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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ffects of green tea, onion, beet on plasma and liver lipids, 

erythrocyte Na efflux, platelet aggregation in Simvastatin treated 

hypercholesterolemic rats

Jung Lye Kim

Department of Food Science and Nutrition, Graduate School

Cheju National University, Cheju, Korea

   High plasma cholesterol is one of risk factors for cardiovascular diseases 

such as athrosclerosis, hypertension, stroke. HMG coA reductase inhibitor, 

statin is recognized as one of the most popular drug lowering cholesterol in 

human. Statin therapy has been reported to deplete coenzyme Q10 causing 

muscle disfunction, respiratory stress. We hypothesized statin therapy may 

affect some cardiovascular related parameters such as Na-K ATPase, platelet 

aggregation besides cholestrol lowering effect, and polyphenol rich foods such 

as green tea, onion and beet may reverse or interact statin action on these 

parameters. 

   This study was purpos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5% green tea, onion 

or beet powder on plasma and liver lipids, erythrocyte Na efflux and platelet 

aggregation in simvastatin (2 mg/kg BW) treated Sprague Dawley rats fed 

0.5% cholesterol diet. Plasma total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simvastatin treated rats compared with control (p<0.05), and the elevated 

plasma total 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group of green tea 

(p<0.05). HDL-cholesterol in beet group was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with other groups (p<0.05). Plasma triglyceride was not virtually different 

between any groups. There were also no differences in liver total 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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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triglyceride among groups. Platelet aggregations of both maximum and 

initial slope were decreased in groups of statin and green tea, but not 

statistically different between groups. Erythrocyte Na efflux by Na-K ATPase 

was decreased significantly in groups of simvastatin and green tea compared 

with control (p<0.05). Na-K Co-transport was decreased in all groups treated 

simvastatin compared with control, showing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of green tea and control (p<0.05). Na leak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all groups treated simvastatin compared with control (p<0.05). Intracellular 

Na was not different between any groups. Present study showed that 

simvastatin and green tea influence cholesterol metabolism and Na channels 

on which further studies are needed to clarify their action mechanisms in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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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우리나라는 1960년대 이래로 급속한 경제성장이 이루어지면서 국민 생활 전

반에 많은 변화를 가져왔다. 그 중에서도 식생활 수준은 뚜렷하게 변화되어 과거

에는 식품의 종류가 한정되고 양이 부족하여 충분히 섭취하지 못하 으나 현재

는 양적으로도 풍부해지고 식품 선택의 폭도 다양하게 되었다. 

  생활수준의 향상은 우리 식생활을 점차 변화시켰는데 식품소비의 증가와 함께 

동물성 식품의 섭취비율이 크게 늘어나 과거 1969년에는 3.0%에 불과하 던 것

이 1980년대에 점차 증가하여 1987년에는 처음으로 20%를 넘어섰으며 2005년 

조사에서는 21.6%으로 1969년 이래 최고의 비율을 기록했다.
1)
  이처럼 동물성 

식품의 섭취량 증가로 인한 성인병이 매년 늘어나고 있으며 이로 인한 사망률도 

증가하는 추세이다.2,3) 과거의 한국인의 사망원인이 소화기, 호흡기, 신경계질환 

및 전염병이 주된 사망이었으나 현재는 뇌혈관계질환, 고혈압, 심혈관계질환등의 

만성퇴행성 질환등이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4),5)

  동맥경화, 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질환은 다른 만성질환에 비하여 

식이의 향을 많이 받는다고 알려져 있으며 위험인자로 혈중 콜레스테롤, 고혈

압, 당뇨 및 비만등이 있다.6),7)

 여러 가지 위험인자 중에서도 고콜레스테롤혈증, 저 HDL-콜레스테롤혈증, 고지

혈증은 심혈관계 질환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8)

  특히 심혈관계 질환의 경우 혈중 콜레스테롤량이 발병에 많은 향을 미치고 

있다. 이러한 콜레스테롤은 생체막의 중요한 구성성분으로써 포유동물의 근육, 

뇌, 신경조직, 담즙, 혈액 및 지방질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세포막의 유동성 

조절에 관여하고, 스테로이드계 호르몬과 담즙산 및 적혈구의 파괴를 보호하는 

등 포유동물의 생리기능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9)

  콜레스테롤은 주로 지단백질(lipoprotein)과 결합되어 모든 체조직으로 운반되

는데 말초조직으로 운반되는 LDL-콜레스테롤을 줄이는 것보다 말초조직의 콜레

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는 HDL-콜레스테롤 수준을 높이는 것이 심혈관계질환예

방에 중요하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고 있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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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콜레스테롤의 생합성은 acetyl CoA를 시작으로 하여 20여개의 효소가 관여하

는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2분자의 acetyl CoA가 축합해서 아세트아세틸 CoA가 

되고 이것에 세 번째의 acetyl CoA분자가 축합되면 6개의 탄소원자로된 화합물

인 HMG-CoA(3-hydroxy-3methyl glutaryl coenzyme A)가 된다. 이 2가지의 반

응은 thiolase와 HMG-CoA 생성효소(HMG-CoA synthase)에 의해 촉매된다. 

HMG-CoA는 환원되어 메발론산(mevalonate)이 되며 이 반응은 활면소포체의 

막 단백질인 HMG-CoA 환원효소(HMG-CoA reductase)에 의해서 촉매되며 이

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반응이 되는 율속단계(rate-limiting 

step)이다. 세포내의 콜레스테롤 농도가 높아지면 기존의 HMG-CoA reductase가 

즉시 저해될뿐만 아니라 이 효소의 합성속도를 저하시킨다. 

  심장순화기계 질환의 치료를 위해 혈중의 콜레스테롤의 농도를 효과적으로 조

절할 수 있는 HMG-CoA reductase 억제제등의 의약품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이용중인 지질 저하제 중 총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치를 낮추는

데 가장 효과적인 것은 statin 약물이다.
11)
 환원효소억제제인 HMG-CoA 

reductase는 콜레스테롤 합성을 억제하여 지단백 조성을 정상화시키고 관상동맥

질환의 발생을 줄인다. 이로써 statin은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에 대한 일차적, 

이차적 예방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2)
 

  HMG-CoA reductase 억제제인 statin은 원래 곰팡이의 이차대사물질에서 발

견되었으며, 최초의 HMG-CoA reductase 억제제로는 일본에서 개발된 

mevastatin이었으나 동물실험 단계에서 부작용으로 인하여 임상에서 사용되지 

못하 다. 따라서 이를 개량하여 독성을 약화시킨 pravastatin이 만들어졌으며 

mevastatin과 구조가 약간 다른 lovastatin과 이를 개량한 simvastatin이 연이어 

개발되어 임상실험을 거쳐 혈중콜레스테롤 개선제로 사용되어 왔다〈Figure 1〉.

  statins 약물은 자연계에 존재하는 fungal statins인 lovastatin, pravastatin과 

simvastatin과 합성제제인 synthetic statins인 atorvastin, rosuvastatin, 

fluvastatin, cerivastatin으로 분류하고 있다.
13)
 또한  statin은 수용성인  

pravastatin, rosuvastatin과 지용성인 lovastatin, simvastatin, cerivastatin, 

atorvastatin으로 분류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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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The structure of simvastat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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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용성인 statin은 간을 비롯한 조직의 세포막을 쉽게 이동하여 HMG-CoA 

reductase의 활동을 방해함으로서 콜레스테롤 생합성을 억제한다. 이중 지용성에 

속하는 simvastatin은 LDL-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치를 낮추면서 HDL-콜레스테

롤치를 올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제시된 바 있다.
14)

  simvastatin은 lovastatin보다 2.5배 이상 강력한 콜레스테롤 합성저해제로써, 

미국의 Merck사에서 구조와 역가의 상관관계를 연구하면서 개발된 반합성 저해

제이다.
15)
 Methylbutric acid side chain에 2-methyl butyrate 대신 

2,2-dimethylbutylrate가 첨가되어 있다.

  statin 치료의 이점은 지질 강하효과뿐만 아니라, 이와 무관하게 죽상경화

(athrosclerosis)의 억제력을 가지고 있다.
16)

  죽상동맥경화의 발생은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 고혈압 및 흡연에 의한 염증

반응, 신경-호르몬계 변화, 사이토카인 및 산화질소(nitric oxide, NO) 변화 등 다

양한 요인들의 복합적 작용의 결과로 알려져 있다. 

  대규모 임상연구 결과 statin이 내피세포 기능을 개선하여 심혈관계질환의 발

생률을 낮추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는 혈중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에 

의존해서만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statin의 내피세포 기능개선, 항혈전작용, 죽상

동맥경화반 안정화, 항염증작용, 항산화작용과 같은 여러 다양한 다면발현성 효

과(pleiotropic effect)에 의한 것이다.
12)
 이러한 statin의 효과 때문에 심혈관계질

환의 예방과 치료차원에서 statin 사용이 증가하고 있다. 

  혈중지질을 저하시키는 statin의 치료효과는 지질저하뿐만 아니라 혈관내피세

포 보호작용, 항염증 작용, 항산화 작용, 그리고 혈소판 억제작용 등의 다양한 기

전등이 있다.17-22)

  혈소판의 유착과 응집은 외부자극에 의하여 혈관이 손상을 받았을 때 나타나

는 최초의 지혈반응이다. 혈소판은 지혈작용 뿐만 아니라, 혈소판이 활성화 되어 

응집함으로써 혈전이 생성된다.23) 혈관벽의 내피세포가 어떤 자극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 콜라겐이 노출되고, 혈소판은 콜라겐에 의해 활성화가 되면 혈소판 막 인

지질에 결합되어 있던 아라키돈산은 phospholipase A2에 의해 분해되어 방출한

다. cyclooxygenase는 아라키돈산으로부터 프로스타 라딘, PGG2 으로 전환에 

관여하는 rate limiting 효소로서, 프로스타 란딘 중 혈관벽에서 생성된 PGI2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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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관의 이완에 관여하는 반면, 혈소판 응집과 함께 생성되는 TXA2은 혈관수축에 

관여한다.  

  statin은 혈소판의 응집력을 감소시키고, 혈소판의 응고와 활성화 과정에 접

한 연관을 갖는 nitric oxide의 발현을 증가시키고,
24)
 thromboxane의 형성을 억제

시키며, 혈소판 표면의 조성을 바꿈으로써 statin이 혈소판 활성화 억제효과가 있

다고 알려져 있다.25) 또한 statin은 혈관내 염증반응을 억제하는데 이러한 염증성 

변화는 혈소판의 활성화와 민감하게 연결되어 있어,
26)
 염증반응의 효과적인 조절

은 혈소판의 활성화를 조절 할 수 있게 된다. 

  혈관벽의 손상에 반응하는 혈소판은 동맥의 죽상경화(athrosclerosis)의 진행과

정에서 손상된 혈관내피세포에 침착하여 PDGF(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

등 세포증식 물질을 분비하고 평활근 내로 fibroblast세포의 침투를 유도한다. 이

들 fibroblast는 지방이나 콜레스테롤, 칼슘을 함유한 foam 세포로 변하여 혈관내

막의 평활근을 증식시키고 죽종성반점(athrosclerotic plaque)을 형성함으로서 색

전의 위험에 노출된다. 색전증(embolism)과 함께 혈전증(thrombosis)는 뇌경색의 

원인이되는데 혈전(platelet aggregate)형성은 고혈압, 고지혈을 비롯하여 고혈당, 

흡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statin은 심혈관계질환의 이환율과 사망률을 낮출 뿐만 아니라 뇌졸중의 예방

과 말초혈관질환의 발생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 현재 본태성 고혈압, 특히 

단백뇨가 동반된 경우에 단백뇨 감소, 대장암, 골다공증 환자에서 골 도의 증가, 

심실성 부정맥, 면역 반응 및 치매에 대한 statin의 효과가 연구되고 있다.
27)

  최근까지의 연구에서 고혈압과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죽상동맥경화와 심혈관계

질환의 주요 위험인자이며 이런 환자에서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치료가 심혈관계

질환의 유병율과 사망률을 낮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28)

  지질대사의 변화는 동맥경화와 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 많은 관심의 대상

이 되어왔다. 

  고혈압이 고지혈증과 무관하게 동맥경화의 독립적인 위험인자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로 고혈압인 사람들의 혈청지질 수준이 정상인 보다 높게 관

찰되었다.29),30)

  고혈압의 원인은 정확히 밝혀져 있지는 않으나 혈압을 상승시킬 수 있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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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 요인들 가운데 염분의 과다 섭취에 따른 체내 Na의 축적이나 Na-K 

ATPase를 통한 Na 이온의 세포막 이동이 고혈압 발생과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오고 있다.31-33)

  체내에 염분이 축적되거나 세포내 Na이 증가되면 혈관 평활근의 수축성이 증

가될 수 있으며, 고혈압 치료시 Na의 섭취를 억제 및 배설을 촉진 시키거나 K를 

투여함으로써 치료효과를 호전 시킬 수 있음은 고혈압과 체내 전해질의 변동이 

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32),34-36)

  세포내의 Na를 세포외로 이동시키는 channel은 Na-K ATPase, Na-K 

cotransport, Na-Na counter transport이 있고, 농도차에 의해 단순이동 하는 Na 

passive transport가 있다〈Figure 2〉. 특히 Na-pump라 불리는 Na-K ATPase

는 신경세포를 비롯한 심근세포등의 일반세포에서 활동전압(action potential)을 

위해 유입된 Na를 농도에 역행해서 세포외로 이동시킴으로 안정막 전압을 회복

하는데 관여하고, 또한 신장의 원위세뇨관과 집합관에서 Na 재흡수에 관여한다.

   Na-K ATPase는 세포내 Na 또는 세포외액의 K에 의해 활성화되어 세포내 

Na의 양을 조절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ouabain에 의해 Na-K ATPase가 억

제되면 세포내 Na량이 증가됨으로써 세포외액에서의 Ca
2+
 유입으로 세포내 Ca

2+
 

증가는 혈관 평활근의 수축성이 증가될 수 있고 혈압이 상승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Na-K ATPase는 고혈압 발생과정의 생리 생화학적 변동을 추구하는데 

많은 연구대상이 되어 왔다.37),38)

  적혈구막의 Na-K ATPase, Na-K cotransport, Na passive transport은 당뇨, 

고뇨산증, 고지혈 및 고혈압등 대사성 질환에 민감하게 작용함으로 이러한 질환 

관련 지표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있다.39-41)

  statin이 기니안 피그에게 정상식이와 함께 투여하 을 때 Na-K ATPase의 활

성을 유의적으로 상승하 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42)
, 고콜레스테롤 혈증 환자에게 

simvastatin을 처방하 을 때 Na-K ATPase의 활성이 증가하 다는 보고가 있

다.
43) 

  오늘날 지질과 혈압 개선을 위해 자연식품과 의약품 연구가 활발히 이뤄지고 

있다. 그중 기호음료인 녹차는 동물의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을 유의적으로 감소

시켰다는 연구결과가 있다.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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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Model of Erythrocyte Na Efflux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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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녹차는 동백나무과에 속하는 다년생 상록관목 Camellia sinensis이며, 중국의 

남동부에서 기원한 잎이 작은 중국계 Theasinensis var. sinensis와 아삼 또는 미

얀마에서 기원한 잎이 크고 넓은 아삼계 T. var. assamica로 나뉜다. 

  녹차의 화학적 성분으로는 폴리페놀화합물로서 플라보노이드류에 속하는 것으

로 Flavan-3-ols 구조의 카테킨류가 18∼32%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kaempherol, 

quercetin, myricetin 등의 flavonol이 3∼4%, phenolic acids and depsides 4%, 

caffeine 3∼4%, 그리고 비타민 P 작용을 가진 rutin이 미량 들어있고, 기타 물질

로서 아미노산 4%, 유리당 및 유기산 4.5%, 휘발성화합물 0.01∼0.02%, 비타민류

로 비타민 A, B1, B2, C, 칼륨, 아연, 마그네슘, 망간, 구리, 니켈, 셀렌 등 알칼리

성 무기질 등이 있으며 불용성 성분으로 cellulose 7%, lignin 6%등이 함유되어 

있다.45) 녹차에 함유된 주요 catechin류는 유리형인 (-)epicatechin(-EC)과 

(-)epigallocatechin(-EGC), 그리고 에스테르형인 (-)epicatechin gallate(ECG)와 

(-)epigallocatechin gallate(EGCG) 등이 있다. 

  녹차의 주요 생리활성물질인 폴리페놀의 일종인 Catechin은 녹차 한잔 중에는 

100mg 내외의 Catechin이 함유되어 있다.
46),47)

  녹차가 동물실험에서 혈중 콜레스테롤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는 

Maramatsu46)의 연구결과에서는 녹차의 콜레스테롤 저하 기전을 콜레스테롤 흡

수억제 및 담즙산 형태로의 배설을 촉진함으로써 혈중 지질수준을 개선한다고 

했으며,  녹차의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가 녹차에 다량 함유 되어있는 

(-)epicatechin gallate(ECG)와 (-)epigallocatechin gallate(EGCG)의 작용을 통한 

것임을 보고되고 있다.
48)
  또한 녹차 카테킨이 혈소판 보호작용

49)
과 항 혈전작용

50)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녹차추출물 EGCG, EGC을 캡슐로 먹은 뒤 복용 전과 

비교하여 인간의 혈장에서 EGCG, EGC 양이 0.2∼2.0% 검출되었으며,
51)
  김 

52)

등은 쥐 실험에서 0.6% 녹차 폴리페놀화합물을 공급한 후 혈장에서 EGC, EC 수

준이 증가했으며 EGC, EC는 urine에서 발견되었고, 이에 반해 EGCG는 분변에

서 발견되었다고 하여, 녹차 카테킨이 혈액과 조직수준에 향을 미치는 것으로 

여겨진다. 



- 9 -

  양파(Allium cep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초 식물로 양파에는 수분이 약 

90%이며 포도당, 설탕, 맥아당등과 칼슘, 철분, 등의 무기질이 풍부하고 각종 비

타민이 함유되어있다.53) qucercetin, quercitrin 및 rutin 등 flavonoid계 색소, 함

황화합물인 allyl propyl disulfide, allyl sulfide, S-methyl cysteine-sulfoxide 및 

diallyl disulfide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54) flavonoid 중에서도 80%가 quercetin 

diglycoside, monoglycoside 및 quercetin aglycone으로 구성되어 있다.55) 

  양파는 종류와 부위에 따라 flavonoid의 함량의 차이가 크며 황색, 적색 및 백

색 양파의 가식부에는 20∼50mg%의 flavonoid를 함유하고 있으며 특히 비가식

부인 양파의 껍질에는 가식부의 70배 정도 함유하고 있다.
56)

  qucercetin, quercitrin 및 rutin 등 flavonoid계 색소는 항산화 작용을 가지고 

있으며, allyl propyl disulfide 및 diallyl disulfide 등은 체내 지방수준 저하에 효

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54)
       

  Igarashi 등
57)
은 플라보노이드인 quercetin이 콜레스테롤 섭취시킨 흰쥐의 혈청

과 간의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수준을 저하시키며, 간 지질과산화물 함량을 감

소시켰다 보고하 다. Oi 등
58)
은 diallydisulfide가 norepinephrine의 분비를 증가

시키고 brown adipose의 생성을 촉진하며 지방의 분해를 증가시켰다는 보고가 

있다. 

  양파의 성분 중 allicin은 항균작용 및 항진균작용이 있는 것으로 밝혀져 중요

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9) Gupta 60)는 양파의 심혈관계 질환 

예방효과와 Menon과 Keneal등
61)
은 혈전 중 치료효과, Jain 등

62)
은 혈당 저하 효

과 등 여러 보고에서 양파는 각종 대사장애에 조절효과를 갖는다. 

  비트(Beta Vulgaris L.)는 명아주과(chenopodiaceae)에 속하며, 잎에서 형성되

어 뿌리에 집적되는 독특한 붉은색은 천연색소로 사용되어 지고, 소량의 포도당

과 과당, 펙틴이 들어있고, B1, B2, B3, B5와 비타민 C, 엽산, 카르티노이드, 유기

산 옥살산, 포도산 그 밖에 Fe, Mn, K, Ca, CO등63)을 함유하고 있어 건강식으로 

인정받고 있다. 과일이나 채소의 적색채소는 크게 anthocyanin계 색소와 비트나 

손바닥 선인장에 포함된 betanine으로 나눌 수 있으며, betalains는 적색의 

betacyanins과 황색의 betaxanthins로 분류되며, 적색비트에 함유된 betacyanin의 

75∼95%는 betanine으로 알려져 있으나,
64) 

아직 betanine의 생리활성에 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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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부족하다. 손바닥 선인장에도 비트와 같은 betanine이 함유되어 있으며, 식

이섬유, 비타민, 플라보노이드 성분 등이 함유되어 있다.
65)
 

  손바닥선인장은 혈당강하,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 혈압 조절 작용이외에도 궤

양, 피로, 호흡곤란 등에 효과가 있다.
66)
 

  본 실험에서는 콜레스테롤 식이 급여 흰쥐에 있어서 콜레스테롤 억제제인 

simvastatin의 혈장과 간의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준에 미치는 향과 혈소판 

응집 및 적혈구막에서의 Na 유출에 미치는 향을 보고자 하 다. 또한 콜레스

테롤 식이와 함께 simvastatin에 녹차, 양파, 비트가 첨가 되었을 때 조금 더 유

리한 효과를 볼 수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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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실험동물 및 식이배합

  생후 12주된 체중 210 g 전후의 Sprague Dawley계 숫쥐 50마리를 대조군, 

simvastatin군, simvastatin+녹차군, simvastatin+양파군 그리고 simvastatin+비트

군의 5개 군에 각 10 마리씩 나누어 Stainless steel cage에서 4주간 분리․사육

하 으며 동물 사육실의 명암주기는 12시간, 온도 20∼25℃와 습도 40∼60%는 

일정하게 유지되도록 조절하 다. 실험 기간 동안 물과 식이는 무제한으로 공급

되었다. 

  기본 실험식이는 AIN-76 (American Institute of Nutrition-76)을 참고로 하여 

〈Table 1〉 과 같이 제조되었다. 탄수화물 급원으로는 sucrose 와 corn starch

를, 단백질 급원으로는 casein을, 지방 급원으로는 lard (9%)와 soybean oil (1%)

을 사용하 다.  0.5% cholesterol과 0.2% cholate를 함유한 대조군 식이와 대조

군식이에 2 mg/BW simvastatin을 처리한 simvastatin군과 simvastatin군에 5%

의 녹차, 양파, 비트 분말을 함유한 녹차, 양파, 비트군 식이로 조제하 다. 또한 

녹차, 양파, 비트군에 상응하는 5%의 분말은 5%의 섬유소를 대조군과 

simvastatin군에 첨가하 다.

  simvastatin은 중외제약에서 공급받아 사용하 으며, 녹차는 태평양에서, 양파

와 비트는 하나로 마트에서 구입을 하여 북제주군 농업기술센터에 의뢰하여 동

결건조 후 분말화 하여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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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

Ingredient Control Simvastatin
Simvastatin 

+ Green tea

Simvastatin 

+ Onion

Simvastatin 

+ Beet

Caseina)

L-methionineb)

Lardc)

Soybean Oild)

Choline chloridea)

Vitamin mixe)

Mineral mixf)

Sucrosed)

Corn starchg)

Cellulose

Cholesterolb)

Cholic acidb)

Green tea powder

Onion powder

Beets powder

Simvastatinh)

20.0

0.3

9.0

1.0

0.2

1.0

3.5

20.0

39.3

5

0.5

0.2

-

-

-

-

20.0

0.3

9.0

1.0

0.2

1.0

3.5

20.0

39.3

5

0.5

0.2

-

-

-

2㎎

20.0

0.3

9.0

1.0

0.2

1.0

3.5

20.0

39.3

-

0.5

0.2

5

-

-

2㎎

20.0

0.3

9.0

1.0

0.2

1.0

3.5

20.0

39.3

-

0.5

0.2

-

5

-

2㎎

20.0

0.3

9.0

1.0

0.2

1.0

3.5

20.0

39.3

-

0.5

0.2

-

-

5

2㎎

Total (%) 100.0 100.0 100.0 100.0 100.0

a) United States Biochemical Corp., Cleveland, Ohio 

b) Junsei Chemical Co., Ltd.

c) Samlip Yugi Co.   

d) Jeil Jedang Co.

e) Vitamin mixture(mg/100g) :Thiamine HCl 60.0, Riboflavin 60.0, Pyridoxine HCl 70.0, Nicotinic 

Acid 300.0, D-Calcium Pantothenate 160.0, Folic Acid 20.0, D-Biotin 2.0, Vit. B12 0.1, Vit. A 

80.0, Vit. E 2000.0, Vit. D3 0.25, Vit. K 0.5, Sucrose 97290.0

f)
 Mineral mixtuer(g/100g) : CaHPO4 50.0, NaCl 7.4, K3C6H5O7․H2O 22.0, K2SO4 5.2, MgO 2.4, 

Manganous carbonate(43-48%Mn) 0.35, Ferric citrate(16.7%Fe) 0.6, Zinc carbonate(70% Zn) 0.16, 

Cupric carbonate(53-55%Cu) 0.03, KIO3 0.001, Na2SeO3․5H2O 0.001, CrK(SO4)2․12H2O 0.055, 

Sucrose 11.804

g)
 
Sunil Pododang Co.

h) Simvaststin. Choongwage Pharma Co Korea, 2㎎/㎏ BW, calculated from the daily food 

consump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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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식이 섭취량과 체중 및 식이효율

  식이 섭취량은 전날 채워둔 식이통의 무게에서 남은 식이의 무게를 뺀 값으로 

계산하 고, 체중 측정은 식이 섭취로 인한 일시적인 체중 변화를 막기 위하여 

측정하기 1시간 전에 식이를 제거한 후 이틀 마다 측정되었다. 식이 공급과 체중 

측정은 매번 같은 시각에 이루어졌다. 

  식이 효율 [Feed Efficiency Ratio, FER; weight gain(g) / food intake(g)]은 

전 실험기간에 대해서 계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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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실험방법 

1) 시료수집

 (1) 혈액 채취 

  4주간의 실험기간 종료 전, 16 시간을 절식시키고 ether로 마취시킨 후, 

heparin이 들어 있는 vacuum tube에 cardiac puncture 방법으로 혈액을 채취하

다. 혈소판 응집과 Na
 
Efflux 및 hematocrit 측정은 채혈 즉시 전혈 (whole 

blood)로 실험이 실시되었고, 나머지 혈액은 1000 × g 에서 15 분간 원심 분리하

여 혈장을 분리한 후,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분석을 위해 

-20℃ 냉동고에 보관하 다.

  Hematocrit는 heparin이 들어 있는 capillary tube를 사용하여 hematocrit 용 

원심분리기로 3000 rpm에서 15분 간 혈액을 원심 분리한 후 측정되었다. 

  간은 바로 적출하여 거름종이로 표면의 혈액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 고,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분석을 위해 -20℃ 냉동고에 보관되었다. 

(2) 간 및 동맥조직 적출

  간은 혈액채취 후 바로 적출하여 거름종이로 표면의 혈액을 제거한 후 즉시 

무게를 측정하 다. 간 조직의 일부는 간 조직 내 지방크기 관찰을 위해  10% 

포르말린 용액에 일부 고정시키고, 나머지는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분석을 위

해 -20℃ 냉동고에 보관하 다. 

  동맥도 간을 적출한 후 바로 분리하여 간조직과 동일하게 10% 포르말린 용액

에 고정시켰다. 현미경관찰을 위한 동맥조직은 각 그룹 당 3마리씩 분리하 다. 

2) 시료분석

 (1) 혈장지질농도 분석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의 성분정량분석에는 

Enzymatic assay kit (ASAN Pharmaceutical Co., Ltd, Korea)를 사용하 다. 총 



- 15 -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분석에는 혈장 10 ㎕을 사용하 고, HDL-콜레스테롤의 

분석에는 200 ㎕을 사용하여 두 반복으로 진행하 다. HDL-콜레스테롤은 분리

시액 200 ㎕를 넣고 vortex하여, 10분 방치한 것을 1000 × g에서 10분간 원심 분

리한 후 상층액 50 ㎕를 가지고 분석하 다. 각각 Color reagent를 1.5 ㎖씩 넣은 

후 37 ℃ water bath에서 총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은 5분간, 중성지방은 

10분간 배양하여 발색시켰다. 총 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은 500 nm에서, 

그리고 중성지방은 550 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광도를 측정하 다.

  LDL-콜레스테롤은 분석을 통해 얻은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그리고 

중성지방의 수치를 이용하여 계산되었다. 계산식은 다음과 같다.
67)
 

[ LDL-Cholesterol = T-cholesterol - (HDL-cholesterol + TG/5)]

 (2) 간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분석

  간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분석은 Folch 등
68)
의 방법을 다소 수정하여 수

행되었다. 간 조직 1 g을 절단하여 6 ㎖ chloroform / methanol mixture (2/1, 

v/v)과 2 ㎖ 증류수를 넣고 조직균질기 (tissue homogenizer)로 5분간 균질화 하

여, 1000 × g에서 10분 간 원심 분리한 후,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함유하고 

있는 하층액인 chloroform 층을 분석에 이용하 다.

  간 콜레스테롤 측정을 위해서 하층액 500 ㎕ 을 취하여 clean bench 하에서 

24 시간 자연 건조한 후, 50 ㎕ Triton X-100 / chloroform solution (1/1, v/v)을 

첨가하여 vortex하 다. 이를 450 ㎕ chloroform으로 희석하여 총 500 ㎕가 되게 

한 후, 다시 vortex하 다. 새 tube에 10 ㎕을 취하여 clean bench 하에서 자연 

건조하고, enzymatic reagent (ASAN Pharmaceutical Co., Ltd, Korea) 1.5 ㎖를 

넣어 37℃ water bath에서 5분간 배양하 으며, 혈장 콜레스테롤과 마찬가지로 

500 nm에서 spectrophotometer로 흡광도를 측정하 고, 두 반복으로 실시하 다 

  간 중성지방 측정을 위해서 하층액 10 ㎕를 clean bench 하에서 24 시간 자연 

건조하고, 50 ㎕ 메탄올을 가하여 용해시킨 후 vortex하 다. 여기에 color 

reagent (ASAN pharmaceutical Co., Ltd, Korea) 1.5 ㎖를 넣고 37℃ water 

bath에서 10분간 배양하여 발색시킨 후, 550 nm에서 두 반복 측정하 다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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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ver tissue 1 g

↓

Addition 6 ml
 chloroform : methanol (2;1, v/v)

↓

Addition 2 ml distilled water

↓

Homogenization for 5 min.

↓

Centrifugation at 1000 × g for 10min

          ↙                 ↘    

10 ㎕ chloroform fraction 500 ㎕ chloroform fraction

↓ ↓

Leave clean bench to dry Leave clean bench to dry

↓ ↓

Addition 50 ㎕ methanol Addition 50 ㎕ Tritone X-100 : 
chloroform(1:1,v/v)

↓ ↓

Vortex Vortex

↓ ↓

Addition 1.5 ml color reagent Addition 450 ㎕ chloroform

↓
↓

Vortex
Incubation at 37℃

 water bath for 10 min ↓

10 ㎕ into new test tube↓

↓Spectrophotometer
 at 550 nm

Leave clean bench to dry

↓

Addition 1.5 ml color reagent

↓

Incubation at 37℃ water
 bath for 5 min

↓

Spectrophotometer

 at 500 nm

중성지방 분석
        

 Total-콜레스테롤 분석

Figure 3. Analytical Scheme for Extraction of Liver Lipids



- 17 -

  (3) 적혈구 막 Na
 
efflux 측정

    가. 적혈구 전처리

  전혈을 1000 ×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plasma와 buffy coat를 걷어내고, 

남은 적혈구를 50 ㎖ conical tube로 옮긴 후 대략 5배의 cold isotonic choline 

chloride washing solution (CWS) [150 mM choline chloride, 10 mM 

Tris-4-morpholinopropane sulfonic acid (MOPS) 4℃ pH 7.4]을 넣고 천천히 위

아래로 흔들어 준 후 다시 1000 ×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버린다. 

이렇게 CWS로 5회 반복해서 적혈구를 씻어준다. 마지막 상층액을 버린 후 남은 

적혈구 pellet을 다시 CWS로 희석하여 hematocrit 40∼50 %의 적혈구 용액이 

되게 조정한 후 정확한 hematocrit 값을 측정하 고, 이 적혈구 용액을 

intracellular Na, Na-K ATPase, Na-K cotransport 및 Na-passive transport 측

정에 사용하 다. 

 

    나. Intracellular Na 측정

  준비된 적혈구 용액 50 ㎕를 5 ㎖의 0.02 % acationox (metal free detergent, 

Scientific Product, USA)를 넣은 것으로, 원자흡광분광계 (Atomic Absorption 

Spectrophotometer, AA6701F Shimazu Co., Japan)를 이용해 Na 농도를 측정하

고, 아래의 계산식으로 Intracellular Na
 
를 계산하 다.

    다. Na-K ATPase 

  준비된 적혈구 용액 각 4 ㎖를 40 ㎖의 medium 1 [70 mM MgCl2, 10 mM 

KCl, 85 mM sucrose, 10 mM glucose, 10 mM Tris-MOPS 37℃ pH 7.4]과 40

㎖의 medium 2 [ 70 mM MgCl2, 10 mM KCl, 85 mM sucrose, 10 mM 

Ouabain, 10 mM glucose, 10 mM TRIS-MOPS-37℃ pH 7.4]에 넣고 , 10개의 

tube에 할당하여 duplicate tube를 0, 2, 4, 6, 8분간 37℃ shaking water bath에

서 배양하 다. 배양 즉시 얼음으로 옮겨 efflux를 중단시킨 후, 4℃에서 원심 분

리하여 상층액을 다른 tube에 분리하 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medium과 

tubes는 얼음 속에 보관하 다.

  분리된 상층액의 Na
+
 농도는 원자흡광분광계 (Atomic Absorption Spect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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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meter, AA6701F Shimazu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배양시간에 

따른 기울기 (Na ㎍/㎖/min) 값으로부터 아래의 계산식으로  efflux 된 Na 값을 

구한 후, 두 medium간의 차이를 구하 다.69),70)

    라. Na-K cotransport 

  준비된 적혈구 용액 각 4 ㎖를 40 ㎖의 medium 3 [150 mM Choline chloride, 

1.0 mM ouabain, 10 mM glucose, 10 mM TRIS-MOPS-37℃ pH 7.4]과 40 ㎖

의 medium 4 [150 mM choline chloride, 1.0 mM ouabain, 10 mM glucose, 1.0 

mM, 10 mM TRIS-MOPS-37℃ pH 7.4]에 넣고, 10개의 tube에 할당하여 

duplicate tube를 0, 10, 20, 30, 40분간 37℃ shaking water bath에서 배양하 다. 

배양 즉시 얼음으로 옮겨 efflux를 중단시킨 후, 4℃에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다른 tube에 분리하 다. 실험을 진행하는 동안 모든 medium과 tubes는 얼음 속

에 보관하 다.

  분리된 상층액의 Na 농도는 원자흡광분광계 (Atomic Absorption Spectro- 

photometer, AA6701F Shimazu C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고, 배양시간에 

따른 기울기 (Na ㎍/㎖/min) 값으로부터 아래의 계산식으로  efflux 된 Na 값을 

구한 후, 두 medium간의 차이를 구하 다.69),70)

    마. Na-passive transport 

  Ouabain으로 Na-K ATPase를 furosemide로 Na-K
 
cotransport를 차단시킨 상

태에서 efflux된 Na
 
량으로써 medium 4로 흘러나온 Na 농도이다.

계산식 :  

[Na ㎍/㎖]
×

[60min]
×

[μmole]
×

[44-(4×HCT)]
= Na mmole/ℓrbc/hr

[min] [hr] [23㎍] [4×HCT]

 Intracellular Na :

[ Na ㎍]
×

[μmole]
×

[101]
= Na mmole/ℓrbc  

[㎖] [23㎍] [H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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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혈소판 응집(Whole blood platelet aggregation)

  혈소판 응집은 전혈을 이용한 impedance 방법으로 Chronolog platelet 

aggregometer (Chrono-Log 500-CA, Havertown, USA)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채혈 즉시 전혈 250 ㎕을 750 ㎕ 생리식염수 (0.9% NaCl, isotonic saline, 1:4)로 

희석시켜, 혈소판 농도 200,000 / ㎕로 조정한 후, 1 mM ADP (adenosine 

diphosphate)를 20 ㎕ (최종 농도 2 mM) 넣어 응집을 유도하 으며, 3회 반복한 

평균치를 사용하 다. 

  Whole blood platelet aggregation은 응집의 진행에 따라 혈액에 삽입된 두 개

의 platinum electrodes 사이에 나타나는 전기저항 (impedance)의 상승을 측정하

는 방법으로, recorder response가 20 Ω이 되게 impendence gain을 맞추어 둔 것

이다. 이 방법은 신선한 전혈을 사용하여 혈액내의 다른 성분의 존재 하에서 측

정하므로, 보다 생리적인 상태에서 혈소판의 응집을 관찰하는 장점이 있다.

 (5) 간 조직 검사

  각 군마다 4 sample을 채취하여 관찰하 다. 전처리 과정으로 간 제거 즉시 

신선한 상태를 유지하고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기 위해 3g 정도를 10% 

formalin 용액에 48시간 동안 1차 고정을 하고, 다시 세포 손상을 최소로 하여 

2-3 mm 정도의 두께로 잘라서 capsule에 넣고 10% formalin 용액에서 2차 고정

을 시켰다. 2차 고정이 끝나면, 흐르는 물에 2시간 이상 세척한 후 탈수과정을 

진행시키는데, 이 과정에서는 알콜 농도가 70% → 80% → 90% → 95% → 

100% → xylene → xylene 의 단계적 과정을 통해 총 18시간의 탈수과정을 거치

며, 그 후 paraffin으로 조직의 형태를 고정시켰다. 형태가 고정된 조직을 두께 4 

㎛로 절단하여 hematoxylin-eosin 염색을 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3. 통계처리방법

  본 실험의 결과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실험 결과들 간 평균값의 차

이는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사용하여 검증하 으며, p<0.05 수준

에서 Duncan의 사후검정에 의해 각 식이에 따른 처리군간의 유의차를 검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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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결과 및 고찰

1.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및 간/체중 무게비

  식이 구성표〈Table 1〉에서 제시된바와 같이 0.5%의 cholesterol + 0.2% 

cholate가 함유된 대조군 식이와 대조군 식이에 체중 ㎏ 당 2 mg simvastatin을 

처리한 simvastatin군과 simvastatin군에 5%의 녹차, 5%의 양파, 5%의 비트분말

을 첨가하 으며 녹차, 양파, 비트군에 상응하는 섬유질을 5%씩 대조군과 

simvastatin군에 각 각 첨가하 다.  

  실험동물의 평균 일일 증체량 (Average daily gain, ADG), 평균 일일 식이섭

취량 (Average daily feed intake, ADFI ), 식이 효율(Feed efficiency ratio, 

FER) 및 간/체중 비 (liver weight/body weight ratio, L.W/B.W ratio)는 

〈Table 2〉에 제시되었다.

  시작체중과 최종체중은 모든군에서 유사하여 simvastatin 첨가로 인한 변화는 

없었으며 각 군당 평균1일 섭취량(ADFI)은 녹차, 양파, 비트군이 낮았지만 식이

효율(FER)이 높아 대조군에 비해 최종체중이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으며 특히 

녹차군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체중에 대한 간의 무게 비(L.W/B.W ratio)는 녹차군이 가장 낮게 나타났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며 simvastatin으로 인한 차이도 없었다. 

  Kim 등71)은 5%의 녹차분말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체중이 증가하 다

고 보고한 연구결과처럼 본 연구를 통해서도 녹차군이 평균 증체량이 높게 나타

났다. 반면, Jin 등
72)
은 4%의 녹차분말을 첨가한 군에서 체중증가량과 식이효율

이 가장 낮게 나타났다고 보고하 으며, Lee 등73)은 흰쥐를 대상으로 카페인 녹

차가 체지방 축적에 미치는 향을 연구한 논문에서 녹차분말군의 식이섭취량이 

대조군과 카페인 섭취군에 비해 낮아있음을 보고하 다. Tonooka 등
74)
은 흰쥐에

게 녹차 카테킨을 식이의 3∼5% 섭취시킨 경우에 30일후의 녹차 첨가군의 체중

이 유의적으로 낮아졌으나 2%의 카테킨 첨가로 3개월간 식이공급을 하 을 때

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하여 녹차섭취가 체중에 미치는 향은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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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첨가량과 식이공급기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 

  김성오 등
75)
의 연구에서는 양파 에틸아세테이트 분획 급여 흰쥐에서 고콜레스

테롤 식이 급여 흰쥐보다 체중증가율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으나 식이효율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지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반대로 이용억 

등76)은 양파의 생즙과 추출물을 투여하 을 때 대조군보다 체중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 다고 보고하 으며 본 실험에서도 양파군이 대조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는 simvastatin, 녹차, 양파, 비트의 첨가로 인하여 일일증체량이나, 

평균 일일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및 간/체중 비에 향을 주지 못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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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Supplementation Effects of Simvastatin, Green tea, Onion, Beet to cholesterol based diet on 

growth rate and feed intake

Control Simvastatin
Simvastatin + 

Green tea

Simvastatin + 

Onion

Simvastatin + 

Beet

cholesterol based diet

   Initial B.W(g)

   Final B.W(g)

   ADG2)(g/d)

   ADFI
3)
(g/d)

   F.E.R4) 

   L.W/B.W1)(%)

211.5 ± 19.8

344.3 ± 39.5

4.74 ± 0.93

17.06 ± 2.07

0.28 ± 0.11

4.55 ± 0.33

211.5 ± 17.6

353.6 ± 22.4

5.07 ± 0.81

17.55 ± 1.34

0.29 ± 0.07

4.45 ± 0.36

211.6 ± 16.9

361.8 ± 26.1

5.24 ± 0.74

16.27 ± 1.39

0.33 ± 0.08

4.27 ± 0.58

210.9 ± 18.0

351.1 ± 21.2

5.00 ± 0.89

15.10 ± 1.12

0.33 ± 0.07

4.58 ± 0.45

211.4 ± 18.7

356.1 ± 21.1

5.16 ± 0.98

15.87 ± 1.19

0.33 ± 0.04

4.53 ± 0.53

 1) B.W. : Body weight,  L.W : Liver weight                  2) ADG : Average daily gain
 3) ADFI : Average daily feed intake                          4) F.E.R : Feed Efficiency Ratio

 Values are means±SD of 10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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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장의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혈장의 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수치를 

〈Table 3〉에 제시하여 놓았다. 

  혈장 총콜레스테롤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모든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항콜레

스테롤 억제제인 simvastatin 첨가로 인하여 대조군에 비해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64% 유의적으로 높아 졌으며 (p<0.05), 녹차, 양파, 비트의 첨가로 인해 총콜레

스테롤 수준이 다소 낮아졌다. 그중에서도 특히 녹차군은 simvastatin군보다 총

콜레스테롤 수치가 33.8% 감소되어 양파, 비트군에 비해서도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p<0.05).   

  HDL-콜레스테롤은 simvastatin첨가로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감소되었으며, 비

트첨가로 인해 simvastatin군보다 89%정도 유의적으로 증가되었고 (p<0.05), 녹

차와 양파군은 simvastatin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적이지는 않

았다.

  LDL-콜레스테롤은 대조군에 비해 simvastatin첨가로 인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으며, 녹차, 양파, 비트 첨가로 simvastatin군보다 녹차군은 39%, 양파군은 

19%, 비트군은 15%  유의적 감소를 보 다 (p<0.05). 

  혈장 중성지방의 경우 대조군이나 첨가군 간의 차이는 없었으며 대조군에 비

해 simvastatin군에서 다소 높은 경향을 보 으나 녹차, 양파, 비트군은 낮은 경

향을 보 다. 

  Marinari 등
77)
의 연구보고에 의하면 흰쥐에게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simvastatin을 투여한 결과 혈장의 콜레스테롤수준은 감소한 반면에 HDL-콜레

스테롤은 증가하 으며, Shalaby 등
78)
의 연구결과에서도 simvastatin을 65일 동

안 투여한 고콜레스테롤혈증 albino swiss strain 쥐의 혈청 총콜레스테롤 수준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김민경 등79)은 임상실험에서 simvastatin

을 고콜레스테롤혈증의 환자에게  단기 투여 후 총콜레스테롤을 비롯하여 LDL-

콜레스테롤의 저하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이재건 등
80)
의 임상실험결과에서

도 고콜레스테롤혈증환자에게 simvastatin을 6개월 복용 후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이 복용 전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고 10 mg 복용환자보다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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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 복용환자에서 더 감소하는 효과를 보았으며, LDL-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적

으로 낮음을 보고하 다. 임정은 등
81)
은 고지혈증 환자에게 12주 동안 식사요법

과 simvastatin (10 mg/tablet)을 1일 1회 취침전에 투여하여 약물요법을 실시한 

결과 중성지방은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총콜레스테롤은 약물요법 실시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Maramatsu 등44)은 녹차가 콜레스테롤 흡수억제 및 체외배설촉진을 통해 혈중 

지질을 저하시킨다고 하 으며, Bursill 등
82)
은 New Zealand White rabbits에게 

0.25%의 콜레스테롤을 2주간 섭취 후 녹차 catechin을 0.5%, 1%, 2%를 4주간 섭

취시킨 결과 혈장 콜레스테롤은 60%, VLDL과 IDL은 70%, LDL은 80%를 유의

적으로 낮췄다고 하 다. Kwon등
83)
은 녹차 잎이 많이 함유되어 있는 페놀산이 

흰쥐의 혈장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키고 콜레스테롤 생합성 초기단계에 작용

하는 효소 mevalonate pyrophosphate decarboxylase를 저해한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대조군에 비해 항콜레스테롤 억제제인 simvastatin 첨가가 총콜레

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을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HDL-콜레스테롤은 

감소시키는 역할을 하 다. 그중 simvastatin군에 대해 특히 녹차군의 총콜레스

테롤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는데 (p<0.05), 이는 simvastatin에 의해 증가한 혈중 

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키는 녹차의 항콜레스테롤 강하효과라 해석 할 수 있을 것 

같다. 

  양파군 또한 simvastatin군에 비해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이러한 결과는 콜레스테롤 첨가된 식이에 있어서 양파가 혈장내의 총콜레

스테롤 함량은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다는 연구보고와 같은 경향을 나타냈다.
84)
 

정명헌 등85)은 양파즙을 흰쥐에게 공급하 을 때 혈청의 총 지질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양파즙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으며, Augusti 등
86)
도 수컷 Wistar 

쥐에게 양파의 정유성분을 매일 100 mg/kg BW으로 2개월 동안 경구투여한 결

과 대조군에 비해 혈장의 총지방, 총콜레스테롤, 인지질 함량이 유의성있게 감소

되었다. 조 자 등
87)
은 흰쥐에게 양파 추출물을 공급하 을 때 혈청 내 총콜레스

테롤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 고, Bordia 등
88)
도 양파 추출액이 혈

청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 다. 

  비트군은 simvastatin군에 비해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감소하 는데, Over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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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89)
의 보고에 의하면 Wistar 쥐에게 비트섬유를 공급하 을 때 Circulating 

cholesterol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Bobek 등
90)
도 15% 비트

식이섬유를 첨가한 식이공급 Wistar 쥐에서 혈청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수

준이 각각 30%, 40%의 감소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Fernandez 등91)은 손바닥 선인장이 혈중 LDL-콜레스테롤 수준을 저하시키는데 

있어서 유의적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본 실험에서 HDL-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을 비롯한 다른 첨가군에 비해 비트군

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p<0.05). 권대근 등92)의 보고에 의하면 손바닥선인

장을 흰쥐에게 4주간 공급하 을 때 대조군의 HDL-콜레스테롤수준이 27.7 

mg/dl 던 것이 손바닥 선인장공급으로 인하여 42.8 mg/dl 수준으로 유의성 있

게 증가하 다는 본 실험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이는 비트와 손바닥

선인장의 공통적인 색소인 betaine의 생리활성 물질에 의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

다.

  중성지방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simvastatin 첨가로 인하여 중성지방이 오히

려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이재건 등
80)
의 보고에 의하면 임상실험결과 고콜레

스테롤혈증환자에게 simvastatin을 10 mg 와 20 mg 복용 후 중성지방 농도를 

의미있게 감소하지는 못하 다. 

  Jin 등
72)
의 보고에 의하면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4% 녹차분말, 1% catechin, 

0.5% EGCG의 첨가가 대조군에 비해 중성지방을 감소하는 효과를 보 으며, 그 

중 EGCG군은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신미경 등
93)
의 연구에서도 흰쥐에게서 동

물성 고지방식이에 녹차 건분을 첨가하여 공급하 을 때 혈청 중성지방 수준이 

124.20 mg/dl 에서 64.10 mg/dl 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Yugarani 등94)의 

쥐 실험에서 녹차섭취가 중성지방농도를 낮추었으며, 반면에 김희선 등
95) 

의 연

구에서는 흰쥐에게 고지방 식이와 함께 녹차를 음용하게 하 을 때 혈청의 중성

지방 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녹차군이 오히려 다소 증가하 으며, Raederstorff 등

96)
의 연구에서는 녹차의 EGCG가 혈장 중성지방 수준에 향을 주지 못하 다. 

  Sainani 등
97)
은 albino rabbits 에게 양파즙을 공급하 을 때 혈장 중성지방수

준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며, 정명헌 등85)의 보고에서도 흰쥐에게 양파즙을 

투여하 을 때 대조군에 비해 혈청의 중성지방이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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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 등
84)
은 흰쥐에게 3% 양파건분을 첨가한 고콜레스테롤식이를 공급하 을 때  

혈장내의 중성지방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고 보고한 반면, 조 자 등
87)
의 보고

에 의하면 흰쥐에게 양파추출물 공급이 오히려 대조군에 비해 혈청 중성지방 수

준을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유의적 변화는 없었다. 서화중 등
98)
의 보고에 의

하면 돈지와 함께 5%, 10% 양파 첨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중성지방 수준이 모두 

감소하 으며, 10% 양파 첨가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본 실험에서도 양

파군이 대조군을 비롯하여 다른군에 비해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 위와 같은 보고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 다. 

  본 실험에서는 simvastatin이 선행연구에서와는 달리 오히려 simvastatin군의 

총콜레스테롤 수치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statin의 항콜레스테롤 기전이 사람과 다르고 콜레스테롤대사에 있어서 같은 설

치류라도 hamster와 rat의 기전이 다르다는 보고가 있다.
99) 

Maramatsu 등
44)
,
 

Bursill 등
82)
, 김민경 등

79)
의 연구결과에서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녹차의 지질저

하 효과를 보 으며, 이는 녹차내에 함유되어 있는 EGCG를 비롯한 여러 

catechin류나 탄닌, 카페인등의 기타 polyphenol에 의한 생리활성 효과라 사료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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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upplementation Effects of Simvastatin, Green tea, Onion, Beet to cholesterol based diet on the 

plasma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 in rats

Control Simvastatin
Simvastatin + 

Green tea

Simvastatin + 

Onion

Simvastatin + 

Beet

cholesterol based diet

mg/㎗

  Total-cholesterol
*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Triglyceride

172.6 ± 26.9
c

27.8 ± 5.7b

131.3 ± 38.9c

65.0 ± 14.3

283.6 ± 48.7
a

21.8 ± 9.2b

247.9 ± 79.8a

69.6 ± 16.4

187.9 ± 29.1
c

24.7 ± 8.0b

150.5 ± 47.7bc

63.8 ± 17.2

240.6 ± 65.3
b

26.9 ± 9.7b

201.3 ± 65.4b

62.0 ± 21.4

266.6 ± 73.3
b

41.4 ± 9.3a

211.7 ± 81.3b

67.3 ± 21.5

 Values are means ± SD of 10 rats.

 Control: 0.5% cholesterol,  simvastatin: 0.5% cholesterol plus simvastatin 2 mg/kg BW, 

 Green tea: Onion: Beets: 0.5% cholesterol, simvastatin 2 mg/kg BW plus green tea, onion or beet

 
*
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differ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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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의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간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결과를 〈Table 4〉에 제시하 다. 간의 총콜레

스테롤은 simvastatin군이 대조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 고 simvastatin 첨가군에 

비해 양파, 비트군은 유의적이지는 않지만 오히려 약간 증가되었다.  

  간의 중성지방은 simvastatin첨가로 인하여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고 (p<0.05) simvastatin에 녹차, 양파, 비트의 첨가는 간의 중성지방을 오히려 

증가시켰으며, 양파군의 경우 유의적 차이를 보 다 (p<0.05).

  Felgines 등
100)

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고콜레스테롤혈증 흰쥐에게 simvasatin을 

처리하 을 때 간의 apo E mRNA 수준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김 언 등101)의 보고에 의하면 고콜레스테롤식이의 흰쥐에게 녹차추출물을 50 

㎎/㎏ BW을 4주간 투여하 을 때 정상식이의 대조군 수준으로 총콜레스테롤 수

치가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Muramatu 등
44)
의 보고에서도 15% lard와 1% 

콜레스테롤이 첨가된 식이에 1%의 카테킨을 첨가한 군의 간장함량이 낮게 나타

났다. Kazutoshi 등
102) 

의 연구에서 가루녹차 2%, 4% 함유 식이 군에서 총콜레

스테롤과 간 중성지방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으며, 김성경 등
103)

은 흰쥐에게 녹차건분과 녹차 추출물을 조건을 달리하여 공급하 을 때, 간의 총

콜레스테롤 수준이 녹차를 95% 에탄올 추출, 75% 에탄올 추출, 물 추출, 녹차 

건분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간의 중성지방은 대조군에 비해 75%

의 에탄올 추출에서 가장 낮은 감소를 보 다. 또 다른 연구에서도 녹차 건분과 

녹차 추출물을 공급했을 때 간의 총콜레스테롤 수준과 중성지방 수준이 대조군

에 비해 모든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104) 김희선 등95)의 보고에 의하면 

녹차의 음용이 간의 총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키는 경향을 보 으나, 간의 중

성지방 수준은 증류수를 공급한 대조군에 비해 녹차음용이 오히려 다소 증가하

다.

  Hara 등
105)

의 보고에 의하면 Wistar-ST 쥐에게 sugar-beet fiber (100 g / kg 

diet)을 식이에 첨가하여 공급하 을 때 간의 중성지방 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감

소하 으며, 흰쥐에게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5%의 손바닥 선인장분말을 첨가한 

식이를 4주간 급여한 결과 간의 총콜레스테롤 수치는 대조군과 차이가 없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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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성지방의 경우 다소 감소하 다.
106)

  Yugarani 등
94)
의 보고에 의하면 quercetin과 catechin이 콜레스테롤 및 어유를 

급여한 흰쥐에 있어서 혈장과 간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켰으며, 양파의 생리활성

물질을 흰쥐에게 공급하 을 때 간의 콜레스테롤을 비롯한 간의 중성지방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 다는 보고도 있다.107) 안소진 등108)의 보고에 의하면 양파

를 흰쥐에게 양파 건분, 양파 추출물, 양파즙으로 공급하 을 때 간의 총콜레스

테롤 수준이 대조군에 비해 모든군에서 감소하 으며, 양파 추출물에서 가장 큰 

감소율을 보 고, 간의 중성지방 수준 또한 간의 총콜레스테롤 수준 감소 경향과 

같았다. Kumari 등
109)

의 보고에 의하면 1% cholesterol식이와 함께  S-methyl 

cysteine sulfoxide을 흰쥐에게 45일 동안 공급하 을 때 대조군에 비해 간의 지

방산 수준이 감소하 다. 강정애 등84)은 0.5% 콜레스테롤과 0.2% cholate의 식이

에 3%의 양파분말을 첨가한 식이 공급 흰쥐에서 양파가 간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함량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양파의 주된 플라보노이드

인 quercetin과 함황물질 S-methyl cysteine sulfoxide의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강하효과는 여러 연구에서 보고되고 있었으나 본 연구에서 양파의 혈중지질강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은 지질대사에 있어서 statin에 의한 기전적 상호작용 

탓이 아닌가 생각된다. 

  본 실험결과 simvastatin을 비롯한 녹차, 양파, 비트가 간의 총콜레스테롤에 

향을 주지는 못하 으며, simvastatin이 어떤 기전으로 간에 향을 미치는지 불

분명하며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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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upplementation Effects of Simvastatin, Green tea, Onion, Beet to cholesterol based diet on the 

liver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 in rats

Control Simvastatin
Simvastatin + 

Green tea

Simvastatin + 

Onion

Simvastatin + 

Beet

cholesterol based diet

mg/g  fresh weight

  Total-cholesterol

  Triglyceride*

32.9 ± 8.3

26.0 ± 4.1ab

33.9 ± 6.9

22.0 ± 16.5b

32.5 ± 7.3

24.9 ± 5.8ab

33.3 ± 6.1

30.5 ± 3.7a

36.9 ± 6.4

28.0 ± 6.5ab

 Values are means ± SD of 10 rats.

 Control: 0.5% cholesterol,  simvastatin: 0.5% cholesterol plus simvastatin 2 mg/kg BW, 

 Green tea: Onion: Beets: 0.5% cholesterol, simvastatin 2 mg/kg BW plus green tea, onion or beet

 *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differ (p〈 0.05). Values are means ± SD of 10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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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적혈구막 Na Efflux

  콜레스테롤 식이에 simvastatin과 simvastatin에 녹차, 양파, 비트의 첨가가 

Intracellular Na와 Na Efflux에 미치는 향은 〈Table 5〉에 제시되었다. 

 Intracellular Na 농도에 있어서 각 그룹간에 유의적 차이는 볼 수 없었다. 대조

군에 비해 simvastatin의 첨가는 다소 낮아지는 경향이 있었으며, 녹차, 양파, 비

트의 첨가로 인해 simvastatin군에 비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보 다. 

  대조군에 비해 simvastatin군에서 Na-K ATPase의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되

어 있으며 (p<0.05), 녹차군 또한 양파, 비트군에 비교해서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

소되어 있었다 (p<0.05).

  Na-K cotransport의 활성 또한 simvastatin과 녹차첨가로 인하여 대조군을 비

롯한 양파, 비트군 보다 낮은 경향을 보 으며 녹차의 첨가는 양파, 비트군보다 

유의적으로 활성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p<0.05). 

  Na passive transport에 의한 Na 유출량은 simvastatin과 녹차, 양파, 비트의 

첨가로 인하여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p<0.05). 

  정상 혈압쥐의 노화 적혈구, 본태성 고혈압쥐의 신생 및 노화 적혈구 세포막 

Na-K ATPase의 활성능력이 저하되어 있었으며, 본태성 고혈압쥐는 정상 혈압

쥐 또는 Goldblatt 고혈압쥐의 적혈구에서 보다 더 감소하 다는 보고가 있다.
110)

 

또한 선천성 고혈압쥐가 정상 혈압쥐에 비하여 적혈구내 Na 농도는 증가하 고, 

혈장내 Na
 
농도는 감소한, 반면에 적혈구내 K 농도는 감소하 고 혈장내 K

+
 농

도는 증가하 으며 이는 선천성 고혈압쥐의 순환계 조직 Na-K ATPase 활성도

가 감소하 다는 보고가 있다.111) Gray DF 등112)의 보고에 의하면 토끼와 흰쥐에

게 lovasatin 처리를 하 을 때 sarcolemma의 Na-K pump 활성이 감소하 다. 

Lijnen 등
113)

은 고콜레스테롤 환자에게 pravastatin을 투여하 을 때 적혈구에서

의 Na-K pump 활성은 증가한 반면에, Na-K cotransport 와 Na leak 활성에는  

변화가 없었다고 보고하 다. 
 

  세 가지 channel 에 의해 유출된 Na량을 합산해 보면, 대조군의 시간당 Na 유

출이 적혈구 1ℓ당 0.8 mmole (mmole/ℓ rbc/hr) simvastatin군이 0.67 mmole, 

녹차군이 0.6 mmole, 양파군이 0.85 mmole, 그리고 비트군이 0.84 mmole로 녹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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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 가장 적은 경향을 보 으며, simvastatin군 또한 녹차군과 비슷한 경향을 

보 다.  

  Na-K ATPase와 Na-K cotransport는 신장세포에 있어서 물의 재흡수에 관여

하는 것으로, Na efflux는 고혈압, 고콜레스테롤혈증, 당뇨와 상관성을 보이고 있

다. 그러나 simvastatin을 비롯한 콜레스테롤 강하제 statin이 Na-K ATPase와 

Na-K cotransport 의 channel protein 에 어떤 향을 주는지 작용기전에 대해서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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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Supplementation Effects of Simvastatin, Green tea, Onion, Beet to cholesterol based diet on 

hematocrit and platelet aggregation

Control Simvastatin
Simvastatin + 

Green tea

Simvastatin + 

Onion

Simvastatin + 

Beet

cholesterol based diet

Na mmole/ℓ  rbc

Intracellular Na
1)

2.98 ± 0.42 2.87 ± 0.31 2.95 ± 0.52 3.12 ± 0.31 3.00 ± 0.38

Na Efflux Na mmole/ℓ  rbc/hr

   Na-K ATPase2)

   Na-K cotransport3)

   Na Passive
4)

0.39 ± 0.09a

0.27 ± 0.08a

0.14 ± 0.06
b

0.21 ± 0.10b

0.18 ± 0.08ab

0.28 ± 0.12
a

0.19 ± 0.08b

0.16 ± 0.06c

0.25 ± 0.07
a

0.36 ± 0.12a

0.24 ± 0.09a

0.25 ± 0.10
a

0.36 ± 0.5a

0.19 ± 0.04ab

0.29 ± 0.09
a

1) Intracellular Na ; upper values are for intact red blood cells. (Na mmole/ℓ rbc)
2) Na-K ATPase is ouabain sensitive Na efflux through Na-pump (Na mmole/ℓ rbc/hr) 
3) Na-K cotransport is furosemide sensitive Na efflux through Na-pump (Na mmole/ℓ rbc/hr) 
4) Na-passive is Na efflux through passive sodium channel in intact red blood cells.
Values are means ± SD of 10 rats.
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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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Hematocrit 수치와 혈소판 응집

  Hematocrit 수치와 혈소판 응집에 대한 결과는 〈Table 6〉에 제시되었다. 

Hematocrit 수치는 대조군을 비롯하여 각 첨가군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으나 

대조군에 비해 simvastatin과 녹차, 양파, 비트의 첨가는 hematocrit 수치를 다소 

높이는 경향을 보 고 그 중에서도 simvastatin군이 가장 높은 경향을 보 다.   

  혈소판 응집에서 최대응집치(maximum aggregation)는 simvastatin첨가로 인

하여 대조군에 비해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며, 녹차군은 simvastatin군보다도 

더 낮은 경향을 보 다. 양파와 비트군은 simvastatin군에 비해 maximum 

aggregation을 증가시켰으며, 특히 양파군은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p<0.05). 

  초기응집곡선(initial slope)은 simvasatin 첨가로 인하여 대조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 으며, 녹차, 양파, 비트의 첨가는 simvastatin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

향을 보 으며 특히 양파군은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p<0.05). 

  녹차의 catechin류를 흰쥐에게 0.25, 0.50, 1.00 mg / ml, 농도에서 혈소판 응집

촉진물질(ADP, collagen, epinephrine, ristocetin)에서 용량 의존적으로 혈소판 응

집억제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가 있었으며,
50) 

 또한 Lill 등
114)

은 녹차의 카테킨 중 

EGCG가 응집을 유도하는 thrombin 형성을 억제하고 혈소판의 기능을 저해하여 

항혈전작용이 있다고 보고하 다. Neiva 등
49)
은 카테킨이 농도 의존적으로 혈소

판의 과산화적 손상과 응집으로부터 혈소판을 보호해준다고 보고했다. 

  강민숙 등
106)

의 연구결과 0.5%의 콜레스테롤을 첨가한 식이에 5%의 선인장 분

말을 첨가하여 흰쥐에게 공급하 을 때 최대 응집치와 초기응집곡선이 대조군에 

비해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Bordia 등
115)

은 흰쥐에게 4주동안 양파 추출물을 경구 또는 복강으로 투여하

을 때 TXB2가 감소하 으며, 열처리한 양파는 양파 추출물 보다 적은 감소 효과

를 보 으며, 김순기 등116)의 보고에 의하면 흰쥐에게 양파의 육질 건분과 껍질 

건분, 육질 추출물과 껍질 추출물을 식이에 첨가하여 공급하 을 때 전혈응고 시

간은 껍질 추출물군이 길었으며, TXB2수준은 양파 육질 건분, 껍질 건분 및 껍

질 추출물군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다. 강정애 등82)은 흰쥐에게 3%의 양파분

말을 첨가한 고콜레스테롤식이를 공급하 을 때 최대 응집치나 초기응집곡선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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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도가 대조군에 비해 증가되었으나 유의적이지 않았으며, 양파의 경우 응집곡선

이 가파른 대신, 응집이 빨리 disssociation 되는 경향을 관찰 할 수 있었는데, 응

집의 disssociation은 혈소판의 재생으로 해석하고 있다. Lanza 등117)은 guercetin

이 cyclic phosphodiesterase 활성을 억제시켜 혈전 형성을 방해하고 혈소판내 

cAMP를 감소시키므로써 TXA2를 억제시킨다 하 다. Guerrer 등118)은 플라보노

이드, 비타민 C등의 항산화 물질은 TXA2 수용체의 활성을 통해 혈소판응집성을 

감소시킨다고 보고하고 있다. 녹차 카테킨의 활성산소 소거능이 양파의 수백배가 

됨을 감안할 때 양파의 혈소판 응집성은 퀘세틴 계열의 양파 고유의 생리활성물

질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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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upplementation Effects of Simvastatin, Green tea, Onion, Beet to cholesterol based diet on 

hematocrit and platelet aggregation

Control Simvastatin
Simvastatin + 

Green tea

Simvastatin + 

Onion

Simvastatin + 

Beet

cholesterol based diet

Hematocrit(%)

Platelet Aggregation

 Maximum(Ω)1)

 Initial Slope(Ω/min)2)

41.8 ± 1.4

7.5 ± 1.6b

10.7 ± 3.1ab

43.5 ± 1.8

7.0 ± 0.1b

9.0 ± 2.4b

42.8 ± 2.0

6.8 ± 1.4b

9.6 ± 2.2b

42.0 ± 1.8

8.4 ± 1.5a

12.8 ± 2.1a

42.6 ± 1.2

7.1 ± 1.1b

11.0 ± 2.1ab

 1) Maximum aggregation is ohm at the point where aggregate dissociated.
 2) Initial slope ohm change for the first one minute of aggregation.
 Values are means ± SD of 10 rats.      
 *Value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differ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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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간, 동맥조직

  간 조직 및 동맥조직 관찰 사진은〈Figure 4와 5〉에 제시하 다. 콜레스테롤

이 첨가되지 않은 식이로 사육된 건강한 쥐의 간과 다르게 콜레스테롤이 첨가된 

본 실험의 대조군이나 simvastatin군, 녹차, 양파, 비트군 모두 간엽마다 부어 있

고 간의 비대(hypertropic)와 저색소(hypochromic)를 육안으로 관찰할 수 있었는

데, 녹차군의 경우 그 정도가 약했다. 각 군당 4마리씩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간 조직은 대조군을 비롯한 simvastatin, 비트군에서 지방구(fat drop)와 

더욱 진행된 형태인 상당수의 지방공포(fat vacuole)를 나타냈다. 반면 녹차군의 

경우 다른 군에 비해 지방 축적이 적음을 관찰할 수 있었다. 동맥 조직에서는 대

조군이나 simvastatin군, 녹차, 양파, 비트군에서 혈관내피의 지방 축적을 관찰할 

수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 간의 생화학적 분석의 결과가 간의 비대현상이나 지방의 축적 등 

병리적 상태와 상관관계를 보이고 있는데 분석된 Liver / BW ratio의 값에서는 

사실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녹차가 갖는 이러한 체내 콜레스테롤 저하나 항 

지방간 효과를 흡수와 배설 측면에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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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simvastatin                              green tea

           

                       onion                                      beet 

Figure 4. Microscopic appearance of liver tissue(×400) 

Fat drop

Fat drop

Fat drop

Fat drop
Fat drop



- 39 -

    control                                 simvastatin                          green tea

                

                  onion                                      beet

Figure 5. Microscopic appearance of aorta tissue(×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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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   론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HMG-CoA reductase 억제제인 statin 첨가와 더불어 녹

차, 양파, 비트가 흰쥐의 혈장 및 간의 지질 개선효과와 적혈구막 Na 유출, 혈소

판 응집 및 간 조직에 미치는 향을 구명하기 위해 이 실험을 수행하 다. 생후 

4주의 Sprague Dawley계 숫쥐를 대상으로 0.5% 콜레스테롤과 0.2% cholate를 

함유한 기본식이에 2mg / kg BW의 simvastatin 첨가에 5%의 녹차, 양파, 비트 

분말을 첨가한 식이를 4주간 급여한 후 혈장과 간의 지질성분 수준과 적혈구막 

Na 유출, 혈소판 응집 및 간 조직 등을 분석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최종체중과 1일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은 대조군을 비롯한 simvastatin, 녹차, 

양파, 비트 첨가에 의해 향을 받지 않았으며, 간/체중의 비(L.W./B.W. ratio)는 

녹차군이 대조군을 비롯한 다른 첨가군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 다.

2. Simvastatin은 혈중 총콜레스테롤을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P<0.05), 녹차는 LDL-콜레스테롤을 감소시킴으로 simvastatin에 의해 증가된 

총콜레스테롤을 대조군 수준으로 감소시켰다. simvastatin이 HDL-콜레스테롤을 

낮추는 경향이 있고, 비트는 HDL-콜레스테롤을 대조군을 비롯한 다른 첨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p<0.05). 혈중 중성지방은 대조군을 비롯한 첨가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3. 간의 총콜레스테롤은 대조군을 비롯한 첨가군간에 차이가 없었다. simvastatin 

을 비롯한 녹차, 양파, 비트는 간의 총콜레스테롤에 향을 주지 않았다. 

simvastatin은 간의 중성지방을 낮추고 양파는 다소 증가시키는 경향을 보 다. 

4. Simvastatin는 Na-K ATPase를 감소시켰는데 녹차는 감소된 Na-K ATPase

를 더욱 감소시킨 반면, 양파, 비트 첨가군은 대조군 수준으로 오히려 증가시켰

다. Na-K ATPase, Na-K cotransport, Na passive 등 총 Na efflux는 첨가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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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비슷했으나 simvastatin 첨가군과 녹차 첨가군이 다른 첨가군에 비해 낮

았다. 

5. 혈소판 응집에 있어서 양파 첨가군이 대조군을 비롯한 다른 첨가군에 비해 초

기응집, 최대응집에 있어서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p<0.05).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보면, 흰쥐에 있어서 0.5% 콜레스테롤 첨가 식이에 대

해서 simvastatin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를 주지는 못하 다. 이는 사람과 흰쥐

의 대사기전이 다르며, 같은 설치류인 hamster와 rat에서도 기전이 다르다는 보

고가 있었다. 녹차는 statin에 의해 증가된 총콜레스테롤을 대조군 수준으로 저하

시켜주는 효과를 가져왔으며, 녹차의 항콜레스테롤 효과로 녹차의 생리활성물질

인 카테킨등이 작용하 으리라 생각되어 진다. 또한 simvastatin을 비롯한 statin

류가 직접 Na channel에 향을 준다는 보고는 없다. statin 첨가가 Na-K 

ATPase와 Na-K cotransport의 channel protein에 어떤 향을 주는지 작용기전

에 대해서는 보다 많은 연구가 필요하리라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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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고콜레스테롤 혈증은 심혈관계질환처럼 동맥경화, 고혈압유발에 관계되는 요

인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 HMG-CoA reductase 억제제인 statin는 사람들에게

서 콜레스테롤 저해제로 일반적인 약물로 인정되고 있다. statin 치료는 

coenzyme Q10 고갈원인으로 근육 기능장애, 호흡장애를 동반하고 있다. statin처

방이 심혈과과 관련된 변수인 Na-K ATPase, 혈소판 응집, 콜레스테롤 저하효과

에  향이 있을꺼라 가정하 고, polyphenol이 풍부한 식품인 녹차, 양파, 비트

가 statin과 반대 또는 상호작용을 하는지 보고자 하 다.  

   본 연구에서는 흰쥐에 있어서 0.5% 콜레스테롤 식이에 simvastatin (2 mg / 

kg BW)첨가에 있어서 5%의 녹차, 양파, 비트분말이 혈장과 간의 지질수준, 적

혈구막 Na 유출과 혈소판응집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 조사하고자 하 다. 

  혈장 총 콜레스테롤은 simvastatin을 첨가한 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고 (p<0.05), 높혀진 혈장의 총 콜레스테롤은 녹차 첨가군에서 유의적으

로 감소시겼다 (p<0.05). HDL-콜레스테롤은 비트 첨가군에서 대조군을 비롯한 

다른 첨가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p<0.05). 혈장의 중성지방 수준은 

사실상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간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또한 그

룹간의 차이가 없었다. 혈소판 응집에 있어서는 statin 첨가군과 녹차 첨가군에서 

최대응집, 초기응집에 있어 감소하 는데 두 그룹간의 유의적 차이는 없었다. 

Na-K ATPase에 의한 적혈구막에서의 Na 유출은 simvastatin 첨가군과 녹차 첨

가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p<0.05). Na-K Co-transport는 

대조군에 비해 simvastatin 첨가한 모든군에서 감소하 다. 녹차 첨가군은 대조

군간은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p<0.05). Na leak은 대조군보다 

simvastatin  첨가군을 비롯한 모든 첨가군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다 (p<0.05). 

Intracellular Na 은 그룹간의 차이가 없었다. 본 연구에서는 simvastatin과 녹차

가 콜레스테롤 대사와 Na channel에 향을 주지 않았으며, 흰쥐에 있어서 Na 

channels에 대한 명백한 기전작용에 대한 연구가 더 필요하겠다.  


	목 차
	Ⅰ. 서론
	Ⅱ.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2. 실험방법
	1) 시료수집
	2) 시료분석

	3. 통계처리방법

	Ⅲ. 실험결과 및 고찰
	1.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및 간/체중 무게비
	2. 혈장의 총 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3. 간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4. 적혈구막 Na efflux
	5. Hematocrit 수치와 혈소판 응집
	6. 간 및 동맥 조직 관찰

	Ⅳ. 결 론
	Ⅴ. 참고문헌
	Ⅵ. 초 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