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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Effect of Herbal Mixture Including Lycii Fructus on
Hepatotoxicity Induced by Thioacetamide in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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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bjectives :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herbal mixture including Lycii fructus (HML) in thioacetamide
(TAA)-induced hepatotoxicity in mice. Methods : To confirm the liver protective effect, induced by TAA for 3 days injection at 100
mg/kg mice, HML were treated for 8 weeks at 300 mg/kg/day, 1000 mg/kg/day. Positive control was treated silymarin 50
mg/kg/day after TAA injection. The changes of mortality rate, clinical signs, organ weight, relative liver, blood chemistry and
histopathological findings were analyzed after experiment. Results : Body weight gain was observed in all groups, but TAA treated
group at 4th week and all treated groups decreased weight compared to the untreated group. As a result of organ weight
measurement, organ weight gain due to hepatic injury was observed statistically significantly in TAA-treated group and
TAA+Silymarin treated group, and the herbal mixture-treated group showed a tendency to decrease compared to the TAA treated
group. Blood biochemistry showed that total cholesterol and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decreased statistically in
TAA+low-dose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treated group compared to the TAA-treated group.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showed that liver abnormalities were not observed in untreated group, liver fibrosis was observed in liver injury with TAA treated
and herbal mixture treated group. And, TAA+high dose herbal mixture group showed relaxation tendency on liver calcification
compared to the TAA treated group. Conclusions : According to the above results, HML provided hepatoprotective effects on the
hepatic injury by reduction of inflammatory respon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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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등과 같은 성인병 및 난치병 등의 만성질환 발병율이 증가하고 있
다. 그 중 간질환은 사망원인 중 전체 8위에 해당되며 간질환 환자

현대사회에서는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

1-3)

의 발병률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다

.

으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식사, 스

간질환은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러스성, 알콜성, 약물성 등의 원

트레스,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간질환, 비만, 당뇨, 고혈압, 암

인으로 염증반응이 생기며, 이 염증반응이 간염을 일으키고, 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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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염이 지속되어 악화하는 경우 간섬유화(fibrosis), 간경변증, 간
4,5)

암 등으로 진행되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
간독성 물질인 thioacetamide (TAA)는 만성 간질환 즉, 만성간
6)

2)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약재는 (주)HMAX에서 구입하였으며, 용량은
다음과 같다(Table 1).

염, 간경화, 간암등의 실험모델로 사용되고 있다 . TAA는 간

3) 시료조제

microsomal mixed-function oxidase에 의해 생체전화되어 급성

본 연구에 사용된 한약재들을 3차 증류수 1,000 ml와 함께 넣은

7,8)

및 만성 간손상을 유발한다 . TAA의 일회투여후 급성 간괴사가

뒤 heating mantle을 이용하여 4시간동안 가열하고 6시간 냉각시

보고되었으며, 간괴사의 병인으로 간 세포막 효소들의 변화,

켜 구기자복합 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추출물을 얻은 후 거즈로 1차

microchondria의 변화와 bile canalicular membrane과 tight

여과 한 후 여과지로 2차 여과를 진행하였다. 여과를 마친 후 여과

9-11)

. 또한 TAA는 간세포에 Ca 을

액을 감압 농축하여 100 ml 농축액을 얻었다. 농축액을 −80℃

비정상적으로 유입시킴으로써 산화적 인산화 작용을 억제하여 간

냉동고에 얼린 후 동결건조 한 뒤 분말을 얻어 시료로 사용하였다.

세포 호흡대사를 억제한다. 약물투여 초기에 대사적 손상을 유발

동결건조 추출물은 30 g을 얻었고 수율은 약 19%이다.

junctions의 변화가 관찰되었다

++

하고 결과적으로 간경변, 간세포 증식, 실질 세포괴사 등을 초래한
다12,13).

2. 실험방법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대표적인 한약재인 구기자는 허약, 만성
소모성 질환, 신장 및 간의 보호작용, 콜레스테롤 저하작용, 혈압강
14)

1) 실험동물군 분리
정상대조군, 복합물투여군, TAA 투여군, TAA+양성대조군,

하작용 등 여러 가지 질병의 예방 및 치료에 사용되어지고 있다 .

TAA+저농도 복합물투여군, TAA+고농도 복합물 투여군으로 구별

최근 연구에 의하면 구기자는 혈당과 콜레스테롤 저하작용이 있다

하여 한 군에 8마리씩 배정하였다. 정상대조군은 고형사료와 물만

고 보고하였으며, 간손상 실험모델에서 구기자를 경구투여시에 간

을 충분히 공급하였고, 복합물투여군은 복합물을 1,000 mg/kg/day

15,16)

. 또한 Yoon 등은 구기자 추출물

투여하였고, TAA 투여군은 TAA를 투여하였고, TAA+양성대조군

함유 알코올을 실험동물에 음용시켰을 때 알코올에 의하여 생성된

은 TAA투여 후 silymarin 50 mg/kg/day로 투여하였고, TAA+저

유해산소와 acetaldehyde의 해독효소활성이 증가됨을 관찰하였

농도 복합물투여군은 TAA 투여후 복합물 300 mg/kg/day 투여하

손상 보호작용을 보고하였다

17)

다 . 그러나, 구기자를 포함한 복합 한약추출물에 의한 간손상 보

였고, TAA+고농도 복합물투여군은 TAA 투여후 복합물 1,000

호작용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mg/kg/day로 경구투여 하였다. 양성대조군인 silymarin은 Aldrich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A로 유발된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구기자
복합물 약침액의 간 보호효과를 규명하고, 이를 간보호제로 알려

Chemical Co. (Milwaukee, WI, USA)제품으로 사용하였다
(Table 2).

진 silymarin과 비교하고자 하였다. 실험용 마우스에 TAA 간손상

2) 검액투여

모델을 이용하여, 마우스 체중변화, 혈액학적인 분석 및 조직학적

시험물질은 1회 1일, 1주일에 5일, 총 8주간 구강투여하였으며

인 분석을 통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용량은 4 ml/kg로 산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Table 1. Contents of Herbal Mixture
Name

1. 실험 재료
1) 동물
동물은 체중 20±1.0 g의 BALB/c 웅성 마우스를 사용하였으며,
사료는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실험실 환경에서 2주
이상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본 실험은 동물실험에 대한 과학적,
윤리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동물실험윤리
위원회의 승인(승인번호 : IAC2016-0913)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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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ycium chinesnse Miller
Actinidia polygama Miquel
Chaenomelis sinensis Koehne
Phragmites communis Trinius
Acanthopanax sessiliflorum Seeman
Pueraria lobata Ohwi
Valeriana fauriel Briquet
Cornus officinalis Siebold et Zuccarini
Zizyphou jujuba Miller var. inermis
Panax ginseng C.A. 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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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ight (g)
40
32
12
12
12
12
12
12
8
8
160

g
g
g
g
g
g
g
g
g
g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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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손상유발

12,000×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취하였다. 채취한

BALB/c mouse 수컷(7주령)에게 TAA로 간 섬유화를 유발하였

시료는 ELISA (Enspire Multimode Reader, PerkinElmer, MA,

다. TAA를 생리식염수에 녹인 후 100 mg/kg으로 3일간 복강 주사

USA)를 통한 분석과 의료법인인 이원의료재단(Eone Reference

하였다. 혈액 및 간 조직의 채취 전 전체 실험군은 18시간 이상

Laboratory, Seoul, Korea)에 의뢰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절식시켰다.

(Table 3).

4) 체중의 측정

7) 조직병리학적 검사

실험동물의 체중은 도입시, 군 분리시, 투여 개시 후 매주 1회

각 투여군의 모든 개체별로 간(Liver)을 적출한 다음 10%
neutral buffer formalin에 24시간 이상 고정하여 건국대학교 수

및 부검 당일에 측정하였다.
5) 장기중량 측정

의과대학 수의예과에 조직병리학적 검사를 의뢰하였다. 고정시킨

실험동물은 동물마취제(Zoletil)로 마취하여 채혈 및 안락사 시

각 조직들을 흐르는 물로 충분히 수세하고 70, 80, 90 및 100%

킨 다음 육안적 검사를 실시한 후에 장기에 대한 중량을 측정하였

에틸알코올로 단계적으로 탈수 후 paraffin 투과과정을 거쳐 포매

고, 절식체중에 대한 상대장기중량비를 측정하였다.

하였다. 박절편기로 약 4 μm 두께로 박절하여 hematoxylin-

6) 생화학적 검사

eosin (HE) 염색을 실시하였다. 간섬유화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모든 동물에 대하여 채혈 전에 약 18 시간 이상 절식시킨 실험동

평가하였으며; stage 1, expansion of the portal tracts without

물을 동물마취제로 마취하여 심장으로부터 채혈하였다. 채취한 혈

linkage; stage 2, portal expansion with portal to portal

액은 실온에서 응고시킨 다음 냉장원심분리(3,000 rpm, 4℃ 10

linkage; stage 3, extensive portal to portal and focal portal

분)하여 혈청을 취하였고, 간 조직은 perfusing 후 동일한 크기로

to central linkage; and stage 4, cirrhosis, 간석회화(liver

일부를 취하여 조직 1 g 당 10배의 5%의 Metaphosphoric acid를
가하여 homogenizer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균질화한 조직을

Table 3. Biochemistry Test
Item

Table 2. Experimetal Groups
Group

Treatment

I
II
III
IV
V
VI

Total Cholesterol
LDL-Cholesterol
HDL-Cholesterol
VLDL-Cholesterol
Albumin
ALT (SGPT)
AST (SGOT)
GSH/GSSG

Volume (mg/kg)

Untreated
Herbal mixture
TAA
TAA+Silymarin
TAA+Herbal Mixture
TAA+Herbal Mixture

0
1,000
0
50
300
1,000

I : Untreated group, II : Herbal mixture group, III : TAA group,
IV : TAA+positive control group, V : TAA+low dose herbal mixture
group, VI : TAA+high dose herbal mixture group.

Unit
mg/dl
mg/dl
mg/dl
mg/dl
g/dl
U/l
U/l
-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VLDL :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GSH/GSSG : Reduced Glutathione/
Oxidized Glutathione.

Table 4. Mortality Rate and Clinical Signs
Sex
Male

Group
I
II
III
IV
V
VI

No. of
animal
8
8
8
8
8
8

Mortality
(dead/total)
0%
12.5%
0%
0%
0%
12.5%

a

(0/8)
(1/8)
(0/8)
(0/8)
(0/8)
(1/8)

Week (s)

Clinical
observation

1

2

3

4

5

6

7

8

N
N
N
N
N
N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8
7

8
7
8
8
8
7

8
7
8
8
8
7

8
7
8
8
8
7

8
7
8
8
8
7

a

: Number of dead animals/Number of tested animals.
N : Normal.
I : untreated group, II : treated with herbal mixture (1,000 mg/kg), III : treated with TAA, IV : treated with TAA and Silymarin (50 mg/kg),
V : treated with TAA and low dose herbal mixture group (300 mg/kg, VI : treated with TAA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10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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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Body Weight
Body weight (g) on weeks

Sex Group
Male

I
II
III
IV
V
VI

0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1

2

3

4

5

6

7

8

21.32 (0.81) 21.89 (1.17) 22.06 (1.04) 22.88 (1.08) 23.44 (1.07)

24.85 (1.09) 25.38 (1.13) 26.67 (0.94) 26.76 (0.90)

21.31 (0.73) 22.06 (0.61) 22.09 (0.77) 22.29 (0.64) 22.91 (0.67)

24.84 (1.88) 25.32 (1.61) 26.58 (1.60) 27.08 (1.03)

21.82 (1.06) 21.28 (0.65) 21.88 (1.29) 22.44 (1.57) 22.18 (1.39)

24.60 (1.89) 24.23 (1.76) 25.17 (2.02) 26.43 (2.50)

21.54 (0.43) 21.21 (1.31) 21.76 (0.90) 22.31 (0.91) 22.05 (0.99)* 24.35 (0.66) 24.41 (1.36) 25.24 (1.11) 24.85 (1.79)
21.40 (0.72) 21.36 (1.14) 20.73 (0.61) 21.25 (0.60) 21.24 (0.76)** 23.47 (0.98) 24.38 (0.92) 24.71 (1.99) 25.57 (1.53)
21.72 (1.11) 21.63 (1.44) 21.28 (1.34) 20.94 (1.90) 21.48 (1.30)* 23.48 (2.54) 22.55 (2.35) 24.97 (2.07) 23.56 (2.22)

S.D.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I) (p＜0.05).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I) (p＜0.01).
I : untreated group, II : treated with herbal mixture (1,000 mg/kg), III : treated with TAA, IV : treated with TAA and Silymarin (50
mg/kg), V : treated with TAA and low dose herbal mixture (300 mg/kg), VI : treated with TAA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1,000
mg/kg).

Table 6. Organ Weight and Relative Liver
Sex
Male

Group
I
II
III
IV
V
VI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S.D.)
(S.D.)
(S.D.)
(S.D.)
(S.D.)
(S.D.)

Absolute liver

Relative livera

(g)

(%)

1.00
0.93
1.43
1.25
1.25
1.17

(0.05)
(0.07)
(0.21)*
(0.09)*
(0.12)
(0.07)

3.72
3.44
5.38
5.02
4.88
4.99

(0.11)
(0.27)
(0.33)
(0.21)
(0.52)
(0.34)

a

: index (%)=(Absolute organ weight/body weight at sacrifice)×
100.
S.D.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control (I) (p＜0.05).
I : untreated group, II : treated with herbal mixture (1,000 mg/kg),
III : treated with TAA, IV : treated with TAA and Silymarin (50 mg/kg),
V : treated with TAA and low dose herbal mixture (300 mg/kg),
VI : treated with TAA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1,000 mg/kg).

Fig. 1. Macroscopic appearance of liver.
I : untreated group, II : treated with herbal mixture (1,000 mg/kg),
III : treated with TAA, IV : treated with TAA and Silymarin (50 mg/kg),
V : treated with TAA and low dose herbal mixture (300 mg/kg),
VI : treated with TAA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1,000 mg/kg).

calcification)의 정도는 다음과 같이 네 단계로 평가하였다; stage
1, slight; stage 2, mild; stage 3, moderate; stage 4, severe.

결

과

3. 통계분석

1. 사망률 및 임상소견

모든 통계분석은 윈도우용 SPSS (ver. 11.0)을 이용하여 실시하

투여기간 동안, II그룹 (복합물투여군) 및 VI그룹 (TAA+고농도

였다. 기술통계학적 분석을 통해 각 집단에서의 측정값을 평균±표

복합물투여군)에서 1마리씩 사망 동물이 관찰되었다. 또한 별다른

준오차로 요약하였으며, 각 집단간의 유의성은 ANOVA test with

임상소견은 보이지 않았다(Table 4).

multiple comparisons (Tukey’s method)으로 분석하였다. 유의
수준은 0.05로 하였다.

2. 체중변화 측정
투여기간 동안, 모든 투여군에서 체중증가가 관찰되었으나 4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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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Biochemistry Parameters
Sex
Male

T-CHO
(mg/dL)

Group
I
II
III
IV
V
VI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Mean
(S.D.)

HDL
(mg/dL)

LDL
(mg/dL)

VLDL
(mg/dL)

102.13 (8.25)

74.21 (5.47)

4.75 (0.46)

26.30 (4.21)

104.00 (7.53)

71.80 (6.85)

5.86 (0.90)

158.13 (11.62)
150.25 (16.85)

ALB
(g/dL)

GSH/
GSSG

33.50 (12.21) 171.00 (82.71)

2.95 (0.16)

4.80 (1.06)

23.93 (1.96)

74.86 (50.89) 137.71 (53.51)

3.00 (0.38)

4.94 (2.98)

101.58 (6.20) 11.75 (2.82)

44.80 (9.59)

302.14 (104.01) 285.43 (85.31)

3.49 (0.06)

5.95 (1.58)

93.15 (7.51) 10.88 (1.89)

46.23 (10.27)

347.50 (70.35) 232.88 (30.65)

3.52 (0.11)

7.53 (1.54)

96.11 (3.48)

31.01 (7.82)** 204.88 (29.38) 170.38 (41.55)

3.45 (0.13)

7.82 (1.45)

26.61 (2.59)*** 335.00 (115.78) 339.00 (135.25) 3.65 (0.12)

7.69 (1.23)

137.0 (6.74)**
140.86 (10.09)*

9.88 (1.55)

95.24 (8.24) 19.00 (3.00)

ALT
(U/L)

AST
(U/L)

S.D.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TAA control (III) (p＜0.05).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TAA control
(III) (p＜0.01).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TAA control (III) (p＜0.001).
T-CHO : total cholesterol, HDL : high density lipoprotein, LDL : low density lipoprotein, VLDL : very low density lipoprotein, ALT :
alanine aminotransferase, AST :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B : albumin, GSH/GSSG : Reduced Glutathione/Oxidized Glutathione,
I : untreated group, II : treated with herbal mixture (1000 mg/kg), III : treated with TAA, IV : treated with TAA and Silymarin (50 mg/kg),
V : treated with TAA and low dose herbal mixture (300 mg/kg), VI : treated with TAA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1,000 mg/kg).

Table 8. Histopathological Findings
Sex

Group

Male

I
II
III
IV
V
VI

Calcification
Mean
Mean
Mean
Mean
Mean
Mean

(S.D.)
(S.D.)
(S.D.)
(S.D.)
(S.D.)
(S.D.)

0
0.57
2.60
2.71
1.81
1.13

(0)
(1.13)
(0.55)
(0.76)
(0.92)
(0.58)*

Fibrosis
0
0
2.50
2.88
2.63
3.00

(0)
(0)
(0.54)
(0.35)
(0.74)
(0)

S.D. : Standard deviation.
* : Signification difference as compared with TAA control (III) (p＜
0.05).
I : untreated group, II : treated with herbal mixture (1,000 mg/kg),
III : treated with TAA, IV : treated with TAA and Silymarin (50 mg/kg),
V : treated with TAA and low dose herbal mixture (300 mg/kg),
VI : treated with TAA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1,000 mg/kg).

차 TAA 투여 및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정상대조군 대비 체중
증가가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Table 5).

Fig. 2. Histopathological analysis of mouse livers after 8 weeks
of TAA treatment.
H&E stain revealed calcification and fibrosis. I : untreated group,
II : treated with herbal mixture (1,000 mg/kg), III : treated with
TAA, IV : treated with TAA and Silymarin (50 mg/kg), V : treated
with TAA and low dose herbal mixture (300 mg/kg), VI : treated
with TAA and high dose herbal mixture (1,000 mg/kg).

3. 장기중량측정
부검 시 간을 적출하여 장기중량을 측정 한 결과, TAA 투여군

TAA+고농도 복합물 투여군에서 T-CHO 및 VLDL이 TAA 투여군

및 TAA+양성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 손상 유발로 인

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한 장기중량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시험물질 투여군의 경우 간 손

(Table 7).

상 유발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Table 6, Fig. 1).

5. 조직병리학적 검사
4. 생화학적 검사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간의 경우 정상대조군에서는 비정상적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TAA+저농도 복합물 투여군, VI :

조직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간 손상 유발군 및 시험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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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여군에서 간섬유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석회화의 병변 현상은 간

면 몸을 가볍게 한다하여 오래 전부터 사용해 왔다. 갈근(葛根)은

손상 유발군 대비 TAA+고농도 복합물 투여군에서 완화된 경향이

칡뿌리의 껍질로서 냄새는 없고 약성은 달며 맵고 평하다. 갈근은

관찰되었다(Table 8, Fig. 2).

땀을 내며, 열을 내려 고열․두통을 치료하고 갈증을 멎게 한다. 소
화불량, 두통, 빈혈, 이질, 복통, 술독, 감기, 구토와 부인들의 하혈
에 쓰이고 소화를 돕는다. 생뿌리를 짓찧어 즙을 내어 마시기도

고

찰

한다. 칡의 열매는 갈곡이라 하며 설사에 효과가 있고 칡꽃인 갈화
는 독특한 단맛이 있어 술독을 풀어주고 장을 튼튼하게 한다. 길초

간질환은 간염,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

근(吉草根)은 동속근연식물로 좀쥐오줌풀, 넓은잎 쥐오줌풀, 광릉

나며, 만성 간질환과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전체 질병으로 인한

쥐오줌풀 등이 있으며 모두 약재로 사용된다. 이 약은 특이한 냄새

18)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지고 있다 .

가 있고 맛을 맵고 쓰며 성질은 따뜻하다. 길초근은 정신불안으로

간은 신체 내 저장 및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관으로 해독과

인한 心煩, 不眠, 驚悸, 신경쇠약, 심근염, 산후 심장병, 고산병, 생

19)

정에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가 생성된다 .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리불순, 위경련, 관절염, 타박상 등에 사용한다. 약리작용으로 진정

간 손상으로 염증반응이 생기며, 이 염증반응이 간염을 일으키고,

작용, 진경작용, 혈압강화, 그람양성균 억제작용, 이뇨작용 등이

만성 간염이 지속되어 악화하는 경우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 등

보고되었다. 산수유(山茱萸)는 신장 요로계통과 성인병, 부인병 등

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이는 항염

에 효능이 있고, 특히 성기능 회복에 도움이 되고 땀을 멎게 하며

19)

증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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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을 내리고 음기를 보충해 준다. 소변을 너무 자주보는 빈뇨 현상

본 연구에 사용되어진 복합물은 구기자, 목천료, 모과, 노근, 오

에도 효과적이다. 대조(大棗)는 갈매나무과에 속하는 활엽교목으

가피, 갈근, 길초근, 산수유, 대추, 인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로, 약용과 식용을 겸하여 사용된다. 높이가 10 m에 달하며 가지는

약재 중에서 구기자(枸杞子)는 가지과의 낙엽, 활엽, 관목으로 구기

미끄럽고 가시가 있다. 인삼(人蔘)은 사포닌 글리코시드인 진세노

자나무 열매를 구기자라 하며 우리나라 전역에 자생하고 있다. 한

사이드류, 스테로이드, 비타민 B군, 콜린 등이 함유되어 있다. 강

방에서는 잎을 구기엽, 열매를 구기자, 뿌리를 지골피라 하며, 아미

장, 강심, 건위, 보정, 진정, 자양 등의 약으로 사용되고 위장 등의

노산, 비타민등이 함유되어 있어 정력감최, 결막염, 피로회복, 현기

기능 쇠약에 의한 물질대사 기능의 저하에 사용되며, 병약자의 위

증 등에 이용되고 있다. 예로부터 불로장생의 묘약으로 불리워져

부정체감, 소화불량, 구토, 흉통, 이완성, 설사, 식욕부진 등에도

왔으며 강장, 강정, 건위에 효과가 있고 허약체질개선, 현기증에도

사용된다 .

14)

좋다. 구기자에는 비타민, 루틴, 베타인, 아미노산 등이 들어 있어

TAA에 의한 간 독성은 세포내 microsomal mixed function

강장제로서 효능이 높고, 동맥경화, 고혈압의 예방 등에 효과가 있

oxygenase에 의한 TAA의 생체전환에 기인한다 . TAA의 반응성

다. 목천료(木天蓼)는 다래나무(미후리)과에 속한 낙엽 덩굴성 식물

대사산물은 세포와 mitochondria막 및 bile canalicular membrane

인 개다래나무의 과실로, 이에 대한 성분으로는 자당, 점액질, 전

등을 파괴하며, mitochondria matrix의 파괴는 유리 Ca++의 세포

분, 단백질, 탄닌, 유기산, 비타민 C, 비타민 A 등이 함유되어 있는

질 유입을 증가시킴으로써 세포 호흡을 억제한다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지금까지 알려진 효과로는 止渴, 解煩熱과

된 경변 전 단계 간 손상의 지표로 세포막 파괴에 따른 효소들의

비뇨기 결석 치료가 있다.

혈액내로의 방출이 제시되었다9). 본 연구에서도 TAA 투여에 따른

20)

9-12)

. TAA로 유발

모과(木瓜)는 주로 차나 술을 만들어 먹는 것으로, 소화촉진, 보

혈액 내 AST 및 ALT의 증가는 간세포 손상을 증명해 주는 결과로

혈과 조혈작용, 항이뇨 작용 및 위장과 사진의 근육을 풀어주고,

Dwivedi 등 의 결과와 일치하였다. 이와 같은 현상들은 TAA 단

힘을 갖게 하는 등 다양한 약효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회성 투여로 인한 급성 간괴사로 인하여 반영되는 지표로서 TAA

노근(蘆根)은 우리나라에서 많이 자생하는 갈대의 뿌라를 말한다.

반복투여로 유발되는 진전된 상태의 간 손상에서는 오히려

노근의 약리작용으로는 이뇨작용, 해열작용, 간 보호작용, 조혈기

microsomal mixed function oxygenase 활성이 급격하게 증가되

능 강화작용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오가피(五加皮)는 인삼

었다21). 이는 TAA의 독성이 간세포내 microsomes에 의한 생체전

과 같은 두릅나무과에 속하는 낙엽활엽관목으로, 오갈피라고도 하

환후에 나타나는 결과임을 말하며, TAA 반응성 대사산물이 간세

며 우리나라와 중국, 러시아에서도 생산된다. 동의보감이나 본초

포 구성 기대분자에 covalent하게 결합하기 때문으로 보고되고 있

강목에 의하면 오가피뿌리, 줄기 및 가지의 껍질 등을 장기복용하

다22). TAA에 의한 독성산물의 영향은 단백질 합성을 억제하며, 본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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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도 TAA 투여시 간조직내 단백함량의 감소가 관찰되었다.
++

결

론

++

본 연구결과 TAA 투여로 증가된 조직내 Ca 함량은 Ca 이 비정
상적으로 세포질내로 유입됨을 증명해주는 결과로서 간독성 유발

본 연구에서는 복합물이 TAA로 유발된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실험동물의 체중, 혈액학적인 분석 및 조직학적 분석을 통하여 간

요인임을 나타내준다.
Silymarin은 간보호제로 알려진 약물로서 silybin, silycristin
및 silydianin등 flavonoid의 혼합체이며, Silybum marianum의
23)

보호효과를 관찰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모든 투여군에서 체중증가가 관찰되었으나 4주차 TAA 투여

씨앗으로부터 추출, 분리된 물질이다 . Silymarin은 동물 및 인체

및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정상대조군 대비 체중이 감소하는

실험에서 여러 약물로 인한 간손상에 보호효과를 나타내었다. 제

경향이 관찰되었다.

시되는 약물기전으로 세포막 안정화로서 이는 silymarin의
24)

2. 장기중량을 측정 한 결과, TAA 투여군 및 TAA+양성대조군

radical 소거작용 또는 항산화 작용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 최근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간 손상 유발로 인한 장기중량 증가가

에는 silymarin이 세포내 glutathione의 생체 이용성을 증가시킴

관찰되었으며, 시험물질 투여군의 경우 간 손상 유발군에 비해 감

25)

이 보고되었다 .

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간 손상 동물모델에서 복합물의 간 보호

3.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TAA+저농도 복합물 투여군, VI :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TAA로 간 손상을 유발하고 복합물을 경구투

TAA+고농도 복합물 투여군에서 T-CHO 및 VLDL이 TAA 투여군

여하여 실험동물의 체중변화, 혈액학적 분석 및 조직학적 분석을

과 비교하여 통계학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관찰하였다.

4. 조직병리학적 검사결과, 간의 경우 정상대조군에서는 비정상

투여기간 동안, 모든 투여군에서 체중증가가 관찰되었으나 4주

적 조직학적 소견은 관찰되지 않았고, 간 손상 유발군 및 시험물질

차 TAA 투여 및 모든 시험물질 투여군에서 정상대조군 대비 체중

투여군에서 간섬유화가 관찰되었으며, 간석회화의 병변 현상은 간

이 감소하는 경향이 관찰되었다. 부검 시 간을 적출하여 장기중량

손상 유발군 대비 TAA+고농도 복합물 투여군에서 완화된 경향이

을 측정 한 결과, TAA 투여군 및 TAA+양성대조군에서 통계적으로

관찰되었다.

유의하게 간 손상 유발로 인한 장기중량 증가가 관찰되었으며, 시
험물질 투여군의 경우 간 손상 유발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이 관
찰되었다. 혈액생화학적 검사 결과, TAA+저농도 복합물 투여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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