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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폴리스 섭취가 고지방 식이를 섭취한 흰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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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 of Propolis Intake on Antioxidative Capacity in Rats Fed High Fat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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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propolis on phenotypic markers of antioxidative
capacity in rats fed with high fat (HF) diet. Forty-five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and maintained for 8 weeks on experimental diets which were consisted of high-fat diet, high-fat
diet supplemented with 1% (w/w) propolis, and high-fat diet supplemented with 5% (w/w) propolis. RBC
and liver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and catalase (CAT) activities
were measured. Plasma concentrations of α-tocopherol and glutathione (GSH/GSSG) were determined
and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FRAP) and randox-total antioxidant status (TAS) of plasma were
evaluated. The concentration of plasma, liver and kidney malondialdehyde (MDA) were determined and
lymphocyte DNA damage were also measured by comet assay. Study results indicated that RBC SOD
activity and FRAP value were higher in HF＋1% propolis group compared to those of HF group, and
liver MDA concentration and FRAP value of HF＋5% propolis were higher than those of animals fed
with HF＋1% propolis and HF. Effect of propolis intake on GSH-Px, catalase, α-tocopherol, glutathione,
and lymphocyte DNA damage we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experimental groups. Liver weight
was higher in HF＋5% propolis group compared to HF+1% propolis group or HF group, whereas kidney
weight of HF＋5% propolis group was lowered than that of other two groups implying possible deleterious
effects by high level supplementation. (Cancer Prev Res 15, 143-151,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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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phenolic compounds, caffeoylquinic acid, diterpenoic acid, lignin,
coumarin acid 등을 포함한 200여종 이상의 성분으로 구
성되어 있다.1,2) Propolis는 고대로부터 약리작용이 있다
고 알려지면서 브라질 및 동유럽 등에서 민간요법으로
많이 사용되어 왔으며, 항염증,3,4) 항산화,5,6) 항박테리아
성,7,8) 항바이러스성,9) 항암,10) 방사선 보호 효과11) 등과

론

Propolis는 꿀벌이 여러 식물로부터 수집해 온 꽃눈(bud),
잎(leaves)에 자신의 침과 효소 등을 혼합하여 만든 수지
(resinous) 물질로써, 주요 성분으로 밝혀진 flavonoi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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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약리작용이 보고되고 있다.
특히 propolis의 주요 구성성분인 flavonoids는 free radical
로 야기되는 세포 손상을 방지함으로써 산화 억제의 기
12∼14)
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이러한 기능이 propolis의 다
15)
양한 생리활성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Propolis
및 그 주요성분들의 항산화 효능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
면, 당뇨를 유발한 동물에서 propolis 공급 후 혈당 강하,
지질 수준 개선 및 항산화효소 활성 효과 등이 보고되었
16)
으며,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비만 mice에서 체중 증가를
억제시키고, 혈중 non-esterified 지방산의 농도를 감소시
켜 고지방식이로 유도된 고지혈증을 방지하는 것으로
17)
18)
나타났다. 또한 Sobocanec 등 의 연구에 의하면 propolis
보충식이를 공급받은 mice의 혈장 및 간에서 lipid peroxidation processes (LPO)의 유의적인 감소 및 antioxidant
enzymes (AOE) 조절이 보고되었으나, 낮은 농도(100 mg/kg
body weight)에서는 산화로부터 혈장 보호의 효과를 보였
고 고농도(300 mg/kg body weight)에서는 prooxidant로 작
용하여 농도 의존적인 효능을 보였다.
경제적 풍요와 산업화로 인한 영양 섭취의 증가와 활
동량 감소로 우리나라의 비만 유병률도 점점 증가하고
있어 2008년 국민영양조사에 의하면 만 19세 이상 성인
19)
의 31.0%가 비만으로 나타났다. 비만은 암, 뇌혈관 및
심혈관계질환, 고혈압 및 당뇨병 등의 주요 위험인자로
써, 일반적으로 섭취하는 에너지보다 소비하는 에너지
가 부족한 에너지 불균형에 의해서 초래되며 고지방식
20)
이가 주요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고, 지방을 과다하게
섭취할 경우 산화스트레스가 증가된다는 연구보고가 있
21)
다. 따라서 이러한 산화적 손상을 경감시킬 수 있는 소
재와 작용기작 및 적정 섭취량 등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 총 열량의 40%를 함유한 고지
방식이 대조군과 함께 propolis를 농도별로 중재하여, 항
산화 측면에서 DNA 손상, 항산화효소 활성 및 항산화
능, 지질 과산화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후 관찰하여
propolis의 섭취가 고지방식이시 체내 항산화능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평가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의 사육 및 식이

실험동물은 9주령의 Sprague Dawley종 수컷 흰쥐(중앙
실험동물, 서울) 45마리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1주일간
고형배합사료로 적응시킨 후, 한 군당 15마리씩 임의배
치법을 통해 총 3군으로 분류하였다. 동물식이는 modi-

fied AIN-93G diet를 기본으로 하였으며, 한 군은 지방이
총 열량의 40%를 함유한 고지방식이 대조군(HF control)
이며, 실험군은 총 식이 무게의 각 1%와 5%를 지방에서
propolis로 대체한 1% propolis군(HF＋1% propolis)과 5%
propolis군(HF＋5% propolis)으로 하여 해당식이를 8주간
공급하였다. 또한 실험식이와 탈이온수는 자유급식방법
o
으로 급여하였으며, 사육실의 환경은 온도 24±2 C, 상대
습도 60±5%로 유지하였고, 명암은 12시간 주기로 조절
하였다.
2. 시료 수집 및 전처리

사육기간이 종료된 동물들을 12시간 절식시킨 후 diethyl
ether로 마취시켜 개복한 후 주사기를 이용하여 심장에
서 혈액을 채취하였고, 전혈은 comet assay 분석을 위해
20μl를 분주하고 나머지 혈액은 EDTA tube에 담아 20분
간 방치시킨 후 원심분리기(Union 32R centrifuge, Hanil,
Korea)로 2,800 rpm, 4oC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아래
층의 적혈구와 위층의 혈장을 분리한 후, 혈장은 −70oC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 적혈구는 0.9% NaCl로 처리한
후 항산화효소 측정을 위해 −70oC에서 저장하였다. 또
한 간과 신장은 혈액을 채취한 후 즉시 떼어내어 ice cold
saline에 넣어 세척한 다음 물기를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
하고, −70oC deep freezer에 보관하여 항산화효소 및 지질
과산화물 측정에 사용하였다.
3. 항산화효소 분석

항산화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및 catalase (CAT)의 활성도를 측정하였
다. 적혈구와 간의 SOD 활성은 Flohé와 Otting22)의 방법으
로 측정하였다. 이 방법은 xanthine이 xanthine oxidase에
의해 생성한 superoxide의 경우 ferriccytochrome c (Fe＋＋＋)
를 ferrouscytochrome c (Fe＋＋)로 환원시 SOD가 존재하면
SOD가 superoxide에 대해 경쟁적으로 작용하여 ferriccytochrome c의 환원속도가 감소된다는 원리로, SOD의 분당
활성 정도는 ferriccytochrome c의 환원을 50% 방해하는
SOD의 양을 1 unit으로 하여 나타내었다.
적혈구와 간의 GSH-px 활성도는 Flohé와 Günzler23)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GSH-px가 t-butyl hydroperoxide와 환원형 glutathione (GSH)의 반응에 관여하여
산화형 glutathione (GSSG)을 생성하고, 이 GSSG는 glutathion
reductase (GR)의 작용으로 NADPH를 NADP로 산화시키
며 다시 GSH로 환원되는데, 이 때 감소되는 NADPH의
사라지는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GSH-px 활성도는
1분당 NADPH가 사라지는 정도를 1 unit로 하여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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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24)
적혈구와 간의 CAT 활성도는 Johansson과 Borg 의 방법
으로 측정하였다. KH2PO4-NaOH (pH 7.0) 250 mM 300μl,
100% methanol 300μl, 0.27% H2O2 60μl를 polystylene
o
tube에 넣고 여기에 효소원 600μl를 가하여 20 C에서 20
분간 shaking 시키면서 반응이 일어나게 한 후 7.8 M
KOH 300μl를 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여기에 34.2
o
mM purpald 용액 600μl를 가하여 20 C에서 10분간 shaking
시킨 후 65.2 mM potassium periodate를 300μl 가하여 발
색시키고, spectrophotometer로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으며, formaldehyde를 표준용액으로 하여 얻은 표준
곡선으로부터 활성도를 계산하였다.
4. 혈장 α-tocopherol, glutathione 및 항산화능

145

방법을 이용하여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FRAP)를
측정하였다. 혈장과 FRAP reagent (300 mM acetate buffer,
pH 3.6; 10 mM TPTZ solution; 20 mM FeCl3ㆍ6H2O)을 반
o
응시켜 37 C에서 15분간 배양시킨 후 15분 뒤 593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분석하였다. 혈장 총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randox-total antioxidant status (TAS)는 TAS kit
(Randox Co.,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ABTS (2,2’Azino-di-[3-ethylbenzthiazoline sulphonate])를 peroxidase 및
＋
H2O2와 함께 배양해서 만든 ABTS 양이온 radical은 600
nm에서 흡광도 측정시 비교적 안정된 청록색을 가지는
데, 청록색은 sample 내에 들어있는 항산화제의 양에 비
례하여 발색 정도가 억제되며, 억제되는 정도를 이용해
서 시료에 들어있는 TAS를 측정하였다.
5. 지질과산화물 측정

분석

항산화 영양소인 혈장 α-tocopherol은 HPLC를 이용한
Bieri 등25)의 방법을 통하여 측정하였으며, Waters HPLC
system은 Waters 600 pump, Waters 600 controller로 구성되
었다(Waters Ltd., Watford, UK). 이동상은 methanol과 H2O
를 7：3 (v/v)으로 하여 사용하였으며, 유속은 2 ml/min으
로, μBondapak C18 column 10μm (Waters, USA)을 이용
하며, 파장 292 nm에서 UV detector (Waters 486, Waters
Ltd., Watford, UK)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적혈구 내 glutathione (GSH/GSSG)의 양을 측정하기 위
하여 glutathione assay kit (Cayman, USA)를 이용하여 분석
하였다. Metaphosphoric acid regent를 이용하여 적혈구 내
단백질을 제거한 후, 4 M의 TEAM regent로 시료의 pH를
높인 후, DTNB가 포함된 assay solution에 25분간 반응시
켰다.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total GSH를 측정
한 후, 다시 TEAM regent로 pH를 높인 시료에 2-vinylpyridine를 첨가함으로써 GSSG를 유도하고 DTNB가 포함
된 assay solution에 반응시켜 GSSG를 측정한 후 GSH/GSSG
의 비를 구하였다.
혈장의 철 환원능을 측정하기 위해 Benzie과 Strain26)의

혈장, 간 및 신장 조직 내 malondialdehyde (MDA) 농도
는 lipid peroxidation assay kit (Calbiochem-Novabiochem Co.,
German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MDA 1분자는 2분자
의 N-methyl-2-phenylindole (in acetonitrile)과 45oC에서 반
응하여 안정된 착색물을 생성하는데 이의 흡광도를 586
nm에서 측정하였다. 또한 혈장 내 8-isoprostane 양을 측
정하기 위하여 8-isoprostane Enzyme Immunoassay kit (Cayman,
USA)를 이용하였으며, polyclonal goat anti-mouse가 coating
된 96-well plate에 sample, standard, acetylcholinesteraselinked 8-isoprostain 및 8-isoprostane antibody를 넣고 18시간
동안 4oC에서 반응시킨 후 Ellman's reagent로 발색시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6. Comet assay에 의한 DNA 손상 측정

Comet assay는 Singh 등27)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처리된 시료를 agarose gel에 분산하여 유리 슬라이드
에 얹어 고정시킨 후 조직 단백질을 제거하고 DNA를
노출시키기 위해 lysis 용액으로 배양하였다. 슬라이드를
전기 영동한 후 세척하여 ethidium bromide로 염색한 다

Table 1. Food intake, body weight gain, food efficiency ratio (FER), liver weight, and kidney weight in experimental animals
Variable
Food intake (g/day)
Body weight gain (g/8 weeks)
FER (%)
Liver weight (g)
Kidney weight (g)
1)

HF Control
1)a2)

19.38±0.69
252.50±42.45a
0.22±0.04a
b
16.30±2.31
a
2.90±0.20

HF+1% propolis
a

19.42±0.69
219.17±25.97b
0.20±0.02b
17.54±1.99b
2.95±0.18a

HF+5% propolis
b

17.73±0.47
72.73±23.70c
0.07±0.02c
19.67±3.12a
2.36±0.13b

Significance
p<0.05
p<0.05
p<0.05
p<0.05
p<0.05

Mean±standard error, 2)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l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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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0.05), 신장 무게에서는 다른 두군에 비해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p＜0.05).

음 형광 현미경으로 관찰하고 Comet 4.1 program (Kinetic
Imaging Ltd., UK)을 이용하여 DNA 손상 정도를 tail
length 및 tail moment로 측정하였다.

2. 적혈구와 간조직 내 항산화효소 활성 정도

7. 통계처리

Propolis의 중재가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쥐의 적혈구
및 간조직의 항산화효소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한
결과(Table 2), 적혈구와 간의 GSH-Px 및 catalase의 경우
propolis의 보충에 따른 군 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
다. 그러나 적혈구 내 SOD의 경우 대조군, 1% propolis군,
5% propolis군에서 각각 36.68 Unit/min/mg protein, 107.38
Unit/min/mg protein, 73.93 Unit/min/mg protein으로 1%
propolis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p＜0.05).
간조직내 SOD 활성은 세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

모든 실험 분석 결과는 SAS program을 이용하여 각 군
의 평균과 표준오차를 계산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
(one-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α=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각 실험군의 평균치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결

과

1. 체중변화와 식이효율

실험동물의 식이 섭취량, 체중변화, 식이효율과 간 및
신장의 무게에 대한 결과는 Table 1과 같다. 식이 섭취량
은 5% propolis군이 다른 두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았으
며(p＜0.05), 체중 증가량 및 식이효율의 경우 세군간 유
의한 차이를 보여 대조군, 1% propolis군, 5% propolis군의
순으로 나타났다(각 p＜0.05). 또한 5% propolis군은 다른
두군에 비해 간 무게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

3. 혈장 α-tocopherol, glutathione 및 항산화능
분석

Propolis의 중재가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쥐의 혈장 내
α-tocopherol 및 적혈구 내 glutathione (GSH/GSSG) 농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Table 3), 대조군, 1% propolis
군, 5% propolis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Table 2. Effect of dietary propolis on SOD activities, GSH-Px activities, catalase activities and XO activities in rats fed high-fat
diet
HF control
1)

SOD

GSH-Px2)
3)

Catalase

RBC
Liver
RBC
Liver
RBC
Liver

(Unit/min/mg protein)
(Unit/min/mg protein)
(Unit/min/mg protein)
(Unit/min/mg protein)
(nmol/min/mg protein)
(nmol/min/mg protein)

HF+1% propolis

4)b5)

36.68±6.43
48.56±7.77
0.47±0.06
1.21±0.36
45.00±9.25
1,628.27±490.94

a

107.38±30.60
51.43±8.50
0.46±0.04
0.75±0.16
44.77±8.61
4,061.15±1224.48

HF+5% propoils
ab

73.93±23.79
69.30±25.48
0.24±0.08
1.18±0.31
44.08±7.38
2,582.20±860.73

Significance
p＜0.05
6)
NS
NS
NS
NS
NS

1)

Superoxide dismutase (SOD) activities are expressed as units per minute per mg protein (1 unit inhibits the rate of reduction
of cytochrome C by 50% in a coupled system with xanthine and xanthine oxidase at pH 7.8 and 25oC in a 3.0 ml reaction
2)
volume),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activities are expressed as units per minute per mg protein (1 unit catalizes the oxidation
o
3)
by H2O2 of 1.0μmol of reduced glutathione to oxidized glutathione per min at pH 7.0 and 25 C), Catalase activities are expressed
4)
5)
as nmole formaldehyde utilized as standard per mg protein, Mean±standard error,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l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6)Not significant at α=0.05 by ANOVA test.

Table 3. Effect of dietary propolis on plasma α-tocopherol concentration and glutathione (GSSG/GSH) in rats fed high-fat diet
Variable
α-Tocopherol (mg/l)
Glutathione (GSH/GSSG)
1)

HF control
1)

7.89±0.82
2.11±0.35

HF+1% propolis

HF+5% propolis

Significance

8.22±0.46
2.07±0.22

6.85±0.70
2.07±0.22

NS2)
NS

Mean±standard error, 2)Not significant at α=0.05 by ANOVA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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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f dietary propolis on Plasma FRAP (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value (A) and TAS (Randox-total antioxidant
1)
status) (B) in rats fed high-fat diet.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l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c).

Fig. 2. Effect of dietary propolis on plasma, liver and kidney
MDA levels in rats fed high-fat diet. 1)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l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α=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b).

혈장의 철 환원능(Ferric reducing ability of plasma; FRAP)
및 총 항산화능(Randox-total antioxidant status)을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총 항산화능은 세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철 환원능의 경우 5% propolis군(1112.82

μM/l), 1% propolis군(967.50μM/l), 대조군(892.42μM/l)의
순으로 나타나 세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였다(p＜0.05).
4. 지질과산화물 측정

Propolis의 중재가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쥐의 혈장 및
조직 내 MDA 및 혈장 8-isoprostane 농도에 미치는 영향
을 측정한 결과는 Fig. 2, 3과 같다. 혈장 및 신장 내 MDA
는 세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간조직 내

Fig. 3. Effect of dietary propolis on plasma F2α-isoprostane
in rats fed high-fat diet.

MDA의 경우 대조군, 1% propolis군, 5% propolis군에서 각
각 16.67 nmol/g wet liver, 20.67 nmol/g wet liver, 34.29
nmol/g wet liver로 나타나 5% propolis군이 다른 두군에 비
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p＜0.05). 또한 혈장
8-isoprostane는 5% propolis군이 다른 두군에 비해 높은 경
향을 보였지만, 세군간 유의한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5. DNA 손상 정도

Propolis의 중재가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쥐의 DNA 손
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comet assay를 통해 측정한 결과
는 Table 4와 같다. Tail length 및 tail moment는 고지방식
이 대조군, 1% propolis군, 5% propolis군에서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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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Effect of dietary propolis on lymphocyte DNA damage in rats fed high-fat diet
Variable

HF control

HF+1% propolis

1)

Tail length (μm)
Tail moment

38.07±2.79
11.41±1.25

40.47±3.33
10.11±1.37

HF+5% propolis
35.52±2.67
10.67±0.65

Significance
NS2)
NS

1)

Mean±standard error, 2)Not significant at α=0.05 by ANOVA test.

고

찰

Propolis는 항염증, 항산화, 항박테리아성, 항바이러스성
및 항암 등과 같은 생리활성이 보고되고 있으며,4,6,8∼10) 이
러한 다양한 생리활성은 대부분 항산화 효능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15) Propolis 및 그 주요성분들의 항산
화 효과에 대해서는 그 동안 in vitro 실험 및 일부 동물실
험을 통하여 보고되었으며,24,28,29) propolis의 주요 구성성
분인 flavonoids가 세포 내 자유 라디칼을 제거함으로써
강력한 항산화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인다.30) Isla 등31)
은 브라질에서 수집한 propolis에 DPPH 소거 활성능 및
지질과산화 저해능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그 항산화능
이 항산화제로써 흔히 사용되는 quercetin이나 butylated
hydroxytoluene (BHT) 보다 높다고 하였다. 또한 브라질의
propolis로 DPPH 소거 활성능과 xanthine-xanthine oxidase
(XOD)를 분석한 결과 비타민 C와 α-tocopherol 보다
propolis의 항산화능이 더 강력함을 보고한 연구결과도
있었다.32)
한편 지방은 체내에서 reactive oxygen species (ROS) 형성
을 유발하는 uncoupler로 작용하여, 세포막의 분화 및 지
질 과산화물의 형성을 유도할 수 있다.33)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흰쥐에서 propolis의 항산화
능을 알아보고자, 지방이 총 열량의 40%를 함유한 고지
방식이 대조군과 함께 식이 중 1%와 5% propolis를 8주간
중재하여, 항산화 측면에서 항산화효소 활성, 항산화영
양소 및 항산화능, 지질과산화물 및 DNA 손상 정도 등
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항산화효소로 측정한 SOD
는 반응성이 큰 superoxide anion을 O2와 H2O2로 전환시키
는 반응에서 촉매작용을 하는 항산화효소로, 세포에서
과산화물에 대해 방어하는 첫 번째 체계이다.34) 또한
GSH-Px는 GSH의 존재 하에 H2O2의 환원에 중요한 역할
을 하여 세포막과 세포 단백질을 산화적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35)
본 연구 결과 적혈구와 간조직 중 GSH-Px 활성, CAT
활성은 대조군과 propolis 중재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적혈구의 SOD 활성은 1% propolis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났다. 동물실험에서

propolis 관련하여 항산화효소 활성을 측정한 연구로,
Kismet 등36)은 100 mg/kg body weight의 propolis를 보충받
은 쥐의 간조직 중 GSH-Px는 대조군에 비해 높았으나
혈장의 GSH-Px는 propolis 중재에 따른 군간 유의적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였다. 또한 propolis에서 분리한
caffeic acid를 쥐에게 보충한 결과 혈장 SOD가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한 연구결과도 보고되었다.37) 그러
나 대부분 propolis 중재 동물실험에서는 당뇨병, 급성 췌
장염, 천식 등의 질환모델을 사용하였거나,29,38,39) 에탄올
독성, 저산소 상태로 유도한 산화스트레스 상태하에서
propolis의 항산화 효능이 언급되고 있으므로,37,40,41) 고지
방식이 후 propolis의 중재 효과를 살펴본 본 연구와 직접
비교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그러나 본 연구의 고지방식
이와 1% propolis를 중재한 실험군에서 고지방식이 대조
군에 비해 항산화효소 활성의 첫 번째 방어 체계인 SOD
의 증가 효과를 보였고 혈장 FRAP도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으므로, 이와 같은 결과를 토대로 propolis의 중재
가 체내 항산화 체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보다 구체적
인 기전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Propolis가 지질과산화물에 미치는 효과에 대한 문헌에
서, Sun 등42)은 비타민 E가 결핍된 쥐에게 식이 중 1%의
propolis를 8주간 섭취시켰을 때 위나 소장 내 지질과산화
물의 농도는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대장 내
지질과산화물의 농도는 propolis 섭취시 현저하게 감소되
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Lee 등43)이 흰쥐를 대상으로
phenethyl ester of caffeic acid (CAPE)을 중재한 후 tert-butyl
hydroperoxide (t-BHP)로 간독성을 유발하여 propolis의 효
과를 본 연구에서 CAPE는 간의 산화스트레스를 유의하
게 감소시키며, 이는 CAPE가 t-BHP의 급속한 효과로부
터 세포를 보호함으로써 t-BHP로 유도된 산화적 간 손
상을 저해하는 효과로 설명하였다. 또한 같은 실험에서
간독성을 유발하지 않고 정상대조군과 CAPE 10 mg/kg
body weight로 복강내 투여하여 비교한 결과, CAPE 보충
에 따른 지질 과산화물 함량의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
았다.43) 본 실험 결과 혈장과 신장 내 MDA 수준은 대조
군과 propolis 중재군 간에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
나, 간조직 내 MDA 수준은 5% propolis군에서 다른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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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 비해 유의하게 높게 나타나 조직간 일관성 있는 결
과를 보이지 않은 타 연구와 유사한 양상을 보였다. 섭취
한 propolis는 간에서 대사과정을 거치게 되고 많은 양의
대사 중간산물이 생기면서 산화스트레스가 증가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다수의 연구에서 고농도의
항산화물질 보충이 산화스트레스를 증가시키는 결과를
44)
제시한 바 있다.
고지방식이시 산화 스트레스를 유발할 수 있으며, 만
성적인 산화스트레스 하에서 산화와 항산화의 균형이
깨어질 수 있으며, 증가된 산화스트레스는 DNA 손상을
21)
유발할 수 있다. 생체 세포의 DNA 손상 정도를 측정하
는 것은 자유유리기 생성과 항산화 시스템의 균형이 깨
져서 생기는 산화 스트레스의 증가 정도를 평가하기 위
한 민감한 생체지표라 할 수 있다. 일부 연구보고에 의하
면 propolis가 대장세포에서 dimethylhydrazine (DMH)로 유
45)
도된 DNA 손상을 완화시켰다고 하였으며, propolis의
주요성분 중 하나인 CAPE의 경우 tert-butyl hydroperoxide
(t-BHP)로 유도된 간 독성에 대해 ROS를 제거함으로써
DNA 손상으로부터 보호효과가 있다는 연구결과도 있
43)
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1% 및 5% propolis 식이는 tail
moment와 tail length에서 대조군과 유의한 차이를 보이
지 않아 DNA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는 가지지 않는 것
으로 나타났다.
Propolis의 항산화 기능성은 propolis가 함유하고 있는
polyphenol 및 flavonoid 함량에 기인하는데, propolis의 종
류, 산지, 채취 시기 및 추출방법 등에 따라 polyphenoic
compounds 혹은 flavonoid compounds 함량이 다를 수 있
15,18,46)
고,
이에 따라 DNA 손상 회복능 및 항산화력이 달
라질 수 있으므로 단순히 propolis의 중재 양만 비교하여
결과를 해석하는데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또한 de Assis
21)
등 의 연구에 의하면 고지방식이를 12달 동안 중재한
후 산화스트레스가 유도되었다고 보고되어, 본 연구에
서 사용한 8주간의 고지방식이는 확실한 산화스트레스
를 유발하기에는 어려웠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propolis의 효과는
혈중 항산화지표인 FRAP과 TAS의 증가에 기인하는 것
으로 보이므로, 이는 혈중 항산화물질 증가에 의한 직접
적인 영향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 5% propolis의 경우 식이 섭취량, 체
중 증가, 식이효율 등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으며, 간무게 증가 및 신장무게 감소를 나타냄으로
5% propolis 식이는 안전성 측면에서 재평가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인다.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1% propolis 식이
를 8주간 섭취시킨 동물에서 적혈구의 SOD 활성과 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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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RAP 농도가 증가하였고, 5% propolis 식이를 섭취한 동
물의 경우에는 혈장 FRAP이 증가하였으나 간의 지질과
산화물의 농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역효능을 나타내
었다. 또한 5% propolis 식이는 체중 증가량이 현저히 감
소하고 간기능이 저하하는 것으로 나타나 그 안전성에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지방이 총 열량의 40%를 함유한 고지
방식이 대조군과 함께 propolis를 농도별로 중재하여, 항
산화 측면에서 DNA 손상, 항산화효소 활성 및 항산화
능, 지질 과산화물까지 종합적으로 분석 후 관찰하여
propolis의 섭취가 고지방식이시 체내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알아보았다. Sprague Dawley종 수컷 흰쥐
9주령 45마리를 고지방식이 대조군(HF control), 각 식이
무게의 1%와 5%를 지방에서 propolis로 대체한 1% propolis
군(HF＋1% propolis)과 5% propolis군(HF＋5% propolis) 등
3군으로 나누어 동물실험을 진행하였으며, 8주간 사육
하였다. 8주 후에 혈액과 간, 신장조직을 채취하여 적혈
구와 간의 superoxide dismutase (SOD), glutathione peroxidase
(GSH-Px) 및 catalase (CAT)의 활성도를 측정하였으며, 혈
장 α-Tocopherol, glutathione (GSH/GSSG) 및 항산화능을
분석하였고, MDA 및 혈장 8-isoprostane와 같은 지질과산
화물 및 임파구의 DNA 손상 정도를 comet assay로 측정
하였다. 실험 결과, 5% propolis군은 다른 두군에 비해 간
무게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난 반면(p＜0.05), 신장
무게에서는 다른 두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
다(p＜0.05). 또한 항산화효소 활성 측정 결과, 적혈구와
간의 GSH-Px 및 catalase의 경우 propolis의 보충에 따른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적혈구 내 SOD의
경우 1% propolis군이 대조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다
(p＜0.05). 혈장 내 α-Tocopherol 및 적혈구 내 glutathione
(GSH/GSSG)과 같은 항산화영양소 및 총 항산화능에서는
대조군, 1% propolis군, 5% propolis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
이지 않았으나, 철 환원능의 경우 5% propolis군, 1%
propolis군, 대조군의 순으로 나타나 세군간 유의한 차이
를 보였다(p＜0.05). 또한 혈장 및 신장 내 MDA는 세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간조직 내 MDA의 경우
5% propolis군이 다른 두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
났으며(p＜0.05), Propolis의 중재가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쥐의 DNA 손상 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comet assay를 통
해 측정한 결과, 고지방식이 대조군, 1% propolis군, 5%
propolis군에서 군간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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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내용을 요약하면, 고지방식이에 1% propolis를 8주간
흰쥐에게 섭취시켰을 때 적혈구 내 SOD 활성 및 혈장
FRAP 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5% propolis 섭
취시 혈장 FRAP 및 간 내 MDA 수준이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농도 의존적인 효능이라고는 결론지을 수 없지
만, 부분적으로 propolis의 항산화 효능을 관찰할 수 있었
다. 그러나 5% propolis 섭취시 간 무게는 유의적으로 증
가한 반면 신장 무게는 유의적으로 감소하여, 그 안전성
에 대한 고찰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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