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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화탄소에 의한 간손상에 대한 황백의 간보호 효과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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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evaluated the hepatoprotective activity of crude hot-water extracts of the traditional Korean medicinal herb,

Phellodendri Cortex (PC; Bark of Phellodendron amurense RUPR.), in an experimental model of hepatic damage

induced by carbon tetrachloride (CCl4). The serum marker of liver damage, sGOT, sGPT and sALP,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liver of the PC treated rats, compared with that of CCl4 treated group. The histological observation

of liver section of rats, showed the same protective effect of PC treatment. And the protective activity of PC was more

significant in the post-treated group than pre-treated group. The significant decrease of malodialdehyde and increase

of glutathion, catalase activity were observed in the liver homogenate of PC treated rats. Based on these findings, it

is suggested that PC has potent hepatoprotective effects and the mechanism of the protection may be related to

antioxidation pathw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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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의학에서 肝은 藏血과 疏泄이 주된 기능이며 후대에는 인

체의 기혈, 경락, 장부의 활동을 調暢하는 기능과 담즙생성, 배설

작용, 정신과 사고능력의 정상적 유지, 혈액 조절기능 등으로 확

대 인식되고 있다
1)

. 간장질환은 이러한 간기능의 실조로 인해 나

타나며 이로인해 肝氣鬱結, 肝膽濕熱, 肝陰不足, 肝火上炎, 肝風

內動 등의 病機를 유발시키고, 대표적인 병증으로는 黃疸, 積聚,

脇痛, 鼓脹, 癥瘕, 少腹腫痛, 胸滿, 嘔逆 등이 있다
2)

.

간에 대한 실험적 연구로는 alcohol, galactosamine,

D-ethionine 및 alpha-naphthylisothiocyanate (ANIT) 등의 독성

물질을 이용하여 유발한 간손상병태에 대한 보호작용에 대한 실

험이 주를 이루고 있다3). 특히 사염화탄소(CCl4)는 실험적인 간독

성 유발에 전형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약물로서, 中醫에서는 肝鬱

脾虛의 전형적 병태적 모델을 제작하는데 이용하고 있다4). 사염

화탄소는 그 자체로는 무해하지만, 간세포의 무과립 내형질세망

에서 지용성 약제나 기타 화합물의 생체내 전환에 관여하는

cytochrome P450에 의해 반응성이 높은 유리 자유기인 4CCl3로

전환되어5) 세포막의 인지질 과산화 및 내형질세망의 구조와 기능

파괴, 미토콘드리아 및 세포내 효소활성의 파괴 등 다양한 세포

상해를 일으켜 급성적으로는 간세포의 종창, 지방성 혹은 소엽중

심성 괴사 등이 일어나고 만성적으로는 간경변을 유발한다6-8).

황백(Phellodendri Cortex)은 운향과(Rutaceae)의 낙엽 교목

인 황벽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의 수피를 벗겨 말린

것으로, 성미는 苦寒하며 腎, 膀胱, 大腸으로 귀경하여 淸熱燥濕,

瀉火解毒, 淸虛熱하는 효능이 있어서 濕熱瀉痢, 黃疸, 帶下, 熱淋,

脚氣, 痿躄, 骨蒸勞熱, 遺精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9). 중요한 약리

작용으로는 항균, 항궤양, 혈압강하, 항부정맥 등이 알려져 있으

며
10)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면역조절
11,12)

, 지방세포에서의 포

도당 흡수13) 및 지방분해 억제작용14), in vitro계에서의 산소유리

기 소거 및 지질과산화 억제작용15)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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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vo에서의 항산화 및 간보호 활성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

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황백 열수추출물을 백서에 경구투여

하여 GOT, GPT, ALP 및 조직학적 검사를 통한 간보호활성과

LPO, GSH, catalase를 통한 항산화성의 검증을 통하여 CCl4로

유도된 간손상에 대한 보호작용을 in vivo에서 실험한 결과 유의

한 성적을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실험에 사용된 황백은 경북 봉화지역에서 채취된 황벽나무

(Phellodendron amurense RUPR.)의 수피로 옴니허브(경북, 영천)

에서 구입하여 동국대학교 본초학교실에서 검증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건조된 황백 시료 300 g에 증류수 1.5 ℓ를 넣고 10

0℃에서 3시간 동안 가열한 후 여과하여 약 650 ml의 전탕액을

얻었으며, 이를 감압 농축하고 동결건조 한 후 약 63 g(수율

21%)의 추출물을 획득하여 -20℃에 보관하였다가 실험에 사용하

였다.

2. 시약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carbon tetrachloride (Junsei,

Japan), bovime serum albumine, 5,5'-dithio-bis-(2-nirtiobenzoic

acid) (DTNB), sodium dodecyl sulfate (SDS), thiobarbituric acid

(TBA), sulfosalicylic acid, potassium phosphate,

Malondialdehyde tetrabutylammonium salt 등은 Sigma사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

(GOT) 및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GPT) 측정용 kit,

alkaline phosphatase (ALP) 측정용 kit는 아산제약사 (Korea)에

서 구입하였다. Hydrogen peroxide 및 n-butanol, ethanol,

methanol, acetic acid 등 그 밖의 시약들은 Junsei Chem. Co.

Ltd. (Japan)의 순정제품을 사용하였다.

3. 실험동물 및 처치

실험용 동물은 체중 150±20 g의 Sprague-Dawley계 웅성 rat

를 사용하였으며, 7일간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동물실험실에서

일정한 조건 (온도 : 20±2℃, 습도 : 60%, 명암 : 12시간

light/dark cycle)에서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4개의 군(정상군, 대조군, 전처리군, 후처리군)으

로 나누었으며, 6마리를 한군으로 사용하였다. 정상군은 mouse

용 고형사료와 물을 제한없이 공급하였으며, 대조군은 7일간 고

형사료와 물을 제한없이 공급한 후 carbon tetrachloride (CCl4)를

0.5 mg/kg/day 용량으로 복강주사하여 간독성을 유발시켰다.

황백 전처리군은 CCl4 투여 7일전부터 50 mg/kg/day 용량으로

투여한 후 8일째에 CCl4를 0.5 mg/kg/day 용량으로 복강주사하

여 간독성을 유발시키고, CCl4 투여 48시간 후에 심장천자를 통

해 혈액을 채취하고 간을 적출하였다. 황백 후처리군은 7일간 고

형사료와 물을 제한없이 공급한 후 CCl4를 0.5 mg/kg/day의 용

량으로 복강주사하여 간독성을 유발한 후 황백을 50

mg/kg/day 용량으로 투여하여 48시간 후 심장천자를 통해 혈

액을 채취하고 간을 적출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4. 생체시료의 제조

실험동물을 에틸에테르로 마취시킨 다음 심장천자를 통해

채혈하였으며 채혈한 혈액은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다음

혈청을 분리하여 GOT, GPT, ALP 측정 효소원으로 사용하였다.

생리식염수 (0.9% NaCl)로 관류시킨 간은 조직이 손상되지

않도록 주의하여 혈액이 충분이 제거될 때까지 생리식염수로 잘

씻어내고 whatman 여과지로 생리식염수를 제거한 후 -70℃에

동결 보존하여 사용하였다. 효소 활성도 측정을 위헤 전체 조직

의 4배 용량의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5)를

가하여 4℃에서 homogenizer로 4분간 균질화하였다. 이 균질액

을 1000 ×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층액은 과산화지질

(lipid peroxide) 및 glutathion 함량을 측정하기 위한 시료로 사

용하였고, 나머지 상층액은 600 ×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핵

과 세포잔해를 제거한 상층액을 취한 후 다시 12,000 × g에서 30

분간 원심분리하여 미토콘드리아를 제거한 상층액을 catalase 활

성도를 측정하기 위한 시료로 사용하였다. 상기의 조작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경우는 모두 4℃에서 실시하였다(Scheme 1).

Scheme 1. Preparation of the sample fractions for enzyme studies.

5. GOT 및 GPT의 활성측정

혈청중 GOT 및 GPT 활성측정은 Reitman-Frankel의 방법16)

에 따라 조제된 시약 Kit(아산제약)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GOT, GPT 기질액 1.0 ml을 시험관에 가하여 37℃에서 5분간 방

치한 다음 혈청 0.2 ml을 넣어 잘 혼합한 후 37℃에서 GOT는 60

분, GPT는 30분간 반응시킨 뒤 정색시액 1.0 ml을 첨가하여 잘

혼합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0.4N

NaOH 용액 10 ml을 가하여 잘 혼합한 다음 실온에서 약 10분간

방치하였다가 60분 이내에 505 nm에서 증류수를 대조로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혈청 중 GOT, GPT의 활성도는 작성한 표준

검량곡선에서 산출하였으며 혈청 1 ml 당 IU/ℓ로 나타내었다.

6. ALP의 측정

혈청중 ALP 활성측정은 Petkova 등17)의 방법에 따라 조제

된 시약 Kit(아산제약)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기질액 2.0 ml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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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관에 가하여 37℃에서 5분간 방치한 후 여기에 혈청 0.05 ml

을 가하여 잘 혼합하여 37℃에서 15분간 반응시켰다. 정색시약

2.0 ml을 넣고 충분히 잘 혼합한 후 실온에서 10분 이상 방치시

키고 60분 이내에 500 nm에서 시약 blank를 대조로 흡광도의 변

화를 측정하였다. 혈청중 ALP의 활성도는 표준검량 곡선에서 산

출하였으며 혈청 dl당 King-Amstrong unit (20K-A unit)로 나타

내었다.

7. 조직 절편의 제작 및 염색

간 조직을 10% 중성 포르말린에 2시간 이상 고정시킨 다음

automated tissue processing 후 embedding하여 paraffin block

을 만든 다음 5 μm의 절편을 만들어 slide glass에 부착 후

xylene으로 탈파라핀화 한다. 그 후 100%, 90%, 80%, 70%, 60%

ethanol 순으로 함수시키고 hematoxylin으로 핵을 염색한 후 1%

HCl로 탈색한 다음 0.3% ammonia water로 중화를 시켰다. 세포

질 염색을 위해 eosin으로 염색한 후 60%, 70%, 80%, 90%, 100%

ethanol 순으로 탈수과정을 거쳤다. 청명과정으로 xylene I 및 II

에 담갔다가 canada balsam으로 mounting하여 광학현미경으로

조직을 관찰하였다.

8. 간 조직의 Lipid peroxide (LPO) 함량측정

조직내 지질 과산화물의 함량 측정은 Ohkawa 등18)의 TBA

법으로 측정하였다. 즉 조직 마쇄 균질액을 1,000 × g에서 원심

분리한 후 20% 간조직 균질액 0.4 ml에 8.1% sodium dodecyl

sulfate 0.2 ml, 20% acetate buffer (pH 3.5) 1.5 ml와 0.8%

thiobarbituric acid (TBA) 1.5 ml을 가한 다음 95℃ 항온수조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키고 실온으로 냉각한 다음

n-butanol:pyridine (15:1, v/v)의 혼합액 5 ml를 첨가하여 잘 혼

합하였다. 이 혼합액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TBA 반응물질이 존재하는 n-butanol 층을 취하여 파장 532 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다음, 검량표준 곡선에 준하여 과산화지질

함량을 간조직 1 mg당 생성된 malondialdehyde (MDA) 함량을

nmol로 나타내었다.

9. 간 조직의 Glutathion (GSH) 함량측정

간 조직중의 glutathione 함량은 Ellman
19)
의 방법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먼저 간 조직 균질액을 1,000 × g에서 원심분리한

후 상층액에 4% sulfosalicylic acid를 가하여 혼합한 후 1,000 ×

g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고 상층액을 취하여 sulf-hydryl group

이 발색제인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1 mM DTNB) 용

액과 혼합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한 후 41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Glutahthion 함량은 protein 1 mg당 nmol로 나타

내었다.

10. 간 조직의 Catalase 활성측정

조직내 catalase 활성도는 Aebi20)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0)에 효소원 일정량

을 넣고 기질로서 10 mM H2O2용액을 가하여 파장 240 nm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1분간 측정하였다. 대조실험으로는 기질인 10

mM H2O2 용액 대신에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 (pH

7.0)을 가해 다른 조건은 위와 동일하게 하여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효소의 활성도는 1분 동안에 1 μM의 H2O2를 분

해시키는 효소의 양을 1 unit로 하였다.

11. 단백질의 정량

단백질의 정량은 Bradeford의 방법에 따라 Sigma사(USA)의

Bradford reagent를 이용하였으며, bovine serum albumin을 사

용하여 표준곡선을 산출하여 단백질을 측정하였다.

12. 실험 성적의 통계처리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적인 분석은 SAS (The SAS System

for Windows, version 6.12, SAS Institute, USA)을 이용하였다.

실험 성적은 평균±표준편차(mean±SD)로 나타내었으며, 각 실험

군간의 유의성을 검증할 때에는 Student's t-test로 p 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Rat 혈청 GOT에 대한 황백의 영향

각 실험군의 Rat를 희생시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

한 후 GOT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은 24.2±1.54 IU/ℓ인데 비하

여 CCl4만 처리한 대조군은 104.36±4.81 IU/ℓ로 증가하였다. 황

백추출물을 7일간 투여한 후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전처리군

에서는 45.46±12.02 IU/ℓ로 활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CCl4

로 간독성을 유발한 후 2일간 황백추출물을 투여한 후처리군에

서도 37.83±12.66 IU/ℓ로 전처리군보다 더욱 현저히 감소하였

다(Fig. 1).

Fig. 1. The effect of the hot water extract of Phellodendri Cortex

(PC) on serum GOT levels with hepatic damage induced by carbon

tetrachloride (CCl4). Each groups were treated with 0.5 ml/kg of olive oil
(Control), 0.5 ml/kg of CCl4 (CCl4), 0.5 ml/kg of CCl4 after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7 days (PC+CCl4) and 0.5 ml/kg of CCl4 before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2 days (CCl4+PC), respectively. (* : P < 0.05)

2. Rat 혈청 GPT에 대한 황백의 영향

각 실험군의 Rat를 희생시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

한 후 GPT를 측정한 결과, 정상대조군은 32.84±4.41 IU/ℓ인데

비하여 CCl4만 처리한 대조군은 98.08±2.26 IU/ℓ로 증가하였다.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손상에 대한 황백의 간보호 효과 연구

- 623 -

황백추출물을 7일간 투여한 후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전처리

군에서는 40.33±9.06 IU/ℓ로 활성이 유의성있게 감소하였으며,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후 2일간 황백추출물을 투여한 후처리

군에서도 42.36±3.48 IU/ℓ로 유의성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2).

Fig. 2. The effect of PC on serum GPT levels with hepatic damage

induced by CCl4. Each groups were treated with 0.5 ml/kg of olive oil (Control),
0.5 ml/kg of CCl4 (CCl4), 0.5 ml/kg of CCl4 after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7 days (PC+CCl4) and 0.5 ml/kg of CCl4 before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2 days (CCl4+PC), respectively. (* : P < 0.05)

3. Rat 혈청 ALP에 대한 황백의 영향

각 실험군의 Rat를 희생시켜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을 분리

한 후 ALP를 측정한 결과, 정상대조군은 9.75±1.81 20K-A unit인

데 비하여 CCl4만 처리한 대조군은 27.69±2.65 20K-A unit로 증

가하였다. 황백추출물을 7일간 투여한 후 CCl4로 간독성을 유발

한 전처리군에서는 21.56±3.06 20K-A unit로 활성이 감소하였으

나 유의성은 없었으며,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후 2일간 황백추

출물을 투여한 후처리군에서는 15.74±1.77 20K-A unit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3).

Fig. 3. The effect of PC on serum ALP levels with hepatic damage

induced by CCl4. Each groups were treated with 0.5 ml/kg of olive oil (Control),
0.5 ml/kg of CCl4 (CCl4), 0.5 ml/kg of CCl4 after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7 days (PC+CCl4) and 0.5 ml/kg of CCl4 before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2 days (CCl4+PC), respectively. (* : P < 0.05)

4. Rat liver의 조직소견 미치는 황백의 영향

각각의 실험군을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24시간 후에 희생

시켜 간조직을 적출하여 생리식염수(0.8% NaCl)로 관류시키고

잘 씻은 다음 -70℃에 동결 보존하였다가 포르말린 고정 및 파라

핀 포매 등의 조작을 통하여 조직절편을 제작하였으며,

hematoxylin and eosin 방법으로 염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관찰

하였다. CCl4를 처리하지 않은 정상대조군은 간세포들이 중심정

맥을 중심으로 정상적인 소엽구조를 유지하면서 잘 배열되어 있

으며, 기타의 조직학적인 구조 또한 정상으로 나타났다(Fig. 4A).

CCl4를 처치하여 간독성을 유발한 대조군의 간조직은 간소엽의

정상적인 구조가 명확하지 않으며, 간세포내에 액포를 포함한 지

방변성(fatty change)과 간세포의 괴사(necrosis), 퇴행

(degeneration) 및 재생(regeneration)의 소견이 관찰되고 있다

(Table 1). 특히 central vein 주위에서 중성구의 침윤과 간세포의

종창이 관찰되며, hepatic sinusoid의 구조 또한 붕괴되었고 핵농

축을 포함한 퇴행성 세포가 혈관주위 구역에서 발견되고 있다

(Fig. 4B). CCl4를 처리하기 7일 전부터 황백추출물을 투여한 전

처리군 및 CCl4를 처리한 후 2일간 황백추출물을 투여한 후처리

군에서는 여러 가지 조직학적 소견이 정상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Table 1), 특히 central vein을 중심으로 간세포가 정상적

인 소엽구조를 이루면서 배열되어 있고 일부에서 액포가 발견되

고 있으나 전체적으로는 정상으로 나타났다(Fig. 4C, D).

Table 1. Histological scores of CCl4 and PC treated rat liver.

Fatty Change
Hepatocyte
degeneration

Hepatocyte
regeneration

Hepatocyte
necrosis

Control 0±0 0±0 0±0 0±0

CCl4 2.66±0.51 1.33±0.51 1.16±0.40 0.66±0.81

PC+CCl4 1.66±0.81 0.33±0.51 0.16±0.40 1±0.63

CCl4+PC 1.33±0.51 0.83±0.40 1.16±0.40 0.5±0.54

Score : 0 = none, 1 = minimal, 2 = mild, 3 = moderate, 4 = severe Number of
samples = 6

Fig. 4. Light micrograph of paraffin-embedded rat liver tissues. All

section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A) Photomicrograph
(X 100) of a section taken from the liver of normal control rat treated with olive

oil. (B) Photomicrograph (X 100) of a section taken from the liver of rat treated

with CCl4 (0.5 ml/kg). (C) Photomicrograph (X 100) of a section taken from the

liver of rat treated with CCl4 (0.5 ml/kg) after administration with PC (50 mg/kg)

for 7 days. (D) Photomicrograph (X 100) of a section taken from the liver of rat

treated with CCl4 (0.5 ml/kg) and then treated with PC (50 mg/kg) for 2 days.

5. Rat liver의 지질과산화에 대한 황백의 영향

각각의 실험군의 Rat를 희생시켜 혈액을 채취하여 간조직을

채취한 후 균질화하여 원심분리 한 후 MDA 방법으로 지질과산

화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대조군은 7.28±1.05 nmol/g인데 비하

여 CCl4만 처리한 대조군은 15.35±2.39 nmol/g로 증가하였다. 황

백추출물을 7일간 투여한 후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전처리군

에서는 10.05±1.0 nmol/g로 활성이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CCl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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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독성을 유발한 후 2일간 황백추출물을 투여한 후처리군에

서는 8.38±0.49 nmol/g로 유의성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Fig. 5).

Fig. 5. The effect of PC on lipid peroxidation levels with hepatic

damage induced by CCl4. Each groups were treated with 0.5 ml/kg of olive
oil (Control), 0.5 ml/kg of CCl4 (CCl4), 0.5 ml/kg of CCl4 after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7 days (PC+CCl4) and 0.5 ml/kg of CCl4 before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2 days (CCl4+PC), respectively. (* : P <

0.05), (** : P < 0.01)

6. Rat liver의 GSH 함량에 대한 황백의 영향

각각의 실험군의 Rat를 희생시켜 혈액을 채취하여 간조직을

채취한 후 균질화하여 원심분리 한 후 GSH의 함량을 측정한 결

과, 정상대조군은 2.89±0.20 nmol/g인데 비하여 CCl4만 처리한

대조군은 1.50±0.27 nmol/g로 감소하였다. 황백추출물을 7일간

투여한 후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전처리군에서는 2.33±0.17

nmol/g로 활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CCl4로 간독성을 유발

한 후 2일간 황백추출물을 투여한 후처리군에서도 2.20±0.19

nmol/g로 현저한 증가를 나타내었다(Fig. 6).

Fig. 6. The effect of PC on GSH contents with hepatic damage

induced by CCl4. Each groups were treated with 0.5 ml/kg of olive oil (Control),
0.5 ml/kg of CCl4 (CCl4), 0.5 ml/kg of CCl4 after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7 days (PC+CCl4) and 0.5 ml/kg of CCl4 before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g for 2 days (CCl4+PC), respectively. (* : P < 0.05)

7. Rat liver의 Catalase 활성에 대한 황백의 영향

각각의 실험군의 Rat를 희생시켜 혈액을 채취하여 간조직을

채취한 후 균질화하여 원심분리 한 후 Catalase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대조군은 14.12±0.72 unit/mg인데 비하여 CCl4만 처리

한 대조군은 7.59±1.02 unit/mg로 현저히 감소하였다. 황백추출

물을 7일간 투여한 후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전처리군에서는

11.29±0.79 unit/mg로 활성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CCl4로 간독

성을 유발한 후 2일간 황백추출물을 투여한 후처리군에서도

12.13±0.7 unit/mg로 현저히 증가하였다(Fig. 7).

Fig. 7. The effect of PC on catalase activity with hepatic damage

induced by CCl4. Each groups were treated with 0.5 ml/kg of olive oil (Control),
0.5 ml/kg of CCl4 (CCl4), 0.5 ml/kg of CCl4 after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7 days (PC+CCl4) and 0.5 ml/kg of CCl4 before administration of 50

mg/kg of PC for 2 days (CCl4+PC), respectively. (* : P < 0.05)

고 찰

간손상의 실험적인 모델은 크게 담관결찰을 통한 담즙배설

장애와 간실질 장애로 나뉘며, 간실질 장애에 대한 모델로는 사

염화탄소 (CCl4), D-galactosamine, thioacetamide ethionine 등을

이용한 독성 동물모형이 사용되고 있다
21)

. 이 가운데 CCl4는 유

리 자유기에 (free radical)에 의한 대표적인 세포손상으로서 실

험적인 간실질 장해를 유도하기 위해서 많이 사용된다22). 사염화

탄소는 그 자체로는 무해하지만 간세포의 무과립 내형질세망에

존재하는 약물대사효소인 cytochrome P450에 의하여 반응성이

높은 독성 유리 자유기인 CCl3-로 전환되어 세포 상해를 일으킨

다
23)

. CCl3-는 OH-처럼 지질과산화를 일으키는 강력한 물질로서,

세포막의 인지질 내에 있는 불포화지방산에서 수소원자를 공여

받아 자신은 CHCl3로 변하고 불포화지방산에 여분의 전자를 제

공함으로써 지질의 free radical화를 유발하고, 이 radical이 산소

와 반응(peroxidation)하여 유기 과산화물(organic peroxide)을

형성한다. 이러한 유기 과산화물은 그 자체가 free radical로 작용

하여 새로운 free radical을 형성하며, 따라서 인지질의 과산화는

더욱 가속화된다24).

이 반응은 세포막에서 가까운 내형질세망으로 급속히 진행

되어 세포내 소기관 중 내형질세망의 구조와 기능이 먼저 파괴

되며, CCl4 투여 후 30분 이내에 간세포의 단백질 합성이 저하되

며 2시간 이내에 전자현미경으로 내형질세망의 종창과 리보솜의

탈락, 그리고 폴리솜의 해리를 관찰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25,26)

.

세포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지질이 내형질세망에서 단백질 합성

이 저하되어 지질수용단백질의 합성까지 장애를 받기 때문에 지

질수용단백질과 중성지방(tryglyceride)이 결합한 지질단백을 형

성할 수 없으므로 중성지방이 간세포내 다량으로 축적되어 CCl4

중독의 특징인 지방간이 발생한다27). 또한 내형질세망의 지질과

산화 과정 중 발생하는 fatty aldehyde는 주위로 확산되어 세포

막이나 미토콘드리아 등에 손상을 일으키는데, 미토콘드리아에

손상이 일어나면 세포막의 이온채널의 에너지원이 되는 ATP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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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되어 세포막의 투과성이 증가되고 세포 전체의 종창이 일어

난다. 또한 세포막의 손상은 다량의 칼슘을 세포내로 들어오게

하여 칼슘이 미토콘드리아 내에 축적되어 미토콘드리아의 기능

이 소실된다. 이후의 세포변화는 허혈성 손상에서와 비슷하게 진

행되어 결국 세포의 괴사로 이어진다28).

황백(Phellodendri Cortex)은 운향과(Rutaceae)의 낙엽 교목

인 황벽나무 혹은 황경피나무(Phellodendron amurense RUPR.)의

수피를 벗겨 말린 것으로, 중국에서는 황피수(Phellodendron

chinensis SCHNEID.)의 수피를 川黃柏이라 하여 함께 사용하고

있다10). 성미는 苦寒하며 腎, 膀胱, 大腸으로 귀경하여 淸熱燥濕,

瀉火解毒, 淸虛熱하는 효능이 있어서 濕熱瀉痢, 黃疸, 帶下, 熱淋,

脚氣, 痿躄, 骨蒸勞熱, 遺精 등의 질환을 치료한다
9)

. 중요한 약리

작용으로는 항균, 항궤양, 혈압강하, 항부정맥 등이 알려져 있으

며, berberine을 비롯하여 palmatine, coptisine, worenine,

phellodendrine 등 여러 가지 alkaloids를 함유하고 있다
10)

. 최근

연구결과에 의하면 Park 등11)과 Mori 등12)은 면역조절 기능을 보

고하였으며, Hong 등은 지방세포에서의 포도당 흡수13) 및 지방

분해 억제작용
14)
을 보고하여 당뇨병에 대해 일정한 효과가 있음

을 보고하였다. 또한 Kong 등15)은 in vitro계에서의 산소유리기

소거 및 지질과산화 억제작용을 보고하였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

와 같이 황백은 한의학적으로 淸熱解毒하는 작용으로 黃疸을 치

료하는 효과가 있으므로 간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본

실험을 진행하게 되었다.

간세포의 손상을 검사하기 위하여 임상적으로 흔히 혈청내

의 GOT, GPT 및 ALP와 같은 효소의 활성도를 검사하는데29), 혈

청내에서의 GOT와 GPT의 활성치 증가는 간세포의 장애 정도와

비교적 상관성이 좋을 뿐 아니라, 간에서 혈액으로 유출되는 다

른 효소에 비하여 예민하게 변동한다. 또한 다른 조직보다 간은

transaminase의 조직내 농도가 현저하게 높고 혈중으로 유출이

쉬운 혈행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GOT와 GPT의 혈중농도를

간질환의 진단에 널리 이용하고 있다16). 또한 ALP는 생체내에서

널리 분포하지만 혈중에 출현하는 것은 한정된 장기의 ALP에

의한 것이다. 즉 흡수, 분비가 활발한 부위인 간에서는 ALP가 풍

부하여 통상 밖으로 배설되고 있는데, 간염, 간경변, 폐쇄성 황

달, 기타 간담도계질환 등이 있을 때 증가한다30).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효소활성을 실험하여 간손상의 정도

를 간접적으로 측정하였다. 먼저 동물실험의 경우 각각의 실험군

을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한 후 48시간 후에 희생시켜 혈액을 채

취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효소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GOT,

GPT, ALP 모두 정상대조군에 비하여 CCl4만 처리한 대조군에서

증가하였으며, 황백추출물을 후처리한 실험군에서는 각 효소의

활성이 모두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전처리군에서는

GOT 및 GPT는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ALP의 경우 감소하였으

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1-3). 또한 본 연구에서는 각각

의 실험군에서 적출한 간조직을 절편으로 제작하여 hematoxylin

and eosin 방법으로 염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혈

청효소치에서 나타난 바와 동일한 간보호작용을 확인할 수 있었

다(Fig. 4).

따라서 황백추출물이 CCl4로 유도된 실험적 간손상에 있어

서 간보호활성을 가짐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그 기전을 확인하

기 위하여 rat의 간조직에서 CCl4에 의한 간손상의 경로로 알려진

산화적 손상기전과 연관된 지질과산화(LPO), 생체내 천연항산화

물질인 GSH 및 항산화효소인 catalase의 활성을 검사하였다.

지질과산화(Lipid Peroxdation; LPO)는 식물 및 동물에서 잘

정립된 세포 상해기전으로 세포나 조직에 있어서 산화적 스트레

스의 지표로서 사용되고 있다. 과산화지질은 불안정하며 반응성

carbonyl 화합물을 포함하는 여러 가지 화합물의 복합물로 분해

된다. 불포화지방산이 과산화되면 malonaldehyde (MDA)와

4-hydroxyalkenals을 분해산물로 생성하는데, Malonaldehyde

(MDA)와 4-hydroxyalkenals의 측정은 지질과산화의 지표로 사

용되고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실험군에서 채취한 간조직

을 균질화하여 원심분리한 후 지질과산화물인 MDA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CCl4만을 처리한 대조군에서 증가하였으

나 황백추출물을 전처리 및 후처리한 군에서 모두 MDA의 함량

이 유의성있게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Fig. 5).

Glutathione (gamma-glutamylcysteinylglycine; GSH)은 핵친

화적이고 대부분의 호기성 세포의 항산화 시스템뿐만 아니라 대

사과정에 있어서도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자연 발생적인

tripeptide이다
32)

. GSH는 glutathione peroxidase, glutathione

S-transferase and thiol transferase 등 여러 가지 효소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조효소(coenzyme)로 작용한다. 그리고 약물대사와

칼슘대사, gamma-glutamyl cycle, 혈소판 및 세포막 기능에 있어

주된 역할을 한다. 또한 GSH는 생체 이물질의 독성제거 및 단백

질의 -SH기 레벨의 유지, thiol-disulfide의 교환, 과산화물과 free

radical의 제거, 세포막에서 아미노산의 통과 등 여러 가지 생명

현상에 있어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세포내 GSH의 생리적인

수치는 대채로 1~10 mM의 범위를 유지하고 있다32). 본 실험에서

는 GSH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CCl4만을 처리한 대조군

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황백추출물을 전처리한 군 및 후처

리군에서 모두 유의성있게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Fig. 6).

세포내의 효소성 항산화제로는 SOD, catalase, glutathion

peroxides (GSH-PX), glutathione reductase 등이 있다. 이러한

항산화효소들은 O2-, H2O2 그리고 유기 peroxide, OH- 라디칼

등의 독성을 탈독성화하거나 약화시키는데, 이들 항산화제 중

SOD, catalase, gluthathion peroxide 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시행되고 있다33). 활성산소종의 하나인 과산화수소는 정상적인

호기성 대사과정 및 병리적인 활성산소종의 생산에 의한 독성

산물이다. Catalase (EC1.11.1.6, 2H2O2 oxidoreductase)는

dismutation을 통해서 또한 peroxidatic activity를 나타냄으로써

과산화수소를 파괴하는 효소이다
34)

.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실험

군에서 catal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CCl4만을

처리한 대조군에서는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황백추출물을 7일간

전처리한 군 및 2일간 후처리한 군에서 유의성 있는 증가를 나타

내었다(Fig. 7).

이상의 결과에서 황백이 CCl4로 유발된 실험적 간손상 모델

에서 간보호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그 기전으로는



곽창근․김재은․최달영․정한솔․신상우․주명수․하기태

- 626 -

간세포내 항산화계 활성증가 관련된 것임을 알 수 있다.

결 론

웅성 rat에 사염화탄소(CCl4)를 투여하여 유발된 간손상 모

델을 통하여 황백의 간보호활성에 대하여 연구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게 되었다.

간손상의 혈청학적 지표인 GOT, GPT, ALP 등이 모두 CCl4

를 투여한 군에 비하여 황백을 처리한 군에서 유의성있는 감소

가 나타났으며, 전처리군에 비하여 후처리군에서 효과가 더 뛰어

났다.

간조직에 대한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는 CCl4로 유발된 간

조직의 파괴가 황백의 처리에 의하여 회복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전처리군에 비하여 후처리군에서 회복의 정도가 뛰어났다.

지질과산화물(MDA)의 함량은 CCl4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

하여 황백을 처리한 군에서 현저히 감소하였으며, 간조직 내

GSH 함량 및 catalase 활성은 CCl4를 처리한 군에 비하여 황백을

처리한 군에서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황백은 CCl4로 손상된 간조직에 대하여 항

산화계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간보호활성이 나타남을 확인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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