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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o evaluate of biological activity of Chambirum (Amaranthus lividus) in vitro and in vivo, we investigated
the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its extracts in vitro and the effect of lyophilized powder on the serum
lipid profile of rats fed cholesterol. ABTS, DPPH, and NO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tested from water
and 80% ethanol extracts of Chambirum, and biological activities of the ethanol extracts were significantly higher
than the water extracts. The total lipid and total cholesterol content of serum, atherogenic index (AI), and cardiac
risk factor (CRF)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for the groups fed with a 5% and 10% supplement of Chambirum
powder (HCA1 and HCA2) in comparison with the group fed cholesterol (HC). Triglyceride content decreased
drastically in the HCA2 group, while its content was not decreased in the other group. HDL-cholesterol content
was elevated in the HCA1 and HCA2 groups, but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o the supplemented amount
of Chambirum powder. GPT and γ-GTP activities were decreased significantly in the groups fed with Chambirum
powder compared to the HC group. And the content of the lipid peroxide level was the same trend. Therefore,
these results give evidence that Chambirum might be useful in the control of induced disorders by dietary choles-
terol and/or lip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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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순환기계 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외인성 콜레스테롤의

과다 섭취는 동맥혈관내 플라그 형성을 촉진하며(1), 혈액

및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물 생성을 증가시킴으로써 체내의

산화적 손상이나 동맥경화증을 초래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더욱이 콜레스테롤에 기인된 심혈관 질환

은 여타의 만성 소모성 질환보다 식이 의존도가 높아(4) 최

근에 와서는 천연식물류를 이용한 체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효율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대

부분이 식물류 중의 섬유소나 페놀성 화합물에 의한 효능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5-7). 따라서 동물성 식품의 섭취 감

소와 식물성 식품의 섭취 증가는 체내 지질 수준을 낮추고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조직을 보호하여 건강 증진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갖는다고 볼 수 있다. 특히 식물류로부터 유래한

폴리페놀 성분은 생체 내 자유 라디칼과 반응함으로써 산화

과정의 진행을 방해하는 항산화제 효과가 있으며(8), 섬유소

는 체내에서 콜레스테롤 흡수 저해제 효과(9)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참비름(Chambirum, Amaranthus lividus L.)은 비름과

(Amaranthaceae)에 속하는 식물로 세계적으로 56속 900여

종이 자생하고 있으며 주로 열대 및 아열대에 분포하나 우리

나라의 경우 3속 7종이 자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눈

비름(A. deftexus L.), 털비름(A. retroflexus L.), 청비름(A.

viridis L.), 가시비름(A. spinosus L.) 등과 구별되며, 주로

나물로 섭취되는 것은 참비름에 제한적이다(10). 비름과 식

물에는 phytic acid, phytin-P, oxalate 및 tannin 등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며, Ca, Mg, Zn 및 K 등의 무기물과 gluta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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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t compositions in experimental group
(g/100 g diet)

Ingredients
Groups

Normal diet Cholesterol diet

Corn starch
Casein
Dextrin
Cellulose
Sucrose
Vitamin mix.

1)

Mineral mix.2)

L-Cysteine
Choline bitartrate
Soybean oil
Cholesterol
Sodium cholate

39.8
20
13.2
5
10
1
3.5
0.3
0.2
7
－
－

38.55
20
13.2
5
10
1
3.5
0.3
0.2
7
1
0.25

Experimental design

Normal
HC
HCA1

HCA2

Normal diet
Cholesterol diet fed group
Cholesterol diet＋5% Amaranthus lividus
powder3) fed group

Cholesterol diet＋10% Amaranthus lividus
powder3) fed group

1)
AIN-93 vitamin mixture.
2)AIN-93 mineral mixture.
3)
Lyophilized powder (80∼100 mesh).

acid, alanine, aspartic acid 및 leucine 등과 같은 아미노산이

풍부하여 영양학적으로 볼 때 꽤 우수한 식품에 해당된다

(11). 비름의 잎으로부터 분리된 nerolidol은 in vitro에서 라

디칼 소거활성이 높으며, 지질과산화 억제효과(12), 동물체

의 간 및 신장 조직에서 lactate, malate, glucose-6-pho-

sphate dehydrogenase 및 glucose-6-phosphatase 등의 효

소 활성을 증가시킨다는 연구보고도 있다(13). 특히 항당뇨

(14,15), 고지혈증 및 고콜레스테롤혈증에 대한 효과 등에

대한 보고가 많으며(16-18), 국내 연구로는 항균활성(10)과

항바이러스 효과(19) 등에 대한 연구에 제한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여름철 우리나라 산야에 자생되어 나물류

로 이용되는 참비름을 이용하여 라디칼 소거활성 및 콜레스

테롤 급이 흰쥐에 보충함으로써 혈액 내 지질 성분 변화를

측정하여 참비름의 순환기계 질환 예방을 위한 기능성식품

소재로서 이용가능성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료 추출

참비름은 경남 진주시 도매시장에서 구입하여 흐르는 물

에서 3회 수세한 다음 동결 건조하여 분쇄한 후(80∼100

mesh) -70
o
C에서 냉동 보관해 두고 실험동물의 사료에 사용

하였다. 참비름의 물 및 에탄올 추출물은 건조 분말시료의

중량에 대해 10배의 증류수 및 80% 에탄올을 각각 가하여

60
o
C의 수욕상에서 3시간 동안 환류냉각하면서 2회 반복 추

출하였으며, 이를 여과한 후 60oC에서 감압 농축하여 완전

건고시킨 다음 -70oC에서 냉동 보관해 두고 라디칼 소거활

성용 시료로 사용하였다.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

phonate)] 라디칼 소거활성은 7 mM의 ABTS 수용액에 po-

tassium persulfate를 2.4 mM 되도록 용해시켜 암실에서 12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415 nm에서 흡광도가 1.5가 되도록

증류수로 희석시킨 ABTS 용액을 사용하였으며, 여기에 동

량의 시료액 50 μ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0). DPPH(1,1-diphenyl-

2-picrylhydrazyl) 라디칼 소거활성은 DPPH 용액(5 mg/

100 mL methanol) 100 μL에 동량의 시료액을 혼합하여 실

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52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

다(21).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5 mM sodium ni-

tropruside 용액 0.5 mL에 시료액 0.5 mL 및 20 mM phos-

phate 완충용액 2 mL를 혼합하여 25
o
C의 수욕상에서 150분

간 반응시킨 후 Griess reagent[2% sulfanilamide-4%

H3PO4 : 0.2% naphthylethylenediamide＝1:1(v/v)] 0.5 mL

를 가하여 54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2). 라디칼 소

거활성(%)은 [1－(시료 첨가구의 흡광도/시료 무첨가구의

흡광도)]×100으로 계산하였다.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식이

Sprague-Dawley계 150±10 g의 생후 5주령의 수컷 흰쥐

를 (주)샘타코(Osan, Korea)로부터 분양받아 1주일간 순화

과정을 거친 후 난괴법에 의해 7마리씩 4그룹으로 사육 상자

에 한 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였다. 실험군은 일반식이군

(normal), 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한 대조군(HC), 콜레스테

롤 식이와 5%의 참비름 분말 첨가군(HCA1) 및 콜레스테롤

식이와 10%의 참비름 분말 첨가군(HCA2)으로 구분하여 4

주간 실험 사육하였다. 동물 사육실(DJ1-252-2, Daejong

Instrument Industry Co. Ltd., Seoul, Korea)은 온도 22

±2oC, 습도 50±5%, 명암주기 12시간(07:00～19:00)으로 자

동조절 하였으며, 각 실험군의 식이조성은 Table 1과 같다.

실험 사육의 최종일에 실험동물은 16시간 절식시킨 다음

에테르로 가볍게 마취 후, 심장 채혈하였으며 혈액은 빙수

중에 30분간 방치한 다음 98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분리하여 -70oC에 보관해 두고 분석하였다.

혈중 지질 및 혈당 분석

혈청의 총 지질 함량은 Frings 등(23)의 방법에 따라 혈청

20 μL에 진한 황산 200 μL를 가하여 분해한 다음 phospho-

vanillin 시약을 첨가하여 37oC에서 15분간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및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시판 AM kit(Asan Pharm. Co.,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Friedewald 등(24), VLDL-콜레스테롤 함량은 Cheung

(25)의 방법에 따라 계산하였다. 동맥경화지수(atherogen-

ic index, AI)는 Haglund 등(26), 심혈관질환 위험지수(c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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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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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itric oxid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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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ter extract    ―●― Ethanol extract

Fig. 1.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water and ethanol ex-
tracts from A. lividus. a-dMean in the same extract with differ-
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
Significantly

increased, compared between water and ethanol extract in the
same concentration, by Student t-test at p<0.05.

diac risk factor, CRF)는 Kang 등(27)의 방법에 따라 산출하

였다. 혈당 함량은 glucose 측정용 AM kit(Asan Pharm.

C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OT, GPT, γ-GTP 및 ALP 활성 측정
혈청의 GOT(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γ-GTP(glutamyl trans-
peptidase) 및 ALP(alkaline phosphatase) 활성도는 AM

kit(Asan Pharm. Co.)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지질과산화물 함량 측정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Yagi(28)의 방법에 따라 혈청 100

μL에 1/12 N 황산 용액 및 10% phosphotungstic acid를 차

례로 가한 후 98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상층액을

제거한 잔사에 증류수 및 TBA(thiobarbituric acid) 시약을

1 mL 가하고, 95oC의 수욕상에서 60분간 반응시켜 형성된

지질과산화물을 butanol에 이행시켜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TBARS 함량은 1,1,3,3-tetraethoxypropane

(Sigma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한 표준 검량선으

로부터 산출하였고 mmol/mL로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각 실험 결과는 SPSS(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시료 추출물간의

in vitro 라디칼 소거활성은 Student's t-test(p< 0.05)로 분

석하였으며, in vivo에서 각 실험군 간의 통계적 유의성 검정

은 분산분석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참비름 추출물의 라디칼 소거활성

참비름 동결건조 분말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ABTS, DPPH 및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125∼2000 μg/mL 농도 범위의 참비름

추출물은 시료의 첨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라디칼 소거활

성은 유의적으로 상승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활성 결과,

참비름 물 추출물의 IC50 값은 274.1 μg/mL, 에탄올 추출물

은 135.0 μg/mL 정도로 에탄올 추출물의 활성이 약 2배 정도

높았다. 더욱이 125∼500 μg/mL의 농도 범위에서는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은 활성이었으나,

10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시료의 농도 및 추출물간에

유의차가 없었다. DPPH 라디칼 소거활성은 물 추출물의

IC50 값이 247.0 μg/mL로 에탄올 추출물(125 μg/mL 이하)의

활성이 더 높았다. 또한 250 μg/mL 이하의 농도에서는 에탄

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활성이 높았으나,

5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는 시료 간에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 ABTS 라디칼 소거활성과 전반적으로 유사한 경향이

었다.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모든 실험 농도에서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2000 μg/mL 농도에서도 활성은 50% 미만이었다. 본 실험에

사용된 참비름의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 중 총 페놀 화합

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에탄올 추출물이 물 추출물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정량된 바 있어(29) 에탄올 추출물의

높은 라디칼 소거활성은 이들 물질의 함량과 정(+)의 관계인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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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A. lividus powder supplementation on the lipid profile and atherogenic index in rats fed cholesterol

Normal HC HCA1 HCA2

Total lipid (mg/dL)
Total cholesterol (mg/dL)
Triglyceride (mg/dL)
HDL-C (mg/dL)
LDL-C (mg/dL)
VLDL-C (mg/dL)
AI
CRF

201.23±9.84a1)
89.77±2.78a
35.17±1.09a
40.33±1.93c
41.89±5.69a
7.03±0.22a
1.21±0.15a
2.21±0.15a

414.73±4.55d
139.77±2.78d
54.67±5.42c
20.72±2.59a
108.12±1.77d
10.93±1.08c
5.83±0.83d
6.83±0.83d

390.34±6.90c
128.09±4.83c
51.83±2.97c
34.40±1.07b
83.32±5.23c
10.37±0.60c
2.73±0.23c
3.73±0.23c

379.37±4.66b
108.03±3.71b
47.17±1.92b
36.61±2.50b
61.98±2.36b
9.43±0.38b
1.96±0.12b
2.96±0.12b

1)
Values are mean±SD (n=7). a-dValues in a row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therogenic index (AI)＝(Total cholesterol－HDL-C)/ HDL-C.
Cardiac risk factor (CRF)＝Total cholesterol/ HDL-C.

참비름 용매별 추출물로부터 ABTS 라디칼 소거활성은

에틸아세테이트>물>메탄올 추출물 순이었으며, DPPH 라

디칼 소거활성은 에틸아세테이트>메탄올>물 추출물 순으

로 높았는데, 시료 중의 페놀 화합물의 함량에 비례적인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30). 비름과 식물인 줄맨드라미의 DPPH

라디칼 소거활성도 ABTS 라디칼 소거활성보다 높았으며,

이는 시료 중 페놀 화합물의 함량이 DPPH 라디칼 소거활성

과 상관성이 더 크기 때문이라고 하였다(31). 반면에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phenolic acids와 폴리페놀 화합물

이외에 ascorbic acid, cysteine 및 hydroquinone 등의 환원

력에도 영향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32). 더욱이 쇠비름

의 용매별 추출물에서 라디칼 소거활성도 본 연구와 유사한

경향을 보여(33) 비름과 식물의 라디칼 소거활성에 주요 물

질은 페놀 화합물인 것으로 추정된다.

지질성분 함량

콜레스테롤을 급이한 흰쥐를 대조군으로 하여 참비름 동

결건조 분말을 각각 5%와 10% 수준으로 보충 급이하여 4주

간 실험사육한 후 혈액 내 지질성분을 분석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총 지질,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함량은 콜레스테

롤을 급이하지 않은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참비름 동결건조 분말을 첨가한 HCA1 및

HCA2군에서 총 지질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5.9∼8.5% 정도

감소되었으나,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함량은 HCA2군

이 HCA1군에 비해 2배 이상의 감소를 보였다. 비름 분말

급이 시 HDL-콜레스테롤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

가되었으나 첨가량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LDL-콜레스테

롤은 참비름 분말의 첨가량에 따라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감소되었으며, HCA2군은 HCA1군에 비해 약 2배 감소하

였다. VLDL-콜레스테롤은 대조군에 비해 HCA2군에서 유

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질환 위험지

수는 대조군에 비해 참비름 분말 첨가량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고콜레스테롤 식이에 귀리 및 비름(Amaranthus hypo-

chondriacus) 분말을 10% 혼합급이 하였을 때 혈청 총 콜레

스테롤과 중성지방 함량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

되어 식이섬유소의 영향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4). 뽕잎

분말은 52% 수준의 높은 섬유소 함량에 의해 고콜레스테롤

급이 흰쥐에서 식이효율을 낮추며, 혈청 내 중성지방이나

총 콜레스테롤 수준을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다고 보고된 바 있다(5). 쇠비름 건조분말의 섬유소 함량은

약 31.35% 수준으로 콜레스테롤 급이 흰쥐에 5% 이상 보충

급이 시 총 지질, 중성지방 및 총 콜레스테롤 수준을 대조군

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시킨다는 보고도 있다(6). 지방 식

이에 1%의 녹차 건조 분말의 혼합급이 시에도 시료 중의

식이섬유소와 플라보노이드류에 의해 혈액 중 총 지질, 중성

지방 및 LDL-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되었으며,

특히 중성지방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7).

이와 같이 폴리페놀성 물질은 혈중 콜레스테롤 수준을 낮춤

으로써 심혈관 질환의 예방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데(35), quercetin은 총 콜레스테롤이나 LDL-콜레스테롤 수

준을 낮추고 HDL-콜레스테롤 함량을 증가시킴으로써 혈액

내 지질 농도를 건강에 유익한 방향으로 개선시키는데 도움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6). 참비름의 물 및 에탄올 추

출물에는 항산화 물질로써 총 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많을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29), 특히 quercetin 유도체인

rutin이 동정된 바 있다(37). 더욱이 참비름 동결건조 분말의

섬유소 함량은 약 27.1% 정도로 정량되었으며, 이를 급이한

실험동물의 1일 식이섭취량은 정상군을 비롯한 모든 실험군

에서 16.0∼17.7 g으로 유의차가 없었으며, 4주간의 총 체중

증가량도 콜레스테롤을 급이한 대조군과 실험군 간의 통계

적인 유의차를 보이지 않아(결과 미제시), 본 연구결과 참비

름에 함유된 폴리페놀 성분이나 섬유소는 외인성 콜레스테

롤 식이에 의한 체내 LDL-콜레스테롤 수준이나 동맥경화

지수를 낮추며 총 콜레스테롤에 대한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비를 높이는 효과에 의해 순환기계 질환의 예방에 도움

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혈당 함량

콜레스테롤 식이에 참비름 분말을 보충급이 하였을 때 생

체 내에 주 에너지원인 탄수화물 대사의 지표가 되는 혈중

포도당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대조군이

238.88 mg/dL로 정상군(176.39 mg/dL)에 비하여 유의적으

로 높았으며, HCA1군은 대조군과 유의차가 없었으나 HCA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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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A. lividus powder supplementation on the
glucose content in serum of rats fed cholesterol. 1)Values are
mean±SD (n=7). a-c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a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Table 3. Effect of A. lividus powder supplementation on the GOT, GPT, γ-GTP and ALP activities in rats fed cholesterol
(U/mL)

Normal HC HCA1 HCA2

GOT
GPT
γ-GTP
ALP

56.33±3.64a1)
16.02±1.15a
8.37±1.26a
20.72±3.70a

94.00±6.82c
28.68±1.13c
10.36±0.07b
24.80±1.31b

89.68±3.52bc
24.58±1.63b
8.67±0.76a
23.35±1.00ab

83.91±1.70b
24.17±1.50b
8.43±0.81a
22.24±2.87ab

1)
Values are mean±SD (n=7). a-cValues in a row sharing the same superscript letter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군에서는 206.58 mg/dL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고지방 식이는 혈액 내 콜레스테롤이나 유리 지방산의 수

준을 높이고 인슐린 저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고혈당 현상

을 초래하므로, 심혈관 질환의 예방을 위해서 혈당 조절은

혈중 지질 조절과 함께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38). 플라보노

이드의 일종인 quercetin이나 naringin 등과 같은 정제물질

이 고콜레스테롤을 급이한 흰쥐에 혼합되었을 때 혈당의 함

량에는 유의차를 보이지 않았으나, 지질개선 효과는 유의적

인 감소효과를 보인 바 있다(36,39). 가시비름 추출물을 당뇨

쥐에 15일 동안 투여 시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까지 혈당 강

하 효과를 보였는데, 시료 추출물의 경우 여러 종류의 폴리

페놀성 물질이나 가용성 섬유소에 의해 당뇨성 산화적 스트

레스로 생성된 유리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소거함으로써 정

상적인 혈당 수준을 회복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 본

연구 결과 콜레스테롤 식이에 참비름 분말의 10% 보충급이

시 혈당 저하에 효과적인 것으로 볼 때, 이는 시료 중의 섬유

소가 체내 콜레스테롤 수준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기 때문

에 나타난 결과라 추정된다.

GOT, GPT, γ-GTP 및 ALP 활성
흰쥐의 콜레스테롤 식이에 참비름 분말을 보충급이 하였

을 때 혈액 내 간기능 효소로써 GOT, GPT, γ-GTP 및 ALP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이들 효소 활성은 정

상군에 비해 대조군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상승하였으며, 참

비름 분말 급이 시에는 낮아지는 경향이었다. 혈청 GOT 활

성은 대조군이 94.00 U/mL였는데, HCA2군에서는 83.91 U/

mL로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GPT 및 γ-GTP의 활성은

참비름 분말 첨가 시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

나 첨가량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 ALP 활성은 대조군과

비교해 볼 때 유의차가 없었다.

쇠비름 분말의 보충식이는 콜레스테롤 급이 흰쥐에서 혈

중 GOT 및 GPT 활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는데, 이는

LDH(lactate dehydrogenase)의 활성 감소와 함께 체외로 지

질 배출량이 증가됨으로써 간세포 장애의 지연과 간기능 회

복에 의한 결과이며(6), 또한 사염화탄소를 투여한 흰쥐에

가시비름 추출물을 투여한 경우 혈중 ALP 활성이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감소되어 간 손상의 회복에 효과가 있었다는

보고도 있다(40). 이와 같이 혈중 GOT 및 GPT 활성은 식이

성 콜레스테롤의 유입량에 따라 혈액 중에 증가되는데(27),

본 실험에서도 참비름의 급이 시 대조군에 비해 이들 효소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된 것을 볼 때, 참비름 분말은 콜레

스테롤 급이로 인한 간조직의 지질 수준의 감소나 간기능의

유지에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된다.

지질과산화물 함량

콜레스테롤 식이에 참비름 분말을 5% 및 10%의 수준으

로 보충 급이하여 사육한 흰쥐에서 혈액 중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Fig. 3에 나타낸 바와 같다. 정상군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37.01 mmol/mL이었으나, 대조군(41.54 mmol/mL)

은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참비름 분말 급이 시에는 각각

28.56 mmol/mL(HCA1) 및 22.93 mmol/mL(HCA2)로 대조

군에 비해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다.

Malondialdehyde는 지질과산화 과정의 중간산물로 다가

불포화지방산이 유리기에 의해 산화분해 될 때 생성되며 지

질과산화의 지표로 잘 알려져 있다(41). Kwak 등(3)은 혈청,

간 및 신장 조직에 대한 ascorbate-Fe2+에 의한 지질과산화

반응 결과, 고지방 및 고콜레스테롤 급이군에서 저지방 식이

군보다 유의적으로 지질과산화물 함량의 증가를 보인 것으

로 보고한 바 있다. 이는 외인성 콜레스테롤의 과다섭취가

생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를 촉진시키고(42), 항산화계의 활

성을 감소시켜 생체 내 지질과산화를 초래한다는 보고(43)

와 유사한 것으로 생각된다. 더욱이 폴리페놀 화합물은 in

vitro 지질과산화 억제에 높은 상관성(r2=0.98)을 지닌다는

보고(44)로 보아 비름과 식물류는 총 페놀, 플라보노이드 및

α-tocopherol 등에 의한 항산화 활성의 상호작용으로 체내

유리 라디칼의 직접적인 소거제로써 지질과산화를 억제(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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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A. lividus powder supplementation on the
lipid peroxide level in serum of rats fed cholesterol. 1)Values
are mean±SD (n=7). a-dDifferent superscripts indicate a signifi-
cantly different from each other by ANOVA,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p<0.05.

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본 연구 결과와도 잘 일치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참비름은 생체 내 항

산화 활성 증가를 예상할 수 있으며, 식이성 콜레스테롤에

의한 고지혈증 개선에도 효과적인 것으로 사료되어 향후 이

를 이용한 기능성식품의 개발에 이용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된다.

요 약

참비름의 in vitro 라디칼 소거활성 및 콜레스테롤 급이

흰쥐에 보충 급이할 경우 혈액 중 지질 성분의 함량에 미치

는 영향을 분석하였다. 참비름 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의

ABTS, DPPH 및 nitric oxide 라디칼 소거활성은 물 추출물

보다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높았다. 콜레스테롤을

급이한 대조군에 비해 5%(HCA1) 및 10%(HCA2)의 참비름

분말 급이 시 혈청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함량, 동맥경화

지수 및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는 시료의 첨가량이 증가됨에

따라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중성지방은 HCA2군에서만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으며, HDL-콜레스테롤은 대조군에

비해 참비름 분말 급이 시 증가하였으나, 첨가량에 따른 유

의차는 없었다. 혈중 GPT 및 γ-GTP 활성은 대조군에 비하

여 참비름 분말 급이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혈중

지질과산화물 함량도 같은 경향이었다. 따라서 참비름은 식

이성 콜레스테롤에 의한 질환의 조절에 유효할 것으로 생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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