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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rotective effects of a powder mixed with solid-cultured and liquid-cultured Lentinus edodes myce-
lia (2 : 1, w/w) (designate LED) with different doses of carbon tetrachloride (CCl4) on induced hep-
atotoxicity in male Sprague-Dawley (SD) rats was investigated. The rats were divided into seven
groups (6 rats/group) and the following substances were administered orally to each group: Vehicle
(0.2 ml distilled water), Control (0.2 ml distilled water), LED (LED 100, 200, 300 and 400 mg/kg BW
in 0.2 ml distilled water), and Silymarin (200 mg/Kg BW in 0.2 ml distilled water). After two weeks
of daily administration, all groups except for the Vehiclegroup were subjected to abdominal injection
with CCl4 (CCl4 : corn oil, 1 : 1 v/v; 0.5 ml/kg BW). One day later, blood and liver samples were
collected to analyze biomarkers. All LED treatments elevated hepatic superoxide dismutase (SOD), cat-
alase and glutathione peroxidase (GSH peroxidase) activities, and reduced thiobarbituric reactive sub-
stances (TBARS),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1β (IL-1β) and interleukin-6 (IL-6),
resulting in the reduction of glutamate-oxalate transaminase (GOT), glutamate-pyruvate transaminase
(GPT) and lactic acid dehydrogenase (LDH) activities in plasma. These results indicate that LED effec-
tively protected SD rat hepatotoxicity induced by CCl4 through its antioxidative activity and reduction
of some cytokines. The highest efficacy was found in LED 200 mg/kg BW, showing potential as a
useful material for protection from hepatotoxicity in hum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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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유해물질로부터 간 손상을 방지하고 손상된 간을 치유할

수 있는 천연물이나 천연소재 개발을 위한 다양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 천연소재 중에는 표고버섯추출물을 비롯한 칡

추출물, 양파 추출물이 간 기능을 보호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0,24]. 표고버섯추출물은 carbon tetrachloride (CCl4)로 간

독성을 유발 한 rat 간 조직의 지질산화를 억제하였다[21]. 이

와 같은 free radical (
∙

CCl3) 제거에 따른 간독성 완화 효과는

표고버섯추출물 외에도 다른 천연소재를 이용한 연구에서도

보고된 바 있다. 예를 들면, rat에 칡의 카테킨과 CCl4를 투여

한 연구에서 카테킨 투여는 지질과산화물 함량을 절반 정도로

감소시켰고[10], 양파즙의 2 ml/kg body weight (BW) 씩 4주

간 경구투여는 malonedialdehyde (MDA) 생성을 20.6~23.8%

감소하였다[24].

표고버섯균사체 및 이의 배양물이 간을 보호하는 기능이

있다[12,25,30]. 표고버섯 균사체의 간 기능 보호 효과는 주로

표고버섯균사체에 함유된 polysaccharide 인 β-glucan에 기인

한다[11,21,22]. 이들 polysaccharide 중 lentinan은 β-(1→

3)-glucose를 기본골격으로 하고 5개의 β-(1→3)-glucose마다

2개의 β-(1→6)-glucose 가지를 갖는 구조를 갖고 있고[12,31],

표고버섯 균사체 배양물의 열수추출물인 Lentinus edodes my-

celia (LEM)는 lentinan을 비롯한 glycoprotein 등을 포함하고

있다[13]. Lentinan과 LEM은 모두 표고버섯균사체 β-glucan

을 함유하고 있어 면역증진 기능과 간 보호 기능을 갖고 있다

[12,25,30]. D-Galactosamine, CCl4 등의 화학물질을 투여하여

급성 또는 만성 간 기능장애를 유발한 rat에 LEM을 경구투여

한 결과 LEM을 처리하지 않은 rat에 비해서 glutamate-ox-

alate transaminase (GOT)와 glutamate-pyruvate trans-

aminase (GPT)의 유출이 적고, 간 기능장애가 적었으며, 혈청

단백질 함량이 낮았다[21,27].

표고버섯균사체 추출물을 원료로 한 소재의 간 보호기능을

나타내는 최적 일일 섭취량은 rat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LEM 900 mg/kg[27], 인체연구에서 LEM 1200 mg[29], 인체연

구에서 β-glucan 함량이 1.2~1.9%인 표고버섯균사체추출물

1800 mg 등으로 다양하게 보고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추출

물 중에 함유된 β-glucan 함량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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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scription of treatment groups applied in the present study

Treatment

Constituent1)

Distilled water

(ml/rat)

LED

(mg/kg BW)

Silymarin

(mg/kg BW)

CCl4

(ml/kg BW)

Corn oil

(ml/kg BW)

Vehicle 0.2 -
2)

- - 0.5

Control 0.2 - - 0.5 -

LED

100 - 100 - 0.5 -

200 - 200 - 0.5 -

300 - 300 - 0.5 -

400 - 400 - 0.5 -

Silymarin - - 200 0.5 -
1)LED represents a powder mixed with solid-cultured and liquid-cultured Lentinus edodes mycelia (2:1, w/w). Given amount of

LED and silymarin samples was mixed in 0.2 ml distilled water. CCl4 represents a mixture of CCl4 : corn oil (1 : 1, v/v).
2)

Given constituent is not added.

따라서, 표고버섯 추출물을 간 기능보호를 위한 천연신소재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β-glucan 함량을 높일 필요가 있다. 최근

본연구진은 β-glucan 함량을 높이기 위해 표고버섯균사체 고

체배양물과 액체배양물의 건조분말을 2:1 (w/w)로 혼합한 표

고버섯균사체 혼합물(Lentinus edodes mycelia, LED라 명명)을

개발하고 이의 CCl4와 ethanol로 유도한 Sprague-Dawley

(SD) rat의 간독성 완화능을 보고하였다[9].

LED를 간 독성완화 기능성 소재로 개발하기 위해서는 LED

의 간독성완화 최적 함량 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CCl4로 rat의 간독성을 유발한 SD rat 모델에서 LED의

최적 투여량 결정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늘보리는 진양농업협동조합(Jinju, Republic of Korea), 탈

지 대두분은 ㈜개미산업(Eumseong, Republic of Korea)으로

부터 구입하였다. 표고버섯균(Lentinus edodes)은 종자관리소

(Whaseong, Republic of Korea)로부터 품종생산/판매신고를

필한 ㈜HK바이오텍(Jinju, Republic of Korea)의 균주를 사용

하였다. RIPA buffer는 Cell Signaling Tech. Inc. (Boston, MA)

에서 구입하였다. Thiobarbituric acid, 1,1,3,3,-tetramethox-

ypropane (TMP), CCl4, silymarin 등은 Sigma-Aldrich (St.

Louis, MO)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사용된 시약은

first grade 이상이었다.

표고버섯 균사체 분말 시료 조제

고체배양 표고버섯균사체 분말

물에 침지한 늘보리를 121
o
C에서 2 시간 살균한 다음 25

o
C

로 식혔다. 이 배지에 표고버섯균사체종균을 접종하였다. 이

를 하 등[9]의 방법에 따라 8일간 배양하고, 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을 50
o
C에서 건조시켰다. 건조된 표고버섯균사체 배양

물을 분쇄하여 100 mesh로 분말화하였다.

액체배양 표고버섯균사체 분말

액체배지(탈지대두분 2.5 g/l, 황백당 25 g/l, KH2PO4 0.025

g/l, MgSO4 0.025 g/l)를 121oC에서 2시간 살균하고 25oC로

식힌 다음 표고버섯균사체종균을 접종하였다. 이를 하 등[9]의

방법에 따라 25
o
C에서 8일간 배양하고 고압 추출하였다. 추출

물에 탈지대두분을 10% (w/v) 혼합한 다음, 열풍건조기를 이

용하여 50
o
C에서 건조하였다. 건조된 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

을 분쇄하여 100 mesh로 분말화하였다.

표고버섯균사체 혼합물(Lentinus edodes mycelia, LED)

표고버섯균사체 배양물 시료의 β-glucan 함량을 높이기 위

해 고체배양 표고버섯균사체 분말과 액체배양 표고버섯균사

체 분말을 2:1(w/w)로 혼합한 LED를 시료로 사용하였다.

β-Glucan 함량 측정

시료 LED의 β-glucan 함량은 건강기능식품공전 건강기능

식품 시험법 III.3.4.3 베타글루칸 측정 방법[16]에 준하여 측정

하였다.

동물실험

수컷 Sprague-Dawley (SD) (Samtako, Osan, Republic of

Korea, 7주령, 290-300 g) rat에 AIN-96G semipurified diet

(Samtako, Osan, Republic of Korea)를 제공하면서 1주일간

적응시킨 후 Table 1과 같이 Vehicle, Control, LED (100, 200,

300, 400), Silymarin 처리군으로 나누고(6마리/처리군) 1일 1

회 2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식이와 물은 ad libitum으로 공급하

였고, 사육실의 온도 및 습도는 각각 22±1oC, 50±3%로 유지하

였고, Light와 dark cycle을 12시간 간격으로 조절하였다. 시료

처리 15일째에 Vehicle 처리군을 제외한 모든 처리군의 rat에

CCl4 (CCl4: corn oil, 1:1 v/v; 0.5 ml/kg BW)를 복강 주사하여

간독성을 유발하고, 12시간 절식시킨 후 심장채혈(heparin 함

유 채혈 시험관)로 sacrifice하였다. Vehicle 처리군 rat에는

corn oil (0.5 ml/kg BW)을 복강 주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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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LED treatments o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liver weights of SD rats induced by CCl4

Treatment
Body weight (g/rat) Food intake (g/day/rat) Liver weight

(g/rat)1)
Day 1 Day 15 Change Day 1 Day 15 Change

Vehicle 335±202) 369±38 34±8 17.3±4.3 19.8±5.2 2.5±0.3 12.4±2.2

Control 319±16 362±19 43±6 17.2±3.2 19.9±3.3 2.7±0.4 13.0±1.0

LED3)

100 325±11 367±19 42±11 19.4±5.2 21.8±4.3 2.4±0.4 12.7±0.6

200 322±10 364±17 42±10 19.9±4.4 22.6±4.2 2.7±0.4 12.3±1.5

300 306±8 344±17 38±13 18.0±3.5 20.9±5.2 2.9±0.5 11.8±1.5

400 319±28 358±41 39±16 19.0±3.3 21.1±3.4 2.1±0.3 11.6±0.9

Silymarin
4)

320±10 356±15 36±9 18.7±5.4 21.1±3.2 2.4±0.3 11.4±0.7
1)

Liver weight at the end of experiment (Day 16).
2)Mean±SD (n = 6). No significant was observed i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liver weight by ANOVA.
3)

Amount (mg) of LED per kg body weight of SD rat.
4)

Treatment amount of silymarin was a 200 mg/kg body weight.

혈장 생화학적 지표성분 분석

GOT, GPT 및 lactate dehydrogenase (LDH) 활성(U/l)은

assay kit (Asan Pharmaceutical, Republic of Korea)를 이용하

여 분석하였다.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

HDL-cholesterol (HDL-C)은 assay kit (BioAssay Systems,

Hayword, CA)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 조직의 생화학적 지표성분 분석

Rat 간의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의

함량은 총 지질을 Folch법[6]으로 추출한 후 TMP를 표준물질

로 하여 MDA 함량으로 측정하였다[23]. Ice bath 상에서 fresh

간 조직(1 g)을 RIPA buffer (3 ml)에서 homogenizer (ULTRA

TURRAX T-25, IKA-WERKE, Germany)로 마쇄한 후

Micro-17TR centrifuge (Hanil Sci. Industry, Inchun, Korea)로

원심분리(24,000 g, 4
o
C, 15 min)하고 상등액을 분석 시료로

사용하였다. 상등액에 함유된 tumor necrosis factor-α (TNF-

α), interleukin-1β (IL-1β) 및 interleukin-6 (IL-6) 함량을 rat

TNF-α, rat IL-1β 및 rat IL-6 (Bender MedSystem, San Diego,

CA) assay kit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SOD 활성은 Marklund

의 방법[19], Catalase 활성은 Abei법[1], 그리고 Glutathione

(GSH) peroxidase 활성은 Lawrence 방법[17]에 준하여 측정하

였다. Protein의 함량은 Bradford 방법[3]에 준하여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Data는 mean±SD (평균±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각 군의 평

균치의 유의성 검정은 분산분석(ANOVA)을 사용하여 Duncan

의 다중검증으로 p<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결 과

LED 시료(100, 200, 300, 400 mg/kg BW; β-glucan 함량

14.6%)를 1일 1회 14일 동안 SD rat에 경구투여 한 후 CCl4

(CCl4: corn oil, 1:1 v/v; 0.5 ml/kg BW)를 1회 복강 투여하여

간독성을 유발하고, LED의 처리량 의존 간독성 완화효과를

silymarin (200 mg/kg BW)을 positive control로 사용하여 연

구하였다(Table 1). Vehicle rat은 증류수를 1일 1회씩 14일간

경구 투여한 후 corn oil (0.5 ml/kg BW)을 1회 투여하였고,

Control rat은 증류수를 1일 1회씩 14일간 경구 투여 한 다음

CCl4를 1회 처리하였다. Silymarin rat에는 silymarin (200

mg/kg BW)을 1일 1회씩 14일간 경구 투여한 다음 CCl4를

1회 처리하였다. LED와 CCl4의 처리는 rat 몸무게나 사료섭취

량 및 간 무게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2). 시료처리

1일과 15일의 처리구간에서 rat의 몸무게차이는 없었다. 또한,

LED와 slymarin 처리는 rat의 몸무게나 사료섭취량에는 영향

을 미치지 않았다. CCl4 처리 하루 후인 16일째에도 간의 무게

차이에 있어 유의성이 없었다.

Fig. 1은 LED 100, 200, 300, 400 (mg/kg BW)을 1일 1회

14일 동안 SD rat에 경구투여 한 후 CCl4 (CCl4: corn oil, 1:1

v/v; 0.5 ml/kg BW) 1회 복강 투여로 간독성을 유발한 rat의

혈청의 GOT, GPT, LDH의 활성을 나타내고 있다. LED 100

mg/kg BW를 초과하는 농도의 처리구에서 GOT 활성은

Control 처리(644 U/l)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p<0.05).

LED 100 mg/kg BW 처리는 Control 처리와 유의성 있는 감소

는 보이지 않았다. 유의성 있는 감소는 LED 200 mg 이상 처리

량에서 나타났지만(p<0.05), LED 200 mg/kg BW를 초과하는

농도에서는 처리량 간에는 유의성 있는 차이는 없었다. 혈청

의 GPT와 LDH의 활성도 GOP 활성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LED 처리의 효과를 관찰할 수 있었다. 따라서 GOT, GPT 및

LDH 효소 활성은 LED 200 mg/kg BW의 처리가 가장 효율적

으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고, 이들 효소의 활성은

Vehicle 처리의 GOT (143 IU/l), GPT (40 IU/l) 및 LDH (250

IU/l) 활성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고, Silymarin 200 mg/kg

BW의 처리(GOT 280 IU/l, GTP 57 IU/l, LDH 270 IU/l)와도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 2에서는 혈청중의 TC, HDL-C

및 TG의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Control 처리에서의 TC,

HDL-C, TG의 함량은 각각 71 mg/dl, 20 mg/dl, 89 mg/dl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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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LED treatment levels on the activity of GOT,

GPT and LDH in plasma from SD rats treated with CCl4.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a given line repre-

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Rat from Vehicle treatment showed 143

IU/l of GOT, 40 IU/l of GPT and 250 IU/l of LDH

activities. Silymarin-treated rat showed 280 IU/l of

GOT, 57 IU/l of GPT and 270 IU/l of LDH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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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LED treatment levels on the concentration of

TC, HDL-C and TG in plasma from SD rats treated with

CCl4.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a given line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at from Vehicle treatment showed

59 mg/dl of TC, 23 mg/dl of HDL-C and 55 mg/dl of

TG. Silymarin-treated rat showed 65 mg/dl of TC, 21

mg/dl of HDL-C and 60 mg/dl of TG.

고, LED의 처리로 TC와 HDL-C 함량에는 Control 처리와 비

교하여 크게 차이가 없었다. 한편, TG의 함량은 LED 200

mg/kg BW 이상의 처리에서 Control의 TG 함량에 비해 유의

성 있게 감소하였고, LED 200 mg/kg BW 이상의 처리량 간에

는 유의성이 없었다. 또한 LED 200 mg/kg BW 처리의 TC,

HDL-C 및 TG 함량은 Vehicle 처리(TC 59 mg/dl, HDL-C 23

mg/dl, TG 55 mg/dl)와 Silymarin 처리(TC 65 mg/dl,

HDL-C 21 mg/dl, TG 60 mg/dl)의 함량과는 유의성이 없었

다. 따라서 이들 혈청의 GOT, GPT, LDH와 TC, HDL-C, TG의

함량으로 볼 때 LED 200 mg/kg BW의 처리에서 가장 효율적

으로 CCl4로 유발된 SD rat의 간독성을 완화시켰다.

LED (100, 200, 300, 400 mg/kg BW)를 처리한 SD rat 간

조직의 SOD 및 catalase 활성을 분석하였다(Fig. 3). Vehicle

rat의 SOD 및 catalase의 활성은 각각 15.1 U/mg protein, 8.3

U/mg protein였으나, CCl4를 처리한 Control rat의 SOD 및

catalase의 활성이 각각 8.3 U/mg protein와 4.1 U/mg pro-

tein으로 유의성 (p<0.05) 있게 감소하여 CCl4에 의한 간 손상

이 유도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LED 처리에 따른 SOD 활성은

LED 처리량에 따라 Control rat에 비해 유의적으로 상승되었

으며(p<0.05), LED 200 mg/kg BW의 처리량을 초과하는 경우

는 SOD의 활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증가하지는

않았다. 또한 LED 200, 300, 400 mg/kg BW의 처리에 따른

SOD의 활성은 Vehicle rat의 수준은 아니지만 Silymarin 처리

rat의 수준으로 상승되어 LED처리에 의해 CCl4로 유발되는

rat의 간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LED의 처리

량에 따른 Catalase의 활성 증가도 SOD 활성 증가와 유사하였

다. Fig. 4에서는 LED 처리량에 따른 GSH peroxidase의 활성

과 TBARS 함량을 나타내고 있다. Control rat의 GSH perox-

idase의 활성은 1.2 nmol/mg protein이었지만 LED 200

mg/kg BW의 처리에서 4.8 nmol/mg protein으로 증가하여

Vehicle 처리 rat (5.8 nmol/mg protein) 및 Silymarin 처리

rat (4.8 nmol/mg protein)과 유사하였고, 그 이상의 LED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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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LED treatment levels on SOD and catalase ac-

tivities in liver tissues from CCl4-treated SD rats.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a given line represent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at from Vehicle treatment showed 15.1 U/mg pro-

tein of SOD and 8.3 U/mg protein of catalase activities.

Silymarin-treated rat showed 13.2 U/mg protein of SOD

and 6.1 U/mg protein of catalase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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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LED treatment levels on GHS-preoxidase and

lipid peroxidation in liver tissues from CCl4-treated SD

rats. Means with different small letters in a given line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Rat from Vehicle treatment showed

5.8 nmole/mg protein of GSH peroxidase activity and

1.8 nmole MDA/mg protein of TBARS. Silymarin-treat-

ed rat showed 4.8 nmol/mg protein of GSH peroxidase

activity and 2.1 nmole/mg protein of TBARS.

량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성 있게 상승되지 않았다. 또

한 TBARS의 함량은 GSH peroxidase 활성효과와는 반대로

MDA의 함량은 LED 200 mg/kg BW 이상의 처리구에서 유의

적으로 감소되었다. LED 200 mg/kg BW 이상의 처리량 간에

는 농도의존적인 유의성은 없었다. LED 200 mg/kg BW의

처리에 의한 MDA 함량(2.2 nmole/mg protein)은 Vehicle 처

리 rat 및 silymarin 처리 rat의 MDA 함량(각각 1.8 및 2.1

nmole/mg protein)과 유사하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LED 200

mg/kg BW 처리에서 가장 효율적으로 CCl4의 SD rat 간독성

을 완화할 수 있음을 나타낸다.

LED 처리량에 따른 SD rat 간 조직에서 cytokine TNF-α,

IL-1β, IL-6의 함량을 측정하였다(Table 3). Control rat 간조직

의 TNF-α 함량은 149 ng/g으로 119 ng/g인 Vehicle rat 간조

직에 비해 유의성(p<0.05) 있게 증가하여 CCl4의 독성이 유발

되었다. TNF-α의 함량은 LED 전 처리(200 - 400 mg/kg BW)

에서 Control rat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되어(p<0.05), LED

의 TNF-α 감소효과를 알 수 있었다. 이 감소효과는 Silymarin

처리(120 ng/g) 효과와 유사하였다. 그러나 LED 200, 300, 400

mg/kg BW 처리간의 차이는 유의성이 없었다. 이와 같은

LED의 SD rat 간보호 효과는 IL-1β와 IL-6에서도 볼 수 있었

다. LED 200 mg/kg BW 이상의 처리에서 이들 함량은

Vehicle rat수준은 아니지만 Silymarin 처리 rat의 수준으로

감소되었다. 이들 cytokine에 대한 결과는 LED가 CCl4 유발

rat의 간 손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LED 200 mg/kg BW의

처리량이 가장 효율적임을 의미하였다.

Table 3. Effects of LED treatments on the contents of some cyto-

kines in CCl4-induced SD rat liver tissue

Treatment
TNF-α
(ng/g)

IL-1β
(ng/g)

IL-6
(ng/g)

Vehicle 119±8
b,1)

15.2±1.5
c

269±12
c

Control 149±16
a

25.5±1.4
a

346±18
a

LED2)

100 130±13a 22.9±1.5a 318±13a

200 125±11
b

20.0±1.2
b

298±11
b

300 123±14b 19.6±1.7b 293±17b

400 121±10
b

19.0±2.1
b

286±16
bc

Silymarin3) 120±13b 18.5±1.0b 279±15bc

1)Mean±SD (n=6). 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 letters in

same column represen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
2)Amount (mg) of LED per kg body weight of SD rat.
3)

Treatment amount of silymarin was a 200 mg/kg BW.

고 찰

CCl4는 xenobiotics와 biomolecules을 대사하는 간에 독성

을 유발하는 물질로서 간에 대한 독성을 연구하는데 널리 사

용되고 있다. CCl4는 간의 mixed function (cytochrome P450)

oxidase system에 의해 free radical인 ∙CCl3로 전환되고

[2,8,20], 전환된 free radical은 간세포의 막 단백 thiol기와 공

유결합하여 막의 지질과산화 반응을 촉진시키고 조직 내 지질

과산화를 유도함으로써 지방산 조성을 변화시키고 궁극적으

로는 세포독성을 유발시킨다[2,20,23]. 본 연구에서 CCl4로 간

독성을 유발한 SD rat에서 LED는 간 독성을 완화하였는데,

이는 LED의 항산화력과 간 독성과 관련이 있는 cytokine 생성

억제에 기인하였다.

GOT, GPT 및 LDH 효소 활성은 간 손상의 지표로 간세포

손상이 일어나면 이들 효소가 혈중으로 방출되고 혈장에 이들

효소의 활성이 높게 나타난다[10,14,15]. Rat에 CCl4를 처리하

면 대사에 의해 CCl4의 free radical이 생성되고 이들 free radi-

cal이 membrane protein이나 membrane의 polyunsaturated

fatty acid와 반응하여 membrane을 파괴하고 cell 내에 존재하

는 이들 효소가 혈중으로 release되어 이들의 혈중 활성이 항

진된다[8]. 또한, 간세포의 내부 효소계가 파괴됨으로써 혈액

및 조직 내의 과산화지질 함량이 증가하게 된다[2,4]. 본 연구

에서도 CCl4를 처리하여 rat의 간독성을 유도한 다음, LED를

처리한 rat의 혈장 GOT, GPT, LDH 효소 활성을 측정한 결과,

Control rat 보다 유의성 있게 낮아졌고(p<0.05), Silymarin 처

리 rat의 혈장 GOT, GPT, LDH 효소 활성과 비슷하여 LED는

간독성을 완화하는 효과가 있었다(Fig. 1). 또한 LED를 처리한

rat의 간 조직에서 항산화효소인 SOD, catalase, GSH perox-

idase의 활성이 증가하였고, MDA의 함량은 감소하였다(Fig.

2). 이는 간조직에서 LED의 항산화 효과가 ∙CCl3 free radical

로부터 간세포를 보호하여 GOT, GPT 및 LDH의 방출을 억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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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이는 표고버섯추출물을 처리한 후

CCl4를 투여한 rat에서 표고버섯추출물이 CCl4의 free radical

을 제거함으로써 조직 중의 지질과산화를 억제한다는 보고

[21]와 일치한다.

간세포 손상이 일어나면 간장에서의 담즙산 배설에 장애가

일어나서 혈장 cholesterol 농도가 상승하는 것으로 보고되었

다[15]. 그러나 본 연구에서 혈장의 TC 및 HDL-C의 함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지만, 유의성은 없었다(Fig. 2). 이와 같

은 경향은 간에서 합성된 cholesterol의 biotransformation이

빠르기 때문으로 생각되고 이러한 효과는 Thomas 등[28]이

blackgram에서 추출한 식이섬유소룰 급여한 흰쥐에서 관찰된

결과와도 유사하였다.

LED 처리는 CCl4로 유도한 SD rat의 간조직의 TNF-α, IL-1

β 및 IL-6 함량을 감소시켰다(Table 3). 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간 장해 물질을 처리하여 유발시킨 여러 간염모

델에서 TNF-α, IL-1β 및 IL-6 함량이 감소되었다[5,21]. 이와

같이 분비된 TNF-α는 혈액 내 polymorphornuclear leukocyte

(PML)를 자극하여 adhesion molecules의 생성을 촉진하고 간

조직 내로 이동하여 coagulation system과 활성산소(reactive

oxygen)을 생성하여 간세포의 파괴를 유도하고, 결국 간 장해

에 이르게 한다[5,26]. CCl₄투여에 따른 간 장해에는 TNF-α
뿐만 아니라 IL-1β 및 IL-6 등의 분비가 유도되는 것으로 보고

되었다[18,21,26].

표고버섯균사체 및 이의 배양물은 간 보호능이 있고

[12,25,30], 표고버섯 균사체의 간 기능 보호 효과는 주로 poly-

saccharide인 β-glucan에 기인하는데 β-glucan은 면역증진 기

능과 간 보호 기능을 갖고 있다[12,25,30]. LED는 14.6%의 β
-glucan을 함유하고 있어 항산화성 및 TNF-α, IL-1β 및 IL-6과

같은 cytokine 함량을 조절함으로써 CCl4로 유도한 SD rat의

간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같이 LED

에는 다른 표고버섯균사체 보다 β-glucan의 함량이 높아 간

기능 강화 및 보호능을 증대시킬 수 있는 우수한 표고버섯균

사체 신소재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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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Sprague-Dawley 쥐의 사염화탄소 유도 간 손상에 대한 표고버섯균사체의 효과

장욱진
1
․김영숙

1
․하영래

1
․박철우

2
․하영권

2
․김정옥

2
*

(
1
경상대학교 응용생명과학부 (BK21)․농업생명과학원,

2
(주)HK바이오텍)

표고버섯균사체 고체배양물 분말과 액체배양물 분말을 2:1 (w/w)로 혼합한 시료 (LED로 명명)가 CCl4로 유발

된 숫컷 쥐의 간독성을 보호하는 효과에 대해 연구하였다. Vehicle 처리군(0.2 ml 증류수), Control 처리군(0.2 ml

증류수), LED 처리군(LED 100, 200, 300, 400 mg/kg BW을 0.2 ml 증류수에 각각 혼합), 그리고 Silymarin 처리군

(200 mg/kg을 0.2 ml 증류수에 용해)의 각 처리군(군당 여섯 마리)에 매일 2주간 투여한 다음, Vehicle 처리군을

제외한 모든 군에 CCl4 (CCl4:corn oil, 1:1 v/v; 0.5 ml/kg BW)를 복부에 주사하였다. 하루가 지난 후에 생화학적

지표성분을 분석하기 위해 혈액과 간 시료를 채취하였다. 모든 LED 처리에 의해 간 SOD, catalase, 그리고 GSH

peroxidase의 활성이 증가하였으며, TBARS,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1β (IL-1β) 그리고 inter-

leukin-6 (IL-6)가 감소하였다. 그 결과, 혈청중의 GOT, GPT, 그리고 LDH의 활성이 감소하였다. LED의 간 기능

보호효과가 가장 효과적으로 나타난 처리농도는 200 mg/kg BW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LED는 CCl4로 유발된

SD 쥐의 간 손상을 보호하며, 이는 LED의 항산화능과 cytokine의 감소에 의한 것이다. 따라서, LED는 사람의

간독성보호를 위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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