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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of vitamin C on the activity of liver function enzymes and electromicro-
graphic changes in white rats treated with aflatoxin B1(AFB1) or X-ray and AFB1. Six week-old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ive groups: a control  group, AFB1 treated group, AFB1 treated group with vitamin C, X-ray 
and AFB1 co-treated group, X-ray and AFB1 co-treated group with vitamin C. On the first day of the experiment, only 
one dose of X-rays was exposed to the entire liver at 1,500 cGy. Next, vitamin C was injected at 10 ㎎/㎏ body weight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followed 1 hr later by the administration of 0.4 ㎎/㎏ of AFB1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These treatments were then administered every three days over a period of 15 days. On the 16th day of treatments, the 
animals were sacrificed. Analysis of the activity of the liver function enzymes, GOT, ALK phatase and LDH, in the sera 
of rats revealed that they were somewhat increased by AFB1 treatment, X-ray and AFB1 co-treatment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Furthermore, the activity of these enzymes decreased in response to administration of vitamin C. 
Especially, the levels of GOT were remarkably decreased in the AFB1 treated group treated with vitamin C when compared 
to the group treated with AFB1 alone(p<0.001). Electromicrographic analysis revealed cloudy swelling, necrosis, vesicular 
degeneration and fat accumulation of hepatocytes in response to treatment with AFB1 or co-treatment with X-ray and AFB1. 
However, the destruction of hepatic cells was considerably lower in the vitamin C-treated group. These results indicate that 
vitamin C had ameliorating effects on the hepatic cell da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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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Aflatoxin은 Aspergillus 속 곰팡이 종류의 2차 대사산물로

서 사람이나 가축에 생리적 장애를 일으키는 물질이며, 특히 

이미 발암 물질로 알려진 dimethylnitrosamine보다도 약 3,750
배의 높은 발암독성 물질로 발표되었다(Wongan & Newbern 
1967). Aflatoxin은 발암성 외에도 돌연변이성과 기형발생성 

등의 작용을 한다. Aflatoxin을 생성하는 곰팡이 균주의 자연

오염이 용이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생활환경에서 발생하기 

쉽다. 또한 열에 대하여 저항성이 커서 280～300℃에서 분해

되므로 일반적인 가공, 처리 방법으로는 제거하기 힘들기 때

문에 위생적으로 더 큰 문제가 되고 있다. 또한 aflatoxin은 땅

콩뿐만 아니라 탄수화물이 풍부한 쌀, 보리, 밀 및 옥수수 등

에서 주로 생성되기 때문에(Wilson BJ 1978) 곡류를 주식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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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고 있으며 대부분의 사료를 농산물로 의존하고 있는 우

리나라의 경우 가장 위험 노출이 많아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점차 대두되고 있으며, 보건 위생상 국민 보

건의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매우 중요한 과제이기도 하다. 
Aflatoxin의 대사는 주로 간에서 일어나는데 간의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대사 활동 억제(Siperstein MD 1970), 간세포막

의 불안정성 및 mitochondiral swelling 유발(Bababunmi & Bassir 
1972; Doherty & Compbell 1972; Doherty & Campbell 1973), 
간의 microsome에서 NADPH 의존성 lipid의 지질과산화반응

이 일어나는 산화적 과정을 거치면서 독성을 일으켜 유발하

는 간암(Rahimtula 등 1988) 등의 독성작용이 보고되었다. 이
러한 대사과정에서는 유전자독성과 세포독성이 발생하는데, 
특히 호기성 상태에서는 최종 전자수용체로 산소를 사용하므

로 대사과정 중 반응성이 매우 높은 superoxide radical( O2
－)

이 생성된다(Moody & Hassan 1982; Chance 등 1979). 이것은 

반응성이 아주 강한 파괴적인 물질로 DNA, protein, lipid와 

같은 많은 거대 분자들과 반응하고 NADPH-dependent lipid 
peroxidation을 유발하여 조직들의 손상을 일으키고(Horton & 
Fairhurst 1987; McCord & Fridovich 1970; Crapo & McCord 
1974), 여러 종류의 발암 및 apoptosis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eegers 등 1994). 또한 aflatoxin의 독성 중 하나

로 면역결핍 유발이 있는데, 특히 세포면역 결핍을 유발시키

고 B형 간염과 함께 co-carcinogen으로 작용하여 원발성 간세

포 암을 유발한다는 보고가 있다(Liu 등 1983). 방사선 조사

는 치료방사선학에서 악성종양의 치료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고, 수술 요법과 더불어 진행된 두경부 영역의 암종 치료에 

그 중요성이 더욱 증가되었으며 수술 전, 후에 많은 환자들이 

방사선 치료를 받으며, 5년 생존률의 현저한 증가를 보이고 

있는 암치료법이다(Rudolph 등 1982). 그러나 방사선 노출로 

인한 부작용이 가장 큰 문제이다. 전리 방사선에 노출되면 조

사량이나 조직에 따라 감수성의 차이는 있으나 거의 모든 장

기에 손상을 초래하며, 특히 조혈기관의 파괴, 면역적격세포

(immunocompetent cells)의 수적 감소와 기능의 변화 등으로 

강력한 면역저하를 일으키기도 한다(Anderson & Warner 1976). 
방사선에 의한 세포손상의 과정은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 
방사선이 목표물을 직접 이온화시키는 직접작용과 방사선이 

세포내의 원자 또는 분자와의 상호작용을 통해 free radical을 

생성하고, 생성된 free radical이 목표물을 손상시키는 간접작

용으로 나누어진다(Hall EJ 1994). 인체가 가장 빈번히 접촉

하는 종류의 방사선에 의한 손상은 대부분이 간접작용에 의

한다. 세포의 70%가 수분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세포에 방

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방사선과 물분자(H2O)가 반응하여 이

온 라디칼을 생성하고 (H2O→H2O+＋ e－), 생성된 이온 라

디칼이 또 다른 물분자와 반응하여 반응성이 높은 hydroxy 

radical(OH*)을 생성하게 된다(H2O+＋H2O → H3O+＋OH*). 
hydroxy radical은 반응성이 아주 높으며 확산에 의해 주변의 

DNA 등의 아주 거대 분자에 산화적 손상을 입혀 DNA strand 
break를 초래하게 되어 암을 비롯한 여러 가지 질병을 유발한

다(Ward JF 1994; Thompson CB 1995). 그러므로 aflatoxin B1

과 방사선 조사로 인한 독성 유발 기전이 oxygen free radical
에 의한 산화적 손상이 원인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항산화제 

투여로 인한 산화 억제작용을 기대할 수 있음에 따라 최근 

aflatoxin으로 인한 세포손상 및 암발생과정을 방어할 수 있는 

항산화제의 적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그 중 vitamin 
C는 수용성 항산화제로서 독소를 포함한 여러 가지 promutagen
의 산화적 대사 과정을 저해할 수도 있으며, 산화 환원 완충

계에서 유해한 free radical을 제거하여 adduct 형성을 저지시

켜 항산화 효과를 발휘한다(Sato 등 1990). Vitamin C는 나이

트로 화합물(nitrocompound)에 의한 세균에서의 돌연변이

를 억제(Guttenplan JB 1977)하고 Salmonella typhimurium에서 

aflatoxin B1으로 인한 돌연변이를 억제시킨다(Raina & Gurtoo 
1985). Benedict 등(1980)은 3-methyl-cholanthrene에 의해 시작

된 C3H10T½Cell의 형태학적 변형을 vitamin C가 억제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보고하였고, M. Yasukawa 등(1987)은 vitamin 
C가 X선을 조사한 세포에서 종양발생을 억제한다는 것을 보

고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

람들의 경우 aflatoxin B1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 중 일부는 위, 
간, 담도 암과 같은 상복부 암으로 진단되어 간을 포함하는 

부위에 대해 방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흰쥐에게 aflatoxin B1 투여 혹은 방사선과 aflatoxin B1을 병합 

처리하여 vitamin C가 간독성 유발요인과 연관된 간 기능 효

소들의 변화와 전자현미경 실험에 의한 형태학적 관찰을 알

아보고자 본 연구를 시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1. 실험동물 및 사육방법

Sprague Dawley 계통의 생후 6주, 평균무게 150±20 g의 수

컷 흰쥐를 대한실험동물센터에서 구입하여 동물 사육장에서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사용하였다. 사육장은 실내온도 20±5℃, 
습도 55～60%를 유지하였으며, 명암주기는 자연채광으로 하

고 고형사료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실험사육

기간 중 매일 오전 중에 체중을 측정하고 사료섭취량은 매일 

사료전량을 측정하였다.

2. 실험군의 구성 및 투여농도 및 용량

실험군은 7군(n=6)으로 나누어 Table 1과 같이 처리하였다. 
X-ray 조사는 실험 기간 내 단 1회로 실험사육기간 첫 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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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reatments of experimental animal 

Groups Content
Injection 

dose
No. of 
animals

G1 0.1 M NaHCO3 + DMSO a + b   6
G2 0.1 M NaHCO3 + AFB1 b + d 6
G3 AFB1 + Vitamin C c + d  6
G4 AFB1 + X-ray b + d  6
G5 AFB1 + X-ray + Vitamin C c + d 6

a: 0.1 ㎖ of DMSO, b : 0.1 ㎖ of 0.1 M NaHCO3,
c: 10 ㎎/㎏ of Vt. C(=0.1 ㎖), d: 0.4 ㎎/㎏ of AFB1(=0.1 ㎖).

조사하였고 X-ray 조사 후 vitamin C를 투여하였으며 vitamin 
C 투여 1시간 후 AFB1을 투여하였다. Vitamin C와 AFB1은 

모두 복강 투여(intraperitoneal injection)로 실험 사육 첫 일부

터 1회 시작하여 3일에 한번씩, 5회 반복 투여하였으며, 실험

동물 사육기간은 총 15일로 하였다. 대조군인 제 1군의 경우

에 용매인 DMSO 0.1 ㎖, 0.1 M NaHCO3 0.1 ㎖를 함께 투여

하였다. 제 2군의 경우는 아급성용량인 0.1 ㎖ AFB1와 용매 

0.1 M NaHCO3 0.1 ㎖를 투여하였으며, 제 3군은 2군에 대한 

항산화 비타민의 효과를 보기 위해 0.1 ㎖의 vitamin C를 투

여한 후 2군과 동량의 AFB1을 투여하였다. 제 4군은 X-ray 조
사 후 0.1 ㎖의 AFB1을 투여하였으며, 제 5군은 4군에 대한 

항산화 비타민의 효과를 보기 위해 X-ray 조사 후 0.1 ㎖의 

vitamin C와 동량의 AFB1을 투여하였다. 실험동물에 투여된 

AFB1, vitamin C는 Sigma 제품을 사용하였다.

3. 방사선 조사

경상대학교병원 치료방사선과에 설치된 Co-60 Teletherapy 
unit를 사용하여 방사선 조사를 실시하였다. 흰쥐의 복부 조

사 시 움직이지 못하도록 고정시킨 후 방사선 조사하였으며, 
방사선은 방출되는 X선을 이용하여 6 Mv 방사선을 1.5 ㎝ 깊
이에 1,500 cGy(radiation/min) 선량률로 1회 조사하였다.

4. 실험동물의 처리

실험사육 최종일에는 7시간 절식시킨 후 ethyl ether를 사

용하여 마취시키고 해부하여 실험을 실시하였다. 혈액은 심

장에서 채혈하였으며, 간장조직은 50 ㎖ 주사기를 사용하여 

차가운 phosphate buffer(PBS, 0.1 M, pH 7.4)를 문맥을 통해 

주입하여 혈액을 제거한 다음 적출하여 차가운 PBS에 담가 

잔여혈액을 다시 제거한 후 간 무게를 측정하였고, 혈액과 간

장조직은 －70℃에 보관하면서 실험을 실행하였다. 

5. 혈청 속의 Vitamin C 함량 측정

혈액을 심장 채혈법으로 채취한 후 혈액 약 1 ㎖를 취하여 

즉시 보존제인 dithiothreitol(10 mmol/ℓ) 용액 50 ㎕를 첨가하

였다. 4℃, 3,000 × g 원심조건에서 15～20분 동안 혈청을 분

리하여 －80℃로 냉동 보관하여 사용하였다. Vitamin C 측정

은 ferric acid ion(Fe3+)이 산성용액에서 525 ㎚에서 특징적인 

흡광도를 가지는 complex를 형성하기 위해 α.α,-dipyridyl과 

coupled된 형태인 ferrous ion (Fe2+)으로 환원되는 원리를 이

용한 α.α,-dipyridyl method(Margolis 등 1991)에 의해 측정하

였다.

6. 혈청 속의 간 기능 효소의 활성

혈청에서의 간 기능 효소인 GOT(Glutamic Oxaloacetic Tran-
saminase), GPT(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측정은 GOT/ 
GPT kit(Asan, Co)를 사용하였으며, Karmen unit로 나타내었

다. LDH(Lactate Dehyrogenase)는 LDH-LQ(Asan, Co)를 사용

하여 Wroblewski unit로 나타내었으며, ALK phosphatase는 

kind-king 측정법으로 만들어진 New-K-PHOS kit(Asan, Co)를 

사용하여 King-Armstrong(K-A) 단위로 나타내었다.

7. 전자현미경적 관찰

간 조직을 각각 1～2 ㎣의 크기로 잘라서 2.5% glutaraldehyde
로 전고정한 후 1% osmium tetraoxide로 후고정을 하였다. 이 

때 사용하는 모든 시약은 0.1 M 인산완충용액으로 희석하였

으며, 동일한 완충용액으로 세척하였다. 시료를 알콜 농도 상

승 순으로(60～100%) 탈수하고 propylene oxide로 조직을 치

환시킨 다음 epon 812에 포매하였다. 포매된 조직을 60℃ 
oven에서 24시간 중합시킨 후 초박절기(Ultracut, Reich-ert- 
Jung)를 이용하여 초박절편(70 ㎚)을 만들어 uranyl acetate와 

lead citrate로 염색하여 투과전자현미경(Hitachi H-600)으로 

75 KV에서 관찰하고 사진 촬영하였다.

8. 통계처리

분석 결과의 통계처리는 실험군당 평균치와 표준편차로 

표기(mean±S.D.)하고 이들에 대한 통계처리는 SAS(version 
6.12 program)를 이용하여 one-way ANOVA 분석을 실시한 

후 유의성이 있는 경우 사후 분석으로 다중비교의 하나인 

Duncans(1993)의 다중 범위 검증을 실시하여 통계적 차이를 

검증하였다. 각 군의 유의성은 p<0.01 수준에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1. 간조직의 무게, 식이섭취량, 체중증가량, 식이효율

간조직의 무게, 식이섭취량, 체중증가량, 식이효율을 측

정한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간장의 무게는 대조군을 포함

한 전군에서 군별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다. Park SA(1993)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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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Liver weight, food intake, body weight gain and 
FER of the rats fed the diet for 15 days

Groups1) Liver weight
(g)

Food intake
(g)

Body weight gain
(g)

FER2)

(%)

G1 11.17±1.453)NS 285.51±19.104)a 49.97±12.555)a 0.18

G2 11.93±1.62 272.72±27.53a 60.91±10.76a 0.22

G3 11.26±0.92 260.48±10.35a 55.20± 8.09a 0.21

G4 12.09±0.92 204.47±28.14b 12.40± 4.65b 0.06

G5 11.83±0.76 216.76±23.92b 27.54± 8.03b 0.12

P 0.62  0.0000 0.0000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detail on Table 1,
2) FER= [body weight increased during experimental period(g)/Total 

food intake during experimental period(g)]×100, 
3) NS not significant at p<0.01, 4) Mean ± S.D.(standard deviation), 
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CCl4로 간독성을 유발시켜 1주일 동안 사육한 흰쥐의 간장의 

무게는 정상 쥐가 4.0±0.4 liver/body weight(%)인데 비하여 시

험군에서는 4.5±0.3 liver/body weight(%) 증가하였다고 보고

하였으며, Bannasch 등(1980)은 간세포 암 초기에 간조직의 국

소적 변형에 따라 탄수화물 변화가 일어나 과량의 glycogen
과 지질의 축적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간 무게가 증가한다고 

하였으나 본 연구는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없었는데, 이것은 

방사선 조사 혹은 AFB1 투여로 인해 간세포의 증식 및 비대

화가 일어났으나 그 정도는 미미하며 vitamin C가 간세포 증

식과 비대화를 억제시키는 것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생각

된다. 체중증가량은 식이섭취량에 따라 비교적 증감하는 경

향이었다.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으나 특히 

방사선과 AFB1 함께 처리한 4군에서 식이 섭취량과 체중이 

가장 적은 것으로 보아 시험동물 처리 시 과도한 스트레스가 

그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혈청의 비타민 C의 함량

15일 동안 사육한 후 혈청의 vitamin C 농도를 측정한 결

과,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각 처리군이 

유의적으로 낮았으며(p<0.01), 대조군을 제외한 전군사이에

서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vitamin C를 투여하지 않은 

Table 3. Vitamin C concentration of the serum in each group                                           (㎎/㎗)

G11) G2 G3 G4 G5 P
Vitamin C 0.067±0.012)a 0.011±0.003)b  0.008±0.01b    0.014±0.01b  0.008±0.02b   0.000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detail on Table 1, 2) Mean ± S.D.,
3)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2군보다 vitamin C를 투여한 3, 5군에서 더 vitamin C 농도가 

낮은 경향이었다. 이는 방사선 조사와 AFB1 투여 시 vitamin 
C의 흡수를 감소시키거나 대사 전환을 증대시킨 것으로 생

각된다. 한편, 대조군을 제외한 전군에서의 유의적인 차이는 

없었으나, vitamin C를 투여하지 않은 2군보다 vitamin C를 투

여한 3, 5군에서 더 vitamin C 농도가 낮은 것은 방사선 조사

와 AFB1 투여의 치명적인 산화 stress로 수용액 상에서 free 
radical이 형성되면서 이에 대응해 vitamin C가 가장 먼저 방

어 작용에 사용되어(Mezzetti 등 1995) 일시적으로 소모량이 

많아졌을 것으로 여겨진다. 그러나 본 실험과는 달리 정상 흰

쥐에게 이틀에 한번씩  2주간 100 ㎎/100 g 체중 수준으로 과

량으로 복강 내 투여한 Im & Lee(1992)의 연구와 흰쥐에게 

300 ㎎/ 100 g 체중 수준으로 과량의 vitamin C를 4주간 경구 

투여한 Lee 등(1997)의 연구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혈장의 

vitamin C 수준이 유의적으로 현저히 높았다고 보고한 것으

로 보아 투여된 vitamin C 농도, 기간 및 동물 처리 방법 등에 

따라 그 영향을 받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간 기능 효소(Liver Function Enzyme)에 미치는 영향

Table 4는 방사선 조사와 AFB1 투여 시 혈청에서 간 기능 

상태를 나타내는 일차적 지표인 GOT, GPT, ALK phatase, 
LDH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이다. 이 결과에서 GOT, ALK 
phatase, LDH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으나, GPT는 2군이 63.17± 
5.64(lu/ℓ)이었으나 2군에 vitamin C를 투여한 3군에서는 

48.17±7.60(lu/ℓ)로 나타나 25% 정도(p<0.001)의 현저한 감소

를 볼 수 있었다. 또한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한 4군에 비

해 4군에 vitamin C를 투여한 5군은 다소 감소하였다. 이는 

투여 일시와 방법은 다르지만 mouse에 AFB1을 투여한 Park 
등(1990)의 결과와 일치하는 경향이었다. 일반적으로 LDH 
수치는 세포 생존가능성과 연관성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즉, 
LDH 수치가 세포막 손상 여부를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는 의미이다(Del RN. 1992). 그리고 GOT, GPT의 두 효소

의 경우 혈청 중 정상치는 낮은데 조직이 광범위하게 파괴되

었을 때 많이 방출되므로 심장, 간, 담도질환의 진단, 특히 급

성간염의 뚜렷한 진단상의 지표가 되고 있다(Shell 등 1998). 
Kim 등(1993)의 보고에 의하면 흰쥐에서 방사선 선량률을 달

리하여 GOT 활성도 변화를 관찰하였는 바 선량률 0.1～2.4 
Gy/min일 경우는 활성도를 관찰할 수 없었으나, 3 Gy/min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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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ange of the activites of the liver enzymes in rat serum

Groups1) GOT(lu/ℓ) GPT(lu/ℓ) ALK phosphatase2) LDH3)

G1 196.00±50.664)a 61.00±7.16bc5) 27.33±4.46a 2,205.41±491.79a

G2 206.33±44.78a 63.17±5.64bc 30.99±9.07a 2,255.02±434.74a

G3 191.67±74.38a 48.17±7.60c 31.78±6.38a 1,971.03±527.92a

G4 232.00±42.74a 72.00±9.81ab 38.50±4.31a 2,498.75±782.33a

G5 227.83±95.57a 66.00±7.25ab 29.58±4.25a 2,389.40±669.32a

P 0.774 0.001 0.465 0.449
1) Treatments of animals are shown in detail on Table 1, 2) K-A unit, 3) Wroblewski unit, 4) Mean ± S.D.,
5)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1.

는 110%, 3～7 Gy/min에서는 150% 증가하였다고 보고한 바

가 있어 전체군에서 유의성을 나타내지 않은 본 실험과는 상

이한 결과를 나타낸 것은 체중과 사육기간에 따른 차이인 것

으로 생각되며, 본 실험에서도 GPT의 유의적인 차이를 볼 수 

있었다. Shen 등(1994)은 AFB1 투여 후 시간의 경과에 따라 

혈청 중 GOT, GPT 수준을 측정해본 결과, 두 효소 모두 2일
째부터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5일째부터는 극히 저 농도를 

유지한다고 하였으며, 본 실험에서는 마지막 AFB1 투여 후 

3일째에 실험동물을 해체하였으므로 어느 정도 혈중농도가 

상승되었을 때라고 생각된다. 위의 결과에서 AFB1 단독 처리

군과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한 군에서 비교적 GPT, GOT, 
ALK phatase, LDH 효소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liver cell damage
를 의미하며, 여기에 vitamin C를 혼합 투여함으로 그 증가 

정도가 억제되었으므로 antioxidantal effect가 나타난 것으로 

여겨진다. 이것은 방사선을 조사한 흰쥐의 GOT, GPT, ALK 
phatase, LDH 수준은 현저히 증가하였으나, vitamin C를 투여

함으로 이들 효소가 감소함으로 간독성에 따른 vitamin C의 

저감 효과를 보고한 Ahn 등(2004)의 보고와 유사한 경향이었

다. 그러나 2군에 비해 2군에 vitamin C를 투여한 3군의 GOT
수준이 현저히 감소한 반면, 4군에 비해 4군에 vitamin C를 

투여한 5군이 다소 감소한 것은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함으

로 심한 조직 손상이 야기된 것으로 생각되며, 이로 인해 vitamin 
C의 필요성이 더 증가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vitamin C의 

용량에 따른 항산화 효과의 증가에 대한 논란이 있으므로

(Choi & Yu 1989) vitamin C의 용량별 항산화 효과에 대한 연

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방사선 조사 방법에 있어

서 본 연구에서는 1회의 고용량의 방사선을 조사하였으나, 실
제 임상에서는 분할조사를 시행하게 되므로 분할 방사선 조

사 시에 vitamin C의 항산화 효과가 어떻게 나타는지에 대한 

비교연구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Konopacka & Rzeszowska 
(2001)에 의하면 vitamin C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 전과 방사

선 조사 후 모두에서 DNA 손상을 회복시키는 효과를 보였으

며, 오히려 방사선 조사 직후에 vitamin C를 투여할 때 가장 

높은 보호 효과를 보였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방사선 조사 

2시간 이후부터는 vitamin C를 투여하여도 보호 효과를 볼 

수 없었으며, 1시간 이내에 투여할 경우에만 보호 효과를 관

찰하였다고 보고하였다. 본 실험은 방사선 조사 직후에 바로 

vitamin C를 투여하였고,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함으로 이미 

세포 손상이 시작되었다고 하더라도 빠른 시간 안에 vitamin 
C를 투여한 경우이므로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여 vitamin C가 

방사선과 AFB1의 산화성 공격으로부터 어느 정도 세포 손상

의 회복 효과를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4. 전자현미경(TEM)에 의한 형태적 관찰

방사선과 AFB1의 간세포내 축적에 의한 미세구조 변화를 

관찰하기 위해 전자현미경적 실험을 수행한 결과, Fig. 1의 

G1은 대조군의 세포로서 핵, 핵막이 정상적인 모양을 하고 

있으며, 미토콘드리아에서도 규칙적인 크리스테(cristae)가 관

찰되었다. 또한 미토콘드리아 주변의 소포체도 전형적인 평

형구조를 나타내고 있다. Fig. 1의 G2는 AFB1 단독 투여군으

로 핵과 핵막이 팽창되어 있으며, 소포체가 긴 막대 모양에서 

원형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테(cristae)
가 분열되어 속이 빈 형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지방 과립들이 

나타나고 있다. 한편, Fig. 1의 G3은 AFB1과 vitamin C 혼합 

투여군의 세포로서 핵은 아직 약간 팽창된 모양을 하고 있으

나 핵막의 모양이 거의 정상으로 되었으며, 소포체와 미토콘

드리아도 거의 정상 모양을 회복하고 있다. 따라서 vitamin C 
혼합 투여군(G3)은 AFB1 단독 투여군(G2)에 비하여 전체적

으로 회복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나, 대조군에 비해서는 어

느 정도 독성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1의 G4는 

X선 조사한 후 AFB1의 투여한 군으로 조직의 상당한 파괴가 

관찰되었으며, 여기에 vitamin C를 투여한 군의 세포(G5)는 

정상적이지는 않으나 파괴 정도가 덜 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Fig. 2는 방사선 조사와 AFB1 축적에 의한 간세포 내 미토

콘드리아의 변형을 관찰하기 위해 고배율로 확대한 사진

(26,000×)이다. Fig. 2의 G1는 대조군으로 크리스테 형태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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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lectron micrograph of ultrastructural feature of cell organelles in the liver(7,800×). Stained with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M, mitochondria; N, nucleus; ER, rough endoplasmic reticulum, G1: control group, G2: AFB1 treatment, 
G3: AFB1 treatment with vitamin C administration, G4: X-ray and AFB1 co-treatment, G5: X-ray and AFB1 co-treatment 
with vitamin C.

명한 정상적인 미토콘드리아를 보여 주고 있으며, 소포체 역

시 원래의 정상적 모양을 유지하고 있으며, Fig. 2의 G2는 

AFB1 단독 투여군으로 크리스테의 형태가 파괴되어 속이 빈 

미토콘드리아 모양을 하고 있고, 정상보다 팽윤된 모양을 보

이고 있다. Fig. 2의 G4에서는 보다 많은 조직의 파괴를 관찰

할 수 있었다. Fig. 2의 G5는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한 것

에 vitamin C를 혼합 투여한 군으로 미토콘드리아의 내부가 

덜 파괴되었으며, 불분명하지만 크리스테가 나타나며 미토콘

드리아의 크기는 정상에 가깝다. 소포체의 모양 역시 완전 정

상 상태는 아니지만 X선 처리군이나 AFB1 처리군보다 훨씬 

파괴 정도가 덜한 것을 보여주고 있다. Fig. 1, 2에서 보는 바

와 같이 AFB1 투여군의 간세포(G2)에서 전자현미경으로 관

찰된 핵막의 팽윤형상은 AFB1이 세포내 리소좀의 효소를 방

출시켜서 세포막이 불안전하게 된다는 보고(Prokrovsky 등 

1992)에 따라 AFB1에 의해 야기된 핵막의 불안전성에 기인한

다고 생각된다. 또한 AFB1 투여군에서 관찰한 미토콘드리아

의 팽윤 형상에 대하여 Doherty & Campbell(1973)은 미토콘

드리아의 크리스테에 존재하는 시토크롬 b, c, c1 사이의 전자

전달반응의 저해로 인해 발생하며, 또한 DNP-inducible ATPase 
활성이 저하되어 미토콘드리아가 팽윤한다고 보고했다. 그러

나 본 실험에서 나타난 전자현미경적 결과로서는 미토콘드

리아의 외형적인 변형만 관찰될 뿐 원인 규명은 생화학적인 

실험이 더 요구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Theron 등(1965)은 

AFB1은 조면 소포체에서 일찍이 리보좀을 탈락시키며, Pong 
& Wogan(1970)은 조면소포체의 변형과 함께 리보좀이 파괴

된다고 보고한 바 있다. 또한 Ibeh 등(1994)은 AFB1에 오염된 

쥐의 간세포에서 RNA 중합효소의 활성이 억제된다고 보고

한 바 있는데, 아마도 ribosomal RNA 생성도 같이 저해되어 

조면소포체 형성과 유지에 유해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에 대한 연구로는 AFB1을 투여함으로 afllatoxicosis를 

유발한 mouse 간의 전자현미경 조사에서 간세포의 핵과 핵막

Fig. 2. Electron micrograph of ultrastructural feature of  
cell organelles in the liver(26,000×). Stained with uranyl 
acetate and lead citrate. M, mitochondria; N, nucleus; ER, 
rough endoplasmic reticulum, G1: control group, G2: AFB1 

treatment, G4: X-ray and AFB1 co-treatment, G5: X-ray and 
AFB1 co-treatment with vitamin C.

이 팽창되어 있으며, 소포체가 긴 막대 모양에서 원형으로 변

형되어 나타났고, 미토콘드리아는 크리스테가 분열되어 속이 

빈 형태로, 지방 과립의 형성과 혈관 주변의 많은 대식세포와 

더불어 콜라겐 섬유 다발들이 모여서 심한 섬유화 현상을 볼 

수 있었다는 Park 등(1990)의 보고가 있다. Yang KM(1988)은 

흰쥐에 지질과산화반응을 유발한 간세포의 전자현미경조사

에서 정상군에 비해서 지방소적, mitochondria의 swelling 및 

융합, 그리고 disse강내 microvilli의 파괴가 관찰되었다고 보

고하였다. Jung 등(2002)은 흰쥐에 dimethylnitrosamine(DMN)을 
주사함으로 간섬유화, collagen의 증가하였으나, 항산화제투

여로 인해 DMN에 의한 간섬유화를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고 보고하였고 Jo & Kim(1994)은 흰쥐의 간조직에 Gramoxone
을 처리함으로 간세포의 혼탁종창, Kupffer 세포의 수 증가, 
지방 변화가 현저하였으나, 여기에 vitamin C를 처리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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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의 혼탁종창과 지방변화가 현저히 감소하였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와 같이 본 실험에서도 AFB1 단독 투여군인 

2군,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한 4군에 각각 vitamin C를 투

여한 3군과 5군에서 핵과 핵막 등이 정상에 가깝게 회복된 

현상을 볼 수 있었는데, 이는 vitamin C의 항산화력에 의해 

세포막 표면에 형성된 틈(nick)이나 팽창상태가 가역적이고 

반복적인 결합이 유도되어 핵과 핵막이 많이 회복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 또한 Ahn 등(2004)은 흰쥐에 방사선 조사 시 

핵과 핵막이 팽창되어 있으며 소포체가 변형되어 나타나고, 
미토콘드리아의 감소와 파괴가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으며, 
Noh 등(2001)은 방사선 조사 시 피부나 폐, 간, 신장 등의 섬

유화는 matrix metalloproteinase 및 tissue inhibitor of metallo-
proteinase 유전자 활성 및 발현이 조직의 재구성과 손상, 암
세포의 침윤과 전이에 관여한다고 보고하였다. 이런 결과들

은 방사선 조사 시 생성된 superoxide radical은 간세포막의 불

포화 지방산을 lipoperoxide로 변성시키며, 이는 조직 내에서 

연쇄반응을 일으켜 비가역성의 lipoperoxide의 양을 증가시

켜, 생체 구성 단백질, 특히 세포막을 구성하는 세포질이 변

성되어 mitochondria와 microsome의 구조에 변화가 일어나 이

에 관련된 효소의 기능이 파괴되었고(Misra & Frudovich 1976), 
또한 이때 생성된 hydroxy radical은 반응성이 아주 높아 확산

에 의해 주변의 DNA 등의 아주 거대 분자에 산화적 손상을 

입혀 DNA strand break를 초래한 것(Ward JF 1994)으로 생각

된다. 여기에 vitamin C는 독성을 포함한 여러 가지 promutagen
의 산화적 대사 과정을 저해하며, 산화 환원 완충계에서 유해

한 free radical을 제거하여 adduct 형성을 저지시킴으로 세포

손상을 보호하는 것(Sato 등 1990)에 중요한 기능을 할 것으

로 생각된다. 이상의 결과를 통해 vitamin C가 방사선 조사

와 AFB1를 투여함으로 발생되는 산화성 간세포 손상에 보호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으며, 이러한 자료가 방사선 노출과 

aflatoxicosis의 치료나 예방을 위해 기초자료로 활용될 것으

로 기대한다.

요 약

Aflatoxin은 Aspergillus 속 곰팡이로부터 생성되며, 사람에

게 있어서 간독성 및 간암을 유발하는 잠재력을 가진 곰팡이 

독소이며, 지질과산화 반응은 aflatoxin B1에 의한 세포 산화

적 손상 시 발생하는 주요 현상 중의 하나이다. 방사선은 수

술, 항암약물요법과 더불어 임상 시 중요한 치료 방법이나, 
정상세포에 방사선을 조사하였을 때 반응성이 높은 활성산

소와 과산화라디칼(OH*)을 생성하여 세포막의 불포화 지방

산을 지질 과산화물로 변성시켜 세포 산화적 손상을 일으킨

다. 본 연구는 곡류를 주식으로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의 경우, 

aflatoxin B1에 노출되기 쉽고 이들 중 일부는 위, 간, 담도 암

과 같은 상복부 암으로 진단되어 간을 포함하는 부위에 대해 방

사선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경우를 생각하여 흰쥐에게 aflatoxin B1

을 투여하거나 방사선과 aflatoxin B1을 병합 처리하여 vitamin 
C가 간독성 유발요인과 연관된 간 기능 효소들의 변화와 전

자현미경 실험에 의한 형태학적 관찰을 알아보고자 시행되

었다. X-ray 조사는 실험기간 내 단 1회로 실험사육기간 첫 

일에 조사하였고, X-ray 조사 후 vitamin C를 투여하였으며 

vitamin C 투여 1시간 후 AFB1을 투여하였다. Vitamin C와 AFB
은 모두 복강투여로 실험 사육 첫 일부터 1회 시작하여 3일에 

한번씩, 5회 반복 투여 하였으며 실험동물 사육기간은 총 15
일로 하였다. GOT, ALK phatase, LDH는 유의적인 차이는 없

으나 AFB1을 투여한 2군에 비해 2군에 vitamin C를 투여한 

3군이,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한 4군에 비해 4군에 vitamin 
C를 투여한 5군이 각각 감소하는 경향이었다. 간 기능 효소 

중 GPT는 대조군에 비해 AFB1을 투여한 2군은 유의적인 차

이가 없었으나 증가하였으며, 특히 2군에 비해 2군에 vitamin 
C를 투여한 3군은 수치가 p<0.001 수준에서 현저히 감소하였

다. TEM을 이용한 간세포의 형태에서는 AFB1 단독 처리군

의 세포(G2)는 세포의 핵과 핵막이 팽창되어 있으며, 소포체

가 긴 막대 모양에서 원형으로 변형되어 나타나고, 미토콘드

리아는 크리스테(cristae)가 분열되어 속이 빈 형태를 보여주

고 있으나 여기에 vitamin C를 투여한 3군의 세포(G3)에서는 

핵은 아직 약간 팽창된 모양을 하고 있으나 핵막의 모양이 

거의 정상으로 되었으며, 소포체와 미토콘드리아도 거의 정

상 모양을 회복하고 있다. X선 조사와 AFB1 병합 처리군인 

4군의 세포(G4)는 조직의 상당한 파괴가 관찰되었으며, 여기

에 vitamin C를 투여한 5군의 세포(G5)는 정상적이지는 않으

나 파괴 정도가 덜 한 것을 볼 수 있었다. 이로써 AFB1 단독 

투여군인 2군, 방사선과 AFB1 병합 처리한 4군에 각각 

vitamin C를 혼합 투여한 3군과 5군에서 핵과 핵막 등이 정상

에 가깝게 회복된 현상은 vitamin C의 항산화력에 의해 세포

막 표면에 형성된 틈이나 팽창 상태가 가역적이고 반복적인 

결합이 유도되어 핵과 핵막이 많이 회복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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