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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인의 사망원인 중 가장 빠른 속도로 증가하고 있는 심

장질환은 전반적인 고령화 추세가 주원인 이지만 많은 전문가

들은 서구화된 생활습관을 또 다른 이유로 꼽는다 서[3,24,29].

구식 식생활로 바뀌어가면서 육류 섭취가 증가하고 혈중 콜레

스테롤 농도가 증가 한 것은 음식이 어떻게 심장질환 위험[4]

원인을 증가시키는지를 보여주는 현상이다 협심증 급성심근. ,

경색 등 관상동맥질환은 심장에 산소와 영양을 공급하는 관상

동맥에 혈전 등이 쌓여 필요한 양만큼 혈류량을 공급하지 못

해 심장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것을 말한다.

생체 내에서 혈액은 응고와 용해작용이 항상 평형을 이루고

있어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출혈이나 혈전 등에 의해 흐름이

방해받지 않는다 그러나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이러한 평형상.

태가 깨지면 혈관의 흐름이 원활하지 못하여 심혈관계 질환이

발생된다[13,27]. 혈관 내벽의 이 노출되면 혈액중의collagen

혈소판이 점착 활성화 응집되고 혈액 응고계를 활성화하여, ,

급속한 혈전을 형성하게 된다 이러한 질환을 치료하기[23,25].

위하여 등의 항응고제 아스피린 등의 항혈소판제Coumarin ,

를 장기복용 하도록 처방하고 있는데 이들 약제는 출혈의 부

작용과 위장장애 등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소나무(Pinus densiflora Sieb. et Zuccarini 는 한국 어디에서)

나 자생하는 상록성 교목이며 우리나라에 가장 널리 분포되어

있는 종은 적송과 리기다종 소나무이다 솔잎과 솔방울은[10].

예로부터 구황작물 뿐 아니라 약용식품으로도 널리 이용되어

왔으며 동의보감 등의 전통 의학서에 따르면 솔잎은 중풍 동,

맥경화 고혈압과 같은 심혈관계질환 위장질환 비뇨기질환, , , ,

피부질환 간장질환 당뇨 탈모 등에 유용한 효능을 보인다고, , ,

알려져 있다 또한 솔잎에는 양질의 단백질 비타민 철분[20]. , ,

등이 함유되어 있어서 동맥경화 고혈압 등의 성인병에도 약,

효를 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솔잎 특유의 유난히도 푸른[9].

빛을 띠는 것은 송진의 주성분인 정유로 유 물질 때문terpene

이며 솔잎의 주성분인 테트펜틴을 분석한 결과 불포화지방산,

을 많이 함유하고 있어서 콜레스테롤 축적을 막고 동맥경화를

방지하며 말초혈관을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함으로써 뇌

세포의 활력으로 뇌기능이 향상되며 호르몬 분비를 촉진시켜,

체내 균형에 도움을 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1].

솔잎에 대한 선행연구로는 최 등이 리기다송과 적송잎[7]

정유의 향기성분에 관하여 보고하였으며 장 등은 솔잎 열, [12]

수추출물이 카드뮴으로 유도한 흰쥐의 산화적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보고하였고 또한 건조한 솔잎 분말의 에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 분획이 강한 노화방지 작용 솔잎의 에탄올 분[5,6],

획물의 강한 항산화 효과 솔잎 에탄올 추출물이 높은 항돌[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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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변이 활성 항균 효과 및 항암 활성에 대한 보고도 있었[17],

다 솔잎은 체질에 별로 구애를 받지 않아 누구나 쉽게 먹을[4].

수 있으며 각종 질병의 치료와 예방뿐 아니라 강정 효과도

우수하다 또한 저자의 선행연구 의. [21,22] in vitro 실험에서 적

송잎의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높았으며 아임계추출물,

중에 항산화 활성이 높은 함량이 높은 것으proanthocyanidin

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 중 항산화효과가 기.

대되는 적송잎 열수 및 아임계 추출물을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실험동물에 투여하여 흰쥐의 혈행 및 지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추출물의 제조

본 실험에 사용한 적송잎은 년 월경 지리산에서 채취2007 7

하여 60o 에서 열풍건조한 후 믹서로 분말화시켜 같이 열수C

추출과 아임계 추출을 행하였다.

열수 추출은 일반적으로 알려진 추출 방법으로 적송잎 분말

에 물 을 첨가하여743 g 4,500 ml 121
o
에서 분간 추출 한C 15

후 여과한 액을 동결건조 하여 제조하였다.

아임계 영역은 임계점보다도 온도 및 압력이 낮은 과열영역

으로 아임계 상태에서 과열된 수증기는 성분추출에 우수한

작용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적송잎 분말 에, 232 g 60

kgf/cm
3
의 CO2 가스를 이용하여 은separator 1 120

o
로C , sep-

는arator 2 80
o
로 설정하여 분간 추출을 행한 후 여과하여C 210

추출액을 얻은 후 동결 건조하여 제조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조건 및 식이조성,
실험동물은 의 계 수컷 흰쥐오180 200 g Sprague-Dawley (～

리엔트사를 구입하여 주간 적응시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다) 1 .

적응 후 쥐들은 난괴법에 의해 군으로 나누어 온도4 23±2
o
C,

습도 시간 조명주기의 조건 하에서 주간 사육하였50±5%, 12 3

다 실험군은 정상식이 군 콜레스테롤 첨가 식이. (CON) , 0.5%

군 콜레스테롤 첨가 식이에 적송잎 열수추출물(CHOL) , 0.5%

투여 군 및 콜레스테50 mg/kg body weight (Hot water) 0.5%

롤 첨가 식이에 아임계 추출물 투여50 mg/kg body weight

군으로 구성하였으며 본 실험의(Sub-supercritical) (Table 1),

Table 1. Experimental groups

Group Diet

CON Basal diet

0.5% CHOL 0.5% cholesterol diet

HOT water
0.5% cholesterol diet +HOT water
(50mg/kg body weight) extracts

Sub-supercritical
0.5% cholesterol diet +sub-supercritical
(50mg/kg body weight) extracts

Table 2.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Ingredients CON 1) CHOL
CHOL

+HOT water

CHOL+Sub-

supercritical

Casein

α-Corn starch

Palm oil

Cellulose

M ineral mixture

Vitamin mixture

L-Methionine

Choline bitartrate

Cholesterol

Sodium cholate

20.0

15.0

10.0

5.0

4.0

1.0

0.3

0.2

-

-

20.0

15.0

10.0

5.0

4.0

1.0

0.3

0.2

0.5

0.125

20.0

15.0

10.0

5.0

4.0

1.0

0.3

0.2

0.5

0.125

20.0

15.0

10.0

5.0

4.0

1.0

0.3

0.2

0.5

0.125

Sucrose to make 100

1)See the legend of Table 1.

식이 조성은 와 같다 실험동물은 각 군마다 마리씩Table 2 . 7

나누고 실험식이와 탈이온수는 자유 섭취방법, (ad libitum 으)

로 급여 하였고 적송잎 추출물을 매일 씩 주간 경구투여, 1 ml 3

하였으며 대조군은 동일용량의 생리식염수를 경구 투여하였,

다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한 시간에 측정하였고 체중은 이. ,

틀에 한번 씩 정기적으로 측정하였다.

혈액 및 장기 채취

실험종료 전 실험동물을 하룻밤 절식시킨 후 마ethyl ether

취 하에서 복부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였다 채취된 혈액은.

에서 분간 원심 분리하였고 분리된 혈청은3,000 rpm 10 , -70
o
C

에서 냉동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였다.

혈청 중의 지질농도 분석

혈중 농도는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자동 측정용 를 이용하여slide (FUJI FILM, Japan) Dry che-

로 측정하였다mistry analyzer 3500i (Fuji, Japan) .

혈류 측정

혈류는 Micro Channel Array Flow Analyzer KH-6 (MC

을 이용하여 채취 한 혈액Lab, Japan) 100 µ를 주입하여 측정l

하였다.

혈소판 응집력

마취 후 개복하여 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여Ether 3.2%

용액과 의 비율로 혼합한 뒤 에서sodium citrate 1:9 1,100 rpm

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의 를 취10 PRP (platelet rich plasma)

하고 에서 분간 더 원심분리하여 상층에 혈장을, 3,000 rpm 10

제거한 후 를 포함하는EDTA washing buffer (138 mM NaCl,

2.7 mM KCl, 12 mM NaHCO3, 0.36 mM NaH2PO4, 5.5 mM

를 가하고 섞어주어 혈소glucose, 1 mM EDTA, pH6.5) 5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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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을 재 현탁시켰다 이 혈소판을 다시 에서 분간. 3,000 rpm 10

원심분리 한 후 세척액을 버리고 혈소판을 위의 방법으로 한,

번 더 세척하였다 세척 후. suspending buffer (138 mM

NaCl, 2.7 mM KCl, 12 mM NaHCO 3, 0.36 mM NaH 2PO4,

5.5 mM glucose, 0.49 mM MgCl2 로, 0.25% Gelatin, pH7.4)

재 현탁 시켜 분간 원심분리한 후 다시3,000 rpm, 10 sus-

로 현탁시켜 을 조제하였다pending buffer washed platelet .

는 로 희석하여 혈소판 수Washed platelet suspending buffer

가 5×10
8

이 되도록 하였고 응집유도제로 을/ml , collagen 2.5

µ 가하여 분간 반응시켜l 5 , Whole blood lumi-aggregometer

를 사용하여(Chrono-log, U.S.A) 37
o
에서 혈소판 응집을 측C

정하였다.

통계처리

연구결과 얻어진 자료를 통계 프로그램SPSS Version 14.0

을 사용하여 하위그룹 각각의 기술통계치 를 산출(mean, SD)

하였다 집단 간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일원변량분석. (one-

를 이용하여 분석하였고 사후검증은 를way ANOVA) , Tukey

적용하였다 유의수준은. α 수준으로 검증하였다<0.05 .

결과 및 고찰

혈청 중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함량

혈청 중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변화를 에 나타내Table 3

었다 콜레스테롤 식이투여군 은 일반식이 투여군. (0.5%CHOL)

에 비하여 혈중 중성지방 함량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CON)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편 콜레스테롤 식이와 적송잎 추출물을.

병합 투여한 열수추출물 투여군과 아임계추출물 투여군의 혈

청 중 중성지방 함량은 와86.86±33.40 mg/dl 51.14±37.09

로 적송잎의 열수추출물군 보다 적송잎 아임계추출물mg/dl

투여군에서 중성지방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총콜레스테롤 변화는 콜레스테롤식이 군이 일반식이 군 보

다 높게 나타났지만 적송잎의 열수 및 아임계추출물의 투여로

인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김기남 등과. [19]

Table 3. Contents of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in the serum

of rats fed cholesterol diet with pine needle extracts

(mg/dl)

Group1) TG TCHO

CON

0.5% CHOL

HOT water

Sub-supercritical

76.71±23.762)a3)

125.43±61.69b

86.86±33.40
a

51.14±37.09a

100.04±19.53a

236.10±71.32b

211.14±56.22
b

200.19±32.41b

1)
See the legend of Table 1.

2)The results are mean±SE for 7 rats in each group.
3)
The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

nificantly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test.

김은성 등의 연구에서는 솔잎의 건분 및 에탄올 추출물의[18]

섭취로 혈장의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농도가 대조군보다

낮은 결과를 보였으며 높은 농도의 솔잎식이가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을 낮추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와 완,

전 일치하지는 않는 결과를 보여 좀 더 깊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어 진다.

혈액 중 중성지방의 상승은 칼로리 섭취량이 높거나 지방을

많이 섭취할 때 발생하며 혈액 중의 중성지방 농도가 높은,

이상 고중성지방 혈중은 성인성 질환 중 당뇨(200 mg/dl ) ,

고혈압 심혈관계질환을 발생하는 원인 중의 하나로 알려져,

있다[30].

혈청 중 콜레스테롤 콜레스테롤 동맥경화지수Hdl- , Ldl- ,
및 심혈관위험 지수

콜레스테롤식이를 주간 급여 한 흰쥐의 혈청 중 콜레3 Hdl-

스테롤 및 콜레스테롤의 함량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위Ldl- ,

험지수에 적송잎의 열수추출물과 아임계추출물이 미치는 영

향을 나타낸 결과는 와 같다 콜레스테롤의 동맥Table 4 . Hdl-

경화 및 혈관장애 개선에 대한 기전은 논의의 대상이지만 말

초조직 및 혈액 중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을 이화 제거하여 콜,

레스테롤 에스테르로 만들고 간으로 역수송을 촉진하며 담즙

산으로 배설시킴으로써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를 저하시켜 동

맥경화증의 개선 및 예방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혈[2].

청 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적송잎의 열수추출물 투여군과Hdl-

아임계추출물 투여한 군에서 각 와49.29±10.08 mg/dl 51.14±

로 콜레스테롤식이 급여로 콜레스테롤 농도24.16 mg/dl Hdl-

가 감소된 군 에 비하여 증가되0.5%CHOL (41.86±15.27 mg/dl)

었다 이는 적송잎이 답즙산의 재흡수를 억제하여 내인성 콜.

레스테롤 함량의 저하를 유도함으로써 고콜레스테롤혈증 개

선에 도움을 줄 것으로 추정된다[15,32].

혈액 중 높은 수치의 콜레스테롤은 동맥에 쌓여 혈관을Ldl-

손상시키고 심근으로 가는 혈류를 차단하는 혈괴를 만드는,

데 기여하여 심근 경색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8].

본 실험에서의 콜레스테롤 수치는 군의 경Ldl- 0.5%CHOL

우 으로 군 에 비219.36±79.61 mg/dl CON (46.15±30.24 mg/dl)

하여 증가 하였으나 적송잎 추출물 투여에 의해 감소되는 경

향이 나타났다 의 보고에 의하면 콜레스테. Steinberg [31] Ldl-

롤의 산화는 초기 동맥경화성 병변의 형성과 진전에 주요한

역할을 하고 산화된 콜레스테롤이 산화가 안 된 콜레, Ldl- Ldl-

스테롤보다 대식세포에 의해 더 잘 포획되어 을 형성foam cell

하여 동맥경화를 유발한다고 하였으며 본 실험의 결과 콜레,

스테롤식이로 인하여 콜레스테롤의 수치가 높아진 흰쥐Ldl-

에서 적송잎 추출물의 투여로 수치가 감소되는 결과를 나타내

었으며 이는 적송잎이 동맥경화의 발병의 위험률을 감소시킬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한편 총콜레스테롤과 콜레스테롤의 수치로 계산한 동, Hd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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맥경화지수 와 심혈관위험지수 는 일반적으로 동맥(AI) (CRF)

경화 및 순환기계 질환의 발병의 위험도를 알리는 위험 지수

로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 군에 비하여[1,26]. CON 0.5%CHOL

군에서 콜레스테롤 식이로 인하여 수치가 현저히 증가된AI

반면 적송잎 추출물을 병합 투여한 열수추출물 투여군과 아,

임계추출물 투여군은 군에 비하여 동맥경화지수0.5%CHOL

가 각각 배 배 감소되었다 이는 콜레스테롤의 증가1.6 , 1.7 . Hdl-

와 총콜레스테롤 농도 감소에 의한 것으로 적송잎 추출물이

동맥경화 위험요소를 감소 할 수 있음을 추측할 수 있다. CRF

는 군이 군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수치를 나CON 0.5%CHOL

타내었고 콜레스테롤식이와 적송잎 추출물을 병합 투여한 적,

송잎 열수추출물 투여군과 아임계추출물 투여군은 0.5%

군에 비해 낮은 수치를 나타내었다 와 는 순환기CHOL . AI CRF

계 질환 발병율에 판단 지표로 실제로 임상에서 사용이 되는

중요 지표로서 적송잎 추출물의 와 의 감소는 적송잎이AI CRF

고지혈증 개선에 유용한 효과를 발휘한 것으로 생각된다.

혈류 개선 효과

혈행 개선에는 혈액을 구성하는 혈장 및 혈구세포혈소판( )

가 주로 관여하며 이들은 혈류의 항상성을 유지시키며 혈관,

의 손상된 부위나 염증 부위에서 정상적인 지혈과 보호 작용

을 유지함으로써 인체의 정상적인 기능을 유지한다[14,28].

본 실험에서는 혈류의 흐름에 미치는 적송잎 추출물의 영

향을 검토해보기 위해 열수추출물 투여군CON, 0.5%CHOL,

과 아임계추출물 투여군의 혈액을 각각 채취하여 항응고제

인 헤파린 처리 후 혈액의 유동성을 시각적이고 정량적으로,

인식하여 혈액의 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Micro channel ar-

를 이용하여 일정한 압력으로ray flow analyzer (MC-FAN)

인해 혈액이 모세관을 25, 50, 75, 100 µ 통과하는 시간을 측l

정하였다.

본 실험결과 혈액 및25 50 µ 이동시에는 각 군의 혈액l

유동성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및, 75 100 µ 이동시에서l

군이 군에 비해 빠른 시간에 모세관을 통과CON 0.5%CHOL

하였다 또한 적송잎의 열수 및 아임계추출물 투여에(Table 5).

의해 군 보다 빨리 모세관을 통과하였고 특히 아0.5%CHOL ,

임계추출물 투여군인 군은 군보Sub-supercritical 0.5%CHOL

다 유의적으로 빠른 혈액유동성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 [21]

의 in vitro 실험에서 적송잎의 열수추출물의 항산화 활성이

높았으나 항산화 활성이 높은 함량은 아임proanthocyanidin

계추출물 중에 높은 것으로 나타나 혈액유동성과 항산화능의,

연관성을 나타내는 실험결과로 사료된다 이상으로 식이 중.

콜레스테롤로 인해 혈장 내 혈액응고인자(coagulation fac-

의 지나친 활성화 및 혈소판 응집 촉진으로 혈류의 모세tors)

관 통과 시간이 늦어 졌으나 적송잎 추출물의 투여로 인해

혈류의 속도가 빨라짐을 볼 수 있고 이는 적송잎이 혈류의,

흐름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되어진다.

Table 4. Contents of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and atherogenic index (AI), cardiac risk factor

(CRF) in the serum of rats fed high cholesterol diet with Pine(pinus densiflora) Needle Extracts (mg/dl)

Group 1) Hdl Ldl2) AI3 CRF4)

CON

0.5% CHOL

HOT water

Sub-supercritical

69.43±17.935)a6)

41.86±15.27b

49.29±10.08
b

51.14±14.16b

46.15±30.24a

219.36±79.61b

179.22±51.53
b

192.23±29.57b

0.44±0.13a

4.64±1.57b

3.28±0.89
b

3.56±0.54b

1.44±0.09a

5.64±0.15b

4.28±0.13
b

4.56±0.12b

1)
See the legend of Table 1.

2)Ldl 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5)}.＝ － －
3)
AI (atherosclerotic index)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Hdl-cholesterol.＝ －

4)
CRF (cardiac risk factor) 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

5)The results are mean±SE for 7 rats in each group.
6)
The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test.

Table 5. Effect of Pine Needle Extracts on micro channel array flow (sec)

Group 1) 25 µl 50 µl 75 µl 100 µl

CON

0.5%CHOL

HOT water

Sub-supercritical

10.2±0.952)3)

10.7±0.65

10.6±1.21

10.8±1.37

18.3±2.41

24.1±1.61

22.1±2.09

21.9±3.08

28.5±4.45a4)

40.7±3.48b

38.5±3.67
ab

30.1±2.15a

40.4±9.05a

63.0±7.17b

58.5±5.47
ab

50.4±5.57a

1)
See the legend of Table 1.

2)Value are mean±SEM (n=7).
3)
The passage time of 25, 50, 75, and 100 µl of whole blood.

4)
The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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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Effect of Pine Needle Extracts against collagen induced

platelet aggregation

Group 1) Amplitude(%) Slop( /min)Ω Lag Time(sec)

CON

0.5% CHOL

HOT water

sub-supercritical

100.38±1.83a

116.19±6.04a

106.38±4.01
ab

107.76±2.59ab

128.29±8.86a

149.67±7.47b

140.48±4.89
b

143.71±2.27b

36.33±3.42a

28.29±5.79b

34.81±0.92
a

35.29±3.98a

1)
Refer to comment in Table 1.

2)All values are mean±SD.
3)
Intial slope is ohm change for the first on minute.

4)
The same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at 5% level by Duncan's multiple test.

혈소판 응집에 미치는 영향

식이중의 콜레스테롤로 인하여 혈 중 지질 함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적송잎 추출물의 투여로 인한 혈소판 응집 억제효과

를 검토하기 위하여 을 분리하고washed platelet collagen 2

µ 으로 혈소판 응집을 유도하였다 적송잎 추출물의 항혈소판g .

응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군의 경우 대, 0.5%CHOL

조군 에 비해 혈소판이 응집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CON)

적송잎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군에 비해 혈소판0.5%CHOL

응집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소판 응집률을(Table 6).

나타내는 의 경우 콜레스테롤 식이를 투여한Amplitude (%) ,

군은 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증가하0.5%CHOL CON

였으나 적송잎의 열수 및 아임계추출물 투여로 인해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혈소판 응집에 대한 기울기를 나타내는.

은 군이 군에 비하여 높은 수치Slop( /min) 0.5%CHOL CONΩ

를 나타내었으나 적송잎 열수추출물 투여군과 아임계추출물,

투여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혈소판 응집이.

일어나는 반응시간을 나타내는 에서는Lag Time (sec) 0.5%

군은 군과 비교하여 감소하였는데 이는 응집제CHOL CON

첨가에 대한 응집효과가 빨리 나타나 콜레스테롤(collagen)

식이로 인해 응집효과가 더욱 촉진된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이에 반해 적송잎 추출물 투여군은 군에 비하여0.5%CHOL

유의적으로 응집 시간이 증가하여 응집이 지연되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이러한 결과는 적송잎 추출물이 으로 인, collagen

한 응집을 효율적으로 억제시키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이.

상의 결과로 미루어 적송잎이 혈행 개선과 혈청 중의 지질개

선 효과를 나타내어 동맥경화증 혈전증 등의 혈관 관련성 질,

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능성 식품 및 식재료로,

사용하기 위한 앞으로의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우리나라에서 자생하고 있는 소나무류 가운데 대표적인 적

송 을 열수 및 아임계 추출하여 콜레스테롤(pinus densiflora)

식이에 의해 혈 중 지질함량이 증가한 상태에서 흰쥐의 지질

및 혈류 혈소판 응집 억제를 통하여 적송잎이 혈행 및 혈청,

중의 지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콜레스테롤식이로 혈행 장애와 혈중의 높은

지질함량을 유도시키기 위해 흰쥐에게 주간 콜레스테롤3 0.5%

식이를 투여하였고 적송의 효능을 검토하기 위해 적송잎의

열수 및 아임계추출물을 병합 투여하여 실험하였다 그 결과.

혈청 중 중성지방 및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적송잎 추출물 투

여열수 및 아임계추출에 의해 저하되었으며 특히 중성지방( ) ,

함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Hdl-

콜레스테롤 농도는 콜레스테롤 식이 투여에 의해 감소하였으

나 적송잎 열수 및 아임계추출물 투여에 의해 증가되었다, .

콜레스테롤과 동맥경화지수 와 심혈관위험지수Ldl- (AI) (CRF)

또한 적송잎 추출물 투여에 의해 저하되었다 콜레스테롤 식.

이 투여로 인해 혈장 내 혈액응고인자 의(coagulation factors)

지나친 활성화 및 혈소판 응집 촉진으로 혈류의 모세관 통과

시간이 늦어 졌으나 적송잎 추출물의 투여로 인해 혈류의 속,

도가 빨라짐을 볼 수 있었고 이는 적송잎이 혈액의 유동성에,

좋은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적송잎 추출물의 항혈.

소판 응집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 콜레스테롤 식, 0.5%

이 투여 군의 경우 대조군 에 비해 혈소판이(0.5%CHOL) (CON)

응집되는 결과가 나타난 반면 적송잎 추출물을 투여한 군은

군에 비해 혈소판 응집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났0.5%CHOL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적송잎이 혈행 개선과 혈청 중의 지

질개선 효과를 나타내어 동맥경화증 혈전증 등의 혈관 관련,

성 질환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기능성 식품 및 식재,

료로 사용하기 위한 앞으로의 더욱 구체적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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