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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etaminophen(AP)iswidelyusedasanover-the-counteranalgesicandantipyreticdrug.

AP-inducedhepatotoxicityisacommonconsequenceofAPoverdoseandmayleadtoacuteliver

failure.Inthisstudy,weinvestigatedtheliverdamageinmiceusingsingledose(300mg/kg)of

Acetaminophen유도 간 손상에 한 주 (酒敵)의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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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andthepossibleprotectiveeffectsofadministration(50-200mg/kgbodyweight)ofJoo-Juk

onacetaminophen-inducedliverdamageinmice.Thealanineaminotransferase(ALT),and

aspartateaminotransferase(AST)activitiesweredeterminedintheplasmaofmice.Theeffectof

Joo-Jukonlipidperoxidationproductthiobarbituricreactingsubstances(TBARS)andsome

antioxidantenzymessuperoxidedismutase(SOD),catalase,d-aminolevulinatedehydratase(σ-ALA-D)

activities,andgluthathioneperoxidase(GPx),werealsoevaluatedinthemouseliverhomogenate.

APcausedliverdamageasevidentbystatisticallysignificantincreasedinplasmaactivitiesof

AST andALT.TherewerestatisticallysignificantlossesintheactivitiesofSOD,catalase,σ

-ALA-D,andGPxandanincreaseinTBARSintheliverofAP-treatedgroupcomparedwith

thecontrolgroup.However,Joo-Jukwasabletocounteracttheseeffects.Theseresultssuggest

thatJoo-jukcanactashepato-protectantagainstAP toxicityandisagoodcandidatefor

furtherevaluationasaneffectivechemotherapeuticagent.

Keyword: Joo-Juk,Oxidativestress,Hepatotoxicity,Antioxidant,Acetaminophen

Ⅰ.서 론

Acetaminophen(N-acety1-p-aminophenol,paracetamol,

AP)은 세계 으로 해열 진통에 활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인체에 일반 으로 사용되는 농

도의 AP는 비교 안 하지만,과량의 AP가 투입

되면,간 괴사(livernecrosis),신경독소(nephrotoxicity),

간경화(livercirrhosis)를 유발할 뿐만 아니라 사망

에 이르는 약물 부작용이 있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
1,2)
.AP의 독성기 은 사과정에 의해 발생

되는 산화 스트 스가 주원인으로 알려져 있으

며
2)
,간장의 cytochromeP450효소에 의해 환되

어 발생된 N-acetyl-p-benzoquinoneimine(NAPQI)

과 같은 독성 사산물이 생성되어 glutathione

(GSH)의 고갈을 래함으로써 세포막을 치명

으로 손상시켜 간장의 괴사를 유도하고 회복할 수

없게 하여 사망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졌다3-5).

AP에 의한 간질환 환자는 약 10%에 이르고 있

는데,성인보다는 어린이에게 심각한 독성이 나타

나고,비알콜 섭취 자에 비해서 알콜 섭취 자에게

서 그 독성이 심각한 것으로 보고되었다6).특히

알콜 과다섭취에 의한 간 손상이 있을 경우 AP의

독성은 더욱 심각한 간 질환을 야기할 수 있다6).

한국을 비롯한 동양에서는 통 으로 알콜이나

간염바이러스에 의한 간 손상을 치료할 때 여러 가

지 약용식물을 혼합하여 가온가압 는 알콜 추출한

생약을 주로 활용해왔다8,9).주 은 황 (Scutellaria

baicalensisroot,8%),민들 (Taraxacummongolicum,

8%),오리나무(Alnusjaponica,16%),갈근(Pueraria

thunbergianaroot,8%),홍삼(Redginsengm,4%),

진피(Citrusunshiupeel,4%),백풀(Atractylo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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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onica, 당량),계피(Cercidiphyllum magnificum

bake, 당량),양강(Persimmonpeel)건강(dried

ginger),정향(Caryophyllus aromaticus),엉겅퀴

(Cirsium japonicum DC.var.ussuriense, 당량),

유근피(Ulmusdavidianavar.japonicabake, 당

량)등 생약 추출물(혼합추출물 80%)과 맥아,타

우린,사과농축액, 인애풀 농축액,과당,카라멜

색소 등 첨가물 안식향산(보존제)등으로 만들

어진 간보호제로 북 학교헬스 어사업단과 임

실생약조합 농법인에서 제조한 상품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AP유도 BALB/c모델 마우스에

서 주 의 간 보호 작용을 알아보기 하여,지질산화,

aminotransferase(ALT),aspartateaminotransferase

(AST),σ-aminolevulinatedehydratase(σ-ALA-D),

superoxidedismutase(SOD),catalase,glutathione

peroxidase(GPx)등의 활성을 조사한 결과 매우

흥미로운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재료 방법

1.재 료

1)시 약

Aminolevulinicacid,dithiothreitol(DTT),DL-

dithiothreitol,thiobarbituricacid,mono& dibasic

potassiumphosphate,aceticacid,ortho-phosphoric

acid,trichloroacetic acid,superoxide dismutase,

catalase,GPxcatalyses,sodium chloride는 Sigma

-Aldrich(St.Louis,MO,USA),AST& ALTkit

는 동제약(경기도,한국)으로부터 구입했다.Protein

assaykit는Bio-Rad사로 부터 구입했다.Acetaminophen

과 기타 시약은 reagentgrade 으로 Sigma-Aldrich

사 (MO,USA)로부터 구입했다.

2)약물의 추출

실험에 사용한 주 은 임실생약 농조합으로부

터 제공받았으며,주 1,500ml을 동결건조하여

약 50g을 얻고 -20℃에서 보 하면서 사용하 고,

실험에 사용된 환은 임실생약조합에서 제공한 시

료를 사용하 다.

3)실험동물

무균환경에서 사육된 7주령의 암컷 BALB/c계

마우스는 앙실험동물(주)(서울)로부터 구입하

다.마우스는 1주일간 스트 스를 해소하기 해

1주일간 낮과 밤의 주기를 12시간씩 고정하여 사

료( 앙실험동물(주))와 멸균 물을 공 하면서 사

육한 후 주 학교 실험동물 원회의 실험 규정

에 하여 실험에 사용하 다.

2.방 법

1)약물투여

8주된 BALB/c계 마우스는 실험군당 10마리를

수용하여 사망률을 조사에 사용하 고,나머지 실

험에는 6마리씩 나 어 수용하 으며,음성 조군

은 단지 생리식염수만 투여했고,양성 조군은 3

7℃ 생리식염수에 마우스 kg당 300mg의 AP를

용해하고 feedingneedle을 이용하여 7일동안 매일

1회 경구투여 하 다.주 투여군은 37℃ 생리식

염수에 마우스 kg당 300mg의 AP을 용해하고

feedingneedle을 이용하여 1회 경구투여 한 후,30

분 후에 주 을 마우스 kg당 50mg,100mg,200

mg의 3개 실험군으로 나 어 7일 동안 하루에 1

회씩 경구투여 하 다.

2) 장

액은 마지막 약물을 투여하고 다음날 heparin

이 처리된 주사기를 이용하여 심장에서 채 한 후

4℃,3,000rpm으로 원심 분리하고 장(plasma)

을 얻어 -20℃에 보 하 고,AST와 ALT활성에

사용하 다.

3)간 조직 용해물의 비

채 후,신속히 간 조직을 출하여 얼음상자

에 유지하고,간조직의 7배가 되는 양의 0.85%

NaCl을 주입하여 간 조직을 마쇄한 후,10,000

rpm으로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얻었다.얻어진

상층액은 단백질을 정량하고 실험에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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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단백질 정량

단백질 정량은 표 단백질 우태아 청 albumin

을 사용하여 Lowery등10)방법으로 측정하 다.

5)Lipidperoxidation측정

간 조직 상층 액을 37℃에 1시간 동안 방치한

후,지질 산화를 측정하 다.Thiobarbituricacid

reactivespecies(TBARS)산물은 Ohkawa등11)의

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6)AST와 ALT측정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ALT)는 장으로부터 동제약

에서 제시한 방법에 하여 측정하 다.

7)σ-Aminolevulinatedehydratase측정

σ-ALA-D 활성의 측정은 porphobilinogen형성

율 측정에 의한 Sassa12)의 방법에 하여 실험하

다.시료를 37℃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반

응산물은 Ehrlich-porphobilinogen salt에 한

6.1×104M
-1
몰라 흡수계수를 가진 555nm에서 측

정하 다.

8)Superoxidedismutase측정

Misra와 Fridovich13)의 방법에 따라 간 조직 상

층 액을 20배(0.85% NaCl)희석하여 SOD활성을

측정하 다.요약하면,pH 10에서 신속하게 자동

산화되는 핑크색의 산물을 UV spectrophotometer

(BeckmanCoulter)를 이용하여 480nm에서 그 흡

도를 측정하 다.50% 효소를 억제하는 양을

효소의 1unit로 계산하 고,SOD의 활성은 단백

질 g당 unit로 계산하 다.

9)Catalase측정

Catalase활성은 Aebi
14)
의 방법에 하여 측정

하 다.요약하면,간 조직 상층 액 10ml을 quartz

cuvette에 주입하고 인산완충액(pH 7.0)에 30mM

H2O2을 신속하게 주입하여 반응시켰다.H2O2의 분해

율은 120 동안 240nm에서 UVspectrophotometer

를 이용하여 측정하 다.Catalase의 활성은 단백

질 g당 unit로 계산하 다.

10)Glutathioneperoxidase측정

GPx활성은 Paglia와 Valentine15)의 방법에 따라

cumenhydroperoxide에 의한 GSH의 산화되는 양

을 측정하 다.glutathionereductaseandNADPH

존재 하에 산화된 GSH는 NADPH에서 NADP
+
로

즉시 환되기 때문에 340nmUVspectrophotometer

로 감소된 흡 도를 측정하여,간 조직 상층 액의

GPx활성을 mM NADPH/mgprotein/min으로

계산하 다.

11)통계처리

모든 실험 값은 평균±표 오차(mean±SD)로

표시했으며, 통계분석은 ANOVA와 Student’s

t-test로 처리했으며,유의성 한계는 p<0.05로 정하

다.

Ⅲ.결과 고찰

인체에 과량의 AP가 투여되면 간 조직이 괴사

에 이르면서 괴된 세포로부터 유리되어 청 내

AST와 ALT증가된다
16-18)
.일반 으로 인체에 사

용되는 AP가 투여되면 간 조직에 큰 손상을 주지

않지만,일시 으로 과량의 AP가 투여되면 72-96

시간에 간 독성이 최 로 나타나 사망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액의 응고덩어리가 형성될 때까

지 걸리는 시간 즉,prothrombintime(PT)뿐만

아니라 transaminases와 bilirubin의 농도가 증가하

고 간 조직의 괴사가 진행 된다
19)
.이때 간 독성

의 지표로 잘 알려진 AST와 ALT가 증가하고 이

는 청내로 유입되는데,AP에 의한 간 독성 기

은 P450cytocromeC에 의존 이라 알려졌다
19)
.

본 연구에서 우리는 AP투여에 따른 주 이 간

독성 뿐만 아니라 사망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았

다.그 결과 Table1과 같이 AP만 투여한 양성

조군에서는 3일째 2마리와 4일째 1마리가 사망하

고,그 이후에는 모두 생존하여 7일 동안

사망률이 30% 다.마우스 1kg당 50mg의 주

을 투여한 농도 실험군에서는 1일째 1마리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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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 1마리가 사망하여 7일간 사망률은 20%

고,마우스 1kg당 100mg주 투여군과 200

mg주 투여군에서는 실험 마우스 모두 생존하

다.먹이의 공 은 앙동물실험(서울)에서 제

공되는 사료를 사용하 으며,먹이 섭취량은 정상

조군에 비해 AP투여군이 약 20%정도 감소하

으나,마우스 1kg당 100mg주 투여군과

200mg주 투여군에서는 정상 조군과 먹이 섭

취량이 비슷하 다.이와 같이 주 이 AP 유도

사망률을 억제하는 근거를 조사하기 해서,AP

를 투여하고 72시간 후에 장의 AST와 ALT를

조사하 다.아무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조군

은 AST와 ALT가 각각 50±5 unit/L와 89±6

unit/L으로 정상 범 내에 있었지만,AP가 투여

된 양성 조군은 AST가 120±11unit/L과 ALT가

189±15unit/ml로 하게 증가했다(p<0.001).이

러한 결과는 AP가 간독성을 유발하여 사망을 유

도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그러나 AP를 투

여하고 30분 후에 주 을 투여하고 72시간 후의

장의 AST와 ALT 실험 결과 농도 의존 으로

히 감소되었다(p<0.05).이러한 결과는 주 이

AP에 의해 유도되는 간 손상을 보호하는데 효능

이 있다는 것을 제시해 주었다.

Treatment PlasmaAST(Unit/L) PlasmaALT(Unit/L) Mortality(%)
b)

Control 50±5 89±6 0

AP 120±11c) 189±15c) 30

50mgJoo-Juk 105±10 158±19 20

100mg 78±12
d)

106±12
d)

0

200mg 52±10
e)

92±15
e)

0
a)
Controlmicereceivedonlysalineandacetaminophenalonemicereceivedasingledose(300mg/kgbodyweight)
ofacetaminophendissolvedinsaline.APtreatedmicereceivedasingledose(300mg/kgbodyweight)ofAP,and
30minlatertheyreceivedthedifferentdoseofJoo-Juk(50-200mg/kgbodyweight).Hepatotoxicitywas
determined72hlaterbyquntifyingtheplasmaASTandALT.Datarepresentthemean±SEoftenmice.
b)
Mortalitywasdetermined7daysafterAPadministration.

c)p<0.001versusnegativecontrolgrouptreatedwithsalinealone.
d)p<0.05ande)p<0.01versuscontrolgrouptreatedwithAPalone

Table1.EffectsofJoo-JukonAP-inducedhepatoxicityinmicea)

AP가 생체에 투여되면,이 약물이 사되면서

활성산소의 생성과 함께 지질 산화가 진되어 간

독성을 유발할 수 있다
20)
.그러므로 우리는 AP가

투여된 마우스의 지질산화량을 알아보기 해서

TBARS량을 측정하 다.그 결과 Fig.1와 같이

아무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정상 조군에 비해

서 AP가 투여된 양성 조군은 MDA가 조직 g당

149.5±12.5nM로 매우 증가되어 지질산화가 진

된다는 사실을 확인하 다.그러나 AP와 주 을

투여한 실험군에서는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하

다.특히 100-200mg/kg투여군에서는 히 감

소하었다(p<0.01과 p<0.001).이러한 결과는 주

이 AP에 의해 간 조직에 형성된 TBARS억제에

효능이 있음을 나타내 주었다.AP는 지질산화를

진시키는 TBARS을 형성하여 간 조직 내에 축

하는 것으로 알려져있다
21-23)
.지질산화와 련되

어 있는 산화 스트 스는 표 으로 AP에 의

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주 은 AP에

의해 유발되는 지질산화를 억제하여 간 기능을 보

호하는 것이라 사료된다.이러한 주 의 효과는

황 성분의 일종인 baicalin,baicalein,wogonin
24)

과 오리목나무
25)
,민들

26)
,갈근

27)
등 생약에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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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된 flavonoid계 성분들의 효과라 추정된다.

Fig.1.EffectofJoo-JukonTBARSformationin
thelivetissuesofAP-treatedmice.

Controlgroupreceivedonlysaliner,AP alonegroup
receivedasingledose(300mg/kgbodyweight)ofAP.
Joo-Juk treated groupsreceived a singledose(300
mg/kgbodyweight)ofAP,30minlatertheyreceived
thedifferentdose ofJoo-juk (50-200 mg/kg body
weight).TBARSlevelsdeterminedafter7days.Data
representthe mean±SE ofsix mice.**p<0.01 and
***p<0.001versuscontrolgrouptreatedwithAPalone.

σ-ALA-D는 산화 스트 스 산물로 알려진 반

응 산소 간물질의 형성을 억제하는 물질로 알려

졌다
28)
.AP는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하여 간 조

직내에 σ-ALA-D의 활성을 억제시키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29,30)
. AP의 반응 사 산물로 알려진

NAPQI는 σ-ALA-D의 SH
-
그릅과 직 반응할

수 있는 물질로 고농도의 AP은 더욱 많은 NAPQI

를 생산해 결국 GSH를 고갈 시키는 것으로 알려

졌다
31)
.우리는 AP투여에 의한 σ-ALA-D의 활성

과 주 의 효능을 알아 본 결과 Fig.2과 같이 AP

단독 투여군은 아무런 약물이 투여되지 않은 정상

조군에 비해 히 감소되었으나,50mg/kg의

주 투여군을 제외한,100mg/kg과 200mg/kg

투여군에서는 정상 조군과 비슷하게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p<0.001).이러한 결과는 주 이

AP에 의해 유발된 간 독성을 해소시키는데 효능

이 있다는 것을 시사해 주었다.

Fig.2.EffectofJoo-Jukon σ-ALA-Dacivityin
thelivetissuesofAP-treatedmice.

Controlgroupreceivedonlysaliner,AP alonegroup
receivedasingledose(300mg/kgbodyweight)ofAP.
Joo-Juk treated groupsreceived a singledose(300
mg/kgbodyweight)ofAP,30minlatertheyreceived
the differentdose ofJoo-juk (50-200 mg/kg body
weight).σ-ALA-Dlevelsdeterminedafter7days.Data
representthemean±SE ofsixmice.**p<0.01versus
controlgrouptreatedwithAPalone.

한편 우리는 AP와 주 을 투여한 마우스 생체

내 항산화 작용을 알아보기 해서 먼 SOD의

활성을 측정하 다.Fig.3A와 같이 정상 조군에

비해 AP투여는 SOD 활성의 감소를 래하 으

나,50mg/kg의 주 투여군이 아닌 100mg/kg과

200mg/kg투여군에서는 정상 조군과 비슷하게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p<0.001)이러한 결과는

σ-ALA-D의 증가와 유사하게 주 100-200mg/kg

투여군에서 SOD가 유의하게 증가되었다(p<0.001).

AP 투여에 의한 SOD의 감소는 cytochromeC

P450을 경유해 형성된 NAPQI의 축 에 따라 O
-

이온을 감소시키는 NADPH의 억제와 련되어있

다
32)
.따라서 주 의 투여 효과는 AP유도 산화작

용을 효과 으로 제거할 수 있는 SOD의 활성을

통해서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Catalase는 H2O2

을 가수분해하는 생체 내 요한 항산화 효소로서

작용한다
33)
.Fig.3B와 같이 정상 조군에 비해

AP투여군의 간 조직내에서 catalase활성은

히 감소되었으나,50mg/kg의 주 투여군이 아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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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g/kg과 200mg/kg투여군에서는 정상 조

군과 비슷하게 복원되는 결과를 얻었다(p<0.001).

이러한 결과는 주 에 함유된 황 ,민들 ,오리

나무,갈근,홍삼,진피,백풀,계피,양강,건강,엉

겅퀴,유근피 등 생약에 포함된 flavonoid계 항산

화 성분뿐만 아니라 간 보호에 작용하는 여러 가

지 성분이 복합 으로 작용하는 항산화 효과라 추

정된다
22,24-26)

.

Fig.3.EffectofJoo-JukonSOD(A)andcatalase
(B)acivityin the live tissues ofAP-
treatedmice.

Controlgroupreceivedonlysaliner,AP alonegroup
receivedasingledose(300mg/kgbodyweight)ofAP.
Joo-Juk treated groupsreceived a singledose(300
mg/kgbodyweight)ofAP,30minlatertheyreceived
thedifferentdose ofJoo-juk (50-200 mg/kg body
weight).SOD andcatalaselevelsdeterminedafter7
days.Datarepresentthemean±SEofsixmice.**p<0.01
and***p<0.001versuscontrolgrouptreatedwithAPalone.

마지막으로 우리는 AP에 의해 손상 받은 간 조

직에 주 이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GPx의 활성을 조사하 다.그 결과 Fig.4와 같이

정상 조군에 비해 AP투여는 GPx의 활성을

히 억제시켰으나,AP투여에 의해 감소된 GPx

의 활성을 주 투여군은 농도에 의존 으로 증가

시키는 효과가 있었다((p<0.05,p<0.01과 p<0.001).

이러한 결과는 상기에서 기술한 주 의 항산화 작

용이 있다는 것을 사사해 주었다.AP에 의한 간

조직 내의 낮은 농도의 GPx는 지질산화을 진한

다.즉,goldthioglucose(GTG)에 의한 GPx의 억

제는 간세포에 민감하게 작용하여 AP에 의해 유

발된 간독성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34)
.약용식물 유래 flavonoid계열의 물질은 지질

산화를 억제하고 GSH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AP독성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2,34)
.그러

므로 우리의 결과는 주 이 GSH를 증가시킴으로

써 AP의 독성으로부터 간을 보호할 수 있다는 사

실을 제공해주었다.

Fig.4.EffectofJoo-JukonGPxactivityacivityin
thelivetissuesofAP-treatedmice.

Controlgroupreceivedonlysaliner,AP alonegroup
receivedasingledose(300mg/kgbodyweight)ofAP.
Joo-Juk treated groupsreceived a singledose(300
mg/kgbodyweight)ofAP,30minlatertheyreceived
thedifferentdoseofJoo-juk(50-200mg/kgbodyweight).
GPxlevelsdeterminedafter7days.Datarepresentthe
mean±SEofsixmice.*p<0.05,**p<0.01,and***p<0.001
versuscontrolgrouptreatedwithAP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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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를 종합해볼 때 주 은 AP에 의해

증가된 AST,ALT와 지질산화를 효과 으로 억제

하 으며, 하된 σ-ALA-D,SOD,catalase

GPx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간 손상을 보호하

는 기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AP과 같

은 약물에 의한 간 손상으로부터 주 은 간 기능

보호 작용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 사료

된다.

Ⅳ.결 론

Acetaminophen(AP)는 세계 으로 해열

진통에 활용되는 일반의약품이다.AP가 과량 투여

되면 성 간질환을 야기한다.우리는 이 논문에서

300mg/kg의 AP를 투여하고 간독성을 유발한 후

주 을 50-200mg/kg경구투여하여,AP가 유도하

는 간독성에 한 보호효과를 조사하 다.Alanine

aminotransferase(ALT)와 aspartateaminotransferase

(AST)의 활성은 마우스 장에서 조사하 고,지

질산화 산물인 thiobarbituricreactingsubstances

(TBARS)와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dismutase

(SOD),catalase,d-aminolevulinatedehydratase

(σ-ALA-D) 등의 활성은 마우스 간 조직에서 측

정하 다.AP 투여는 장 내 AST와 ALT

TBARS의 활성을 유의하게 증가시킨 반면,SOD,

catalase,σ-ALA-D와 GPx등 항산화 작용 효소의

활성은 히 감소시켰다.그러나 주 은 AP유

도에 나타난 간독성에 여하는 효소 분자의

활성을 억제 는 증가시키는 효능이 있었다.이

러한 결과는 주 의 투여가 AP에 의해 증가된

AST,ALT와 지질산화를 효과 으로 억제하 으

며, 하된 σ-ALA-D,SOD,catalase GPx의

활성을 증가시킴으로써 간 손상을 보호하는 기능

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따라서 AP과 같은 약물

에 의한 간 손상으로부터 주 은 간 기능 보호 작

용에 활용할 수 있는 좋은 제품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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