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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의대(Sasa coreana Nakai) 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 식이 투여 흰쥐의 혈청 지질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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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Sasa coreana, Nakai on the Lipid Compositions of Serum in High Cholesterol Diet Rats.
Jong-Ok Park* and Hye Won Jang1. Department of Chemistry, Kyungsung University, Busan 608-736,
Korea, 1Division of Endocrinology & Metabolism, Department of Medicine, Samsung Medical Center,
Sungkyunkwan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Seoul, 135-710, Korea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
tigate the effects of Sineui-Dae (Sasa coreana Nakai, a kind of bamboo) extracts on the improvement
of serum lipid composition by using rats fed a hypercholesterol diet for 4 weeks. The experiment ani-
mals were administered with the following diets; high cholesterol diet group (HC diet) as a control
and three supplemented groups with high cholesterol diets (HCW, HCM or HCH diet). Three kinds
of extracts were prepared by orderly extraction with hexane, methanol, and water. We measured free
cholesterol, cholesteryl ester, total cholesterol, LDL- and HDL-cholesterol, triglyceride and phospholi-
pid in the serum of rats in three experimental and control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
ences in body weights and feed intakes between the HC control group and the extract supplemented
groups. The levels of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in the serum of extract supplemented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group fed with HC diet only. Serum HDL-cholesterol level, which
is known as an antiatherosclerosis factor, was higher in all groups supplemented with bamboo extract
by 17.2-21.9% compared to the HC control group. All groups supplemented with bamboo extracts
showed the lowering effect of atherogenic index compared to the HC control group (HC group:
2.96±0.08, HCM group: 1.48±0.02, HCW group: 1.69±0.04, HCH group: 1.84±0.01). Furthermore, serum
triglyceride and phospholipid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HCM diet compared to the HC control
diet. These results suggest that Sineui-Dae bamboo extract, especially methanol extract, has improving
effects on hyperlipidemia of rats fed a high cholestero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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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난 수십 년간 고도 경제성장과 산업사회로의 급속한 진전

은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크게 변화시키고 있다. 이러한 변화

는 식품의 소비구조 전환을 초래하였고 식품 소비성향에도 고

급화, 다양화로 식생활의 변화가 일어나 동물성 지방의 섭취

증가로 각종 질병이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인 동

맥경화증, 심장병 및 고혈압 등의 성인병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와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포화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다량 섭취, 음주, 흡연 등에 의해 혈액중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상승함으로써 발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10,26,29,32]. 대

부분의 성인병은 육식위주의 식사, 스트레스[24], 그리고 운동

부족으로 인한 칼로리 과다에서 유래하므로 이의 예방을 위한

적절한 식이요법이 요구된다. 일반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농

도는 식이지방의 종류와 양, 총 열량, 무기질, 섬유소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식물성 섬유소, 클로로필, 사포닌, 식물성 스테

롤 및 다불포화 지방산 등은 항콜레스테롤 인자로 알려져 있다

[3,4,8,17,27]. 체내 콜레스테롤 생합성은 섭취량에 따라 조정되

어 일정하게 유지되나 과량을 지속적으로 섭취하게 되면 축적

되어 세포 노화 촉진 및 여러 가지 대사성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36]. 근래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기 위해 콜레스테

롤 및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 섭취를 제한하고 각종

섬유소와 불포화지방산 등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권장하는 등

자연 건강식의 개발과 기능성을 갖는 식품에 대하여 연구되고

있다[7,19,20,35]. 뿐만 아니라 3-hydroxy-3-methyl-glutaryl-

coenzyme A (HMG-CoA) reductase inhibitor, cholestyr-

amine, probucol 등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낮추는 의약품이

개발되어 고콜레스테롤혈증 환자의 치료에 이용되고 있지만

[37] 아직도 고콜레스테롤혈증의 예방 및 치료차원에서 섭취할

수 있는 자연건강식품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대나무는 뿌리에서 잎까지 약용으로 활용도가 높으며 성질

이 차고 맛이 달며 독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로부터

열 내림, 피멎이 약, 고혈압 및 중풍 등의 민간요법으로 흔히

사용되어 왔으며[11], 방부효과도 알려져 김치나 동치미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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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무 잎을 띄워 사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에는 5속에 10종의

대나무들이 있으며 일부 4종류의 변종이 분포되어 있고 주로

중부 이남에 잘 자라며 대표적인 품종으로는 참대

(Phyllostachys reticulata Koch), 조릿대(Sasamorpha purpur-

ascens, Nakai var borealis Nakai) 및 신의대(Sasa coreana,

Nakai) 등이 있다.

대나무에 존재하는 성분물질로는 유기산류, 식이섬유, 탄

닌, 벤조후란 및 여러 종류의 폴리페놀 물질이 존재한다고 밝

혀져 있고, 이들 phytochemical들이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

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12,30,31].

지금까지 발표된 연구결과에 따르면, 죽엽에는 flavonoid계

열 화합물과 terpenoid계열 화합물, 그리고 유기산류 등이 존

재하며[13,21,38], 조릿대에는 항균물질로 알려진 guicol, phe-

nol, 4-vinylphenol 등의 페놀성분과 acetic acid, phenylacetic

acid, propionic acid 등의 유기산류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6]. 또한 조릿대의 flavone 배당체 성분들이 간

독성 보호효과와 항산화활성을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30].

해상죽(신의대) 추출물의 화학성분에 관한 연구로는 박 등[31]

이 폴리페놀 함량 및 무기물 함량을 측정 보고한 바 있는데

해상죽의 알코올추출액이 물추출액보다 약 2배 많다고 보고

하였다. 페놀류는 지질의 과산화에 대한 항산화효과, 충치방

지제, 혈압상승효과, 혈중 콜레스테롤 상승 억제 등의 기능을

갖고 있다고 알려져 있다.

대나무의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대나무잎의 생리활성

및 항균효과[15,16], 대나무 잎의 플라보노이드 함량과 anti

free radical 활성[39], 왕대, 맹종죽 열수추출물의 in vitro에서

항산화효과 및 LDL 산화 억제효과[22], 맹종죽, 솜대, 왕대,

조릿대, 오죽 에탄올추출물의 주요 식중독균에 대한 항균활성

[2] 등 주로 항균, 항산화활성에 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어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으로는 대나무 중의 항산화물질에서

flavone C-glycoside의 분리 및 정제[38], 대나무 헥산추출물

중에서 분리한 linoleic acid가 α-glucosidase 저해활성을 나타

낸다는 보고 등이 있다[13].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이 대나무의 다양한 기능성과 생리활

성을 기초로 하여 아직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신의대(Sasa cor-

eana Nakai)의 용매추출물을 사용하여 동물실험을 실시하여

혈중 지질을 감소 개선시키는 결과를 얻었으므로 보고하고자

한다. 앞으로 지질대사 개선작용을 하는 물질을 밝혀서 작용

기전을 규명하고 이들 질병의 예방과 치료에 기여할 것을 기

대해 본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추출물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대나무는 우리나라 남부지방에 많이 분포

되어 있는 자연산 신의대(Sasa coreana, Nakai)를 2007년 5월

경남 사천에서 채취하여 사용하였다.

대나무를 건조하여 분쇄한 다음 분말로 한 후 10배량의 n-

헥산으로 24시간 씩 3회 추출한 추출액을 여과한 후 vacuum

rotary evaporator (Eyela N-N series, Japan)로 감압 농축하여

헥산추출물로 하였고, 잔사를 10배량의 메탄올로 24시간씩 3

회 추출한 추출액을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메탄올추출물로

하였다. 남은 잔사를 다시 10배량의 물로 24시간씩 3회 추출한

추출액을 모아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물추출물로 하였고,

이들을 동결 건조기(LABCONCO, missuri, USA)에서 건조하

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의 처리 및 실험식이

실험동물은 최적조건(온도 20±1oC, 습도50±10%, 명암주기

07:00～19:00)에서 예비 사육한 외관상 건강한 평균체중

180±10 g의 Sprague Dawley (SD)계 수컷 흰쥐를 난괴법

(Randa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서 6마리씩 4군

으로 나누고 사육상자에 한 마리씩 넣어 4주간 실험 사육하였

다. 실험 사육 4주간의 최종일에는 7 시간씩 절식시킨 후 에테

르 마취하에 심장 채혈법으로 채혈하였다. 혈액은 약 1시간

정도 빙수 중에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

고 혈청을 취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고콜레스테롤식이의 조성은 Table 1과 같았으며 기초식이

에 콜레스테롤 1.0%와 sodium cholate 0.25%를 혼합하였다.

Table 1. Compositions of basal and cholesterol supplemented

diet (%)

Ingredients Basal diet
Cholesterol

supplemented diet

Casein

DL-methionine

Corn starch

Cellulose powder

Mineral mixture
1)

Vitamine mixture
2)

Choline bitartarate

Lard

Cholesterol

Sodium cholate

20.0

0.3

60.0

5.0

3.5

1.0

0.2

10.0

-

-

20.0

0.3

58.75

5.0

3.5

1.0

0.2

10.0

1.0

0.25
1)

AIN-76
TM

mineral mixture contained (in %) calcium phos-

phate, dibasic, 50.0; sodium chloride, 7.4;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22.0; potassium sulfate, 5.2; magnesium oxide,

2.4; manganous carbonate, 0.35; ferric citrate, 0.6; zinc carbo-

nate, 0.16; cupric carbonate, 0.03; potassium iodate, 0.001; so-

dium selenite, 0.001; chromium potassium sulfate, 0.055; su-

crose, 11.80.
2)

AIN-76
TM

vitamine mixture contained (in %) thiamine HCl,

0.06; riboflavin, 0.06; pyridoxine HCl, 0.07; niacine, 0.3; D-cal-

cium pantothenate, 0.16; folic acid, 0.02; biotin, 0.002; vitamin

B12, 0.1; vitamin A palmitate, 0.08; vitamin E acetate, 1.0; vita-

min D3, 0.25; menadione sodium bisulfite, 0.015; sucrose, 9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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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xperimental design of diet

Group Diet
1)

HC

HCW

HCM

HCH

High Cholesterol
2)

High Chlolesterol + Water extract

High Chlolesterol + Methanol extract

High Chlolesterol + Hexane extract
1)

Rat were administered each extract (10 g/100 g diet)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
2)High cholesterol diet is made as same as Table 1.

투여군은 Table 2와 같이 고콜레스테롤식이만 먹인 HC 대조

군과,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신의대 물추출물을 먹인

HCW 투여군, 메탄올추출물을 먹인 HCM 투여군 및 헥산추

출물을 먹인 HCH 투여군 네 군으로 나누었다. 투여군에는

Table 1의 고콜레스테롤식이 중 corn starch의 양을 10% 줄이

고 각 대나무추출물을 물과 1 : 1(w/v) 비율로 섞어 Table 1의

실험식이 100 g당 10 ml(10%)를 급여하였고, 식이 및 물은 실

험 기간 동안 자유로이 섭취시켰다.

콜레스테롤의 정량

혈청의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총 콜레스테롤 측정용 kit시

약(Cholestezyme-V, Eiken, Tokyo, Japan)으로, low density

lipoprotein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LDL 측정용 kit 시약(β-

lipoprotein C-Test, Wako, Osaka, Japan)으로 LDL 농도를 측

정한 후 0.35를 곱한 값으로 표시하였다. High density lip-

oprotein(HDL)-콜레스테롤 농도는 HDL-콜레스테롤 측정용

kit 시약(HDL-C555, Eiken, Tokyo, Japan), 유리 콜레스테롤

농도는 유리 콜레스테롤 측정용 kit 시약(Free cholestezyme-

V555, Eiken, Tokyo, Japan)으로 측정하였으며, 콜레스테롤 에

스테르의 농도는 총 콜레스테롤 농도에서 유리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뺀 값으로 표시하였다.

중성지질 및 인지질의 정량

혈청 중의 중성지질 농도는 중성지질 측정용 kit 시약

(Triglyzyme-V, Eiken, Tokyo, Japan)으로, 인지질 농도는 인

지질 측정용 kit 시약(PLzyme, Eiken, Tokyo, Japan)으로 측정

하였다.

통계방법

모든 실험결과는 통계 처리하여 평균치와 표준편차를 계산

하였으며, 각 투여군 간의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test로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변화, 식이 섭취량 및 식이효율

용매를 이용한 3 종류의 신의대 추출물을 고콜레스테롤식

Table 3. Effects of extracts of Sasa coreana, Nakai on net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and feed efficiency ratio of

rats fed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

Group
Body weight

gain (g)
Feed intake

(g/day)
Feed efficiency

ratio

HC

HCW

HCM

HCH

4.53±0.04
b,1)

4.47±0.03
bc

4.90±0.04
a

4.46±0.01
c

18.04±1.04
a

17.12±1.10
a

17.43±1.20
a

18.21±1.04
a

0.25±0.02
a

0.26±0.03
a

0.28±0.02
a

0.24±0.03
a

1)
Mean±SD (n=6).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

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에 투여한 후 체중 증가와 식이 섭취량

및 식이효율을 고콜레스테롤식이만 섭취한 대조군과 비교하

였다. Table 3에 나타낸 바와 같이 각 투여군의 4주 동안 체중

증가량은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며, 식이 섭취량 및

식이효율 역시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청 유리 콜레스테롤 및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농도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유리 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 에

스테르로 존재한다. 유리 콜레스테롤은 주로 몸의 구성요소로

몸 전체를 돌고 있으며, 세포의 표면 특히 신경조직에 많이

존재한다. 콜레스테롤은 체내에서 정상적으로 분해되면 주로

담즙산이나 성 호르몬, 부신 피질 호르몬 등 생리적 활성물질

로 전환되지만 우리 몸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 콜레스테롤

에스테르로 존재하여 혈액과 간장 등에 많이 존재하게 된다.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주원인은 콜레스테롤 에스테르가 혈

관벽에 쌓이기 때문이다. 췌장 콜레스테롤 에스터레이즈에 의

하여 생성된 유리 콜레스테롤은 소장에서 흡수되는 동안 그

중 80% 정도가 에스테르화 되며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의 형태

로 점막 세포로 들어가게 된다[9].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콜레

스테롤 에스테르의 농도비는 간질환 진단에 있어서 중요한

지표가 되며, 고콜레스테롤혈증일 때 상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4에 고콜레스테롤식이 또는 대나무 추출물첨가

식이를 4주 동안 투여한 동물의 혈청 중의 유리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농도 및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콜레스테

롤 에스테르의 비를 나타내었다. 혈청 유리 콜레스테롤은

HCM 및 HCH 첨가 투여군에서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HCW 첨가 투여군에서도 통계적으

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농도는 세 가지 대나무 추출물

첨가 투여군에서 모두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HCM 투여군에서 감소 폭이 가장 현저하였다. 그러나 총 콜레

스테롤에 대한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의 비는 HCW 투여군에

서만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고, HCM 및 HCH 투여군에

서는 HC 대조군과 큰 차이가 없었다. 이는 대나무추출물에

메탄올이나 헥산추출물보다 극성을 띠는 물질이 많아 이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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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extracts of Sasa coreana, Nakai on total cholesterol, LDL and HDL-cholesterol to total cholesterol and atherogenic

index in serum of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Group
Total cholesterol (A)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B)

(B)/(A)×100 (%) A.I
1)

mg/dl

HC

HCW

HCM

HCH

128.4±2.25a,2)

104.6±2.10
b

98.0±2.25c

108.1±2.80b

62.3±2.10a

54.0±1.18
b

50.7±2.15b

52.5±2.30b

32.4±1.23b

38.9±1.36
a

39.5±1.25a

38.0±1.14a

25.2±0.48d

37.2±0.51
b

40.3±0.31a

35.2±0.13c

2.96±0.08a

1.69±0.04
c

1.48±0.02d

1.84±0.01b

1)Atherogenic index=(Total chol-/HDL-chol.)/HDL-chol.
2)

Mean±S.D.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4. Effects of extracts of Sasa coreana, Nakai on free choles-

terol, cholesteryl ester and cholesteryl ester ratio in

serum of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Group

Free
cholesterol

Cholesteryl
ester Cholesteryl

ester ratio (%)
1)

mg/dl

HC

HCW

HCM

HCH

29.9±0.25a,2)

29.6±0.24
a

27.5±0.25
c

28.9±0.32b

97.6±0.15a

92.8±0.45
b

90.0±0.15
c

92.7±0.25b

76.6±0.16a

75.8±0.21
b

76.6±0.17
a

76.2±0.21a

1)Cholesteryl ester/total cholesterol ×100
2)Mean±S.D.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ent let-

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holesteryl ester 형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되나, 어떤

성분에 의한 것인지에 관한 것은 앞으로 연구할 과제로 생각

된다. 실험결과는 대나무 용매추출물을 첨가한 식이 투여군에

서 혈청 중 유리 콜레스테롤 및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함량이

동시에 감소한 것으로 설명할 수 있다. 최근 발표된 논문에

따르면, hawthorn (berry-like fruit) 중에 함유된 oleanolic

acid와 ursolic acid가 Caco-2 cell에서 유리 콜레스테롤이 유리

지방산과 반응하여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형성을 촉매하는 효

소 acyl coenzyme A : cholesteryl acyl transferase (ACAT)

활성을 저해하여 콜레스테롤 에스테르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23]. 콜레스테롤 함량 증감에 효소활성의 중

요성을 보여준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분리된 성분물질의 활

성이 아닌 추출물 수준에서의 활성 평가 결과이지만 실험결과

로 볼 때 대나무에 함유되어 있는 phytochemical들이 지질함

량 저하작용, 효소활성 억제작용, 항산화작용, 혈전용해활성

작용 등의 기전을 통하여 혈액 순환계 질병 예방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

농도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양은 체내에서 합성되는 내인성 콜레

스테롤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만 식이에 의한 혈중 콜레스

테롤 농도의 상승은 고콜레스테롤혈증 및 동맥경화, 심장질환

과 담석증 등 심장순환기계 질환을 포함한 다양한 질환의 원

인으로 알려져 있다[5].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방질이 혈류내

에서 운반되려면 여러 종류의 지단백질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지단백질들은 밀도에 따라 분류하며 LDL-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농도는 심장질환에 관하여 논할 때 특히 중

요하다. 따라서 혈액 중 지질 검사 종목으로 총콜레스테롤과

함께 이 두 지질운반체농도를 측정해야 한다[25]. 체내 지방수

준을 낮추는 기전은 지방의 흡수를 저하시킴으로서 변으로의

배설을 촉진시켜 혈액과 간의 지방수준을 감소시키는 것[35]

과 콜레스테롤 합성에 관여하는 효소들의 활성을 억제하는

것이 있다[13,23]. 식이 중의 콜레스테롤 흡수는 phytochem-

ical, glycoprotein, pectin, lignin, 섬유소, 불포화지방산 및 대

두단백질 등에 의해 감소될 수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고콜레

스테롤 혈증을 유발시킨 후 콩의 이소플라본을 급여한 결과,

고지방식이 투여군에 비해 다가불포화지방산(polyunsaturated

fatty acid, PUFA)인 arachidonic acid (AA), eicosapentaenoic

acid (EPA), docosapentaenoic acid (DHA) 함량이 증가하였

고 EPA/AA ratio역시 증가하였다[33]. PUFA는 혈청 콜레스

테롤의 주된 운반체이며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을 축적시켜 동

맥경화 유발을 촉진하는 LDL-콜레스테롤과 VLDL-콜레스테

롤 농도를 저하시킨다고 한다. 혈청 HDL-콜레스테롤이 증가

하면 동맥경화 등 심장질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이는 HDL-콜레스테롤이 말초 조직 및 혈관 벽에 축적

된 콜레스테롤을 간장으로 운반시키고 간에서는 콜레스테롤

을 담즙산으로 만들어 배설시킴으로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

를 저하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4].

Table 5에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동물에 대나무 추출

물을 첨가하였을 때 혈청중의 총 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

롤, HDL-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나타내었다.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대나무추출액을 첨가

한 모든 투여군(HCW, HCM 및 HCH)에서 추출액을 첨가하

지 않은 HC 대조군에 비하여 18.5-23.7% 및 15.7-18.6%의 유의

한 감소를 보였으며 메탄올추출물이 효과가 가장 좋았다.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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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맥경화 효과가 있다고 알려진 HDL-콜레스테롤 함량 역시

대나무추출액을 첨가한 투여군에서 17.3-21.9% 범위의 증가를

나타냈으며 특히 메탄올추출물이 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HDL-콜레스테롤 비율을 보면 메탄올추출

물을 첨가한 HCM 투여군에서 HC 대조군에 비하여 60.0%

증가하였으며 물추출물을 첨가한 HCW 투여군에서는 47.6%,

헥산추출물 첨가군인 HCH 투여군에서는 39.7% 증가한 것으

로 나타났다. 동맥경화 지수(A.I.)는 (총 콜레스테롤/HDL-콜

레스테롤)/HDL-콜레스테롤로 계산할 수 있으며 HDL-콜레

스테롤을 제외한 콜레스테롤(VLDL-콜레스테롤 및 LDL-콜레

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의 비이다. 동맥경화 지수가 감소

하면 동맥경화의 위험이 적어진다고 말할 수 있다. Table 5에

서와 같이 대나무 추출물을 첨가한 HCW, HCM 및 HCH 투여

군에서의 동맥경화지수는 1.69±0.04, 1.48±0.02 및 1.84±0.01로

고콜레스테롤 대조군의 동맥경화지수 2.96±0.08에 비하여 유

의하게 감소하였으며 그 효과는 메탄올추출물을 첨가하였을

때 가장 우수하였으며 다음이 물추출물 그리고 헥산추출물

순이었다. 이대(Pseudosasa japonica Makino)잎 추출물의 지방

대사에 미치는 실험결과[34]와 비교해 볼 때 총 콜레스테롤

감소효과는 2배, LDL-콜레스테롤 감소량은 비슷한 것으로 나

타났고, HDL-콜레스테롤 증가량은 이대잎의 경우가 4%정도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차이는 실험에서 사용한 추출

물의 농도 차(이대잎의 경우에는 3%, 신의대의 경우에는10%)

에 따르는 것으로 보인다. 대게 껍질에서 추출한 키토산 올리

고당을 10% 농도로 투여했을 때의 결과[14]와 비교할 때 신의

대의 경우가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

롤 모두에서 약 10% 높은 효과가 나타났다. 본 실험 결과 콜레

스테롤로 유발된 고지혈증 흰쥐에 대한 대나무추출물이 혈청

중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키므로서 동맥경화지수를 감

소시켰으므로 고지혈증 환자의 혈청 지질을 개선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지질 및 인지질 농도

Miller 등[28]은 혈청 LDL-콜레스테롤 함량 외에도 혈청 중

성지질 지수가 심장질환의 가능성을 예측할 수 있다는 연구결

과를 발표하였다.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이 함께 증가하

는 복합고지혈증의 경우 심장질환의 발병을 더욱 촉진시킨다

고 하였다.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지혈증을 유도한 흰쥐의

혈청 중성지질 및 인지질의 함량에 대나무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6과 같았다. 혈청 중성지질의 경

우 고콜레스테롤 대조군 123.4±3.10 mg/dl에 비하여 대나무

메탄올추출물을 섭취시킨 HCM 투여 군에서 98.9±2.33

mg/dl, 헥산추출물을 섭취시킨 HCH 투여 군에서 102.0±2.64

mg/dl로 감소하였으나 HCW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

지 않았다. 인지질 함량은 HC 대조군에 비하여 HCW, HCM

Table 6. Effects of extracts of Sasa coreana, Nakai on triglyceride

and phospholipid in serum of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Group
Triglyceride

mg/dl
Phospholipid

mg/dl

HC

HCW

HCM

HCH

123.4±3.10a,1)

123.6±2.80
a

98.9±2.55b

102.0±2.64b

132.6±4.21a

121.7±5.45
b

120.7±2.56b

124.8±2.34b

1)Mean±SD (n=6). Values within the same column with differ-

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및 HCH 투여군 모두에서 유의한 감소를 보였다. 추출물 간의

활성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박[14]등의 10% 키토산 올

리고당을 급여했을 때의 실험결과와 유사한 효과가 나타났고,

Shin 등[34]의 3%메탄올 추출물을 사용했을 때와는 약 3배

차이가 났다. 아마도 농도와 급여방법의 차이로 생각된다.

Kinnunen 등[18]에 의하면 혈청 중성지질의 농도 저하작용

은 생체 내에 존재하는 lipoprotein lipase가 chylomicron과

VLDL의 분해를 촉진하기 때문이라고 하였으며, 또한

Balasubrmaniam 등[3]은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인지질을 담즙

으로의 이용률을 증가시켜 혈청 인지질 농도를 저하시킨다고

하였다. 본 실험 결과 대나무 용매추출물들을 투여함으로써

고지혈증 실험동물의 혈청 중성지질 및 인지질의 농도가 저하

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대나무 용매추

출물들을 고지혈증 환자들에게 섭취시키면 혈청 LDL-콜레스

테롤 함량과 중성지질 함량을 감소시켜 주고 HDL-콜레스테

롤 함량을 증가시켜 고지혈증의 지질조성을 조절하고 심장순

환기계 질환을 예방할 수 있을 것임을 시사한다.

요 약

신의대(Sasa coreana, Nakai, 대나무 일종) 추출물이 혈청지

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하여 1.0%의 콜레스테롤

첨가식이로 유발된 고지혈증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를

이용하였다. 실험동물들은 4 종류 투여군으로 나누었으며 고

콜레스테롤 투여군(HC)을 대조군으로 하였고 3 종류의 대나

무추출액을 첨가한 투여군(HCW, HCM 및 HCH)을 실험군으

로 하였다. 대나무추출액은 헥산, 메탄올 및 물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추출하여 농축, 동결건조하여 사용하였다. 고콜레

스테롤식이를 급여한 대조군(HC 대조군)에 비하여 대나무추

출물을 첨가한 모든 투여군(HCW, HCM 및 HCH 투여군)에

서 체중변화 및 식이섭취량에 미치는 영향은 별로 크지 않았

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을 비교하였

을 때 HC 대조군에 비하여 대나무추출물 첨가 투여군에서

18.5-23.7% 및 15.7-18.6% 감소하였으며 특히 메탄올추출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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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가장 높았다. 항동맥경화 인자로 알려진 HDL-콜레스

테롤의 경우 대나무추출물 투여군에서 HC 대조군에 비하여

17.2-21.9% 정도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대나무추출물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HC 대조군에 비하여 동맥경화

지수를 낮추는 효과가 있었다(HC group : 2.96±0.08, HCM

group : 1.48±0.02, HCW group : 1.69±0.04, HCH group :

1.84±0.01). 또한 혈청중의 중성지질 함량 및 인지질 함량도

메탄올추출물 투여군에서 가장 낮았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부터 대나무 추출물, 특히 메탄올추출물이 혈청지질의 개선효

과가 있으며 결과적으로 고지혈증이나 심장순환기계 질환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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