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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investigate the effect of grape seed water extract (GSW) on lipid profiles, lipid metabolism 
and erythrocyte antioxidant defense system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Three groups of male 
C57BL/6 mice were fed different diets for 6 weeks: normal diet (Normal), high⁃fat diet (HF control; 37% calorie 
from fat) and high⁃fat diet supplemented with GSW (HF⁃GSW; 1% wt/wt). Supplementation of GSW did 
not affect the body weight, food intake, daily energy intake, white adipose tissue weights and plasma leptin 
level in high⁃fat fed mice. Plasma and hepatic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were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F control group than in the Normal group; however, GSW supplement significantly lowered plasma 
triglyceride and hepatic cholesterol concentrations compared to the HF control group. GSW supplement 
significantly increased fecal excretion of triglyceride in high⁃fat fed mice. Hepatic carnitine palmitoyl 
transferase activity was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F⁃GSW group than in the HF control group, while fatty 
acid β⁃oxidation tended to be lowered by GSW supplement. Erythrocyte superoxide dismutase activity was 
also significantly higher in the HF⁃GSW group than in the HF control group and glutathione peroxidase activity 
tended to be lowered in HF⁃GSW group. The GSW supplement significantly lowered erythrocyte lipid 
peroxidation level compared to the HF control group. Accordingly, these results suggest that GSW can be 
considered as a lipid⁃lowering agent and as being effective for enhancing erythrocyte antioxidant defense 
system in high⁃fat diet⁃induced obese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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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포도(Vitis vinifera)가 심 질환, 암, 고 압 등의 질병

을 방하거나 개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포도씨유, 포도

주스, 포도주 등 포도를 이용한 가공식품의 선호도가 증가 

추세이다. 특히, 가공과정에서 폐기되는 포도씨는 단백질뿐

만 아니라 올 산, 리놀 산 등 불포화지방산과 항산화성 

페놀성분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새로운 기능성 식품소재

로 각 받고 있다(1). 포도씨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cat-

echin, (-)-epicatechin, (-)-epicatechin-3-O-gallate, pro-

cyanidin 등의 페놀성 화합물은 효과 으로 수소를 공여하

고 비 자 을 비편재화(delocalization)하여 라디칼을 안정

화하기 때문에 항산화력이 매우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특히, 포도씨의 catechin류는  콜 스테롤 하, 항

고 압, 항염증 등 다양한 생리  기능이 있는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3,4). 

최근 포도씨에서 추출된 procyanidin이 streptozotocin으

로 유도한 제1형 당뇨동물의 당을 개선하 는데, 이는 인

슐린 민간성 세포주(L6E9 myotubes와 3T3-L1 adipocytes)

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procyanidin이 인슐린 유사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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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general composition and total phenolic contents of GSW

Component 
Carbohydrate
(g/100 g)

Crude protein
(g/100 g)

Crude fat
(g/100 g)

Crude fiber
(g/100 g)

Crude ash
(g/100 g)

Total phenolics
(mg/g)

GSW
1)

63.38 12.92 7.04 0.16 11.20 117.5
1)GSW: grape seed water extract. 

작용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 Bagchi 등(6)은 포도씨의 

proanthocyanidin들이 자유라디칼로 인한 지질과산화물 생

성을 억제하고 DNA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가 천연항산화제

인 비타민 C, E와 β-carotene보다 강하다고 보고하 다. 

한 Yamakoshi 등(7)은 포도씨의 열수추출물(1% proantho-

cyanin 함유)이 식이 1% 콜 스테롤을 여한 토끼의 죽상

동맥경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이와 같이 포도씨

의 생체효능에 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으나 비만과 련

된 포도씨열수추출물의 in vivo 효능  그 기 연구는 미비

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고지방식이로 비만이 유도되는 

C57BL/6 마우스에게 포도씨열수추출물을 여한 후 지질 

함량, 지질 사, 구의 항산화효소 활성도  지질과산화

물 함량변화를 살펴보았다. 

 

재료  방법

포도씨열수추출물 제조 

포도씨(태평양, 한국)를 균질기로 쇄하여 포도씨분말 

100 g을 둥근 라스크에 넣고 10배량의 증류수를 가하여 4

시간 동안 가열추출하고 그 여액을 회 증발농축기로 감압

농축하여 동결건조한 후 사용하 다. 포도씨열수추출물의 

수율은 4%이었다.

포도씨열수추출물의 일반성분과 총 페놀성 화합물의 함량  

Table 1에 나타낸 포도씨열수추출물의 일반성분은 

AOAC(8)에 하여 회분은 회화법, 조지방은 Soxhlet 추출

법, 조단백질은 단백질 자동분석기(Buchi-342), 조섬유소는 

Henneberg-Stohmann 개량법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Folin-Densis법에 하여(9) 측

정하 으며 tann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 곡선으로부

터 구하 다.

실험동물 사육 

실험동물은 4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 24마리를 바이

오제노믹스(Biogenomics, 한국)로부터 구입하 다. 마우스

는 1주간 고형식이로 응시킨 후 난괴법에 의하여 정상군

(Normal), 고지방 조군(HF control), 고지방-포도씨열수

추출물(HF-GSW)으로 나 어 6주간 사육하 다. 동물 사

육실의 환경은 항온(20±2oC), 항습(50±4%), 12시간 간격

(08:00～20:00)의 주기로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고 동물들

은 polycarbonate cage에 두 마리씩 분리하여 사육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기본식이는 AIN-76(10)의 식이조성에 

하 으며 단백질 원으로는 카제인(Murray, UK)을 공

하고, 탄수화물 원은 옥수수 분(신동방), 지방 원으

로는 옥수수기름(제일제당)을 사용하 다. 고지방 식이군들

은 총 열량의 37%가 되도록 우지(Wako, 일본)를 공 하

다. 포도씨열수추출물은 식이의 1% 수 으로 첨가하 으

며, 포도씨열수추출의 일반성분(Table 1) 함유량을 고려하

여 동일한 열량, 질소량  섬유소량이 함유되도록 조제

(Table 2)하여 여하 다. 식이와 식수는 자유롭게 섭취(ad 

libitum)하도록 하 고, 모든 실험식이는 사육기간 동안 냉

장 보 하 다. 식이 100 g당 에 지는 열량계(Parr-1351,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사육기간 마지막 5일 동안 

분변을 수집하여 건조시킨 후 지질측정에 사용하 다.

체 은 매주 1회 일정시각에 측정하 으며 식이섭취량은 

매일 일정시각에 측정한 후 여량에서 잔량을 감하여 계산

하 다.

장  장기 채취 

사육이 끝난 실험동물은 희생  12시간 동안 식시킨 

후 에테르를 흡입시켜 마취시킨 다음 복부 하 정맥(inferior 

vena cava)으로부터 공복 액을 채취하 다. 헤 린 처리된 

액은 600 g(4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장을 분리하

다. 실험동물의 장기조직은 액 채취 후 즉시 출하여 

PBS(phosphate buffered saline)용액으로 수차례 헹군 후 표

면의 수분을 제거하여 칭량하 으며 즉시 액체질소로 냉

시켜 -70oC에 보 하 다. 

Table 2.  Composition of the experimental diet (g/kg diet)

Groups
Ingredients Normal HF control HF-GSW3)

Casein
Corn starch
Sucrose
Cellulose
Corn oil
Beef tallow
AIN-mineral mixture1)

AIN-vitamin mixture2) 

DL-Methionine
Choline bitartrate
GSW

 200.0 
 500.0
 150.0
  50.0
  50.0
  -
  35.0
  10.0
   3.0
   2.0
  -

 200.0 
 340.0
 150.0
  50.0
 -
 210.0
  35.0
  10.0
   3.0
   2.0
 -

 198.7
 323.7
 150.0
 49.98
 -
 209.3
  33.9
  10.0
   3.0
   2.0
  10.0

kcal/100 g diet
Calroie from fat (%)

421.07
  10.6

508.97
  37.1

506.14
  37.3

1)Mineral mixture (g/kg) according to AIN-76.
2)Vitamin mixture (g/kg) according to AIN-76.
3)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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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의 leptin 함량 측정

장 leptin 농도는 radioimmunoassay을 이용한 murine 

leptin RIA kit(Linco Research)로 측정하 다.

장, 간조직  변 의 지질 함량 측정

장 의 성지질 함량은 Muller의 방법(11)으로 조제

된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총 콜

스테롤과 HDL-콜 스테롤 함량은 Richmond의 방법(12)

으로 조제된 kit(아산제약, 한국) 시약을 사용하 다. 

간조직과 변 의 지질 함량은 Folch 등의 방법(13)에 

하여 클로로포름 :메탄올(2 : 1, v/v) 혼합액으로 지질을 추

출한 후 액과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농도를 구하 다.

구와 간조직 의 효소원 분리

액으로부터 장과 buffy coat를 완 히 제거한 후 

McCord와 Fridovich의 방법(14)에 하여 구를 분리하

다. 즉 분리한 구는 0.9% 생리식염수로 3회 세척한 

후 증류수로 lysis한 다음 효소원으로 사용하 다. 구의 

효소활성도는 kit(아산제약) 시약으로 측정한 헤모 로빈 g

당의 고유활성도로 나타내었다.

간조직은 4배량의 0.25 M sucrose(pH 7.4) 완충용액을 가

하여 균질기(IKA, Rw20.7, USA)로 마쇄하여 얻은 균질액

을 600 g(4
oC)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핵  미마쇄 부분

을 제거한 후 상층액을 얻었다. 이를 10,000 g(4oC)에서 20분

간 원심분리하여 미토콘드리아 분획을 취했으며, 분리된 상

층액을 100,000 g(4
oC)에서 1시간 원심분리하여 시토졸 

분획을 얻었다. 미토콘드리아 침 물은 사용된 완충용액에 

녹인 후 효소원으로 사용하 다. 미토콘드리아 분획은 fatty 

acid β-oxidation(β-oxidation)과 carnitine palmitoyl 

transferase(CPT) 활성도 측정에 사용하 고 시토졸 분획은 

fatty acid synthase(FAS)활성도 측정에 사용하 다. 조직

의 효소활성도는 Bradford의 방법(15)을 사용하여 측정한 

단백질 mg당의 고유활성도로 나타내었다.

간조직 의 지질 사 련 효소 활성도 측정

FAS 활성도는 Carl 등(16)이 실시한 방법을 수정․보완하

여 측정하 다. β-Oxidation은 Lazarow 방법(17)을 수정․

보완하여 NAD
+
가 NADH로 환원되는 정도를 340 nm에서 

측정하 다. CPT 활성도는 Bieber 등의 방법(18)으로 car-

nitine이 palmitoyl-CoA를 기질로 생성된 총 CoASH 생성

률을 412 nm에서 흡 도 변화를 측정하 다. 

구 의 항산화 효소 활성도 측정

Superoxide dismutase(SOD) 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9)에 하여 효소액을 넣지 않고 반응시

킨 0.5 mM pyrogallol 용액의 자동산화를 50% 억제하는 정

도를 나타내었다. Catalase(CAT) 활성은 Aebi의 방법(20)

에 하여 1분간 1 g의 헤모 로빈에 의해 소실되는 과산화

수소 양을 나타내었다. Glutathione peroxidase(GSH-Px) 

활성은 Paglia와 Valentine의 방법(21)에 하여 헤모 로빈 

1 g당 1분 동안 산화되는 NADPH 정도를 나타내었다.

구 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측정 

구 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Tarladgis 등의 방법

(22)에 하여 측정하 다. 지질과산화물의 지표물질인 

malondialdehyde(MDA) 함량은 tetramethoxypropane 표

검량선에 하여 나타내었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SPSS package 로그램을 이용하여 실험군

당 평균±표 오차로 표시하 고, 각 군간의 평균치의 통계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OVA를 실시하고 다군간의 

차이는 p<0.05 수 에서 Duncan's multiple test로 사후 검

정하 다. 

결과  고찰

체 , 식이섭취량  장기무게에 미치는 향

실험기간 동안의 체 변화, 식이섭취량과 장기무게는 각

각 Fig. 1과 Table 3에 나타내었다.

실험식이 여  실험군간의 체 은 차이가 없었으나 실

험기간 2주 후부터 고지방식이군들의 체 이 정상식이를 

여한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증가하기 시작하 으며, 

6주 후에는 고지방 조군의 체 이 정상군의 체 보다 1.6

배 증가됨으로써 열량의 37%를 지방으로 여하는 고지방

식이로 인한 비만유도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포도씨열

수추출물은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마우스의 체 에는 향

을 미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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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grape seed water extract on body weight 
changes in high⁃fat fed C57BL/6 mice. 
HF-GSW: 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Mean±SE (n=8).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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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grape seed water extract on plasma, hepatic and fecal lipid levels in high⁃fat fed C57BL/6 mice  

Normal HF control HF-GSW1)

Plasma
  Triglyceride (mg/dL)
  Total cholesterol (mg/dL)
  HDL-C (mg/dL) 
  HTR (%)
Liver 
  Triglyceride (mg/g)
  Cholesterol (mg/g) 
Feces
  Triglyceride (mg/g)

108.94±7.98a
122.48±6.23a
 65.96±3.51a
 53.85±1.34a

 29.37±0.93a
  2.51±0.09a

 22.85±1.65a

128.76±2.46b
178.60±4.57b
 86.51±5.15b
 47.86±1.74b

 37.06±1.25b
  3.57±0.20c

 94.90±3.23b

 
 93.30±9.98a
164.41±9.57b
 86.30±4.48b
 52.49±3.12ab

 32.77±1.74ab
  2.98±0.13b

112.01±6.90c
1)HF-GSW: 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Mean±SE (n=8).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Table 3. Effects of grape seed water extract on food intake, 
energy intake and organ weights in high⁃fat fed C57BL/6 
mice 

Normal HF control HF-GSW2)

Food intake (g/day)
Energy intake (kcal/day)
Organ weight (g)
Liver 
Epididymal WAT1)

Perirenal WAT

 3.55±0.08a
14.95±0.36a

 0.99±0.02a
 0.86±0.07a
 0.46±0.04a

 3.13±0.03b 
15.78±0.20b

 1.26±0.03b
 1.43±0.07b
 0.65±0.02b

 3.21±0.04b
16.25±0.45b

1.30±0.09b
1.47±0.09b
0.68±0.04b

Mean±SE (n=8).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1)WAT: white adipose tissue.
2)HF-GSW: 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식이섭취량은 고지방 조군(HF control)이 정상군(Nor-

mal)보다 유의 으로 낮았으나 일일 열량 섭취량은 고지방

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높았다. 이는 식이지방이 gastric 

emptying을 지연시켜 식이섭취량을 감소시키고(23), 열량

도가 높을수록 식이섭취량이 감소(24)되기 때문이다. 고

지방식이를 여한 C57BL/6 마우스에게 포도씨열수추출물 

여에 따른 식이섭취량과 일일 열량섭취량 변화는 찰되

지 않았다.

한 간조직, 부고환 백색지방조직  신장주변 백색지방

조직 무게는 고지방 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았으며, 포도씨열수추출물 여는 간조직과 백색지방조

직 무게에 향을 미치지 않았다.

장 의 leptin 함량에 미치는 향

장 의 leptin 함량은 Fig. 2에 나타내었다.

장 leptin 함량은 고지방 조군(6.82±0.55 ng/mL)이 

정상군(2.74±0.50 ng/mL)에 비하여 약 2.5배 유의 으로 높

게 나타났다. Leptin은 지방세포로부터 분비되는 호르몬으

로   leptin 농도는 체지방량에 비례하여 증가하며, 에

지 사를 증가시키고 식이섭취량을 감소시켜 체 을 조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본 실험에서도 고지방식이로 

인하여 장 leptin 농도가 유의 으로 증가되는 것을 확인

하 다. 포도씨열수추출물은 장 leptin 함량에 향을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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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grape seed water extract on plasma leptin 
level in high⁃fat fed C57BL/6 mice. 
HF-GSW: 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Mean±SE (n=8).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포도씨열수추출물이 체

, 식이섭취량  체지방 변화에 향을 미치지 않는 것을 

반 한다. 

장, 간조직  변 의 지질 함량에 미치는 향

포도씨열수추출물을 6주간 여한 후 장, 간조직  변 

의 지질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장 의 총 콜 스테롤과 성지질 함량은 정상식이를 

여한 정상군에 비하여 고지방 조군에서 유의 으로 높

았다.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마우스에게 포도씨열수추출물 

여는 장의 총 콜 스테롤 함량 변화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성지질 함량은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27.5%

의 한 하를 보 다. 한편, 장 HDL-콜 스테롤 함량

은 정상군에 비하여 고지방식이군들에서 유의 으로 높았

는데 이는 고지방식이로 인한 장의 총 콜 스테롤 함량 

증가에 기인된 것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총 콜 스테롤 함량

에 한 HDL-콜 스테롤 함량비(HTR)는 고지방 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았으며, 포도씨열수추출물 

여는 유의 이지는 않으나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H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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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grape seed water extract on hepatic lipid regulating enzyme activities in high⁃fat fed C57BL/6 mice  

Normal HF control HF-GSW2)

FAS1) (nmol/min/mg protein)
β-oxidation (nmol/min/mg protein)
CPT (nmol/min/mg protein)

 0.68±0.06a
31.27±0.88a
 5.29±0.62a

 0.40±0.03b
25.65±1.17b
 3.41±0.34b

 0.45±0.05b
29.19±1.91ab
17.94±1.06c

Mean±SE (n=8).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1)FAS, fatty acid synthase; β-oxidation, fatty acid β-oxidation; CPT, carnitine palmitoyl transferase.
2)HF-GSW: 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Table 6.  Effects of grape seed water extract on erythrocyte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 high⁃fat fed C57BL/6 mice  

Normal HF control HF-GSW2)

SOD1) (unit/g Hb)
CAT (mol/min/g Hb)
GSH-Px (nmol/min/g Hb)

253.83±8.34a
  4.56±0.05
  8.80±0.28a

290.29±6.72b
  4.57±0.04
  7.91±0.22b

326.98±7.10c
  4.58±0.04
  8.36±0.14ab

Mean±SE (n=8). Means in the same row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1)SOD, superoxide dismutase; CAT, catalase; GSH-Px, glutathione peroxidase.
2)HF-GSW: 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을 증가시키는 경향이었다. 

간조직 의 콜 스테롤과 성지질 함량은 고지방 조

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각각 142%와 126% 유의 으로 높았

다. 장과 달리 간조직 의 콜 스테롤 함량은 포도씨열수

추출물군에서 16.5% 유의 으로 감소되었으며 성지질 함

량은 11.6%의 감소경향을 보 다. 

변 의 성지질 함량 변화를 살펴보면 고지방 조군이 

정상군에 비하여 성지질 함량이 약 4배 유의 으로 증가

하 으나 포도씨열수추출물 여는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변으로의 성지질 배설을 약 1.2배 증가시키는 것으로 나타

났다. 이는 포도씨열수추출물이 변으로의 성지질 배설을 

진시킴으로써 식이지방의 흡수를 억제하는데 효과 으로 

것으로 평가되며 이 결과는  의 성지질 함량이 포도씨

열수추출물 여에 의하여 유의 으로 감소된 결과와 일치

한다. 

간조직의 지질 사 련 효소 활성도에 미치는 향

포도씨열수추출물이 고지방을 여한 C57BL/6 마우스의 

간조직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을 Table 5에 나타내었다. 

간조직  FAS, β-oxidation과 CPT 활성은 정상군에 비

해 고지방 조군에서 유의 으로 낮았다. 포도씨열수추출

물은 간조직의 FAS 활성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CPT 

활성은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5.2배 하게 높이는 것으

로 나타났다. 지방조직으로부터 유리되는 지방산 일부는 간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산화하는데 CPT는 지방산의 β- 

oxidation을 한 미토콘드리아 수송을 조 하는 속도제한 

효소이다. 본 실험결과 포도씨열수추출물은 고지방식이를 

여한 마우스의 간조직  CPT활성을 진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한편, 간조직의 β-oxidation 활성 역시 포도씨열수

추출물 여군에서 유의 이지는 않으나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비록 포도씨열수추출물이 

고지방식이 유도 비만마우스에서 CPT 활성을 증가시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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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grape seed water extract on erythrocyte 
lipid peroxidation level in high⁃fat fed C57BL/6 mice. 
HF-GSW: High fat-grape seed water extract. Mean±SE (n=8). 
Means not sharing a common letter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groups (p<0.05).

만큼 지방산 산화를 유도하지는 않았지만 포도씨열수추출

물은 간조직에서 지방산 산화를 증가시킴으로써 에 지 소

비를 유도할 것으로 사료된다. 다른 선행연구에서도 식이성 

페놀성 화합물들이 CPT 유 자 발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26). 

구 의 항산화효소 활성도와 지질과산화물 함량에 

미치는 향

구의 항산화효소 활성도와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각

각 Table 6과 Fig. 3에 나타내었다.

구 의 SOD 활성은 정상군에 비하여 고지방 조군

에서 유의 으로 증가한 반면, GSH-Px 활성은 유의 으로 

감소되었으며 CAT 활성은 고지방식이로 인한 변화가 찰

되지 않았다. 포도씨열수추출물 여는 구의 SOD 활성

을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증가시켰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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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SH-Px 활성 역시 유의 이지는 않으나 증가시키는 경향

이었다. 체내에서 항산화 작용을 방어하는 시스템으로 SOD, 

CAT, GSH-Px 효소 등이 알려져 있다(27,28). 항산화 효소

는 세포막의 지질과산화 손상, sulfhydryl-함유효소의 불활

성화  구성 단백질의 교차결합 등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불화성화 시키거나 제거

함으로써 항산화 작용을 한다. 특히, SOD는 세포내 호흡작

용의 부산물로써 생성되는 superoxide anion에 작용하는 첫 

번째 효소로서 과산화수소로 환시켜 세포내 superoxide 

anion 제거에 여한다(29). 비만한 사람의  SOD 활성

이 유의 으로 낮다는 보고(30)와는 달리 본 실험에서는 

구의 SOD 활성이 정상군에 비하여 고지방 조군에서 높

아진 것은 고지방으로 인한 자유라디칼 소거를 한 응

상으로 사료된다. 한 포도씨열수추출물은 이러한 SOD 활

성을 더욱 활성화함으로써 superoxide anion 제거를 증가시

키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 이러한 과정에서 생성된 과산화

수소는 CAT나 GSH-Px에 의하여 무독화되는데 고지방

조군의 GSH-Px 활성은 정상군보다 유의 으로 낮아졌으

나 포도씨열수추출물군 여는 GSH-Px 활성이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구의 항산

화방어계가 활성화됨을 알 수 있다.

산화  스트 스의 주요 지표인 지질과산화물은 생성되

는 MDA 함량을 측정하 다. 구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은 정상군에 비하여 고지방 조군에서 유의 으로 높았으

나 포도씨열수추출물 여시 정상수 으로 감소되었다. 이

는 포도씨열수추출물이 고지방식이로 인한 지질과산화물 

생성을 효과 으로 낮추므로써 항산화제의 기능성을 제시

하고 있다. 포도씨의 페놀성 화합물들은 산화  스트 스에 

의해 야기되는 여러 질병을 방 는 치료할 수 있는 것으

로 보고(31)되고 있는데, 본 실험에 사용된 포도씨열수추출

물 의 총 페놀성 화합물 함량은 117.5 mg/g로 높았다. 

이와 같이 포도씨열수추출물은 고지방식이로 유도한 비

만 마우스의 체 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변으로의 

성지질 배설 증가와 간조직에서의 지질 사  구의 

항산화 방어계 활성을 통하여 지질 하  지질과산화물 생

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포도씨열수추출물을 이용하여 고지방식이

로 비만을 유도한 마우스의 지질 사  구의 항산화방

어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았다. 4주령의 C57BL/6 마우

스(n=24)를 1주일간 응시킨 후 정상식이를 여한 정상군, 

고지방(열량의 37%를 지방으로 체)을 여한 고지방 조

군과 고지방-포도씨열수추출물군으로 나 어 6주간 사육하

다. 포도씨열수추출물은 1%수 으로 식이에 첨가하 으

며 동일한 열량, 질소량  섬유소가 함유되도록 조제하여 

여하 다. 고지방식이는 정상식이에 비하여 체 , 일일 열

량섭취량, 백색지방 무게, 장과 간조직의 지질함량  

장 leptin 함량을 유의 으로 증가시켰다. 본 실험에서 첨가

된 식이 1%의 포도씨열수추출물 보충은 고지방을 여한 

마우스의 체 과 장기무게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장의 성지질과 간조직의 콜 스테롤 함량을 히 하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 의 성지질은 포도씨

열수추출군에서 정상수 으로 개선되었으며, 포도씨열수추

출물은 변으로 성지질 배설을 고지방 조군에 비하여 유

의 으로 높 다. 간조직의 지질 사 효소인 FAS, β-oxi-

dation, CPT 활성은 고지방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유

의 으로 낮았으나 포도씨열수추출물군의 CPT 활성은 고

지방 조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높았고, β-oxidation 활성

도 증가경향을 보 다. 한 구의 SOD와 GSH-Px 활성

이 포도씨열수추출물 여시 활성화될 뿐만 아니라 고지방

식이로 유도한 비만마우스의 구내 지질과산화물 함량

이 유의 으로 낮아졌다. 이와 같이 포도씨열수추출물은 고

지방 섭취시   지질개선  항산화제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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