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Jour. Korean For. Soc. Vol. 99, No. 1, pp. 102~110 (2010)

102

JOURNAL OF KOREAN FOREST SOCIETY

지구성 운동시 옻나무 추출액의 지질과산화 및
염증성사이토카인 억제효과

이윤경1·권오선1·송영주2·김세현3·김판기4·류승필5
*

1경북대 체육교육과, 

2선문대학교 스포츠과학부
3국립산림과학원 특용자원연구과, 

4경북대 생태환경시스템학부, 

5경북대 레저스포츠학과

Inhibitory Effect of Rhus Verniciflua Extract on Lipid Peroxidation 
and Inflammatory Cytokines during Endurance Exercise Training

Youn-Kyung Lee1, Oh-Seon Kwon1, Young-Ju Song2, Sea-Hyun Kim3,
Pan-Gi Kim4 and Sungpil Ryu5

*

1Dept. of Physical Education,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Daegu 702-701, Korea
2Division of Sports Science, Sunmoon University, Asan,336-708, Korea

3Tree Breeding Division, Korea Forest Research Institute, Suwon 441-350, Korea
4School of Ecological & Environmental System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742-711, Korea

5Dept. of Leisure Sports, Kyungpook National University, Sangju 742-711, Korea

요 약: 옻나무 추출액을 섭취하며 운동훈련을 부하하였을 때 항산화기능 및 염증성사이토카인의 차이에 대하여 연

구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Sprague-Dawley(SD)계 수컷 쥐를 대상으로 SED(안정군), TRA(운동훈련군), RVE(옻나

무 추출액 섭취군), 그리고 RVE-TRA(옻나무 추출액 섭취와 운동 병행군)으로 구분하였다. TRA와 RVE-TRA는 점증

적부하법을 이용한 트레드밀 훈련을 실시하였으며, RVE와 RVE-TRA에게는 10 mL/kg의 옻나무 추출액을 경구투여

하였다. 항산화기능을 분석하기 위하여 혈중 su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 peroxidase(GSH-Px), malondialdehyde

(MDA)를 분석하였으며, 염증성사이토카인의 변화분석을 위하여 interleukin-6(IL-6),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

α), C-reactive protein(CRP), nitric oxide(NO)를 분석하였다. SOD는 RVE-TRA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높았으며,

TRA가 SED와 RVE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았다. GSH-Px는 SED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았다. MDA는

SED에 비하여 다른 집단에서 모두 유의하게 낮았다. IL-6와 TNF-α는 RVE와 RVE-TRA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낮았다. 또한 CRP는 SED가 다른 집단에 비하여 가장 낮았다. NO는 SED와 TRA가 다른 두 집단에 비하여 높았다.

이러한 결과를 볼 때, 운동시옻나무 추출액의 섭취는 지질과산화를 억제시키고 항염증성 반응을 유발하여 운동시 발

생가능한 부작용을 억제할 수 있는 결과를 보였다. 이점을 고려하여 옻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

여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자생하고 있는 옻나무의 활용도를 증대시킬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find out the inhibitory effect of Rhus Verniciflua extract on lipid

peroxidation and inflammatory cytokines during endurance exercise training for 8 weeks in rats. For this study,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4 groups; sedentary (SED), exercise training (TRA), RVS extract

ingestion (RVE), and RVS extract ingestion and exercise training (RVE-TRA). TRA and RVE-TRA were trained

on treadmill with increasing speed gradually and administered 10 mL/kg/d of Rhus Verniciflua extract orally to

RVE and RVE-TRA. In order to analyze antioxidant function, blood SOD (superoxide dismutase), GSH-Px

(glutathione peroxidase), and MDA (malondialdehyde) were examined. And, analysis of inflammatory cytokines

were examined using IL-6 (interleukin-6),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CRP (C-reactive protein), and

NO (nitric oxide). SOD in TRA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SED and RVE (p<0.05), and RVE-TRA was

highest among the groups (p<0.05). The MDA content of TRA, RVE and RVE-TRA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SED. GSH-Px activity of SED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other groups (p<0.05). IL-6 and TNF-α content

of RVE and RVE-TRA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SED and TRA (p<0.05). CRP concentration of SED was

the lowest among groups (p<0.05). Finally, NO concentration of SED and TRA were higher than RVE and

RVE-TRA (p<0.05).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it is efficient for rats to reduce lipid peroxidation and indu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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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inflammatory by taking RVS extract during exercise training. Afterwards, if studies on the properties of

RVS extract can be made with various ways, use of Rhus Verniciflua trees might be made widely which are

growing naturally in mountains in Korea.

Key words : Rhus verniciflua, SOD, MDA, cytokines, exercise training, rats

서 론

오늘날 개인의 건강증진을 위한 방법으로 규칙적인 운

동이 일반화되고 있는데 적당한 신체활동은 혈중 지질, 혈

압, 당내성과 인슐린 감수성, 골밀도, 면역기능 등 건강 관

련 인자를 개선시켜 만성퇴행성질환 및 대사증후군을 예

방하며 체력과 건강을 증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적절한 운동강도와 운동시간을 무시한 격렬한 운동이 인

체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에 대한 가능성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류승필과 이수천, 2006).

강도 높은 격렬한 운동 중에 생성되는 과도한 산소유리

기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DNA 분절과 단백질의 불활성화 및 세포

생체막의 구성성분인 불포화지방산을 공격하여 과산화 반

응을 일으켜 생체기능을 저하시킴으로써 노화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성 관절염, 당뇨병, 심장병, 동맥경

화, 암 등과 같은 여러 질환의 원인으로 알려져 있다(Valko

et al., 2007). 그러나 인체에는 항산화체계가 존재하는데,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CAT), glutathion

peroxidase(GSH-Px)를 포함하는 항산화 효소와 비타민 C,

E 등과 같은 비효소 항산화제로 구분된다(Finaud et al.,

2006). 이러한 항산화체계는 운동으로 인한 산화적 스트

레스시 특정한 항산화제가 조직들 간에 상호보완적으로

작용하고, 다양한 생리학적, 병리학적 그리고 영양학적 요

인들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된다(Harris, 1992). 또한 규칙적

인 운동과 항산화 물질의 인위적인 투여로 항산화체계의

기능을 향상시킴으로써 활성산소 생성을 억제시킬 수 있

고(McMurray et al., 1998), 조직의 손상을 유의하게 감소

시킬 수 있기 때문에(Vincent et al., 2000), 운동시 발생하

는 산화스트레스를 제거함으로서 경기력 향상에도 긍정

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에 대한 관심이 높아가고 있다.

실제로 운동으로 인한 MDA 함량의 증가는 운동시 증가

하는 산소 유리기의 증가로 인한 산화 스트레스를 의미하

며 운동으로 인한 MDA 증가가 보고되고 있다(Alessio

and Goldfarb, 1993). 

유해산소를 억제시킬 수 있는 항산화제로서 butylated

hydroxyanisole, butylated hydroxytoluene 등과 같은 합성

항산화제와 토코페롤과 같은 천연 항산화제가 개발되어

이용되고 있으나 합성제품의 경우에는 효과와 경제성 등

으로 인하여 많이 사용해왔지만, 다량을 섭취하면 간, 신

장, 순환계 등에 심각한 독성 작용을 유발될 가능성 때문

에 사용량이 제한되고 있다(Lanigan and Yamarik, 2002).

따라서 인체에 무해하며 우수한 천연자원으로부터 항산

화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강한 항산

화 효과를 지닌 물질들이 동시에 항염증 작용을 수반하고

있다고 알려진 경우가 많다. 

동맥경화를 비롯한 고혈압, 당뇨, 암이나 관절염 등은

대표적인 만성염증성 질환이며(이효승 등, 2008), 최근의

연구들은 비만도 만성적인 염증상태로 간주하고 있다

(Rajala and Scherer, 2003). 이러한 염증상태는 비만인의

지방조직에서 증가되는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되며(Suzuki

et al., 2003), 특히 감염성 질환이나 자가면역질환의 진단,

경과 관찰에 이용할 수 있고, 뇌졸중과 심근경색증 위험

인자로서의 기능을 하는 C-reactive protein(CRP), 허혈성

질환의 예측인자로 사용할 수 있는 Nitric oxide(NO), 염

증성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alpha(TNF-α),

interleukin-6(IL-6)는 직접적으로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줌

으로써 제2형 당뇨병과 심혈관질환의 발병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밝혀졌다(Sowers, 2003).

옻나무의 주요 유효성분은 수피에 존재하는 urushiol로

서 강한 항산화작용이 있는 반면에 알러지를 유발하는 문

제점이 있다(박희준 등, 2002). 그러나 옻의 목질부에는 알

러지를 유발하지 않는 플라보노이드가 주로 존재하며, 페

놀계 화합물 60-65%, 수분 20-30%, rubber like materials

5-7%, 질소 함유 화합물 3-5%, 그리고 소량의 당단백질로

구성되어 있다(차재영과 조영수, 2000; Lim and Lee,

1999). 또한 옻의 약리학적 특징을 보면, 항산화 작용(전

병덕 등, 2008; 김인원 등, 1999a,b) 뿐만 아니라 항염증

(Jung et al., 2007), 옻나무에서 분리된 물질들에 대한 항

균 작용(Lim and Lee, 2000), 종양유발의 억제작용(Hong

et al., 2000), 인슐린 저항성 개선(이윤경 등, 2009) 등이

보고되고 있다. 

이상과 같이 옻나무 추출물의 생리학적 활성과 그 효능

에 대한 연구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나, 최근 건

강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참여율이 높아지고 있는

운동과 관련하여 지질과산화 및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미

치는 영향과 항산화와 면역기능에 대한 연구는 다소 부족

하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목적은 운동훈련시

옻나무 추출액의 섭취가 흰쥐의 항산화 방어체계와 염증

성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봄으로써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자생하고 있는 옻나무를 활용하여 천연물질

로서 옻 추출물의 효용성을 증가시키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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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에서는 생후 4주령의 Sprague-Dawley계 수컷 흰

쥐 40마리((주)오리엔트바이오, 성남, 대한민국)를 실험에

사용하였다. 쥐는 한 마리씩 개별사육 하였으며, 사육실

내부 환경온도는 23-25oC, 상대습도는 60%를 유지하였고,

환풍기를 24시간 가동하여 공기를 순환시켰다. 사육실의

명암 사이클은 08:00-20:00시 까지를 명기, 20:00-08:00시

까지를 암기로 하였다. 처음 2주 동안은 환경에 적응시키

고, 6주령이 되었을 때 난괴법(randomized block design)

에 의해 4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은 안정군(SED:

sedentary), 운동훈련군(TRA: training), 옻나무 추출액 섭

취군(RVE: Rhus verniciflua extract), 운동훈련과 옻나무

추출액 섭취의 복합처치군(RVE-TRA: Rhus verniciflua

extract ingestion and exercise training)으로 구분하였다.

예비사육기간 중 1주는 일반식(AIN-76A)을 물과 함께 자

유섭취 하도록 하였고, 2주째부터 고지방식이(D12492,

Research Diets, USA)를 물과 함께 자유섭취 하도록 하였

다. 본실험인 8주의 실험기간 동안에는 하루 2회(10 g/회)

즉, 08:00-09:00과 20:00-21:00에 각각 공급하였다. 옻나무

추출액은 참옻나무 추출액(이윤경 등, 2009)을 사용하였

으며, 각 식이 종료 후 10 mL/kg(박희준 등, 2002)을 경구

투여하였다.

2. 운동방법

운동은 자체 제작한 소동물용 트레드밀(너비 12 cm, 높

이 10 cm, 길이 1 m의 레인 10개로 구성)에서 실시하였다.

실험동물에 적용될 운동강도는 Joseph et al.(2007)이 사용

했던 운동프로그램을 응용하여 경사도 0o에서 20-60 분/

일, 주 5회의 빈도로 실시하여 총 8주간 실시하였다. 최초

5 m/min의 속도로 20분 동안 운동을 실시하여 주 단위로

속도와 시간을 점진적으로 증가시켜, 25 m/min의 속도로

60분간 달릴 수 있도록 4주간 적응 훈련을 실시하고, 나머

지 4주간의 운동기간 동안에는 주 5회의 빈도로 60분 동

안 25 m/min의 속도로 부하하였다.

3. 샘플채취 및 분석방법

혈액은 12시간 절식시킨 후 에테르를 이용하여 마취한

후 개복하여 복대동맥에서 채혈하였으며, 채취한 혈액은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한 뒤 분

석 시까지 -70oC 초저온냉동고(Sanyo, Japan)에 보관하였다.

혈중 SOD 활성은 Superoxide Dismutase Assay Kit

(706002, Cayma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96-well plate에 radical detector를 200 µL 넣고,

0, 0.025, 0.05, 0.1, 0.15, 0.2, 0.25 (U/mL) 표준액과 검

체를 각 well에 10 µL씩 넣은 후, xanthine oxidase를 20

µL씩 넣음으로써 반응이 시작되었다. 용액이 잘 혼합되도

록 몇 초간 plate를 손으로 두드린 다음, 커버를 덮고 실온

에서 20분간 진탕기 위에서 반응한 후, 440-4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중 MDA 농도는 Rat Malondialdehyche, MDA ELISA

Kit(E0597r, USCNLif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96-well plate에 0, 0.625, 1.25, 2.5, 5, 10,

20, 40 (nmol/ml) 표준액, 맹검, 검체를 100 µL씩 넣은 후,

커버를 덮고 37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각

well의 액체를 털어내고 detection reagent A를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은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

후 액체를 털어내고 3회 세척 후 detection reagent B를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은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3회 세척 후 기질액을 90

µL씩 넣고 커버를 덮고 빛을 차단한 후 37oC에서 30분 동

안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반응정지 용액을 50 µL씩 넣

은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중 GSH-Px 활성은 Rat GSH-Px ELISA Kit(E0295r,

USCNLife,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96-well plate에 0, 31.2, 62.5, 125, 250, 500, 1,000,

2,000 (U/mL)의 표준액, 맹검, 검체를 100 µL씩 넣은 후,

커버를 덮고 37oC에서 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각 well의

액체를 털어내고 detection reagent A를 100 µL씩 넣은

다음, 커버를 덮은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3회 세척 후 detection reagent B를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은 후 37oC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3회 세척 후 기질액을 90

µL씩 넣고 커버를 덮은 다음, 빛을 차단한 후 37oC에서 30

분 동안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반응정지 용액을 50 µL

씩 넣은 다음,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중 IL-6 농도는 Rat IL-6 Quantikine ELISA Kit

(R6000B, R&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96-well plate에 assay diluent RD1-51을 50

µL씩 넣고, 62.5, 125, 250, 500, 1,000, 2,000, 4,000

(pg/mL)의 표준액과 대조, 검체를 50 µL씩 넣고 1분 동안

부드럽게 두드린 후 커버를 덮고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

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5회 세척 후 각 well에 rat

IL-6 conjugate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고 실온에서 2시

간 반응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5회 세척한 다음,

각 well에 color reagent A와 B를 섞어 만든 기질액을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고 빛을 차단한 후 실온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반응정지 용액을 100 mL씩

넣고 30분 이내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중 TNF-α 농도는 Rat TNF-alpha/Quantikine ELISA

Kit(RTA00, R&D System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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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석방법은 96-well plate에 assay diluent RD1-41를

50 µL씩 넣고 12.5, 25, 50, 100, 200, 400, 800 (pg/mL)

표준액과 대조, 검체를 50 µL씩 넣고 1분 동안 부드럽게

두드린 후 커버를 덮고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5회 세척한 다음, 각 well에 rat TNF-α

conjugate를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고 실온에서 2시간

반응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5회 세척 후 각 well에

color reagent A와 B를 섞어 만든 기질액을 100 µL씩 넣

고 커버를 덮고 빛을 차단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

켰다. 마지막으로 반응정지 용액을 100 µL씩 넣고 30분

이내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중 CRP 농도는 Rat CRP ELISA Kit(557825, BD

Biosciences,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우선 혈청을

1:4,000으로 희석한 후 96-well plate에 4.2, 8.3, 16.7,

33.3, 66.7, 133.3 (ng/mL) 표준액과 검체를 100 µL씩 넣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5회 세

척 후 각 well에 1×detection antibody/enzyme conjugate를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고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이후 액체를 털어내고 5회 세척한 다음, 각 well에 TMB

기질액을 100 µL씩 넣고 커버를 덮고 빛을 차단한 후 실

온에서 5-10분간 반응시켰다. 마지막으로 반응정지 용액

을 100 µL씩 넣고 30분 이내로 450 nm에서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혈중 NO 농도는 Nitrate/Nitrite Colorimetric Assay Kit

(780001, Cayman, US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96-

well plate에 assay buffer를 200 µL씩 넣고, 0, 5, 10, 15,

20, 25, 30, 35 (µM) 표준액과 검체를 80 µL씩 넣었다.

이후 각 well에 enzyme cofactor mixture 10 µL, nitrate

reductase mixture 10 µL씩 넣고 커버를 덮은 다음, 실온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후 각 well에 griess

reagent R1 50 µL, griess reagent R2 50 µL씩 넣고 실

온에서 10분 동안 반응시킨 후 540-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통계분석

모든자료는 윈도우즈용 통계프로그램인 SPSS 14.0K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자료의 표기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하였으며, 평균간의 차이검정을 위하여 일원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후 유의차가 있을 경우, least significant

difference로 사후검정을 하였다. 모든 차의 유의성은

p<0.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혈중 항산화능의 변화

혈중 SOD 활성은 SED군 12.25±1.22 unit·mL−1, TRA

군 14.70±0.80 unit·mL−1, RVE군 12.95±0.52 unit·mL−1,

RVE-TRA군 19.86±2.80 unit·mL−1로, TRA군이 SED군,

RVE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RVE-TRA군이 다른 집단보

다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MDA 농도는 SED

군 14.00±1.67 nmol·mL−1, TRA군 12.06±1.64 nmol·mL−1,

RVE군 12.37±1.69 nmol·mL−1, RVE-TRA군 11.35±1.27

nmol·mL−1로, SED군에 비하여 다른 집단이 모두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GSH-Px 농도는 SED군

74.11±0.56 unit·mL−1, TRA군 89.67±0.80 unit·mL−1, RVE

군 92.45±1.22 unit·mL−1, RVE-TRA군 92.63±4.80 unit·mL−1

로, SED군이 다른 집단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2. 혈중 사이토카인의 변화

혈중 IL-6 농도는 SED군 233.84±3.14 pg·mL−1, TRA

군 229.87±4.80 pg·ml−1, RVE군 222.07±6.92 pg·mL−1,

RVE-TRA군 222.00±6.70 pg·mL−1로 나타났으며, RVE군,

RVE-TRA군이 SED군, TRA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

으로 나타났다. 혈중 TNF-α 농도는 SED군 50.46±9.85

pg·mL−1, TRA군 45.78±4.22 pg·mL−1, RVE군 42.96±2.42

pg·mL−1, RVE-TRA군 39.67±2.22 pg·mL−1로 나타났고,

RVE군, RVE-TRA군이 SED군, TRA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CRP 농도는 SED군

78.11±5.68 ng·mL−1, TRA군 65.68±3.17 ng·mL−1, RVE군

69.08±5.71 ng·mL−1, RVE-TRA군 66.89±6.03 ng·mL−1으

로, SED군에 비해 TRA군, RVE군, RVE-TRA군이 유의하

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NO 농도는 SED군

5.46±0.85 µM, TRA군 4.96±0.45 µM, RVE군 3.84±1.00

µM, RVE-TRA군 3.65±0.80 µM로, SED군, TRA군에 비

하여 RVE군, RVE-TRA군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고 찰

예전부터 민간과 한방에서 옻나무에 대한 다양한 생리

활성 작용이 보고되고 있으나, 운동과 옻나무에 관련된 연

구는 매우 부족하며, 운동의 참여율이 증가하고 있다는 점

과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는 옻나무의 분포를 고려

할 때, 그 활용도를 증가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특히 최근 천연항산화물질

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 착안하여

본 연구는 흰쥐를 대상으로 옻나무 추출액 섭취와 규칙적

인 운동이 항산화 기능과 염증성 사이토카인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운동을 하는 동안에는 에너지 요구량의 증가로 인해 근

육 조직에 산소 공급이 급격히 늘어나게 되므로 운동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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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는 동안 신체의 산소 섭취량은 10-15배까지 증가하

며(Kim, 2007), 실제로 활발히 활동을 하는 골격근에서 혈

류 증가량을 약 30배 증가시키고 동정맥산소차를 크게 증

가시킴으로써 산소 유입이 최대 200배까지 증가할 수 있

다(Sen, 1995). 산소 유입의 증가로 인해 에너지를 최대로

활용할 수는 있지만, 체내에 해로운 산소유리기의 발생이

증가하게 된다. 또한 운동은 ROS 또는 산소유리기에서

electron의 유출 또는 혈류의 변화를 유발하며, 고강도 운

동시의 관류부족은 휴식기의 재관류로 이어지는 과정에

서 과도한 산소유리기를 만드는 방아쇠 역할을 한다

(Jackson, 1985). 따라서 운동 단독으로서의 건강증진보다

는 각종 보조물을 활용하는 것이 매우 효과적이라고 생각

된다. 그러나 중등도 운동을 장기간 규칙적으로 수행할 경

우에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SOD, CAT와 GPx

같은 항산화 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운동에 의한 세포

손상을 방지하는 기능을 향상시키는데(Gunduz et al.,

2004; Urso and Clarkson, 2003), 본 연구에서도 8주간의

규칙적인 운동훈련(TRA; Fig. 1)에 의해 SOD와 GSH-Px

활성의 유의한 증가가 나타났으며, MDA 농도 역시 유의

하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옻나무의 에탄올 추출물이 쥐의 뇌세포에 대하여 강한

항산화활성을 나타내었으며(임계택및 심재환, 1997), 옻

추출물에 생약제를 첨가한 Rhus Verniciflua는 ascorbic

acid의 항산화 작용과 유사한 작용을 한다(Lim and Lee,

1999). 또한 옻나무의 플라보노이드는 지방산화와 암세포

성장을 유효하게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며(Lee et al.,

2009a), Lee et al. (2009b)의 연구에서는 cisplatin이 처치

된 신장의 MDCK-1세포에 옻나무 추출액은 cisplatin 독

성과 ROS 증가를 억제시켰으며, NO의 증가 억제, 간과

신장의 MDA생성 감소, GSH, SOD의 활성 증가가 보고

되는 등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결과(Fig.

1)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RVE에 의해서도 MDA 농도가

SED에 비하여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들

의 결과와 일치하였으며, 옻나무 추출액의 섭취가 ROS에

의한 산화물질의 감소에 효과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실제로 옻 추출물 섭취에 의하여 간의 SOD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때, 섭취하는 농도가 높을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전병덕 등, 2008).

또한 RVE-TRA에서는 SOD, MDA의 농도에서 유의한 차

이가 있었는데, 특히 SOD 활성에서 상승효과가 나타났다.

이는 중강도의 운동에 의해 향상되는 항산화능력과 옻나

무 추출액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의 복합 작용으로 생각된

다. 우선 1차적으로 페놀계 화합물들의 작용으로서, 페놀

계 화합물이 산소유리기 반응을 억제시킬 수 있는 것은

페놀이 수소원자를 radical에게 제공하여 안정한 non-

radical을 만들고, peroxy radical은 공명 혼성체를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안정되어 산소와 반응이 어려우므

로 산소유리기를 안정화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Thomas, 2000). 따라서 운동수행 중 발생되는 산화 스트

레스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데 있어서 옻나무 추출액 섭

Fig. 1. Changes of blood antioxidants and oxidant with training or/an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ingestion for 8-week in
rats. SED: sedentary group; TRA: exercise training group; RVE: Rhus Verniciflua Stroke extract ingestion group; RVE-TRA:
exercise training and Rhus Verniciflua Stroke extract ingestion group; SOD: superoxide dismutase; GSH-Px: glutathione
peroxidase; MDA: malondialdehyde; Bars are mean and standard error;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item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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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이러한 옻나

무의 항산화 활성이 높은 이유에 대하여 정형진 등(2001)

은 옻나무의 기관 중 줄기에서 SOD 활성이 가장 높게 나

타났으며, 줄기 추출물로부터 2-propenoic acid(caffeic acid),

Benzoic acid(gallic acid), 7-hydroxy-6-methoxy-2H-1-

Benzopyran-2-one(Scopoletin) 등과 같은 phenol계 물질들

이 동정되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박희준 등(2002)은 옻

나무 목질부에는 arbanzol, sulfuretin, fisetin 그리고 fustin

의 flavonoid의 성분이 분리되었고, 김인원 등(1999b)은 옻

나무의 flavonoid가 gallic acid, butin, butein, sulferin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임계택 및

이정채(1999)의 연구에서는 옻나무 추출물에서 항산화 효

과에 관여하는 laccase라는 당단백질 성분이 보고되는 등

다양한 부위 및 성분이 보고되고 있다.

한편, 과도한 ROS는 세포의 단백질, 지질, 핵산을 손상

시킨다는 특성을 고려할 때, 이런 ROS는 염증과도 관련

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Trenam et al., 1992), 항산화

효과가 있는 옻나무 추출액의 페놀계 화합물들은 염증질

환 치료에도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이다. 지방조

직은 렙틴, TNF-α, resistin, adiponectin과 같은 아디포사

이토카인을 분비하는 활동성 내분비기관으로서 아디포사

이토카인은 염증반응과 동맥경화에 관련하여 중요한 영

향을 미칠 뿐 아니라 비만, 인슐린 저항성 등의 대사성 질

환의 발병기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vel, 2002). 64세 이상의 노인들을 대상으로 10개월 동

안 일주일에 3일, 45분간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연구

(Kohut et al., 2006)에서는 CRP, IL-6, IL-18, TNF-α 수

치가 감소하였으며, 폐경기 비만 여성을 대상으로 한 6개

월 동안의 식이조절과 유산소운동은 체중과 체지방의 감

소를 비롯해, IL-6와 CRP 수치의 유의한 감소를 가져왔고

(Ryan and Nicklas, 2004), 평균 64세의 만성 관상동맥질

환자들을 대상으로 12주간의 유산소 운동을 실시한 연구

에서도 CRP, IL-1, IL-6, INF-γ 수준이 낮아졌다고 보고되

고 있다(Goldhammer et al., 2005). 본 연구의 결과에서

TRA(Fig. 2)의 IL-6, TNF-α 농도는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

타나지 않았으나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고, CRP농도는 유

의하게 감소하여 선행연구들(Goldhammer et al., 2005;

Kohut et al., 2006)과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또한 유산

소성 운동이 만성심장질환자(Larson et al., 2001), 장기간

의 식이조절과 운동으로 체중을 감량한 비만 중년 여성

(Marfella et al., 2004), 비만 성인(Monzillo et al., 2003)

의 연구에서 TNF-α의 감소가 보고되고 있다. 또한

RVE(Fig. 2)에서도 IL-6, TNF-α, CRP 농도가 모두 유의

하게 감소하여 선행연구들(Jung et al., 2007; Kim et al.,

2004; Lee et al., 2009a; Lee et al., 2004; Lim et al.,

2003)과 동일한 결과를 보였다. RVE-TRA에서도 IL-6,

TNF-α, CRP 농도가 모두 유의하게 감소하였는데, 특히

IL-6, TNF-α 농도에서는 복합처치의 상승효과가 나타났

다. 이는 운동과 옻나무 추출액 섭취에 따른 체중과 체지

방량의 감소가 나타난 본 연구자들의 선행연구분석(이윤

Fig. 2. Changes of blood cytokines with training or/and Rhus Verniciflua Stokes extract ingestion for 8-week in rats. SED:
sedentary group; TRA: exercise training group; RVE: Rhus Verniciflua Stroke extract ingestion group; RVE-TRA: exercise
training and Rhus Verniciflua Stroke extract ingestion group; IL-6: interleukin-6; CRP: C-reactive protein; TNF-α: Tumor
necrosis factor-alpha; NO: nitric oxide; Bars are mean and standard error;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item means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level,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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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등, 2009) 결과가 뒷받침될 수 있다고 사료되며, 사이

토카인은 옻나무 추출액 섭취군이 더 많이 감소하여 염증

성 사이토카인 수치에 체지방량 외에도 페놀계 화합물의

효과도 작용한 것으로 보여진다. 또한 식물의 플라보노이

드는 항산화물질로 심혈관질환 발병을 억제할 수 있는 것

으로 알려져 있는데(Hertog et al., 1997), 본 연구에서 관

상동맥질환의 지표인 CRP 수치 역시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와 관련된 연구로서 과체중 또는 비만인을

대상으로 3개월 동안의 식이조절과 유산소운동이 체력의

상승, 혈중 CRP의 감소를 가져왔으며(Jae et al., 2006),

운동을 하지 않은 노인들을 대상으로 45-60분의 심폐지구

력 운동을 10개월 동안 실시한 결과, CRP 농도의 감소를

가져왔다는 Vieira et al. (2009)의 보고는 본 연구에서 나

타난 결과를 뒷받침해주고 있다고 생각된다. 

결 론

흰쥐에게 8주간의 운동훈련과 옻추출물 섭취를 시킨 결

과 지질과산화의 억제가 유발되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

인이 감소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지질과산화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증가는 노화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원인

으로서 옻추출물의 장기간 섭취는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또 다른 요소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심혈관질환 및 비만, 당뇨병, 고지혈증 등 대사성질환자들

에게 운동효과를 증대시키는 영양보조제로서의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으로 사료되며 운동과 관련된 더 많은 연구

들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결과 이외

에도 옻추출물이 가지고 있는 특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다

양한 방법으로 접근한다면, 우리나라 산간지역에 다량 자

생하고 있는 옻나무의 활용도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 사

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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