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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influences of wild haw (Crataegus pinnatifida BUNGE) on  lowering blood urea nitrogen 
(BUN) and creatinine concentrations in dyslipidemic rats. Four groups of rats were fed different diets for 5 weeks: 
basal diet (BD group), nondyslipidemic diet+feral haw extract (NDF group), dyslipidemic diet (DLD group), dyslipidemic 
diet+feral haw extract (DFH group). BUN, creatinine and uric acid concentration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DLD 
group than in the BD group. However, DFH group significantly lowered BUN, creatinine and uric acid concentrations 
compared to the DLD group. Amylase activity was significantly lower in the DLD group than in the BD group, while 
DFH group significantly higher compared to the DLD group. Lipase activity was also also significantly lower in the 
DLD group than the other group. According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haw extract could be effective for improving 
kidney function in dyslipidemic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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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1)

생활 수준의 향상 및 서구화된 식생활로 인하여 동

물성 식품의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비만, 당뇨, 고혈

압과 같은 생활습관병(lifestyle related disease)이 사

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Heo 등, 2012). 심혈관계 

질환은 잘못된 식습관 등으로 발병되는데 청소년기에 

높은 혈청 콜레스테롤 양상을 보인 경우 성인이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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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도 비슷한 경향을 보인다고 하며, 일반적으로 비만 

아동의 경우에는 동물성 지방을 많이 섭취하고 야채나 

과일류는 적게 섭취한다고 알려져 있다(Han과 Rhee, 

1996). 채소와 사과 혼합 주스를 6주간 섭취하였을 때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TG), low density 

lipoprotein (LDL)-cholesterol의 농도는 감소하는 경

향을 보였고,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Px), catalase의 활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ang 등, 2005). 또한 채식을 할 경우 

비채식자에 비하여 혈청 지질 수준이 개선되었고 총 

항산화능이 증가하였다고 하며, 흡연자에 비하여 비

흡연자에서 총 항산화능이 높게 나타나 올바른 생활 

습관과 식이 조절은 동맥경화의 예방 및 치료에 중요

하다고 보고되어 있다(Kim 등, 2000).

산사(Crataegus pinnatifida BUNGE)는 특유의 향과 

맛을 가지고 있는 붉은 색의 열매로 떡, 잼과 같은 식용 및 

소화기 질환, 항비만 등의 약용으로 이용되고 있다(Park 

등, 2012). 산사의 활성 성분으로는 caffeic acid, 

pyrogallol, protocatechuic acid, chlorogenic acid, 

epicatechin, isoquercitrin 등이 알려져 있다(Kim 등, 

1993; Liu 등, 2010). 산사의 생리활성으로는 위장보호

(Tadic 등, 2008), 혈관 이완 효능(Chae 등, 2003), 항균 

활성(Ryu 등, 2012), 항산화(Liu 등, 2010) 등이 있다. 한

편, 고지혈증 유발 흰쥐에 4주간 산사추출물의 급여는 간

장의 중량 및 LDL-cholesterol, TG 농도를 감소시켰고, 

high density lipoprotein (HDL)-cholesterol 농도는 증

가시켜 고지혈증의 치료 및 예방에 유효할 것이라고 보고

되어 있다(Kwon과 Kim, 2010). 또한 알콜로 간 손상을 

유발시킨 흰쥐에 산사추출물을 급여시킨 결과 간장의 중

량이 정상수준으로 회복되었고, 간 손상 지표인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등의 효소 활성은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나 간 손상 예방 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Seo, 2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산사 추출물이 

이상지질혈증 흰쥐에 있어 blood urea nitrogen (BUN) 

및 creatinine, uric acid, amylase, lipase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후, biohealth 기능성 식품 재료로 활용 가능성을 

알아보고자 실험을 수행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의 조제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2011년 10월 중하순 강원도 정

선군 남면에서 채취한 산사를 진공동결건조(EYELA, 

FDU-2000, Rikakikai Co., Tokyo, Japan)시킨 다음 산사 

200 g에 1,100 ㎖의 물을 넣고 4시간 동안 증숙(88℃)한 

후, 92℃에서 8시간 동안 가열(DWG-50000AR, Dae- 

Woong, Seoul, Korea)하였다. 그 후 100 ㎖의 물을 넣고 

다시 증숙(4h, 88℃) 및 가열(8h, 92℃) 하였다. 추출 과정

이 끝난 후 모아진 추출액(1,000 ㎖)을 본 실험의 시료로 

사용하였다.

2.2. 실험동물 및 식이조성

7주령된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200±10 g)를 

Dae Han Biolink로 부터 구입하여 환경이 조절된 사육실

(온도 20±1℃, 및 습도 50±10%, 조명 07:00～19:00)에서 

1주일간 예비 사육하였고, 6마리씩 4군으로 metabolic 

cage (JD-C-71, Jeongdo, Korea)에 나누어 5주간 실험 사

육하였다. 예비사육 및 실험사육 등 동물실험은 부산대

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PNU-2013-0310)과 

관리 감독 하에 실시되었다. 식이조성 및 실험군은 Table 

1과 같다. 기본 식이를 섭취시킨 대조군(BD군), 대조군

에 산사추출물을 섭취시킨 NDF군, 이상지질혈증 유발 

실험군인 DLD군, 이상지질혈증 실험군에 산사 추출물

을 섭취시킨 DFH군으로 나누었다.

2.3. 실험 동물의 처리

실험 동물은 마지막 7시간 동안 절식시킨 후 에테르 

마취로 심장채혈법에 의하여 혈액을 채혈하였다. 혈액

은 4℃에서 1시간 방치한 후 3,000 cycle로 20분간 원심분

리하여 혈청만 분리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2.4. Blood urea nitrogen (BUN) 농도의 정량

Blood urea nitrogen (BUN)은 효소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Eiken, Tokyo, Japan)으로 생화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로 측정하였다. 

2.5. Creatinine 농도의 정량

Creatinine은 Jaffe reaction법에 의해 조제된 시약

(Eiken, Tokyo, Japan)으로 혈액자동분석기(Hitachi 

7150, Tokyo, Japan)에 의하여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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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oup
Ingredient

BD NDF DLD DFH

Casein (C3400)
(Sigma, St. Louis, USA)

22.0 22.0 22.0 22.0

Corn starch (S4126)
(Sigma-Aldrich, St. Louis, USA)

48.0 48.0 48.0 48.0

Sucrose
(Cheiljedang, Incheon, Korea)

15.0 15.0 15.0 15.0

Cellulose (C8002)
(Sigma, St. Louis, USA)

5.0 5.0 4.0 4.0

Mineral Mix* (960400)
(MP Biomedicals, California, USA)

3.5 3.5 3.5 3.5

Vitamin Mix** (960402)
(MP Biomedicals, California, USA)

1.0 1.0 1.0 1.0

Soybean oil 
(Ottogi, Gyeonggido, Korea)

5.0 5.0 - -

Lard 
(Daekyung, Gyeongnam, Korea)

- - 5.0 5.0

Cholesterol (C8667)
(Sigma, St. Louis, USA)

- - 0.75 0.75

Sodium cholate (S9875)
(Sigma, St. Louis, USA)

- - 0.25 0.25

L-Cystine (34430-0310)
(Junsei, Tokyo, Japan)

0.3 0.3 0.3 0.3

Choline bitartrate (C1629)
(Sigma, St. Louis, USA)

0.2 0.2 0.2 0.2

Total 100.0 100.0 100.0 100.0

Group BD : Basal Diet. NDF : Non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DLD : Dyslipidemic Diet DFH : 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AIN-93G-MX Mineral Mix. 
**AIN-93-VX Vitamin Mix. 

Table 1. Experimental groups and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diet (%)

2.6. Uric acid 농도의 정량

혈청 중의 uric acid의 측정은 효소법에 의해 조제된 시

약(Eiken, Tokyo, Japan)을 이용하여 생화학분석기

(Hitachi 7150,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조사하였다.

2.7. Amylase activity 측정

Amylase는 pNPG7법으로 조제된 시약(Amylase, 

Roche, Indianapolis, USA)을 이용하여 측정 장치(Hitachi 

Modular, Tokyo, Japan)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2.8. Lipase activity 측정

Lipase는 비색법(Colorimetry)에 의해 조제된 lipase 

측정용 시약(LIPC, Roche, Indiana -polis, USA)을 사용하

여 생화학분석기(Integra 800, Roche, Basel, Switzerland)

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9.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측정한 분석치를 평균값과 표준편차로 나

타내었다. 군간의 차이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IBM SPSS statistics ver. 21)로 분석하였고,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각 실험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Blood urea nitrogen (BUN)

혈청 중의 BUN 농도는 Fig. 1에서와 같다. 대조군에 

산사추출물을 급여시킨 NDF군에서 13.5±1.6 mg/㎗로 

대조군인 BD군(16.8±1.4 mg/㎗)보다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 유발 실험군인 DLD군은 23.9± 

1.4 mg/㎗로 대조군인 BD군과 대조군에 산사 추출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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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시킨 NDF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

인되었다. 이상지질혈증군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DFH군은 20.4±1.5 mg/㎗로 이상지질혈증군인 DLD군

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BUN은 신장 기능

의 지표로 이용되는데 신장 이외의 여러 요인들에 의해 

농도가 변하기도 하며, 일반적으로 신장 기능에 이상이 

생기면 농도가 증가한다고 알려져 있고, 울혈성 심부전

증 환자의 38%에서 BUN 농도가 증가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Ha, 1999; Kim, 1977). 따라서 본 실험결과 DLD

군에 비하여 DFH군에서 BUN 농도가 감소된 것은 산사

추출물의 신장 기능 개선 효과에 의한 것이라 판단된다.

Fig. 1. Concentrations of blood urea nitrogen in serum of 
the experimental rats.

*Group BD : Basal Diet.
NDF : Non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DLD : Dyslipidemic Diet.
DFH : 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2. Creatinine

Creatinine의 농도는 Fig. 2와 같으며 BUN과 같은 경

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인 BD군은 0.74±0.01 mg/㎗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NDF군은 

0.69±0.03 mg/㎗으로 B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군인 DLD군은 0.84± 0.02 mg/

㎗으로 BD군과 NDF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다. 이상지질혈증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DFH군

은 0.79±0.02 mg/㎗로 BD군 및 NDF군 보다는 높게 나타

났으나 DL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Creatinine은 BUN과 마찬가지로 신장 기능의 지표로 이

용되고 있는데 신장 기능이 비정상적일 때 농도가 증가한

다고 하며, 체내에서 비교적 일정하게 생성되므로 BUN

보다 정확하다고 알려져 있다(Kim, 1977). 따라서 본 실

험결과 DLD군에 비하여 DFH군에서 유의적으로 

creatinine 농도가 감소한 것으로 보아 산사는 신장 기능 

개선에 효과적일 것으로 사료된다.

Fig. 2. Concentrations of creatinine in serum of the experimental 
rats.

*Group BD : Basal Diet.
NDF : Non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DLD : Dyslipidemic Diet.
DFH : 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3. Uric acid 농도의 정량

혈청 중의 uric acid 농도는 Fig. 3과 같으며 대조군인 

BD군은 1.79±0.08 mg/㎗로 나타났다. 대조군에 산사 추

출물을 급여시킨 NDF군은 1.62±0.07 mg/㎗로 대조군

인 B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상지질

혈증 유발군인 DLD군은 2.41±0.14 mg/㎗로 대조군인 

BD군과 대조군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NDF군에 비

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상지질혈

증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DFH군은 2.13±0.10 mg/

㎗으로 나타나 대조군인 BD군, 대조군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NDF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고 이상지질혈증

군인 DL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혈중 

uric acid는 세포 대사 또는 섭취된 식품의 purine으로부

터 생성되어 신장으로 배설 되는데 요산 결정(urate 

crystal)은 통풍의 원인이 되며 혈관 내피의 기능 부전에 

의한 만성신장병, 심혈관계 질환 및 신기능 저하와도 연



1033야생 산사(Crataegus pinnatifida BUNGE)가 이상지질혈증의 BUN 및 Creatinine 농도 저하에 미치는 영향

관성이 있다고 보고되어져 있다(Kang, 2011). 또한, 비

만, 당뇨, 고혈압 등은 혈청 요산 농도와 관련된 인자들이

며 고요산혈증이 있는 환자 중 남성의 28.3%, 여성의 

42.2%가 대사증후군의 유병률을 보였다고 보고된 바 있

다(Hong 등, 2012). 따라서 본 실험결과, 산사 추출물의 급

여는 uric acid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3. Concentrations of uric acid in serum of the experimental 
rats.

*Group BD : Basal Diet.
NDF : Non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DLD : Dyslipidemic Diet.
DFH : 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4. Amylase activity

산사 추출물을 5주간 급여시킨 흰쥐의 amylase 활성

은 Fig. 4와 같다. 이상지질혈증 유발군인 DLD군이 

123.2±13.8 U/L로 유의적으로 가장 낮은 활성을 보였다. 

대조군인 BD군은 189.5±14.5 U/L로 나타났고 대조군

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NDF군은 219.8±14.9 U/L로 

대조군인 B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

다. 이상지질혈증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DFH군은 

152.0±14.1 U/L로 BD군 및 NDF군에 비하여 낮은 활성

을 보였지만 이상지질혈증군은 DLD군에 비하여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Amylase는 일반적으로 급성췌장

염일 때 정상보다 높게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으나 일부 

환자에게서는 정상수준을 나타내었다는 연구 결과도 있

다(Choi, 2007; Park 등, 2012). 한편, streptozotocin으로 

당뇨가 유발된 흰쥐의 췌장에서 amylase 활성은 10.60 

U/100 mg으로 대조군(30.90 U/100 mg)에 비하여 감소

하였다고 보고된 바 있다(Aughsteen과 Mohammed, 

2002). 따라서 본 실험결과 이상지질혈증군인 DLD군은 

지질대사 이상에 따른 비정상적인 당질대사가 일어났다

고 사료되며 이상지질혈증군에 산사의 급여는 유의적으

로 amylase 활성을 증가시켰으며 당질대사 개선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Fig. 4. Amylase in serum of the experimental rats.
*Group BD : Basal Diet.

NDF : Non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DLD : Dyslipidemic Diet.
DFH : 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3.5. Lipase activity

Lipase 활성은 Fig. 5와 같으며, amylase 활성과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 대조군인 BD군은 6.9±0.4 U/L로 나

타났으며 대조군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NDF군은 

7.8±0.4 U/L로 나타나 BD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이상지질혈증 유발군인 DLD군은 

5.2±0.2 U/L로 BD군 및 NDF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낮

게 나타났다. 이상지질혈증에 산사 추출물을 급여시킨 

DFH군은 5.8±0.3 U/L으로 BD, NDF군에 비하여 낮게 

나타났으나 이상지질혈증군인 DLD군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높은 활성을 보였다. Lipase는 amylase와 마찬가지

로 급성 췌장염의 지표로 이용되며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

병 환자군에서 활성도가 감소하였으나 대조군과 유의적

인 차이는 없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Mohan 등, 1989). 한

편 당뇨로 유발된 흰쥐에 있어서 췌장의 lipase 활성은 

51.92 U/100 mg으로 대조군의 90.98 U/100 mg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당뇨유발군에 인슐린의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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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는 lipase의 활성을 98.66 U/100 mg으로 증가시켰다

고 보고된 바 있다(Aughsteen과 Mohammed, 2002). 따

라서 산사의 급여는 지질대사 이상으로 인한 당질대사 

이상을 개선시킬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Fig. 5. Lipase in serum of the experimental rats.
*Group BD : Basal Diet.

NDF : Non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DLD : Dyslipidemic Diet.
DFH : Dyslipidemic Diet + Feral Haw extract.

**The data are presented as means±SD of 6 independent 
rats.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4. 결 론

산사추출물이 이상지질혈증으로 유발된 Sprague 

Dawley계 수컷 흰쥐에 있어서 BUN 및 creatinine 농도 

저하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기 위하여 본 실험을 수행하

였다. 기본식이를 섭취시킨 BD군을 대조군으로 하였으

며, 대조군에 산사추출물을 섭취시킨 NDF군, 이상지질

혈증 유발군인 DLD군, 이상지질혈증군에 산사추출물

을 섭취시킨 DFH군으로 5주간 실험 사육하였다. BUN, 

creatinine, uric acid 농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산사추출물

을 급여시킨 NDF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고, 이상

지질혈증군인 DLD군에 비하여 이상지질혈증군에 산사

추출물을 섭취시킨 DFH군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 Amylase와 lipase 활성은 BD군에 비하여 NDF군에

서 높게 나타났으며, DLD군에 비하여 DFH군에서 유의

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이상지질혈증 흰쥐에 있

어서 산사추출물의 급여는 신장 기능 개선 효과 및 지질

대사 이상으로 인한 비정상적인 당질대사의 개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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