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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assess the antioxidant activity of vegetable extracts (pumpkin, aloe, and
artichoke) containing Protaetia brevitarsis (PB) and the clinical and pathological changes in ICR mice after a
single oral administration. The total polyphenol (TP) and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scav-
enging ability, total radical trapping antioxidant potential (TRAP), oxygen radical absorbance activity (ORAC),
and single cell gel electrophoresis assay were done to measure their antioxidant activities. The effect of vegetable
extracts containing PB in TP and the ORAC value was significantly higher than those without PB. In addition,
all extracts had effective DPPH· scavenging and ABTS·+ scavenging activities. The protective effect of vegeta-
ble extracts with/without PB on H2O2-induced DNA damage was found. In a single-dose toxicity study, mortal-
ity, body weight, physiological signs, and biochemical analysis were analyzed. Seventy mice were randomly
assigned to 7 experimental groups and were administered three vegetable extracts with and without PB (2 g/kg).
A full 14 days after administration, no mice mortality was observed in any group. Body weight, physiological
signs, and biochemical analysis were never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control group. Taken togeth-
er,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vegetable extracts containing PB with antioxidant activities and safety could
be applied as medicinal and edible resources in an industrial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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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국민들의 건강에 대한 관심 증가와 더불어 평균수명의 증

가는 노인 인구의 증가를 의미하며, 그것은 각종 만성질환에

대한 관심의 증가를 의미한다. 이에 대한 치료법으로 의약품

을 이용하였지만 최근 이로 인해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을

최소화시키고 건강을 유지시키거나 질병을 예방할 수 있는

기능성식품의 활용이 최근 소비자들의 경향이며, 이에 따라

2000년 이후 기능성식품 시장은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다

(1,2). 따라서 수입 개방화로 인한 외국의 기능성식품과의

경쟁에서 값비싼 로열티를 주고 외국산 식품의 구입보다는

국내산 식품원료를 이용하여 개발된 제품의 생리활성을 검

증하여 소비활성화와 연계가 된다면 국가 및 지역의 소득증

대, 고용인력 창출 외 긍정적인 경제적 파급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최근 천연물질에서 추출된 기능성 물질을 활용한 수험생

용, 직장인용 식품, 차 및 음료 개발이 요청됨에 따라 기능성

음료시장이 확대되고 있으며, 다양한 제품 개발 등은 기업체

에 활용제품으로 실용화하여 매출신장과 더불어 식품시장

에 큰 변화를 불러일으키고 있다(3). 이 중 곤충은 애완․학

습용, 천적, 꽃의 수정을 돕는 화분매개, 관광 상품 및 바이오

소재 등으로 사용되면서 최근 새로운 농업소득으로 각광받

고 있다(4).

민간요법으로 사용되고 있는 제조(蠐螬, Protaetia bre-

vitarsis, PB), 일명 굼벵이는 파혈행어(破血行瘀), 산결소종

(散結消腫), 청혈해독(淸血解毒) 등의 효능이 있어 통풍(痛

風), 어혈협통(瘀血脇痛), 그리고 단독(丹毒) 등의 여러 질병

에 대한 한방 치료처방제로 사용되어 왔으며, 특히 간암 등

의 간질환에 탁월한 효능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널리

사용되고 있다(5). 현재 농가에서 인공 사육되어 주로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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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는 종은 딱정벌레목, 꽃무지과 곤충인 흰점박이꽃무

지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지금까지 흰점박이꽃무지와 관련된 연구들은 산란 및 생

육특성(6,7), 에탄올 및 사염화탄소의 간 손상에 미치는 흰점

박이꽃무지와 그 유충의 영향(8), 항세균 및 항균성 단백질

(9-11), 항암효과(12)에 대해 보고되었다. Yoon 등(4)과

Hwang 등(13)에 의해 흰쥐를 이용한 흰점박이꽃무지 균질

액의 독성시험을 통해 흰점박이꽃무지 균질액의 안전성은

규명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식용으로써 흰점박이꽃무지를

이용하여 제조한 식품 섭취에 대해서는 여전히 법적으로 규

제되어 있어, 약용 및 식용 자원으로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해서는 흰점박이꽃무지를 활용하여 제조한 식품의 항산

화활성 및 안전성과 관련된 연구들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흰점박이꽃무지의 기능성식품

재료 활용 가능성을 검증하기 위해 상용되고 있는 배 즙,

알로에 즙, 돼지감자 즙에 흰점박이꽃무지 첨가 시 그 생리

활성 규명 및 급성경구독성시험을 통해 흰점박이꽃무지 함

유 즙의 항산화활성 및 안전성 검증을 실시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준비

모든 음료에는 건표고버섯 500 g, 헛개절편 900 g, 인진쑥

2단, 생강 300 g, 대추 300 g을 기본으로 하고 여기에 각각

호박, 알로에, 돼지감자 15 kg을 첨가한 것을 대조군으로 하

였다. 그리고 각각 대조군 음료에 흰점박이꽃무지(엔토리서

치, 3령유충) 2 kg 첨가한 것을 실험군으로 하여 원적외선

바이오 증탕기(대조산업, 경기도)로 12시간 증탕한 후 레토

르트 파우치(1 pack, 120 mL)로 포장한 후 냉장보관하면서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추출 시료 100 μL에 증류수 900 μL를 넣고 1 N Folin 시약

1 mL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3분 방치 후 10% Na2CO3 1 mL

를 첨가하여 암실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켜 69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은 gallic acid로 표준 검량

곡선을 작성하여 계산하였으며 1 pack에 대한 mg gallic

acid equivalent(GAE)로 나타내었다.

항산화활성 측정

2,2-diphenyl-1-picrylhy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은

시료 20 μL에 0.2 mM DPPH 용액 80 μL를 가한 후 상온에서

10분간 반응시켜 4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

의 라디칼 소거능은 아래의 식에 의해 계산하여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Radical scavenging activity (RSA, %)＝

(1－absorbance of sample/absorbance of blank)×100
Total radical trapping antioxidant potential(TRAP) as-

say는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ate

(ABTS, 150 μM)와 metmyoglobin(2.5 μM)을 H2O2(75 μM)

로 활성화시킴으로써 생성된 ferryl myoglobin radical spe-

cies와의 상호 작용에 의해 형성된 ABTS radical cation의

흡광도를 측정하는데 기초를 두고 있으며 그 흡광도의 억제

정도는 시료(0.84% plasma)에 들어 있는 항산화능에 비례한

다. 시료를 6분 동안 30
o
C에서 배양한 후 UV/VIS spec-

trometer로 740 nm의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혈장

의 TRAP 농도는 trolox의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계산하였으

며, TEAC(trolox equivalent antioxidant capacity, mM)로

표현하였다.

Peroxy radical의 생성과 소멸에 의한 형광의 감소율 변화

에 대한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의 항산화활성은 peroxy

radical scavenging capacity(ORACROO·) 분석법(14)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Peroxy radical의 생성을 위해 20 mM

2,2'-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AAPH)를

사용하였고, 형광표준용액은 40 nM fluorescent를 제조하여

GENios fluorescence plate reader(Tecan, Salzburg, Aus-

tria)로 excitation wavelength 485 nm, emission wave-

length 535 nm에서 측정하였다. 결과는 vitamin E 수용성

유도체인 trolox(6-hydroxy-2,5,7,8-tetramethylchroma-2-

carbonyl acid) 1 μM에 의해 보호된 curve area와 비교하여,

그 값은 μM Trolox equivalents(TE)로 표현하였다.

DNA 손상 측정(Comet assay)

신선한 전혈 5 mL을 Histopaque 1077을 이용해 백혈구만

을 분리해 낸 후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 호박, 알로에, 돼지감

자 음료에 흰점박이꽃무지 첨가 또는 무첨가군을 각각 1,

5, 10, 50 μg/mL의 농도로 백혈구에 처리하고 37oC에서 30분

간 반응시킨 후 백혈구에 산화적 손상을 주기 위해 200 μM

의 hydrogen peroxide(H2O2)를 4oC에서 5분간 처리한 뒤

PBS로 세척하였다. 대조구는 백혈구에 PBS만을 처리하였

으며, 양성대조군은 추출물 대신 PBS를 사용하여 반응시킨

후 200 μM H2O2를 처리하였다. Comet assay를 위해 반응을

끝낸 백혈구를 150 μL의 0.7% low melting agarose gel

(LMA)과 섞은 후, 1.0% normal melting agarose(NMA)가

미리 코팅된 슬라이드 위로 세포현탁액과 LMA의 현탁액이

골고루 분산되게 하고 커버글래스로 덮어 4oC 냉장고에 보

관하였다. 젤이 굳으면 커버글래스를 벗기고 그 위에 다시

0.7% LMA 용액 75 μL로 한 겹 더 덮었다. 미리 준비해 둔

차가운 alkali lysis buffer(2.5 M NaCl, 100 mM Na2EDTA,

10 mM tris)에 사용 직전 1% Triton X-100을 섞은 후 슬라

이드를 담가 저온, 암실에서 1시간 동안 침지시켜 DNA의

double strand를 풀어주었다. Lysis가 끝난 후, 슬라이드를

전기영동 수조에 배열하고 4oC의 전기영동 buffer(300 mM

NaOH, 10 mM Na2EDTA, pH>13)를 채워 20분 동안 un-

winding 시켜 DNA의 alkali labile sites가 드러나게 한 후

25 V/300±3 mA의 전압을 걸어 20분간 전기영동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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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빛에 의해 DNA가 부가적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

기 위해 위의 과정은 전기영동 수조를 어두운 천으로 덮은

채 실시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0.4 M Tris buffer(pH

7.4)에 5분씩 담가 세척하는 과정을 3회 반복하여 슬라이드

를 건조시켰다. 20 μg/mL 농도의 ethidium bromide로 핵을

염색하여 커버글래스로 덮은 뒤 형광현미경(Leica, Wetzlar,

Germany) 상에서 관찰하였다. CCD camera(Nikon, Tokyo,

Japan)를 통해 보내진 각각의 세포핵 이미지는 comet image

analyzing system(Komet 5.0, Kinetic Imaging, Liverpool,

UK)이 설치된 컴퓨터 상에서 분석하였다. 백혈구의 H2O2에

의한 DNA 손상 및 각 시료에 의한 손상억제 정도는 핵으로

부터 이동해서 꼬리 부분으로 떨어져 나간 꼬리 부분 내

DNA %함량(tail intensity)을 측정하여 나타내었다. 각각의

처리구에서 2개의 슬라이드를 만들어 각각 100개 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고 각 처리구는 최소 3회 반복 실험

하였다.

실험동물 및 사육관리

본 연구는 K대학교의 동물윤리심의위원회(IACUC)의 승

인을 받아(인증번호 KUICA_11_02) 수행되었으며, 연구기

간은 2011년 7월 8일～29일에 시행되었다. 암수 각각 70마리

의 ICR 마우스(5 weeks old upon receipt, SLC, Japan)를

7일간의 순화과정을 거쳐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순화과정 및

실험 전 기간 동안 온도(20～25
o
C)와 습도(50%)가 조절된

사육실에서 마우스용 polycarbonate 사육 상자에 5마리씩

수용하여 사육하였고, 명암 주기(light : dark cycle)는 12시

간 주기로 조절하였으며, 사료(Halan, Madison, WI, USA)

와 음수는 자유롭게 공급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투여일

및 최종 부검일 18시간 전 절식을 실시하였다.

군 분리 및 시료의 투여

실험동물은 각 시료마다 암수 5마리씩 급성독성 평가를

실시하고자 하였다. 한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준과 OECD

실험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류 최고 한계투여용량인 2 g/㎏

을 최고 용량으로 설정하였다. 18시간 절식 후 존데(sonde)

가 부착된 1 mL 주사기를 이용하여 경구 투여하였다. 식이

와 음수에 따른 약물의 흡수 변화를 최소화하기 위해, 투여

후 대략 3시간 동안 사료와 음수 공급을 제한하였다.

임상증상의 관찰

모든 실험동물의 임상증상을 투여 전후에 각각 동물의 행

동, 자극에 대한 반응성, 각성도 및 경계성, 자세 및 보행

이상 등에 관한 일반 증상을 관찰 기록하였으며, 투여일 이

후에도 하루에 최소한 2번씩 모든 실험동물의 임상증상을

관찰 기록하였다.

체중 측정

모든 실험동물의 체중을 투여 전 1일, 투여직전, 투여 후

2일 간격으로 각각 측정하여 체중증가량인 증체량을 각각의

체중을 이용하여 산출하였다.

육안부검

투여 14일 후 모든 실험동물은 18시간 절식을 실시하였으

며, isoflurane(4 mL/kg)을 적신 수건을 넣고 쥐를 넣은 후

밀폐시켜 흡입마취 시켰다. 폐, 심장, 신장, 비장, 간, 뇌를

위주로 이상 육안소견을 각각 관찰 기록하였다.

장기 중량의 측정

모든 실험동물은 육안부검 소견을 관찰 기록한 후 폐, 심

장, 신장, 비장, 간, 뇌에 대한 절대 중량을 각각 측정하였다.

생화학적 분석

혈장 총 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Allain 등

의 방법(15)과 중성지방 농도는 lipase-glycerol phosphate

oxidase 방법(16)에 따라 비씨에스 진단 키트(Bioclinical

system, Korea)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Aspartate tran-

saminase(AST) 및 alanine transaminase(ALT) 역시 같은

키트를 사용하였다. LDL-콜레스테롤은 Friedewald 등(17)

에 의한 계산법[총콜레스테롤－(HDL 콜레스테롤－중성지

방/5)]으로 산출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자료는 MS의 excel database system을 이용하여

입력한 후 SPSS-PC+ 통계 package(version 14.0, SPSS

Inc., Chicago, IL, USA)를 사용하여 처리하였다. 각 항목에

따라 백분율과 평균치±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

또는 표준편차(standard error, SE)를 구하고 각 군별로 유

의성 검증을 위해서 one-way 분산분석(ANOVA)을 시행하

여 F 값을 구하고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각 군 간의 유의성 차이를 검증하였다. 변수들 간의 관계를

검증하기 위해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인 r 계수

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의 총 페놀함량

총 페놀함량 측정은 항산화 연구에 폭넓게 이용되는 방법

으로, 천연에 존재하는 주요한 폴리페놀 화합물들은 라디칼

소거능과 강력한 항산화능을 포함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흰점박이꽃무지를 함유한 호박, 알로에, 돼지감자 음료 1

pack의 총 페놀함량은 66.35～100.98 mg/pack으로 Fig. 1과

같다. 음료들 중에서는 돼지감자＋흰점박이꽃무지군에서

100.98 mg/pack으로 유의적으로 가장 높았으며, 그 다음은

돼지감자> 알로에＋흰점박이꽃무지> 호박＋흰점박이꽃무

지> 알로에, 호박 순으로 나타났다. 흰점박이꽃무지 무첨가

군보다 첨가군에서 총 페놀함량이 유의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곤충 외부외표피층에는 지질체에서 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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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various juice (pumpkin,
aloe, artichoke) with/without Protaetia brevitarsis S. (PB).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f-
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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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oxidant activities of various juice (pumpkin, aloe,
artichoke) with/without Protaetia brevitarsis S. (PB). (A)
DPPH radical scavenging ability, (B) total radical trapping anti-
oxidant potential (TRAP) and (C) ORAC assay. Bars with differ-
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되는 폴리페놀을 다량 함유하고 있는 다가 페놀층이 존재함

으로 인한 것으로 사료된다(18).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의 항산화활성

DPPH assay는 빠르고 간단하게 식물이나 식품 추출물

또는 단일 화합물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

는 방법이다. DPPH는 항산화제와 만나면 매우 빠른 속도로

hydrogen radical의 전자를 받아들이면서 환원되어 안정한

화합물인 2,2-diphenyl-1-picrylhydrazine으로 비가역적으

로 전환되며 짙은 보라색이 엷어지는 특징을 가진다(19). 모

든 음료의 DPPH 라디칼 소거능은 67.1～90.0%/pack 범위

로 이는 비타민 C 50～1000 μg/mL 농도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 73.8～81.7%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알로에＋흰점

박이꽃무지(90.02%)에서 가장 높았다(Fig. 2).

TRAP assay는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phnate) 양이온(ABTS․+)에 대한 항산화제의 소거능

을 측정하는 방법이다(20). 모든 음료의 TRAP 값은 1.46

～1.54 mM/trolox equvalent(TE)에 포함되며, 모든 음료군

에서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Fig. 2). Jeon 등(21)

은 녹즙의 재료로 들어가는 케일의 TRAP 값을 1.32 mM로

보고하여, 흰점박이꽃무지 첨가/무첨가 배, 알로에, 돼지감

자 즙의 총 항산화능이 녹즙보다 더 높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ORAC assay는 산화물질에서 유도된 peroxy radical이

형광 probe와 반응하여 비형광의 생성물을 형성하는데, 항

산화활성은 시간에 따른 비형광생성물의 양과 감소율을 평

가하여 항산화활성을 측정한다(22). ORAC assay의 결과를

보면 특히 돼지감자＋흰점박이꽃무지 첨가/무첨가군은 약

3000에 가까운 ORAC 값을 나타내었다(Fig. 2). 이는 Wolfe

등(23)의 연구결과와 비교 시 오렌지 100 g 섭취 시 나타나는

ORAC 값 2887과 거의 유사하며, 호박＋흰점박이꽃무지 첨

가군(2196)은 복숭아(2235) 100 g 섭취 시 나타나는 ORAC

value와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알로에＋흰점박이꽃무지

군은 레몬 100 g 섭취 시 나타나는 ORAC 값 1848과 유사하

였다.

본 연구에서 in vitro 항산화 측정 방법(총 폴리페놀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TRAP assay, ORAC assay)들 간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과 ORAC as-

say에서 양의 상관관계(r=0.72, p<0.01)를 확인할 수 있었다.

Lizcano 등(24)과 Silva 등(25)의 연구에서도 ORAC assay

와 총 폴리페놀 함량 간의 양의 상관관계를 보고하였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의

DNA 손상 보호능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 보호능 single-cell

gel-electrophoresis(SCGE) assay로 잘 알려진 comet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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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effect of supplementation in vitro with different concentrations of various juice (pumpkin, aloe, artichoke)
with/without Protaetia brevitarsis S. (PB) on 200 μM H2O2 induced DNA damage in human leukocytes. NC, 1% DMSO (without
oxidative stimulus) treated negative control; PC, 200 μM H2O2 treated positive control. (A) pumpkin, (B) pumpkin＋PB, (C) aloe, (D)
aloe＋PB, (E) artichoke, (F) artichoke＋PB. Bar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after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ay는 활성산소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 시 세포내의

DNA 손상 정도를 직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유용한 지표

로 사용되고 있다(26,27).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의 200 μM H2O2에 의한 DNA

손상 억제 효과는 Fig. 3과 같다. 건강한 성인의 백혈구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도하는 200 μM H2O2 처리 시 DNA 손

상은 유의적으로 증가한 반면,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음료에서 그 손상은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백혈구에 모든 시료들을 각각 처리하여 cell viability를 측정

해본 결과 90% 이상을 나타내어 대조군 음료와 흰점박이꽃

무지 함유 음료군 모두에서 세포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대사과정에서 발생하는 부산물인 활성산소종은 그 양이

과다할 경우 생체 세포를 공격하여 과산화지질의 형성과 단

백질 핵산(DNA, RNA)을 파괴하고 여러 가지 효소기능을

억제하여 만성질환 및 암 유발, 노화를 촉진시킨다(28). 그러

나 식품 내 항산화성분은 지질과산화를 통한 세포막의 변화,

DNA 손상과 돌연변이를 차단하여 이들 질병 발생을 억제하

게 된다. 따라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DNA 손상 보호

효과는 각각의 음료와 여기에 첨가된 흰점박이꽃무지에 함

유되어 있는 총 폴리페놀을 포함한 다양한 생리활성 성분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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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various juice (pumpkin, aloe, artichoke)
with/without Protaetia brevitarsis S. (PB) on weight gain of
ICR mice (g/day)

Male Female

Control
Pumpkin
Pumpkin＋PB
Aloe
Aloe＋PB
Artichoke
Artichoke＋PB

0.08±0.051)NS2)
0.04±0.06
0.08±0.17
0.11±0.04
0.20±0.08
0.09±0.03
0.14±0.09

0.07±0.02NS
0.11±0.06
0.14±0.04
0.21±0.13
0.16±0.03
0.24±0.06
0.13±0.07

1)Values±SE (n=5). 2)Not significant.

Table 2. Effect of various juice (pumpkin, aloe, artichoke) with/without Protaetia brevitarsis S. (PB) on organ weight of ICR
mice (g)

Male Brain Heart Liver Kidney Lung Spleen

Control
Pumpkin
Pumpkin＋PB
Aloe
Aloe＋PB
Artichoke
Artichoke＋PB

0.38±0.031)NS2)
0.39±0.02
0.38±0.03
0.39±0.03
0.38±0.05
0.40±0.02
0.41±0.01

0.14±0.01NS
0.13±0.01
0.12±0.01
0.12±0.02
0.14±0.01
0.13±0.01
0.15±0.01

1.34±0.11NS
1.28±0.07
1.30±0.04
1.22±0.06
1.25±0.06
1.28±0.03
1.22±0.02

0.50±0.03NS
0.46±0.01
0.48±0.01
0.47±0.03
0.49±0.02
0.46±0.00
0.46±0.02

0.19±0.02NS
0.18±0.01
0.22±0.01
0.17±0.01
0.19±0.02
0.18±0.01
0.21±0.02

0.09±0.01NS
0.10±0.01
0.12±0.01
0.10±0.02
0.11±0.01
0.11±0.01
0.10±0.00

Female Brain Heart Liver Kidney Lung Spleen

Control
Pumpkin
Pumpkin＋PB
Aloe
Aloe＋PB
Artichoke
Artichoke＋PB

0.42±0.03NS
0.39±0.02
0.37±0.02
0.41±0.01
0.41±0.02
0.41±0.02
0.41±0.02

0.10±0.01NS
0.11±0.01
0.11±0.01
0.10±0.01
0.10±0.01
0.10±0.01
0.10±0.02

0.87±0.02NS
0.94±0.03
0.95±0.07
0.90±0.03
0.91±0.02
0.88±0.03
0.90±0.04

0.30±0.01NS
0.31±0.01
0.30±0.02
0.30±0.02
0.31±0.01
0.29±0.01
0.31±0.01

0.15±0.00NS
0.17±0.01
0.16±0.01
0.16±0.01
0.15±0.01
0.15±0.01
0.15±0.01

0.08±0.00NS
0.10±0.01
0.09±0.01
0.08±0.01
0.09±0.01
0.08±0.00
0.08±0.02

1)Values±SE (n=5). 2)Not significant.

Table 3. Plasma biochemical analysis of ICR mice treated orally with various juice (pumpkin, aloe, artichoke) with/without
Protaetia brevitarsis S. (PB) (mg/dL)

Male TG1) T-Chol HDL-Chol LDL-Chol AST ALT

Control
Pumpkin
Pumpkin＋PB
Aloe
Aloe＋PB
Artichoke
Artichoke＋PB

99.6±6.12)NS3)
116.3±8.0
110.0±5.8
110.6±10.1
120.0±6.5
107.4±7.6
118.2±8.6

65.5±3.1NS
74.0±6.4
76.3±2.8
71.0±4.4
75.0±3.6
76.0±3.0
80.8±2.9

38.0±5.1NS
36.0±5.4
37.0±6.1
36.8±4.1
42.0±7.3
46.4±8.2
49.0±3.7

10.5±5.3NS
10.8±6.1
17.4±6.2
12.1±5.7
9.0±6.2
10.6±8.9
8.7±5.4

40.6±5.0NS
45.0±8.0
41.3±1.9
36.0±3.2
51.6±8.4
40.2±3.3
56.2±12.7

43.0±3.8NS
41.3±1.9
44.0±1.3
40.3±0.6
55.2±14.3
41.4±2.7
45.4±3.4

Female TG T-Chol HDL-Chol LDL-Chol AST ALT

Control
Pumpkin
Pumpkin＋PB
Aloe
Aloe＋PB
Artichoke
Artichoke＋PB

84.6±8.5NS
92.5±1.6
93.3±6.7
76.3±6.4
78.3±6.0
79.8±7.3
77.0±6.9

51.2±2.0NS
51.3±4.4
55.0±4.4
53.0±1.9
50.8±4.3
53.2±3.3
53.6±3.6

14.6±1.9NS
20.4±3.2
23.8±1.3
17.2±1.5
21.6±2.1
16.8±1.2
21.8±6.4

19.7±1.8NS
15.3±3.9
12.6±4.9
20.8±2.4
9.6±4.8
22.8±1.1
17.9±9.4

40.4±3.5NS
49.8±6.4
59.8±1.9
53.6±10.4
45.6±4.4
49.4±6.6
51.8±10.5

31.2±1.5NS
43.6±4.8
54.0±13.4
46.4±10.2
31.4±0.9
41.6±5.9
31.4±2.0

1)
TG, triglyceride; T-chol, total cholesterol; HDL-chol, HDL-cholesterol;, LDL-chol, LDL-cholesterol; AST, aspartate transaminase;
ALT, alanine transaminase.
2)
Values±SE (n=5). 3)Not significant.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되어지며, 흰점박이꽃무지에 함유된 생

리활성 성분 규명에 관한 연구가 조속히 이루어져야 할 것으

로 생각된다.

마우스를 이용한 급성경구독성 평가

급성경구독성시험에서 5주령의 ICR계 흰 마우스에 대조

군을 포함한 시료 12가지를 2 g/kg으로 경구 투여한 결과

암수 모두 사망 예는 없었다. 또한 설사, 구토, 활동상태 등의

일반증상 및 임상증상에서도 대조군에 비해 특이적인 변화

는 관찰되지 않았다. 시료 투여 후 14일 동안 체중을 측정한

결과 시료들 간의 유의적 차이도 나타나지 않았다(Table 1).

대조군 및 시료 투여군의 모든 장기에서 육안적 소견상 특이

할만한 병적소견 또한 관찰되지 않았으며, 각 그룹별 장기

무게 역시 유의적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Table 2).

혈액의 생화학적 검사(중성지질, 총콜레스테롤, HDL-콜

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AST, ALT)에서도 대조군과

비교 시 모든 음료 군에서 유의적인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Table 3). 따라서 본 연구결과에서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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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는 체중 kg당 2 g까지의 용량 내에서는 독성이 없는 것으

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흰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의 총폴리페놀

함량과 항산화활성(DPPH 라디칼 소거능, TRAP, ORAC

assay, comet assay) 및 사용에 대한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

하여 ICR mouse를 사용하여 흰점박이꽃무지 무첨가군과 첨

가군 단회 투여(2 g/kg) 시 나타나는 치사율, 체중, 생리적

증상, 장기무게, 생화학적 분석(triglyceride, total cholester-

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aspartate trans-

aminase, alanine transaminase)을 통해 급성독성시험을 실

시하였다. 흰점박이꽃무지를 함유한 호박, 알로에, 돼지감자

음료 1 pack의 총 페놀함량은 66.35～100.98 mg/pack, DPPH

라디칼 소거능은 67.1～90.0%/1 pack, TRAP 값은 1.46～

1.54 μM/trolox equivalent(TE)를 보였으며, 모든 음료의

ORAC 값은 1500보다 높았다. 모든 음료는 인체 임파구에서

세포독성을 보이지 않았으며, H2O2에 대한 DNA 손상에 대

한 보호효과는 유의적이었다. 흰점박이꽃무지 첨가/무첨가

음료의 ICR mouse 암수 각각에 경구투여(2 g/kg) 후 14일까

지 치사된 실험동물은 관찰되지 않았으며, 체중, 생리적, 병

리적 및 생화학적 분석에서 대조군과 비교 시 그룹들 간의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그러므로 2 g/kg의 흰점박

이꽃무지 첨가/무첨가 음료를 ICR mouse에 단일 경구투여

시 독성이 없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 규명된 흰

점박이꽃무지 함유 음료의 항산화활성과 안전성은 산업적

측면에서 약용 및 식용 자원으로 적극적인 활용을 기대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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