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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examined the effects of 2% Lycii fructus powder (LFP) supplementation on lipid metabolism in rat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administered 1% cholesterol and 0.25% sodium cholate to induce hypercholesterolemia. Then,

40 rats were divided into four diet groups: a normal diet group (NC), high cholesterol diet group (HC), normal diet plus 2%

Lycii fructus powder (NC-LFP) group, and high cholesterol diet plus 2% Lycii fructus powder (HC-LFP) group. The HC

group presented higher growth rates and liver weights than NC and NC-LFP however, growth rates and liver weights in the

2% LFP administered groups gradually decreased. HC also showed increased serum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free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levels and decreased atherogenic index values, HDL-cholesterol, and phospholipid levels,

whereas LFP group showed decreased serum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free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levels as

compared to HC.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serum triglyceride, phospholipid,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free

cholesterol concentrations between the normal diet groups (NC and NC-LFP). The high cholesterol diet groups (HC and

HC-LFP) had significant increases in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ate aminotransferase (AST), alkaline

phosphatase (ALP), and lactate dehydrogenase (LDHase) activities. And the 2% LFP administered groups had lower

hepatic concentrations of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s than the HC groups. Overall, the results suggest that Lycii fructus

powder has hypochloesterolemic effects by reducing serum and liver cholesterol cont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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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우리나라 사람들의 식사패턴이 식물성 식품과 당질 위주

에서 육류, 가공식품 및 지방 함량이 높은 식품의 섭취 증

가로 변화됨에 따라 질병 발생의 양상에 많은 영향을 미치

고 있다(Moon 1996). 특히 부적절한 식습관으로 인한 영양

상태의 불균형은 만성 퇴행성 질환인 고혈압, 당뇨병, 심장

병, 동맥경화증, 암 등에 대한 발병율이 높아지고 있는 실

정이다(Lee & Chung 2000Korean National statistical

office 2008). 그 중 심혈관계질환 위험 인자인 고콜레스테

롤혈증(hypercholesterolemia)은 혈장내에 콜레스테롤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된 상태로 동맥경화의 직접적인 요인이

되고 있다(Levy 1981).

따라서 지방의 과다 섭취는 혈중 LDL-콜레스테롤 상승,

지방의 축적, 인슐린 저항증, 체중증가(Frantz 등 1989) 등

을 가져온다. 한편 만성질환의 치료와 예방을 위해 기능성

생리 활성 성분을 함유하고 있는 식물자원이나 식품성분에

관한 연구(Yun 등 2003)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러한

기능성 식품 가운데 구기자(Lycii fructus)는 가지과

(Solanaceae)에 속하는 낙엽성 소관목인 구기자나무

(Lycium chinesis)의 성숙한 과실로 어린순은 천정초, 뿌

리 껍질은 지골피, 열매는 구기자라고 불리며 과실의 모양

은 달걀형이나 긴 타원형으로 크기가 1.5-2.5cm 정도이며

8월경 부터 수확된다. 우리나라에서는 전남 진도와 충남 청

양군이 주산지이며, 대만, 일본, 중국 등지에서 자생하거나

재배되고 있는 생약제로 한방에서는 인삼 등과 함께 독성이

없는 120종의 상약군으로 취급하고 있다(You 1988; Lee 등

1998). 구기자 성분으로는 과당과 소량의 단백질, 지방, 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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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소, 탄닌(Sheo 등 1986; Oh 등 1990) 및 무기질과 비타

민도 함유되어 있다(Akiyoshi 등 1982). 뿐만 아니라

Choline의 유도체로 0.1% 함유되어 있는 betain은 인체내

에서 산화된 형태로 변화될 뿐만 아니라 메틸기의 공급원으

로 작용하며 동맥경화와 고혈압 예방 및 간기능과 시력을 보

호하고 숙취를 해소시킨다고 알려졌다. 또한 구기자 성분인

zeaxanthine은 간섬유증의 증상을 호전시키고(Kim 등

2002), uracill, betain, rutin 등의 물질들은 혈당 강하 효

과를 나타낸다(Shin 등 1997; Park 2002). 특히 Kim

(1998)은 구기자 섭취에 의한 고지방식이 흰쥐의 경우 혈중

중성 지방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고 한다. 이외에 함암효

과(Park 2002), 면역증진효과(Park 등 2000), 혈압강하

(Do 등 1993) 및 항산화효과(Chung 등 2004), 전통음료

개발(Lee 등 1992) 및 상용식품개발(Joo 1988)이 보고된

바 있다.

이처럼 구기자에 대한 약리 효능에 관한 연구는 주로 구

기자의 일정 성분을 추출한 후 고농도로 동물에 주입시킨 실

험과 음용수(일종의 차)로서 구기자를 섭취했을 때의 효과

로 구기자 분말 식이를 이용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생리작용과 항산화성이 풍부한 구

기자 분말 섭취가 흰쥐의 혈액과 간조직의 지질대사 및 효

소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재료

본 실험에 사용한 재료는 2006년도에 생산된 건조 구기

자(전남 진도산)를 구입하여, 70±5oC 열풍 건조기에서 6시

간 건조한 다음 분쇄기(대우분쇄기 KMF-360, 한국)로 마

쇄한 후 100 mesh로 분말화하였다. 본 식이 조제시 2% 구

기자 분말 섭취는 Chung(2004)과 Choi(1996)의 근거를 기

준으로 첨가하였다.

2. 실험 동물 및 식이 조성

실험 동물은 Sprague-Dawley계 8주령 웅성 흰쥐

(Samtaco Co.)를 구입하여 온도 20±2oC, 습도 50-60%,

12 hour dark-light로 자동 설정된 동물 사육 실험실에서

사육하였으며, 실험 첫 일주일은 시판 고형 사료(삼양사)로

적응시켰으며, 사육기간 동안 물과 사료는 자유 급식시켰

다. 실험 동물의 평균 체중은 250±10 g으로 난괴법에 따라

10마리씩 4그룹으로 나누어 한마리씩 사육 상자에 넣어 6주

간 사육하였다. 각 실험군의 식이조성은 <Table 1>에서 보

는 같이 AIN-93을 기준(Reeves 등 1993)으로 실험 동물

용 식이 조성에 따라 제조하였으며, 고콜레스테롤혈증 유발

식이는 콜레스테롤 1%, 콜산나트륨 0.25%를 첨가하여 조제

하였다. 실험식이 배합에 사용된 casein은 sigma 사(USA,

Co) celluloses와 mineral mixture, choline bitatrate,

vitamin mixture는 ICN 사(USA)에서, corn starch와 우

지는 롯데삼강에서 sucrose와 corn oil은 제일제당에서 구

입하였다.

3. 체중증가량, 식이효율 및 식이섭취량

체중은 매주 1회 정해진 시간에 따라 측정하였으며, 식이

섭취량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한 후 급여량에서 잔량을

감하여 계산하였고,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FER)]

=총 실험기간의 체중 증가량/총 실험기간의 식이 섭취량으

로 산출하였다.

4. 실험동물의 처리

6주간 실험식이 종료일에 16시간 절식시킨 다음 각 실험

동물을 ethyl ether로 마취한 후 개복하여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혈된 혈액은 4oC, 3000 rpm에서 20분간 원

심분리한 혈청을 -70oC 냉동고에 보관하면서 지질 함량 및

효소 활성 측정 시료로 사용하였고, 간 조직은 적출한 즉시

0.9% 생리식염수로 세척한 다음 여과지로 표면의 수분을 완

전히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5. 혈청지질 함량 분석

Total cholesterol은 R 208 Kit 시약(cholestero-R 시약,

영동제약, 한국)으로, Triglycerdie는 TG kit(Boehringer

Mannheim, Germany)를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인지질 함

량은 L-PL(L-phospholipid)kit 시약(Sinyang, Japan),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VLDL-cholesterol

kit 시약은 Enzymetic cholorimetry 방법을 이용한 kit

<Table 1> Composition experimental diet (g/Kg diet)

Ingredient  NC3)  NC-LFP4)  HC5)  HC+LFP6)

Casein  200.0  200.0  200 .0  200.0
Corn starch  425.7  425.7  367.3  367.3
Sucrose  212.8  212.8  208.7  208.7
Corn oil  50.0  50.0  0.0  0.0
Beef tallow  0.0  0.0  100.0  100.0
Mineral mix1)  50.0  50.0  50.0  50.0
Vitamin mix2)  10.0  10.0  10.0  10.0
Choline bitatrate  1.5  1.5  1.5  1.5
Cellulose  50.0  30.0  50.0  30.0
Cholesterol  0 .0  0.0  10.0  10.0
Sodium cholate  0.0  0.0  2.5  2.5
Lycii fructus 
powder  20 .0  20.0

Total calroie
(Kcal/100 g diet)  380.4 kcal  380.4 kcal  400.4 kcal  400.4 kcal

1)AIN-93 mineral mix, ICN Biomedicals, USA
2)AIN-93 vitamin mix, ICN Biomedicals, USA.
3)NC: Normal diet
4)NC-LFP: Normal diet+2% Lycii fructus powder
5)HC: High cholesterol diet
6)HC-LFP: High cholesterol diet+2% Lycii fructus powd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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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DL-cholesterol:Boehringer Mannheim, Germany,

LDL-cholesterol, VLDL-cholesterol:Daichi, Japan)를

사용하여 생화학자동분석기(Hitachi-7150, Japan)분석하

였다. 동맥경화지수(AI:atherogenic index)는 Hagulund

등(Hagulund 등 1991)에 의한[(total cholesterol-HDL-

cholesterol/HDL-cholesterol)]을 이용하여 계산하였고,

심혈관위험지수(cardiac risk factor, CRF)는 총콜레스테

롤을 HDL-콜레스테롤로 나누어 구하였다(Allred 1990).

총지질은 phospho-vanillin 시약(Advanced diagnostics,

USA)으로, free cholesterol 및 ester-cholesterol은 효소

Kit 시약(Sigma Co. USA)으로 흡광광도계(Hitachi-7180,

Japan)로 측정하였다.

6. 혈청 중 AST, ALT, ASP 및 LDH 활성 분석

혈청 중의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ate

aminotransferase(ASP), Lactate dehydrogenase(LDH)

및 Alkaline phosphatase(ALP)는 Kit 시약(Boehringer

Mannheim, Germany)을 이용하여 발색시킨 후 모두 흡광

분석기(Hitach-747, Japan)로 농도를 측정하였다.

7. 간조직 중 총지질, 중성지질, 총 cholesterol 및 HDL-

cholesterol

간조직중 총지질 농도는 Bligh와 Dyer의 방법(Bligh &

Dyer 1989)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의 중성지방, 총

cholesterol 농도는 감압건조시킨 총지질을 5 mL의

methanol로 녹인 후 상기의 분석방법에 따라 효소비색법을

이용한 Kit 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HDL-cholesterol

농도는 heparin-MgCl2 침전법을 이용하여 LDL과 VLDL

을 침전시키는 cholesterol oxidase kit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Nam 등 2002)

8.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 package

(version 11.5)를 이용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과 표준 편차

로 표시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ANOVA, 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비교 분석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체중증가량, 식이효율 및 간장/체중 무게

1%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에 따

른 흰쥐의 체중증가량, 식이효율 및 간장/체중 무게는

<Table 2>와 같다. 체중 증가량은 HC군(1% 고콜레스테롤

단독 식이군)에 비하여, NC-LFP군(정상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식이효율은 각

실험군간에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구기자 첨가로 인

한 체중 증가량의 감소는 Kim 등(1998)이 고지방식이군에

비하여 2% 구기자 분말군의 체중 증가량이 감소하였다는 보

고와 유사하였다.

체중당 간조직의 무게는 HC군에 비하여 구기자 분말 첨

가 식이군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Sung 등(1997)과 Park

(1994)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본 연구에서 2%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군이 고콜레스테롤 급여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은 구기자 분말이 조직내 간 지방 축적 억제에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사료된다.

2. 혈청 중 총지질, 중성지질, 및 인지질 함량

1%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군의

혈청 총지질, 중성지질, 인지질 함량은 <Table 3>과 같다.

총지질 함량은 HC군이 414.00±49.02 mg/dL에 비하여,

HC-LFP군이 365.50±16.51 mg/dL로 감소하였다. 중성지

질 함량은 HC군이 79.38±6.81 mg/dL, NC군이 72.40±

1.84 mg/dL에 비하여 각각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군이

65.63±7.54-68.04±9.57 mg/dL로 감소하였다. Chung

<Table 2> Body weight gain, feed intake, feed efficiency ratio (FER) and liver index in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with Lycii fructus powder

Group1) Body weight gain
(g/6 week) 

 Feed intake
(g/day)  FER  Liver index tissue

(g/100g body wt)
NC 170.89±12.42)ab3) 18.26±2.45b 0.22±0.08 3.12±0.31ab

NC-LFP 164.33±15.83b 19.33±1.77b 0.20±0.02 2.95±0.26b

HC 185.82±15.18a 20.20±1.36a 0.21±0.09 3.50±0.42a

HC-LFP 170.43±16.31ab 19.45±2.69b 0.20±0.08 3.04±0.19ab 

1)See the legend of Table 1.
2)Values are means±S.D (n=10) 
3)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Serum total lipid, triglyceride and phospholipid contents

in the rats fed experimental diets                   (unit:mg/dL)

Group1)  Total lipid  Triglyceride  Phospholipid
NC 292.30±24.692)b3) 72.40±10.84ab 127.35±9.62ab 
NC-LFP 285.45±12.48b 68.04±9.57b 145.25±9.69a

HC 414.00±49.02a 79.38±6.81a 097.20±8.84b 
HC-LFP 365.50±16.51ab 65.63±7.54b 137.80±10.50ab

1)See the legend of Table 1.
2)Values are means±S.D (n=10) 
3)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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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Chung 등 2004)과 Kim 등(Kim 등 1994)은 구기자와

구기자 추출액 섭취가 혈액내 중성지방의 농도를 낮추는데

매우 효과적이었으며, Sohn(1975)은 고지혈증 판정에 중성

지방의 농도가 매우 중요한 지표가 된다고 하였으며 특히 한

국인의 고지혈증은 콜레스테롤 보다 중성지방의 역할이 두

드려 진다고 하였다. 또한 Youna 등(1994)은 구기자가 콜

레스테롤 과다 섭취로 유발된 고지혈증에서 유의성 있는 항

고지혈증을 보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또

한 인지질 함량은 고콜레스테롤 식이군이 97.20±8.84 mg/

dL에 비하여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군이 각각 137.80±

10.50-145.25±9.69 mg/dL로 고콜레스테롤 급여군에 비

하여 29-49% 정도 증가하였다. 고콜레스테롤 혹은 고지방

식이로 인한 지방간 발병의 주된 원인은 인지질 합성 감소

로 인한 것으로(Oda 등 1970)보고하였다.

따라서 구기자 분말의 급여로 총지질과 중성지질이 감소

하고 인지질 함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지방, 고콜

레스테롤 섭취로 인한 성인병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3. 혈청 중 HDL-cholesterol, 총-cholesterol, 동맥경화지

수 및 심혈관지수

1%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를 급

여한 흰쥐의 혈청 중 HDL-choleserol, 총-cholesterol, 심

혈관지수 및 동맥경화지수는 <Table 4>와 같다. HDL-

choleserol은 말초조직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운반하고 장

으로 배설시키기 때문에 HDL-choleserol은 동맥경화증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다(Gilliard 등 1985). 그러나 고콜레스

테롤 식이를 섭취한 동물은 식이 콜레스테롤의 장내 이용률

감소와 말초조직으로 부터 간으로 운반이 촉진되어 혈액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증가하고 HDL-choleserol 함량은 감

소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Wooller 등 1992). 본 연구 결과

HDL-cholesterol 함량은 HC군이 10.66±2.03 mg/dL에

비하여 구기자 분말을 첨가한 NC-LFP군, HC-LFP군은

각각 20.45±4.21 mg/dL, 19.71±6.51 mg/dL으로 증가하

였다.

혈중 콜레스테롤 변화는 고혈압, 동맥경화증, 페쇄성황달,

네프로제, 내분비 질환등에서 상승하며 중요한 것은 심혈관

계 질환의 주된 원인이 되는 hyperlipidemia를 구성하는 주

된물질이다(Baker 등 1984).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HC군이 125.47±12.43 mg/dL에 비

하여 NC군이 80.60±8.95 mg/dL으로 감소하였고, 각각 구

기자 분말 첨가식이군은 70.33±9.29-77.06±5.75 mg/dL

로 HC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 위험지수는 주로 동맥경화 및 심

장순환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알리는 위험지수로 널리 이

용되고 있는데(Rosenfeld. 1989), 동맥경화증 발병 위험을

나타내는 동맥경화지수는 정상군의 경우 3.38±0.45로 안정

된 상태이나 고콜레스테롤 식이(HC)군은 10.77±2.74로 고

콜레스테롤 식이로 인한 동맥경화성 위험성이 크게 상승되

었으나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로 인하여 각각 2.43±0.69-

2.90±0.50으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심혈관위험지수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정상군(NC)군은

4.38±0.37로 안정적이었으며 고콜레스테롤 식이군은 11.77

±2.43으로 심혈관질환의 위험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였으나

각각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군이 3.44±0.29, 3.90±0.75

로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동맥경화지수는 임상에서 3.0

이상의 값을 나타낼때 동맥경화에 대한 위험신호로 인지하

며(Rosenfeld 1989), 심혈관 위험지수는 임상에서 7.0 이

상 값을 나타낼때 위험 신호로 인지된다고 한다(Yun 등

1996).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한 동물은 정상식이를 섭

취한 동물보다 혈액 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고 HDL-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는데(Cha 등

1999), 이는 구기자에 포함된 기능성 물질이 HDL-콜레스

테롤 함량을 증가시켜 순환기계 질환의 발병에 대한 지표인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위험지수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킴으로

써 고지혈증의 개선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4. 혈청 중 VLDL-cholesterol, free cholesterol 및

cholesterylester 함량

1%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를 급

여한 흰쥐의 혈청 중 VLDL-cholesterol, free cholesterol

및 cholesterylester 함량은 <Table 5>와 같다. VLDL-

<Table 4> Serum HDL-cholesterol, total-cholesterol, atherogenic index (AI) and cardiac risk factor (CEF) in the rats fed experimental diets

Group1) HDL-cholesterol
 (mg/dL)

Total cholesterol
 (mg/dL)  AI4)  CRF5)

NC 18.40±3.212)b3) 080.60±8.95ab 03.38±0.45b 04.38±0.37b

NC-LFP 20.45±4.21a 070.33±9.29c 02.43±0.69c 03.44±0.29b

HC 10.66±2.03c 125.47±12.43a 10.77±2.74a 11.77±2.43a

HC-LFP 19.71±6.51ab 077.06±5.75bc 02.90±0.50c 03.90±0.75b 
1)See the legend of Table 1.
2)Values are means±S.D (n=10). 
3)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4)AI (atherogenic index): 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HDL-cholesterol.
5)CRF (cardiac risk factor)=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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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olesterol 함량에서 HC군은 9.51±2.83 mg/dL에 비하여

각각 NC-LFP군과 HC-LFP군이 4.10±0.25 mg/dL, 5.08

±0.54 mg/dL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free cholesterol

과 cholesterylester 함량도 HC군에 비하여 각각 NC군,

NC-LFP군과 HC-LFP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식이와 조직에서 공급된 콜레스테롤은 간과 장에서 분비

되는 지단백질의 구성성분으로 free cholesterol 또는

cholesterylester의 형태로 혈장내로 분비되거나 다른 조직

의 세포막에서 분비되어 혈장 지단백질의 입자내로 이동하

며, VLDL-cholesterol은 체내로 흡수되는 외인성 중성지

질과 내인성 중성지질을 조직으로 운반하는 역할을 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Jang & Lee 1998).

따라서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로 인한 콜레스테롤 저하 효

과는 앞서 혈중 HDL-cholesterol을 증가시키고, 혈장내

VLDL-cholesterol, free-cholesterol, cholesterylester

함량이 감소된 것으로 구기자 분말 섭취는 고콜레스테롤 혈

증의 개선 및 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사료된다.

5. 혈청 중 AST, ALP, LDH 및 ALP 활성

1%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를 급

여한 흰쥐의 혈청 중 ALT, AST, ALP 및 LDH 활성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간질환 지표로 이용되고 있는 ALT 및 AST 활성 증가는

고지방식이나 알코올 간실질 세포의 장해가 발생하면 혈액

중으로 방출되어 증가한다(Plaa & Charonneau 1994). HC

군은 NC군에 비하여 혈청 중 AST 및 ALT 활성이 증가되

었으나 구기자 분말 첨가로 감소되었다. Kim과 Roh(2000)

는 사염화탄소로 유발된 간손상 흰쥐에서 구기자 혼합액 급

여가 AST, ALT의 상승 억제 효과가 높았으며, Kim 등

(1994), Sheo 등(1986)의 보고와 비슷한 결과를 보였다. 혈

청 ALP는 담도계 폐색 또는 간질환 등에서 증가되는 것으

로 급성신부전증, 고지혈증, 폐경색증이 있을 때 간세포 장

해가 고도로 진행되면서 AST, ALT, ALP 활성이 동시에

높아지며 간에서 담즙산 배설 장애로 혈청 콜레스테롤 농도

가 상승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Kang 등 1996). 혈청 LDH

는 체내 혐기적 해당계의 최종 단계에서 산화, 환원반응에

관여하는 효소로 급성 간염, 초기 간암, 심근경색, 악성빈

혈, 백혈병 등에서 현저하게 상승하는 효소이다(Ki 등

1993).

본 연구에서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구기자 분말 급여로 인

한 혈청 ALP 및 LDH 활성은 HC군에 비하여 NC군이 감

소하였고, 구기가 분말 첨가 식이군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

다. 따라서 고콜레스테롤 식이 급여로 증가된 AST, ALT,

ALP 및 LDH 활성이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 급여로 감소됨

에 따라 구기자가 고콜레스테롤 식이 급여로 인한 간세포의

장해를 어느 정도 지연시켜 비정상적인 혈청 콜레스테롤의

증가를 방지할 수 있는 보간 작용을 한 것으로 사료된다.

6. 간 조직중 총지질, 총콜레스테롤, HDL-Cholesterol 및

중성지질 함량

<Table 7>에서와 같이 고콜레스테롤 식이만을 급여한 HC

군의 총지질 함량은 106.88±12.5 mg/g으로 NC군의 74.55

±8.01 mg/g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구기자 분

말 첨가 식이군인 NC-LFP, HC-LFP군이 각각 70.21±

9.24 mg/g, 91.01±5.65 mg/g로 HC군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

간 조직중의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 함량은 HC군에 비

하여 각각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 급여군이 감소하였고,

HDL-cholesterol 함량은 HC군에 비하여 구기자 분말 첨

가식이군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여한 흰쥐의 경우 혈청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간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도 증가

(Kang & Kang 1997) 하여 본 연구결과와도 유사한 경향

<Table 5> Serum VLDL-cholesterol, free-cholesterol and choles-

teryl ester contents in the rats fed experimental diets

(mg/dL)

Group1) VLDL-
cholesterol

Free-
cholesterol

Cholesteryl 
 ester

NC 4.27±0.872)b3) 24.67±2.24b 48.50±8.62b

NC-LFP 4.10±0.25b 22.54±2.45b 44.32±2.54b

HC 9.51±2.83a 35.16±7.05a 76.20±11.20a

HC-LFP 5.08±0.54ab 24.86±2.74b 46.20±9.37b

1)See legends in Table 1.
2)Values are means±S.D (n=10). 
3)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6> Activities of ALT, AST, ALP and LDH in the serum (IU/L)

Group1) AST ALT ALP LDH
NC 095.70±4.372)ab3) 41.92±3.21ab 279.40±11.37ab 1363.53±180.45ab

NC-LFP 091.43±10.33b 39.45±9.43b 255.34±10.35b 1209.33±112.53ab

HC 100.93±18.39a 50.50±9.15a 351.00±12.40a 1406.30±165.95a

HC-LFP 089.30±12.11b 34.80±7.11b 261.70±16.97b 1170.30±76.35b

1)See legends in Table 1.
2)Values are means±S.D (n=10). 
3)Values within a colum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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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였다. 간은 콜레스테롤 합성의 주요 장기로 유리형 콜레

스테롤 또는 에스테르형 콜레스레롤 지단백질을 구성하여

순환계로 분비함으로써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 농도를 조절

하는 역할을 한다(Yao 등 1985). 즉, 콜레스테롤은 간에서

담즙산이 되어 소장으로 분비되고 이렇게 이용된 담즙산은

식이로부터 섭취된 콜레스테롤 및 지질과 결합하여 재흡수

되는 과정을 거쳐 다시 간으로 회수되어 재이용되는 장간순

환(entro-hepatic circulation)과정을 통하여 체내 콜레스

테롤 양을 조절한다(Kang 등 2003). 따라서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가 콜레스테롤 및 담즙산 배설을 촉진하여 간조직

의 총지질, 중성지질 함량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IV. 요약 및 결론

1%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2%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에 따

른 실험군은 NC군(정상식이군), HC군(1% 고콜레스테롤 식

이군), NC-LFP군(정상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

군), HC-LFP군(1% 고콜레스테롤식이에 2%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군)으로 구분하여 흰쥐에게 6주간에 걸쳐서 사육한

후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인한 2% 구기자 분말이 지질 대사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간조직 무게에서 HC군에 비

하여 NC-LFP군, HC-LFP군이 감소하였다. 혈청 중 총지

질 함량은 HC군에 비하여 HC-LFP군이 감소하였으나 유

의한 차이는 없었다. 중성지질 함량은 HC군에 비하여 NC-

LFP군과 HC-LFP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인지질 함량

은 HC군에 비하여 NC-LFP군만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HC군에 비하여 NC-LFP군과 HC-

LFP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HDL-Cholesterol 함량은

HC군에 비하여 HC-LFP군과 NC-LFP군이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다.

심혈관위험지수와 동맥경화지수는 HC군에 비하여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군이 현저한 감소효과를 나타내었고, VLDL-

콜레스테롤 함량, 유리콜레스테롤,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함

량은 HC군에 비하여 NC-LFP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혈청 중 AST, ALT, ALP 및 LDH 활성은 고콜레스테롤 식

이군은 증가되었으나 구기자 분말 첨가 식이군은 유의적으

로 감소되었다.

간조직의 총지질,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함량은 HC

군에 비하여 NC-LFP군, HC-LFP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고 HDL-cholesterol 함량은 구기자 분말 첨가식이군이

증가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구기자에 포함된 여러 생리

활성 물질의 영향으로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증가된 총콜레

스테롤, 중성지질, 총지질, VLDL-콜레스테롤, 콜레스테릴

에스테르 함량은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 인지질 함

량은 증가시킴으로써 고지혈증, 동맥경화, 고혈압 등 심혈

관계질환에 대한 예방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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