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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삼과 당근 즙액 첨가 참취녹즙이 흰쥐의 청지질에 미치는 향

최애란․성숙경1†

중부대학교 호텔외식산업학과, 1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식공간연출학과 

Effect of Aster scaber Juice supplemented with Carrot and Ginseng 
extracts on Serum Lipid in Rats

Ae-Ran Choi and Suk-Kyung Seung1†

Department of Hotel & Food Service Industry, Joongbu University, Choongnam 312-702, Korea
1
Department of Dining Atmosphere Display, The Graduate School of Tourism & Hospitality, Kyonggi University, 

Seoul 120-702, Korea

Abstract

The effect on serum lipid of green aster juice blended with ginseng and carrot extracts was investigated using 
rats injected with CCl4. The rats were classified with four groups: (i) normal control (NC), (ii) rats fed with the 
blended juice (BA), (iii) rats treated with CCl4 after having been on a normal diet for 4 weeks (NC-CCl4), and 
(iv) rats treated with CCl4 after having been fed the blended juice for 4 weeks (BA-CCl4). All groups had similar 
feed intake. The weight gains and feed efficiency ratio were lower in the NC-CCl4 group. The liver weight per 
body weight was much higher in the NC-CCl4 group than the NC group, but did not differ between the BA-CCl4 
and BA groups. Triglycerides increased only for the NC-CCl4 group (88.72 mg/dL); the other groups had similar 
levels (56.48-65.33 mg/dL). The BA group had the lowest total cholesterol level (74.08 mg/dL) the other groups 
had similar levels (96.78-108.83 mg/dL). HDL-cholesterol was lower in the NC-CCl4 group (40.56 mg/dL) compared 
with the NC group (48.95 mg/dL), but there was no difference between the BA and BA-CCl4 groups. The 
LDL-cholesterol level was higher in the NC-CCl4 group (55.20 mg/dL the highest level) than the NC group (43.33 
mg/dL), and higher in the BA-CCl4 group (50.10 mg/dL) than the BA group (18.09 mg/dL). The lipid peroxide 
content was much higher in the NC-CCl4 group (22.61 nmol/g) than the NC group (12.52 nmol/g), but the BA-CCl4 
(17.41 nmol/g) and BA (13.99 nmol/g) groups were similar. The glutathione content was much lower in the NC-CCl4 
group (2.25 μmol/g) than the NC and BA groups, and decreased to 2.63 μmol/g for the BA-CCl4 group. The 
glutathione content of the BA-CCl4 recovered to the level of that in the NC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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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1)

취나물은 국화과에 속하는 다년생 본으로 60여종이 

알려져 있으며, 참취(Aster scaber), 미역취(Solidago virgaurea 

var. asiatica), 곰취(Ligularia fischeri) 등이 식용으로 이용된

다(1,2). 이  참취는 지방에 따라 나물취, 암취, 향소라 

칭하기도 하며, 한방에서는 동풍채라 하여 액순환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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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독, 진통의 약효가 있어 요통, 두통, 인후염, 타박상 등에 

이용되어져 왔다(3). 최근에는 항산화능, 속 제거  

지방 축  억제 효과(4)  고지 증, 심장순환계 질환의 

치료와 방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5)되고 있다. 

특히, Lee 등(6)은 흰쥐로 행한 동물실험 결과, 참취의 녹즙

분말과 참취의 건분 모두 청의 지질 사 개선  체내 

항산화능 증진 효과가 있었으며, 녹즙분말이 건분에 비해 

더 효과 이었다고 하 다. 

한편, 당근(Daucus carota)은 수분 90~92%, 단백질 0.9%, 

지질 0.2%  당질 6.7%를 함유하며, 당질에는 포도당, 설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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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색의 carotenoids계 색소가 다량 존재하기 때문에(6), 

인삼은 특유의 향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참취녹즙의 진한 

녹색과 강한 풀 냄새를 상쇄시키는 데는 당근과 인삼이 

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당근즙액을 다른 채소즙

액과 혼합할 경우, 당근즙액에 다량 함유된 ascorbate 

oxidase로 인해 비타민 C의 괴가 일어난다는 보고(7,8)가 

있어 보(9)에서는 참취녹즙에 인삼과 당근 즙액을 첨가한 

후 비타민 C의 함량 변화와 아울러 기호도를 조사하 다. 

그 결과 당근즙액을 다른 채소즙액에 첨가하더라도 온에

서 보 할 경우에는 총 비타민 C의 손실은 거의 없다는 

Lee 등(10)의 보고와 동일한 결과를 얻었으며, 참취녹즙 

단독보다는 기호도가 월등히 증가함을 확인하 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보(9)에 이어 참취녹즙의 기능

성에 미치는 당근과 인삼 즙액의 향을 검토코자, 인삼과 

당근 즙액 첨가 참취녹즙을 사염화탄소 투여 흰쥐에게 실험

식이 한 후 흰쥐의 청지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재료  방법

재 료 

참취(Aster scaber)와 당근(Daucus carota)은 무농약 국내

산을, 인삼(Panax ginseng)은 충남 산산 수삼을 농 에서 

각각 구입하여 사용하 다. 

혼합 참취녹즙의 제조

혼합 참취녹즙은 참취, 당근  인삼을 흐르는 물에 수차

례 씻은 후 증류수로 헹군 다음 물기를 제거하고 녹즙기

(New Gold GP-1511, Green Power, Korea)로 착즙하여 보

(9)의 연구결과 종합 기호도가 가장 우수하 던 혼합비율

인 참취녹즙 : 당근즙액 : 인삼즙액 = 66.5 : 28.5 : 5로 

혼합․제조하 다. 제조한 혼합 참취녹즙은 멸균한 라스

틱 용기에 100 g씩 넣어 한 후 deep freezer에 -70℃로 

보 하면서 분석실험  동물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동물  식이 

체 이 80±5 g인 SD계 수컷 흰쥐를 1주간 일반사료와 

물을 공 하면서 응시킨 후 난괴법으로 군당 7마리씩 

나 어 간 손상 없이 일반식이를 공 하는 정상 조군

(NC), 혼합 참취녹즙 투여군(BA), CCl4 투여에 의한 간 손상

과 함께 일반식이를 공 하는 간 손상 조군(NC-CCl4) 

 혼합 참취녹즙 투여군(BA-CCl4)의 4군으로 나 어 4주

간 사육하 다(Table 1). 기본식이는 AIN-76A diet(Teklad, 

USA)를 기 으로(Table 2) 제조하여 4℃에 냉장․보 하면

서 매일 신선한 식이를 공 하 다. 녹즙은 매일 빙냉 하에

서 상기의 비율에 따라 혼합․제조하여 8 mL/kg씩, 조군

인 NC와 CCl4 군에는 동량의 증류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4주간 경구투여 하 다. 사육장은 stainless steel 장을 사용

하 으며 온도  습도는 23±2℃, 60±5%, 명암은 6:00 

AM~6:00 PM으로 dark-light cycle을 유지하 다.  

Table 1. Experimental diet composition

Groups Diet composition

NC Basal diet1)

BA Basal diet + BA2)

NC+CCl4 Basal diet + CCl4
3) (0.5 mL/kg)

BA+CCl4 Basal diet + BA +CCl4 (0.5 mL/kg)

1)
Basal diet: AIN-76 diet composition (Table 2)

2)
BA: Blending aster juice (Aster juice : Carrot juice : Ginseng juice = 66.5 : 28.5  

 : 5), 8 mL/kg body weight/day, per oral)
3)
CCl4: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CCl4 0.5 mL/kg body weight for 2 days 

Table 2. Compositions of basic diets

Ingredients Content (g)  

Corn starch 150

Casein 200

Corn oil 50

Sucrose 500

Cellulose 50

AIN mineral mixture
1) 35

AIN vitamin mixture
2) 10

DL-Methionine 3  

Choline bitartrate 2

Total 1,000
1)AIN mineral mixture (g/kg): calcium lactate 620.0, sodium chloride 74.0, potassium  
 phosphate dibasic 220.0, potassium sulfate 52.0, magnesium oxide 23.0, manganous  
 carbonate 3.3, ferric citrate 6.0, zinc carbonate 1.0, cupric carbonate 0.2,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le nite 0.01, chromium potassium sulfate 0.5, finely powdered  
 to make 1,000 g.
2)
AIN vitamin mixture (mg/kg): thiamin-HCl 600, riboflavin 600, pyridoxine-HCl 700,  

 nicotinic acid 3,000, D-calcium pantothenate 1,600, folic acid 200, D-biotin 20, vitamin  
 B12 2.5, vitamin A 400,000 IU, vitamin D3 100,000 IU, vitamin E 7,500 IU, vitamin  
 K75, finely powdered to make 1,000 g. 

간 손상 유도 

간 손상의 방에 미치는 혼합 참취녹즙의 효과를 검증

코자 실험동물 처치 3일 에 50% CCl4(olive oil과 동량 

혼합액) 1 mL/kg씩을 24시간 간격으로 2회에 걸쳐 복강 

내에 투여하여 성 간 손상을 유도하 다. 

분석시료의 채취 

실험동물은 마지막 CCl4 투여 24시간 후 18시간동안 물

만 주고 식시킨 뒤 ethyl ether 마취 하에서 복부 동맥으

로부터 채 한 다음, 4℃에서 7시간 방치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청을 분리하 으며, 출한 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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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5M sucrose를 가하여 마쇄․균질화한 다음 1,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후 취한 상징액을 다시 10,000×g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분리된 상징액을 cytosol 분획으로 

하 다. 모든 분석시료는 -70℃의 deep freezer에 보 하면

서 각종 분석실험의 시료로 하 다.

청의 지질 함량 분석

청 성지질, 총 콜 스테롤, HDL-콜 스테롤의 함량

은 kit 시약(AM 157S-K, AM 202-K, AM 203-K, Asanpharm 

Co, Korea)으로 측정하 다. 즉, 성지질은 청 0.02 mL

에 효소용액 3.0 mL씩을 가하여 37℃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550 nm에서의 흡 도를 측정하여, 총 콜 스테롤은 

성지질의 경우와 동일한 용량비로 37℃에서 5분간 반응시

키고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계산식{mg/dL = (표

용액의 흡 도/검액의 흡 도) x 300}에 의하여 함량을 구

하 다. HDL-콜 스테롤은 청 0.1 mL에 효소용액 3.0 

mL을 가하여 37℃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 계산식{mg/dL = (표 용액의 흡 도/검체용액

의 흡 도) x 100}에 의하여, LDL-콜 스테롤은 계산식{총

콜 스테롤 - (HDL-콜 스테롤량 + 성지질/5)}에 의하여 

함량을 산출하 다. 

간 조직의 lipid peroxide(LPO) 함량 측정

Satho 등(11)의 방법에 해 간 조직 마쇄액 일정량에 

thiobarbituric acid(TBA) 용액을 가해 boiling water bath 내

에서 15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냉각시켜 n-butanol을 가하고 

혼합하여 n-butanol 층으로 이행되는 홍색의 TBA-reactive 

substance를 532 nm에서 흡 도를 읽고 분자흡 계수(ε

=1.5×105 M-1cm-1)를 이용하여 그 함량을 산출하 다. LPO

의 함량은 간 조직 nmole/g로 나타내었다. 

간 조직의 glutathione

Ellman(12)의 방법에 해 간 조직 쇄 균질액 일정량에 

4% sulfosalicylic acid를 가해 제단백한 다음 원심분리한 

상징액 일정량에 2-nitrobenzoic acid를 가해 생성되는 

thiophenol의 흡 도를 412 nm에서 측정한 다음 표 검량

선에 의해 산출하 다. 환원형 glutathione의 함량은 간 조직  

μmole/g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평균치와 표 편차로 나타내었으며, 통

계처리는 SPSS(Statistical Package Social Science, Version 

12.0)을 이용하여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여 

p<0.05 수 에서 시료간의 유의성을 검증하 다. 

결과  고찰

식이섭취량, 체 증가량  식이효율

당근즙과 인삼즙을 첨가한 혼합 참취녹즙을 4주간 식이

한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흰쥐의 체 증가량, 식이섭취

량  식이효율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식이섭취

량은 모든 처리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체 증가량과 식이

효율은 사염화탄소 조군인 NC-CCl4군만 크게 감소하

으며, 다른 처리군들은 처리에 따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

다. 혼합 참취녹즙 식이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BA-CCl4

군의 체 증가량과 식이효율은 혼합 참취녹즙만 식이한 

BA군과는 유의 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으며, NC-CCl4

군에 비해서는 유의 으로 증가하여 성 간 손상을 방하

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었다. 그러나 정상식이군인 

NC군과 혼합 참취녹즙 식이군인 BA군과는 체 증가량과 

식이효율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는데, 이러한 연구결과

는 Lee 등(6)도 취나물 녹즙 식이 후 흰쥐의 성장을 찰한 

결과 체 증가량과 식이효율 모두 조군과 비슷하게 나타

나 취나물 녹즙이 실험동물 성장에는 큰 향을 미치지 

않았다고 보고한 바 있다.

Table 3. Weight gain, feed intakes, FER in rats treated with CCl4 
and green vegetable juice blending with ginseng and carrot after 
4 weeks

Groups Feed intakes
(g/day)

Weight gains 
(g/day) FER1)

NC 19.90±1.97a2) 6.57±0.32a 0.33±0.04a

BA3) 22.42±3.41a 6.99±0.98a 0.31±0.01a

NC-CCl4 21.81±2.60a 5.09±0.30b 0.23±0.01b

BA-CCl4 20.73±0.84a 6.15±0.43a 0.30±0.02a

1)
Weight gain/Feed intakes/day

2)
Values are mean±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3)BA: Blending Aster juice (Aster juice : Carrot juice : Ginseng juice = 66.5 : 28.5  
 : 5), 8 mL/kg body weight/day, per oral.

간과 신장의 량 

체  당 간  신장의 량비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정상식이 4주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NC-CCl4

군의 간의 량비는 4.43으로서 정상식이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하지 않은 NC군의 3.85에 비해 크게 증가하 다. 그러

나 혼합 참취녹즙을 4주간 식이한 다음 사염화탄소를 투여

한 BA-CCl4군의 간의 량비는 혼합 참취녹즙을 4주간 식

이하고 사염화탄소를 투여하지 않은 BA군과 유의 인 차

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 혼합 참취녹즙이 사염화탄소에 

의해서 유발되는 성 간 손상을 방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편, 신장에 미치는 혼합 참취녹즙의 

향도 간에서와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NC-CCl4군

의 신장 량비는 NC군에 비해 크게 증가하 으나, 

BA-CCl4군의 신장 량비는 NC-CCl4군에 비해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사염화탄소의 투여에 의해서 간의 량

이 증가하는 것은 사염화탄소에 의해서 간의 세포막이 손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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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어 투과성이 증가함으로써 간에 지질성분이 축 되어 

간의 량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13,14) 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 혼합 참취녹즙을 4주간 식이한 다음 사염화탄소

를 투여한 군의 간의 량비가 정상식이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군에 비해서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보아 혼합 참취

녹즙이 사염화탄소로 인한 간의 지질 사를 회복시키는데 

향을 주었으리라 사료된다.

Table 4. Changes of organs weight to body weight (BW) in rats 
treated with CCl4 and green vegetable juice blending with ginseng 
and carrot after 4 weeks  

Groups Liver W/BW Kidney W/BW

NC 3.85±0.09
b1) 0.76±0.03c

BA2) 3.60±0.15bc 0.78±0.04c

NC-CCl4 4.43±0.27a 0.92±0.02a

BA-CCl4 3.40±0.18c 0.85±0.01b

1)Values are mean±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2)
BA: Blending Aster juice (Aster juice : Carrot juice : Ginseng juice = 66.5 : 28.5  

 : 5),  8 mL/kg body weight/day, per oral.

청 내 지질 함량

혼합 참취녹즙이 사염화탄소 투여 흰쥐의 청 지질 사

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성지질

의 경우, NC-CCl4군(88.72 mg/dL)은 다른 군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나 BA-CCl4군(65.33 mg/dL)은 NC군이나 

BA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혼합 참취녹즙의 

식이가 사염화탄소 투여에 의한 성지질의 증가를 억제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총 콜 스테롤 함량은 혼합 참취녹즙 식이군인 BA군이 

74.08 mg/dL로 가장 낮았으며, 다른 군들은 96.78~108.83 

mg/dL 범 로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Kim과 

Kim(15)은 참취나물 식이가 흰쥐의 지방 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장 내 총 콜 스테롤 농도가 조군보

다 낮은 경향을 보 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와 일치하 다. 

사염화탄소 투여군에서 일반 으로 성지질과 총 콜 스

테롤 함량이 증가하는 이유는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 장해로 

cytochrome P-450에 의하여 반응성이 높은 CCl3기가 생성

되어 간의 세포 기능을 하시키기 때문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6).

HDL-콜 스테롤 함량의 경우, NC-CCl4군은 40.56 

mg/dL로 NC군의 48.95 mg/dL에 비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그러나 BA-CCl4군(47.17 mg/dL)은 NC군이나 BA군

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아 혼합 참취녹즙이 사염화탄

소 투여 흰쥐의 HDL-콜 스테롤 함량에 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HDL-콜 스테롤은 조직 의 콜 스테

롤 량을 감소시키고 이의 농도에 따라 동맥경화증을 비롯한 

질환의 발생 여부가 결정된다(17). 따라서 혼합 참취녹즙을 

식이한 군의 HDL-콜 스테롤 함량이 높게 나타난 본 연구

결과로 미루어 보아 혼합 참취녹즙은 순환기계 질환의 발병

율 억제에도 향을  수 있으리라 상된다. 

LDL-콜 스테롤 함량은 NC-CCl4군은 55.20 mg/dL로 

NC군의 43.33 mg/dL에 비해 유의 으로 증가하 으며, 

BA-CCl4군(50.10 mg/dL) 역시 BA군(18.09 mg/dL)에 비해

서는 증가하 으나 NC-CCl4군에 비해서는 감소하는 경향

이었다. LDL-콜 스테롤은 소  응집의 증가와  벽

의 손상에 미치는 향이 높아 동맥경화 유발가능성과 

한 향이 있다(18). 본 연구에서 혼합 참취녹즙을 식이한 

BA군의 LDL-콜 스테롤이 정상식이를 한 NC군에 비해 

하게 감소한 과 혼합 참취녹즙 식이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BA-CCl4군의 LDL-콜 스테롤 함량이 정상식이 후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NC-CCl4군보다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 으로 보아 혼합 참취녹즙이 LDL-콜 스테롤을 

하시키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Kwon 등(19)은 

고지 증을 보이는 상자에게 일 녹즙을 보충 섭취시킨 

결과 총 콜 스테롤은 변화가 없었으나 HDL-콜 스테롤

은 증가하고 LDL-콜 스테롤은 감소하 다고 하 으며, 

Kim 등(20)은 신선  녹즙 섭취 ․후의 LDL-콜 스테롤 

수치를 비교한 결과, 섭취 후가 섭취  보다 약 11%의 

유의 인 감소를 나타냈다고 하여 본 연구 결과와 비슷한 

경향을 나타냈다.

Table 5. Levels of blood triglyceride, total-cholesterol, LDL- 
cholesterol and HDL-cholesterol in rats treated with CCl4 and 
Aster juice blended with ginseng and carrot juice after 4 weeks

Groups

Serum levels (mg/dL)

TG Total 
Cholesterol

HDL
Cholesterol

LDL
Cholesterol

NC 56.48±7.42
b1) 101.37±7.00a 48.95±2.39a 43.33±3.95b

BA2) 64.04±9.27b  74.08±5.79b 53.75±5.73a 18.09±2.39c

NC-CCl4 88.72±2.47a 108.83±8.87a 40.56±5.34b 55.20±5.67a

BA-CCl4 65.33±4.59b  96.78±6.42a  47.17±2.19ab 50.10±3.90ab

1)
Values are mean±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2)
BA: Blending Aster juice (Aster juice : Carrot juice : Ginseng juice = 66.5 : 28.5  

 : 5), 8 mL/kg body weight/day, per oral.

간의 lipid peroxide  glutathione 함량

혼합 참취녹즙 식이가 사염화탄소 투여 흰쥐의 간 조직 

 lipid peroxide와 glutathione 함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Lipid peroxide의 함량은 NC-CCl4

군이 22.61 nmoles로서 NC군(12.52 nmoles)보다 크게 증가

하 으나, BA-CCl4군은 17.41 nmoles로서 BA군(13.99 n 

moles)과 유의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C-CCl4군에 비

해서는 크게 감소하 다. 사염화탄소 투여에 의해 간 조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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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lipid peroxide가 히 증가하는 것은 사염화탄소가 

간세포에서 free radical을 생성하고 생체막의 구조  변화

를 일으킴으로써 내부 효소계가 괴되고 항산화  방어력

이 감소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는데(21,22), 본 연구에서 

혼합 참취녹즙 식이 후 사염화탄소 투여군이 정상식이 후 

사염화탄소 투여군보다 lipid peroxide 함량이 유의성 있게 

감소한 것은 혼합 참취녹즙이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 

는 소거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Free radical

에는 superoxide anion(O2
.-), hydroxyl radical(HO.), alkoxyl 

radical(RO
.
)  alkyl peroxyl radical(ROO

.
) 등이 알려져 있

으며, 생체 내 산화과정의 부산물 혹은 생화학 물질의 합

성 시 간물질로 형성된다. 이들은 식세포의 살균작용

이나 오래된 단백질의 제거 등에 여하므로 정량의 free 

radical은 필수 이나 과량의 경우 생체에 일시  는 구

인 손상을  수도 있다(23). 즉, 이들이 DNA와 반응하거

나 지질과산화를 일으켜 여러 가지 유해물질의 생성을 진

함으로써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된다(24,25).

Glutathione의 함량은 NC-CCl4군이 2.25 μmoles로서 NC

군과 BA군에 비해 크게 감소하 다. 그러나 BA-CCl4군은 

2.63 μmoles로서 BA군에 비해서는 감소하 으나 NC군 수

으로 회복되었다. Glutathione은 체내의 독성물질을 해독

시켜 활성 산소나 유리기에 의한 세포 손상을 방하는 

기능을 가지는 물질(26,27)인 과 본 연구에서 BA-CCl4군

의 glutathione 함량이 NC군 수 으로 회복된 으로 미루

어 보아 혼합 참취녹즙은 사염화탄소 투여로 발생되는 조직 

내 산화  스트 스를 어느 정도 감소시키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참취녹즙에 당근과 인삼즙

액을 첨가한 혼합 참취녹즙은 사염화탄소 투여 흰쥐의 지질

사 개선  체내 독성물질의 해독기능을 가진 glutathione 

함량을 유지시킴으로써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의 산화  

손상을 방하는 기능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6. The content of liver lipid peroxide, glutathione and super 
oxidase dismutase in rats treated with CCl4 and green vegetable 
juice blending with ginseng and carrot after 4 weeks

Groups LPO1) GSH2)

NC 12.52±1.67c3)  2.87±0.27ab

BA4) 13.99±2.09bc 3.66±0.56a

NC+CCl4 22.61±2.73a 2.25±0.25c

BA+CCl4 17.41±1.94b 2.63±0.16bc

1-2)LPO; lipid peroxide (TBARS nmoles/g of tissue), GSH; glutathione in hepatic tissue  
 (μ mole/g of tissue). 
3)
Values are mean±SD of 7 rats,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a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s at p<0.05.
4)
BA: Blending Aster juice (Aster juice : Carrot juice : Ginseng juice = 66.5 : 28.5  

 : 5), 8 mL/kg body weight/day, per oral.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참취녹즙 : 당근즙액 : 인삼즙액의 혼합비

율을 66.5 : 28.5 : 5로 혼합하여 제조한 혼합 참취녹즙이 

사염화탄소 투여 흰쥐의 청지질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실험군은 정상식이군(NC군), 혼합 참취녹즙 식이군

(BA군), 정상식이 4주 후 CCl4를 투여하는 정상식이 사염화

탄소 조군(NC-CCl4군)  혼합 참취녹즙 식이 4주 후 

CCl4를 투여하는 혼합 참취녹즙 사염화탄소 조군(BA- 

CCl4군)의 4군이었다. 식이섭취량은 모든 처리군 간에 차이

가 없었으며, 증체량과 식이효율은 NC-CCl4군만 크게 감소

하 다. 체  당 간의 량비는 NC-CCl4군은 NC군보다 

크게 증가하 으나, BA-CCl4군은 BA군과 유의  차이가 

없었다. 성지질은 NC-CCl4군만 유의 으로 증가하 고, 

BA-CCl4군은 NC군이나 BA군과 차이가 없었다. 총 콜 스

테롤 함량은 BA군만 낮았다. HDL-콜 스테롤 함량은 

NC-CCl4군은 유의 으로 감소하 으나, BA-CCl4군은 NC

군이나 BA군과 차이가 없었다. LDL-콜 스테롤 함량은 

NC-CCl4군(55.20 mg/dL)은 NC군(43.33 mg/dL)에 비해 유

의 으로 증가하 으며, BA-CCl4군(50.10 mg/dL)은 BA군

(18.09 mg/dL)보다는 증가하 으나 NC-CCl4군보다는 감소

하는 경향이었다. Lipid peroxide 함량은 NC-CCl4군은 NC

군보다 크게 증가하 으나, BA-CCl4군은 BA군과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NC-CCl4군에 비해서는 크게 

감소하 다. Glutathione 함량은 NC-CCl4군이 2.25 μ

moles/g로서 NC군과 BA군에 비해 크게 감소하 다. 그러

나 BA-CCl4군은 2.63 μmoles/g로서 BA군보다는 감소하

으나 NC군 수 으로 회복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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