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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was undertaken to evaluate the anti-hyperlipidemic activity of Albizzia julibrissin and Cassia
tora L. extract mixtures in high fat diet-induced hyperlipidemic rats. In high-fat diet fed hyperlipidemic rats, oral treatment
with Albizzia julibrissin and Cassia tora L. extracts resulted in decreased levels of total serum 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epididymal fat pad (EFP) weights, and activities of hepatic glucose-6-phosphate dehydrogenase (G6PDH) and malic
enzyme, while the levels of feces production and high-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were increased, compared
with untreated control. Therefore, these results suggest that Albizzia julibrissin and Cassia tora L. extract mixtures can
ameliorate hyperlipidem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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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현대사회의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해 과거에 비해 지방 섭취 빈

도수가 증가하였다. 빈번한 동물성 식품의 섭취로 지질섭취가 증

가하였고 이로 인해 유발되는 고지혈증(hyperlipidemia)으로 인한

동맥경화, 심근경색증, 협심증, 뇌졸증 등 심혈관계 질환 또한 증

가하고 있는 추세이다(1-4). 현재까지 개발된 고콜레스테롤혈증

(hypercholesterolemia) 치료제는 3-hydroxy-3methylglutaryl-coenzyme

A (HMG-CoA) reductase를 저해함으로써 혈장 콜레스테롤 수준

을 감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 하에 1971년 미생물의 대사산물 중

에서 저해제 탐색연구가 시도되었다(5). 1976년 최초로 Mevastatin

이 개발되었고, 1980년대에 진행된 Mevastatin의 사람과 동물에

대한 임상실험에서 low-density lipoprotein (LDL)-콜레스테롤 농도

의 유의적인 감소가 보고되었다(6,7). 그러나 이러한 화합물들은

미생물의 대사산물이거나 화학적인 합성물질인 관계로 간 손상

및 근육병 등 인체에 많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8,9). 따라서 이

들 물질들의 체내 작용기전에 수반하는 부작용 해소를 위하여 새

로운 기능성 식품소재로부터 지질저하용 기능성물질 개발이 시

도되고 있다(10).

결명자(Cassia tora L.)는 콩과에 속하는 일년초로서 한방에서

는 눈을 밝게 하고 간장과 신장의 강장효과 및 고혈압, 변비개

선, 콜레스테롤 개선등의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심혈관계 질환, 항

동맥 경화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11). 결명자 성분은 chrys-

ophenol, rubrofusarin, obstusin, gentiobioside, emodin, rhein,

anthraquinone glycosides 등으로 그 중에서 특히, emodin과 rhein

는 콜레스테롤 저하 및 혈압강하 효과가 있다(12,13).

자귀나무(Albizzia julibrissin)는 중남부의 해발 1,000미터 이하

계곡이나 산야에 흔히 자라는 콩과(Leguminosae)의 낙엽소교목으

로 전국 각지에 자생하며, 성분으로는 잎과 뿌리껍질로부터

potassium β-D-glucopyranosyl 12-hydroxyjasmonate, flavonol gly-

cosides가 있고(14,15), 줄기껍질로부터 julibrosides J1, J2, J3, juli-

brogenin A, julibrosides A1-A4, B1, C1, julibrin II 등의

triterpenoid saponin 및 monoterpene conjugated triterpene (16-18)

가, 꼬투리로부터 acylated sterylglycoside가 보고되었다(19). 자귀

관련 연구는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 (ACE) 저해활성(20),

자유라디칼 소거능(21), 항암(22), 급성림프성 백혈병 세포주의 세

포사멸 유도효과(23) 및 세포주기 억제(24) 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를 5주간 섭취시켜 고지혈증

병태모델의 흰쥐를 만든 후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식이를 고

지혈증 유발 흰쥐에게 5주간 섭취시켜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이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 인자들에 미치는 효과를 경시적으로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은 (주)그래미로

부터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자귀나무와 결명자의 수분함

량, 고유의 색탁과 향미, 이미, 이취, 이물여부를 확인한 후, 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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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씩 비율로 평량한 후 원료의 10배의 가수를 하고 98oC에서

2시간 동안 1차 추출 후 동일조건으로 1시간 동안 2차 추출하였

다. 추출물을 서비스 탱크에서 2시간 침전시킨 후 300 mesh로 여

과하고 감압 농축한 후 150-220oC의 온도에서 스프레이 건조를

실시하였다. 건조 분말은 진공포장하여 실험시까지 보관하였다.

실험동물 및 사육환경

본 실험에서는 한림실험동물연구소로부터 구입한 생후 3주령

된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였다. 1주일간의 검역

및 순화를 거친 뒤 건강하다고 판정된 것 중 체중이 115±5 g의

것을 시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온도 18±2oC, 상대습도

50±10%, 환기회수 10-20회/h, 조명 시간 12시간(08:00 점등-20:00

소등), 조도 150-300 Lux로 설정된 환경에서 stainless steel wire

cage (225 W×200 L×180 H mm)에서 한 마리씩 분리 사육하였다.

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그룹과 투여물질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의 혈청 콜레스테롤 저하효과를 확인하

기 위하여 실험 1기(5주) 동안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다음 실험 2

기(5주) 동안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 첨가사료를 급여하였다.

흰쥐용 사료는 조지방함량 7%의 AIN-93G diet (Harlan Teklad,

Madison, WI, USA)를 기본 식이로 하였으며, 돈지(lard)와 콜레

스테롤(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을 각

각 중량비로 7% 및 1%로 첨가하여 총 지방함량이 15%가 되도

록 고지방식이(high-fat diet)를 제조하였다. 시험처리는 고지방식

이를 대조군(A)으로 하였고, 고지방식이에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을 각각 1.0% 첨가군(B), 2.5% 첨가군(C), 5.0% 첨가군(D)

및 10% 첨가군(E)으로 하였다. 실험동물은 흰쥐를 실험군당 12

마리씩 배치하여 10주 동안 사육하였다. 체중, 식이섭취량 및 식

이효율은 실험기간 중 1주일에 한번씩 일정한 시간에 실험동물

용 저울(GF-2000, AND, Anyang, Korea)을 이용하여 측정하여 주

간 별 평균 1일 성장률을 구하고, 식이효율(feed efficiency ratio,

FER)은 증체량을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서 산출하였다. 배변량

은 실험 1, 2기에 각각 2회, 4일 동안 측정하였다.

체혈 및 장기적출

실험종료 전 16시간 동안 흰쥐를 절식시킨 후 ether로 마취한

다음 심장에서 채혈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1시간 방치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채혈 후 즉시

간장, 신장, 고환을 분리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후 거즈

로 수분을 제거, 무게를 측정하였다. 내장지방 중 신장주변지방

패드(perirenal fat pad, RFP)와 정소상체지방패드(epididymal fat

pad, EFP)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혈청 지질분석

혈청 중성지방의 함량은 혈청 중성지방 측정용 kit (Sigma Co,

St. Louis, MO, USA)를 사용하여 triglyceride reagent를 이용한

enzymatic method으로 분석 후 자동화학분석기 ADVIA 1650

(Bayer, Tarrytown, NY, USA)로 측정하였다. 혈청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Rudel과 Morris(25)의 방법에 의거하여 cholesterol reagents

를 이용한 enzymatic method로 분석하였고, high-density lipopro-

tein (HDL)-콜레스테롤 함량과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Noma 등

(26)의 연구에 준하여 HDL-콜레스테롤 reagent를 이용한 enzymatic

method로 분석하여 자동화학분석기 ADVIA 1650 (Bayer)으로 측

정하였다.

혈청 간기능지표 효소활성

간의 손상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alkaline phosphatase (ALP)

와 아미노산 전이효소인 glutamate-oxaloacetate transaminase

(SGOT)와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SGPT) 활성을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transaminase (ALT)

효소법에 의한 정량용 kit (Asan Co, Seoul, Korea)를 이용하여

enzymatic method by International Federation of Clinical Chem-

istry (IFCC) 방법으로 분석 후 자동화학분석기 ADVIA 1650

(Bayer)으로 측정하였다.

간조직의 효소활성

일정량의 간 조직에 10배에 해당하는 0.25 M sucrose/0.5 mM

EDTA buffer (pH 7.4)을 넣어 균질화한 다음 10,000×g로 4oC에

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고, 상층액은 glucose-6-

phosphate dehydrogenase (G6PDH)와 malic enzyme 측정에 사용

하였다. G6PDH 활성은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phos-

phate (NADP)가 glucose-6-phosphate를 산화시켜 생성된 NADPH

의 양을 측정하는 Bergmeyer의 방법(27)에 준하였고, malic

enzyme 활성은 효소에 의해 환원된 NADPH의 생성율을 측정하

는 Ochoa의 방법(28)의 방법으로 평가하였다. 단백질농도는 Lowry

등(29)의 방법에 따라 자동화학분석기 ADVIA 1650 (Bayer)으로

측정하였다. G6PDH 측정은 H2O 0.6 mL, 0.1 M Tris buffer (pH

7.4) 0.75 mL, 0.1 M glucose-6-phosphate 0.15 mL, 0.1 M MgCl2

· 6H2O 0.15 mL, 3 mM NADP 0.1 mL, 상층액 0.25 mL을 혼합하

여 340 nm에서 분광광도계(Optizen 2120UV, Mecasys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2 min간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Malic enzyme의 측정은 0.4 M triehanolamine (pH 7.4) 0.5 mL,

30 mM L-malate 0.05 mL, 0.12 M MnCl2 · 4H2O 0.1 mL, 3 mM

NADP 0.13 mL, H2O 2 mL, 상층액 0.1 mL을 혼합하여 340 nm에

서 2분간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AS프로그램(Version 8.01, SAS Institute Inc.,

Cary, NC, USA)를 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과 표준편차를 계

산하였다. 실험 1기와 실험 2기 배변량 차이는 t-test로 비교하였

다. 각 실험군간의 차이는 one way ANOVA를 사용하여 비교하

였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 증체량, 식이효율 및 배변량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사료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

의 증체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및 배변량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1과 같다. 실험식이를 10주 동안 급여후의 종료체중은 실

험군간 차이는 없었고, 시료 2.5% 첨가군(C)와 5.0% 첨가군(D)

이 고지방식이 대조군(A) 보다 다소 높았다. 일당증체량은 7.31-

7.89 g으로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지만, 시료 10% 첨가군(E)이 가

장 낮았다. Han 등(30)은 고지방식이와 함께 뽕잎오디쌀식이를 4

주간 급여하였을 때 대조군에 비해 증체량이 다소 감소하였다고

보고 하였다. 실험기간동안 식이섭취량은 23.97-25.15 g으로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시료 10% 첨가군(E)이 가장 낮았다. 식이

효율(FER) 역시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다.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사료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배변량에 미치는 영향

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실험 1기 동안 배변량은 11.77-15.97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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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실험군간 차이는 없었다.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사료를

급여한 실험 2기의 배변량은 13.77-18.38 g으로 시료 2.5% 첨가

군(C)이 18.38 g으로 실험군중에서 배변량이 가장 많았고, 시료

5.0% 첨가군(D) 및 10% 첨가군(E)이 각각 14.69, 13.77 g으로 실

험군중에서 배변량이 가장 적었다. 한편, 실험 1기와 실험 2기의

배변량 차이를 보면 고지방식이 대조군(A)은 14.20 g에서 15.71 g

으로 차이가 없었고,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 첨가군(B, C, D)

은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다. 시료 10% 첨가군(E)

에서 실험 2기 배변량이 실험 1기 배변량에 비하여 감소하였는

데 이는 일일 평균 식이섭취량이 감소하여 배변량에도 영향을 미

친 것으로 사료된다.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의 항고지혈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서 분변량뿐만 아니라 분변 중 지질함량, 혈청지질

함량 및 지방산 합성효소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자귀나무와 결명자에는 식이섬유소의 함량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되었고(31,32), Kim 등(2)은 뽕잎분말의 다량의 식이섬유소가

고콜레스테롤 식이 흰쥐의 지질의 흡수를 방해하여 분변으로의

배설을 증가시키며, 배설된 분변으로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모두 배설시킨다고 보고 하였다. Park 등(33)은 천연식물의 다양

한 phytochemical의 작용으로 지방산 합성 효소에 작용하여 체내

총지질 배설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 하였다.

장기무게와 체지방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 첨가사료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장기무게와 체지방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2와 같다. 일

반적으로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흰쥐에서는 간장 중에 중성지질

및 콜레스테롤 등이 축적되어 간 중량의 증가를 초래하며, 또한

과량의 콜레스테롤이 간장으로 유입되었으나 지질수용체와 결합

하여 lipoprotein의 형태로 배출되지 못하면 간에 축적되어 지방

간을 유발시킬 수 있다(1-3). 간장무게는 정상식이의 경우 9.22±

0.93-10.89±1.06 g으로 알려져 있으며(34), 본 연구에서 시료 1.0%

첨가군(B)과 5.0% 첨가군(D)이 각각 14.86, 14.77 g으로 시료 10%

첨가군(E, 13.23 g)과 통계적인 차이가 있었고(p<0.05), 시료 2.5%

첨가군(C, 14.00 g)과 시료 10% 첨가군(E)군에서 고지방식이 대

조군(A, 14.45 g)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특히 시료 10% 첨가군(E)

군은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해 9% 가량 간장무게가 감소하

였다. 신장과 정소무게는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다. 체지방중 신

장주변지방패드(RFP) 무게는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해 자귀

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군(B, C, D, E)이 다소 높았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반면, 체지방의 축적 정도를 나타내는 정소상체지방패드

(EFP) 무게는 시료 1.0% 첨가군(B)과 시료 2.5% 첨가군(C)은 고

지방식이 대조군(A)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시료 10% 첨

가군(E)은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해 9% 가량 EFP가 감소하

였다. 일반적으로 비만이 건강상 위험한 이유는 체중의 증가보다

내장지방의 증가에 기인한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30). 내장지

방 중 백색지방은 주로 체내 잉여 에너지를 지방으로 저장하여

피하와 장기주변에 분포한다(35). 본 연구에서 백색지방 EFP 무

게는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해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10% 첨

가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명자 추출물이 체

내 지질함량을 조절한다는 보고(36)로 볼 때 본 연구의 자귀결명

자혼합물 식이가 체지방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혈청지질수준

동맥경화증의 주요 위험인자인 고지혈증은 혈중 중성지방, 콜

레스테롤, 인지질, 유리지방산 등이 단백질과 결합하여 물에 용

Table 1. Effects of Albizzia julibrissin and Cassia tora L. (AC) extracts on body weight gain, diet intake, feed efficiency ratio (FER) and

fecal amount in rats fed with high-fat diet

Group1) Initial BW2)

(g)
Final BW

(g)
BW gain
(g/day)

Diet intake
(g/day)

FER3)
Feces (g)

First phase Second phase

A 114.5±6.6 322.0±18.0ns 7.41±1.02ns 24.34±2.72ns 0.304±0.040ns 14.20±8.45ns 15.71±0.31ab

B 117.1±5.8 328.0±18.5 7.53±1.32 25.15±2.64 0.299±0.028 11.77±4.27A 15.60±2.26Bab

C 114.2±5.6 333.9±10.7 7.85±1.03 24.88±2.65 0.316±0.032 13.39±6.72A 18.38±1.50Ba

D 114.6±9.0 335.3±28.8 7.89±0.69 24.76±2.65 0.319±0.026 13.18±6.89A 14.69±0.36Bb

E 112.7±6.7 317.3±20.1 7.31±0.51 23.97±1.92 0.305±0.027 15.97±9.26A 13.77±2.39Bb

Values are mean±SD (n=12).
Numbers with different capital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t-test.
Number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dicate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1)A, high-fat diet; B,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C, 2.5%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D, 5.0% AC extracts-
supplemented high-fat diet; E,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2)BW, body weight; 3)FER, feed efficiency ratio; nsNot significant

Table 2. Effects of Albizzia julibrissin and Cassia tora L. (AC) extracts on the weight of organ and body fat in rats fed high-fat diet

Group1)
Organ (g) Body fat (g)

Liver Kidney Testis RFP2) EFP3)

A 14.45±1.60ab 1.43±0.16ns 1.49±0.09ns 1.89±0.64ns 1.59±0.31ab

B 14.86±1.90a 1.39±0.11 1.48±0.09 2.02±0.58 1.51±0.31ab

C 14.00±1.24ab 1.35±0.11 1.48±0.12 2.45±0.64 1.66±0.39ab

D 14.77±1.90a 1.43±0.14 1.52±0.09 2.45±0.89 1.79±0.35a

E 13.23±1.72b 1.35±0.14 1.49±0.10 1.93±0.82 1.46±0.43b

Values are mean±SD (n=12). a–bMeans ± SD devi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same column (p<0.05).
1)A, high-fat diet; B,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C, 2.5%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D, 5.0% AC extracts-
supplemented high-fat diet; E,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2)RFP, perirenal fat pad; 3)EFP, epididymal fat pad; nsNot significa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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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된 형태의 지단백으로 되는데 이것을 혈청지질이라고 하며, 이

혈청지질 농도가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로서, 고혈압 및 흡연과

더불어 관상동맥질환의 3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37). 자귀결

명자추출혼합물 첨가사료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혈중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혈중 LDL, HDL, 유리콜레스테롤 및 인지

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과 같다. 혈청 지질 중, 총 콜

레스테롤(total cholesterol) 농도는 Kim 등(2)의 보고에서 정상식

이군에서 47.50±4.59 mg/dL이고 고지방식이군에서 153.50±7.50

mg/dL으로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이 대조군(A)의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67.66±8.56 mg/dL이었으며, 시료2.5% 첨가군

(C)은 고지방식이 대조군(A)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시료

5.0% 첨가군(D)과 10% 첨가군(E)은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

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세포막, 조직 등에 침착 된 유리형

의 콜레스테롤을 흡착, 제거하는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Kim등

(2)의 보고에서 정상식이군에서 51.83±17.57 mg/dL이고 고지방식

이군에서 23.50±4.03 mg/dL으로 감소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지방

식이 대조군(A)의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20.66±4.49 mg/dL이었

으며, 시료 1.0% 첨가군(B)이 고지방 대조군(A)에 비해 증가하였

고, 시료 2.5% 첨가군(C)과 시료 10% 첨가군(E)은 고지방식이 대

조군(A)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간에서

합성된 콜레스테롤을 말초로 운반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LDL-콜

레스테롤 농도는 5.25-5.66 mg/dL으로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다.

글리세린과 3분자의 유리 지방산이 에스터 결합을 하여 이루어

지는 중성지방(triglyceride) 농도는 Chung 등(38)의 보고에서 정상

식이군에서 92.00±5.20 mg/dL이고 고지방식이군에서 147.67±10.32

mg/dL으로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중성지방 농도는 129.4-149.8

mg/dL로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해 시료 첨가군(C, D, E)이

다소 낮았다. 유리콜레스테롤농도는 시료 10% 첨가군(E, 9.66 mg/

dL)이 고지방식이 대조군(A, 11.91 mg/dL)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

다. 인지질(phospholipid) 농도는 Chung 등(38)의 보고에서 정상식

이군에서 87.50±3.36 mg/dL이고 고지방식이군에서 112.25±6.25

mg/dL으로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 고지방식이 대조군(A, 124.7

mg/dL)에 비해 모든 시료 첨가군(B-E)에서 낮은 경향이 나타났

으며, 특히, 시료 5% 첨가군(D, 109.5 mg/dL)에서 가장 낮았다.

천연물의 polyphenol 화합물은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함량을 감소시킨다는 보고가 있으며(39), 특히 식물성 sterols는 콜

레스테롤 합성계의 중요한 효소인 HMG-CoA reductase 활성을

저해함으로써 생체내 지질함량을 감소시킨다고 알려져 있다(40).

이러한 점으로 미루어 볼 때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에는 체내 지

질함량을 조절하는 유효성분이 존재할 것으로 사료되며, 이들 성

분의 작용기작에 관한 계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혈청 ALP, SGOT 및 SGPT 활성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사료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

의 혈중 총 단백질, ALP 및 간기능지표 효소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4와 같다. ALP는 신체 각 조직 중에 존재하며 간, 신장, 소

장, 뼈, 태반 등에 비교적 고농도로 존재하여 담즙 정체시에 담

즙으로 배설되며, 담즙으로의 배설장애와 담관 내압 항진에 의한

간에서의 생성증가에 의하여 혈중에서 증가되는 효소이다(41).

AST (SGOT)와 ALT (SGPT) 활성은 간세포의 변성이나 괴사를

반영하는 효소로서 간 조직 손상 시 혈중으로 다량 유출된다(42).

총 단백질 농도는 고지방식이 대조군(A)이 6.20 g/dL로 실험군중

가장 높았고, 모든 시료 첨가군(B-E)이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해 낮았으며, 특히 시료 5.0% 첨가군(D)이 5.69 g/dL 로 가장

낮았다(p<0.05). ALP 활성은 고지방식이 대조군(A)과 비교하여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시료 첨가군(C, D, E)에서 활성이 낮게 나

타났으며, 시료 첨가군중 2.5% 첨가군(C)에서 가장 활성이 낮게

나타났다. SGOT 활성은 Chung 등(38)의 보고에서 정상식이군에

서 55.70±3.20 mg/dL이고 고지방식이군에서 117.66±10.20 mg/dL

으로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 대조군(A, 131.0±25.21

Table 3. Effects of Albizzia julibrissin and Cassia tora L. (AC) extracts on serum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C, HDL-C, free
cholesterol, and phospholipid in rats fed high-fat diet                                                                                                                      (Unit: mg/dL)

Group1)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LDL-C2) HDL-C3) Cholesterol, free Phospholipid

A 67.66±8.56ab 149.8±16.66ns 5.25±0.75ns 20.66±4.49ab 11.91±1.92a 124.7±18.8a

B 72.08±13.68a 143.8±60.10 5.66±1.61 21.00±5.11a 12.09±3.20a 119.3±14.6ab

C 66.91±7.84ab 129.4±31.39 5.41±1.08 19.08±3.08ab 10.75±1.86ab 115.3±10.8ab

D 62.90±7.41b 137.4±34.83 5.50±1.43 17.20±3.42b 10.10±1.59ab 109.5±12.2b

E 62.75±9.59b 131.2±44.49 5.25±1.35 18.50±3.80ab 09.66±2.38b 114.2±11.4ab

Values are mean±SD (n=12). a–bMeans±SD devi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same column (p<0.05). nsNot significant.
1)A, high-fat diet; B,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C, 2.5%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D, 5.0% AC extracts-
supplemented high-fat diet; E,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2)LDL-C, low-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3)HDL-C, high-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Table 4. Effects of Albizzia julibrissin and Cassia tora L. (AC) extracts on the levels of serum total protein, ALP, SGOT, and SGPT in rats

fed high-fat diet

Group1) Total protein (g/dL) ALP2) (U/L) SGOT3) (U/L) SGPT4) (U/L)

A 6.20±0.25a 405.6±93.34ab 131.0±25.21a 69.41±14.49a

B 6.05±0.31ab 458.5±78.36a 108.5±11.94b 67.50±10.22ab

C 6.08±0.39ab 350.4±71.60b 102.8±18.64b 62.83±5.04ab

D 5.69±0.17c 365.5±68.41b 095.0±20.25b 58.90±11.14bc

E 5.83±0.40bc 374.8±66.69b 098.7±20.13b 50.91±6.99c

Values are mean±SD (n=12). a–cMeans±SD deviation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within the same column (p<0.05).
1)A, high-fat diet; B,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C, 2.5%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D, 5.0% AC extracts-
supplemented high-fat diet; E, 10% AC extracts-supplemented high-fat diet
2)ALP, alkaline phosphatase; 3)SGOT, serum glutamate-oxaloacetate transaminase; 4)SGPT, serum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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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dL)과 비교하여 모든 시료 첨가군(B-E)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

타났다(p<0.05). SGPT 활성은 Chung 등(38)의 보고에서 정상식

이군에서 48.05±2.20 mg/dL이고 고지방식이군에서 95.20±4.30 mg/

dL으로 증가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 대조군(A, 69.41

U/L)이 가장 높았고, 고지방식이 대조군(A)과 비교하여 모든 시

료 첨가군(B-E)에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으며, 시료 5.0% 첨가

군(D)와 10% 첨가군(E)이 각각 58.90, 50.91 U/L로 가장 낮았다

(p<0.05). 자귀나무와 결명자의 항산화 효과가 보고 되었으며

(12,21), 이러한 항산화 효과가 과산화지질 생성을 감소시키고 증

가된 ALT, AST, ALP 등 간기능 관련 효소활성을 감소시키는 요

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36,43).

간조직의 효소활성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사료가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

간의 peroxisome에서 지방산의 β-산화와 지방산의 합성에 관여하

는 효소인 G6PDH, malic enzyme 효소활성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5와 같다. G6PDH은 pentose phosphate pathway (PPP)에서

NADPH를 생성하여 세포들에 환원 에너지를 공급하는 역할을 한

다. 이렇게 생성된 NADPH는 세포내 glutathione 수준을 유지시

킴으로써 항산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양적으로는 더욱 중요

하게 간과 같은 조직에서 지방산의 생합성에 사용된다(44). 본 실

험에서 G6PDH의 활성은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하여 모든

시료 첨가군(B-E)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p<0.05). 따라서, 자

귀결명자추출농축액 섭취가 G6PDH에 유의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보아 자귀나무와 결명자의 유효성분이 간

에서 G6PDH의 활성을 감소시켜 NADPH의 생성을 감소시킴으

로써 지질 합성을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Malic enzyme은

malate에서 pyruvate로의 oxidative decarboxylation을 촉매하는 효

소로, adipocyte에서는 대개 malic enzyme에 의해서 NADPH가 생

성되어 지방산 합성에 사용된다. 즉, 지방산 합성에 필요한

NADPH는 간에서는 주로 PPP에서 G6PDH의 작용에 의하여 공

급되며, adipocyte에서는 malic enzyme에 의해서 공급된다(45). 본

실험에서 malic enzyme 활성은 고지방식이 대조군(A)에 비하여

모든 시료 첨가군(B-E)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본

실험과 유사하게 Ha 등(36)은 고지방식이 흰쥐에서 malic enzyme

과 G6PDH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결명자 추출물 투여군에서 고

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malic enzyme과 G6PDH 활성이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Park 등(33)은 지골피생강

정제 복합 급여군에서 고지방식이에 의해 증가된 malic enzyme

과 G6PDH 활성의 뚜렷한 감소는 지골피와 생강의 유효성분이

lipogenic 유전자 발현 조절을 통할 것이라 보고하였다. 본 실험

결과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은 혈청 중성지방 저하 효과와

함께 lipogenic enzyme인 G6PDH와 malic enzyme의 활성도 감소

시켜,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에 고지방식이 흰쥐의 G6PDH와 malic

enzyme의 효소활성을 억제하는 유효성분이 존재하며, 이들 효소

활성의 감소가 혈액의 지질함량저하에도 관여하였을 것으로 생

각된다(46).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가사료의 혈청 콜레스

테롤 저하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3주령된 SD계 수컷흰쥐를 실

험군당 12마리씩 배치하여 10주 동안 동물실험을 수행하였다. 흰

쥐용 사료(AIN-93G diet, 조지방 함량 7%)를 기본식이로 하여 돈

지와 콜레스테롤을 각각 중량비로 7%, 1% 첨가하여 총지방함량

이 15%가 되도록 고지방식이를 제조하였다. 흰쥐에게 실험 1기

(first phase) 5주 동안 고지방식이(high-fat diet)를 급여하여 고지

혈증을 유발시켰다. 실험 2기(second phase)에는 고지방식이군을

대조군으로 하고,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을 1.0, 2.5, 5.0, 10%

첨가군으로 하여 5주 동안 급여하였다.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첨

가사료(1.0, 2.5, 5.0%)는 고지방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배변량을

유의하게 증가시켰고, 체지방중 EFP 무게는 시료 첨가군(10%)에

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혈청 지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시료

첨가군(5.0, 10%)이 유의하게 낮았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시

료 첨가군(1.0%)이 가장 높았다. 중성지방농도는 고지방식이 대

조군에 비해 시료 첨가군(2.5% 5.0, 10%)에서 낮은 경향인 것으

로 나타났다. 간조직의 효소활성에서 G6PDH 활성은 고지방식이

대조군보다 모든 시료 첨가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한(p<0.05), 반

면 malic enzyme 활성은 고지방식이 대조군에 비하여 시료 첨가

군(1.0, 10%)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 결과들을 종합해보면, 고

지혈증 흰쥐에서의 자귀결명자추출혼합물 분말은 전반적인 지질

대사 개선에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냄으로써 앞으로 고콜레스테

롤혈증 예방 등의 혈관 순환기 계통 질병을 예방하기 위한 식품

으로서의 활용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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