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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Recently, we showed that green tea extract (GTE) markedly lowers the intestinal absorption of
14
C-ben-

zo[a]pyrene (
14
C-BaP) and enhances its secretion into the biliary route, suggesting a protective role for GTE

against body burden.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green tea could be used as an effective dietary means against
the toxicity of BaP. The present study, therefore, was designed to investigate if green tea intake could affect
the tissue distribution and deposition of 14C-BaP in rats. Male Sprague-Dawley rats had free access to a nutri-
tionally adequate AIN-93G diet and deionized water. At ∼340 g of weight, the rats were injected intraperitoneally
with 27.4 kBq of [4-

14
C]-BaP and 5.0 mg of BaP dissolved in 300 μL of olive oil and then assigned randomly

to the following two groups: one group (GTE) of rats was fed the AIN-93G diet with GTE via drinking water
at approx. 4.7 mg of catechins/d, whereas the other was fed the same diet but without GTE (control). At 4
wk of dietary treatment with GTE, animals were euthanized and heart, liver, brain, spleen, kidney, retroperitoneal
fat, testis, and epididymal fat were collected, weighed, and analyzed for tissue 14C-BaP. Both the control and
GTE groups continuously gained weight throughout the study, bu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groups. No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observed in the weights of heart, liver, brain, spleen, kidney, retro-
peritoneal fat, testis, and epididymal fat. However, the radioactivities of

14
C-BaP, expressed in dpm/g, were

significantly lower in the heart, liver, brain, spleen, and epididymal fat of rats receiving GTE as compared to
their respective controls. These data indicate that green tea intake markedly lowers tissue accumulation of
14C-BaP.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decreased tissue levels of BaP by GTE intake may
be associated with lowered intestinal absorption of BaP and its enhanced secretion into the b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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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기능성 식품이나 생리활성 물질을 이용한 지용성․

발암성 잔류물질의 체내 축적 완화 및 배출기전 연구에 관심

이 크다(1). Benzo[a]pyrene(C20H12, 물 용해도: 0.0038 mg/L,

BaP)은 다섯 개의 벤젠으로 결합된 다환방향족탄화수소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의 한 종류로써, 다양한

유기물의 고온 불연소 과정 중에 생성되어 자연계로 유입되

며, 구운 바베큐 식품, 훈제류, 고온 튀김음식, 유제품, 해산

물 등에도 다량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4). 흡연도

주요 유입경로지만 식품 섭취를 통한 BaP의 체내 유입이 대

부분을 차지하며, 식품을 통한 한국인의 하루 평균 BaP 노출

량은 약 125 ng으로 보고된다(5). 또한 잔류 성질이 강하고

자연계에서 매우 안정된 구조로 존재하여 먹이사슬의 최상

위 계층인 사람에 식품의 형태로 유입될 때는 농축되는 경우

가 많다. 특히, 지방조직에 장기간 잔류하기도 하여 강한 독

성으로 면역기능을 저하시키고 발생 및 생식 기능에 영향을

미쳐 다양한 암 발생을 유발하기도 한다(6-8).

녹차는 동백나무과(Camellia sinesis)의 잎사귀로 만든

불발효차로 전 세계적으로 물 다음으로 많이 소비된다

(9,10). 녹차는 건조중량의 약 30%에 해당하는 catechins를

함유하며, 주요 catechin으로는 (-)-epigallocatechin gallate

(EGCG), (-)-epicatechin gallate, (-)-epigallocatechin, (-)

-epicatechin 등이 있다. 이들 녹차 성분은 혈액의 지방뿐만

아니라 다양한 심혈관계질환의 증상을 완화시켜주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으며(11-13), 특히, 녹차에 의한 혈액지방 억

제와 관련해서 녹차 추출물 또는 그 주요 성분 EGCG에 의한

소장 지방흡수 억제 차원에서의 연구도 활발하다. 소장에서

지방의 소화 및 흡수과정의 필수단계인, 유화작용(emulsifi-

cation), 지방분해(enzymatic digestion), 마이셀 형성(micel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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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asal diet composition1)

Ingredient Amount (g/kg)

Egg white
Cornstarch
Dextrose
Cellulose
Soybean oil

2)

Mineral mix
Vitamin mix
Biotin (1 mg/g biotin sucrose mix)
Choline bitartrate

200.0
528.5
100.0
50.0
70.0
35.0
10.0
4.0
2.5

1)
Formulated and supplied from Dyets (Bethlehem, PA, USA),
according to the recommendations of the AIN.
2)
Contained 0.02% tert-butylhydroquinone.

Table 2. Catechin content in green tea extract (GTE)

GTE catechins mg/12 mL
Relative distribution

(%)

EGCG1)

EGC
EC
ECG
Total

1.59±0.002)
2.23±0.00
0.58±0.00
0.30±0.00
4.70±0.01

25.9
54.3
14.8
5.1
100.0

1)
EGCG, epigallocatechin gallate; EGC, epigallocatechin; EC,
epicatechin; and ECG, epicatechin gallate.
2)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4).

formation) 및 소장벽 유입(uptake by the enterocyte) 등에

영향을 주어 콜레스테롤을 포함한 지용성 성분의 소장 흡수

를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4-19).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바탕으로 최근에 Kim 등(20)은 장

간순환계(enterohepatic circulation)에서 녹차추출물이 BaP

의 소장 흡수 및 총담관을 통한 분비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를 조사하였다. 이 연구에서 림프관우회기법(lymph-duct

cannulation rat model)을 이용한 in-vivo 실험환경에서 사

람의 하루 2∼3잔에 해당하는 녹차추출물의 십이지장 투여

로
14
C-BaP의 소장흡수율은 비교군의 약 50% 수준까지 감

소되며 미흡수된 14C-BaP는 대장이나 장벽, 장강에 머문다

고 보고하였다(20). 또한 총담관우회기법(bile-duct cannu-

lation rat model)을 이용, 순환하는
14
C-BaP의 유일한 체외

분비기관인 담관의 분비율도 녹차에 의해서 급격히 증가한

다는 것을 학계 최초로 보고하였다(21). 정확한 기전은 알려

져 있지 않으나 녹차의 catechin 성분이 소장 소화 및 흡수과

정에서 BaP를 포함한 지방의 유화, 가수분해, 마이셀 형성,

소장진입 과정 등을 방해하여 장세포로의 유입을 억제한 것

이라 판단된다(22,23). 또한 소장세포 내에서 catechin과

BaP는 장세포 내의 다양한 대사촉진체(phases 1 & 2 me-

tabolizing system)에 의해서 대사되어 림프순환계(lym-

phatic circulation) 진입이 감소되고 대신에 혈액순환계로의

진입이 증가하여 간을 경유한 총담관으로의 배출이 증가한

것이라 보고하였다(24-32).

그래서 본 연구는 BaP의 소장 흡수와 총담관 분비 연구

결과들을 바탕으로 4주간의 녹차 공급이 잔류성질이 강한

지용성 다환방향족탄화수소인 BaP의 조직 잔류와 분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주요 장기 및 조직에

잔류하는 14C-BaP는 녹차의 지속적인 영향 하에서 장간순

환계를 통과한 후, 간에 의한 대사와 분배, 담즙분비를 통한

재순환, 그리고 기타 간 외 조직의 대사작용으로 형성된 잔

류량이 될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식이 조성 및 실험동물 준비

실험에 사용된 식이는 분말형 AIN-93G이었으며 단백질

함량은 egg white로 조정되었고 지방원으로 정제두유가 사

용되었으며 기본 식이조성은 Table 1과 같다(33,34). 실험동

물은 8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 흰쥐(Harlan Sprague

Dawley Inc., (주)중앙실험동물, Seoul, Korea)로 최초 체중

은 280～290 g이었다. 창원대학교 동물사육실에서 항온항습

장치를 이용하여 상대온도 22±2oC, 상대습도 55±5%로 유

지하였고, 자동점등장치를 이용하여 12시간 간격의 명암주

기 환경에서 개인별 케이지로 자유롭게 공급된 증류수와 무

제한 식이공급 조건하에서 실험시작 전까지 사육하였다. 실

험에 사용된 동물의 평균 체중은 340 g이었다.

녹차추출물(green tea extract) 준비 및 HPLC 방법에

의한 catechin 조성 분석

동물실험에 사용된 녹차추출물은 (주)태평양(Suwon,

Korea)에서 제공받은 건조된 녹차 잎(Camellia sinesis) 4

g을 95oC의 증류수 200 mL로 5분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16). 녹차추출물의 catechin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10배

희석하고 그중 50 μL를 HPLC로 분석하였다. HPLC 분석

조건은 Beckman System Gold software(Beckman Instru-

ments, Fullerton, CA, USA)를 이용하였고, HPLC column

은 Alltima C18(5.0 μm, 4.6×150 mm, Alltech Associates
Inc., Deerfield, IL, USA)이었다. 이동상은 water : aceto-

nitrile : trifluoroacetic-acid(83:17:0.05, v/v/v, at 1 mL/min)

이었고 UV 210 nm에서 측정하였다(16). 녹차추출물의 주요

catechin 조성은 Table 2와 같다.

복강주사 및 녹차추출물 공급
14
C-BaP는 다음과 같이 주사되었다. 먼저, 27.4 kBq

14
C-

BaP(3.8 GBq/mmol; Dupont-New England Nuclear, Boston,

MA, USA)와 5.0 mg BaP(American Radiolabeled Chemicals,

St. Louis, MO, USA)를 300 μL의 올리브유 비율로 혼합하

였다. 복강주사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Isoflurane 마취장

치(SHEI, Royal Medical Co., LTD., Seoul, Korea; 2.0%

isoflurane in 1.8 L oxygen/min)를 이용, 마취를 유도한 후,

마리당 27.4 kBq 14C-BaP(in 300 μL)씩 주사하였다. 그리고

각 군별 6마리로 나누어 대조군은 증류수, 녹차군은 녹차추

출물을 매일 4주간 신선하게 준비하여 공급하였으며 녹차추



820 김주연․노상규

Table 3. Tissue levels of 14C-radioactivity as expressed in
dpm/g and total dpm following the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14C-benzo[a]pyrene in rats fed an AIN-93G diet with or
without green tea extract (GTE) for 4 weeks

Tissues Control GTE

Heart, g
dpm/g
total dpm

1.09±0.071)
469.2±101.3
506.6±93.2

1.14±0.08
287.9±75.0*
325.8±82.9*

Liver, g
dpm/g
total dpm

13.86±1.52
79.21±10.87
1090.1±137.4

12.37±1.66
40.47±7.75*
520.4±81.8*

Brain, g
dpm/g
total dpm

1.93±0.07
244.7±28.3
474.1±67.2

1.99±0.11
146.2±35.9*
300.6±56.6*

Spleen, g
dpm/g
total dpm

0.74±0.06
232.3±55.1
171.2±36.2

0.82±0.03
150.0±34.7*
122.0±24.0*

Kidney, g
dpm/g
total dpm

2.56±0.13
114.5±25.4
292.4±63.5

2.59±0.35
86.3±24.7
236.4±71.3

Retroperitoneal fat, g
dpm/g
total dpm

15.20±2.35
52.23±6.26
783.4±68.7

13.02±1.44
53.60±2.91
699.5±70.5

Testis, g
dpm/g
total dpm

3.40±0.26
51.36±6.08
174.5±22.3

3.39±0.13
44.87±6.99
151.1±18.0

Epididymal fat, g
dpm/g
total dpm

11.03±2.15
235.3±44.6
2550.7±396.9

9.94±2.15
128.0±47.8*
1371.3±449.9*

1)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n=6).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control and GTE groups (p<
0.05).

출물은 동물이 일주일간 하루 평균 약 20 mL의 물을 섭취하

는 것으로 조사되어, 수분공급량 20 mL당 녹차추출물 약

12 mL가 포함되도록 희석하여 마리당 40 mL씩 매일 신선하

게 공급하였다. Catechin 함량은 사람(2,000 kcal)과 흰쥐(하

루 평균 20 g 식이 소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79 kcal)의 에너

지 대사 비를 기준으로 했을 때, 사람의 녹차 1잔에 해당하는

양이었다(16,35).

장기조직 채취 및
14
C-BaP 분석

4주간의 녹차추출물 섭취 후 실험동물의 심장, 간장, 뇌,

비장, 신장, 후복막지방, 고환, 부고환지방을 신속히 적출하

여 무게를 측정하고 분석 시까지 -70oC에 저장하였다. 각

조직의 총 지방은 Folch 등(36)의 방법에 따라 추출되었고

추출된 지방에 포함된
14
C-BaP는 유기용매로 균질화한 후,

섬광보조액(Ready SafeTM, Beckman Coulter Inc., Brea,

CA, USA)과 혼합하여 액체섬광계수기(liquid scintillation

counter, Wallac 1414, Perkin Elmer Inc., Boston, MA,

USA)로 방사선활성도를 측정하였다(16-20).

통계처리

자료의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두 동물

군 간의 차이를 나타내었으며, 각 동물군의 표준값과 표준편

차(mean±SD)로 나타내었다. p의 값이 0.05 이하일 경우를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체중 및 각 조직 무게 변화
14C-BaP 복강주사 후 4주간 녹차추출물을 공급한 결과로

나타난 체중변화는 대조군과 녹차군 모두 실험 종료 시까지

지속적인 증가율을 보였으며, 두 그룹의 체중증가율도 각각

27%로 거의 동일하였다. 녹차추출물 섭취로 인한 대조군과

녹차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Bajerska 등(37)의

연구에서도 8주 동안 녹차추출물을 공급한 결과 대조군과

비교하여 1.1%(EGCG 0.8 g/kg diet, 하루 5잔에 해당) 녹차

군에서는 체중 증가량의 차이가 없었고, 2.0%(EGCG 1.4

g/kg diet, 하루 8잔에 해당) 녹차군에서는 체중이 5.6% 감소

하여 고농도 녹차 섭취 시에만 유의적인 체중변화가 나타났

으며, 이는 녹차의 catechin 성분의 소화흡수 억제작용에 기

인한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의 실험에서 사용한 녹차추출

물의 양이 약 하루 1잔 정도인 것과 식이 실험 기간 등의

차이를 고려하면 4주 동안 매일 하루 1잔의 녹차섭취가 체중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는 점은 유사한 결과라 할 수 있다.

복강주사 후 4주간에 걸친 녹차추출물의 섭취가 동물의

주요 장기, 즉, 심장, 간장, 뇌, 비장, 신장, 후복막지방, 고환,

부고환지방의 무게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과 같다. 4주째

에 나타난 간장의 무게는 대조군, 녹차군에서 각각 13.9±1.5
g, 12.4±1.7 g으로 두 동물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또한 후복막지방의 무게는 각각 15.2±2.4 g, 13.0±1.4 g이
었고, 고환지방의 무게도 각각 11.0±2.2 g, 9.9±2.2 g으로

두 지방 조직 모두 4주간의 녹차추출물 섭취에 의해 유의적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리고 심장, 뇌, 비장, 신장, 고환

무게 또한 두 동물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Table

3). 4주째에 나타난 각 장기의 무게는 대조군과 녹차군을 비

교했을 때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므로 BaP 투여 후 하루

1잔의 녹차추출물의 섭취가 장기 무게에 영향을 주지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

14
C-BaP의 조직 잔류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

4주간에 걸친 녹차추출물의 섭취가 주요 조직으로의
14
C-

BaP 잔류 및 분배에 미치는 영향은 Table 3과 같다. 각 조직

g 당 14C-BaP의 수치는 심장에서 가장 높았고 그 뒤로 뇌,

부고환지방, 비장, 신장, 간장, 후복막지방, 고환 순으로 나타

났다. 녹차섭취 4주 후 대조군과 비교해 녹차군에서
14
C-

BaP 축적이 감소된 비율은 Fig. 1과 같다. 그림에서와 같이

심장과 간장에서는 녹차군의
14
C-BaP 축적이 대조군에 비

해 각각 38.7%, 48.9%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흥미로운

결과는 뇌조직에서도 일부 14C-BaP가 발견되었으며 각각

244.7±28.3 dpm/g, 146.2±35.9 dpm/g으로 4주째에 녹차 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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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green tea extract on 14C-benzo[a]pyrene
(
14
C-BaP) accumulation in the heart, liver, brain, spleen, kid-

ney, retroperitoneal fat, testis, and epididymal fat of rats at
4 weeks. All values are expressed as % of control (n=6).

취로 인해서 약 40.3% 감소되었다. 비장과 부고환지방에서

도 비교군에 비해 각각 35.4%, 45.6%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

다. 따라서 녹차추출물의 섭취로 인한 각 조직 g 당 14C-BaP

의 잔류는 간장에서 가장 감소되었으며, 다음으로 부고환지

방, 뇌, 심장, 비장 순으로 잔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각 조직에 분배된 조직 당 총 14C-BaP 잔류량은 부고환지

방에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고 다음으로 간장, 후복막지

방, 심장, 뇌, 신장, 고환, 비장 순으로 나타났다(Table 3).

심장 조직 내 잔류하는 총 14C-BaP의 방사선 활성도도 녹차

섭취에 의해서 약 35.7%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고 간장에

잔류하는 양도 약 52.3%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Fig. 1).

그리고 녹차추출물 섭취로 뇌에서는 36.6%, 비장에서는

28.7%, 부고환지방에서는 46.2% 방사선 활성도가 감소한 것

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녹차추출물의 섭취로 인한 각 조직에

서의 14C-BaP 잔류량은 간에서 가장 감소되었으며 다음으

로는 부고환지방, 뇌, 심장, 비장 순으로 감소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조직 당 방사선 활성도 측정에서 신장,

후복막지방, 고환 조직에서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처럼 녹차추출물이 14C-BaP의 조직 분배 및 잔류를 감

소시키는 이유는 아직 정확히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선

행된 본 연구자의 BaP의 장간순환 관련 실험결과를 바탕으

로 유추해 보면, Kim 등(20)은 in-vivo 상태에서 녹차추출물

이
14
C-BaP의 소장 흡수율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사람의 하루 2∼3잔에 해당하는 녹차에 의해 소장에서 14C-

BaP의 흡수율이 감소되고 또한 미흡수 상태로 소장강에 남

아 있는
14
C-BaP의 양도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는 이번

실험결과와 관련해서 복강으로 주사된 14C-BaP 조직 잔류

량이 감소한 이유는 분비되는 14C-BaP가 간장과 총담관을

경유하여 소장으로 배출될 때, 소장강에서 녹차추출물에 의

해서 BaP을 포함한 지방 등의 유화와 가수분해, 그리고 마이

셀 형성 등과 같은 일련의 가용화 과정이 방해를 받아 장세

포로의 이동과 재흡수가 억제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14-20). 녹차 catechin 성분이 소장에서 지방의 소화 및

흡수 과정을 방해하는 현상은 소수성이 큰 지방일수록 보다

큰 영향을 미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실험에서와

같이 녹차의 섭취가 지용성질이 크고 잔류성질이 높은 14C-

BaP의 소장 흡수에 영향을 주어 조직 유입이 감소한 것으로

판단된다(16-18). 또한 녹차의 섭취가 14C-BaP의 담관 분비

율을 증가시킨다는 최근의 연구(21)도 이번 실험결과와 밀

접한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이러한 현상은 소장이나

간으로 유입되는 BaP가 생체이물(xenobiotics) 대사촉진체

인 phase 1과 phase 2의 효소작용으로 활성화되어 수용성이

높은 대사체로 전환되는 것으로 보고되는데(22,23), 녹차의

catechin 또한 이 효소들의 발현을 촉진시켜 수용성이 높은

BaP의 전환을 유도하고 조직으로부터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24-32). 이처럼 녹차의 catechin은

소장과 간장뿐만 아니라 주요 조직에서 대표적인 대사촉진

체의 다양한 효소들을 활성화시켜 보다 더 배설되기 쉬운

BaP-1-sulfate와 BaP-3-sulfate로 전환을 유도하여 총담관

또는 소장강으로의 배출을 촉진하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

다(22,23,27). 그리고 간장과 소장뿐만 아니라 뇌, 신장, 비장,

폐 등의 조직에서도 대사촉진체 관련 효소가 존재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어, 이번 연구 결과에서 나타난 녹차군의 각

조직별 14C-BaP의 잔류 억제효과는 phase 1이나 phase 2의

효소작용에 의한 BaP 대사체로의 전환과 관련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특히 뇌조직에는 phase 1의 효소가 주로 존재

하며 특히 뇌의 신경세포에는 간에서보다 phase 1의 효소

(예로, CYPs)가 더 높은 수준으로 존재한다는 연구결과(38)

를 고려해 볼 때, 혈액뇌관문을 통과한 녹차 catechin의 작용

으로 뇌조직에 잔류하는 BaP의 배출이 증가되어 잔류량이

감소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38,39).

최근의 Kim 등(20,21)의 연구결과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본 연구가 제시하는 시사점은 녹차 성분이

잔류성 강한 지용성 미량 식품오염물질인 BaP의 체내 잔류

억제와 관련해서 소화관에서의 흡수는 감소시키고 총담관

으로의 배설은 촉진시킨다는 사실을 신체 각 조직 수준에서

조사한 점이라 할 수 있다. 녹차의 catechin 성분의 작용으로

소장에서 BaP 재흡수 억제, 간장에서의 수용화 촉진, 총담관

경로를 통한 분비 촉진 등의 상호작용 결과 때문이라고 판단

된다. BaP는 주요 식품원에 늘 존재하고 중독의 경우에도

특별한 해독이나 대처방안이 없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

연구의 성과는 기호음료 수준에서 녹차를 음용하는 것만으

로도 BaP의 조직 잔류를 감소시키는 효율적인 식이수단이

라는 것을 증명한 최초의 연구라 판단된다. 또한 녹차추출물

영향 하에서 복강주사 후의 기관별 BaP 잔류량을 측정하여

일정 기간 후 잔존하는 실험군과 대조군의 BaP 양을 분석

비교하는 것도 앞으로의 중요한 한 연구과제로 판단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를 바탕으로 dioxin과 같은 식품 잔류

성질이 높은 유기물질의 체내 유입 및 배설 연구도 또한 중

요한 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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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잔류성이 강하고 높은 지용성질을 가지는 식품오염물질

인 benzo[a]pyrene(BaP)은 녹차 섭취에 의해서 소장에서 흡

수가 억제되고 총담관으로의 배출이 증가되는 것으로 최근

에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는 흰쥐를 이용해서
14
C-BaP를 복

강주사한 후, 사람과 비교해서 1잔에 해당하는 녹차추출물

을 4주간 매일 지속적으로 공급하였을 때, 14C-BaP의 조직

분배 및 잔류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다. 27.4 kBq
14
C-

BaP를 복강주사한 후 표준식이와 증류수만 공급된 동물군

을 대조군, 표준식이와 녹차추출물(4.7 mg catechins/day)

을 공급받은 동물군을 녹차군으로 하여 4주간 사육하였다.

그리고 4주째에 심장, 간장, 뇌, 비장, 신장, 후복막지방, 고

환, 부고환지방 조직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고 각 조직에

잔류하는
14
C-BaP의 방사선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대조군

과 녹차군 모두 연구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 지속적으로 체중

이 증가하였으나 동물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장기

의 무게 또한 각 조직 모두 동물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조직 g당 14C-BaP의 잔류량은 심장에서 가장 높았

고 다음으로 뇌, 부고환지방, 비장, 신장, 간장, 후복막지방,

고환 순으로 높았으며, 조직 전체의
14
C-BaP의 잔류량은 부

고환지방에서 가장 높았고 다음으로 간장, 후복막지방, 심

장, 뇌, 신장, 고환, 비장 순으로 나타났다. 녹차 섭취에 의해

서 조직 g당
14
C-BaP의 방사선 활성도와 조직 전체 당

14C-BaP 방사선 활성도 모두 심장, 간장, 뇌, 비장, 부고환지

방에서 급격하게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실험결과

들을 종합해 볼 때, 4주 동안 하루 1잔에 해당하는 녹차추출

물 섭취가 BaP의 조직 분배를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조직

잔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이 실험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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