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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performed to observe the effect of Keughachukeo-tang(KH) extract on the hepatocel-
lular carcinogenesis and acute liver damage induced by Diethylnitrosamine(DENA) and CCl4 in Rats.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four; normal group(Nor), acute liver damage and hepatocellu-
lar cancer inducing control group(Con), KH extract 350㎎/㎏/day(KHA), and 700㎎/㎏/day(KHB)
administered groups to Con.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The body weight increased in KHA and KHB than Con from 7th week to the 8th week. 

The activities of Alanine aminotransferase(ALT) were the most increased in the Con among experi-
mental group. 

The activities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lkaline phosphatase(ALP), and lactacte dehydro-
genase(LDH) were significantly decreased(p<0.05) in the KHA and KHB compared with Con. 

Alpha fetoprotein(AFP) were the most increased in the Con among experimental groups. 

The activities of superoxide dismutase(SOD) were the most increased in the Con among experimen-
tal groups.

The activities of catalase were significantly increased(p<0.05) in the KHA and KHB compared with
Con.

The results of light microscopical observation, a number of hepatocytes were damaged in the Con
compared with Nor and KH extract administerd groups. 

The number of hepatic p53 positive cells was reduced in the KH extract administered groups com-
pared with C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ministration of KH extract suppress or retard on the Hepatocellular
Carcinogenesis and acute liver damage induced by DENA and CCl4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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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정상적인 細胞는 細胞內 調節機能에 의해 分 하며 成

長하고 死滅하여 細胞 의 均衡을 유지한다. 그러나 여러

가지 이유로 增殖과 抑制가 調節되지 않는 비정상적인 細

胞들이 통제되지 못하고 과다하게 增殖할 뿐만 아니라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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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組織및臟器에침입하여腫塊形成및정상組織의破

壞를초래하는상태를癌이라정의한다1).

肝癌은肝組織에서기원하는原發性肝癌과, 다른부위

의 癌에서 떨어져 나온 癌細胞가 血管이나 림프管을 통해

서또는직접적으로肝에도달하여肝組織에癌을만드는

轉移性 肝癌으로 나눌 수 있다. 이와 같이 肝에 발생하는

惡性腫瘍을 모두 肝癌이라 말할 수 있으나, 一般的으로는

原發性肝癌을일컫는다2).

특히 肝癌은 우리나라 40-50대 남자의 주요한 사망 원

인이며 인구 10만명 당 남자는 33.9명, 여자는 10.9명이

간암으로사망하고있다.3)

최근에는抗癌劑의부작용을줄이면서抗腫瘍效果를극

대화하기 위하여 한약을 倂用한 實驗的 硏究가 행해지고

있는데, No et al4)는 消積保中丸의 抗腫瘍效果에 대한 硏

究를, Jeong et al5)은內托羌活湯이腫瘍및免疫調節機能

에미치는硏究를, Yu et al6)는四物湯이항암제를투여한

마우스의 면역세포에 미치는 影響을, Baek7)은 八珍抗癌

丹의급성골수성백혈병세포에서抗腫瘍效果를, Baek8)

은 인간 肝癌 세포주에서 八珍抗癌丹과 Adriamy-cin의

병용처리에의한抗腫瘍效果를報告하 다. 

膈下逐瘀湯은 王9)의《醫林改錯》에 처음 收 된 處方으

로 積塊, 小兒 塊, 痛 移處, 臥卽腹墮, 腎瀉, 久瀉를 治

療하는效能이있다하 다. 또余10)는이處方이 血逐瘀

藥으로구성되어있어下焦氣滯瘀停疾患에有效하다고하

으며, Lee11)는 이處方이活血祛瘀 氣止痛의效能이

있어 積證, 急腹證, 胃, 十二指腸潰瘍, 胃癌, 肝硬化, 急性

膵臟炎, 膽石症, 慢性白血病, 消化管出血 등의 疾患에 응

용한다고하 다. 

이에著者는膈下逐瘀湯이肝損傷및肝癌에미치는

향을 규명하고자 Diethylnitrosamine(̀DENA)과 CCl4

를倂用投與하여肝損傷및肝癌을유발시킨후, 膈下逐

瘀湯을 투여하 으며 체중의 변화, aspartate amino-

transferase(̀AST)의 활성,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활성, alkaline phosphatase(̀ALP)의 활성,

lactate dehydrogenase(̀LDH)의 활성, serum AFP의

변화, superoxide dismutase(̀SOD)의 활성, catalase의

활성, 광학현미경관찰, p53 면역조직화학관찰을통하여

有意性있는結果를얻었기에報告하는바이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 약재

실험에사용한약재는원광대학교광주부속한방병원에

서 구입한 후 정선하여 사용하 고, 膈下逐瘀湯(̀Keugh-

achukeo-tang, 이하 KH)의 구성은《醫林改錯》9)에 準하

으며한첩의분량은다음과같다(̀Table. 1).

2) 동물

체중 200±10g 내외의 7주령 흰쥐(̀Sprague Dawle-

y) 를 샘타고(주, 오산)로부터 구입하 다. 실험동물은 동

신대학교한의과대학동물사육실에서일정한조건(온도 :

21±2℃, 습도 : 50-60%, 12시간명/암주기)하에서일

반고형사료(샘타코, 흰쥐용)와물을충분히공급하면서 1

주동안적응시킨후실험에사용하 다. 

3) 약물추출

膈下逐瘀湯 4첩을물 1200mL에넣고약탕기로 3시간

동안 가열한 다음 농축한 후 저온순환수조(COOL ACE

CA-1500)에서 1차 동결한 다음 동결건조기(Samwon,

SFDSMO06, 한국)로동결건조하여 42.0g의분말을얻

었다.

2. 방법

1) 간손상및간암유발

정상군을 제외한 모든 실험동물은 Diethylnitrosa-

mine(̀DEN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200㎎/㎏을 0.9％ 식염수 1mL에 용해하여 1주 간격으

로 2회 복강투여 하 다. DENA를 2회 투여한 다음 1주

후 부터 Carbon tetrachloride(̀CCl4, SigmaChemical

Co., St Louis, MO)와 corn oil을 1:1로 희석한 약물

1mL을 1주 간격으로 3회 복강 투여하여 간암을 유발하

다. 

2) 실험군설정및약물투여

정상군은 통상적인 사료와 물을 공급하 으며, 대조군

흰쥐는 간암과 간손상 약물 투여가 완료된 다음 24시간

후 부터 식염수 0.5mL를 실험기간 동안 매일 구강 투여

하 으며, 실험군은 膈下逐瘀湯 抽出液 건조분말을 생리

식염수 0.5mL에용해하여체중 60kg인사람의 1일투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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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인 350㎎/㎏(이하 KHA군)과 2배에해당하는 700㎎/

㎏ 투여군(이하 KHB군)으로 구분하여 8주 동안 구강 투

여하 다.

3. 관찰방법

1) 체중측정

대조군과실험군의체중은 1주간격으로실험기간동안

측정하 으며, 체중측정 12시간전부터금식시켰다.

2) 혈청 Transaminase 활성측정

혈중 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

nine aminotransferase (̀ALT)의활성측정은 Reitman-

Frankel의 방법12)에 따라 kit 시약(아산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AST와 ALT 기질액 1.0mL를 시험관에 넣

고 37℃에서 5분간 방치한 다음 혈청 0.2mL를 넣어 잘

혼합한 다음 37℃에서 AST는 60분, ALT는 30분간 반

응시킨다음정색시액 1.0mL를첨가하여잘혼합하여실

온에서 20분간 방치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0.4N

NaOH 용액 10mL를가하여잘혼합한다음실온에서약

10분간 방치하 다가 505nm에서 흡광도(̀photometer

5010, Germany)의변화를측정하 다.

3) Alkaline phosphatase(̀ALP) 활성측정

ALP 활성도 측정은 Reitman-Frankel12) 방법에 의한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405㎚(`DRI

CHEM-4000i, Japan)에서측정하 다.

4) Lactate dehydrogenase (̀LDH) 활성측정

LDH 활성도 측정은 Reitman-Frankel12) 방법에 의한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340㎚(̀DRI CHE

M-4000i, Japan)에서측정하 다.

5) Serum AFP 측정

심장 채혈하여 획득한 혈액(̀10μL)을 증류수 40μL에

희석하 다. 혈액 샘플은 AFP를 측정하기 전까지 -80℃
초저온 냉동고에 보관하 다. 그다음 AFP ELISA kit

(̀Sierra Resources International, Inc., Valrico, FL)를

이용하여 완충액에 희석된 혈액 샘플 10μL에서 혈청내

AFP 농도를측정(̀SpectraMax M2, USA)하 다13-14).

6) Superoxide dismutase(̀SOD) 추출및활성도측정

대조군과 실험군 흰쥐로부터 EDTA(̀K3) 처리된 va-

cutainer에 전혈을 수집한 후, 전혈 1.0mL에 0.85%

NaCl을 혼합한 다음 3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상층액 제거 후 pellet을 3회 반복 실시한 다음, 증

류수를 첨가하여 total volume을 4mL로 맞춘 후

ethanol 1mL와 chloroform 0.6mL를 넣고 vortex한

다음 4℃에서 3000rpm으로 10분간원심분리하 다. 상

층액을증류수로희석하여검체로사용하 다. SOD 활성

도는 SOD assay kit(̀Dojindo, Japan)를 이용하여 450

㎚에서흡광도를측정후SOD 활성도를계산하 다.

7) Catalase의추출및활성도분석

Catalase 활성도측정은 Beers and Sizer(̀1952)의방

법15)에준하여 50mM 인산칼슘완충액(̀pH 7.2)에기질인

10mM H2O2에 효소액을 가하여 최종 반응액이 3.0㎖가

되게 한 다음 25℃에서 30초간 반응시키면서 240㎚ 파

장에서소실되는 H2O2의양을측정하 다. 효소활성도의

단위는 15초간에 1㎎의 단백이 반응하여 환원시킨 H2O2

를μmole로나타내었다.

8) 광학현미경관찰

생쥐의간조직을적출하고 Bouin 용액을사용하여 24

시간 동안 고정시킨 다음, 30, 50, 70, 80, 90, 95, 100

Ⅰ, 100Ⅱ와 같이 알코올 농도를 상승시켜 탈수한 다음

xylene으로 투명화 과정을 거친 후 paraffin으로 포매하

고, 포매된 조직을 microtome을 사용하여 6μm 두께

로 절편하 다. 절편한 조직을 slide glass 위에 부착시키

고 xylene으로 paraffin을 제거한 다음 100%, 90%,

80% ethanol과같이농도가낮아지는순으로 5분씩담구

어 함수과정을 거치게 하 다. Hematoxylin과 Eosin으

로이중염색을한다음탈수하 다. Canada balsam으로

봉합한 후 카메라 부착 광학현미경(̀Olympus BX51,

Japan)으로관찰한후사진을촬 하 다.

9) p53 면역조직화학

흰쥐의간조직을적출하여 Bouin 용액을사용하여 24

시간동안고정시킨다음, paraffin으로포매한후 micro-

tome을 사용하여 조직을 6μm 두께로 절편하 다. 절편

한조직을 slide glass 위에부착시킨다음이를 xylene에

서 paraffin을 제거한 다음 100%, 90%, 80% ethanol

과 같이 농도가 낮아지는 순으로 5분씩 담구어 함수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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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거치게 하 다. 12시간 후 pH 7.2, 0.1M의 phos-

phate buffer saline(̀PBS, 0.9% NaCl) 용액에 24시간

동안 배양시킨 다음 15분간 PBS로 세척한 뒤 10%

horse serum을 함유한 blocking solution을 사용하여

20분동안배양시키고다시 PBS용액으로 15분간세척하

다. 세척한 각각의 조직위에 polyclonal anti mouse

COX-2 항체(̀Cayman Chemical Co.)를각각처리하고

습도가 높은 상온의 배양접시에서 2시간 동안 배양시킨

뒤 15분간 PBS용액으로 세척하 다. 그리고 2차 항체

biotinylated anti-mouse IgG를 처리하여 60분간 배양

시킨후 15분간 PBS용액으로세척하 다. 이를다시 3차

항체 avidin-biotinylated enzyme complex(̀ABC)

regent(̀Vector Lab, CA, USA)를 조직에 처리 30분간

반응시키고다시 PBS용액에서 15분간세척하 다. 

DAB(̀3, 3`-diaminobenzide) 발색시약을 조직에 떨

어뜨려 2분간 발색시키고 난 후 흐르는 물에 과량의 염색

시약을 제거하 다. 물기를 제거한 후 여과시킨 hema-

toxylin에 20초간 대조염색을 한 다음 통상적인 방법에

따라 표본을 제작하여 카메라 부착 광학현미경(̀Olympus

BX51, Japan)으로관찰한후사진을촬 하 다.

10) 통계분석

실험 결과에 대한 통계분석은 SAS (statistical analy-

sis system) program의 Ducan’s multiple range test

에 의하여 각 실험군 별로 평균치와 표준오차를 계산하

고, p-value가 최소한 0.05이하의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

정하 다.

III.  실험결과

1. 체중의 변화

DENA와 CCl4를복강투여하여간암및간손상을유

발하는 과정에서 8주 동안 체중의 변화를 측정하 다. 정

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4주까지 뚜렷한 체중의 변화는

관찰할수없었으나, 5주부터감소하기시작하여 6주에서

부터 8주까지는통계적으로유의성(*p<0.05) 있게감소하

다. 실험군인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7

주와 8주에서는 유의성(#p<0.05)있게 체중이 증가하 다

(̀Fig. 1). 

2.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의 활성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湯을

투여한 다음 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 AST의 활

성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100±7.02 U/L)에 비하여 대

조군(̀169±11.04 U/L)에서 AST의 활성이 증가하여통

계적으로 유의성(*p<0.05)이 있었다. 실험군 KHA군(̀98

±13.03 U/L)과 KHB군(̀87±12.40 U/L)은 정상군과

유사한 소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

성(#p<0.05)있게 AST의활성이감소하 다(̀Fig. 2).

3.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활성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湯을

투여한 다음 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 ALT의 활

성을관찰한결과, 정상군(̀60±5.32 U/L)에비하여대조

군(̀81±3.48 U/L)과 실험군에서 모두 증가하 다. 실험

군 KHA군(̀68±3.81 U/L)과 KHB군(̀72±5.45 U/L)

은대조군에비하여 ALT 활성이낮았다(̀Fig. 3).

4. Alkaline phosphatase (ALP)의 활성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湯을

투여한 다음 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 ALP의 활

성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238±13.73 U/L)에 비하여

대조군(̀340±24.96 U/L)에서 뚜렷이 증가하여 통계적

으로 유의성(*p<0.05)이 있었다. 실험군 KHA군(̀283±
17.06 U/L)은 정상군에 비하여 활성이 증가하 으나 대

조군에 비하여 활성이 낮았으며, 특히 KHB군(̀225±
17.55 U/L)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p<0.05)있게활성이감소하 다(Fig. 4).

5. Lactate dehydrogenase (LDH)의 활성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湯을

투여한 다음 LDH의 활성을 관찰한 결과, 정상군(̀2913

±706.17 U/L)에 비하여 대조군(̀5,566±187.72 U/L)

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증가하 다. 실험

군 KHA군(̀2975±377.05 U/L)과 KHB군(̀2490±
506.06 U/L)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활성을 보여주었을

뿐만아니라대조군에비하여통계적으로유의성(#p<0.05)

있게감소하 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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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Serum AFP의 활성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湯을

투여한 다음 혈청 내 AFP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군

(`2.78±0.29 ng/mL)에 비하여 대조군(`5.51±0.86

ng/mL)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증가하

으며, 실험군 KHA군(̀3.40±0.53 ng/mL)과 KHB군

(̀2.95±0.19 ng/mL)은 대조군에 비하여 AFP의 활성이

낮았다(̀Fig. 6).

7. Superoxide dismutase (SOD)의 활성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湯을

투여한다음간조직에서 SOD의활성을측정한결과, 정

상군(̀102±2.04%)에 비하여 대조군(̀133±3.70%)과

실험군에서모두증가하 다. 실험군 KHB군(̀116±2.61

%)과 KHA군(̀111±4.64%)은 대조군에 비하여 SOD

활성이낮았으나통계적인유의성은없었다(̀Fig. 7).

8. Catalase의 활성

간 손상 및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湯을

투여한다음 Catalase의활성을측정한결과, 정상군(̀221

±5.44 U/mL)에 비하여 대조군(̀192±11.21 U/mL)에

서는 감소하 으나, 실험군 KHA군(`264±17.34

U/mL)과 KHB군(̀266±13.11 U/mL)은대조군에비하

여통계적으로유의성(#p<0.05)있게증가하 다(̀Fig. 8).

9. 광학현미경 관찰

간 조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흰 쥐에게 DENA와

CCl4 처리 후 膈下逐瘀湯을 8주 동안 구강 투여한 다음

간조직을적출하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이중염색

한다음광학현미경으로관찰하 다.

정상군의간세포는핵이둥 고핵질은 eosin에염색성

이 고르게 나타났다. 동굴모세혈관 속에서는 혈액이 있어

eosin에강한염색성을보 으며, 다수의 Kupffer 세포들

이관찰되었다(̀Fig. 9a). 간손상및간암을유발시킨대조

군의간조직은중심정맥이매우위축되어있었으며, 동굴

모세혈관은거의관찰되지않았다. 핵은매우손상되어있

었으며, 세포의 형태가 매우 불규칙하 다. 핵은 비교적

크면서염기성이높고, 세포질은호산성을강하게띠는세

포들이다수관찰되었다(̀Fig. 9b). KHA군에서는대조군

에서처럼 손상된 간 조직은 관찰되지 않았지만, 중심정맥

주변에서 세포질의 염색성이 비교적 낮은 세포집단과 백

혈구의침착을확인할수있었다. 대조군에서처럼핵은비

교적크면서염기성이높고, 세포질은높은호산성을띠는

세포들이 관찰되었다(̀Fig. 9c). KHB군은 중심정맥은 비

교적둥 게관찰되었으나동굴모세혈관은뚜렷하지않았

으며, 소수의 대핵세포들이 있었다. 간 조직은 전반적 염

색성이 고르게 나타났으나, 핵의 도는 정상군에 비하여

비교적높았다(̀Fig. 9d).

10. p53 면역조직화학

p53의 면역조직화학적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흰 쥐에

게 DENA와 CCl4 처리 후 膈下逐瘀湯을 8주 동안 구강

투여한다음간조직을적출하여 p53 항체처리하고광학

현미경으로관찰하 다.

정상군의 간 조직은 p53에 대한 면역반응성이 거의 없

었으며, 동굴모세혈관에서 미약한 반응이 나타났다(̀Fig.

10a). 대조군의 간세포에서는 p53에 강한 면역반응성을

보이는세포들이중심정맥주변의세포들에서집중적으로

관찰되었으며, 간조직전반에걸쳐 p53에대한높은면역

반응성을 보 다(̀Fig. 10b). KHA군에서는 대조군에서

처럼 p53에면역반응성을보이는세포들이집단으로관찰

되었으나 면역반응성은 다소 낮았다. 또한 이들은 섬유성

으로 보이는 물질에 의하여 둘러싸여 있었다(̀Fig. 10c).

KHB군은 p53에 대하여 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가 산

발적으로 나타났다. p53에 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와

면역반응성이없는세포가뚜렷이구분되었다(̀Fig. 10d). 

IV.  고찰

腫瘍이란生體組織의一部가끊임없이非正常的이고持

續的으로過剩發育하는것으로人體를構成하는正常細胞

가 刺戟에 의하여 遺傳子 形質 轉換이 發生하고, 그 結果

細胞의形態學, 生物學, 化學, 物理學, 免疫學的 動이변

한 變形細胞가 遺傳的으로 代를 이어 無節制한 增殖을 함

으로써 形成된 變形細胞의 집단으로 몸에서 새롭게 생겨

나는 新生物을 말한다16). 腫瘍은 床 및 病理形態學的으

로 性腫瘍과惡性腫瘍으로區分하며일반적으로惡性腫

瘍을癌이라總稱한다17).

韓醫學에서는 腫瘍과 일치하는 용어는 없지만 腫瘍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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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인식은일찍부터있었던것으로보인다. 腫瘍에대한

표현은殷墟의胛骨文에서‘瘤’라하여처음나타나며, 이

후《內經》에서 積聚, 腸覃, 石 , 溜(瘤), 五臟之積 등에 대

해구체적으로언급되어있다 18). 

癌은 全身的인 狀態와 局所的인 病症變化에 따라 辨證

施治하여 治療에 응용하는데 疏肝 氣, 活血化瘀, 淸熱

濕, 解毒破結, 養陰淸熱, 解毒祛瘀, 淸熱解毒法, 軟堅化瘀,

疏肝散結, 活血止痛, 濕 氣, 開窺逐水法 등의 치법이

사용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益氣補脾, 滋陰補血, 養血

生津, 溫補脾腎 하여 인체 抗癌능력을 증진시키는 扶正固

本法과 攻邪하되 人體의 正氣를 보익하여 정기를 손상시

키지않는扶正祛邪法이널리활용되고있다19).

본 연구에 사용된 膈下逐瘀湯은《醫林改錯》9)에 수록된

처방으로서, 구성 藥物들의 效能을 살펴보면 當歸는 補血

和血·調經止痛하는效能이있어血虛經閉및創傷, 腫

등에이용되며, 甘草는下氣通經및消腫紅의效能을지니

고 있고, 桃仁은 破血祛瘀하면서 潤燥 腸하는 效能이 있

어瘀血腹痛이나 積聚및肺癰, 腸癰등에이용된다.

紅花는 活血潤燥·散種通經하는 效能이 있어 腹內 血絞

痛에應用되며, 赤芍藥은消 散腫하는效能이있어 腫

疼痛 등에 이용되고, 五靈脂는 婦人의 經水過多나 赤帶下

일때사용하고, 川芎은活血 氣및祛風止痛하는效能이

있어 經閉, 腹痛, 風濕痺에 사용되고, 牧丹皮는 淸熱凉血,

活血 瘀하는效能이있어惡血積聚作痛및打撲傷瘀血疼

痛에이용된다. 烏藥은寒疝腹痛및腎謗胱의虛寒으로인

한 疾患 등에 이용하며, 香附子는 癰疽瘡瘍, 消飮食積聚

및浮腫腹脹등에活用되고, 枳殼은堅積을攻下하는약물

로 脘腹 悶 및 脹滿등에 응용하고, 玄胡 은 活血祛瘀,

氣止痛하는效能이있어通經, 疝痛, 四肢血滯疼痛등을

治療하는데, 이러한 效能으로 인하여 膈下逐瘀湯은 人體

의 正氣 및 免疫機能을 强化시켜 抗癌效果를 나타내게 된

다20-22).

간암 환자의 50-80%에서 양불량 및 흡수장애로 인

한 만성적인 체중감소가 발생하며 극심한 양불량 상태

인惡液質로인한사망률이많게는 23%에달하고종양으

로 인한 에너지 손실 혹은 요구량의 증가, 에너지 대사의

변화 뿐만 아니라 항암제로 인한 체중감소가 암환자의 예

후에 나쁜 향을 미친다23). DENA와 CCl4를 복강 투여

하여 간암을 유발시키는 과정에서 8주 동안 체중의 변화

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은 5주부터 감소

하기 시작하여 6주에서부터 8주까지는 통계적으로 유의

성 있게 감소하 다. 실험군인 KHA군과 KHB군은 7주

와 8주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 다

(̀Fig. 1).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간 손상 및 간암의 발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膈下逐瘀湯의 투여는 체중 감소를 억

제하는데효과적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AST와 ALT의 활성치 증가는 세포 장애 정도와 상관

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다른 혈중 유출 효소에 비하여 예

민하게 변동하며 간세포의 변성 및 괴사의 지표로 이용되

고 있다. AST와 ALT는 모든 장기에 존재하나 AST의

경우간, 심장, 골격근에많이존재하는반면 ALT는간세

포 특이성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24-25). 본 硏究에 사용된

DENA와 CCl4는 사람에게 치명적인 간 손상 및 간암을

발생시키는 독성 물질로 독성작용에 대한 많은 경우들이

이미 보고된 바 있으며26), 간 기능이 손상되면 총 단백질

또는 albumin 수치가 감소하고 AST, ALT 및 ALP가

상승하며, bilirubin 및 r-GTP 활성이증가한다고알려져

있다27). 본 實驗에서도 간 기능을 확인하기 위하여 혈청

AST의활성을측정한결과, 정상군에비하여대조군에서

AST의 활성이 매우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

으며, 膈下逐瘀湯을 투여한 실험군인 KHA군과 KHB군

은 정상군과 유사한 소견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AST의 활성이 감소하 다(̀Fig. 2).

반면에혈청 ALT의활성은대조군은정상군에비하여유

의성 있게 증가하 으나, 실험군인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ALT 활성이 다소 감소하 다(̀Fig. 3).

ALP는 종양과 농양과 같은 공간 점유성 병변, 수동성 간

울혈, 황달을 일으키는 간 손상에서 증가를 보이는데25,28),

본實驗에서도역시 ALP의활성은정상군에비하여대조

군에서 뚜렷이 증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었으며,

실험군 KHA군은정상군에비하여활성이증가하 으나.

대조군에 비하여 활성이 낮았으며, 특히 KHB군은 대조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활성이 감소하 다

(̀Fig. 4). 이러한 결과로 보아 膈下逐瘀湯은 DENA와

CCl4의 독성에 의해 증가된 이들의 활성을 감소시킴으로

서손상된간에방어적으로작용함을알수있다. 

LDH는 인체의 모든 조직에 분포되어 있는데, 어떤 원

인에 의해 세포가 손상을 받으면 세포내 LDH가 세포 외

로 유출되어 혈중 LDH가 증가 된다24,29). 본 實驗에서도

DENA와 CCl4를 투여하여 치명적인 간 손상 및 간암이

유발된대조군의 LDH 활성은정상군에비하여유의성있

게증가하 으며, 膈下逐瘀湯을 8주동안투여한실험군인

KHA군과 KHB군에서는 정상군과 유사한 활성을 보여

주었을 뿐만 아니라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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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5). 이로 보아 膈下逐瘀湯은 간세포의 손상 및

파괴를억제하는데효과가있음을시사하고있다. 

Serum AFP는 1956년 Bergstrand 등에의해전기

동상 albumin과 α1-globulin 중간으로 동되는 태아성

단백으로 처음 보고되었으며, 그 후 1963년 Abelev,

1964년 Tatarinov 등이간세포암환자혈청에서이물질

이 증가한다는 사실을 보고한 이래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24). 간암환자에서는 태생성 단백 등의 선조환원 현

상을나타내어 AFP의수치가上昇하게되며, 임상적으로

혈청 AFP의 함량은 간암의 크기와 상관관계를 가진다고

보고되고 있다30). 간암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膈下逐瘀

湯을 투여하고 혈청내 AFP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정상

군에 비하여 대조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증가하 으며, 실

험군인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으나통계적인유의성은없었다(̀Fig. 6).

활성산소는산소의대사과정에서부산물로발생하며환

경적인 요인에 의해서도 발생한다. 활성산소는 자체적으

로 반응성이 매우 강하기 때문에 유전자에 돌연변이를 발

생시켜 oncogene을 과량 발현시키거나 tumor suppres-

sor gene을 불활성화 시켜 암을 일으키는 유발인자로 작

용하고 있다31). SOD는 인체 내 항산화 효소 중의 하나로

서24), superoxide radical의 독성을 감소시켜 세포 생존

율을증가시킨다32). Catalase는동식물조직중에널리분

포하며 인체의적혈구, 간, 신장 등에 풍부하다24). 생체내

호흡의 유해산물인 H2O2를 제거하기 위한 효소로 암환자

의 肝에서 catalase의 활성이 정상인에 비해 감소한다33).

본 實驗에서는 간 조직에서의 SOD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에서 모두 증가하 다.

특히, 실험군 KHB군과 KHA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SOD 활성이 낮았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Fig.

7). Catalase의 활성은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에서는 감

소하 으나, 膈下逐瘀湯 추출액을 8주 동안 투여한 실험

군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성 있게 증가하 다(̀Fig. 8). SOD의 활성도에 있어서

유의성이 명확하게 나타나지 않은 점은 보완이 필요할 것

으로사료되나, 실험군에있어서 Catalase의활성이증가

한 것으로 보아 膈下逐瘀湯 투여가 산소자유기의 산화적

간손상에대해유효함을提示하고있다.

간암이유발되는과정에서공통적인조직학적특징으로

는정상세포로보이는일부간세포가분화또는개조되면

서 결절을 형성하며34), 투명한 호산성 세포와 혼합된 형태

의 세포들이 함유된 변형된 증식성 소결절이 다수 출현한

다. 또한소결절을형성하는세포들은핵의크기가커지게

되고 증식하며, 미세구조적인 외형적 변화가 생긴다35).

CCl4에 의한 간세포의 손상은 지질과산화와 함께 세포막

의 투과성 변화로 세포종창, 원형질막 및 사립체 막의 손

상 결과 괴사를 나타낸다36). 本 實驗에서도 대조군에서는

핵의 도 및 크기가 증가하 으며 내부 변화에서도 상기

한 변화들이 발생하 으나, 실험군인 KHA군과 KHB군

에서는대조군에비하여핵의크기및양적변화가감소되

어 있었으며 손상된 간 조직도 관찰 되지 않았다(̀Fig. 9).

이로보아膈下逐瘀湯은간암의분화, 진행을억제한것으

로사료된다. 

p53유전자는 세포주기에 작용하는 종양억제 유전자의

하나로서 53kDo의 크기를 가지는 단백질이라 하여 명명

되었으며, 세포가손상받으면 p53유전자가핵내에축적

되어 손상 받은 세포의 G1/S 주기를 정지시키고 세포 고

사를 유도시켜 손상 받은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기능을

한다37). 따라서 p53유전자의변이가발생하면 DNA가손

상되더라도 세포고사가 일어나지 않으며, 다수의 악성질

환에서 돌연변이나 이종 접합성 소실 등에 따른 유전자의

변형으로 p53유전자의 과 발현이 흔히 관찰 된다38). 변이

된 p53 유전자는 정상형 p53유전자에 비해 반감기가 현

저히증가되어핵내에장기간머무르기때문에면역조직

화학방법으로검출이가능하나정상형 p53유전자는반감

기가짧기때문에면역조직화학검사로검출이되지않는

다39). 본 실험에서도 정상군의 간세포에서는 p53에 면역

반응성이거의없었으나대조군의간세포에서는 p53에강

한면역반응성을보이는세포들이다수관찰되었다. 실험

군 KHA군에서는 p53에 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집단으로 관찰 되었으나 대조군 보다는 그 집도가 감소

하 다. 실험군 KHB군은 p53에대하여면역반응성을보

이는세포가산발적으로나타났으며, p53에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와 면역반응성이 없는 세포가 뚜렷이 구분되

었다(̀Fig. 10). 이로보아 膈下逐瘀湯은 간암의 진행을 억

제하는데작용했음을알수있다. 

이상의 실험 결과를 요약하여 보면 AST의 활성, ALP

의 활성, LDH의 활성, Catalase의 활성, 광학현미경 관

찰, p53 면역조직화학에 있어 대조군에 비해 실험군에서

는 간의 손상 및 간암의 발생, 진행이 뚜렷하게 억제된 것

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체중의 변화에 있어 7주에서 8주

까지는 실험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체중이 증가하 으나 1

주에서 6주까지는 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ALT와

AFP의활성에있어대조군에비해실험군에서활성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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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 으나 통계적 유의성이 명확하지 않은 점, SOD의

활성도를 측정하 으나 유의성이 없었던 것은 더욱 깊은

연구가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V.  결론

膈下逐瘀湯이 DENA와 CCl4로유발된흰쥐의肝損傷

및 肝癌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고자 흰 쥐에 DENA와

CCl4 처리 후 膈下逐瘀湯을 350㎎/㎏(̀KHA군)과 700

㎎/㎏(̀KHB군)을 8주 동안 구강 투여하여 관찰한 결과

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체중의 변화를 측정한 결과 7주와 8주에서 실험군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체중이 유의성 있

게증가하 다.

2. 혈청 AST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AST의 활성이

감소하 다.

3. 혈청 ALT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ALT 활성이 감소하 으나

통계적유의성이없었다. 

4. ALP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KHA군은 대조

군에 비하여 활성이 낮았으며 특히, 실험군 KHB군은 유

의성있게활성이감소하 다.

5. LDH의 활성은 실험군 KHA군과 KHB군에서 대

조군에비하여유의성있게감소하 다.

6. Serum AFP의변화를관찰한결과실험군 KHA군

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Serum AFP가 낮았으나

통계적인유의성은없었다. 

7. SOD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KHA군과

KHB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SOD 활성이 낮았으나 통계

적인유의성은없었다.

8. Catalase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실험군 KHA군과

KHB군은대조군에비하여통계적으로유의성있게증가

하 다.

9. 실험군 KHA군과 KHB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핵의 크기 및 양적 변화가 감소되어 있었으며 손상된 간

조직도관찰되지않았다. 

10. 실험군 KHA군에서는 p53에 면역반응성을 보이

는세포들이관찰되었으나대조군보다는그 집도가감

소하 으며, 실험군 KHB군은 p53에 대하여 면역반응성

을보이는세포가산발적으로나타났다.

이상의 結果로부터 膈下逐瘀湯은 肝 損傷 및 肝癌유발

에 대해 抑制 效果가 있음이 확인 되었으며, 向後 床에

서도 肝損傷 및 肝癌 疾患에 다양하게 응용될 수 있을 것

이라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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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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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8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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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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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e changes of body weight in the  DENA and CCl4

induced liver injury during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p 0.05) or control(#p 0.05.).

Fig. 2. The changes of AST activities in rats administered

KH for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p 0.05) or con-

trol(#p 0.05).

Fig. 3. The changes of ALT activities in rats administered

KH for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p 0.05) or con-

trol(#p 0.05). 

Fig. 4. The changes of ALP activities in rats administered

KH for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350 ㎎/㎏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p 0.05) or con-

trol(#p 0.05).

Nor Con KHA KH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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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he changes of LDH activities in rats administered

KH for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p 0.05) or con-

trol(#p 0.05.).

Fig. 7. The changes of SOD activities in rats administered

KH for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Fig. 8. The changes of Catalase activities in rats adminis-

tered KH for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p 0.05) or con-

trol(#p 0.05.).

Fig. 6. The changes of α-fetoprotein  in rats administered

KH for 8 weeks. 

Nor,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Con, con-

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day or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p 0.05) or con-

trol(#p 0.05.).



膈下逐瘀湯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肝癌 形成과 肝 損傷에 미치는 향 75

Fig. 9. Histological sections of liver of rats in response to

KH extracts administered following DENA and CCl4

treatment. 

ⓐ,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

㎏/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

ment. ⓓ,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

/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CV, central ve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Fig. 10. Immunohistochemical localization of p53 in hepa-

tocytes. 

A lot p53 immunoreactive cells are observed in the

Control group. Arrows indicate p53 immunoreac-

tive cells. ⓐ, Normal group administrated saline.

ⓑ,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weatment. ⓒ, KHA group administrated

KH 35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 KHB group administrated KH

70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CV, central vein. Original magnification

×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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