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I.  서론

간질환은 환경의 오염, 식생활의 변화, 스트레스, 음주,

병원체의 감염 및 대사성 질환 등 여러 가지 요인에 의하

여 발생되며, 만성으로 진행되면 황달, 복통, 복수, 부종

등의증상이나타나고간조직내간섬유화로진행된다1). 

肝硬變은간질환말기병변으로간손상의결과간섬유

화와 간세포의 결절이 재생되는 질환으로 대다수의 肝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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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jinho-tang(IJ) has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hepatobiliary diseases. This study was performed
to observe the effect of IJ extract on the hepatocellular carcinogenesis and hepatic cirrhosis induced
by Diethylnitrosamine(DENA) and CCl4 in Rats.

Experimental groups were divided into two ; 8th and 12th week group, and subdivided into four; nor-
mal group(Nor), hepatocellular cancer and hepatic cirrhosis inducing control group(Con), and IJ
extract 260mg/kg/day(IJA) or 520mg/kg/day(IJB) administered groups to Con. 

The results obtained are as follows:

The body weight was decreased in the Con, IJA and IJB compared with the Nor from the 2nd week to
the 12th week.  The weight of liver and the weight of liver/100g body weight were decreased signifi-
cantly in Con, IJA and IJB compared with the Nor. The activities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and alanine aminotransferase(ALT)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the Con compared with Nor, but
decreased in the IJA and IJB compared with Con from the 8th week group. The activities of alkaline
phosphatase(ALP), lactacte dehydrogenase (LDH) and alpha fetoprotein(AFP) were increased signifi-
cantly in the Con compared with Nor, but decreased in the IJA and IJB compared with Con. The
activities of superoxide dismutase(SOD) were decreased in the IJA and IJB compared with Con, but
the activities of catalase were increased in the IJA and IJB compared with Con. According to the light
and electron microscopical observation, IJA and IJB improved the morphological and histopathologi-
cal changes of the liver injured by DENA and CCl4. The number of hepatic p53 positive cells was
decreased in the IJA and IJB compared with C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dministration of IJ extract suppress or retard DENA and CCl4-induced
hepatocelluar carcinogenesis and hepatic cirrhosis in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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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에서 75-80% 이상 肝硬變이 동반된다2). 肝癌, 肝硬

變은원인과병리기전, 형태가다양하고복잡하여, 다양한

약물과 처방들이 肝癌 및 肝硬變으로 인한 간손상의 치료

와예방에응용되고있다. 그러나현대의학의발전에도불

구하고 肝癌이나 肝硬變에 대한 효과적인 치료법이 제시

되지않아치료에어려움을겪고있다. 

韓醫學에서 肝癌, 肝硬變은 肝積, 肥氣, 肝脹, 肝著, 

, 積聚, 黃疸, 鼓脹, 脇痛등의범주에서취급할수있으

며, 변증유형은 氣滯血瘀, 肝熱濕毒, 脾腎陽虛, 肝腎陰虛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 중 肝熱濕毒型은 초기 肝癌과

肝硬變症에 발생하며, 淸熱, 利濕, 退黃하는 茵蔯蒿湯이

대표적처방이다3-4).

茵蔯蒿湯은 張仲景의 傷寒 5)에서 최초로 언급되었다.

주로 黃疸 치료에 사용되었으며, 현재는 肝炎, 膽石症, 膽

囊炎등각종肝膽疾患과高脂血症에많이응용되고있다.

茵蔯蒿湯에대한최근실험연구로는 Heo et al6)은항산

화및간세포보호효과에대하여, Lee et al7)는간손상개

선효과에 대하여, Yun et al8)은 肝癌 항암효과에 대하여

보고하 다.

이에 저자는 茵蔯蒿湯이 肝癌 형성과 肝硬變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해 흰쥐에게 Diethylnitrosamine과

CCl4를 투여하여 肝癌, 肝硬變을 유발시켰다. 다음으로

茵蔯蒿湯 추출액을 경구 투여하여 체중변화, 간 중량변화

를 관찰하고, 간손상 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AST활

성, ALT활성, ALP활성, SOD활성, catalase 활성, 간조

직변화, 간세포미세구조변화등을살펴보고, 肝癌에대한

항암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LDH 활성, AFP 활성, p53

면역조직화학적 변화 등을 살펴보았다. 이에 유의성 있는

결과를얻었기에보고하는바이다.

II.  실험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실험방법

체중 200±10g 내외의 7주된 흰쥐(̀Sprague Dawl-

ey)를샘타고(한국)로부터구입하 다. 실험동물은東新大

學校韓醫科大學동물사육실에서일정한조건(온도: 21±
2℃, 습도 : 50-60%, 12시간 주기 명/암)하에서 일반 고

형사료(샘타코, 흰쥐용)와물을충분히공급하면서 1주동

안적응시킨후실험에사용하 다. 

2) 약재

실험에사용한약재는圓光大學校光州韓方病院에서구

입한 후 精選하여 사용하 다. 茵蔯蒿湯(̀Injinhotang, 이

하 IJ)의 구성은《東醫寶鑑》9)에 準하 으며, 1貼의 분량은

다음과같다(̀Table. 1).

3) 약물추출

茵蔯蒿湯 4貼을 물 600mL에 넣고 약탕기로 3시간 동

안 가열한 다음 농축한 후 저온순환수조(̀COOL ACE

CA-1500)에서 1차 동결한 다음 동결건조기(̀Samwon,

SFDSMO06, 한국)로동결건조하여 31.8g의분말을얻

었다.

2. 방법

1) 肝癌, 肝硬變유발

정상군을제외한모든실험동물은 Diethylnitrosamine

(̀DEN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200㎎
/㎏을 0.9％ 식염수 1mL에 용해하여 1주 간격으로 2회

복강투여하 다. DENA를 2회 투여한 다음 1주 후부터

Carbon tetrachloride(̀CCl4,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와 corn oil을 1:1로희석한약물 1mL을 1주

간격으로 3회복강투여하여肝癌과肝硬變을유발하 다. 

2) 실험군설정및약물투여

정상군은 통상적인 사료와 물을 공급하 으며, 대조군

흰쥐는약물투여가완료된다음 24시간후부터식염수 0.5

mL를 실험기간 동안 매일 구강 투여하 다. 실험군은 茵

蔯蒿湯추출건조분말을생리식염수에 0.5mL에용해하여

체중 60kg 인 사람의 1일 투약량인 260㎎/㎏(이하 IJA

군)와 2배에 해당하는 520㎎/㎏(이하 IJB군)을 8주(이하

IJA-8군, IJB-8군)와 12주(이하 IJA-12군, IJB-12군) 동

안구강투여하 다.

3) 흰쥐체중측정

대조군과실험군의흰쥐체중은 1주간격으로실험기간

동안측정하 으며, 체중측정 12시간전부터금식시켰다.

4) 흰쥐간중량측정

흰쥐의 간 중량 측정을 위하여 실험기간인 8주와 12주

후 urethane(̀0.75㎎/㎏)을복강투여하여마취하 다. 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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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을열고심장채혈한다음간을적출하 고, 생리식염수

로 세척한 다음 수분을 제거하고서 chemical balance

(̀Saturous, USA)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 간의 무게는

실험동물체중 100g 당무게로환산하 다.

5) 혈청 transaminase 활성측정

혈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ALT)의 활성 측정은 Reitman-

Frankel의방법10)에따라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사용

하여 측정하 다. AST와 ALT 기질액 1.0mL을 시험관

에넣고 37℃에서 5분간방치한다음혈청 0.2mL을넣어

잘 혼합한 다음 37℃에서 AST는 60분, ALT는 30분간

반응시킨다음정색시액 1.0mL을첨가하여잘혼합하여

실온에서 20분간 방치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0.4N

NaOH 용액 10mL을가하여잘혼합한다음실온에서약

10분간 방치하 다가 505nm에서 흡광도(̀photometer

5010, Germany)의변화를측정하 다.

6) Alkaline phosphatase(̀ALP) 활성측정

ALP 활성도 측정은 Reitman-Frankel10) 방법에 의한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405㎚에서 흡광도

(̀photometer 5010, Germany)의변화를측정하 다.

7) Lactate dehydrogenase(̀LDH) 활성측정

LDH 활성도 측정은 Reitman-Frankel10) 방법에 의한

kit 시약(아산제약, 한국)을 사용하여 340㎚에서 흡광도

(̀photometer 5010, Germany)의변화를측정하 다.

8) Serum alpha fetoprotein(̀AFP) 측정

심장채혈하여획득한혈액(̀10μL)을증류수 40μL에희

석하 다. 혈액샘플은 AFP를측정하기전까지 -80℃ 초

저온냉동고에보관하 다. 그다음 AFP ELISA kit(̀Sie-

rra Resources International, Inc., Valrico, FL)를 이

용하여 완충액에 희석된 혈액 샘플 10μL에서 혈청내

AFP 농도를측정하 으며, 제조사의실험방법11-12)에따라

측정(̀Molecular Devices. SpectraMax M2, USA)하

다.

9) Superoxide Dismutase(̀SOD) 추출및활성도측정

대조군과실험군흰쥐로부터 EDTA(̀K3) 처리된 vacu-

tainer에 전혈을 수집한 후, 전혈 1.0mL에 0.85% NaCl

을 혼합한 다음 3000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 다.

상층액 제거 후 pellet을 3회 반복 실시한 다음, 증류수를

첨가하여 total volume을 4mL로 맞춘 후 ethanol 1mL

과 chloroform 0.6mL을 넣고 vortex한 다음 4℃에서

3000rpm으로 10분간원심분리하 다. 상층액을증류수

로 희석하여 검체로 사용하 다. SOD 활성도는 SOD

assay kit(̀Dojindo, Japan)를이용하여 450㎚에서흡광

도를측정후SOD 활성도를계산하 다.

10) Catalase 추출및활성도측정

Catalase 활성도 측정은 Beers and Sizer의 방법13)에

준하여 50mM 인산칼슘 완충액(̀pH 7.2)에 기질인 10

mM H2O2에 효소액을 가하여 최종 반응액이 3.0mL이

되게한다음 25℃에서 30초간반응시키면서 240㎚ 파장

에서소실되는H2O2의양을측정하 다. 효소활성도의단

위는 15초간에 1㎎의 단백이 반응하여 환원시킨 H2O2를

μmole로나타내었다.

11) 광학현미경관찰

흰쥐의간조직을적출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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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매된조직을 microtome을사용하여 5μm 두께로

절편하 다. 절편한 조직을 slide glass 위에 부착시키고

xylene으로 paraffin을 제거한 다음 100%, 90%, 80%

ethanol 과같이농도가낮아지는순으로 5분씩담궈함수

과정을 거치게 하 다. Hematoxylin과 Eosin으로 이중

염색을 한 다음 탈수하 다. Canada balsam으로 봉합한

후 카메라 부착 광학현미경(̀Olympus BX51, Japan)으

로관찰한후사진을촬 하 다.

12) p53의면역조직화학적염색

흰쥐의간조직을적출하여 Bouin 용액을사용하여 24

시간동안고정시킨다음, paraffin으로포매한후 micro-

tome을사용하여조직을 5μm 두께로절편하 다. 절편한

조직을 slide glass 위에 부착시킨 다음 이를 xylene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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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이농도가낮아지는순으로 5분씩담구어함수과정을거

치게 하 다. 12시간 후 pH 7.2, 0.1M의 phosphate

buffer saline(̀PBS, 0.9% NaCl) 용액에 24시간동안배

양시킨다음 15분간 PBS로세척한뒤10% horse serum

을함유한 blocking solution을사용하여 20분동안배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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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키고다시 PBS용액으로 15분간세척하 다. 세척한각

각의 조직위에 polyclonal anti mouse p53 항체

(̀Cayman Chemical Co.)를 각각 처리하고 습도가 높은

상온의 배양접시에서 2시간 동안 배양시킨 뒤 15분간

PBS용액으로세척하 다. 그리고 2차항체 biotinylated

anti-mouse IgG를처리하여 60분간배양시킨후 15분간

PBS용액으로 세척하 다. 이를 다시 3차항체 avidin-

biotinylated enzyme complex(̀ABC) regent(̀Vector

Lab, CA, USA)를조직에처리 30분간반응시키고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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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전자현미경관찰

전자현미경 관찰을 위하여 광학현미경 시료와 동일한

부위의조직을절취하여전고정액속에서 1㎣크기로세절

한 후 2.5% glutaraldehyde (̀phosphate buffer, pH

7.4)로 2시간 동안 전고정하 다. 전고정이 끝난 조직은

동일 완충액을 사용 10분 간격으로 3회 세척한 다음 1%

osmium tetroxide(OsO4)로 2시간후고정한다음동일

완충액으로 3회 세척하 다. 세척 후 시료들은 상승농도

순의에탄올로탈수하여 propylene oxide로치환한다음

Epon-Araldite 혼합액으로 포매하 고 60℃ 오븐에서

30시간 중합시켰다. 포매된 조직들을 LKB-Ⅴ형 ultra-

microtome을 사용 1㎛두께로 절편을 제작하여 1%

toluidine blue로 hot plate(̀60℃)상에서염색하 다. 염

색된시료를광학현미경으로관찰하여조직을확인한다음

동일한부위에서 60㎚두께로초박절편을제작하여 silver

grid에부착하 고, uranyle acetate 와 lead citrate로이

중 염색한 다음 JEM 100 CX-Ⅱ 투과형 전자현미경

(̀80KV)으로관찰하 다.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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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결과

1. 체중 변화

흰쥐의 체중 변화는 肝癌과 肝硬變 유발 후 2주군에서

부터 나타나기 시작하 다. 2주군에서 정상군(`283±
3.12g)에비하여대조군(̀264±7.40g)은약 20g 정도감

소하 으며, 실험군인 IJA군(̀282±7.37g)과 IJB군(̀275

±12.02g)은 약간 감소하 다. 4주군에서부터 대조군

(̀300±11.10g)은정상군(̀337±7.92g)에비하여통계적

으로 유의성(＊p＜0.05) 있게 감소하 으며 실험 종료

시점인 12주까지동일한결과를보 으나, 茵蔯蒿湯이투

여된 실험군의 체중은 정상군에 비하여 낮지만 유의성이

없었고대조군에비하여높았다(̀Fig. 1).  

2. 간 중량 변화

1) 8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8주동안茵蔯蒿湯추출액

을구강투여한다음간을적출하여간중량을측정하 다.

정상군(̀13.19±0.23g)에 비하여 대조군(̀10.86±0.23g)

과실험군인 IJA-8군(̀10.39±0.49g)은통계적으로유의

성(＊p＜0.05)있게 낮았으며, IJB-8군(̀10.46±0.59g)

은 정상군에 비하여 낮지만 유의성은 없었다. IJA-8군,

IJB-8군은모두대조군에비하여유의성은없었지만낮게

나타났다(̀Fig. 2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구강투여한다음간을적출하여간중량을측정하

다. 정상군(`11.12±0.56g)에 비하여 대조군(`8.99±
0.29g)과 실험군인 IJA-12군(̀9.81±0.38g), IJB-12군

(̀9.32±0.42g) 모두통계적으로유의성(̀＊p＜0.05)있게

낮았다. 또한 IJA-12군, IJB-12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

의성없이높게나타났다(̀Fig. 2B). 

3. 체중 100g당 간 중량의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액

을구강투여한다음흰쥐의체중 100g당간중량을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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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결과정상군(̀3±0.0g)에비하여대조군(̀2.8±0.0g)과

실험군인 IJA-8군(2.2±0.1g), IJB-8군(̀2.4±0.2g) 모

두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감소하 으며,

IJA-8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p＜0.05)있게 감소

하 다(̀ F̀ig. 3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액

을구강투여한다음흰쥐의체중 100g 당간중량을측정

한결과정상군(̀2.3±0.0g)에비하여대조군(̀2.1±0.0g)

과 실험군인 IJA-12군(̀2.2±0.0g), IJB-12군(̀2.1±
0.36g)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감소하

다. 대조군에비하여유의성없이 IJA-12군은증가하

으며, IJB-12군은비슷하 다.(̀Fig. 3B). 

4. Aspartate aminotransferase(AST)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

액을구강투여한다음 AST를측정한결과, 정상군에(̀95

±5.86 U/L) 비하여 대조군(̀179±7.03 U/L)은 통계적

으로 유의성(̀*p<0.05)있게 증가하 다. IJA-8군(̀96±
14.16 U/L)과 IJB-8군(̀116±12.34 U/L)은 대조군에

비하여통계적으로유의성(̀#p<0.05)있게감소하 다(̀Fig.

4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구강투여한다음 AST를측정한결과, 정상군(̀89±
5.31 U/L)에 비하여 대조군(̀116±7.19 U/L)은 약간 증

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IJA-8군(̀98±
8.37 U/L)과 IJB-8군(̀101±6.44 U/L)은 대조군보다

는 낮고, 정상군과 비슷하 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

었다(̀Fig. 4B). 

5. Alanine aminotransferase(ALT)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

액을구강투여한다음 ALT를측정한결과, 정상군(̀60±

5.32 U/L)에 비하여 대조군(̀82±3.62 U/L)에서 통계적

으로 유의성(̀*p<0.05)있게 증가하 다. 실험군인 IJA-8

군(̀74±5.39 U/L)은 정상군에 비하여 다소 증가하 고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

다. IJB-8군(̀66±5.65 U/L)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고 정상군과 비슷한 활성을 보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

은없었다(̀Fig. 5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구강투여한다음 ALT를측정한결과, 정상군(̀76±
5.38 U/L), 대조군(̀76±4.33 U/L)과 IJA-12군(̀77±
8.44 U/L)은 비슷하 으며, IJB-12군(̀70±5.21 U/L)

은 다른 군들보다 다소 감소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

(̀p<0.05)은없었다(̀Fig. 5B).

6. Alkaline phosphatase(ALP)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ALP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227

±9.6 U/L)에비하여대조군(̀348±28.79 U/L), 실험군

인 IJA-8군(̀285±17.09 U/L)과 IJB-8군(̀288±16.01

U/L) 모두에서통계적으로유의성(̀*p<0.05)있게높았다.

특히대조군에비하여 IJA-8군은약 19%, IJB-8군은약

17% 감소하 으나통계적인유의성은없었다(̀Fig. 6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ALP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196

±32.73 U/L)에비하여대조군(̀263±10.38 U/L)과실

험군인 IJA-12군(̀209±39.49 U/L)과 IJB-12군(̀206

±18.98 U/L) 모두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IJB-12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

성(̀#p<0.05)있게감소하 다(̀Fig. 6B).

7. Lactate dehydrogenase(LDH)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

茵蔯蒿湯 추출액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肝癌 형성과 肝硬變에 미치는 향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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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취하여 LDH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2724±206.79 U/L)에 비하여 대조군

(̀5293±282.00 U/L)은통계적으로유의성(̀*p<0.05)있

게 증가하 다. 실험군인 IJA-8군(̀2838±274.86 U/L)

과 IJB-8군(̀2838±274.86 U/L)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

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그 활성이 감소하 다

(̀Fig. 7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취하여 LDH를 측정한

결과 12주군에서 LDH의활성은정상군(̀ 2̀192±284.80

U/L)에 비하여 대조군(̀3931±297.47 U/L)과 IJA-12

군(`3673±329.77 U/L)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성

(̀*p<0.05)있게 활성이 증가하 다. IJB-12군(̀2617±
291.88 U/L)은 대조군에 비하여 그 활성이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감소하 다(̀Fig. 7B).

8. 혈청 Alpha fetoprotein(AFP)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AFP 농도

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2.78±0.29ng/mL)에 비하여 대

조군(̀5.51±0.86ng/mL)에서는 약 98% 증가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성(̀*p<0.05)있었다. 실험군인 IJA-8군(̀3.61

±0.52ng/mL)과 IJB-8군(̀3.37±0.37ng/mL)은 대조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감소하

다(̀Fig. 8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취하여 혈청 AFP의 농

도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2.47±0.15 ng/mL)에 비하여

대조군(̀11.12±5.11 ng/mL)에서 약 450%정도 증가하

을뿐만아니라통계적인유의성(̀*p<0.05)이있었으며,

실험군인 IJA-12군(̀4.04±1.10 ng/mL)과 IJB-12군

(̀3.79±0.64 ng/mL)은 정상에 비하여 다소 높고, 대조

군에 비하여 현격히 감소하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

었다(̀Fig. 8B).

9. 혈청 SOD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혈하여 SOD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102±2.04%)에 비하여 대조군(̀133

±3.70%)과 실험군인 IJA-8군(̀128±1.98%)은 통계적

으로 유의성(̀*p<0.05)있게 증가하 다. IJB-8군(̀111±
3.15%)의 활성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p<0.05)있게감소하 다(̀Fig. 9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혈하여 SOD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116±4.60%)에 비하여 대조군(̀138

±4.49%)은 통계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증가하

다. 실험군인 IJA-12군(̀124±3.85%)과 IJB-12군(̀125

±6.14%)의활성은대조군에비하여감소하 고, 정상군

에 비하여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Fig. 9B).

10. 혈청 catalase 변화

1) 8주군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8주 동안 茵蔯蒿湯 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혈하여 혈액내 catalase

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221±5.44 U/mL)에 비

하여 대조군(̀198±15.50 U/mL)이 통계적으로 유의성

없이 낮게 나타났다. 실험군인 IJA-8군(`285±9.84

U/mL)은 높은 활성을 보여 정상군이나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 증가하 고, IJB-8군(̀293±
17.95 U/mL)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증가하 다(̀Fig. 10A).  

2) 12주군

肝癌과肝硬變을유발시킨후 12주동안茵蔯蒿湯추출

액을 구강 투여한 다음 혈액을 채혈하여 catalase 활성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276±19.18 U/mL)에 비하여 대조

군(̀224±10.35 U/mL)의 활성은 감소하 다. 실험군인

IJA-12군(̀284±10.14 U/mL)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

적으로 유의성(̀#p<0.05)있게 증가하 으며, IJB-12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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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2±16.87 U/mL)은대조군에비하여그활성이증가

하 으나통계적으로유의성은없었다(̀Fig. 10B).

11. 간조직의 변화

1) 8주군

간조직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흰쥐에게 DENA와

CCl4 처리후茵蔯蒿湯추출액을 8주, 12주동안구강투여

한뒤간조직을적출하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이중

염색한다음광학현미경으로관찰하 다.

정상군의간조직은타원형의중심정맥이었다. 간세포는

둥근 핵을 갖고 있었으며 세포질은 거의 일정하게 eosin

에 대한 염색성을 보 다. 동굴모세혈관에는 혈액이 충만

되어 있었으며, Kupffer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Fig.

11a). 대조군은 중심정맥이 불규칙한 타원형이었으며 동

굴모세혈관은 뚜렷하지 않았다. 중심정맥 주변 세포들에

서는 세포질이 손상된 간세포들이 다수 집단으로 관찰되

었는데 이 세포들은 eosin에 대한 염색성이 매우 낮았다

(Fig. 11b). 실험군인 IJA-8군은불규칙모양의중심정맥

을갖고있었으며동굴모세혈관이관찰되었다. CCl4에의

하여 손상된 것으로 보이는 세포들이 부분적으로 관찰되

었으며, eosin에 대한 염색성이 높은 세포들이 다수 관찰

되었다(̀Fig. 11c). IJB-8군은 타원형의 중심정맥을 중심

으로동굴모세혈관들이관찰되었으며, 손상된간세포들은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세포들의 염색성은 비교적 고르게

관찰되었으나 핵의 도가 정상군에 비하여 높게 관찰되

었다(̀Fig. 11d).

2) 12주군

12주 대조군에서는 8주에 비하여 보다 많은 세포들이

호산성을보여주었을뿐만아니라핵은강한염기성을보

여주었다. 간조직전반에걸쳐 8주군에비하여핵의 도

가매우증가하 을뿐만아니라비교적커다란핵을갖는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침윤된 림프구 세포집단이 여

러 곳에서 나타났다(̀Fig. 12a). 실험군인 IJA-12군의 간

조직은비교적둥근중심정맥을중심으로동굴모세혈관이

뚜렷이 나타났다. 대조군에 비하여 미약하지만 호산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비교적 크고 호염성

을보이는핵들이다수관찰되었다. 전반적으로핵의 도

는 대조군에 비하여 낮았다(̀Fig. 12b). IJB-12군은 동굴

모세혈관의 모양은 뚜렷하지 않았다. 침윤된 림프구 집단

이 나타났으며 간 조직은 대조군에 비하여 미약하지만 다

수의 호산성세포들이 집단을 이루고 있었고, 핵의 도는

대조군과 IJA-12주군에비하여낮았다(̀Fig. 12c).

12. p53의 면역조직화학적 변화

1) 8주군

p53의면역조직화학적변화를알아보기위해흰쥐에게

DENA와 CCl4 처리 후 茵蔯蒿湯추출액을 8주, 12주 동

안구강투여하고흰쥐의간조직을적출하여 p53항체를처

리후광학현미경으로관찰하 다.

정상군 간조직에서는 중심정맥의 내피세포와 동굴모세

혈관 속의 혈액에서 p53에 대한 약한 면역반응성을 보

다(̀Fig. 13a). 대조군 8주의 간세포에서는 중심정맥 주변

의 세포들과 간 조직의 일부분에서 집중적으로 p53에 강

한 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Fig.

13b). 실험군인 IJA-8군간조직에서는 p53에대하여면

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동굴모

세혈관내의 혈액 또한 정상군에 비하여 높은 면역반응성

을 보 다(̀Fig. 13c).  IJB-8군의 간조직은 전반적으로

모든간세포들이 p53에대하여약한면역반응성을보여주

었으며 소수의 간세포들은 높은 반응을 나타냈다(̀Fig.

13d).  

2) 12주군

대조군 12주의 간세포에서는 p53 면역반응성을 보이

는 세포의 수가 8주 대조군에 비하여 증가하 으며 면역

반응성을 보이는 세포와 보이지 않는 세포가 뚜렷이 구분

되었는데, 대체로 그 수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Fig.

14a). 실험군인 IJA-12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면역반

응성을 보이는 세포의 수는 감소하 고 면역반응성의 정

도 또한 미약하 다(̀Fig. 14b). IJB-12군에서는 대조군

이나 IJA-12군에 비하여 높은 p53 면역반응성을 보여주

는 세포 수는 더욱 감소하 으며 미약한 면역반응성을 보

여주었다(̀Fig. 14c). 

13. 간세포의 미세구조변화

간세포의 미세구조변화을 알아보기 위해 흰쥐에게

DENA와 CCl4 처리후茵蔯蒿湯추출물을 8주, 12주동안

구강투여한 뒤 흰쥐의 간 조직을 적출하여 uranyle

茵蔯蒿湯 추출액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肝癌 형성과 肝硬變에 미치는 향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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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te와 lead citrate로 이중염색한 후 전자현미경으로

관찰하 다. 

대조군 8주의 간세포는 핵의 핵막이 둥 고 핵질이 고

르게 관찰되었다. 핵 주변에서 관찰되는 다수의 사립체들

은 둥 거나 타원형이었으며 내막의 형태가 비교적 뚜렷

하 다. 핵 주변에서 발달이 미약한 과립세포질세망은 층

판구조를 이루지 않았으며 불규칙하게 흩어져 있었다. 세

포질에서는 전반적으로 무과립세포질세망이 발달해 있었

으며, 전자 도가 낮은 커다란 지방방울이 관찰되었다

(̀Fig. 15a). 대조군 12주의 간암세포에서 관찰되는 핵의

핵막은 비교적 둥 게 관찰되었지만 내막과 외막이 다소

분리되어있었고, 핵질은비교적고르게나타났다. 과립세

포질세망은 층판구조를 이루고 있었으나. 내강이 매우 팽

창되어있었다. 사립체들은비교적그크기가작았으며수

는증가하 다. 무과립세포질세망은 8주군에비하여발달

해있었다(̀Fig. 15b). 

茵蔯蒿湯 추출액을 8주 동안 투여한 IJA-8군의 핵은

타원형으로 관찰되었으며 핵질이 고르게 발달해 있었고

커다란 핵소체를 갖고 있었다. 과립세포질세망은 내강이

다소 팽창되어 있었으며 담즙세관 주변에서는 아주 많은

분비소포들이 관찰되었다. 전자 도가 비교적 높은 사립

체들이 다수 관찰되었으며, 전자 도가 낮은 지방방울들

이 다수 관찰되기도 하 다(̀Fig. 16a). IJB-8군의 핵은

핵막이둥 고핵질이고르게발달해있었으며, 핵막은분

리되어 있지 않았다. 과립세포질세망의 발달은 미약하

으며, 핵 주변 세포질에서는 무과립세포질세망이 매우 발

달해있었다(̀Fig. 16b). 

茵蔯蒿湯추출액을 12주동안투여한 IJA-12군의간세

포는핵의핵막이비교적둥 고핵막은외막과내막이다

소 분리되어 있었다. 핵질은 비교적 고르게 관찰되었다.

과립세포질세망은 층판구조를 이루고 있지 않고 세포질

전반에걸쳐흩어져있었으며내강은팽대되지않았다. 핵

주변에서는 많은 사립체들이 집적되어 있었다(̀Fig. 17a).

IJB-12군의 간세포는 핵의 핵막이 둥 고 핵질이 고르게

발달해있었으며핵소체를갖고있었다. 핵의외막과내막

은분리되어있지않았다. 핵주변에서는다수의사립체들

이 집적되어 있었다. 과립세포질세망은 층판구조를 이루

거나세포질전반에걸쳐흩어져있었는데내강은다소팽

창되어 있었다. 세포질에서는 많은 분비소포들이 관찰되

었다(̀Fig. 17b).

IV.  고찰

韓醫學에서肝癌, 肝硬變은肝積, 肥氣, 肝脹, 肝著, 
, 積聚, 黃疸, 鼓脹, 脇痛 등의 범주에서 취급할 수 있

다. 병리기전을살펴보면, 外感六淫, 七情, 飮食勞倦등의

원인으로 濕熱이 발생하고 氣滯日久하면 血瘀가 형성되

는데 이로 인해 疏泄機能과 條達機能이 失調되고 肝脾의

脈絡이壅 되어결국에는脾腎陽虛, 肝腎陰虛상태로전

변된다4, 14). 최근 韓醫學에서는 肝癌, 肝硬變을 일으키는

간손상에대한간보호작용연구가활발하다.

濕熱로 인한 초기 肝癌, 肝硬變에 대표적으로 사용되

는 茵蔯蒿湯은 張仲景5)이“傷寒七八日 身黃如橘子色 小

便不利腹微滿者茵蔯蒿湯主之”라고하여濕熱黃疸에사

용된 이후, 여러 醫書에서 黃疸을 치료하는 처방으로 사

용되어 왔으며, 현재는 주로 肝炎, 膽石症, 膽囊炎 등 각

종肝膽疾患과高脂血症에많이응용되고있다.

茵蔯蒿湯의 구성 약재를 살펴보면, 茵蔯은 苦寒하여

淸熱 濕하면서 肝膽을 잘 통하게 하는 작용이 있으므로

淸熱除黃하는 要藥이며, 약리학적으로 解熱, 抗炎, 膽

作用및 간기능 보호작용이 있으며, 혈압강하와 항동맥경

화 활성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다. 梔子는 苦寒하여 煩熱

을 제거하므로 三焦를 淸泄하며, 약리학적으로 피부진균

에 대한 억제작용이 있고 연부조직손상에 대한 소염, 지

통효과가 있다. 또한 膽作用과 체장부 분비촉진작용이

있으며, 肝보호작용이있다. 大黃은熱을아래로내려가

게 하여 濕熱이 壅滯된 邪氣를 瀉下시켜 주며, 약리학적

으로 瀉下 성분인 anthracene glycosides를 함유하고,

각종세균에대한항균작용이있다. 그외에抗腫瘤作用,

膽作用, 간손상보호작용, 면역조절작용도있다15-16).

본 연구는 茵蔯蒿湯이 肝癌 형성과 肝硬變에 미치는

향을 규명하기 위해 흰쥐에 肝癌, 肝硬變을 유발시킨

후 체중변화, 간중량변화, 혈청효소변화, AFP, SOD,

catalase 활성도 변화, 간조직, p53의 면역조직학적 변

화, 간세포 미세구조 변화에 대한 茵蔯蒿湯의 효과를 알

아보았다. 

실험동물에 肝癌을 유발시키기 위해 diethynitrosa-

mine(DENA)17), phenobarbital. acetylaminofluo-

rene, ethionine 등여러가지화학적발암제를투여하는

방법이 연구되었다18). 그 중 DENA는 cytochrome

p450에 의하여 활성화되어 세포내 DNA와 반응하여

DNA부가체를 형성한다. 이러한 DNA부가체로 인하여

변형된염기나 nucleotide가제거되지않는한 DNA 복

12



제과정을 거쳐 돌연변이가 일어나고 유전적으로 고정되

어종양을일으킨다19).

간의 지방변성, 괴사, 간섬유화를 유발시켜 간손상 실

험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물질인 CCl4는 cytochrome

p450에 의하여 CCl3 free radical이 생성되어 세망내피

계(̀endoplasmic reticulum)에서 불포화지방산을 공격

하여 지질과산화가 일어나므로 세포막과 간효소에 손상

을 일으키고, 미토콘드리아의 작용이 저하되어 간세포괴

사에이르게한다20-21). 

DENA와 CCl4를 병용 투여한 실험들22-23)도 다수 진

행되었는데, 본 실험에서도 DENA와 CCl4를 흰쥐에 병

용투여하여 肝癌과 肝硬變을 유발시켰다. 다음으로 茵蔯

蒿湯 추출액을 체중 60kg 인 사람의 1일 투약량인 260

㎎/㎏(̀IJA군)와 2배에 해당하는 520㎎/㎏(̀IJB군)으로

나누어 8주(이하 IJA-8군, IJB-8군)와 12주(̀IJA-12군,

IJB-12군) 동안 구강투여한 후 정상군, 대조군과 비교하

다.

일반적으로 DENA로肝癌을유도하면정상군에비해

체중이 감소하고, 체중에 대한 간 중량은 미미한 증가를

보인다24). CCl4 또한 간의 무게를 증가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고있으며25), CCl4 투여에의해체중에대한간의상

대적무게가투여시간및농도의존적으로증가하는경향

이있다26).

본실험에서는체중측정결과대조군과실험군의체중

은정상군에비하여, 유의성있게감소하 으며대조군에

비해실험군의체중이증가하 다. 

간 중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 실험군 모두 통계

적으로유의성있게감소하 으며, IJB-8군은통계적유

의성이 없었다. 체중100g당 간중량은 정상군에 비해 대

조군실험군모두통계적으로유의성있게감소하 다. 본

실험에서는간의무게가절대적, 상대적으로증가하는것

을 관찰할 수 없었으며, 사용 약물의 용량과 측정시기에

관해심도깊은연구가필요하리라사료된다.

간세포의손상을검사하기위하여임상적으로흔히혈

청내의 AST, ALT 및 ALP와 같은 효소의 활성도를 검

사하는데27), 혈청내에서의 AST, ALT 활성치 증가는 간

세포의장애정도와비교적상관성이높고, 간에서혈액으

로 유출되는 다른 효소에 비해 예민하게 변동된다28). 또

한흡수, 분비가활발한부위인간에서는 ALP가풍부하

여 肝炎, 肝硬變, 폐쇄성 황달, 기타 간담도계질환 등이

있을때증가한다29).

본실험에서는간손상의정도를알아보기위해흰쥐에

게 DENA와 CCl4 처리후 茵蔯蒿湯추출물을 8주, 12주

동안구강투여하여 AST, ALT, ALP를측정하 다.

茵蔯蒿湯 추출물을 8주 동안 투여한 실험군에서 AST

의활성치는실험군모두감소하 으며, 대조군에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 ALT의 활성은 실

험군모두정상군에비하여다소증가하 고대조군에비

하여 감소하 으나 통계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ALP의

활성치는 정상군에 비하여 실험군인 IJA, IJB 모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성 있게 높았으며, 대조군과 실험군과는

통계적인유의성은없었다.

茵蔯蒿湯 추출물을 12주 동안 투여한 실험군에서

AST, ALT 활성치는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없었으며,

ALP 활성치는 IJB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있게 감소

하 다. 이는 茵蔯蒿湯을 8주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茵蔯

蒿湯이간손상회복에일정정도효과가있는것으로사료

된다. 

종양조직에서는 당분해 활성도가 정상조직에 비해 증

가되므로당분해주효소인 LDH(Lactate Dehydrogena-

se)의활성도가증가하게된다30).

혈청 AFP는 출생 후에는 빠르게 혈중에서 사라져 출

생직후에검출되지않을정도로감소하다가간세포암등

의 AFP를 증가시키는 병적 상황이 되면 다시 증가하게

된다. 간세포암에서 AFP 증가는 임상적으로 유용한 종

양표지자와선별검사의방법으로사용되고있다31).

본실험에서는 肝癌 활성도를 알아보기 위해 흰쥐에게

DENA와 CCl4 처리후 茵蔯蒿湯 추출물을 8주, 12주동

안구강투여하여 LDH, AFP를측정하 다.

茵蔯蒿湯 추출물을 8주 동안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LDH와 AFP의 활성은 실험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

적으로유의성있게그활성이감소하 다.

茵蔯蒿湯 추출물을 12주 동안 투여한 실험군에서

LDH와 AFP의 활성치는 실험군은 정상에 비하여 다소

높았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으나 통계적인 유의

성은없었다. 다만 AFP IJB-12군은대조군에비하여그

활성이통계적인유의성있게감소하 다.

이는茵蔯蒿湯을 8주투여한실험군에서는茵蔯蒿湯이

肝癌에대한항암효과가뚜렷이나타나며, 12주를투여한

실험군에서는일정정도효과가있는것으로사료된다. 

세포고사의 주요 유발 인자 중 한가지인 활성산소는

SOD에 의해서 과산화수소로 전환되고, 과산화수소는

catalase를 통해서 무독한 물로 전환되어 산화적 손상으

로부터세포가보호된다32-33).

茵蔯蒿湯 추출액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肝癌 형성과 肝硬變에 미치는 향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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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실험에서는 간손상을 일으키는 활성산소의 산화적

손상에 대한 茵蔯蒿湯의 세포보호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흰쥐에게 DENA와 CCl4 처리 후 茵蔯蒿湯추출물을 8

주, 12주동안구강투여하여 SOD를측정하 다. 다음으

로 SOD의 작용 결과 생성되는 최종산물인 과산화수소

역시유해한활성산소이므로과산화수소(H2O2) 분해효

소인 catalase 효소의활성을측정하 다.

SOD의 활성치를 측정한 결과 8주 12주 모두 정상군

에비하여다소증가하 으며, 대조군에비해서감소하

으나통계적으로유의성은없었다.

Catalase의활성치를측정한결과정상군에비하여대

조군에서 가장 낮게 나타났다. 실험군인 IJA군과 IJB군

은 활성을 보여 정상군이나 대조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게 증가하 다. 다만 IJB-12군은 대조군에

비하여 그 활성치가 증가하 으나 통계적으로 유의성은

없었다.

본 실험의 결과 대조군은 SOD 활성은 증가하 지만

상대적으로 catalase의 활성이 낮은 것으로 보아 간손상

이심하게진행되고있음을알수있었고, 茵蔯蒿湯추출

액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SOD의 활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catalase의 활성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간조직

내 활성산소와 과산화수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함으로써

간손상으로부터보호작용을한다고사료된다.

CCl4를 장기간 투여했을 때 실험동물의 간 조직은 간

세포는 팽창되어 동굴모세혈관의 윤곽이 소실되며 간소

엽의 가장자리부터 증식된 결합조직에 의해 간소엽의 크

기가축소되는것으로알려져있다34).

본실험에서간조직의변화를알아보기위해흰쥐에게

DENA와 CCl4 처리후茵蔯蒿湯추출물을 8주, 12주동

안 구강투여한 뒤 간조직을 적출하여 hematoxylin과

eosin으로이중염색한다음광학현미경으로관찰하 다.

광학현미경으로관찰한결과 8주대조군은중심정맥이

불규칙한타원형이었으며동굴모세혈관은뚜렷하지않았

다. 중심정맥주변세포들에서는세포질이손상된간세포

들이다수관찰되었고비교적커다란핵을갖는세포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12주 대조군에서는 간세포의 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아 간세포암종으로 진행되고 있음을

확인할수있었다.

茵蔯蒿湯을 투여한 경우 IJA-8군은 불규칙 모양의 중

심정맥을 갖고 있었으며 동굴모세혈관이 관찰되었다.

CCl4에의하여손상된것으로보이는세포들이부분적으

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간세포 보호 또는 재생효과가

있음을알수있다.

또한 12주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전반적으로 간세

포의 핵 도가 낮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茵蔯蒿湯 추

출액이 간암으로의 이행과정을 억제 또는 지연시키는 것

으로사료된다.

암 억제 유전자인 p53은 세포주기의 조절, DNA복구

및합성, 細胞自滅死에중요한역할을한다. p53은 DNA

가 손상된 세포의 細胞自滅死를 유도하여 세포가 암세포

로형질전환되는것을막는다35).

본 실험에서 p53에 대한 茵蔯蒿湯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흰쥐의 간조직을 적출하여 p53항체를 처리후 광학

현미경으로관찰하 다. 간조직을관찰한결과대조군간

세포에서는 중심정맥 주변의 세포들과 간 조직의 일부분

에서 집중적으로 p53에 강한 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

들이다수관찰되었다. 

실험군에서는 IJA-8군에서만 대조군에 비하여 p53에

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나

머지 실험군에서는 대조군과 비슷한 양상으로 p53에 대

하여 면역반응성을 보이는 세포들이 대조군과 비슷하거

나감소하 으며, 전반적으로모든간세포들이미약한면

역반응성을 보여주었다. 이는 IJA-8군을 제외하고는 茵

蔯蒿湯이 p53유전자에 향을 미쳐 항암효과가 있음을

보여준다.  

CCl4는 세망내피계에 존재하는 cytochrome p450을

거쳐 중심정맥부위에 지방변성과 세포괴사를 일으킨다
36). 간세포의전자현미경연구로 CCl4 투여후형태학적인

변화는 미토콘드리아의 비대와 내막의 파괴, 세포질세망

과 ribosome의감소, 핵의형태적변화등이나타난다37).

본실험에서 간세포의 미세구조변화를 살펴보기 위해

흰쥐에게 DENA와 CCl4 처리후茵蔯蒿湯추출물을 8주,

12주 동안 구강투여한 뒤 흰쥐의 간 조직을 적출하여

uranyle acetate와 lead citrate로이중염색한후전자현

미경으로 관찰하 다. 그 결과 대조군은 핵막이 비교적

둥 게 관찰되었지만 내막과 외막이 다소 분리되어 있었

고, 핵질은 비교적 고르게 나타났다. 과립세포질세망은

층판구조를이루고있었으나, 내강이매우팽창되어있었

다. 사립체들은 비교적 그 크기가 작았으며 수는 증가하

다. 무과립세포질세망은발달해있었다.

실험군들에서는 간세포에서 관찰되는 핵의 핵막이 둥

고핵질이고르게발달해있었으며대부분핵의외막과

내막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핵 주변에서는 다수의 사

립체들이 집적되어 있었다. 과립세포질세망은 층판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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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이루거나세포질전반에걸쳐흩어져있었는데내강은

다소 팽창되어 있었다. 세포질에서는 많은 분비소포들이

관찰되었다. 이는 茵蔯蒿湯이 손상된 간세포에 세포보호

효과가있음을보여준다.  

이상의 실험결과들을 볼 때, 茵蔯蒿湯은 체중변화,

LDH 측정, AFP 측정, p53 관찰, 간조직변화, 간세포미

세구조변화 결과에서는 肝癌억제효과와 간세포보호효과

가뚜렷하 다. AST 측정, ALT 측정, ALP 측정, SOD

측정 결과를 보면, 8주군에서는 일정정도 肝癌억제효과

와간세포보호효과를나타냈다. 이는茵蔯蒿湯이초기간

암과간경변증에더욱효과가있다고유추해볼수있다.

그러나간중량변화, catalase 측정결과에서는간손상이

심하게진행되고, 유의성이나타나지않아지속적인연구

가 필요하며, 또한 앞으로 茵蔯蒿湯의 투여량에 따른 肝

癌억제효과와 간세포보호효과 대해서 더욱 깊은 연구가

필요할것으로사료된다.

V.  결론

茵蔯蒿湯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

쥐의 肝癌과 肝硬變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고자 흰쥐에

게 Diethylnitrosamine과 CCl4 처리 후 茵蔯蒿湯 추출

액을 260㎎/㎏(̀IJA군)와 520㎎/㎏(̀IJB군)을 8주(̀IJA-

8군, IJB-8군)와 12주(̀IJA-12군, IJB-12군) 동안 구강

투여하여관찰한결과다음과같은결론을얻었다.

1. 체중측정결과대조군에비해茵蔯蒿湯투여군의체

중이 2주후부터 증가하 다. 간중량은 정상군에 비하여

대조군, 실험군 모두 감소하 다. 다만 IJB-8군은 통계

적 유의성이 없었다. 체중100g당 간중량은 정상군에 비

해 대조군, 실험군인 IJA군, IJB군 모두 통계적으로 유

의성있게감소하 다.(̀p<0.05) 

2. AST의활성측정결과실험군인 IJA군과 IJB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활성도가 감소하 으며, IJA-8군에서

는통계적으로유의성있게감소하 다.(̀p<0.05)

3. ALT의 활성 측정 결과 IJA-8군과 IJB-8군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활성도가 감소하 으나, IJA-12군과

IJB-12군에서는감소하지않았다.

4. ALP의활성측정결과실험군인 IJA군과 IJB군이

대조군에비하여감소하 으며, IJB-12군은유의성있게

감소하 다.(̀p<0.05)

5. LDH의활성측정결과실험군인 IJA군과 IJB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모두 감소하 으며, IJA-8, IJB-8,

IJA-12는유의성있게감소하 다.(̀p<0.05)

6. AFP의 활성 측정 결과 IJA-8군과 IJB-8군에서는

대조군에비해유의성있게감소하 다.(̀p<0.05)

7. SOD 활성도를측정한결과실험군인 IJA군과 IJB

군이 대조군에 비해 모두 감소하 으며, IJB-8군에서는

통계적으로유의성있게감소하 다.

8. Catalase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실험군인 IJA-8군

과 IJB-8군이 대조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성있게 증

가하 다. 

9. 간조직의 변화를 관찰한 결과, 실험군인 IJA군과

IJB군의간조직은대조군과다르게타원형의중심정맥을

중심으로 동굴모세혈관들이 관찰되었으며, 손상된 간세

포들은거의관찰되지않았다.  

10. p53의면역조직학적변화를관찰한결과실험군인

IJA군과 IJB군에서는 p53에 대하여 면역반응성을 보이

는 세포들이 대조군과 비슷하거나 감소하 으며, 전반적

으로모든간세포들이미약한면역반응성을보여주었다.

11. 간세포 미세구조변화를 살펴본 결과, 대조군과 다

르게 실험군인 IJA군과 IJB군에서는 핵막이 둥 고 핵

질이고르게발달해있었으며대부분핵의외막과내막은

분리되어 있지 않았다. 과립세포질세망은 층판구조를 이

루거나세포질전반에걸쳐흩어져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하면 茵蔯蒿湯은 체중변화,

AST, ALT, ALP, LDH, AFP, SOD, 간조직변화, p53

관찰결과, 간세포미세구조변화를 통해 肝癌과 肝硬變에

肝癌억제효과와간세포보호효과가있음을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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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iental 

drug name  
Crude drug name Dose(g)

茵 陳 Artemise Capillaris Herba 40

大 黃 Rhei Radix et Rhizoma 20

梔 子 Gardeniae Eructus 8

Total amount 68

Table 1. Prescription contents of Injinho-tang Per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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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22AA..  TThhee  ccoommppaarriissoonn  ooff  lliivveerr  wweeiigghhtt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

ment; IJA-8, IJ extract 260㎎/㎏/day adminis-

tered group; IJB-8, IJ ex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

mal at ＊p＜0.05. n=6

FFiigg..  22BB..  TThhee  ccoommppaarriissoonn  ooff  lliivveerr  wweeiigghhtt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

ment; IJA-12, IJ extract 260㎎/㎏/day adminis-

tered group; IJB-12, IJ ev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

mal at ＊p＜0.05. n=6  

FFiigg..  33AA..  CCoommppaarriissoonn  ooff  lliivveerr  wweeiigghhtt  ppeerr  110000gg  bbooddyy  wweeiigghhtt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IJB-8, IJ extract 52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control at *p＜0.05/#p＜0.05. n=6

FFiigg..  11..  TThhee  cchhaannggeess  ooff  bbooddyy  wweeiigghhtt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dduurriinngg  1122  wweeeekk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

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

group administered IJ extract 260㎎/㎏/day or IJB

group administered IJ extract 520㎎/㎏/day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 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

mal at ＊p＜0.05.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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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33BB..  CCoommppaarriissoonn  ooff  lliivveerr  wweeiigghhtt  ppeerr  110000gg  bbooddyy  wweeiigghhtt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IJB, IJ extract 52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n=6

FFiigg..  44AA..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SSTT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control at *p＜0.05/#p

＜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44BB..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SSTT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12 group adminis-

trated IJ extract 520㎎/㎏/day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55AA..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LLTT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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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66BB..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llkkaalliinnee  pphhoosspphhaattaassee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day dur-

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

tro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66AA..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llkkaalliinnee  pphhoosspphhaattaassee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day dur-

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

ma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77AA..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LLaaccttaattee  ddeehhyyddrrooggee--

nnaassee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

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

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
/day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

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control at *p＜0.05/#p＜0.05. All val-

ues are mean ± S.E. n=6

FFiigg..  55BB..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LLTT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12 group adminis-

trated IJ extract 520㎎/㎏/day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All values are

mean ± S.E. n=6



茵蔯蒿湯 추출액이 Diethylnitrosamine과 CCl4로 유발된 흰쥐의 肝癌 형성과 肝硬變에 미치는 향 21

FFiigg..  77BB..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LLaaccttaattee  ddeehhyyddrrooggee--

nnaassee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

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

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
/day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

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control at *p＜0.05/#p＜0.05. All val-

ues are mean ± S.E. n=6

FFiigg..  88AA..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llpphhaa  ffeettoopprrootteeiinn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8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day dur-

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

mal/control at *p＜0.05/#p＜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88BB..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aallpphhaa  ffeettoopprrootteeiinn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rat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rat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260㎎/㎏/day or IJB-12

group administrated IJ extract 520㎎/㎏/day dur-

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

ma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99AA..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SSOODD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IJ extract 260㎎/㎏/day admin-

istered group; IJ-8B, IJ ex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control at *p＜0.05/#p

＜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대한약침학회지 제12권 제3호(2009년 9월)22

FFiigg..  1100AA..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ccaattaallaassee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8,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IJ-8B, IJ extract 52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

fer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control at

*p＜0.05/#p＜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1100BB..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ccaattaallaassee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IJB-12, IJ extract 52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

ferences were compared with control at #p

＜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FFiigg..  1111..  HHiissttoollooggiiccaall  sseeccttiioonnss  ooff  lliivveerr  ooff  rraattss  iinn  rreessppoonnssee

ttoo  IIJJ  eexxttrraacctt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 Normal group;

ⓑ, Control group administered DENA and CCl4

during 8 weeks; ⓒ, IJA-8,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weeks; ⓓ, IJB-

8, IJ ex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CV, central vein. Hematoxylin-

Eosin stain. Original magnification×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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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99BB..  TThhee  eeffffeeccttss  ooff  IIJJ  eexxttrraacctt  oonn  SSOODD  aaccttiivviittiiee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Nor, administered saline; Con,

control group administered saline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IJA-12,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IJB-12, IJ extract 52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after DENA and CCl4 treatment. Significant differ-

ences were compared with normal at *p＜0.05.

All values are mean ± S.E. n=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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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1122..  HHiissttoollooggiiccaall  sseeccttiioonnss  ooff  lliivveerr  ooff  rraattss  iinn  rreessppoonnssee

ttoo  IIJJ  eexxttrraaccttss  iinn  tthhee    DDEENNAA  aanndd    CCCCll44--iinndduucceedd  lliivveerr

iinnjjuurryy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 Control group

administered DENA and CCl4 during 12 weeks; ⓑ,

IJA-12, IJ extract 26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 IJB-12, extract 54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in the

DENA and CCl4-induced liver injury. CV, central

vein. Hematoxylin-Eosion stain. Original magnifi-

cation×200

FFiigg..  1133..  IImmmmuunnoohhiissttoocchheemmiiccaall  llooccaalliizzaattiioonn  ooff  pp5533  iinn  hheeppaa--

ttooccyytteess  ffrroomm  88  wweeeekkss  ggrroouuppss.. ⓐ, Normal group;

ⓑ, Control group administered DENA and CCl4

during 8 weeks; ⓒ, IJA-8,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weeks; ⓓ, IJB-

8, IJ ex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Arrows indicate p53-immunore-

active cells. CV, central vein. p53-immunostain.

Original magnification×200

FFiigg..  1144..  IImmmmuunnoohhiissttoocchheemmiiccaall  llooccaalliizzaattiioonn  ooff  pp5533  iinn  hheeppaa--

ttooccyytteess  ffrroomm  1122  wweeeekkss  ggrroouuppss.. ⓐ, Normal group;

ⓑ, Control group administered DENA and CCl4

during 12 weeks; ⓒ, IJA-12, IJ extract (260㎎/㎏
/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

IJB-12, IJ ex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Arrows indicate p53-

immunoreactive cells. CV, central vein. p53-

immunostain. Original magnification×200

FFiigg..  1155..  EElleeccttrroonn  mmiiccrrooggrraapphh  ooff  hheeppaattooccyytteess  ffrroomm  tthhee

88((ⓐⓐ))  aanndd  1122  wweeeekkss((ⓑⓑ))  iinn  tthhee  ccoonnttrrooll  rraattss..

Electron micrographs of hepatocytes from 8

weeks rat show scattered rough endoplasmic

reticulum(rER) and two large vacuoles containing

electron lucent lipid droplets. Dilated rER and a

lot of secretory vesicles are observed in the 12

weeks control rat. M,mitochondria; N, nucleus;

ⓐ, ×10,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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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iigg..  1177..  EElleeccttrroonn  mmiiccrrooggrraapphh  ooff  hheeppaattooccyytteess  ffrroomm  tthhee  IIJJAA--

1122((ⓐⓐ))  aanndd  IIJJBB--1122((ⓑⓑ))  ggrroouupp..  ⓐ, IJA-12, IJ extract

(26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The rough ednoplasmic reticuli(rER) are

well developed, The cisternae of rER are very

dilated. ⓑ, IJB-12, IJ ex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12 weeks. A lot of

secretory vesicles are observed in the peripheral

cytoplasm of nucleus. The rough endoplasmic

reticulum showing parallel, which the cisternae

are very dilated. M, mitochondria; N,nucelus. ⓐ,

×10,000; ⓑ, ×10,000.

ⓐ

ⓑ

M

M

rER

rER

N

N

FFiigg..  1166..  EElleeccttrroonn  mmiiccrrooggrraapphh  ooff  hheeppaattooccyytteess  ffrroomm  tthhee  IIJJAA--

88((ⓐⓐ))  aanndd  IIJJBB--88((ⓑⓑ))  ggrroouupp..  ⓐ, IJA-8, IJ extract

(26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The cisternae of rough ednoplasmic retic-

ulum(rER) are more or less dilated, and form

aggregates of parallel. A lot of secretory vesicles

are observed. ⓑ, IJB-8, IJ extract (520㎎/㎏/day)

administered group during 8 weeks. A lot of

secretory vesicles and mitochondria(M) are

observed. N,nucelus. ⓐ, ×10,000; ⓑ,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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