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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기 지상부 추출물의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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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적

◦황기는 콩과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전통적으로 여러 가지 질환의 치료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약재로서의 황기는 이용부위인 뿌리를 중심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음

◦황기에서 잎을 포함한 지상부는 양적 차이를 나타내지만 지하부에 존재하는 거의 모든

유용성분을 포함하고 있으며 특정 유용성분의 경우는 지하부보다 높은 수준을 나타내

고 있음

◦황기의 지상부는 지하부 못지않게 높은 질환개선적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사료

됨에도 불구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에 식품이나 건강기능성 식품원료로 등록되어 있지

않아 그 활용성을 증대시킬 수 없는 실정임

◦황기 지상부를 이용하여 식품 원료 및 건강기능성 식품 원료로 등록하기 위해서 식품

의약품안전청고시 제 2010-70호 (2010.10.15)에 의거한 “식품 등의 한시적 기준 및 규격

인정기준”에 부합되는 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황기 지상부 추출물의 독성시험 및 안정

성 시험이 필요함

◦황기 지상부 추출물에 대해 발암성 유발 유·무 판단의 기초자료를 얻기 위하여 유전독

성시험 중 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을 실시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 황기 지상부 100g을 증류수 2L로 열수추출 후 감압여과 농축 후 800,000pp

으로 제조

◦실험방법 : ICR마우스 골수세포를 이용한 소핵시험을 통한 안전성 검정

1) 종 및 계통

Ÿ ICR 계통의 특정병원균 부재 (SPF) 수컷 마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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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험군의 구성과 투여량

Ÿ 투여개시 전 체중을 측정하고 순위화한 체중을 이용하여 군분리 실시, 시험군을 음성

(용매)대조군 1군, 투여군 3군 (500㎎/㎏, 1000㎎/㎏, 2000㎎/㎏ 투여군), 양성대조군

(Mitomycin C (MMC) 2㎎/㎏)으로 구성하여 총 5군을 구성, 투여량은 한계용량인

2000㎎/㎏을 2마리에 투여하는 한계시험을 통해 본시험에 적용한 결과 투여용량 2000

㎎/㎏에서 2마리 모두 생존 하였기에 본시험에서는 2000㎎/㎏ 최고용량으로 하여

1000㎎/㎏, 500㎎/㎏ 투여량을 설정하였고 시험물질 투여시간은 시험물질의 분해 및

흡수가 48시간 이내에 이루어지므로 24시간, 48시간으로 하였으며 투여횟수는 1회로

설정

3) 골수세포 회부 및 검체 제작

1) 골수세포의 회수 및 검체 제작

Ÿ 시험동물에 황기지상부 추출물 투여 24시간 및 48시간 후에 희생시킨 후 Fetal

bovine serum (FBS)을 사용하여 대퇴골에서 골수세포를 회수하고 골수세포의 도말표
본을 제작하여 고정한 후 광학현미경을 사용하여 도말상태, 세포밀도를 확인하였으며
전체 적혈구와 다염성 적혈구 중의 소핵출현적혈구를 계수하였음. 계수 후 다염성 적
혈구 중의 소핵출현빈도 및 전체 적혈구중의 다염성 적혈구의 비율을 산출하였음

2) 표본의 염색

Ÿ 메탄올로 고정시킨 표본에 acridine orange (40 ㎍/㎖)로 점적하여 커버글라스를 덮어

염색한 후 골수세포증식과 다염성 적혈구에 생성된 소핵을 관찰

실험결과

Ÿ 전체 적혈구 중 다염성 적혈구의 평균 비율은 음성대조군에서 41.0±2.09%, 황기 지상

부 추출물 500 ㎎/㎏ 투여군에서 40.7±2.02%, 1000 ㎎/㎏ 투여군에서 43.0±1.37%,

2000㎎/㎏ 투여군에서는 40.4±1.92%로 관찰됨 → 모든 투여군의 평균비율이 음성대조

군과의 차이가 없었으며 투여군간 차이도 없었음 (p>0.05).

Ÿ 동물개체별로 약 2,000 여개의 다염성 적혈구에서 관찰한 소핵출현 적혈구의 평균빈도

는 음성대조군에서 0.15±0.062%, 황기 지상부 추출물 500 ㎎/㎏ 투여군에서

0.17±0.044%, 1000 ㎎/㎏ 투여군에서 0.08±0.027%, 2000 ㎎/㎏ 투여군에서는

0.08±0.090%로 관찰되었으며 용량의존성 반응도 없었음

Ÿ 마우스 골수세포에 황기지상부 추출물을 처리하고 소핵 시험을 실시한 결과 적혈구

중 다염성 적혈구의 평균 비율의 비교에서 투여 시간별 및 황기지상부 추출물 투여

농도별 투여군과 음성대조군과의 군간 차이가 없었으므로 황기지상부추출물은 적혈

구증식억제를 유발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었음

Ÿ 다염성 적혈구 중 소핵을 갖는 적혈구 출현빈도의 비교에서 황기지상부 추출물 투여

시간별 및 투여농도 별 모든 투여군과 음성대조군과의 군간 차이 및 용량의존성 반응

이없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므로 황기지상부 추출물은 소핵시험조건에서 마우스 골수세

포에 대해 소핵의 유발성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