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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chemical composition and biological function of tea made from mountain-

cultivated ginseng leaves.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tea made from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were determined

by measuring their electron-donating ability based on their DPPH and nitrite-scavenging ability. The electron-donating

abilities of tea made from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500 and 1,000 ppm) as determined by DPPH assay were

45.6 and 85.1%, respectively. The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tea made from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500 and

1,000 ppm) at pH 6.0 were 32.8 and 51.4%, respectively. Furthermore, the nitrite scavenging activity increased in a dose-

dependent manner at all pH values. The effects of tea made from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on Male Sprague-

Dawley rats were also evaluated. To accomplish this, the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 normal diet group, B: high

fat diet group and C: high fat diet supplemented with tea made from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group). The anti-

obesity effects of tea made from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were then evaluated. The serum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in C group were lower than those of B group; however, these differences were not

statistically significant. The HDL-cholesterol cont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C group than in the other groups. Taken

together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at tea made from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possesses antioxidant

activity and improves lip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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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산삼(Panax ginseng C. A. Meyer)은 두릅나무과

(Araliaceae)에 속하는 반음지성 식물로서 오래전부터 영약

(靈藥)으로 취급되어 불로장생의 선약이자 만병통치약의 으

뜸으로 알려져 있다. 최근 사람이 밭에서 재배하는 삼을 인

삼, 야생의 씨를 기원으로 산야에서 자연적으로 자라는 것

을 산삼, 산삼의 종자 또는 재배 인삼의 종자를 산중에 파

종하여 가꾸는 것을 장뇌삼(산양삼)이라 하여 구분 짓고 있

다(Ko 등 2005).

장뇌삼과 인삼과의 차이점은 인삼의 머리 부분이 대개 3~

7개 정도이고 태가 없는데 반해, 장뇌삼은 연령에 따라 머

리 부분이 인삼보다 많고 몸통에는 가락지모양의 태가 둘러

져 있다는 것이다. 또한 인삼의 뿌리는 굵고 짧지만 장뇌삼

은 가늘고 길어서 1 m가 넘는 것도 있으며, 장뇌삼은 인삼

에 비해 향기가 강한 것이 특징이다. 인삼류의 효능은 간기

능 활성화 작용, 혈당 강하 작용, 암세포 성장억제, 혈압 강

하, 동맥경화 예방, 체내 면역 기능 활성화, 빈혈예방, 체내

신진대사 촉진, 중추 신경에 대한 자극 및 진전 효과로 학

습능력과 기억력 촉진, 스트레스와 피로 해소 효과 등으로

매우 다양한 효과가 알려져 있다(Anoja 등 1999; Lee 등

1999). 장뇌삼에 관한 연구로는 인삼과 장뇌삼의 생리활성

물질 비교 및 세포배양 연구(Kim & Kim 2005), 고려인삼

과 장뇌삼의 페놀성 성분 비교 연구(Yoo 등 2000), 고려인

삼과 장뇌삼의 유리 아미노산 비교(Lee 등 2000), 추출조

건이 장뇌삼추출물의 화학성분조성에 미치는 영향(Kim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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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 등이 있다.

최근 인삼과 장뇌삼의 다양한 효능 검증과 더불어 인삼과

장뇌삼의 잎이나 줄기의 성분분석 및 기능성에 대한 많은 연

구도 진행되고 있다. 현재 인삼 잎을 이용한 차의 개발에 관

한 연구(Chang 2003)가 보고되고 있고, 식품학적인 관점

에서 이들 부산물들을 이용하고자 하는 관심이 증대되고 있

어 향후 부산물의 활용방안에 관한 광범위한 연구가 기대되

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장뇌삼의 부가가치 증대와

그 잉여 부산물을 활용한 건강기능식품 개발을 위해 장뇌삼

잎으로 차를 만든 후 항산화효과 및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및 시료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장뇌삼 잎은 (주)어인마니에서 공급받

아 시료로 사용하였으며 성분분석을 위한 장뇌삼 잎은 수세

하고 음건한 다음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항산화효과 및 지

방대사 실험에 사용한 장뇌삼 엽차는 14일 동안 음건하고

80oC에서 1시간 열풍건조 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항산화

실험에는 시료 50 g에 60% 에탄올 10배량을 가하여 60oC

에서 4시간 2회 반복 추출하고 Whatman No.5로 여과 한

후 진공농축기(EYELA, Tokyo, Japan)로 60oC에서 농축

하여 동결건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지질대사 개선 효과는 시

료 50 g에 10배의 증류수를 가하여 100oC에서 2시간 추출

한 후 사용하였다.

2. 일반성분 분석

시료의 일반성분은 AOAC(2005)에 준해 수분은 상압가열

건조법, 회분은 회화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법, 조단백

질은 Kjeldahl법으로 측정하였고, 조섬유 정량은 Henneberg-

Stohmann 개량법(AOAC 2005)을 사용하여 시료 분해 및

함량을 측정하였다. 탄수화물 함량은 시료 100 g 중에서 수

분, 단백질, 지질, 조섬유소, 회분 함량을 감한 값으로 하였

다. 무기질 함량은 습식 분해하여 원액을 만들고, 이 원액

을 희석하여 ICP(IRIS Intrepid II XSP, Franklin, MA,

USA)로 무기질 분석을 하였다.

3. 카페인 분석

시료 중 카페인 함량은 표준용액과 시료용액을 0.45 µm

membrane filter로 여과하여 <Table 1>과 같은 조건으로

HPLC(Waters Co. Milford, MA, US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Yoon 등 2001).

4. 탄닌분석

탄닌 함량은 Singleton과 Rossi의 방법(Kang 등 2008)

에 따라 시료 및 표준품(tannic acid, Sigma, USA)을 반

응시킨 후 7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조렉틴(Crude lectin) 함량분석

조렉틴 함량은 Ziska의 방법(Jung 등 1999)의 방법을 응

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장뇌삼의 잎 분말 10 g에 인산완충

용액(0.1 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0) 100 mL

를 가하여 냉장 상태에서 12시간 교반 및 추출하여 원심분

리(16,000×g)한 상등액을 취하였다. 100% 포화 황산암모

늄으로 단백질을 침전시키고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침전물을

소량의 인산완충액에 용해시켜 4oC에서 48시간 동안 동일

한 완충액으로 투석하여 황산암모늄을 제거한 후, 동결 건

조한 것을 조렉틴으로 하였다.

6.항산화력 측정

1) 전자공여능

항산화 활성의 정도를 측정하고자 농도별 DPPH(1,1-

diphenyl-2-picrylhydrazyl)에 대한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Blois(1958)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농도별 시료에 0.4 mM DPPH용액을 가하고, 37oC에서 30

분간 반응시킨 다음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2) 아질산염 분해작용

아질산염 분해작용은 Kang의 방법(Jung 등 2000)을 응

용하여 측정하였다. 1 mM의 NaNO2 용액에 시료를 첨가하

고 여기에 0.1 N HCl과 0.1 M 구연산 완충용액으로 각각

pH 1.2, 3.0, 6.0으로 맞춘 buffer를 넣어 최종 부피를

10 mL로 하였다. 그리고 반응액에 2% 초산용액을 첨가한

다음 Griess reagent를 가하여 15분간 방치시킨 후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실험동물의 사육

실험동물은 Sprague-Dawley 종의 이유한 웅성 흰쥐를

(주)대한바이오링크로부터 구입하여 항온항습 및 공기청정시

스템(HC-ES-02, 효창사이언스)에서 일정한 조건(온도:

22±2oC, 습도 55±5%, 명암: 12시간 light/dark cycle)으

로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지질대사 개선 효과에 대한 실험군은 기본식이를 공급한

정상군(A), 고지방식이를 공급한 대조군(B), 고지방식이와

<Table 1> Conditions for HPLC analysis of caffeine

Item Condition
Instrument
Temperature
Cloumn
Detector
Mobile phase
Flow rate
Injection volume

Waters Co. (Milford, MA, USA)
25oC
Novapak C18 (3.0×150 mm)
UV 280 nm
Methanol:Acetic acid:Water (20:1:79)
1.0 mL/min
10 µ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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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뇌삼 엽차 병행 공급군(C)으로 나누었다. 기본식이는 (주)

Super Feed의 일반 고형사료를 분쇄하여 분말형태로 공급

하였고, 고지방식이는 기본식이에 lard를 20%, cholesterol

을 1%, sodium cholate를 0.25% 농도로 함유되도록 첨가

하여 조제하였으며, 실험기간 동안 자유급여 시켰다. 장뇌

삼 엽차 공급은 장뇌삼 열수 추출액을 물대신 7주간 공급하

였다.

8. 실험동물의 처치

체중 측정은 매주 1회 일정시각에 측정하였으며, 최종 체

중에서 실험 개시 전의 체중을 감하여 실험기간 중의 체중

증가량으로 나타내었다.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한 시각에

측정한 후 급여량에서 잔량을 감하여 계산하였다.

실험동물로부터 혈액채취는 흰쥐를 에테르로 마취시켜 개

복하고 21 gage의 일회용 주사기를 사용하여 복부대동맥으

로부터 채혈한 다음 혈액을 2시간 실온에서 방치시킨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간은 생리식염수로 문맥을 관류, 탈혈한 다음 적출하였고,

심장, 신장 및 비장도 적출하여 이를 생리식염수로 씻어내

고 여과지로 수분을 제거한 후 평량하여 체중 100 g당의 장

기 중량으로 환산하였다.

간기능 지표효소인 혈청 aminotransferase 활성은 kit

(Eiken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9. 혈청 중 지질함량 측정

혈청 중의 총지질 함량은 총지질 함량 측정용 kit

(Advanced diagnostic Inc., Bensalem, PA, USA)를 사

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중성지질 함량은 Muller(1997)의 방

법에 준한 효소법으로, 총콜레스테롤 함량과 HDL-콜레스

테롤 함량은 Richmond(1973)의 방법에 준해 조제된 kit

(Eiken Co.,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10.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각 그룹간의 통

계적 유의성은 SPSS를 이용하여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장뇌삼 잎의 성분 함량

장뇌삼 잎의 일반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 무기

질 함량, 카페인 함량, 탄닌 함량 및 조렉틴 함량은 <Table

3>에 나타내었다.

장뇌삼 잎의 수분은 19.14%, 조회분은 6.64%, 조지방은

0.82%, 조단백질은 11.03%, 조섬유는 11.47%, 탄수화물은

62.37%를 나타내었다. 인삼 잎의 일반성분에 대한 Lee 등

(1985)의 연구에 의하면 수분이 10.9%, 조회분은 13.7%,

조지방은 3.7%, 조단백질은 14.8%, 조섬유는 13.7%를 나

타내어, 수분과 지방 및 회분에서 장뇌삼 잎과 다소의 차이

를 보였다.

또한 무기질 중에서는 칼륨이 2,111.38 mg/100 g으로 가

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고, 다음으로 칼슘, 마그네슘, 철

분 순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었다. 이는 인삼 잎의 무기질 함

량에 대한 Han(2004) 등의 연구에서 인삼 잎의 칼륨

(102.56 mg%), 칼슘(60.80 mg%), 마그네슘(24.21 mg%)

등의 측정 결과와 비교할 때 함량에는 다소 차이가 있었으

나, 그 함량 순에서는 동일한 패턴을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장뇌삼 추출물 종류에 따른 화학성분 조성의 차이에 대한

Kim & Kim(2005)의 연구에 의하면 추출물 종류에 따른

차이는 나타나지만 칼륨이 192~7523 mg/100 g, 칼슘이

287~1156 mg/100 g 수준을 나타내므로써 장뇌삼 잎은 장

뇌삼에 비해 무기질 함량이 낮게 나타났으나 장뇌삼의 부산

물로서 약리효능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장뇌삼 잎에서는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170.48

mg/100 g의 탄닌 함유량을 나타내었다. 식물계, 미생물계 및

하등 척추동물에서 발견되며, 생체방어물질을 함유하고 있다

고 알려진(Kim & Kim) 렉틴의 함량(crude lectin)을 측정한

결과 5,540 mg/100 g으로 분석되었다.

2. 장뇌삼 엽차의 기능성 평가

1) 항산화성 측정

(1) 전자공여능

인삼은 가용성 사포닌 성분과 phenolic acids에 속하는

<Table 2> Proximate composition of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Moisture
(%)

Crude ash
(%)

Crude fat
(%)

Crude protein
(%)

Crude fiber
(%)

Carbohydrate
(%)

Calorie
(kcal/100 g)

19.14±0.45 6.64±0.02 0.82±0.05 11.03±0.12 11.47±0.09 62.37±0.78 300.00±0.54

<Table 3> Contents of minerals, tannic acid, caffeine and crude lectin of mountain- cultivated ginseng leaves (mg/100 g)

Ca Fe K Mg Na Se Tannic acid Caffeine  Crude lectin
659.10 14.65 2,111.38 283.02 10.28 0 1,170.48 0 5,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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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항산화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으나(Cha 등 2003) 장뇌삼이나 장뇌삼 잎의 항

산화능에 대한 보고는 부족한 실정이다.

본 실험에서 장뇌삼 엽차의 60% 에탄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결과는 <Figure 1>에 나타내었다.

장뇌삼 엽차 추출물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높은 전자공여능

을 나타내었다. 즉 장뇌삼 엽차의 추출물을 250, 500,

1,000 ppm으로 처리 하였을 때 각각 16.2, 45.6, 85.1%

의 항산화활성이 나타났다. 특히 장뇌삼 엽차를 500 ppm

로 처리 하였을 때에는 45% 이상의 높은 항산화활성이 있

는 것으로 나타났다.

(2) 아질산염 분해작용

장뇌삼 엽차의 60% 에탄올 추출물을 농도별로 pH 1.2,

pH 3.0 및 pH 6.0에서 반응시켜 아질산염 소거능을 측정

한 결과는 <Figure 2>와 같다. 장뇌삼 엽차 추출물을 250,

500, 1,000 ppm으로 처리했을 때 pH 6.0에서는 각각 농

도에 비례하여 23.5, 32.8, 51.4%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나

타났다. pH 3.0에서는 5.1, 16.4, 21.5%로 농도 의존적으

로 활성을 나타내었으나 pH 6.0에서 보다 낮은 아질산염

소거능을 나타내었으며, 1,000 ppm에서 약 20% 정도의 미

미한 활성을 보였다.

2) 장뇌삼 엽차가 지질대사에 미치는 영향

(1) 체중 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장기무게

고지방식이를 7주간 급여하며 장뇌삼 엽차 추출물을 병행

투여하였을 때 1일 증체량 및 식이섭취량은 <Table 4>에 나

타내었으며, 체중 100 g당 장기무게는 <Table 5>에 나타내

었다.

1일 체중증가량은 고지방식이 급여 시 7.30±0.44 g이었

으며 장뇌삼 엽차의 병행 급여 시 6.50±0.69 g으로서 고지

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다. 식

이섭취량은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과 장뇌삼 엽차를 병행

투여한 실험군 모두가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18.80

±1.17 g인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17.60±1.13 g인

장뇌삼 엽차 병행 투여군은 약 6.4%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

과에서 장뇌삼 엽차의 병행 투여로 유의적인 체중 감소가 나

타났지만, 이러한 결과가 식이섭취량의 감소에 기인된 것인

<Figure 1> Electron donating ability of 60% ethanol extracts from

leaves of mountain-cultivated ginseng

<Figure 2> Nitrite scavenging ability of 60% ethanol extracts from

leaves of mountain-cultivated ginseng

<Table 4> Effect of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on

body weight changes

Group1)  Net weight gain (g/day) Food intake (g/day)
A 6.00±0.912)a3) 21.07±1.16c)

B 7.30±0.44b) 18.80±1.17b)

C 6.50±0.69a) 17.60±1.13a)

1)A: normal diet group, B: high fat diet group, C: high fat diet with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supplemented group.
2)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for groups of seven rats. 
3)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5> Effect of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on organ weight (g/100 g BW)

 Organ
 Group1) Liver  Kidney Spleen Heart

A 3.11±0.292)a3) 0.79±0.09N.S4) 0.17±0.04N.S 0.33±0.04b)

B 4.82±0.08b) 0.73±0.06 0.19±0.03 0.29±0.03a)

C 4.76±0.37b) 0.76±0.05 0.19±0.03 0.31±0.02ab)

1)A: normal diet group, B: high fat diet group, C: high fat diet with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supplemented group.
2)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for groups of seven rats. 
3)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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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장뇌삼 엽차의 투여 효과인지는 추가실험을 통한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체중 100 g당 간의 무게는 3.11±0.29 g인 정상군에 비해

4.82±0.08 g인 고지방 급여 대조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으며, 장뇌삼 엽차 병행급여군도 4.76±0.08 g으로서 고

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나 유의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체중 100 g당 신장과 비장 무게는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심장 무게는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 식이

급여군은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었고 장뇌삼 엽차 병행급

여군은 정상군에 비해 약 6.4% 감소하였다.

(2) 혈액 중 지질함량

장뇌삼 엽차를 고지방식이와 7주간 병행 투여한 흰쥐의

혈액 중 지질함량은 <Table 6>과 같다.

인삼이 고지혈증 및 간질환에 유효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Nam 2002), 지질대사와 관련된 보고로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여한 흰쥐에게 인삼분말 급여는 혈중 총콜레스테

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를 증가시켰다

는 Lee 등(2003)의 보고와 인삼 사포닌이 고콜레스테롤혈

증 억제효과가 있다는 Hyun 등(2001)의 보고가 있을 뿐 인

삼 잎과 장뇌삼 잎의 지질대사에 대한 보고는 미비한 실정

이다.

본 실험에서 흰쥐에게 고지방식이와 장뇌삼 엽차를 병행

투여하였을 때 혈액 중 총 지방함량은 334.87±60.46 mg/

dL인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은 66.2% 증가

한 556.60±99.22 mg/dL를 나타내었다. 장뇌삼 엽차 급여

시 총지방함량은 511.81±103.70 mg/dL로서 고지방식이 급

여 대조군에 비해 8.0%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혈액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서 66.6% 증가하였으며, 장뇌삼 엽차 공급 시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

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액 중 중성지질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서 172.5% 증가를 나타내었고, 장뇌삼 엽차 공급

군은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7.3% 감소하였다.

혈액 중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고지방식이 급여로 유

의한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47.82±11.05 mg/dL인 정상군

에 비해 30.43±2.82 mg/dL인 고지방식이 급여군에서

36.36%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장뇌삼 엽차를 병행 급여하였

을 경우 41.02±6.41 mg/dL으로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이

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지질 중 특히 성인병의 원인물질로 작용

하는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의 함량은 장뇌삼 엽차의 공

급에 의해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지만, HDL-콜레스테롤 수

치가 정상군 수준으로 증가하였기 때문에 총콜레스테롤에

대한 HDL-콜레스테롤 비가 현저히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HDL-콜레스테롤은 말초조직으로부터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수송하는 항동맥경화 지표인데(Gordon 등 1977), 장뇌삼

엽차의 병행급여로 인한 HDL-콜레스테롤 함량 증가는 고

지방식이 섭취로 인한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유효할 것으로

사료된다.

(3) 간기능 지표 효소 활성

고지방식이와 장뇌삼 엽차를 7주간 병행 투여한 흰쥐의

혈액 중 ALT 및 AST 활성은 <Table 7>과 같다.

혈청 ALT 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

에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으나 장뇌삼 엽차의 병행 투여

시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AST 활성은 정상군 및 고

지방식이 급여군 간에 유의한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ALT 및 AST는 간세포 손상 시 세포외로 유출되어 혈중

에 농도가 증가하므로 간 손상의 지표로 이용되는데(Yoon

등 1993) 본 실험 결과에서 장뇌삼의 병행 투여로 ALT 및

<Table 6> Effect of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on serum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and HDL-cholesterol

(g/100 g BW)

Group1) Total Lipid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holesterol
(mg/dL)

A 334.87±60.462)a3)  115.65±28.85a) 54.00±7.11a) 47.82±11.05b)

B 556.60±99.22b)  192.76±11.14b) 147.20±45.59b) 30.43±2.82a)

C 511.81±103.70b)  183.46±19.13b) 136.43±35.90b) 41.02±6.41b)

1)A: normal diet group, B: high fat diet group, C: high fat diet with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supplemented group.
2)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for groups of seven rats. 
3)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Table 7> Effect of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on ALT

and AST activities                  (Karmen unit/mL of serum)

 Group1)  ALT  AST
A 65.85±5.882)a)3) 106.42±32.54NS4)

B 83.75±18.37b) 131.88±25.96
C 71.79±15.78ab) 127.81±27.07

1)A: normal diet group, B: high fat diet group, C: high fat diet with
mountain-cultivated ginseng leaves tea supplemented group.
2)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S.D. for groups of seven rats. 
3)Means followed by the same letter in the column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4)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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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T의 활성이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보

아 장뇌삼 엽차는 간손상 보호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장뇌삼 엽차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하여 장뇌삼 잎의 성분분석 및 장뇌삼 엽차의 항산화효과를

비교하였으며, 고지방식이를 공급한 흰쥐에게 장뇌산삼 엽

차를 7주간 공급한 후 혈청의 지방대사에 미치는 영향을 검

토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장뇌삼 잎의 수분은 19.14%, 조회분은 6.64%, 조지방은

0.82%, 조단백질은 11.03%, 조섬유는 11.47%, 탄수화물은

62.37%를 나타내었고, 무기질 중에서는 칼륨이 2,111.38

mg/100 g으로 가장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장뇌삼 잎에

서는 카페인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1,170.48 mg/100 g의

탄닌이 함유되어 있으며, 조렉틴 함량은 5,540 mg/100 g으

로 분석되었다. 전자공여능으로 측정한 항산화활성은 장뇌

삼 엽차 추출물의 농도에 비례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

며 특히 장뇌삼 엽차를 500 ppm로 처리 하였을 때에는 45%

이상의 높은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아질산염 소거능으

로 측정한 항산화활성은 pH 3.0 보다 pH 6.0에서 높게 나

타났으며, pH 6.0에서 250, 500, 1,000 ppm 농도로 처

리했을 때 각각 23.47, 32.84, 51.41%를 나타내었다. 고

지방식이를 7주간 급여하며 장뇌삼 엽차를 병행 투여하였을

때 식이섭취량은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과 장뇌삼 엽차를

병행 투여한 실험군 모두가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였으며, 고

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장뇌삼 엽차 급여군은 약 6.4%

감소하였다. 체중 100 g당 간의 무게는 3.11±0.29 g인 정

상군에 비해 4.82±0.08 g인 고지방 급여 대조군에서 유의

적으로 증가하였으며, 장뇌삼 엽차 병행급여군도 고지방식

이 급여 대조군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혈액 중 총 지

방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서 66.2%

증가하였으며 장뇌삼 엽차 급여 시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

에 비해 8.0%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유의적이지는 않았다.

혈액 중 총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

여 대조군에서 66.6% 증가하였으며, 장뇌삼 엽차 공급 시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혈액

중 중성지질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여 대조군

에서 172.5% 증가를 나타내었고, 장뇌삼 엽차 공급군은 고

지방식이 급여 대조군에 비해 7.3% 감소하였다. 혈액 중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에 비해 고지방식이 급여로

36.4%의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장뇌삼 엽차를 병행

급여하였을 경우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이었다. 이상의 결과

에서 장뇌삼엽차의 항산화활성 및 지질대사 개선효과 등을

통해 장뇌삼엽차의 개발 및 산업화에 대한 기초자료를 얻었

으며 추가 실험을 통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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