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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5주 동안 옻나무 추출액 섭취가 체중과 혈중 지질 성분, 항산화 능력 및 GOT, GPT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하였다. 4주된 ICR mouse 27마리를 대상으로 CON군, HALF군(50%)과 MAX군(100%)으로 나누어 5주간 옻나무

추출액을 섭취시켰다. 각 집단의 체중 증가는 MAX군이 CON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게 나타났다(p<.05).

혈장 TG에서는 HALF군과 MAX군이 CON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났으며(p<.05), FFA 농도는

MAX군이 CON군과 HALF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p<.05). 혈중 글루코스와 GOT와 GPT

수치에서는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또한 간의 SOD가 CON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

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볼 때 100 %의 옻나무 추출액 섭취는 체중의 감소와 혈중 지질성분

변화 및 항산화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Abstract: We investigated the effect of Rhus verniciflua Stokes (RVS) ingestion on plasma lipids, antioxidant

defense and GOT, GPT for 5 weeks. 27 ICR mice were used as the subject that was divided into CON group

(water ingestion), HALF group (RVS 50% ingestion), and MAX group (RVS 100% ingestion), respectively.

Body weight in MAX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CON group (p<.05). A plasma of TG in both RVS group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CON group (p<.05). Concentration of FFA in MAX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HALF and CON group (p<.05). Blood glucose, GOT, and GPT have not significance among them. Liver SOD

was significantly increased in MAX compared to the CON (p<.05). In conclusion, 100% of RVS ingestion has

the effect of lowering body weight, decreasing plasma lipids, and increasing antioxidant defense in mouse.

Key words : Rhus verniciflua, blood lipid, GOT, GPT, mouse.

서 론

식물로부터 추출된 생리활성 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

해지면서 예전부터 약용으로, 가구의 장식과 보존을 위

해 도료 또는 방부제로 사용되어 온 옻나무에 대한 다양

한 생리적 활성과 약리학적 효능에 대한 연구들이 이루

어지고 있다(김인원 등, 1999a, 1999b; 유근영 등, 2007;

임계택과 심재환, 1997; 임계택과 이정채, 1999; 최원식

등, 2002; 최창순과 한동운, 2005a, 2005b). 천연물질을

이용하는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이유는 합성

물질인 경우 체내에 흡수물질의 일부가 독성 혹은 발암

성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사용량을 법적으로 엄격

히 규제하고 있기 때문이다(정창호와 심기환, 2002).

옻나무(Rhus verniciflua Stokes : RVS)는 옻나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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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cardiaceae)에 속하는 낙엽 활엽 소교목으로 한방에

서 옻나무는 위장의 소화와 간의 어혈, 심장의 정혈 기능

을 돕고, 각종 부인병과 항암 효과가 탁월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나천수 등, 2005), 구충효과가 있고, 복통, 통

경, 변비, 빈혈 등의 치료에 약재로 사용된다. 또한 전통

적인 민속도료, 닭과 함께 보신용으로 사용되어 왔으며,

최근에는 항균성 폴리우레탄 제조 원료 등 신소재로서 연

구되고 있다(유근영 등, 2007).

옻나무의 주요 유효성분은 수피에 존재하는 urushiol로

강력한 항암작용 및 항산화작용 뿐만 아니라 AIDS환자

에서의 면역증강작용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러나 urushiol은 단백질과 비 특이적인 결합 및 피부에 대

한 격심한 알레르기를 일으키므로 대중화를 위한 의약품

개발에 큰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박희준 등, 2000). 이에

반하여 옻의 목질부에는 알레르기 작용을 전혀 유발하지

않고 다양한 약리작용을 나타내는 flavonoid가 주로 존재

하는데 이러한 옻나무의 플라보노이드는 gallic acid,

butin, butein, sulferin의 물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김인

원 등, 1999b), 항산화 작용(김인원 등, 1999a, 1999b; 박

희준 등 2000), 암세포들의 세포사멸 유도에 의한 암세포

증식저해(Jang et al., 2005; Kim et al., 2006), 생식증력

의 향상(나천수 등, 2005), 항염증(Jung et al., 2007) 등

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옻나무와 관련된 이전의 연구를 보면 옻나무의 에탄올

추출물을 쥐 뇌세포에 적용한 결과 강한 항산화활성을 나

타내었는데 에탄올 추출물 273 μg/mL은 1 μg/mL

catalase에 상응하는 항산화력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임계택과 심재한, 1997), 물과 에탄올로 추출한 옻 추

출물에서 모두 ascorbic acid의 항산화 작용과 유사한 작

용을 한다고 보고하고 있다(임계택과 이정채, 1999). 그

리고 옻나무 추출액(Rhus-II)에 대한 안정성에 대한 연구

에서는 피부 알러지성 자극과 유전독성학적으로도 안전

하다고 보고하고 있다(최창순과 한동운, 2005a, 2005b).

또한 옻나무의 플라보노이드는 지방산화와 암세포 성장

을 유효하게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며(Lee et al., 2001),

옻나무의 비만억제에 대한 연구에서는 옻나무 추출물 섭

취가 비만 동물 모델의 체중과 지방조직 및 중성지방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조혈기능과 면역기능을 항진시

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전원경 등, 2003). 

현재 옻나무 추출물의 생리학적 활성물질에 대한 연구

가 계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옻나무의 urushiol에

의한 독성으로 인하여 간기능 저하가 유발될 수 있다고

생각되며, 현재 시판되고 있는 대부분의 제품들은 추출

물 100%의 농도로서 간독성에 미치는 영향과 관련된 자

료는 제시되고 있지 않다. 또한 옻나무 추출물의 섭취량

을 다르게 하였을 때 혈중 지질 성분에 미치는 영향에 대

한 연구는 아직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옻나무 추출액 섭취량을 다르게 하였을 때 혈중 지질성

분과 항산화 능력 및 간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

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사육방법

본 연구에서는 체중이 23-26g 되는 생후 4주령의 수컷

ICR mouse 27마리를 대상으로 하였다. 사육실 내부환경

은 23-25oC, 상대습도는 60% 내외를 유지시키고, 08:00

에서 20:00까지 12시간 간격으로 명암주기를 유지, 개별

사육하였다. 1주 동안은 환경을 적응시키고, 4주령이 되

었을 때 난괴법(randomized block design)에 의해 3개의

집단으로 나누었다. 집단의 구분은 대조군(CON), 옻나무

추출액 50% 식이군(HALF), 옻나무 추출액 100% 식이군

(MAX)으로 구분하였다.

2. 옻나무 추출액 조제

본 실험에 사용한 옻나무 추출액은 정남철(1998)의 방

법에 의해 만들어진 100% 참옻나무 추출액을 사용하였다.

3. 체중측정과 섭취방법

체중은 1주 예비사육 이후에 1주일마다 일정시간에 1

회씩 측정하였다. 예비사육기간 동안 물과 사료는 자유

섭취토록 하고, 실험기간 동안에는 CON군은 물을 공급

하였으며, HALF군은 RVS를 물에 50%의 농도로 희석하

였으며, MAX군은 RVS 100%를 섭취토록 하였다. 물과

옻나무 추출액은 각각 물통에 공급하여 자유섭취토록 하

였으며, 섭취 잔량이 절반이하가 되었을 때 다시 공급하

여 부족함이 없도록 하였다. 전체 실험기간 동안 공급될

식이는 일반 시판용 사료(삼양사, 대한민국)를 자유섭취

토록 하였다.

4. 샘플 채취 및 채혈방법

12시간 절식시킨 후 에테르를 이용하여 마취한 후 개

복하여 복대동맥에서 채혈하여,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 후 분석 시까지 -70oC 초저냉동고에 보관하였

다. 혈액을 채취한 후 즉시 간을 적출하여 액체질소에 냉

동시킨 후 -70oC 초저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그 후 부고환

지방조직과 신장 후 복막하 지방조직을 적출하여 무게를

정량하였다.

5. 분석항목 및 방법

체내 지방은 부고환 지방과 신장후 복막하 지방의 함

량을 측정하였고, 혈중 글루코스 농도는 혈액자동분석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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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I 2300 plus, Yellow Springs Institute Co., USA)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지방분해 정도를 분석하기 위한 유

리지방산(free fatty acids: FFA)은 유리지방산 분석

kit(EIKEN, Japan)를 사용하였으며, 중성지방(triglyceride:

TG)은 효소법을 이용한 분석 kit(Horizon, USA)를 사용

하였다. 혈장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농도를 측정하기 위

해 Beckman coulter사의 시약 및 생화학분석기(CX-4,

Beckman coulter,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간의 SOD와 MDA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전처리 과

정으로서 일정량의 조직을 무게를 정량한 뒤 0.25 M

sucrose, 0.5 mM EDTA, 5 mM HEPES 용액으로 10%

희석하여 초고속원심분리기에서 10,000 rpm으로 2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 2.0 mL를 채취하여 MDA

(malondialdehyde)를 분석에 사용하였으며, 남은 용액을

다시 12,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 1 mL

에 ethanol 0.25 mL, chloroform 0.15 mL를 혼합하여 1

분간 혼합한 후 다시 12,000 rpm으로 30분간 원심분리하

여 상층액 1.0 mL를 채취하여 SOD(superoxide dismutase)

활성도를 측정에 사용하였다. SOD 활성도 측정은

Marklund and Marklund(1974)의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50 mM Tris(hydroxymethyl)-amino-methan에 10 mM

EDTA와 1 N HCL을 혼합한 Tris EDTA HCL buffer

(pH 8.5)에 시료 0.1 mL를 혼합한 뒤 pyrogallol solution

0.1 mL를 첨가하여 25oC 수조에서 10분간 반응시킨 다

음 1 N HCL 용액 0.05 mL을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파장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효소활성을 산출하

였다. MDA 함량 측정은 Satoh(1978)의 방법으로 분석하

였다. 샘플 0.5 mL에 10% TCA 용액 2.5 mL를 넣고

혼합한 뒤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3,5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제거하였다. 침전부에 0.05

M H
2
SO

4
 2.5 mL를 혼합하고 TBA 3 mL를 혼합하였다.

이것을 중탕기에 95oC로 30분간 가열한 뒤 냉수에 담궈

온도를 낮춘 후 n-butanol : pyridine(15 : 1 V/V)용액 3

mL를 혼합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상

층액을 채취하여 분광도계를 사용하여 파장 53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모든 샘플의 단백질량은 bovine

serum albumin을 사용하여 각 효소의 단백질 정량은

Lowry(1951)의 방법으로 계산식에 의해 최종 SOD와

MDA 함량을 계산하였다.

6. 자료처리방법 

본 실험의 결과는 통계 프로그램 SPSS 12.0K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으며, 모든 자료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

기하였다. 각 집단 간 평균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고, 사후검정은

Least Significant Difference를 적용하였다. 모든 차의 유

의수준은 p<.05로 설정하였다.

결 과

1. 체중의 변화

5주간의 각 집단의 체중 변화는 5주간의 100% 옻추출

액을 음용한 MAX군이 CON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p<.05). 

2. 체지방의 변화

5주간 옻나무 추출액을 섭취하였을 경우 나타난 각 집

단의 부고환 지방과 신장후 복막하 지방의 함량은 세 집

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3. 혈액성분의 변화

각 집단의 혈액성분 분석결과, 혈장 TG는 HALF군과

MAX군이 CON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낮은 것으

Figure 1. Changes of body weight. Bars are mean±SE.
CON: water ingested group; HALF: ingested 50% of RVS
group; MAX: ingested 100% of RVS group. 

Table 1. The change of fat weight.

Site CON HALF MAX

Epididymal fat weight (g) 0.47±0.04 0.44±0.05 0.34±0.03

Retroperitoneal fat weight (g) 0.18±0.02 0.14±0.02 0.12±0.02

Values are mean ± SE. CON: water ingested group; HALF:
ingested 50% of RVS group; MAX: ingested 100% of RVS group. 

Table 2. The change of blood components.

Items CON HALF MAX

TG (mg/dL)  110.43±12.20  078.00±6.22a 070.56±5.01a

FFA(mg/dL)  693.71±71.16  699.56±61.11 922.22±79.34a

Glucose (mg/dL)  212.29±6.50  195.22±5.72 187.11±9.30

Values are mean ± SE. CON: water ingested group; HALF:
ingested 50% of RVS group; MAX: ingested 100% of RVS group;
TG: triglyceride; FFA: free fatty acids. ap<.05 vs CON, respec-
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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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나타났다(p<.05). 또한 FFA 농도는 MAX군이 CON군

과 HALF군보다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

났다(p<.05). 혈중 글루코스는 세 집단 간 통계적으로 유

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4. 간독성의 변화

간독성 수치로서 GOT와 GPT 수치를 측정한 결과, 각

집단 간의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5. 항산화방어능의 변화

간의 항산화능과 지질과산화를 분석한 결과, SOD의 경

우, MAX와 CON간에 통계적인 유의차가 나타났으며,

MDA는 각 집단 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고 찰

고지혈증이 발생한 경우 혈중지질 수치 억제를 위해 발

견된 여러 가지 약물 중에서도 붉은 곰팡이에서 분리된

statin으로 알려진 HMG-CoA reductase 저해제가 많이 사

용되고 있으나, 합성물질인 경우에 인체의 간 비대, 체내

흡수물질의 독성화 및 발암 가능성 등의 부작용으로 인

해 천연물질로부터 부작용이 없는 기능성 물질 발견에 대

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송진욱 등, 2008). 

옻나무는 중국, 일본 등 동북아시아에서 많이 자라는

낙엽활엽수교목이며 옻 또는 건칠이라 하여 공업용과 약

용에 쓰이고, 특히 한방과 민간에서 약재와 식품으로 이

용되어 왔다(김태정, 1996). 옻나무 추출물에 대한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에서 옻나무에서 분리된 물질들에 대한

항균 작용(Lee et al., 2000), flavonoid 성분과 수액의

urushiol 성분에 대한 항산화작용(김인원 등, 1999a,

1999b; 박희준 등, 20000), 항암작용(Hong et al., 2000)이

보고되었다. 그러나 혈중 지질성분과 관련된 연구는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에 본 연구는 ICR mouse를 이용

하여 옻나무 추출액 섭취가 혈중 지질성분과 항산화 능력

및 GOT, GPT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분석하였다.

옻나무 추출물의 섭취와 혈중 지질 성분 변화에 대하

여 차재영과 조영수(2000b)는 옻나무 추출물을 2주간 섭

취한 결과 체중 증가량, 식이 섭취량, 간 중량, 간 지질농

도 및 혈철 총 콜레스테롤과 인지질 농도에는 유의한 차

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나 옻나무 추출물군에서 혈청 중성

지방과 혈청 HDL-콜레스테롤 농도가 각각 유의하게 감

소 및 증가하였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전원경 등(2003)은

고지방식이로 비만을 유도한 쥐에게 옻나무 추출물을 경

구 투여한 결과 체중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지방조직 및

중성지방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Oh et al.(2006)은 Triton WR-1339로 유도된 고지혈증

mice에게 옻나무의 당단백질(100 mg/kg)을 2주간 섭취시

킨 결과 옻나무 추출군에서 혈청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

지방이 유의하게 감소되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 결

과에서도 5주간의 옻나무 추출액 섭취에 의해 체중, 혈중

중성지방의 감소와 유리지방산의 변화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

다. 이는 지질대사에 영향을 미치는 phenol계 화합물과

당단백질의 영향으로 중성지방이 감소되고 유리지방산

의 증가로 지방의 에너지 사용을 증가시켜 체중 증가의

감소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실제로 페놀계

화합물은 고지혈증이 유도된 쥐의 혈중 총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감소를 가져왔고 총 콜레스테롤 중의 HDL-

콜레스테롤이 차지하는 비율을 증가시켰으며, 혈중 lipase

를 활성화시켜 체내 지방성분의 말초조직으로의 이행을

억제시키고 지방분해를 촉진시키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고 보고하였다(김선여 등, 1998). 또한 페놀계 화합물은

식이성 고지혈증에 의한 총 콜레스테롤 농도 및 VLDL+

LDL-콜레스테롤 농도의 증가를 억제시켰고, 유리지방산

농도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차재영과 조영

수, 2000a). 따라서 옻나무 추출액 중 플라보노이드 섭취

가 체중의 감소, 혈중 지질성분의 긍정적인 변화로 지질

대사와 비만 억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

지므로 추후 옻나무 추출물의 flavonoids계 성분과 당단

백질이 지질 대사에 관련된 더 많은 연구들을 통해 대사

증후군 관련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섭취량의 차이에 있어서는 HALF군와 MAX군 모

두 중성지방의 감소가 나타났으나, 유리지방산의 경우에

는 MAX군에서만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는 것은 추출

물을 그대로 섭취하는 것이 저장지방 분해에 효과적일 것

으로 사료된다. 실제로 <Table 2>에서 나타난 부고환지

Table 3. The change of GOT and GPT.

Items CON HALF MAX

GOT(IU/L) 81.00±5.20 81.00±4.58 71.33±3.90

GPT(IU/L) 40.71±4.21 36.89±3.03 37.22±2.67

Values are mean ± SE. CON: water ingested group; HALF:
ingested 50% of RVS group; MAX: ingested 100% of RVS group;
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Table 4. The change of liver SOD and MDA.

Items CON HALF MAX

SOD
(unit/mg protein/min) 9.83±0.36 11.35±1.12 14.15±0.90a

MDA
(nmol/mg protein) 0.08±0.01 00.11±0.03 00.12±0.05

Values are mean±SE. CON: water ingested group; HALF:
ingested 50% of RVS group; MAX: ingested 100% of RVS
group; SOD: superoxide dismutase; MDA: malondialde-
hyde. ap<.05 vs CON,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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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과 신장주위 지방량을 볼 때,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MAX군에서 가장 낮은 결과가 나타나 저장지방 분해에

효과가 있을 것이라는 가정을 가능하게 한다고 생각된다.

또한 이로 인한 MAX군의 체중 감소는 혈중 지질 개선

뿐만 아니라 대사증후군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만의 해

소에도 관련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옻나무의 생리활성 물질들의 항산화 효과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는데(김인원 등, 1999a, 1999b;

안은미 등, 2007; 임계택과 이정채, 1999; 정남철, 1998;

최원식 등, 2002; Lee and Lim, 2000; Lim et al., 2001;

Oh et al., 2006), 정남철(1998)은 옻나무의 수피 추출물

에서는 urushiol과 flavonoids 성분이 함께 존재하지만 목

재부의 추출물에서는 flavonoids 성분만이 발견되어 약용,

식용으로 이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고 있으며, Jung et

al.(2006)은 80% 에탄올로 정제된 옻나무 추출물은

55.5%의 페놀계 화합물과 5.9%의 flavonoids를 함유하고

있었으며, H
2
O

2
로 유도된 세포내의 ROS 형성을 감소시

켰고 H
2
O

2
로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의 독성을 억

제시켰다고 보고하였다. 임계택과 심채환(1997)은 옻나

무 추출물을 쥐 뇌세포에 적용한 결과, chloroform이나 n-

hexane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가장 강한 항산화활성을 나

타내었는데 에탄올 추출물 273 μg/mL은 1 μg/mL

catalase에 상응하는 항산화력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으

며, 임계택과 이정채(1999)는 물과 에탄올로 추출한 옻

추출물에서 모두 ascorbic acid의 항산화 작용과 유사한

작용을 하며 이 효과의 주요 성분은 laccase로서 이는

oxygen free radical에 대한 강력한 scavenger로써 작용함

으로써 질병의 예방효과를 나타내며, 실험적으로 유발한

마우스의 종양 성장 억제에도 효과를 갖는다고 보고하고

있다. 또한 옻나무의 flavonoid는 지방산화와 암세포 성

장을 유효하게 억제시키는 작용을 하며(Lee et al., 2001),

박희준 등(2002)은 간섬유화를 유발한 흰쥐에 옻나무의

fustin과 sulfuretin을 투여한 결과, 간섬유화 유도시 증가

된 지질과산화의 생성이 저해되고 superoxide dismutase,

glutathione 및 catalase의 감소가 조절되었다고 보고하여

간기능 개선과 항산화 및 항섬유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차재영과 조영수(2000)는 옻나무 메탄올

추출물은 microsomes 지질 과산화를 현저하게 억제시켰

으며, 또한 이러한 효과는 농도 의존적으로 강한 항산화

활성을 보였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5주간의 옻나무 추출

액 섭취에 의해 간의 SOD 증가에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

으로 나타나 선행연구의 결과와 일치하게 나타났다. 또

한 섭취량이 증가할수록 항산화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옻나무의 목질부에 들어있는 flavonoids

성분의 작용으로 보여지며 추후 추출방법에 따른 옻나무

의 flavonoids 성분에 대한 분석들이 이루어진다면 옻나

무 추출액의 다양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되어진다.

옻나무 추출물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과 항암작용 등을

가지나 알러지 등의 부작용으로 그 사용이 크게 제한되

고 있어 안정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다.

옻 추출물에 생약제를 첨가한 옻나무 추출액(Rhus-II)은

urushiol의 활성을 억제하고 HPV-16형의 E6와 E7의 발

암성을 억제하여 HPV에 의해 유도된 자국 경부암의 치

료에 유효할 것으로 보고하였다(조영식 등, 2000). Rhus-

II의 안정성에 대한 연구(최창순과 한동운, 2005a, 2005b)

에서는 피부 알러지성 자극과 유전독성학적으로도 안전

하다고 보고하고 있다. Hong et al. (2000) 등은 옻나무의

urushiol로부터 흰쥐에서 추출된 혈액암 세포와 인체에서

추출된 폐암세포와 위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효과가

뛰어난 MU2라는 성분을 분리하였는데 이 성분은 알러

지를 유발하지 않고 항암 작용 과 강력한 항산화 작용 및

숙취 해소기능을 가진다고 보고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옻나무 추출액에 의한 혈장 내의 간 독성의 유무

를 알아보기 위하여 혈장 GOT와 GPT 수치를 측정한 결

과 세 집단 간에 유의차가 나타나지 않아 옻나무 추출액

에 의한 간 독성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정남철(1998)과 전원경 등(2003)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로 추후 옻나무 추출액의 농도와 독성에 대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져야 음용에 대한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

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옻나무 추출물과 관련된 다양한 기능을 분석하

여 대사증후군관련 및 노화억제 관련 연구 등도 역시 필

요하다고 생각되며, 동시에 식품으로서 다양한 적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4주된 mouse를 대상으로 5주 동안 옻나무 추출액 섭취

가 혈중 지질성분, 항산화 능력, GOT, GPT에 미치는 영

향을 분석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5주간의 옻나무 추출

액 섭취는 체중의 감소와 혈중 지질성분 변화뿐만 아니

라 항산화 활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

타났다. 또한 간독성 역시 나타나지 않았다. 옻나무 추출

물의 주성분인 urushiol은 강력한 항암작용 및 항산화작

용이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면역증강작용을 유발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항산화 활성에 긍정적인 결과를

나타낸 선행연구(박희준 등, 2000)와 면역증강(Miller et

al., 1996)에도 효과가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더 많은 연

구들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옻나무 목질부에

서 분리된 flavonoid는 알레르기 작용을 일으키지 않는

동시에 강력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므로 건강음료, 기능

성 식음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옻나무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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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의 다양한 용도를 활용하기 위한 개발 역시 필요하다

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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