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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hat serum 
metabolic and hematological variables were measured to 
investigate the detoxication effect of Taraxacum mongolicum 
extract on male albino rat exposed with lead and mercury. 
METHODS AND RESULTS: For this study, Pb and Hg- 
exposed(50 ppm) albino rats was used, and the treatments 
were carried out in three doses of 100 mg/kg, 200 mg/kg and 
500 mg/kg as dry weight of T. mongolicum extract. T. 
mongolicum extract could improved the body weight gain 
and feed efficiency ratio, except to food intake. The  levels 
of biochemical factors elevated by Pb-Hg mix exposure, 
which are Bilirubin, Alkaline phosphatase(ALP), glutamic 
oxaloacetate transaminase(GOT), glutamic pyruvate transaminase 
(GPT), lactate dehydrogenase(LDH), ceatinine and blood 
urea nitrogen(BUN), were significantly reduced in all treated 
groups as compared to Pb-Hg mix exposure alone. T. 
mongolicum extract was shown to suppress the accumulation 
of Hg and Pb in serum by dose dependent manner. 
CONCLUSION: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that T. 
mongolicum extract might have the potential effect to 
minimize the toxic effects of Pb and Hg.

Key Words: Detoxification, Lead, Male rat, Merc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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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금속류는 인류 환경 중에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우리 인체

는 물, 토양 혹은 대기 등을 통해 다양한 금속류에 노출될 수 

있다. 특히 급속한 산업화 속에서 각종 공업의 발전과 그것으

로 인한 인구의 도시집중, 인간 활동의 증가로 인하여 우리의 

환경은 인체에 유해한 중금속으로 오염되고, 이러한 중금속 

오염은 인체에 대한 직접적인 노출과 아울러 우리들의 식품

을 오염시켜 궁극적으로 인류의 건강을 위협하기에 이르렀다

(Lee and Lee, 2001). 이러한 중금속류 중에서 특히 납, 수
은, 비소, 카드뮴 등과 같은 유해 중금속은 인체 유해영향에 

대한 많은 연구결과들이 보고되고 있어(Counter and Buchanan, 
2004; Dorea, 2004) 국민건강을 보호하는 규제기관에서의 엄

격한 관리가 요구되는 물질들이다.
일반적으로 식물의 경우는 성장에 필요한 구리, 아연과 같

은 금속류를 흡수하여 대사에 이용한다. 이러한 금속류는 대

사를 위해 필요하기도 하지만 일부 해로운 납, 카드늄 및 수

은 등은 식물에게도 해로운 것은 마찬가지이다. 이러한 중금

속은 산소 라디칼을 형성하여 oxidative damage을 초래하

고 세포막이나 기관을 손상시킨다. 따라서 식물은 이러한 손

상으로부터 살아남기 위하여 중금속에 대처하는 기작을 진화

시켜왔다. 이러한 기작으로는 chelation, 유입과 유출의 조절 

및 세포 내 특정기관에 저장 등을 들 수 있다(Tomsett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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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rman, 1988). 천연물을 이용한 중극속의 체외 배출로 인

한 해독작용에 관한 연구로는 α-lipoic acid와 vitamine E에 

의한 납 및 구리의 축적에 의한 독성 감소 효과(Osfor et al., 
2010), 인삼에 의한 납 및 수은 중독에 의한 oxidative 
stress과 hypertension 개선 효과(Kim et al., 1992; Park 
et al., 2010), Withania somnifera의 methanolic extract
을 이용한 동물실험에서 뇌의 납 노출에 의한 oxidative stress 
억제 (Sharma et al., 2011), 납 중독으로 인한 동물모델에서 

Spirulina maxima의 항산화 효과에 의한 간 및 신장의 손

상 억제 효과(Ponce-Canchihuamán et al., 2010) 및 임상

에서 감초를 가미한 감초를 가미한 토복령 탕이 수은 중독 해

독에 관한 연구(Kong et al., 2011) 등이 알려져 있다. 그러

나 포공영이 체내 중금속에 대한 해독과 관련된 연구는 이루

어져 있지 않은 실정이다.
포공영(Taraxacum mongolicum)은 민들레의 학명으로 

다년초 국화과(Composite)에 속하며, 한방에서의 용도는 청

열해독, 소염, 이뇨의 목적으로 이용한다하여 포공영이라는 

약물로 사용되어 왔다(Bae, 2000). 주 사용 부위는 뿌리를 잘 

건조하여 사용하며, 지상부는 식용으로도 이용된다. 알려진 

생리활성으로는 항염증효과, 항암효과, 위장관의 metaplasia 
와 atypical hyperplasia 치료효과, 만성 B형간염의 치료효

과 및 herpes simplex virus에 대한 억제효과 등이 보고되

었다(Chen, 1990; Kim et al., 2011; Ko et al., 2004; Liu 
et al., 1992; Shi et al., 2008; Zheng, 1990). 현재까지 포

공영으로부터 알려진 성분들로는 taraxasterol, taraxerol, arnidiol, 
lutein, flavoxanthine, violaxanthin, plastoquinone 및 

desacetylmatricarin 등이 있다(Ahmad et al., 2000; Cheong 
et al., 1998; Meléndez-Martínez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식재료 및 약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포공영

을 이용하여, 그 추출물의 혈청 중금속 함량과 건강지표 농도

의 변화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 조제

포공영은 2011년 대구의 약령시장에서 구입하였다. 건조

된 포공영 1 ㎏을 가정용 분쇄기 (한일, HFM 394)로 마쇄하

여 분말로 만들어 정제수로 세척 후 3 L의 ethanol을 가하여 

90℃의 온도에서 환류조건하에서 12시간 추출을 3회 반복하

여 추출 및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 하여 포공영 추출물 (수
득량, 39 g)을 수득하였다. 포공영 시료는 Dimethyl sulfoxide 
(DMSO)에 녹이고 4℃에 보관하면서 사용하였다. 

중금속 및 시료투여

본 시험에 사용한 수은(HgCl2, Mercuric chloride, Junsei, 
Japan) 과 납(Pb(CH3COO)2, lead acetate, Junsei, Japan) 
국내 식품에서 가장 많이 오염이 보고된 중금속으로 보고되

어 선정하였다(Lee and Lee, 2001). 두 중금속은 Junsei사
의 특급시약을 사용하였고, 최종적으로 수은과 납의 농도는 

50 ppm이 되도록 증류수에 혼합하여, 복강으로 17일간 투여

하였다. 정상대조군 (NC)은 중금속 대신 saline 1 mL를 투

여하였다. 중금속 투여에 의한 중독여부는 17일 후에 각 군당 

2마리씩 혈액을 취해 납과 수은의 농도가 각각 0.1 mg/dL, 
0.2 mg/dL 이상 되는지를 확인하여 이를 중금속에 노출된 

것으로 결정하였다. 이 농도는 간과 신장의 염증지표인 GOT
의 수치가 정상군의 2배 이상이 되는 것을 기준으로 실험자

가 예비시험을 통하여 정하였다. 포공영 추출물은 동결건조한 

후 증류수에 녹여 100 mg/kg, 200 mg/kg 및 500 mg/kg
의 농도가 되도록 조제하여 30일간 매일 경구투여 하였다. 실
험군은 정상군(normal control, NC), 중금속 투여군(heavy 
metal control, HC), 포공영 100 mg/kg 투여군(TM 100), 
포공영 200 mg/kg 투여군(TM 200) 및 포고영 500 mg/kg 
투여군(TM 500)으로 하였다.

동물시험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은 127 g±7 g, albino 흰쥐(수컷, 4
주령)를 (주)샘타코에서 분양받아 1마리씩 stainless steel 
cage(항온항습기, 온도 22±2℃, 습도 50±5%)에 넣어 사육하

였다. 시험기간은 적응기간 7일, 중금속 투여 기간 17일 및 

시료 투여 기간 30일로써 총 54일로 하였다. 적응 기간 중에

는 일반고형사료 및 물을 자유로이 공급하였고, 중금속 투여 

시부터는 탈이온수와 제조한 기본식이를 섭취시켰다. 이때 사

용한 물병, 식이그릇 및 cage 등 모든 기구는 중금속의 오염

을 방지하기 위해 0.4% EDTA 용액으로 세척한 다음 탈이온

수로 헹구어 건조시킨 후 사용하였다. 일주일간 적응시킨 흰

쥐를 난괴법에 의해 나누어 각 군당 12마리씩으로 하여 분류

하였다. 즉 기본사료만 섭취한 정상대조군, 중금속을 투여 받

은 중금속 대조군, 중금속 및 포공영을 투여 받은 군으로 하

였다(동물윤리위원회 승인번호: 2012-0205). 기본사료의 조성

은 Table 1과 같다.

Ingredients Amount (g/kg)
Corn starcha) 668
Caseinb) 180
DL-methioninec) 2
Corn oild) 50
Mineral mixturee) 40
Vitamin mixturef) 10
Celluloseg) 50
kcal/g 3.85

a)Kung-ha food Co., Korea, b)Amcor, USA, 
c)Avocano, USA, d)Daesang, Korea,
e)AIN-76, ICN Biochemical, USA, 
f)AIN-76, ICN Biochemical, USA, g)Sigma, USA.

Table 1. Composition of basal di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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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섭취량 및 체중 증가량 측정

식이 섭취량은 매일, 체중은 3일 간격으로 일정시간에 측

정하였으며, 식이효율은 전체중 증가량을 시료 투여기간(30
일) 동안의 식이섭취량으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혈액 분석

실험동물의 혈액을 채취하기 위해 실험종료 12시간 전부

터 절식시켰다.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고, CBC tube
에 전혈 3 mL 취하고 나머지는 원심분리(3,000 rpm, 20 
min, US-5500CF, Vision, Korea)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8
0℃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이때 사용한 모든 기구와 용기는 

중금속 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0.4%-EDTA용액으로 처리 

후 사용하였다. Red blood cell(RBC), white blood cell(WBC), 
hemoglobin(Hb) 및 Hematocrit(Hct) 는 자동분석기(Express 
plus, Chiron, USA)를 이용하여 농도를 분석하였고, lymphocyte
는 Turk solution을 이용하여 염색하여 수를 계수하였다(Blaxhall 
and Daisley, 1973). Bilirubin, Alkaline phosphatase (ALP), 
glutamic oxaloacetate transaminase(GOT), glutamic pyruvate 
transaminase(GPT), lactate dehydrogenase(LDH), ceatinine 
및 blood urea nitrogen (BUN) 농도는 상업용 kit(Boehringer 
Mannheim)을 이용하여 enzymatic methods에 의해 측정하

였다. 혈청의 납과 수은 농도는 습식법으로 분해하여 ICP(Labtest 
Scan 707, Australia)로 측정하였다(Kalamegham and Ash, 
1992).

통계 분석

실험 결과의 통계분석은 SPSS 프로그램(version 20.0.0, 
Chicago, llinois, USA)을 이용하여 평균 및 표준편차를 구

하였다. 그룹간의 유의적인 통계차를 분석하기 위하여 p<0.05
의 유의수준으로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

한 후, Duncan의 다중범위 검정법(Duncan’s multiple range 
test)을 이용하여 사후검증을 하였다.

결과 및 고찰

식이섭취량, 식이효율 및 체중증가량

중금속 및 포공영 추출물 투여 시, 동물에서의 체중증가량, 
식이섭취량 및 식이효율은 Table 2와 같다. 중금속을 투여하

지 않은 NC군의 체중증가량은 중금속투여군보다 유의적으로 

높아 HC, TM 100, TM 200 및 TM 500군들과 유의적인 차

이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HC군과 중금속 및 포공영 추출물

을 투여한 군들 간에는 체중증가의 경향성은 관찰하였으나, 
유의적인 체중증가로는 판단할 수는 없었다. 중금속을 투여 

받은 네 군의 사료 섭취량은 N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체중증가와 식이섭취량에 의한 식이효율

(FER)에 있어서 HC군과 포공영을 투여군들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났다. 즉, NC와 포공영 추출물 500 mg/kg을 투

여한 TM 500군의 FER은 서로 비슷한 수준이었고, 나머지 

두 농도의 군 모두 HC 대비 개선효과를 나타내었으며, 개선

정도는 농도의존적으로 증가하였다. 

Variables
Groupa)

NC HC TM 100 TM 200 TM 500
Weight gain
(g/30 days) 114.1±21.5a 78.3±9.4b 83.2±5.9b 85.1±8.6b 86.5±6.7b

Food intake
(g/day) 21.5±2.5a 18.1±1.2b 17.9±6.1b 16.4±6.4b 15.7±3.5b

FERb) 0.18±0.04a 0.14±0.07b 0.15±0.06b 0.17±0.05a 0.18±0.05a

a)NC: normal control, HC: heavy metal control, TM 1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100 mg/kg, TM 2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200 mg/kg, TM 5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500 mg/kg.

b)FER (Food efficiency ratio): Body weight gains (g/30 
days)/Food intake (g/30 days). Values(mean±SD, n=10)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Weight gain, food intake and food efficiency ratio 
of experimental rats

Hematological variables

실험 종료 시점에서 각 군들의 개체로부터 혈액을 채취하

여 혈액학적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 전혈의 성상 중 적혈

구(RBC), 백혈구(WBC) 및 혈소판(Platelet)을 측정한 결과, 
포공영 투여군의 RBC 및 platelet은 유의적으로 개선효과를 

나타내었고, WBC에 있어서는 HC 대비 개선효과가 나타나

기는 했으나, 농도 역의존적인 현상은 관찰되었다. 그러나 포

영공의 투여는 전체적으로 HC군 대비 혈액학적 수치에 있어

서 중금속이 투여되지 않은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나타

나, 노출된 중금속에 의한 혈액세포의 변화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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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C: normal control, HC: heavy metal control, TM 
1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100 mg/kg, 
TM 2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200 
mg/kg, TM 5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500 mg/kg. Values(mean±SD, n=10)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1. Hematological variables of experimental rats.

Serum metabolites

각 군 혈청의 생화학적 검사 결과는 Table 3과 같았다. 
Bilirubin은 중독성 간장장애, 용혈성 황달, 사염화탄소, 카

드뮴중독, 단식 등에서 병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정상 쥐의 농도는 0.12-0.40 mg/dL이다(Kim et al., 
2001). 중금속 투여군인 HC는 그 농도가 0.64±0.03 
mg/dL로 정상범위에 벗어났다. 포공영 투여군의 bilirubin
의 농도는 농도의존적으로 개선이 되어 포공영 500 mg/kg
의 투여군은 그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되어 정상범로 개선

효과를 나타내었다. 정상군의 혈청 중 GOT와 GPT 활성도

는 각각 39-111 U/L, 20-61 U/L이다. GTP는 만성간염, 
급성간염, 지방간, 알콜성감염, 간암에서 증가하고, GOT는 

심장, 간, 골격, 신장, 췌장질환 등에서 증가한다(Kim et al., 
2001). 본 실험에서는 NC의 GOT과 GPT 농도는 58.0 
U/L 및 52.9 U/L로 정상범위에 위치하였다. 한편 HC군의 

농도는 정상범위를 벗어났으나, 포공영을 투여한 군에서는 

GOT 및 GPT 농도가 HC군보다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어 

개선되는 효과를 보였으며, GOT는 포공영 투여에 의해서 

처리군 모두 정상범위로 회복을 시켰으나, GPT의 수치는 포

공영 투여에도 불구하고 정상범위로 되돌려 놓지는 못 하였

다. ALP의 경우, 정상흰쥐의 농도는 14-48 U/L이며 이 지

표는 간기능부전, 골질환, 황달 등에서 병적으로 상승되고 독

물중독이나 만성신장염에서 저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1). 본 실험결과 역시 중금속 투여에 의해 

ALP농도가 유의적으로 상승되었고 포공영 투여에 의한 감

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정상범위로 회복되지는 못 하였

다. 즉, HC군은 66.2±6.3 U/L이었고, 포영공 100 mg/kg, 
200 mg/kg 및 500 mg/kg군에서 각각 56.2±7.3 U/L, 
50.1±6.2 U/L 및 46.1±4.1 U/L의 수치를 나타내었다. 
LDH의 정상 흰쥐의 LDH농도는 167-1428 U/L이며 주로 

간, 심장, 골격근, 신장 등에 분포하고 심장병, 간질환, 신장

질환에서 증가한다(Kim et al., 2001). 중금속 투여군은 

LDH활성이 261.2±12.9 U/L로 증가되었고 포공영 100 
mg/kg, 200 mg/kg 및 500 mg/kg투여에 의해 

236.6±13.7 U/L, 228.9±11.9 U/L 및 206.5±6.7 U/L으로 

절대적 수치로는 농도의존적인 감소를 나타내었으나, 전 시

험군 모두 정상범위 이었다. BUN과 creatinine은 신장기능 

진단의 지표가 되며 정상 쥐의 농도는 각각 15-21 mg/dL 
및 0.4-1.5 mg/dL이다(Kim et al., 2001). 중금속 투여군의 

BUN 및 creatinine농도는 각각 35.1±3.5 mg/dL 및 

2.88±0.07 mg/dL로 유의적으로 상승되었고 포공영 투여에 

따라 BUN 및 creatinine 수치는 농도의존적으로 감소되어, 
포공영 100 mg/kg, 200 mg/kg 및 500 mg/kg에서 

BUN은 각각 21.8±6.4 mg/dL, 18.9±5.1 mg/dL 및 

15.8±3.8 mg/dL이었고, creatinine은 각각 2.01±0.06 mg/dL, 
1.81±0.11 mg/dL 및 1.27±0.09 mg/dL로 나타났으며, 이
들 지표는 특히 500 mg/kg의 고농도에서만 정상범위로 회

복이 되었다. 

Groupa)

Factorb) NC HC TM 100 TM 200 TM 500

Bilirubin(mg/dL) 0.21±0.04a 0.64±0.03b 0.57±0.05b 0.43±0.06c 0.38±0.08c

GOT(U/L) 58.0±14.5a 113.7±11.2b 101.3±11.4b 92.3±7.8b 78.1±11.6c

GPT(U/L) 52.9±10.5a 134.1±23.4b 117.7±12.3b 109.7±14.1b 91.6±10.3c

ALP(U/L) 38.0±6.1a 66.2±6.3b 56.2±7.3b 50.1±6.2b 46.1±4.1a

LDH(U/L) 189.2±31.3a 261.2±12.9b 236.6±13.7b 228.9±11.9b 206.5±16.7b

BUN(mg/dL) 14.0±1.8a 35.1±3.5b 21.8±6.4b 18.9±5.1b 15.8±3.8c

Creatine(mg/dL) 1.12±0.09a 2.88±0.07b 2.01±0.06b 1.81±0.11c 1.27±0.09a

a)NC: normal control, HC: heavy metal control, TM 1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100 mg/kg, TM 2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200 mg/kg, TM 5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500 mg/kg.

b)GOT: glutamic oxaloacetate transaminase, GPT: glutamic pyruvate transaminase, ALP: alkaline phosphatase, LDH: 
lactate dehydrogenase, BUN: blood urea nitrogen. Values(mean±SD, n=10)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Serum metabolic variables of experimental ra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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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의 납과 수은 농도의 변화

포공영 투여에 의한 혈청 내의 납과 수은 농도는 Fig. 2와 

같았다. 실험종료 시점에서 포공영을 투여하지 않은 군의 혈

청 내의 납과 수은의 잔존량은 각각 0.18±0.02 μg/mL 및 

0.42±0.04 μg/mL로 나타났다. 포공영 100 mg/kg, 200 
mg/kg 및 500 mg/kg 투여에 의한 납의 잔존량의 변화는 

각각 0.17±0.03 μg/mL, 0.15±0.05 μg/mL 및 0.14±0.03 μ
g/mL으로, 수은의 잔존량 변화는 각각 0.4±0.06 μg/mL, 
0.37±0.07 μg/mL 및 0.36±0.06 μg/mL로 나타나 포공영 

투여에 의한 중금속의 혈청 내 잔존량이 농도의존적으로 감

소하였다. 

NC: normal control, HC: heavy metal control, TM 
1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100mg/kg, 
TM 2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200mg/kg,
TM 500: heavy metal + T. mongolicum ext. 500mg/kg.
Values(mean±SD, n=10) with different letters in a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Fig. 2. Lead and mercury concentrations of serum 
from different treatment groups.

본 실험결과, 납 및 수은의 중금속의 노출은 식이섭취량을 

급격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포공영 추출물의 

투여는 감소된 식이섭취량에 증가나 중금속 투여에 의해 감

소된 식이섭취량을 유지시키지는 못 하였고, 오히려 포공영의 

투여농도가 증가됨에 따라서 미약하게 감소되는 경향이 관찰

되었다. 그러나 전체적인 체중에 있어서는 반대로 농도의존적

으로 증가되었다. 이러한 체중증가와 식이섭취량의 반비례적

인 결과는 체중증가율의 농도의존적인 증가를 가져왔다. 특

히, 포공영 500 mg/kg투여군은 정상군과 동일 수준의 체중

증가율을 나타내었다. 납 및 수은 등의 중금속 노출에 의해 

식이섭취에 영향을 주어 사료섭취를 감소시키고 열량대사를 

방해함으로써 체중저하를 가져온다고 보고되었다(Kim et al., 
2002; Kwan and Kim, 1992; Rho et al., 1997). 본 실험에

서 포공영 투여가 실험 종료 시점까지 전체적으로 체중이 정

상군의 수준에는 도달 하지 못 하였으나, 증가중금속 노출에 

대하여 고농도의 포공영(500 mg/kg)을 투여 받은 군에서 

체중증가량이 정상군과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나 포공영 투여

로 인해 중금속 피해가 완화되어 나타난 결과라 판단이 되었

다. 이러한 체중증가율의 변화는 혈액세포의 변화에 있어서도 

동일한 결과를 뒷받침해 주었다. 즉, RBC, WBC 및 platelet
의 변화에 있어서 고농도의 포공영이 투여된 군에서는 정상

군과 유사한 수준의 혈액세포 변화를 나타내었다. 
납, 수은, 크롬 등과 같은 중금속의 노출은 체중 및 혈액세

포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간 및 신장 등의 장기에 중독

성 손상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Lee and Lee, 2001). 본 

실험에서도 납과 수은에 의한 노출 시 동물모델에서 간에서 

상당한 손상을 주는 것을 Bilirubin, ALP, GOT, GPT, ceatinine 
및 BUN 등의 간 손상에 의한 지표를 확인하여 관찰하였다. 
납과 수은의 노출에 대하여 동물은 간 및 신장의 손상으로 인

한 지표인자로 LDH을 제외하고 Bilirubin, ALP, GOT, 
GPT, ceatinine 및 BUN의 수치가 정상범위를 벗어났다. 이
러한 동물에 포공영의 투여는 유의적으로 감소를 시켰으며 

특히 고농도의 포공영(500 mg/kg) 투여군은 정상군과 동일

하거나 정상범위 내로 회복시켰다. 이러한 혈청 내의 생화적

분자의 변화 역시 체중증가율의 결과를 뒷받침해 주는 결과

를 얻어내었다. 본 실험의 궁극적인 목적은 포영영에 의한 체

내 축적된 중금속의 잔존량의 감소을 목적으로 하여 혈청 내

에서의 중금속의 잔존량을 측정한 결과, 포공영 투여에 의한 

중금속 잔존량의 감소가 농도의존적으로 감소함을 관찰하였

으나, 기타 체중증가율 및 혈액학적 변화에 비례하여 중금속

을 체외로 배출되는지에 대한 추가적인 실험을 시행하지 못 

하였다. 결론적으로 납과 수은의 노출로 인한 체중감소, 혈청

학적 변화 및 장기손상에 대한 개선 정도를 포공영 추출물로 

실험한 결과, 유의적인 생화학적 개선효과와 혈청 조사를 통

한 중금속 잔존량의 감소효과가 있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그러나 포공영의 중금속 해독과 관련한 연구는 보고되어 

있지 않은 실정이어서 본 실험결과는 기존의 포공영이 가지

고 있는 생리활성이외에 추가적인 활성을 밝힌데 이의가 있

다고 할 수 있겠으며, 그 작용 기전은 현재까지 보고된 식물

로 부터의 중금속 노출에 의한 독성 감소 효과가 항산화와 밀

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아 그와 유사한 기전으로 추정이 

되나, 이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포공영의 에탄올 추출물의 중금속 중독에 

의한 손상 억제 효과를 측정하였다. 현대 사회에서 환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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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오염이 우려되는 납과 수은을 실험동물에 노출시켰고, 
납과 수은에 노출된 흰쥐에서 포공영이 이러한 중금속 노출

로 영향을 받는 체중변화, 간 및 신장에 미치는 영향을 혈액

세포분석 및 혈액 내의 생화학적 분자에 대한 조사하였다. 실
험 결과, 포공영을 투여 받은 실험군은 중금속 투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체중감소의 개선효과가 나타났고, 혈액세포의 변화

에 있어서도 중금속 노출로 감소되었던 RBC의 수를 증가시

켰고, 증가된 WBC 및 platelet의 수를 정상수준으로 회복시

켰다. 간 및 신장의 손상 지표들로 측정한 Bilirubin, ALP, 
GOT, GPT, LDH, ceatinine 및 BUN에 있어서도 중금속 

노출로 증가된 수치를 농도의존적으로 감소시켰다. 또한 혈액 

내에서의 중금속 잔존량을 측정한 결과, 포공영 추출물 투여

로 인하여 농도의존적으로 그 잔존량이 감소하였다. 따라서, 
포공영 에탄올 추출물은 체내 노출된 납과 수은에 대한 독성

을 완화시켜주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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