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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숙과 복분자 열매 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시킨
C57BL/6 Mice의 지질대사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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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Unripe Rubus coreanus Miquel Extract on Improvement of Lipid
Metabolism in C57BL/6 Mice Fed a High-Cholestero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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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Hypercholesterolemia is the presence of high levels of cholesterol in the blood, and it is regarded as
a risk factor for cardiovascular disease due to the effects of cholesterol.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unripe Rubus coreanus Miquel (uRC) extract on lipid metabolism in hypercholesterolemic mice fed
a high cholesterol diet (HC). uRC 50 (unripe R. coreanus 5% ethanol extract 50 mg/kg/day), uRC 100 (unripe R.
coreanus 5% ethanol extract 100 mg/kg/day), uRC 300 (unripe R. coreanus 5% ethanol extract 300 mg/kg/day), and
BO (borage seed oil containing minimum of 20% γ-linolenic acid 30 mg/kg/day) were orally administered for 60
days after HC. Oral administration of uRC 50, uRC 100, uRC 300, and BO significantly reduced serum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 LDL-cholesterol,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therogenic index,
and cardiac risk factor levels. Similarly, uRC treatment elevated serum HDL-cholesterol levels. These results suggest
that unripe R. coreanus extract could be established as a functional food for the improvement of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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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으나 장기간 복용 시 지용성 비타민 결핍증, 간기능 저하
등이 동반되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3). 따라서 복용 시

현대인의 생활양식의 변화와 더불어 지방이 많고 식이섬
유가 적은 서양식 식습관으로 인해 고콜레스테롤혈증, 이상
지질혈증, 비만, 당뇨병, 암과 같은 영양 불균형에서 오는
만성질환이 지속적으로 증가 추세에 있다.

독성이나 부작용을 낮출 수 있는 천연물에서 추출한 생리활
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장미과(rose family)에 속하는 복분자(Rubus coreanus
Miquel, Korean black raspberry)는 나무딸기(Rubus)류

콜레스테롤은 세포의 원형질막 및 혈중 지질단백의 필수

또는 산딸기(raspberry)류에 포함되고, 한방에서는 덜 익은

구성성분으로 간에서 합성 및 조절된다. 그러나 간의 대사량

열매(미숙과)로 만든 약재를 복분자(覆盆子)라고 하며, 예로

을 넘어선 과도한 섭취는 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축적을 야기

부터 신(腎)기능을 개선시키고 정력 감퇴, 빈뇨를 치료한다

하고 산화적 스트레스(oxidative stress)를 촉진시키는데,

고 알려져 복분자 주, 복분자 차 등 한방식품의 재료로서

이때 항산화 효소의 양과 활성이 충분하지 않아 생체 내 자

널리 이용되어 왔다. 복분자의 생리활성 물질로는 sanguiin

유라디칼을 소거할 수 있는 항산화 방어계(antioxidative

H-4, gallic acid, ellagic acid, quercetin, epicatechin,

defense system)에 불균형을 가져오게 되어 심혈관계 질환

procyanidin B-4 등이 보고되었다(4). 그 외에 항균작용,

을 유발하는 중요한 병인으로 작용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항암작용, 항산화작용, 면역증강작용, 피부노화억제작용 등

(1,2).

이 있고, 식품은 물론 한방의약품, 화장품 등 약리, 화학적

이러한 질환의 예방과 치료를 위한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특성으로 새로운 소재 개발에 많은 기대를 갖고 연구되고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약물 및 혈액 내 중성지방의 농도를

있다(4-7). 복분자딸기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로는 poly-

낮추는 피부린산 유도체 계통의 많은 약물들이 사용되고 있

phenol의 superoxide 소거작용과 xanthine oxidase 억제
작용(8)이 있고 염증반응성을 일으키는 인자를 억제하는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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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증효과(4), 야생 산딸기의 다당체에서 항암작용과 면역억
제작용이 나타나고 있음이 조사되었으며(6), 항바이러스효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델에서 미숙과 복분자의 지질대사 개선 효과

과 및 항암효과(7) 등이 보고되었다.
이와 같이 복분자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 결과에서 그
기능성 성분의 우수성이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질대
사와 관련된 고콜레스테롤 및 고지혈증에 대한 연구는 아직
까지 미비하다. 본 연구에 앞서 보고한 본 연구진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복분자 추출물이 피로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
스에 대해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피로
개선 효과가 우수함을 증명하였다(9).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지질대사 이상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
한 항산화 활성이 우수한 미숙과 복분자 추출물(unripe

Rubus coreanus Miquel; uRC)의 지질대사 개선 효과를 입
증하고자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한
쥐 모델에게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후 혈액 및 간 조직을 이용하여 지질대사 개선 효과를 검토
하고자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료추출
실험에 사용한 국내산 복분자(Rubus coreanus Miquel)
는 전라북도 고창군에서 2013년 5~6월경 열매가 익기 직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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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unit: g)
Match Paigen's
Ingredients
AIN-93G
Atherogenic Rodent
Diet
200
75
Casein, 30 mesh
3
L-Cystine
130
0
Soy protein
2
DL-Methionine
0
275
397
Corn starch
150
132
Maltodextrin 10
100
30
Sucrose
90
50
Cellulose, BW200
50
70
Soy bean oil
t-Butylhydroquinone
0.014
75
0
Cocoa butter
0
35
Coconus oil, 76
35
35
Mineral mix S10001
5.5
0
Calcium carbonate
8
Sodium chloride
0
10
Potassium citrate
0
10
10
Vitamin mix V10001
2
2.5
Choline bitartrate
12.5
0
Cholesterol, USP
5
0
Sodium cholic acid
0.1
0
FD&C red dye #40
1,000.1
1,000
Total

채취하여 건조시킨 것을 구입하여 사용하였다(분류학적 복
분자 증명은 한국인스팜(주)의 백흠영 약학박사에 의해 증

레스테롤혈증 모델을 제작하였다(10). 정상 식이는 Re-

명하였다). 복분자 주산지를 이루고 있는 고창지역은 겨울

search Diets사(AIN-93G, D10012G Research diets,

철 일교차가 크지 않고, 복분자는 공기가 잘 통하는 사양토

New Brunswick, NJ, USA), 고콜레스테롤 식이는 Re-

에서 잘 자란다. 양성대조군인 보라지 종자유(Borage seed

search Diets사(Purified Diet to Match Paigen's Ather-

oil)는 고시형 건강기능식품(콜레스테롤 개선기능) 원료로

ogenic Rodent Diet, D12336 Research Diets)에서 구입

(주)에이아이코리아에프에스(Seoul, Korea)에서 구입하였

하였고, 그 조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군은 정상군(N군),

다. 시료추출은 미숙과 복분자 100 g에 20배수인 2 L의 5%

고콜레스테롤 식이 급여군(HC군),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미

발효주정(대한주정판매(주), Seoul, Korea)을 가하여 전자

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 50 mg/kg/day 경구 투여군

동무압력추출기(KS220-25L, Kyungseo Machine, Seoul,

(uRC50),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

Korea)로 100°C에서 4시간 동안 1회 추출하여 여과하였

출물 100 mg/kg/ day 경구 투여군(uRC100), 고콜레스테롤

다. 대형회전진공농축기(Büchi rotavapor R-220, Gsc-

식이와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출물 300 mg/kg/day

hwader strasse, Flawil, Switzerland)로 55°C, 50 mbar

경구 투여군(uRC300), 양성대조군인 고콜레스테롤 식이+

조건에서 감압농축 하고, 각 농축물은 동결건조 하여 분말화

보라지 종자유 경구 투여군(BO)으로 총 6군으로 나누어 실

하였다. 제조된 분말은 4°C에서 냉장보관 하여 실험 시 사용

시하였다(Table 2). 이와 같이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델에게

하였다.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미숙과 복분자 추출물을 8주간
매일 같은 시간에 경구 투여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및 식이
실험동물은 C57BL/6 mice 4주령을 새론바이오(주)(경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기도,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물과 식이는 자유롭

식이섭취량과 체중은 매주 1회 측정하였다. 최종 체중에

게 섭취시키면서 공급하였고 동물실험실의 사육조건은 온

서 실험개시 전 체중을 감하여 체중증가량을 측정하였고,

도 23±1°C, 습도 45±5%,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자동 조명

사육기간 중의 체중증가량을 같은 기간의 식이섭취량으로

조절되었다. 본 동물실험은 실험동물윤리위원회(천연자원

나누어 각 실험군들의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연구원)의 승인(승인번호: 12~16)을 받아 수행하였다. 1주

FER)을 계산하였다.

일간 적응시킨 뒤 실험동물은 정상군(normal, N군)을 제외
한 나머지 군은 고콜레스테롤 식이군(high cholesterol diet, HC군)으로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8주간 급여하여 고콜

혈액의 채취 및 장기 적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안와정맥총을 통해 채혈

정명아 ․ 조숙현 ․ 이선영 ․ 김지혜 ․ 오교녀 ․ 김영숙 ․ 유구상 ․ 이동욱 ․ 김선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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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group design
Groups

Diet composition
1)

Normal diet +d.w
High cholesterol diet2)+d.w
High cholesterol diet+uRC 503)
High cholesterol diet+uRC 1004)
High cholesterol diet+uRC 3005)
High cholesterol diet+Borage oil6)

N
HC
uRC 50
uRC 100
uRC 300
BO

Table 3.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eed efficiency ratio
(FER) in hypercholesterolemic mice fed high cholesterol diets
for 60 days
Groups
N
HC
uRC 50
uRC 100
uRC 300
BO

1)

AIN-93G diet.
HC: Match Paigen's Atherogenic Rodent Diet (cholesterol
1.25%).
3)
uRC 50: unripe Rubus coreanus 5% ethanol extract 50 mg/
kg/day.
4)
uRC 100: unripe Rubus coreanus 5% ethanol extract 100 mg/
kg/day.
5)
uRC 300: unripe Rubus coreanus 5% ethanol extract 300 mg/
kg/day.
6)
BO: Borage seed oil containing minimum of 20% γ-linolenic
acid 30 mg/kg/day.
2)

Body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FER1)

0.11±0.08
0.13±0.03
0.13±0.01
0.10±0.20
0.08±0.04
0.11±0.09

3.08±0.02
2.92±0.06
3.18±0.03
2.70±0.03*
2.85±0.05
2.58±0.02***

0.04±0.02
0.05±0.01
0.04±0.00
0.04±0.07
0.03±0.02
0.04±0.04

1)

FER: feed efficiency ratio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Values represent the mean±SE (n=5).
*
P<0.05 and ***P<0.001 compared with the HC group.
자 추출물들(열수, 5% 주정, 30% 주정, 50% 주정, 70% 주
정)을 이용하여 3T3-L1 세포주에서 지방세포 분화억제효
능을 스크리닝 한 결과 5% 주정 추출조건의 미숙과 복분자

하여 실온에서 1시간 방치하였다. 4,000 rpm에서 20분간

추출물이 가장 우수한 활성을 보였다(data not shown). 따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얻은 후 분석 전까지 -80°C에서 보관

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시킨 C57BL/

하였으며 채혈 직후 개복하여 간, 신장, 비장을 적출하여

6 mice에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을 8주간 경구 투여

0.9% NaCl 용액으로 혈액 및 기타 물질을 제거하고 수분을

후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을 측정하였고 그

제거한 후 각 장기의 중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투여군 간의 체중증가량을 비교
하였을 때 N군과 HC군 간의 체중증가량은 유의적 차이가

혈중 바이오마커의 분석

없었으며, 농도를 달리한 uRC 투여군에서도 체중증가량은

혈청의 중성지방(triglyceride, TG), 총 콜레스테롤(totalcholesterol,

TC),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정상 식이

HDL-콜레스테롤농도(high-density

급여가 체중증가량에 유의차가 없었던 기존의 비슷한 여러

lipoprotein cholesterol)와 LDL-콜레스테롤농도(low-

연구 결과와 동일하였다(12,13). 식이섭취량은 HC군(2.92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는 Cholestech LDX 시스

±0.06 g)에 비하여 uRC 100군(2.70±0.03 g), BO군(2.58

Ⓡ

system, CHOLESTECH,

±0.02 g)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P<0.05, P<0.001).

Hayward, CA, USA)으로 측정하였다. GOT(glutamic ox-

식이효율은 각 군 간에 유의차는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

aloacetic transaminase), GPT(glutamic pyruvic trans-

서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통해 체중증가가 유의하게 증가

aminase)는 자동혈액분석기(FUGI DRI-CHEM 4000i,

되지 못한 상태에서 미숙과 복분자 추출물을 처리하였기에

FUGIFILM,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임상진단에서

미숙과 복분자 추출물의 정확한 체중 감소효과를 검증할 수

순환계와 관련한 진단 지수인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없었고, 미숙과 복분자 추출물의 급여로 체중이 다소 감소되

index, AI)는 (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 HDL

었으나 큰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템(Alere Cholestech LDX

cholesterol 식(11)으로 계산하고, 심장위험지수(cardiac
risk factor, CRF)는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공식(11)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어진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기하였

간, 신장, 비장의 무게 변화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시킨 C57BL/6 mice에 미숙과
Table 4. Effect of Rubus coreanus extract on organ weight in
hypercholesterolemic mice fed high cholesterol diets

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Student's t-test 분석법을 한 후

Groups

P 값이 0.05 미만(P<0.05)인 경우를 통계학적으로 유의하

N
HC
uRC 50
uRC 100
uRC 300
BO

다고 보았다.

결과 및 고찰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In vivo test를 실시하기 전에 다양한 조건의 미숙과 복분

Liver (g)

Kidney (g)

Spleen (g)

1.08±0.03
###
1.93±0.07
1.96±0.06
1.53±0.14*
1.79±0.05
1.67±0.08

0.32±0.01
0.33±0.01
0.32±0.01
0.30±0.02
0.33±0.02
0.30±0.01

0.13±0.01
#
0.21±0.02
0.14±0.01
0.15±0.02
0.16±0.01
0.12±0.01*

Values represent the mean±SE (n=5).
#
P<0.05 and ###P<0.001 compared with the N group.
*
P<0.05 compared with the HC group.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델에서 미숙과 복분자의 지질대사 개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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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을 투여 후 간, 신장, 비장의 무게를

량은 N군(119.27±4.07 mg/dL)에 비해 HC군(281.63±

측정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다. 간 조직의 무게는 HC

9.09 mg/dL)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여(P<0.001) 고콜레스

군(1.93±0.07 g)이 N군(1.08±0.03 g)에 비하여 유의하게

테롤 식이를 8주간 투여한 C57BL/6 mice에 고콜레스테롤

증가하였다(P<0.001). 이는 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경

혈증이 성공적으로 유도된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고콜레

우 콜레스테롤 등이 간장 내에 축적되어 간의 무게가 증가된

스테롤혈증을 유발시킨 C57BL/6 mice에 농도를 달리한 미

것(14-18)으로 사료되며,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장기간 섭

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농도 의존적으

취하게 된 경우 간 비대증을 유발한다는 연구 보고(14,19)

로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특히

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uRC 100군(1.53±0.14 g), uRC 300

uRC 300군(219.57±17.72 mg/dL), BO군(226.71±21.65

군(1.79±0.05 g), BO군(1.67±0.08 g)에서는 HC군에 비하

mg/dL)에서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P<0.05)하는 결과

여 간의 무게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uRC 100군에서

를 관찰하였다. 이는 Lee 등(22)이 HepG2 cell을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의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신장의

세포수준에서 수행한 연구 결과, 성숙 복분자 추출물보다

무게는 HC군과 N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uRC 투여에 의

미성숙 복분자 추출물에서 더 유의하게 콜레스테롤 합성 억

해서도 변화는 관찰할 수 없었다. 이 결과는 장기간 uRC를

제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하지만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투여해도 신장에 독성이 없음을 증명하고 있다. 비장의 무게

유발시킨 동물모델에서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실험은 실시

는 HC군(0.21±0.02 g)이 N군(0.13±0.01 g)에 비하여 유

하지 못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팀에서는 미성숙 복분자 추출

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P<0.05), 이는 고콜레스테롤 식이

물에서 가장 좋은 활성을 갖는 추출조건인 5% 주정 추출물

를 섭취하여 비장이 비대한 연구 보고(20)와 유사하였다.

이 세포수준에서 지방세포 분화억제효능이 가장 우수하다는

uRC 50군(0.14±0.01 g), uRC 100군(0.15±0.02 g), uRC

결과와 함께 미성숙 복분자 5% 주정 추출물(50, 100, 300

300군(0.16±0.01 g)에서는 비장의 무게가 다소 감소한 경

mg/kg/day)이 콜레스테롤 식이 유발 고콜레스테롤혈증 동

향을 보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관찰할 수 없었으며, BO 투여

물실험을 통해서 농도 의존적으로 콜레스테를 합성 억제효

군(0.12±0.01 g)에서는 HC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감소되

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uRC 300군에서 양성대조군

었다(P<0.05). 그러나 본 연구에서와 같이 단순한 장기의

인 BO보다 더 높은 콜레스테롤 억제효과를 확인하였다. 또

무게만으로는 그 기능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기 어려움이 있

한 혈청의 중성지방 농도는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

으므로 좀 더 다양한 바이오마커를 이용하여 체계적인 기전

을 처리한 군이 H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규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혈청 중성지방 함량은 N군(100.22±6.27 mg/dL)과
HC군(91.19±4.27 mg/dL)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

혈청의 지질 함량

았으며,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정상 식이 급여가 중성지방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시킨 C57BL/6 mice에 미숙과

함량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 연구 보고(23)와 유사하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의 투여에 따른 혈청 중 총 콜레스테

였다. uRC 50군(67.20±2.65 mg/dL), uRC 100군(68.27±

롤, 중성지방,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의 함량

4.80 mg/dL), uRC 300군(65.57±6.46 mg/dL), BO군

은 Table 5와 같다. Lipoprotein의 구성성분에 따라 chylo-

(59.47±4.66 mg/dL)에서는 HC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

micron, VLDL, LDL, HDL로 구분되며 농도는 각각 다르게

하였다(P<0.05, P<0.01). HDL-cholesterol은 HC군이

존재한다. LDL-콜레스테롤 함량이 높으면 관상동맥벽에

53.90±5.48 mg/dL로 N군의 108.07±0.79 mg/dL에 비해

콜레스테롤이 축적되어 동맥경화를 일으킬 수 있고 반면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01). HC군에 비해 uRC 50군

HDL-콜레스테롤은 말초조직 및 혈관벽에 축적된 콜레스테

(64.86±10.38 mg/dL), uRC 100군(76.00±10.09 mg/dL),

롤을 재분산함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의 양을 저하시켜 동

uRC 300군(78.64±11.10 mg/dL), BO군(71.03±4.8 mg/

맥경화 개선 및 예방 효과를 가진다(21). 총 콜레스테롤 함

dL)은 HDL-cholesterol이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BO군

Table 5. Effects of Rubus coreanus on serum lipid parameters in hypercholesterolemic mice fed high cholesterol diets
(unit: mg/dL)
Groups
N
HC
uRC 50
uRC 100
uRC 300
BO

Total-cholesterol
119.27±4.07
###
281.63±9.09
266.22±26.94
233.04±23.96
219.57±17.72*
226.71±21.65*

Values represent the mean±SE (n=5).
P<0.001 compared with the N group.
*
P<0.05 and **P<0.01 compared with the HC group.
###

Triglyceride
100.22±6.27
91.19±4.27
67.20±2.65**
68.27±4.80*
65.57±6.46*
59.47±4.66**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108.07±0.79
###
53.90±5.48
64.86±10.38
76.00±10.09
78.64±11.10
71.03±4.8*

14.12±5.85
###
176.15±9.20
164.26±19.06
154.77±14.85
152.84±10.93
159.21±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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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Rubus coreanus on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and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in hypercholesterolemic mice fed high cholesterol diets
(unit: U/L)
Groups
N
HC
uRC 50
uRC 100
uRC 300
BO

GOT
116.20±3.83
###
201.00±8.22
169.00±19.04
128.20±13.57**
120.40±8.29***
200.20±11.13

Table 7. Effects of Rubus coreanus on atherogenic index (AI)
and cardiac risk factor (CRF) in hypercholesterolemic mice fe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

GPT
21.80±1.16
###
184.20±14.07
156.00±33.03
104.40±22.29*
98.20±10.57**
166.40±25.15

Values represent the mean±SE (n=5).
###
P<0.001 compared with the N group.
*
P<0.05, **P<0.01, and ***P<0.001 compared with the HC group.

N
HC
uRC 50
uRC 100
uRC 300
BO

AI

CRF

0.30±0.02
###
3.32±0.12
3.16±0.25
2.26±0.15**
2.43±0.15**
2.91±0.22

1.30±0.02
4.32±0.12###
4.16±0.25
3.26±0.15**
3.43±0.08**
3.84±0.22

Values represent the mean±SE (n=5).
P<0.001 compared with the N group.
**
P<0.01 compared with the HC group.
###

에서 P<0.05 수준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다. LDL-

투여한 결과를 Table 7에 나타내었다. 동맥경화 지수는 임

cholesterol은 NC군(14.12±5.85 mg/dL)에 비해 HC군

상에서 3.0 이상의 값을 나타냈을 때 동맥경화의 위험신호

(176.15±9.20 mg/dL)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0.001).

로 사용되고 있다(25). 동맥경화지수는 HC군(3.32±0.12)

이에 비교하여 uRC 50군(164.26±19.06 mg/dL), uRC

이 N군(0.30±0.02)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

100군(154.77±14.85 mg/dL), uRC 300군(152.84±10.93

0.001), uRC 100군(2.26±0.15), uRC 300군(2.43±0.15)

mg/dL), BO군(159.21±22.57 mg/dL)에서 감소하는 경향

에서 P<0.01 수준에서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심혈

을 보였으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관위험지수는 HC군(4.32±0.12)이 N군(1.30±0.02)에 비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이 비록 고농도 투여군에서

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uRC 100군(3.26±

혈중 총 콜레스테롤을 유의적으로 개선시키는 경향을 보였

0.15), uRC 300군(3.43±0.08)에서 P<0.01 수준에서의 유

으나, 혈청 중성지질이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을

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본 결과에 따라 심혈관계 질환의

투여한 군에서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효과가 나타나 미숙과

위험도 판정에 이용되는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위험지수가

복분자에 의한 지질 개선 효과를 예측할 수 있었다.

미숙과 복분자 추출물의 투여로 유의하게 감소하여 미숙과
복분자가 혈청의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심혈관계 질환의 위

혈청의 GOT 및 GPT 활성

험을 감소시키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청의 GOT 및 GPT는 간세포에 존재하는 효소로 간세
포의 변성과 괴사를 반영하는 지표로 이용되며 간 조직의

요

약

장해가 생길 경우 혈중으로 다량 유출되며 수치가 높을수록
간세포의 손상 정도가 크다고 알려져 있으며(24), 본 연구

미숙성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의 지질대사 개선 효과를 구

결과에서도 Table 6에서와 같이 GOT 활성은 HC군(201.00

명하고자 본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델에게 미숙

±8.22 U/L)이 N군(116.20±3.83 U/L)에 비해 유의하게 증

성 복분자 5% 주정 추출물 50, 100, 300 mg/kg/day의 농도

가하였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P<0.001). uRC 100군(128.20

(uRC 50군, uRC 100군, uRC 300군)로 60일간 경구 투여하

±13.57 U/L), uRC 300군(120.40±8.29 U/L)에서 HC군에

였다. 체중증가량은 HC군과 N군 간의 차이가 없었으며

비하여 유의한 감소를 나타냈다(P<0.05, P<0.01). GPT 활

uRC 투여에 의해서도 유의차는 없었다. 식이섭취량은 HC

성 또한 HC군(184.20±14.07 U/L)이 N군(21.80±1.16

군에 비하여 uRC 100군, BO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

U/L)에 비해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P<0.001), HC군에

다. 식이효율은 각 군 간에 유의차는 없었다. 간 조직의 무게

비하여 uRC 100군 104.40±22.29 U/L, uRC 300군 98.20

는 HC군이 N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uRC 100

±10.57 U/L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P<0.01). 이

군, uRC 300군, BO군에서는 HC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

는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이 혈청 및 간의 지질대사

을 보였고 그중 uRC 100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신

를 개선시키고, 고지혈증과 같은 질환에 의한 간의 손상을

장의 무게는 거의 유사하여 복분자 추출물 투여에 의한 변화

방지하며 간 기능을 유지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

는 없었다. 비장의 무게는 HC군은 N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다.

증가하였으며 uRC 50군, uRC 100군, uRC 300군에서는
감소한 경향을 보였으며 BO 투여군에서는 HC군에 비하여

혈청의 동맥경화지수 및 심혈관위험지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N군에 비

혈청의 동맥경화지수 및 심혈관위험지수는 심혈관계 질

해 HC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고, 이러한 고콜레스테롤혈

환의 위험을 나타내는 지수로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

증을 유발시킨 C57BL/6 mice에 uRC 300군, BO군에서 총

시킨 C57BL/6 mice에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을

콜레스테롤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HDL-cholesterol은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델에서 미숙과 복분자의 지질대사 개선 효과

HC군이 N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HC군에 비
해 uRC 50군, uRC 100군, uRC 300군, BO군으로 증가한
경향을 보였으며 BO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LDL-

10.

cholesterol은 NC군에 비해 HC군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
내었다. 이에 비교하여 uRC 50군, uRC 100군, uRC 300군,
BO군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

11.

았다. GOT와 GPT 활성 모두 HC군이 N군에 비해서 유의하
게 증가하였으며 HC군에 비하여 uRC 100군, uRC 300군에
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청의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

12.

지수는 HC군이 N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uRC
100군, uRC 300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미숙과 복분자 5% 주정 추출물은 고콜레스테

13.

롤 식이로 유발된 고콜레스테롤혈증 모델에서 지질대사 함
량을 감소시킴으로써 혈중 지질대사의 개선 효과와 더불어
동맥경화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그
외에 미숙과 복분자 추출물의 어떠한 생리활성 성분이 어떻

14.

게 작용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더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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