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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우스에서 vitamin E의 장·단기적 항스트레스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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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to evaluate the protective effect of vitamin E against long and short-term stress in
ICR mice. Two groups which had been bred for 5 months (equivalent to human beings aged 20)
were treated by immobilization stress for 8 weeks with or without vitamin E, and one out of two
groups was continuously bred until they become 18 months old (equivalent to human senescence)
with or without Vitamin E. Afterwards, the changes of serum and hepatic metabolites were inves-
tigated on the basis of the index of stress-related in vivo oxidative damage. As a result, it was found
that stress increases serum triacylglycerol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in the long and
short-term, and decreases serum HDL-cholesterol. In addition, stress concerned the decrease of
total antioxidant status (TAS) and superoxide dismutase (SOD) as well as the increase of malond-
ialdehyde (MDA) in liver. These results suggest that stress in one’s youth causes negative results in
TG, HDL-cholesterol, AST, TAS, SOD and MDA measured in one’s senescent. The administration
of vitamin E in the stressed mice decreases serum TG and AST that are increased by stress, and
exerts influence on the increase of serum HDL-cholesterol. Also vitamin E recovered the values of
liver TAS, SOD and MDA in the stressed mice. In conclusion, vitamin E represented protective
effect in the stressed mice to some deg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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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상생활 속에서 받게 되는 다양한 자극 중에서 우리 몸에

괴로움, 두려움, 불안감, 긴장감 등을 줄 때 이러한 원인을 스

트레스원(stressor)이라고 하며, 이때 분비되는 스트레스 호르몬

들이 여러 기관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데 이러한 일련의 정신생

리 현상을 스트레스(stress)라고 한다. 스트레스에 대한 반응은

시상하부 → 뇌하수체 → 부신피질 (hypothalamic-pituitary-

adrenocortical. HPA)축과 교감신경→부신계(sympathetic-adrenal

medullary. SAM)를 활성화시켜 각각 glucocorticoids와

catecholamines을 증가시킨다.1,2) Catecholamines이 과부하 상태

에 이르게 되면 superoxide radical(O2
−), hydrogen peroxide

(H2O2)와 hydroxyl radical(OH·) 등의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전자전달계의 부산물로 생성된다.3) 그

러나 다행스럽게도 인체는 ROS에 대한 효과적인 항산화 효소

로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CAT), gultathione

peroxidase(GSH-Px) 등을 가지고 있다.4)

그러나 인체가 기본적으로 지니고 있는 항산화 기능만으로는

특수한 상황에서 증가된 산소유리기를 제거하기 어려우므로 그

대안으로서 추가적인 항산화 물질을 섭취하게 되는데, 대표적

인 항산화물이 vitamin E(α-tocopherol)로 알려져 있다.5,6)

Vitamin E는 혈액 및 조직 내에 존재하는 중요한 지용성 화합

물로서 산화적 연쇄반응을 저지하는 항산화제로 알려져 있으

며, vitamin E가 항산화 활성이 큰 이유는 peroxy-radical을 빠

르게 포착하여 vitamin E radical을 형성하는 속도가 과산화지

질의 연쇄반응 속도를 초월하기 때문이다. Vitamin E는 주로

세포막내에 존재하지만,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세포막 내부

와 외부의 연쇄적인 산화 반응을 직접적으로 억제하는 역할을

한다.7) 특히 vitamin E는 여러 요인으로 발생되는 산화적 스트

레스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는 중요한 기능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vitamin E radical은 vitamin C 및 glutathione과 상호

작용하여 vitamin E로 전환될 수 있다.8)

이상과 같이 스트레스로 인한 활성산소의 생성에 vitamin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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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효과적인 비효소계 항산화제임을 알 수 있으며, 지금까지 일

시적 스트레스 직후 체내 손상 시 vitamin E가 혈중 항산화효

소 활성도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다수 보고되어 있으

나,5-8) 스트레스를 받은 후에 나타나는 장기적인 변화에 대한

vitamin E의 작용 및 인체 내 손상과 회복에 관해서는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ICR 마우스를 사람의 나이 20대에 해

당되는 5개월까지 사육하여, 8주간의 스트레스를 가한 후 사람

의 나이 노년기에 해당되는 18개월 될 때까지 사육하여9) 스트

레스로 인한 생체내의 산화적 손상지표 변화를 보아 사람의 나

이 20대에 받은 스트레스가 노년기인 60대 이상에 접어들었을

때에 혈청과 간의 대사산물 변화에 있어 vitamin E의 보호 효

과를 살펴보고자 하였고, 이를 위하여 마우스의 수명은 20개월

로,9) 사람의 수명은 80세로 가정하였다.

실험 방법 및 내용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식이. 실험동물은 생후 4주령의 ICR 계

열의 숫컷 마우스로 Japan SLC, Inc.로부터 분양받아 실험실

환경(온도는 22±2oC, 습도 45%)에서 자유식이로 사육하였다.

일반 고형사료로 1주일간 적응시킨 후 난괴법에 의해 5개월간

사육하여 8주간 스트레스를 가할 마우스의 경우 15마리씩 4개

의 군으로 분류하였으며, 5개월까지 사육하여 8주간 스트레스

를 가한 후 총 18개월간 사육할 마우스의 경우 20마리씩 4개

의 군으로 나누었다. 식이 섭취를 위한 vitamin E로서 α-

tocopherol acetate를 Sigma사(St. Louis, Missouri, USA)로부터

공급받았으며, 식이 섭취량은 실험군 사료에 α-tocopherol

acetate를 5 g/50 g의 비율로 섞어 하루 0.4±0.6 g씩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스트레스 처리 방법. 스트레스 없이 7개월간 사육한 대조군

(C-7)과 5개월간 사육하여 8주 동안 스트레스를 가한 스트레스

실험군(S-7), 스트레스 없이 vitamin E를 식이한 대조군(E-7)과

8주 동안 스트레스를 가하며 vitamin E를 식이한 스트레스 실

험군(S+E-7), 18개월 동안 스트레스 없이 사육한 대조군(C-18),

5개월간 사육하여 8주간의 스트레스 후 총 18개월 동안 스트

레스 없이 사육한 실험군(S-18), 18개월 동안 스트레스 없이

vitamin E를 식이한 대조군(E-18), 5개월간 사육하여 8주간의

스트레스 후 총 18개월 동안 스트레스 없이 vitamin E를 식이

한 실험군(S+E-18)으로 분류하였다.

실험동물의 스트레스 모델로는 immobilization stress(부동화

스트레스)를 실시하였다. 모든 스트레스 부하는 흰쥐의 활동이

활발한 밤주기(어두운 상태)에 실시하여 부동화시키므로써 스

트레스를 배가하고자 하였다. 스트레스 부하군의 피험동물은 스

트레스 case (10 cm×25 cm)에 넣고 거꾸로 세운 상태로 40분

간 유지시켰다.10 대조군과 스트레스 부하군은 희생 후 혈액 및

장기를 채취하여 스트레스 효과를 확인하였다.

실험동물의 희생과 조직의 적출. 실험동물의 혈액을 채취하

기 위하여 실험 종료 12시간 절식 후 diethyl ether로 마취하여

심장에서 혈액을 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1시간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고, 분석 전

까지 −80oC에서 냉동 보관하였으며, 채혈 후 즉시 간을 분리

적출하였다.

혈청 성분 분석. 혈청 중 triacylglycerol, HDL-cholesterol,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농도는 측정용 kit(Bayer, NY,

USA)를 이용하여 자동분석기 ADVIA 1650(Bayer, USA)을 이

용하여 분석하였다.

간조직 성분 분석. 간조직 내 total antioxidant status(TAS)는

TAS kit(RANDOX Laboratories Ltd, Ardmore, UK)를 이용하

여 Hitachi 7150(Hitachi, Japan)으로 분석하였다. SOD측정은

SOD kit(Cayman, USA)를 이용하여 ElA reader(Molecular

device, USA)로 분석하였다. Malondialdehyde(MDA) 측정은

BIOXTECH LPO-586 assay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실험한 결과의 통계처리는 SPSS program를 이용하

여 각 실험군의 평균과 표준 편차로 나타냈으며, 7개월과 18개

월의 변화는 t 검증(paired t-test)을 실시하였고, 각 군의 비교는

유의수준은 p<0.05에서 One-way ANOVA test로 나타내었으며,

유의성 검증은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혈청 TG 함량 변화. 5개월 된 마우스에 8주간 스트레스를

가한 후 바로, 혹은 총 18개월 사육 후 혈청 중 TG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Table 1과 같다. 7개월 사육된 스트레스군

인 S-7군이 474.92 mg/dl로, 대조군인 C-7군에 비해 127%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가할 때 vitamin E를 투여

한 S+E-7군은 381 mg/dl로 스트레스군에 비해 19%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또한 7개월과 18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인 S-

7군이 474.92 mg/dl, S-18군이 537.08 mg/dl(t=−5.273)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으며, 스트레스를 가할 때 vitamin E를 투여한

S+E-7군이 381 mg/dl, S+E-18군이 434.31 mg/dl(t=−3.645)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혈중 TG의 함량이 스트레스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Kissebah11)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나타내었는데, 이는

Howard 등12)의 보고와 같이 스트레스가 세포내 지질농도를 조

절하는 대식세포(macrophage)에 영향을 미쳐 TG의 함량이 증

가된 것으로 보인다. Vitamin E 투여군이 스트레스 군에 비해

TG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난 것은 vitamin E

가 생체 내 지질과산화에 대한 방어기구를 강화시킴으로서 조

직의 과산화적 손상을 완화시키는데 기여한 결과로 사료된다.13)

이러한 결과는 vitamin E가 스트레스로 인해 높아진 TG를 정

상수준으로 회복시키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보인다는 Gittleman

등14)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사람 나이 20대에 해당하는 7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

인 S-7군과 스트레스를 가할 때 vitamin E를 투여한 S+E-7군

보다 사람 나이 60대 이상인 노년기에 해당하는 18개월 그룹

의 스트레스군인 S-18군과 스트레스를 가할 때 vitamin E를 투

여한 S+E-18군보다 TG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보

아 젊었을 때 받은 스트레스가 노년기에도 TG 농도를 높이는

데 영향을 준 것으로 사료되었다. 이를 통해 스트레스는 TG의

함량을 증가시키고, vitamin E는 높아지는 TG를 회복하는데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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움을 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한때 어느 정도의 스트

레스는 시간이 지난 노년기에도 TG를 그대로 증가시키는데 영

향을 주는 것으로 판단된다.

혈청 HDL-cholesterol 함량 변화. 앞의 TG 함량 분석에서

사용된 혈청으로 HDL-cholesterol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Table 2와 같다. 7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인 S-7군은 43.26 mg/

dl로 대조군보다 17%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가

하면서 vitamin E를 투여한 S+E-7군은 70.11 mg/dl로 스트레스

군보다 62%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7개월과 18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인 S-7군은 43.26 mg/dl, S-18군은 39.84 mg/dl

(t=15.846)로 S-18군이 7.9% 감소하여 유의적 차이를 보였고,

대조군인 C-7군, C-18군에서는 거의 차이가 없었으며, S+E-7군

과 S+E-18군 사이에서도 유의적 차이가 없었다. 또한 vitamin

E를 투여한 E-7군과 E-18군 모두 대조군인 C-7군보다 유의적

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혈중 HDL-cholesterol의 농도가 스트레스로 인하여 유의적으

로 저하되는 것으로 나타나 Lehtonen15)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

과를 얻었다. 이는 Howard 등12)의 연구와 같이 스트레스의 영

향으로 대식세포가 산화 LDL-cholesterol에 대하여 조절능력을

상실하여 대식세포 내 지질과산화물의 축적과 콜레스테롤의 계

속된 축적이 늘어가 결국 HDL-cholesterol의 변이를 일으켜 농

도가 감소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Table로 만들지는 않았으나 7개월과 18개월 그룹에서

LDL-cholesterol의 혈중 농도를 측정한 결과 C-7군은 25.14

mg/dl, E-7군은 23.25 mg/dl, S+E-7군은 40.12 mg/dl, S-7군은

43.18 mg/dl, 로 E-7군이 스트레스군인 S-7군보다 46% 감소하

였으며, 18개월 그룹에서도 vitamin E 투여군들이 상대적으로

감소하는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vitamin E가 소

위 악성 콜레스테롤인 LDL-cholesterol의 혈중 농도를 감소시킨

결과로 보이며, 이는 vitamin E가 심혈관계 질환을 예방하는 활

성이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16)

스트레스군에서 사람의 나이 노년기에 해당하는 18개월 마우

스가 사람 나이 20대에 해당하는 스트레스 마우스보다 HDL-

cholesterol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통해, 젊었을 때의

스트레스가 TG 함량을 높였던 것과 같이 노년기 HDL-

cholesterol 농도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또한 18

개월 사육하며 스트레스를 가할 때 vitamin E를 투여한 S+E-

18군이 스트레스군인 S-18군에 비해 HDL-cholesterol농도가

73% 유의적으로 증가한 것을 통해, vitamin E가 HDL-

cholesterol 증가에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Vitamin E만을 투여한 E-18군이 대조군인 C-18군보다 HDL-

cholesterol 농도가 16% 높은 것으로 나타나 스트레스가 없을

때도 vitamin E는 섭취한 만큼 그 후에도 HDL-cholesterol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스트레스 없이 vitamin

E 투여 후 장시간 뒤에도 vitamin E가 HDL-cholesterol에 좋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좀 더 연구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혈청 AST 함량 변화. TG 함량과 HDL-cholesterol의 함량

분석에 사용된 혈청으로부터 간조직의 손상지표로 사용되는

AST17)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Table 3과 같다. 7개월 그

룹의 스트레스군인 S-7군이 49.67 µ/l로 대조군인 C-7군에 비해

70%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vitamin E

를 투여한 S+E-7군은 43.77 µ/l로 스트레스군인 S-7군에 비해

11%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스트레스로 인한 AST의 함량증가는 스트레스를 받게 되면

생체 내 생리변화로 혈액에서 AST가 증가한다는 Woo18)의 연

구와 AST는 조직 장애가 생기면 혈중 효소로 유출되며 스트

레스를 받거나 shock를 받은 경우도 증가한다고 한 John19)의

선행연구와 같다. 7개월과 18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인 S-7군

이나 S-18군에서는 TG나 HDL과는 달리 서로 유의적인 차이

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간의 재생효과로22) 스트레

스로 인해 간세포가 어느 정도 파괴되더라도 다시 부분적으로

회복되는 특성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7개월과 18개월 그룹의 vitamin E 투여군이 스트레스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여, vitamin E가 AST 함량 증가에 대

한 억제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는 vitamin E가 스

Table 1. The serum triglyceride of ICR mice that were treated by

immobilization stress with or without vitamin E

Groups 7 months 18 months t2)

C ,1)208.42±18.12c,1) 211.00±21.28c -.365

E 211.55±22.73c 219.91±28.26c -.842

S+E 381.00±54.12b 434.31±78.93b -3.645**,3)

S 474.92±30.84a 537.08±42.08a -5.273***

Notes: C; control, E; vitamin E, S+E; stress plus vitamin E, S; stress.
1)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
S.D. (n=12)
2)t-test
3)**: p<0.01, ***: p<0.001

Table 2. The serum HDL-cholesterol of ICR mice that were treated

by immobilization stress with or without vitamin E

Groups 7 months 18 months t2)

C 52.16±6.12b,1) 54.83±3.19c .-0.737

E 73.24±6.03a 64.12±4.10b 05.948*,3)

S+E 70.11±4.98a 69.21±4.11a 01.836

S 43.26±3.74c 39.84±2.96d 15.846**

Notes: C; control, E; vitamin E, S+E; stress plus vitamin E, S; stress.
1)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
S.D. (n=12) 
2)t-test 
3)*: p<0.05, **: p<0.01

Table 3. The serum aspartate aminotransferase of ICR mice that

were treated by immobilization stress with or without vitamin E

Groups 7 months 18 months t2)

C 29.08±3.82c,1) 31.75±4.03c -1.434

E 29.73±5.24c 32.36±2.94c -1.256

S+E 43.77±8.22b 43.08±5.66b -0.337

S 49.67±6.69a 54.42±3.37a -2.077

Notes: C; control, E; vitamin E, S+E; stress plus vitamin E, S; stress.
1)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
S.D. (n=12)
2)t-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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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레스로 인한 심근경색이나 용혈성 질환을 어느 정도 보호21,22)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간 조직 TAS 함량 변화. 앞에서 5개월 된 마우스에게 8주간

스트레스를 가한 후 바로, 혹은 총 18개월 사육 후 혈청 중

TG, HDL-cholesterol 그리고 AST의 함량을 보았다. 여기서는

이들 마우스의 간 성분 변화들을 보았다. 간의 TAS 함량 측정

결과는 Table 4와 같다. 7개월 스트레스군인 S-7군이 9.32

mmol/l로 대조군인 15.63 mmol/l에 비해 67%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vitamin E를 투여한 S+E-7군이

14.81 mmol/l로 스트레스군에 비해 58% 유의적으로 증가하였

다. 7개월과 18개월 스트레스군인 S-7군은 9.32 mmol/l, S-18군

은 7.86 mmol/l (t=6.152)로 유의적 차이를 보였다. 또한

vitamin E 투여군인 E-7군과 E-18군 모두 대조군인 C-7군과

C-18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TAS의 경우 7개월 그룹과 18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에서

TAS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Lovin23)의 보고와 같이 스트레스로 인해 ROS가 생성되고 각종

세포들과 반응하여 간조직 세포의 구조적·기능적 변화를 가

져와 세포막이 파괴되고 세포내 SOD와 GSH-Px도 부분적으로

파괴된 결과로 보인다. S-18군에서는 C-18군, S+E-18군, E-18

군의 값보다 TAS 함량이 50% 이하로 떨어 졌으며, 이는 5개

월령의 마우스에 8주간 가한 스트레스로 인하여 항산화 시스템

에 관련된 DNA에 나타난 변이가 복구되지 않았기 때문으로

유추된다.24,25)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vitamin E를 투여한 S+E-7

군, S+E-18군들에서 TAS 농도 증가는 비효소계 산화물인

vitamin E가 세포의 구조적 파괴를 저해한 결과로 판단된다. 또

한 세포에서는 에너지를 만들 때 자연적으로 활성산소가 만들

어지며 이중 일부가 세포를 파괴하는데,24) E-7군이 C-7군보다

TAS 값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은 vitamin E가 자연적으로 발생

하는 활성산소를 어느 정도 제거하였기 때문이다. E-18군도 C-

18군보다 TAS 값이 유의적으로 높은데 이것은 8주간 vitamin

E를 투여하는 동안 조직이 덜 파괴된 것이 그 섭취기간 만큼

노후에도 영향을 미쳐 나타난 결과로 판단되었다.

간 조직 SOD 함량 변화. 앞의 TAS 함량 분석에 사용된 간

으로 SOD 함량을 보았다. 활성산소 제거 역할을 하는 효소로

알려진 SOD26)의 측정 결과는 Table 5와 같다. 7개월 스트레스

군인 S-7군이 62.35 µ/ml로 대조군인 C-7군에 비해 35% 유의

적으로 감소하였고,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vitamin E를 투여한

S+E-7군은 80.12 µ/ml로 스트레스군인 S-7군에 비해 28%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다. 7개월과 18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인 S-7

군은 62.35 µ/ml, S-18군은 41.20 µ/ml (t=4.016)로 유의적 차이

를 보였으며, S-18군은 대조군인 C-18군의 SOD 값이 감소되

는 것에 비해 54% 더 감소되었다.

SOD의 감소는 스트레스로 인해 SOD가 손상받는다는 Yun

등27)의 선행연구결과와 같다. 이는 스트레스가 불포화지방산 함

량이 높은 생체막에 과산화적 손상을 가속화시켜 항산화효소인

SOD활성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되며, 스트레스와 vitamin

E 혼합군에서 SOD의 증가는 vitamin E가 생체막에 다량 존재

하는 다불포화지방산에 대해 항산화제로 작용하여 세포막의 소

기관들을 과산화로부터 방어하는데 기여한 결과로 보인다.28) 7

개월과 18개월 그룹의 스트레스군인 S-7군과 S-18군의 유의적

차이를 통해 20대에 받은 스트레스가 TG, TAS, HDL-

cholesterol과 같이 노년기의 SOD 감소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

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vitamin E를 투여한 E-7군이 대조군인 C-7군보다 높

은 값을 보인 것은 SOD를 측정할 때 vitamin E의 존재로

SOD 값이 보다 높게 측정된 것으로 생각되며,24) E-18군이 C-

18군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 것은 vitamin E의 투여로 SOD 유

도능이 감소된 결과로 생각해 볼 수도 있겠으나 검토가 더 필

요하다고 생각되었다.

간 조직 MDA 함량 변화. MDA는 체내의 산화 스트레스를

측정하기 위한 지표의 하나로 지질과산화과정 중 생성되는 이

차지질과산화물의 일종이다.29) 앞의 TAS, SOD 함량 분석에 사

용된 간으로 MDA 함량을 측정하였다. 결과는 Table 6과 같다.

7개월 스트레스군인 S-7군이 8.98 nmol/l로 대조군인 C-7군보

다 84% 증가하였고,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vitamin E를 투여한

S+E-7군이 7.98 nmol/l로 스트레스군보다 11% 감소하는 효과를

볼 수 있었다. S+E-7군은 스트레스군인 S-7군에 비해, S+E-18

군은 스트레스군인 S-18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나타

내었다. 또한 대조군인 C-18군은 C-7군보다 20% 유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였다.

사람나이 20대에 해당하는 7개월 그룹의 스트레스 군에서

MDA수치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스트레스로 MDA 함량이

증가한다는 Bedossa P 등30)의 선행연구와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스트레스를 전혀 가하지 않고 vitamin E 만을 투여한

E-8군은 5.86 nmol/l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

Table 4. The liver tissue total antioxidant of ICR mice that were

treated by immobilization stress with or without vitamin E

Groups 7 months 18 months t2)

C 15.63±1.36b,1) 13.26±0.84b 2.783*,3)

E 16.25±2.12a 15.36±1.06a 4.214*

S+E 14.81±2.30b 12.89±2.46b 2.245

S 09.32±2.30c 07.86±1.92c 6.152**

Notes: C; control, E; vitamin E, S+E; stress plus vitamin E, S; stress.
1)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q1
S.D. (n=12)
2)t-test
3)*: p<0.05, **: p<0.01

Table 5. The liver tissue superoxide dismutase of ICR mice that

were treated by immobilization stress with or without vitamin E

Groups 7 months 18 months t2)

C 097.15±5.12b,1) 90.01±3.91a 04.837**,3)

E 112.61±6.24a 80.12±3.72b 11.217***

S+E 080.12±6.13c 71.21±5.32c 06.341**

S 062.35±8.21d 41.20±4.16d 04.016*

Notes: C; control, E; vitamin E, S+E; stress plus vitamin E, S; stress.
1)Mean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Values are mean±
S.D. (n=12)
2)t-test
3)*: p<0.05, **: p<0.01, ***: 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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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이러한 현상은 vitamin E의 투여가 간독성을 유발시켜 나

타난 결과로 판단된다. 즉 vitamin E가 스트레스보다는 적은 정

도로 간에 영행을 미쳐, S+E-7군이 스트레스군인 S-7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MDA값이 낮았으며 대조군 C-7에 비해서는 vitamin

E의 간독성으로 MDA값이 유의적으로 올라간 것으로 추정된다

. 그러나 이것은 관련자료도 없고 앞으로 더욱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되었다. 반면 18개월 그룹의 스트레스 군에서

도 MDA 수치가 C-18군, E-18군, S+E-18군보다 높게 나타나,

젊었을 때 받은 스트레스가 노년기의 MDA 함량 증가에 영향

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젊었을 때 받은 일시적 스트레스가 간조직의 손상 후

에 생성되는 간 섬유화 인자인 transforming growth factor-β1

(TGF-β1)의 발현을 증가시킨 결과로 보이며, 스트레스로 인한

간 손상은 TGF-β1을 비롯한 여러 사이토카인들의 분비를 촉진

시키고, α1 (I) procollagen의 발현이 증가되어, paracrine effect

로 간선상세포(hepaticstellate cell)에서의 발현증가가 MDA 수

치를 증가시킨 결과로 판단된다.31,32)

스트레스를 가하면서 vitamin E를 동시 투여한 S+E군에서

MDA 저하는 vitamin E의 영향으로 보이며, 이는 급성 혹은 만

성 간손상 및 간섬유화 억제에 vitamin E가 효과가 있다는 선

행연구결과와 같다.33,34) 본 연구에서도 vitamin E가 TGF-β1의

발현을 감소시켜 ROS의 작용을 억제하여 간섬유화를 막아준

결과로 MDA의 함량이 저하되었다고 판단된다. 또한 스트레스

에 의한 DNA 변이를 vitamin E가 어느 정도 방어하여35)

MDA 생성을 억제하는 효소들의 생산이 스트레스군보다 높아

MDA 생성이 감소하는 영향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스트레

스에 의한 세포들의 DNA 변이와 간조직의 섬유화는 측정한

TG, HDL-cholesterol, AST, TAS, SOD 값에도 장·단기적으로

부정적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와 같이 5개월령 마우스를 8주간 하루 40분씩 스트레스를

가한 경우 혈청 TG, HDL, AST와 간의 TAS, SOD, MDA의

측정한 모든 값에 나쁜 영향을 미치며, 이들 마우스를 총 18개

월 될 때까지 사육 후 혈청과 간을 분석한 결과 거의 개선되

지 않고 그대로 혹은 대조군에 비해 HDL-cholesterol 농도가

7%, SOD 농도가 33% 더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MDA에

서만 대조군에 비해 1.3% 덜 떨어지는 것으로 보였다. 이렇게

스트레스의 나쁜 영향들이 스트레스가 없는 기간에도 계속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것을 사람의 경우로 환산하여 보면, 20

대에 일정 기간 받은 스트레스가 그 후 스트레스 없이 40년 이

상을 살아 60대 이상이 되어도 그대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이

며 이는 한때 어느 기간 동안 받은 스트레스가 평생 신체적 저

하를 유발할 수 있다고 볼 수 있겠다.

그리고 스트레스에 vitamin E가 어느 정도 효과적이라는 것

을 알 수 있어 적정량의 vitamin E의 섭취는 현대인들에게 중

요하다고 생각되었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일정기간 스트레스를 받을 때 vitamin E 투여

가 스트레스를 얼마나 장·단기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지 알아

보았다. ICR 마우스를 사람의 나이 20대에 해당되는 5개월까

지 사육한 후, 8주간의 스트레스를 가하고 사람의 나이 노년기

에 해당되는 18개월 될 때까지 사육하여 스트레스로 인한 생

체 내의 산화적 손상지표로 혈청과 간의 대사산물의 변화를 조

사하였다. 그 결과, 스트레스는 장·단기적으로 모두 혈청의

TG, AST 함량을 증가시키고, HDL-cholesterol 함량을 저하시키

는 것에 반해, 여기에 vitamin E의 투여는 스트레스를 받은 쥐

에서 혈청 TG와 AST의 함량을 감소시키고, HDL-cholesterol의

함량을 증가시키는 효과를 보여주었다. 스트레스는 간조직의

TAS, SOD 함량 감소와 MDA 함량 증가를 야기시켰으며, 스

트레스 받은 쥐에 vitamin E의 투여는 TAS, SOD의 함량을 증

진시키고, MDA의 함량을 저하시키는데 긍정적 영향을 주었다.

따라서 젊었을 때 한때 받은 스트레스는 노년기의 TG, HDL-

cholesterol, AST, TAS, SOD 그리고 MDA의 수치 모두에 있

어서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 한때 어느 기간 받은 스트레스는 시간이 지난 노년기까

지 혈청과 간조직에 부정적 영향을 주며 vitamin E는 이를 어

느 정도 보호하는데 긍정적 인 효과를 나타낸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Key words: 스트레스, 비타민 E, 혈청, 간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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