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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The purpose of the present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Salvia Plebia R. Br. (SP) powder

on the antioxidative defense system and oxidative stress in rats which were fed a high fat·high cholesterol diet.

Accordingly, the rats were divided into four experimental groups which were composed of a high fat·high cholesterol

diet group (HF), HF diet with 5% SP powder supplemented group (PA), a HF diet with 10% SP powder supplemented

group (PB), and a normal group (N). Consequently, the hepatic catalase activity of the HF group was decreased com-

pared to the normal group (N), but it is recorded that of the PA and PB groups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With this

in mind, the PA and PB groups resulted in the case of significantly increased activities of hepatic GSH-px and SOD.

The hepatic superoxide radical and hydrogen peroxide contents of the PA and PB groups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as compared to the HF group. The GOT and GPT activities of the PB group were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when

thus compared to the HF group. Notably, the carbonyl values contents of the PA and PB groups were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e HF group. The hepatic TBARS values in the liver were significantly reduced as measured in

the PA and PB groups. These results suggest that the SP powder may reduce the incidence of oxidative damage, by the

activation of an antioxidative enzyme in rats fed with high fat·high cholesterol di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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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식생활이 급속도로 서구화가 되어지면서 고지방 및

고콜레스테롤 식이 섭취가 증가되어지고 있다. 이러한 식

생활로 인하여 한국인의 비만율의 증가와 함께 고혈압, 동

맥경화와 같은 순환기계 성인병 및 당뇨, 궤양과 같은 소

화기계 성인병 발병률이 끊임없이 증가하고있다1). 특히 혈

중 지방, 콜레스테롤 및 지단백의 증가는 불균형한 지질

대사를 초래하지만 이러한 지질대사는 결국 체내 여러 조

직의 산화적 손상을 일으키고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및 catalase (CAT) 등의

항산화효소 활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항산화방어계의

불균형을 일으키게 된다고 보고하였다2). 이러한 규명으로

고콜레스테롤 식이섭취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체

내 조직의 산화적 손상을 초래하고, 콜레스테롤 식이로 유

도된 흰쥐에서 또한 생체 내 활성산소의 축적으로 균형이

깨어진 항산화방어계와 free radical생성계는 산화적 손상

을 유발하였다는 보고가 있다3). 조직의 산화적 손상은 체

내 활성산소의 계속적인 축적으로 정상적인 생리상태를

유지할 수 없는 데, 지방 또한 체내로 과도하게 축적되게

되면 지질과산화물이 형성되고 체내 산화스트레스를 증가

시켜 활성산소종(reactiveoxygen species; ROS)을 생성하여

조직 내 세포를 손상시킨다4). 이러한 이유로 항산화 물질

개발에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되어지고 있는 데,

인공적인 항산화제는 장기적인 섭취로 인한 부작용에 대

한 우려로 인해 최근 높은 생리활성도를 가지며 안전성이

검증된 식물 유래 천연 항산화물질에 대해 관심이 커지고

있다5,6).

곰보배추(Salvia plebeia R. Br.)는 꿀풀과 식물에 속하는

설견초의 전초로 일년생 혹은 이년생 직립초목으로 우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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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 전 지역의 개울가, 논밭이나 들, 주로 습한곳에 자생

하는 약용식물이다7). 주로 계절적으로 봄에서 여름철 사

이에 채취하여 햇볕에 말려 사용하는 곰보배추는 배암차

즈기, 수양이, 뱀배추, 여지초, 뱀차조기등의 매우 다양한

이름을 가지고 있다8). 한방에서는 여지초라하여 양혈, 이

수, 해독, 살충, 화상, 동경, 간장, 자궁출혈 등에 쓰이기도

하는 곰보배추의 유용한 약리효과를 나타내는 성분들은

특히 homoplantaginic, rosmarinic acid, luteolin, nepetin,

nepitrin, nepetin-7-glucoside, hispidulin, eupatorin, luteolin-

7-glucoside, caffeic acid, coniferyl aldehyde, saponin, 플라

보노이드, 페놀성물질, 정유, 강심배당체, 불포화 sterol 등

이 있으며, 종자에는 지방유를 함유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졌다9). 최근 곰보배추에 대한 연구로 곰보배추 추출물의

호흡기보호효과10), 지방세포 분화 및 지방축적 억제효과11),

항염증효과12), 항당뇨효과13), 항암효과14), 항산화효과15)에

대한 보고가 되어지고 있지만 이러한 여러 연구들에도 불

구하고 추출물에 의한 효과로 국한되어있으며, 특히 고지

방·고콜레스테롤식이로 산화가 유도된 흰쥐의 생체조직

수준에서의 항산화활성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그리하

여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산화손상

이 유도된 흰쥐에 곰보배추를 농도별로 공급하여 생체 내

항산화 효소 농도의 변화 및 이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규

명하고자 하였다. 

Materials and Methods

곰보배추 파우더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한 곰보배추는 경상남도산청군에서 재

배된 것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곰보배추를

먼저 선별 및 세척한 후 −40oC에서 6-12시간 급속 동결

시킨 후, 10oC에서 8-12시간, 20oC에서 8-12시간, 35oC에

서 12-24시간 진공 건조하였다. 건조된 곰보배추를 분쇄

기를 이용하여 60 mesh가 되게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및 식이

본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체중 130 ± 10 g 내외의 4주령

Sprague-Dawley 종 수컷 40마리를 (주)바이오 제노믹스사

(Bio genomics, Inc., 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

다. 환경에 적응시키기 위해 실험식이 시작 전 일주일간

일반배합사료(Purina Co., Seoul, Korea)로 예비 사육한 후

평균체중이 유사하도록 난괴법(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 대조군과 실험군으로 나눈 후 군별로 10마

리씩 4주간 사육하였다. 실험 기간 중 식이는 4oC에서 보

관하였다. 사육실의 온도는 22 ± 2oC, 상대습도 50 ± 10%

를 유지하였다. 식이 groups은 정상군(N 군)과 1%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 실험군으로 나눈 후 고지방·고콜레

스테롤 실험군은 고지방·고콜레스테롤 대조군(HF 군), 고

지방·고콜레스테롤식이+5% 곰보배추파우더공급군(PA군),

고지방·고콜레스테롤+10% 곰보배추파우더공급군(PB군)

으로 총4군으로 나누어 사육하였다. 식이구성은 Table 1과

같고 식이 및 식수는 자유 섭식하게 하였다. 본 동물실험

은 한국국제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NVRQS

AEC13)을 거쳐 진행하였다.

혈액 및 장기의 채취

사육기간 완료 후 실험동물을 12시간 절식시키고 가벼

운 ether 마취 하에서 복부대동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한

후 즉시 간장을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로 헹군 후 가제로

수분을 제거하고 무게를 측정하였다. 간 조직은 실험에 사

용하기 전까지 무게를 측정한 후 액체 질소로 급속 동결

시켜 −80oC에 보관하였다.

분석 시료의 전처리

간장을 각 간엽에서 고르게 일정량을 취하여 Potter

Elvejhem homogenizer를 사용하여 0.25 M sucrose/0.5 mM

ethylene diamine tetraacetic acid (EDTA)/5 mM N-2-

hydroxyethyl-piperazine-N-2-ethane sulfonic acid (HEPES)

용액으로써 10% (w/v) 마쇄 액을 만들었다. 마쇄 액의 일

부를 8,000 ×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그 상층 액을 과

산화지질 정량에 사용하였고, 나머지는 10,000 ×g에서 30

Table 1. Diet compositions of experimental groups (g/kg diet)

Ingredient
Groups1)

N HF PA PB

Corn starch 539 429 379 329

Casein 200 200 200 200

Sucrose 100 100 100 100

Cellulose 50 50 50 50

Mineral mixture2) 35 35 35 35

Vitamin mixture3) 10 10 10 10

DL-methionine 3 3 3 3

Choline chloride 3 3 3 3

Corn oil 60 60 60 60

Cholesterol 0 10 10 10

Lard 0 100 100 100

Salvia Plebia R. Br. - - 50 -

Salvia Plebia R. Br. - - - 100

Total 1,000 1,000 1,000 1,000

1)N: Normal diet.

HF: High-fat·High-cholesterol diet.

PA: High-fat·High-cholesterol diet+5% of Salvia Plebia R. Br. 

PB: High-fat·High-cholesterol diet+10% of Salvia Plebia R. Br. 
2)AIN mineral mixture (g/kg mixture).
3)AIN vitamin mixture (g/kg mi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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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간 원심분리 하여 그 상층액 중 일정량을 취하여 0.4배

량의 ethanol:chloroform냉혼합액(5:3)을 가하고 2분간 진

탕한 다음 10,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

층액을 세포질 SOD원액으로 사용하였다. 또 10,000 ×g상

층액의 일부는 다시 105,000 ×g에서 30분간 원심분리 하

여 얻은 cytosol은 GSH-px의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실험 조건은 4oC를 유지하면서 행하였다.

SOD, GSH-px, CAT활성 측정

SOD 활성은 알칼리 상태에서 pyrogallol의 자동산화에

의한 발색을 이용한 Marklund와 Marklund16)의 방법에 따

라 측정하였다. GSH-px활성은 산화형 glutathione (GSSG)

이 glutathione reductase와 NADPH에 의해 환원될 때

340 nm에서 NADPH의 흡광도가 감소하는 것을 이용한

Lawrence와 Burk17)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간조직의

CAT 활성은 Aebi등18)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0) 2.89 ml에 기질인

30 mM H2O2를 100 μL를 넣어 25oC에서 5분간 반응시켰

다. 여기에 시료 10 μL를 가하여 3.0 mL가 되도록 하고

25oC, 240 nm에서 5분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2O2의 흡

광도 변화와 H2O2의 몰흡광계수로 H2O2의 농도를 구하여

효소활성도를 계산하였다.

Hydrogen peroxide (H
2
O

2
), Superoxide radical (O

2

−)

함량 측정

간조직 중의 H2O2와 O2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 g의

간 조직을 0.25 M sucrose 용액으로 균질화시킨 후 8,000 ×g

에서 원심분리하여 mitochondria 분획을 얻은 후 다시

105,000 ×g에서 원심분리하여 cytosol과 microsome 분획을

얻었다. H2O2 생성량 측정은 Gay와 Gebicki19) 방법에 따

라 xylenol orange를 이용하여 560 nm에서 흡광도 증가로

측정하였다. O2
−함량 측정은 Azzi 등20)의 방법에 준해 실

시하였다.

혈청 중 GOT 및 GPT 활성

혈청 GOT와 GPT 활성도는 아산제약(Seoul, Korea)의

kit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GOT 기질로 L-aspartate와

∝-ketoglutaric acid, GPT 기질로 D,L-alanine과 ∝-keto-

glutaric acid 용액에 각각 혈청을 가하여 37oC에서 GOT

는 60분, GPT는 30분간 효소반응을 시킨 후 생성된

oxaloacetate 및 pyruvic acid에 2,4-dinitrophenyl hydrazine

정색시약과 0.4 N NaOH를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

10분간 방치한 후 505 nm에서 비색정량을 하였다.

Carbonyl value 측정

간조직의 microsome 및 mitochondria 중의 산화된 단백

질의 함량은 Levine21) 등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0.1 mL

의 시료에 trichloroacetic acid (TCA) 0.5 ml를 혼합한 후

1,2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얻어진 상층 액을 제

거한 뒤 잔사에 다시 10 mM 2,4-dinitrophenylhydrazine

(DNPH) 0.5 mL 가하여 15분마다 교반하면서 1시간 동안

실온에 방치한 후 1,2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이때 얻어진 상층액을 제거한 후 잔사에 ethanol/ethyl

acetate (1:1, v/v) 3 mL를 첨가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방치

한 다음 다시 1,200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얻어진

잔사를 6 M guanidine [2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3)에 용해] 1.0 mL를 첨가하여 혼합한 후 37oC의 항

온수조에서 15분간 가온한 후 1,400 ×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 이때 carbonyl value의 양은

360 nm 흡광도의 파장에서 분자흡광계수(ε = 22,000)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Thiobarbituric acid reaction substance (TBARS) 정량

간 조직에서의 과산화지질 정량은 간조직의 마쇄액을

8,000 ×g에서 처리하여 얻은 상층액과 TCA용액을 섞은 후,

실온에서 10분간 방치한 다음 0.05 M 황산으로 세척한 후

그 침전물과 thiobarbituric acid (TBA)와 반응하여 생성되

는 malondialdehyde를 측정하는 Satho22)법을 이용하였다.

단백질 정량

각 시료의 단백질량은 Lowry 등23)의 방법으로 하였으며,

bovine serum albumin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였다.

통계처리

3회 반복실험에 대한 모든 실험결과의 통계처리는 각 실

험군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해 분산분석(ANOVA

검증)을 수행하였으며 분산분석결과 유의성이 발견된 경

우 Tukey’s HSD test24)에 의해 실험군 간의 유의도를 분

석하였다.

Results and Discussion

간조직중의 SOD, GSH-px 및 CAT 활성

Jeong 등25)의 연구에서 곰보배추는 전처리로 데친 후 건

조한 것에 비해 데치지 않고 건조한 시료에서 더 높은 항

산화 활성도를 나타내었으며, Rhee 등26)의 연구에서 사용

된 무청 연구에서도 건조시킨 무청 파우더를 2.5~10%의

농도로 식이에 첨가한 결과 5% 및 10%의 공급에서 높은

항산화력을 나타내었다. 선행연구로 최근 뱀딸기풀 파우

더를 공급한 흰쥐의 산화능을 측정한 결과에서 또한 5%

및 10%의 농도에서 높은 활성도가 관찰되었기에27), 본 연

구에서도 곰보배추를 건조한 파우더를 시료로 하여 5% 및

10%로 각각 공급하여 실험을 행하였다. 생체 내 주된 활

성산소인 수퍼옥사이드(superoxide) 라디칼(O2
−)을 산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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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산화수소로 전환시키는 반응을 촉매하는 세포 내 주요

항산화 효소인 SOD를 측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정

상군에 비해 고지방·고콜레스테롤군에서 유의하게 감소

되었으나, 곰보배추 파우더를 5%, 10%로 각각 공급한 PA,

PB군에서 정상군 수준으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지용

성비타민 E와 과산화물을 제거해 생체 내 세포막의 손상

을 방어하는 GSH-px의 활성을 관찰한 결과(Table 2), 고

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공급으로 감소된 활성이 곰보배

추를 공급한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되어졌다. 생체 내

적혈구나 간에서 비교적 높은 H2O2에 의한 산화적 손상

으로부터 보호하고, 대사과정 중 발생하는 활성산소의 유

리기 제거에 관여하는28) catalase의 활성변화의 관찰결과

(Table 2), 곰보배추파우더를 공급한 모든 군에서 HF군에

비해 catalase의 농도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고지방 및

고콜레스테롤의 과도한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촉진한

다는 여러 보고15,22)에서와 같이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

이 공급으로 대표적 항산화 효소 활성이 모두 정상군에

비해 감소되어졌으나 곰보배추의 공급으로 증가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Rhee 등26)의 연구에서 생리활성 성분

이 풍부한 무청 파우더의 공급은 고콜레스테롤식이로 감

소된 SOD 및 GSH-px의 활성을 증가시켰으며 Won의 연

구29)에서는 곰보배추 열수추출물의 공급이 혈액 및 간조

직 내 GSH-px의 활성을 증가시켰다. Park의 연구29)에서도

고지방식이로 감소된 간조직 내 catalase의 농도가 오가피

추출물의 공급으로 정상군 수준까지 증가되는 결과를 보

였으며, Park 등30)의 보고에서 또한 플라보노이드 등이 풍

부한 신선초 및 케일의 녹즙파우더는 콜레스테롤 식이로

감소된 흰쥐의 간조직 내 catalase 농도를 증가시켰는데,

이러한 연구들의 결과는 곰보배추 파우더를 공급한 본 연

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그러나 Won의 연구29)에서와 같

이 본 연구에서 모든 항산화효소 측정에서 농도 의존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및 10%에서 곰보배추 내 함

유된 활성성분의 차이로는 생체 내 항산화효소의 활성도

차이를 나타내지는 못한 점을 미루어 독성이 없는 범위

내 더 높은 농도에서 관찰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곰보

배추에는 플라보노이드와 페놀성물질 등이 다량 함유되어

있는데9), 곰보배추에 함유된 이러한 생리활성성분은 체내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증가시키는 데 기여하였으리라 사료

된다. 

간조직의 superoxide radical 함량

Superoxide radical은 활성산소종 생성의 주요한 원인으

로 생체 내 조직이나 DNA, 단백질 및 지방산에 손상을

초래하여 세포막의 다가불포화 지방산 등에 관여하여 지

질과산화물을 생성하고 결국 세포의 기능의 손상까지 유

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간조직의 mitochondria 및

microsome에서 superoxide radical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Mitochondria에서는 정상군에 비해 고지

방·고콜레스테롤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어졌으나, 곰

보배추를 5%, 10%의 농도로 공급한 모든 군에서 유의적

으로 감소되어졌다. Microsome에서 또한 N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으나 곰보배추파우더를 공급

한 모든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어졌으며, 특히 곰보배

추 파우더를 5%로 공급한 군에 비해 10%로 공급한 군에

서 유의적으로 감소되어져 공급군 간에도 농도별로 유의

한 차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Lim 등15)의 연구에서는 곰

보배추 메탄올 추출물에서 높은 폴리페놀 함량을 관찰하

였고, 특히 활성산소에 전자를 공여하여 산화를 억제하는

전자공여능 또한 우수함을 보고하였다. 또한 곰보배추의

메탄올 추출물을 920 μg/mL의 농도에서 관찰한 결과

62.11%의 superoxide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15). Jeong 등25)

Table 2. Effects of Salvia Plebia R. Br. on hepatic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and catalase activities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 SOD (unit/mg protein/min) GSH-px (nmol NADPH/min/mg protein) Catalase (nmol/mg protein/min)

N 7.057 ± 1.68a 57.91 ± 3.79c 7.710 ± 1.22b

HF 4.802 ± 1.09b 68.77 ± 4.28b 6.772 ± 0.67b

PA 8.537 ± 1.07a 82.32 ± 2.58a 11.87 ± 0.71a

PB 8.226 ± 1.12a 83.67 ± 4.28a 13.47 ± 0.94a

Experimental conditions ar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the means ± SE (n = 10).
a-c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Tukey’s test.

Table 3. Effects of Salvia Plebia R. Br. on hepatic superoxide

radical contents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1)
Superoxide radical (nmoles/mg protein/min)

Mitochondria Microsome

N 12.37 ± 2.942)b 13.51 ± 0.56b

HF 19.13 ± 1.90a 32.13 ± 1.96a

PA 6.208 ± 1.16C 11.97 ± 0.48b

PB 7.766 ± 1.46C 8.368 ± 1.68c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All values are the means ± SE (n = 10). 
a-c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p < 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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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열풍건조 시킨 곰보배추가 2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80% 이상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보고와 더불어 본 연구에서의 결과로부터 곰보배

추는 추출물 및 분말 형태에서 모두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을 관찰하였으며, 여러 유리라디칼 소거능에 탁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간조직의 hydrogen peroxide (H
2
O

2
) 함량

산화스트레스를 과도하게 받은 상태나 생물학적으로는

SOD로 촉매되는 반응에서 superoxide radical로부터 생성

되어져 생체 내 단백질이나 DNA 등을 손상시킨다고 알

려져 있는31) radical인 H2O2의 함량을 간조직의 cytosol 및

mitochondria에서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Cytosol 및

mictochondria에서는 N군에 비해 HF군에서 유의적으로 증

가되어졌으나, 곰보배추파우더를 5%, 10%로 공급한 PA,

PB군 모두에서 고지방·고콜레스테롤식이로 증가된 H2O2

의 함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모두 정상군 수준이 되었

다. Rhee 등26)의 연구에서 간조직의 mitochondria에서 관

찰한 결과 무청 파우더의 공급은 고콜레스테롤식이로 감

소된 H2O2의 함량을 증가시켜 10%의 농도로 공급한 군은

정상군 수준으로 감소시켰는데, 곰보배추 파우더를 10%

공급한 군과 일치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Hong 등32)의

연구에서 쑥의 유기용매 추출물에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가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음을 관찰하였고, 이러한 분

획물들은 hydrogen peroxide 소거측정 결과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 곰보배추의 주요 성분으로는 saponin, luteolin,

caffeic acid, rosmarinic acid 뿐만 아니라 특히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가 풍부한 데8), Jeong 등33)의 연구에서 곰

보배추를 동결건조한 물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과 총 플라

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1.8 ± 4.74 mg GAE/g 및 38.7 ± 2.95

mg QUE/g이였고, Jeong 등25)의 또 다른 연구에서는 곰보

배추를 열풍건조 시킨 결과 각각 94.64 mg/g 및 29.70 mg/

g으로 측정되어졌다. Lim 등15)의 연구에서 곰보배추의 메

탄올 추출물에서는 총 폴리페놀이 202.4 mg GAE/g, Choi

등7)의 연구에서 곰보배추의 에탄올추출물에서는 12.4~75.0

mg/g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상기 보고들과 같이 곰보배추

속에는 항산화능에 효과적이고 활성산소 제거에 탁월하게

작용하는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은 것을 미

루어 이러한 활성성분들은 간조직내 H2O2 소거활성에도

효과적으로 관여한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혈청 중의 GOT 및 GPT 활성

GOT 및 GPT는 간이 손상을 입게 되면 정상적인 세포

의 괴사로 인해 세포 외로 유출되어 혈중 농도가 증가되

어지는 데, 이는 간 손상 지표로 이용되어지는 대표적인

효소이다. 간의 괴사를 반영하는 GOT와 간조직의 비대화

및 간의 상태를 반영하는 GPT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GOT 및 GPT 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HF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어졌으며, 곰보배추의 공급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10%로 공급한 군에서

는 유의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Kim 등34)의 연구에 의하

면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는 간손상을 증가시켰는데,

5%의 울금 파우더의 공급은 GOT를 유의적으로 감소시키

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GPT 활성 또한 낮추어 주었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곰보배추의 공급의 결

과와 유사하였으며, 5% 및 10% 농도의 곰보배추 공급은

간기능 손상에도 영향을 주지 않음을 보여주었다. 따라서

곰보배추는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손상된 간조직

에 효과적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이라 사료되어진다. 

간조직중의 carbonyl value

단백질은 생체막에 존재하여 활성산소에 의한 공격을 쉽

게 받는다. 이러한 생체막의 세포에 산화를 일으키는 산

화단백질의 대표적 생성지표로 알려져 있는 carbonyl value

Fig. 1. Effects of Salvia Plebia R. Br. on hepatic hydrogen perox-

ide (H2O2) contents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Experimental conditions ar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the

means ± SE (n = 10). a,b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Tukey’s test. 

Table 4. Effects of Salvia Plebia R. Br. on serum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OT) and glutamate pyruvate trans-

aminase (GPT) activities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Groups1)
GOT GPT

(Karmen/mL)

N 49.64 ± 2.292)c 18.84 ± 2.77b

HF 65.38 ± 2.58a 26.14 ± 2.10a

PA 61.24 ± 2.06ab 22.05 ± 1.95ab 

PB 59.09 ± 2.13b 20.32 ± 2.59b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All values are the means ± SE (n = 10). 
a-c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at p < 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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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Microsome에서의 산

화단백질 함량은 N군에 비해 HF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

되어졌으나 곰보배추 파우더의 공급으로 유의적으로 감소

되어졌으며, 5%에 비해 10%의 공급에서 유의적으로 감소

되어져 군간의 농도의존적인 차이도 나타내었다. 간조직

의 mitochondria에서 산화단백질의 함량 또한 N군에 비해

HF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어졌으며, 5%, 10%의 곰보배

추 파우더 공급은 정상군 수준까지 유의적으로 산화단백질

의 함량을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Song 등35)

의 연구에서 곰보배추와 같이 약용으로 사용되어지고 있

는 황칠잎의 열수추출물의 공급은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간조직 내 증가된 산화단백질의 양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특히 10% 황칠잎 추출물 공급은 정상군 수

준까지 감소시켰다. Kim 등36)의 연구에서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로 간 조직 내 단백질산화가 증가되어졌으나 함초추

출물은약 30% 까지 간 조직의 mitochondria에서 carbonyl

value를 감소시켜 정상군 수준이 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 곰보배추 내에 존재하는 여러 생리활성 성분들이

고지방·고콜레스테롤식이로 손상된 간 조직의 carbonyl

수치를 정상군 수준으로 개선시킨 것으로 미루어 곰보배

추에는 생체 내 단백질산화 방어능에 탁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이 사료되어진다. 

간조직중의 과산화지질(TBARS) 함량

지질과산화 반응은 독성물질 및 약물 등의 간손상으로

일어나며 생체 내 세포조직의 과도한 산화스트레스로 인

한 활성산소 생성의 증가로도 일어난다. 이러한 반응은 세

포막의 불포화 지방산과 연쇄반응을 통해 malondialdehyde

의 농도를 증가시켜 생체의 세포에 산화적 손상을 일으켜

여러 질환을 유발시키는 과산화지질 함량을 증가시키게

되는데, 이를 간조직에서 관찰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N

군에 비해 HF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어졌으나, 곰보배

추 파우더를 5%, 10% 공급한 결과 정상군 수준으로 까지

유의적으로 감소되어졌다. Won의 연구29)에 의하면 고지방·

고콜레스테롤로 인해 정상군 보다 유의적으로 간조직 내 지

질과산화 함량이 증가되어졌으며, 곰보배추 열수추출물을

각각 50, 200, 500 mg/kg의 농도로 공급한 결과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공급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어졌으나

농도 별 유의한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Son 등37)의 연구에서 또한

고지방·고콜레스테롤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

가하였으나 갯기름나물 분말을 5%, 10%로 공급한 모든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Choi 등38)의 연구에서는 산

채나물(참나물, 다래순, 미역취, 방풍나물, 삼나물)을 동결

건조하여 분쇄하여 3%로 공급한 결과 고지방·고당질식

이에 의해 간 조직의 과산화지질 함량이 증가하였으나, 유

의적으로 정상군 수준으로까지 감소시켰다. 지질과산화 반

응은 다가불포화지방산의 활성산소로 인해 생체막의 손상

과 함께 산화적 분해를 일으키는 것으로 생체막의 기능저

하, 세포의 노화 및 여러 질병을 초래할 수 있다39). 앞서

살펴본 여러 생리활성 성분들을 포함하는 약용식물들의

공급은 식이로 인해 손상된 간조직의 지질과산화 반응을

억제시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들과 더불어

특히 산화방지에 효과적인 다양한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 함량이 높은 곰보배추는 간조직의 지질과산화반응

억제에 기여하며 생체 내 세포노화 방어에 효과적으로 작

용 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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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Salvia Plebia R. Br. on hepatic carbonyl value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lesterol diets. Experimental con-

ditions ar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the means ± SE (n =

10). a-cThose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 < 0.05 by Tukey’s test.

Fig. 3. Effects of Salvia Plebia R. Br. on thiobarbituric acid reac-

tion substance (TBARS) values in rats fed high fat and high cho-

lesterol diets. Experimental conditions are same as Table 1. All

values are the means ± SE (n = 10). a,bThose with different super-

scrip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 < 0.05 by Tukey’s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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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

국문요약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 흰쥐에서 곰

보배추 파우더가 간조직의 항산화 효소활성 및 산화적 손

상에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실험군을 4군으로 나누

어 정상 식이군,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군,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곰보배추 파우더를 5% 및 10% 첨

가한 군으로 각각 나누었다. 간 조직 중의 항산화 효소계

인 GSH-px, catalase 및 SOD 활성은 정상군에 비해 HF군

에서는 감소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HF군에 비해 곰보

배추 파우더 공급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Superoxide

radical 함량을 mitochondria 및 microsome에서 측정한 결

과 정상군에 비해 HF군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내었으

나 곰보배추 공급으로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특히 microsome

에서는 군간의 유의한 차이도 나타내었다. 간조직의 cytosol

및 mitochondria에서 H2O2의 함량에서는 곰보배추 공급군

모두에서 유의적인 감소로 정상군 수준을 나타내었다. 혈

청에서 간수치 GOT 및 GPT를 측정한 결과 10%의 곰보

배추의 공급으로 HF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간

조직의 microsome 및 mitochondria에서의 산화단백질 함

량 또한 곰보배추 파우더의 공급으로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다. 과산화지질의 함량을 간조직에서 관찰 한 결과 고

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인해 증가된 과산화지질이 곰

보배추 파우더를 공급한 군에서 유의한 감소를 나타내었

다. 곰보배추의 공급으로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로 손

상된 간조직의 항산화계는 곰보배추 내 함유되어진 여러

생리활성 물질들이 항산화효소의 활성을 증가시켜 체내에

서 생성된 free radical에 의한 산화를 억제시켰으리라 사

료되어진다. 이로 미루어 곰보배추는 체내 조직의 산화를

억제하는 항산화작용에 효과적으로 기여함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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