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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arried out investigate the effects of 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OC) and chungkukjang 
(C) on the lipid and antioxidant metabolisms of hypercholesterolemic rats. Thirty-two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after 1-week adaptation period and were fed a normal diet, high 
fat-cholesterol diet (HC), HC-OC or HC-C for 8 weeks, respectively. The supplementation of HC-OC and 
HC-C groups significantly reduced hepatic total cholesterol and AST activity. HC-C group increased high 
density lipoprotein, while decreasing low density lipoprotein and AI compared with HC-OC group. Conjugated 
dienes of HC-C group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HC-OC group. H2O2 induced DNA damage reduced 
significantly in HC-OC and HC-C groups compared with high fat-cholesterol diet group. H2O2 induced DNA 
damage exhibited significant positive correlations with hepatic total cholesterol, AST and CD.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supplementation of chungkukjang or 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might be helpful in 
preventing lipid oxidation and leukocytic DNA damage. However, the health beneficial effect has not improved 
by the addtion of onion in chungkukjang.

Key words: chungkukjang, onion, high fat-cholesterol diet, lipid profiles, antioxidant metabolism, DNA damage

†Corresponding author. E-mail: khl@changwon.ac.kr
†Phone: 82-55-213-3514, Fax: 82-55-281-7480

서   론

Superoxide anion(O2
∙-), hydrogen peroxide(H2O2), hy-

droxy radical(HO․), alkoxyl radical(RO․), peroxy radi-

cal(ROO
․)을 포함하는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

cies, ROS)은 사과정에 발생하는 부산물로서, 그 양이 과

다할 경우 산화-항산화 균형을 괴시키고 지질, 단백질, 

DNA, RNA를 공격하여 심 계 질환, 암, 퇴행성 질환들이 

발병하게 된다(1). 그러나 역학조사에 따르면 과일과 채소의 

규칙 인 섭취로 이와 같은 만성질환 발병의 험을 낮출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2,3). 

 세계에서 야채와 향신료로 리 사용되고 있는 양

(Allium cepa L.)는 백합과에 속하는 다년생 식물이며 라

보노이드의 주요 원이다(4). 양  내에 함유된 quercetin

을 포함한 라보노이드와 함황화합물은 항산화효과, 지질

사 개선, 속 해독능, 항균효과, 당 하효과, 심

계질환 방효과, xanthine oxidase 해작용, 항산화작용, 

항암효과와 같은 여러 약리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5-7). 양 의 구성분인 S-methyl-L-cystein sulph-

oxide는  지질을 낮추는 작용이 있고, 양 에 함유된 

flavonols과 flavones은 DNA의 산화  손상을 보호하며

(8,9), quercetin과 luteolin은 U.V. 조사, FeCl2 는 H2O2에 

의해 유도된 DNA의 8-hydroxydeoxyguanosine 형성을 감

소시켰다고 보고하 지만(8) 정확한 기 에 해서는 아직 

보고된바 없다. 

최근 통장류에 한 연구와 심이 높아지고 있고 특히 

그 에서도 통 두발효식품인 청국장은 원료 두에 함

유된 생리활성물질인 phytic acid, isoflavones, triterpene, 

lecithin 등에 한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동맥

경화, 심장병, 당뇨병 방효과 이외에 용해능, 지질

사 개선효과, 항암, 항균작용 등의 기능성이 크게 부각되면

서 특히 주목을 받고 있다(10). 그러면서 최근 우수한 기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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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지닌 청국장에 홍삼(11)  상황버섯(12) 등의 기능성 소

재를 첨가하여 알코올 투여 당뇨 흰쥐와 고지 증 흰쥐에서 

지질 사에 미치는 효과를 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청국장과 양 는 각각이 고지 증이나 고콜 스테롤 

증에 미치는 효과에 해서는 동물실험(12-14)이나 임상실

험(15-17)에서 이미 밝 졌다. 그러나 고지 증  고콜 스

테롤증 방을 한 기능성 소재로서 양 와 청국장은 이미 

확인되었으나 두 소재를 동시에 사용하여 제조 시 그 기능성

에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고 있다. 한, 청국장이 

다양한 가공식품으로 개발, 제품화되고, 품질의 고 화가 이

루어진다면 소비층의 확 로 우리나라 통 장류산업의 활

성화에 기여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

는 생리활성이 이미 우수하다고 밝 진 기능성 식품인 두 

소재 양 와 청국장으로 양  첨가 청국장을 제조하여 고 

콜 스테롤 유도 흰쥐에 여 시 지질 사와 항산화 사에 

미치는 향을 살펴보고자 하 다.

재료  방법

시료의 비

청국장은 동결건조하여 분말화하 고, 동결건조 청국장 

분말에 양 가루 30%를 첨가하여 양  첨가 청국장으로 제

조하여 식이 조제에 5% 수 으로 첨가하 다. 와 같이 

제조한 제품은 (주)산마을(창녕)에서 제공받아 냉장보 하

면서 사용하 다. 식이는 Table 1과 같이 AIN-76 식이를 

기 으로 조제하 으며, 유지의 산화방지를 해 dibuty-

lated hydroxytoluene(Sigma Co., USA) 0.001%를 첨가하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g/kg)

Ingredient (g/kg) C1) HC HC-OC HC-C

Casein
Corn starch
Sucrose
Corn oil
Soybean oil
Lard
Cholesterol
Cellulose
Mineral mix.2)

Vitamine mix.3)

Choline chloride
DL-methionine
Na-taurocholate
Onion chungkukjang
Chungkukjang
BHT4)

150
576
100
 60
 40
-
-
 25
 35
 10
  2
1.8
-
-
-
0.01

150
548
100
 60
 40
 40
 10
-
 35
 10
  2
1.8
  3
-
-
0.01

150
498
100
 60
 40
 40
 10
-
 35
 10
  2
1.8
  3
 50
-
0.01

150
498
100
 60
 40
 40
 10
-
 35
 10
  2
1.8
  3
-
 50
0.01

Total 999.81 999.81 999.81 999.81
1)C: no cholesterol diet, HC: high cholesterol diet, HC-OC: high 
cholesterol diet＋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HC-C: high 
cholesterol diet＋chungkukjang.
2)AIN-76 mineral mix.
3)AIN-76 vitamin mix.
4)Dibutylated hydroxytoluene.

다. 식이는 1주일에 한 번씩 제조하여 4oC에 보 하면서 매

일 신선한 식이를 여하 다. 

Quercetin 함량 측정

1 g의 시료에 60% ethanol 40 mL와 6 M HCl 5 mL를 

첨가하여 95
oC 수욕 상에서 2시간 동안 환류 냉각시켰다. 

환류 냉각시킨 용액을 60% ethanol로 volume을 50 mL가 

되게 정용하여 0.45 μm filter로 여과한 후 HPLC(Hewlett 

Packard model 1100 series, USA)로 분석하 다. 분석조건 

 column은 ODS(250×4.6 mm, 5 μm)를 사용하 고, 용매

는 30% acetonitrile/0.025 M KH2PO4 buffer solution(v/v)

으로 6 M HCl로 pH를 2.5로 조정하 다. 유속은 1 mL/min, 

검출기는 diode array detector, 장은 370 nm에서 분석하

다.

동물실험

100 g 가량의 SD계 수컷 흰쥐를 32마리 구입하여 1주일간 

Lab-chaw 식이(2018S Teklad global 18% protein rodent 

diet, USA)를 제공하면서 응시킨 후 체 에 따라 난괴법

에 의하여 조군(C), 고 콜 스테롤식이 섭취(HC)군, 고콜

스테롤-양 청국장군(HC-OC), 고콜 스테롤-청국장군

(HC-C)으로 나 었다. 실험동물은 동물실험실에서 개개의 

스테인 스 이지에서 사육하 고 해당 식이를 증류수와 

함께 자유로이 섭취하도록 하 다. 사육기간 동안 사육실의 

온도는 20
oC, 습도는 55%를 유지하 으며 명암은 12시간

(08:00～20:00)을 주기로 자동 조 하 다. 식이섭취량은 매

일 기록하 고 매 7일마다 체 을 측정한 후, 사육일지의 

자료를 분석하 다. 

액과 분변  각종 장기의 채취

8주간의 사육이 끝나기 5일 부터 매일 일정한 시간에 쥐

의 분변을 수거하여 그 무게를 측량하 으며, 동결 건조하 다. 

12시간 공복시킨 쥐를 에틸에스테르로 가볍게 마취시킨 후 

동맥에서 을 취하여 냉장온도에서 30분 방치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장을 분리하 다. 장은 

분석 까지 -80
oC에 보 하 다. 액을 취한 후 개복하여 

각종 장기를 취해 찬 생리식염수에 담궈 표면의 액을 제거

한 후 여과지로 습기를 제거하고 장기의 무게를 측정하 다. 

간은 무게 측정 후 질소 처리하여 -80
oC에 보 하 다. 

장, 간  변의 지질농도 측정

장 총 콜 스테롤과 HDL-콜 스테롤 농도는 Allain 등

의 방법(18)에 기 를 둔 비씨에스 진단 키트(Bioclinical 

system,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성지방 농도는 

lipase-glycerol phosphate oxidase 방법(19)에 기 를 둔 비

씨에스 진단 키트(Bioclinical system, Korea)를 사용하여 측

정하 다. LDL-콜 스테롤은 Friedewald 등(20)에 의한 계

산법[총콜 스테롤－(HDL 콜 스테롤－ 성지방/5)]으로 

산출하 으며, 동맥경화지수(AI)는 다음의 방법을 계산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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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총콜 스테롤－HDL콜 스테롤/HDL 콜 스테롤].

간조직과 분변 의 총지질 함량은 Folch 등의 방법(21)으

로 분석하 으며, 간 기능을 알아보기 해  ALT, AST 

농도는 진단키트 시약(Bioclinical system, Korea)을 이용하

여 액자동분석기로 측정하 다. 

장 TRAP 측정

장 TRAP은 Rice-Evans과 Miller의 방법(22)에 의해 

ABTS(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ate), 

150 μM)와 metmyoglobin(2.5 μM)을 H2O2(75 μM)로 활성

화시킴으로써 생성된 ferryl myoglobin radical species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ABTS radical cation의 흡 도를 

측정하는데 기 를 두고 있으며 그 흡 도의 억제 정도는 

시료 (0.84% plasma)에 들어 있는 antioxidant capacity에 

비례하게 된다. 시험 에 PBS, ABTS, metmyoglobin을 혼

합 후 시료를 넣고 H2O2로 반응시켜 740 nm의 장에서

UV/VIS spectrophotometer(Shimadzu UV-1601, Japan)를 

사용하여  흡 도를 측정하 다. 장의 TRAP 농도는 tro-

lox의 calibration curve를 이용하여 계산하 으며 TEAC 

(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M)로 표 하 다. 

장 과산화지질(conjugated dienes) 측정

장의 과산화지질은 Ahotupa와 Vasankari의 방법(23)

에 따라 장을 0.064 M trisodium citrate와 heparin으로 

처리하여 원심분리한 뒤 LDL을 분리해냈다. LDL로부터 지

질을 추출하기 해 chloroform-methanol 처리한 뒤 cyclo-

hexane으로 녹여서 234 nm에서 그 흡 도를 측정하 다.

구내 catalase와 glutathione S transferase 활성 

측정

구내 catalase 등의 항산화효소의 분석은 Aebi의 방

법에 따라(24) UV/VIS spectro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

다. Catalase의 활성은 용 된 구에 50 mM phosphate 

buffer(pH 7)와 hydrogen peroxide를 첨가한 후 hydrogen 

peroxide의 감소량을 240 nm에서 30 간 측정하 다. 

Glutathione S-transferase(GST)의 활성은 Habig 등의 방

법(25)으로 측정하 다. 0.1 M phosphate buffer 2935 μL, 

0.1 M glutathione 30 μL, 효소원 10 μL, 0.12 M 2-4 CDNB 

(1-chloro-2,4-dinitrobenzene) 25 μL를 혼합하여 25
oC에서 

20  간격으로 3분간 340 nm에서 측정한다. 활성단 는 1분

간 mg protein이 생성한 2,4-dinitrobenzene-glutathione의 

340 nm에서의 흡 계수로 환산하여 나타내었다.

DNA 손상 측정(Comet assay)

Comet assay는 Singh 등(26)의 방법에 따라  5 μL를 

채취하여 75 μL의 0.7% low melting agarose gel(LMA)과 

섞은 후, 0.5% normal melting agarose(NMA)가 precoating

된 fully frosted slide 로 과 LMA의 탁액이 골고루 

분산되게 한 후 cover glass로 덮어 4
oC 냉장고에 보 하

다. Gel이 굳으면 cover glass를 벗기고 그 에 다시 0.7% 

LMA 용액 75 μL로 한 겹 더 덮었다. 각 샘  당 슬라이드는 

총 4개를 제작하여 그  2개의 슬라이드는 DNA에 산화 

 스트 스를 가하기 해 50 μM H2O2를 함유한 염색 jar

에 담가 5분간 처리한 뒤 PBS로 세척하 다. Cell lysis를 

해 미리 비해 둔 차가운 alkalilysis buffer(2.5 M NaCl, 

100 mM EDTA, 10 mM tris)에 사용직 에 1% Triton 

X-100을 섞은 후 slide를 담가 온, 암실에서 1시간 동안 

침지시켜 DNA의 double strand를 풀어주었다. 

Lysis가 끝난 slide는 electrophoresis tank에 배열하고 

4
oC의 차가운 buffer(300 mM NaOH, 10 mM Na2EDTA)를 

채워 unwinding시켰다. 20분 후 25 V/300±3 mA의 압을 

걸어 20분간 기 동을 실시하 고, 기 동이 끝난 후 

0.4 M Tris 완충용액(pH 7.4)으로 충분히 세척하고 20 μL/ 

mL 농도의 ethidium bromide로 핵을 염색하여 형 미경

상에서 찰하 다. CCD camera를 통해 보내진 각각의 세

포핵 image는 comet image analyzing system(Komet 5.0, 

Kinetic Imaging, UK)이 설치된 컴퓨터상에서 분석하 다. 

DNA 손상 정도는 핵으로부터 이동한 DNA 편 내 DNA 

함량(% Tail DNA)의 값을 측정하여 나타내었으며 각 샘  

당 2개의 slide를 만들어 각각 50개씩 총 100개의 임 구에서 

DNA 손상정도를 측정하 다.

통계처리

실험을 통하여 얻어진 자료는 SPSS/Windows 14.0을 이

용하여 분석하 고, 그 결과는 평균±표 편차로 나타내었다. 

실험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least-significant difference test를 이용하여 유

의수  5% 안에서 검증하 다. 그리고 실험결과 값들 간의 

상 계를 알아보기 하여 Pearson 상 분석을 실시하 다. 

결과  고찰

식이섭취량, 체 증가량, 식이섭취효율  장기 무게

실험동물의 하루 평균 식이섭취량, 실험기간 동안 체 증

가량, 식이섭취효율은 Table 2와 같다. C군과 비교했을 때 

식이섭취량에는 유의  차이가 없었고, HC군들에서 체 이 

증가하 으며, 그  HC-C군에서 체 증가와 식이효율이 

유의 으로 높았다. 

간 무게는 C군에 비해 HC군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지

만, 양 와 청국장 식이가 간 무게 변화에 미치는 향은 

나타나지 않았다. 심장과 신장은 각 군들 간에 유의  차이

가 없었다(Table 2). 

변, 간, 장의 지방농도

분변량은 고 콜 스테롤 식이 섭취 시 C군보다 감소하

다(Table 3). 변의 조지방은 고 콜 스테롤 식이에 의해 유의

으로 높아졌지만, HC-OC의 변으로 배설되는 조지방은 



양  첨가 청국장이 고콜 스테롤 증 유발 흰쥐의 지질  항산화 사에 미치는 향 1247

Table 2.  Effect of 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and chungkukjang supplementation on food intake, weight gains, food 
efficiency ratio, and organ weight of body in SD male rats fed high fat-cholesterol diet

1)

C HC  HC-OC HC-C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ain (g/day)
FER
Organ weight (g)
  Liver 
  Heart 
  Kidney 

13.17±0.521)
 3.87±0.33b2)
 0.30±0.02b
 
 9.22±0.61b
 1.20±0.11
 2.20±0.12

13.24±0.39
 4.13±0.42b
 0.31±0.03b
 
17.24±1.01a
 1.28±0.16
 2.23±0.13

13.21±0.85
 4.12±0.49b
 0.31±0.03b
 
17.68±2.72a
 1.14±0.17
 2.29±0.25

13.58±0.57
 4.37±0.42a
 0.32±0.02a
 
18.91±2.09a
 1.24±0.16
 2.24±0.17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1)Values are the mean±SEM for 8 rats for 8 weeks in each group.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east-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Table 3.  Effects of 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and chungkukjang  supplementation on fecal weight and crude lipid of 
feces and lipid profiles of  liver in SD male rats fed high fat-cholesterol diet

1)

C HC HC-OC HC-C

Feces
Fecal weight (g wet wt/d)
Crude lipid (mg/g dry wt)

  0.85±0.071)a2)
 27.88±2.73c

  0.71±0.04b
118.78±12.11a

  0.77±0.07ab
100.43±5.72b

  0.73±0.04b
115.19±4.83a

Liver
Total lipids (mg/g wet wt)
TG (mg/g wet wt) 
TC (mg/g wet wt)

 31.37±9.69b
174.07±22.00
701.29±119.47c

229.78±23.28a
185.06±99.92
907.63±39.76a

215.31±28.04a
203.00±13.18
825.43±32.47b

229.45±36.47a
192.00±14.17
808.25±48.7b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1)
Values are the mean±SEM for 8 rats for 8 weeks in each group.
2)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east-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HC군보다 오히려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간의 총 지방 함량은 C군보다 고 콜 스테롤 식이에 의해 

유의 으로 증가하 고, 총 콜 스테롤 함량 한 고 콜 스

테롤 식이 여로 유의 으로 증가하 지만, HC-OC와 

HC-C군은 HC군과 비교 시 유의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Table 3). Yang 등(27)의 결과에서도 청국장 섭

취로 간 콜 스테롤 함량이 낮아졌는데, 이는 콜 스테롤 

합성 속도 조  효소인 3-hydroxy 3-methyl glutaryl CoA 

(HMG-CoA) reductase 활성이 청국장 섭취군의 간세포에

서 조군보다 유의하게 낮았기 때문으로 보고하 다. 따라

서 본 실험결과도 이와 유사한 경향으로 청국장에 함유된 

성분이 HMG-CoA reductase 활성을 조 하여 간의 콜 스

테롤 합성이 감소된 것으로 생각된다. 고 콜 스테롤 유발 

흰쥐에게 카제인과 두단백질을 각각 여하 을 때 두 

단백질이 카제인보다 간의 총 콜 스테롤 농도는 떨어뜨리

고 성지질은 증가시켜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28). 한 in vitro 연구에서 quercetin은 쥐의 간 총 콜 스테

롤 합성을 해한다는 결과가 보고되었으나(29) 본 실험결

과 청국장의 간 총 콜 스테롤 합성 해능에 해 양 첨가

에 의한 상승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에 사용

된 양  첨가 청국장은 측정결과 100 g 당 70.8 mg의 quer-

cetin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HC-OC 군의 하

루 평균 섭취량 13.21±0.85 g에 해 양  첨가 청국장 분말

은 0.66 g(식이의 5%)이 함유되어 있고, 이를 quercetin 양으

로 환산하면 HC-OC군의 하루 quercetin 섭취량은 략 0.47 

mg 정도로 계산되는데 이 정도의 양으로는 청국장 섭취에 

의해 유도된 간 총 콜 스테롤 합성 해능에 크게 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장의 성지질은 C군보다 HC군에서 오히려 유의 으

로 낮았고, HC-OC군과 HC-C군은 C군보다 유의 으로 더 

높았다(Table 4). Lin 등(28)의 결과에서도 고콜 스테롤 

여 흰쥐에게 두단백질 여 시 카제인 여보다 청 성

지질이 더 높아졌다. 고콜 스테롤 식이 여로 총 콜 스테

롤과 LDL-콜 스테롤은 유의 으로 증가하 고, HDL-콜

스테롤과 athrogenic index(AI)는 유의 으로 감소하 으

며, 고콜 스테롤 식이 여군 간의 유의  차이는 없었다. 

Glasser 등(29)과 Nagaoka 등(30)은 양  내 라보노이드

와 식이섬유, 청국장의 두 단백질이 변으로의 지방 배설량

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고하 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

서는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 여로 변으로 지방 배설량

이 HC군과 유의  차이가 없어 이에 의한 향으로 장 

지질 농도에서도 이들 여로 유의 으로 향을 미치지 못

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기능 지표인 장 AST, ALT 활성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이 두 효소는 간에서는 주로 세포 내에 존재하고 간세

포 손상 시 간세포의 막 투과성이 항진되어 으로 유출되

므로 그 활성 정도는 간 손상의 지표로 이용되고 있다(30). 

HC군에서 AST 활성은 유의 으로 높아져 고콜 스테롤 

식이는 간의 장해를 유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C-OC와 

HC-C군의 AST 활성은 HC군보다 유의 으로 낮았다. 

ALT 활성은 C군보다 고 콜 스테롤 여군들에서 높았지

만 그들 간에 유의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청국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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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s of 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and chungkukjang supplementation  on lipid profiles, AST and ALT 
activities in plasma of SD male rats fed a high fat-cholesterol diet

1) 

C HC HC-OC HC-C

TG (mg/dL)
TC (mg/dL)
HDL-C (mg/dL)
LDL-C (mg/dL)
AI
3)

AST (U/L)
ALT (U/L)

65.13±7.321)b2)
49.00±10.68b
31.56±6.24a
 9.05±4.88b
 0.59±0.36b
75.81±8.91c
30.50±5.82b

 47.13±8.66c
 99.25±21.45a
 17.75±4.83b
 72.08±24.40a
  5.11±2.49a
162.56±45.03a
 72.75±27.99a

 76.00±7.71a
117.69±25.25a
 16.89±5.17b
 85.60±28.76a
  6.83±3.72a
117.88±39.87b
 57.44±30.17a

 77.13±9.36a
104.69±12.60a
 19.00±5.18b
 70.26±13.63a
  4.93±1.88a
129.75±33.35b
 77.19±24.55a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1)Values are the mean±SEM for 8 rats for 8 weeks in each group.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east-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3)AI (Atherosclerotic index)＝(Total-cholestrol－HDL-cholestrol)/ HDL-cholestrol

Table 5. Effects of 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and chungkukjang supplementation on plasma total antioxidant potential, 
lipid peroxidation and erythrocytic catalase and glutathione S  transferase activities in male SD rats fed a high fat-cholesterol 
diet

1)
 

C HC    HC-OC HC-C

Plasma
  TRAP (mM)
  Conjugated dienes (μM)

 1.18±0.191)
 2.25±0.23b2)

  1.41±0.40
  2.96±0.76a

  1.23±0.33
  2.46±0.66a

  1.17±0.25
  2.34±0.51b

Erythrocytes
  Catalase (k/g Hb)
  GST (U/g Hb)

99.15±28.04
 4.08±3.67a

110.20±48.94
  1.80±0.62b

101.05±37.04
  2.60±1.26b

134.63±47.97
  3.59±1.46b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1)Values are the mean±SEM for 8 rats for 8 weeks in each group.
2)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least-significant difference at p<0.05.

여한 알콜 섭취 쥐에서는 조군과 비교 시 청국장 식이 

여로 유의 이지 않았지만 AST 활성은 높아졌고, ALT 활

성은 낮아졌다(31). 비만 유발 쥐에게 생청국장 여 시 역시 

유의성은 없었지만 AST와 ALT활성은 낮은 경향이었고

(32), 고지 증 흰쥐에 두 분말 여는 청 AST와 ALT

가 유의하게 감소한다고 보고하 다(33). 따라서 고 콜 스

테롤 식이에 의한 간 손상에 해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

장 여가 부분 으로 개선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장 TRAP, conjugated diene, 구내 항산화 효소 

활성 

장내 항산화제들의 복합된 활성을 측정하여 장의 총 

유리기 포집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방법인 장 TRAP은 모

든 군들 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다(Table 5). 체내 지질과산

화물 형성의 지표로 사용되는 장 LDL내 conjugated di-

ene(CD) 농도는 HC군과 HC-OC군에서 유의 으로 가장 

높았고 HC-C군은 C군과 유의  차이가 없어 청국장 섭취로 

체내 지질과산화물생성 억제 효과가 유의 으로 나타난 것을 

알 수 있었다. Catalase는 장 TRAP과 같이 모든 군들 간에 

유의  차이가 없었지만, 청국장 섭취로 활성을 증가시킬 수 

있었다. GST 활성은 HC군에서 유의 으로 감소하 다. 이는 

고지방 식이에 의한 지질과산화물의 증가에 따른 과산화물 

사에 조직 내 항산화효소들이 사용되어 활성이 감소되었기 

때문으로 No(34)는 보고하 다. HC-OC와 HC-C군의 GST

는 유의 이지 않았지만 HC군보다 증가하여, 산화  스트

스가 가해진 상태에서 라보노이드와 같은 항산화성 물

질은 활성이 하된 항산화계 효소들의 활성을 정상수 으

로 증가시켜 조직의 과산화물 생성이 감소된 것으로 Husain 

등(35)과 Morel 등(36)은 보고하 다. Lee와 Chyun(31)의 

연구에서도 알콜 섭취 흰쥐에게 청국장 여시 TBARS 함량

은 조군보다 유의 으로 낮아졌으며, catalase의 활성은 유

의성은 없었지만 증가하여 본 연구와 일치하는 경향을 보 다.

산화  DNA 손상 보호 효과

Comet assay를 이용한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이 

H2O2로 유발된 산화  DNA 손상 보호 효과 실험 결과는 

Fig. 1과 같다.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의 여 흰쥐의 

C HC HC-OC H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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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chungkukjang added with onion and chung-
kukjang supplementation on H2O2 induced DNA damage in 
leukocytes in SD male rats fed high fat-cholestero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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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Relationship between H2O2 induced DNA damage in leukocyte, hepatic total cholesterol (left), AST (middle), and 
CD (right). r=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

액에서 분리해 낸 백 구에 H2O2 200 μM 농도로 DNA 

손상을 유도하여 손상된 DNA tail 부분의 DNA 함량을 측정

한 tail intensity는 HC군에서만 유의 으로 증가하 다. 

Tail intensity와 각 지표들 간의 상 계를 살펴본 결과, 

고콜 스테롤 식이에 의해 간의 총 콜 스테롤 함량이 높아

지거나, AST 활성이 높아지거나 는 체내 지질과산화물이 

과다 생성되면서 DNA 손상이 많이 유발되는 것으로 나타났

다(Fig. 2). 실제로, 체내 지질 과산화물의 증가와 항산화 보

호 작용의 감소는 다량의 epoxides를 발생시키고 생성된 

epoxides는 즉시 nucleophilic centers와 반응하여 DNA, 

RNA 이외의 단백질과 공유결합을 이룬다(37). 차 으로 

DNA는 불안정하게 되고 돌연변이가 발생하여 유 독성을 

일으키게 된다(38). HC-OC와 HC-C군은 조군과 유의

인 차이가 없어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 섭취에 의해 

DNA 손상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Boyle 등은

(39) 양 를 섭취한 후에 lymphocyte DNA 보호 효과가 있

음을 확인하 고, No(34)는 고지방식이에 0.2% quercetin 공

 시 tail moment와 tail length가 감소하 다고 보고하

다. Park 등(40)은 자발성 고 압 쥐에게 식이 두 이소 라

본 섭취군에서 산화  DNA 손상이 억제되었다고 보고하

다. 따라서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은 산화  스트 스 

유발물질인 hydrogen peroxide에 의해 유도되는 DNA의 손

상을 효과 으로 억제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요   약

본 연구는 양  첨가 청국장 첨가 식이가 고 콜 스테롤 

흰 쥐의 지질 사  항산화 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Sprague-Dawley 수컷 32마리를 조군(C), 고 콜 스

테롤군(HC), 고콜 스테롤＋양  첨가 청국장군(HC-OC), 

고콜 스테롤＋청국장군(HC-C)로 나 어 실험 식이를 8주

간 공 하 다. 8주 후 액과 간, 변을 수집하여 장, 간 

 변의 지질농도, 장 TRAP, CD, 구내 항산화효소 

활성, comet assay를 통한 DNA 손상을 측정하 다. 모든 

군에서 식이섭취량은 유의  차이가 없었고, HC군에서 체

이 증가하 으며, 그  HC-C군에서 체 과 식이효율이 

유의 으로 높았다. 간 무게는 C보다 고콜 스테롤 여 군

들에서 유의 으로 증가하 고, 분변량은 고콜 스테롤 식

이군들에서 낮았으며, 변의 조지방은 고콜 스테롤 식이 군

들에서 증가하 다.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 여로 HC

군보다 간의 총 콜 스테롤 함량은 유의 으로 낮아졌으며, 

장 지질 하효과는 나타나지 않았다.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 섭취로 부분  간 기능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청국장 여로 장 CD농도는 유의 으로 낮아졌다. 그리

고 HC-OC군과 HC-C군의 tail intensity는 감소하여 DNA 

산화  손상에 한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따라서 양  

첨가 청국장과 청국장은 부분 으로 지질 개선효과와 항산

화력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양 와 청국장은 

각각이 이미 우수한 항산화력을 가지고 있는 기능성식품으

로서 이 두 소재의 혼합에 의한 상승효과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던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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