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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Mice에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의 고지혈증 개선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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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for the antihyperlipidemic effect of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after having injected the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to the obese mice
with high fat diet. The 30 six-week-old male C57BL/6J mice were divided into 3 groups of 10 and fed for 5
weeks to be obese with high fat diet. Thereafter, for 4 weeks,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was provided
through oral injection to the 3 groups: control group (HFD), group injected with 75 mg/kg of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HFD＋POE 75) and the group injected with 125 mg/kg of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HFD＋POE 125). The serum and liver lipid and the alanine transaminase (ALT) and aspartate trans-
aminase (AST) activity were measured. The result showed tha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weight
gain and feed intake, and the feed efficiency ratio was significantly low in the group provided with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Serum total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low in the group of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HFD＋POE 125). It appeared that all the groups provided with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loeracea reduced plasma triglyceride significantly according to the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
acea dose. There was no dose dependency of HDL-cholesterol to the dose of ethanol extract of Portulaca oleracea.
LDL-cholesterol was low in the group dosed with high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HFD＋POE
125). There was difference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total lipid contents in liver. AI (atherogenic
index) and CRF (cardiac risk factor) were significantly low in the group with high dose of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HFD＋POE 125). There was no difference of serum AST activity, however, serum ALT activ-
ity was significantly low in the group with high dose of ethanol extract from Portulaca oleracea (HFD＋POE 125).

Key words: Portulaca oleracea, antihyperlipidemic, high fat diet, cholesterol, triglyceride

†
Corresponding author. E-mail: soo7735@naver.com
†Phone: 82-33-730-0495, Fax: 82-33-738-7652

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와 지방 및 가공식품의 소비의 증가로 인

한 당뇨병, 고혈압, 암, 골다공증, 동맥경화 및 심근경색, 뇌

졸중, 위장관질환 등의 발생 위험률이 높아지고 있다(1).

2007년 사망원인 통계자료에 의하면 총 사망 원인의 23%가

심순환기계 질환이었으며(2), 2008년 국민건강영양조사에

따르면 30세 이상 성인의 고지혈증의 유병률은 무려 28.5%

로 보고 있다(3). 고지혈증은 혈액 내의 콜레스테롤, 중성지

방 등 지질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것으로 심순환기 질환의

주된 위험인자로 지목되고 있다(4). 고지혈증 치료의 대표적

인 지침서로 알려진 NCEP(National Cholesterol Education

Program)의 보고서에 따르면(5), 약물치료 전 식사요법을

권장하고 있다. 채소류가 식사요법에서 강조되는 식품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상용하던 채소류의 생리활성뿐

아니라 야생 산채류의 생리활성 물질이 만성질환에 효과를

나타낼 수 있다는 연구가 보고되어 왔다(6-11). 최근에는 심

혈관계질환, 암, 당뇨병 예방과 면역력을 강화시키는 식생활

지침에서 채소섭취를 강조하고 있다(12-15).

쇠비름(Portulaca oleracea L.)은 쇠비름과(Portulacaceae)

에 속하는 일년생 초본으로 우리나라 각지에 5∼9월에 걸쳐

자생하고 있다. 한국보다는 중국에서 식용으로 애용되고 있

으며 해열, 이뇨, 산혈 등의 효능이 있어 임질, 요도염, 유종,

대하증, 임파선염 등에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다(16). 쇠비름

에 관한 연구로는 쇠비름의 성분에 관한 연구(17-20), 돌연

변이원성 억제활성(21), 항산화 활성에 관한 연구(22-24), 니

코틴이나 타르 등의 담배 유해 성분제 제거효과(25), 방사선

조사 후의 생존효과(26), 항바이러스효능(27), 간해독, 이뇨,

소염 작용에 관한 연구(28), 항균활성(17,29-31), 미백 및 항

노화, 항염증효과(32), 고지방식이에 첨가 시 혈액지질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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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 (g/kg diet)

Diet composition High fat diet (HFD)

Casein
Sucrose
Dextrose
Corn starch
Cellulose
Beef tallow
Mineral mix
Vitamin mix

1)

DL-Methionine2)

Ethoxyquin (TBHQ)
Choline bitartrate

1000
500
0

500
250
2,500
175
50
15
0
10

Energy (kcal) 30,760

Fat energy (%) 73.1
1,2)
AIN-93VX vitamin mixture and AIN-93N mineral mixture.

개선(33), 쇠비름을 이용한 차의 제조와 그 품질특성(34)에

관한 연구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와 같이 쇠비름은 생리활성물질을 함유한 식용이 가능

한 야생식물로 성분연구, 해독작용, 항산화활성에 관한 연구

가 주류를 이루고 있고, 정상 체중의 실험동물에게 고지방식

과 함께 쇠비름 추출물을 급여하여 지방대사의 개선효과를

본 연구결과만이 보고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

로 비만이 유도된 실험동물에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고지

방식이와 병행 공급한 후,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즉, 식이에 의해 비만이 유발된 질병모

델에서의 고지혈증 증세를 개선하는 효과를 검증하여 건강

기능성 식품 제조용 신소재 개발의 기초자료로 제공하여 쇠

비름의 이용성을 증대시키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에탄올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쇠비름(Portulaca oleracea L.)은 강원

도 원주시 근교에서 자생하는 것을 채취하였으며, 동결 건조

하여 분쇄한 후 -7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에

탄올 추출물 제조는 분말상태인 시료 중량의 10배인 70%

에탄올을 첨가하고 80oC에서 8시간 동안 3회 추출한 후, 감

압여과 장치에서 뜨거운 상태에서 여과한 후 감압농축기를

사용하여 추출용매를 제거한 후 동결건조 하여 실험에 사용

하였다.

실험동물 및 식이

실험동물은 6주령의 C57BL/6J mice를 (주)대한바이오링

크(충북 음성, 대한민국)에서 구입하여 1주일간 일반식이로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비만을 유도하기 위하여

모든 실험군은 beef tallow를 40% 첨가한 고지방식이를 5주

간 공급하였다(Table 1). 또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의 지질

저하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고지방식이에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6주부터 9주까지 하루에 한 번씩 경구투여 하였다.

실험군은 난괴법에 의하여 고지방식이군(high fat diet

group, HFD),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75 mg/kg 투여군(high

fat diet supplemented with 75 mg/kg Portulaca oleracea

L. ethanol extract, HFD＋POE 75),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125 mg/kg 투여군(high fat diet supplemented with 125

mg/kg Portulaca oleracea L. ethanol extract, HFD＋POE

125)이고, 각 군당 10마리로 하여 한 cage당 3～4마리씩 분

리하여 4주간 사육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실 온도는 20±2oC,
상대습도 60±5%로 유지하였고, 조명은 12시간 간격으로

조절하였다. 식이섭취량은 1주에 3회, 체중은 매주 한 번씩

측정하였다.

혈청과 조직 처리

고지방 식이에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4주간 공급하는

동안의 혈액의 지질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실험식이 0주와

2주 때에 마우스를 14∼16시간 절식시킨 후 안와채혈법으로

채혈하여 항응고제(heparin)가 들어 있는 튜브에 혈액을 취

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분리하였

다. 실험식이가 종결되는 4주 때는 심장채혈법으로 최대한

많은 혈액을 채혈하였고 원심분리 하여 분리된 혈청은 분석

전까지 -70°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또한 간장을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로 헹군 후 표면의 수분을 제거하여 액체질소에

담아 급속냉동 시켜 -70°C에 냉동 보관하였다.

지질 및 콜레스테롤 분석

혈중의 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농도

는 시판되는 kit(Asan Phamaceutical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효소법으로 측정하였다. 혈청 LDL-cholesterol은

Friedewald식 {총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중성지

방/5)}(35)에 의하여 계산하였다.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 판

정에 이용되는 동맹격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총

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36)에

의하여 구하였으며, 심혈관위험지수(cardiac risk factor,

CRF)(36)는 총콜레스테롤을 HDL-콜레스테롤로 나누어 구

하였다. 간의 지질농도는 Folch 등(37)의 방법에 따라 간조

직의 10배량의 용매(chloroform : methanol＝2:1)를 가하여

반복추출하고 용매를 휘발시켜 지질을 얻었으며, 이때의 총

지질함량은 중량법으로 구하였다. 추출한 지질의 총지질 함

량은 Frings와 Dunn법(38)에 따라 분석하였으며 총콜레스

테롤과 중성지질은 혈청에서의 분석과 동일한 방법으로 분

석하였다.

Alanine transaminase(ALT) 및 aspartate transam-

inase(AST)의 활성 측정

간의 손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아미노산 전이효소인

ALT와 AST 활성을 효소법에 의한 정량용 kit(Asan Pha-

maceutical Co.)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540 원향례․김수현

Table 2. Body weights, food intakes and feed efficiency ratios in three experimental groups

Group
Body weight (g)

Total food intakes (g) FER1)
Initial Final Weight change

HFD
HFD＋POE 75
HFD＋POE 125

29.6±1.62)NS3)
30.4±1.8
29.8±1.4

32.8±1.5NS
33.4±1.5
32.5±1.3

3.2±0.9NS
3.0±0.9
2.7±0.7

46.2
57.1
47.6

0.078±0.120a4)
0.053±0.015b
0.057±0.016b

1)
Feed efficiency ratio (weight gain/feed intake).
2)The values are mean±SD (n=10).
3)
NS: not significant.
4)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Effects of Portulaca oleracea 70% ethanol extract
on serum alanine transaminase (ALT) and asparate trans-
aminase (AST) concentration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IU/L)

Group ALT AST

HFD
HFD＋POE 75
HFD＋POE 125

26.3±0.91)a2)
25.9±0.8ab
25.2±0.5b

46.4±2.0NS3)
47.3±1.4
45.8±1.4

1)
The values are mean±SD (n=10).
2)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
NS: not significant.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 및 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쇠비름 에탄

올 추출물의 지질 저하효과를 살펴보기 위해서 고지방식이

군,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75 mg/kg 및 125 mg/kg 경구투여

군 간의 효과를 one-way ANOVA로 분석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 검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증가량, 사료섭취량, 식이효율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mice의 최종체중, 체

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은 Table 2와 같다. 5주

동안 비만을 유도한 후의 체중은 모든 군에서 29.6±1.6∼
30.4±1.8 g이었으며 4주 동안 고지방식이와 함께 쇠비름 에

탄올 추출물을 경구투여 한 후의 체중은 32.5±1.3∼33.4± 
1.5 g으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섭취로 인한 체중 감소효과

는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저농도 및 고농도로 쇠비름 에

탄올 추출물을 경구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식이효

율을 나타내었다(p<0.05). Moon 등(39)은 토란분말을 고지

방식이(lard 31%와 콜레스테롤 0.5%)에 첨가하여 8주간 사

육한 결과 식이섭취량,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에 있어서

유의적인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

와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러한 이유는 본 실험에서 사

용한 mice가 5주간 고지방식이로 인한 비만 질병모델에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경구투여 했기 때문에 체중변화에

는 변화가 없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고지방식이군보

다 유의적으로 낮은 식이효율을 나타내어 쇠비름 에탄올 추

출물은 비만 질병모델에서 지방의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청 중의 ALT 및 AST 함량 측정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C57BL/6J mice에게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4주간 경구투여 후 혈청 중의 ALT 및 AST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Koh 등(40)은 ALT 및 AST는

간세포에 다량 존재하는 효소로 간 손상 시 세포외로 다량

유출되어 혈액에 증가됨으로써 간 손상의 지표로 이용되는

효소라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HFD군의 ALT 함량은 26.3

±0.9 IU/L였으나 HFD＋POE 125군에서는 25.2±0.5 IU/L
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p<0.05) AST 함량은 모든 군

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Lim과 Suh(28)는

마우스에 쇠비름 물 추출물 투여한 결과 손상된 간에 대하여

간질환치료제인 silymarin에 비해 s-GPT치는 59.4%,

s-GOT치는 55.8%의 개선효과 있음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은 간기능 개선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

료된다.

혈청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농도 변화

비만 질병모델에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의 농도

별로 경구투여 하여 실험식이가 시작되기 바로 직전 0, 2,

4주 동안 혈청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함량을 측정하였

다. 0주 때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모든 군에서 113.8∼116.6

mg/dL이었으며 실험 2주 때에는 132.3∼136.4 mg/dL로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실험군 간의 유의적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실험 4주 때에는 HFD군은 150.5±13.5
mg/dL, HFD＋POE 125군은 128.5±16.2 mg/dL로 HFD군

에 비해 14.7%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중

성지질 함량은 총콜레스테롤 함량과 마찬가지로 실험 2주

때까지 모든 군에서 증가하였으나 군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

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실험 4주 때의 HFD군은 208.0±16.4
mg/dL, HFD＋POE 75군은 171.2±11.1 mg/dL, HFD＋
POE 125군은 147.1±14.2 mg/dL로 HFD군에 비해 중성지

질의 함량이 각각 17.7% 및 29.3%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

내었다(p<0.05).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모두 투여 후 2주까지는 감소효과

가 없다가 4주째에 감소하는 효과가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나 투여 효과가 있는 critical period에 대한 확인을 위해

좀 더 세분화된 주 간격(3, 4, 5, 6주 아니면 6주의 기간 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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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Portulaca oleracea 70% ethanol extract on
serum lipid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mg/dL)

HFD
HFD＋
POE 75

HFD＋
POE 125

Total cholesterol
0 week
2 weeks
4 weeks

116.6±5.21)NS2)
132.6±17.2NS
150.5±13.5a3)

113.8±7.3
132.3±14.4
141.3±12.5ab

115.1±5.4
136.4±6.9
128.5±16.2b

Triglyceride
0 week
2 weeks
4 weeks

203.2±2.7NS
209.8±8.5NS
208.0±16.4a

200.8±3.6
213.5±5.6
171.2±11.1b

204.8±9.9
209.8±7.7
147.1±14.2c

HDL-cholesterol
4 weeks 76.8±8.3NS 78.3±5.3 78.0±6.8

1)
The values are mean±SD (n=10).
2)
NS: not significant.
3)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
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5. Effects of Portulaca oleracea 70% ethanol extract
on serum atherogenic index (AI) and cardiac risk factor
(CRF) concentration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Group
LDL-cholesterol
(mg/dL)

AI1) CRF2)

HFD
HFD＋POE 75
HFD＋POE 125

100.7±9.73)a4)
95.1±8.4a
82.1±8.7b

0.8±0.09a
0.8±0.05a
0.7±0.04b

1.8±0.09a
1.7±0.08ab
1.6±0.10b

1)
AI (atherogenic index)＝(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2)
CRF (cardiac risk factor)＝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3)
The values are mean±SD (n=10).
4)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Effect of Portulaca oleracea 70% ethanol extract on
hepatic lipid levels in high fat diet-induced obese mice

(mg/dL)

Group HFD
HFD＋
POE 75

HFD＋
POE 125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Total lipid

2.1±0.31)a2)
34.7±3.8a
21.3±2.3a

1.4±0.2b
28.4±3.9b
17.8±2.8b

1.4±0.3b
27.8±2.7b
16.7±2.7b

1)
The values are mean±SD (n=10).
2)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등)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HDL-콜

레스테롤은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의 투여에 따른 실험군 간

의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Table 4). 본 실험결과 고지방식

이로 인하여 증가된 중성지질 함량은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을 병행 투여함으로써 개선되어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30세 이상의 성인의 고지혈증 중 고콜레스테롤지방혈

증의 유병률이 11.1%, 고중성지방혈증의 유병률이 17.4%로

탄수화물 과다 섭취로 인한 고지혈증 중 중성지방혈증이 문

제가 되고 있는 한국 사람의 경우(3)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효과는 대한민국에서 손쉽게 구할 수 있는 자원의 이용 면에

서 매우 유리하다고 사료된다. Kim과 Won(33)의 연구는 정

상체중의 실험동물에게 고지방식이와 쇠비름 에탄올 추출

물을 25∼125 mg/kg의 농도로 공급하여 혈액의 지질성분의

변화를 살펴본 결과, 혈액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을 감

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또한 본 연구는 식이에 의해 비만이 유발된 질

병모델에서 혈중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저하효과를 나

타내어 고지혈증 증세를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

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은 고지방식이를 공급받는 정상체

중을 가진 동물이거나 비만 질병동물 모두에서 고지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청 중의 LDL-콜레스테롤, 동맥경화지수(AI) 및 심혈

관위험지수(CRF)

비만 질병모델에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과 고지방식이

를 4주간 급여 후 혈청 중의 LDL-콜레스테롤, AI 및 CRF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LDL-콜레스테롤은 HFD＋

POE 75군과 HFD군은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HFD＋

POE 125군은 HFD군에 비해 18.5%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

타내었다(p<0.05). 혈청 LDL-콜레스테롤이 총콜레스테롤

보다 심혈관계질환에 더 위험하다고 알려짐에 따라 고지혈

증 치료에 혈청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치료가 더욱

강조되고 있으므로(5),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이 고지혈증에

매우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방식이에 의하여 증가

된 AI와 CRF는 고지방식이와 고농도의 쇠비름 에탄올 추출

물 경구투여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Kim과 Won

(33)은 고지방식이에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함으로써

동맥경화지수가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

사하였다. 따라서 심순환기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인 AI 및

CRF가 감소되어진 것으로 보아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은 고

지혈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으므로 결국 심순환기 질환

의 발병률도 감소시키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

간지질 농도 변화

고지방식이와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를 달리하여

경구투여 한 mice의 간조직 중 총지질, 중성지질 및 총콜레

스테롤 함량 변화는 Table 6과 같다. HFD＋POE 75 및 HFD

＋POE 125군의 총지질 함량은 각각 17.8±2.8 mg/dL 및

16.7±2.7 mg/dL로 HFD(21.3±2.3 mg/dL)군에 비하여 각

각 16.5% 및 21.6%의 유의적 감소를 나타내었다(p<0.05).

또한 HFD＋POE 75 및 HFD＋POE 125군의 중성지방의 함

량은 28.4±3.9 mg/dL 및 27.8±2.7 mg/dL로 HFD(34.7±3.8
mg/dL)군에 비하여 각각 18.2% 및 19.9%의 유의적인 감소

를 나타내었다(p<0.05). HFD, HFD＋POE 75 및 HFD+POE

125군의 총콜레스테롤의 함량은 각각 2.1±0.3 mg/dL, 1.4± 
0.2 mg/dL 및 1.4±0.3 mg/d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p<0.05) 특히 저농도로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경구투여에

도 HFD군에 비해 33.4%의 감소를 나타내었다. 본 연구결과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은 혈중 중성지질과 간에서의 총콜레

스테롤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쇠비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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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탄올 추출물은 혈중 지질을 개선함으로써 죽상경화증의

발병에 영향을 주는 고지혈증 예방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

된다. Kim(41)은 C57BL/6J mice에게 고지방식이와 더덕 및

도라지 에틸아세테이트 추출물 투여로 혈중 및 간에서의 지

질저하 효과를 확인 후 지질대사에 관여하는 HMG Co-A

reductase, LDL-receptor 및 CYP7A1 mRNA와 protein 발

현을 측정하여 지질 저하 기전을 확인하였다. Park 등(42)은

C57BL/6J mice에게 고지방식이와 스테비아잎 물추출물을

병행 투여하여 혈중 및 간에서의 지질 저하효과를 확인 후

지질대사 관련된 PPARα, ACC, CPT-1 및 ACS mRNA 발

현 수준을 확인하여 지질 저하 기전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은 혈중 및 간장에서의

지질 저하효과를 확인하였으므로 앞으로는 지질합성 및 분

해에 관련된 효소의 mRNA와 protein 발현 수준을 확인하여

기전을 밝히고자 실험을 계획 중이다.

요 약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의 고지혈증 개선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C57BL/6J mice에게 9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섭취시

켰다. 마지막 4주 동안은 고지방식이에 쇠비름 에탄올 저농

도투여군(HFD＋POE 75) 및 쇠비름 에탄올 고농도투여군

(HFD＋POE 125)으로 나누어 하루에 한 번씩 경구투여 하

였으며 고지방식이군(HFD)은 증류수를 투여하였다. HFD

＋POE 75군 및 HFD＋POE 125군의 체중변화량은 유의적

인 차이를 나타나지는 않았으나 식이효율은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중 ALT 함량은 HFD군에 비해

HFD＋POE 125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AST 함

량은 그룹 간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실험식이 4주 때에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중성지질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

은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경구투여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으나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 심순환기 질환의 위험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알려진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위험지수는 고농도의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경구투여로 HFD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 고지방식이에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 경구투여

로 혈중 및 간장 중의 총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중성지질이 저하되었는데 이는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이 고

지혈증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쇠비름 에탄올

추출물의 어떤 성분에 의한 지질 저하효과를 나타내는지와

어떠한 기전에 의해 지질 저하효과를 나타내는지 보다 자세

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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