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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Citri Unshius Pericarpium (Citrus unshiu peel) has been used in Korean medicine to treat indigestion, 

vomiting, coughing and phlegm.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Citrus unshiu 

peel (CEE) in cadmium (CdCl2)-treated mouse model. 

Methods : CEE was dissolved in water and administered orally to mice once a day for 7 consecutive days. The mice 

were then exposed to a single intraperitoneal (i.p.) injection of cadmium (4 ㎎/㎏ body weight) to induce acute 

hepatotoxicity. At the end of the experiment, blood and liver tissue samples were collected, analyzed for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histopathological evaluation. Liver damage was 

assessed as the percentage of degenerative areas of the hepatic parenchyma, the number of degenerative hepatocytes, 

and the number of infiltrated inflammatory cells.

Results : In cadmium-treated rats, pretreatment with CEE significantly reduced the serum ALT and AST levels 

associated with liver damage. Histopathologically, CEE prevented degenerative changes on the hepatic tissues including 

confluent necrosis, congestions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CEE also reduced the elevation of oxidative 

stress markers (nitrotyrosine and 4-hydroxynonenal) and apoptosis markers (cleaved caspase-3 and cleaved PARP) 

positive cells. PARP protein expression in liver tissue was also restored by CEE.

Conclusion : This study showed that CEE exerted antioxidant and anti-apoptotic effects against cadmium-induced 

liver injury. Thus, it can be concluded that CEE can be used to prevent liver damage caused by cadmium.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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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카드뮴은 도금 및 배터리 산업에 필요한 자원이기도 하지만 

인체에 노출될 경우 유해한 영향을 주는 중금속으로 식품, 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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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양, 흡연 등이 주요한 노출 경로로 알려져 있다1,2). 연구에 

따르면 낮은 수준의 카드뮴 환경에 노출된 일반 인구에서 암 

사망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3). 또한 인체에서 카드뮴의 

생물학적 반감기는 15년에서 30년 사이로 길고 배출되는 속

도는 느려 신장과 간 등의 표적 조직에 축적이 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2). 카드뮴과 같은 중금속이 인체의 건강에 미치는 

해를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연구들을 수행 중이며, 천연물에

서 중금속 독성을 완화할 수 있는 후보물질을 찾고자 하는 연

구가 관심을 받고 있다.  

귤(Cirus unshiu Markovich)의 성숙한 열매 껍질인 진피

(陳皮)는 거담작용이 있어 기관지염 및 기침을 다스리는데 사

용되었다4). 또한 동의보감에는 陳皮가 가슴에 뭉친 기를 풀어 

주고 소화를 도우며 구역질을 멈추게 한다고 기록되어 있다5). 

陳皮에는 hesperidin, hesperitin을 포함한 flavonoid 화합

물과 limonene 등의 정유성분이 포함되어 있다. 이중 가장 

많은 양으로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진 hesperidin은 항염 

및 항산화작용이 알려져 있다6). 陳皮에 관한 연구로는 천식7), 

고지혈증8) 및 관절염5)을 완화시키는 효과와 항알러지9), 항산

화 효능10) 등이 보고되어 있다. 하지만 중금속, 산화 스트레스 

등으로 유도된 간 독성에 대한 陳皮의 효과를 살펴본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간에서 카드뮴은 metallothionein이라고 하는 금속 결합 

단백질과 결합하여 축적된다. 하지만 과도한 유입으로 

metallothionein과 결합하지 못한 카드뮴은 간을 손상시키게 

되는데11) 조직병리학적으로 카드뮴에 중독 된 간은 국소 괴사, 

출혈, 염증세포의 침윤과 같은 병증을 나타낸다12). 카드뮴으로 

유도된 급성 간 손상의 메커니즘으로 apoptosis 및 괴사가 보

고되어 있으며13) cleaved caspase-3 및 cleaved PARP의 억

제를 통해 간 세포의 apoptosisrk 억제되고 간 보호 효과가 

나타난다는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14). 또한 카드뮴으로 유도

된 급성 간 손상을 포함한 많은 병리학적 관찰에서 발견되고 

있는 nitrotyrosine (NT)와 4-hydroxynonenal (4-HNE)이 

염증 및 산화 스트레스 하에서 생성이 증가되어 질산화 스트

레스와 지질 과산화에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5,1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陳皮 ethanol 추출물 (CEE; Citri 

Unshius Pericarpium ethanol extract)이 카드뮴으로 유발

된 마우스 급성 간 손상에 미치는 조직병리학적 효과를 살펴

보고 apoptosis, 지질 과산화, 질산화 스트레스와 관련된 표지

자들에 대한 면역조직화학적 관찰을 통해 in vivo에서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약

Anti-4-hydroxynonenal (4-HNE) antibody는 Calbiochem 

(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였고 peroxidase substrate 

kit는 Vector Labs (Burlingame,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Enhanced chemiluminescense detection kit는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에서 구입하였고, anti- 

poly (ADP-ribose) polymerase (PARP), anti-cleaved PARP, 

anti-cleaved caspase-3는 Cell Signalling Technology 

(Beverly,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Anti-nitrotyrosine 

(NT) antibody는 Millipore Corporation (Bedford, MA, 

USA)에서 구입하였고 anti-4-hydroxynonenal (4-HNE) 

antibody는 Abcam (Cambridge, UK)에서 구입하였다. 

2. 추출물의 제조  

陳皮(미륭생약㈜, 제조번호 KJP 140603-02)는 건조 중량

으로 300 g을 취하여 주정 ethanol 3 L로 24시간 동안 상온

에서 추출하였다. 추출액을 300 ㎜ filter paper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로 여과하고 진공회전농축기 

(EYELA, Tokyo, Japan)를 통해 농축하였으며, CEE의 최종 

수율은 17.58%였다.  

3. 실험동물의 사육 및 약물처치

CEE의 in vivo 효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카드뮴에 의해 유도

된 급성 간 손상 모델을 이용하였다. 6주령 male ICR mice 

(28-33 g)를 새론바이오㈜ (의왕, 한국)에서 구입하였고, 대

구한의대학교 동물연구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후 실험을 

진행하였다. CEE는 물에 녹여 30, 100, 300 ㎎/㎏/day 농

도로 7일간 매일 1회 경구 투여하였다. Silymarin (200 ㎎/

㎏/day)은 양성 대조약물로 사용하였다. 마지막 약물 투여 1 

시간 후에 카드뮴 chloride (CdCl2; 4 ㎎/㎏)를 정맥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였다. 카드뮴을 투여하고 12시간 후부터 24

시간까지 절식 후, 동물을 희생하여 혈액 및 간 조직을 채취

하였다.

4. 혈액생화학적 분석

혈장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의 수준은 자동 혈액분석기 (Operating 

Instructions Photometer 5010, ROBERT RIELE GmbH 

& Co KG,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5. 조직학적 분석

분리된 간의 좌엽을 10% 중성포르말린에 고정시킨 다음 일

반적인 방법으로 탈수 및 파라핀 포매를 실시하고, 3-4 ㎛의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eosin (HE) 염색을 실시한 후 

광학현미경 (80i, Nikkon, Tyoko, Japan)으로 관찰하였으며, 

간 조직의 손상 정도로서 변성 간세포의 수 (cells/1000 

hepatocytes) 및 침윤 염증세포의 수 (cells/㎜2)를 현미경 시

야에서 자동영상분석장치 (i-Solution FL ver 9.1, IMT 

i-solution Inc., Vancouver, Quebec, Canada)를 이용하여 

각각 평가하였다. 

6. 면역조직화학 분석

간 실질 조직에서의 NT, 4-HNE, cleaved caspase-3 및 

cleaved PARP 양성세포의 수는 간 조직 중 1차 항체와 함께 

avidin-biotin-peroxidase complex (ABC)와 peroxi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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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trate kit를 사용하여 면역조직화학 분석을 실시하였다. 

절편된 간 조직에 antigen retrieval를 하기 위해 10 mM 

citrate buffer (pH 6.0)를 이용하여 95-100 ℃에서 1 시간 

동안 중탕한 후, 0.3% 과산화수소수가 포함된 메탄올에 30 분

간 처리하여 조직 내 peroxidase 활성을 억제하였다. 비특이적 

항체결합을 막기 위하여 humidity chamber에서 normal horse 

serum을 이용하여 blocking하였다. 1차 항체를 4℃에서 12 

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 2차 항체와 ABC 시약을 함께 상온에서 

1 시간 동안 반응 시키고, 마지막으로 상온에서 peroxidase 

substrate kit로 3 분 동안 반응시켰다. NT, 4-HNE, cleaved 

caspase-3 및 cleaved PARP에 염색된 양성세포의 수적 변

화는 자동영상분석장치 (i-Solution FL ver 9.1, IMT 

i-solution Inc., Vancouver, Quebec, Canad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7. PARP 단백질 발현 측정

간 조직 0.1 g에 1 ㎖의 lysis buffer를 넣고 균질화시킨 후 

원심분리 (15,000 ×g, 4℃, 20 min)하여 얻은 상층액을 BCA 

assay로 단백질 정량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단백질 30 ㎍을 

10% SDS-polyacrylamide gel에서 전기영동시킨 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transfer시켰다. Blocking 

후에 PARP antibody와 secondary antibody로 반응시켜준 

다음 enhanced chemiluminescense detection kit를 사용

하여 발광시켜준 후, Amersharm Imager 600을 이용하여 

감광하였다. 발색을 통한 각 단백질의 발현량은 Image J를 

이용하여 densitometric analysis를 실시하였다. 

8. 통계분석

3회 이상 반복 실험을 통한 실험 결과는 mean ± S.D.로 

나타내었으며, 유의성 검정은 윈도우용 SPSS (ver. 23) 프로

그램을 사용하여 one 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분석을 실시하였다. 사후검정은 등분산 가정이 성립하였을 경

우에는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multi-comparison 

(LSD) test를 사용하였고, 등분산 가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경

우에는 비모수 방법인 Kruskal-Wallis test를 이용하여 유

의성을 평가하였으며, 유의한 결과가 나온 경우 Mann-Whitney 

U-test (MW)를 실시하여 판정하였다. 유의성은 p < 0.05 

또는 p < 0.01 수준으로 검정하였다.

Ⅲ. 실험결과

1. 카드뮴으로 유도된 혈액생화학적 변화에 대한 

CEE의 효과

30, 100, 300 ㎎/㎏/day의 CEE를 7일간 mouse에 투여한 

후에 카드뮴 (4 ㎎/㎏)을 단회 정맥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발한 

동물모델을 활용하여 CEE의 세포 보호 효과를 동물수준에서 

검증하였다 (Fig. 1A). 채취한 혈액에서 ALT, AST 활성을 

분석한 결과, normal (Nor)에서 각각 2.0 ± 1.2, 10.2 ± 

1.3 U/㎖이었으나 카드뮴에 의해 195.4 ± 6.8, 217.6 ± 

28.5 U/㎖으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상승하였다. CEE를 30 

㎎/㎏를 투여하였을 때의 ALT와 AST는 173.4 ± 21.3, 177.2 

± 15.9 U/㎖ 였으며, 100 ㎎/㎏에서 165.0 ± 22.3, 172.8 

± 17.9 U/㎖으로 카드뮴 단독 투여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

한 억제효과는 관찰되지 않았다. 300 ㎎/㎏의 CEE를 투여하

였을 때는 ALT와 AST는 각각 128.6 ± 4.5, 126.4 ± 15.0 

U/㎖으로 카드뮴군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01) 

감소하였다. Silymarin (200 ㎎/㎏)을 투여한 ALT, AST는 

149.2 ± 15.2, 150.2 ± 6.4 U/㎖로서 카드뮴 투여군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p < 0.05) 감소효과를 나타내었다. CEE 

(300 ㎎/㎏)의 단독 처치에 의한 ALT, AST는 대조동물군과 

비교하였을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변화는 관찰되지 않았다 

(Fig. 1B). 이상의 실험 결과, 카드뮴에 의한 ALT, AST의 증

가는 CEE (300 ㎎/㎏)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여 in vivo에서의 

CEE의 간 보호 효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A)

(B)

Fig. 1. Effect of CEE on cadmium-induced liver toxicity
(A) Time schedule of the animal experiment. CEE (30, 100, 300 
㎎/㎏/day) was dissolved in water and orally administrated to mice
for 7 consecutive days. Cadmium (4 ㎎/㎏) was dissolved in saline
and intraperitoneal (i.p.) injected to mice. (B) Blood biochemistry. 
ALT and AST were detected in the serum of mice. (significant as 
compared to normal, **p < 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cadmium
alone, ##p ＜ 0.01, #p ＜ 0.05; N.S, not significant; Nor,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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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카드뮴으로 유도된 간의 조직학적 변화에 대한 

CEE의 효과

카드뮴 투여는 간세포의 국소 괴사, 출혈, 염증세포의 침윤과 

같은 간 손상 소견이 관찰되었으나 CEE (300 ㎎/㎏)의 투여에 

의해 카드뮴에 의한 간 손상이 현저하게 감소되었다 (Fig. 2A). 

1,000개의 간세포당 변성 간세포의 수는 normal에서 13.20 

± 10.01개를 나타내었으나 카드뮴에 의해서는 305.40 ± 

96.66개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01) 증가되었다. 카드

뮴과 100 ㎎/㎏의 CEE를 투여한 군에서는 카드뮴군과 비교

하여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300 ㎎/㎏의 CEE 및 

silymarin (200 ㎎/㎏)을 투여한 군에서는 변성된 간세포의 

수가 각각 107.00 ± 42.08개, 146.00 ± 31.15개로 카드뮴 

단독 군에 비하여 감소되었다 (Fig. 2B). 간 조직 ㎜2당 염증

세포 침윤은 normal에서 28.40 ± 10.55개가 관찰되었으며, 

카드뮴에 의해서는 74.60 ± 10.26개로 증가하였다. 카드뮴에 

의한 염증세포 침윤의 증가는 300 ㎎/㎏의 CEE 및 silymarin

에 의해 각각 49.20 ± 11.82개, 55.80 ± 7.12개로 감소하

였다. 카드뮴군과 비교하여 100 ㎎/㎏의 CEE를 투여한 군에

서는 유의한 간 보호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다 (Fig. 2C). 

(A)

(B)

 

(C)

 

Fig. 2. Effect of CEE on histological features of cadmium-induced liver injury
(A) Representative histological image of liver. Paraffin sections of the liver were stained with hematoxylin and eosin. (B) The number of 
degenerative cells was calculated as N/1000 hepatocytes. (C) Infilterated inflammatory cells were calculated as N/㎜2 of hepatic parenchyma. 
(significant as compared to normal, **p < 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cadmium alone, ##p ＜ 0.01, #p ＜ 0.05; N.S, not significant; Nor, 
normal; CV, central vein; PT, portal triad regions, Scale bars = 120 ㎛).

3. 카드뮴으로 유도된 간의 면역조직학적 변화에 

대한 CEE의 효과

질산화 스트레스 marker인 NT, 지질과산화 marker인 

4-HNE에 대하여 면역조직화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 1,000

개의 간세포 당 NT와 4-HNE의 양성 세포 수는 normal에서 

각각 4.40 ± 1.67개, 7.20 ± 3.11개였으며, 카드뮴에 의해 

514.40 ± 90.83개와 601.00 ± 111.45개로 증가되었다. 

카드뮴과 100 ㎎/㎏의 CEE를 투여한 군에서는 카드뮴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300 ㎎/㎏의 

CEE 및 silymarin (200 ㎎/㎏)을 투여한 군에서는 NT의 양성 

간세포의 수가 각각 215.20 ± 82.90개, 305.40 ± 70.42

개로, 4-HNE의 양성 세포 수는 각각 287.80 ± 69.76개, 

363.80 ± 66.47개로 카드뮴 단독 군에 비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p < 0.01) 감소되었다 (Fig. 3). 

Apoptosis marker인 caspase-3와 PARP에 대해서는 간

세포 1,000개 당 cleaved caspase-3와 cleaved PARP의 양성 

세포 수가 normal에서 각각 3.00 ± 2.35개, 9.00 ± 4.06개

였으며, 카드뮴에 의해서는 228.00 ± 60.85개와 281.80 ± 

37.22개로 증가되었다. 카드뮴과 100 ㎎/㎏의 CEE를 투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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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에서는 카드뮴 군과 비교하여 유의한 효과가 확인되지 않았

으며, 300 ㎎/㎏의 CEE 및 silymarin을 투여한 군에서는 카드

뮴 단독 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p < 0.01) 감소되었다 (Fig. 3).

(A)

 

(B)

Fig. 3. Effect of CEE on NT, 4-HNE, cleaved caspase-3 and cleaved PARP
(A) Representative NT-, 4-HNE-, cleaved caspase-3- and cleaved PARP-positive cells in the liver tissues. Cells were stained by avidin-
biotin-peroxidase complex.
(B) Immunoreactive cells were calculated as N/1000 hepatocytes. (significant as compared to normal, **p < 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cadmium alone, ##p ＜ 0.01; N.S, not significant; Nor, normal; CV, central vein, Scale bars = 120 ㎛).

4. 카드뮴으로 유도된 PARP 단백질 발현 감소에 

대한 CEE의 효과

Apoptosis에서 PARP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효소로서 

최근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PARP의 과발현이 쥐에서 카드뮴

으로 인한 사망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면역조직학

적 분석에서 관찰된 PARP의 변화가 간 조직 추출 단백질의 

immunoblot 분석에서도 나타나는지 살펴본 결과, Fig.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PARP의 발현이 카드뮴에 의해 normal 대비 

0.23 ± 0.07배로 유의하게 (p < 0.01) 감소하여 PARP 

cleavage가 일어났음을 확인하였다. CEE (300 ㎎/㎏) 전 처

치에 의해 0.95 ± 0.06배로 normal 수준으로 회복되었으며 

silymarin (200 ㎎/㎏)도 카드뮴에 비해 PARP의 발현을 통계

적으로 유의하게 (p < 0.01) 회복시켰다 (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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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EE on PARP expression in hepatic tissue
Immunoblotting was conducted to analyze the expression of PARP in liver homogenates (left). Data represent the mean ± S.D. with three 
separate experiments (right). (significant as compared to control, **p < 0.01; significant as compared to cadmium alone, ##p ＜ 0.01, #p ＜ 0.05;
Nor, normal).

Ⅳ. 고   찰

陳皮는 관절염5), 천식7), 고지혈증8)과 같은 만성 질환에 대한 

개선 효과와 항알러지9), 항산화 효능10) 등이 알려져 있으나 간 

보호에 대한 연구는 미비하여 본 연구에서는 카드뮴으로 급성 

간 손상을 유도한 마우스에서 혈액학적, 조직학적인 방법을 

통해 CEE의 간 보호 효과를 살펴보았다. CEE는 카드뮴으로 

유도된 급성 간 손상에 대해 혈청 ALT, AST의 수준을 감소

시키고 간 조직의 괴사 및 염증세포의 침윤을 억제하였으며 

apoptosis와 질산화 스트레스 및 지질 산화와 관련된 표지자

들을 저해함으로써 명백한 간 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陳皮의 주요한 구성 화합물 중의 하나인 hesperidin은 쥐

에서 인슐린 분비, 산화 환원 불균형 및 iNOS와 NF-ĸB 신

호를 조절하여 카드뮴으로 인한 췌장염을 예방하였고18), 쥐의 

뇌에서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 매개되는 카드뮴 유도 독성을 

개선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다19). 陳皮의 또 다른 구성화합물인 

hesperitin은 카드뮴으로 유도한 간 손상에서 산화 스트레스 

표지자, 간 독성 표지자를 조절함으로써 간 보호효과를 나타

냄이 보고되었다20). 본 연구에서 카드뮴으로 유도된 간 독성에 

대한 陳皮의 간 보호 효과는 이러한 구성 화합물들의 작용이 

어느 정도 기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 

아미노산 전이효소인 AST와 ALT는 간 질환의 유무를 추

측할 수 있는 중요한 수치로 카드뮴에 노출된 실험동물에서 

증가하여 간 손상을 반영한다12). ALT는 주로 간세포의 세포

질에 존재하고 AST는 간세포의 세포질과 미토콘드리아에 분

포함으로 간 손상 시 혈청 내로 흘러 나와 그 수치가 상승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혈청 내 ALT와 AST 활성을 측정한 결과 

카드뮴에 의해 증가했던 수치가 저농도의 CEE에 의해 평균적

으로 감소하였으며 고농도의 CEE (300 ㎎/㎏)에 의해 유의

하게 (p < 0.01) 감소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조직병리학적으로 

카드뮴으로 손상된 간은 출혈, 변성, 침윤 염증세포 증가와 

같은 특징을 나타낸다12,13). 본 연구에서도 변성 간세포 및 침윤 

염증세포의 수가 카드뮴으로 인해 증가하였으나 CEE에 의해 

이들 지표들이 억제됨을 확인하였다. 

간 손상의 메커니즘으로는 산화 스트레스, 염증 과정, 

apoptosis 및 괴사가 관련되어 있다13). Apoptosis는 카드뮴

으로 유도된 간 손상을 매개하는 신호 전달 중의 하나로 

cytochrome c의 방출과 caspase-3 및 PARP의 활성화를 통

해 유도된다. 간 세포에서 카드뮴이 세포 사멸의 진행에 기여

하는 PARP cleavage를 유도하고 caspase-9 및 caspase-3 

활성을 향상시켜 apoptosis를 유도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되

었고21), 핵 DNA 결합 단백질인 PARP의 과발현이 카드뮴으로 

인한 쥐의 사망에 기여한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7). 따라서 

cleaved caspase-3 및 cleaved PARP의 억제는 간 보호 효과

의 표적 신호로 간주되어 왔다. 본 연구에서 cleaved caspase-3, 

cleaved PARP에 대한 면역조직학적 실험을 한 결과 카드뮴에 

의해 증가하였으나 CEE에 의해 감소되었다. 

카드뮴에 의한 독성은 산화 스트레스에 의해서도 진행되는데 

지질 과산화의 증가나 감소된 glutathione을 포함한 항산화 

방어 시스템의 변화로 세포가 손상되게 된다15,22). Nitric oxide

와 superoxide 음이온의 반응 생성물인 peroxynitrite (ONOO-) 

는 대표적인 활성질소종(reactive nitrogen species)으로서 세

포 내 다양한 생체분자들에 직접 결합하여 그 기능을 저하시

키는 질산화 스트레스(nitrosative stress)를 유발한다16,23). 

특히 질산화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의 변성은 주로 단백질 

내 tyrosine 잔기에 발생하며, NT 잔기를 가지는 단백질의 

생성량 변화를 통하여 질산화 스트레스의 생성 유무를 확인할 

수 있다24,25). 따라서 NT는 다양한 질병의 발생과정에서 질산

화 스트레스 생성에 대한 marker로서 주로 활용 되고 있다. 

4-HNE는 세포의 지질 과산화에 의해 생성되는 α, β

-unsaturated hydroxyal로 만성 염증, 신경 퇴행성 질환, 

당뇨병 및 암과 같은 수많은 질병의 원인 물질로 간주되고 있

다. 또한 4-HNE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세포자멸사

를 촉진하며26) 카드뮴에 중독된 쥐의 조직에서 4-HNE가 증

가함이 보고되었다16). 본 연구에서도 카드뮴에 의해 NT 및 

4-HNE 양성세포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여 산화 스트레스가 

유발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증가는 CEE의 전 처

치에 의해 감소하였다. 

따라서 카드뮴으로 급성 간 독성을 유발한 마우스에서 

CEE가 간 보호 효과를 나타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EE는 

혈액학적으로 ALT, AST 수치를 개선하였으며 cleaved 

caspase-3 및 cleaved PARP를 억제하였고, NT와 4-HNE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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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해하여 산화 스트레스를 감소시켰다. 이러한 CEE의 효과는 

대조물질로 사용한 silymarin과 비교하여 유사하거나 더 우

수한 효과를 나타내었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카드뮴을 처리한 마우스를 사용하여 CEE가 

간 독성에 대해 보호효과를 가지는지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CEE는 혈액학적 분석에서 카드뮴으로 증가된 ALT, AST 

수치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2. 조직학적으로 카드뮴 독성에 의해 나타나는 조직의 변성

과 염증세포의 침윤이 CEE에 의해 억제되었다.

3. Apoptosis 표지자인  cleaved caspase-3와 cleaved 

PARP에 대한 면역 반응 세포수가 카드뮴에 의해 증가하

였으나 CEE 전 처치에 의해 감소하였다. 

4. 카드뮴에 의해 증가된 NT 및 4-HNE 면역 반응 세포수

가 CEE 전 처치에 의해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들은 CEE가 카드뮴에 의해 유도되는 apoptosis 

와 산화 스트레스 신호를 저해함으로써 간 보호 효과를 나타냄

을 보여준다. 진피의 간 보호 활성을 in vivo에서 살펴봄으로써 

본초로서 진피의 약리 작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고 중금속으로 

인한 간 질환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데 진피가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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