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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항산화

(1) 항산화의 정의

산화성물질의 생체 내에서의 반응성과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와 관

련된 다양한 pathological changes에서의 역할은 일반인뿐만 아니라 많은 연구자

들의 관심분야이며 동시에 논란의 대상이 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각종 

oxidants의 생체 내 작용은 생체막지질의 과산화, DNA 변성, 단백성분의 손상, 효

소불활성화 등 다양한 세포손상과 연관되어 있다 (Fig. 1). 

  Protein oxidation

 (Enzymes, transpo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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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utations, transformation)

carbohydrate oxid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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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mun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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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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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echanism of  oxidative damage

실제적으로 oxidative stress가 세포의 항산화계 활성의 capacity를 초과시에 

cellular reperfusion injury, atherosclerosis, carcinogenesis, 노화촉진 등의 

다양한 병변을 초래한다. 

1969년 McCord와 Fridovich가 모든 포유동물의 세포내에서의 superoxide 

dismutase의 존재를 발견하여 in vivo에서 superoxide의 생성이 일어난다는 것을 

암시하는 결과를 얻기 이전까지 oxyradicals의 생성은 생체에서 일어나지 않는 것

으로 간주되었다. 그 후 oxyradicals은 염증질환상태와 연관이 있다는 사실이 밝

혀졌으며 그 후 prooxidants와 antioxidants의 불균형은 oxidative stress로 정의

되었다. 그 이래 nitric oxide의 second messenger로의 역할과 독성 및 signaling 

모두에서의 peroxynitrite의 역할의 발견과 더불어 nitric oxide 와 superoxide의 

생리적, 병리적인 역할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이것은 이들 물질

에 의한 여타 생물학적 기능과 signal transduction을 위한 적절한 환경제공과 유

지의 규형을 이루는 defense system에 관한 연구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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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생물체는 생존을 위해 산소친화적 환경에서 세포의 생존을 위해 세포보호 

system의 동반진화가 필요해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모든 조직과 세포는 

prooxidants에 의한 세포손상을 차단 또는 억제하기 위한 antioxidant system을 

갖추고 있다. 그러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oxidants의 작용은 생체의 

antioxidants system에 의해 차단되어 산화적 손상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이나 병리적인 조건에 의해 oxidants와 

antioxidants system의 균형이 무너져 oxidants의 작용이 우세하게 되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한다.

항산화물질이 보유한 capacity와 각각의 oxidants에 대한 활성의 측정은 생체조직

에 대한 oxidative stress의 정확한 평가에 핵심적인 부분을 차지한다고 할 수 있

다. 그러나 산화성물질의 공격과 항산화반응의 세포내 균형은 매우 복잡한 기전에 

의해 유지되므로 단일 산화물질에 대한 항산화제의 반응에 근거하여 제한된 실험

계에서 oxidants의 영향을 측정하는 것은 항산화활성의 지표로 충분하지 않다. 현

재 규제나 기준설정의 목적으로 사용되는 전통적인 시험법은 지질의 과산화, 일부 

항산화효소활성, 조직과 혈액중 glutathione 관련지표의 측정 등으로 각각 그 자

체로의 의미는 있다고 할 수 있으나 실제로 항산화물질이 보유한 oxidants의 유해

반응을 매개하는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대한 억제작용을 

직접적으로 측정하지 못한다.  

최근에 들어와 azo compound의 thermal homolysis에 의해 생성되는 peroxyl 

radicals을 제거하는 능력을 실험물질의 항산화활성으로 측정하는 방법이 일부 연

구자들에 의해 개발되어 왔다 (Wayner et al., 1985, 1986; Glazer, 1988; De 

Lange and Glazer, 1989; Cao et al., 1993; Pryor et al., 1993; Ghiselli et 

al., 1995; Chevion et al., 1997; Winston et al., 1998). 이 방법들은 모두 생

체조직이나 분자가 peroxyradicals을 제거하던가 또는 흡수하는 능력을 측정하는 

것으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방법들은 다양한 stressor와 항산화물질간의 상호작용

을 측정하는데는 유효하나 실제로 이 항산화물질이 생체조직내에서 oxidative 

stress에 대한 저항성을 증가시키는 정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예컨대 항산화물질

의 체내 조직에서의 농도감소는 체내대사분해 등에 의해서도 유발되므로 이 물질

의 소모가 곧 항산화활성의 발현으로 연결되지는 않을 것이며, 두 번째 이유로는 

생체조직이 보유한 다양한 항산화기전은 체외로부터 공급된 항산화물질과 복합적

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실제로 조직내 항산화활성계는 서로 협력적으로 작용하

여 ROS 에 대해 각각의 항산화활성 기대값의 합보다 높은 생체보호작용을 나타내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Wayner et al.,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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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산화물질이나 생체조직이 보유한 oxidant scavenging capacity 제거활성은 

oxidant의 종류에 따라 다르므로 항산화물질이 alkyl peroxyl radicals에 대해 보

유한 활성은 다른 종류의 oxidants, 예컨대 hydroxyl radicals이나 

peroxynitrite, 또 그 이차 분해산물에 대한 활성과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현재까지 개발되고 사용 중인 항산화활성 측정법을 사용하여 여러 가지 

항산화제의 다양한 oxidants에 대한 항산화활성을 in vitro에서 비교하고 또 이들 

물질을 실험동물에게 투여하고 생체조직에서 항산화활성의 변화를 검증하여 실험

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을 주요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이 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식

품에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실제로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을 제거 또는 interaction 할 수 있는 능력을 측정하는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Assay (TOSCA)를 실험실적으로 확립하며 이 방법

의 편의성 및 재현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 조사, 검토되는 여러 가

지 항산화활성 평가법으로 각각의 oxidants에 대한 방어활성을 실험실적으로 측

정, 비교하는 것은 다양한 실험법의 장단점을 확인할 수 있는 근거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었다. 

(2) 산화적 스트레스의 생리적 의미

생체내에서 유해활성산소의 형성은 산소를 사용하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한

다.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생체에서 oxidative 

phosphorylation 과정 중 산소분자가 4 개의 전자를 받아서 물분자로 전환되는 반

응에서 생성된다. 그리고 receptor-mediated signaling cascade에 관련된 활성산

소종 발생의 주요 원인은 plasma membrane oxidase, 특히 NADPH oxidase에 의해 

매개되는 대사반응이다 (Kliubin et al., 1997). Oxygen free radicals은 외인성

물질의 microsomal reactions, active phagocytosis, xanthine oxidase를 포함한 

각종 효소반응 중에서도 생성되며, ozone, UV radiation, 흡연 등에 의해서도 발

생된다 (Jay Forman et al., 2001; Justo et al., 2000). Oxygen free radicals은 

정상적인 생물학적 기능과 특정 인체 질환의 pathogenesis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

을 수행한다. 

한편 환경성독성물질은 철이나 구리와 같은 미량원소와 연관된 Fenton reaction이

나 (Halliwell et al., 1984; Winston et al., 1984), 유기화합물의 산화환원순환

반응에 의해 (Kappus, 1986; Winston et al., 1990)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증가를 

초래할 수 있다. 산화환원순환반응에서 일부 분자는 자유기 (free radical)로 환

원되며 이것은 산소분자에게 자유전자를 공여하여 superoxide anion radical을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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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하면서 원물질을 재생하여 재순환시키게 된다.

활성산소종의 공격을 차단, 또는 감소시키는 항산화기전은 생체 세포가 진화와 더

불어 갖추게 되었다고 볼 수 있으며 이것은 특수한 기능을 갖는 효소계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와 소분자생체물질인 

vitamin E, β -carotene, ascorbic acid, uric acid, glutathione 등을 포함한다. 

따라서 세포내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반드시 세포독성유발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활성산소종의 생성이 항산화활성용량을 초과 시에만 oxidative stress가 발생한다

고 볼 수 있다. 실제로 oxidative stress는 protein damage, DNA 변성, enzyme 

inactivation 및 chemical carcinogenesis, heart disease, reperfusion 

injuries, rheumatoid arthritis, inflammation, aging 등의 질환발생과 유관함이 

알려져 있다 (Winston, 1991; Di Giulio et al., 1989; Gey et al., 1991; 

Cutler, 1991; Stryer, 1995). 

지난 십여년 동안 인체 질병발생에서 oxidative reaction의 역할에 관해 많은 연

구자들은 관심을 보여 왔다. 여러 실험결과는 인체의 병적 상태는 free radical의 

과잉 생산이나 oxidant/antioxidant balanace의 불균형과 관련되어 있음을 보여주

었다 (Fink et al., 1985; Altomare et al., 1988; Gut et al., 1994). 내인성 혹

은 외인성 요인에 의한 과도한 free radicals의 생성이나 항산화 활성의 감소로 

인해 나타나는 oxidative stress는 인체에 다양한 종류의 damage (membrane lipid 

peroxidation, DNA alteration, damage to protein 등)를 유발한다. 현재까지 밝

혀진 바에 따르면 oxidative stress가 chemical carcinogenesis, heart disease, 

ischemia-reperfusion injuries, rheumatoid arthritis, inflammation, aging, 

atherosclerosis, cancer, allergy, neurological degenerative diseases, 

Parkinson's disease 등의 여러 가지 질환 발생과 유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ehucher-Michel et al., 2001).

  

Oxygen free radicals은 불안정한 물질로 지질, 단백질, nucleotides와 반응하여 

독성을 나타낸다. Lipid peroxidation은 oxidative injury 시 일차적으로 나타나

는 현상이다. Lipid peroxidation은 biological membrane의 불포화지방산과 

pro-oxidant compound가 반응하여 일어난다. 이 반응에 의해 생체막의 물리화학적 

성질이 변성되고 결국 세포의 유동성과 투과성을 변화시켜 세포내 소기관들의 

swelling과 membrane rupture 위험성의 증가를 가져온다 (Fujii et al., 1984; 

Grattagliano et al., 1996).

최근에는 protein oxidation process가 노화, cataractogenesis, radiation c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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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jury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Oliver et al., 1987; Altomare 

et al., 1981; Guerrieri et al., 1996). 이 모든 증상들은 carbonyl proteins의 

축적이 증가하여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protein oxidation은 

pro-oxidant molecules이 증가할 때, protein의 -SH 기가 일차적으로 공격을 받아 

일어난다. Sulfhydryl proteins은 세포 내에서 carriers, respiratory complexes, 

enzyme, histone, cytoskeleton 등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므로, 이 protein의 

oxidation은 결국 세포의 기능과 생존을 위협하게 된다 (Ajiboye et al., 1989).

가장 최근에는 nucleic acid의 oxidation processes에 관해서 연구가 진행되고 있

다 (Shigenaga et al., 1994; Wieland et al., 1995). Nucleic acid의 oxidation

은 결국 DNA mutation과 발암률과 관련 있으며, 이것은 mitochondria DNA와 RNA 

bases의 oxidative alterations이 repair systems의 손상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LDL의 oxidative modification은 arterial wall의 alteration을 증가시키고, 

circulation platelets를 activation 시켜 thrombophilia effect가 일어나며, 이

런 것들에 의해 동맥경화 (arteriosclerosis)가 발생한다 (Rengstrom et al., 

1992; Wanatabe et al., 1984).

  

염증 세포는 antimicrobial defense로서 활성산소종을 생성시키며 생성된 활성산

소종은 직접적으로 주위 조직에 손상을 유발시키거나 염증반응을 매개하는데 관여

한다 (Gabig et al., 1982; Klebanoff et al., 1975). 따라서 체내 항산화활성에 

여하는 antioxidant, SOD, catalase 등은 항염증 작용을 보인다. 실제로 SOD의 약

제학적 제형인 Orgotein의 경우 사람의 다양한 염증성 및 퇴행성 질환 치료에 효

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또한 많은 항염증 약물의 작용은 active oxygen system

과의 상호작용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Huber et al.,  1980; Proctor et al., 

1984; Mason et al., 1981).

최근 보고된 바에 따르면 혈당 조절이 원활히 되지 않는 사람의 경우 reactive 

oxygen/nitrogen species의 과잉 생성 및 체내 항산화활성의 감소, 효소반응의 이

상에 의해 endothelial, vascular 및 neurovascular dysfunction이 쉽게 나타날 

수 있다 (Jakus, 2000). 지난 수십 년 간 연구자들은 당뇨 합병증, 당뇨 발생, 동

맥경화증, 심혈관 질환과 oxidative stress와의 상관성에 대해 조사해 왔다. 앞서 

지적한 바와 같이 oxidative stress는 DNA, 지질, 단백질에 손상을 유발할 뿐 아

니라 세포 항상성의 파괴, 손상 받은 분자의 축적 등을 일으킬 수 있다. 당뇨병에

서 높은 빈도로 나타나는 동맥경화증은 oxidative stress에 의한 protein 

oxidation과 lipid peroxidation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 (Altomare et al.,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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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tomare et al., 1995). 눈의 retina에는 polyunsaturated fatty acids가 풍부하

여, hypoxia 상태에 반복 노출되면 lipid peroxidation이 증가한다. 이것이 단백

질의 구조를 파괴하고 -SH 기의 고갈과 carbonyl 유도체의 축적 등의 protein 

redox status의 변화를 유발하여 당뇨 환자에게서 opacities 와 cataract가 발생

한다(Altomare et al., 1997; Williamson et al., 1993; Vendemiale et al., 

1996). 또 다른 안 질환의 예인 senile cataract 역시 redox balance의 불균형에 

의한 oxidative products의 축적에 의해 발생한다 (Micelli-Ferrari et al., 

1996). 그리고 uveitis와 episcleritis는 activated macrophages가 oxygen free 

radical을 유리하는 전형적인 염증 반응의 한 예로 결과적으로 oxidative damage 

에 의한 ocular structure의 손상을 가져온다 (Rao et al., 1987). 당뇨 및 심혈

관 질환, 노화와 산화적 스트레스가 관계 되어있다는 것으로부터 많은 연구자들은 

항산화제를 기존의 약물과 병용 사용함으로써 보다 나은 혈당 조절, 혈압조절, 당

뇨 합병증 진행 방지 등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oxidative stress는 직접적으로 또는 폐 염증에 대한 분자 조절 기전을 통해 

폐 질환에 관여한다. 많은 연구자료에서 COPD (Chronic Obstructed Pulmonary 

Disease) 환자와 흡연자의 호흡, 혈액, 소변에서 산화적 스트레스가 증가한다고 

보고하였다. Antiproteinases의 oxidative inactivation, airspace epithelial 

injury, pulmonary microvasculature에서의 neutrophils의 sequestration 증가, 

유전자 발현 등이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거로서 제시되는 것들이다. 산화적 스트레

스에 의한 proinflammatory mediators 유전자 발현의 증가는 일반적으로 nuclear 

factor-kappa B 및 activator protein-1을 매개로 일어난다. Antioxidant 

depletion 또는 deficiency 역시 산화적 스트레스 유도에 기여한다. COPD 환자의 

경우 airflow의 장애로 인해 항산화제 결핍이 쉽게 나타날 수 있고 따라서 항산화

제를 식이 등의 형태로 공급할 경우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MacNee, 

2000; McCord, 2000).

  

Macrophage, microglia에서 HIV-1는 복제 과정을 거치게 되며 이것이 HIV-1 감염

에 의한 신경질환 발생의 중요한 단계이다. 이 과정에서 염증반응 매개물질이 생

성되며, free radical species가 생성된다. 신경독성에 대한 원인 물질의 하나는 

nitric oxide이다. Nitric oxide는 신경 조직을 비롯한 많은 조직에서 생성되는 

nitrogen free radical로서 신경 흥분시 뉴런에서 신경전달과 관련하여 분비되거

나 염증성 cytokine, soluble antigen에 의해 glial cell로부터 분비된다. HIV-1 

에 감염된 뇌 조직에서는 IL-1β , TNF 와 같은 염증성 cytokines가 유리되며 이로 

인해 nitric oxide 생성이 증가될 수 있다. 또한 soluble antigen인 gp120에 의해

서도 nitric oxide 생성은 증가한다. 유리된 nitric oxide는 superoxide ion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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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하여 보다 강력한 oxidant인 peroxynitrite를 형성하여 심각한 신경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Peroxynitrite는 뉴런의 구조적 안정성에 기여하는 neurofilament 

의 nitrosation을 유발하여 뉴런 손상을 일으킨다. 그리고 reactive oxygen 

species의 과잉 형성은 직접적으로 중추신경계의 항상성을 파괴할 뿐 아니라 

blood brain barrier의 투과성에도 영향을 주게 된다. HIV-1 감염에 의한 신경질

환 발생에 있어서 뇌미세혈관 내피세포 손상은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HIV 감염시 

앞서 말한 바와 같이 nitric oxide나 peroxynitrite의 생성 증가는 혈관 내피세포

의 손상을 가져올 수 있다 (Mollace et al., 2001).

  

Ischemia-reperfusion injury 역시 free radical에 의한 oxidative cell injury 

를 통해 일어난다 (McCord et al., 1985). Ischemia로 인한 anoxia상태에서 세포

의 pH가 저하되며 이 상태가 지속될 경우 reperfusion 과정에서 비가역적인 손상

이 나타나게 된다. 즉 ischemia 상태가 길어질수록 reperfusion 동안의 손상은 증

가한다. Reperfusion 단계에서는 내피세포로부터 nitric oxide와 같은 물질이 분

비되며 염증세포를 활성화시킨다. 그 결과 cytokines과 adhesion molecule이 유리

되며 이들 물질은 염증부위를 확대하여 세포 손상을 직접적으로 유발한다. 한가지 

예로서 hepatic ischemia-reperfusion injury 과정을 들 수 있다. 간이식 과정에

서 흔히 발생하는 hepatic ischemia 후 reperfusion 초기 단계에서 kupffer cells 

이 활성화되며 이 과정에서 많은 양의 oxygen free radical이 생성된다. 이에 의

해 glutathione이 감소하게 되며 수 시간 경과 후에서는 neutrophil이 간 조직을 

공격하게 된다. 

  

에탄올에 의해 나타나는 독성이 free radical 증가 및 oxidative alteration과 관

련되어 있다는 것은 잘 알려져 있다. 에탄올은 간에서 주로 대사되며 대사체인 

acetaldehyde가 protein adduct를 형성한다. 대사 과정에서 ethyl radicals과 같

은 free radical metabolite도 생성되므로 간의 oxidative damage와 GSH 소모를 

증가시킨다. 에탄올에 의한 이와 같은 대사 장애, 및 세포 내 물질 변화로 인해 

간세포의 항산화 활성이 감소하며 이로 인해 lipid peroxidation이 증가하여 간세

포의 지방침윤이 일어난다 (Videla et al., 1982). 실제로 랫트에게 급성, 만성적

인 에탄올을 투여할 경우 단백질과 DNA 산화가 증가한다 (Wieland et al., 1995). 

단백질 산화는 Fenton reaction을 매개로 이루어지며 DNA 산화는 유전자 돌연변이

와 암 발생을 증가시킨다. 지질의 과산화로 인해 생성된 by-product는 kupffer 

cell과 Ito cell 활성화의 promoter로서 만성적인 에탄올 섭취로 인한 간섬유화 

발생을 촉진시킨다 (Casini et al., 1997; Pinzani et al., 1998). 

  

Liver steatosis는 중성지방이 세포 내에 축적되는 질환으로, metabol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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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orders와 hypothyroidism, alcoholism, drug intoxication, viral infection 

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 지방간의 transplantation은 ishcemia/reperfusion 

injury에 의해 야기된 간 손상의 증가와 관련되어 있다는 연구 결과가 최근에 발

표되었다 (Strasberg et al., 1994). 동물 모델을 사용한 실험에서, liver 

steatosis는 지방의 축적이 나타나지 않아도 불포화지방의 과산화가 증가하는 결

과가 보고되었다. 또 지방간에 항산화제 (vitamin E, ascorbic acid, GSH) 소량을 

투여했을 때 free radical의 공격으로부터 cell structure가 보호되는 것으로 관

찰되었다. 지방침윤간세포에서 분리한 mitochondria 는 energy production이 불가

능하고, antioxidants의 결핍, protein peroxidation, swelling과 같은 구조적 변

화가 관찰되었으며, 이런 증상은 fasting 상태에서 더욱 현저하였다 (Caraceni et 

al., 1998). 결국 절식시킨 랫트의 지방간은 ischemia/reperfusion에 의한 손상이 

정상 랫트에 비해 증가하고, ATP의 생성은 감소하였다. 이런 증상의 랫트에게 

glucose 투여시 ischemia/reperfusion에 의한 손상이 감소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통풍은 purine 대사의 최종 산물인 uric acid가 체외로 배출되거나 정상적으로 처

리되지 못하고 체내에서 결정을 형성하여 생기는 질환으로 그 병리현상에 

oxidative process가 관여하는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식세포에 의해 탐식된 

urate는 granulocyte-produced peroxide와 함께 Fenton type reaction을 일으킬 

수 있다. 이러한 성질로부터 urate crystal을 포화한 granulocyte의 lysis를 설명

할 수 있으며 이것이 통풍의 첫 번째 병리현상이 된다 (Proctor et al., 1978). 

  

Oxygen free radicals는 SLE (systemic lupus erythromatosus)의 병태생리와 관련

되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하여 SLE 환자의 혈장 중 lipid peroxides, 

nitric oxide, catalase,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vitamin E와 같은 항산화제의 농도를 측정하였을 때 lipid peroxides는 증가된 경

향을 보였으며 nitric oxide, SOD 와 glutathione peroxidase는 감소되었다. 즉 

이러한 결과는 oxidative stress, nitric oxide, antioxidants가 SLE에 중요한 역

할을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Mohan et al., 1997).

  

노화 과정의 해석에 있어서도 free radical과 관련된 이론이 제기된 바 있으며 이

는 연령증가에 따라 미토콘드리아 DNA 의 돌연변이가 증가하여 축적되고 세포 사

멸이 촉진된다는 가설에 기초한다 (Biesalski, 2002). 물론 노화 이외에도 앞서 

언급한 여러 질환이나 병적 상태가 free radicals 혹은 oxidative stress와 관련

되어 있다. 항산화제는 이러한 radical의 생성을 막거나 radical 의 분해를 촉진

함으로써 free radical에 의한 세포손상을 차단한다. 즉 인체가 갖는 항산화활성 

정도는 free radicals이나 oxidants에 의해 일어날 수 있는 damage를 차단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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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는 의미에서 중요하다. 그러므로 인체가 갖고 있는 항산화활성을 보충할 수 

있는 화합물이나 물질에 관해 검색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실제 

항산화활성을 지니고 있다고 알려져 있는 물질 (예, melatonin)이나 호르몬 

mixture가 커다란 시장을 이루고 있는 사실은 항산화 활성에 대한 연구가 지대한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Oxidative stress에 관한 연구방법은 주로 한 종류의 항산화물질의 분석이나 작용

양식, 다른 stressor에 대한 반응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활성 산소종에 의해 

매개되는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항산화기능의 변화를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방법들이 특정 stressor와 항산화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효하기는 

하나 oxidative stressor에 대한 생물계내의 실제적인 저항성을 정량적으로 측정

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보호활성을 가진 어떤 물질의 농도저하는 조직

내 다른 방어기전이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곧 oxidative damage를 유발하지는 않

는다. 실제로 생체내의 항산화물질은 서로 협동적으로 작용하므로 활성산소종의 

독성에 각각의 항산화물질의 활성의 합보다 더 강한 보호작용을 갖게 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생체조직내의 산소기에 의한 총흡광도 측정은 활성산소종에 의한 독성에 대한 저

항성을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되며 이 목적을 위해 몇가지 방법이 개발된 바 있

다. Wayner 등은 (1986) 자유기 생성물질인 플라스마 과산화물질과, 플라스마, 또

는 항산화물질을 함유한 실험계에서 최대산소소비에 요하는 시간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를 기지의 수용성 vitamin E 유도체인 Trolox로 요구되는 시간과 비교하여 

total radical- trapping antioxidant parameter (TRAP)를 구했다 (Wayner et 

al., 1987; Wayner et al., 1985). 또 Glazer (1988) 는 peroxyl 또는 hydroxyl 

기에 의해 protein phycoerythrin (PE)에 주는 화학적 손상을 PE가 산화되며 방출

하는 형광의 감소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형광소실감소를 측정함으로 

자유기 제거물질의 신속한 검색법이 제시되었다 (De Lange et al., 1989). Glazer 

의 이 방법에 의거하여 Cao 등과 (1993) Ghiselli 등은 (1995) 각각 틀린 항산화

활성 정량방법을 제안하였다. Peroxy radical에 의한 PE 형광감소는 linear 하지

만 항산화물질이 존재시에는 일시적인 보호효과가 관찰된 후 형광의 감소가 신속

하게 일어난다. Cao 등은 보호효과를 sample과 대조군의 area under the kinetic 

curve의 차이로부터 계산하고 1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단위

를 1 μ M Trolox에 의해 얻어지는 보호효과로 정의하였다. Ghiselli 등은 (1995) 

lag-phase, 즉, 플라스마 항산화물질로부터 주어지는 PE의 보호시간을 측정하였

다. Pryor 등은 (1993) 위의 oxygen uptake method 보다 더 예민한, 수성 

micelles 에서 linoleic acid의 conjugated dienes hydroperxide로의 산화속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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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거한 순수분자의 항산화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이 방법의 사용으

로 항산화효율을 측정할 수 있으나 저자들은 conjugated dienes의 UV detection을 

저해하는 생체조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 후 Chevion 등은 (1997)  플라

스마내 특정 저분자 항산화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농도도 측정 가능

한 cyclic voltammetry를 제시하였다. 한편 Winston 등은 (1998) 활성산소종과 반

응하여 ethylene으로 산화되는 α - keto-γ -methiolbutyric acid (KMBA)와 peroxy 

radical (또는 hydroxyl 이나 alkoxyl radicals) 사이의 반응에 의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고하였다. Methional로부터 ethylene이 생성된다는 Pryor와 Tang의 보고 

이래로 (1978) 많은 연구자들은 생체 내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종 측정의 end 

point로 이것이나 KMBA 산화를 사용하였다. Ethylene은 밀폐된 반응용기의 

head-space를 gas chromatography로 분석함으로 정량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

은 활용성에 있는데 KMBA는 다양한 산화성물질 (alkoxy radical, HOCl, 

peroxynitrite 등) 과 반응하여 ethylene을 생성하며 ethylene 생성의 억제는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TOSC) 의 근간을 이룬다. 대조군에서는 

ethylene 형성이 완료되지 않으므로 이전의 방법에서 동반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에 항산화물질이 함유된 샘플에서는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2. 항산화 기능성 평가체계를 위한 Biomarker

(1) 항산화활성 측정의 기본 개념

항산화성 관련 기능성평가에는 다른 여타 기능성 평가와는 다소 틀린 특별한 점이 

고려되어야 한다. 항산화성의 평가시 고려되어야 하는 문제점은 첫째로 항산화활

성은 뚜렷한 임상적인 지표로 측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산화적 스트레스 결과 가

해지는 산화적 손상은 이미 많은 연구자에 의해 노화, 발암, 각종 순환기계 질병, 

간질환 등과 연관이 있음이 확인되고 있으나 (제 1 장 서론과 제 2 장  국내외 기

술개발 현황중 제 2 절 산화적 스트레스와 항산화활성의 생리적 의미에 상술) 이

들 병변과의 관계는 근본적인 기전과 관련되어 있으므로 직접적인 실험지표로 사

용될 수 있는 임상적 parameter는 존재하지 않는다. 즉,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임상적 parameter가 존재한다면 그 기능성은 이미 항산화성 보다는 해당 기능성으

로 표시하는 것이 더 구체적이라고 판단된다. 또 이들의 임상적 증상은 산화적 손

상의 지속적인 영향에 의해 유발되는 것이므로 단기간에 항산화성의 변화와 병변

과의 인과관계를 실험적인 자료로서 입증하는 것은 쉽지 않다.  따라서 항산화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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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지표로는 생리적 또는 병리적인 지표보다는 생화학적인 지표의 사용이 필수적

이다.

두 번째로는 첫 번째의 문제점을 전제하더라도 기술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지표가 

보유한 의미의 한계와 생체내 antioxidant system의 조절의 복잡성 

(complexicity)을 고려해야 한다는 점이다. Oxidative stress에 관한 실험실적 연

구방법은 주로 한 종류의 항산화물질 또는 효소활성의 분석이나 작용양식, 다른 

stressor에 대한 반응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활성산소종에 의해 매개되는 독

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항산화기능의 변화를 지표로 사용하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방법들이 특정 stressor와 항산화제의 관계를 이해하는데 유효하기는 하나 

oxidative stressor에 대한 생물계내의 실제적인 저항성을 정량적으로 측정하는데

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보호활성을 가진 어떤 물질의 농도저하는 조직 내 다

른 방어기전이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곧 oxidative damage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생체내의 항산화효소나 항산화물질은 서로 협동적으로 작용하므로 활성산

소종의 독성에 각각의 항산화 활성의 합보다 더 강한 보호작용을 갖게 된다. 생명

체가 반복적으로 oxidative stress에 노출될 경우 세포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항

산화 활성을 갖는 효소와 다양한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켜 oxidative stress에서 

생체를 보호하게 된다. 따라서 생체조직 내에서 항산화활성을 보유한 물질은 서로 

협력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단일 지표의 측정은 조직이나 장기의 전체

적인 항산화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예컨데, 

대표적인 항산화효소인 SOD, GSH-Px의 활성측정은 샘플이 보유한 항산화효소활성

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생체조직 샘플 중 이 효소

의 활성측정값이 증가한 것이 곧 해당 생체가 oxidants에 대한 항산화활성이 증가

한 것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생체나 조직의 항산화활성은 대단히 복잡한 기전에 

의해 oxidants와 균형을 이루고 있으며 따라서 한 가지 항산화활성 지표의 변화가 

곧 생체의 항산화활성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생체에 oxidative 

stress가 부과될 때 SOD, GSH-Px, Calatase와 같이 oxidants에 대응하는 효소의 

활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 효소활성은 과도한 oxidants의 공격에 

대응하여 유도된 것으로 일종의 방어기전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외인성물질

의 투여나 병리적인 요인에 의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이 효소활성이 증

가될 때 이 결과는 항산화기능성물질의 투여에 의해 효소활성이 증가된 것과는 차

이를 보여주지 못 할 것이다. 한편 이 효소활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반대로 생체 

내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이

러한 문제는 항산화물질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할 수 있다. 체내에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존재한다. 즉, GSH, 비타민 C, E, betha-carotene, uric acid. 

taurine, 여러 가지의 amino acids, bilirubin 등이 특정 조건에서 측정된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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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면 항산화활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그러나 조직 내 이 물질들의 

변화는 서로 공조되어 있지 않으며 따라서 한 가지 지표의 감소가 전체적인 항산

화활성의 저하를 의미하지 않는다. 실제로 산화적 스트레스는 일시적으로 대표적

이며 가장 중요한 GSH와 같은 항산화물질을 고갈시키지만 곧 이 tripeptide 

rebound는 되어 정상군에 비해 더 높은 간조직내 GSH 함량에 도달하는 것은 이미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이와 같은 항산화활성 평가의 문제점은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으며 유럽 6 개국에 의해 기능성식품과학의 기본개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정

리하기 위해 결성된 European Commission Concerned Action on Functional Food 

Science in Europe (FUFOSE)도 1999 년에  British Journal of Nutrition에 게재

한 논문 "Scientific Concepts of Functional Foods in Europe: Consensus 

Concept" 에서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대한 방어기능평가

에는 인체내에서 발생하는 prooxidants의 생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함

을 지적하고 새롭고 유효하며 non-invasive 한 marker 제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는 산화적 손상을 측정하는 기존의 방법들의 유효성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해서 다양한 방법들에 의한 측정결과를 

비교검토하는 작업을 제안하였다.  

(2) 항산화성 평가를 위한 표준실험법 (안)

위에서 언급한 실제적인 항산화활성 평가의 문제점을 고려하여 제안할 수 있는 항

산화 기능성 평가를 위한 표준실험법 (안)은 아래와 같다. 그러나 항산화 활성의 

특성상 측정지표는 아래 언급된 지표에 한정되지는 않으며, 해당 지표의 측정법 

또한 아래에 제시된 방법에 한정되지는 않는다. 다만 그 실험결과는 과학적인 합

리성을 확보하여야 하며 해당 실험물질의 항산화 활성에 대한 판단은 반드시 종합

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따라서 결과의 종합적 판단을 위해 전문가로 구성된 평

가위원회의 운영이 필수적인 것으로 사료된다.

가. 식품이 보유하고 있는 항산화물질 자체에 대한 측정

해당 식품이 보유하고 있다고 주장되는 항산화물질 또는 효소활성은 우선적으로 측

정되어야 한다. 실험동물과 인체에 이 물질을 인체 적용경로를 통해 투여한 후 이 

물질의 조직 또는 체액내에서 유효농도를 측정한다. 다양한 물질이 포함될 수 있으

므로 해당 물질의 정량법은 과학적인 합리성이 확보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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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내 항산화활성은 oxidants와 antioxidant system의 발란스에 의해 지속적으로 

변화한다. 따라서 해당물질 투여 후 조직이나 혈액중 농도변화는 수회에 걸쳐 충

분한 시간이 경과할 때까지 측정하여야 한다. 또 최소 수주간 동안 충분한 시간을 

두고 반복투여실험이 실시되어야 한다.

나. GSH 관련지표의 측정

조직과 체액 내에서의 농도나 유용성으로 판단할 때 가장 중요한 역할을 갖고 있

는 GSH과 관련지표를 측정한다. 반드시 포함될 지표로는 조직과 혈액의 GSH, 

GSSG, GSSG/GSH ratio이며 관련지표로 GSH 전구물질인 cysteine의 혈액과 조직 내 

함량, 동물실험인 경우 조직 내 합성단계의 속도제한효소인 GCS 활성, GSH 

reductase, GSH-Px 등의 포함이 권장된다.

GSH 측정

간 및 혈액의 GSH는 enzymatic recycling method를 이용하여 측정한다 (Griffith, 

1980). 동물 또는 인체로부터 약 1 ml 의 혈액을 취해 50 μ l 의 0.5 M EDTA가 담

겨진 tube에 받고 즉시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얻는다. 혈액에서 GSH는 쉽게 분해

되므로 채혈 후 1 분 이내에 10 % sulphosalicyclic acid를 가하여 단백을 응고시

킨다. 또한 용혈은 혈장의 GSH 농도에 영향을 미치므로 용혈 된 혈액은 사용하지 

않는다. 간에 4배의 2mM EDTA가 함유된 1M HClO4를 가해 분쇄한다. 

      

Total GSH 측정 

상등액에 phosphate 완충액 (phosohate 0.125M, EDTA 6.3mM, pH 7.5) 을 사용하여 

GSH 농도가 표준 검량선 농도 범위 내에 들도록 희석한 후 total GSH 정량을 위한 

검체로 사용한다. 1.5ml tube 에 0.3mM NADPH 용액 0.7ml, 6mM DTNB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용액 0.1ml, 검체 또는 GSH 표준액 

0.2ml을 가하여 잘 섞은 후 상온에서 4 분간 방치한다. 여기에  간의 GSH 측정을 

위해 12.5 units/ml 농도의 GSH reductase를, 혈장의 GSH 측정을 위해서는 50 

units/ml 농도의 60 μ l GSH reductase를 가한다. 잘 섞은 후 412nm 에서 약 2 분

간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linear 한 1 분간의 기울기 변화를 구하고 검량선으

로부터 GSH의 농도를 환산한다.

GSSG 측정 

GSH 측정과 동일한 시료에 GSH를 제거하기 위해 10μ l의 2-vinyl pyridine을 가한

다. 40 분 후에 60units/ml 농도의 60 μ lGSH reductase를 가하고 GSH 측정과 동

일한 방법으로 GSSG를 측정한다. GSSG는 2 분자의 GSH로 환산하여 계산한다.



- 358 -

Cysteine 측정

Cysteine의 함량은 Gaitonide (1967)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한다. 10분간 100 ℃ 

에서 100 μ l의 산성 ninhydrin 용액, 100 μ l의 acetic acid 와 100 μ l의 시료

를 반응시킨 후 즉시 얼음물로 냉각시킨다. 95%의 ethanol 0.67ml을 가하여 안정

화시키고 20-30분 후 56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다. 농도의 계산은 표준 검량선으

로부터 계산한다.

GSH reductase 활성 측정

Smith 의 방법 (1988)에 따라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의 환원속도를 

412nm에서 흡광도 증가로 측정하고 활성을 계산한다. 반응액의 부피는 2ml로 하

고 1mM EDTA가 함유된 0.2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7.5)에서 반응시킨

다. 반응액에 0.75mM의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0.1mM의 NADPH와 

약 0.1mg의 cytosolic protein을 가하고 2-3 분간 실온에서 방치한다. 1mM의 

GSSG 0.1ml을 가하여 반응을 시작하며 412nm 에서 1분간 흡광도 변화를 측정한

다. Glutathione reductase로 표준검량선을 작성하여 시료의 활성을 계산한다.

     

Glutathione peroxidase 활성 측정

Lawrence와 Burk의 방법 (1976)에 따라 hydrogen peroxide를 기질로 사용하여 측

정한다. 반응액의 부피는 1ml로 하고 1mM EDTA가 함유된 0.1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7.0)에서 반응시킨다. 반응액에 1.2units/ml의 GSH 

reductase, 1mM GSH, 1mM sodium azide 및 0.2mM NADPH와 50 의 cytosolic 

protein을 가하고 2-3분간 실온에서 방치한다. 기질인 hydrogen peroxide를 가하

여 반응을 시작하며 340nm에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한다. NADPH의 흡광계수 6.22 

cm-1mM-1를 사용하여 활성을 계산한다.

γ -Glutamylcysteine synthetase (GCS) 활성 측정

적출된 간에 3 배 부피의 homogenizing buffer (1mM의 EDTA 와 50mM의 Tris-HCl 

을 포함하는 0.154M KCl 용액, pH 7.4)를 가하여 분쇄한 후 4℃, 10,000g로 20분

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시료로 사용한다. GCS 활성은 Sekyra와 Meister 

의 방법 (1977)에 따라 pyruvate kinase를 경유하여 ADP의 생성과 couple 되어 소

실되는 NADH를 측정한다. 총반응액의 부피는 1ml로 하고 0.1M Tris buffer 

(pH=8.0) 에서 반응시킨다. 반응액은 0.01mM NADH, 0.1mM EDTA, 1mM MgCl2, 0.5mM 

aminobutyrate, 0.5mM glutmate, 0.1mM phosphoenolpyruvate, pyruvate kinase, 

lactate dehydrogenase와 50 의 단백질로 구성되며, 기질을 가하여 반응을 시작

하고 5분간 흡광도 변화를 측정한다. 6.3 mM-1cm-1의 NADH molar extinction 

coefficient 값으로부터 활성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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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질의 과산화 측정

지질의 과산화 측정은 생체조직의 산화적 손상 결과를 측정하는 대표적인 지표이

다. 지질의 과산화측정법으로는 지질과산화의 initiation 단계에서 생성되는 

diene conjugates의 측정, 지질과산화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hydrocarbon 

gases의 측정, 또 TBA (thiobarbituric acid)측정이 있다. 이중 diene conjugates 

의 측정은 지질과산화반응의 초기단계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제한점이 있고 

hydrocarbon gases의 측정 또한 측정 대상물질이 워낙 미량이므로 샘플의 포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이 방법들은 각기 장단점을 갖고 있으므로 우열을 비교

하기는 어렵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TBA법으로서 이것은 각종 생체막의 과산화

반응 결과 생성되는 free malondialdehyde (MDA)를 TBA와 반응시켜 생성물을 측정

하는 것이다. TBA 법에도 spectrophotometer를 이용하는 방법과 (Ohkawa et al., 

Anal. Biochem. 95:351-358, 1979), 이 방법의 단점인 방해물질에 의한 간섭을 줄

이기 위해 형광검출기를 장착한 HPLC를 사용하여 TBA-MDA adduct를 정량하는 방법

이 최근에 개발되어 있다 (Fukunaga et al., Anal. Biochem. 230: 20-23, 1995; 

Volpi and Taguri, J. Chromatogr. B 713: 433-437, 1998). 그러나 이상의 방법들 

중에 어느 한가지만이 지질과산화 측정법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여기에서는 최

근 방법인 HPLC 사용 측정법을 제시한다.

Lipid peroxidation 측정

동물로부터 적출된 간에 3 배 용량의 1.15% KCl을 가하여 분쇄한 분쇄액이나 혈액

으로부터 lipid peroxidation의 최종생성물인 malondialdehyde의 함량을 측정한

다. Thiobarbituric acid와 malondialdehyde를 100 ℃에서 40분간 반응시켜 

adduct를 만든 후 생성물을 buthanol로 추출한다. 추출한 용액을 역상 컬럼과 형

광검출기 (exitation : 515 nm, emission : 553 nm)를 장착한 고속액상크로마토그

래피에 주사하여 정량하며 유속은 1ml/min 로 유지한다  (Volpi and Tarugi, 

1998). 

라. TOSC 값의 측정

TOSC assay는 Winston 등 (1998)에 의해 제안되고 같은 저자들에 의해 수정된 방

법 (Regoli and Winston, 1999)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Cytosol fraction, 

microsome fraction, serum을 적절한 배수로 희석시켜 (1:200)측정에 사용한다. 

Peroxy radical은 2,2'-azobisamidinopropane (ABAP)을 35℃에서 thermal 

homolysis 시켜 발생시킨다 (Winston et al., 1998). Hydroxy radical은 Fe와 

ascorbate를 이용한 Fenton reaction으로 (Winston and Cederbaum, 1985), 

peroxynitrite는 SIN-1의 spontaneous decomposition을 통해 발생시킨다. 발생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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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각의 reactive oxygen species는 α -keto-γ -methiolbutyric acid (KMBA)와 반

응하여 ethylene을 발생하며 이때의 TOSC 값은 일정범위 내에서는 온도에 따른 차

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반응은 최종 volume 1ml의 반응액을 rubber septum 으로 밀폐된 10ml용기에 넣어 

진행시킨다. Ethylene 생성의 측정은 반응용기의 head space 공기 0.4 ml을 취하

여 gas chromatography로 분석하여 실시한다. Poropack N column과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를 장착한 gas chromatograph 장치를 사용한다. Oven 

과 injector, FID의 온도는 각각 60℃, 180℃, 180℃로 설정하고 이동상인 Helium 

gas는 30ml/min의 속도로 유지한다. 

실험결과는 실험측정치로부터 구한 그래프를 integration하여 area under the 

kinetic curve (AUC)를 얻고 TOSC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TOSC = 100 - (∫ SA/∫ CA X 100)

where ∫ SA = integrated area from the curve of the sample reaction

              ∫ CA = integrated area from the curve of the control reaction

따라서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를 전혀 갖지 못하는 샘플의 경우에는 ∫

SA/∫ CA = 1이 되며 TOSC = 0의 값을 갖는다. 반대로 ∫ SA →  0일때는 TOSC 값은 

100에 접근한다. 이 값은 대조동물에서의 값과 비교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는 기

기의 감도나 사용시약, 기타 반응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 TOSC 측정법은 혈액이나 조직샘플 모두에서 유효하게 사용할 수 있고 in vitro 

실험계 뿐만 아니라 in vitro 실험에서도 실험물질 자체의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측정법으로 활용될 수 있다.

마. Oxidant 의 효과 측정

각각의 항산화 물질과 효소는 서로 협동적으로 작용하여 생체의 항상성을 유지하

므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특정 지표의 변화를 검출하기가 쉽지 않다. 따라서 외

부로부터 투여된 항산화성 물질이 체내 antioxidant system에 미치는 효능을 확인

하기 위해서는 시험계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부과할 필요성이 있다. In vivo 시험

계에 산화적 스트레스 부과 물질로 사용될 수 있는 것은 dimethylnitrosamine, 에

탄올 등의 화학 물질 뿐만 아니라 육체운동의 부여 (oxygen uptake 증가)등의 생

리적인 변화를 사용할 수도 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부과한 

시험계에서  해당 실험물질의 항산화성을 실험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방법으로 사

용될 수 있다. 측정지표는 위에서 언급한 모든 지표 (항산화물질 자체의 정량, 

GSH 관련 지표, 지질의 과산화, TOSC)가 활용될 수 있다. In vitro 시험계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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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oxide와 같은 oxidant를 사용할 수 있으며, in vitro 실험의 경우에

도 사용가능한 oxidant는 이 물질로 한정되지 않는다.  

3. 항산화 관련 생체지표의 측정법

(1) 항산화효소활성 측정

생체가 보유한 antioxidant system 중 효소활성에 의해 생체내의 산화성물질을 무

독화시킬 수 있는 대표적인 지표로는 SOD, catalase, GSH peroxidase (GSH-Px)이

며 이중 혈액 및 조직 내 SOD 와 GSH-Px 활성은 항산화 활성의 지표로 널리 사용

되어 오고 있다. 이 효소활성의 측정방법은 잘 확립되어 있는 편이다. 이 효소의 

생체 내 작용과 일반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방법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아래와 같

다.

가. SOD

              

       - CuZn-SOD/Mn-SOD/Extracellular SOD    

     

        2O2- + 2 H+                 H2O2 + O2

측정원리

SOD는 superoxide ( ) ( )의  생성을 촉매하여 다시 기타 항산화효

소,  GSH-Px와 catalase의 작용으로 물을 생성한다. 이것으로 의 세포에 대

한 독성을 제거한다. SOD, GSH-Px는 동물의 일부 조직과 인체 백혈구 중의 함량

은 모두 명확한 연령 증가에 따른 변화가 있다. 효소의 활성과 생물 연령의 증가

와 반비례하며 유리기제거능력과 효소활성은 정비례한다.

실험동물

종류: 폐쇄 군 랫트 혹은 마우스

성별: 암수 모두 가능하며 단일성별로 조 당 최소 랫트 8마리, 마우스 10마리이  

      다. 

투여기간: 1개월 이상

경로: 실험 대상물의 성질에 따른다. 일반적으로 위내주입법, 사료첨가법, 식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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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가법을 사용

혈액 혹은 조직중 SOD 활성측정 - 화학발광법

 원리

Xanthine oxidase는 산소하에서 xanthine 혹은 hypoxanthine을 산화시켜 요산을 

생성하는 동시에 O2를 생성한다. O2는 화학발광제인 Luminol과 반응하여 중간물을 

생성한다. 중간물이 기저상태로 돌아갈 때 광복사 에너지로 발광현상을 나타내며 

SOD는 O2를 제거할 수 있으므로 Luminol의 화학발광을 억제한다. 억제 정도는 효

소 활력의 크기와 관련이 있다. 

 측정법

SOD 표준곡선의 제작: 표준 SOD 용 0.05 mol/L 의 인산염 완충액 (pH7.8)을 2, 

4, 6, 8, 10 ng/mL의 농도로 희석하고 농도가 다른 SOD 10 μ l에 xanthine 산화

효소 10 μ l와 Luninol-xanthine 혼합액 980 μ l을 넣고 반응 1분 후 6초 동안의 

발광을 측정한다. 대조군은 0.05ml/L 인산염 완충액 (pH7.8) 10 μ l로 하고 대조

군의 발광강도를 100%로 하여 발광억제정도를 종좌표로, SOD 농도를 횡좌표로 하

여 곡선을 그려 발광정도 50% 억제 지점에 대응하는 SOD 농도 C50 (ng/mL)를 구한

다. 

    

샘플측정: 혈액 10 μ l를 0.5mL 증류수에 넣고 충분히 흔들어 혈액을 용해하게 

한다 (1:50). 순서에 따라 피펫팅하여 혼합한 즉시 시간을 재며 1분 후 6초의 발

광값을 측정한다. 

 결과계산

25℃ 에서 발광 50% 억제시에 필요한 농도 C50 (ng/mL)를 활성 단위로 한다. 

발광억제율 샘플

발광억제율을 근거로 표준곡선에서 샘플의 SOD 함량 (ng/mL)를 찾는다. 

단위활성 혈액 샘플 함량표준품 샘플희석율

                              
실측샘플발광억제 샘플희석배율

      비교활성 단위활성 혈액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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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액 혹은 조직 중 SOD 활성 측정 - 히드록실아민법

 원리

 와 산화히드록실기의 최종산물은 아질산염으로 sulfanilic acid 와 

1-naphthylamine의 작용하에 자주색을 띠게 되며 파장 530nm 부분에서 흡수 peak 

가 있으므로 측정할 수 있다. SOD 가 를 제거한 후에 형성된 아질산염은 감

소한다. 

    

측정법

적혈구추출액: 10μ l혈액을 0.5mL 생리식염에 희석하고 2000rpm으로 3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등액을 버리고 차가운 증류수 0.2mL를 혼합한다. 여기에 95%의 에탄

올 0.1mL를 넣고 30 초간 진탕한 후 클로로포름 0.1mL를 넣고 1분간 추출하여 

4000rpm 에서 3분간 원심분리하면 층이 나눠진다. 상층은 SOD 추출액, 중간은 헤

모글로빈 침전물이며 밑층은 클로로포름으로 상청액의 부피를 기록한다. 

조직균질액: 일정량의 필요한 장기를 잘라 생리식염수에 세척, 건조시키고 무게

를 측정하고 잘게 잘라 유리 homogenizer 에 담아 차가운 생리식염수를 넣고 

20000rpm 으로 10 초간 균질화를 3번 반복하여 5% 조직 균질액으로 제조한다. 이

때 neutral red - 젠너스 녹색 B 로 미토콘드리아가 부서졌음을 확인한다. 4000 

rpm 으로 5 분간 원심분리하여 5 μ l을 취한다. 

 A는 사용한 샘플의 양  

       적혈구 추출액        10 μ l

       혈청(혹은 혈장)      20 μ l 

       조직 균질액          5 - 10 μ l

   

SOD 표준 억제곡선: SOD 표준품을 인산염 완충액으로 750 U/mL의 용액으로 배합

하여 50 배로 희석한다. 즉 SOD양은 15 U/mL (1.5μ g/mL) 이다. 본 방법으로 각

기 다른 양의 SOD 표준액의 억제백분비를 측정한다. 억제 백분비를 수직좌표로 

하고 SOD 활력 단위 U/mL 을 수평좌표로 하여 표준 곡선을 구한다. 

억제백분비 대조관 측정관대조관

결과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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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당 반응액 중 SOD 억제율이 50% 에 달할 때에 대응하는 SOD 양을 기본 단위로 

한다. 

 

또는 효소 활성 비교법, 즉, 각 샘플의 억제 백분비로 SOD 표준곡선에서 대응하는 

SOD U/mL 을 구하여 희석배율을 곱하는 방법으로 할 수도 있다.     

만약 샘플이 조직균질액인 경우 균질액농도 혹은 조직단백질함량을 근거로 단위를 

U/g 조직 혹은 U/mg 단백질로 환산한다. 만약 샘플이 적혈구 추출액인 경우 헤모

글로빈 함량을 근거로 U/f Hb로 환산할 수 있다. 

가. GSH-Px    

                  2 GSH       GSSG         

        H2O2                                  2 H2O

        

                  2 GSH       GSSG     

        LOOH                                 LOH + H2O 

측정원리

GSH-Px 는 체내에 존재하는 셀레늄을 함유한 유리기제거효소이다. 체내에서 유리

기로 인한 세포막 지질과산화를 방지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하며 활성은 GSH 산화

반응속도와 단위 시간내 GSH 감소량으로 표시한다. GSH 와 DTNB 의 반응은 

GSH-Px 의 촉매작용아래 생성물은  423 nm 파장에서 최대흡수 peak 가 있어 GSH 

감소량을 계산할 수 있다. GSH 는 non-enzymatic reaction 을 진행할 수 있기 때

문에 효소활성을 계산할 때 이 반응으로 인한 GSH 감소량은 제외해야 한다.      

    

측정법

혈액 샘플: 쥐의 혈액 10 μ l를 증류수 1 mL에 넣고 1:100으로 완전히 섞이도록 

하여 4 시간 내에 효소의 활성을 측정한다. 만약 당일 측정을 못 할 경우 헤파린 

항응고 혈액을 -20℃ 에 냉동보관하여 3 일내 측정한다. 

조직균질액: 동물을 금식시켜 하루 지난 후 도살하고 필요한 장기를 즉시 꺼내 

찬 생리식염수로 세척하여 지방과 결체조직을 제거하고 여과지로 물기를 말린 뒤 

활성
대조관 측정관대조관 반응액총량채취반응액량 샘플희석배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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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게 잘라 적당량의 조직을 덜어 찬 생리식염수를 넣고 20000 rpm 에서 10 초간 

균질화하다 30 초간 쉬는 동작을 3번 반복하여 5%의 조직 균질액으로 제작한다. 

전체 조작은 빙욕에서 진행한다. 균질액은 12500rpm 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잘라진 세포, 세포 파편, 핵 및 미토콘드리아를 침전시켜 맑은 액은 세포액 중의 

효소 활력을 측정하는데 사용되며 가능한 당일 측정한다. 그렇지 못할 경우 20 % 

(v/v) 의 간유를 넣고 플라스틱 관에 나누어 담아 -20  -80℃에 보관하면 수주
를 보존할 수 있으며 효소의 활성 또한 줄어들지 않는다. 

GSH 표준곡선: 1.0mmol/L GSH 용 0, 0.2, 0.4, 0.6, 0.8, 1.0mL를 10mL의 작은 

용기에 나누어 담아 metaphosphate 침전제 8mL를 넣고 재증류수로 10mL 눈금까지 

채우면 농도 0, 20, 40, 60, 80, 100μ mol/L의 GSH 표준액을 얻을 수 있다. 상기 

각 농도의 표준액 2mL를 시험관에 담아 0.32mol/L  2.5mL를 넣고 비

색전에 DTNB 현색액 0.5mL을 가해 5 분 내에 가시광선인 423nm 파장에서 OD값을 

측정한다. GSH 함량 (μ mol/L)을 수평좌표로 값을 수직 좌표로 하여 표준

곡선을 구한다. 

 시약 측정관 대조관

1/15mol/L 인산염완충액 pH 7.8(mL) 1.0 1.0

샘플 A

10mmol/L hydroxylamin(mL) 0.1 0.1

7.5mmlo/L xanthine(mL) 0.2 0.2

0.2mg/mL xanthine산화효소(mL) 0.2 0.2

재증류수(mL) 0.49 0.49

균질화, 37℃ 항온 중탕 30분 후

3.3g/L sulfanilic acid(mL) 2.0 2.0

10g/L (25) 2.0 2.0

15분간 균질화한 후 530nm 에서 OD 값을 측정한다.    

   측정순서: 샘플이 조직균질액일 경우 비효소군은 가열로 효소의 활성을 없앤 조  

   직균질액으로 한다. 

결과계산 

혈액의 GSH-Px 활성 단위: 매 1 mL 의 혈액이 매분당 비효소반응의 log[GSH]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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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를 뺀 후 log[GSH] 가 1 저하하는 것을 하나의 효소활성단위로 규정한다. 

혈액 GSH-Px 활성단위(U/mL 혈액) =
비효소 샘플군

                   비효소군 샘플군

  

  조직GSH-Px 비교활성단위: mg 단백질이 매분당 GSH 농도가 1 μ mol/L 떨어지게  

  하는 것을 하나의 효소활성단위로 규정한다. 

조직비교활성단위(U/mg단백질)=
비효소군 샘 플군

단백질
    *Folin법으로 샘플의 단백질 함량을 측정한다. 

    **A
표준 농도

 즉 표준 곡선 기울임.

(2) 항산화효소활성측정의 응용과 의미

Oxidative stress에 관한 연구방법은 주로 한 종류의 항산화물질 또는 효소활성의 

분석이나 작용양식, 다른 stressor에 대한 반응 등을 측정하는 것이다. 또 활성산

소종에 의해 매개되는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항산화기능의 변화를 지표로 사용

하기도 한다. 비록 이러한 방법들이 특정 stressor와 항산화제의 관계를 이해하는

데 유효하기는 하나 oxidative stressor에 대한 생물계내의 실제적인 저항성을 정

량적으로 측정 하는데는 많은 제약이 따른다. 즉, 보호활성을 가진 어떤 물질의 

농도저하는 조직 내 다른 방어기전이 작동하고 있을 때에는 곧 oxidative damage 

를 유발하지는 않는다. 실제로 생체내의 항산화물질은 서로 협동적으로 작용하므

로 활성산소종의 독성에 각각의 항산화물질의 활성의 합보다 더 강한 보호작용을 

갖게 된다. 

생명체가 반복적으로 oxidative stress에 노출될 경우 세포는 이에 적응하기 위해 

antioxidant capacity를 가지는 다양한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켜 oxidative stress 

에서 생체를 보호하게 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개별적인 저분자의 항산화물질

이나 관련효소활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생체조직 내에서 항산화활성을 보

유한 물질은 서로 협력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지표의 측정은 

조직이나 장기의 전체적인 항산화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으로 지

적되고 있다. 이 점은 관련분야 연구자들이 공통적으로 인식하는 문제로서 유럽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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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국에 의해 기능성식품과학의 기본개념을 과학적으로 연구하고 정리하기 위해 결

성된 European Commission Concerned Action on Functional Food Sicence in 

Europe (FUFOSE)도 1999 년에 발표한 논문 "Scientific Concepts of Functional 

Foods in Europe: Consensus Concept" 에서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대한 방어기능평가에는 인체 내에서 발생하는 prooxidants의 생

성을 측정할 수 있는 방법이 불가능함을 지적하고 새롭고 유효하며 non-invasive 

한 marker 제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있다. 또 여기에서는 산화적 손상을 측정하

는 기존의 방법들의 유효성확보를 위해 개선되어야 할 필요성을 제시하고 이를 위

해서 다양한 방법들에 의한 측정결과를 비교 검토하는 작업을 제안하였다.  

대표적인 항산화효소인 SOD, GSH-Px의 활성측정은 샘플이 보유한 항산화효소활성

을 측정하는 것으로 그 자체의 의미를 갖는다. 그러나 생체조직 샘플 중 이 효소

의 활성측정값이 증가한 것이 곧 해당 생체가 oxidants에 대한 항산화활성이 증가

한 것으로 판정하기는 어렵다. 생체는 대단히 복잡한 기전에 의해 조율되고 있으

며 특히 항산화활성과 같이 여러 효소계와 항산화물질이 협력적으로 작용하여 

oxidants에 대해 대응하고 있을 때 위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한 지표의 변화가 곧 

생체조직의 항산화활성의 변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실제로는 생체에 oxidative 

stress가 부과될 때 SOD, GSH-Px, Calatase와 같이 oxidants에 대응하는 효소의 

활성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즉, 일시적인 또는 반복적인 육체적인 운

동을 산소의 소모량을 증가시켜 산화적 손상의 증가를 유발시킨 실험동물이나 인

체에서는 혈액 (Sen et al., 1994), 뇌 (Somani et al., 1995), 심장 (Kanter et 

al., 1985),  간 (Kanter et al., 1985; Ji, 1993), 근육 (Ji et al., 1992; Ji 

et al., 1992) 등에서 SOD, GSH-Px, Catalase의 활성은 증가됨이 관찰되었다. 이 

효소활성은 과도한 oxidants의 공격에 대응하여 유도된 것으로 일종의 방어기전으

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외인성물질의 투여나 병리적인 요인에 의해 산화적인 

스트레스가 발생하여 이 효소활성이 증가될 때 이 결과는 항산화기능성물질의 투

여에 의해 효소활성이 증가된 것과는 차이를 보여주지 못 할 것이다. 한편 이 효

소활성이 감소한 경우에는 반대로 생체내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에 의한 결과로 

해석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못하다.  

(3) 항산화물질의 측정

체내에는 다양한 항산화물질이 존재한다. 즉, GSH, 비타민 C, E, betha-carotene, 

uric acid. taurine, 여러 가지의 amino acids, bilirubin 등이 특정 조건에서 측

정된 결과에 의하면 항산화활성을 보유하고 있음이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들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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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 함량변화 측정은 조직의 항산화활성측정의 한 지표로서의 의미를 갖는다. 특

히, 항산화성 기능성을 주장하는 식품의 경우에 이들 항산화물질을 함유하고 있는 

경우에 이 물질의 함량은 반드시 정량되어야 할 것이다. 

생체내 antioxidant system은 서로 유기적으로, 협동하여 작용하며 조직내 함량이

나 작용의 다양성을 고려할 때 가장 큰 의미를 갖는 것은 GSH이다. 따라서 식품성

분에 관계없이 GSH 관련지표는 조직내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로 활용될 

수 있다. 여기에는 조직이나 체액중 GSH 함량이외에 산화적 손상의 지표로 사용되

는 GSH/GSSG, GSH 생체합성에 관여하는 효소활성 등이 포함된다. GSH가 대표적인 

항산화물질로 측정되는 이유와 특성은 아래와 같다.

- 산화적 손상으로 부터의 보호에 중추적인 역할

- 세포내 농도는 조직의 종류에 따라 0.5 - 10mM에 달함

- 전체 GSH의 5%이상은 GSSG로 존재

- Redox state는 GSH reductase와 NADPH에 의해 유지됨

- GSH/GSSG ratio oxidative stress의 지표로 사용됨

- 간 GSH levels은 circadian variations과 feeding 상태에 따라 변화 

- 생합성은 cysteine 공급과 GCS 활성에 의존 

- 따라서 peroxidative damage 와 항산화활성 (예, GSH-관련 지표)의 동시측정은  

  조직의 antioxidant activity를 반영

(4) 지질과산화 측정

한편 조직 구성물의 산화적 손상의 결과를 측정하는 것은 매우 유효한 산화적 스

트레스의 지표가 될 수 있다. 특히 지질의 과산화 측정은 이 목적으로 사용되는 

대표적인 지표이다. 지질의 과산화측정법으로는 지질과산화의 initiation 단계에

서 생성되는 diene conjugates의 측정, 지질과산화반응의 부산물로 생성되는 

hydrocarbon gases의 측정, 또 TBA (thiobarbituric acid)측정이 있다. 이중 

diene conjugates의 측정은 지질과산화반응의 초기에만 측정이 가능하다는 기술적

인 제한점이 있고 hydrocarbon gases의 측정 또한 측정대상이 워낙 미량이므로 샘

플의 포집 및 분석에 어려움이 따른다. 가장 보편적인 방법은 TBA 법으로서 이것

은 각종 생체막의 과산화반응 결과 생성되는 free malondialdehyde (MDA)를 TBA 

와 반응시켜 생성물을 발색시키고 532nm에서 정량하는 것이다 (Ohkawa et al., 

1979). 이 spectrophotometer 방법은 간섭물질에 의한 반응이 매우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 형광검출기를 장착한 HPLC를 사용

하여 TBA-MDA adduct를 정량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다 (Fukunaga et al.,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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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pi et al., 1998). 그러나 이상의 방법들 중에 어느 한가지만이 지질과산화 측

정법으로 유효한 것은 아니다. 또한 결과를 해석할 때 지질의 과산화 생성물이 검

출되지 않았다고 해서 조직 내에서 oxidants에 의한 과산화반응이 일어나지 않았

다는 증거는 될 수 없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5) TOSC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의 측정

생명체가 반복적으로 oxidative stress 에 노출될 경우 세포는 이에 적응하기 위

해 antioxidant capacity 를 가지는 다양한 물질의 생성을 증가시켜 oxidative 

stress 에서 생체를 보호하게 된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개별적인 저분자의 항

산화물질이나 관련효소활성을 대상으로 수행되어 왔으나 생체조직내에서 항산화활

성을 보유한 물질은 서로 협력적으로 작용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와 같은 지표의 

측정은 조직이나 장기의 전체적인 항산화능력을 측정하는 데에는 제한이 있는 것

으로 지적되고 있다. 최근 조직의 총체적인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생체조직내의 총항산화활성측정은 활성산소종에 의한 독성

에 대한 저항성을 판단하는데 더 도움이 되며 이 목적을 위해 몇가지 방법이 개발

된 바 있다. Wayner 등은 (1986) 자유기 생성물질인 플라스마 과산화물질과, 플라

스마, 또는 항산화물질을 함유한 실험계에서 최대산소소비에 요하는 시간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를 기지의 수용성 vitamin E 유도체인 Trolox 로 요구되는 시간과 

비교하여 total radical-trapping antioxidant parameter (TRAP) 를 구했다 

(Wayner et al., 1987; Wayner et al., 1985). 또 Glazer (1988) 는 peroxyl 또는 

hydroxyl 기에 의해 protein phycoerythrin (PE) 에 주는 화학적 손상을 PE 가 산

화되며 방출하는 형광의 감소로 측정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다. 이 형광소실감소를 

측정함으로 자유기 제거물질의 신속한 검색법이 제시되었다 (De Lange et al., 

1989). Glazer 의 이 방법에 의거하여 Cao 등과 (1993) Ghiselli 등은 (1995) 각

각 틀린 항산화활성 정량방법을 제안하였다. Peroxy radical 에 의한 PE 형광감소

는 linear 하지만 항산화물질이 존재시에는 일시적인 보호효과가 관찰된 후 형광

의 감소가 신속하게 일어난다. Cao 등은 보호효과를 sample 과 대조군의 area 

under the kinetic curve 의 차이로부터 계산하고 1 ORAC (Oxygen Radical 

Absorbance Capacity) 단위를 1 μ M Trolox 에 의해 얻어지는 보호효과로 정의하

였다. Ghiselli 등은 (1995) lag-phase, 즉, 플라스마 항산화물질로부터 주어지는 

PE 의 보호시간을 측정하였다. Pryor 등은 (1993) 위의 oxygen uptake method 보

다 더 예민한, 수성 micelles 에서 linoleic acid 의 conjugated dienes 

hydroperxide 로의 산화속도에 의거한 순수분자의 항산화효율을 측정하는 방법을 

보고하였다. 이 방법의 사용으로 항산화효율을 측정할 수 있으나 저자들은 

conjugated dienes 의 UV detection 을 저해하는 생체조직의 영향을 고려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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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다. 그 후 Chevion 등은 (1997)  플라스마내 특정 저분자 항산화물질을 구별할 

수 있을 뿐만아니라 농도도 측정가능한 cyclic voltammetry 를 제시하였다. 

한편 Winston 등은 (1998) 활성산소종과 반응하여 ethylene 으로 산화되는 α - 

keto-γ -methiolbutyric acid (KMBA) 와 peroxy radical (또는 hydroxyl 이나 

alkoxyl radicals) 사이의 반응에 의거하는 새로운 방법을 보고하였다. Methional 

로부터 ethylene 이 생성된다는 Pryor 와 Tang 의 보고 이래로 (1978) 많은 연구

자들은 생체내에서 일어나는 활성산소종 측정의 end point 로 이것이나 KMBA 산화

를 사용하였다. Ethylene 은 밀폐된 반응용기의 head-space 를 gas 

chromatography 로 분석함으로 정량할 수 있다. 이 방법의 장점은 활용성에 있는

데 KMBA 는 다양한 산화성물질 (alkoxy radical, HOCl, peroxynitrite 등) 과 반

응하여 ethylene 을 생성하며 ethylene 생성의 억제는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TOSC) 의 근간을 이룬다. 대조군에서는 ethylene 형성이 완

료되지 않으므로 이전의 방법에서 동반되는 문제가 발생하지 않으며 동시에 항산

화물질이 함유된 샘플에서는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를 쉽게 측정할 수 

있다는 장점을 보유하고 있다. 이 방법은 KMBA 와 peroxyl radical, hydroxyl 

radical, 또는 peroxynitrite 와의 반응에 의해 발생하는 ethylene 을 반응시간의 

변화에 따라 측정하여 area under the curve (AUC) 를 구하고 대조군과 투여군에

서의 AUC 의 비율로부터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TOSC) 를 산출하

는 것이다. 

TOSC assay 는 Winston 등 (1998) 에 의해 제안되고 같은 저자들에 의해 수정된 

방법 (Regoli and Winston, 1999) 을 사용하여 실시한다. Peroxyl radical 은 

2,2'-azobisamidinopropane (ABAP) 을 35 ℃ 또는 39 ℃ 에서 thermal homolysis 

시켜 발생시킨다 (Winston et al., 1998). Hydroxyl radical 은 Fe 와 ascorbate 

를 이용한 Fenton reaction 으로 (Winston and Cederbaum, 1985), peroxynitrite 

는 SIN-1 의 spontaneous decomposition 을 통해 발생시킨다. 발생한 각각의 

reactive oxygen species 는 α -keto-γ -methiolbutyric acid (KMBA) 와 반응하여 

ethylene 을 발생하며 이 반응은 일정범위내에서는 온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반응은 최종 volume 1 ml 의 반응액을 rubber septum 으로 밀폐된 10 ml 용기에 

넣어 진행시킨다. Ethylene 생성의 측정은 반응용기의 head space 공기 일정 

volume 을 취하여 gas chromatography 로 분석하여 실시한다. Poropack N column 

과 flame ionization detector 를 장착한 gas chromatograph 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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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결과는 실험측정치로부터 구한 그래프를 integration 하여 area under the 

kinetic curve (AUC) 를 얻고 TOSC 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산출할 수 있다.

 TOSC = 100 - (∫ SA/∫ CA X 100)

 where ∫ SA = integrated area from the curve of the sample reaction

       ∫ CA = integrated area from the curve of the control reaction

따라서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를 전혀 갖지 못하는 샘플의 경우에는 ∫

SA/∫ CA = 1 이 되며 TOSC = 0 의 값을 갖는다. 반대로 ∫ SA →  0 일때는 TOSC 값

은 100 에 접근한다. TOSC 값은 대조군에서의 값과 비교하게 되므로 이론적으로 

기기의 감도나 사용시약, 기타 반응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4. 항산화관련 실제 실험연구결과

본 연구에서는 알려져 있는 항산화지표간의 연관성 및 각 지표의 변화의 의미를 

비교, 검토하기위해 실험연구를 실시하였다. 이 실험에서 oxidant 로 사용한 것은 

체내대사과정에서 산화적 손상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물질인 에탄올과 

dimethylnitros

amine 이다. 한편 노화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증가하는 산화적 손상을 측정하기 위

해 어린 실험동물과 중년, 또는 노령에 해당하는 동물간에 항산화지표의 변화를 

비교하였다.

 

(1) 에탄올로 유도한 산화적 손상시 GSH 대사의 변화

산화적손상 유발시 체내 항산화 system 의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생

체내 대사과정을 통해 oxidative stress 를 유발하는 것이 간손상의 주요기전인 

에탄올을 model toxicant 로 선택하였다. 생체에 투여된 에탄올이 유황아미노산대

사과정의 생성물과 각종 효소들의 활성을 측정하여 간의 항산화활성의 근간을 이

루는 GSH 합성에 주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실험방법: 

성체의 웅성 SD 랫트에게 40 % 로 희석된 ethanol 용액을 3 g/kg (ip) 로 투여하

였다. 이후 일주일에 걸쳐 정해진 시간대에 동물을 단두도살하여 혈액과 간을 취

했다. 

간과 혈액의 GSH 는 HPLC 방법으로 (Neuschwander-Teti and Rol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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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ysteine 은 acid-ninhydrin 법으로 (Gaitonde, 1967), SAM 과 SAH 는 HPLC 를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She et al., 1994). 그 외의 아미노산은 Rajendra 의 HPLC 방

법을 (1987), hypotaurine 과 taurine 은 Ide 의 방법을 (1997) 이용하여 HPLC 로 

정량하였다.   

MAT 활성은 SAM 과 SAH 생성량으로 측정하였다. Cβ S 활성은 Kashiwamata 와 

Greenberg 의 방법을 (1970)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γ L 활성은 Matsuo 와 

Greenber 의 방법을 (1957) 사용하였으며 GCS 활성은 Sekura 와 Meister 의 방법 

(1977) 으로 측정하였다. Bagley 등의 방법을 (1995) 이용하여 CDO 활성을 측정하

였으며 CDC 활성은 hypotaurine 생성량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랫트에게 1 회 투여된 에탄올은 간의 유황아미노산대사과정에 지속적인 영향을 주

었으며 일부 지표는 에탄올 투여 168 시간 (1 주일) 경과시까지 유의적인 변화를 

초래하였다 (Table 1). 즉, 3 g/kg 용량으로 복강내 투여된 에탄올은 신속하게 

methionine 과 SAH 의 간내 농도를 증가시켰으나 SAM, cysteine, GSH 를 감소시켰

다. 또한 MAT, Cβ S, Cγ L 활성은 감소되었으며 GCS 활성은 투여후 8 시간 경과시

부터 서서히 증가하였다 (Table 2). 이 결과는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시 GSH 는 신

속하게 고갈되나 이를 보충하기 위한 GSH 합성은 빠르게 회복되지 않음을 보여준

다. 또한 GSH 의 전구물질인 cysteine 의 합성이 억제되어 GSH 합성을 위한 유황

아미노산의 공급이 저하됨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경구로 일회 투여한 에탄올이 

GSH 합성을 일시적으로 저하시킨다는 본 실험실의 선행연구와 일치하는 결과이다 

(Choi et al., 1999). 또 위의 결과는 (Table 1, 2) 간과 혈액중의 hypotaurine 

과 taurine 농도가 현저하게 증가하고 관련 효소활성이 상승함을 보여준다. 즉, 

산화적 스트레스 부과시에 가용한 cysteine 조차도 taurine 으로의 전환에 우선적

으로 소모되어 GSH 합성에 사용되는 이 유황아미노산의 양은 제한된다.

한편 hypotaurine 과 taurine 의 농도는 간, 혈액, 뇨 모두에서 신속하게 증가되

었다 (Table 3). 따라서 에탄올에 의한 이 변화는 taurine 이나 hypotaurine 의 

체내수송과 분포의 변화에 의해 유발되는 효과는 아닌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에탄올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GSH 을 고갈시킬 뿐만아니라 

cysteine 합성을 억제하고 가용한 cysteine 을 GSH 보다는 hypotaurine/taurine 

의 합성을 위해 우선적으로 소모시키는 것으로 보이며 주류섭취시에 발생하는 간

의 GSH 함량의 감소을 증폭시키게 된다. 그 결과 조직이 겪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악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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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ethanol on concentrations of S-containing amino acids 
and the metabolite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SEM for more than four rat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at P < 0.05, 0.01, 0.001, 
respectively (Student's t-test).

Methionine SAM SAH Cysteine  GSH Hypotaurine Taurine  Taurine    

Time 
 

Group nmole/g liver µmole/g liver µmole/ml serum 

Control    64 ± 2    108 ± 4    25 ± 2    106 ± 4    6.70 ± 0.16    0.20 ± 0.02    2.45 ± 0.43    0.36 ± 0.02 
  2 h 

Ethanol    58 ± 2     96 ± 4    24 ± 1        97 ± 3    6.20 ± 0.17       0.20 ± 0.05     3.30 ± 0.52       0.40 ± 0.03   

Control    57 ± 6    107 ± 5    24 ± 2    103 ± 2    6.30 ± 0.17    0.16 ± 0.01    3.40 ± 0.33    0.38 ± 0.02 
  4 h 

Ethanol    83 ± 5*     110 ± 5    27 ± 3    104 ± 4     4.70 ± 0.13***    0.46 ± 0.04**     5.06 ± 0.25**     0.85 ± 0.13* 

Control    59 ± 7    111 ± 4    25 ± 1    117 ± 6    6.18 ± 0.38    0.17 ± 0.01    2.04 ± 0.32    0.33 ± 0.02 
  6 h 

Ethanol    79 ± 3*     96 ± 2**    26 ± 2     85 ± 3**    4.04 ± 0.25**     0.46 ± 0.06**    6.92 ± 0.76**     0.92 ± 0.05*** 

Control    66 ± 3    101 ± 5    22 ± 1    121 ± 8    5.87 ± 0.21    0.19 ± 0.02    2.57 ± 0.61    0.40 ± 0.04 
  8 h 

Ethanol    98 ± 12*     85 ± 7*    45 ± 3***    100 ± 2*    2.96 ± 0.34***    0.90 ± 0.16**     5.55 ± 0.41**    1.32 ± 0.09*** 

Control    111 ± 2    26 ± 2    108 ± 5    6.88 ± 0.21    0.17 ± 0.02    2.43 ± 0.67  
 18 h 

Ethanol 
     N/D 

    96 ± 4**    33 ± 3**     82 ± 3**    5.41 ± 0.21**    0.11 ± 0.01**    2.04 ± 0.58     
N/D   

Control    62 ± 4    108 ± 5    25 ± 2    106 ± 5    6.68 ± 0.19    0.20 ± 0.02    3.25 ± 0.77    0.44 ± 0.05 
 24 h 

Ethanol    56 ± 7        92 ± 3*     37 ± 1**     93 ± 7    5.65 ± 0.22*      0.12 ± 0.02*    2.92 ± 0.63       0.41 ± 0.04    

Control    64 ± 5     99 ± 4    23 ± 1    108 ± 3    7.19 ± 0.18    0.22 ± 0.02    2.21 ± 0.42    0.40 ± 0.03 
 48 h 

Ethanol    72 ± 6      76 ± 4**    23 ± 2     86 ± 6**    6.94 ± 0.76    0.10 ± 0.02**    1.09 ± 0.13*      0.25 ± 0.01**  

Control     98 ± 4    23 ± 1    113 ± 4    6.64 ± 0.32    0.18 ± 0.02    2.58 ± 0.54    0.29 ± 0.03 
 120 h 

Ethanol 
     N/D 

    99 ± 2    25 ± 1    123 ± 4       7.10 ± 0.12       0.19 ± 0.01       1.01 ± 0.21*      0.25 ± 0.01    

Control    107 ± 3    24 ± 1    110 ± 3    7.17 ± 0.14    0.20 ± 0.01    2.28 ± 0.47  
 168 h 

Ethanol 
     N/D 

   105 ± 6    26 ± 1    121 ± 1*    7.56 ± 0.28       0.21 ± 0.05    2.69 ± 0.34     
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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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ethanol on activities of MAT, Cβ S, Cγ L, GCS, CDO and 

CDC in liver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SEM for more than four rats.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at P < 0.05, 0.01, 0.001, 

respectively (Student's t-test).

Time Group
MAT C S C L GCS CDO CDC

product formed (nmole)/min/mg protein

2 h
Control 0.110 ± 0.002 17.7 ± 0.5 63.6 ± 3.5 7.3 ± 0.3 0.55 ± 0.05 14.9 ± 1.1

Ethanol 0.103 ± 0.006 16.2 ± 0.9
   48.9 
±1.5**

6.7 ± 0.2 0.53 ± 0.12 17.2 ± 1.3

4 h
Control 0.116 ± 0.006 19.9 ± 0.9 65.0 ± 4.2 7.3 ± 0.5 0.52 ± 0.05 16.0 ± 1.3

Ethanol
  0.093 ± 

0.003*
21.8 ± 1.7

  50.7 ± 
2.6*

7.5 ± 0.7 0.70 ± 0.03* 15.2 ± 1.6

6 h
Control 0.118 ± 0.007 19.6 ± 0.9 68.8 ± 3.4 7.5 ± 0.4 0.55 ± 0.05 13.4 ± 1.0

Ethanol
    0.094 ± 

0.001**
21.5 ± 0.8

  60.6 ± 
1.3*

7.5 ± 0.3 0.89 ± 0.10*
  17.1 ± 

1.1*

8 h
Control 0.109 ± 0.006 18.9 ± 0.7 72.2 ± 2.8 6.2 ± 0.7 0.49 ± 0.03 15.1 ± 1.0

Ethanol
  0.084 ± 

0.006*
  15.9 ± 

1.3*
67.0 ± 7.7   9.1 ± 1.3* 0.57 ± 0.16 14.3 ± 4.0

24 h
Control 0.097 ± 0.004 16.7 ± 0.6 66.4 ± 7.0 6.0 ± 0.2 0.54 ± 0.04 13.1 ± 2.3

Ethanol 0.103 ± 0.003 17.1 ± 0.5 55.3 ± 2.6
    8.5 ± 

0.3**
    0.34 ± 

0.04**
12.9 ± 0.9

48 h
Control 0.103 ± 0.003 16.5 ± 1.7 69.3 ± 5.2 5.7 ± 0.3 0.64 ± 0.04

   14.9 ± 
0.8

Ethanol 0.113 ± 0.003 16.4 ± 0.4 61.4 ± 4.2
    10.6 ± 

0.3***
    0.25 ± 

0.06**
14.1 ± 1.3

120 
h

Control 0.121 ± 0.004 16.4 ± 1.2 55.4 ± 3.1 6.8 ± 0.5 0.48 ± 0.02 14.1 ± 0.4

Ethanol 0.120 ± 0.005 18.2 ± 2.1 60.1 ± 2.1 7.2 ± 0.3 
    0.32 ± 

0.04**
15.3 ± 1.1

168 
h

Control 0.108 ± 0.006 18.3 ± 0.7 58.7 ± 2.2 7.0 ± 0.6 0.53 ± 0.05 15.9 ± 0.9

Ethanol 0.112 ± 0.003 20.3 ±1.4 64.6 ± 7.7 7.2 ± 0.6 0.62 ± 0.05 12.4 ±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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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Effect of ethanol on urinaryexcretion of taurine

Total Amount of Taurine Excretion in Urine (mole/kg body weight)

0-8 h 8-24 h 24-48 h 48-72 h 72-96 h 96-120 h

Control
115.1 ± 14.9

(12.2 ± 2.9)

 191.4 ± 12.1

 (33.7 ± 3.0)

305.3  ± 31.7

(39.0 ± 3.0)

 307.1 ± 51.3

 (35.0 ± 4.2)

337.6 ± 33.9

(31.3 ± 3.3)

346.5 ± 55.1

(29.7 ± 4.3)

Ethanol
217.0 ± 55.7

(4.9  ± 0.5*)

421.4 ± 82.9* 

(15.5  ± 

4.9*)

241.7 ± 49.0

(23.5 ± 

2.8**)

166.0 ± 13.8*

 (33.3 ± 2.5)

210.0  ±

38.2*

(28.2 ± 3.3)

236.4 ± 27.3

(28.3 ± 1.8)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SEM for four rats. Values in parenthesis 

indicate the urine volume (ml/kg body weigh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at P < 0.05, 0.01 (Student's t-test).

(2) 랫트의 연령증가에 따른 에탄올 투여에 의한 항산화활성의 변화  

위의 실험결과 급성적인 에탄올 투여는 GSH 관련지표에 현저한 변화를 초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에탄올에 의한 GSH 관련지표의 변화뿐만아니라 

지질과산화의 변화를 추가로 관찰하였으며 또한 연령증가가 이 지표들의 변화에 

주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실험방법:

연령차이를 실험하기 위해 각각 4주, 12주, 50주의 자성 SD 랫트를 실험동물로 사

용하였다. 혈액 중 에탄올의 소실속도를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해 랫트의 jugular 

vein내에 silicon tubing으로 catheter를 삽입하는 수술을 실험 전 48시간에 시행

하였다. 에탄올은 2g/kg 을 정맥내로 투여하였으며 동일한 catheter를 혈액을 샘

플링하였다. 그 외에 생화학적인 지표를 구하기 위한 별도의 실험에서는 에탄올을 

3g/kg 의 용량으로 복강주사하였다.

에탄올 혈중농도는 Jain과 Cravey의 방법을 (1972) 이용하여 GC로 측정하였다. 

Ethanol elimination rate은 에탄올의 감소곡선에서 직선부분을 linear 

regression 하여 Makar와 Mannering의 방법을 (1970) 이용하여 구하였다.

간조직중의 cytochrome P450량은 Omura와 Sato의 방법으로(1964), 단백량은 Lowry 

등의 방법(1951)으로 정량하였다. ADH 활성은 Crow와 Hardman의 방법을 (1989)사

용하여 측정하였다. CYP2E1 활성의 정량을 위해 p-nitrophenol hydroxylation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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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Koop, 1989). p-Nitroanisole demethylation은 Shigematsu 등의 방법

을 (1976) 사용하였고 aminopyrine N-demethylation은 Nash (1953)의 방법으로 측

정하였다. Sekura와 Meister의 방법을 (1977) 이용하여 GCS 활성은 측정하였다.

급성적인 alcoholic fatty liver의 지표로 MDA와 triglyceride를 측정하였다. MDA 

량은 Ohkawa 등의 방법 (1979)을 사용하여 spectrophotometer로 측정하였다. 

Triglyceride 양은 Van Handel과 Zilversmit의 방법으로 (1992) 측정하였다.

간의 GSH 함량은 Griffith의 enzymatic recycling method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Cysteine 양은 acid ninhydrin method로 측정하였다 (Gaitonde, 1967).

실험결과:

에탄올 2g/kg을 jugular vein으로 투여한 랫트에서 혈중 에탄올 농도의 감소 곡선

은 Fig. 1과 같다. 에탄올 감소곡선으로부터 60 분대이후 직선 부분을 linear 

regression 하여 얻은 EER은 4주 연령의 미성숙 랫트, 12주령의 성체 랫트, 그리

고 50주령에 달한 랫트에서 각각 0.493±0.071g/kg/hr, 0.396±0.081g/kg/hr, 0.321 

±0.065g/kg/hr에 달해 연령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이 EER의 연령

증가에 따른 감소기전을 밝히기 위해 에탄올 생체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가진 생체

지표를 측정하였다 (Table 4). 설치류와 인체의 에탄올대사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

을 하는 ADH의 활성은 연령증가에 따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한편 전체 간의 체

중당 상대무게는 연령증가에 따라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상대간무게의 4주령, 12 

주령, 50주령의 비율은 1 :0.81 :0.65 로 위의 EER의 각주령간의 비율 1 : 0.80 : 

0.65와 기술적으로 완벽하게 일치한다. 따라서 연령증가에 따른 에탄올 대사감소

속도는 전체 상대간증가의 감소에 의존함을 보여준다. 한편 4주령의 랫트는 다른 

연령의 랫트에 비해 CYP2E1의 selective substrate 인 p-nitrophenol의 

hydroxylation 이 현저하게 높았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EER은 상대간무게에 의존

하여 사용된 실험조건에서 microsomal ethanol oxidizing system (MEOS)의 역할은 

거의 무시할 정도로 낮은 것으로 사료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연령층의 랫트에서 간의 trigylceride와 MDA level은 4주와 12주령

의 정상 랫트사이에서는 차이가 없었으나 50 주령의 랫트에서는 현저하게 증가하

였다 (Fig. 2). 이 결과는 동물의 연령증가에 의해 (즉, 노화에 따라) 자연적으로 

산화적 상해가 증가함을 시사한다. 또 에탄올 투여는 4주와 12주령의 랫트에서는 

triglyceride와 MDA level을 대조군에 비해 상승시켰으나 50주령의 랫트에서는 유

의적인 증가를 유발하지 못하였다. 에탄올에 의한 산화적 손상이 노령 쥐에서 저

하하는 것은 에탄올 대사의 연령에 따른 대사저하와 유관한 것으로 보인다. 4 주

령의 랫트에서 특히 에탄올에 의한 MDA level 의 상승이 높은 것은 이 연령대의 

랫트에서 CYP2E1 활성이 높은 사실과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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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주령, 12주령, 그리고 50주령의 랫트에서 GSH 및 관련지표를 측정하였다 (Table 

5). GSH는 연령증가에 관계없이 동일 범위 내에 존재하였다. 그러나 에탄올을 투

여하였을 때 간의 GSH 함량은 고연령층의 랫트일수록 현저하게 저하되었다. 이 결

과는 에탄올의 생체대사가 연령증가에 따라 저하된 사실을 고려하면 에탄올이나 

그 대사물 자체의 공격이 증가한 것이 아니고 산화적 손상에 대응하는 활성 (즉, 

항산화활성) 이 연령증가에 따라 저하됨을 의미한다. 그 기전을 확인하기 위해 측

정된 GCS 활성은 고연령 랫트일수록 에탄올에 의해 저하하며 필수합성원료인 

cysteine 의 농도는 증가하였다. 이 결과는 노령 랫트일수록 GCS 활성억제에 의해 

cysteine 이 GSH 합성에 이용되지 못하므로 간 내에서 축적되기 때문으로 보인다. 

본 연구실험결과는 항산화물질과 산화적손상은 비례적으로 변화하지 않음을 시사

하며 따라서 항산화활성을 측정하기 위해서는 다수의 항산화활성지표의 측정이 필

요하며 또 항산화활성의 변화는 산화적 스트레스하에서 현저하게 변화하므로 생체

나 조직의 antioxidant system의 활성을 판정하기 위해 실험계에 산화적 손상의 

유발을 선행하는 방법이 시도되어야 함을 시사한다. 

Figure 1.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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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age increase on various parameters related to ethanol 

metabolism in nave rats

4 Weeks

(N = 8)

12 Weeks

(N = 12) 

50 Weeks

(N = 8)

Alcohol Dehydrogenase 

(nmol/min/mg protein)
48.4 ± 4.7 46.5 ± 3.6 42.9 ± 1.5

Cytochrome P-450

(nmol/mg protein)
 0.418 ± 0.029   0.482 ± 0.017 0.511 ± 0.024

Cytochrome b5

(nmol/mg protein)
 0.388 ± 0.044   0.345 ± 0.026 0.322 ± 0.005

p-Nitrophenol 
Hydroxylation

(nmol/min/mg protein)

  1.09 ± 0.07a   0.75 ± 0.02b   0.70 ± 0.07b

p-Nitroanisole 
-Demethylation

(nmol/min/mg protein)

  1.46 ± 0.17a   1.12 ± 0.01b   1.11 ± 0.07b

Aminopyrine 

N-Demethylation
(nmol/min/mg protein)

 3.56 ± 0.28  2.92 ± 0.17  3.14 ± 0.29

Relative Liver Weight 

(%)
  4.57 ± 0.50a    3.71 ± 0.05b    2.97 ± 0.10c

Body Weight (g) 85 ± 2a 236 ±  3b 349 ± 7c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Comparison among the three 

differentage groups for each parameter was made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a,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ne from the others (p < 0.05).

Table 5. Effect of ethanol on hepatic GSH, GCS activity and cysteine 

concentration

4 Weeks

(N = 5)

12 Weeks

(N = 9)

50 Weeks

(N = 5)

Cysteine

(nmol/g 

liver)

Control 153.6 ±   6.6a  131.6 ±   5.0b 103.8 ±   6.1c

Ethanol 106.6 ±   9.8**a   155.9 ±   8.9*b    166.4 ±   19.3*b

GCS

(mol/min/g 

liver)

Control  45.4 ±   7.7 38.2 ±   5.1 42.7 ±   3.7

Ethanol   52.1 ±   5.9a 35.6 ±   3.6b   30.0 ±   2.5*b

GSH

(umol/g 

liver)

Control  4.39 ±  0.7 5.51 ±   0.3 4.83 ±   0.6

Ethanol   3.29 ±   0.2a   2.52 ±   0.2***b    1.91 ±   0.1***c

Rats were sacrificed for the assay 6 hr following treatment with ethanol 

(3g/kg, ip).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Asterisks indic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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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nave and the ethanol-treated rats of 

the same age (Student's t-test, *,**,***  p < 0.05, 0.01, 0.001). 

Comparison among the three different age groups with the same treatment 

was made using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a,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ne 

from the others (p < 0.05).

(3) 랫트에 dimethyldinitrosamine (DMN)　 반복투여가 antioxidant    

 system 에 주는 영향

DMN은 강력한 간독성과 발암성을 보유한 물질로 실험적으로는 hepatic fibrosis 

와 cirrhosis 유발의 model compound로 사용된다. 또 DMN은 CYP2E1에 의해 주로 

대사되며 그  독성기전은 이 화학물질의 대사과정에서 유발되는 oxidative stress 

와 연관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본 연구실험에서는 DMN의 4 주까지의 반복투

여에 의해 유발되는 liver fibrosis시 항산화활성의 변화를 기존의 효소활성과 

GSH 관련지표로 측정하고 또 새로운 방법인 TOSC 법으로 병용 측정하여 그 방법이 

유용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실험방법:

웅성 성체의 랫트를 사용하였다. DMN은 표준방법에 따라 주 3일간 총 4주까지 10 

μ l/kg의 용량으로 복강주사하였다. 간독성 지표로 ALT와 AST는 Reitman과 

Frankel의 방법을 (1957)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Bilirubin은 Parviainen (1997) 

의 방법으로, 4-hydroxyproline은 Kondo (1997)의 방법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MDA는 Volpi와 Tarugi (1998)의 수정된 HPLC법을 사용하였다. TOSC는 Regoli와 

Winston (1999)의 방법으로, 그 외 microsomal enzyme 지표와 GSH 및 유황아미노

산과 transsulfuration reactions 관련지표는 위의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들과 동

일한 측정법을 사용하였다. 또 GSH reductase는 Smith의 방법을 (1988) 이용하였

으며 GSH-Px는 Lawrence와 Burk의 방법 (1976)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대부분의 간독성과 fibrosis 지표는 DMN 투여 2 주 경과시점부터 변화하기 시작하

였으나 MDA는 투여직후부터 증가하였으며 오히려 투여기간의 연장에 따라 조금 저

하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Table 6). 이 결과는 DMN의 독성유발에 산화적 스트레

스가 매우 중요함을 시사하고 생체는 이 산화적 손상에 지속적으로 대응하거나 회

복시키는 기전을 보유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GSH 자체는 DMN 투여 2 주까지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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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상태에 비해 저하하지 않고 있으며 이 현상은 위의 예측을 지지하고 있다. 즉, 

조직이 겪는 산화적 스트레스는 판정은 어느 한 지표 (가장 중요한 항산화물질인 

GSH 나 산화적 손상의 지표인 MDA)에 의존할 수 없음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GSH-Px 활성 역시 4 주간의 DMN 투여에 의해 변화를 보이지 않아 (Table 7) 생체

와 조직 내 antioxidants system을 구성하는factor 들은 비례적으로 변화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실험동물의 간조직과 혈액에서 측정된 TOSC는 Fig. 3, 4, 5 와 같다. 간의 

cytosol fraction에서 측정된 TOSC 값은 hydroxyl radical, peroxynitrite, 

peroxyl radical 모두에 대해 DMN 투여에 의해 저하했으며 특히 간 중량당 TOSC 

값은 더욱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이러한 간손상 의존성 TOSC 값의 변화는 간의 

microsome이나 serum 샘플에서도 일반적으로 관찰되어 동시에 측정된 다른 항산화

지표에 비교했을 때 가장 신뢰성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것으로 판단되었다.

Tabl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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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Effect of NDMA on enzyme activities in transsulfuration pathway

NDMA was (10mg/kg, ip) given to animals 3 days per week for 4 consecutive 

weeks. Mean  SD for more than 4 rats. Asterisk indicates a significant 

difference from control (Student's t-test,  p < 0.05)

Control 

(N = 5)

NDMA

(N = 7) 

Protein (mg/g) 82.5 ± 3.4 75.5 ± 5.6

GSH Peroxidase (unit/mg)   0.09 ± 0.02   0.09 ± 0.02

GSSG Reductase (unit/mg)    0.08 ± 0.01      0.13 ± 0.02 **

g-Glutamylcysteine Synthetase  

(nmole/min/mg)
   5.83 ± 1.13    5.15 ± 0.80

Methionine Adenosyl 

transferase

(nmole/min/mg)

5 mM    0.315 ± 0.011    0.256 ± 0.030 **

0.1 mM    0.097 ± 0.008   0.099 ± 0.025 

Cystathionine b-Synthase
(nmole/min/mg)

  16.7 ± 1.3     12.9 ± 1.2 *

Cystathionine g-Lyase

(nmole/min/mg)
    66.4 ± 14.0     47.5 ± 7.3 *

Cysteine Dioxygenase

(nmole/min/mg)
    0.230 ± 0.036     0.398 ± 0.124 *

Cysteinesulfinic acid Decarboxylase 

(nmole/min/mg)
  24.2 ± 7.4     1.6 ± 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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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towards hydroxyl radicals, 
             peroxynitrite and peroxyl radicals of cytosol
 
        Rats were given an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DMN (10 µl/kg/day) 3 times 
        per week (3 consecutive daily injections and 4 days off per week) for 1, 2, 4 weeks.
        Animals were sacrificed on days 7, 14 and 28 from the initiation of exposur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or more than 4 rats.
        Different letters (a, b) indicate sigi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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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towards hydroxyl radicals, 
             peroxynitrite and peroxyl radicals of hepatic microsome

 
        Rats were given an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DMN (10 µl/kg/day) 3 times 
        per week (3 consecutive daily injections and 4 days off per week) for 1, 2, 4 weeks.
        Animals were sacrificed on days 7, 14 and 28 from the initiation of exposur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or more than 4 rats.
        Different letters (a, b, c) indicate sigi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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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towards hydroxyl radicals, 
             peroxynitrite and peroxyl radicals of serum
 
        Rats were given an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DMN (10 ml/kg/day) 3 times 
        per week (3 consecutive daily injections and 4 days off per week) for 1, 2, 4 weeks.
        Treated animals were sacrificed on days 7, 14 and 28 from the initiation of exposur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M for more than 4 rats.
        Different letters (a, b) indicate siginificant differences between groups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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