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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current study is to evaluate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youngyanggak-san (YGS) on thioacetamide
(TAA)-induced acute liver injury in rats.
Methods : YGS is composed of Glycyrrhizae Radix, Asiasari Radix, Cimicifugae Rhizoma, Saigae Tataricae Cornu. While
N-YGS (non-youngyanggak-san) doesn’t include Saigae Tataricae Cornu. Two samples were administrated TAA
together for 3 days. Thirty-six rat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Rats except for the normal group were received
TAA (200 ㎎/㎏ of body weight, I.P) were divided into three groups (n=9/group) : Group 1 (TAA only), Group 2 (TAA
+ 200 ㎎/㎏ YGS) and Group 3 (TAA + 200 ㎎/㎏ N-YGS). Acute liver damage confirmed using histological examination,
The factors associated with oxidative stress and liver function activity measured in serum. Also, expressions of
inflammation related proteins were investigated by western blot analysis.
Results : Oxidative stress factors such as ROS and ONOO- in the Group 2 was manifested by a significant rise
compared with Group 1. YGS markedly decreased the elevated ROS and ONOO-. Furthermore, YGS significantly
reduced the levels of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The nuclear
factor-κ
B (NF-κB) activation induced by TAA led to increase both inflammatory mediators and cytokines. While YGS
administration remarkably suppressed such the overexpression. In addition, the histopathological analysis showed
that the liver tissue lesions were improved obviously in YGS treatment.
Conclusion : YGS provided a hepatoprotective effect on acute liver damage through the suppression of oxidative stress.
Especially, this effect enhanced markedly when Saigae Tataricae Cornu is included.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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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음주 등으로 면역력이 상실하게 되고, 특히 이는 독성물질로

론

부터 신체를 보호해야하는 간기능이 손상되어 만성간염, 간경변

2016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국내 사망원인 통계에 따르면
10대 사망원인 중에서 간질환이 8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남자의
1)

사망률은 20.2%로 여자의 사망률보다 13.8% 높게 나타났다 .
현대인들은 불규칙한 식사, 스트레스, 피로, 영양섭취의 불균형,

및 간암 등으로 진행하게 되며 현대인들에게 큰 위협을 주고
있다. 특히 간질환 중 급성간손상은 신체의 해독 대사 과정의
기능적 오류를 유발하여 신경 행동 및 기능 합병증이 뒤따르게
된다

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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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산화적 스트레스 상태에서 야기되어지는 자유라디칼에

Ⅱ. 재료 및 방법

대한 연구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염증단계에서는 상처 부
위로 유주한 호중구나 대식세포에서 자유 라디칼을 분비하게

1. 실험 동물

되는데 이는 상처 부위에 존재하는 박테리아를 제거함으로써

생후 6주령의 Sprague–Dawley (SD) 체중 200 g 내외의

감염을 방지하고 세포내 신호 전달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지만

흰쥐 (나라바이오텍, 서울)를 구매하여, 물과 고형사료 (조단

과다하게 생성될 경우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기 때문에 자유

백질 22.1% 이상, 조섬유 5.0% 이하, 조지방 8.0% 이하, 조

라디칼은 조직손상 및 병리학적 염증 진행에 결정적인 역할을

회분 8.0% 이하, 인 0.4% 이상, 칼슘 0.6% 이상, 항생제 무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가 되고 있다. 활성산소종 (Reactive

첨가, 삼양사)를 충분히 공급하며 1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

oxygen species; ROS)은 세포의 정상적인 물질대사에서 생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성되는 산소의 환원 대사물로 세포 내 대사의 균형이 깨지게

system으로 온도 22 ± 2℃, 습도 50 ± 5%, 명암주기는 12

되면 과잉으로 생성된다. 세포 내 과도하게 증가된 ROS는 세

시간 주기로 조절하였다. 실험은 대구한의대학교 동물 실험

포자멸사를 증가시키며 이는 DNA, 단백질, 지질과 반응하여

윤리위원회의 승인 (DHU2017-076)을 얻어 시행하였으며

급·만성 간질환을 포함한 암, 동맥경화, 당뇨, 신경퇴화 등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다양한 질병의 요인으로 간주된다. 따라서 세포 내 활성산소
종의 억제는 관련 질환을 치료하는데 있어서 중요한 기전으로

2. 시료 추출

4)

판단되어진다 .
영양각산 (羚羊角散)은 영양각 (羚羊角, Saigae Tataricae

본 실험에 사용한 甘草 (중국산), 細辛 (중국산), 升麻 (중

Cornu), 승마 (升麻, Cimicifugae Rhizoma), 세신 (細辛,

국산), 羚羊角 (중국산)은 옹기한약국 (대구, 한국)에서 구입한

Asiasari Radix), 감초 (甘草, Glycyrrhizae Radix)로 구성된

것을 생약 규격집에 맞추어 약전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정선하여

東醫寶鑑의 처방으로, 간열(肝熱)과 폐풍(肺風)으로 인해 발생

사용하였다. Youngyanggak-san (YGS)는 총 분량 52.5 g에

하는 빙예내장 (氷翳內障)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는 처방이다5).

10배수의 증류수 525 ㎖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추출

군약 (君藥)인 영양각은 새가영양 (賽加羚羊, Saiga tatarica L.)

하여 얻은 액을 감압 추출장치로 농축한 후 동결 건조기를 이

의 뿔을 건조한 것으로, 성미(性味)는 寒鹹하고 肝, 心經으로

용하여 완전 건조시켜 6.8 g의 파우더를 얻었다 (수율 13%).

귀경하며, 평간식풍 (平肝息風), 청간명목 (淸肝明目), 청열해독

Non-youngyanggak-san (N-YGS)는 간으로 귀경하는 약

(淸熱解毒)의 효능이 있어 고열경간 (高熱驚癎), 자간 (子癎),

재인 羚羊角을 제외한 뒤 총 분량 75 g에 10배수의 증류수

두통현훈 (頭痛眩暈), 목적예장 (目赤翳障) 등의 질환에 사용

750 ㎖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추출하여 얻은 액을

되는 본초이다. ‘본초강목 (本草綱目)’에 영양각은 “羚羊角, 入

감압 추출장치로 농축한 후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 건

厥陰肝經. 肝開竅於目, 其發病也, 目暗障翳, 而羚羊角能平之.”

조시켜 24 g의 파우더를 얻었으며

로 언급되어있고, 방약합편 (方藥合編)6)에서는 “羚羊角寒明目

N-YGS 파우더는 냉동 (-80℃) 보관한 후 실험 직전에 녹여

睛 淸肝解毒且却驚”로 설명하고 있다. 최근 강의7) 실험을 통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Table 1).

(수율 32%) YGS 와

영양각이 자유라디칼에 의해 야기된 신경독성에 보호 효과를
가짐이 밝혀졌다. 승마 (升麻)는 肺, 脾, 胃, 大腸經으로 귀경
하고 微寒, 辛微甘한 성미로, 발표 (發表)와 더불어 청열해독
(淸熱解毒)의 작용이 있으며, 효과적인 항산화작용이 있어 산
화적 손상으로부터 DNA나 지질을 보호할 수 있음이 보고되
8,9)

3.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Thioacetamide (TAA), potassium
persulfate,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 세신 (細辛)은 辛溫한 성미로 心, 肺, 腎經으로 귀경

dithiothreitol (DTT)는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하며 거풍산한 (祛風散寒), 통규지통 (通竅止痛), 온폐화음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7′-Dichlorofluorescein

(溫肺化飮)의 효능이 있으며, 다양한 통증 및 염증을 억제하

diacetate (DCF-DA)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

었다

10,11)

. 감초 (甘草)는 성미가 平甘하고 心, 肺,

USA)에서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는

脾, 胃經으로 귀경하며 方중에서 조화약 (調和藥)으로 작용한다.

GE Healthcare (Arlington Height, IL, USA)로부터 구입

감초는 활성성분 중의 하나인 Glycyrrhizin을 4-13%을 함유

하여 사용하였다. Phospho-Iκ
Bα(p-Iκ
Bα
), nuclear factor-

는데 효과가 있다

12,13)

.

kappa B p65 (NF-κ
Bp65)cyclooxygenase-2 (COX-2),

이들 4가지 약재 중 영양각은 방제의 君藥이자 유일하게 肝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tumor necrosis

으로 귀경하므로 영양각산의 간질환에서의 효과가 영양각에서

factor alpha (TNF-α), interleukin-6 (IL-6), β
-actin,

비롯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여, 영양각산 (youngyanggak-san;

histone와 2차 항체인 Rabbit lgG antibody, Mouse lgG

YGS)과 영양각산去영양각 (non-youngyanggak-san; N-

antibody는 GeneTex, Inc. (GeneTex, San Antonio, TX,

YGS) 을 가지고 Tioacetamide로 유발한 급성간손상 모델에서

USA)에서

영양각산의 간보호 효과 및 그 기전에 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bicinchoninic acid (BCA) protein assay kit는 Thermo

하고 있으며 간보호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을

위한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rotease
inhibitor

mixtur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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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DTA), alanine aminotransferanse (ALT), aspartate

35분간 emission 파장 530 ㎚와 excitation 파장 485 ㎚를

aminotransferase (AST) assay kit는 Wako Pure Chemical

이용하여 30분간 측정하여 산출된 값을 계산하였다. ONOO-는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입하였다.

각 샘플을 pH 7.4의 rhodamine buffer와 5 mM DHR123과
섞은 후 5분간 37℃에서 흔들어 준 후 5분씩 30분간 emission

Table 1. Composition of Youngyanggak-san and
Non-youngyanggak-san
Youngyanggak-san
(YGS)
Herbal
name

Amount
(g)

wavelength 535 ㎚와 excitation wavelength 480 ㎚를 이

Non-youngyanggak
-san (N-YGS)
Herbal
name

Amount
(g)

용하여 측정하여 산출된 값을 계산하였다.

6. 혈중 Ammonia 분석
TAA는 간세포에 cytotoxic한 물질로, 심한 간손상을 유발
하게 되고, 간에서 해독해야 할 암모니아가 상승하기에 간에서

甘草

7.5

甘草

15

분해를 못하게 되고, 이는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혈중 암모니아 측정은 ammonia assay kit
(Abcam, Cambridge, UK)의 프로토콜에 따라 측정하였다.

細辛

15

細辛

30

7. 간 손상 지표 분석
혈청의 alanine aminotransferan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는 assay kit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의 프로토콜에 따라 측정하

升麻

15

升麻

30

였다.

8. 조직 Western blotting
간의 세포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HCl (pH 7.4), 5
羚羊角

mM Tris–HCl (pH 7.5), 2 mM MgCl2, 15 mM CaCl2, 1.5 M

15

sucrose, 0.1 M DTT,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첨가한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 (BioSpec Product, Oklahoma,
Total

52.5

75

USA)로 분쇄한 후 10% NP-40 용액을 첨가하였다. 아이스
위에서 20분간 정치시킨 후 12,0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을 얻기

4. TAA로 유도된 급성 간 손상 동물모델

위해 10% NP-40가 더해진 buffer A에 두 번 헹구고 100 ㎕의

실험군은 정상군 (Normal), 대조군 (Vehicle), 영양각산

buffer C (50 mM HEPES, 0.1 mM EDTA, 50 mM KCl,

추출물을 200 ㎎/㎏/day로 투여한 군 (YGS), 영양각산去영

0.3 mM NaCl, 1 mM DTT, 0.1 mM PMSF, 10% glycerol)를

양각 추출물을 200 ㎎/㎏/day로 투여한 군 (N-YGS)으로 각

첨가해 재부유 시킨 뒤 10분마다 vortex를 3번 하였다. 4℃

군별로 9마리씩 4군으로 나눈 뒤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핵을 포함하고

사용하였다. 모든 쥐는 일정한 시간에 1회/1일 체중을 측정하

있는 상층액을 얻어 –80℃에서 각각 냉동 보관하였다. 간 조직

였으며, 정상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1회/1일 3일 동안

세포질의 β
-actin, TNF-α
, IL-6, COX-2, iNOS, p-Iκ
Bα와

14)

TAA (200 ㎎/㎏/day)를 복강투여 하였으며 , 약물처리군은

세포핵의 histone, NF-κBp65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YGS 또는 N-YGS를 200 ㎎/㎏/day로 3일간 경구 투여 하

9 ㎍의 단백질을 8~15%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

였다. 실험종료 당일 마취 후 복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하여

4,000 rpm, 4℃에서 10분간 원심 분리 후 -80℃ 냉동고에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준비된 membrane에 각각의 1차

보관하였고, 실험동물의 간 조직은 즉시 적출하여 -80℃에

antibody를 처리하여 4℃에서 overnight 시킨 다음 PBS-T로

보관하였다.

6분마다 5회 세척하고, 각각 처리된 1차 항체 (1:1000)에 사용

전기영동

후,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되는 2차 항체 (1:3000)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30분 반응

5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 측정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측정은 Kooy의 방법을
15)

시킨 후,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액에 노출시킨 후,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Seoul, Korea)에 감광시켜

시행하였다 . 혈청과 25 mM 2',7'-dichlorofluorescein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후, 해당 band를 ATTO Densitograph

diacetate (DCF-DA) (Molecular Probes, Eugene, OR,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프로그램을

USA)를 혼합한 후, 형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0분부터 매 5분씩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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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조직학적 관찰

Ⅲ. 결

간 조직을 10%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24시간 동안

과

1. 체중변화 및 절대적 간 중량 분석

고정시킨 다음 graded alcohol로 탈수시키고, 파라핀으로 포매
하여 block을 제작한 다음 microtome으로 4 ㎜ 두께의 조직

실험기간동안 체중변화는 정상군 (25.9 ± 1.1 g)은 체중의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시행한

증가를 보였으나 TAA 대조군 (-33.3 ± 3.5 g)은 정상군에

뒤 xylene clearing을 거쳐 permount로 처리한 후 광학현미경

비해 유의적인 체중감소를 보였다 (p < 0.001). 반면 YGS 처

위에서 특이 병변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리군 (-29.0 ± 2.9 g)과 N-YGS 처리군 (-29.1 ± 4.1 g)은
TAA 대조군에 비해 체중감소가 억제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
의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지는 않았다. 또한 절대적 간 중량은

10. 통계분석

정상군 (12.67 ± 0.08 g)에 비해 TAA 대조군 (11.45 ±

모든 수치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SPSS

0.27 g)에서 유의적으로 낮은 값을 보였으며 (p < 0.01) YGS

(Version 22.0,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one-

처리군 (12.11 ± 0.23 g)과 N-YGS 처리군 (11.73 ±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실시한 후 least-

0.19 g)는 TAA 대조군에 비해 약간 높은 경향을 보이기는 하

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YGS 처리군은 N-YGS

각 군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p-value < 0.05

처리군에 비해 절대적 중량이 3.2% 증가하였다 (Figure 1).

에서 검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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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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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Body weight change (g) and Liver weight (g)
Vehicle, TAA-induced control rat; YGS, TAA-induced with 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rat; N-YGS, TAA- induced with Non###
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EM, n=7 rat per group. Significance: p < 0.001 vs. normal rat

소하였다 (p < 0.01, p < 0.05, reps.).(Fig. 2B-C).

2. 혈중 암모니아 및 간 손상 지표 분석
분리한 혈청을 이용하여 혈중 Ammonia와 간 손상 지표인
ALT 및 AST를 측정하였다. 혈중 Ammonia 농도 측정 결과,
정상군 (3.87 ± 0.10 µmol/㎕)에 비하여 대조군 (6.75 ±
0.44)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p < 0.001).

상승된

Ammonia는 YGS 처리군 (2.98 ± 0.29)과 N-YGS 처리군
(4.56 ± 0.46) 둘 다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를 나타내었으며
YGS 처리군이 N-YGS 처리군보다 효과적으로 Ammonia가
감소하는 것을 보여주었다 (Fig. 2A). 간 손상 지표인 ALT
및 AST를 측정 하였다. ALT 측정 결과, 정상군 (6.3 ± 0.2
IU/L) 에 비하여 대조군 (49.7 ± 8.3)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
였고 (p < 0.001), YGS 처리군 (15.0 ± 1.8)과 N-YGS 처
리군 (23.5 ± 2.4)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p < 0.001, p < 0.05, reps.). AST 측정 결과, 정상군 (67.8

3. 혈청 내 ROS 및 ONOO- 측정
ROS의 측정 결과, 정상군 (14.9 ± 1.8 fluorescence/
min/㎖)에 비하여 대조군 (359.6 ± 89.9)은 유의성 있게 증
가하였으며 (p < 0.001), YGS 처치군 (87.5 ± 9.5)과 N-YGS
처치군 (122.3 ± 21.0) 둘 다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
내었다 (p < 0.01, p < 0.05, resp.). 하지만 YGS 처치군이
N-YGS 처치군에 비해 ROS 함량이 감소하여 이는 YGS 처리
군이 N-YGS 처리군보다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내었다 (Fig. 3A).
ONOO- 측정 결과, 정상군 (30319 ± 73.2 fluorescence/
㎖)에 비하여 대조군 (35579 ± 1532.0)은 유의성 있게 증가

± 2.2 IU/L) 에 비하여 대조군 (307.5 ± 60.1)은 유의성

하였으며 (p < 0.01), YGS 처리군 (30573 ± 233.2)과 N-YGS
처치군 (311159 ± 523.4) 둘 다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있게 증가하였고 (p < 0.001), YGS 처리군 (65.3 ± 7.9)과

감소를 나타내었다 (p < 0.01, p < 0.05, resp. ) (Fig. 3B).

N-YGS 처리군 (112.7 ± 12.2) 둘 다에서 유의성 있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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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mmonia concentration, ALT and AST in serum.
Serum ammonia concentration (A), Serum ALT level (B), Serum AST level (C) Vehicle, TAA-induced control rat; YGS, TAA-induced with
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rat; N-YGS, TAA-induced with Non-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EM, n=7 rat per group. Significance: ###p < 0.001 vs. normal rat, *p < 0.05, **p < 0.01, ***p < 0.001 vs. TAA-induced
control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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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xidative stress biomarkers in serum.
Serum ROS level (A), serum ONOO- level (B). Vehicle, TAA-induced control rat; YGS, TAA-induced with 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rat; N-YGS, TAA-induced with Non- 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EM, n=7 rat
per group. Significance: ##p < 0.01, ###p < 0.001 vs. normal rat, *p <0.05, **p <0.01 vs. TAA-induced control rat.

4. 간 조직의 염증인자 발현
간 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염증성 매개인자인
p-Iκ
Bα
와 NF-κ
Bp65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p-IκBα
는
정상군 (1.00 ± 0.08)에 비하여 대조군 (1.18 ± 0.17)은 유
의하게 증가하였다 (p < 0.05). YGS 처치군 (0.93 ± 0.20)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p < 0.05), N-YGS
처치군 (1.12 ± 0.19)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4A).
NF-κ
Bp65의 단백질 발현은 정상군 (1.00 ± 0.27)에 비하
여 대조군 (3.62 ± 1.08)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p < 0.001),
YGS 처치군 (1.59 ± 0.40), N-YGS 처치군 (1.90 ± 0.25)
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p < 0.001, p < 0.01, resp.)(Fig. 4B).
염증성 매개인자인 COX-2, iNOS 그리고 염증성 싸이토
카인인 TNF-α
, IL-6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COX-2의
경우 정상군 (1.00 ± 0.13)에 비하여 대조군 (1.18 ± 0.08)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p < 0.01), YGS 처치군 (0.75 ± 0.19),

N-YGS 처치군 (0.82 ± 0.20)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p < 0.001)(Fig. 5A). iNOS는
정상군 (1.00 ± 0.10)에 비하여 대조군 (1.44 ± 0.31)은 유
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p < 0.01), YGS 처치군 (0.94 ± 0.40),
N-YGS 처치군 (0.98 ± 0.21)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p < 0.05, p < 0.01, resp.)(Fig.
5A). TNF-α의 발현량은 대조군 (1.60 ± 0.21)은 정상군 (1.00
± 0.11)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p < 0.001),
YGS 처치군 (0.91 ± 0.28)과 N-YGS 처치군 (1.12 ±
0.41)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
였다 (p < 0.001, p < 0.05, resp.)(Fig. 5B). IL-6의 단백질
발현은 정상군 (1.00 ± 0.13)에 비하여 대조군 (1.34 ±
0.22)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p < 0.01), YGS 처치군
(0.88 ± 0.28)과 N-YGS 처치군 (0.95 ± 0.21)에서는 대
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p < 0.01)
(Fig. 5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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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

비가역적 파괴, 투과성 증대로 인한 세포손상을 유발한다 .

5. 간 조직학적 분석
부검 후, 적출한 간 조직에 H&E염색을 한 다음,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정상군 (A)에 비하여 대조군 (B)
에서는 TAA에 의한 간 손상 병변 정도와 염증세포 침윤 정도가
늘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TH 투여군 (C)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염증세포 침윤 정도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GTH 투여군 (D)에서는 TH 투여군에 비하여 간손상
완화 정도가 뚜렷하지 않았다 (Fig. 6).
TAA에 의한 간세포 손상을 조직병리학적으로 분석해보면,
정상군에서 관찰되는 간세포의 모습과는 달리 TAA를 주사한
쥐에서는 광범위한 간세포의 necrosis 및 hypertrophy가 관찰
되었으나 YGS 처치군이 N-YGS 처치군보다 염증성 병변을
현저하게 완화시켜주었다.

TAA는 thioono-sulfur를 함유하고 있는 유기황화합물로서
1948년 최초로 랫드를 이용한 간독성실험에 이용되었으며18),
현재는 항진균제, 유기용제, 고무의 가황 촉진제, 연료의 안
정제 등으로 사용되고 있다. TAA는 잘 알려진 간독소 물질로
TAA의 급성 또는 만성 노출이 간에 손상, 염증, 경화증, 뇌증 및
19,20)

섬유증을 일으켰다고 보고되어있다

.

이에 본 연구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급성 간 손상 동물
모델에서 영양각산의 간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영양각산
(YGS)과 간으로 귀경하는 약재인 영양각을 제외한 영양각산
去영양각 (N-YGS)을 경구투여 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 혈액 내 간 손상 지표 물질의 변화, 염증관련 인자 및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6주령의 수컷 쥐에 200
㎎/㎏/day로 3일간 TAA를 복강투여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에 의한 급성간손상을 유도하였고, YGS와 N-YGS를 200 ㎎
/㎏/day로 3일간 경구투여 한 뒤 부검하여 얻은 혈청 및 간조
직을 분석하여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였다. TAA는 급성 간질
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유발된 간 염증으로 인해 간문맥을
통해 운반되어온 암모니아가 간에서 urea로 대사되지 못하여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따라서 고암
21)

모니아혈증은 급성 또는 만성 간질환의 잘 알려진 합병증이다 .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확인한 결과 정상군에서는 3.87 umol/㎕
였으며, TAA 유발 대조군에서는 6.75 umol/㎕로 1.7배 상
승한 양상을 보였다. YGS 처치군과 N-YGS 처치군 둘다에서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지만, YGS 처치군이 N-YGS 처치
군보다 더 효과적으로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 Histopathological analysis.
Liver tissues were stained with H&E (Original magnification ×200).
Vehicle, TAA-induced control rat; YGS, TAA-induced with
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rat; N-YGS, TAAinduced with Non-youngyanggak-san 200 ㎎/㎏ body weight.

간 손상 지표로 널리 이용되는 AST와 ALT를 측정하였다.
AST (AspartateAmino Transferase)는 간, 심장, 근육, 신장
(콩팥)에 존재하는 효소로서 이들 조직이 손상되면 혈중으로
유리되어 수치가 올라가며 ALT (Alanineaminotransferase)는
심장이나 간에 이상이 있을 때 혈액 중에서 다량 검출되어 조
직의 이상을 진단할 때 임상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효소이다.

Ⅳ. 고

찰

간은 약물이나 이물질을 대사적으로 제거하는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장기이다. 따라서 여러 화학물질들에 의해
손상을 쉽게 받을 수 있는 주요 표적 장기라고 할 수 있다. 산화
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란 생체의 산화·환원 작용의
이상에 의해 활성산소의 생산과 이에 대한 방어 작용 간의 불
16)

균형으로 야기되어진다 . 자유라디칼이 증가하고 이 자유라
디칼을 제거하려는 작용이나 산화적 손상에 대한 복구 작용이
감소할 경우에 발생하게 되며 이는 세포손상의 주요 원인으로
주목받고 있는 활성산소종 (ROS)을 증가시키게 되고 이는 간의
염증, 괴사, 섬유화를 유발시키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활성산
소종은 분자 구조 상 가장 바깥쪽에 1 개 이상의 쌍을 이루지
못한 전자를 가지는 자유라디칼로서 반응성이 높아 여러 가지
생체분자와 결합하고 특히 세포 구성성분인 핵산, 단백질, 지질
등과 반응하는 물질을 말한다. 과도하게 생성된 활성산소종은
정상세포를 공격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세포구조의

혈중 AST와 ALT를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각각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22), YGS 처치군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YGS의 투여는 급성 간 손상에 유효할 것으로
기대된다.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 마커인 ROS와 ONOO-를 측정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를 보였으며, 이는
N-YGS보다는 YGS의 투여에 의해 더 효율적으로 억제되어
지는 것을 보였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반응으로 유발된 TAA 간 손상
동물모델에서의 염증관련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p-IκBα와
염증 반응의 전사인자인 NF-κ
Bp65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
였다. NF-κ
B는 면역기능과 세포사 등 다양한 세포활동을 조절
하는 전사인자로 알려져 있다. NF-κB의 발현은 염증성 질병
이나 암의 발생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Iκ
Bα는 이러한 NFκ
B와 결합하여 NF-κ
B가 핵 안으로 이동하는 것을 막아 활성을
23)

억제한다 . 그러나 염증이 심화되면 Iκ
Bα
가 인산화가 되면서
NF-κB와 분리되게 되고 NF-κB가 핵 내로 이동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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