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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Isoflavone 콩나물이 만성 에탄올 투여 흰쥐의 지질 사에 미치는 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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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effects of isoflavone⁃rich bean sprout on the lipid metabolism in ethanol⁃
treated rats. Fifty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ive groups: normal control, alcohol 
control, low soybean sprout＋ethanol (low SS), high soybean sprout＋ethanol (high SS) and isoflavone extract
＋ethanol (IE). They were fed experimental diets based on Lieber⁃DeCarli liquid diet for 40 days. Body weight, 
food intake and feed efficiency ratio (FER) of ethanol⁃treated groups were significantly suppressed compared 
with that of the normal control group. Among the ethanol⁃treated groups, high SS group showed in significant 
increase in the body weight, food intake and FER. Supplementation of isoflavone⁃rich soybean sprout powder 
or isoflavone extract significantly decreased plasma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 atherogenic index 
(AI) and increased the ratio of HDL⁃cholesterol to TC. Supplements also significantly decreased total lipid, 
TG and TC in liver tissue compared with that of alcohol control.  There was a significant decrease in hepatic 
lipid peroxidation products in IE group compared with other ethanol⁃treated groups. This results suggest that 
supplementation of isoflavone⁃rich bean sprout powder may exert beneficial effects on lipid metabolism in 
chronically alcohol⁃treated animals by improving lipid profiles in plasma and liver tiss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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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과량의 알코올을 만성 으로 섭취하게 되면 NADH/ 

NAD+비율이 높아지고 이로 인한 glycerol phosphate의 증

가와 지방합성 효소인 diacyglycerol acyltransferase  

phosphatidate phosphohydrolase의 활성이 높아짐으로써 

지방산 합성이 진되고 액  지질농도가 높아지며 알코

올성 지방간이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3).

에탄올에 의한 간조직의 손상은 에탄올 사과정에서 

microsomal membrane의 free radical 형성이 진되거나

(4-7), 간세포의 산화환원 항상성이 변화하여(8-10) 알코올 

사 간 생성물인 아세트알데히드가 축 되어 독성학  

향을 미치기 때문으로 알려져 있다(11). 이에 한 방어는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CAT), gluthathione 

peroxidase(GPx) 등의 항산화 효소계와 비타민 C, E 등과 

같은 항산화물질에 의하여 이루어지며 에탄올은 이들을 감

소시킴으로써 조직의 산화  스트 스를 증가시키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12).

간세포의 항산화능을 높이면 간질환의 진행이 억제되므

로(13) 비타민 A, E 혹은 비타민 C를 충분히 섭취하는 것은 

항산화능을 높이고 과산화 지질의 생성을 막아 알콜로 인한 

산화  스트 스를 낮추는데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고 있다

(14-16). 따라서, 만성 인 에탄올의 섭취로 인한 독성을 

방하거나 유해 상태를 개선하기 해서는 에탄올의 침해를 

받기 쉬운 조직의 산화  스트 스를 이는 것이 요하다

고 알려져 있다(17). 

최근 항산화 양소 이외에도 항산화성을 나타내는 phy-

tochemical과 이들의 생리활성에 한 심이 고조되고 있

으며 특히 주목받고 있는 물질이 isoflavone이다. Isoflavone

은 콩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는 phytoestrogen으로서 유방암, 

립선암, 폐경기 여성의 골다공증을 방하고(18,19) 심

계 질환의 상태를 개선한다는 보고가 있으며(19-21) 이러

한 isoflavone의 생리활성 기능들  일부는 이 물질의 항산

화능에 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isoflavone  da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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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ein과 genistein은 in vitro에서 뿐 아니라 인간에서도 뛰어

난 항산화능을 보이고(22,23) 산화  손상을 억제함으로써 

암과 심 계 질환을 방하며(24,25) 내피세포의 산

화  스트 스를 감소시켜 상동맥질환 험을 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26).

본 연구실에서는 선행 연구로 isoflavone 함량이 풍부한 

기능성 콩나물 개발을 하여 국내 나물콩 66품종과 이들로 

재배한 콩나물의 식이섬유  isoflavone 함량을 분석한 바 

있다(27,28). 그 결과 콩에서 콩나물로 발아되는 과정에서 

식이섬유는 평균 1.16배, isoflavone은 평균 1.41배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들  특히 소호콩나물은 isoflavone 함량이 

3343.8 mg/kg으로 다른 콩나물들의 평균인 1898.3 mg/kg의 

1.76배에 달하 으므로 이를 고 isoflavone 콩나물로 선정하

다. 

콩나물은 한국인 다소비 부식 7 , 채소류 3 (29)에 이를 

정도로 많이 상용되는 식품재료이나 이의 생리 작용에 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져 있지 않다. 콩나물은 식이섬유와 원료

콩에서 유래하는 isoflavone 등의 기능성 물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으므로 유익한 생리활성을 나타낼 가능성이 높

다고 본다.

본 연구에서는 콩나물이 숙취해소용 음식의 재료로서 많

이 사용된다는 에서 선행연구에서 선별한 isoflavone 함량

이 높은 소호콩나물의 투여가 만성 알코올 섭취 동물의 지질

사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실험동물  식이

실험동물은 3주령된 Sprague-Dawley종 수컷 흰쥐 50마

리(Central Lab animal, Korea)를 환경이 조 된 사육실(기

온 20±2
oC, 습도 55±1%, 12 hr dark/light cycle)에서 평균 

체 이 180 g이 될 때까지 2주간 pellet형 고형사료(Jeil ani-

mal feed Co., Korea)로 사육한 다음 난괴법으로 10마리씩 

5군으로 나 었다. 실험군의 분류는 (1) 정상 조군 (2) 알

코올 조군 (3) 알코올＋콩나물 분말 2.37% 첨가군(low 

SS) (4) 알코올＋콩나물 분말 11.78% 첨가군(high SS) (5) 

알코올＋isoflavone 추출물 0.10% 첨가군(IE)이다. 실험식

이는 Lieber-Decarli 액체식이를 일부 수정한 조성을 가진 

식이로서, 에탄올이 5%(w/v)수 으로 첨가되었고 1 mL당 

1 kcal를 공 하며 에탄올로부터 공 되는 열량은 총 열량의 

36%에 해당하 다. 이 액체식이는 에탄올 자체의 독성효과

를 양불량에 의한 향과 분리하여 평가할 수 있도록 충분

한 양공 을 할 뿐만 아니라 에탄올을 충분히 투여할 수 

있는 에탄올 표 식이다. Isoflavone의 함량은 선행 연구(30)

에서 체  kg당 3～30 mg 정도의 isoflavone 첨가가 효과 

있었음을 감안하여, 하루 평균 사료 섭취량을 70 mL로 추정

할 때 low SS군의 isoflavone 섭취량은 1일 3.79 mg/kg 

body weight(BW), high SS군은 19.01 mg/kg BW, 0.2% 

IE군은 19.01 mg/kg BW의 수 으로 설정하 으며 모든 실

험식은 열량 양소들의 비율을 동일하게 하여 isocaloric di-

et가 되도록 하 다. 실험의 결과가 콩나물 isoflavone에 의

한 효과인지 콩나물의 다른 성분에 의한 효과인지를 살펴보

기 하여 high SS군의 isoflavone 함량과 IE군의 iso-

flavone 함량을 동량으로 정하 다. 본 실험에 사용한 콩나

물 분말 시료는 본 연구실의 선행연구인 66품종 나물콩과 

콩나물의 isoflavone 분석(27)의 결과에서 isoflavone 함량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난 소호콩나물을 재배하여 50
oC에서 

12시간동안 열풍 건조 후 분말화하 다. Isoflavone 추출물

은 (주)Bioland(Seoul, Korea)에서 제공한 “이소본 40”으로 

total isoflavone의 함량이 40.9%인 두 isoflavone 추출물

을 사용하 다. 실험식의 구성성분은 Table 1과 같으며, 식

이 섭취량은 매일, 체 은 1주일 간격으로 측정하 으며 총 

실험식의 공 기간은 40일이었다.

채   조직의 채취

희생  12시간 식시킨 후 1% ketamin hydrochloride 

용액을 0.2 mL/100 g BW로 복강내 주사하여 마취시켜 개복

하고 heparin(100 units/mL) 처리가 된 주사기로 복부 정

맥에서 액을 채취하 다. 액은 3000 rpm에서 20분간 원

심분리하여 장을 분리하여 -70oC의 deep freezer에 냉동

보 하 다. 액채취 후 간과 신장조직을 출하여 생리식

염수에 3회 헹군 후 거즈로 수분을 제거하고 칭량하 다.

장 지질 농도의 측정

장 성지방(Tryglyceride; TG)은 Muller방법(31)에 

한 효소법에 의한 kit(아산제약, 한국)를 사용하여 550 nm

에서 그 흡 도를 측정하여 정량하 으며 장 총 콜 스테

롤(total cholesterol; TC)은 Richmond방법(32)에 한 효소

법에 의한 kit(아산제약, 한국)를 사용하여 50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정량하 다. HDL-cholesterol(HDL-chol)은 

Finley방법(33)에 한 효소법에 의한 kit(아산제약, 한국)를 

사용하여 청내 HDL-chol을 제외한 콜 스테롤을 침 시

켜 제거한 후 상층액을 검체로 하여 500 nm에서 그 흡 도

를 측정하여 정량하 다. 동맥경화지수(atherogenic index, 

AI)는 측정된 TC와 HDL-chol로부터 산출하 다.

간조직  지질 농도의 측정

간조직  총 지질은 Folch방법(34)에 의해 추출하 다. 

간조직 1 g을 취하여 20배 부피의 chloroform : methanol 

(2:1, V/V) 용매와 함께 homogenizer(PT 1200C, Kinematica 

AG, Switzerland)로 마쇄한 후 분액깔 기로 분리시킨 지질 

분획을 nitrogen gas하에 건조한 후 칭량하 다. 성지방과 

콜 스테롤 측정은 Sale(35)의 수정된 방법으로 측정용 효

소시액에 유화제로 0.5% Triton X-100과 3 mM Sodium 

cholate를 혼합하여 발색시 일어나는 탁도(turbidity)를 제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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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liquid diets

 Ingredients (g/L diet)
Control diet Experimental diets

No ethanol Ethanol Ethanol＋low SS1) Ethanol＋high SS Ethanol＋IE1)

 Casein
 L-cystein
 DL-methionine
 Corn oil
 Olive oil
 Dextrin-maltose
 Fiber (cellulose)
 Xanthan gum
 Choline bitarture
 Vitamin mix2)

 Mineral mix3)

 Ethanol4)

 Bean sprout powder5)

 Isoflavone extract6)

 41.40
  0.50
  0.30
  8.00
 15.00
153.00
 10.00
  3.00
  0.53
  2.55
  9.00
  0.00
  0.00
  0.00

41.40
 0.50
 0.30
 8.00
15.00
64.00
10.00
 3.00
 0.53
 2.55
 9.00
50.40
 0.00
 0.00

39.39
 0.50
 0.30
 8.00
14.37
63.58
 8.70
 3.00
 0.53
 2.55
 9.00
50.40
 4.87
 0.00

30.66
 0.50
 0.30
 8.00
11.86
61.92
 3.52
 3.00
 0.53
 2.55
 9.00
50.40
24.33
 0.00

41.40
 0.50
 0.30
 8.00
14.80
64.00
10.00
 3.00
 0.53
 2.55
 9.00
50.40
 0.00
 0.20

1)SS: soybean sprout, IE: isoflavone extract.
2)AIN-76 vitamin mix (g/kg mix): thiamin․HCl 0.6, riboflavin 0.6, pyridoxine HCl 0.7, nicotinic acid 3, D-calcium pantothenate 
1.6, folic acid 0.2, cyanocobalamin 0.001, retinyl palmitate 0.8 (500,000 IU/g), DL-α-tocopheryl acetate 20 (2501 IU/g), cholecalciferol 
0.0025, menaquinone 0.005, sucrose to make 1 kg.

3)AIN-76 mineral mix (g/kg mix): calcium phosphate dibasic 500, sodium chloride 74, potassium citrate monohydrate 220, potassium 
sulfate 52, magnesium oxide 24, manganous carbohydrate 3.5, ferric citrate 6, zinc carbonate 1.6, cupric carbonate 0.3, potassium 
iodate 0.01, sodium selenite 0.01, chromium potassium sulfate 0.55, sucrose to make 1 kg.

4)Ethanol: 95%.
5)Composition of bean sprout powder (%): protein 41.41, dietary fiber 26.63, fat 12.89, carbohydrate 8.54, ash 6.25, moisture 4.28, 
total isoflavone 3343.8 μg/g.

6)Isovone 40 (Product No. HF-2002-038, Bioland Inc., Seoul, Korea) contains 40.9% of total pure isoflavone which consists of 36.9% 
total aglycone type (22% daidzein, 11.7% glycitein, 6.39% genistein) and 4% total glycoside type.

한 후 성지방은 550 nm, 콜 스테롤은 500 nm에서 각각 

흡 도를 측정하 다. 

지질과산화물의 측정

장의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s(TBARS) 

측정은 Taladgis방법(36)에 의하 다. Tetramethoxypropane

을 가수분해하여 조제한 malondialdehyde(MDA) 표 용액

을 장과 동일한 조건에서 반응시켜 53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TBA-MDA chromopore의 표 곡선을 얻고 이 곡

선으로부터 TBARS의 양을 산출하 다. 간과 신장조직  

TBARS 측정은 Uchiyama와 Mihara의 방법(37)에 의하

으며 520 nm와 53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두 가지 흡

도의 차이로부터 TBARS의 양을 조직 wet weight g당 함량

으로 계산하 다.

효소원의 조제 

간조직을 각 간엽에서 고르게 일정량(2 g)을 취하여 1 g당 

5배의 0.25 M sucrose 용액을 가하고 빙냉 상태에서 glass 

teflon homogenizer(Glascol, 099C K44, USA)로 균질화한 

후 6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취하 다. 

이를 다시 10,0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mitochon-

dria 분획을 얻었다. 그리고 그 상층액은 다시 105,000×g에
서 1시간 동안 ultracentrifuge(Beckman, Optima TLX-120)

하여 cytosol 분획과 microsome 분획을 분리하 다. 

Mitochondria 분획은 0.25 M sucrose 용액에 탁시켜 cat-

alase(CAT)의 활성도 측정에 사용하고, cytosol 분획은 glu-

tathione peroxidase(GPx)와 superoxide dismutase(SOD)

의 활성 측정에 사용하 다. 

간조직  항산화 효소 활성도 측정

SOD 활성도는 알칼리 상태에서 pyrogallol의 자동산화에 

의한 발색을 이용한 Marklund 방법(38)으로 측정하 다. 10 

mM EDTA를 포함한 50 mM Tris HCl buffer(pH 8.6) 2.8 

mL에 효소원 0.1 mL와 15 mM의 pyrogallol 0.1 mL을 넣고 

25oC에서 10분간 incubation시킨 후 1 N HCl 0.1 mL을 넣어 

반응을 종결시키고, 4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효소 

활성도의 단 는 효소원을 넣지 않고 반응시킨 15 mM py-

rogallol용액의 자동산화를 50% 억제하는데 필요한 cyto-

solic protein에 한 SOD unit의 양으로 하 다.

GPx 활성도는 Paglia와 Valentine의 방법(39)에 따라 산

화형 glutathione(GSSG)이 glutathione reductase와 NADPH

에 의하여 환원될 때 NADPH의 흡 도가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하 다. 즉 0.1 M Tris-HCl(pH 7.2) buffer 2.6 mL에 

30 mM 환원형 glutathione 용액 0.1 mL, 6 mM NADPH 

용액 0.1 mL  25 μM H2O2 0.1 mL을 순서 로 첨가하여 

25
oC에서 5분간 preincubation 시켰다. 여기에 효소원 0.1 

mL을 혼합하여 25oC에서 5분간 incubation시킨 후 340 nm

에서 흡 도 변화를 측정하 다. GPx 활성의 1단 는 cyto-

solic protein 1 mg당 1분간 산화된 NADPH의 nmol로 나타

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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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bean sprout and soy isoflavone extract on growth and FER of alcohol⁃treated rats 

Group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40 days)

Food intake
(g/day)

FER2)

Normal control
Alcohol control
Low SS
High SS
IE

173.71±1.65
1)NS

173.62±1.62
ns

175.90±1.09
175.81±1.89
176.68±1.50

357.62±4.40
A

286.12±5.54
Cb

 274.2±5.54
Cb

315.87±5.63
Ba

223.00±5.16
Dc

183.62±4.39
A

112.00±5.63
Cb

 99.11±6.26
Cb

138.70±4.60
Ba

 76.36±4.32
Dc

85.38±1.03
A

67.88±0.95
Cb

68.13±0.85
Cb

71.38±0.91
Ba

64.50±0.76
Dc

0.046±0.001
A

0.031±0.002
Cb

0.027±0.002
Cb

0.039±0.002
Ba

0.027±0.001
Cb

SS: soybean sprout, IE: isoflavone extract.
1)Mean±SE (n=8). 2)FER: feed efficiency ratio (weight gain, g/feed intake, g).
Different capita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5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4 alcohol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5 groups (p<0.05).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4 alcohol groups (p<0.05). 

CAT 활성도는 Aebi의 방법(40)으로 측정하 다.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KH2PO4 : NaH2PO4＝1:1.55, 

pH 7.0) 2.89 mL에 기질인 30 mM H2O2 0.1 mL을 넣어 25oC

에서 5분간 incubation시켰다. 반응 후 2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고 이 반응액에 효소원 10 μL를 가하여 3.0 mL이 되

게 한 후 25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뒤 2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H2O2의 흡 도 변화와 몰흡 계수로부터 H2O2

의 농도를 구한 다음 감소된 H2O2 nmol/min/mg protein으

로 효소 활성도를 계산하 다. 

간조직의 mitochondria와 cytosol 분획의 단백질 함량은 

bovine serum albumin을 표 물질로 하여 Bradford방법

(41)에 의해 정량하 다.

자료의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SPSS package program(version 12.0)을 이

용하여 평균±표 오차로 나타내었으며 각 군의 평균치간

의 차이에 한 유의성은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와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에 의해 

p<0.05 수 에서 검증하 다.

결과  고찰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장기 량

실험식을 40일간 투여한 후 측정한 실험동물의 체 증가

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은 Table 2와 같다. 체 증가량

은 정상 조군(183.62±4.39 g)이 가장 높았으며, 알코올 투

여군들 에서는 high SS군(138.70±4.60 g)이 유의하게 높

은 값을 보 으며, IE군(76.36±4.32 g)은 유의하게 낮은 값

을 보 다. 1일 평균 식이섭취량은 체 증가량과 같은 경향

을 보여 정상 조군(85.38±1.03 g)의 1일 평균 식이섭취량

이 가장 많았고 알코올 투여군 에서는 high SS군(71.38 

±0.91 g)이 가장 많았으며 IE군(64.50±0.76 g)이 가장 었

다. 식이효율은 정상 조군(0.046±0.001)이 가장 높았으며 

알코올 투여군들은 모두 정상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낮은 

값을 보 으나 high SS군(0.039±0.002)은 알코올 투여군들 

에서 유의하게 높은 값을 보 다. 알코올 투여군들의 식이

효율이 정상 조군에 비해 낮은 것은 동일한 열량의 식이를 

여했을 때 알코올 함유 식이를 받은 쥐들의 체 증가율이 

낮았다는 Reinus 등의 연구결과(42)와 일치한다. 이는 알코

올 독의 경우 알코올이 간과 소화  막에 손상을 일으켜 

양소의 소화, 흡수율을 떨어뜨리고 양소 배설을 증가시

키며 와 장기의 이화작용, 알코올과 지방 사의 비정상  

상호작용을 일으키고(43) 장기간의 알코올 섭취는 ATP를 

생성하지 않고 열발생 반응만을 일으키는 것이 원인이 될 

수 있다(44). 알코올 독 상이 심해질수록 식품에 한 

섭취 욕구가 낮아져 식품 섭취량이 감소되고 식이효율이 낮

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45). 따라서 식품 섭취량이 가

장 많고 식이효율이 높게 나타난 high SS군의 경우 알코올 

독 상이 가장 경미할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그러나 

IE군의 경우 식이섭취량과 체 증가량이 가장 낮게 나타났

으나 식이효율이 알코올 조군이나 low SS군에 비해 유의

한 차이가 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isoflavone 추출물 

특유의 냄새가 식욕을 하시킨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

된다.

장기 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3과 같다. 알코올 투여

군들의 체  100 g당 상 인 간무게는 정상 조군

(2.46±0.11 g/100 g BW)에 비해 유의 으로 높게 나타났으

며 알코올 투여군들 사이에 유의  차이는 없었다. 그러나 

콩나물 분말군(low SS, high SS)이나 이소 라본 추출물 

투여군(IE)의 체  100 g당 상 인 간무게는 알코올 조

군(2.75±0.14 g/100 g BW)에 비해 낮은 경향을 보 다. 알

코올 투여 동물에서 체 비 상 인 간무게가 높은 것은 

간세포질에서의 성지질, cholesteryl ester, 단백질, 수분 

함량 등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6,47). 첨가

물 투여기간이 보다 장기간에 걸쳐 이루어질 때 간비  억제 

효과는 보다 뚜렷하게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고 본다. 체

비 상 인 신장무게는 모든 군들 사이에서 차이가 없었다.

장 지질 농도에 미치는 향

장 지질 농도에 미치는 향은 Table 4와 같다. TG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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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supplementation of bean sprout and soy isoflavone extract on plasma lipid concentrations of alcohol⁃treated 
rats (mg/dL)

Group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HDL-C/Total-C (%)2) AI3)

Normal control
Alcohol control
Low SS
High SS
IE

41.24±2.421)BC

51.61±4.21Aa

38.15±1.85BCbc

33.52±2.29BCc

43.05±2.37Bb

129.82±11.46B

190.74±31.94Aa

115.43±11.91Bb

 91.17±11.99Dd

 98.52±11.22Cc

51.66±2.64A

41.91±3.86ABab

43.70±5.53ABab

55.35±6.49Aa

35.92±3.66Bb

39.85±1.87B

23.88±2.63Cc

36.71±1.63Bb

65.27±6.20Aa

37.12±4.21Bb

1.55±0.13B

3.52±0.43Aa

1.77±0.13Bb

0.67±0.22Cc

1.95±0.33Bb

SS: soybean sprout, IE: isoflavone extract.
1)Mean±SE (n=8).
2)HDL-C/Total C (%): (HDL-cholesterol / Total cholesterol)×100. 
3)AI: Atherogenic index＝(total-cholesterol－HDL-cholesterol) / HDL-cholesterol.
Different capita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5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4 alcohol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Table 3.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bean sprout and soy 
isoflavone extract on organ weight of alcohol⁃treated rats 

Group
Liver weight
(g/100 g BW)

Kidney weight
(g/100 g BW)

Normal control
Alcohol control
Low SS
High SS
IE

2.46±0.111)B

2.75±0.14Ans

2.63±0.06A

2.67±0.13A

2.63±0.15A

0.63±0.04NS

0.62±0.03ns

0.65±0.03
0.65±0.02
0.64±0.03

SS: soybean sprout, IE: isoflavone extract.
1)Mean±SE (n=8).
Different capita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5 groups by Duncan's mul-
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4 alcohol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5 groups (p<0.05).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4 alcohol groups (p<0.05). 

알코올 조군(51.61±4.21 mg/dL)이 정상 조군(41.24± 
2.42 mg/dL)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다. 콩나물 분말 투여군

(low SS-38.15±1.85 mg/dL, high SS-33.52±2.29 mg/dL)

과 IE군(43.05±2.37 mg/dL)은 알코올 조군에 비해 유의

하게 낮은 TG 수 을 나타내었으며, 콩나물 분말 투여는 

isoflavone 추출물 투여에 비해 TG가 감소되는 경향을 보

다. 이와 같은 결과는 콩나물 분말 투여가 isoflavone 단독 

투여보다  TG를 감소시키는데 더 효과 임을 의미하며 

이는 식이섬유 등 콩나물의 다른 여러 성분이 복합 으로 

향을 미친 것으로 추정된다.

TC의 경우 알코올 조군(190.74±31.94 mg/dL)은 정상 

조군(129.82±11.46 mg/dL)에 비해 유의 으로 높은 수

을 보 다. 그러나, high SS군(91.17±11.99 mg/dL)과 IE군

(98.52±11.22 mg/dL)은 알코올 투여군임에도 불구하고 정

상 조군보다도 유의 으로 낮은 콜 스테롤 수 을 나타

내었다.

HDL-chol은 정상 조군(51.66±2.64 mg/dL)과 알코올 

투여군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TC가 감소

할 경우 HDL-chol도 감소하므로 TC에서 HDL-chol의 차지

하는 비율(%)을 살펴보았다. 정상 조군(39.85±1.87%)에 

비해 알코올 조군(23.88±2.63%)은 이 비율이 유의 으로 

낮았으며 low SS군(36.71±1.63%)과 IE군(37.12±4.21%)은 

정상 조군과 비슷한 수 이었으며 high SS군(65.27± 
6.20%)은 모든 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았다. 동맥경화지수

(AI)는 알코올 조군(3.52±0.43)이 정상 조군(1.55±0.13)

과 다른 알코올 투여군들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으며 알코

올 투여군들  low SS, IE군은 알코올 조군에 비해 유의

으로 낮았으며 high SS군(0.67±0.22)은 유의 으로 가장 

낮은 값을 보 다.

와 같은 결과는 phytoestrogen의 투여방법에 따라  

TC 수 이 9.3～22.0%, LDL-콜 스테롤이 11.3～12.9%, 

TG가 10.5% 감소되는 것으로 보고한 Anderson 등의 연구

(48)와 그 경향이 일치한다. LDL receptor가 결핍된 쥐에게 

isoflavone을 섭취시키면 LDL 분해가 증가되고 LDL re-

ceptor의 활성이 증가한다는 Sirtori와 Lavati의 연구(49)는 

본 연구에서 나타난 고 isoflavone 콩나물  isoflavone 추출

물의 투여에 의한 성지방과 콜 스테롤 농도 감소 효과를 

나타내는 기 의 일부를 제공한다고 볼 수 있다. 

High SS군과 IE군을 비교해 볼 때 이소 라본 함량이 같

으나 high SS군의 지질 하 효과가 더 우수하게 나타난 것

은 콩나물 분말은 isoflavone 뿐 아니라 두 단백질, 식이섬

유 등의 복합 인 작용으로 더욱 뛰어난 지질 개선효과

를 나타내었을 가능성을 추정해 볼 수 있다.

간조직의 지질함량에 미치는 향

간조직의 지질함량에 미치는 향은 Table 5와 같다. 간

조직  총 지질함량은 모든 알코올 투여군이 정상 조군

(51.03±4.03 mg/g)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다. 그러나, 알

코올 투여군들 에서 high SS군(56.05±2.15 mg/g)과 IE군

(59.57±2.03 mg/g)은 알코올 조군에 비해 유의 인 감소

를 보 다. 간의 TG와 TC 함량은 알코올 조군(38.98± 
2.07, 30.18±3.50 mg/g)이 정상 조군(29.61±0.35, 20.72± 
0.89 mg/g)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으며 콩나물 분말이나 

이소 라본 추출물 투여군은 모두 알코올 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낮은 값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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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bean sprout and soy 
isoflavone extract on hepatic lipid concentrations of alcohol
⁃treated rats (mg/g)

Group Total lipid Triglyceride 
Total 

cholesterol

Normal control
Alcohol control
Low SS
High SS
IE

51.03±4.03
1)C

64.02±1.98
ABa

65.12±2.74
Aa

56.05±2.15
BCb

59.57±2.03
ABb

29.61±0.35
B

38.98±2.07
Aa

30.00±0.32
Bb

29.78±0.55
Bb

30.61±0.29
Bb

20.72±0.89
B

30.18±3.50
Aa

20.87±0.96
Bb

20.58±0.49
Bb

20.87±0.58
Bb

SS: soybean sprout, IE: isoflavone extract.
1)Mean±SE (n=8). 
Different capita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5 groups by Duncan's mul-
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4 alcohol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이는 고지방 식이를 공 하며 사료 의 카제인을 두 

단백질로 치환한 Lee와 Koh(50)의 실험에서 두 단백질의 

4주, 8주간의 공 이 간의 총 지질, 총 콜 스테롤, 성지방

을 유의 으로 감소시켰다는 결과와 일치한다. Anila와 

Vijayalakshmi의 연구(51)에서 flavonoid류는 NADH의 공

을 감소시킴으로써 NADH/NAD
+비를 낮추어 NADH/ 

NAD
+비 증가에 의한 glycerol phosphate, diacyglycerol 

acyltransferase  phosphatidate phosphohydrolase의 활성

도를 감소시켜 간의 지방산 합성을 감소시켰으며, Seo 등의 

연구(52)에서는 감귤피에 많이 함유되어 있는 flavonoid류

의 일종인 naringin이 에탄올을 투여한 쥐 간조직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 뿐 아니라 에탄올 사와 지질 사에도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Sirtori와 Lavati(49)는 isoflavone

이 LDL receptor의 결합 능력을 향상시켜 LDL의 분해를 

진하여 간의 콜 스테롤 수 을 하하는 것으로 보고하

다. 콩나물에 풍부한 아미노산인 aspartate는 미토콘드리

아 막의 malate-aspartate shuttle에서 oxaloacetate를 거쳐 

malate로 되는 과정에서 NADH/NAD
+비를 감소(53)시켜 

간조직의 지방산 합성을 감소시켰음이 보고되었다(54). 본 

연구에서 high SS군의 간조직  총 지질, TG, TC의 값이 

IE군보다 낮은 것은 콩나물의 isoflavone뿐만 아니라 aspar-

tate도 간조직 지질 함량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음을 추정해 

볼 수 있다.

장과 조직  지질과산화물의 농도에 미치는 향

장과 간, 신장조직의 지질과산화물 농도에 미치는 향

은 Table 6과 같다. 장과 신장조직의 지질과산화물 수 은 

모든 군들 간의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그러나 간

조직  지질과산화물의 양은 정상 조군(16.52±1.39 

nmol/g tissue)에 비해 알코올 조군(28.13±1.08 nmol/g 

tissue)이 유의 으로 높았다. 알코올 투여군들에서 콩나물 

분말 투여군들은 알코올 조군과 유의 인 차이가 없었으

나, IE군(18.01±0.52 nmol/g tissue)은 정상 조군과 비슷

한 값으로 다른 알코올 투여군에 비하여 유의 으로 낮은 

Table 6.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bean sprout and soy 
isoflavone extract on the levels of TBA⁃reactive substances 
in plasma, liver, and kidney of alcohol⁃treated rats

Group
Plasma

(nmol/mL)
Liver

(nmol/g tissue)
Kidney

(nmol/g tissue)

Normal control
Alcohol control
Low SS
High SS
IE

2.81±0.06
1)NS

2.96±0.46
ns

3.14±0.15
2.89±0.10
3.33±0.13

16.52±1.39
B

28.13±1.08
Aa

24.08±0.80
Aa

24.64±3.32
Aa

18.01±0.52
Bb

32.11±1.67
NS

30.49±0.57
ns

30.98±0.57
31.39±0.54
29.70±0.66

SS: soybean sprout, IE: isoflavone extract.
1)Mean±SE (n=8).
Different capita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5 groups by Duncan's mul-
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4 alcohol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5 groups (p<0.05).
ns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4 alcohol groups (p<0.05). 

값을 보여 isoflavone 추출물 투여가 간조직 의 지질과산

화 방지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만성 인 알코올 섭취는 활성 산소종을 증가시켜 미토콘

드리아의 단백질을 불활성화하고 미토콘드리아의 구조와 

기능이 해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55). 한 알코올 사

과정에서 생성되는 유리 라디칼은 지질과산화반응을 진

시켜 간조직을 손상시킬 수 있으며(56), 지질과산화에 의해 

생성된 항원이 알코올성 간 질환과 련된 면역반응을 일으

켜(57,58) 간 질환을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따라서 알코올성 간 질환의 원인의 일부가 지질과산화에 의

한 것으로 볼 때 이를 방지하기 해서는 항산화 메커니즘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이를 뒷받침하는 자료로서 iso-

flavone의 섭취가 SOD의 생성을 진하고(59) lecithin의 산

화를 해하여 세포손상을 이며(60), flavonoid류와 iso-

flavone들이 간 마이크로솜의 지질과산화를 억제하여 간의 

산화  손상을 감소시킨다는 연구 보고(61)가 있다. 본 연구

에서 IE군의 간조직 TBARS값이 알코올 조군에 비해 유

의하게 낮았고 정상 조군과는 유사한 수 을 보 다. 콩나

물 분말 투여군들이 통계 으로 유의하지는 않으나 간조직 

TBARS수 을 낮추는 경향을 보임으로써 isoflavone이 간

조직의 산화  손상을 낮추는데 기여할 가능성을 보인다.

간조직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

간조직  항산화 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은 Table 7과 

같다. 간조직  SOD 활성도는 알코올 투여군들의 값이 정

상 조군(1.27±0.06 unit/mg protein)의 값에 비해 유의

으로 높았으며 콩나물 분말(low SS-1.48±0.04 unit/mg 

protein, high SS-1.53±0.04 unit/mg protein)이나 iso-

flavone 추출물 투여군(1.55±0.03 unit/mg protein)은 알코

올 조군(1.70±0.02 unit/mg protein)에 비해 유의 으로 

낮은 수 을 보 다. CAT 활성도도 SOD와 비슷한 양상을 

보 으나 IE군(0.66±0.52 nmol/min/mg protein)이 다른 알

코올군들과 정상 조군(0.89±0.09 nmol/min/mg prot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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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s of supplementation of bean sprout and soy 
isoflavone extract on antioxidant enzyme activities in liver 
tissues of alcohol⁃treated rats 

Group
SOD1)

(unit/mg 
protein)

CAT2)

(nmol/min
/mg protein)

GPx3)

(nmol/min
/mg protein)

Normal control
Alcohol control
Low SS
High SS
IE

1.27±0.064)C

1.70±0.02Aa

1.48±0.04Bb

1.53±0.04Bb

1.55±0.03Bb

0.89±0.09B

1.03±0.07Aa

1.10±0.54Aa

1.02±0.32ABa

0.66±0.52Cb

9.94±0.25A

8.73±0.37Bb

9.68±0.14Aa

8.89±0.26Bb

8.72±0.33Bb

SS: soybean sprout, IE: isoflavone extract.
1)SOD: superoxide dismutase. 2)CAT: catalase. 
3)GPx: glutathione peroxidase. 4)Mean±SE (n=8).
Different capita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
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5 groups by Duncan's mul-
tiple comparison test. Different small superscripts in the same 
column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0.05) among 4 alcohol 
groups by Duncan's multiple comparison test.

보다도 낮은 수 을 나타내었다. GPx 활성도는 정상 조군

(9.94±0.25 nmol/min/mg protein)에 비하여 알코올 조군

(8.73±0.37 nmol/min/mg protein)의 값이 유의 으로 낮았

고 high SS군(8.89±0.26 nmol/min/mg protein)과 IE군

(8.72±0.33 nmol/min/mg protein)의 값은 알코올 조군과 

같은 수 이었으며 low SS군(9.68±0.14 nmol/min/mg 

protein)만이 유의 으로 높은 값이었다.

동물에게 에탄올을 섭취하게 하면 SOD 활성이 높아지는

데(62) 이는 ADH(alcohol dehydrogenase)에 의해 다량 생

성되는 NADH 는 superoxide 음이온을 비롯한 활성 산소

들이 SOD의 유 자 발 을 유도하기 때문이며(63) 항산화

제가 존재하는 경우에는 SOD활성의 증가가 감소했다(64)

는 연구보고가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알코올 투여군은 

정상 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은 SOD활성을 보 으나 콩

나물 분말이나 isoflavone 추출물 투여군의 SOD활성은 알

코올 조군에 비해 감소했는데 이는 isoflavone의 항산화작

용에 의한 것으로 추정해 볼 수 있다. 

만성 인 에탄올 섭취시 CAT의 활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데(65,66) 이는 CAT가 과산화수소 생성계에

서 알코올을 산화시키는 기능을 가지며, ADH와 함께 활성

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의 결과에

서 CAT 활성이 IE군에서 유의 으로 낮은 수 을 보인 것

은 isoflavone이 알코올 섭취상태에서 CAT의 활성도를 낮

추는 효과가 있음을 시사하나 그 메카니즘에 해서는 분명

하지 않다. 

알코올 섭취시 GSH-Px는 acetaldehyde와 결합하거나 알

코올로 인하여 GSH가 감소하기 때문에 GSH-Px의 활성이 

하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67). Liber-DeCarli 액체식

이를 8주 는 3주간 흰쥐에게 공 했을 때 GSH-Px가 감소

하 다는 보고(68,69)와 식이 열량의 36%를 에탄올로 6주 

공 한 흰쥐의 GSH-Px의 활성이 유의 으로 감소하 다

는 보고(66)가  이를 뒷받침한다. 본 연구의 결과 GSH-Px 

활성은 알코올 투여군이 정상 조군에 비해 다소 감소하

으며, 알코올 투여군 에서는 low SS군이 정상 조군과 

유사한 높은 값을 보 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isoflavone 투

여가 알코올 투여 동물의 항산화 효소계에 일 성있는 향

을 보이기보다는 효소의 종류별로 미치는 효과가 차이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된다.

요   약

본 연구는 고 isoflavone 콩나물이 만성 에탄올 섭취 동물

에서 지질 사와 항산화 효소계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 

기능성 식품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하여 수행되었

다. 실험동물은 SD계 수컷쥐를 사용하 으며 40일간 Lieber- 

DeCarli 액체식이를 일부 변형한 실험식을 공 하여 고 iso-

flavone 콩나물과 isoflavone 추출물이 에탄올 투여 흰쥐의 

지질 사와 항산화효소계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여 다음

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High SS군은 알코올 조군에 비하

여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이 모두 증가되었으

나, low SS군과 IE군은 반 으로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이 알코올 조군보다 낮았다. 고 isoflavone 콩

나물과 두 isoflavone 추출물은 알코올 투여시 증가된 

장 TG, TC, AI를 낮추었고, HDL-chol/TC의 비를 높 으며 

간조직의 총 지질량, TG, TC 수 을 낮추었다. Isoflavone 

추출물은 간조직의 TBARS 수 을 유의하게 낮추었으나 간

조직 항산화효소 활성도를 증가시키지는 않았으므로 iso-

flavone의 항산화기 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고 isoflavone 콩나물과 isoflavone 추출

물은 장과 간조직의 지질 농도와 지질과산화를 낮추며 일

부 항산화 효소계에 정 인 효과를 미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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