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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스트렙토조토신에 의해 유도한 당뇨병, 알코올성 간 손상 실험용 랫드에서 혈액 
지질 감소, 당뇨병 및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에 미치는 지장김치 추출물의 경구투여 효과를 조사하였다. 
당뇨병 모델동물에서, 혈액 지질 프로파일, ALT, AST 수준은 DC (당뇨병 대조군)와 비교할 때 김치추
출물 투여군에서 낮아졌으며 혈당은 DCJK (DC+지장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가 DCCK (DC+일반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에 비해 낮았다. 인슐린 수준은 NC (정상대조군), DCJK > DCCK > DC 순서로 높
게 나타났다.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에서, 혈액 ALT, AST, 빌리루빈 농도는 AC (알코올 대조군, 
일일 소주 1병 섭취군) > ACCK (AC+일반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 > ACJK (AC+지장김치 추출물 경
구투여군) > NC 순서로 낮았다. 간 조직의 임상병리학적 소견은 AC에서 가장 심각한 손상을 보였으나 
소주1병과 김치 추출물 특히, 지장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은 일반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에 비해서 회
복되는 속도가 개선되었다. 결과는 당뇨병 및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의 섭취가 혈액 
지질 프로파일, 혈당, ALT, AST 수준을 낮추고 인슐린 분비능력을 개선하여 줌으로써 항당뇨 및 알코
올성 간 손상 보호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보여준다.
   
주제어 : 김치, 랫드, 당뇨병, 알코올성 간, 혈액 생체마커, 인슐린, 간 임상병리학

   Abstract : The current study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oral administration for 
30 days of the Jijang kimchi extracts on prevention of diabetes, alcoholic liver injury and reduction 
of blood lipids in laboratory rats with alcoholic liver injury and diabetes induced by streptozotoc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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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a diabetic model animals, the blood lipid profile, ALT, and AST levels were lower in kimchi 
extract groups compared to DC (diabetes control) group, and blood glucose level of DCJK 
(DC+oral administration with Jijang kimchi extracts) group was lower than that of DCCK 
(DC+oral administration with commercial kimchi extracts) group. Insulin levels were increased in 
order of NC (normal control), DCJK > DCCK > DC groups. In alcoholic liver injury model 
animals, ALT, AST and bilirubin were lowed in order of AC (alcohol group received 1 bottle of 
soju) > ACCK (1 bottle of soju plus oral administration with commercial kimchi extracts) ACJK 
(AC plus oral administration with Jijang kimchi extracts) > NC  groups. In the clinical pathologic 
findings of liver tissue, AC group was severely injured, and tended to be improved in groups eating 
a 1 bottle of soju plus oral administration with kimchi extracts, especially Jijang kimchi extract 
group. The results suggest that eating Jijang kimchi can improve insulin secretion ability while 
lowering blood lipid profile, blood sugar and ALT, AST, and bilirubin levles in diabetic and 
alcoholic liver injury model animals.  

Keywords : Kimchi, rat, diabetes, alcoholic liver, blood biomarkers, insulin, liver pathology  

                              

1. 서 론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식생활 습관의 잘못
으로 인한 고지혈증, 당뇨병과 음주로 인한 알코
올 간질환은 삶의 질을 낮추기 때문에 이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과도한 당질과 음주, 알코
올 섭취에 의한 대사성 질환의 발병률 증가는 시
급히 해결해야 할 사회적인 문제이다. 당뇨병은 
인슐린 부족 및 인슐린 저항성 증가에 기인하는 
대사성, 만성 퇴행성 질환이다. 당뇨병은 비만, 
고지혈증, 동맥경화증, 고혈압, 망막증을 비롯한 
여러 가지 합병증을 일으키며 제2형 당뇨병 환자
수의 증가는 만성 신장질환으로 인한 신장투석 
환자를 증가시키는 원인이 된다[1]. 당뇨병 환자
에서 혈당과 혈액 중성지방을 비롯한 지질단백질 
프로파일이 증가와 함께 염증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한다[2]. 간은 영양대사 및 해독작용 특히 알
코올 대사를 수행하는 주요 기관으로써 지나친 
음주는 혈액 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빌리루
빈의 중가와 함께 간세포를 손상시켜 간질환을 
일으킨다[3,4]. 세계적으로 음주로 인해 매년 2백 
50만명이 사망하여 전체 사망 원인의 4%를 차지
한다. 음주에 의한 사망의 약 25%가 알코올 간
질환으로써 음주로 인한 사망은 1인당 알코올 소
비량과 비례한다[5]. 따라서 우리가 섭취하는 식
품을 통해서 당뇨병과 알코올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영양전략이 필요하다.  

  전통발효식품인 김치는 유산균과 생리활성 물
질이 풍부하여 지질대사를 개선하고 당뇨병과 알
코올 간질환을 예방하는 것으로 알려졌다[6]. 김
치는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등의 원
재료와 젓갈을 비롯한 다양한 양념을 혼합하여 
발효, 숙성시킨 맛이 우수한 식품이다[7]. 지장김
치는 품질이 좋은 배추 등의 주재료와 함께 부재
료로써 미역, 다시마, 멸치, 디포리, 황태 등뼈, 
구찌뽕나무, 엄나무, 상황버섯, 차가버섯 열수추
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육수를 9:1 내지 7:3 비
율로써 제조한 발효식품이다[8]. 지장김치의 제조 
시 포함되는 청각, 대봉감, 구찌뽕나무, 엄나무, 
상황버섯, 차가버섯에는 생체활성 복합물질이 들
어있기 때문에 섭취하였을 때 세포 생존에 매우 
중요한 시너지 효과를 갖는다[8,9]. 
  김치에 여러 가지 천연 부재료 및 생리활성 물
질을 첨가하여 김치를 제조하여 당뇨병 및 알코
올 간질환을 예방하기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Yang 등 (2008)은 스트렙토조토신 (streptozotocin, 
STZ)에 의해서 유발한 당뇨 랫드에서 양파김치 
추출물 섭취가 혈당 및 혈청 콜레스테롤 을 낮출 
수 있다고 하였다[10]. Islam과 Choi (2009)에 
의하면 배추김치가 STZ-당뇨 랫드에서 고지방식
이를 섭취하더라도 혈당을 낮추어 항당뇨 효과를 
보고하였다 [11]. Lee 등 (2013)은 STZ에 의해 
유발한 당뇨 생쥐에서 Ecklonia cava를 첨가한 
배추김치가 α-glucosidase와 α-amylase의 활성
억제 및 당뇨 생쥐에서 혈당을 낮추는 것으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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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하였다[12]. Bae 등 (2009)은 김치에서 분리한 
γ-aminobutyic acid (GABA) 생성능력이 우수
한 젖산균이 알코올 투여 랫드의 간 기능을 개선
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13]. Ryu 등 (2019)은 
블랙 라즈베리 쥬스 파우더를 첨가한 김치가 항
산화 효과 및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간 보호효
과를 보고하였다[14]. 그러나 당뇨병 및 알코올 
간질환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의 생체활성에 관
한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다. 본 연구는 동물바이
오모델 랫드에서 지장김치 추출물의 경구투여가 
당뇨병과 음주로 인한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였다. 

2. 실 험

2.1. 김치 추출물의 제조

  김치는 지장푸드코리아 (주) (대한민국 경기도 
안산시)에서 제조한 제품을 제공받았다. 김치를 
가정용 믹서기에 넣고 잘게 분쇄한 다음 면으로 
된 천으로 감싸서 압착하여 추출물을 얻었다. 획
득한 김치 추출물은 -96℃에 보관하였으며 사용 
5시간 전에 실온으로 유지한 후 실험동물에게 경
구투여 하였다[8].

2.2. 실험동물 및 실험설계

  동물실험을 포함한 과학적 절차는 유럽위원회 
가이드라인 (EEC Directive of 1986; 86/609/ 
EEC)에서 제시된 과학적이고 윤리적인 규정을 
준수하였으며, 강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서 진행하였다 (Approved No. 
KNU-17007). Sprague Dawley strain 랫드 수컷 
(체중 195-200 g) 총 40마리를 대한바이오링크
(주)로부터 구입하였다. 일반식이를 이용하여 일
주일 동안 사육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1과 실험
2에서 각각 4처리구, 5반복 (케이지 당 1마리씩)
으로 30일 동안 김치 추출물을 경구투여 하였다. 
실험1은 당뇨병 모델동물을 이용하여 NC (정상 
대조군), DC (당뇨 대조군), DCCK (DC+일반김
치 추출물 경구투여군), DCJK (DC+지장김치 추
출물 경구투여군), 실험2는 숙취로 인한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을 이용하여 NC (정상 대조군), 
AC (알코올 대조군, 일일 소주 1병 섭취군, 체중 
100 g 당 20% 알코올 0.514 mL를 매일 1회 복
강주사), ACCK (AC+체중 100 g 당 20% 알코
올 0.514 mL를 매일 1회 복강주사+일반김치 추

출물 경구투여군), ACJK (AC+체중 100 g 당 
20% 알코올 0.514 mL를 매일 1회 복강주사+지
장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로 구분하였다. 일반김
치는 상기 언급한 지장김치와 동일함 주재료를 
사용하여 제조하였으며 부재료, 열수추출물을 사
용하지 않았다.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에게 
공급한 알코올의 량은 우리나라 20-30대 성인 
남자 평균 체중 70 kg을 기준으로 매일 소주 한 
병 (360 mL, 알코올 농도 20%)을 섭취하는 량
으로 계산하였다. 즉, 성인 남자의 소주 한 병 섭
취량은 70,000 g 당  360 mL에 해당되므로 계
산하면 성인 남자는 체중 g당 소주 0.00514 mL
를 섭취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체중 100 g당  
20% 알콜 (=소주의 알콜 농도) 0.514 mL 섭취
가 계산되며  흰쥐에게 소주 한 병 투여량은 흰
쥐 체중 100 g당 20% 알콜을 0.514 mL 복강주
사 하는 량과 동일하다. 정상 대조군은 생리식염
수 1 mL, 처리구는 각각 해당 김치추출물 1 mL
를 매일 일정한 시간에 직경 1 mm의 위관을 이
용해서 경구투여 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실의 온도 
22±2℃, 상대습도 55±2%, 12시간 조명으로 조
절하였으며 물과 실험식이는 자유롭게 섭취할 수 
있도록 하였다.

2.3. 실험동물 식이

  실험동물 식이는 AIN-93에 기초한 정제원료
를 이용하여 정제식이를 제조 후 펠렛팅 하였다. 
정제식이의 조성(%)은 옥수수당 39.80, 젖산 카
제인 20.00, 설탕 10.00, 덱스트린 13.20, 대두유 
7.00, 소카플록-40 5.00, AIN-93미네랄혼합제 
3.50, AIN-93 비타민 혼합제 1.00, L-시스틴 
3.00, 콜린비타트레이트 0.25%로서 구성하였고 
식이 내 에너지와 단백질 함량을 동일하게 조절
하였다. 실험식이와 물은 무제한 급여하였으며 기
타 사양관리는 강원대학교 관행방법으로 진행하
였다[15]. 

2.4. 당뇨 유발

  인슐린 의존형 당뇨모델 실험동물을 만들기 위
하여 Streptozotocin (STZ, Sigma Co., Louis, 
MO, USA)을 0.4 M citrate buffer 용액에 용해
시켜 70 mg/kg body weight 용량 (0.5 mL/100 
g body weight)으로 복강주사 하였다. STZ 주사 
48시간 후 꼬리정맥에서 채혈하여 혈당 300 
mg/dL 이상을 당뇨 유발로 확인하여 본 실험에 
이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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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혈액 생화학적 변수 측정

  실험 종료 12시간 전부터 절식을 시킨 후 랫드
를 에틸에테르로 가볍게 마취시켰다. 복부를 절개 
후 복대동맥으로부터 25게이지 주사기를 이용해
서 항응고제가 들어있지 않은 serum separate 
tube (SST, 8.5 mL) 속으로 혈액 2 mL를 채혈
하였다. 실온에 30분간 둔 다음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얻었다. 혈당은 
Beckman glucose analyzer (Beckman instrument 
Co., Palo Alto,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인슐린은 rat insulin ELISA kit (Crystal 
Chem. Inc., TL, USA)로써 분석하였다. 혈액 중
성지방, 총콜레스테롤, 고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
테롤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저밀도지질단백질 콜레스테롤(LDL- 
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간 기능
효소 ALT, AST, 빌리루빈은 혈액 생화학적 분석
기 (Hitachi 917, Japan)를 이용하여 Diagnostic 
kit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로써 측정하였다.

2.6. 면역물질 IgE 측정

  당뇨모델 실험동물의 혈청에서 면역물질 IgE 
수준은 Sandwich ELISA (Crystal Chem. Inc., 
TL, USA)를 이용한 항원항체 반응으로 측정하였
다. ELISA reader로써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여 표준물질과 비교하여 정량하였다[16].  

2.7. 간 조직의 광학현미경 관찰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 랫드로부터 간 조
직의 중엽을 채취하여 4% paraformaldehyde 용
액으로 고정하였다. 탈수 과정을 거친 후 파라핀
을 이용하여 4-55 μm의 조직 절편을 만든 후 
헤마토실린-에오신 염색 (Hematoxylin-eosin 
stain, H & E) 하였다. 염색한 조직을 광학현미
경 (Olympus AX70, Japan)으로써 200배 촬영하
여 간세포의 임상병리학적 소견을 관찰하였다.

2.8. 통계처리

 모든 자료의 통계처리는 SPSS statistical 
software program (version 20.0, IBM Inc., 
Armonk, NY, USA)을 사용하였다. 평균과 표준
오차 값을 구하였으며 one-way ANOVA 분석 
후 95% 신뢰수준에서 각 그룹 간의 통계적인 유
의차 (P<0.05)를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검정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3.1. 지장김치의 생체활성 성분

  김치 재료의 생체활성 성분은 다음과 같으며 
김치 제품에서의 함유량을 직접 분석하지는 않았
다. 일반 김치와 지장김치는 둘 다 모두 배추, 
무, 고춧가루, 마늘, 파, 생강, 젓갈 등 동일한 재
료를 혼합하여 제조하였기 때문에 두 종류의 김
치에 대한 영양학적 유효성분은 유산균, 식이섬
유, 캡사이신, 피토케미칼, 카로테노이드, 글루코
시놀레이트, 폴리페놀 등을 함유하며 동일한 것으
로 볼 수 있다[6,7,8] 그러나, 일반김치와 서로 
다른 부재료로써 혼합한 지장김치의 재료와 유효
성분은 청각 베타카로틴 198 mg/g., 쪽파 식이 
유황 0.05 mg%, 총페놀 68.83 mgGAE/g., 대봉
감 총페놀 147 mgGAE/g., 구찌뽕나무 루틴 
4593 ug/g., 엄나무 총페놀 16.09 mgGAE/g., 상
황버섯 총페놀 33.3 mgGAE/100 mg, 총플라보
노이드 0.22 mg/mg., 차가버섯 총페놀 71.5 
mgGAE/g을 함유하고 있다[8]. 따라서, 일반김치
와 지장김치의 생체활성 물질은 이러한 부분에서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본다. 앞으로, 추가적인 연구
를 진행하여 실제로 담근 김치의 생체활성 성분
분석을 진행함으로써 일반김치와의 생체활성 물
질의 차이를 더욱 명확하게 구명할 필요가 있다. 
 
3.2. 실험1: 기관무게 및 IgE 

  당뇨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 추출물을 경구투
여한 후 간, 비장의 무게 및 혈액 중 면역물질 
IgE 농도 변화는 Table 1과 같다. 생체 영양소 
대사기관인 간, 면역기관인 비장의 무게는 DC와 
비교할 때 김치 추출물 투여군에서 높았으며 
DCJK가 DCCK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혈액 IgE 농도는 DC와 비교할 때 김
치 추출물 투여군에서 낮았으며 DCJK가 DCCK
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0.05). 당뇨 모델동
물의 혈액에서 IgE의 증가는 Th2 사이토카인인 
IL-4에 의해 B림프구로부터 분화하여 염증성 당
뇨병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7,18]. 따라서 
본 연구는 혈액 분석 설정 기준으로 혈청 IgE의 
농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우리의 자료는 혈청 
IgE 수준의 증가가 당뇨 모델동물에서 억제되었
음을 보여주었다. 알록산에 의해 유도된 당뇨병 
마우스에서 IgE의 형성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는 보고는 본 결과를 뒷받침해준다[19]. 
당뇨 모델동물 랫드의 혈청에서 IgE의 생성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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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Jijang-kimchi extracts on tissue weight and blood IgE levels in              

diabetic model rats1     

NC DC DCCK DCJK SEM2 P-value

Liver weight (g/100 g BW) 3.08a 2.07c 2.47b 3.05a 0.026 0.013

Spleen weight (g/100 g BW) 0.22a 0.15c 0.19b 0.22a 0.009 0.001

IgE (ng/mL) 0.95c 1.37a 1.02b 0.91c 0.016 0.005

 1NC: normal control, DC: diabetic control, DCCK: DC plus commercial kimchi extracts,    
DCJK: DC plus Jijang kimchi extracts. 

 2SEM: 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n=5). 
 a,b,c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DCJK가 DCCK에 비해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지장김치의 섭취가 B 림프구에서 분화하는 
IgE의 감소에 영향을 주어 당뇨병 예방에 기여하
는 것으로 볼 수 있다[18]. 본 결과로부터 당뇨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의 섭취가 세포조직의 발
육을 튼튼하게 해주어 영양대사 및 면역능력을 
크게 개선하여 줌으로써 당뇨병 예방 효과를 갖
는다는 점을 발견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김치, 특
히, 지장김치에 함유된 유산균, 식이섬유, 
phytochemicals, 식이유황 등 생체활성 물질의 
상승효과로 볼 수 있다[8,20]. 따라서 지장김치의 
섭취가 염증과 관련한 당뇨병의 예방에 크게 도
움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3.3. 실험1: 혈당, 인슐린, 혈액 지질, ALT, AST

  당뇨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 추출물을 경구투
여한 후 혈당, 인슐린, 혈액 지질 프로파일 농도
의 변화는 Table 2와 같다. 혈당은 DC와 비교할 
때 김치 추출물 투여군에서 감소하였으며 DCJK
가 DCCK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0.05). 혈
액 인슐린 농도는 DC와 비교할 때 김치 추출물 
투여군에서 증가하였으며 DCJK가 DCCK에 비
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결과는 당뇨 모델
동물에서 지장김치의 섭취가 혈당을 낮추고 인슐
린 분비를 개선하여 줌으로써 당뇨병 예방 효과
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 지장
김치 추출물의 투여군에서 혈액 인슐린 농도가 
증가하는 것은 췌장 β-세포의 인슐린 분비 기능
을 유지해주기 때문으로 본다. 이는 김치, 특히, 
지장김치의 생체활성 물질인 유산균, 식이섬유, 
phytochemicals, 식이유황 등의 상호작용에 의한 

협력효과로 볼 수 있다[8,20,21].  
  당뇨 모델동물에서 혈액 중성지방, 총콜레스테
롤, LDL-C, ALT 및 AST 수준은 혈당은 DC와 
비교할 때 김치 추출물 투여군에서 감소하였으며 
DCJK가 DCCK에 비해 유의하게 낮았다 
(P<0.05). 혈액 HDL-C 수준은 DC와 비교할 때 
김치 추출물 투여군에서 증가하였으며 DCJK가 
DCCK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P<0.05). 결과
는 당뇨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의 섭취가 혈액 
지질프로파일, ALT, AST를 낮추어 지질대사 및 
간 기능을 유지해줌으로써 당뇨병으로 인한 대사
성 질환 예방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점
을 확인하였다. 지장김치 추출물의 투여군에서 혈
액 지질 프로파일, ALT, AST 수준이 낮아진 이
유는 유산균, 식이섬유, phytochemicals, 식이유
황 등 지장김치가 지니고 있는 생체활성 물질의 
상승효과로 나타났을 것이다[8,21,22]. 지장김치
의 부재료인 쪽파, 청각에 함유된 식이섬유, 식이
유황, 대봉감의 gallic acid와 페놀성 화합물, 육
수로 사용한 구찌뽕나무의 가바, 루틴, 상황버섯
과 차가버섯의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혈액지질 대사 개선, 제2형 당뇨병 예방효능을 
갖는 것으로 알려졌다[8,9,23]. 

3.4. 실험2: ALT, AST, 빌리루빈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 추출
물을 경구투여한 후 혈액 ALT, AST, 빌리루빈의 
농도 변화는 Table 3과 같다. 혈액 ALT, AST, 
빌리루빈은 ACCK가 NC, ACJK와 비교할 때 유
의하게 높았으나 (P<0.05) NC와 사이의 차이는 
없었다. ACCK에서 알코올 투여로 증가된 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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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Jijang-kimchi extracts on blood glucose, insulin, lipid profiles, ALT           

and AST levels in diabetic model rats1                                     (mg/dL)

Item2 NC DC DCCK DCJK SEM3 P-value

Glucose 152.7c 473.7a 196.3b 157.3c 6.307 0.012

Insulin 8.12a 3.52c 7.57b 8.38a 0.2015 0.017

Triglyceride 93.51c 205.2a 95.02b 94.21b 3.576 0.037

TC 75.16d 155.6a 108.4b 103.3c 2.801 0.028

LDL-C 17.01d 53.02a 35.32b 28.01c 1.082 0.033

HDL-C 40.82a 15.02c 35.62b 41.05a 0.865 0.032

Glucose 152.7c 473.7a 196.3b 157.3c 6.307 0.012

ALT (IU/L) 38.55d 55.10a 50.02b 48.22c 1.206 0.026

AST (IU/L) 77.51d 150.2a 135.7b 126.3c 3.012 0.033
1NC: normal control, DC: diabetic control, DCCK: DC plus commercial  kimchi extracts,   
DCJK: DC plus Jijang kimchi extracts. 

2TC: total cholesterol, L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3SEM: 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n=5). 
a,b,c,d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Effect of Jijang-Kimchi extracts on blood ALT, AST and bilirubin concentration in 
alcoholic liver damage model rats1                                          (mg/dL) 

Item2 NC AC ACCK ACJK SEM3 P-value

ALT (IU/L) 124.5c 230.2a 146.3b 125.3c 4.145 0.037

AST (IU/L) 38.41c 77.4a 45.06b 39.07c 1.647 0.015

Bilirubin (mg/dL) 0.29c 0.74a 0.55b 0.37c 0.018 0.010
1NC: normal control, AC: alcohol group, ACCK: AC plus commercial kimchi extracts,      
ACJK: AC plus Jijang kimchi extracts. 

2ALT: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aspartate aminotransferase. 
3SEM: standard error of mean values (n=5). 
a,b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ST, 빌리루빈의 활성으로 볼 때 알코올성 간 
손상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ACJK에서 낮은 활
성을 보인 점은 알코올성 간 손상에 대해 보호받
은 것으로 볼 수 있다. 결과로부터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의 섭취가 ALT, 
AST, 빌리루빈 농도를 낮추어 줌으로써 간의 정
상적인 기능을 유지해주고 알코올로 인한 간 손
상 보호효과를 갖는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지장
김치 추출물의 투여군에서 혈액 간 기능 효소 수

준이 정상적으로 유지되는 점은 김치, 특히, 지장
김치에 함유된 유산균, 식이섬유, phytochemicals, 
식이유황 등 생체활성 물질의 시너지 효과로 볼 
수 있다[8,21]. 과다한 음주는 간 조직의 섬유화
에 의한 세포막의 구조 및 기능의 변화로 간 손
상이 진행되면서 혈액 중 알코올, acetaldehyde, 
ALT, AST 수준이 증가하게 된다[24]. ALT, 
AST는 간세포에서 중요한 대사효소로써 정상적
인 경우 혈액에서 낮은 수준으로 유지된다. 간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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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icroscopic findings of liver cell after oral administration of Jijang kimchi extracts in 
alcoholic liver injury model rats. 

        NC: normal control, AC: alcohol group, ACCK: AC plus commercial kimchi extracts, 
        ACJK: AC plus Jijang kimchi extracts. CV: central vein, H: hepatocyte sac, S: 

sinusoids, N: nucleus. 

포 및 미토콘드리아와 같은 소기관의 구조적 완
전성이 손상되면 ALT, AST와 같은 가용성 효소
가 혈액으로 방출된다. 따라서 ALT, AST는 간 
손상을 진단하기 위한 최적의 바이오마커로 알려
졌다[25]. 간세포가 형태학적 손상이 나타나면 단
백질 합성이 떨어지고 간세포내의 수송 및 방출
에 변화가 나타나고 간세포에서 혈류 중으로 효
소의 누출이 생기게 된다. 이 효소 중 특히 아미
노산 대사에 관여하는 transaminase (ALT, AST)
는 아미노산과 케토산 사이에 암모니아의 전이를 
촉매하는 가장 중요한 간 효소로 실험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다[26]. 알코올은 간에서 alcohol 
dehydrogenase (ADH), 알코올 탈수소효소의 촉
매로 인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산화되고 aldehyde 
dehydrogenase (ALDH)의 촉매 반응으로 초산과 

수소로 대사가 진행된다. 숙취의 원인인 아세트알
데하이드는 간의 마이크로솜에서 시스테인과 글
루타치온 같은 함유황 물질과 높은 친화력으로 
혈장막의 지질성분의 변화를 일으켜 지방간 또는 
간괴사 등의 간 손상을 초래한다[27]. 저자는 알
코올 섭취 후 분해효소 및 혈액 내 알코올 함량
을 측정하지 않았으며 앞으로 이와 관련한 추가
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3.4. 실험2: 간 조직의  광학현미경 관찰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에서 지장김치 추
출물을 경구투여한 후 간 조직의 광학현미경 관
찰 결과는 Fig. 1과 같다. 간 조직의 임상병리학
적 소견에서 정상적인 동물, NC의 간은 무수히 
많은 소엽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심정맥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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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둥근 형태로 관찰되었다. 간 세포판은 중심정
맥으로부터 방사형의 간세포 삭과 동양모세혈관
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다 (Fig. 1의 CON). 알
코올을 섭취한 동물의 간세포는 심각한 내피세포 
손상으로 간 섬유화가 관찰되었으며 고유한 간 
소엽의 중심정맥 주변으로 간세포의 일부가 팽윤
됨으로써 간 소엽의 가장 자리를 향하여 방사형 
배열을 보여야 하는 간세포 배열이 심하게 흐트
러졌음을 관찰하였다 (Fig. 1의 AC) [15,28]. 그
러나 이러한 간세포의 손상 정도는 김치추출물을 
투여하였을 때 회복되는 속도가 우수하였다 (Fig. 
1의 ACCK). 특히, 지장김치추출물을 경구투여 
한 ACJK는 일반김치추출물을 경구투여 한 
ACCK와 비교할 때 회복 속도가 매우 높은 것으
로 나타나서 CON과 비슷한 간세포 모습을 나타
냈다 (Fig. 1의 ACJK). 알코올 섭취로 인한 실험
동물의 혈액 중 ALT, AST, 빌리루빈이 증가한 
점은 (Table 3) 바로 간 조직의 광학현미경 관찰
로써 나타난 임상병리학적 소견을 지지해준다
[29]. 본 결과로부터 우리는 지장김치의 섭취가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에서 간세포의 발육을 
유지함 (Table 1)과 동시에 간 손상 보호효과를 
갖는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4. 결 론

  본 연구는 스트렙토조토신에 의해 유도한 당뇨
병, 알코올성 간 손상 모델동물 랫드에서 지장김
치 추출물의 경구투여가 혈액 지질 감소, 당뇨병 
및 알코올성 간 손상 예방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
하였다. 실험1은 당뇨병 모델동물을 이용하여 
NC (정상 대조군), DC (당뇨 대조군), DCCK 
(DC+일반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 DCJK (DC+
지장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 실험2는 알코올성 
간 질환 모델동물을 이용하여 NC (정상 대조군), 
AC (알코올 대조군, 소주 1병), CK (일일 소주 
1병+일반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 JK (일일 소
주 1병+지장김치 추출물 경구투여군)로 구분하였
다. 실험1에서 혈액 IgE, 혈당은 DC와 비교할 때 
김치추출물 투여군에서 감소하였으며 DCJK가 
DCCK에 비해 낮았으나, 인슐린 농도는 그 반대
로 나타났다. 혈액 지질프로파일, ALT 및 AST 
수준은 DC와 비교할 때 김치추출물 투여군에서 
감소하였으며 DCJK가 DCCK에 비해 낮았으나 
혈액 HDL-C 수준은 이와 반대였다. 실험2에서 

혈액 ALT, AST, 빌리루빈은 AC > ACCK > 
ACJK, NC 순서로 높았다. 간 조직은 알코올 투
여군에서 심각한 손상을 나타냈으나 ACJK는 
ACCK에 비해 알코올성 간 손상 보호효과가 우
수하였다. 결론적으로, 지장김치는 인간의 건강을 
위한 기능성 식품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향후 지장김치의 전임상 생체활성 정보를 
토대로 사람에 대한 임상실험 및 실제로 담근 김
치의 성분분석 등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여 얻어
진 정보가 그 소비를 더욱 증가시킬 수 있을 것
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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