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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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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UE) on lipid metabolism 
in mice fed a high-fat diet (HF) for 7 weeks. Forty male ICR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normal diet 
group (N), high-fat diet group (HF), HF with 0.5% UE (HF-L) and 1% UE (HF-H) group.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and liver weight in the HF group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in the N group, while those of the HF-L and HF-H group 
were unchanged. UE improved HF-induced dyslipidemia by reducing serum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and the atherogenic 
index. There was no difference in serum HDL-cholesterol among experimental groups. However, the HDL-cholesterol/total 
cholesterol ratio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HF-L and HF-H group. Histological analysis showed that HF-fed mice 
developed hepatocellular microvesicular vacuolation as a result of fat accumulation. These changes were attenuated by 1% 
UE supplementation. In addition, hepatic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levels in the HF-H group significantly reduced. Taken 
together, these results demonstrated that lipid levels in the blood and liver were reduced by UE, suggesting that it might 
be beneficial for the prevention and treatment of hyperlipidemia and fatty l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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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류의 수명연장에 따라 노인 인구의 비율이 급격히 증가

하고 이와 더불어 각종 만성질환의 유병율도 증가하고 있다. 
특히, 심혈관계 질환은 매우 높은 유병율을 보이고 있으며, 
한국인 주요 사망원인으로서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의료비 지출로 막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있다(Statistics Korea 2012). 동맥경화, 심근경색 및 

뇌졸중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은 다른 만성질환에 비해 식이

의 영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고혈압, 당뇨 및 비만 등은 위험인자로 알려져 있다(Castelli 등 

1986). 이중 고지혈증은 심혈관계 질환과 가장 연관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를 

정상 수준으로 유지하는 것은 건강을 위하여 중요한 요건이 

된다. 이에 많은 선행 연구들은 혈중 지질 수준을 개선시킬 

수 있는 식품과 영양소에 관심을 두고, 이를 함유한 건강기능

식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느릅나무(Ulmus davidiana var. japonica)는 옛 부터 민간의 

약재로 줄기껍질을 유백피, 뿌리껍질을 유근피, 열매를 유전

이라고도 부르며, 이뇨제, 위, 소장, 대장, 십이지장 등 소화기

계의 궤양 치료에도 널리 사용되어 왔다(Jeong & Kim 2012). 
느릅나무 성분으로는 β-sitosterol, tannin, terpenoid, catechin, 
pectin, 다당류 등이 알려져 있으며, 이 외에도 진통작용을 

나타내는 성분으로는 friedelin, epifriendelalol, taraxerol 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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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Hong 등 1990; Yang 등 2011). 
Jun 등(1998)은 느릅나무 메탄올 추출물의 부탄올 획분이 

macrophages내 iNOS 저하에 따른 nitric oxide 생성을 저해함

으로써 macrophages의 세포 사멸을 억제한다고 보고하였다. 
Choi 등(2005)은 느릅나무 근피와 수피 에탄올 추출물의 용

매별 분획물의 항산화 활성을 측정한 결과, 느릅나무 수피 에

틸아세테이트 및 부탄올 분획과 근피의 에틸아세테이트 분

획층에서 강한 free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고 제시하였다. 또
한,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이 산화적 DNA 손상을 억제시키며, 
암세포의 apoptosis를 유발시켜 발암성을 억제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Lee 등 2005; Jin 등 2006; Ahn & 
Park 2010). 이상과 같이 느릅나무의 생리기능성에 대한 다양

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으나, 대부분 항암, 항산화, 항염증에 

관한 in vitro 연구이며, 동물실험을 통한 생리활성 연구는 매

우 미흡한 실정으로 앞으로 더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느릅나무의 효능을 검정하고, 
소재화하는 연구의 일환으로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섭취가 고지방 식이를 공급받은 실험동물의 혈액 및 간의 지

질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실험에서 사용한 느릅나무는 경동시장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느릅나무 뿌리를 분리하고 물로 씻어 건조시킨 후, 
40 mesh의 크기로 분쇄하여 80% 에탄올 용액을 시료 중량의 

15배를 가하여 상온에서 18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여과한 후, rotary evaporator로 감압농축시킨 후 동결건조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추출물의 수율은 27.3%였다. 

2.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시료의 채취
실험동물은 4주령, 수컷 ICR 마우스를 중앙실험동물(주) 

(Seo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고형배합사료로 1주일간 환

경에 적응시켰다. 이 후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하여 정상군(N), 고지방 식이대조군(HF), 느릅나

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0.5% 첨가군(HF-L), 느릅나무 뿌리 에

탄올 추출물 1% 첨가군(HF-H)으로 나누어 8주간 사육하였으

며, 물과 실험 식이는 자유롭게 공급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식이는 AIN-76 식이 조성에 준하여 제조하였다. 고지방 식이

는 총 열량의 약 30%가 되도록 옥수수유, 코코넛버터, 코코

넛유를 공급하였으며, 준비된 고지방 식이에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을 0.5%와 1.0% 수준으로 혼합하여 실험식이

를 제조하였다(Table 1). 식이섭취량은 격일에 한번 측정하였

으며, 체중은 매주 측정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Unit: g/㎏ diet)

Ingredients N1) HF2) HF-L3) HF-H4)

Casein 200 200 200 200
Corn oil  50  50  50  50
Cocoa butter -  50  50  50
Coconut oil -  30  30  30
Cholesterol -  10  10  10

Corn starch 450 340 340 340
Sucrose 200 200 200 200
Cellulose  50  50  50  50
Mineral mixture5)  35  35  35  35
Vitamin mixture6)  10  10  10  10
Methionine   3   3   3   3

Choline bitartrate   2   2   2   2
Ulmus davidiana 
root ethanol extract - -   5  10

1) N: normal diet. 2) HF: high fat diet. 3) HF-L: high fat diet 
containing 0.5%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4) HF-H: 
high fat diet containing 1.0%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5) AIN-76 mineral mixture. 6) AIN-76 vitamin mixture.

실험이 종료된 실험동물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복부대동

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원심분리관에 

담아 1시간 방치한 후 원심분리(Centrifuge, VS-500, Vision 
Scientific Co. Korea)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혈청은 

분석시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채혈이 끝난 후 개복하

여 간, 신장 및 지방조직을 적출, 식염수로 씻어 물기를 제거

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장기는 실험에 사용되기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으며, 간조직의 일부는 4% formaldehyde 
용액에 담가 고정하였다. 실험동물의 구입과 사육의 모든 과

정은 한국식품연구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았고, 
규정에 따라 실행하였다. 

3. 혈청 지질 함량 측정
혈청의 중성 지방, 총 콜레스테롤 및 HDL-콜레스테롤 농

도는 (주)신양화학(Seoul, Korea)의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총 콜레스테롤에서 

HDL-콜레스테롤을 뺀 값을 다시 HDL-콜레스테롤 값으로 나

누어 표시하였다(Haglund 등 1991). 

4. 간의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간조직의 지질을 Folch 등(1957)의 방법에 따라 간조직 무

게의 10배에 해당하는 용매(chloroform:methanol=2:1)를 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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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지질을 추출하였다. 추출한 지질은 다시 chloroform 용액

에 녹여 혈청에서 분석한 동일한 방법으로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하였다. 

5. 간조직의 지질침착도 관찰
간조직의 일부분을 적출하여 4% formaldehyde 용액에 24

시간 고정한 후 증류수로 수세한 다음 탈수시켰다. 탈수는 

78%, 80%, 90% 및 100% 에탄올을 이용하여 단계적으로 탈

수시킨 다음 paraffin 과정을 거쳐 포매하였다. 포매한 조직은 

약 4 ㎛ 두께로 박절편기를 사용하여 자른 후 hematoxylin- 
eosin(H&E)으로 염색하고, xylene으로 처리한 다음 봉입하여 

광학현미경(Olympus BX60, Tokyo, Japan)으로 관찰하였다. 

6. 통계처리
본 실험결과는 SPSS 통계 프로그램(version 18.0)을 이용

하여 평균과 표준오차를 나타내었고, 각 처리군 간의 유의성

에 대한 검증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 test)을 

이용하여 확인하였으며,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체중 변화 및 식이섭취량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실

험동물의 체중증가량 및 식이섭취량을 Table 2에 나타내었

다. 실험식이 섭취 7주 후 고지방 식이대조군의 체중증가량

은 정상군에 비하여 71% 증가하였다. 반면,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군들은 고지방 식이대조군에 비해 낮은 체중

증가량을 보였으나, 통계적 유의차는 관찰되지 않았다. 7주
간의 식이섭취량은 군 간에 차이가 없으나, 식이효율의 경우 

고지방 식이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하여 식이효율이 유의적으

로 높게 나타났다. 이는 같은 양을 먹어도 식이효율이 높으면 

체증이 많이 증가함을 잘 나타내고 있다. 반면, 느릅나무 뿌

리 에탄올 추출물 첨가군들의 식이효율은 고지방 식이대조

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 본 실험 조건하에서는 느릅나

무 뿌리 추출물은 체중 변화에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된다. 

2. 장기 무게
고지방 식이와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을 7주간 공

급한 실험동물의 장기 무게를 비교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각 식이섭취군의 주요 장기의 무게를 살펴보면, 고지방 식이

대조군의 간 무게는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이 결과는 고지방과 콜레스테롤을 첨가한 식이로 간에 지

Table 2. Body weight,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of mice fed experimental diet for 7 weeks

N1) HF2) HF-L3) HF-H4)

Initial body 
weight(g)

21.37±0.38NS,6) 21.48±0.43 21.45±0.55 21.44±0.30

Final body 
weight(g)

28.03±1.05a,7) 36.70±0.82b 35.26±1.51b 34.29±1.83b

Weight gain
(g/7wk)

6.66±1.15a 15.07±0.69b 13.81±1.45b 11.85±1.71b

Food intake
(g/day)

3.48±0.12NS 3.47±0.25 3.58±0.21 3.67±0.15

Food 
efficiency5) 0.019±0.003a 0.040±0.001b 0.032±0.003b 0.033±0.003b

1) N: normal diet. 2) HF: high fat diet. 3) HF-L: high fat diet 
containing 0.5%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4) 
HF-H: high fat diet containing 1.0%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5) Food efficiency = total weight gain/total food 
intake. 6) NS: not significant. 7) Values are means±S.E.(n=10) and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3. Organ tissue weights in mice fed experimental 
diets for 7 weeks                  (Unit: g/100 g b.w)

N1) HF2) HF-L3) HF-H4)

Liver 3.81±0.29a 5.56±0.16b 5.38±0.41b 5.29±0.52a

Kidney 1.26±0.06NS,5) 1.02±0.05 1.10±0.16 1.04±0.07

Spleen 0.30±0.03NS 0.27±0.03 0.30±0.05 0.22±0.03
Perirenal 
adipose tissue 0.95±0.28a 1.67±0.11b 1.53±0.19ab 1.82±0.24b

Epididymal 
adipose tissue 2.04±0.50a 4.61±0.19b 4.41±0.42b 4.26±0.72b

1) N: normal diet. 2) HF: high fat diet. 3) HF-L: high fat diet 
containing 0.5%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4) HF-H: 
high fat diet containing 1.0%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5) NS: not significant. 6) Values are means±S.E. (n=10) and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방이 침착되어 무게가 증가하였다는 Moon 등(2010)의 연구

와 일치한다. 그러나,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첨가군들

의 경우, 간 무게는 고지방 식이대조군에 비하여 다소 감소하

였으나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신장과 비장의 무게 

역시 고지방 식이대조군과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지방조직은 중성지방의 형태로 지방을 저장하고, 유리지

방산을 배출하여 간에 제공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체내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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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Kim 등 2011). 선행연구에서 

고지방 식이를 한 실험동물의 백색지방조직이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있으며(Ryu 등 2011), 본 연구에서도 고지방 식이

대조군은 정상군보다 백색지방에 해당하는 부고환지방과 

신장주변지방의 무게가 약 2배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반면,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군들의 지방조직 무게는 

각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체지방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사

료된다. 

3. 혈중 지질 함량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을 급여한 실험동물의 혈청 

중 지질함량을 측정하여 Fig. 1에 나타내었다. 혈청 중성지방

A.                         B.

 

C.                         D.

 

E.

 

Fig. 1. Effects of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on serum lipid levels on experimental mice. The results 
were expressed means±S.E. (n=10). 

은 식이에 콜레스테롤 및 지방을 첨가함으로써 정상군에 비

하여 36% 증가한 반면,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0.5%군

과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1% 첨가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혈청 총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정상군의 

경우 119.43±3.30 ㎎/㎗이었고, 이에 비해 고지방 식이대조군

에서는 203.56±7.84 ㎎/㎗로 정상군보다 70% 증가하였다. 느
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0.5%군과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1% 첨가군은 각각 170.27± 12.42 ㎎/㎗, 166.80±21.58 
㎎/㎗로 고지방 식이대조군에 비해 16%, 18%의 유의적 감소

를 나타내었다(p<0.05). 그러나 섭취수준에 따른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HDL-콜레스테롤은 항동맥경화 지표로서 조직의 콜레스테

롤을 간으로 운반하여 제거하는 역할을 하며, 특히 심혈관계 

질환자의 경우 낮은 HDL-콜레스테롤 수준을 나타내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Yang 등 2009). Fig. 1과 같이, 혈청 HDL-콜
레스테롤 함량은 고지방 식이대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다

소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되었으며,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

출물군들은 고지방 식이대조군과 비슷한 수준을 보였다. Cho 
등(2007)은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에서 HDL-콜레스

테롤 함량이 높은 것은 고지방 식이로 인한 혈액 중 총 콜레

스테롤 함량 증가에 따른 것으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전체 

콜레스테롤에 대한 HDL-콜레스테롤의 비율로 나타내었을 

때 고지방 식이대조군이 0.65±0.04인 것에 비해 느릅나무 뿌

리 에탄올 추출물 0.5% 및 1% 첨가군에서 각각 0.85±0.02, 
0.82±0.03으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경향은 심장

질환의 위험도를 가장 잘 예측할 수 있는 표지자로 밝혀진 

동맥경화지수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고지방 식이대조군의 

동맥경화지수는 정상군에 비해 약 3배 정도 증가하였고, 느
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을 공급받은 군들에서 유의적으

로 감소하여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을 나타내어(p<0.05), 느릅

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은 고지방 식이 섭취로 인한 심혈관

계 질환 예방에 유효할 것으로 판단된다.
식물체의 폴리페놀 화합물은 혈중 지질 농도를 변화시켜 

심혈관계 질환에 유익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심혈관계 질

환으로 인한 사망위험 감소와의 관련성을 제시하였다(Yugarani 
등 1992; Hartog 등 1993). Guo 등(2009)은 고지방 식이를 섭

취한 마우스에게 daidzein을 4주간 섭취시킨 결과, 혈액 중 유

리지방산 및 총 콜레스테롤 감소를 보고하였다. 또한, 녹차에 

풍부한 epigallocatechin-3-gallate를 고지방 식이와 함께 4주간 

공급받은 마우스에서 혈청 콜레스테롤 수준은 감소되었다

(Bose 등 2008). 본 연구진은 느릅나무의 일반성분 조성 및 

함량을 분석한 기초시험에서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의 총 폴리페놀 함량은 1 g 당 370.63 ㎎, 총 플라보노이드는 

1g 당 16.2 ㎎으로 확인하였고, 이는 Lee 등(2004)의 연구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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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도 비슷한 수준이었다. 또한, 본 연구진은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에서 bakuchiol을 분리하였으며(Choi 등 2010), 
Krenisky 등(1999)에 의하면 bakuchiol을 섭취한 실험동물의 

혈장에서 중성지방 수준이 효과적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고지방 식이 섭취에 따

른 비정상적인 혈청 지질 수준은 폴리페놀 화합물이 풍부한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의 섭취에 의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4. 간조직 내 지질 수준과 조직 변화
간조직 중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함량을 Fig. 2에 제시

하였다. 지속적인 고지방 식이의 섭취로 인해 간의 지질함량

이 높아져, 정상군에 비하여 고지방 식이대조군에서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의 함량이 각각 111.56±6.26 ㎎/g, 7.33±1.39 
㎎/g으로 약 3배 증가하였다. 반면에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1% 첨가군에서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함량은 

79.37±12.07 ㎎/g, 6.04±0.68 ㎎/g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간조직 내 지방 축적을 확인하기 위해 H&E 염색한 결과(Fig. 
3), 고지방 식이대조군에서 지방 축적이 뚜렷하게 관찰되어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느릅나무 뿌리 에탄

올 추출물 1% 첨가 식이를 섭취한 실험동물의 간에서는 지

방공포의 크기와 수가 감소하여 지방침착이 억제됨을 확인

하였다. 위의 결과는 간조직에서 측정한 지질 함량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고에서 제시하지는 않았지만, Oil-Red 
O 염색을 통해 간조직 내의 지질 침착 여부를 살펴보았을 때, 
고지방 식이대조군에서는 lipid droplet이 많이 관찰되었으나,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을 급여하였을 시에는 고지방 

식이대조군에 비하여 지방 침착이 뚜렷하게 적어지는 경향

이 관찰되었다. 
일반적으로 간조직 내 중성지방 감소는 지단백질과 지방

 A.                         B.

 

Fig. 2. Effects of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on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in liver of 
experimental mice. The results were expressed means±S.E. 
(n=10).

Fig. 3. Histological change of liver tissue in mice. Hema-
toxylin and eosin staining of liver tissue. Original magnification, 
×100. A. normal diet, B. high-fat diet, C. high-fat diet 
containing 0.5%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D. high-fat diet containing 1.0% ethanolic extract of Ulmus 
davidiana root.

합성을 억제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또한 간조직 내 콜레스

테롤 감소는 혈액으로의 VLDL 합성을 감소시켜 결과적으로 

혈액 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감소시킨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혈액 중 중성지방과 콜레스

테롤 수준을 감소시켜 고지방 식이 섭취에 따른 간조직 내 

지방축적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으로 사료된다. 
한편, 느릅나무에는 페놀 화합물과 catechin 성분뿐만 아니

라, 식물성 스테롤 등이 함유되어 있다(Hong 등 1990; Lee 등 

2004). Hwang 등(2011)은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마우스에게 

폴리페놀 함량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 자색고구마 추출물 섭

취시 비만으로 유도된 hepatic steatosis가 개선되었고, 이는 

sterol regulatory element-binding protein 1과 fatty acid synthase 
유전자 발현 감소에 따른 효과로 설명하였다. Ohyama 등
(2011)의 연구에서 카테친 함량이 높은 포도씨 추출물을 고

지방 식이를 보충한 마우스에게 12주간 섭취 시 간조직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함량이 현저히 감소하였다. 식물성 

스테롤은 β-sitosterol, stigmasterol, campersterol 등이 있으며, 
이는 콜레스테롤과 구조가 유사하여 장내에서 경쟁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콜레스테롤 흡수가 억제되고, 변으로 배설

을 촉진시킴으로서 체내 콜레스테롤 함량을 낮추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에서는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에 함유된 폴리페놀과 식물성 스테롤이 소장내 지질 흡수

를 억제시켜 결과적으로 간조직 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축적을 억제시킨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느릅나무 뿌리 

추출물의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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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이 고지방 식이를 

공급 받은 마우스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실험동물로는 4주령, 수컷 ICR 마우스를 사용하였으며, 정상

군, 고지방 식이대조군,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0.5%와 

1% 첨가군으로 나누어 7주간 사육하였다. 실험식이는 AIN-76 
식이를 기본으로 하여 지방(13%, w/w)과 콜레스테롤(1%, w/w)
을 혼합하였으며,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을 0.5%와 

1% 수준으로 혼합 식이에 첨가하였다. 7주간의 시험기간이 

종료된 후,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장기무게, 혈청 및 간조직의 

지질함량과 간조직의 형태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에 대

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체중,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은 고지방 식이대조군에

서 증가하였으나,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의 섭취에 따

른 유의적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2. 간 및 지방조직의 무게는 고지방 식이섭취군에서 높았

으며,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첨가군들에서는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신장과 비장 무게의 경우 각 군간

에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3. 고지방 식이 섭취는 혈청 중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

출물 섭취로 인하여 감소하였다. 혈청 HDL-콜레스테롤 함량

은 각 군간에 유의적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전체 콜레스

테롤에 대한 HDL-콜레스테롤 비율에서 느릅나무 뿌리 에탄

올 추출물 첨가군이 고지방 식이대조군에 비하여 높은 수준

을 보였다. 또한,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 섭취는 고지

방 식이 섭취에 따른 동맥경화지수의 증가를 유의하게 감소

시켰다.
4. 고지방 식이군에서 나타난 간조직 내 중성지방과 총 콜

레스테롤 함량은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의 섭취에 따

라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H&E 염색 결과에서도 일치하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이상의 실험결과, 고지방 식이와 함께 공급한 느릅나무 뿌

리 에탄올 추출물은 혈액 및 간지방 수준 개선에 긍정적 영향

을 미쳐 지질대사 관련한 만성질환 예방효과를 가져올 수 있

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느릅나무 뿌리 에탄올 추출물의 

어떠한 생리활성성분이 어떻게 작용하는지에 대한 기전연구

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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