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 Physiol & Pathol Korean Med 30(2):81~87, 2016

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와 신체활동량을 줄이게 하는 환경변화로 인해 
우리 나라에서도 동맥경화 위험이 증가하고 있다. 동맥경화는 선진
국에서 사망 원인의 25%를 차지하는데 동맥경화가 동맥의 혈류를 
차단하기 때문이며 특히 관상동맥의 동맥경화가 가장 많다고 보고
되었다1). 동맥경화가 일어나는 가장 큰 요인은 고지혈증이며2) 포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이 풍부하게 함유한 서구식 음식이 고지혈증 
발생에 큰 역할을 한다3).
    고콜레스테롤혈증은 지질대사 이상으로 혈액내 콜레스테롤이 
증가한 상태이며 중성지방의 증가를 동반하는 경우도 많다. 고지혈
증은 콜레스테롤이나 중성지방의 구분없이 사용되지만 전자만 증가
하는 경우도 있으므로 엄밀히 구분될 필요가 있다. 혈액내 콜레스
테롤은 지질이기 때문에 중성지방과 마찬가지로 혈장의 수용성 환
경에서 운반되려면 지단백(lipoprotein)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4). 지
단백은 크기나 구성, 기능, 모양에 따라 여러 종류가 있으며 전체 
콜레스테롤에서 high density lipoprotein (HDL)에 함유된 콜레스

테롤인 HDL-Cholesterol과 low density lipoprotein (LDL)에 함
유된 콜레스테롤인 LDL-Cholesterol이 대부분이며 사람의 경우 
LDL-콜레스테롤이 많은 양을 차지한다4). LDL-Cholesterol의 양이 
혈액내에 많아지면 혈관벽에 침착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원인이 
되고 이것은 뇌나 심장 혈관의 직경을 좁히게 되어 허혈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LDL-Cholesterol 조절이 임상적으로 중요한 목표
가 되고 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은 대한 한의학적 접근은 고지혈증과 구분하
지 않으며 병인으로는 痰濁, 濕熱, 瘀血로 볼 수 있고 장부변증과 
연결지을 때는 脾의 運化기능이나 肝의 疎泄기능에 문제가 있을 
때 혈맥에 痰濁, 瘀血이 나탄난다고 본다5).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관
련지어 나타나는 임상적 증상은 痰證, 心悸, 眩暈, 頭痛, 胸痞, 眞
心痛, 中風 등의 범주에서 다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고콜레스테롤
혈증에 대한 한의학적 치료원칙은 체질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으나 健脾理濕, 通瀉退火, 活血化瘀 등을 적절하게 응용하도록 
제시되고 있다5).
    익모초(Leonurus sibiricus Linne)는 꿀풀과의 일년생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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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년생 식물이고 전초를 약용식물로 사용하고 있으며 活血祛瘀하는 
약물에 속한다6). 藥性은 微寒하면서 辛苦하며 心, 肝, 膀胱에 歸經
하고 活血調經, 祛瘀生新, 利水退腫의 효능이 있어서 특히 부인과
에서 많이 활용한다고 되어 있다6). 부인과 질환에 대한 익모초의 
이러한 임상적 효능이 실험적 근거를 통해 보고된 바로는 익모초가 
자궁수축을 유도하고7) 자궁근종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결과를8) 

통해 확인되었다. 이외에도 익모초는 CCl4에 의한 간손상을 보호하
고 alloxan 유도 당뇨 모델에서 혈당을 저하시켰다고 보고되었다9). 
또한 익모초는 백서의 대퇴동맥 혈관경련모델에서 혈관이완 효과가 
증명되었으며10), 본태성 고혈압 모델에서 평균혈압을 감소하였다11). 
위와 같은 실험적 결과를 보면 익모초가 부인과 질환 뿐만 아니라 
순환기 장애에도 응용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콜레스테롤이 많은 식이법을 이용한 동맥경화 모델에서 익모
초 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자 하였으
며 실험결과 유의성 있는 결과가 관찰되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6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Rat(나라바이오텍, 한국)를 구
입하여 세명대학교 청정동물사육실(온도 23±1℃, 습도 55±5%, 조
명 12시간 주기)에서 일주일간 적응시킨 후 육안적으로 건강한 개
체만을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전 실험기간 동안 해당 사료
와 음용수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였다. 효소 활성의 일중 변동을 고
려하여 약물 투여는 매일 오전 같은 시간대에 실시하였다. 본 연구
에 사용된 동물실험 계획서는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
인을 받았다.(승인의결번호 : smecae 14-09-01).

2. 투약용량 결정 및 시료의 제조
    시료로 사용한 익모초는 (주)HMAX(충북, 제천)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동물실험에 사용한 시료는 한의학에서의 첩제 개념을 
적용하였는데, 전국한의과대학 공통교재인 ‘본초학’4)에서 투여 용량
이 최대 12~20 g으로 기재되어 있어 단미제인 점을 감안하여 최대
용량의 1.5배인 30 g을 한 첩으로 정하였다. 실험동물에 투여할 시
료의 용량은 성인체중을 60 kg으로 설정하여 1일 2첩을 물에 달여
서 복용하는 관례에 따라 흰쥐의 체중비례로 환산하여 투여 용량을 
결정하였다. 체중 250 g인 흰쥐의 1일 복용량은 0.25 g(약 0.008
첩)이며, 흰쥐는 인체보다 대사 속도가 빠른 점을 감안하여 인체 
투여량 기준으로 계산한 1회 복용량의 3배인 0.75 g(실험군 A), 6
배인 1.5 g(실험군 B)의 익모초 각각 투여하기로 하였다. 따라서 6
주 간의 동물실험에 필요한 익모초의 양은 실험군 A의 경우 315 
g[0.75 g/1일1마리 × 10마리/1군 × 42일(6주) = 315 g], 실험군 
B의 경우 630 g[1.5 g/1일1마리 × 10마리/1군 × 42일(6주) = 
630 g]이다. 실험군 A에 투여할 시료 제조 : 한약추출기(Heating 
Mantle DS-1009, Korea)에 익모초 315 g과 증류수 1000 ㎖를 
넣고 60분간 불린 뒤에 2시간 동안 끓인 다음 고형 성분을 여과한 
뒤 감압농축기(Rotavaper R-144, BÜCHI, Swiss)를 이용하여 농
축하여 840 ㎖를 만들었다. 이렇게 해서 얻어진 농축액 2 ㎖을 실

험동물에 투여하면 3 g/kg의 농도가 되며 인체 체중 비례 3배 분
량이 된다. 실험군 B에 투여할 시료 제조 : 한약추출기(Heating 
Mantle DS-1009, Korea)에 익모초 630 g과 증류수 2000 ㎖를 
넣고 60분간 불린 뒤에 2시간 동안 끓인 다음 고형 성분을 여과한 
뒤 감압농축기(Rotavaper R-144, BÜCHI, Swiss)를 이용하여 농
축하여 840 ㎖를 만들었다. 위와 마찬가지로 이렇게 해서 얻어진 
농축액 2 ㎖을 실험동물에 투여하면 6 g/kg의 농도가 되며 인체 
체중 비례 6배 분량이 된다.

3. 高脂血症 병태 유발
    흰쥐에게 6주 동안 동맥경화 유도 사료와 물을 자유 급식케 
하면서 고지혈증을 유발시켰다. 사료는 미국 Research Diets社
(Product # D12336)에서 제조한 것을 국내 유니페이스社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성내용물은 Table 1과 같다.

Table 1. Components of atherogenic diet 
Ingredient Amount(㎎) Calory(kcal)

Casein, 30 Mesh 75 300
Soy Protein 130 520

DL-Methionine 2 8
Corn Starch 275 1100

Maltodextrin 10 150 600
Sucrose 30 120

Cellulose, BW200 90 0
Soy Bean Oil 50 450
Cocoa Butter 75 675

Coconut Oil, 76 35 315
Mineral Mix S10001 35 0
Calcium Carbonate 5.5 0
Sodium Chloride 8 0
Potassium Citrate 10 0

Vitamin Mix V10001 10 40
Choline Bitartrate 2 0
Cholesterol, USP 12.5 0

Sodium Cholic Acid 5 0
FD&C RED Dye #40 0.1 0
FD&C Blue Dye #1 0 0

Total 10000.1 4128

4. 실험군의 설정 및 처치
    흰쥐 40마리를 정상군, 대조군, 실험군 A 및 실험군 B에 각 
10마리씩 배정하였다. 아래와 같이 처치하였으며, 6주(42일) 째에 
모든 개체를 부검하여 채혈하였다. 정상군(Normal Group)에는 6
주 동안 일반 흰쥐용 사료(나라바이오텍, 한국)를 물과 함께 자유롭
게 섭취하도록 하면서 생리식염수 2 ㎖를 1일 1회 42일간 경구투
여 하였다. 대조군(Control Group)에는 6주 동안 고지혈증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여 고지혈증을 유도하였다. 또한 동시
에 생리식염수 2 ㎖를 1일 1회 6주(42일)간 경구투여 하였다. 익
모초 투여군인 실험군 A(Sample A Group)는 6주 동안 고지혈증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면서 3 g/kg의 농도로 1일 1
회 2 ㎖씩 6주(42일)간 경구투여 하였다. 실험군 B(Sample B 
Group)는 6주 동안 동맥경화유도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
록 하면서 6 g/kg의 농도로 1일 1회 2 ㎖씩 6주(42일)간 경구 투
여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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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측정 항목
 1) 체중 측정
    실험 개시일(0일), 실험 1주, 2주, 3주, 4주, 5주 및 6주의 마
지막 날에 각각 체중을 측정하여 변화를 관찰하였다.
 2) 간장 무게 측정
    실험 종료일에 간장을 적출하여 화학저울(Ohaus, USA)을 사
용하여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3) 부고환 지방 무게 측정
    실험 종료일에 부고환의 지방을 적출하여 화학저울(Ohaus, 
USA)을 사용하여 그 무게를 측정하였다.
 4) 혈액화학적 검사
    실험 6주차 종료일에 모든 동물을 12시간 절식시키고 나서, 
ether로 마취한 후 심장 채혈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이 혈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질 함량
을 측정하였다.
  (1)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측정 
    혈청 중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총콜레스테롤 측정용 시액(아
산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혈청 중 중성지방 측정
    혈청 중의 중성지방 함량은 중성지방 측정용 시액(아산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혈청 중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측정
    혈청 중의 고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함량은 에취디엘 콜레스타
제(아산제약)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혈청 중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혈청 중의 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함량은 총콜레스테롤, 고
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중성지방의 함량을 토대로 Friedewald의 
공식[저밀도지단백 콜레스테롤 = 총 콜레스테롤 - 고밀도지단백 콜
레스테롤 - (중성지방/5) ]12)에 의거하여 산출하였다.

6. 통계처리
    실험군간의 유의성은 IBM SPSS Statistics version 22을 이
용하여 ANOVA 방법으로 분석하였고 사후분석은 LSD test를 이용
하였다. p<0.05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측정값의 표현은 mean± standard error of mean(SEM)으로 하
였다.

결    과

1. 체중에 미치는 영향
    고지방식이를 6주간 급여하는 동안 매주 실험군간의 체중을 
측정하였다. 정상군과 고지방식이를 공급받은 대조군간의 체중 차
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Table 2). 익모초를 먹인 고지방
식이군의 체중은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하지 
않았다.

2. 간장 무게에 미치는 영향
    6주간의 고지방사료 급여를 마친 후 각 동물의 간장 무게를 

측정하였다.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과 익모초투여군은 간장 무게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과 익모초투여군을 비교했을 때 익모
초 고농도군에서 유의하게 간장 무게가 감소하였다(Table 3).

Table 2. Effects of Leonurus sibiricus (LS) on body weight in 
diet-induced hypercholesterolemic rats

Group No. of
Animals

Body Weight (g)
0 week 1 week 2 weeks 3 weeks 4 weeks 5 weeks 6 weeks

Normal 10 229.3±
1.98a)

276.4±
3.06

312.9±
3.07

347.3±
4.70

375.3±
6.28

394.1±
8.09

388.1±
7.49

Control 10 229.3±
1.90

281.2±
4.42

323.7±
6.54

363.9±
11.11

393.2±
12.33

415.0±
13.51

411.8±
14.48

Sample A 10 228.7±
1.67

277.1±
1.83

323.0±
2.39

354.0±
2.16

382.3±
3.27

404.5±
4.72

408.6±
4.90

Sample B 10 228.7±
1.67

276.0±
2.13

323.3±
3.52

357.5±
5.03

383.3±
5.48

400.6±
6.18

397.7±
6.73

a) : mean± SEM. Normal : fed with a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a high cholesterol diet (HCD)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3 g/㎏/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6 g/㎏/day) for 6 weeks. 

Table 3. Effects of LS liquid extract on liver weight in rats fed a HCD
Group No. of Animals Liver Weight (g)
Normal 10 11.9 ± 0.46a)

Control 10 21.7 ± 1.00***
Sample A 10 20.3 ± 0.49***
Sample B 10 19.1 ± 0.53***,##

a) : mean± SEM. Normal : fed with a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a HCD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3 g/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6 g/㎏
/day) for 6 weeks. *** : p <0.005 versus normal group. ## : p <0.01 versus 
control. 

3. 부고환 지방 무게에 미치는 영향
    6주간의 고지방사료 급여를 마친 후 각 실험군 동물의 부고환 
지방 무게를 측정하였다. 체중과 마찬가지로 지방무게에도 각 군간
에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Table 4).

Table 4. Effects of LS liquid extract on epididymal fat weight in rats 
fed with a HCD

Group No. of Animals Epididymal Fat Weight (g)
Normal 10 5.7 ± 0.29a)

Control 10 5.8 ± 0.29
Sample A 10 5.7 ± 0.15
Sample B 10 5.5 ± 0.21

a) : mean± SEM. Normal : fed with a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a HCD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3 g/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6 g/㎏
/day) for 6 weeks. 

4. 혈청 중 total cholesterol 함량에 미치는 영향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과 익모초투여군의 혈중 total 
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익모초투여군은 대조군에 비
해 농도의존적으로 혈중 total cholesterol이 감소하였으며 통계적
으로 유의하였다 (Table 5).

5. 혈청 중 triglyceride 함량에 미치는 영향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의 혈청 triglyceride 함량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나 익모초투여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익모초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농도의존적으로 혈중 triglyceride 함량이 감소하였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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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LS liquid extract on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in rats with a HCD

Group No. of Animal Total Cholesterol
(㎎/㎗)

Normal 10 73.6 ± 1.42a)

Control 10 237.6 ± 10.36***
Sample A 10 202.9 ± 10.79***,#

Sample B 10 190.0 ± 17.74***,##

a) : mean± SEM. Normal : fed with a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a HCD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3 g/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6 g/㎏
/day) for 6 weeks. *** : p <0.005 versus normal group. # : p <0.05, ## : p 
<0.01 versus control group.

Table 6. Effects of LS liquid extract on serum triglyceride levels in 
rats with a HCD

Group No. of Animal Triglyceride (㎎/㎗)
Normal 10 79.1 ± 4.01a)

Control 10 91.6 ± 4.01*
Sample A 10 59.0 ± 2.99***,###

Sample B 10 52.7 ± 4.90***,###

a) : mean± SEM. Normal : fed with a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a HFD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3 g/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6 g/㎏
/day) for 6 weeks. *: p <0.05, *** : p <0.005 versus normal group ### : p 
<0.005 versus control

6. 혈청 중 HDL-cholesterol 함량에 미치는 영향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과 저농도 익모초투여군의 혈중 
H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고농도 익모초투여군은 
정상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익모초를 먹인 고지방사료군은 고
농도군의 혈중 HDL-cholesterol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Table 7).

Table 7. Effects of LS liquid extract on serum HDL-Cholesterol levels 
in rats with a HCD

Group No. of Animal HDL-Cholesterol (㎎/㎗)
Normal 10 37.5 ± 2.58a)

Control 10 25.3 ± 2.59***
Sample A 10 27.8 ± 0.72***
Sample B 10 31.9 ± 1.30#

a) : mean± SEM. Normal : fed with a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a HCD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3 g/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6 g/㎏
/day) for 6 weeks. *** : p <0.005 versus normal group # : p <0.05 versus 
control group

7. 혈청 중 LDL-cholesterol 함량에 미치는 영향
    고지방사료를 먹인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혈중 
LDL-cholesterol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익모초를 먹인 고지방사
료군은 고농도군의 혈중 LDL-cholesterol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
게 감소하였다(Table 8).

Table 8. Effects of LS liquid extract on serum LDL-Cholesterol levels 
in rats with a HCDt

Group No. of Animal LDL-Cholesterol (㎎/㎗)
Normal 10 33.0 ± 4.31a)

Control 10 64.6 ± 5.74***
Sample A 10 48.8 ± 6.38
Sample B 10 44.5 ± 6.32#

a) : mean± SEM.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a HCD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3 g/㎏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a HCD plus LS liquid extract (6 g/㎏/day) 
for 6 weeks. *** : p <0.005 versus normal group # : p <0.05 versus control 
group

고    찰

    콜레스테롤은 생체내에서 인지질과 더불어 세포막의 주요 성분
이며 스테로이드 계열 호르몬의 원료이자 담즙산의 전구체이다. 일
반적으로 생체내 콜레스테롤의 주요 공급처는 인간을 포함한 포유
류에서는 간이며 나머지는 식이를 통해 소장에서 흡수된다. 그러나 
장에서의 콜레스테롤 흡수는 개인차이가 매우 크며 유전적 영향을 
받는다고 알려져있다13). 
    간에서 콜레스테롤 합성은 25종류의 효소를 통해 합성되는데 그
중 3-hydroxy-3-methylglutaryl CoA (HMG-CoA)가 HMG-CoA 
reductase에 의해  mevalonate로 전환되는 과정이 중요하며 현재 
콜레스테롤 합성저해제로 사용되는 스태틴은 이 효소에 작용한다
14). 장에서 흡수되는 콜레스테롤은 소장상피세포의 소포체에서 
Acyl-CoA cholesterol acyltransferase 2에 의해 콜레스테롤 에
스테르가 되고 이것은 중성지방, 인지질, apoB48과 합쳐져 
chylomicron으로 되어 장상피를 나와 림프를 거쳐 전신에 보내진
다. chylomicron은 조직에 중성지방을 전달한 후 간으로 돌아온
다. 간에서는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에스테르, 
apoB100이 합쳐진 VLDL이 만들어진 후 혈액으로 내보내져 전신
에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공급한다. LDL은 VLDL에서 중성지
방의 비율이 적어진 지단백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콜레스테롤 비
중이 많으며 우리 몸에서 혈액내 콜레스테롤의 60∼70%를 LDL이 
차지한다. HDL은 간과 소장에서 만들어져서 혈중으로 유출되는 지
단백이며 조직에서 사용하지 않는 cholesterol을 수거하여 간으로 
다시 보내게 한후 담즙산을 통해 장관으로 배설되게 한다4). 이러한 
기능때문에 HDL은 항동맥경화효능이 있다고 보는데 HDL 농도와 
심혈관질환 발생은 반비례하다고 보고되었다15). 이에 반해, 
LDL-cholesterol은 혈관벽에 쉽게 결합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4) 심장질환 위험군일수록 LDL-cholesterol 조절을 더 까다롭게 관
리받도록 요구되고 있다. 
    LDL-cholesterol은 혈관내벽(intima)에 축적되면서 산화된다
16). 이러한 산화형 LDL-cholesterol은 혈관내피세포(endothelial 
cells)를 자극하며 면역세포를 모이게 하는 chemokines과 
adhesion molecules의 발현이 증가시킨다. 또한 혈관내벽 주위 
조직의 대식세포는 산화된 LDL-cholesterol을 phagocytosis 과정
을 통해 제거하지만 세포안에서 이러한 콜레스테롤이 분해되지 못
하고 lipid drop형태로 축적되면서 foam cell로 변한다. 결국 이렇
게 변한 foam cell이 괴사 형태로 사멸하면서 주위 조직이 석회화
가 되고 이 주위를 평활근이 띠 모양으로 에어싸면서  plaque가 
만들어진다. 이러한 plaque가 파열되면 혈전이 만들어져 뇌혈관이
나 관상동맥의 혈류를 방해하거나 차단하게 되면 중풍이나 심근경
색이 발생할 수 있다17). 또한 고지혈증이 있는 사람의 혈관내 단핵
세포에  혈액응고에 관여하는 tissue factor가 정상인보다 높다고 
보고되었는데18) 이것은 산화된 LDL-cholesterol이 단핵세포의 
tissue factor 발현을 유도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로 인해 
고지혈증 자체만으로도 혈전을 만드는 조건이라고 볼 수 있다.
    중성지방의 경우 동맥경화나 허혈성 심장질환 발생과 어느 정
도 관련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다19). 일반적으로 HDL 수치와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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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지방 수치는 반비례한 경향이 있기 때문에 중성지방이 많아서 오
는 위험과 HDL이 낮기 때문에 예측되는 위험을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1996년에서 2007년 사이에 이루어진 메타분석에 의하면 
혈중 중성지방과 뇌졸중 발생에 상관관계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20). 또한 nonfasting 상태에서 혈액의 중성지방이 증가한 경우 남
녀 모두 허혈성 뇌졸중이 발생하는 것과 연관되었다고 보고되기도 
하였다21). 이 보고서에 의하면 nonfasting 상태에서 혈액내 중성지
방이 많다는 것은 식후에 만들어진 chlyomicron이나 간에서 만들
어진 VLDL에 cholesterol과 중성지방이 많은 지단백 분획
(remnant lipoprotein)이 증가하였음을 의미하며 이중 콜레스테롤
이 동맥의 혈관내피조직안으로 침투하여 축적될 수 있으므로 동맥
경화로 발전할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을 포함한 고지혈증의 원인을 한의학에서는 
飮食不節, 七情勞傷, 脾虛痰阻, 濕熱內蘊, 氣滯血瘀, 胃熱 腑實 등
으로 보며 한방제제를 통한 고지혈증 실험적 연구는 많이 보고되고 
있다. 처방으로는 加味補陽還五湯21,22), 丹蔘通脈湯과 丹蔘生脈散
23), 生津養血湯24), 四物活血湯25), 五精丸26) 등에서 고지혈증의 예
방 또는 치료에 유의성있는 효과가 있었음을 보고하였고, 단미로는 
丹參27), 粉防己와 淸風藤28), 山楂29), 薏苡仁30), 蒲黃31), 冬蟲夏草32)

를 먹인 동물에서 유의한 결과가 나타났다. 이중 어혈을 다스리는 
약물이 고지혈증 연구에 많이 연구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익모초는 
活血祛瘀효능과 利水효능을 같이 가지면서 성미가 微寒하므로 고
지혈증 예방과 치료에 활용될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었다. 
    일반적으로 설치류는 사람과 달리 총콜레스테롤중 
HDL-cholesterol이 차지하는 비율이 높아서 정상적인 조건에서는 
동맥경화가 생기지 않는다. 따라서 동맥경화를 유발하는 실험을 위
해 콜레스테롤, colic acid, oil 양이 많은 사료를 공급하여 혈액내 
총콜레스테롤 및 LDL-cholesteorl의 양이 증가하되 
HDL-cholesterol이나 중성지방의 증가는 뚜렷하지 않다33). 이러한 
증가는 colic acid를 첨가함으로써 사료안의 콜레스테롤과 지질흡
수를 증가시키고 간에서 콜레스테롤이 답즙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기 때문이다34). 본 실험에서 6주간 랫트에게 콜레스테롤이 
많은 고지방사료를 공급했을 때 정상군과 유의한 체중차이는 나타
나지 않았고 익모초를 투여한 군도 대조군과 체중차이는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것은 부고환조직의 지방량을 측정했을 때도 마
찬가지였다. 이에 반해 간조직의 무게는 대조군에서 증가하였는데 
간이 콜레스테롤 항상성을 유지하는 주요 장기이므로 콜레스테롤 
함유 사료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익모초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총 콜레스테롤이 
감소하였으며 이것은 LDL-콜레스테롤의 감소에 따른 변화임을 알 
수 있었다. 우리는 간조직안의 콜레스테롤 함량을 직접적으로 측정
하지는 않았지만 혈액내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만들어지므로 비슷하
게 감소하였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익모초 투여군에서 혈액내 
중성지방이 감소하였는데 간에서 만들어진 VLDL이 감소된 결과로 
보인다. 익모초 물추출물에 대한 고지혈증 연구가 보고된 바 있는
데, LDL-C만을 억제하였고 다른 지표에는 차이가 없었다고 보고되
었다35). 이들의 연구는 동맥경화유도형 사료를 20 일간 먹인 후 12 
일간 0.25 g/kg으로 투여하였기 때문에 고콜레스테혈증에 대한 익

모초의 치료적 영향을 평가했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반해 본 연구
는 동매경화유도형 사료와 동시에 익모초를 투여했으므로 예방적 
성격을 나타내며 또한 농도는 3 g/kg, 6 g/kg으로 높였다. 이 농
도는 인체에 투여할 수 있는 농도의 3배와 6배인데 설치류의 대사
가 빠르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농도 계산에서 인체 농도의 8∼10배
를 늘려서 투여한다는 실험적 조건을 반영했을 때36) 위의 연구에서
는 저농도 사용으로 인해 익모초의 콜레스테롤 저하 및 중성지방 
감소 효과가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여겨진다. 
    종합하면, 익모초 투여는 서구식 음식과 유사한 사료를 공급한 
고지혈증 모델에서 혈액내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을 감소하여 동
맥경화 예방 및 치료를 위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우리가 수행한 
결과는 간의 무게와 혈액내 지질 함량만을 분석하였기 때문에 익모
초가 장에서 콜레스테롤 흡수를 저해한 것인지 아니면 간에서 콜레
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주었는지는 정확히 규명하지 못했다. 향후 
실험에서는 여기에 대한 기전연구를 보충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결    론

    익모초가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미치는 효과를 실험적으로 규명
하기 위해 동맥경화유도 식이를 통한 고지혈증  병태모형을 이용하
여 지질대사와 관련된 지표를 평가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
었다. 간조직 무게는 대조군에 비해 익모초투여군이 유의하게 감소
하였으며 혈청내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중성지방 
함량이 익모초를 투여한 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한 감소를 보여
주었고 HDL-cholesterol은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
를 통해, 익모초 경구투여가 콜레스테롤대사에 조절함을 알 수 있
으며 향후 이에 대한 기전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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