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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레 추출물의 방사선 방호효과
Radioprotective Effects of Dandelion(Taraxacum officin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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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약

민들 는 한방에서 산화방지, 장 막 보호  담즙 등에 탁월한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민들  

잎과 뿌리에서 추출한 물질을 SD Rat에 투여한 후 10Gy 방사선 조사 후에 생존율, 액변화, 소장조직변

화  간 조직 변화를 찰하 다. 찰결과 민들  추출물을 투여한 실험군에서 생존율이 4배 이상 높았

으며 백 구, 소  등의 액변화에서도 뚜렷한 차이가 보 다. 한 소장 조직 찰결과 소장 막세포

소멸 억제  소장 막근  조직의 염증과 공포가 감소되었다. 따라서 민들  추출물이 방사선 조사에 

따른 액구성세포와 소장 조직 손상에 한 방사선 방호효과를 확인하 다.

  
■ 중심어 :∣민들레∣혈소판∣소장조직∣세포사멸∣방사선방호∣

Abstract

Dandelion(Taraxacum officinale), an oriental herbal medicine, has been shown to favorably 

affect choleretic, antioxidative and protection of gastric mucosa. The protective effects of 

common dandelion leaf and root extract were investigated by irradiation in Sprague-Dawley 

rats. Male SD rats, 6weeks, were orally injected with dandelion extract(100㎎/㎏) for 10days. 

Immediately after final injection, rats were whole body irradiated with 10Gy used irradiation 

facility(Elekta Linac, Sweden). At 24h-15days after irradiation, complete blood counted test and 

apoptosis in jejunal crypt cell. Stimulated recovery by the extract was observed in platelet but 

was not showed in the erythrocyte and leucocyte. The jejunal crypt cells were protected 

significantly(p<0.05) and the radiation-induced apoptosis was reduced(p<0.05). The survival rate 

were carried for 15days, the survival ratio was 15% and 85% for the control and experimental 

group. Observations intestinal inhibition of cell death, intestinal mucosa and tissue  decreased 

systemic inflammation and vacuole. Base on these data, we propose that dandelion may be a 

useful radioprotector, especially since it is a relatively nontoxic natural produ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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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방사선  방사성동 원소의 의학  이용 증가와 원

자력 시설의 증 에 따라 방사선이 신이나 국소장기

에 노출되어 일어나는 방사선장해에 한 심도가 높

아지고 있다. 인체에 방사선이 피폭되면 조직손상과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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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물질의 이온화 상에 의한 간  손상을 발생시킨다

[1]. 한 세포막의 지질에 작용하여 과산화반응이 일어

나며, 세포의 손상을 유발하여 조직 형태의 변형을 

래하거나 기 의 기능 하를 유도하게 된다[2]. 따라서 

화학 인 방호 물질에 비해 독성이 고 방사선 치료의 

보조 역할을 할 수 있는 천연물을 이용한 방어제 개발

이 필요하다. 민들 (Taraxacum officinale) 는 국화과

에 속하는 다년생 본으로 뿌리, 잎, 기 등 식물체 모

두를 약용으로 이용 할 수 있는 유용한 약 이다[3]. 한

방에서는 강장, 해열, 이뇨, 건 , 거담, 해독 등에 리 

이용되어왔으며[4] 서양에서는 담즙분비 진, 항류마

티스, 이뇨 등에 약재로 사용되고 있다[5]. 특히 폴 페

놀화합물  라보노이드, 루테올린, 시나믹산, 쿠마

린, 타락사스테롤 등의 성분  엽록소와 비타민 C가 

많이 함유되어 있다[6-11]. 

본 연구는 민들 의 추출물을 Rat에 경구 투여 후 X-

선을 신 조사하여 구, 백 구, 소  등의 구 

수와 생화학  검사를 시행하고, 소장융모세포 사멸 기

작과 형태학  변화를 찰하여 민들  추출물의 방사

선 방호효과를 알아보고자 하 다.

Ⅱ. 재료 및 방법

1. 민들레 추출물 준비
민들 (Taraxacum officinale)는 강원도 정선에 소재

한 정선아리아리원에서 100% 동결건조하여 추출한 분

말을 구입하여 생리식염수에 녹여 0.01㎎/㎖의 농도로 

실험동물의 체 을 측정하여 경구투여 하 다.

2. 실험동물 사육 및 관리
실험동물은 생후 4주된 수컷 흰쥐(Sprague-Dawley 

Rat) 36마리를 효창사이언스(Daegu, Korea)로부터 구

입하여 실내온도 20~22℃, 명암주기 12시간 cycle 조건

의 사육실에서 표 사료와 탈이온수를 완  자유 식

으로 2주간 공 하여 환경에 응시킨 후, 6주령이 되

었을 때 그룹으로 나 어 민들  추출물 식이를 경구투

여 하 다. 실험군은 조군, 민들 추출물 투여군, 방

사선조사군으로 나 어 실험하 다[표 1].

1days 7days 14days Total
Contorl 3 3 3 9
10Gy 3 3 3 9

Dandelion + 10Gy 3 3 3 9

표 1. Irradiation planning of experimental animal

3. 실험동물의 방사선 조사
실험동물의 X-선 조사는 임상병원에서 종양치료에 

사용되고 있는 선형가속기(Electa Linac, Sweden)를 이

용하 다. 조사방법은 Rat을 5마리씩 특수 제작한 

30×30 아크릴 case에 넣은 다음 Depth 3㎝에 100% 에

지가 되도록 6Mev 에 지로 10Gy를 조사하 다.

4. 혈액시료 채취 및 혈구 및 생화학분석
방사선 조사 후 1일, 7일, 14일 간격으로 실험을 하

다, 액 시료는 신 마취 후 복부를 개하여 복강 동

맥에서 을 채취하여 구검사를 실시하 으며, 생

화학검사는 3,000 rpm으로 원심분리 후 장을 시료로 

하여 분석하 다.  

5. 조직학적 관찰
학 미경 찰에 사용할 간  소장은 10% FAA

로 고정한 뒤, 일반 인 paraffin method에 따라 표본을 

제작하 다. 고정된 조직은 ethyl alcohol을 사용하여 

탈수하 고, xylene으로 치환한 후 paraffin block을 제

작하여 박  후 hematoxylene 과 eosin으로 H-E stain

을 염색하여 찰하 다.

6.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SPSS/PC+ package를 사용하여 분

석하여 평균 ±표 편차로 표시하 으며 일원배치분산

분석으로 비교하여 Duncan 다 범  분석에 의해 각 

실험 군 간의 유의성을 p<0.05 수 에서 검정하 다.

Ⅲ. 결 과

1. 혈구 성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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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들  추출물 섭식 후 방사선 조사 후 14일된 Rat의 

구  소 (Platelet)의 수치가  가장 큰 변화가 보

다[표 2]. 민들  추출물 섭식 실험군은 방사선 조사 

실험군 보다 소 의 감소량이 약 3배가량 증가한 것

을 알 수 있으며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백 구의 경우

에는 민들  섭식에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찰되었다. 구는 민들  섭식에 따라 증가하 으며 

이에 따라 구에 향을 많이 받는 헤모 로빈 함량

과 PCV( 구용 ), MCV(평균 구용 ), MCH(평

균 구헤모 로빈), MCHC(평균 구헤모 로빈농

도) 한 일정 수  증가한 것으로 조사 되었다.  

WBC RBC HG Platelet

Contorl 10.3 7.4 13.6 1621
10Gy   1 6.7 12.5  494

Dandelion + 10Gy 1.2 7.2 13.4 1338

표 2. Complete Blood cell Count at 14days 
after irradiation in Rats

2. 혈장의 생화학적 변화
Rat에 10Gy 에 지 방사선 신 조사 후 14일간 경과

에 따른 액의 생화학  변화를 찰하 다. 알부민과 

로블린의 함량은 민들  섭식군과 방사선 조사군의 

큰 차이가 없었으나 총 단백질의 함량은 민들  섭식군

에 비해 방사선만 조사된 실험군의 감소폭이 높았다. 

간 조직 손상 지표인 ALT, AST, GGT는 민들  섭식

군에 비해 방사선 조사군의 농도가 크게 증가하는 경향

을 보 으나 ALP 농도는 오히려 방사선 조사군에서 감

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BUN과 creatinine의 농도에 미

치는 향을 살펴보면 방사선만 조사된 실험군에서 

BUN과 creatinine 농도 모두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 glubulin 농도는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다[표 3].

ALP ALT AST BUN Cre. Glu. GGT
Contorl 610 38 86 7 0.6 106 13
10Gy 413 188 157 2 0.4 173 7

Dandelion 
+ 10Gy 596 55 102 4 0.6 156 11

표 3. Analysis of Biochemistry at 14days after
irradiation in Rats 

3. 소장 융모세포의 세포사멸 관찰
민들  추출물 섭식 후 10Gy 방사선 신 조사 한 

Rat을 조군과 민들  섭식군으로 나 어 1일, 7일 경

과 후 소장 융모세포 괴사 변화를 찰하 다. 소장 하

나 당 양 끝과 가운데 세 부분을 잘라 각 부분에서 다시 

10시, 2시, 6시 방향으로 나 어 총 6방향을 400배 시야

에서 소장 융모세포의 apoptosis의 개수를 조사하 다. 

조군의 소장 융모 세포의 괴사 정도는 평균 3.5개에

서 4.5개인데 반해 방사선 조사 후 1일 경과 후의 실험

군에서는 7.3개로 높게 나타났으나 민들  추출물 섭식 

후 방사선 조사군에서는 5.2개로 감소된 것을 볼 수 있

었다. 방사선 조사 7일 후 소장융모세포 괴사 찰에서

는 민들  추출물 섭식 후 방사선 조사 실험군은 4.3개

로 오히려 1일 때 보다 감소하 으나 방사선 조사군은 

8개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찰 할 수 있었다[그림 1].

그림 1. Effect of dandelion on intestinal crypt 
apotosis in rats. 

4. 소장 조직의 광학현미경적 관찰
10Gy 신 방사선 조사 후 7일된 소장(small 

intestine) 조직에서 민들  추출물의 섭식 결과, 정상 

소장 조직([그림 2] A)과 비교한 방사선 조사군에서는 

융모로 덮여 있는 돌림주름(Plica circularis: PC)의 간

격이 넓게 찰되었다. 이는 흡수상피세포로서 물질에

서 양분 흡수와 련이 있는 세포이다. 과 림

이 발달되어 있는 막 조직층(submucosa :S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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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Obserbation of rats small intestine by optical microscopy(After 7days), A: Control, B: 
Dandelion injected small intestine tissue, C: Irradiated small intestine tissue(10Gy), D:
Dandelion injected in irradiated small intestine tissue(10Gy) Se: serosa, LM: outer 
longitudinal layer, CM; circularis muscle, MM: muscluaris mucosa, SM: submucosa, Gc: 
goblet cell, MM: mucosal muscle, Ar: artery 

일부분에서는 염증(IM)과 련된 형태로 염색이 잘되

지 않은 조직이 확인되었으며, 속돌림층(CM) 주변의 

횡단면 세포에서도 조직의 일부가 손상(Da)되어 가장

자리에는 막의 형태만 남아있는 공포(Vc)가 찰되었

다. 하지만 근육으로 구성된 바깥세로층(LM)의 두께는 

일정하고 조 한 형태로 찰되었으며 액을 생산하

는 술잔세포(Gc)는 조군과 같이 일정한 모습으로 확

인되었다([그림 2] C). 민들 추출물 섭식 후 방사선 조

사한 실험군에서는 술잔세포(Gc)가 선명하고 조 하게 

분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장막과 바깥세로막에 분포된 

근육조직층의 두께에는 정상조직과 차이가 없었다. 속

돌림층과 인 한 막하층에도 조직들이 일정하게 

찰되었으며 세포와 조직사이 간질에서도 손상된 부분

이 확인되지 않았다([그림 2] D). 세포에 한 손상정도

는 학 미경으로 찰되지 않았다. 방사선조사 후 14

일 지난 조직에서는 장막과 바깥세로층(SL)에서 간격

이 넓어져 있고, 동맥의 내탄성 은 일정한 간격으로 

확인되었으나 막과 외막사이(ME) 간격이 넓어져 있

는 것으로 찰되었다. 외막에는 형질세포와 림 구 비

만세포들이 분포되어 손상에 민감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 막근육  안쪽의 횡단면 창자샘(crypt)에서는 내

분비세포(endocrine cell :E)들이 핵과 세포질사이가 부

풀어 있었으며 불규칙한 모양으로 헝클러져 기능을 하

지 못하는 것으로 보 다. 한 외막에서도 선 한 경

계선을 보이지 않고 주변 조직들과 섞여 외막손상(DM)

이 확인되었다. 민들  섭식군에서는 속돌림층 주변의 

횡단조직들이 정상 인 형태를 보이고 동맥 의 내

막과 외막에서도 특이한 손상이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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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Obserbation of rats small intestine by optical microscopy(After 14days), E: Dandelion 
injected in irradiated small intestine tissue(10Gy), F: Irradiated small intestine 
tissue(10Gy), SL: serosa longitudinal layer, DM: Dmage, IT; interstitial tissue, ME: media 
external elastic lamina, E: endocrine cell 

나타났다([그림 3] E). 조직사이간질(IT)에도 빈 공간이 

찰되었다([그림 3] F).

Ⅳ. 고 찰

최근 암 환자의 증가에 따른 진단  치료 방사선의 

사용 증가와 더불어 후쿠시마 원자력 발 소 사고를 계

기로 방사선 방호제에 한 국민  심이 높아지고 있

다. 재까지 발견된 방사선 방호 물질은 화학  혹은 

생물학  약물로 구분 할 수 있는데[12] 화학  약물은 

개 thiol 복합물로서 이는 방사선 조사로 인해 발생되

는 세포에 심각한 손상을 야기시키는 유리기(free 

radical)를 제거하여 세포를 보호하는 방법이다[13]. 

한 Bacillus calmette-guerin 등의 미생물의 화합물  

면역조 물질(cytokines)을 이용하여 조   면역기능

을 향상시키는 생물학 인 방법이 알려져 있다[14]. 그

러나 임상단계가 진행 이거나 이미 시 되어 사용되

어지고 있는 방사선 방호제는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나타

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로폴리스 등의 천연물들을 

이용한 독성이 은 방사선 방호제 연구가 활발히 진행

되고 있다[15]. 

본 연구는 통 으로 약용으로 효능이 탁월하다고 

알려져 있는 민들  추출물을 Rat에 투여하여 10Gy의 

고에 지 방사선을 조사 시킨 후 1일, 7일, 14일 기간에  

따른 구 구성성분, 액성분의 생화학  검사, 소장융

모세포 괴사 찰을 통하여 민들  추출물의 방사선 방

호 작용을 알아보고자 하 다.  실험 결과 백 구, 

구 보다 소 에서 유의한 결과를 확인하 다. 일반

으로 방사선에 가장 민감한 백 구의 변화가 먼  일어 

날 것으로 상하 으나 이번 연구에서는 10Gy 고에

지를 조사하여 임 구를 생성하는 조 기 이 완 히 

손상을 입어 백 구 수치가 낮게 나온 것으로 사료된

다. 한 액의 생화학  검사  ALT, AST, GGT 등

의 간 지표 항목에서 방사선 조사군 보다 민들  추출

물을 섭식한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한 것을 볼 수 있는

데 이는 민들 가 간 조직을 안정화하여 간을 보호하는 

효능이 있다는 것으로 사료된다.  소장 융모세포에서 

세포사 발생률을 찰한 결과, 민들  추출물 섭식한 

방사선 조사군이 방사선 조군과 비교하여 2배 이상

의 유의한 차이를 보 다. Apoptosis에 의한 세포사는 

DNA 손상에 의한 성효과의 결과로 인식할 수 있는

데 소장의 융모세포는 성숙개체에서 가장 빠르게 증식

하는 세포로써 각 융모는 250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

으며 이  약 150개가 세포증식주기에 포함되어 있다

고 알려져 있다[14]. 한 소장 조직의 학 미경학  

찰에서는 방사선 조사군은 양분 흡수와 련되어 

있는 흡수상피세포의 돌림주름의 간격이 넓게 찰되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13 Vol. 13 No. 1292

었으며 과 림 이 존재하는 막 조직층에 염

증이 발생되어 막의 형태만 남아있는 공포가 찰되는 

반면 민들  추출물 섭식 방사선 조사군에서는 장막과 

바깥세로막, 막하층에서도 일정한 조직 구성을 보

으며 동맥 의 내막과 외막에서도 방사선 조사로 인

한 특이한 손상이 보이지 않았다.  

Ⅴ. 결 론

Rat에 방사선종양치료기를 이용하여 10Gy의 X-선을 

조사 시킨 후 민들  추출물의 방사선방어효과 연구를 

진행하 다.  민들  추출물 섭식군은 조군에 비하여 

방사선에 의한 소  손상을 감소시키고 간 손상을 억

제하며 생체 면역계에 해 소장융모세포의 apoptosis

를 효과 으로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하 다. 한 민들

 추출물의 투여가 방사선 조사에 의한 소장조직의 손

상을 감소시켜 떨어진 생체에서 면역 활성 효과가 있음

을 확인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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