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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designed to investigate the effects of Korean Eucommia ulmodies Oliver tea extract on aluminum

administered rats. Forty-eight male Sprague-Dawley rats (100±10 g) were divided into the following six groups; control

group, 3% E. ulmodies tea extract group, 1,000 and 2,000 ppm aluminum (Al2(SO4)3 in distilled water) groups, and 1,000

and 2,000 ppm aluminum plus 3% E. ulmodies tea extract groups. The aluminum content in the rat tissues of the aluminum

administered group was lower than that in the rat tissue of the aluminum group administered 3% E. ulmodies tea extract.

Asparate aminotransferase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levels increased in the aluminum-administered group but were

lower in the 3% E. ulmodies tea extract group. Lactate dehydrogenase was lower in the 3% extract E. ulmodies tea-

aluminum group than that in the aluminum group. Cholinesterase was higher in the 3% E. ulmodies tea-aluminum group

than that in the aluminum group. Plasma renin activity levels increased in the aluminum administration group, compared

with the aluminum plus 3% E. ulmodies tea group. Plasma aldosterone levels increased in the aluminum administration

group compared with the aluminum plus 3% E. ulmodies tea group. These results suggest that an extract of E. ulmodies tea

in water has lowering effects on the accumulation of aluminum. It is believed that the E. ulmodies tea had some protective

effects in the aluminum-administered rats, but the mechanisms remain obsc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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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오늘날 급속한 산업발달로 인한 환경오염 문제는 인간의

건강에 심각한 문제를 가져왔다. 특히 과거 중금속 노출은

광산, 제련산업 근로자들만의 문제로 여겨졌으나 중금속 독

성원인에 대한 지식이 확대되었다. 더구나 음식, 식수 및 공

기 등의 유해성 중금속은 미량일지라도 장기간에 걸친 특정

기관의 조직내에 축적되면서 비정상적인 대사를 유발한다고

한다. 그 가운데 알루미늄은 지구환경에서 세번째로 풍부한

중금속으로서 가구의 제조, 의치의 기초재료 및 제산제와 수

렴제로 사용되는 등 폭넓은 용도로 인하여 사람들에게 지속

적으로 노출되고 있으며, 이에 알루미늄 독성에 대한 연구

가 보고되었다(El-Maraghy 등 2001). 알루미늄은 일반적

으로 공기중에는 0.005-0.18 ng/m3 정도로, 물속에는 대

략 0.1 ppm, 식수에는 0.4-1 ppm 분포되어 있으며, 식품

용도로는 착색, 팽창 등의 목적으로 알루미늄을 함유한 식

품첨가물이 사용되고 있다(Bioshop 등 1997).

현재 알루미늄 독성에 대한 연구 중 가장 활발한 분야는

노인성 치매인데, 아직 그 원인이 확실히 밝혀져 있지 않지

만 가설 중 한가지가 뇌에 알루미늄이 축적되기 때문이라고

한다(Candy 등 1986). 실험동물에 알루미늄을 투여하였을

때 뇌조직에서 신경섬유가 엉켜있는 구조물(neurofibrillary

tangle)이 발생하며, 노인성 치매환자에게 나타나는 뇌세포

막의 인지질 변화가 어떠한 기전에 의해 일어나는지에 대해

밝혀진바는 없으나 알루미늄이 막 인지질인 이노시톨의 분

해를 촉진시켜 secondary messenger function에 영향을

미친다고 한다(John 등 1985). 그리고 연령이 증가함에 따

라서 뇌조직의 알루미늄 함량이 증가한다는 사실이 여러 실

험결과에서 밝혀졌다(Aksari & Stoppe 1996; Armstrong

등 1996; Neill 등 1996; Salib & Hillier 1996; Jeffery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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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 Yoshida & Yoshimasu 1996). 한편, 인체에 대한 노

출 경로나 노출량 등 알루미늄 성상 등을 고려할 알츠하이

머병과 알루미늄의 관련성에 대한 이견도 있다(Landsberg

등 1992; Deloncle 등 1999).

그러나 장기간에 걸친 중금속의 노출에 대한 중독을 식생

활 측면에서 해결하고자 하는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

고 있다. 특히 한국 전통차로 애용되는 두충(Eucommia

ulmoides Oliver)은 두충과(Eucommiaceage)에 속하는 낙

엽 활목으로서 지금까지 알려진 오래된 약초중의 하나로 한

방에서 간(肝)과 신(腎)을 보하고 근골(筋骨)을 강하게 하고,

강장(强壯), 강정(强精) 등으로 광범위하게 이용되어 왔다(喬

木敬次郞 등 1982).

현재까지 알려진 두충의 생리조절작용으로는 뼈성장 촉진,

근육강화, 원기회복, 항암, 항돌연변이, 혈압강하, 콜레스테

롤저하 등이 있으며, 일부의 작용에 대해서는 과학적인 연

구가 수행되어 다양한 활성성분과 작용기작이 보고되었다

(Sasaki 등 1996; Nakamura 등 1997). 두충에 관한 연구

보고로는 혈압강하작용(Metori 등 1997), 이뇨 작용과 항

당뇨 활성, cholesterol 저하 및 비만 방지(Nagasawa 등

1995)등의 효과, 항산화효과(Hsieh & Yen 2000), 납 및 카

드뮴 중독완화효과(Lee & Kim 2000) 등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국내에서 노인 인구의 증가로 인해 노인성 치매의

요인 중 한가지인 알루미늄에 관한 조사는 매우 미미하여 알

루미늄 등 중금속 오염이 점점 심화되어 가고 있는 현 실정

에서 두충에 존재하는 폴리페놀 화합물 성분이 강한 항산화

작용을 가질 뿐 만 아니라 금속이온과 착염을 형성하여 체

내 중금속의 축적을 감소시킨다고 볼때 어느 정도 알루미늄

중독완화 효과에 관한 연구는 의미있다고 사료되어 알루미

늄을 투여한 흰쥐에게 두충차 추출액을 급여한 후 각 장기

조직의 알루미늄 농도, 체내의 혈청 효소, 레닌활성도 및 알

도스테론 호르몬 농도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하였다.

II.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두충은 서울 경동시장 약재상에서 구입

한 즉시 음건한 다음 분쇄기(대우 분쇄기 KMF-360, 한국)

로 마쇄하여 100 mesh로 분말화하였다. 3% 두충차 추출액

은 분말화 한 30 g의 두충을 1 L의 탈이온 증류수에 넣어

6시간 동안 밀봉 상태로 순환냉각기를 사용해서 60±10oC에

서 가열한 후 여과하여 회전감압농축기로 농축시켜 두충차

추출액을 제조하였다. 농축정도는 물추출액으로 3% 농도(고

형분 함량비)의 시료 용액을 만들어 실험쥐에게 음용수 대

신 공급하였다.

2. 실험동물 사육

실험에 이용한 흰쥐는 Sprague-Dawley계(male, 100±

10 g)로 일반 cage에 8마리씩 넣어 일반 고형사료(삼양사)

로 1 주일 동안 사육실 조건(온도 23±2oC, 습도 50~60%)

에 적응시킨 후 난괴법으로 사육상자에 1마리씩 넣어 각 군

당 8마리씩 6개군으로 <Table 1>과 같이 구분하였다. 즉,

정제수만을 급수한 대조군, 3%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 알루

미늄 농도를 달리한 1,000, 2,000 ppm 단독 급여군, 3%

두충차 추출액과 1,000, 2,000 ppm 알루미늄 병합급여군

으로 나눈 다음 6주 동안 사육하였다.

알루미늄(Al2SO4)3 공급은 일상 생활에서 식수를 통하여

오염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중금속 농도 음용수 수질 기

준인 0.2 ppm을 중심으로 1,000, 2,000 ppm의 알루미늄

을 함유하게 하였다(Han & Shin 2005). 실험기간 동안 명

암의 주기는 12시간 간격으로 조정하였고, 몸무게는 1주일

에 한번 정해진 시간에 측정하였으며, 식이효율은 실험기간

동안 체중증가량을 같은 기간 동안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

어 계산하였다. 식이섭취량과 음용수섭취량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측정하였으며 실험에 사용된 모든 기구는 무기질의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0.5% EDTA(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용액으로 세척한 후 탈이온 증류수로 헹구어 사용하였다.

3. 시료 채취

실험 종료 후 휜쥐를 12시간 절식시킨 후 에틸에테르로

마취시킨 다음 개복한 즉시 심장정맥에서 10 mL 주사기로

혈액을 채취하였고 각 장기는 적출 즉시 생리식염수로 혈액

을 제거한 후 무게를 측정하였다. 혈청은 채혈 즉시 15°C에

서 20분간 방치한 후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Kit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혈장은 항응고처

리된 관에 넣어 채혈한 후 4oC에서 3,000 rpm으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측정하였다.

<Table 1> Classfication of experimental groups

Experimental
groups

 Aluminum in 
drinking water

 Eucommia ulmoides 
oliver

 extract tea
CON1)  -  -
EO2)  -  +
LAL3)  1,000 ppm  -
HAL4)  2,000 ppm  -
EO-LAL5)  1,000 ppm  +
EO-HAL6)  2,000 ppm  +

1)CON (Control diet): deionzed water, without heavy metals.
2)EO: Eucommia ulmoides oliver tea water extract tea group.
3)LAl: Al-1,000 ppm added, non-eucommia ulmoides oliver tea
extract tea group.
4)HAl: Al-2,000 ppm added, non-eucommia ulmoides oliver tea
extract tea group.
5)EO-LAl: Al-1,000 ppm added, 3% eucommia ulmoides oliver tea
extract tea group.
6)EO-HAl: Al-2,000 ppm added, 3% eucommia ulmoides oliver tea
extract tea group.



두충차 추출액이 알루미늄 투여 흰쥐의 알루미늄 축적률과 각 종 장기 기능에 미치는 영향 841

4. 각 조직의 알루미늄 함량 분석법

간, 폐, 심장, 신장, 소장, 위, 대장 및 비장을 -70oC에

서 냉동 보관한 후 Ganje 습식분해법(Ganje & Page 1976)

에 준하여 분석하였다. 여과액은 ICPS(inductively coupled

plasma spectrometer, Liberty 110-Varian)를 사용하여

<Table 2>의 조건으로 측정하였다.

5. 혈청중의 효소 활성도 측정

Asparatate amino transaminase(AST) 및 alanine

amino transaminase(ALT) Reitman-Frankle법(Reitman

& Frankle 1957; Ginsberg 1970)에 기초한 혈청 transamiase

측정용 Kit 시약(한국, 아산제약)을 사용하여 측정하였고

AST 및 ALT의 활성 단위는 혈청 mL 당 Karmen unit로

하였다(Karmen 등 1955).

Lacate dehydrogenase(LDH) 활성 측정(Wroblewski &

Ladue 1955; Amador 등 1963)은 Lactate dehydrogenase

측정용 Kit 시약(일본, Mizuho, Medy, SR-1110)을 이용

하여 spectrophotometer(Model Gilford STASAR-3)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단위는 Wro. Unit(Wro.

U=0.4821 IU/L)로 하였다. Cholinesterase 측정은

cholinersterase 측정용 시약(Roche, switzwerland)을 이

용하여 분석기기(Cobas Integra 800, Roche switzland)

로 측정하였다.

6. 혈장 레닌활성도와 알도스테론 호르몬 농도

혈장레닌활성도는 25 µL의 혈장에 대량의 레닌기질을 사

용하여 생성된 안지오텐신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Cho 등 1987). 안지오텐신의 항체는 Goodfriend 등(1964)

의 방법에 따라 안지오텐신(5-le, 9-His)을 토끼의 혈청

알부민에 접합시켜 동량의 Freund’s adjuvant와 잘섞어 6

주간 1회씩 여러 부위에 주사하였다. 2주후부터 채혈하여

그 titer를 측정하였으며 혈장은 56oC에서 30분간 불활성화

하여 측정하였다. Titer가 결정된 안지오텐신 항혈청은 사

용에 편리하도록 일단계 희석하여 소량씩 나누어 -70oC에

보관하였다. 레닌 기질은 Cho 등(Cho & Malvin 1979)의

방법에 따라 만들었으며 레닌 활성도 측정을 위한 안지오텐

신의 측정은 Sealey 등(Sealey & Laragh, 1973)의 방법

을 변형한 Cho 등(Cho & Kim 1982; Cho 등 1989)의 방

법에 따랐다. 즉, 변환효소 및 안지오텐신나아제의 억제제

로는 EDTA, phenylmethyl sulfonyl-fluoride 및 8-hydroxy-

quinoline을 사용하였다. 안지오텐신의 radiommunoassay

는 boivine serum albumin을 포함한 Tris-acetar buffer

(pH 7.4, 0.1 M)를 사용하는 일반적인 방법에 따랐다. 4하

에서 18-30시간 방치한 후 charcoal suspension

(activated norit a charcoal, 6.0 g; dextran T 70,

0.625 g; phenylmercuric acetate 34 mg; Tris-acetate

buffer(pH 7.4, 0.1 M)로 1 L 되게하여 bound form과

free form을 분리하였으며 gamma counter(Autogamma

5500, Packard, Downers Grovn, IL, USA)를 사용하여

그 radioactivity를 측정하였다. 혈장 알도스테론농도는

aldosterone solid-phase RIA kit(diagnostic products

corporation, Los Angles, CA.,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7. 통계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SPSS(Statistical Package for Social

Sciences. Inc, Chicago IL, USA) software package 프

로그램(version 11.5)을 이용하여 실험군당 평균과 표준편

차를 계산하였고,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alysis of

variance)을 한 후 p<0.05 수준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식이섭취량, 음용수섭취량,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

알루미늄 용액과 두충차 추출액의 급여에 따른 식이섭취

량, 음용수섭취량, 체중증가량 및 식이효율은 <Table 3>과

같다. 식이섭취량에서 대조군은 22.21 g, 두충차 추출액 단

독급여군은 22.00 g으로 대조군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각각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에 비

하여 두충차 추출액과 알루미늄 병합급여군이 증가하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음용수 섭취량은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급여군이

증가하였으나 별다른 차이는 없었다. 체중증가량에서 대조

군은 72.27 g, 두충차 추출액 단독급여군은 72.14 g으로 대

조군에 비하여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또한 각각 농

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은 65.34~67.00 g, 두충

차 추출액과 알루미늄의 병합급여군은 68.02~69.70 g으로

대조군과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에 비하여 농도를 달리한 알

루미늄 급여군이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식이효율은 각 실험

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Berlyne(Berlyne

등 1972)도 흰쥐에 1~2%의 Al2(SO4)3를 투여한 결과 식욕

결핍증으로 체중이 감소하였으며, Lee(Lee 1992)도 1~2%

의 Al2(SO4)3의 급여로 농도가 높을 수 록 식이섭취량과 체

중이 감소하였다고 보고하여 본 연구결과와 유사한 경향을

<Table 2> The operating condition of ICPS

 Classification  Condition
Plasma  15.0 m/min 
Auxilary  1.50 L/min
Pump speed  25.0 rpm
Carrier gas flow  75 psi
Nebulizer  250 kpa
Intergration time  3 sec
Cooling water flow  2 kgF/cm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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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다. 알루미늄의 인체 흡수 경로나 평균흡수량에 대해서

는 아직 알려져 있지 않으나 체중증가량에서 대조군에 비하

여 알루미늄 급여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은 알루미늄이

에너지 대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사료된다.

2. 각 조직중의 알루미늄 함량

<Table 4>와 같이 각 조직 중의 알루미늄 함량에서 대조

군과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 간에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

았으며 각각의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급여군에 비하여 알

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급여군의 함량은 전체적으로

감소하였다.

각 조직중의 알루미늄 함량에서 대조군은 0.97~2.49

mg/100 g,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은 0.94~2.01 mg/100 g

으로 대조군과는 별다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고, 각각 농도

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이 1.26~5.67 mg/100 g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급여군은 0.78~4.79

mg/100 g으로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감소하였다.

특히, 신장 조직에서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급여군이 다

른 실험군에 비하여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는데 이는 알루미

늄이 신장 조직 기능의 약화를 가져온다고 볼 수 있고, 신

장 기능에 이상이 있는 사람은 알루미늄이 정상적으로 배설

되지 못하고 조직에 축적되는 보고(Sedman 등 1984;

Krischbaum & Werth 등 1989)와도 유사하였다.

일반적으로 체내에 중금속이 축적되면 식욕감퇴, 체중감

소, 면역능력감소 등의 중독 증상이 나타나며, 간이나 신장

에 축적되기 쉽고, 일부 유독성 금속은 비교적 낮은 농도에

서도 체조직과 반응하여 체내에 서서히 독성작용을 나타내

고 생물학적 반감기가 길어 일단 중독이 되면 완치가 불가

능하다고 한다(Chung 등 1999; Choi 등 2002).

뿐만 아니라 Berlyne 등(Beryne 등 1972)은 알루미늄을

식수에 녹여 흰쥐에게 경구적으로 투여한 결과 안구출혈과

식욕 감퇴, 죽음에 도달함을 관찰하였으며 뇌, 신장, 간, 폐

조직의 농도가 정상쥐보다 높았다고 보고하였다. 알루미늄

과 두충과의 관련성에 있어서 두충에는 polyphenolics

pyrogallol, protocatechulic acid, coumaric acid, chlorogenic

acid, triterpines, quercetin, kaemphenol, astragarin

을 함유한 phytochemicals이 있다(Park 등 2006). 따라

서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

액 병합급여군의 함량이 감소하였는데 이는 두충에 존재하

는 폴리페놀 항산화성 화합물 성분이 알루미늄 금속이온과

착염을 형성하여 알루미늄 축적량을 어느정도 감소시킨 것

으로 사료된다.

3. 혈장 레닌활성도과 알도스테론 호르몬 농도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을 급여한 흰쥐의 레닌활성도와

알도스테론농도는 <Table 5>와 같다. 레닌활성도에서 대조

<Table 3> Feed intake, water intak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ratio (FER)

Group1) Feed intake
(g/a day)

Water intake
(mL/a day)

Body weight gain
(g/6 week) FER4)

CON 22.21±7.45  20.43±4.21 72.27±4.45²a³  0.07±0.02
EO 22.00±4.67  19.10±9.27 72.14±9.29a  0.07±0.01
L-Al 21.24±2.18  18.98±5.40 67.00±12.88b  0.07±0.01
H-Al 20.19±4.67  18.00±4.30 65.34±6.97b  0.06±0.02
EO-LAl 23.15±4.72  20.48±7.20 68.02±10.58ab  0.07±0.03
EO-HAl 23.02±2.23  20.15±5.65 69.70±6.45ab  0.07±0.02

1)See legends <Table 1>
2)Mean±SD
3)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different of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4> Effects of eucommia ulmoides oliver tea extracts on aluminum concentration in aluminum poisoned rats

(unit: mg/100 g)

Tissue/Group  CON  EO  LAl  HAl  EO-LAl  EO-HAl
 liver 1.02±0.25c 1.09±0.01c 2.67±0.12a 2.75±0.45a 1.28±0.08b 1.30±0.02b

 heart 00.97±0.01ab 00.94±0.02ab 1.38±0.14a 1.26±0.16a 00.78±0.09ab 0.84±0.04b

 kidney 1.09±0.13c 1.15±0.11c 3.61±0.15a 3.87±0.19a 2.79±0.22b 2.65±0.15b

 lung 01.64±0.02bc 1.37±0.03c 03.28±0.30ab 5.27±0.34a 2.43±0.25b 2.18±0.14b

 stomach 1.48±0.21c 1.27±0.09c 3.45±0.14a 3.98±0.16a 2.73±0.11b 2.66±0.09b

samll intestine 01.02±0.08bc 1.03±0.05c 4.15±0.27a 4.68±0.20a 3.07±0.16b 03.84±0.23ab

large intestine 2.49±0.05c 2.01±0.12c 5.09±0.21a 5.67±0.18a 4.79±0.17b 4.70±0.24b

spleen 1.66±0.19b 1.51±0.10b 3.21±0.15a 3.98±0.11a 03.11±0.19ab 03.52±0.16ab

1)See the legends <Table 1>
2)Mean±SD 
3)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different of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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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이 218.90 ngAl/mL/hr,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은

209.53 ngAl/mL/hr, 각각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은 464.51~506.94 ngAl/mL/hr, 알루미늄과 두충

차 추출액 병합급여군은 246.63~266.65 ngAl/mL/hr으

로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대조군과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알도스테론 농도는 대조

군이 394.36 pg/mL,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은 384.08 pg/

mL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은 704.23~

722.62 pg/mL,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 급여군은 451.66~525.98 pg/mL으로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급여군에 비하여 각 실험군이 감소하였다. 신장의

기능은 노폐물의 배설과 항상성 유지, 산-염기 평형 기여

및 내분비 기관의 역할을 한다. 신장에서의 체액 조절은 나

트륨 배설량에 의해 좌우되며, 이는 사구체 여과율, 신혈류

역동학적 요인과 교감신경계 및 레닌-안지오텐신-알도스테

론계, 항이뇨호르몬, 프로스타글란딘에 의해 조절된다. 세

뇨관에서 뇨량의 감소나 체액량의 변화를 감지하는 수용체

에 의한 조절 또는 교감신경의 자극으로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은 간에서 생성되는 안지오텐신노겐을 안지오텐신으로

활성화시킨다.

따라서 레닌활성도가 높으면 신장기능이 저하되고 부신피

질에서 분비되는 알도스테론은 세뇨관에 작용하여 혈장 내

Na+ 농도를 높이고 동시에 K+ 농도를 낮추는 작용을 하여

전해질 및 삼투압 농도를 적절하게 유지시키는 호르몬으로

체액량의 변동, 전해질의 변동 및 신장에서 분비되는 레닌

의 효소 작용에 의해 생성되는 안지오텐신의 영향을 받는다

고 한다(Brenner 등 1981). 또한 생체는 중금속 침입시 그

독성을 해독하기 위한 반응으로써 MT(metallothionein)를

합성화하여 무독화시키는데 중금속이 체내에 흡수될 경우

주로 간장과 신장조직에서 MT의 합성이 크게 증가됨으로써

유독성의 중금속을 무독성의 물질로 만들어 그 독성을 완화

시키며 간장조직에서 신장조직으로 중금속을 운반하여 중금

속을 체외로의 배설을 돕는다고 한다(Rhee & Hung 1989).

따라서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두충차 추출액과

알루미늄 병합 급여군의 유의적인 감소는 두충의 폴리페놀

성분의 흡착작용으로서 알루미늄과 불용성 착화합물을 형성

하여 체내 알루미늄 흡수를 억제하고 해독기구를 강화시킴

으로써 신장 조직내의 알루미늄 축적을 완화시킨것으로 사

료되나 이에 대한 확실한 기전은 좀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다.

4. 혈청 중 ALT, AST 활성변화

혈청중의 ALT, AST 활성은 정상 상태에서는 효소의 활

성이 낮으나 심장, 간, 근육, 혈구 등의 조직이 병적 상태에

빠지거나 혹은 붕괴되어 질병이 발생하면 세포내에 존재하

는 효소가 다량으로 혈중에 유출되기 쉬운 혈행구조를 가지

고 있어 만성간염, 급성간염, 지방간, 알콜성간염, 간암 등

주로 간세포의 변성이나 괴사를 반영한다(Bergmeyer

1995). 알루미늄 급여에 따른 두충차 추출액 급여가 ALT와

AST 활성에 어느 정도의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ALT는 대조군이 62.71인데 비하여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

은 64.34로 약간 증가하였다.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

독 급여군은 96.40~108.60,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

합급여군이 67.80~73.05로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

여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AST는 대조군이 222.14인데 비

하여,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은 194.28으로 감소하였다. 각

각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은 429.40~475.80

인데 비하여 두충차 추출액과 알루미늄 병합 급여군은

324.80~385.20으로 감소하였다.

따라서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혈청중의 효소 활성이 낮으

나 질병이 발생되면 간세포가 변성 혹은 파괴되어 세포내에

존재하는 효소가 다량으로 혈중에 이동하기 때문에 AST와

ALT가 증가한다(Bergmeyer 1995). 본 실험결과 알루미늄

급여로 증가된 AST와 ALT의 농도를 두충차 추출액의 급여

로 효소의 활성이 감소된 것은 두충차 추출액이 간조직의 손

상을 어느정도 예방한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5> Effects of eucommia ulmoides oliver tea extracts on the

plasma renin and aldosterone hormone in Aluminum

treated rats

 Group Renin activity
 (unit: ngAl/mL/hr)

 Aldosterone hormone
 (unit: pg/mL)

 CON  218.90±47.23c  394.36±28.90c

 EO  209.53±32.87c  384.08±19.87c

 LAl 0 464.51±24.90ab  704.23±29.76a

 HAl  506.94±55.23a  722.62±24.90a

 LAl-EO 0 246.63±24.89bc  451.66±55.21b

HAl-EO  266.65±32.96b  525.98±29.87b

1)See the regends <Table 1>
2)Mean±SD 
3)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different of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able 6> Effects of eucommia ulmoides oliver tea exreact on the

serum ALT and AST activities in Aluminum treated rats

(unit: King-Amstrong)

 Group1)  ALT  AST
CON 0.62.71±8.982)c3) 222.14±34.89b

EO 064.34±13.24bc 194.28±26.09b

LAl 96.40±23.61a 429.40±44.61a

HAl 108.60±29.41a0 475.80±39.80a

LAl-EO 73.05±15.11b 0324.80±37.98ab

HAl-EO 067.80±16.39bc 0385.20±49.21ab

1)See legends <Table 1>
2)Mean±SD
3)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 within the column different of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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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혈청 중 LDH, ChEase 활성도

LDH 활성 증가는 심장, 간, 신장의 각 질환 및 악성종양,

악성빈혈, 백혈병등에서 볼 수 있는데(Rhee 등 1992),

<Table 7>과 같이 대조군이 2191.72인데 비하여 두충차 추

출액 급여군은 2003.40으로 감소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은 3557.20~

3726.40인데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급여군

이 2895.51~3099.52로 알루미늄 급여군에 비하여 유의적

으로 감소하였다. ChEase 농도는 대조군에 비하여 두충차

추출액은 증가하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고,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이 302.80~305.65인데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

충차 추출액 병합급여군이 386.28~406.40으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ChEase는 아세틸콜린합성을 촉진하고 생성된

아세틸콜린은 신경에서 자극 전달을 차단하는 것으로 알려

졌다. 따라서 알루미늄이 뇌조직에 축적되면 신경섬유가 변

성을 일으켜 choline acetyl transferase(CAT)와 acetyl

choline esterase(AchE)의 활성도가 감소되며 알츠하이머

환자의 경우 콜린성 기능의 장애가 있으며 CAT의 활성도가

현저하게 저하된다고 보고(Marquis & Black 1984; Bowen

1983)하였다. Candy 등(Candy 등 1986)은 신경동물에게

알루미늄을 투여했을떄 뇌조직에서 신경섬유가 엉켜있는 구

조물(neurofibrillary tangle)이 발생한다고 하였다. 본 연

구에서 알루미늄 급여군이 대조군과 두충차 추출액에 비하

여 36~41% 정도의 ChEase 농도가 감소한 것은 알루미늄

으로 인해 신경조직의 결합이 진행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

으며 감소된 ChEase 농도를 어느정도 증가시킨 것은 두충

의 폴리페놀성분에 의한 알루미늄 중독 완화 효과 있는 것

으로 사료된다.

IV. 요 약

본 연구는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급여가 두충의 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실시한 결과 식이섭취량에서 두충차 추출액

과 알루미늄 병합급여군은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에 비하여

증가하였으나 각 실험군간에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음

용수 섭취량은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급여군이 약간 증가하였다. 체중 증가량

은 대조군과 두충차 추출액 급여군에 비하여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급여군이 감소하였으며 식이효율은 각 실험군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간, 심장, 신장, 폐, 위, 소장, 대장 및 비장 조직 중의 알

루미늄 함량에서 대조군과 두충차추출액급여군 간에는 별다

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각각의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급여군의

함량은 감소하였다. 레닌활성도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두충

차 추출액 급여군이 감소하였고, 각각 농도를 달리한 알루

미늄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출액 병합급여

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알도스테론농도는 각각 농도

를 달리한 알루미늄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 추출

액 병합급여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ALT와 AST는 농

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

충차 추출액 병합 급여군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LDHase는 알루미늄 급여군에 비하여 알루미늄과 두충차 추

출액 병합급여군이 감소하였으나 유의한 차이는 없었다.

ChEase는 농도를 달리한 알루미늄 단독급여군에 비하여 두

충차 추출액과 알루미늄 병합급여군 및 대조군과 두충차 추

출액군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따라서 알루미늄을 만성적

으로 섭취하게 되면 독성효과를 나타낼 수 있으나 두충차추

출액이 알루미늄에 의해 손상된 조직과 AST, ALT,

LDHase. ChEase 활성도, 레닌, 알도스테론 호르몬 농도

에 어느정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두충의 폴리페놀

성분이 알루미늄에 의한 어느 정도 중독 완화 효과가 있으

며, 본 실험은 흰쥐를 이용한 동물모델로 실시하였으나 알

루미늄은 여러 경로를 통해 사람에게 노출 될 수 있으므로

알루미늄이 인체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연구는 계

속되어져야 한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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