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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oE Mice에서 배추김치 활성 성분인 3-(4'-hydroxyl-3',5'dimethoxylphenyl)Propionic Acid의 장기 지질저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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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eventive effects of 3-(4'-hydroxyl-3',5'-dimethoxyphenyl)propionic acid (HDMPPA), an active compound
in Korean cabbage kimchi with anti-atherogenic effects, on the accumulation of lipids in the vital organs of
(-/-)
apoE
mice fed atherogenic diet (AD) were studied. Each group of 10 mice was fed AD for 8 weeks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either HDMPPA (1 mg HDMPPA/100 g BW/day) or phosphate buffered saline as
a vehicle. The organs used for this study were liver, kidney, spleen, lung, testis, and brain. Total cholesterol
(TC) concentration of lung was the highest followed by spleen and brain. TC level for the liver was the lowest.
In contrast to the results of TC, triglyceride (TG) concentration in the liver was the highest followed by kidney
and testis. ApoE(-/-) mice did not have any problem uptaking chylomicron remnant by the liver which carries
an extra TG after delivering it to the adipose tissue. HDMPPA retarded TC and TG accumulations in the
vital organs.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TBARS) in the brain and spleen were the highest and
that in the testis were the lowest. Poly-unsaturated fatty acids in the brain and activated peroxisome in the
spleen might be responsible for high TBARS levels in these organs. The greatest antioxidant effect of HDMPPA
against lipid peroxidation was observed in the spleen, showing 21.47% decrease. The most noticeable effect
of HDMPPA was observed in glutathione (GSH) level. GSH levels of six organs in the HDMPPA group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of the control group. GSH-peroxidase activity was negatively related to GSH
level of the organs except liver and spleen. In conclusion, HDMPPA from Korean cabbage kimchi inhibits
the lipid accumulation as well as increases the antioxidant status in the vital organs of apoE(-/-) mice fed
an atherogenic diet.
Key words: apoE(-/-) mice, vital organs, lipid accumulation, active principle in kimchi, antioxidant effect

서

론

등이 보고되고 있다. HDMPPA는 배추김치의 디클로로메탄
(CH2Cl2) 획분 층으로부터 분리․동정된 항산화 효과가 있

김치는 칼로리가 낮고 식이섬유소, 비타민, 무기질 등을

는 물질로 HDMPPA의 DPPH 소거 효과는 ascorbic acid에

함유한 식품으로 김치의 일반적인 기능성 이외에 지질 저하

비해 3～4배 높으며(21), 고콜레스테롤 혈증 토끼에 급여하

효과(1-4), 항동맥경화(5-9), 항산화(10-12), 암예방 및 항암

였을 때 지질 저하 작용 및 항동맥경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효과(13-15), 그리고 항노화(16) 효과 등이 보고되고 있다. 배

나타났다(8,9). 동맥경화 유발 모델인 apolipoprotein E

추김치의 지질저하 효과 및 동맥경화 예방 효과를 갖는 물질

knockout(apoE(-/-)) 마우스에 복강투여 하였을 때 동맥궁 지

로는 김치의 재료인 배추의 β-sitosterol, S-methyl cystein

질 침착을 억제하였고 동맥 조직 내의 NADPH oxidsae의

sulfoxide(17), 고추의 capsacin과 dehydrocapsaicine(18), 마

발현을 억제함으로써 ROS 생성을 억제하는 항산화 작용,

늘의 함황화합물(19) 및 생강의 gengerol(20) 및 3-(4'-hy-

그리고 동맥내벽의 부착세포의 활성을 억제하는 항염증 반

droxyl-3',5'-dimethoxyphenyl)propionic acid(HDMPPA)(21)

응 및 NO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등의 기전으로 항동맥경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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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음을 밝혔다(9).

Table 1. Composition of the atherogenic diet1)

현대인은 동물성식품 섭취 증가, 운동량 부족 및 스트레스

Ingredients

증가 등의 원인으로 고지혈증, 동맥경화, 당뇨병, 고혈압 및

Casein
Sucrose
Cholesterol
Lard
Cellulose
DL-Methionine
Mineral Mixture2)
Vitamin Mixture3)
Choline Bibatrate
Corn starch

비만 등과 같은 퇴행성질환이 급증하고 있다(22,23). 심혈관
계 질환은 암에 이어 우리나라 사망률의 2순위를 차지하는
질환으로 이의 발병은 음식물 섭취, 특히 포화지방 및 콜레
스테롤의 과다 섭취와 관계가 깊다(24,25). 고지방식이는 체
내 지방의 축적을 촉진하여 주요 장기에 병변을 일으킨다.
특히 간은 고지방식이 시 지방이 축적되는 대표적인 장기로
간이 비대해지거나 지방간 현상을 일으키는데 이러한 현상
은 고콜레스테롤 식이 섭취 시에도 관찰된다(26,27). 혈액
내 콜레스테롤은 주로 LDL에 의해 운반되어 간에서 이를
인지하는 수용체에 의해 간으로 이동한 후 담즙으로 전환되
어 체외로 배설된다. 만약 LDL을 인지하는 간의 수용체에

g/100 g diet
20
44
1
10
5
0.3
3.5
1
0.2
15

1)

Atherogenic diet was prepared according to the guideline of
AIN-76A to which 1% cholesterol and 10% lard were added.
2)
AIN-76 mineral mix (#200000 Dyets Inc., USA).
3)
AIN-76A vitamin mix (#300050, Dyets Inc., USA).

해부 및 장기 적출

문제가 있으면 혈액에 축적된 콜레스테롤은 동맥, 심장, 신

8주 사육 후, 24시간 절식시킨 다음 ether로 마취시킨 후

장, 뇌 등 같은 다른 주요 장기로 이동하여 축적될 것이다.

70% 에탄올로 복부를 소독한 후 해부하였다. 헤파린 처리한

죽상동맥경화가 발생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apoE(-/-) 마우

멸균주사기를 이용하여 하대정맥 및 심장에서 혈액을 채취

스는 주요한 동물 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Apolipoprotein E

한 후 PBS를 관류하여 장기 내 남은 혈액을 제거하였고 간,

는 혈액 중의 콜레스테롤을 간으로 이동시키는데 중요한 매

심장, 신장, 폐, 뇌, 비장, 고환의 장기를 적출하였다. 적출된

개체이므로 이의 유전적 결손 실험동물에서 고콜레스테롤

장기는 0.9% 생리식염수로 여러 차례 씻은 후 여과지로수분

혈증을 유발한다(28). 본 연구는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것으

을 제거하고 장기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70oC 냉동고에 보

로 보고된 김치 활성성분인 HDMPPA(8,9)가 동맥경화 식이

관하였다. 마우스 장기 무게가 적어 각 장기를 이용한 실험

를 섭취한 apoE(-/-) mice의 장기에서 지질 축적 억제 및 항산

에서 같은 군내의 두 마리 장기를 합쳐 사용하였다.

화 효과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지방 추출액 제조 및 지질 농도 측정

재료 및 방법

조직을 일정량 취하여 homogenizer(Polytron, PT-MR
3100, Switzerland)로 균질화한 뒤 3,000 rpm에서 30분간 원

재료

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얻어 조직 균질액으로 사용하였

배추김치로부터 동맥경화 예방 효과를 가진 활성성분인

다. 지방 추출액은 조직 균질액에 15배의 지질추출 용매

HDMPPA는 유기합성하여 김치로부터 분리한 활성물질과

(chloroform : methanol, 2:1)을 첨가하여 vortex를 이용하여

그 생물학적인 동질성을 확인한 다음 본 실험에 사용하였

잘 혼합한 뒤 실온에 2시간 동안 방치한 후 여과지로 여과하

다(21).

였다(29).
각 장기의 지방추출액을 이용하여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

실험동물 사육
ApoE(-/-) 마우스 20마리를 (주)중앙실험동물(서울, 한국)

롤 농도를 효소법을 이용한 정량용 kit을 사용하여 측정하였
다. 중성지방 농도는 아산제약, AM 157S-K(한국)를 그리고

에서 구입하여 1주일 동안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다음 각

콜레스테롤용 정량용으로는 아산제약, AM 202-K(한국)을

군의 평균 체중이 유사하게 대조군과 HDMPPA 투여군으로

사용하였다. 실험방법은 kit에 지시된 방법에 준하여 실시하

나누었다. 고콜레스테롤혈증을 유발하기 위하여 1%의 콜레스

였다.

테롤과 10%의 라드를 첨가한 동맥경화유발식이(atherogenic
diet, AD)를 Table 1과 같이 제조하여 8주간 사육하였다. 선

Total GSH 및 GSH-px 활성 측정

행연구를 바탕으로 HDMPPA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하여 동

각 장기의 총 GSH 함량은 Ellman의 방법(30)으로 측정하

맥경화유발 식이를 공급하면서 HDMPPA를 1 mg/100 g

였다. 조직 균질액 100 μL에 0.2 M의 Tris buffer(pH 8.2)

body weight/day가 되게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에

1 mL과 MeOH 4 mL을 가하여 vortex로 혼합한 후 0.01 M의

녹여서 복강 주사하였다(8). 대조군은 동량의 PBS(200 mL/

5,5'-dithiobis(2-nitrobenxoic acid) 용액 100 μL을 가하여

day)를 주사하였다. 사료와 식수는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

vortex mixer로 혼합하였다. 그 후 상온에서 15분간 방치한

o

였다. 동물사육실의 온도는 20±1 C, 상대습도는 55±5%를
유지하였으며, 명암의 주기는 12시간 간격으로 조절하였다.

다음 3000 rpm에 30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은 상등액을 취하
여 415 nm에서 측정한 흡광도 값으로부터 농도를 구하였다.

ApoE(-/-) Mice에서 배추김치 활성 성분의 장기 지질저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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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 균질액의 단백질 함량은 Bradford 방법으로 측정하였

평균 체중은 약 22±1.9 g이었고, 실험 8주 후에는 대조군

다(31).
GSH (mM/mg protein)＝[OD/(13.6×0.6)×(5.2/0.1)] /

26.5±1.2 g 그리고 HDMPPA 투여군이 26.7±2.3 g로 군
간에 체중 변화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주요 장기의 체

단백질농도(mg/mL)

중 당 상대적인 무게를 살펴보았을 때 대조군과 HDMPPA
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는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GSH-px 활성은 H2O2를 기질로 사용하는 coupled en-

16주간 섭취시킨 동맥경화유발 모델 C57BL/6J 마우스에서

zyme 방법으로 측정하였다(32). 시료 100 μL에 0.1 M po-

간, 신장, 비장의 무게가 각 군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tassium phosphate buffer(pH 7.2) 500 μL, glutathione re-

결과와 일치하였다(34). 그러나 마우스보다 큰 동물인 햄스

ductase(2.4 U/mL) 100 μL, 10 mM GSH 100 μL을 혼합하여

터(35)나 흰쥐(36)에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시켰을 때 햄

o
37 C에서 10분간 배양한 후 1.5 mM의 NADPH 0.1 mL을

스터의 간 무게가 증가하였으나 심장, 신장 및 비장의 무게

가하고 1.5 mM의 hydroperoxide solution 0.1 mL을 가하여

는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흰쥐 간세포

340 nm에서 2분 동안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에서 지방구가 확인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사

은 1.5 mM H2O2를 첨가하지 않았다. NADPH의 분자흡광계

람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식이성 지방의 과잉섭취는 간에서

-1
-1
수로 6.22 mM cm 를 사용하였다.

의 중성지방 합성을 증가시키고 인지질과 VLDL의 합성을
저하시켜 지방간을 형성하고 이에 간이 비대해진다고(37)고

A (U/mg protein)＝(흡광도 변화량/6.22×희석배수)/

보고하였다.

단백질농도(mg/mL)

(TBARS)

장기별 지질 축적 및 김치활성물질의 지질 축적 억제 효과

장기의 산화정도는 TBARS 농도(33)로 측정하였다. 조직

의 장기별 콜레스테롤 농도를 살펴보면 단위 중량 당 콜레스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s

콜레스테롤 농도: 동맥경화 식이를 8주간 섭취한 마우스

농도 측정

테롤 농도가 비장이 가장 높았고 폐, 뇌, 신장, 간 그리고

균질액과 TBARS solution(0.4% TBA, 15% TCA, 2.5%
HCl)을 1:2 비율로 첨가한 다음 95～100 C water bath에서

고환의 순서의 경향으로 나타나(Table 3) 1% 콜레스테롤

2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중 반응액이 증발하지 않도록 캡튜

식이를 급여한 토끼(심장, 신장, 폐)에서 폐의 콜레스테롤

브를 사용하였으며 온도가 상승하지 않도록 주의하였다. 뜨

축적이 가장 높았다는 보고(38)와 일치하였다. HDMPPA군

거운 시료를 찬물에서 식힌 후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

의 각 장기별 콜레스테롤 축적 역시 대조군과 동일한 양상을

리한 다음 그 상등액을 53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보였으나 콜레스테롤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낮았다. 특히

o

시료중의 TBARS의 농도는 malonaldehyde(MDA) 표준곡

간, 비장 그리고 뇌의 콜레스테롤 농도는 각각 22.65%

선으로부터 MDA의 nmole로서 나타내었다.

(p<0.01), 11.73%(p<0.05), 그리고 15.34%(p<0.05) 유의적
으로 낮아 김치 활성성분의 지질 축적 억제 효과(8,38)를 확

통계처리

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팀은 HDMPPA가 동맥경화식이를
(-/-)

모든 실험결과는 평군±표준편차로 나타내었고, 두 군간
의 유의성은 Student t-test로 0.05 유의수준에서 검증하였다.

섭취한 apoE

마우스의 동맥궁에 생성된 지방병변을 39%

감소시키는 효과를 관찰하여 HDMPPA의 항동맥경화 효과
를 관찰하였다(9).

결과 및 고찰

중성지질 농도: 중성지방 축적 정도는 신장, 간, 고환, 폐,
비장 그리고 뇌의 순서로 높았으며(Table 4) 콜레스테롤 함

동맥경화유발식이를 섭취한 apoE(-/-) 마우스의 체중변화

량이 가장 높았던 뇌와 비장(Table 3)에서 그와 반대로 가장

및 장기의 상대적인 무게

낮게 나타났다. 콜레스테롤의 경우 비장, 폐 그리고 뇌에서

마우스의 체중 증가량 및 간, 신장, 폐, 고환, 비장, 그리고

그 축적 정도가 높았고 상대적으로 신장 간, 그리고 고환에

뇌의 무게를 Table 2에 나타내었다. 실험시작 전 마우스의

서의 축적 정도는 낮았다. 이러한 현상은 apoE 결손 마우스
(-/-)

Table 2. Changes in body weights and organ weights of apoE

Experimental
group1)

Body weight
gain2)

Liver

Control
HDMPPA

4.5±0.6
4.7±0.8

58.47±8.18
59.51±6.34

mice fed atherogenic diet for 8 weeks

Relative organ weight (mg/body weight)
Kidney
Lung
Testis
Spleen
14.03±3.40
13.99±1.53

5.90±0.62
6.25±0.39

6.44±0.39
6.27±0.99

4.66±1.50
5.17±2.25

Brain
16.81±1.29
16.64±1.56

Values are mean±SD (n=10).
1)
Control: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 was injected as vehicle (200 μL/day), HDMPPA: HDMPPA dissolved in PBS was injected
(1 mg/100 B.W./day).
2)
Final weight－initial we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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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olesterol concentrations of different body organs of apoE(-/-) mice fed atherogenic diet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HDMPPA for 8 weeks

Group1)
Control
HDMPPA

Cholesterol concentration (mg/g tissue)
Lung
Testis

Liver

Kidney

40.17±4.15
31.07±1.87**

42.34±12.41
33.61±0.66

Values are means±SD (n=5). *p<0.05,
1)
See the legend of Table 2.

60.09±3.72
56.75±3.44

30.51±6.27
26.78±2.13

Spleen

Brain

67.53±8.17
59.61±9.01*

51.59±3.83
44.71±7.68*

**

p<0.001 by t-test compared with control.

Table 4. Triglyceride concentrations of different body organs of apoE(-/-) mice fed atherogenic diet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HDMPPA for 8 weeks

Group1)
Control
HDMPPA

Liver
162.09±19.07
138.26±23.82*

Triglyceride concentration (mg/g tissue)
Lung
Testis

Kidney

165.31±3.44
127.57±12.17**

Values are means±SD (n=5). *p<0.05,
1)
See the legend of Table 2.

79.69±14.30
73.24±12.64

117.06±39.47
94.31±10.97

Spleen

Brain

56.84±9.22
36.45±2.49*

37.60±4.81
35.20±8.52

**

p<0.001 by t-test compared with control.

의 경우 LDL이 간으로 이동할 수 없어 혈장 콜레스테롤이

장의 과산화물가는 대조군에 비해 HDMPPA 투여 군에서

다른 장기로 우선적으로 이동하였으나 중성지방이 주를 이

21.47%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1). 본 연구에서 뇌와

루고 있는 지단백질인 chylomicron의 잔유물은 간에서 수용

비장의 TBARS 농도는 다른 장기에 비해 높았는데 이는 뇌

될 수 있어 간에 중성지방의 축적이 증가한 것으로 생각된

는 다중불포화지방산의 함량이 높고 체내 산소의 20%를 소

다. HDMPPA군의 중성지방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낮았으

모하기 때문에 산화적 손상이 쉽게 일어날 수 있는 기관으로

며(8,9) 특히 간(14.7%, p<0.05), 신장(22.83%, p<0.001) 그리

보고된 바와 일치한다(41). 비장은 면역 기관으로 perox-

고 비장(35.87%, p<0.05)의 중성지방 농도는 유의적으로 낮

isome이 발달해 있어 다른 기관에 비해 활성산소의 농도가

았다. 본 연구 결과 중성지질 농도는 다른 장기들에 비하여

높다(42). 활성산소는 지질과 반응하여 지질유리기를 증폭

간과 신장에 주로 축적되었는데 이는 고지방식이를 섭취시

시키는 과산화반응을 촉진시킨다. TBARS 농도가 가장 낮

킨 동물(39)나 사람(40)에서 보고된 결과와 일치하였다. 고

았던 고환은 정자를 생성하는 기관으로 이 기관의 특성은

콜레스테롤 식이를 섭취시킨 토끼의 심장, 신장 그리고 폐의

생성된 정자를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다른 장

중성지질 농도를 비교하였을 때 폐의 중성지질 농도가 세

기에 비해 아연 및 비타민 E 등 항산화 물질의 농도가 높기

장기 중 가장 낮았다는 보고는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이

(43) 때문에 지질산화가 낮게 일어난 것으로 생각된다. 식이

었다(37).

에서 아연이 결핍되었을 때 폐 및 간 등에서 활성산소 증가
(44,45), 지질과산화촉진(46,47), NADPH-dependant H2O2

김치 활성물질이 조직의 항산화 상태에 미치는 영향
TBARS 농도: 각 장기별 TBARS의 농도가 뇌, 비장, 신

생성 증가(48), 세포막지질산화(49) 등이 보고된 바 있다.

장, 폐, 간 그리고 고환의 순으로 높았다. HDMPPA 투여군

Total GSH 농도 및 GSH-peroxidase 활성

의 TBARS 농도는 모든 장기에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으

대조군의 GSH 농도는 고환, 간, 신장, 뇌, 비장, 폐 순으로

나 비장을 제외한 다른 장기에서는 유의적이지 못하였으며

높아 Table 5에서 관찰된 장기의 TBARS 농도가 가장 높았

(Table 5) 이는 HDMPPA의 항산화 작용 때문으로 생각된

던 고환과 간에서의 결과와 상반되는 결과를 나타내었다.

다. HDMPPA는 구조상 hydroxyl 기를 지니고 있어 항산화

이러한 결과는 노화에 의한 장기의 과산화물 농도의 증가는

작용이 있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21), 이러한 HDMPPA의

이들 장기의 GSH의 농도 감소 때문(50)이라는 보고와 일치

효과는 in vitro(21) 및 동물실험(9,8)에서도 확인되었다. 비

하였다. HDMPPA군의 GSH 농도는 모든 장기에서 대조군

Table 5. TBARS concentrations of different body organs of apoE(-/-) mice fed atherogenic diet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HDMPPA for 8 weeks
Group1)
Control
HDMPPA

TBARS concentration (nmole MDA/g tissue)
Lung
Testis
Spleen

Liver

Kidney

38.24±10.25
34.11±5.38

42.23±6.49
41.85±13.07

41.62±13.89
40.73±11.93

Values are means±SD (n=5). *p<0.01 by t-test compared with control.
1)
See the legend of Table 2.

6.47±2.65
5.60±1.74

64.60±7.80
50.73±12.93*

Brain
85.15±15.01
78.27±15.49

ApoE(-/-) Mice에서 배추김치 활성 성분의 장기 지질저하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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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GSH-px activities of different body organs of apoE(-/-) mice fed atherogenic diet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HDMPPA for 8 weeks

Group1)
Control
HDMPPA

GSH-px activity (mU/mg protein)
Lung
Testis

Liver

Kidney

61.66±17.13
48.22±6.07

47.32±15.40
25.26±10.26*

Values are means±SD (n=5). *p<0.05,
1)
See the legend of Table 2.

54.67±17.13
39.54±18.22

Spleen

Brain

15.81±3.28
12.81±2.48

41.00±7.55
28.46±7.20**

**

p<0.001 by t-test compared with control.

그리고 뇌(15.34%, p<0.05)에서 유의적으로 관찰되었다. 이

400
GSH con. (μg/mg protein)

41.39±4.96
31.76±7.40**

CONTROL

HDMPPA

(-/-)

**

300

에 반해 중성지질의 농도는 간, 신장 그리고 고환에서 높아
총콜레스테롤 축적과 다른 양상을 보였는데 이는 apo E

*

**
**

200

마우스의 간이 중성지질을 함유한 지단백질을 받아들이는

**

*

데는 문제가 없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HDMPPA군의 간
(14.7%, p<0.05), 신장(22.83%, p<0.001) 그리고 비장(35.87%,
p<0.05)의 중성지질 농도는 유의적으로 낮았다. 지질과산화

100

물 농도(TBARS)는 불포화지방산을 다량 함유한 뇌와 peroxisome이 발달하여 활성산소의 생성이 높은 비장에서 가

0
Liver

Kidney

Spleen

Lung

Testis

Brain

Fig. 1. GSH concentrations of different body organs of
(-/-)
apoE
mice fed atherogenic diet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HDMPPA for 8 weeks.
*
p<0.05, **p<0.001 by t-test compared with control.

장 높았으며 항산화물질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고환이 가장
낮았다. HDMPPA군의 비장의 TBARS 농도는 대조군에 비
해 21.47%(p<0.01) 유의적으로 낮았다. GSH 농도는 고환, 간,
그리고 신장에서 높아 TBARS 결과와 반대였다. GSH-px
활성이 높은 장기의 GSH 농도는 낮은 편이었으나 간과 비

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는데(Fig. 1) 이는 앞서 설명한 바와

장은 예외였다. HDMPPA군의 GSH 농도는 대조군에 비해

같이 HDMPPA도 항산화물질로 작용하였기 때문으로 생각

모든 장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는데 이는 알려져 있는

한다. 각 장기별 GSH-px 활성을 살펴보았을 때 간, 폐, 신장,

HDMPPA의 항산화작용 때문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로

고환, 뇌, 그리고 비장의 순으로(Table 6) 나타나 간과 비장

부터 김치의 활성 성분인 HDMPPA는 동맥경화유발 식이를

을 제외하고 GSH-px 활성이 높은 장기의 GSH 농도가 낮은

섭취한 apoE

편이었다. 고환의 경우 GSH-px 활성이 장기 중 가장 낮은

며 체내 항산화 작용을 돕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

mice의 주요 장기에서 지질축적을 억제하

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GSH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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