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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하수오(Cynanchi wilfordii Radix) 추출물이 선천성 고혈압

흰쥐의 지질성분 및 혈압에 미치는 영향

최준혁․이혜성․김영언․김병목․김인호․이창호†

한국식품연구원 대사기능연구본부

Effect of Cynanchi wilfordii Radix Extracts on Lipid Compositions and
Blood Pressure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Junhweok Choi, Hyesung Lee, Youngeon Kim, Byoungmok Kim, Inho Kim, and Changho Lee
†

Division of Metabolism and Functionality Research, Functional Materials Research Group,
Korea Food Research Institute, Gyeonggi-do 446-746, Korea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effects of Cynanchi wilfordii Radix extracts (CRE) on the im-
provement of the lipid compositions and blood pressure level in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SHR) fed an
experimental diet for 5 weeks. The rats were divided into 3 groups: a control group, a 0.5% CRE treated group,
and a 1% CRE treated group. Consumption of CRE extract for 5 weeks in SHR significantly suppressed blood
pressure rise with aging (p<0.05). After eating the experimental diets, the triglycerides in serum was sig-
nificantly lower in the CRE group than that in the control group. The fasting glucose levels of the 0.5% and
1% CRE group had a tendency to be lower compared with those of the control group. Total cholesterol, HDL-cho-
lesterol and HTR (H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 of the SHR in the 0.5% and 1% CRE die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diet. Thus, long term consumption of CRE might be beneficial in lowering
high blood pressure and the improvement of lipid metabolism in SHR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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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백하수오(Cynanchi wilfordii Radix)는 박주가리과(As-

clepiadaceae)에 속하는 덩굴속 다년초로서 중국과 일본, 한

국에서 서식한다. 이명으로는 백수오라 불리며, 적하수오

(Polygoni mulyiflori Radix)와 혼용되기 쉬우나 식물학적

기원이 다르고 그 성분과 효능이 달라 구별에 주의하여야

한다(1). 백하수오의 주성분으로는 gagaminine, wilfoside

K1N, wilfoside C1N, cynandione A, cynanchone A 등이

있으며(2-6), 효능으로는 자양강장, 보혈작용 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특히 gagaminine은 in vitro에서 hapatic alde-

hyde oxidase에 대하여 억제 활성을 가지고 있으며(7) cyn-

andione A는 신경세포의 손상을 억제하고, 항산화활성에 효

과적이라고 알려져 있다(8). 백하수오는 중국, 대만 및 일본

에서는 거의 사용되지 않는 약재이며 주로 적하수오를 많이

사용하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경상북도, 강원도, 충청북도 등

에서 적하수오보다 백하수오를 훨씬 많이 재배되며 사용되

고 있다(1).

한편, 고혈압은 모든 순환기계 질환 중 발생빈도가 가장

높은 질환으로 비교적 증상이 없는 편이지만 뇌졸중, 심부

전, 관상동맥질환 등과 치명적인 합병증으로 나타날 경우에

는 치사율이 매우 높은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고혈압의 유

발 원인에는 유전적 인자와 환경적 인자가 있으며, 환경적

인자로서 식사 상태, 스트레스, 생활습관 등이 중요하게 지

적되고 있다(9,10).

본태성 고혈압이 지속되면 심장 비대와 심장 부전이 초래

되고 동맥경화증, 특히 심혈관계질환이 발생되며, 동맥벽이

비후해져 탄력성을 잃기 때문에 말초혈관의 저항성이 커지

므로 혈압이 증가된다고 하였다. 고혈압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는 약물과 더불어 운동 및 식이요법이 이용되고 있는

데, 일반적으로 비약물 요법을 권장하나 증상이 중증 이상일

때는 약물 요법이 필수적이다(11). 비약물 요법으로 혈압강

하 효과가 있는 기능성 생리활성물질들 중 flavonoid 계통인

rutin과 quercetin, phenolic acid, coumarin, tannin 등을 함

유하고 있는 메밀은 모세혈관의 취약성 회복과 함께 본태성

고혈압쥐(SHR)의 혈당 및 혈중 지질대사를 개선하여 혈압

상승을 억제시키며(12,13), 고량강(Alpinia officinarum)의

flavonoid 화합물도 혈압 강하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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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of experimental diet in SHR rat

Groups diet 　

Ⅰ
Ⅱ

Ⅲ

Control diet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0.5% Cynanchi
wilfordii Radix (5 g/kg of diet)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ynanchi
wilfordii Radix (10 g/kg of diet)

I: Control (AIN-93M formulations), Ⅱ: Experimental diet con-
taining 0.5% Cynanchi wilfordii Radix (5 g/kg of diet), Ⅲ: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ynanchi wilfordii Radix (10
g/kg of diet).

Table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unit: g/kg diet)

Materials Ⅰ Ⅱ Ⅲ

Casein
Corn starch
Dextrose
Sucrose
Cellulose
Soybean oil
Cholesterol
TBHQ
Mineral mix
Vitamin mix
L-cystine
Choline bitartrate
CRE extract
kcal

140
465.6
155
100
50
70
－
0.008
35
10
1.8
2.5
－
3850.2

140
460.6
155
100
50
70
－
0.008
35
10
1.8
2.5
5

3846.7

140
455.6
155
100
50
70
－
0.008
35
10
1.8
2.5
10
3843.2

I: Control (AIN-93M formulations), Ⅱ: Experimental diet con-
taining 0.5% Cynanchi wilfordii Radix (5 g/kg of diet), Ⅲ: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ynanchi wilfordii Radix (10
g/kg of diet).

다(14). 또한 포도 종자유 중에 함유되어 있는 linolic acid와

녹차의 γ-aminobutyric acid(GABA)의 혈압강하 효과 등

이 보고되어 있다(15-17). 고혈압을 개선하기 위한 약물요법

으로는 enalapril, captopril, ramipril, risinopril 등의 ACE 저

해제가 개발되어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약제의 사용으로

인한 부작용으로 미각 이상, 백혈구 감소, 혈관 부종, 간 기능

이상 등이 보고되고 있어 천연물질을 이용한 항고혈압 효과

를 가지는 물질 탐색에 대한 요구가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1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서 많이 재배되고 있는 백수

오 에탄올 추출물이 본태성 고혈압 쥐의 지질성분과 고혈압

예방 및 개선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기 위하여 실험을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백하수오는 백령도에서 재배된 백하수오

를 백령도 청정식품 영농조합에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시

료는 불순물 제거를 위하여 가볍게 수세한 후 음건하고, 분

쇄기(KA2610, Jworld tech., Gyeonggi-do, Korea)로 분쇄하

였다. 분쇄된 분말시료 2 kg에 80% 에탄올을 1:10 비율로

첨가하여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기(COSMOS-660, Kyung-

Seo Machine Co., Inchon, Korea)에서 끓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6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80°C에서 감압

농축하여 시험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및 실험식이

본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주)오리엔트바이오(Sungnam,

Korea)로부터 분양 받은 7주령의 수컷 spontaneously hy-

pertensive rats(SHR) 종을 분양받아 1주간 적응시킨 후 사

용하였다. 적응기간 중 사료는 실험동물 사료를, 물은 정제

수를 자유로이 섭취하게 하였으며 항온․항습 조건(온도

22±0.5oC, 상대습도 55±5%)에서 인공조명으로 빛을 1일

11시간(오전 9시～오후 8시) 조사하였다. 1주일 적응기간을

거친 쥐(평균 체중 230±2.8 g)를 그룹별로 분리(난괴법;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하였고 5주간 실험 식이

를 급여하였다. 실험군은 Table 1에 표기하였다. 실험에 사용

된 식이는 AIN-93M에 백하수오 0.5%, 1%(w/w)가 되게 첨

가하여 조제하였다(Table 2). 체중과 식이섭취량은 일주일

에 한번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식이효율을 계산하였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매주 체중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한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산출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한국식품연구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획득한 후 실시하였다.

혈압 측정

사육기간 중 혈압은 주 1회 측정하였으며 홀더에 쥐를 넣

은 다음 꼬리정맥에 측정센서가 달린 cuff를 장착하고 37oC

로 조절된 항온상자에서 10분 정도 안정시킨 후 수축기 및

이완기 혈압을 혈압 측정기(LE 5002 storage pressure me-

ter, LSi Letica, Barcelona, Spain)를 이용하여 5회 반복 측정

하였다.

혈액 및 각종 장기의 채취

실험식이로 5주간 사육 후 쥐를 12시간 절식시키고 안와

동맥에서 채혈한 후 경추 탈골시켰다. 혈액은 1시간 냉장보

관 후 4oC,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Desk-top cen-

trifuge, Hanil Sci. Ind., Seoul, Korea)하여 혈청을 분리하였

고, 일부는 EDTA를 처리하여 4oC,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간 조직과 신장,

비장을 채취하여 생리식염수로 씻은 다음 표면의 수분을 완

전히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간 조직의 일정량을

절개하여 조직 검사를 실시하였다.

혈액분석

혈청의 triglyceride(TG) 분석은 triglycerides reagents

kit(Bayer Healthcare LLC, Los Angeles, CA, USA)을 이용

하였고, 지질성분 분석과 간의 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아미노산 전이효소인 AST, ALT 및 HDL-cholesterol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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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itial and final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FER) in SHR rats

Group1)
Body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FER2)

Ⅰ
Ⅱ
Ⅲ

2.05±0.403)a4)
1.63±0.35b
1.98±0.50ab

18.21±1.70a
17.65±1.18a
16.89±0.99b

0.11±0.02ab
0.09±0.02b
0.11±0.03a

1)
Ⅰ: Control (AIN-93M formulations), Ⅱ: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0.5% Cynanchi wilfordii Radix (5 g/kg of diet), Ⅲ: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ynanchi wilfordii Radix (10
g/kg of diet).
2)
FER (food efficiency ratio):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3)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10).
4)
The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
cantly at 5% level by Duncan'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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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Changes of systolic blood pressure of spontaneously
hypertensive rats fed Cynanchi wilfordii Radix for 5 weeks.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Data are expressed as mean

±SD. a,b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figure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at the p<0.05 level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Fuji dri-che slide kit(Fuji Film Cor., Tokyo, Japan)를 이용

하였고, LDL-cholesterol은 LDL-C kit(Bayer Healthcare

LLC)를 이용하여, 혈액생화학적 검사 자동분석기 ADVIA

1650(Bayer Healthcare by Jeol, LTD, Tokyo, Japan)로 분석

하였고, total cholesterol(TC)은 cholesterol reagent kit

(Bayer Healthcare LLC, Tarrytown, NY, USA)를 이용하

여 ADVIA 1650으로 분석하였다. Total lipid는 total lipid

reagent kit(D-TEK, Bensalem, PA, USA)을 이용하여

Agilent 8453 photometer(Agilent Technologies, Wald-

bronn, Germany)로 분석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2.0(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고, 일

원배치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각 실험군 간에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각각의 실험식이로 5주간 사육한 SHR의 식이섭취량, 체

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은 Table 3과 같다. 정상식이 급여군

(Ⅰ)의 일일평균체중변화량은 2.05 g/day로 증가하였고, 0.5

% CRE 보충군(Ⅱ)은 1.63 g/day로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일

일평균 체중증가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

었다. 하지만 1% CRE 보충군(Ⅲ)의 일일평균 체중증가량은

1.98 g/day로 정상 급여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지

만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이섭취량은 정상식이 급여군

(Ⅰ)과 0.5% CRE 보충 급여군(Ⅱ) 간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1% CRE 보충군(Ⅲ)은 정상식이 급여군

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혈압의 변화

실험기간 동안 SHR의 혈압 변화는 Fig. 1과 같았다. SHR

은 생후 7주부터 혈압이 상승하여 13주령이 되면 수축기 혈

압이 200 mmHg 이상을 유지하는 백서로 혈압 증가 원인이

불분명하여 사람의 본태성 고혈압의 기전 연구에 많이 활용

되어 왔다. 이러한 특성을 이용하여 생후 7주령 된 SHR에

5주 동안 CRE 추출물을 식이로 급여시킨 결과 정상식이 급

여군(Ⅰ)의 경우 거의 일정하게 혈압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

이다가 5주차에는 다시 증가한 반면, CRE 0.5% 보충군(Ⅱ)

은 초기혈압에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주째에 혈압이

다시 상승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CRE 1% 보충군(Ⅲ)은 일정하게 혈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즉 CRE 추출물을 보충 급여한 군 모두는 대조군

에 비해 크게 혈압을 낮추어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Do 등

(19)의 연구에서는 3% 마늘 식이군에서 4주째 수축기 혈압

이 일반 식이군에 비해 17.9% 감소하였으며, Lee 등(20)은

5% 표고버섯 식이로써 4주째 수축기 혈압이 14.7%로 감소

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0.5, 1% CRE 보충 급

여군에서 각각 10.6, 11.4%로 위의 연구들에 비해 혈압이

다소 낮지만, 식이의 함량을 고려해 본다면 마늘이나 표고버

섯 추출물의 혈압강하 효과와 비슷한 수준이다. 따라서 CRE

에탄올 추출물은 선천적으로 고혈압을 나타내는 SHR에 있

어 혈압 감소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 무게 변화

SHR rat의 간, 신장, 비장의 상대적 증량은 Table 4와 같

다. 간장 무게는 정상식이 급여군(Ⅰ)이 2.52 g, 0.5% CRE

보충군(Ⅱ)이 2.08 g, 1% CRE 보충군(Ⅲ)이 2.61 g로 나타나

0.5% CRE 보충군(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1% CRE

보충군(Ⅲ)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또한 신장은 정상식

이 급여군(Ⅰ)에 대해서 0.5% CRE 보충군(Ⅱ), 1% CRE 보

충군(Ⅲ)에서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며, 0.5% CRE 보충군

(Ⅱ)에 비해서 1% CRE 보충군(Ⅲ)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식이 섭취량의 차이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비장의 무게는 각 그룹 간 유의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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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The liver, kidney, and spleen weight of SHR rats
fed experimental diet for 5 weeks (g/100 g)

Group1) Liver Kidney Spleen

Ⅰ
Ⅱ
Ⅲ

2.52±0.082)b3)
2.80±0.27a
2.61±0.60b

0.72±0.10ab
0.77±0.12a
0.66±0.04b

0.26±0.09NS4)
0.30±0.11
0.23±0.07

1)
Ⅰ: Control (AIN-93M formulations), Ⅱ: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0.5% Cynanchi wilfordii Radix (5 g/kg of diet), Ⅲ: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ynanchi wilfordii Radix (10
g/kg of diet).
2)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EM.
3)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4)NS: not significant.

Table 5. Glucose, ALT, AST and cholesterols concentrations in serum of SHR rat fed CRE extract diets

Group
1)

Ⅰ Ⅱ Ⅲ

Glucose (mg/dL)
ALT (U/L)
AST (U/L)
Total-C (mg/dL)
HTR5) (mg/dL)
HDL-C (mg/dL)
LDL-C (mg/dL)
HDL-C/LDL-C (mg/dL)
Triglyceride (mg/dL)
Total lipid (mg/dL)

85.20±1.552)ab3)
133.90±4.97NS4)
40.30±1.55b
43.10±0.94c
0.27±0.01a
12.60±0.22c
6.14±0.14b
2.01±0.05c
58.00±1.86a
313.50±4.23NS

81.11±0.95b
124.44±4.45
41.00±1.64b
50.00±0.93b
0.31±0.01b
15.60±0.31b
6.67±0.17a
2.31±0.09b
46.50±1.80b
293.57±22.32

83.33±1.86a
133.50±5.08
45.63±1.79a
56.29±0.84a
0.31±0.01b
17.20±0.25a
6.67±0.17a
2.73±0.10a
50.70±2.31b
318.57±8.91

1)Ⅰ: Control (AIN-93M formulations), Ⅱ: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0.5% Cynanchi wilfordii Radix (5 g/kg of diet), Ⅲ: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ynanchi wilfordii Radix (10 g/kg of diet).
2)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5 rats per group.
3)
Different letters in a row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4)NS: not significant.
5)
H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청 aspirate aminotransperase와 alanine amino-

transferase

AST와 ALT는 생체 내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효소로서

여러 장기세포에 존재하지만 그중 간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

하고 간 손상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효소이다. 그 유출 과

정은 세포내의 에너지 공급이 감소되어 세포내의 K
+
이온이

세포외로 유출되면 Na+, Ca2+ 및 수분이 세포내로 유입이 된

다. 그 결과 세포는 팽창되고 세포막이 늘어나게 되어 세포

질에 존재하는 AST와 ALT가 유출된다. 그러므로 혈청 중

AST와 ALT 등의 증가는 간독성으로 인한 간세포의 괴사

와 간조직의 파괴가 진행됨을 의미하므로 혈중에 이들 효소

의 유리정도를 측정하여 간독성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21).

본 실험에서는 독성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백하수오를 SHR에 섭취시킬 때 간 기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AST와 ALT를 측정하였고, 그 결과

는 Table 5와 같다. AST는 정상식이 급여군과 0.5, 1% CRE

보충 급여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하지만

ALT의 경우 1% CRE 보충 급여군이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활성이 약 13% 정도 유의적으로 증가했다는 결과를 확인하

였다. Chung 등(22)의 연구에 의하면 백하수오 추출물을

300, 500, 1000 mg/kg의 농도로 4주간 경구 투여하였을 때

GOT, GPT 수치가 급격히 증가하면서 모두 사망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5 g/kg, 10 g/kg의 농도로 사료

와 혼합하여 급여하였다. 그 결과 1% CRE 보충 급여군에서

ALT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이에 대한 독성시험이

추가로 연구되어야 한다.

혈청 glucose 함량 및 지질성상의 영향

혈청 내 포도당 농도 및 지질성상의 영향은 Table 5와 같

다. 혈청 내 포도당 농도는 정상식이 급여군에 비해서 0.5%,

1% CRE 보충 급여군이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적

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 cholesterol 함량은 주로 고열량 섭취와 비만, 심혈관

질환의 고콜레스테롤 혈증 등에서 증가하고 만성 간질환,

갑상선 기능 항진, 기아 등에서 감소한다(23). 본 실험에서

총 cholesterol 함량은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1% CRE

보충 급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

만 HTR(H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을 확인한 결과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1% CRE 보충 급여군이 각각

11%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혈중 총 cholesterol

함량의 증가는 HDL-cholesterol의 농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HDL-cholesterol은 항동맥경화의 지표로서 콜레

스테롤을 말초혈관에서 간으로 수송하여 동맥경화를 억제

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의 HDL-

cholesterol 농도는 정상식이 급여군과 0.5%, 1% CRE 보충

급여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또

한 LDL-cholesterol 역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냈다. 하지만 HDL-cholesterol/LDL-cholesterol의 증가 비

율로 봤을 때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CRE 보충 급여군

이 15%, 1% CRE 보충 급여군이 36.5%로 유의적으로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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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그리고 LDL-cholesterol/HDL-chol-

esterol의 증가 비율로 봤을 때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CRE 보충 급여군이 13%, 1% CRE 보충 급여군이 28%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기 때문에 혈중 HDL-cholesterol과

LDL-cholesterol의 함량에 좋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

다. Triglyceride 함량은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1%

CRE 보충 급여군이 각각 20.0%, 12.6%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다. Mattson 등(24)에 의하면 식이중의 지방산 조성이

혈중 지방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고농도의 포화지

방이 증가하면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와 중성지방 농도를 상

승시키며 동맥경화를 유발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따

라서 CRE 추출물이 중성지방의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

킨 본 연구의 결과는 잠재적으로 CRE 추출물이 동맥경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내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실험은 CRE 80% 에탄올 추출물을 식이에 0.5%, 1%

혼합하여 5주간 섭취시켰을 때 CRE 추출물이 SHR의 혈압

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CRE 추출물이 고혈압 흰쥐

의 지질성분과 혈압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함으로써 CRE의

기능성식품으로서의 이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험기간

중 실험쥐의 일일평균 체중변화량은 0.5% CRE 보충군(Ⅱ)

은 1.63 g/day로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일일평균 체중증가량

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간, 신장, 비장

의 무게 변화를 측정한 결과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

으며, 혈청 내 포도당 농도 또한 정상식이 급여군에 비해서

0.5%, 1% CRE 추가 보충군이 감소하는 경향은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본 실험에서 총 choles-

terol 함량은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1% CRE 보충 급여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HTR을 확인

한 결과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1% CRE 보충 급여군이

각각 11% 증가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혈중 총 choles-

terol 함량의 증가는 HDL-cholesterol의 농도 증가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HDL-cholesterol 농도는 정상식이 급여군

과 0.5%, 1% CRE 보충 급여군 모두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냈다. LDL-cholesterol 역시 유의적으로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지만 HDL-cholesterol/LDL-choles-

terol의 증가 비율로 봤을 때 HDL-cholesterol이 정상식이

급여군보다 0.5% CRE 보충 급여군이 15%, 1% CRE 보충

급여군이 36.5%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냈다.

실험기간 동안 SHR의 혈압 변화는 정상식이 급여군(Ⅰ)의

경우 거의 일정하게 혈압이 유지되는 경향을 보이다가 5주

차에는 다시 증가한 반면 CRE 0.5% 보충군(Ⅱ)은 초기혈압

에서 떨어지는 경향을 보이다가 2주째에 혈압이 다시 상승

했다. 하지만 그 후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CRE 1%

보충군(Ⅲ)은 일정하게 혈압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CRE 추출물이 SHR의 혈압을 낮추고 지질대사 개선

에 영향을 주어 혈관계 장애로 인해 발병되는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환을 예방하는 기능성식

품으로서 이용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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