각 실험동물의 혈청에서 지질성분인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및 phospholipid의 양을 측정하였다(Table 4).

(1) Total cholesterol

실험동물의 혈중 total cholesterol level을

측정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

에서 혈중 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NP군, saline군, 및 BR-HA군에서

control군에 비하여 혈중 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7).

Parameter Normal Control N.P. Saline BR

Total
cholesterol

59.2
±7.694

214.4
±23.093

105.6
±9.788

130.6
±38.102

128.6
±7.537

Free
cholesterol

3.8
±2.775

19
±3.162

11
±2

16
±4.637

23.8
±3.421

HDL-
cholesterol

40.6
±5.497

84.2
±5.11

67.92
±6.736

66.724
±8.75

83.48
±6.079

LDL-
cholesterol

8
±1.871

34.4
±3.362

24.8
±4.324

32
±2.345

33.4
±7.127

Phospholipid
95.6
±6.465

137.2
±15.32

118.8
±7.95

121.8
±9.783

138.6
±11.371

The male wistar rats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alloxan (150 ㎎/㎏) and fed with high fat diet.
They were further subdivided into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according to the treatments given for 4 weeks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 Blood samples
were taken from rat heart and the levels of various
components in serum were analysed. Data were
expressed as mean ± SD (n=5)
Normal : Normal wistar rats
Control : hyperlipidemia induced with alloxan (150 ㎎/
㎏) challenge and high fat diet
N.P. : hyperlipidemia and single needle prick at GB34
Saline : hyperlipidemia and saline(0.2 ㎖) injection at
GB34
BR-HA : hyperlipidemia and herbal acupuncture with
BR(1%, 0.2 ㎖) at GB34

Table 4. Effect of BR-HA at GB34 on various 
components in serum of rats with hyperlipidemia.

Fig. 7. Effect of BR-HA at GB34 on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 in rats with hyperlipidemia
*** : p<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p<0.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by ANOVA
test.

(2) HDL/total cholesterol

실험동물의 혈청에서 total cholesterol에

대한 HDL-cholesterol의 비율을 측정한 결

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혈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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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NP군, saline군 및 BR-HA군에서 control

군에 비하여 혈중 HDL/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8).

Fig. 8. Effect of BR-HA at GB34 on serum HDL/total 
cholesterol level in rats with hyperlipidemia
*** : p<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p<0.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by ANOVA test.

(3) 동맥 경화 지수 (atherogenic index; AI)

혈청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의 수치를 이용하여 동맥경화지수를 계산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동

맥경화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BR-HA

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동맥경화지수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9).

Fig. 9. Effect of BR-HA at GB34 on atherogenic 
index in rats with hyperlipidemia
*** : p<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p<0.05 compared to control group by ANOVA test.

(4) LDL-cholesterol

실험동물의 혈중 LDL-cholesterol level을

측정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

에서 혈중 L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NP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혈

중 L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BR-HA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혈중

LDL-cholesterol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0).

Fig. 10. Effect of BR-HA at GB34 on serum 
LDL-cholesterol level in rats with hyperlipidemia
*** : p<0.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by ANOVA test.

(5) Phospholipid/total cholesterol

실험동물의 혈중 total cholesterol에 대한

phospholipid의 비를 측정한 결과, normal군

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

며, N.P군, saline군, BR-HA군에서는 control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11).

Fig. 11. Effect of MCR-HA at GB34 on serum 
phospholipid/total cholesterol in rats with hyperlipidemia
** : p<0.01 compared to normal group by t-test.
†††: p<0.001, ††: p<0.01,  compared to control group
by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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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효소 활성

각 실험동물의 혈청으로부터 ALP, AST

및 LDH 농도를 측정하였다(Table 5).

Parameter Normal Control N.P. Saline BR

ALP
353.6
±76.402

322.6
±16.682

306.6
±34.428

340.4
±39.539

337.8
±85.62

AST
344.2
±81.3

367.6
±110.19

347.6
±65.854

426.8
±51.183

424.6
±110.432

ALT
68
±12.43

90.6
±19.45

121.2
±35.39

148.8
±49.93

183.2
±40.084

LDH
1908
±167.22

2206.8
±199.68

2372
±125.11

2120.4
±276.26

2352.2
±83.347

The male wistar rats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alloxan (150 ㎎/㎏) and fed with high fat diet.
They were further subdivided into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according to the treatments given for 4 weeks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 Blood samples
were taken from rat heart and various serum enzyme
levels were analysed.
Normal : Normal wistar rats
Control : hyperlipidemia induced with alloxan (150 ㎎
/㎏) challenge and high fat diet
N.P. : hyperlipidemia and single needle prick at GB34
Saline : hyperlipidemia and saline(0.2 ㎖) injection at
GB34
BR-HA : hyperlipidemia and herbal acupuncture with
BR(1%, 0.2 ㎖) at GB34

Table5. Effect of BR-HA at GB34 on various 
enzymes in serum of rats with hyperlipidemia

(1) Alkaline phosphatase

실험동물의 혈중 ALP level을 측정한 결

과, 모든 실험군에서 혈중 ALP level에 통

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Fig. 12).

Fig. 12. Effect of BR-HA at GB34 on serum ALP  
level in rats with hyperlipidemia.

(2) AST

실험동물의 혈중 AST level을 측정한 결

과, 모든 실험군에서 혈중 AST level에 통계적

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13).

Fig. 13. Effect of BR-HA at GB34 on serum AST 
level in rats with hyperlipidemia.

(3) LDH

실험동물의 혈중 LDH level을 측정한 결

과, 모든 실험군의 혈중 LDH 농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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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Effect of BR-HA at GB34 on serum LDH  
level in rats with hyperlipidemia.

6. 뇨 분석

실험동물의 urine에서 glucose를 측정한 결

과, normal군에서는 glucose에 대하여 음성

반응을 나타내었으나, control군, HG군 및

NP군에서는 1 ㎎/㎖ 이하의 양성반응을 나타

내었다. Saline군과 BR-HA군에서는 glucose에

대하여 음성반응을 나타내었다(Table 6).

Parameter Normal Control N.P. Saline BR

glucose - ± ± - -

pH 9 7 9 9 8.5

The male wistar rats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alloxan (150 ㎎/㎏) and fed with high fat diet.
They were further subdivided into different experimental
groups according to the treatments given for 4 weeks
as described in the materials and method. Urine samples
were taken from the rats, and glucose level and pH in
urine were analysed. Data were expressed as mean ±
SD (n=3)
Glucose; ± :1, +:2.5, ++:5, +++:10, ++++:20(㎎/
㎖)≦
Normal : Normal wistar rats
Control : hyperlipidemia induced with alloxan (150 ㎎/
㎏) challenge and high fat diet
N.P. : hyperlipidemia and single needle prick at GB34
Saline : hyperlipidemia and saline(0.2 ㎖) injection at
GB34
BR-HA : hyperlipidemia and herbal acupuncture with
BR(1%, 0.2 ㎖) at GB34

Table 6. Effect of BR-HA at GB34 on urine 
glucose and pH in rats with hyperlipidemia

Ⅳ. 考 察

근래에 우리나라 국민들의 식품 섭취 양

상에 많은 변화가 와서 과거에 비하여 당질

의 섭취는 줄어든 반면에 단백질과 지질의

섭취는 증가하였고 특히 동물성 식품의 섭

취가 현저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식품섭취

의 변화로 우리나라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치가 증가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1).

뇌졸중과 관상동맥질환을 포함한 심혈관

계질환은 암과 함께 주요 사망원인으로 일

반적으로 흡연, 고혈압, 고지혈증이 관상동

맥질환의 3대 위험요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고지혈증을 조기에 치료함으로 즉 동맥경화

증, 나아가서 관상동맥질환을 예방할 수 있

다15).

지질이란 cholesterol, triglyceride, Phospholipid,

free fatty acid등 혈청 내의 지용성 물질로

서 인체 에너지의 주요 공급원이며 인체의

주요 구성 성분으로 작용하고 있는데, 대사

과정의 문란으로 인하여 지질 수치가 정상

범위 이상으로 증가 되었을 때 이를 고지혈

증이라 하며16), 증가된 지질의 종류에 따라

고콜레스테롤혈증, 고중성지방혈증, 고인지

질혈증 등으로 분류하고, 발생 원인에 따라

혈청지질의 합성이나 분해과정에 있어서 유

전적인 결함이 있는 경우에 발생하는 원발

성 고지혈증과 지방함유량이 많은 음식물을

섭취하거나 당뇨병,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증

후군, 알코올, 비만 및 기타 약물과용 등에

의하여 지질성분이 이차적으로 혈청 내에

증가되어 발생하는 속발성 고지혈증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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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고지혈증의 유인으로는 고혈압, 흡연, 비

만, 음주, 유전, 심리적 인자 등이 있으며,

고지혈증의 진단은 뚜렷한 자각 증상이 없

어 쉽지 않은데, 대개 혈액 검사를 통하여

이루어진다. 나이와 성별에 따라 다소 차이

가 있지만 55세 미만에서 총 cholesterol 농

도가 220mg/㎗ 이상이고 triglyceride 농도가

150mg/㎗ 이상일 때 고지혈증으로 진단한다.

고지혈증의 중요한 요인인 total cholesterol은

우리나라의 경우 매 10년 마다 평균 10mg/

㎗ 의 상승을 보였으며, 단백질과 지방질 섭

취가 많은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하여 앞으

로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추정된다18).

고지혈증이 가지는 임상적 의의는 혈액의

점도와 혈소판의 응집력 증가를 야기하여

혈액순환장애 및 미세순환부전을 일으키고

있으며19), 이로 인하여 고혈압과 동맥경화의

중요한 위험인자가 될 수 있으며16), 나아가

관상동맥 및 뇌동맥의 죽상경화를 유발하며

허혈성 심질환이나 뇌졸중의 중요발병인자

가 될 뿐만 아니라 비만증, 당뇨병 등을 초

래할 수 있으며19) 특히 고혈압과 동반되어

나타날 때 동맥경화증의 발생 및 악화가 가

속화 된다는 것이 알려져 있다16).

고지혈증의 발생병리로는 소장에서 중성

지질의 흡수증가, 간장에서 중성지방의 합성

증가, LDL의 합성 및 분비증가, HDL의 합

성감소, 말초조직에서의 중성지방 제거 감소

등의 원인으로 발생한다20).

현재 고지혈증의 치료는 주로 식이요법을

실시하고 있으며, 약물요법으로는 혈중 지질을

조절할 수 있는 지질저하제 (cholestyramine,

gemfibrozil, simvastatin, niacin, probucol),

과산화 지질 제거제 (비타민 A, C, E 및

selenium) 등이 있으나, 현재에는 HMG CoA

reductase인 statin 계열 약물이 가장 흔히

사용되고 있으며21), 이중 가장 대표적인 것

이 Simvastatin 이며, 이 Simvastatin 항고

지혈효과는 이미 여러 가지 모델에서 평가

되어져 왔고, 현재 다른 종류의 고지혈증 치

료제의 개발에 있어 가징 흔히 사용되어지

는 reference drug이다
22)
.

그러나 이러한 치료제의 부작용에 대한

우려와 세계적인 추세인 천연 약물 요법에

대한 관심 증대에 힘입어 전통의학에 기인

하는 새로운 치료법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23).

韓醫學에서 고지혈증이란 병명은 없으나.

<靈樞 五癃津液別編>에서 "五穀之津液, 和合

而爲膏者”라 하여 우리가 섭취하는 五穀의

津液에서 膏가 만들어진다고 보았으며, 淸代

의 張志聰은 “中焦之氣, 蒸津液化其精微,…,

溺于外則皮肉膏肥, 餘于內勅膏․豊富”라 하

였는데, 이것은 膏脂가 油質, 脂肪을 意味하

며, 水穀의 精微에 根源한 津液의 一種으로

서 血中에 化入하여 인체의 영양물질이 되

지만 만약 섭취가 과다하거나 轉水, 利用,

排泄이 失常하면 血脂가 상승하여 疾病이

發生될 수 있음을 설명한 것으로 볼 수 있

다
24)
.

한의학에서 고지혈증은 주로 頭痛, 痺證,

胸悶, 心悸, 中風, 眩暈, 心晄, 胸痛 및 肝陽

上抗 등의 범주로 痰濁, 火熱, 氣滯血瘀, 脾

胃濕熱 등의 實證性 病因과 肝腎陰虛, 脾腎

虧虛 등의 虛症性 病因에 기인하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고, 치료법으로는 利氣祛痰을 주



박재영⋅송춘호

- 134 -

치료법으로 利濕化痰, 活血化瘀, 淸熱利濕,

健脾益腎 등이 응용되고 있다25).

藥鍼療法은 鍼灸요법과 藥物요법을 결합

한 新鍼요법의 일종이다. 시술하는 과정에서

주사기를 사용하나 치료약물의 선정은 氣味

論, 치료 부위의 선정은 經絡論을 위주로 한

한의학의 독특한 치료 기술이다26). 순수 한

약재에서 정제 추출하여 經穴에 극소량의

약물을 주입함으로써 침의 작용과 한약의

작용을 병행하여 치료를 보다 극대화시키기

위한 방법으로, 약물의 흡수가 빠르고, 경구

투여가 불가능한 경우와 환처에 시술할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다27).

陽陵泉(GB34)은 足少陽膽經上의 經穴로

종아리 가쪽에서 종아리뼈머리 앞 아래의

오목한 곳에 위치하며, 膽經의 合土穴이고

八會穴 중 筋會이며 六腑下合穴로서 舒筋脈,

淸泄濕熱, 疏經絡濕滯 등의 性質이 있어27),

瘀血, 痰飮으로 인해 발생하는 고지혈증의

치료에 유의한 작용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

고, 흰쥐는 gallbladder는 없으나 bile은 생산

하며 담경락 또한 있으므로28,29) 기타 경락이

나 경혈과 마찬가지로 陽陵泉의 속성을 고

려하여 본 실험의 藥鍼처치 부위로 選穴하

였다.

柴胡(Bupleuri Radix ;BR)는 산형과에

속하는 다년생 목초로 性은 微寒無毒하고

味는 苦하며 肝, 膽, 胃經으로 歸經하고 和

解退熱, 昇擧陽氣, 疏肝解鬱의 效能이 있어

口苦耳聾, 寒熱往來, 胸滿脇痛, 嘔吐心煩, 頭

痛目眩 등을 主治한다고 하였으며11,30), 최근

연구에서도 손상된 肝細胞 및 肝機能회복에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12,13). 이 연구 결

과로 미루어 보아 柴胡는 간기능 향상과 손

상된 간세포의 회복에 효과적이며 간장내

지질대사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어 고지혈증

예방이나 치료에 유의한 작용을 할 것으로

생각되었다.

이에 저자는 柴胡 약침이 흰쥐의 고지혈증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여 Nishina

등31)의 방법으로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흰쥐

에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陽陵泉에 柴胡 약

침을 시술한 후 몸무게, 간무게, 혈청 성분

등 고지혈증과 유관한 지표들을 분석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정상 흰쥐의 간세포에 柴

胡 약침액을 여러 가지 농도로 처리한 후

세포 생존률을 측정하였다. 5% 약침액을 처

리한 결과 세포 생존률이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1).

DPPH를 환원시키거나 상쇄시키는 능력

이 크면 높은 항산화 활성을 기대할 수 있

으며. 항산화 능력은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감소시킴으로써 항고지혈증과 관련이 있다

는 보고가 있다,32). 본 실험에서 BR 약침액

을 0.1%, 1%, 2.5%, 5%의 농도로 희석한

후 DPPH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모든 농도

에서 DPPH 소거능을 나타내었다. BR 약침

액의 DPPH 소거능은 약침액의 농도가 감

소함에 따라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 2).

HMG-CoA reductase는 콜레스테롤 생합

성단계에서 작용하는 rate-limiting enzyme

으로서 스테롤이나 이소프레노이드계 화합

물의 생합성 경로의 중간단계인 mevalonic

acid의 합성을 매개하는 역할을 한다. 콜레

스테롤 대사에 관한 동물실험과 임상실험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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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치면서 혈중 콜레스테롤 강하 수단으로

콜레스테롤의 생합성 경로를 조절하는 것이

효과적임이 밝혀졌다33). HMG-CoA reductase

의 활성이 저하되면 LDL-recepter의 활성이

증가하여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가 감소하므

로 고cholesterol혈증을 예방․치료하는데 유

용하다34).

고지방식을 섭취한 흰쥐의 간에서 HMG-

CoA reductase를 분리하여 0.1%, 1%, 2.5%,

5%의 BR 약침액을 처리한 결과, 모든 농도

에서 HMG-CoA reductase의 저해 활성이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되었다(Fig. 3).

이상과 같은 DPPH소거능과 HMG-CoA

reductase 활성억제능 검사결과로부터 柴胡

약침액이 항고지혈 작용이 있을 것으로 추

정하고 본 실험을 시행하였다.

실험동물에 고지혈증을 유발시키기 위하

여alloxan을 복강투여하고 일주일 뒤 혈액

내에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180∼220 ㎎/dl로

증가된 것을 확인한 후, 고지방식으로 조제

된 사료인 AIN-76A diet를 4주간 고지방식

을 섭취하게 하면서 매주 몸무게를 측정하였

다. 실험군은 정상군(normal), 대조군(control),

HG군(hand grasping; data not shown), NP

군(needle prick), saline군(saline injection),

柴胡 약침군(BR-HA)의 6군으로 나누어 실

험하였다.

일부 보고에 의하면, 체중의 변화와 혈청

지질의 농도는 상호 관련이 있어, 체중감소군은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이

감소하는 경향을, 체중 증가군은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고 한다35). 본 실험에서는 Normal

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약간 높은 몸무

게를 나타내었으며, BR-HA군에서 control

군에 비하여 다소 낮은 몸무게를 나타내었

다(Fig. 4).

정상적인 간에서는 간 중량의 5%가 지방

이나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간에 지질이 축

적되면 간 무게와 간 비중이 증가할 것으로

추정되어, 실험종료 후 실험동물의 몸무게에

대한 간 무게와 간 비중의 비율을 계산하였

다.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liver

index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NP군, saline

군, 및 BR-HA군의 liver index는 control에

비하여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5, Fig. 6).

콜레스테롤(cholesterol)은 인지질(phospholipid)

과 함께 세포막의 성분으로 그리고 각종 호

르몬 생산의 원료나 담즙산의 전구체로 중

요한 지질이며, 대부분은 간에서 합성되고,

갑상선기능저하증, 신증후군, 간질환, 관상동

맥질환에서 증가하며, 혈중에서는 지단백

(VLDL, IDL, LDL)으로 존재하여 전신의

세포로 운반되어 이용된다. 혈중 cholesterol

수치를 1 mg/dl 줄일 때마다 심혈관 질환의

위험도는 2-3% 줄어든다는 보고가 있으며,

가족성 고지단백혈증, 당뇨병, 네프로제증후

군, 급만성췌장염, 갑상선기능저하증, 동맥경

화증, 지질대사장애 등에서 혈중 cholesterol

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36)
.

본 실험에서는 실험동물의 혈중 total

cholesterol level을 측정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혈중 total cholesterol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BR-HA군에서 control

군에 비하여 혈중 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

게 감소하였으나, NP군, saline군과는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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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차이가 없었다(Fig. 7).

HDL-cholesterol은 간에서 생성되며 세포

막 등 조직의 cholesterol을 간으로 운반하여

분해 제거하는 역할을 하는데, HDL-cholesterol

은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유익한 콜레스테롤

로 혈관에 부착된 콜레스테롤을 간장으로

운반하여 소화시키게 되는데 혈액 중의

HDL-cholesterol수치가 높을수록 동맥경화

나 심장질환이 될 위험성이 낮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36,37).

실험동물의 혈청에서 total cholesterol에

대한 HDL-cholesterol의 비율을 측정한 결

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혈중

HDL/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게 감소하였

으며, NP군, saline군 및 BR-HA군에서

control군에 비하여 혈중 HDL/total cholesterol

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Fig. 8).

동맥경화지수(AI)는 total cholesterol수치

에서 HDL-cholesterol 수치를 뺀 값을

HDL-cholesterol 수치로 나눈 값으로 total

cholesterol 수치가 낮을수록 또 HDL-cholesterol

수치가 높을수록 지수가 낮아지게 된다38).

혈청 total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의 수치를 이용하여 동맥경화지수를 계산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에서 동

맥경화지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BR-HA

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동맥경화지수

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9).

LDL-cholesterol은 주로 간에서 말초로

cholesterol을 운반하는 지단백이고, 말초조

직은 LDL수용체를 매개하여 LDL을 취입

하여 이용한다. LDL은 혈관 내피하에서 산

화변성을 받아 산화 LDL로 되어 scavenger

pathway라고 부르는 경로를 거쳐 세포내에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진전시키는 것으로 알

려지고 있다36). 동맥혈관 조직에 cholesterol

이 축적되면 동맥경화증과 심장병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38).

실험동물의 혈중 LDL-cholesterol level을

측정한 결과, normal군에 비하여 control군

에서 혈중 L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NP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혈

중 L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BR-HA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하여 혈중

LDL-cholesterol에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Fig. 10).

phospholipid는 체중의 약 1%를 차지하며

뇌, 간, 혈액 등에 5-10%정도 분포되어있다.

cholesterol과 더불어 세포막의 구성 성분으

로서 energy원이 된다. phospholipid의 증가

는 간에서의 합성항진, 분해능 저하, 담즙의

배설장애를 의미하며, 감소는 합성능 저하,

분해항진에 의한다. 또한 혈청 phospholipid

는 각종의 지질대사이상에 의해 증감하지만

cholesterol과 평행해서 변동하는 경우가 많

고 동맥경화증에 있어서의 phospholipid의

역할은 cholesterol 등의 용해도를 높여서 동

맥벽에 지질침착을 억제시키는 항동맥경화

인자의 하나이므로 total phospholipid/total

cholesterol 비율의 감소는 동맥경화 촉진의

지표로 이용된다39).

실험 결과 柴胡 약침군에서 유의하게 혈

중 총콜레스테롤 수치를 저하시켰고 HDL-

cholesterol을 증가시켰으며, 혈중 LDL-cholesterol

level의 경우는 대조군에서 LDL-cholesterol

이 증가하였으나 약침군에서는 별다른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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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없었고 NP군에서 control군에 비하여 혈

중 LDL-cholestero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오

히려 活血通脈하고 淸肝濕熱하는 陽陵泉 경

혈자극이 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

었다.

phospholipid/total cholesterol 비는 대조군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약침군에서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Fig. 11).

이상의 고지혈증과 관련된 혈청 지질 성

분 분석을 통하여 柴胡 약침의 고지혈증 관

련 지표의 개선 작용이 일부 관찰되어 陽陵

泉 柴胡 약침이 고지혈증에서 혈중지방을

감소시키고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

을 것으로 생각되지만, NP군 및 saline군과

비교해 유의성이 없었고 LDL- cholesterol의

경우 陽陵泉 단순 자침시에만 유의하게 감

소되어 柴胡 약침액의 작용보다는 陽陵泉

경혈의 자극으로 인한 작용으로 판단된다.

ALT와 AST는 간장이나 심장 등에서 다

량 존재하여, 간세포가 상해되면 혈중으로

다량 逸脫하여 혈청농도가 현저하게 상승한

다. 혈청 중 ALP의 증가는 주로 골질환,

간․담도질환, 임신, 악성종양 등에서 볼 수

있으며, 간세포 상해나 괴사의 정도와 AST

⋅ALT의 상승도 사이에는 상관성이 있는

데, ALT와의 상관성이 AST보다 높다. LDH

는 lactate와 pyruvate간의 가역성 산화 반

응을 촉매 하는 효소로 심장이나 간질환이

나 혈액 및 신장질환 등 각종 질환에서 그

활성이 상승된다40).

본 실험에서 실험동물의 혈중 ALP, AST,

LDH level을 측정한 결과, 모든 실험군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 12-14).

실험동물의 urine에서 glucose를 측정한

결과, normal군에서는 glucose에 대하여 음

성반응을 나타내었으나, control군, HG군 및

NP군에서는 1 ㎎/㎖ 이하의 양성반응을 나

타내었다. Saline군과 BR-HA군에서는 glucose

에 대하여 음성반응을 나타내어 柴胡 약침

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발된 흰쥐의 뇨중

glucose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Table 6).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陽陵泉 柴胡

약침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발된 흰쥐의

고지혈증 관련지표들을 유의하게 회복시켰

으며, 이중 혈중 total cholesterol과 동맥경화지

수는 유의하게 감소되었고, HDL-cholesterol,

phospholipid/total cholesterol 비는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뇨중 glucose양은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그러나 NP군과 BR-HA군과는

유의한 차이가 없으므로 추후관련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로써 柴胡 약침은 고지혈증에 유의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추후 柴胡 약

침의 임상 응용에 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Ⅴ. 結 論

고지혈증을 유발시킨 흰쥐에 있어서 陽陵

泉에 상응하는 부위에 시술한 柴胡 약침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몸무게, 간무게, 혈

청 분석, 뇨 분석 등을 통해 다음과 갈은 결

론을 얻었다.

1. 柴胡 약침액은 간세포에서 유효한 DPPH

소거능과 HMG-CoA reductase 저해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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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나타내었다.

2. 陽陵泉 柴胡 약침은 혈중 total cholesterol,

동맥 경화지수(AI)를 유의하게 감소시켰

고, HDL-cholesterol과 phospholipid/total

cholesterol 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3. 陽陵泉 柴胡 약침은 뇨중 glucose양을 유

의하게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柴胡 약침

은 고지방 식이에 의한 흰쥐의 고지혈증에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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