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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verify the effects of Erigeron annuus powder on serum lipid levels of high-fat diet-induced 
mice from a nutritional viewpoint. Erigeron annuus powder has been used as a folk remedy since ancient times in Korea.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weight of the kidneys and spleens of the mice. The high-fat diet group had a 
significantly higher kidney weight compared to other groups (p<0.05). In the group of mice fed 20% Erigeron annuus 
powder with a high-fat diet, the concentration of serum LDL-cholesterol was high (p<0.05), whereas the concentration of 
triglyceride was remarkably lower compared to other groups (p<0.05). The group fed 10% Erigeron annuus with a high-fat 
diet had the lowest concentration of blood phospholipids (p<0.05) as well as the highest alkaline phosphatase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levels in blood (p<0.05). There was no difference in blood insulin concentration. However, blood leptin 
concentration was significantly higher (5.88±3.53 ng/dL) in mice fed a high-fat diet compared to other groups (p<0.05). 
Measurements of Erigeron annuus revealed that TPC,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rolox,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the measured value of FRAP were higher in the ethanol extract than in the water extract. Especially, the 
antioxidant activity effects were excellent for the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rolox and FRAP values of Erigeron 
annuus. Therefore, Erigeron annuus powder showed antioxidant activity. Hence, Erigeron annuus powder drastically lessened 
triglyceride concentration in blood in high-fat diet-induced mice. Thus, the powder is considered to have utility in the food 
processing industry. Additional related experiments are ongo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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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도 서구화된 식습관으로 인하여 고지방의 섭취량

이 증가하고 만성 질환이 증가하면서 건강에 관한 관심이 높

아지고 있다. 그 중에서 특히 혈액의 지질함량이 증가되면서 

혈관성 질환으로 인한 심혈관계, 뇌혈관계 질환이 점점 증가

되어 건강을 위협하고 있다. 또한 노화 예방에 관심이 높아지

며, 항산화제의 소재를 찾기 위해서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

다. 최근에는 식물류로 부터 생리활성 성분의 천연 소재를 많

이 이용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Aruoma OI 
1998; Choi 등 2013). 생체 내에서 산화과정 중 많은 양의 활

성 산소들이 생성되고, 생체 내 제거 작용에 의해 소멸이 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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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활성 산소가 다량 발생되었을 때 항산화 방어 계와 균

형이 깨지게 되면 여러 질환이 발생한다. 각종 바이러스성 감

염, 심장질환, 파킨슨병, 알츠하이머 및 노화 등 활성산소에 

의해 유발된다고 알려져 있다(Park 등 1998; Choi 등 2013).
개망초(Erigeron annuus L.)는 국화과에 속하는 두해살이풀

로 북아메리카의 식물로 귀화식물이고, 우리나라에서는 각처

의 밭․들판․길가․산비탈에서 야생으로 자라고 있으며, 흔
히 볼 수 있는 식물이다. 우리나라에서 불리는 이름은 청쿨

(제주), 멸망초(전남 순천), 지심(전남 고흥) 망풀, 잔꽃풀, 지
붕초, 큰망초, 개망초 등으로 다양하다(Song JT 1984). 줄기는 

꼿꼿하게 서서 60 cm 안팎의 크기로 자라며, 위쪽에서 가지

가 갈라지며, 온몸에 잔털이 생겨나 있고, 잎이 연하고 부드

럽기 때문에 한창 자라나는 초여름까지 새순을 뜯어 나물이

나 국을 끓여 먹으며, 데쳐서 잠깐 우려내면 된다. 국화의 효

능은 본초강목에서는 오랫동안 국화를 복용하면 위장, 감기, 
두통, 현기증 등에 대하여 유용하다고 기록되어 있으며(Song 
JI 1982), 치풍제 및 고혈압환자에 이용되기도 하였다(Yoo 등 

2008). 예로부터 소화불량, 장염으로 인한 복통 및 설사 치료, 
혈당 강하 작용 등의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Yoo 
등 2008), Sung 등(2011)의 연구에서는 염증으로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개방초 꽃의 methanol 추출물은 NO 저해 등

의 우수한 항염효과를 보였고, 또한 그 기전은 heme oxygenase- 
1의 발현이 관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또한 Kang SY(2007)
은 개망초 추출물의 Tyroisnase 활성저해 효과를 연구하여 새

로운 미백소재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식물에 있는 생리활성 물질은 페놀성 화합물이 많고, 대부

분 수용성이고, 플라보노이드가 대부분이며, 항균․항산화․

항알레르기․항암․심장질환 및 당뇨병 예방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다(Ho HT 1992; Azuma 등 1999; Ham 등 1997).
이에 본 연구는 개망초 추출 분말을 이용하여 일반성분, 

항산화 활성, 그리고 고지방식이가 제공된 흰쥐 체내에서의 

지질변화 등의 연구를 통하여 개망초가 기능성 식품으로써

의 가능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실시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망초의 일반성분 분석
일반성분 분석은 식품공전법(Korea Food and Drug Admini-

stration 2003)에 준하여 실시하였으며, 수분 함량의 측정은 상압

가열건조법(105℃ 건조법), 회분은 직접회화법, 지방은 Soxhlet 
추출법 및 조단백질은 Keltech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모든 결

과는 3회 반복 실험한 것을 평균값으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2. 항산화 분석

1) 시료 준비
연구에 사용된 개망초는 2014년 4월 25일 경기도 군포시 수

리산에서 채취하여 동결 건조한 후, 분말로 만들어 열수 추출물

과 70% 에탄올 추출물을 증류수에 넣고 초음파 추출(SM30-CEP, 
Mirco, Korea)을 하여 사용하였다. 그 과정은 열수 추출물은 시

료를 95℃ water bath에서 2시간 열을 가한 후, 원심분리(6,000 
rpm, 45 min, 4℃)하여 증발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으며, 70% 
에탄올 추출물은 분쇄된 시료를 일정량을 취하여 0.5% 에탄올 

85℃에서 2시간 냉각기를 이용하여 응축시킨 후, 원심분리

(6,000 rpm, 45 min, 4℃)하여 증발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2) 총 페놀 함량의 측정(Total phenolic content, TPC)
총 페놀 함량의 측정은 Folin-Ciocalteu's(FC) reagent를 이용

하여 시험하였다. Metal oxide reduction을 이용한 방법으로 각 

시료 20 μL에 증류수 1.58 mL를 추가한 후, FC reagent 100 
μL를 vortex로 혼합하여 5분 후 20% sodium carbonate 용액 

300 μL를 첨가하여 2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후 765 nm 
파장에서 spectrophotometer(Ultrospec 3,100 pro, Amersham Bio., 
Cambridge, UK)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개망초 분

말의 페놀 함량은 망초 분말 중 100 g에 해당하는 galic acid의 

용량(mg GAE/g dw)으로 표시하였다.

3)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실험

ABTS assay 방법은 Re 등(1999)의 방법을 변형하여 실험

하였다. ABTS 용액은 7 mM ABTS 저장용액과 2.45 mM pota-
ssium persulfate(K2S2O8)를 포함하는 ABTS 용액에 시료를 혼

합하여 실온에서 6분간 반응시킨 후, 734 nm 파장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능은 추출용매인 1% HCl이 포한된 

60% MeOH을 대조군으로 하여 대조군에 대한 라디칼 소거능

을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Trolox를 표준물질로 Trolox equivalents 
antioxidant capacity(TEAC) 값을 구하였다. 

* 흡광도의 감소는 I = [(AB－AA) / AB] × 100에 의해 구하

였다. (I = ABTS․+ inhibition%, AB = absorbance of a blank 
sample, t = 0 min, AA = absorbance of a test sample at the end 
of the reaction, t = 15 min)

4) DPPH(1,1-diphenyl-2-picrylhydrazyl) 라디칼소거능측정
전자 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 EDA) 측정은 Sa´nchez- 

Moreno 등(1998)의 방법에 준하여 각각의 DPPH(1,1-diphenyl- 
2-picrylhydrazyl)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정하였다. 시료 

50 μL를 넣고 60 uM DPPH 2 mL를 첨가하여 vortex로 균일하

게 혼합한 다음 실온의 암실에서 30분 방치한 후, 515 nm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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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rolox를 표준물질로 Trolox 
equivalents antioxidant capacity(TEAC) 값을 구하였다.

5) FRAP(Ferric Reducing Antioxidant Power)에의한항
산화활성 측정

개망초의 환원력을 구하기 위해 Pulido 등(2000)의 방법에 

의하여 FRAP assay를 사용하였다. FRAP 용액은 40 mM HCl
에 10 mM TPTZ(2,4,6-tripyridy-s-triazine)로 녹인 용액 2.5 mL
와 20 mM FeCl3․6H2O 2.5 mL, 0.3 M acetate buffer(pH 3.6) 
25 mL를 혼합하여 37℃에서 보관하여 준비하였다. FRAP 용
액 900 μL에 시료 30 μL와 증류수 90 μL를 혼합하여 37℃에

서 30분간 반응시킨 후 595 nm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 시료의 환원력은 Trolox를 표준폼으로 이용하여 만든 표

준곡선에 대입하여 개망초 분말 중 100 g에 해당하는 Trolox
의 용량(mg)으로 표시하였다. 

3. 동물실험

1) 실험동물 및 사육조건
실험동물은 (주)오리엔트 바이오로부터 분양받아 ICR-mouse 

8주령 수컷을 성숙기 모델로 잡아 실험군당 7마리를 공시하

였다. 시판 고형식이(PicoLab® Rodent Diet)로 1주일간 적응시

킨 후 무게에 따라 완전임의 배치한 후, 60일간 물과 식이를 

충분하게 공급(ad libitum)해 주면서 사육하였다. 실험 전체 기

간 동안 실험실의 사육조건은 20±2℃, 습도 40~60%를 항상 

유지시켰고, 명암은 11±1시간을 주기로 조절하였다. 실험기간

은 2014년 9월 16일부터 2014년 11월 11일까지 총 8주간 실험

하였다. 실험동물(Approved number; SYUIACUC 2014-037) 
과정은 삼육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IACUC: 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s)의 지침에 따라 수행하였다.

2) 동물사료 조성
동물사료는 현재 시판되고 있는 시판용 mice 고형사료를 분

말(powder form)로 만든 후 사용하였으며, 동물실험용 사료 조

성은 탄수화물 60%(starch + sucrose + glucose + fructose + lactose)
를 기준으로 하여 단백질 21%, 지질 13%(고지방 식이 group 
33% 첨가)를 영양원으로 하였다. 각종 비타민과 무기질을 각

각 1%, 3% 그리고 섬유질 1%, 여기에 망초 분말을 각각 10%
와 20% 비율로 첨가하여 배합하였다. 여기에 실험군에서는 

탄수화물 급원으로 개망초 추출 분말을 첨가하였으며, 고지

방식이를 위하여 지질의 함량(고지방 식이군 33% 첨가)을 더 

추가하여 배합하였다.

3) 체중 변화 및 장기 무게

실험동물의 체중은 5일에 한 번씩 측정하였다. 각 군들은 

희생 12시간 전부터 절식시키고, ethyl ether로 살짝 마취시킨 

후 복부를 절개한 뒤 장기를 적출하여 차가운 생리식염수에 

씻은 후, 연결조직을 제거하여 중량을 측정하였다. 

4) 혈액 채취
실험동물의 처리는 실험사육 최종일 12시간 동안 절식을 

시키고, ethyl ether로 살짝 마취시킨 후 복부를 절개한 뒤 심

장에서 주사기를 이용하여 채혈하였다. 채취한 각 혈액은 1
시간 정도 4℃ 냉장실에 놓아둔 후에 5℃ 원심분리기를 이용

하여 3,000 rpm에서 15 min으로 원심분리를 하여 혈청을 분

리하였다. 분리된 혈청은 각각 100 μL씩 micro tube에 넣어 

실험에 사용되기 전까지 －70℃에 보관하였다. 

4. 혈중 지질 농도 분석

1) 콜레스테롤 함량 측정
혈청 콜레스테롤 함량은 Cho & Choi(2007)와 Rudel & Morris 

(1973)의 방법에 따라 o-phthaldehyde 법으로 측정하였다. 시
료를 0.1 mL씩 분취한 다음, 33% KOH 용액 0.3 mL와 95% 
에탄올 3.0 mL를 첨가하고 잘 혼합한 다음, 혈청은 15분 동안 

60℃ 수조에서 가열시킨 후 냉각하였다. 핵산 5.0 mL를 첨가

하여 혼합하고, 증류수 3.0 mL를 가한 다음 1분간 잘 혼합한 

다음, 층을 분리하여 1.0 mL의 핵산층을 분취하였다. 핵산층

을 질소로 농축 및 건조시키고, o-phthaldehyde 시약 2.0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고, 10분 후 발색시약으로서 진한 황산 

1.0 mL를 첨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황산 첨가 후 10~90분 내

에 분광광도계(Spectrophotometer; Human corporation, Korea)
를 사용하여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고, 표준검량선에 

따라 콜레스테롤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2) HDL-cholesterol 함량 측정
HDL-cholesterol(HDL-C 555, Eiken Co., Japan) kit 시약을 사

용하여 manufacturer’s protocols에 의해 분석하였다. 혈청 0.3 
mL를 시험관에 넣고, 여기서 침전시약 0.3 mL를 넣어 잘 혼

합한 다음,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후 700 × g에서 10분간 원

심분리 하였다. 그 후 상층액 50 μL, 표준용액(100 mg/dL) 50 
μL, blank로 증류수 50 μL에 각각 HDL 발색시약 3.0 mL씩을 

첨가하고 잘 섞은 후, 37℃ 수조상에서 5분간 가온시킨다. 
Blank를 대조로 하여 55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HDL- 
cholesterol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3) LDL-cholesterol 함량 측정
LDL-cholesterol(BLF, Eiken Co., Japan) kit 시약을 사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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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manufacturer’s protocols에 의해 분석하였다. 혈청 0.1 mL, 
표준혈청 0.1 mL를 시험관에 넣고, 여기에 BLF kit 시약 Ⅰ 

및 Ⅱ를 각각 4.0 mL씩 넣은 후 5초간 잘 혼합한 다음, 실온

(25±3℃)에서 25분간 방치 후 10분 이내에 증류수를 대조로 

하여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6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LDL-cholesterol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4) 중성지방(triglyceride) 함량 측정
혈청 중의 중성지질은 TG kit(Sigma Co., USA) 시약을 사

용하여 분석하여 manufacturer’s protocols에 의해 분석하였다. 
혈청 10 μL, 표준용액(300 mg/dL) 10 μL와 blank로 탈이온수 

10 μL에 TG kit 시약 1.0 mL씩을 첨가하고 잘 혼합한 다음, 
37℃ 수조상에서 5분간 반응시켰다. Blank를 대조로 하여 분

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G의 

함량을 정량하였다.

5. 혈액 내 생화학적 분석
혈액에서 phospholipid, alkaline phosphatase(ALP), alanine 

transa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AST)은 Reitaman & 
Frankel(1957) 방법에 의해 분석하였다. Serum lactate dehydro-
genase(LDH) 활성은 Martinek RG(1972) 방법에 의해 분석하

였다. 혈중 insulin 농도는 실험 종료일에 분리한 혈장에서 

ELISA(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kit(Linco, USA)를 

사용하였고, 분석장비(Molecular device, USA)를 이용하여 녹십

자에서 분석하였다. 혈중 leptin 농도는 ELIS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manufacturer’s protocols(R&D Systems 
Inc. Minneapolis, MN, USA)에 의해 분석하였다.

6. Statistical analysis 
수집된 모든 자료는 SPSS package(version 18.0)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평균과 표준편차를 구하였다. 평균치 비교는 one- 
way ANOVA 방법에 따라 실시하였으며, 평균들 간 차이의 유

의성 분석(p<0.05)은 Duncan의 다중검정법에 의해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일반성분

Table 2. Antioxidant activity and total phenolic contents of Erigeron annuus

TPC
(GAE mg/g dry weight)

ABTS
(trolox/μmol dry weight)

DPPH
(trolox/μmol dry weight)

FRAP
(trolox/μmol dry weight)

Water extracts  18.79±0.741) 90.10±4.28 10.80±0.07 33.54±0.46
Ethanol extracts 24.33±0.54 116.97±6.29 14.90±0.05 42.21±0.36

1) Mean±S.D. 

Table 1. General component composition of Erigeron annuus

Oven drying
(%)

Dry ashing
(%)

Crude fat
(%)

Crude protein 
(%)

6.11±0.141) 8.65±0.15 5.71±0.24 12.75±0.04
1) Mean±S.D.

개망초 분말의 일반성분 분석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수
분 함량은 6.11±0.14%이고, 조회분은 8.65±0.15%, 조지방 함

량은 5.71±0.24%, 조단백질의 함량은 2.75±0.04%로 나타났다. 
Jeong 등(2005) 연구에서 개망초의 부위별 일반성분을 분석

한 결과, 개망초 잎의 수분과 조단백질은 각각 11.51%, 6.23%
로 본 실험결과보다 높게 측정되었고, 조회분과 조지방 함량

은 각각 4.58%, 5.14%로 더 낮게 제시되었다.

2. 항산화 분석

1) 총 페놀 화합물 함량
개망초 분말의 총 페놀 화합물 함량과 항산화 분석 실험은 

Table 2에 제시하였으며,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

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본 실험에서 개망초 분말의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의 경우 개망초 분말 열수와 70% 에탄올 추출물

에서 각각 18.79±0.74 mg GAE/mg, 24.33±0.54 mg GAE/mg으
로 나타났다. Nam EK(2005) 연구에서는 개망초의 메탄올 추

출에서 총 페놀 함량이 개망초 잎에서 25.64 mg/mL, 꽃에서 

22.95 mg/mL, 줄기에서 12.18 mg/mL, 뿌리에서 10.61 mg/mL 
순으로 나타났다. 

2) ABTS+․의 소거활성

ABTS+의 소거활성은 2,2’-azino-bis(3-ethylvenzoline-6-sulfonic 
acid; ABTS+)의 색을 띤 양이온 라디칼의 감소에 근거하여 항

산화력을 측정하였다. Trolox의 ABTS+․의 소거활성을 측정

을 보면, 열수 추출물 90.10±4.28 μmol trolox/mg,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116.97±6.29 μmol trolox/mg으로 에탄올 추출에

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Kim & Han 
(2014) 연구에서는 참죽나무 순 분말에서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에서 각각 614.43 mM TE/g, 499.52 mM TE/g으
로 열수 추출물이 70% 에탄올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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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났다고 보고하였다.

3) DPPH 라디칼 소거능 활성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방법은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는 

방법 중 비교적 간단한 측정법이다. 이 물질은 radical을 갖는 

물질 중에서 비교적 안정한 화합물로 에탄올 용액에서는 보

라색으로 발색된다. 항산화 활성을 갖는 물질을 만나면 항산

화 활성 물질이 탈색되는 점을 이용하여 항산화 활성을 쉽게 

측정할 수 있다. 전자공여 작용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

하여 지질의 산화를 억제시키는 척도로 사용되고 있으며, 인
체 내에서 활성 라디칼에 의한 노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

로 이용되고 있다(Choi & Oh 1995).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방법의 측정을 보면, 열수 추출물

과 70% 에탄올 추출물로 측정하였을 때, 각각 10.80±0.07 μmol 
trolox/mg, 14.90±0.05 μmol trolox/mg으로 조사되었다. Kang 
등(2001)은 삽주의 용매별 추출물을 이용하여 수소공여능을 

측정한 결과, acetone 추출물에서 72.9%로 가장 높은 수소공

여능을 나타내었다. Chang 등(2006)은 개망초의 부위별 분획 

추출물들의 농도별 DPPH 소거활성은 전반적으로 추출물의 

첨가 농도가 상승함에 따라 증가하여 추출물 25 μg 첨가 시 

약 30% 내외의 DPPH 소거활성을 보였으며, 100 μg 첨가에서

는 약 60~90%로 나타내었다.

4) FRAP의 분석
FRAP의 분석은 라디칼 소거방식의 항산화 측정법과는 다

르며, 항산화 측정법의 다른 메커니즘을 가지고 있다. 낮은 

pH 환경에서 FeⅢ-TPTZ 복합물이 523 nm에서 흡광도가 가장 

높은 청색의 FeⅡ로 환원되는 정도를 측정 방법으로, 혈장의 

환원력 측정을 위해 개발되었고, 식물의 항산화제 분석으로 

사용되고 있다(Benzie & Strain 1996).
FRAP의 분석을 보면,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

로 실시하였을 때, 각각 33.54±0.46 μmol trolox/mg, 42.21±0.36 

Table 3. Organ weight in mice of Erigeron annuus

Mean±S.D. Control Control + 
high fat diet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10%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20% Significance

Liver 
(g/100 g body wt.)  2.23±0.521) 2.38±0.33 2.29±0.23 2.15±0.42 2.12±0.91 NS2)

Spleen 
(g/100 g body wt.) 0.16±0.03 0.16±0.03 0.16±0.02 0.15±0.04 0.16±0.04 NS

Kidney 
(g/100 g body wt.) 0.89±0.14  0.95±0.12b  1.02±0.12b  0.78±0.06a  0.82±0.12a 0.053)

1) Mean±S.D. 
2) N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ANOVA-test 
3) Significant at p<0.05 by ANOVA-test

μmol trolox/mg을 나타내어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참죽나무 순 분말 추출물에서의 FRAP의 측정 

결과는 농도가 높아질수록 농도에 따른 환원력이 유의적으로 

높아졌고,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유의적으로 높았

으며, 본 실험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Kim & Han 2014).
이상의 결과로 개망초 추출 분말은 열수 추출물보다 70% 

에탄올 추출물로 연구하였을 때, Total phenolic content의 측

정, trolox의 ABTS+․의 소거활성, DPPH의 소거활성 측정, 
FRAP의 측정값이 높았다. 특히 개망초 추출 분말에서 trolox
의 ABTS+․의 소거활성과 FRAP의 측정에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것으로 조사되었다.

3. 동물실험

1) 흰쥐의 무게 변화
개망초 추출 분말의 동물실험 결과는 Fig. 1과 Table 3에 

제시하였다. 체중 변화는 개망초 추출 분말을 섭취했을 때 체

중증가율이 낮게 나타나,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p<0.05). 각 군별로 간의 무게는 대조군이 2.38±0.33 g, 
고지방 식이군에서는 2.29±0.23 g,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을 각각 10%와 20% 섭취한 군에서 2.15±0.91 g, 2.12±0.91 

*p<0.05 

Fig. 1. The change of body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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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으로 대조군이 가장 높았으나,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비장

(spleen)과 신장(kidney)의 무게도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

나 고지방 식이군에서는 신장의 무게가 1.02±0.12 g으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2) 혈중 지질 농도
흰쥐의 혈중 지질 농도는 Table 4에 제시하였다. 고지방식

이를 첨가한 군에서는 Total cholesterol이 133.50±28.63 mg/dL,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와 20% 섭취한 군에

서 각각 147.00±15.49 mg/dL, 173.00±28.51 mg/dL로 개망초 

추출 분말을 첨가한 군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HDL-cholesterol은 군 간의 유의한 차이가 없으나, 고지방 

대조군 131.50±27.72 mg/dL,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와 20% 
섭취한 군에서 각각 140.25±14.97 mg/dL, 167.00±25.51 mg/dL
로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와 20% 첨가한 군

이 대조군에 비해 높게 나타났다.
LDL-cholesterol의 경우는 고지방 대조군 10.00±1.55 mg/dL,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와 20% 섭취한 군에

서 각각 9.75±1.50 mg/dL, 14.00±1.73 mg/dL로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 20%을 섭취한 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

타났다(p<0.05).
Triglyceride 수준은 대조군, 고지방군에서 각각 145.80±32.49 

mg/dL, 102.50±18.24 mg/dL이고,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와 

20% 섭취한 군에서 각각 120.75±26.54 mg/dL, 87.00±39.34 
mg/dL로 나타나, 개망초 추출 분말 20%을 첨가한 그룹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p<0.05). 따라서 본 연구에서 개망

초 추출 분말은 중성지방 합성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

Table 4. Comparison of blood lipid in mice of Erigeron annuus

Control Control + 
high fat diet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10%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20% Significance

Total cholesterol 
(mg/dL) 139.80±17.571) 133.50±28.63 147.00±15.49 173.00±28.51 NS2)

HDL-cholesterol 
(mg/dL) 133.20±19.04 131.50±27.72 140.25±14.97 167.00±25.51 NS

LDL-cholesterol 
(mg/dL) 9.00±0.00a 10.00±1.55a 9.75±1.50a 14.00±1.73b 0.053)

Triglyceride 
(mg/dL) 145.80±32.49b 102.50±18.24ab 120.75±26.54ab 87.00±39.34a 0.05

HDL-cholesterol/
total cholesterol 0.95 0.99 0.95 0.97 -

1) Mean±S.D. 
2) N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ANOVA-test
3) Significant at p<0.05 by ANOVA-test
HDL-cholesterol: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holesterol: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났지만,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와 20%를 섭취한 군 간의 차

이가 커서 좀 더 추가된 연구를 진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3) 혈액 내 생화학적인 분석
쥐의 혈중 성분은 Table 5에 제시하였다. 혈중 phospholipid

의 농도는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 10%를 섭취한 군

에서 218.57±104.12 mg/dL로 가장 낮아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p<0.05). 혈중 Alkaline phosphatase는 고지방식이 대조군

에서 38.00±12.25 U/L,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
와 20% 섭취한 군에서 각각 57.00±10.68 U/L, 42.00±9.00 U/L
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혈중 Aspartate amino-
transferase와 Lactate dehydronase에서는 그룹간의 유의적인 차

이는 없었다. 혈중 Alanine aminotranseferase는 고지방식이 대

조군에서 26.00±6.20 U/L, 고지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을 

10%와 20% 섭취한 군에서 각각 42.75±11.84 U/L, 35.00± 
13.53 U/L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p<0.05). 혈중 Alkaline 
phosphatase와 Alanine aminotranseferase는 고지방식이에 개망

초 분말 10%를 섭취한 군에서 가장 높았다(p<0.05).

4) 혈중 insulin과 leptin의 농도
혈중 insulin과 leptin의 농도는 Table 6에 제시하였다. 쥐의 

혈중에서 인슐린 농도는 고지방식이 대조군 2.15±1.34 ng/dL
에 비해 고지방식이 개망초 추출 분말 10%와 20% 섭취한 군

에서 1.28±0.80 ng/dL, 1.14±0.64 ng/dL로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혈중 leptin의 농도는 고지방식이 대조군에서 5.88±3.53 
ng/dL로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선행연구

(Kim 등 2007)에서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하거나 과잉 열량을 

섭취하면 leptin의 수준이 증가하여 leptin resistance한 결과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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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phospholipid and liver function test in mice of Erigeron annuus

Control Control + 
high fat diet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10%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20% Significance

Phospholipid 
(mg/dL) 288.75±20.55a1) 252.00±19.79a 218.57±104.12ab 324.00±61.55b 0.052)

Alkaline phosphatase 
(ALP) (U/L) 56.40±7.47b 38.00±12.25a 57.00±10.68b 42.00±9.00ab 0.05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U/L) 164.40±59.15 160.50±120.10 163.00±71.39 151.00±96.95 NS3)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U/L) 42.00±9.00b 26.00±6.20a 42.75±11.84b 35.00±13.53ab 0.05

Lactate dehydronase 
(LDH) (U/L) 891.75±265.04 957.50±672.75 1,131.00±1,173.05 783.00±578.34 NS

1) Mean±S.D.
2) Significant at p<0.05 by ANOVA-test
3) N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ANOVA-test

Table 6. Comparison of insulin and leptin level in mice of Erigeron annuus

Control Control + 
high fat diet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10%

Erigeron annuus + 
high fat diet 20% Significance

Insulin (ng/dL) 1.18±0.621) 2.15±1.34 1.28±0.80 1.14±0.64 NS2)

Leptin (ng/dL) 2.06±1.77a 5.88±3.53b 3.03±2.23a 1.97±1.04a 0.053)

1) Mean±S.D.
2) NS: statistically no 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by ANOVA-test
3) Significant at p<0.05 by ANOVA-test

초래하게 되며, 뇌에서 leptin signaling이 저해되어 식품섭취

능력이 저하된다고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고

지방식이를 한 군에서는 혈중 leptin의 함량이 높았으며, 고지

방식이에 개망초 추출 분말을 첨가한 군에서는 혈중 leptin의 

함량이 낮은 결과를 보였다. 

요약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민간요법으로 사용하던 개망초의 기능성 

식품의 재료로 사용하여 개망초 추출 분말을 동결 건조하여 

일반분석, 항산화 분석, 동물실험을 통한 혈중 지질, 인슐린

과 leptin 성분을 분석하였으며, 개망초 추출 분말을 이용하여 

영양학적 관점으로 망초 분말이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쥐에

서의 체중 변화와 혈청 지질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고

자 실시하였다. 
수분 함량은 6.11±0.14%이고, 조회분은 8.65±0.15%, 조지

방 함량은 5.71±0.24%, 조단백질의 함량은 2.75±0.04%로 나타

났다. 개망초 분말의 총 페놀 화합물 함량의 경우, 개망초 추출 

분말 열수 추출물 방법과 에탄올 추출물 방법에서 18.79±0.74 
mg GAE/mg, 24.33±0.54 mg GAE/mg으로 나타났다. Trolox의 

ABTS+․의 소거활성을 측정을 보면 열수 추출물 방법, 에탄

올 추출물 방법에서 90.10±4.28 μmol trolox/mg, 116.97±6.29 
μmol trolox/mg으로 에탄올 추출에서 높게 나타났으나, 유의

적인 차이는 없었다.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방법의 측정을 

보면 열수 추출물 방법, 에탄올 추출물 방법으로 하였을 때 

10.80±0.07 μmol trolox/mg, 14.90±0.05 μmol trolox/mg으로 조

사되었다. FRAP의 분석을 보면 열수 추출물 방법과 에탄올 

추출물 방법으로 실시하였을 때, 각각 33.54±0.46 μmol trolox/ 
mg, 42.21±0.36 μmol trolox/mg을 나타내어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보다 높게 나타났다.
체중 변화는 개망초를 먹였을 때 체중증가율이 낮아 비만 

예방에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쥐의 신장과 비장의 무

게는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고지방 식이군에서는 신

장의 무게가 다른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p<0.05). 고지

방 식이에 망초 20%를 먹인 군에서 혈청 LDL-cholesterol 농
도가 높았으나(p<0.05), 중성지방의 농도는 다른 군에 비해 

현저히 낮은 수치로 조사되었다(p<0.05). 고지방 식이에 망

초 10%를 먹인 군에서는 혈중 phospholipid는 가장 낮았으며

(p<0.05), 혈중 Alkaline phosphatase와 Alanine aminotransferase
는 가장 높았다(p<0.05). 혈중 인슐린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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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만, 혈중 leptin의 농도는 다른 군에 비해 고지방 식이를 먹

인 군에서 5.88±3.53 ng/dL로 유의하게 높았다(p<0.05).
따라서 망초분말은 동물실험결과에서 혈중 중성지방의 농

도를 현저히 낮추는 것으로 나타나, 식품가공 산업에 이용가

치가 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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