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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콜 스테롤 증을 유도한 쥐를 상으로 천년  추출물의 콜 스테롤 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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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hypocholesterol effects of Opuntia humifusa extract in 
hypercholesterolemic rats. Rats (8-week-old, male)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n=4) as follows: N-control, 
normal diet; H-control, hypercholesterolemic diet; OH-1, 2% O. humifusa extract-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OH-2, 4% O. humifusa extract-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After 4 weeks, we observed that hyper-
cholesterolemia induced significant increases in serum lipids (total cholesterol and LDL-cholesterol), hepatic lipids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and hepatic function parameters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P<0.05). Treatment with O. humifusa extract for 2 weeks normalized these indexes up to the levels 
of normal rats. O. humifusa extract tended to increase fecal lipid (H-control: 142.74 mg/day vs. OH-1: 214.05 mg/day; 
OH-2: 200.95 mg/day, P<0.05) and bile acid (H-control: 37.07 μM/day vs. OH-1: 47.23 μM/day, OH-2: 47.93 μM/day, 
P<0.05) contents of hypercholesterolemic rats. We concluded that oral administration of O. humifusa extract effectively 
improved cholesterol metabolism in a hypercholesterolemic animal model induced by hypercholestero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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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선인장(仙人掌)은 다육식물의 일종으로 다육식물은 건조

한 환경에 견디기 위해 수분을 저장하는 조직을 진화시킨 

식물들을 말하며 현재 전 세계에 약 3,000종 이상이 보고되

고 있다(1,2). 다육식물들 중에 아메리카 대륙의 한 무리의 

식물들은 잎을 가시로 변화시키거나 퇴화시켜 건조에 특히 

더 강하게 진화하였는데 이를 선인장이라 부른다. 선인장은 

신선의 손바닥처럼 생겼다는 의미를 갖고 있으며 제주도를 

비롯하여 한국에 자생하는 선인장(Opuntia 속, 일명 백년초 

선인장)의 모습이 마치 손바닥처럼 생겼다 하여 붙여진 이름

이다(3). 

백년초 선인장은 노화억제 및 암 발생억제 효과, 항산화 

효과, 면역세포의 활성화 등에 대한 검증이 이루어져 다양한 

기능성식품의 원료로 상업적으로 재배되고 있다(4,5). 특히 

최근 들어 백년초 선인장은 성인병의 원인이 되는 콜레스테

롤이나 지방 함량을 낮추는 효과가 밝혀지면서 백년초 선인

장의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약리 작용이 큰 관심을 받고 

있다(6). 고콜레스테롤혈증은 혈액 속에 저밀도 지단백 콜레

스테롤이 과다한 상태로 동맥경화증을 일으키는 요인이 되

며 이는 협심증, 심근경색증, 뇌경색증으로 이어질 수 있어 

현대사회에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질환 중 하나이다

(6,7). 

백년초 선인장의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효과가 입증

되고 있지만 실제로 백년초 선인장은 내한성이 약하여 원료

생산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늘어나는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

해 전국적으로 재배가 가능한 품종 육성이 요구되고 있다. 

천년초 선인장은 줄기의 모양이 백년초 선인장과 거의 흡사

하나 총 길이가 1.5~2 m이고, 영하의 온도에서 생육이 불가

능한 백년초 선인장과는 달리 영하 20°C의 혹한에서도 자체 

수분을 절반 이하로 감소시켜 얼지 않고 생명력을 유지하는 

특성을 갖고 있다(2). 이러한 천년초 선인장은 또한 환경 친

화적인 식물의 특성을 갖고 토양을 보호하는 무공해식물로, 

대체 작물로서의 재배가 쉬운 장점이 있어 기능성이 입증된 

기능성식품 및 관련 상품의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시킬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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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
Composition 
(g/100 g diet) N-control

Hypercholesterolemic groups
H-control OH-1 OH-2

Casein
Corn starch
Soybean oil
Cholesterol
Coline
Cellulose
Opuntia humifusa
Mineral mixture
Vitamin mixture

12.0
73.0
 8.0
 0.0
0.04
 1.0
 0.0
 5.0
 1.0

12.0
55.0
25.0
 1.0
0.04
 1.0
 0.0
 5.0
 1.0

12.0
55.0
25.0
 1.0
0.04
 1.0
 2.0
 5.0
 1.0

12.0
55.0
25.0
 1.0
0.04
 1.0
 4.0
 5.0
 1.0

Mineral mixture (g/100 g mixture): CaPO4･2H2O, 14.6; KH2PO4,
25.7; NaH2PO4, 9.4; NaCl, 4.7; calcium lactate, 35.1; ferric cit-
rate, 3.2; MgSO4, 7.2; ZnCO3, 0.1; MnSO4･4H2O, 0.1; CuSO4･
5H2O, 0.03; KI, 0.01. 
Vitamin mixture: ICN vitamin mixture (No904654, 1999).

있다. 따라서 천년초 선인장은 기능성식품 및 약용식물로서

의 잠재성 개발과 효율적인 제품으로의 산업성 증대를 통하

여 국민건강의 증진 및 재배 농가의 경제적 소득 증대를 동

시에 도모할 수 있는 부가가치 및 파생이익이 높은 소재이다

(8,9). 이러한 천년초 선인장은 지역특화산업을 위한 신 작

물로의 개발이 유망 시 되고 있으나 백년초 선인장과 달리 

아직 생리활성에 대한 연구는 일부만이 밝혀져 있는 상태로 

천년초 선인장을 이용한 건강보조식품 개발 연구의 소재로

의 연구가 주목을 받고 있다(4). 천년초 선인장의 일부 작용

으로 알려져 있는 생리활성의 특성을 감안하여 본 연구에서

는 백년초 선인장에서 나타나는 고콜레스테롤혈증 개선에 

대한 천년초 선인장의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본 

연구는 흰쥐를 이용하여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

롤혈증을 유도하고 이에 천년초 선인장 추출물을 용량별로 

처치하여 혈중 및 간 조직 내 지질 성분, 혈중 간 손상 지표, 

분변 내 지질 성분 및 담즙산을 분석함으로 천년초 추출물의 

콜레스레롤 개선에 대한 효과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천년초 추출물

천년초는 충남 아산의 농가에서 재배한 것으로 3월에 수

확 분을 동결건조 한 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분쇄한 천년

초는 중량 대비 10배의 70% ethanol을 가한 뒤 환류냉각관

을 부착시킨 플라스크에 넣고 80°C에서 3시간 2회 추출하

여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Tokyo Rikakikai 

Co., Ltd., Tokyo, Japan)로 농축하고 동결건조 하여 천년

초 추출물로 이용하였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나라 바이오텍(Seoul, Korea)에서 공급받은 

8주령의 웅성 Wistar 계열 흰쥐(250±10 g)를 이용하였다. 

1주간 적응 후 실험동물은 사육케이지(42×28 cm)에서 실

험실 온도 22~24°C, 습도 60±5%가 유지되며 밤낮 주기

(12시간 light/ 12시간 dark)가 자동조절장치에 의해 조절

되는 고려대학교 동물실에서 4주 동안 본 연구를 위해 사육

되었다. 모든 동물실험은 고려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승인(KUIACUC-2010-194) 하에 진행되었다.

그룹 설정 

연구 그룹은 일반 식이 대조군(normal diet group; N- 

control), 고콜레스테롤 식이 대조군(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H-control), 천년초 처치군(Opuntia humifusa 

extract 2%-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1; Opuntia humifusa extract 4%-supple-

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2)으로 분

류하고 무작위 추출법에 의해 군당 4마리씩 배정하였다. 일

반 식이 대조군은 일반 사료를 공급하고 고콜레스테롤 식이 

대조군과 천년초 처치군은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도하기 

위해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4주간 공급하였으며 2주째부터 

천년초 추출물 처치군인 OH-1과 OH-2는 각각 천년초 추

출물을 2, 4%를 식이에 포함시켜 공급하였다. 고콜레스테롤 

식이는 Matos 등(10)의 연구를 기반으로 구성하였으며 연

구 그룹별로 공급된 식이의 구성 Table 1과 같다. 

혈액 성분 분석

실험 종료 시점에서 12시간 절식시킨 실험동물을 ethyl 

ether로 마취시켜 희생시킨 후 흉강을 열고 대동맥에서 혈

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4°C, 3,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징액인 혈청을 취하였다. 혈청은 혈액 자동 

분석기인 FUJI DRI-CHEM 3500(Fuju Photo Film Co., 

Osaka, Japan)을 이용해 중성 지방, 총 콜레스테롤, HDL-

콜레스테롤, alanine aminotransferase(ALT) 및 aspar-

tate aminotransferase(AST)를 측정하였다. LDL-콜레스

테롤은 측정된 혈중 지질 성분으로부터 Friedewald 등(11)

의 계산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장기 무게 및 간 조직 내 지질 성분 분석 

혈액 채취 후 실험동물을 해부하고 간, 신장, 비장을 적출

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적출한 장기 무게는 체중 100 g 

당 상대적인 무게로 나타내었다(g/100 g BW). 간 조직 3 g을 

chloroform-methanol(2:1)의 혼합 용액 3 mL를 첨가하여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혼합물은 4°C, 3,000×g에서 20분

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징액을 지방 분석 시료로 하여 중

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은 FUJI DRI-CHEM 3500으로 분

석하였다. 

분변 내 지질 성분 및 담즙산 분석

분변은 실험 종료 전 1일 동안 대사케이지를 이용하여 

수집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동결건조 하여 실험 시료로 사용

하였다. 간 조직의 지방 추출 방법과 같이 분변 3 g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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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 gain and food intake of hypercholesterolemic rats treated with Opuntia humifusa extract

       Parameter N-control Hypercholesterolemic groups
H-control OH-1 OH-2

Body weight gain (g/4 wk)
Food intake (g/day)

37.00±18.69a

12.48±3.17NS
104.30±17.19b

 12.38±2.95
109.77±16.82b

 14.18±2.24
101.63±6.58b

 14.25±2.08
Values are mean±SD for 4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S: not significant.
N-control, normal diet group; H-control,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1, Opuntia humifusa extract 2%-supplemented hyper-
cholesterolemic diet group; OH-2, Opuntia humifusa extract 4%-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Table 3. Organ weights of hypercholesterolemic rats treated with Opuntia humifusa extract
Organ weight
(g/100 g BW) N-control Hypercholesterolemic groups

H-control OH-1 OH-2
Liver

Spleen
Kidney

2.92±0.28a

0.21±0.02a

0.73±0.05a

4.14±0.41b

0.27±0.03b

0.91±0.07b

4.12±0.24b

0.28±0.04b

0.94±0.12b

4.01±0.22b

0.27±0.03b

0.89±0.10b

Values are mean±SD for 4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control, normal diet group; H-control,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1, Opuntia humifusa extract 2%-supplemented hyper-
cholesterolemic diet group; OH-2, Opuntia humifusa extract 4%-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chloroform-methanol(2:1)의 혼합 용액 3 mL를 첨가하여 

균질화하고 균질화한 혼합물을 4°C, 3,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징액을 지방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분변 내 총 콜레스테롤은 FUJI DRI-CHEM 3500을 이용해 

분석하였으며 분변 내 담즙산은 Huang과 Dural(12)의 방법

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즉 분변 내 담즙산은 분변 지방 

추출액 200 μL에 70% sulphuric acid 200 μL를 반응시키

고 2분 후에 25% furfural solution(in 30% ethanol)을 첨가

한 후 5분 후에 분광광도기(VERSAmax microplate read-

er, Molecular Devices, Sunnyvale, CA, USA)를 이용해 

51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0.1 M phosphate 

buffer(pH 6.9)에 용해시킨 sodium taurodeoxycholate 

hydrate을 표준물질로 하여 정량화하였다. 

통계 분석

실험 결과는 SPSS ver 12.0(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 처리하였으며 모든 측정 항목에 대

한 평균(mean)과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s, SD)를 산

출하였다. 실험군 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 후 구체적인 

사후 검증은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실시하였다.

 

결   과

체중 및 식이 섭취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도시킨 쥐를 

대상으로 천년초 추출물 처치가 체중 및 식이섭취에 미치는 

영향을 Table 2에 나타내었다. 체중은 일반 식이 대조군에 

비해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인해 고콜레스테롤군의 체중 증

가가 더 컸으며 천년초 추출물 섭취로 인한 체중의 유의적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이 섭취는 실험 식이와 관

계없이 모든 군에서 유사한 수준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천년

초 추출물은 체중 및 식이 섭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

로 사료된다.

상대적인 장기 무게

Table 3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유

도된 쥐에 있어 상대적인 장기 무게에 대한 천년초 추출물의 

영향을 나타내고 있다. 간, 비장, 신장의 체중 대비 상대적인 

무게는 정상 식이 대조군에 비해 고콜레스테롤군이 유의적

으로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P<0.05) 천년초 추출물 섭취로 

인한 유의적인 차이는 없는 것으로 나타나 천년초 추출물은 

장기 무게에 의한 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혈중 지질 성분

Table 4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유

도된 쥐의 혈중 지질 성분에 대한 천년초 추출물의 처치 효

과를 나타내고 있다.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의해 정상 식이 대조군(64.67 mg/dL)에 비해 고콜

레스테롤군(79.25 mg/dL)이 높았으며(P<0.05) 천년초 추

출물 섭취로 인해 혈중 총 콜레스테롤은 정상 식이 대조군 

수준으로 낮아졌다(OH-1: 76.55 mg/dL, OH-2: 67.02 

mg/dL).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은 

감소되었고 저밀도 콜레스테롤은 증가되었는데(P<0.05) 천

년초 추출물 섭취는 감소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유의하게 

증가시키고(P<0.05) 증가된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

으며 이는 용량에 의존한 경향으로 나타났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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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Serum lipid levels of hypercholesterolemic rats treated with Opuntia humifusa extract

Serum lipid
(mg/dL) N-control

Hypercholesterolemic groups
H-control  OH-1  OH-2

Total-C
TG
HDL-C
LDL-C

64.67±4.51a

53.50±12.40NS

30.90±2.23c

24.23±1.36a

79.25±4.79b

59.00±1.73
17.52±2.31a

49.33±3.94b

76.00±10.15ab

56.00±22.54
22.14±4.02b

42.66±2.24b

67.00±10.13ab

59.75±7.50
21.90±1.58b

33.15±8.94a

Values are mean±SD for 4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S: not significant.
Total-C, total cholesterol; TG, triglyceride; HDL-C, HDL-cholesterol; LDL-C, LDL-cholesterol; N-control, normal diet group; H-con-
trol,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1, Opuntia humifusa extract 2%-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2,
Opuntia humifusa extract 4%-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Table 5. Levels of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s hepatic function parameter of hyper-
cholesterolemic rats treated with Opuntia humifusa extract

Hepatic function parameter 
(U/L) N-control

Hypercholesterolemic groups
H-control OH-1 OH-2

ALT
AST

21.50±7.72a

61.25±2.22a
37.67±4.51b

80.67±2.52c
33.00±3.83b

67.50±7.85ab
34.00±9.00b

74.33±8.50bc

Values are mean±SD for 4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control, normal diet group; H-control,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1, Opuntia humifusa extract 2%-supplemented hyper-
cholesterolemic diet group; OH-2, Opuntia humifusa extract 4%-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Table 6. Total cholesterol (Total-C) and triacylglycerol (TG) levels of hepatic tissue of hypercholesterolemic rats treated with Opuntia 
humifusa extract

Hepatic lipid (mg/g liver) N-control
Hypercholesterolemic groups

H-control OH-1 OH-2

Total-C
TG

 1.73±0.14a

17.15±2.16a
 4.43±0.59c

33.88±8.38b
 2.95±0.77b

20.88±6.02a
 1.96±0.02a

17.83±1.46a

Values are mean±SD for 4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control, normal diet group; H-control,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1, Opuntia humifusa extract 2%-supplemented hyper-
cholesterolemic diet group; OH-2, Opuntia humifusa extract 4%-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혈중 ALT 및 AST

Table 5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유

도된 쥐에 있어 간 손상 지표인 혈중 ALT 및 AST에 대한 

천년초 추출물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고콜레스테롤 식이

로 인해 간 손상이 야기되어 정상 식이 대조군에 비해 고콜

레스테롤군의 혈중 ALT(N-control: 21.50 U/L vs. H- 

control: 37.67 U/L)와 AST(N-control: 61.25 U/L vs. H- 

control: 80.67 U/L)가 증가되었는데(P<0.05) 이는 천년초 

추출물 처치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이며(ALT: OH-1, 33.00 

U/L; OH-2, 34.00 U/L; AST: OH-1, 67.50 U/L; OH-2, 

74.33 U/L) 간 손상이 완화됨을 나타내었다.

간 조직 내 지질 성분

간 조직 내 지질 성분인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에 대

한 고콜레스테롤 식이의 영향과 천년초 추출물 처치에 대한 

효과는 Table 6에 나타내었다. 간 조직 내의 총 콜레스테롤

과 중성 지방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인해 유의하게 높아졌

으며(P<0.05) 천년초 추출물 처치로 인해 용량에 의존하여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분변 내 지질 성분 및 담즙산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롤혈증이 유도된 쥐에 

대한 천년초 추출물이 분변 내 지질 성분 및 담즙산에 미치

는 영향은 Table 7에 나타내었다. 분변 내 중성 지방과 담즙

산은 고콜레스테롤 식이 내 많은 양의 콜레스테롤로 인해 

고콜레스테롤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는데(P<0.05) 천년초 

추출물은 지방과 결합하여 분변으로 배출시키는 기전의 가

능성을 시사하며 천년초 추출물 처치는 고콜레스테롤 대조

군에 비해 분변 내 중성 지방과 담즙산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수준을 나타내었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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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Total cholesterol (Total-C) and bile acid concentration from feces of hypercholesterolemic rats treated with Opuntia humifusa
extract

Fecal parameter N-control
Hypercholesterolemic groups

H-control OH-1 OH-2

Total-C (mg/day)
Bile acid (μM/day)

30.50±1.30a

25.85±13.96a
142.74±10.91b

 37.07±10.24b
214.05±9.95c

 47.23±8.80b
200.95±3.87c

 47.93±1.93b

Values are mean±SD for 4 rats.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N-control, normal diet group; H-control,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OH-1, Opuntia humifusa extract 2%-supplemented hyper-
cholesterolemic diet group; OH-2, Opuntia humifusa extract 4%-supplemented hypercholesterolemic diet group.

고   찰

천년초 선인장은 마그네슘을 포함한 무기질 함량이 높은 

반면 나트륨, 칼륨, 인은 타 열매와 비교할 때 비슷한 수준이

며, 특히 유리아미노산 함량이 높고 다른 과일과 비교하여 

볼 때, 세린, γ-aminobutyric acid, glutamine, proline, ar-

ginine, histidine의 함량이 높다고 하였다(13,14). 최근 들

어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천년초 선인장의 기능에 관한 연구

를 살펴보면, 항산화 효과, 항균 효과, 간기능 보호 효과, 

위궤양 치유 효과, 접촉성 피부염 완화 효과 등이 보고되어 

있다(14).

본 연구는 천년초 추출물의 생리활성 중 고콜레스테롤혈

증 개선 효과에 대한 연구였다. 기존의 천년초 추출물에 대

한 국내 연구를 보면 Park 등(15)은 천년초 추출물의 항산

화 활성 및 사염화탄소로부터 간 손상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천년초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연구에서 천

년초의 ethyl acetate 분획물이 α-tocopherol과 비슷한 항

산화 활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으며 병원성 식중독 미생

물에 대해 천년초 추출물의 항균 효과가 우수하다고 하였다

(1). Kwon과 Song(16)은 천년초 추출물이 흰쥐의 복부 지

방량과 혈중 지질 농도를 감소시키고 고밀도 지단백 콜레스

테롤 농도를 증가시켜 항동맥경화 효과가 있다고 하였으며 

유산소 운동 능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또한 Kim(17)은 천년초 추출물이 Staphylococcus aureus, 

Streptococcus mutans 등에서 높은 항균력을 보였다고 하

였다. 본 연구에서와 같이 천년초 추출물은 다양한 생리활성

의 기능을 갖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기능성식품 소재로의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천년초 추출물이 고콜레스테롤혈증과 관

련하여 콜레스테롤 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천년초의 간 조직 내 콜레스테롤과 혈중 콜레스테롤 특히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저하로 인한 고콜레스테롤혈증 

개선에 대한 기전은 아직 명확히 밝혀지지는 않은 상태이다. 

천년초와 매우 유사한 또 다른 손바닥 선인장의 한 형태인 

백년초에 있어 콜레스테롤 저하 효과는 보다 잘 알려져 있는

데 이에 대한 기전 역시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백년초의 콜레스테롤 특히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

롤 저하에 대한 효과에 대해 가장 신뢰성 있는 기전은 간 

조직 내의 apo B/E receptor 발현의 증가와 acyl CoA cho-

lesterol acyltransferase(ACAT) 감소와 관련한 것으로 콜

레스테롤 생합성의 속도 조절 효소인 3-hydroxy-3- 

methylglutartl CoA(HMG-CoA) reductase와는 무관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백년초 내의 β-sitosterol, fla-

vonoids, vitamins(특히 ascorbic acid)와 같은 유용 성분

들 역시 콜레스테롤 저하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6,18). 결과적으로 백년초와 유사한 기전으로 작용할 

것으로 생각되는 천년초는 생체 내에서 콜레스테롤 저하 작

용에 대해 물론 천년초를 대상으로 작용 기전을 설명할 세포 

수준의 실험은 없었으나 천년초 섭취는 apo단백질의 활성 

조절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 receptor의 작용 촉진으

로 혈중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의 감소로 인한 콜레스테

롤 개선 작용을 유추해 볼 수 있다. 

요   약 

본 연구는 흰쥐를 이용하여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

테롤혈증을 유도하고 이에 천년초 추출물을 2, 4% 식이에 

포함시켜 경구로 섭취 시의 천년초 추출물의 콜레스레롤 개

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에 혈중 및 간 조직 내 지질 

성분, 혈중 간 손상 지표, 분변 내 지질 성분 및 담즙산을 

분석하였다. 천년초 추출물 섭취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상

승된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저밀도 지단백 콜레스테롤을 정

상 수준으로 감소시켰으며 고밀도 콜레스테롤은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고콜레스테롤 식

이 유도로 인해 상승된 혈중 ALT와 AST는 천년초 추출물 

처치로 감소되는 경향을 보였으며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인

해 상승된 간 조직 내의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 역시 

천년초 추출물 처치로 인해 용량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분변 내 중성 지방과 담즙산은 천년초 추출물 처치로 유의적

으로 상승되어 천년물 추출물 섭취로 중성 지방과 담즙산 

배설이 유도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 결과 천년

초 추출물은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고콜레스테롤이 유도된 

쥐에 있어 콜레스테롤 개선 효과의 가능성 있는 식품 소재로 

판단되며, 이를 인체에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전 

연구와 활성 물질 동정에 대한 계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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