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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incipal objective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the effects of an ethanol extract of Polygonum multi-
florum Thunberg (PMT) on body lipid metabolism in rats fed a high-cholesterol diet for 5 weeks. The rats
were divided into 6 groups: a control group (Ⅰ), a cholesterol-control group (Ⅱ), a control group treated with
0.5% PMT (Ⅲ), a control group treated with 1% PMT (Ⅳ), a cholesterol-control treated with 0.5% PMT (Ⅴ),
and a cholesterol-control group treated with 1% PMT (Ⅵ). Body weight gains and food efficiency ratio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The levels of serum blood glucose and triglycerides of the treated
animals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and the cholesterol-control groups (p<0.05). There was
a clear tendency of decreased LDL-cholesterol level in PMT-treated animals compared to the cholesterol-control
group. However,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serum HDL- and LDL-cholesterol levels. In
the ratio of HDL-cholesterol to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to LDL-cholesterol concentration, both
the 0.5% PMT and 1% PTM extract intake groups had a higher percentage than in the control and cholester-
ol-control groups (p<0.05). In addition, the atherosclerotic index in serum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PMT
intake group than those in the group control and the cholesterol-control.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the PMT
extract was effective on the improvement of lipid metabolism in SD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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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로 인한 과다 영양섭취로 비만 인구의 증

가와 함께 고혈압, 심혈관질환, 동맥경화증 등의 심혈관계

질환 환자수가 급증하고 있고, 이런 질환의 가장 위험한 인

자로 혈중 cholesterol의 함량이 주목받고 있다(1-3). 그래서

cholesterol 및 포화지방산이 많이 함유된 식품섭취를 제한

하고 각종 섬유소와 불포화지방산 등이 많이 함유된 식품을

권장하고 있는 추세이다. 즉 단백질과 지방이 풍부한 동물성

식품과 설탕, 식염을 함유한 가공식품의 과다섭취로 인해

체내 cholesterol과 중성지방의 축적이 많아져 성인병의 발

병 가능성이 높다는 보고에 따라 체내 cholesterol 수치를

저하시키기 위한 새로운 자연건강식품의 개발에 대한 관심

이 높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적하수오는 다년생 덩굴성 초본으로 기원이 마디풀과의

식물인 적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의 덩이뿌리이

다. 주산지는 중국의 하남, 호북, 귀주, 사천, 강소, 광서 등지

에 분포하며 그 외 절강, 안징, 광동, 산동, 강서, 호남에서도

서식한다(4). 예로부터 간, 신을 보익하고 혈을 자양하며 풍

을 제거하는 효능이 있다고 알려져 있으며 머리가 일찍 희어

지는데, 허두, 눈앞이 아찔한데, 허리와 무릎 아픈데, 연약,

근골산통, 유정, 대량의 자궁 출혈, 붕루대하, 만성 학질, 만

성 설사, 만성 간염, 옹종, 나력, 장풍, 치질에도 효능을 나타

낸다(5). 또한 적하수오는 장기 복용함으로써 혈압강하, 동

맥경화의 방지효과를 나타내어 예로부터 민간요법에 많이

이용되어 왔으며, 항산화 효과(6), 심보호 효과(7), 신경보호

효과(8), 항노화 효과(9), 항돌연변이 효과(10), 관절통(11),

피부감염(12)에 효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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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ign of experimental diet in SD rat

Groups

Ⅰ
Ⅱ
Ⅲ

Ⅳ

Ⅴ

Ⅵ

Control diet
Cholesterol diet (1%, 10 g/kg of diet)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0.5% Polygonum
multiflorum (5 g/kg of diet)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Polygonum
multiflorum (10 g/kg of diet)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holesterol and
0.5% Polygonum multiflorum (5 g/kg of diet)
Experimental diet containing 1% cholesterol and
1% Polygonum multiflorum (10 g/kg of diet)

Table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g)

Materials
Groups1)

Ⅰ Ⅱ Ⅲ Ⅳ Ⅴ Ⅵ

Casein
Corn starch
Dyetrose
Sucrose
Cellulose
Soybean oil
Cholesterol
TBHQ

2)

Mineral mix
Vitamin mix
L-cystine
Choline bitartrate
PMT extract

140
435.692
155
100
50
70
－
0.008
35
10
1.8
2.5
－

140
435.692
155
100
40
70
10
0.008
35
10
1.8
2.5
－

140
435.692
155
100
45
70
－
0.008
35
10
1.8
2.5
5

140
435.692
155
100
40
70
－
0.008
35
10
1.8
2.5
10

140
435.692
155
100
35
70
10
0.008
35
10
1.8
2.5
5

140
435.692
155
100
30
70
10
0.008
35
10
1.8
2.5
10

Total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tert-Butylhydroquinone.

적하수오 뿌리에는 anthraquionone 화합물인 chrysophanol,

emodin, rhein physcion 및 이들의 배당체인 2,3,5,4'-tetra-

hydroxystibene 2-O-β-D-glucopyranoside 및 2'-O-mo-

ngalloyl ester 등이 함유되어 있다(13). 이들 성분 가운데 여

러 효능이 알려져 있는 emodin의 함량이 많아 하수오의 품

질평가 시 지표성분으로 이용되고 있다(14). 적하수오의 약

효성분인 emodin은 항산화 활성(15), 항염증작용(16), 항균

활성(17), 항암활성(18,19)과 monoamine oxidase 억제활성

(20), myocardial protective effect(7) 등 여러 가지 유용한

활성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고부가가치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 잠재성이 높다. 또한 2020년에는 전체 인구의

15% 이상이 65세 이상인 노령화 사회에 진입하게 되어 각종

성인병 예방 및 개선용 기능성식품의 수요가 급증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적하수오의 생체 내 콜레스테롤 대사

의 개선 효과를 규명하여 안전하면서도 활성이 우수한 고기

능성식품 소재로서의 이용 가치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적하수오(Polygonum multiflorum Thun-

berg, PMT)는 경상남도 하동군 화개면 부춘리에서 재배된

적하수오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불순물 제거를 위

하여 가볍게 수세한 후 음건하고, 분쇄기(KA2610, Jworld

tech, Gyeonggi-do, Korea)로 분쇄하였다. 분쇄된 분말시료

2 kg에 80% 에탄올을 1:10 비율로 첨가하여 초고속 진공

저온 추출기(COSMOS-660, KyungSeo Machine Co., In-

cheon, Korea)에서 끓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6시간 동

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80
o
C에서 감압 농축하여 시험시료

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및 실험식이

본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주)오리엔트바이오(Gyeonggi-

do, Korea)로부터 분양받은 7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SD)종을 1주간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적응기간 중 사료

는 실험동물 사료를, 물은 정제수를 자유로이 섭취케 하였으

며 항온․항습 조건(온도 22±0.5oC, 상대습도 55±5%)에서

인공조명으로 빛을 1일 11시간(오전 9시～오후 8시) 조사하

였다. 1주일 적응기간을 거친 쥐(평균 체중 230±2.8 g)를
그룹별로 분류(난괴법;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

하였고 5주간 실험 식이를 급여하였다. 실험군은 Table 1에

표기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식이는 AIN-93M을 기준으로

변형하여 조제하였다(Table 2). Cholesterol군의 cholesterol

의 첨가량은 식이무게의 1%가 첨가되었고, 하수오의 첨가

량은 각각 식이무게의 0.5%와 1%를 첨가하였다. 체중과 식

이섭취량은 일주일에 한번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여 식이효

율을 계산하였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매

주 체중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 섭취한 식이섭취량으로 나

누어 산출하였다. 본 동물실험은 한국식품연구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kfri-m-11010)을 받은 후 실

험동물 관리 및 이용에 관한 지침(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NRC)에 따라 진행하였다.

혈액 및 각종 장기의 채취

실험식이로 5주간 사육 후 쥐를 12시간 절식시키고 안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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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Initial and final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FER) in SD rats

Groups1)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
Food intake
(g/day)

Food efficiency
(FER)

Ⅰ
Ⅱ
Ⅲ
Ⅳ
Ⅴ
Ⅵ

331.94±9.49NS
332.05±5.23
333.85±10.11
329.55±7.16
334.93±6.88
335.57±4.06

507.53±16.41a
504.19±16.66a
502.13±20.14a
494.59±13.42a
421.04±14.80b
472.65±17.31a

175.59±9.53a
172.14±12.23a
168.29±10.41ab
165.05±8.74ab
86.11±9.51c
137.07±13.97b

23.50±1.05a
22.49±1.22ab
22.98±0.49a
23.26±0.81a
19.26±1.54b
24.08±1.29a

0.21±0.01a
0.22±0.02a
0.21±0.01a
0.20±0.01a
0.13±0.01b
0.16±0.01b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5 rats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c)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4. Liver, kidney and spleen weights in SD rats
(g/100 g BW)

Groups1) Liver Kidney Spleen

Ⅰ
Ⅱ
Ⅲ
Ⅳ
Ⅴ
Ⅵ

2.23±0.05c
3.10±0.04ab
2.24±0.06c
2.33±0.08c
3.21±0.07a
2.91±0.16b

0.57±0.02c
0.59±0.02bc
0.57±0.02bc
0.59±0.02bc
0.66±0.01a
0.59±0.03bc

0.16±0.02NS
0.18±0.01
0.16±0.01
0.17±0.01
0.19±0.01
0.17±0.01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5 rats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c) in a column indicate sig-
nificantly different value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NS: not significant.

동맥에서 채혈한 후 경추 탈골시켰다. 혈액은 1시간 냉장보

관 후 4oC,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Desk-top

centrifuge Hanil Sci. Ind., Seoul, Korea) 혈청을 분리했고,

일부는 EDTA를 처리하여 4
o
C,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분리하였다. 그리고 간 조직과 신장, 비장

을 채취하여 생리식염수로 씻은 다음 표면의 수분을 완전히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간 조직의 일정량을 절개하

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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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uji

dri-chem slide kit(Fuji Film Co., Tokyo, Japan)을 이용하여

혈액생화학적 검사 자동분석기 Dri-chem 3500s(Fuji Film

Co.)로 분석하였고, total cholesterol(TC)은 cholesterol re-

agent kit(Bayer, Los Angeles, CA, USA)을 이용하여

ADVIA 1650(Bayer, Shiga, Japan)으로 분석하였다. Total

lipid는 total lipid reagent kit(Medicos, Philadelphia, PA,

USA)을 이용하여 Agilent 8453 photometer(Agilent, Stutt-

gart, Germany)로 분석하였다.

간의 조직학적 관찰

실험 종료 후 적출된 간 조직을 10% formaldehyde 용액에

24시간 고정한 후 수세를 거쳐 70%, 80%, 90%, 100% 에탄

올로 단계적으로 탈수한 다음 paraffin에 고정하여 micro-

tome으로 4 μm 내외의 파라핀조직절편을 제작한 후 슬라이

드 글라스에 mounting 하여 H&E 염색을 시행한 후 광학현

미경(Olympus BX51TF, Olympus Co. Ltd., Tokyo, Japan)

으로 100배율로 관찰, 사진 촬영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12.0(SPSS Inc., Chicago, IL, USA) 통

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표준편차로 표

시하였고, 일원배치분산분석으로 비교하였으며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각 실험군 간에 유의성을 p＜0.05

수준에서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이섭취량,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

실험기간 동안 SD rat의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

효율을 비교한 결과는 Table 3에 나타냈다. SD rat의 식이섭

취량은 대부분의 식이군에서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하지만 체중증가량은 cholesterol을 보충 급여하지 않은

그룹(Ⅰ, Ⅲ, Ⅳ)에서는 유의적인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1% cholesterol을 첨가한 그룹(Ⅴ, Ⅵ)에서는 cholesterol 대

조군(Ⅱ)에 비해서 적하수오를 보충 급여한 Ⅴ군(1% cho-

lesterol, 0.5% PMT), Ⅵ군(1% cholesterol, 1% PMT)에서

유의적으로 체중증가량이 낮게 나타났다. 하지만 농도 의존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은 나타나지 않았다(Table 3). 이는 Ⅴ

군(1% cholesterol, 0.5% PMT)이 Ⅵ군(1% cholesterol, 1%

PMT)보다 식이섭취량이 더 낮아 식이효율이 0.13±0.01로
낮았기 때문에 체중증가량에서 차이가 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Ⅴ군(1% cholesterol, 0.5% PMT), Ⅵ군(1% cholester-

ol, 1% PMT)의 체중이 유의적으로 낮게 증가한 원인은 적

하수오 내에 함유되어 있는 emodin의 cholesterol 및 지질

흡수 억제 효과(21,22)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

장기무게 변화

SD rat의 간, 신장, 비장의 상대적 증량은 Table 4에 제시

하였다. SD rat의 장기무게는 비장의 경우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신장의 무게는 Ⅴ군(1% cholesterol, 0.5%

PMT)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0.5% PMT가 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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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erum levels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of SD rat administered ethanol extract of
Polygonum multiflorum Thunberg (PMT) (U/L)

Groups1) ALT AST

Ⅰ
Ⅱ
Ⅲ
Ⅳ
Ⅴ
Ⅵ

40.33±3.53NS
50.20±8.38
36.50±0.96
34.00±1.10
40.00±1.53
42.33±2.33

107.75±2.39ab
124.50±8.27a
103.00±8.53b
98.40±2.93b
107.60±6.53ab
115.50±8.62ab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5 rats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b) in a column indicate sig-
nificantly different value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NS: not significant.

Table 6. Lipoprotein cholesterol and glucose, triglyceride concentrations in serum of rat fed PMT extract diets (mg/dL)

Groups
1)

Glucose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Triglyceride Total lipid

Ⅰ
Ⅱ
Ⅲ
Ⅳ
Ⅴ
Ⅵ

118.67±1.86a
110.20±2.40ab
99.00±4.73de
106.67±4.73cd
92.33±2.8ef
87.00±3.11f

52.75±2.69abc
69.75±9.51a
42.33±4.67c
44.00±2.31c
65.33±5.81ab
48.00±2.08bc

12.40±0.75ab
10.00±0.71b
13.25±0.85ab
12.75±0.85ab
15.80±1.59a
10.67±1.20b

5.50±0.29b
10.00±2.00a
4.67±0.33b
5.00±0.00b
7.33±0.67ab
7.00±1.73ab

127.00±12.12a
79.50±4.73b
80.67±7.69b
87.33±7.67b
72.20±9.18bc
50.20±5.09c

397.00±23.49NS
398.25±20.32
318.33±21.06
336.67±36.92
400.33±21.84
357.33±17.74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5 rats per group.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f)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value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NS: not significant.

기능에 다소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되나 ALT, AST 분석

결과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지만 이에 대한 추

가적인 실험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간 무게는 choles-

terol 보충 급여군(Ⅱ, Ⅴ, Ⅵ) 모두에서 정상식 급여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일반적으로 고 cholesterol 식

이를 장기간 급여 시 cholesterol이 체외로 정상적으로 배출

되지 못하고 간 내에 축적되어 간 비대증을 유발한다는 보고

와 일치되는 결과였으며(23,24), 동맥 내에 지질이 축적되어

관상 순환의 이상으로 야기된 것으로 생각된다.

Aspirate aminotransperase(AST)와 alanine ami-

notransferase(ALT)의 활성

AST와 ALT는 생체 내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효소로서

여러 장기세포에 존재하지만 그중 간에 가장 많은 양이 존재

하고 간 손상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효소이다(25,26). 그

유출 과정은 세포내의 에너지 공급이 감소되어 세포내의 K
+

이온이 세포외로 유출되면 Na+, Ca2+ 및 수분이 세포내로

유입이 된다. 그 결과 세포는 팽창되고 세포막이 늘어나게

되어 세포질에 존재하는 AST와 ALT가 유출된다. 그러므

로 혈청 중 AST와 ALT 등의 증가는 간독성으로 인한 간세

포의 괴사와 간조직의 파괴가 진행됨을 의미하므로 혈중에

이들 효소의 유리정도를 측정하여 간독성 연구에 이용하고

있다(27).

본 실험에서는 고 cholesterol 식이를 사용하였고, 독성

및 안전성 평가에 대해 잘 알려져 있지 않은 적하수오를 사

용하였으므로 이를 섭취한 rat에 섭취시킬 때 간 기능에 어

떤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AST와 ALT를 측정하였으

며 그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정상식이 급여군(Ⅰ, Ⅲ, Ⅳ)과

1% cholesterol 보충 급여군(Ⅱ, Ⅴ, Ⅵ) 모두에서 혈청 중

AST와 ALT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청 glucose 함량 및 지질성상의 영향

적하수오 첨가 식이가 혈청 내 포도당 농도 및 지질성상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6과 같다. 혈청 내 포도당 농도는 일반

식이군과 1% cholesterol 첨가 식이군 모두 0.5%, 1% 적하수

오를 보충 공급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냈으며 이는 적하수오의 섭취로 인하여 혈당 수준을 저하

시킨 것으로 생각되며 적하수오의 보충공급이 혈당강하효

과를 내재하고 있을 가능성을 나타내었다.

총 cholesterol 함량은 주로 고열량섭취와 비만, 심혈관질

환의 고 cholesterol 혈증 등에서 증가하고 만성 간질환, 갑상

선 기능 항진, 기아 등에서 감소한다(28). 본 실험에서 일반

식이군과 1% cholesterol 첨가 식이군 모두에서 유의적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1% 적하수오를 보충 공급한 그룹(Ⅵ)

은 total cholesterol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HDL-

cholesterol은 항 동맥경화의 지표로서 cholesterol을 말초혈

관에서 간으로 수송하여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실험에서의 HDL-cholesterol 농도

는 일반식이군과 1% cholesterol 첨가 식이군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으나 0.5% 적하수오 보충군(V)에서 유의적

으로 증가되었다. LDL-cholesterol은 혈중 cholesterol의 주

된 운반형태이며 동맥 혈관 벽에 cholesterol을 축적시켜 동

맥경화를 촉진하여 심장 순환기계 질환의 발생과 밀접한 관

계를 가진다. LDL-cholesterol 역시 유의적 차이는 없었지

만 1% cholesterol을 첨가한 그룹(Ⅱ)보다 1% cholesterol

첨가 식이에 0.5%, 1% 적하수오를 보충 공급한 그룹(Ⅴ, Ⅵ)

이 수치상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하지만 비율로 보았을

때 적하수오를 보충급여한 군의 HDL-cholesterol 비율이

LDL-cholesterol 비율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

타냈고 동맥경화지수(A.I) 또한 적하수오 보충 공급한 그룹

에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7). Triglyceride

함량은 정상군에서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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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PMT extract on ratio of HDL-cholesterol
to tota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to LDL-cholesterol
and atherosclerotic index in serum of the SD rats for 5 weeks

Groups1) HDL-C/Total-C HDL-C/LDL-C A.I2)

Ⅰ
Ⅱ
Ⅲ
Ⅳ
Ⅴ
Ⅵ

0.24±0.02bc
0.15±0.03d
0.32±0.05a
0.29±0.04ab
0.24±0.05bc
0.22±0.04c

2.26±0.22abc
1.03±0.17d
2.87±0.41a
2.55±0.26ab
2.17±0.44bc
1.71±0.78c

3.25
5.97
2.19
2.45
3.13
3.49

1)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
Atherosclerotic index＝(Total chol－HDL-chol)/ HDL-chol.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EM, n=5 rats per group.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ly different val-
ues assessed by Duncan’s multiple test (p<0.05).

Fig. 1. Histological character of liver in SD rats. (A) Ⅰ
(control), (B) Ⅱ (1% cholesterol), (C) Ⅴ (1% cholesterol and 0.5%
Polygonum multiflorum), (D) Ⅵ (1% cholesterol and 1% Polygo-
num multiflorum).

1% cholesterol을 첨가한 그룹(Ⅱ)보다 1% cholesterol 첨가

식이에 0.5%, 1% 적하수오를 보충 공급한 그룹(Ⅴ, Ⅵ)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Mattson 등(29)에

의하면 식이중의 지방산 조성이 혈중 지방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 특히 고농도의 포화지방이 증가하면 혈청 choles-

terol 농도와 중성지방 농도를 상승시키며 동맥경화를 유발

시키는 요인으로 보고하였다. 또한 LDL-cholesterol은 세포

표면의 특정 receptor와 결합되어 간장과 기타 조직에서 제

거되며(30), LDL-receptor에 결함이 생기거나 활성이 감소

되면 LDL이 결합되지 못하고 혈액 중으로 유리되어 혈청

중 LDL 농도가 상승된다고 보고되고 있다(31). 또한, 심혈관

질환 병인의 지질 성분인 LDL-cholesterol을 감소시키면

HDL-cholesterol 농도를 증가시켜 지질대사를 개선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32,33). 본 실험 결과, SD rat에 적하수오를

보충 급여함으로써 중성지방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고, HDL-cholesterol 함량이 LDL-cholesterol 함량보다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며, 동맥 경화 지수 또한 낮추어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간의 조직학적 관찰

광학현미경으로 간조직의 형태를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일반식이군과 1% cholesterol 첨가 급여군의 차이는

Fig. 1A와 Fig. 1B에서 확연히 나타난다. 1% cholesterol 급

여군의 간 조직에서는 일반식이군에 비해 지방구의 크기가

크고 지방구가 조밀하게 분포되어 있었다. 그러나 0.5%, 1%

적하수오 보충군(Fig. 1C, D)에서는 1% cholesterol 급여군

의 간 조직(Fig. 1B)보다 지방구의 크기나 조밀도에 있어서

지질이 감소된 결과를 보였고, 특히 0.5% 적하수오 보충군

(Fig. 1C)에서 더욱 효과적이었다.

따라서 본 연구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재적으

로 적하수오가 동맥경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내재하고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적하수오 농도에 따른 유의적인

결과를 확인할 수 없었기 때문에 향후 기전연구를 통해 콜레

스테롤 대사에 효과적인 적하수오의 함량 설정이 필요할 것

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실험은 적하수오를 식이에 0.5%, 1% 혼합하여 5주간

섭취시켰을 때 적하수오가 고 콜레스테롤 식이를 장기 급여

한 SD rat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함으로써 적하

수오의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실험

기간 중 실험쥐의 체중증가는 1% cholesterol을 첨가한 그룹

에서 cholesterol 대조군(Ⅱ)에 비해서 적하수오를 섭취시킨

Ⅴ군(1% cholesterol, 0.5% 적하수오), Ⅵ군(1% cholesterol,

1% 적하수오)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장기무게는 SD

rat의 간 무게가 cholesterol 식이군(Ⅱ, Ⅴ, Ⅵ) 모두에서 정

상식이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신장과 비장의 무게

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청 내 포도당 농도

는 정상군과 1% cholesterol 식이군 모두 0.5%, 1% 적하수오

를 식이로 섭취시킨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총 cholesterol과 HDL-cholesterol, LDL-cho-

lesterol 모두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총

cholesterol과 LDL-cholesterol은 수치상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하지만 비율로 보았을 때 적하수오를 보충급여

한 군의 HDL-cholesterol 비율이 LDL-cholesterol 비율보

다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동맥경화지수 또

한 적하수오 보충 공급한 그룹에서 낮아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는 일반식이군과 1% cho-

lesterol 급여군 모두에서 적하수오 추가 급여군이 유의적으

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고 ALT와 AST 활성은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본 실험의 결과에서 적하수오는

혈청 내 포도당 농도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중성지

방의 농도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HDL-cholesterol 비

율이 LDL-cholesterol 비율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

을 나타냈고, 동맥경화지수 또한 적하수오 보충 공급한 그룹

에서 낮아지는 것으로 보아 적하수오가 혈관계 장애로 인해

발병되는 고혈압, 당뇨, 뇌혈관질환, 동맥경화증과 같은 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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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을 예방하는데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되며 기능성식품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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