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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and UDP-glucuronyl transferase activity. In vitro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of 2%, 5% and 10%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 group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control group. Sprague-Dawley strain male rats weighing 100±10 g were randomly
assigned to one normal diet N group and experimental group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
which were divided into HF (0.0%), HEA (0.1%), HEB (0.2%), and HEC (0.5%) groups according to
the amount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added to their basal diet. The body weight gain
in the HF group was higher than that in the N group, and those in the HEA, HEB and HEC groups
were lower than that in the HF group However, there were no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the all the groups. The hepatic triglyceride and total cholesterol contents in the N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in the HF group, and those in the HEA, HEB and HEC groups were
lower than that in the HF group. The hepatic UDP-glucuronyl transferase activity in the N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the HF group and those in the HEA, HEB and HEC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HF group. The serum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of the HF group were sig-
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 group, and those of the HEA, HEB and HEC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HF group. The serum HDL-cholesterol contents in all groups supplemented with the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HF group. The se-
rum LDL-cholesterol contents of the HF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 group,
and those of the HEA, HEB and HEC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HF group. The fecal total
cholesterol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F group compared to the N group, and those
of the HEB and HEC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HF group. The fecal triglyceride contents
in the N group was higher than that of the HF group, and those of the HEA, HEB and HEC groups
were lower than that of the HF group. This study suggested that the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have powerful health benefits by the UDP-glucuronyl transferase activity and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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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식생활의 서구화와 더불어 환경오염 및 운동부족 등의 요인

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당뇨병 및 고혈압 등과 같은 만성

생활습관성 질환이 크게 증가함에 따라 국민의 건강에 대한

관심이 크게 고조되고 있다. 특히 만성 퇴행성 질환 중에서도

심혈관계 질환의 환자 수가 급증되어 그로 인한 사망률이 전

체 사망요인의 1위를 차지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심혈관

계 질환과 연루되어 있는 식이인자로는 식이지방 내의 불포화

지방산과 포화지방산의 비율[31], 식이콜레스테롤 및 식이지

방 등을 들 수 있으며 일반적으로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식이지방의 종류와 양, 총 열량, 무기질, 섬유소 등에 의해 영

향을 받는다고 알려져 있다[1,2]. 식이로 섭취된 콜레스테롤은

간으로 운반된 후 담즙산을 형성하며 담즙산은 소장으로 분비

되어 지방을 유화시켜 소화를 촉진하고 다시 간으로 흡수되는

장간순환을 이룬다[19]. 이렇게 담즙은 지방의 소화나 흡수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17] 담즙이 상실 되었을 시 지방의 가수분

해가 손상되어 지방의 흡수가 저하된다고 보고되었다[32]. 따

라서 식사에 의해 증가된 간의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해서

는 담즙산의 합성 증가가 필수적이며 또한 콜레스테롤 대사과

정 가운데 간에서는 UDP-glucuronyl transferase (UDPGT) 활

성이 증가되는 데 이 효소는 간의 해독작용뿐만 아니라[33]

콜레스테롤의 이용을 증가시켜 조직과 혈중의 콜레스테롤을

저하시키는 작용을 한다[3,27].

최근에는 종자류와 심혈관계 질환에 대한 여러 연구가 활발

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와 관련된 보고로는 홍화씨 분말 및

추출물은 고콜레스테롤 식이 흰쥐 및 난소절제 쥐의 혈장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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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대사 개선효과가 우수함을 보고하였으며[6,24] 포도씨의

catechin류는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 및 항고혈압 및 항염증

등 다양한 생리적 기능의 효과가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7,42].

국내 건고추의 경우 고추 태좌 2.8~3.0%, 고추씨 25.2~25.8%,

과피 62.6~65.2%, 꼭지 6.7~8.0%의 비율로 씨의 함량이 10%

미만인 외국산 고추에 비하여 고추씨 함량이 배 이상 높다[44].

건고추 씨에는 수분 10% 미만, 조단백질 15~17%, 지방

25~30%, 조섬유 35~45%를 함유[8]하고 있으며 16종의 아미노

산을 함유하고 있다[9]. 또한 고추씨의 매운맛에 영향을 주는

capsaicin과 dihydrocapsaicin을 분석한 결과 capsaicin 함량

은 0.09~5.32 mg%, dihydrocapsaicin 함량은 0.00~2.17 mg%

이었다[20]. 고추씨의 물추출물에서 폴리페놀의 함량이

10.22~25.98 mg/g, 에탄올추출물에서 8.00~33.99 mg/g로 종

실류에 비해 비교적 높이 함유되어 있는 항산화 기능이 뛰어

난 식품소재이지만[21], 고추씨와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지질조성, 항산화에 관련된 몇몇 연구는 있으나 고추씨 에탄

올 추출물과 관련되어 UDP-glucuronyl transferase (UDPGT)

활성 등에 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고추씨 섭취에 의한 질환 예방 및 개선 효능을 규명하고자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의 콜레스테롤흡착능 및 고지방ㆍ고콜

레스테롤 식이로 유도된 흰쥐 간 조직에서의 UDPGT 활성변

화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고, 혈액 및 대변의 지질성분의 결

과를 바탕으로 체내 지질대사 개선효능을 검증하여 부산물인

고추씨 추출물의 기능성을 규명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 분말 제조

본 연구에 사용한 고추씨는 2007년 안동군에서 재배된 것으

로 남안동 농협에서 제공받아 농가형 열풍건조기를 이용하여

80~85℃로 건조하였다. 건 고추 시료는 종자 분리기로 종자를

완전 분리한 후 분쇄기(대성파워 믹서/분쇄기DA-280G,

Seoul, Korea)로 분쇄한 후 고추씨 당 6 배에 해당하는 100%

에탄올(w/v)을 가하여 4℃에서 24시간 추출하였다. 위와 같은

조건으로 3회 반복하고 상등액을 모아 Whatman No. 1 여과

지로 여과하여, 여과한 여액은 rotary vacuum evaporator

(HS-2001N, Hanshin Science CO. Korea)를 사용하여 감압 농

축하고, 동결건조기(Bondiro, Ilshin, Korea)로 건조하여 조제

한 것으로 동물 실험용 식이재료로 사용하였다. 이때 Ku 등

[20]의 방법의 추출 온도를 이용하였고, 각각의 추출물에 대한

수율은 추출 전의 시료 무게에 대한 동결 건조 후 추출물의

무게를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총 콜레스테롤 흡착능 측정

총 콜레스테롤 흡착능 측정은 효소법에 의한 kit (Asan

Pharm.,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시료 1 ml에

10 μg의 콜레스테롤을 첨가하여 25℃에서 20분 동안 잘 섞어

준 후, 0.1 M hexadecyltrimethylammonium bromide을 50 μg

가하여 혼합한 뒤 15,000 rpm으로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층액을 취하여 효소액과 37℃에서 5분간 반응시켜 500

nm에서 분광광도계로 측정하였다[34].

 실험동물, 식이조성 및 사육

실험동물은 체중 100±10 g 내외의 Sprague-Dawley계 수컷

을 바이오 제노믹스(Bio Genomics Inc, Seoul, Korea)에서 구

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구입 후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일주일간 예비사육한 후,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 정상식이를 공급한 정상군과 고지방ㆍ고콜레

스테롤 식이 실험군으로 나누고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 실험

군을 다시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공급하지 않은 군(HF

groups),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1 g/kg을 공급한 군(HEA

group),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2 g/kg을 공급한 군(HEB

group) 및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5 g/kg을 공급한 군(HEC

group)의 5군으로 나누고 각 군당 8마리씩 3주간 사육하였다.

실험 기간 중 모든 군의 식이는 1주일에 한번씩 제조하여 4℃

에서 보관하였다. 이 때 사육실의 온도는 22±1℃, 습도는

50±10%를 유지하였다.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식이섭취량과 식수섭취량은 전 실험기간 동안 매일 일정

시간에 측정하였으며 체중은 3일에 한 번씩 일정시간에 측

정하였다. 식이효율(Food Efficiency Ratio, FER)은 전 체중

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줌으로

계산하였다.

혈액, 분변 및 장기의 채취

분변은 분석 전 2주 동안 매일 수집한 것을 각각 모아 담아

서 무게 측정 후 -60℃에 보관하였다. 사육기간 완료 후 실험동

물을 12시간 절식시키고 가벼운 ether 마취 하에서 22 gauge

주사기를 사용해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3.8%

sodium citrate가 처리된 tube로 나누었다. Sodium citrate가

처리된 혈액은 실온에서 30분간 방치 한 후 1,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간 조직은 생리 식

염수로 씻어내고 무게를 측정한 후 액체 질소로 급속 동결시

켜 -80℃에 보관하였다.

혈청지질 함량 및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

측정

혈청 내 중성지질의 함량은 표준 효소법에 의해 kit(Asan

Co. Korea)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함량

을 계산하였다. 그리고 혈청 총콜레스테롤의 함량 또한 표준

효소법에 의해 kit (Asan Co. Korea)를 사용하여 500 nm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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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광도를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혈청 HDL-콜레스테

롤은 2%, dextron sulfate와 1 M의 MgCl2 침전액을 1:1의 비율

로 혼합하여 12,000 rpm에서 8분간 원심분리하여 그 상층액을

시료로 표준 효소법에 의해 kit (Asan Co. Korea)를 사용하여

5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함량을 계산하였다. 혈청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Friedewald의 계산법[13]으로, 그리

고 혈청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Fiordaliso의

계산법[14]으로 각각 산출하였다.

혈당 (blood glucose) 측정

혈당측정은 enzymatic kit AM 102K (Asan Co., Korea)를

사용하여 enzymatic method에 의해 500 nm에서 비색 정량하

였다.

간조직중의 지질조성 분석

간조직의 총지질의 함량은 Folch 등[15]의 방법에 의해 추

출하여 정량하였고, 간조직 지질의 정량에서는 Sale 등[35]의

수정된 방법으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측정용 효소시액에

유화제로서 0.5% Triton X-100과 3 mM sodium cholate를 혼

합하여 발색 시 일어나는 탁도(turbidity)를 제거하여 간조직

의 triglyceride와 cholesterol 농도를 550 nm와 500 nm에서

각각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간조직의 UDP-glucuronyl transferase (UDPGT) 활

성 측정

전 처리한 간 microsome에서 Reinke 등의 방법[30]으로

UDPGT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즉 시험관에 working sub-

strate 용액(0.05 M phospate buffer (pH 7.0), 15 mM

UDP-glucuronic acid, 10 mM p-nitrophenol, 10 mM MgCl2ㆍ

H2O, 0.2% bovine albumin, 0.5% (
v
/v) Triton X-100을 가하여

3분 간 preincubation 시킨 후 0.15 M KCl로 현탁시킨 micro-

some 시료와 증류수를 가하여 37℃에서 20분간 반응하고 0.3

N perchloric acid를 가하여 1,6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0.5 ml 취하여 1.6 M glycine buffer (pH 10.3)를

가하여 436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분변 중의 지질조성 분석

실험 전 마지막 2주간 분변을 채취하여 freezer dryer (-7

0℃)에서 항량에 도달 할 때까지 냉동건조 시킨 뒤 건조중량을

측정하였다. 이중 500 mg을 시료로 채취하여 Deweal [11] 등

의 방법에 의해 곱게 분쇄한 뒤 KOH solution을 1 ml 넣어

3시간 autoclave한 다음 20% NaCl 용액 1 ml을 첨가하고

ether 20 ml을 넣어 상층액을 걷어내고(2회) 하층액에 HCl 0.2

ml 첨가하여 다시 ether 20 ml을 넣어 상층액을 수집하는 과정

을 4회 반복하였다. 수집한 상등액을 rotary evaporator로 농

축시킨 후 액체질소로 완전히 건조시켜 MeOH/H2O (5/1) 혼

액에 용해시켜 일정량을 시료로 취하였다. 변의 총지질 배설

량은 Folch 등[15]의 방법에 의해 정량하였고, 중성지방 함량

은 Sale 등[35]에 의해 수정된 방법에 의해 500 nm에서 정량하

였으며, 콜레스테롤은 Pearson 등[28]의 방법에 의해 550 nm

에서 정량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에 대한 통계처리는 각 실험군별로 표준차이

가 있는가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산분

석(ANOVA 검증)결과 유의성이 발견된 경우 Tuckey's HSD

test [36]에 의해 군 간의 유의성을 분석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콜레스테롤 흡착능 측정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2, 5, 10%의 농도로 각각 첨가한

군의 콜레스테롤 흡착능을 관찰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해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모든 농도에서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10% 농도 군에서는 60% 이상으로

높은 흡착능을 보였다. 식이섬유는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

레스테롤 감소에 효과적이며 식이섬유의 점성에 따라 담즙산

및 콜레스테롤 흡착능이 달라진다고 보고되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로 미루어 고추씨에도 40~65%의 식이섬유소를 함유하고

있는 데[20] 이러한 성분이 콜레스테롤의 흡착에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이라 사료되어지며, 고추는 생리활성물질인 fla-

vonoids, phenolics, quercetin, luteolin 및 capsaicinoids도 다

량 함유되어 있어[18] 이러한 물질 또한 콜레스테롤의 흡착능

을 증진시키는 데 기여했으리라 생각된다.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의 농도별 실험에서 체중증가량, 식이

Fig. 1. In vitro cholesterol adsorption capacity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Concentration of sample was

treated at 1 mg/ml.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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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kg diet)

                     Groups
1)

Ingredients
N HF HEA HEB HEC

Corn starch

Casein

Sucrose

Corn oil

Mineral mixture2)

Vitamin mixture
3)

Cellulose

539

200

100

60

35

10

50

429

200

100

60

35

10

50

428

200

100

60

35

10

50

427

200

100

60

35

10

50

424

200

100

60

35

10

50

DL-methionine

Choline chloride

Lard

Cholesterol

Red pepper seeds

  Total

3

3

-

-

-

1000

3

3  

 100

10

-

1000

3

3

100

10

1

1000

3

3

100

10

2

1000

3

3

100

10

5

1000
1)

N:  normal diet

HF: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

HEA: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 + 0.1 %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 + 0.2 %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 + 0.5 %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2)

AIN-76 mineral mixture (g/kg mixture).
3)

AIN-76 vitamin mixture (g/kg mixture).

Table 2.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body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FER)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
Body weight gains Food intake

FER
(g) (g/day)

N 177.03±9.30
b  20.53±2.37

NS  0.49±0.04
NS

HF 200.06±8.02a 20.81±3.39 0.53±0.02

HEA 191.11±8.49
ab

18.56±2.79 0.53±0.03

HEB 190.07±7.57
ab

20.82±4.58 0.51±0.01

HEC 183.32±10.15ab 18.21±3.85 0.51±0.02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The experimental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NS: not significant.

섭취량 및 식이효율을 관찰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체중

증가량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13%로 5% 수준에서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고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공급한 모든 군

에서 HF 군에 비해 모두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식이

섭취량 또한 비슷한 경향이었으며 식이효율은 정상군에 비

해 HF 군에서 8%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0.1%, 0.2% 및 0.5% 공급한 군 에서는 HF 군

에 비해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Suh [37]의 연구에서 작약씨 추출물 내의 식

이섬유 성분이 고콜레스테롤로 유도된 흰쥐의 증체량(body

weight gain) 및 식이효율 낮추었다는 결과와도 유사한 것

으로 보아 고추씨 내의 식이섬유소가 이러한 작용을 한 것

으로 사료되어 진다.

간장무게 및 지방무게

간장, 복부지방과 부고환지방의 무게를 체중 100 g당 무게

로 나타낸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간장의 무게를 체중 100

g당 무게로 나타낸 결과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증가하였으

며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공급한 군에서는 HF 군에 비해 모

두 5% 수준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어졌다. Sollof 등[38]은 일

반적으로 고지방식이 급여는 간 내 지방축적을 유도하고 간의

중량이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지방ㆍ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인한 과도한 지방과 콜레스테롤이 체외

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간 내에 축적되어 간의 중량

에 영향을 준 것을 알 수 있었으나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 식

이로 유도된 과도한 간 비대가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된 것은

고추씨 내 함유되어 있는 식이섬유소가 효과적으로 작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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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liver index, abdominal and epidydimal weights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
Liver index         Abdominal   Epidydimal

(g/100 g body weight)

N 5.36±1.78
ab

1.29±0.15
b  0.38±0.10

NS

HF 8.17±1.29a 2.02±0.21a  0.40±0.08

HEA 5.57±0.24b 1.24±0.99ab 0.40±0.16

HEB 5.67±0.27b 1.25±0.63ab 0.32±0.02

HEC 5.52±0.19b 1.21±0.27b 0.29±0.08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The experimental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NS: not significant.

Table 4.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liver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of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mg/g)

 N    0.02±0.010NS 16.62±4.71b 162.02±16.33c  

HF 0.04±0.010 31.78±2.92a 255.14±17.40ab  

HEA 0.04±0.020 28.87±4.75
a

249.52±2.470
a  

HEB 0.04±0.010 28.64±3.53
a

230.91±17.08
ab

HEC 0.04±0.010 27.82±1.72a 226.74±12.23b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The experimental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NS: not significant.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복부지방 및 부고환지방의 무게(Table

3)는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증가하였고 고추씨 에탄올추

출물을 0.5% 공급한 군(HEC group)에서는 HF 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감소 되어졌다. Kang 등[22]은 체중과 복부지방 함량

과의 정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체중증가

가 가장 적었던 HEC 군에서 복부지방 및 부고환지방 함량도

가장 적은 경향을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 속의 식이섬유소 함량이 지방무게 감소에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간조직의 지질함량

지방대사는 주로 간에서 일어나므로 지방은 계속해서 간으

로 들어오고 대사가 일어나지만, 간에서 합성된 중성지방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간에 지방이 쌓여 지방간이 초래

되며 고지방 식이 섭취시도 이러한 현상을 볼 수 있다[45]. 또

한 간조직은 콜레스테롤의 분배작용 및 합성과 혈장 지단백의

재조정과 관련된 기관이므로 간 조직의 지질성분 변화는 중요

한 의미를 갖는다[39]. 간조직의 지질성분을 관찰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간조직의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 군에

비해 HEA, HEB 및 HEC군에서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다

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Chung 등[10]의 보고와 같이

고지방식이로 사육한 흰쥐의 간 내의 총콜레스테롤, 중성지

방, 총지질 함량이 유의하게 높았다는 결과와 유사하게 고지

방ㆍ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증가된 간 조직 내 지질성분이 고추

씨 에탄올추출물로 인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

한 결과는 Lim 등[23]의 연구에서 고추파우더의 capsaicin이

지질대사의 증진에 기여했다는 보고와 Choi 등[40]의 연구에

서 고추씨 파우더의 공급으로 간 조직의 중성지질 및 콜레스

테롤 함량을 낮추었다는 연구결과로 미루어 고추뿐만 아니라

고추씨 내에도 capsaicin 및 식이섬유소 등이 지질감소에 효과

적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간조직의 UDP-glucuronyl transferase (UDPGT) 활성

UDPGT는 UDP-glucuronic acid를 glucuronic acid로 전환

ㆍ촉매 하는 역할을 하고 체내에 유입되는 화합물의 해독기전

에 또한 중요하게 기여하며 지방의 소화나 흡수에 중요한 역

할을 하는 담즙합성에 필요한 황색 담즙색소인 빌리루빈

(bilirubin)의 생성에 관여하는 효소이다[4,41]. Grosfeld 등[16]

은 담즙을 상실 시 간에서의 cholesterol 합성이 비정상적으로

증가되어 담즙산의 entero-hepatic circulation이 방해된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담즙대사와 관련된 glucuronidation율을

알아보기 위해 UDP-glucuronyl transferase 활성을 측정한 결

과는 Fig. 2와 같다.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공급군에서는 H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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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serum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

ol and atherogenic index (AI) levels of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AI

(mg/dl)

N 105.62±8.720
c

101.84±9.528
b  49.27±7.96

a  
25.02±9.09

b
1.88±1.62

ab

HF 191.14±12.11a 151.92±19.36a  25.58±6.59b  94.80±13.34a 4.80±1.26a

HEA 125.11±3.021
b

114.10±10.01
ab   34.74±2.30

ab
46.99±8.80

b
2.11±0.26

b

HEB 130.63±9.812b 110.31±12.79ab  35.64±2.26ab  44.09±15.20b 1.92±1.05ab

HEC 116.27±9.881bc 89.102±11.25bc  37.20±4.24ab  32.78±9.90b 1.75±0.21b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The experimental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Fig. 2.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hepatic UDP-glucuronyl transferase activity of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The experimental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군에 비해 다소 증가되었으며, 특히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0.5% 공급한 HEC 군에서는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증

가된 콜레스테롤을 제거하기 위해 UDPGT 활성이 증가되어

졌으며 또한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공급함으로써 조직의 콜

레스테롤을 감소시킨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혈중의 지질농도 및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

심장순환계 질환에서는 혈중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증

가와 같은 지질대사의 비정상화를 관찰할 수 있는데, 이러한

상태를 반영하는 지표인 혈중 지질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혈청중의 중성지방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EA, HEB 및 HEC 군에서 HF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Buhman 등[5]이

수용성 식이섬유소가 담즙산, 식이 콜레스테롤 및 유리지방산

과 결합하여 담즙산의 배설과 합성을 촉진하기 때문이라는

보고로 미루어 볼 때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 식이만 공급한

군에 비해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을 함께 공급한 군에서 혈중

중성지질이 감소한 것은 고추씨 속에 함유된 식이섬유소의

작용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총콜레스테롤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고, HF군에 비해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공급군 모두에서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HDL-콜레스테롤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으나 HEA, HEB 및 HEC 군에서는 HF 군에 비해 정상

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LDL-콜레스테롤

은 HF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HEA,

HEB 및 HEC 군에서는 모두 유의적 감소를 나타내었다. 이러

한 결과는 Choi 등[40]의 연구에서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 식

이로 유도된 비만 쥐에 고추씨 파우더를 공급한 결과 혈중

중성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낮아지

고HDL-콜레스테롤은 증가하는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동맥경

화지수를 관찰한 결과(Table 5)는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증가되어졌고 HEA, HEB 및 HEC 군에서는 HF 군에 비해

모두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본 실험

결과로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이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로 유

도한 경우에 HDL-콜레스테롤은 상승시키고 총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및 동맥경화지수는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

냄으로서 지질대사 개선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Fig. 3.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serum blood glucose of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The ex-

perimental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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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h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red pepper seeds on fecal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levels of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mg/day)

N   148.42±77.29NS 11.30±4.66b 27.36±5.16b  

HF 212.61±36.00 24.78±5.52a 29.64±10.6ab

HEA 181.90±10.04 17.68±5.69ab  29.48±7.14ab  

HEB 182.25±48.50 26.11±6.37
a  36.05±4.99

ab  

HEC 189.93±40.55 28.25±4.31
a  44.67±8.09

a  

All values are mean±SE (n＝10). 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Tukey's

test. Theexperimental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NS: not significant.

혈당(blood glucose) 함량

장기간의 고지방 섭취는 혈당 상승을 유도하여 결국 인슐린

저항성을 일으키는 것[12,29]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유도된 쥐에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공

급에 의한 혈당변화를 관찰하고자 실험동물을 희생시키기 전

12시간 절식시킨 후 혈당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정

상군에 비해 HF군에서 유의적이지 않았지만 혈당이 증가되었

고,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공급군 HEA, HEB 및 HEC 군에서는

HF 군에 비해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상승된

혈당을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이 효과적으로 혈당강하 작용에

기여한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분변의 지질 함량

분변으로서의 지질배설량을 알아보기 위한 대변중의 총지

질,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함량을 관찰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대변중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 군에 비해 특히 고추씨 에

탄올추출물 공급군 HEB 군 및 HEC 군에서 증가하였으나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중성지질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는 증가되어졌고,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공급한 HEB

군 및 HEC 군에서 HF 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지방 분해산물과 콜레스테

롤 유화는 담즙산의 생리적 기전이며, 이 담즙산 pool은 담즙

산의 장간 재순환과 콜레스테롤 전구체로부터 담즙산의 합성

에 의해 만들어진다. 장기간에 걸친 변중 담즙산의 배설 증가

는 장간 담즙산 pool의 잠재적인 감소를 초래하며, 식이와 내

인성 지질 및 콜레스테롤의 소모를 증가시킴으로서 혈중 지질

감소에 기여한다[25].

또한 Vahouny 등[43]의 보고에 의하면 pectin 등 각종 식이

섬유소는 흰쥐의 소장에서 콜레스테롤과 담즙산의 재흡수를

저해하여 이들의 배설을 촉진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에서도

고추씨의 성분이 분변중의 담즙산의 배설량을 증가시켜 체내

콜레스테롤 감소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또한 난

소화성 식이섬유소가 장내 균에 의해 발효되어 생성된 단쇄

지방산이 콜레스테롤의 합성을 저해한다고 보고한 연구와도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45]. 따라서 이러한 결과는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내에 있는 식이섬유가 소화기에서 지질의 흡수

가 억제되어 변으로서의 지질 배설을 촉진시킴으로써 식이지

방의 흡수를 억제하는데 효과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평가되며

이 결과는 간조직과 혈중의 중성지질 함량이 고추씨 에탄올추

출물 공급군에서 감소된 결과와도 일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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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고추씨 에탄올 추출물이 콜레스테롤 흡착능 및 UDP-glucuronyl transfer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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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이 콜레스테롤 흡착능 및 UDP-glucuronyl transferase 활성에 미치는 영향

을 관찰하였다. In vitro 콜레스테롤 흡착능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In vivo에서 실험동물은 체중 100±10 g 내외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사용하였으며, 실험군

은 정상식이를 공급한 정상군과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 식이 실험군으로 나누고 고지방ㆍ고콜레스테롤 실험군을

다시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공급하지 않은 군(HF groups), 0.1% 공급한 군(HEA group), 0.2%을 공급한 군(HEB

group) 및 0.5%을 공급한 군(HEC group), 5군으로 나누고 각 군당 8마리씩 3주간 사육하였다. 체중증가량은 정

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공급한 모든 군에서 HF 군에 감소하였

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식이효율은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각각 0.1%, 0.2% 및 0.5% 공급한 군에서는 HF

군에 비해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간조직의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 함량은 정상군

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 군에 비해 HEA, HEB 및 HEC군에서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다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UDP-glucuronyl transferase 활성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증가되었

고, 고추씨 에탄올추출물 공급군인 HEC 군에서는 HF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가장 높은 활성을 나타내

었다. 혈청중의 총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농도는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EA, HEB

및 HEC 군에서 HF 군에 비해 감소하였다. HDL-콜레스테롤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

나 HEA, HEB 및 HEC 군에서는 HF 군에 비해 정상군 수준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반면, LDL-콜레스테롤

은 HF 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 HEA, HEB 및 HEC 군에서는 모두 유의적 감소를 나타내

었다. 대변중의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HF 군에 비해 특히 고추

씨 에탄올추출물 공급군 HEB 군 및 HEC 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중성지

질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는 유의적이지는 않았지만 증가되었고, 고추씨 에탄올추출물을 공급한 HEB

군 및 HEC 군에서 HF 군에 비해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고추씨 에탄올 추출물은 콜레스테롤

흡착능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으며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 흰쥐의 UDP-glucuronyl transferase 활성 및

지질대사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였음을 규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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