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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Makgeolli and Makgeolli precipitate on hepatoto-
xity and the serum lipid content in rats. Firs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Makgeolli and ethanol on
the progress of alcoholic fatty liver. The effect of Makgeolli precipitate on carbon tetrachloride (CCl4)-
induced hepatotoxicity in the rats was then studied. Indicators of the health status of the experimental
period, the body weight gain in ethanol-treated group tended to be lower than those in the control
and the Makgeolli-treated groups. The weight of the liver tissue decreased significantly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ethanol. However, this was not seen following the administration of Makgeolli. The
activities of serum aspartate transaminase (AST) and alanine transaminase (ALT) were decreased in
the Makgeolli group compared to the ethanol group. Serum cholesterol concentrations increased in the
ethanol group, but decreased in the Makgeolli-treated group to an equal volume of the ethanol-treated
group. The serum HDL-cholesterol content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Makgeolli group than in the
ethanol group. Analysis of the impact of the Makgeolli precipitate on toxicity induced by CCl4 in the
liver showed that the CCl4 treatment significantly increased the activities of serum ALT and AST.
However, the levels of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in serum were decreased. The CCl4 treatment in-
creased the activities of AST and ALT. However, the raw Makgeolli precipitate decreased their
activities. Moreover, raw Makgeolli precipitate significantly reduced the CCl4-induced elevation of se-
rum lipids more than heated Makgeolli precipitate. These results suggest that raw Makgeolli precipitate
may exert a protective effect against CCl4-induced liver injury by preventing lipid per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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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술은 현대사회에 있어서 기호식품으로 자리매김 하였으며

집단의 사회적 교류의 상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가진다. 이

러한 순기능과 달리 술은 전세계적으로 사망률과 유병률, 사

회적 위해에 대한 위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으며, 적절한 음

주는 허혈성 심장질환과 허혈성 발작 및 담석증의 위험을 줄

이지만 과도한 음주의 경우 간 질환의 원인이 되고 있다[9,

43]. 특히, 과음,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 흡연 등으로 간

기능이 손상되거나 만성간염, 간 경변 및 간암 등의 간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증가함에 따라 사회적으로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10, 39, 44, 48]. 또한 알코올 섭취는 체내의

지방대사에 영향을 미치며[11, 18], 과량 섭취 시에는 간세포의

직접적인 독성효과로 간세포의 여러 가지 효소활성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38].

우리나라는 1980년대 이전 막걸리를 포함한 전통주를 소비

하는 주류문화에서 경제성장과 함께 서구문화의 유입으로 인

해 현재에는 소주, 맥주, 위스키, 전통주인 네 가지 주종을 소

비하는 주류문화로 변화되었다[22]. 특히, 경제상황에 따라 변

동하는 맥주의 소비량과 달리 소주의 소비량은 1980년부터

꾸준한 증가추세에 있으며, 우리나라 사람들이 평소 자주 마

시는 술의 종류는 소주가 58.2%로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다.

이처럼 현재 우리나라의 음주문화는 저도주인 전통주에서 고

도주인 소주를 소비하는 문화로 변화하였다[19].

우리의 전통 민속주 막걸리는 효모에 의해서 발효시킨 자연

식품으로서 당화와 발효의 공정을 병행하여 만들어진 알코올

성 음료로 술로서 애용되면서도 건강식품이라고 할 수 있다

[30]. 알코올 도수가 높은 술을 마시게 되면 곧 취하게 되고

간에 많은 부담을 주게 되나, 우리의 전통주인 막걸리는 알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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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도수가 상대적으로 낮고 곡류를 이용한 발효식품으로 위에

부담을 최소할 뿐만 아니라 단백질, 식이섬유, 당질이 풍부하고,

비타민 B복합체와 다양한 유기산과 리보플라빈 등 유용한 생리

활성 성분이 함유되어 있어 영양학적 기능성 가치가 높은 술이

다[4, 18, 30, 32]. 이와 같은 성분으로 말미암아 막걸리는 일반

주류와는 달리 갑작스런 혈당의 감소 현상을 막아주고 간에

대한 부담을 덜어 준다고 알려져 있으나, 막걸리 관련 연구로는

원료와 누룩을 달리한 막걸리의 품질특성이나 휘발성 향기성

분에 대한 연구[14, 15, 20, 25, 31, 45, 46]와 생리활성에 관한

연구로는 막걸리 지게미의 혈압[29] 및 혈당[30] 조절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으로 간 독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사염화탄소는 유지 및 고무 등의 용제에 이용되는 xeno-

biotics의 한 종류로 microsomal mixed function oxidase에

의해 생성되는 trichloromethyl radical이 막의 지질과산화

반응 촉진에 의해 막 구조와 기능 파괴 등을 초래하여 간 손

상을 유도하는 대표적인 물질로 알려져 있다[2, 47] 또한, 투

여방법 및 횟수에 따라 급성간염, 지방간 및 간경변 등의 간

질환의 유도가 가능하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간 손상을 유발

한 후 투여 물질의 효능을 밝히기 위한 연구방법으로 많이

이용되고 있다[47]. 본 연구에서는 우선 막걸리 원액이 간 조

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에탄올을 대조군으로 하

여 막걸리를 투여한 실험동물의 간 지표 효소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실험동물에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일으킨 후 알코올 이외의 성분에 의한 막걸리 효능을 검토하

기 위해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고 얻은 침전물을 투여하여 혈

청 중의 효소활성 및 지질농도분석을 통하여 간 손상에 미치

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재료 및 방법

투여 시료 제조 방법

본 실험에 사용된 생막걸리와 가열막걸리는 부산탁주약주

협회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막걸리 원액을 이용한 실험에

서는 생막걸리를 알코올 함량이 각각 0.02, 0.06 및 0.12 g/ml

되도록 조제하였고, 대조군으로 에탄올을 같은 농도로 조제하

여 사용하였다. 한편, 막걸리 침전물을 이용한 간 독성 실험에

서는 생막걸리와 가열막걸리를 회전식 진공농축기로 감압 농

축시켜 알코올 성분을 제거한 후, 이 침전물을 각각 동결 건조

하여 분말을 만들어 증류수에 녹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체중이 평균 140 g되는 Sprague-dawley계 수컷

흰쥐를 ㈜오리엔트바이오로부터 구입하였으며, 실험시작 1주

일 동안 고형사료(삼양유지)로 적응시킨 후 본 실험을 실시하

였다. 막걸리 원액의 간 지표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하여 동물의 체중에 따라 대조군, 막걸리 투여군 3군(알코올

함유량 0.02 g (MG1), 0.06 g (MG2) 및 0.12 g (MG3))과 동량의

알코올을 함유하는 에탄올 투여군 3군(알코올 함유량 0.02 g

(ET1), 0.06 g (ET2) 및 0.12 g (ET3))의 7군으로 나누었다. 실험

시료는 막걸리 원액을 희석하여 알코올 함량이 각각 2%, 6%

및 12% 되도록 하여 매일 1 ml씩 4주간 경구 투여 하였다.

간 독성에 대한 막걸리 침전물의 효능을 검토하기 위하여 대

조군, 사염화탄소 대조군, 사염화탄소 막걸리 투여군 2군(생

막걸리, 가열 막걸리)의 4군으로 나누었다. 생막걸리와 가열막

걸리는 감압건조 방법을 이용하여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였고,

농축에 의해 얻어진 생막걸리 및 가열막걸리 침전물 시료를

동결 건조한 후 100 mg/ml 농도로 조절하여 매일 1 ml씩 4주

간 경구 투여하였다. 실험군에는 사염화탄소:올리브유를 1:1

의 비율로 혼합한 용액을 1 ml/kg․bw․day씩 1일 간격으로

2회 복강 내로 투여하여 쥐의 급성 간 장애를 유발하였다. 대

조군에는 동량의 올리브유를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하였다. 실

험동물은 처치 전 12시간 동안 물만 주고 금식시켰으며, 마지

막 사염화탄소 투여 24시간 후 채혈 하였다. 체중은 실험 사육

기간 중에 격일로 일정 시간에 측정하였고, 동물 실험실의 사

육조건은 온도 24±2℃, 습도 55-60%를 유지 시키며 물과 식이

는 자유 공급하였다.

혈액 채취

혈액은 실험동물을 해부하기 전 24시간 절식 시킨 후 ether

마취 하에서 개복한 후 복부대동맥에서 채취하였고, 채취한

혈액은 실온에서 한 시간 방치 후 3,000 rpm, 4℃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획득하였으며, 분석 전까지 -70℃에서

보관하였다.

혈청 중의 효소 활성 및 지질 농도 분석

혈청 중 Alkaline phosphatase (ALP), aspartate amino-

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효소

활성과 혈청 중 콜레스테롤, HDL-cholesterol 및 중성지질 농

도는 자동 측정용 slide (FUJIIFILM, Japan)를 이용하여 Dry

chemistry analyzer 3500 (Fuji, Japan)으로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연구결과 얻어진 자료를 SPSS 통계 프로그램을 사용하여

하위그룹 각각의 기술 통계치(mean, SD)를 산출하였다. 사후

검증은 Tukey’s test를 적용하였고 p<0.05수준에서 유의수준

을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막걸리원액의간지표효소활성및지질함량에미치는영향

체중 변화 및 장기 중량

실험 동물의 체중 증가량은 실험기간 중의 건강상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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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ime-course changes in the body weights of rats supplemented with Makgeolli and ethanol for 4 weeks (g)

Weeks Control
Makgeolli Ethanol

MG1 MG2 MG3 ET1 ET2 ET3

0

1

2

3

4

128.3±4.1
1)

154.8±9.9

177.0±7.4

192.5±6.1

216.5±8.2

126.4±3.2

156.8±5.9

187.4±5.8

197.2±7.3

212.0±9.8

129.8±6.2

156.2±7.3

187.2±8.1

201.8±4.8

220.0±5.1

130.2±4.8

156.2±5.8

187.6±7.2

200.4±8.0

219.4±9.1

127.8±4.5

150.8±5.3

177.2±7.6

192.5±5.6

210.0±9.3

129.8±2.8

151.0±5.6

172.0±6.6

190.2±7.2

209.2±10.1

128.8±3.5

152.6±6.3

176.8±7.2

187.4±8.3

204.0±10.6
1)

The results are mean±SD for 5 rats in each group.

Table 2. Tissues weight of rats supplemented with Makgeolli and ethanol for 4 weeks (g)

Weeks Control
Makgeolli Ethanol

MG1 MG2 MG3 ET1 ET2 ET3

Liver

Heart

Lung

Spleen

Kidney

11.58±0.601)a2)

0.81±0.03

1.26±0.33

0.46±0.04

1.03±0.06

10.30±1.93a

0.84±0.09

1.36±0.51

0.55±0.06

1.01±0.07

10.22±1.45a

0.82±0.05

1.34±0.46

0.47±0.08

1.00±0.12

11.26±0.98a

0.96±0.19

1.27±0.04

0.52±0.05

1.03±0.10

10.43±0.24b

0.82±0.05

1.36±0.36

0.50±0.02

0.97±0.07

9.66±0.48b

0.84±0.07

1.12±0.19

0.50±0.05

0.89±0.06

8.54±1.06b

0.81±0.08

1.32±0.33

0.50±0.04

0.96±0.09
1)

The results are mean±SD for 5 rats in each group.
2)

Values 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다. 실험기간 동안 체중 증가량의

경우, 에탄올 투여군은 대조군 및 막걸리 투여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낮은 경향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수치는 아니

었다(Table 1). Lieber와 Decarli [34]의 연구에 의하면 알코

올을 쥐에게 투여한 경우 알코올군에서 체중감소 현상이 나

타났다고 하였으며, 본 연구에서도 에탄올 투여군이 사육기

간 내내 대조군에 비해 낮은 체중을 나타내어 알코올 자체

의 독성 영향으로 인한 영양소의 흡수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장기 무게에서는 간 조직의 중

량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에탄올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감

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Table 2). 김 등의 연구에 의하면

에탄올 투여에 의해 간 조직의 중량은 별다른 차이를 보이

지 않는 한편, 보리수열매주를 투여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한다고 보고하였다[20]. 그러나 대금음자의 알코올성 간

지방 병변에 미치는 연구[21]에서 알코올 대조군의 간 조직

이 정상군에 비해 12.98%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p<0.01). 만성 알코올 섭취는 간에서의 지질의 대사에 변화

를 가져오며, 이로 인하여 간 경변이나 간암의 위험성을 높

이기도 한다[27]. 알코올성 간 지방병증시에는 간 혈액 화학

적 지표들의 상승과 함께 간 세포 내 지방 침윤이 특징적으

로 관찰되며, 지방 축적에 따른 간 실질세포의 감소로 현저

한 간 중량의 감소가 유발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8, 41],

에탄올 투여로 인하여 간 중량이 감소한 본 연구 결과와 일

치하였다. 한편 막걸리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간 중량의

감소가 보였으나 유의적인 결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혈청 중의 간 지표 효소 활성

장기적인 알코올 투여로 인하여 유발되는 알코올성 간 지방

병증 시에는 현저한 혈중 aspartate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lbumin, alkaline phospha-

tase (ALP) 및 triglyceride (TG) 등 간 혈액 화학적 지표들의

상승이 나타난다[1, 12]. 실험기간 동안 막걸리와 에탄올을 농

도별로 투여하여 혈청 중의 효소활성 변화 결과를 Table 3에

나타내었다. 혈청 중 ALP활성의 경우, 막걸리 투여군은 대조

군과 비교하여 차이가 나지 않는 반면, 에탄올 투여군은 대조

군에 비하여 약 20% 증가하여 유의적인 결과를 나타내었다

(p<0.05). AST 활성의 경우, 막걸리 투여에 의해 활성이 감소하

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에탄올 투여군에서는 하루에 0.06 g

및 0.12 g 투여에 의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그 활성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AST는 주로 간과 심장에 고농도로

존재하는 효소로써 세포장애 정도와 비교적 상관이 높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혈청 효소에 비해 민감하게 변화하여 간염, 간경

변 등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8]. 본 연구 결과 막걸리

투여에 의해 오히려 AST 활성이 감소하였으나, 에탄올 투여에

의해 그 활성이 증가하여 알코올 자체가 간 조직의 병변에

영향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한편, ALT 활성은 막걸리 투여에

의해 그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에탄올을 투여한 군

의 경우 유의적인 변화는 보이지 않았다.

혈청 중의 지질 함량

실험기간 동안 막걸리와 에탄올을 농도별로 투여하여 지질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한 결과를 Table 4에 나타내었

다. 콜레스테롤은 세포막의 구성요소이며 담즙산, steroid hor-

mone과 vitamin D의 전구물질로써 생체 내의 필수 성분이나,

장기간 과량 섭취 시 혈중 농도가 높아지고 체내에 축적되면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심장 질환 및 담석증 등 각종 순환 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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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Serum ALP, AST and ALT activity of rats supplemented with Makgeolli and ethanol for 4 weeks

Enzyme activity
3)

(U/l)
Control

Makgeolli Ethanol

MG1 MG2 MG3 ET1 ET2 ET3

ALP

AST

ALT

28.8±2.51)a2)

47.6±6.2
a

35.2±2.9a

29.8±2.8a

43.3±3.9
a

32.9±3.7a

28.1±3.2a

41.5±4.7
b

33.2±5.1a

29.6±2.1a

46.1±2.2
a

31.4±3.5b

29.1±2.7a

49.5±3.9
a

35.3±2.9a

29.5±2.3a

51.9±6.3
c

36.8±3.1a

34.6±3.4b

52.6±5.9
c

37.6±3.0a

1)The results are mean±SD for 5 rats in each group.
2)

Values 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3)Abbreviations used: ALP, alkaline phosphatase; ALT, alanine transaminase; AST, aspartate transaminase.

Table 4. Serum 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triglyceride of rats supplemented with Makgeolli and ethanol for 4 weeks

Lipids (mg/dl) Control
Makgeolli Ethanol

MG1 MG2 MG3 ET1 ET2 ET3

Cholesterol

HDL-cholesterol

Triglyceride

132.2±20.71)a2)

32.6±3.4
a

120.2±24.3
a

109.8±22.8b

37.3±3.1
ab

117.9±11.9
ab

118.1±23.2ab

38.5±3.8
ab

103.1±15.7
b

129.6±27.4ab

39.1±2.2
b

113.4±13.1
ab

137.3±30.1a

28.3±4.1
a

120.1±21.1
a

139.5±29.3a

31.1±4.3
a

126.3±23.5
a

149.9±35.4c

30.6±5.9
a

145.2±30.9
c

1)The results are mean±SD for 5 rats in each group.
2)

Values in a row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질환을 유발하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40]. 혈중 콜레

스테롤 함량은 에탄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으며,

특히 에탄올 0.12 g투여군(ET3)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Cunnane 및 Lieber등은 동물실험에서 알코올 섭취 후 간과

혈액의 콜레스테롤 증가가 현저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5,

33]. 본 연구에서도 에탄올 투여군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

이 증가하여 다른 연구자들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

나 동물을 대상으로 한 연구보고에서 최 등은 에탄올 섭취에

따른 혈장의 총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수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은 결과를 제시하였으며[3], 고 등의 결과에서도 그

영향이 적은 것으로 나타났다[26]. 한편, 막걸리투여군인 MG3

군은 동량의 에탄올 투여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

하는 결과가 나타나, 막걸리 중의 알코올 이외의 성분에 의해

콜레스테롤 증가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혈청 중

HDL-cholesterol 함량은 에탄올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감소

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최[3]

등의 연구 중 HDL-cholesterol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에 반

하여 막걸리 투여군인 MG3군은 대조군에 비해 오히려 유의적

으로 증가하여 막걸리가 혈중 HDL-chloesterol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혈중 중성지질 함량은 막걸리

투여에 의해 감소하였으며, 에탄올 투여군인 ET3군의 경우 유

의적으로 증가하였다. Mezey에 의하면 사람과 동물에 있어서

알코올의 섭취는 혈액의 유리지방산을 감소시키고 중성지방

의 농도를 상승시켜 알코올성 간질환과 고지혈증을 초래하게

된다고 보고하였으며[37], 본 연구에서도 에탄올 투여에 의해

혈중 중성지질 함량이 증가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그러나 막

걸리 투여군은 대조군과 유사한 결과가 나타났고, 일반 증류

주에 비해 간에 미치는 위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평소

주류를 즐기는 사람의 경우 그 섭취는 짧은 시간 내에 이루어

지므로 음용수에 첨가하여 계속 섭취시키는 기존의 동물실험

에서의 결과를 적용하기는 어려운 점이 많다. 본 연구에서는

1일 1회 투여에 의한 실험 결과로 절대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매일 일정량을 4주에 걸쳐 투여한 결과이므로 일반적인 음주

사례와 비교적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향후 투여 횟

수와 시간 등을 고려하여 일반 음주 패턴과 더 가까우면서도

구체적인 실험설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실험 결과, 막걸리는 같은 농도의 에탄올을 단독 처

리한 경우 보다 혈중 간 지표 효소 활성 및 지질 함량에 있어서

간 독성에 영향을 적게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막걸리가 사염

화탄소 투여에 의해 간이 손상되었을 때 그 회복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알코올을 제거한 침전물을 이용하여 혈중

효소 및 지질개선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막걸리 침전물이 사염화탄소로 간 독성이 유발된 흰쥐의 혈

중 효소 및 지질 개선에 미치는 영향

혈중 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

사염화탄소에 의해 유도된 간 독성에 막걸리 침전물이 미

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혈중 AST 및 ALT 활성을 검토

하였다(Table 5). 혈청 AST와 ALT활성은 간세포의 변성이나

괴사를 반영하는 효소로서 간 조직 손상 시 다량 혈중으로

유출된다[7]. 본 실험에서 사용한 사염화탄소는 간 독성 유발

물질로 잘 알려진 화학물질로써 free radical 생성에 의해 간

손상이 유발되는 것으로[16], 간 질환 연구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정상군의 AST 활성은 66.2±3.3 U/l인데 반하여 사염화

탄소에 의하여 간 독성이 유발된 CCl4군의 혈중 AST 활성이

126.8±13.3 U/l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ALT 활성에 있어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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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Serum cholesterol, HDL-cholesterol and triglyceride of tetrachloride-induced rats supplemented with Makgeolli precipitate

for 4 weeks

Experimental groups Cholesterol (mg/dl) HDL-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Normal

CCl4

MG-raw

MG-heat

75.1±1.31)a2)

88.7±13.3c

74.2±2.6
ab

81.6±6.2bc

48.6±2.2a

34.9±4.1b

47.1±3.3
a

41.4±4.6ab

62.1±6.2a

74.2±4.1b

64.1±5.3
a

68.6±3.9ab

1)The results are mean±SD for 5 rats in each group.
2)

Values 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nificantly (p<0.05).

Table 5. Serum AST and ALT activity of tetrachloride-induced

rats supplemented with Makgeolli precipitate for 4

weeks

Experimental groups AST (U/l) ALT (U/l)

Normal

CCl4

MG-raw

MG-heat

66.2±3.3
1)a2)

126.8±13.3c

86.2±9.6
b

89.6±9.3
b

47.6±6.2
a

81.2±4.7b

55.2±4.3
a

60.5±8.9
a

1)The results are mean±SD for 5 rats in each group.
2)

Values in a column not sharing a superscript differ sig-

nificantly (p<0.05).

사염화탄소 투여군이 81.2±4.7 U/L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간 기능의 지표로 사용되는

AST와 ALT의 값이 독성물질에 노출되었을 때 증가하는 경

향과 매우 잘 일치하고 있다[6, 35] 한편, 생막걸리 침전물

100 mg/kg투여군인 MG-raw군의 경우, AST 및 ALT 활성

이 각각 86.2±9.6 U/l 및 55.2±4.3 U/l으로 정상군의 수준까

지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사염화탄소 투여군에 비해 유의

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또한, 가열처리 막걸리의

침전물을 투여한 MG-heat군에 있어서도 생막걸리 침전물

투여군보다 조금 높은 수치를 나타내었으나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에탄올로 유도한 지방간 동물실험에서 보리수

열매주의 공급이 AST 및 ALT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

다는 김 등[20]의 연구와 결명자 에탄올 추출물이 사염화탄

소로 간 독성을 유도한 동물의 혈중 AST 및 ALT 활성을 감

소시켜 정상군과 거의 비슷한 값을 유지시킨 하[13] 등의 보

고와도 일치하는 결과이다.

혈중 지질 함량 변화에 미치는 영향

생쥐에 사염화탄소를 처리하여 간 독성을 유발시키면, 지방

이 간에 비정상적으로 축적되어 간이 비대해지고 나아가서는

괴사를 일으킨다고 알려져 있다[36, 42]. 사염화탄소 등으로

인한 간 손상 시 혈중 지질 함량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되

어 막걸리 침전물의 공급이 실험동물 혈액의 콜레스테롤,

HDL-cholesterol 및 중성지방 함량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Table 6에 나타내었다. 실험 4주째 혈중 콜레스테롤 농도는

정상군과 비교하여 사염화탄소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

하였다. 사염화탄소로 인한 간 손상 시 체내 지질대사에 관한

연구로는 간 손상으로 인하여 간장조직에 지방이 침착 된다는

보고[23]가 있는 반면, 이 등은 혈청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된

다는 보고[28]가 있다. 본 연구에서는 사염화탄소 투여에 의해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은 증가하였고, 간 손상 유도 후 생막걸

리 침전물을 투여한 MG-raw군은 정상군과 거의 유사한 결과

를 나타내었으나, 가열막걸리의 침전물을 투여한 MG-heat군

은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다. 혈청 HDL-cholesterol

함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간 손상 유발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생막걸리 침전물 투여군의 경우 대조군에 비하여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으나 사염화탄소군에 비해서는 높은 활

성을 나타내었다. 이 등의 연구에 의하면 HDL-콜레스테롤은

사염화탄소 투여 시 유의하게 감소되었으며, 인진쑥, 동충하

초를 투여함에 따라 다소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고 보고[17]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생막걸리 침전물

투여에 의해 정상군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하나 사염화탄소

투여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혈중 HDL-cholesterol 증

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성지질의 경우 정상군

에 비하여 사염화탄소 투여군의 중성지질 함량이 증가하였고,

막걸리 투여군에서는 생막걸리 침전물 투여군이 사염화탄소

투여군에 비해서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약초

침출주가 흰쥐의 혈중 중성지질 함량에 미치는 영향 연구에서

지황 침출주군이 중성지질 수준을 감소시킨 것으로 나타났으

나[24], 생막걸리 침전물에서도 이와 같은 효능이 나타나 비

증류주의 경우 주류의 재료가 발효됨에 따라 생성되는 물질이

알코올 성분에 의한 위해를 감소시켜 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생막걸리의 경우, 유통기간 중에도 발효가 진행됨과 동

시에 유효물질이 지속적으로 생성되어 가열막걸리보다 혈중

지질대사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 사염화탄소 투여로 상승된 혈청 지질은 막걸리 침

전물을 투여한 경우 저하되며, 특히 가열막걸리보다 생막걸리

침전물을 투여했을 때 지질대사 개선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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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막걸리와 막걸리 침전물이 간 독성 및 혈청 지질함량에 미치는 영향

김보경
1
․강민숙

1
․전명정

1
․이상현

2,3
․김미향

1,3
*

(1신라대학교 식품영양학과, 2신라대학교 제약공학과, 3신라대학교 막걸리세계화연구소)

본 연구에서는 막걸리 원액의 간 조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기 위해 에탄올을 대조군으로 하여 막걸리를

투여한 실험동물의 간 지표 효소 활성을 비교 분석하였고, 다음으로 실험동물에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일으킨

후 알코올 이외의 성분에 의한 막걸리 효능을 검토하기 위해 알코올 성분을 제거하고 얻은 침전물을 투여하여

혈청 중의 효소활성 및 지질농도분석을 통하여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실험기간 중의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지표라 할 수 있는 실험 동물의 체중 증가량은 에탄올 투여군은 대조군 및 막걸리 투여군에 비하여

전체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장기 무게에서는 간 조직의 중량이 에탄올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으나 막걸리 투여에 의한 감소는 보이지 않았다. 혈청 AST 및 ALT의 경우 막걸리 투여에 의해

오히려 그 활성이 감소하였으나, 에탄올 투여에 의해 그 활성이 증가하여 알코올 자체가 간 조직의 병변에 영향

을 준 것으로 추측된다.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은 에탄올 투여군에서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이 증가하였고, 막걸리

투여군인 MG3군은 동량의 에탄올 투여군에 비해서 콜레스테롤 함량이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나, 막걸리 중의

알코올 이외의 성분에 의해 콜레스테롤 증가를 감소시켰음을 알 수 있었다. 혈청 중 HDL-cholesterol 함량은 막

걸리 투여로 인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여 막걸리가 혈중 HDL-chloesterol을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났다. 사염화탄소에 의해 유도된 간 독성에 막걸리 침전물이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정상군의 AST 및 ALT활

성에 비해 사염화탄소에 의하여 간 독성이 유발된 CCl4군의 혈중 AST 활성이 증가되었고, 생막걸리 침전물을

투여한 경우, AST 및 ALT 활성이 정상군의 수준까지 회복되지는 못하였으나, 사염화탄소 투여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감소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사염화탄소 투여에 의해 증가한 혈중 콜레스테롤 함량은 생막걸리 침전물 투여

에 의해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가열막걸리의 침전물을 투여한 경우 정상군 수준으로 회복되지 못하였

다. HDL-cholesterol은 생막걸리 침전물 투여에 의해 사염화탄소 투여군 보다 증가하였다. 중성지질의 경우 사염

화탄소 투여에 의해 증가되었으나 생막걸리 침전물 투여로 인해 감소하였다. 이상의 연구 결과 사염화탄소 투여

로 상승된 혈청 지질은 막걸리 침전물을 투여한 경우 저하되었으며, 특히 가열막걸리보다 생막걸리 침전물을 투

여했을 때 지질대사 개선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