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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s of orally administered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vinegar on lipid metabolism 
in Sprague-Dawley rats fed a high-fat and high-cholesterol (HFC) diet were analyzed. The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five groups: a normal diet group (normal, N), HFC diet group (control, C), HFC diet with lovastatin 
at 20 mg/kg body weight (B.W.) group (positive control, PC), HFC diet with malt vinegar group (TM), and HFC 
diet with Seomaeyaksuk vinegar group (TS) (2 mL/kg B.W.). After 4 weeks of feeding rats the experimental diet, 
contents of serum total lipids and total cholesterol levels of TM and TS groups were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PC group. Triglyceride contents of the TM and TS groups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ose of the 
PC group but significantly lower than those of the C group. Content of serum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was significantly lower than that of the N group but higher than that of the C group.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content of serum was 190.68 mg/dL in the TS group, which was the lowest except for the N group. Aspartate trans-
aminase and albumin transaminase activities as a measurement of liver damage index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between the TM, TS, and C groups. Serum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content of the TS group was reduced 
to a similar level as the N group but was lower than that of the C group in the liver and significantly higher than 
that of the N group. Antioxidant activity of the TS group was 55.69% in serum, which was a similar to that of 
the N group, and was 52.39% in the liver, which was not significantly different than that of the C group.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Seomaeyakssuk vinegar improves serum lipid content as a result of the complex action 
of vinegar, an active ingredient of Seomaeyakssuk and a product of the fermentation proc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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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중국,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유럽, 멕시코, 북미 등 전 세계적으로 재배 및 생육되고 있는 

쑥은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품종은 전 세계적으로 500

여종에 달한다(1,2). 쑥은 긴 야생의 역사를 가지고 있어 생

육환경에 적합하도록 변종이 일어나 국내에만도 300여종이 

자생하고 있는데, 재배 지역에 따라 특성이 있는 종으로 변

화하여 함유성분이나 생리활성 등에 차이를 지닌다(2-4). 

이러한 이유로 품종별 쑥의 다양한 생리활성과 관련한 연구 

결과들이 보고되고 있는데 주로 사자발쑥, 인진쑥, 개똥쑥, 

황해쑥 등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사자발쑥은 

당뇨와 동맥경화증의 치료, 항염증, 항산화 및 항암 효과가 

있으며, 미백 및 피부 상재균에 대한 항균활성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 있다(5-7). 사철쑥의 지상부인 인진(茵蔯)은 더

위지기의 지상부인 한인진(韓茵蔯)과 혼용되어 인진쑥으로 

불리며 황달, 간염, 간경화, 간 기능 항진에 효능이 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8). 개똥쑥은 지상부를 청호(菁蒿)라 칭하며 

잔잎쑥, 개땅쑥으로 불리는데, 해열, 지혈, 살충 효과가 있고 

강력한 항말라리아 작용 및 유방암 세포에 대한 선택적 괴사 

활성을 가지고 있다(9).

황해쑥의 변종으로 경남 남해군에서 자생하고 있는 쑥을 

분리･육성하여 산림청으로부터 품종보호등록(산림청 품종

호 제42호, 2013.9.27.)된 섬애쑥은 섬애약쑥(Seom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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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akssuk, Artemisia argyi H.)으로 불리며, 최근 생리활성 

규명을 위한 연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섬애약쑥 자체의 

품질특성 규명과 관련한 연구로 Choi 등(10)은 채취시기와 

가공방법을 달리한 섬애약쑥의 이화학적 특성을 비교하여 

보고한 바 있으며, Kim 등(1)은 국내산 타 품종의 쑥과 섬애

약쑥의 항산화 활성과 암세포 성장 억제 활성을 비교하여 

보고한 바 있다. Hwang 등(11)은 섬애약쑥을 이용한 가공

품 개발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음건한 섬애약쑥과 산화 

발효하여 숙성시킨 섬애약쑥의 농도별 주정 추출물의 품질

특성을 비교하 으며, 섬애약쑥을 차로 음용할 경우 건조와 

침출 조건에 따른 항산화 활성을 비교한 보고(12)도 있다. 

Kim(13)은 알코올 및 사염화탄소로 간독성을 유발한 흰쥐

에서 섬애약쑥 추출물의 간 보호 효과는 간 기능 개선과 더

불어 항산화 효소계의 활성화에 따른 것이라고 보고한 바 

있으며, 섬애쑥의 60% 에탄올 추출물은 마우스의 뇌 조직에

서 acetylcholinesterase(AChE)의 활성과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함으로써 신경 보호 효과를 가지는데, 이는 추출

물 중의 eupatilin, jaceosidin과 같은 페놀화합물의 역할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14). 이러한 연구 성과를 

바탕으로 뜸, 추출음료, 분말, 차, 화장품으로 가공되고 있지

만 아직 섬애약쑥을 활용한 발효식품 개발과 관련한 연구는 

전혀 없는 실정이다.

한편 식초는 특유의 신맛과 방향을 가진 식품으로 유기산, 

당류, 아미노산 등을 함유한 대표적인 발효식품이다(15). 식

초는 소화액의 분비 촉진에 따른 소화촉진 효과, 젖산 분해

에 따른 피로회복 및 숙취해소, 혈중 콜레스테롤 저하에 따

른 동맥경화와 고혈압 등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체지방 감

소 등의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건강 지향적인 현대인

으로부터 선호되고 있는 식품 중 하나이다(16-18). 식초의 

이러한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다양한 재료를 첨가하여 발효

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는데, Hong 등(19)은 오이식초를 

제조하여 식초의 숙취해소 기능성을 강화하고자 하 다. 

Kim 등(20)은 간세포 보호 효과가 있는 미나리 발효액을 

첨가한 식초를 제조한 결과 산화적 손상에 대한 뇌신경 세포

의 보호 효과를 보고하 으며, Ann 등(21)은 홍삼식초를 이

용하여 체중감소를 통한 식초의 비만 억제 기능성을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섬애약쑥을 이용한 가공품 개발 및 그 활성

검증을 위한 연구의 일환으로 쑥 추출물을 이용하여 제조한 

쑥 식혜를 발효기질로 하여 전통발효 방식에 따라 식초를 

제조하 으며, 쑥 추출물의 첨가가 식초의 혈중 콜레스테롤 

및 지질 농도 개선 활성 강화에 기여하 는지를 확인하고자 

고지방 및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식초를 급이한 흰쥐의 

지질 농도 변화를 분석하 다.

재료 및 방법

동물실험용 식초의 제조

동물실험을 위한 섬애약쑥 식초는 총 무게 대비 고두밥 

20%, 고운체에 내린 엿기름 분말 10%와 섬애약쑥 10배 추

출액 15%와 정제수 55%를 혼합하여 전체 부피를 50 L가 

되도록 한 후 재료들을 충분히 혼합하 다. 이것을 60±3°C

의 항온수조 내에서 내용물이 모두 잠기게 유지하면서 5시간 

동안 당화시킨 후 90°C 이상에서 10분간 가열하여 쑥 식혜

를 완성하 다. 쑥 식혜는 무균대에서 자연 냉각시켜 약 30 

°C가 되었을 때 종배양한 효모를 5% 접종하여 동일 온도에

서 6일간 정치배양하여 알코올 발효를 실시하 다. 알코올 

발효 완료 후 종배양한 초산균(Acetobacter pasteuranus 

A8)을 5% 접종하여 20일간 정치 배양하여 식초를 완성하

다. 섬애약쑥 식초와 비교 실험을 위한 대조군으로 쑥 추출

액 대신에 정제수를 가하여 동일한 방법으로 맥아식초를 제

조하여 사용하 다.

식이조성

실험에 사용된 식이조성은 Table 1과 같이 정상군(normal, 

N)에는 일반식이를, 대조군(control, C)에는 7% 대두유를 

대신하여 동량의 돈지와 1% 콜레스테롤을 첨가한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하 다. 실험군은 대조군과 동일

한 식이를 급이하면서 매일 일정한 시간에 맥아식초(TM)와 

섬애약쑥 식초(TS)를 각각 2 mL/kg B.W. 경구 투여하 다. 

양성대조군(positive control, PC)으로 콜레스테롤 환자에

게 투여하는 약물인 lovastatin(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20 mg/kg B.W. 경구 투여하 다. 이때 

실험동물에 대한 식초의 투여량은 체중 60 kg의 성인이 1일 

1회 약 120 mL의 식초음료를 섭취한다는 가정 하에 산출한 

것이며, lovastatin 투여량은 처방 시 기준량을 체중 kg으로 

나누어 산출하 다. 실험동물에 대한 경구 투여는 실험기간 

동안 매일 1회 오전 10시경 총 4주 동안 실시하 으며, (재)

남해마늘연구소 동물실험윤리위원회(RNGRI-2016-2)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 다. 

실험동물의 사육 및 처리 

실험동물은 평균 체중이 90~110 g인 Sprague-Dawley

계 3주령의 수컷 흰쥐를 (주)샘타코(Osan, Korea)로부터 

분양받았다. 실험동물은 온도(22±2°C), 습도(50±5%) 및 

명암주기(12시간, 07:00~19:00)가 자동 설정된 동물 사육

실에서 시판 고형사료(Rat chow, Samyang Corp., Seoul, 

Korea)로 1주간 적응시킨 다음 2주째에 난괴법에 의해 각 

군의 체중이 비슷하도록 5마리씩 4군으로 나눈 뒤 4주간 

실험식이를 급이하면서 사용하 다.

실험동물은 4주간 실험사육 후 최종일에 16시간 절식시

킨 다음 소동물용 흡입마취기(Daejong Instrument Indus-

try, Seoul, Korea)로 마취시켜 심장 채혈하 으며, 채혈된 

혈액은 빙수 중에서 30분간 냉각시킨 다음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후 혈청을 분리하여 -70°C에 보관하면서 

분석에 사용하 다. 실험동물의 장기(간장, 심장, 신장, 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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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iet compositions in experimental groups                                                       (g/100 g diet)

Ingredients Normal1) (N) Control (C) Positive control
(PC)

Experimental group 
(TM, TS)

Corn starch
Casein
Dextrin
Cellulose
Sucrose
Vitamin mix2)

Mineral mix3)

L-Cysteine
Choline bitartrate
Soybean oil
Lard
Cholesterol
Sodium cholate

39.8
20.0
13.2
5.0

10.0
1.0
3.5
0.3
0.2
7.0
－
－
－

29.8
20.0
13.2
5.0

10.0
1.0
3.5
0.3
0.2
－
7.0
1.0

0.25

29.8
20.0
13.2
5.0

10.0
1.0
3.5
0.3
0.2
－
7.0
1.0

0.25

29.8
20.0
13.2
5.0

10.0
1.0
3.5
0.3
0.2
－
7.0
1.0

0.25
1)Normal: normal diet group, Control: 15% lard and 1% cholesterol contained HFC (high fat-high cholesterol) diet group, Positive 

control: HFC diet with oral administration of lovastatin 20 mg/kg B.W. group, TM: HFC diet with oral administration of malt 
vinegar 2 mL/kg B.W. group, TS: HFC diet with oral administration of Seomaeyakssuk vinegar 2 mL/kg B.W. group. 

2)Vitamin mix: AIN-93 vitamin mixture.
3)Mineral mix: AIN-93 mineral mixture.

및 고환)를 채혈 후 즉시 분리시켰으며, 생리식염수로 혈액

을 씻은 다음 흡수지로 물기를 제거한 다음 중량을 측정하

고, 간은 생리식염수로 탈혈하여 -70°C에 보관하면서 분석

용 시료로 사용하 다.

혈중 지질 성분의 분석

혈청 총 지질 함량은 Frings 등(22)의 방법에 따라 혈청 

20 µL를 진한 황산으로 분해시킨 후 phospho-vanillin 시약

을 첨가하여 37°C에서 15분간 반응시켜 시료 무첨가군을 

대조로 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혈청 총 중

성지방, 총 콜레스테롤, high density lipoprotein choles-

terol(HDL-C), total protein, albumin, albumin trans-

aminase(ALT), aspartate transaminase(AST) 및 blood 

urea nitrogen(BUN) 함량은 혈액자동분석기(DRI-CHAM 

7000i, Fujifilm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LDL-C) 함량은 

[혈청 총 콜레스테롤－(HDL-C＋중성지방/5)]의 계산식에 

의해 산출하 고,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

terol(VLDL-C)은 [혈청 총 콜레스테롤－(HDL-C＋LDL- 

C)]의 계산식을 사용하 다(23). 또 동맥경화지수(athero-

genic index, AI)는 [(혈청 총 콜레스테롤－HDL-C)/HDL- 

C]의 계산식으로부터(24), 심혈관질환 위험 지수(cardio- 

vascular risk factor, CRF)는 [총 콜레스테롤/HDL-C]의 

식에 따라 계산하 다(25).

간 조직의 지질 성분 분석

간 조직의 총 지질 함량은 간 조직 0.5 g에 chloroform

: methanol 혼합액(C:M=2:1, v/v)을 가하고 이를 마쇄하여 

30 mL로 정용한 다음 냉암소에 하룻밤 정치시켜 지질을 

추출하 다. 이를 여과해 일정량을 취하여 50°C 수욕상에서 

완전 건조시킨 다음 상기 혈청에서와 동일한 방법에 따라 

총 지질 함량을 측정하 다(23).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함량은 총 콜레스테롤 측정용 kit 시약(AM 202-k, Asan, 

Seoul, Korea)을 사용하 으며, 중성지방 함량은 중성지방 

측정용 kit 시약(AM 157S-k, Asan)으로 각각 측정하 다.

혈청 및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측정

혈청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Yagi(26)의 방법에 따라 혈

청 100 µL에 1/12 N 황산용액 4 mL, 10% phosphotung-

stic acid 0.5 mL를 차례로 가하여 5분간 반응시킨 후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켰다. 상층액을 제거한 침전물

에 증류수 및 TBA 시약을 가하여 95°C 수욕상에서 60분간 

반응시켰으며, 여기에 3 mL의 butanol을 가하여 4,000 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상층액의 흡광도를 532 nm에서 

측정하 다.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Mihara와 Uchiyama 

(27)의 방법에 따라 간 조직 1 g에 1.5% KCl 용액을 가하여 

10% 균질액을 만든 다음, 0.5 mL를 취하여 3 mL의 1% 

phosphoric acid와 1 mL의 0.6% TBA 시약을 넣어 잘 혼합

하 다. 이것을 98°C 수욕상에서 45분간 가열한 뒤 4 mL의 

butanol을 가하여 발색물질을 추출한 다음 4,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한 butanol 층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혈청 및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1,1, 

3,3-tetraethoxypropane을 표준물질로 하여 작성한 검량

선으로부터 산출하 다.

혈청 및 간 조직의 항산화 활성 측정

항산화 활성은 Lim 등(28)의 방법을 응용하여 측정하

다. 즉 혈청 100 µL에 tris-HCl 완충액(100 mM, pH 7.4)을 

1 mL 가하여 혼합한 후 0.5 mM 1,1-diphenyl-2-picryl-



782 신정연 ․강재란 ․신정혜 ․서원택 ․변희욱 ․최진상 ․강민정

Table 2. Changes i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

Group1) Final body weight
(g)

Total body weight gain
(g/4 weeks)

Food intake
(g/d)

FER2)

(%)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TM
TS

298.00±5.70a

326.00±7.42c

316.00±6.52b

302.00±9.08a

302.00±8.37a

152.00±8.37a

179.00±4.18c

167.00±5.70b

153.00±4.47a

156.00±6.52a

18.19±0.29NS

18.55±0.22
18.36±0.36
18.30±0.76
18.28±0.51

28.81±1.19a

33.27±0.44c

31.35±0.54b

28.86±1.03a

29.42±0.71a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2)FER: Food efficiency ratio, total body weight gain (g/4 weeks)/ food intake (g/4 weeks)×100.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hydrazyl(DPPH) 용액 1 mL를 가한 다음 37°C의 암실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여기에 chloroform 2 mL를 가하여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 시킨 다음 chloroform 층

을 취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다. 항산화 활성

은 시료첨가군과 무첨가군의 흡광도 비로 나타내었다. 간 

조직의 항산화 활성은 간 조직 1 g에 1.5% KCl 용액으로 

10% 균질액을 제조한 다음 혈청과 동일한 방법에 따라 측정

하 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여 실시하 으며 실험으로

부터 얻은 결과는 IBM SPSS statistics 18(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분석하 다. 결과치는 실험군당 평균

±표준편차로 표시하 고, 통계적 유의성 검정은 일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시행하 다. 

결과 및 고찰

체중변화 및 식이효율

흰쥐에게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해 비만을 유

도하면서 섬애약쑥이 첨가된 식초를 4주간 투여시켜 체중변

화 및 식이효율을 분석한 결과 Table 2와 같이 실험동물의 

평균 식이섭취량은 실험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나 최종체중,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은 시료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나

타내었다.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하여 고지혈증

을 유도한 대조군의 최종체중,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은 

각각 326.00 g, 179.00 g, 33.27%로 정상군보다 최종체중

은 9.40%, 체중증가량은 17.76%, 식이효율은 15.48% 더 

높았다.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하면서 심혈관계 

질환의 치료제로 사용되는 약물인 lovastatin을 투여한 양성

대조군의 최종체중,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은 대조군보다 

낮았으나 정상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다. 반면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은 정상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이 대

조군보다 체중 및 체중증가량, 식이효율이 모두 낮았고 두 

실험군 간에도 차이는 없었다. 

고콜레스테롤 급이 흰쥐에 매생이를 급이하 을 때 식이

효율은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으나 체중증가량은 유

의적으로 감소하여 체중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보고

되어 있다(29). 고지방식이와 함께 인삼식초를 8주간 급이

하 을 때 대조군보다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이 유의적으

로 낮았는데 이는 식초의 유기산이 지방연소를 촉진하 으

며, 인삼의 사포닌 성분이 지방의 합성을 억제하 기 때문이

라는 Oh 등(30)의 보고도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급이군보다 식초 급이군의 체중증가량이나 

식이효율이 유의적으로 낮아 이들의 보고와 동일한 경향이

었으며, 맥아식초 급이군과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 간에 유의

적인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아 쑥의 특정한 성분보다는 식초

의 급이에 의한 향인 것으로 추정된다.

장기 중량

체내 고지방을 유도하고 식초를 급이한 흰쥐의 간, 심장, 

신장, 비장, 고환 및 고환 주변지방 중량을 측정하여 체중 

100 g에 대한 결과로 환산하 다(Table 3). 그 결과 신장과 

고환의 중량은 시료군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타

내지 않았으나 간, 심장, 비장 및 고환주변 지방의 중량은 

다소 차이가 있었다.

간 중량의 경우 정상식이 급이군(3.99 g/100 g B.W.)과 

비교하여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 급이군의 간 중량은 크

게 증가하여 대조군은 약 1.64배, 양성대조군은 1.56배 높

았고 식초를 투여한 TM군과 TS군은 각각 정상군보다 1.60

배, 1.58배 높았다. 심장 중량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에서 

0.32 g/100 g B.W.로 가장 낮았으며 대조군에서 0.36 g/ 

100 g B.W.로 가장 높았다. 비장의 중량은 정상군에서 0.22 

g/100 g B.W.로 유의적으로 낮았으며 섬애약쑥 식초 급이

군과 양성대조군은 각각 0.25 g/100 g B.W.와 0.26 g/100 

g B.W. 다. 고환 주변 지방은 정상군, 대조군 및 양성대조

군은 동일하게 1.51 g/100 g B.W.로 서로 간에 통계적인 

차이 없이 식초 급이군보다 높은 함량이었다.

고지방식이의 지속적인 급이는 간 조직에 유입된 콜레스

테롤의 정상적인 배출을 억제하고 간 조직 내에 축적을 유도

함으로써 지방간 및 간 비대를 일으키므로 고지방식이로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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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organ weight of liver, heart, kidney, spleen, testis, and epididymal fat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                                                                         (g/100 g body weight)

Group1) Tissues Epididymal fat
Liver Heart Kidney Spleen Testis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TM
TS

3.99±0.17a

6.54±0.44b

6.24±0.65b

6.39±0.33b

6.30±0.51b

0.34±0.01ab

0.36±0.02b

0.34±0.03ab

0.33±0.03ab

0.32±0.03a

0.74±0.06NS

0.71±0.03
0.71±0.03
0.71±0.06
0.71±0.07

0.22±0.02a

0.25±0.02b

0.26±0.02b

0.23±0.01ab

0.25±0.04b

1.09±0.11NS

1.00±0.05
1.07±0.06
1.09±0.08
1.05±0.08

1.51±0.15b

1.51±0.09b

1.51±0.18b

1.34±0.12ab

1.30±0.09a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Table 4.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and triglyceride contents in serum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                                                                                               (mg/dL)

Group1)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TM
TS

322.67±13.54a

629.33±20.95e

596.67±19.35d

565.33±18.32c

530.00±13.21b

 89.00±7.52a

312.00±18.15e

293.40±10.69d

267.00±16.08c

237.60±9.45b

88.20±6.02b

82.60±4.88b

60.20±4.92a

62.40±5.37a

60.60±3.05a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해 간 중량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31). 고콜레스

테롤 식이를 급이한 흰쥐에 고추냉이를 혼합 급이하 을 때 

간의 무게는 정상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데, 이는 과

량의 콜레스테롤이 체외로 정상적으로 배출되지 못하고, 간

장에 축적되었기 때문이라는 Lee(32)의 보고도 있다. 본 연

구 결과에서도 이러한 연구 결과와 동일한 경향으로 간의 

중량은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군에서 증가하 는데, 이 

또한 체내 지질대사를 담당하는 장기인 간에 지방이 축적되

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혈청 중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의 함량

Table 4는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한 흰쥐에 

쑥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초를 4주간 경구 투여한 후 

혈청 중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방 함량을 측정한 

결과이다. 실험동물의 혈청 중 총 지질은 고지방-고콜레스

테롤 식이를 급이한 대조군에서 가장 높아 629.33 mg/dL로 

정상식이 급이군(322.67 mg/dL)보다 약 1.95배 더 높았다.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lovastatin을 투여한 양

성대조군의 혈청 중 총 지질 함량은 596.67 mg/dL로 대조

군보다 약 5.19% 감소하 다. 반면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를 급이한 실험군에

서는 각각 565.33 mg/dL와 530.00 mg/dL로 정상군보다는 

높았으나 여타 실험군보다 총 지질 함량이 낮았다. 총 콜레

스테롤 함량은 총 지질 함량과 유사한 경향으로 정상군이 

89.00 mg/dL로 가장 낮았고, 대조군에서 312.00 mg/dL로 

가장 높은 함량이었다. 그 외 실험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낮은 

함량이었으며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은 각각 

267.00 mg/dL와 237.60 mg/dL로 양성대조군보다 더 낮은 

함량이었다. 중성지방의 함량은 정상군과 대조군 간에 유의

적인 함량 차이가 없이 실험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양성대조군과 식초 급이군은 60.20~62.40 mg/dL로 서로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상기의 분석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섬애약쑥 발효식초의 경우 심혈관계 질환 치료제인 

lovastatin보다 더욱 효과적으로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

이의 급이로 야기되는 혈청 중 총 지질 및 총 콜레스테롤 

감소 유도 효과를 나타내었다.

고지방식이를 급이한 흰쥐에 인삼식초를 섭취시켰을 때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함량이 정상군보다 높지

만 고지방식이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는 보고(20)는 

본 연구 결과와도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또한, 본 연구와 동

일한 경향을 보고한 Lee 등(33)은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

이를 급이한 마우스에 자색고구마 열수 추출물을 급이한 결

과 총 콜레스테롤이나 총 지방은 정상군보다 고지방-고콜레

스테롤 식이군에서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는 상반된 결과를 보 는데, 이는 콜레스테롤과 LDL-

콜레스테롤의 축적으로 간에 축적되는 중성지질의 양이 증

가함에 따라 상대적으로 혈중의 중성지질 양이 감소하 기 

때문이며, 이는 관련 유전자의 발현 정도를 통해 검증된다고 

하 다.

유산소 운동을 하는 운동선수에게 6주간 인진쑥 음료를 

급이한 후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방의 함량을 분석한 

결과 모두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데, 이는 인진쑥의 chlo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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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ipid profile contents in serum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

Group1) HDL-C LDL-C VLDL-C
AI2) CRF3)

(mg/dL)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TM
TS

57.40±2.88c

28.20±1.64a

34.40±1.82b

34.40±2.30b

34.80±1.92b

 13.96±4.11a

267.28±15.77e

246.96±8.18d

220.12±13.37c

190.68±7.02b

17.64±1.20b

16.52±0.98b

12.04±0.98a

12.48±1.07a

12.12±0.61a

 0.55±0.07a

10.07±0.31e

 7.54±0.21d

 6.77±0.29c

 5.83±0.14b

 1.55±0.07a

11.07±0.31e

 8.54±0.21d

 7.77±0.29c

 6.83±0.14b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2)Atherogenic index＝(Total cholesterol－HDL-cholesterol) / HDL-cholesterol.
3)Cardiac risk factor＝Total cholesterol / HDL-cholesterol.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e) in each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enic acid, caffeic acid 및 6,7-dimethoxycoumarin에 의

한 결과라고 보고되어 있다(34). 본 연구 결과에서도 맥아식

초보다 섬애약쑥 식초를 급이하 을 때 혈청 내 총 지질과 

총 콜레스테롤 함량이 유의적으로 낮은 것은 섬애약쑥에 함

유된 유효성분의 향인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물질 규명을 위한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혈청 HDL-, LDL-, VLDL-콜레스테롤, 동맥경화지수 및 

심혈관질환 위험지수

정상적인 대사 상태에서 식이성 중성지방 및 콜레스테롤

은 조직세포에서 합성된 지질과 균형을 이루며 혈관 내 lipo-

protein들의 농도가 항상성을 유지하게 되지만, 지질의 다

량 섭취 등 외부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 이러한 균형

이 파괴되면 LDL- 및 VL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증가하

고 HDL-콜레스테롤의 농도는 감소하여 동맥경화증, 고혈

압 및 심혈관계 질환을 유발하게 된다(35).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섬애약쑥 추출물을 첨

가한 식초를 경구 투여한 실험동물의 혈청 중 HDL-, LDL-, 

VLDL-콜레스테롤 함량과 동맥경화지수 및 심혈관 질환 위

험지수를 산출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57.40 mg/dL)보다 고지방-고콜레스테롤 급

이군에서 더 낮았는데, 대조군의 HDL-콜레스테롤 함량은 

정상군의 50.87% 수준인 28.20 mg/dL로 가장 낮았다. 반

면 양성대조군과 식초 투여군은 대조군과 같은 고지방-고콜

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하 음에도 불구하고 HDL-콜레스테

롤 함량이 34.40~34.80 mg/dL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높

았다.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HDL-콜레스테롤 함량과 상

반된 결과를 나타내어 대조군의 LDL-콜레스테롤 함량은 

267.28 mg/dL로 13.96 mg/dL인 정상군보다 약 19.2배 더 

높아 가장 높은 함량이었다.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와 

함께 심혈관계 질환에 사용되는 lovastatin을 급이할 경우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246.96 mg/dL로 대조군보

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를 급이하

을 때 혈중 LDL-콜레스테롤 농도는 각각 220.12 mg/dL

와 190.68 mg/dL로 양성대조군보다도 더 낮은 함량이었다. 

VLDL-콜레스테롤은 정상군과 대조군에서 각각 17.64 mg/ 

dL와 16.52 mg/dL로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이었고, 양성대

조군과 식초 급이군은 12.04~12.48 mg/dL로 서로 간에 유

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는 주로 동맥경화 

및 심장순환계 질환의 발병 위험도를 알리는 위험지수로 널

리 이용되고 있다(36). 정상식이 급이군보다 고지방-고콜레

스테롤 식이를 급이하는 경우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는 각각 약 18배와 7배 더 증가하 으나 lova-

statin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에 이용되는 약물제제나 식초를 

매일 일정시간 경구 투여함으로써 유의적으로 감소하 다. 

특히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의 경우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

질환 위험지수는 대조군보다 각각 57.9%와 61.7% 수준으

로 낮아져 섬애약쑥 추출물을 첨가하여 제조한 식초의 급이

는 동맥경화, 고지혈증 등과 같은 심혈관계 질환의 예방 및 

개선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Nam 등(37)은 더위지기쑥 에탄올 추출물을 고지방식이

와 병용 투여한 결과 혈중 콜레스테롤과 HDL-콜레스테롤 

함량 모두 고지방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동맥

경화지수가 고지방식이 대조군보다 29% 감소하 다고 보

고한 바 있다. Lee와 Hwang(38)은 정상식이와 고지방식이

를 급이한 흰쥐에 사철쑥 분말과 메탄올 추출물을 경구 투여

한 결과 정상군과 고지방식이군 모두에서 HDL-콜레스테롤

이 증가하고 동맥경화지수가 감소하 는데, 이러한 효과는 

정상군보다는 고지방식이군에서 더 유용하 다고 보고한 

바 있다.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들의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섬애약쑥 식초의 급이는 대조군보다 LDL-콜레스

테롤의 수치를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의 수치를 증

가시킴으로써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질환 위험지수를 낮추

어 혈중 지질 농도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청 중 총 단백질 및 알부민 함량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에 대한 섬애약쑥 추출물 첨가 

식초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섬애약쑥 식초를 경구 투여하면

서 사육한 흰쥐의 혈청 중 총 단백질과 알부민 함량을 분석

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정상군의 총 단백질과 알부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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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Total protein and albumin content in serum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
tract                                            (mg/dL)

Group1) Total protein Albumin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TM
TS

5.98±0.11a

7.38±0.33c

7.24±0.26c

6.78±0.33b

6.73±0.18b

4.06±0.11a

4.74±0.18c

4.68±0.18c

4.42±0.28b

4.34±0.18b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in each column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7. AST, ALT activities, and BUN content in serum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

Group1) AST ALT BUN
(U/L) (mg/dL)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TM
TS

149.40±7.13b

147.40±10.31b

129.00±8.12a

154.60±7.09b

147.00±9.57b

26.60±2.07a

34.80±2.59b

31.60±2.70b

35.80±4.32b

32.40±4.45b

11.66±0.84NS

13.16±1.67
12.94±1.59
13.16±2.26
12.16±1.27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b) in each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함량은 각각 5.98 mg/dL, 4.06 mg/dL인데 반해 대조군은 

7.38 mg/dL, 4.74 mg/dL로 정상식이 급이군보다 유의적으

로 높은 함량이었다. 양성대조군의 총 단백질과 알부민 함량

은 각각 7.24 mg/dL와 4.68 mg/dL로 정상군보다 유의하게 

높았으며 대조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 간의 총 단백질과 알부민 함량은 유의

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대조군이나 양성대조군보다 유의적

으로 낮았는데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의 총 단백질과 알부민 

함량은 각각 6.73 mg/dL와 4.34 mg/dL 다.

고지방식이와 함께 눈꽃동충하초 균사체를 실험동물에 

급이하 을 때 혈청의 총 단백질 농도가 정상군보다 유의하

게 증가하 다는 보고(39)는 본 연구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

이었다.

알부민은 혈청 총 단백질의 50~70%를 차지하며 혈장 교

질 삼투압의 유지와 각종 양소 운반 기능에 관여하므로 

혈청 알부민 함량은 일반적으로 총 단백질의 농도와 상관관

계를 가지게 되고, 체내 단백질 대사의 적절한 지표로 이용

된다(40).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본 연구 결과에서와 같이 

식초 급이군에서 대조군보다 혈청 중 총 단백질과 알부민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으로 보아 섬애약쑥 식초의 급

이는 고지방-고콜레스테롤 급이에 따른 체내 단백질의 대사 

정상화에 기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혈청 중 AST, ALT 및 BUN 함량

AST는 간, 심장, 근육 및 신장 조직에, ALT는 간, 신장, 

골격근 등에 존재하면서 아미노산을 합성하는 효소로, 특히 

간에 많은 양이 존재하므로 간 손상의 지표로 널리 사용되는 

효소이다(41,42). 섬애약쑥 식초를 4주간 급이한 흰쥐의 혈

청 중 간 기능 지표인 AST, ALT와 신장 기능 지표인 BUN 

함량을 측정하여 나타낸 결과는 Table 7과 같다. 혈청 중 

AST는 양성대조군에서만 129.00 U/L로 유의적으로 낮았

고, 여타 실험군은 147.00~154.60 U/L로 서로 간에 유의적

인 차이가 없었다. ALT는 정상군에서 26.60 U/L로 유의적

으로 낮았고, 여타 실험군에서는 31.60~35.80 U/L로 정상

군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았으나 서로 간에 유의차는 없었다.

Kim 등(43)은 고지방식이를 급이하 을 때 ALT 활성이 

증가하 으며 인진쑥 추출물을 농도별로 급이함으로써 유

의적으로 활성이 감소하 는데, AST 활성은 인진쑥 추출물

의 농도가 높을수록 낮았지만 농도 차이에 따른 유의차는 

없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Oh 등(30)도 고지방식이 급이 시 

혈중 AST와 ALT 모두 정상범위 이상으로 증가하 으나 

인삼식초를 급이함으로써 유의적으로 감소하 는데, 이는 

인삼식초에 함유된 아세트산이 지방대사를 개선하여 간의 

지방축적을 억제함으로써 간 기능 손상을 예방하 기 때문

으로 추정하 다. 반면 인진쑥 추출물의 고지방식이에 대한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대조 약물로 simvastatin을 사용한 

연구 결과(43)에서 simvastatin은 인진쑥 추출물 62.5 mg/ 

kg 급이군과 비교할 때 혈중 총 콜레스테롤과 LDL-콜레스

테롤 농도를 감소시키고 HDL-콜레스테롤 농도는 증가시키

지만 AST나 ALT 활성은 유의적으로 더 높았다고 보고하

여,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으로 지질 농도의 개선 효과

와 AST나 ALT 활성이 동일한 경향을 나타내지는 않았다. 

아미노산의 탈아미노 과정의 산물로 간에서 합성되어 신

장으로 배설되는 BUN은 신장의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하면 

그 함량이 증가하므로 체내 단백질 대사이상이나 신장질환

의 지표로 이용되는데, 정상수준은 5~23 mg/dL로 알려져 

있다(44,45). 

고지방과 고콜레스테롤을 급이한 흰쥐에 섬애약쑥 식초

를 4주간 급이한 결과 BUN은 11.66~13.16 mg/dL로 모든 

실험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차가 없었다. 참쑥과 사자발쑥 

분말을 식이에 각각 5%씩 첨가한 식이를 급이하 을 때 흰

쥐의 혈청 중 BUN의 함량은 대조군이나 쑥 급이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46)와 오디를 침출

주, 발효주 및 식초로 가공하여 당뇨 유발 흰쥐에 급이한 

결과 모든 실험군 간의 BUN 함량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다

는 보고(47)는 본 연구 결과와 유사한 경향이었다.

간 조직의 지질 성분 함량 분석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와 섬애약쑥 식초를 급이한 흰

쥐의 간 조직 내 지질 성분들을 측정한 결과(Table 8), 정상

군의 간 조직 내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함량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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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Lipid profile contents in liver tissue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Artemisia argyi H.) extract

(mg/g, wet liver)

Group1) Total lipid Total 
cholesterol Triglyceride

Normal
Control
Positive control
TM
TS

 30.15±0.64a

155.36±9.20d

129.46±6.23c

125.34±8.15c

115.55±7.18b

1.91±0.19a

6.16±0.26c

6.11±0.19c

5.35±0.67b

4.83±0.80b

11.28±1.33a

42.32±2.52d

27.68±2.24c

21.10±2.18b

20.28±2.89b

1)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Values are mean±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d) in each column are signifi-
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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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BARS content in serum (A) and liver (B)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extract. Values are mean±
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각각 30.15 mg/g, 1.91 mg/g, 11.28 mg/g으로 실험군 중 

가장 낮은 함량이었다. 총 지방은 대조군에서 155.36 mg/g

으로 정상군보다 약 5.15배 더 높은 함량이었으며, 양성대조

군과 식초 급이군에서는 115.55~129.46 mg/g으로 대조군

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이었으나 정상군보다는 3.83~ 

4.29배 더 높은 함량이었다. 양성대조군이나 쑥 식초 급이군

의 간 조직 중 총 콜레스테롤과 중성지질의 함량도 총 지질

과 유사한 경향으로 정상군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으나 대조

군보다는 더 낮았다. 맥아식초 급이군보다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의 간 조직 중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함량은 

평균값은 더 낮았으나 두 실험군 간에 통계적인 유의차는 

없었다.

간은 지방대사가 일어나는 주요기관으로 콜레스테롤 및 

혈장 지단백질의 합성과 분배를 담당하고, 특히 간에서 중성

지방이 정상적으로 제거되지 않으면 조직 내에 쌓여 지방간

을 초래한다(48). 쑥의 경우 체내 지질대사를 촉진하는 기능

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더위지기 쑥의 에탄올 추

출물을 경구 투여했을 때 간 조직의 총 지질 함량은 정상식

이 급이군보다 40% 감소하 고, 10% 라드와 1% 콜레스테

롤을 급이한 고지방식이군보다 총 지질은 28%, 중성지질은 

22% 감소하여 쑥 추출물은 간에서의 지질대사를 촉진시킴

이 확인되었다(37). 본 연구 결과에서도 이와 동일한 경향으

로 쑥 추출물뿐만 아니라 쑥 식초에서도 유사하게 간 조직에

서의 지질대사 촉진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혈청 중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TBARS 반응의 유의적인 증가는 지질과산화의 지표 및 

항산화력을 측정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되므로(49) 고지방-

고콜레스테롤 식이와 섬애약쑥 식초를 급이시킨 흰쥐에 대

한 혈청 및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혈청 중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정상군이 17.48 

mmol/mL 고 대조군이 36.75 mmol/mL로 고지방-고콜

레스테롤 식이 급이 시 2.10배 이상 증가하 다. 그러나 대

조군과 같은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했을지라도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에서는 각각 23.85 mmol/ 

mL와 18.22 mmol/mL로 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은 함량

이었다. 특히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의 혈청 중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정상군과 통계적인 차이가 없어 혈중 지질과산화물

의 생성 억제에 효과적임을 확인하 다. 

간 조직 중의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정상군과 양성대조군

이 각각 85.63 mmol/g과 82.67 mmol/g으로 서로 유의적인 

차이 없이 여타 실험군보다 낮은 함량이었다.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의 간 조직 중 지질과산화물 함량은 

각각 117.04 mmol/g과 112.59 mmol/g으로 두 실험군 간

에는 유의차가 없었으나 대조군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은 함

량이었다. 

혈청과 간 조직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분석 결과 양성대조

군에 투여한 lovastatin은 혈청보다는 간 조직에서 더 효과

적으로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을 억제하 으나 섬애약쑥 식

초는 이와 상반되게 간 조직보다는 혈청 내 지질과산화물의 

생성 억제에 더 효과적이었다. 

쑥 물 추출물의 급이는 알코올의 섭취에 의해 증가한 간장 

내 TBARS의 함량을 유효하게 감소시켰는데, 이는 유리기 

해독계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SOD)와 catalase의 

역할보다는 glutathione이나 간 조직 내 xanthine oxidase

와 같은 효소의 활성이 증가함으로써 O2
- 생성 증가에 의한 

산화적 손상을 줄이는 데 기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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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ntioxidant activity in serum (A) and liver (B) of rats
fed vinegar added with Seomaeyakssuk extract. Values are mean
±SD (n=5).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Groups are the same as Table 1.

다(24). 쑥 추출물을 급이하 을 때 간 조직의 항산화 효소 

활성은 정상군보다도 증가하는데, 이 중 Cu, Zn-SOD 활성

은 47%의 유의적인 증가를 하며 고지방식이를 투여함으로

써 glutathione sulfur transferase(GST)와 Cu, Zn-SOD 

활성은 감소하 으나, 고지방식이, benzo-α-pyrene 및 쑥 

추출물을 병용투여 하 을 때는 catalase와 Cu, Zn-SOD 

활성이 각각 27%와 55% 증가하여 세포의 손상을 막아주는 

역할을 담당하 다는 Nam 등(50)의 보고도 있다.

이러한 결과들로부터 미루어볼 때 체내에서 지질과산화

물의 생성을 억제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효소계가 활성

화되어 작용하게 되는데, 이때 체내에 가해진 산화 스트레스

원이나 그 정도에 따라 작용하는 효소계의 활성도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되며, 본 연구 결과에서 섬애약쑥 식초 급

이군에서 지질과산화물의 생성이 유의적으로 낮고 lova-

statin의 지질과산화물 생성 억제와는 다른 양상을 보 으므

로 서로 다른 효소계가 활성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

만 본 연구에서 이와 관련한 연구가 진행되지 못하 으므로 

이에 대해서는 차후 좀 더 명확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필

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혈청 및 간 조직의 항산화 활성

혈청 및 간 조직의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섬애약쑥 식초 

급이의 효과를 확인하고자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

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혈청의 항산화 활성은 대조군이 

27.41%로 가장 낮았고, 다음으로 맥아식초 급이군에서 

47.31%로 활성이 낮았다. 정상군, 양성대조군 및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 혈청의 라디칼 소거 활성은 54.12~55.69%로 

유의적으로 높았다. 하지만 간 조직의 항산화 활성은 혈청에

서와 달리 정상군에서 70.19%로 가장 높고 다음으로 양성

대조군이 58.27%로 높았으며, 대조군과 식초 급이군은 

49.81~52.39%로 서로 간의 유의적인 차이 없이 정상군이

나 양성대조군보다 더 활성이 낮았다. 

쑥 추출물의 지질과산화 억제작용은 쑥에 함유된 caffeic 

acid, catechol, protocatechuic acid 등의 항산화 성분들의 

작용과 더불어 free형 polyphenol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는데(51), 본 연구 결과에서 섬애약쑥 식초 급

이군의 혈청 내 항산화 활성도 이러한 쑥에 함유된 유효성분

과 더불어 식초 중에 존재하는 유기산을 중심으로 한 발효과

정 중에 생성되는 유용성분의 작용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

된다.

요   약

섬애약쑥 가공품 개발 및 그 활성 규명을 위한 연구의 일환

으로 섬애약쑥 물 추출물을 이용하여 식혜를 제조해 당화시

킨 후 알코올 발효와 초산발효를 차례로 거쳐 식초를 완성하

다. 고지방-고콜레스테롤 식이를 제공한 흰쥐에 섬애약

쑥 식초를 경구 투여하여 체내 지질대사에 미치는 향을 

분석하 다. 실험군은 일반식이를 급이한 정상군(N), 고지

방-고콜레스테롤 식이를 급이한 대조군(C), 대조군 식이 급

이 후 콜레스테롤 치료 약물인 lovastatin을 20 mg/kg B.W. 

투여한 양성대조군(PC), 섬애약쑥 추출물 대신에 물을 첨가

하여 동일하게 제조한 맥아식초(TM)와 섬애약쑥 식초(TS)

를 체중 kg당 2 mL씩 경구 투여한 군으로 나누었다. 4주간

의 실험식이 급이 후 혈청 내 총 지질과 총 콜레스테롤 함량

은 식초 급이군이 양성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으나 중

성지질은 양성대조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대조군

보다는 유의적으로 낮았다. HDL-콜레스테롤은 식초 급이

군과 양성대조군 간에 유의적인 차이 없이 정상군보다 낮았

으나 대조군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았다. LDL-콜레스테롤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에서 190.68 mg/dL로 정상군을 제외

한 실험군 중 가장 낮은 함량이었고 동맥경화지수와 심혈관

계 질환 위험지수도 동일한 경향이었다. 혈청 총 단백질과 

알부민 함량은 맥아식초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이 대조군

이나 양성대조군보다 유의적으로 낮았다. 간 손상 지표가 

되는 AST는 정상군과 식초 급이군 간에 차이가 없었다. 섬

애약쑥 식초의 급이는 간장 내 지질 농도 개선에도 효과가 

있어 간장 내 총 지질, 총 콜레스테롤 및 중성지질의 농도를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혈청 내 지질과산화물의 

함량은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에서 정상군과 유사한 수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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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감소하 으며, 간 조직에서는 대조군보다는 낮았으나 정

상군보다는 유의적으로 높은 함량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DPPH를 이용한 항산화 활성 평가에서도 유사한 경향으로 

섬애약쑥 식초 급이군 혈청의 항산화 활성이 55.69%로 정

상군과 유의차가 없었으며, 간 조직의 활성은 52.39%로 대

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상의 결과로부터 섬애약

쑥 식초는 혈중 지질 농도를 개선하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

으며, 이는 식초 자체의 활성과 자체에 함유되어 있던 유

효성분 및 발효과정에서 새로이 생성된 성분들이 복합적으

로 작용한 결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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