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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hepatoprotective

effects of pig placenta hydrolysates (PLA) on liver damage-

induced rats. Sprague Dawley rats were subcutaneously injected

with carbon tetrachlorides and divided into 4 groups: negative

control (DMSO treated), two PLA treated groups, low dosage of

PLA (LPLA; 300 mg/kg body weight) and high dosage of PLA

(HPLA; 1000 mg/kg body weight), and silymarin treated group

(80 mg/kg body weight). Rats in each group orally received

assigned compounds for 3 weeks. For the normal control group

vehicle (corn oil) was injected. After 3 weeks, liver and spleen

weights were greater in the two PLA and silymarin groups than

the negative control group. After bromosulfalein (BSP) treatment,

the clearance rates were in the descending order of negative

control > LPLA > HPLA = silymarin and serum BSP levels exhibited

the opposite trends of the clearance rates. Serum levels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triglyceride, and

cholesterol lowered with PLA in a dose-dependent manner. The

decrease with HPLA was similar to that with silymarin. In

addition, triglyceride, cholesterol, lipid peroxides levels in the

liver decreased in HPLA and silymarin compared to the negative

control. The liver morphometry was improved in HPLA- or

silymarin-treated rats in comparison to the negative control. In

conclusion, HPLA administration ameliorated the hepatotoxicity

as much as silymarin in rats injected with carbon tetrachlor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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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인간의 신체 장기 중 간은 생체 내 다양한 대사가 활발하게 일

어나는 장기로서, 지방 성분이 포함된 음식이나 알코올의 과다

섭취, 바이러스의 감염, 각종 약품과 같은 유해물질, 영양부족

등 다양한 원인에 의해 급성 또는 만성의 장애가 일어날 수 있

다. 또한, 간은 우리 몸에 독성 물질에 노출될 때 제거하는 중

추적인 역할을 하는 기관으로 독성물질에 의해 손상될 가능성

이 높다. 간 세포의 손상은 독성 물질을 제거하는 해독기능에

장애를 나타내고, 면역체계에 이상을 가져와 지방간, 간염, 황

달, 간경화, 간암 등을 야기시킬 수 있다(Mansour 등, 2006; Jo

등, 2008). 최근에는 비만인에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이

증가하는데(Chiang 등, 2011), 이것은 식생활과 생활습관의 서

구화로 인해 비만 인구가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또한 알

코올 섭취의 지속적인 증가, 비만 및 스트레스 등을 감안하면

지방간을 비롯한 간질환의 발병이 급증할 것으로 사료된다. 간

질환의 치료 방법은 식이 요법과 약물 요법이 있으며 약물 요법

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우루소데옥시콜린산(ursodeoxycholic acid),

실리마린(silymarin), biphenyl dimethyl dicarboxylate (DDB), 글

루타치온(glutathione), 글리시리진(glycyrrhizin) 등과 같은 간 세

포 재생촉진제 및 간 기능 보조제, 아시클로바(acyclovir)와 같

은 항바이러스제 등의 약물이 사용되고 있다(Abdel-Hameid, 2007;

Korenaga 등, 2011; Rašković 등, 2011; Chen 등, 2012).

혈액 융모막으로 구성되어 있는 태반은 태아와 모체조직 사

이에 접촉을 유지하면서 태아에게 필요한 산소 및 영양소 공급

과 태아가 생성하는 노폐물을 제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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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반에는 태아의 성장에 필요한 다양한 영양 물질과 호르몬 등

을 함유하고 있어서 태반(인태반, 돈태반, 양태반 등)은 태아뿐

아니라 성인 특히 갱년기 증상 완화, 간 기능의 개선 및 미용

목적 등을 위해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으나 태반 추출물의 효

과에 대한 의학적인 근거는 적다(Pal 등, 1995; Lui 등, 1998;

Jung 등, 2011). 병원에서는 태반 추출물을 주사제로 사용하고

있어서 많은 연구가 필요하며 돈태반 같은 경우 주사제보다는

경구 투여제로 사용하는 것이 오남용이나 부작용을 방지할 수

있다. 인터넷 등에서 태반 추출물이 간 손상 보호 효과가 있다

는 광고들은 많으나 아직까지 돈태반의 경구 투여가 간 기능

개선에 효과적인지에 대한 과학적 연구는 적다. 그러므로 본 연

구의 목적은 사염화탄소로 간손상을 유발시킨 백서에서 돈태반

가수분해물의 경구 투여가 간 손상 보호 및 개선 효과가 있는

지를 조사하는 것이다.

재료 및 방법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된 돈태반 가수분해물은 (주)코드바이오

(한국)에서 제조한 것을 사용하였다. 돈태반 가수분해물은 단백

질 가수분해 효소인 파파인, 브로멜라인, 프로나아제 및 알칼라

아제로 가수분해한 후 여과단계를 거쳐 지질을 제거하고 멸균

한 후 pH를 6.0–7.5로 조절한 제품으로 본 실험에서는 액상의

제품을 동결건조하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사육.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은 7주령 수컷 Sprague

Dawley rat(중앙동물, Korea)을 구입한 후 2주 동안 새로운 사

육 환경에 적응시키고, 실험 전 기간 동안 실험동물들은 고형

사료(대한바이오링크, Korea) 및 물을 자유롭게 섭취시켰다. 사

육실 온도는 20±2oC, 상대습도는 65±5%를 유지하고, 광주기와

암주기를 12시간이 되도록 빛을 조절하였다. 모든 실험은 호서

대학교 동물 윤리위원회에서 사전 승인을 받고 진행하였다.

돈태반 추출물 투여. 실험 동물을 체중에 따라 난괴법

(Randomized complete block design)에 의해서 한 군에 8 마

리씩 5 군으로 나누어 사육하였으며 그 중에서 4군은 사염화탄

소를 주입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였다. 간 손상을 유발시킨 백

서가 포함되어 있는 4 군은 무작위로 사염화탄소 +용매(음성대

조군), 사염화탄소 + silymarin(양성대조군), 사염화탄소 +저용량

돈태반(저용량돈태반군)과 사염화탄소 +고용량돈태반(고용량돈

태반군)를 정하였다. 나머지 한군은 정상대조군으로 사염화탄소

를 녹인 용매만을 주입하여 간손상을 유발시키지 않았고 이들

은 투여할 물질을 녹인 용매(vehicle)를 투여하였다.

간 손상을 유발시키기 위해서 사염화탄소(Sigma-Aldrich Chemical

Co., USA)를 옥수수유 (CJ 제일제당, Korea)에 1:1로 희석하여

희석액을 2 mL/kg 체중씩 주3회 피하주사하였다. 사염화탄소 주

입이 끝난 다음 날부터 백서는 정해진 물질을 투여하였다. 저

용량과 고용량 돈태반군은 용매(vehicle)에 녹인 돈태반 가수분

해물을 300 mg/kg 체중/일 또는 1,000 mg/kg 체중/일로 투여하

였다. 음성대조군은 용매(vehicle)인 DMSO를 첨가한 생리식염

수를 투여하였고 양성대조군은 silymarin (80 mg/kg 체중/일;

Sigma-Aldrich Chemical Co.)을 DMSO에 녹인 후 생리식염수

에 희석시켜 투여하였다. 모든 군의 백서는 3주 동안 정해진 군

에 맞추어 물질을 존대를 사용하여 매일 투여하였다. 약물 투여

종료 후 12시간 동안 절식 후에 혈액을 채취하고, ketamin과

xylazine (100 and 10 mg/kg 체중)으로 마취시키고 Bromosulfalein

(BSP) clearance 실험을 하였다. 실험 후 장기를 채취하여 –70
oC에 보관하고 분석하였다. 매주 12시간 금식시키고 꼬리에서

혈액을 채취한 후 혈액을 방치하여 응고시키고, 3000 rpm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였다.

BSP clearance 측정. 약물 투여 종료 후에 백서의 BSP

clearance test를 실시하였다(West, 1989). 12시간 금식 후에 백

서를 ketamin과 xyalzin으로 마취한 후 복강을 개복하고 복강

정맥으로 1% BSP (1 mL/kg 체중)을 주입한 후 1, 21, 46분에

descending aorta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채취한 혈액에서 혈

청을 분리한 후 혈청에 생리식염수와 10% HCl 용액을 넣고 혼

합하고 산을 중화시키기 위해서 10% NaOH를 혼합하였다. 혼

합 후 원심분리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spectrophotometer 57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SP 표준 용액을 농도 단계별로

희석한 후 희석된 BSP를 채취한 혈액과 같은 방법으로 처리하

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BSP 표준적정선으로부터 혈액 샘플의

BSP 농도를 측정하여 혈액으로부터 BSP clearance 정도를 측

정하였다. BSP 청소율은 시간별로 BSP가 혈액에서 없어지는

제거율로 계산하였다.

간 손상 지표. 약물 투여 종료 후에 간 손상의 지표로 사용되

는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와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의 농도를 ALT와 AST kit(아산제약, Korea)를 사용하여

비색정량으로 계산하였다. 또한, 혈청 중성지방과 총콜레스테롤

의 농도(아산제약)를 측정하였다.

간의 지방 및 과산화물 함량. 약물 투여 종료 후에 간에 저장

된 중성지방의 함량을 chloroform-methanol (2:1, vol/vol)로 추

출한 후 chloroform에 녹이고 이것을 0.1% triton X-100을 녹

인 PBS 용액에 용해시킨다. 이 용액의 중성지방 함량을 중성

지방 kit(아산제약)로 비색정량하여 측정한다(Sebokova 등,

1993). 간에 총콜레스테롤함량은 Richmond (1976)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또한, 간 조직의 과산물의 함량은 Buege와 Aust방

법(1978)으로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를 측정하여 정하였다.

간 조직 형상. 3주 동안 각군에 따라 약물을 투여한 후에 간을

채취하고, 간 조직의 일부는 10% formalin에 고정한 후 일반적

으로 사용하는 조직처리과정을 거쳐 파라핀 포매를 하였다. 포

매한 간 block은 마이크로톰으로 4 µm으로 조직 절편을 만들었

다. 이 간 조직 절편은 hematoxylin & eosin 염색 방법에 의해

서 염색한 후 조직의 형상(morphology)을 관찰하였다.

통계 처리. 결과는 평균 ±표준 편차(SD)로 표시하였다. 정규성

통계분석을 하여 각각의 변수들이 정규성을 가진다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간 손상을 유발한 군들에서 각각의 처리군 사이의 변수

들의 통계적 유의성은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로 검증하였다. 각 군의 평균값 사이의 차이는 Tukey 방법으로

multiple comparison을 수행하여 결정하였다. 정상대조군인 사염

화탄소를 주입하지 않은 군과 사염화탄소를 주입한 군사이의 통

계적 유의성은 two-sample t-test로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 처리

의 유의성 검증은 p <0.05로 정하였다.

결 과

체중 및 장기 무게. 정상대조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의 백서에서

체중과 epididymal fat pads의 양은 감소하였고, silymarin이나

돈태반 추출물을 투여한 것은 체중이나 epididymal fat pads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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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Table 1). 장기 중 사염화탄소에 의

해서 영향을 받을 가능성이 있는 간과 비장의 무게를 비교해보

면 절대 질량과 체중 대비 간의 질량은 정상대조군과 음성대조

군 사이에 차이가 없었지만 체중 대비 지라의 질량 비율은 정

상대조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에서 더 높았다(Table 1). 사염화탄

소를 투여한 백서에서 체중대비 간과 지라의 비율은 음성대조

군에 비해 양성대조군(silymarin 투여)과 저용량과 고용량 돈태

반추출물의 투여군에서 높았다.

간 손상 정도. BSP clearance test는 BSP를 주입한 후에 제거

율을 측정하는 실험으로 간 기능을 나타내는 지표로 사용될 수

있다. BSP는 투여 1분째에 혈중 농도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후 21분과 46분에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다(Fig. 1). 정상대조

군에서는 46분에는 주입한 BSP의 98.8%가 제거된 것으로 보

아 간의 기능이 정상적일 경우에 BSP는 50분 이내에 모두 제

거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유발시

킨 백서에서는 BSP의 제거율이 현저하게 감소하였으며

silymarin, 저용량과 고용량 돈태반 가수분해물은 BSP의 제거율

을 현저하게 증가시켰으나 정상대조군의 BSP 제거율 만큼 높

지는 않았다(Table 2).

간세포의 손상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혈청 ALT와 AST의

농도의 변화를 살펴보면, 정상대조군에 비해 1주차에 혈청 ALT

와 AST의 농도가 가장 높았으며 그 후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Fig. 2A와 B). 정상 백서에 비해 간 손상을 유발시

킨 백서에서 혈청 AST와 ALT 농도가 높았다. 간 손상을 유발

시킨 백서에서 이 효소들의 혈청 농도는 silymarin의 투여에 의

해서 낮아졌으며 돈태반 가수분해물의 투여시 농도 의존적으로

낮아졌다(Fig. 2A와 B). 약물 투여 3주째에 고용량 돈태반군의

혈청 AST농도가 거의 정상대조군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Fig. 2B).

혈청과 간의 TBARS,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 사염화탄소

로 간 손상을 유발시킨 백서에서 체내 지방대사 장애가 나타났

다. 정상대조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에서 혈청 중성지방과 콜레스

테롤 농도가 높아졌으며, 돈태반 가수분해물과 silymarin의 투여

는 농도 의존적으로 혈청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를 음성대

조군에 비해 저하시켰다(Table 2). 정상대조군에 비해 음성대조

군의 백서의 간에 저장된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의 양이 증가하

였고, 그 저장양은 돈태반 가수분해물과 silymarin의 투여에 의

해서 감소하였다. 간에 존재하는 과산화물을 나타내는 지표인

TBARS의 함량은 정상대조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에서 현저히 증

가하였고, silymarin과 돈태반군에서 소폭 감소하였다(Table 2).

Table 1 Body weight and weight of organs at the end of experiment

 CCl4 + vehicle CCl4 + LPLA CCl4 + HPLA CCl4 + silymarin Normal control

Body weight (g) 214.8±8.8 214.7±13.9 207.2±10.6 218.6±18.4 237.3±20.2†

Epididymal fat pads (g) 003.8±0.5 003.7±0.4 003.7±0.5 003.6±0.6 004.4±0.6†

Liver (g) 09.61±0.16 10.19±0.81 09.65±0.80 10.30±0.92 10.30±1.250

Liver (% of body weight) 04.28±0.1b 04.74±0.14a 04.68±0.47a 04.71±0.32a 04.30±0.19

Spleen (g) 00.63±0.02 00.68±0.04 00.64±0.06 00.68±0.08 00.64±0.08

Spleen (% of body weight) 00.29±0.01b 00.32±0.01a 00.31±0.03a 00.31±0.03a 00.27±0.01†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CL4-treated groups at p <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Cl4 + vehicle group at p <0.05.

Fig. 1 Clearance rates of bromosulfalein (BSP) at the end of experiment. Liver damage-induced rats by subcutaneously injecting BSP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vehicle (saline dissolved with DMSO) for control group, 300 and 1000 mg pig placental extracts/kg bw for low and high dosage
groups, respectively, and 80 mg silymarin/kg bw for positive control in a daily basis. Normal rats were treated with vehicle as a normal-control group.
After 3 weeks of treatment, BSP (0.01 g/kg bw) was injected into abdominal vein clearance and serum BSP levels measured in the blood from
descending aorta at 0, 21, and 46 min after injecting BSP. a,b,c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CL4-treated groups
at p <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CCl4 + vehicle) group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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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조직 형태 변화. 약물을 각 군에 맞게 3주 동안 투여한 후

에 간의 조직 형태 변화를 H & E 염색으로 조사하였을 때 정

상대조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에서 간세포의 변성이 증가하였고,

특히 지방양이 증가한 것을 볼 수 있었다(Fig. 3). 이러한 사염

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간 변성과 지방양의 증가는 silymarin과

돈태반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Table 2 Clearance rates of bromosulfalein (BSP) at the end of experiment

CCl4 + vehicle CCl4 + LPLA CCl4 + HPLA CCl4 + symalin Normal control

Total BSP clearance (%) 65.4±8.1b 81.6±9.6a 88.0±16.1a 82.9±13.6a 98.8±17.9†

BSP clearance at 1–21 min (%) 48.5±8.8b 058.5±10.9a 65.8±14.1a 52.6±13.4b 86.6±20.0†

BSP clearance at 21–46 min (%) 31.5±3.6b 40.0±8.9a 43.5±11.4a 46.8±11.9 a 79.3±12.7†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CL4-treated groups at p <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Cl4 + vehicle group at p <0.05.

Fig. 2 Changes of serum ALT and AST levels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Liver damage-induced rats by subcutaneously injecting BSP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vehicle (saline dissolved with DMSO) for control group, 300 and 1000 mg pig placental extracts/kg bw for low and high
dosage groups, respectively, and 80 mg silymarin/kg bw for positive control in a daily basis. Normal rats were treated with vehicle as a normal-control
group. Every week serum AST (A) and ALT (B) levels were measured in the blood from tail vein during the experimental periods. a,bMean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e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CCL4-treated groups at p <0.05.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the control (CCl4 + vehicle)
group at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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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는 사염화탄소 주입으로 간 손상을 유발한 백서에서 돈

태반 가수분해물의 경구투여가 간 손상을 완화시키는지에 대한

연구를 하였다. 본 연구에서 간 독성을 유발하는데 사용한 사

염화탄소는 산업장에서 많이 발생하는 유해물질로 간 독성을 일

으키는 작용기전이 규명되어 있지 않으나 사염화탄소가 과산화

작용기전을 활성화시켜 간세포를 손상시킨다는 보고가 있다(Huo

등 2011; Jung 등, 2011; Makni 등 2011). 사염화탄소는 실험

동물에서 간세포 사멸, 섬유증 및 암을 유발시키는 물질로 간 손

상을 유발시키는데 많이 사용해 왔다. 사염화탄소가 간 세포를 손

상시키는 기전을 살펴보면 사염화탄소는 smooth endoplasmic

reticulum에서 cytochrome P450에 의해 trichloromethyl free radical

(CCl3)로 전환되고 이것은 산소와 반응하여 Cl3C-O-O·를 형성

한다. CCl3와 Cl3C-O-O는 DNA와 지방산의 과산화를 촉진시켜

미토콘드리아막이나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에 과산화 반응을 일

으켜 막의 구조와 기능을 손상시켜 간세포 사멸을 촉진한다(Huo

등 2011; Makni 등 2011; Koh 등, 2012). 또한,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유발시키면 단백질 합성, 글리코겐의 저장량을 감소

시키고 간세포 파괴로 인한 혈청 ALT와 AST 농도를 증가시킨

다는 보고가 있다(Huo 등 2011; Makni 등 2011). 또한, 조직

학적으로는 간세포의 응고괴사, 지방변성, 염증 증가, 수종 변

성 등을 나타낸다고 알려졌다. 그러므로 사염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간세포 손상을 저하시키기 위해서는 과산화반응이나 염증

을 억제하는 것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도 정상대조군에 비해

사염화탄소를 주입한 음성대조군에서 체내 과산화정도를 나타

Fig. 3 Liver morphometry. Liver damage-induced rats by subcutaneously injecting BSP were orally administered with vehicle (saline dissolved with
DMSO) for control group, 300 and 1000 mg pig placental extracts/kg bw for low and high dosage groups, respectively, and 80 mg silymarin/kg bw for
positive control in a daily basis. Normal rats were treated with vehicle as a normal-control group. After 3 weeks of treatment, the liver morphometry
was measured by hematoxylin & eosin stai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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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는 TBARS의 함량이 간세포에서 높았으며 간에 저장된 중성

지방의 함량이 높았고, 혈청내 ALT와 AST의 농도도 증가하였

다. 또한, 간세포의 조직에서 괴사와 세포의 변형이 나타난 것

을 볼 수 있었다.

태반은 태아에게 영양 공급을 하기 위한 각종 영양소(각종

활성 펩타이드, 아미노산, 비타민, 미네랄, 수백 종의 효소 등)

가 이 조직에 집중 되어 있으며, 또한 많은 면역 강화 작용을

하는 물질이 생산, 비축되어 있다. 그래서 태반을 이용한 화장

품과 주사 등의 제품이 판매되고 있으나 아직까지 실제로 갱년

기나 간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는 적으며(Pal 등, 1995; Jung

등, 2011) 어떤 성분에 의한 효과인지에 대한 연구도 거의 없

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미 간 손상을 저하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 알려진 silymarin 투여한 백서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silymarin은 국화과(Compositae) 속의 엉겅퀴(Silybum marianum

L. Gaerth)에 함유되어 있고, 그리스 로마 시대부터 간에 좋은

약초로 널리 사용되어 왔다. silymarin은 플라보노이드의 일종

으로 엉겅퀴의 유효성분으로 간 손상을 억제하는 기능이 있다

는 것이 보고되었다(Mansour 등, 2006; Al-Anati 등, 2009;

Raškoviæ 등 2011). 실험동물에서 silymarin의 투여는 사염화탄

소 주입 후에 간에서 과산화물의 생성과 지방의 축적을 억제하

고 간세포의 파괴를 억제하여 혈청내 AST와 ALT의 농도의 상

승을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였다(Mansour 등, 2006; Al-Anati

등, 2009; Rašković 등 2011). 또한, macrophage나 내피세포에

50 ìM의 silymarin의 처리는 혈청의 low-density lipoprotein

(LDL) 산화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도 보고되었다

(Skottova 등, 1999; Wallace 등, 2008). 결과적으로 세포와 동

물 실험에서 모두 silymarin은 사염화탄소의 주입으로 간 손상

을 유도하였을 때 이를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는 것이 밝혀졌다.

본 연구에서도 과거의 연구와 유사하게 사염화탄소의 주입으로

간 손상을 유도한 백서에서 silymarin을 장기간 투여하였을 때

간에서 발생하는 과산화물과 지방의 축적량이 감소하였고, 혈청

내 AST와 ALT의 농도의 증가도 억제하였고 간 조직의 형태

변형도 감소시켰다.

본 연구에서는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유발시킨 백서에서

고용량 돈태반 가수분해물과 silymarin을 투여한 백서에서 유사

하게 간 손상을 억제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들의 작용기전

도 유사하여 간에서 발생하는 과산화물과 지방의 축적량이 감

소하였고, 혈청내 AST와 ALT의 농도의 증가도 억제하였고, 간

조직의 형태 변형도 감소시켰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제한점

은 돈태반 가수분해물의 어떤 성분이 간 손상을 억제하는 기능

이 있는 지에 대한 것을 밝히지는 못했다는 것이다. 돈태반에

는 다양한 성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여

성호르몬과 성장 호르몬 등의 다양한 호르몬이 함유되어 있는

데 일반적으로 돈태반 가수분해물을 제조하는 과정에서 기능을

소실하거나 제거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간 손상을 억제하

는 유성성분은 아미노산을 비롯한 작은 화합물일 가능성이 높다.

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간 손상을 유발시킨 백서에서 돈태반 가수분

해물의 경구 투여가 간 기능 개선에 효과가 있는 지를 조사하

는 것이다. 사염화탄소를 피하주사하여 간 손상을 유발한 백서

를 4군으로 나누어 DMSO(음성대조군), 저용량과 고용량(500과

1000 mg/kg 체중) 돈태반 가수분해물, silymarin (80 mg/kg 체중;

양성대조군)을 3주간 경구 투여하였다. 정상대조군은 사염화탄

소 대신 용매인 옥수수 기름만을 피하주사하였다. 3주 후에 간

과 지라의 질량은 음성대조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돈태반

가수분해물과 silymarin 투여군이 더 높았다(p <0.05). 제거율을

계산하여 간의 기능을 나타내는 bromosulfalein (BSP)를 주입하

였을 때 간에서의 제거율은 음성대조군에 비해 돈태반 가수분

해물의 복용량에 비례해서 증가하였고, 특히 고용량 돈태반투여

군은 silymarin군과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다. 이 결과 혈청내

BSP 농도는 돈태반투여군과 silymarin군에 비해 음성대조군에

서 더 낮았다. 모든 군에서 간 기능의 지표인 혈청 AST와

ALT의 농도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감소하였는데, 돈태반 가수

분해물과 silymarin 투여는 음성대조군에 비해 큰 폭으로 감소

하였다. 간과 혈청내 중성지방과 콜레스테롤 농도 그리고 간세

포내의 지질 과산화물과 간 조직형태의 변형도 돈태반 가수분

해물의 농도에 비례해서 감소하였고, 고용량 돈태반군은

silymarin군 만큼 감소하였다. 결과적으로 사염화탄소에 의해서

간 손상을 유발시킨 백서에서 고용량의 돈태반 가수분해물 투

여가 간의 손상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Keywords 간 손상 ·돈태반 가수분해물 ·사염화탄소 ·중성지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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