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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dietary capsaicin--the pungent principle of red pepper--on glucose and lipid
metabolism were studied in diabetic rats. Diabetes was in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treptozotocin (30 mg/kg body weight) into Wistar female rats weighing up to 200 g. Capsaicin
was then used as a dietary supplement at concentrations of 0.014% or 0.028% for a period of
4 weeks.
Our result show that dietary capsaicin did not make any difference in the ingested food
amounts and body weights of the experimental subjects compared to the diabetic control or the
control group. At 4 weeks, diabetic rats fed capsaicin diet (0.028%) exhibited significantly
decreased basal and blood glucose levels on 10, 20 minutes after an intravenous glucose loading
(p<0.05) when compared to the diabetic control group. Immunoreactive insulin levels were not
changed between the groups.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of the plasma concentrations of
triglyceride and HDL-cholesterol between the groups, but there were decreasing tendency in the
plasma concentrations of LDL-cholesterol, phospholipid, and free fatty acids in capsaicin-fed
group compared to diabetic control group. The plasma concentrations of total cholesterol and
lipoprotein(a)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capsaicin-fed group compared to diabetic control
group (p<0.05).
This study suggests that dietary capsaicin improves lipid metabolism, thus capsaicin may be
useful for the treatment of diabetes and intervention of diabetic com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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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1992). 또한 당뇨쥐에서 capsaicin 0.014% 식이는 아

론

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데 반하여 동결건조한 3%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은 양념, 식품첨가

양파 분말은 당뇨병의 여러 가지 대사적 이상을 개선

물, 그리고 약물로 사용되어왔으며 약리학적 작용은

한다는 (Babu와 Srinivasan 1997) 보고도 있었다. 그

1978년 Hogyes에 의하여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리고 당뇨쥐에 capsaicin 0.028% 식이하면 골격근의

Capsaicin의

trans-8-methyl-N-vanillyl-6-

glucose transporter 4 발현이 증가하여 인슐린 감수성

nonenamide로서 (Nelson과 Dawson 1923, Crombie

이 개선되었다는 (Lee 등 1999) 보고도 있었다. 그러

등 1955) 위장관에서 nonactive transport 방법으로 흡

나 아직까지는 capsaicin이 대사적 이상상태를 개선한

수되어 간 문맥으로 이동한다 (Kawada 등, 1984).

다고 판단하기에는 이론이 많은 상태이다.

구조는

Capsaicin의 효능에 관한 연구는 신생쥐 시기에
capsaicin을 투여하여 substance

본 연구는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서 capsaicin

P와 calcitonine

농도를 달리한 식이를 투여하였을때 나타나는 당 및

gene-related peptide (CGRP)를 지닌 vagal afferent

지질대사의 변화뿐만 아니라 당뇨병의 합병증을 예견

nerve fiber의 감각신경기능을 억제하면 성숙쥐에서

하리라 여겨지는 cardiovascular risk facor의 변화를

인슐린분비에 의한 당대사기능의 개선을 초래하거나

살피기위하여 시도되었으며 당뇨병의 치료 및 합병증

(Karlsson 등 1992, Karlsson 등 1994), 인슐린분비 증

의 완화에 capsaicin이 유용하리라는 몇가지 지견을

가는 없으나 포도당 불내성의 개선을 초래하며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Guillot 등 1996), 골격근 글리코겐 합성증가를 통한
insulin 감수성 항진을 초래한다는 (Koopmans 등 1998)
보고가 있었다. 또한 neurotoxin인 capsaicin을 한번만
정맥혈로 주게되면 췌장과 소도세포의 혈류를 떨어뜨

연구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리나 반복적으로 주게되면 항진시키는데 여기에는

당뇨쥐는 체중 200 g 내외의 Wistar 암컷 쥐에

peptidergic nerve에서 substance P와 CGRP의 분비와

streptozotocin 30 mg/kg body weight을 복강내 주사

고갈이 관여한다는 보고 (Carlsson 등 1996)도 있다.

하여 공복혈당이 150∼200 mg/dL에 도달한 쥐를 대

Capsaicin 식이의 영향에 대한 연구로는 쥐에서 운

상으로 하였다. 실험군은 당뇨쥐와 정상쥐의 사료에

동 전후에 간이나 근육조직의 glycogen 양을 변화시키

각각 capsaicin 0.014%와 0.028%를 첨가한 자유식이

지 않는다는 보고 (Matsuo등 1996), 소장 점막에서 소

를 4주간 투여한 식사요법군과 비식사요법군으로 분

화효소들의 활성을 높여 소화를 촉진한다는 보고

류하였다. 체중변화는 매주 1회 측정하였으며, 섭취하

(Platel과 Srinivasan 1996), 면역반응을 조절했다는 보

는 음식량은 2∼3주 기간에 3일간 연속하여 매일 1회

고 (Yu 등 1998), 수영운동능력을 항진시킨다는 보고

측정하였다. 정맥혈 당부하 검사는 4주 후에 12시간

(Kim 등, 1998) 등이 있다. Capsaicin의 대사효과에

금식을 시킨다음 실시하였으며 이때 혈중 인슐린농도

관한 연구로는 칠면조 새끼에서 혈장지질과 지질단백

도 측정하였다.

치의 감소를 초래하고 (Negulesco 등 1987), 매일 체
중 1 kg당 capsaicin 50 mg을 한달 이상 주게되면 혈
중 포도당, 인지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리지방산,

2. 혈당측정
혈당은 Dextrostix에 정맥혈 1방울을 떨어뜨린 다음

초래하고 (Monsereenusorn

glucose oxidase 방법으로 glucometer를 사용하여 측

1983), 고지방식이 쥐에서 capsaicin 0.014% 또는 3

정하였다. 정맥혈 당부하 검사는 12시간 동물을 금식

mg% 식이를 실시하면 혈중 중성지방치는 저하되지만

시킨 다음 nembutal (50 mg/kg body weight)을 복강

콜레스테롤과 인지질에는 변화가 없음이 보고되었다

내 주사하여 마취시킨 후 subclavian vein에 catheter

(Kawada 등 1986, Srinivasan과 Chandrasekhara

를 삽입하고 글루코스 1 g/kg body weight를 주입하여

요중 질소치의 저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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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racterization of Food Intake and Body Weight
Group

n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

Diabetic Control

6

18.6±2.8

239.2±3.8

Diabetes+Cap 0.014%

6

17.4±3.2

232.9±4.9

Diabetes+Cap 0.028%

7

17.5±2.9

238.3±12.5

Control

6

16.3±1.8

238.5±10.8

Data are means±SD. Diabetes was in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treptozotocin (30 mg/kg
body weight). Wistar female rats were maintained on a diet of rat chow with or without capsaicin
(0.014% or 0.028%) and water. At the time of the experiment, animals weighed up to 200 g.
Ingested food amounts were checked for 3 consecutive days after 2 weeks diet feeding. Body
weights were checked at 4 weeks.

실시하였다. 이때 catheter를 통하여 글루코스 주입 직

Lp(a), apolipoprotein A-I, apolipoprotein B의 농도는

전과 주입후 10, 20, 30, 60 분에 0.7 mL의 정맥혈액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Axis

을 각각 채취하여 혈당과 혈액내 인슐린 양의 측정에

Biochemicals, Biorad, CA. USA) 방법의 면역측정법

사용하는데, 혈액의 채취로 감소된 순환혈량을 보충하

으로 측정하였다.

기 위하여 혈액채취시마다 미리 준비한 정상 쥐의 혈
액을 동량주입하였다.

6. 통계처리
각 군간의 수치는 ANOVA

3. 인슐린측정

test와 사후검정 (post

hoc comparison)으로 비교 검정하였다.

4주에 실시한 정맥혈 당부하 검사시 채취한 정맥혈
을 원심하여 분리한 혈장을 대상으로 Pharmacia사의
insulin assay kit를 사용하여 방사면역방법으로 측정
하고 rat insulin을 표준으로 하여 정량하였다.

5. 지질의 측정

실험성적
1. Capsaicin 식이에 따른 식사량과 체중
의 변화
Capsaicin을 음식물에 포함시켜 준 다음 체중과 식

동물을 희생시킨후 채취한 전혈로부터 혈장을 분리

사량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정상쥐와 당뇨쥐에서

하여 지질성분인 유리지방산, 중성지방, total choles-

capsaicin 식이 유무에 따라 2주와 3주에 걸쳐 3일간

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인지질의 농

실시한 매일의 식사량에서 실험군간 차이가 없었다.

도를 측정하였으며, 또한 지단백성분인 lipoprotein (a)

또한 4주에 측정한 체중은 네 군에서 실험군간 체중의

(Lp (a)), apolipoprotein A-I, apolipoprotein B 농도

차이는 인정할 수 없었으며 주당 10 g 내외의 체중이

를 측정하였다. 유리지방산은 Boeringer Mannheim사

증가하였다. 따라서 capsaicin 식이는 식사량과 체중에

의 free fatty acid, half micro test를 사용하여

있어 아무런 변화를 초래하지 않음을 확인할 수 있었

microplate reader 546 nm 파장에서 측정하고 palmitic

다 (Table 1).

acid를 표준으로 하여 정량하였다. 혈장의 중성지방,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인지질의
Mannheim,

농도는

효소적

Mannheim,

분광광도법 (Boehringer

Germany)으로

측정하고,

2. Capsaicin 식이에 따른 혈당의 변화
자유식이를 4주간 실시한 뒤 글루코스 (1 g/kg body
weight)를 정맥혈로 주입하여 정맥혈 당부하 검사를

－ 당뇨쥐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Capsaicin 식이의 영향 －
Table 2. Characterization of Plasma Glucose in an IVGTT
Group

n

Plasma glucose (mg/dL)
0 min

10 min

20 min

30 min

60 min

Diabetic Control

6

61.8±6.5

354.7±79.7

184.9±30.4

158.2±21.6

157.2±34.0

Diabetes+Cap 0.014%

6

57.7±3.9

302.9±56.7

175.5±31.8

154.6±36.7

124.0±55.5

Diabetes+Cap 0.028%

7

53.3±8.7*

271.2±43.4*

139.1±32.5*

138.7±58.6

99.1±47.6

Control

6

43.6±6.9*

228.6±15.6*

163.2±15.4*

128.7±33.8

89.6±34.2

Plasma Glucose (mg/dL)

Data are means±SD. At the end of 4-weeks diet feeding, rats were anesthetiz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nembutal (50 mg/kg body weight) after overnight fasting. IVGTT were done by glucose (1 g/kg body
weight) loading via inserting catheter into subclavian vein. Bloods (0.7 mL) were taken from the vein at the
time of 0, 10, 20, 30, 60 minutes after glucose loading. Then blood glucose were checked by glucometer using
Dextrostix.
＊ p<0.05 compared to diabetic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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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4-weeks capsaicin-feeding on blood gucose levels during an IVGTT.
Conditions were described in Table 2.

실시하였다 (Table 2). Capsaicin 식이를 하면 당뇨대

유의할만한 차이를 인정할 수 없었으나 capsaicin 식

조군보다 혈당이 감소하는데, capsaicin 0.028% 식이

이군이 당뇨대조군에 비하여 여전히 낮은 혈당을 유지

시에는 공복혈당과 당 부하 후 10분과 20분에서 당뇨

함을 알 수 있었다 (Fig. 1).

대조군보다 유의할만한 혈당 감소를 나타내어 개선효

따라서 capsaicin 식이는 고혈당을 감소시킴을 확인

과를 보여주었다 (p<0.05). 당 부하 후 30분 이후에는

할 수 있었으며, 이러한 capsaicin에 의한 고혈당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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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aracterization of Plasma Insulin levels during IVGTT
Group

n

Diabetic Control

Diabetic Control
0 min

10 min

30 min

60 min

6

0.67±0.24

3.02±0.77

1.49±0.60

1.01±0.78

Diabetes+Cap 0.014%

6

0.67±0.31

3.19±0.45

1.83±0.49

1.22±0.77

Diabetes+Cap 0.028%

7

0.71±0.18

3.08±0.67

1.43±0.40

0.96±0.69

Control

6

0.39±0.16

2.46±0.91

1.10±0.36

0.80±0.21

Data are means±SD. Diabetes were induc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streptozotocin (30 mg/kg body
weight). Wistar female rats were maintained on a diet of rat chow with or without capsaicin (0.014% or
0.028%) and water. At the end of 4 weeks diet feeding, rats were anesthetized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nembutal (50 mg/kg body weight) after overnight fasting. IVGTT were done by glucose (1 g/kg body
weight) loading via inserting catheter into subclavian vein. Bloods (0.7 mL) were taken from the vein at
the time of 0, 10, 30, 60 minutes after glucose loading. The immunoreactive insulin were checked by
radioimmunoassay.

Table 4. Characterization of Plasma Lipids
n

TG
(mg/dL)

T-chol
(mg/dL)

HDL-C
(mg/dL)

LDL-C
(mg/dL)

PL
(mg/dL)

FFA
(umol/L)

Diabetic Control

5

9.4±2.5

39.6±7.6

19.0±4.2

13.8±3.6

88.8±17.0

206±38

Diabetes+Cap 0.014%

5

10.0±2.5

34.4±5.6

17.4±2.9

12.4±4.1

77.0±19.1

169±75

Diabetes+Cap 0.028%

5

9.4±2.6

30.6±4.0*

17.3±2.7

10.8±3.8

71.0±15.8

153±71

Control

5

12.0±4.0

26.1±4.1*

17.8±1.9

7.6±0.5

59.0±2.7

215±55

Group

Data are means±SD. At the end of 4 weeks diet feeding, bloods were taken after an IVGTT. Plasma lipid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by enzymatic colorimetric methods. ＊p<0.05 compared to diabetic control
TG; triglyceride, T-chol; total cholesterol, HDL-C; HDL-cholesterol, LDL-C; LDL-cholesterol, PL;
phospholipid, FFA; free fatty acid

효과는 capsaicin 농도에 비례하여 나타나서 capsaicin

을 확인했다.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당뇨군에서는 인슐

0.028% 함유 식이가 0.014% 함유 식이보다 더 좋은

린분비가 항진되어 있으나 혈중 insulin 수치는 당뇨군

개선효과를 초래하였다.

과 capsaicin 식이군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따라

3. Capsaicin 식이에 따른 혈중 인슐린의
변화
4주 후의 정맥혈 당부하 검사시 채취한 정맥혈중의
인슐린 변화양상을 살펴보았다 (Table 3). 공복시 혈중

서 capsaicin에 의한 고혈당 개선효과는 인슐린 분비
에 기인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4. Capsaicin 식이에 따른 혈중 지질 및
지단백의 변화

인슐린은 낮게 유지되다가 당이 부하되면 인슐린의 분

동물을 희생시킨후 채취한 전혈로부터 혈장을 분리

비는 10분에 최고를 보이다가 이후 점차 감소하는 것

하여 지질성분인 유리지방산, 중성지방, total choles-

－ 당뇨쥐의 지질대사에 미치는 Capsaicin 식이의 영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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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iagramatic representation of plsma lipid profile. Data are means±SD. Conditions were described in Table 2.
Group I, Diabetic Control (n=6); Group Ⅱ, Diabetes+Cap 0.014% (n=6};
Group Ⅲ, Diabetes+Cap 0.028% (n=7); Group Ⅳ, Control (n=6)

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인지질의 농

capsaicin 식이가 아무런 영향이 없었다. 혈중 choles-

도를 측정하였으며 (Table 4, Fig. 2), 또한 지단백성분

terol의 경우 total cholesterol의 농도는 capsaicin 식이

인 Lp (a), apolipoprotein A-I 및 apolipoprotein B 농

군에서 당뇨대조군에 비하여 의미있게 감소하였는데

도를 측정하였다 (Table 5, Fig. 3).

(p<0.05) 그중에서도 HDL-cholesterol은 변하지 않고

혈액중의 중성지방의 농도는 네군 모두 비슷하여

LDL-cholesterol만 capsaicin 식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

－ 대한비만학회지: 제 9 권 제 4 호 2000 －
Table 5. Characterization of Plasma Lipoprotein (a) and Apolipoprotein
n

lipoprotein (a)
(mg/dL)

Apo A-I
(mg/dL)

Apo B
(mg/dL)

Diabetic Control

5

171.4±129.7

ND

ND

Diabetes+Cap 0.014%

5

18.5±13.3

ND

ND

Diabetes+Cap 0.028%

5

< 10*

ND

ND

Control

5

< 10*

ND

ND

Group

Data are means±SD. At the end of 4 weeks diet feeding, bloods were taken after an IVGTT.
Plasma lipoprotein(a) and apolipoprotein concentrations were determined by ELISA methods.
＊p<0.05 compared to diabetic control. ND: none detected. Apo A-I; apolipoprotein A-I, Apo B;
apolipoprotein B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혈액중의 중성지방, HDL-

Plasma lipoprotein(a)

200

cholesterol은 당뇨대조군과 차이가 없었고, 유리지방
산, LDL- cholesterol, 인지질은 capsaicin 농도에 비례

150

하여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당뇨대조군과 유
의한 차이가 없었다. Total cholesterol과 Lp (a)는 당

100

뇨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05). 따
라서 capsaicin 식이는 cardiovascular risk factor인

50
0

total cholesterol 과 Lp (a)를 감소시켜 당뇨병의 합병

Diabetic Diabetes+Cap Diabetes+Cap Control
control
0.014%
0.028%

Fig. 3. Effect of 4-weeks capsaicin-feeding on plasma
lipoprotein (a).

증의 완화에 유용하리라 사료되었다.

고
Capsaicin의

구조는

찰
trans-8-methyl-N-vanillyl-6-

nonenamide로서 (Nelson과 Dawson 1925, Crombie
향을 나타내었다. 인지질의 경우에는 capsaicin 식이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혈중 유리지방산에
대해서는 capsaicin 식이가 혈중 유리지방산을 유의하
게 떨어뜨리지는 못하나 혈중 유리지방산이 당뇨대조
군에 비하여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었다.
또한 혈중 지단백의 농도를 살펴보면 당뇨대조쥐에
서 증가되어 나타나던 Lp (a)가 capsaicin 식이에 의하
여 의미있게 감소되어 (p<0.05) capsaicin 0.28% 식이
군에서는 정상대조군처럼 검출될수 없는 수준으로 감
소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apolipoprotein A-I 및
apolipoprotein B는 네군 모두에서 검출되지 않았다.

등 1955) 위장관에서 nonactive transport 방법으로 흡
수되어 간 문맥으로 이동한다 (Kawada 등, 1984)고
알려졌으며 약리학적 작용은 1978년 Hogyes에 의하
여 밝혀지기 시작하였다.
갓 태어난 쥐에 neurotoxin인 capsaicin으로 vagal
afferent nerve fiber의 sensory denervation을 일으킨
후 유지하여 성인쥐를 대상으로 한 여러 가지 척도를
조사하는 연구방법이 많이 이용되는데, 당뇨쥐에서 경
구 당부하검사하면 oral glucose tolerance의 개선이
이뤄지며 (Guillot

등 1996,

Karlsson

등 1992,

Karlsson 등 1994), conscious adult rat에서 insulin 민
감도를

항진시켰다 (Koopmans

등

1998).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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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psaicin을 1회 정주하면 췌장과 소도세포의 혈류가

한 연구도 있는데, 칠면조 새끼에서 capsaicin 식이는

감소되나 반복적으로 주입하면 췌장과 소도세포의 혈

혈장지질과 지질단백 농도를 떨어 뜨리며 (Negulesco

류를 항진시키는데 여기에는 peptidergic nerve에서

등 1987), 매일 체중 1 kg 당 50 mg을 1달 이상 주게

substance P와 calcitonin gene-related peptide의 분비

되면 인지질,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유리지방산과 요

와 고갈이 관여한다 (Carlsson 등 1996).

중 질소 수치를 떨어 뜨린다 (Monsereenusorn 1983).

Capsaicin을 음식물에 포함시켜 주는 식이 연구도

또한 고지방식이 쥐에 capsaicin 0.014% 또는 3 mg%

많이 진행되었는데, 쥐에서 운동 전과 후에 비교시 간

를 주면 혈중 중성지방은 감소하나 인지질, 콜레스테

이나 근육조직의 glycogen 양은 변화되지 않으며

롤은 의미있는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Kawada 등

(Matsuo 등 1996), 소장 점막에서는 소화효소들의 활

1986, Srinivasan과 Chandrasekhara 1992). 특히 본

성을 높여서 소화를 촉진하였으며 (Platel과 Srinivasan

실험의 조건과 유사한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서

1996), 면역반응을 조절하며 (Yu 등 1998), 수영운동

capsaicin 식이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에서 동결건조한

능력을 향상시킨다고 보고하였다 (Kim 등 1998).

3% 양파 분말은 당뇨병의 여러 가지 대사적 이상을

특별히 capsaicin과 혈중 포도당과의 관계만을 국한

바로 잡아주나 capsaicin 0.014%는 거의 아무런 영향

시켜서 본 실험의 성적과 여러 연구자의 성적과 비교

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다 (Babu와 Srinivasan

하였을때 capsaicin 식이는 혈중 포도당 수준을 떨어

1997).

뜨려 Monsereenusorn (1983)의 보고와 일치하였다. 또

본 연구는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서 capsaicin

한 당뇨쥐에서 insulin 유리의 증가는 없으나 경구 당

식이의 효과를 살펴본것이지만 정상쥐를 대상으로 한

부하검사 및 정맥혈 당부하검사에서 glucose tolerance

타연구자의 연구결과와 비교하여 보았다. 혈중 중성지

의 개선이 이뤄져, 갓 태어난 쥐에 neurotoxin인

방의 경우 감소한다는 보고 (Monsereenusorn 1983,

capsaicin을 처리하여 vagal afferent nerve fiber의

Kawada 등 1986, Srinivasan과 Chandrasekhara 1992)

sensory denervation을 시켰을 때 경구 당부하검사에

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보고 (Babu와 Srinivasan

서 인슐린 분비의 증가없이 oral glucose tolerance의

1997)가 있으나 본실험에서는 변화가 없었다. 혈중 콜

개선이 이뤄진다는 보고와 (Guillot 등 1996) 일치하였

로스테롤의 경우 감소한다는 보고 (Monsereenusorn

다. Babu와 Srinivasan (1997)은 capsaicin 식이는 당

1983)와 아무런 영향이 없다는 보고 (Kawada 등

뇨쥐에 아무런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고 보고하였으나

1986, Srinivasan과 Chandrasekhara 1992)가 있었다.

실제 그들이 사용한 capsaicin 식이 농도가 0.014%로

본 연구의 경우 전체 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의미있게

서 영향이 미약하였으리라 여겨지며, 본 실험에서와

감소하였는데 HDL-콜레스테롤은 변하지 않고 LDL-

같이 capsaicin 식이 농도를 0.014%와 0.028%의 두

콜레스테롤은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인지질의 경우에

농도를 사용하면 capsaicin 식이 농도에 따라 그 영향

는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Monsereenusorn (1983)

이 점차 강하게 나타나게 되어서 capsaicin 식이 농도

의 보고와 유사하였다. 혈중 유리지방산에 대해서는

0.014%에서는 효과가 없게 보이던 것도 capsaicin 식

떨어뜨린다는 보고 (Monsereenusorn 1983)와 떨어뜨

이 농도 0.028%에서는 의미있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리지 못한다는 보고 (Kawada 등 1986)가 있어 일치된

따라서 capsaicin 식이의 효과를 보기 위해서는

결과를 보이지 않는데 본 연구에서는 capsaicin 식이

capsaicin 식이 농도 0.028%를 사용하는 것이 보다 더

가 혈중 유리지방산을 떨어뜨리지 못하나 혈중 유리지

나으리라 여겨진다. 이 등 (1999)의 연구에 의하면 혈

방산이 당뇨대조군에 비하여 감소된 경향을 나타내어

중 포도당 농도를 떨어뜨리는데 이는 근육조직의 제 4

capsaicin 식이 농도를 증가시키면 Monsereenusorn

형 당수송체 mRNA 발현이 증가하여 인슐린 감수성

(1983)의 보고처럼 혈중 유리지방산이 감소하리라 사

이 항진된 결과임을 시사하였다.

료된다. 전체적으로 보면 정상쥐를 대상으로 한

Capsaicin 식이와 대사에 관련한 연구중 지질에 관

Monsereenusorn (1983)의 보고와 가장 일치하는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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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얻었으나 streptozotocin 유발 당뇨쥐에서 capsaicin

병증을 초래하는 cardiovascular risk facor의 감소를

식이의 효과를 살펴본 Babu와 Srinivasan (1997)의 보

가져와 당뇨병의 치료 및 합병증의 완화에 유용하리라

고와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는 아마도 그들이 실험에

사료된다.

사용한 capsaicin의 농도가 0.014%로서 capsaicin의

요

약

농도가 적어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지 않았나 사료되었
고추의 매운맛 성분인 capsaicin이 당뇨쥐의 지질대

다.
관상동맥경화증과 심혈관계질환의 위험인자로는 역

사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Capsaicin 식이 당뇨

학조사 결과 나이와 성별차이 (주로 나이든 사람과 여

쥐를 당뇨대조쥐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

성보다 남성이 더 잘 이환되고), 흡연, 당뇨병, 고혈압,

다.

고콜레스테롤혈증 등이 밝혀져 있다. 전체 콜레스테롤

1. 정맥혈 당부하 검사에서 당뇨대조군에 비하여 공

은 혈중 콜레스테롤의 3분의 2를 차지하는 LDL-콜레

복혈당과, 당부하 후 10분과 20분에서 유의할만한 혈

스테롤을 주로 반영한다. 실제 LDL-콜레스테롤이 전

당개선효과를 보여주었다 (p<0.05). 그러나 30분 이후

체 콜레스테롤보다 더욱더 심혈관계질환과 밀접히 연

에는 별 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못했다.

관되어 있다고 밝혀졌다. 그러나 HDL-콜레스테롤의
높은 농도는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떨어뜨림이 밝

2. 당부하 검사와 동시에 측정한 혈중 insulin 수준
은 당뇨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혀져 HDL-콜레스테롤에 대한 LDL-콜레스테롤의 비

3, 혈액중의 중성지방, HDL-cholesterol은 당뇨대조

율이 효과적인 위험 예측인자로 간주되게 되었다. 본

군과 차이가 없었고, 유리지방산, LDL-cholesterol,

연구에서는 capsaicin

투여로 전체 콜레스테롤과

phospholipid는 capsaicin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는

LDL-콜레스테롤이 감소하였으나 HDL-콜레스테롤은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당뇨대조군과 유의한 차이가 없

변화가 없어 HDL-콜레스테롤에 대한 LDL-콜레스테

었다.

롤의 비율이 감소하므로 capsaicin 식이는 효과적으로
심혈관계질환의 위험도를 떨어뜨릴것으로 시사되었다.

4. Total cholesterol 과 lipoprotein (a)는 당뇨대조군
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p<0.05).

또한 Lp (a)는 LDL의 조각으로서 LDL의 apoB-100

이상의 결과로 capsaicin은 당뇨쥐의 지질대사를 개

분자와 이황화결합에 의하여 연결되어 있는데 혈중 Lp

선시킴을 알 수 있었으므로 capsaicin이 당뇨병의 치

(a)의 농도증가는 동맥경화증의 독립된 위험인자로 간

료 및 합병증의 감소에 유용하리라 시사되었다.

주되고 있으며 Lp (a)의 혈중농도는 일반적으로 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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