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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죽상동맥경화증을 유발하는 주요 인자인 고지혈증
(hyperlipidemia)은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인지질 및 지방산 등 
주요 지질의 혈중 함량이 과도하게 증가된 상태이다1). 총콜레스테
롤 수치가 240 ㎎/㎗ 이상, 중성지방 수치가 200 ㎎/㎗ 이상인 경
우 고지혈증으로 진단할 수 있다2). 암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사인에 
속하여 현대사회에서 문제시 되고 있는 뇌혈관질환과 심장질환3)은 
죽상동맥경화증으로 인한 혈류 감소로 발생되므로1) 이러한 뇌심혈
관계 질환을 예방하거나 치료하기 위해서는 고지혈증의 개선이 선
행되어야 한다4).
    현재 고지혈증 개선을 위해 사용되는 약물 제제에는 스타딘, 
음이온 교환수지, 프로브콜, 니코틴산 유도체, 피브린산 유도체 등 
여러 가지가 있다5). 이러한 약물들은 투여를 중지할 경우 혈중 지
질치가 다시 상승되므로 장기간의 지속적 투여를 요하게 되는데6), 
장복할 경우 피로, 수면장애, 오심, 피부발진, 근육통, 위장장애, 두
통, 소양증, 변비 또는 설사 등의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7). 이에 혈중 지질을 낮추면서 부작용 없이 장복할 수 있는 치
료제의 요구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
    옻은 한의학적으로 혈액순환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위장질환, 
심장질환, 부인과 질환 등에 효과가 있으며8) 한의학적으로는 어혈
(瘀血), 징가(癥瘕), 부인경폐(婦人經閉) 등을 치료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9). 최신 연구에 따르면 옻에 함유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 성분은 항염증10,11), 항산화12-14), 항균 및 α-glucosidase 억제
효과15), 세포내 지방 축적 억제활성16)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러나 옻은 수포, 가려움, 발진 등의 접촉성피부염을 유발
하는 urushiol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그 사용이 제한적이다17). 
    2004년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는 알레르기 유발성분인 
urushiol을 포함하지 않는 옻 추출물에 대한 사용 규제를 완화하
였으며18) 2011년 농업진흥청에서는 urushiol이 제거된 옻의 식품 
사용이 확대될 경우 2007년 6억 2,000만 원에 머물렀던 옻나무 식
용판매액이 2017년에는 360억원 규모의 산업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측하였다19). 이처럼 옻이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인식되면서 옻을 
산업적으로 이용하려는 시도가 증가하여 현재 온오프라인에서 

발효옻 추출물이 흰쥐의 식이성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

김정범·김태연1*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병리학교실, 1 : 세명대학교 한의과대학 예방의학교실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on Diet-induced Hyperlipidemia in Rats

Jeung Beum Kim, Tae Yeon Kim1*

Department of Pathology, 1 :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antihyperlipidemic activity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FRVSE) on diet-induced hyperlipidemia in rats. The animals were divided into 4 groups of the normal 
group(fed with normal diet), control group(fed with high fat diet), sample A group(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FRVSE 192 ㎎/㎏/day), sample B group(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FRVSE 384 ㎎/㎏/day), and received oral 
administration of each prescription with diet for a period of six weeks. The changes in the body weight, the liver 
weight, the epididymal fat weight, and the plasma levels of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TG), high density 
lipoprotein(HDL) cholesterol and low density lipoprotein(LDL) cholesterol were measured. In sample A group, the weight 
of liver and plasma level of TG decreased significantly.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the plasma level of total 
cholesterol, TG and LDL cholesterol in the sample B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FRVSE have a good 
antihyperlipidemic activity and a potential to treat hyperlipidemia.
keywords :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FRVSE), Hyperlipidemia,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TG), High 

density lipoprotein(HDL) 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LDL) cholesterol

* Corresponding author

Tae Yeon Kim, Department of Preventive Medicine, College of Korean Medicine, Semyung University, 65, Semyung-ro, Jecheon-si, 

Chungcheongbuk-do, Korea

·E-mail : violet805@hanmail.net  ·Tel : +82-43-649-1339

·Received : 2015/12/09  ·Revised : 2016/02/17  ·Accepted : 2016/02/29

ⓒ The Society of Pathology in Korean Medicine, The Physiological Society of Korean Medicine 

pISSN 1738-7698  eISSN 2288-2529  http://dx.doi.org/10.15188/kjopp.2016.06.30.3.142

Available online at http://www.hantopic.com/kjopp/KJOPP.htm



J. B. Kim et al 143

urushiol 제거된 다양한 형태의 옻 가공품이 판매되고 있으나18) 그 
효과에 대해서는 과학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는 어혈(瘀血)을 치료하는 옻의 효능이 고지혈증
에도 유효할 것으로 판단되어 흰쥐에 고지방식이로 고지혈증을 유
발한 후 urushiol이 제거된 발효옻 추출물의 효과를 관찰해 보고
자 하였다. 흰쥐의 체중, 간장 무게 및 부고환 지방 무게를 측정하
여 그 변화를 관찰하였고, 혈액학적인 검사를 통하여 총콜레스테롤
(total cholesterol), 중성지방(triglyceride, TG), 고밀도지단백
(high density lipoprotein, HDL) 콜레스테롤 및 저밀도지단백
(low density lipoprotein, LDL) 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실험결과 발효옻 추출물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몇 가지 
유효한 효과가 관찰되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6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Rats(나라바이오텍, 한국)를 
구입하여 세명대학교 청정동물사육실(온도 23 ± 1℃, 습도 55 ± 
5%, 조명 12시간 주기)에서 일주일간 적응시킨 후 육안적으로 건
강한 개체만을 선택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전 실험기간 동안 해
당 사료와 음용수는 충분한 양을 제공하였으며 효소 활성의 일중 
변동을 고려하여 약물 투여는 매일 오전 같은 시간대에 실시하였
다.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실험 계획서는 세명대학교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을 받았다(승인의결번호 : smecae 14-09-01).

2. 시료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발효옻 추출물은 옻가네(충북 제천)에서 구
입하였다. 6000 ㎖의 발효옻 추출물을 감압농축기(Rotavaper 
R-144, BUCHI, Swiss)로 400 ㎖가 되도록 감압 농축한 후 –80℃
에서 동결시켰다. 이를 다시 동결건조기(Freeze dryer system, 
Labconco, USA)를 이용하여 7일 간 동결건조 시킨 후 40.8 g의 
분말을 얻었다. 시료는 –20℃에 보관하였다가 실험 직전 생리식염
수에 희석하여 0.2 ㎛ 실린지필터(Millipore, Ireland)로 멸균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3. 투약용량 결정
    환·산제(丸·散劑)에 들어있는 한약재인 건칠의 1회 복용량이 
2-4 g인 점을 감안하여 60 kg 성인의 건칠 1회 복용량을 4 g으로 
정한 후에 이에 비례하여 250 g 쥐의 1회 건칠 복용량 기준을 16 
㎎으로 계산하였다. 옻나무의 수지를 건조시킨 건칠과 비교하여 발
효옻 추출물에 포함되어 있는 유효 성분은 소량인 점을 감안하여 
실험시 최종 투여할 발효옻 추출물의 양은 쥐의 1회 건칠 복용량 
기준의 3배인 48 ㎎(실험군 A)과 6배인 96 ㎎(실험군 B)으로 결정
하였다. 

4. 고지혈증 병태 유발
    흰쥐에게 6주 동안 고지혈증 사료와 물을 자유 급식케 하면서 
고지혈증을 유발시켰다. 사료는 미국 Research Diets사(Product 

# D12336)에서 제조한 것을 국내 유니페이스사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구성내용물은 다음과 같다.

Table 1. Composition of High 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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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실험군의 설정 및 처치
    흰쥐 40마리를 정상군, 대조군, 실험군 A 및 실험군 B에 각 
10마리씩 배정하였다. 아래와 같이 처치하였으며, 6주가 경과한 후 
모든 개체를 부검하여 채혈하였다. 
    정상군(Normal Group)에는 6주 동안 일반 흰쥐용 사료(나라
바이오텍, 한국)를 물과 함께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면서 생리식
염수 2 ㎖를 1일 1회 6주(42일)간 경구 투여 하였다.
    대조군(Control Group)에는 6주 동안 고지혈증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여 고지혈증을 유도하였다. 또한 동시에 생
리식염수 2 ㎖를 1일 1회 6주(42일)간 경구 투여 하였다.
    실험군 A(Sample A Group)에는 6주 동안 고지혈증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면서 3배 발효옻 추출물(24 ㎎/㎖)을 
1일 1회 2 ㎖씩 6주(42일)간 경구 투여 하였다.
    실험군 B(Sample B Group)에는 6주 동안 고지혈증 사료와 
물을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면서 6배 발효옻 추출물(48 ㎎/㎖)을 
1일 1회 2 ㎖씩 6주(42일)간 경구 투여 하였다.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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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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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혈액화학적 검사
    실험 6주차 종료일에 모든 동물을 12시간 절식시키고 나서, 에
테르(ether)로 마취한 후 심장 채혈하여 3000rpm에서 10분간 원
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이 혈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
질 함량을 측정하였다.
  (1)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측정 
    혈청 중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총콜레스테롤 측정용 시약(아
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 혈청 중 중성지방 측정
    혈청 중의 중성지방 함량은 중성지방 측정용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3) 혈청 중 HDL 콜레스테롤 측정
    혈청 중의 HDL 콜레스테롤 함량은 에취디엘 콜레스타제 AM 
203-K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4) 혈청 중 LDL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혈청 중의 LDL 콜레스테롤 함량은 총콜레스테롤, HDL 콜레스
테롤, 중성지방의 함량을 토대로 Friedewald의 공식[LDL 콜레스테
롤 = 총콜레스테롤 - HDL 콜레스테롤 - (중성지방/5) ]20)에 의거
하여 산출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실험결과를 Student’s t-test를 통하여 
p<0.05인 경우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고, 측정값의 
표현은 mean±standard error of mean(S.E.M)으로 하였다.

결    과

1. 체중에 미치는 영향
    체중 변화를 관찰한 결과,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모두 대조군이 
정상군보다 증가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실험군 A 
및 실험군 B 모두는 1주차부터 6주차까지 대조군보다 감소하는 경
향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2).

Table 2.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the 
Body Weight in Rats Treated with 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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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33

415.0±1
3.51

411.8±1
4.48

Sample A 10 229.1±
1.83

273.9
±2.51

319.4
±4.13

351.9±
5.46

380.0±6
.67

403.0±7
.72

400.5±8
.19

Sample B 10 226.6±
2.01

276.9
±1.89

322.6
±2.43

355.8±
3.05

386.5±4
.18

409.7±4
.47

408.9±5
.19

a) : mean±standard error.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high fat diet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192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384 ㎎/㎏/day for 6 weeks. 

2. 간장 무게에 미치는 영향
    간장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
향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Table 3).

Table 3.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on the 
Liver Weight in Rats Treated with High Fat Diet

Group No. of Animals Liver Weight (g)
Normal 10 11.9 ± 0.46a)

Control 10 21.7 ± 1.00***
Sample A 10 19.0 ± 0.60#

Sample B 10 20.1 ± 0.76

a) : mean±standard error.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high fat diet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192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384 ㎎/㎏/day for 6 week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5)

3. 부고환 지방 무게에 미치는 영향
    부고환 지방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의 경우 정상군에 
비하여 소폭 상승하였고, 대조군과 비교하여 실험군 A의 경우 소폭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실험군 B의 경우 변화가 관찰되
지 않았다(Table 4).

Table 4.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on the 
Epididymal Fat Weight in Rats Treated with High Fat Diet

Group No. of Animals Epididymal Fat Weight (g)

Normal 10 5.7 ± 0.29a)

Control 10 5.8 ± 0.29

Sample A 10 5.4 ± 0.12

Sample B 10 5.8 ± 0.18

a) : mean±standard error.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high fat diet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192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384 ㎎/㎏/day for 6 weeks. 

4. 혈청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
    대조군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
가하였다.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
고,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Table 5).

Table 5.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on the 
Serum Total Cholesterol Levels in Rats Treated with 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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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10 73.6 ± 1.42a)

Control 10 237.6 ± 10.36***

Sample A 10 208.7 ± 10.62

Sample B 10 207.0 ± 9.55#

a) : mean±standard error.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high fat diet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192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384 ㎎/㎏/day for 6 week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5)

5. 혈청 중 중성지방 함량에 미치는 영향
    대조군의 중성지방 함량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상
승이 관찰되었다. 실험군 A와 실험군 B는 대조군에 비하여 모두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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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the 
Serum Triglyceride Levels in Rats Treated with 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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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10 91.6 ± 4.01*
Sample A 10 71.5 ± 6.26#

Sample B 10 64.1 ± 7.27##

a) : mean±standard error.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high fat diet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192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384 ㎎/㎏/day for 6 week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 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5)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1)

6. 혈청 중 HDL 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
    대조군의 HDL 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
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Table 7).

Table 7.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on the 
Serum HDL Cholesterol Levels in Rats Treated with 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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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ontrol 10 25.3 ± 2.59**
Sample A 10 31.2 ± 2.24
Sample B 10 32.8 ± 2.22# 

a) : mean±standard error.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high fat diet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192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384 ㎎/㎏/day for 6 week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7. 혈청 중 LDL 콜레스테롤 함량에 미치는 영향
    대조군의 LDL 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
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Table 8).

Table 8. Effects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on the 
Serum LDL Cholesterol Levels in Rats Treated with 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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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rmal 10 33.0 ± 4.31a)

Control 10 64.6 ± 5.74***

Sample A 10 48.4 ± 5.59

Sample B 10 46.7 ± 4.54# 

a) : mean±standard error. Normal : fed with normal diet for 6 weeks. Control : 
fed with high fat diet for 6 weeks. Sample A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192 ㎎/㎏/day for 
6 weeks. Sample B : fed with high fat diet and medicated water extract of 
Fermented Rhus verniciflua Stokes 384 ㎎/㎏/day for 6 weeks.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01) # : statistically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고    찰

    고지혈증(hyperlipidemia)은 암에 이어 사망원인 2,3위를 차지
하는 심장질환과 뇌혈관질환을 일으키는 주요 원인3,21)이다. 고지혈
증은 매년 상승추세를 보이고 있는 질환으로서 진료인원은 2008년 

74만 6000명에서 2013년 128만 8000명으로 최근 5년간 무려 
72%나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다22). 
    고지혈증은 혈장 내 총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농도 중 한 가지 이상이 비정상적으로 높은 상태를 의미하는 용어
로써, 엄밀하게는 지단백 대사의 이상으로 총콜레스테롤, LDL 콜
레스테롤, 중성지방이 높은 경우와 HDL 콜레스테롤이 낮은 경우가 
포함된 이상지질혈증(dyslipidemia)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진단은 
혈액검사로 충분하며 상기 인자 들 중 죽상경화의 진행에 가장 밀
접히 관련된 LDL 콜레스테롤은 치료지침 결정에 중요한 지표가 된
다23,24). 
    고지혈증 치료제에는 담즙산 차단제, 스타틴, 피브린산 유도체, 
프로부콜 등이 있다. 이들은  관상 동맥 심장 질환, 심혈관 사망, 
치명적 및 비치명적 뇌졸중 등의 죽상경화성 심혈관질환
(atherosclerotic cardiovascular disease, ASCVD)의 빈도를 감
소시키나, 스타틴 약물요법의 경우 횡문근융해증이나 근육병증과 
같은 심각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하여 약물요법의 위험에 비해 혜택
이 큰 환자들에 한하여 사용이 제한적이며, 담즙산 차단제의 경우 
복부팽만 방귀, 변비 등의 위장관 부작용이 있고, 피브린산 유도체
도 위장 증상을 발생시킬 뿐 아니라 신부전 환자에 있어서는 근병
증을 유발할 위험성도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혈중 콜레스테롤 
조절은 국가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만성질환 중 하나인 뇌심혈관질
환을 감소시키는 치료전략의 하나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고 
있는 만큼26,27) 오랜 기간 동안 사용되면서 유효성과 안정성이 확보
되어 있는 한약재로부터 고지혈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물을 탐색하
는 것은 국민보건향상에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본 연구를 진행하였다.
    한의학적으로 고지혈증은 飮食失調, 運動不足, 七情損傷, 先天
不足, 臟腑機能失調 등이 원인으로 膏粱厚味의 過飮過食으로 장부
의 기능이 실조되어 臟腑輸化不及, 飮食不歸正化, 脂質輸化障碍로 
발병하게 되거나, 先天稟賦不足으로 陽化氣 陰成形 하지 못하여 
과도한 지질이 滲入血中하여 발생한다28). 臟腑 중에는 주로 肝脾腎
과 연관되어 있으며, 한의학적 병태는 痰濁, 火熱, 氣滯血瘀, 脾胃
濕熱 등의 實證과 肝腎陰虛, 脾腎虧虛 등의 虛證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 있다29). 
    고지혈증의 치법에는 일반적으로 理氣祛痰, 利濕化痰, 活血化
瘀, 淸熱利濕, 健脾益腎 등이 응용되고 있는데30), 중국에서는 활혈
화어의 효능을 지닌 약물을 고지혈증, 죽상경화증을 치료하데 활용
하는 경우가 많으며28), 국내의 연구결과도 주로 어혈을 치료하는 
약물들이 고지혈증에 유효함을 보고하고 있다31-34). 또한 [景岳全
書]에서는 “痰涎本皆血氣, 若化失其正, 則臟腑病, 津液敗, 而氣血
卽成痰涎”이라 하여 痰濁이 血脈上에서 脈絡을 壅塞不通하여 血瘀
에까지 이르러 되어 痰瘀互結로 脈痺가 되며 中風을 일으킬 수 있
다고 하였는데35) 胸痺의 범주에 속하는 협심증, 심근경색 등의 허
혈성 심장질환과 中風의 범주에 속하는 뇌경색, 뇌출혈 등의 뇌혈
관질환은 고지혈증으로 발생되므로26) 胸痺나 中風을 유발하는 瘀血
을 고지혈증의 주요 병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사료된다.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는 옻나무과
(Anacardiaceae)에 속하는 낙엽교목으로 옻나무의 수피에서 분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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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즙액인 옻은 각종 산과 알칼리에 쉽게 부식되지 않으며 내열
성 방수 방충 방부 효과가 뛰어나 가구나 공예품등의 천연도료로 
사용되고, 수피는 혈액순환을 촉진시키고 위산과다 등의 위장질환
과 심장질환, 부인과 질환 등에 사용되고 있다8,36). 또한 연구를 통
하여 옻의 항종양37,38), 항산화12,14-16,39,40), 항혈전 활성41), 세포내 
지방 축적 억제활성16)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
면서 건강기능성 식품 및 의·약품 소재로서 많은 주목을 받고 있으
나 고지혈증과 관련된 연구는 진행된 바가 없다.
    옻을 건조한 건칠은 한의학에서 活血化瘀藥으로 분류되어 瘀
血이 阻滯되어 나타나는 經閉痛經과 癥瘕 등을 치료하는 환·산제에 
사용되어 왔다. 성질이 辛苦溫하여 辛散苦泄하고 溫通行滯케 하여 
破血攻堅하는 약성을 지니고 있으므로9) 고지혈증의 주요 병인을 
瘀血로 볼 시 乾漆의 破瘀血의 효능은 혈중 지질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옻의 주요성분인 urushiol은 특정인에 피부염을 유발하여 옻
의 임상적 응용에 제한을 초래하므로17,42), 안전성이 확보된 
urushiol 제거 기술에 대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
정이다19). 현재 사용되고 있는 방법 중 헥산 및 아세톤 등을 사용
하는 화학적인 방법43)과 전자선과 방사선 등 전자이온화 에너지를 
사용하는 방법44)의 경우 인체 및 환경에 좋지 않은 영향을 줄 수 
있으나, 발효방법의 경우 친환경적이며 발효과정에서 발생하는 대
사물질이 우리 몸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표준화된 생산법으로 알레르기 성분을 제거
하고 복용하기 쉽도록 제조된 발효옻 추출물46)을 사용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최근 보고된 연구에 의하면 체중과 혈중의 지질농도는 상호 연
관되어, 체중이 감소하면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LDL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며, 체중이 증가하면 이들 함량 또한 증가한다고 하
였으나47), 본 연구결과에서는 실험군과 대조군 간의 체중변화는 관
찰되지 않았다.
    간장은 지질대사에 있어서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기
관으로 지방산의 합성 및 산화 그리고 중성지방, 인지질, 콜레스테
롤 및 지단백 등의 합성을 위한 장소이다. 또한  남성의 고환이나 
여성의 난소 등은 성호르몬을 생산하는 기관으로서 많은 양의 콜레
스테롤을 필요로 하는 장기이다. 그러나 고지방 식이는 간장 내에 
과도한 지방축적을 초래하여 체내의 에너지 공급 등 주요 대사의 
중심기관인 간장의 정상 대사에 치명적인 영향을 발생시키고 체내 
지방대사의 불균형을 초래하므로 생식기계를 비롯한 내장 주변에 
지방축적이 유발된다48-50). 본 연구에서 간장의 무게를 측정한 결
과, 대조군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으며, 실
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가 관찰되었다. 실험군 
B도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군과 비교하여 간장 무게가 감
소되었다. 이것으로 보아 발효옻 추출물은 고지방식이로 초래되는 
간장의 지방축적을 억제하는 효과를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부
고환의 지방 무게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소폭 상
승하였고, 실험군 A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소폭 하강하였으나 유의
성은 없었으며,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변화가 없었다. 이
것으로 보아 발효옻 추출물은 간장에 특이적으로 지방축적을 억제

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혈중 총콜레스테롤 농도의 감소는 혈청 지질 성분의 농도를 감
소시켜 고콜레스테롤 혈증으로 인한 관상동맥질환, 죽상경화증, 고
혈압 등의 발병률을 감소시킬 수 있다51). 실험 결과, 대조군의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다.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이것으로 보아 발효옻 
추출물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되는 총콜레스테롤 상승에 대하여 억제
효과가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고농도의 발효옻 추출물이 
더욱 큰 억제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지방은 인체 내에서 에너지 운반 및 축적, 조직이나 장기
의 형태유지 등에 관여한다. 혈중 중성지방의 함량이 낮은 경우에
는 영양불량의 가능성이, 함량이 높은 경우에는 동맥경화성 심혈관 
질환의 위험률이 높으므로 환자에게 적절한 주의가 필요하다51). 실
험 결과, 대조군의 중성지방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
가하였고, 실험군 A와 B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
다. 이를 통해 발효옻 추출물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되는 고중성지방
혈증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에서 생성되는 HDL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을 비롯한 조직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분해 제거하는 역할을 하므로, 혈중 
함량이 낮아지면 동맥경화성 질환을 일으키기 쉽다52). 실험 결과, 
대조군의 HDL 콜레스테롤 수치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
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
다. 따라서 발효옻 추출물은 HDL 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켜서 
고지혈증을 개선하는데 효과가 있다고 판단된다.
    LDL 콜레스테롤은 혈중 콜레스테롤을 조직으로 운반하는데, 
동맥 혈관에 콜레스테롤이 축적되면 동맥경화증과 심장병을 유발하
는 원인이 된다52). 실험 결과, 대조군의 LDL 콜레스테롤 함량은 정
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
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이를 통해 발효옻 추출물이 LDL 콜레스테
롤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실험결과를 종합해 보면, 발효옻 추출물은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간장의 지방 축적 억제, 총콜레스테롤 감소, 중성지방 감소, 
HDL 콜레스테롤 증가, LDL 콜레스테롤 감소라는 5가지 항목에서 
유의성 있는 효과를 가짐으로써 양호한 고지혈증 억제효과를 가진 
것으로 판단된다. 추후 바이오마커를 통한 혈중 콜레스테롤 감소에 
대한 메커니즘 실험을 진행하여 의약분야 소재로 옻의 사용 범위 
확대에 기여할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결    론

    발효옻 추출물이 고지혈증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흰쥐에 고지방식이를 6주간 제공하며 고지혈증을 유발하고, 실험군 
A에는 192 ㎎/㎏/day, 실험군 B에는 384 ㎎/㎏/day의 발효옻 추
출물을 경구 투여한 후 체중 변화, 간장무게 변화, 부고환 지방 무
게 변화를 관찰하였고, 혈청 중의 총콜레스테롤, 중성지방, H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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콜레스테롤, LDL 콜레스테롤의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체중 측정 결과, 실험군 A와 B 모두 6주 동안 대조군보다 감
소하는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간장무게 측정 결과,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
는 감소가 관찰되었고 실험군 B도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으나 대조
군과 비교하여 간장 무게가 감소되었다. 
    부고환 지방 무게 측정 결과, 실험군 A와 B는 대조군과 비교
하여 유의성 있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총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결과,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감
소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
게 감소하였다.
    중성지방 수치 측정 결과, 실험군 A와 B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HDL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결과,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
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내었다
    LDL 콜레스테롤 수치 측정 결과, 실험군 A는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실험군 B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유
의성 있게 감소되었다.
    따라서 고농도의 발효옻 추출물은 고지혈증을 치료 또는 예방
하는데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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