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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s aimed to evaluate the protective effect of

Gastrodiae rhizoma and steamed, dried & fermented Gastrodiae

rhizoma o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hepatic injury in

the mice model. Sample was selected to GR0F0 (not processed

gastrodia rhizome) and GR6F4 (fermented with Saccharomyces

cerevisiae before steamed and dried 6 times) based on 1,1-

diphenyl-2-picrylhydrazyl,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

6-sulfonic acid, and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analysis. Mice were randomly divided into 4 groups - Normal

group, vehicle group (LPS treated), GR0F0 group (fed GR0F0

before LPS treated) and GR6F4 group (fed GR6F4 before LPS

treated) with 6 mice in each group. GR0F0 group and GR6F4

group were fed each extract 200 mg/kg/day during 8 days. LPS 20

mg/kg injected to the experimental groups as abdominal injection.

We measure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lanine amino-transferase

in serum. GR0F0 and GR6F4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compared to the vehicle group. As a result of measuring the ROS,

GR6F4 group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both the serum

and liver tissues compared to the vehicle group. GR0F0 group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only in the liver tissues. Activator

protein-1, cyclooxygenase-2,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GR0F0 group and GR6F4 group. But

tumor necrosis factor alpha only showed a significant reduction in

GR6F4 group. GR0F0 and GR6F4 groups against liver damage in

mice with LPS. That showed significant effects on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on. The effects of GR6F4 group showed

superior results compared to GR0F0 group. Therefore, Steamed,

dried & fermented Gastrodia rhizoma was might have a protective

effect on liver injury.

Keywords Anti-inflammation · Anti-oxidation · Fermentation ·

Gastrodiae rhizoma · Lipopolysaccharide · Liver injury

서 론

천마는 난초과(Orchidaceae)에 속한 다년생 기생본초인 Gastrodia

elata B.의 덩이줄기를 쪄서 건조한 것이다(Sin 2008). 천마의

성분 중 gastrodin, gastrodigenin, ergothioneine 등이 유효성분

으로 알려져 있는데 gastrodin은 phenolic glycoside의 일종으로

천마의 주요 생리활성 물질이며 ergothioneine은 버섯의 주된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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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화 물질이다(Choi 등, 2011). 천마는 단단하여 절단하기가 어

려워 가공하는데 있어 예부터 다양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현

재는 증숙을 통하여 조직을 연화하는 방법과 효소를 이용하여

발효하는 방법이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다.

증숙한 천마는 품질유지에도 도움을 주는데, 천마를 건조할

경우 gastrodin 성분은 함량이 감소하고 gastrodigenin 성분의

함량은 증가하는 반면, 증숙 후 건조할 경우 gastrodin이 함량

이 증가하고 gastrodigenin의 함량이 극히 소량 존재하게 된다.

이것은 천마를 건조하면 가열로 인해 gastrodin의 분해효소가 불

활성화되어 gastrodin이 분해되지 않기 때문이다. Gastrodin의

aglycone인 gastrodigenin은 쉽게 산화되므로 천마는 가열처리를

해야 품질을 유지할 수 있다(Kim과 Song 2002).

발효는 아주 오래전부터 인류가 자연에서 발견한 인간에게

매우 유용한 가공기술로서 미생물의 작용을 통해 식품에 좋은

맛과 향, 조직감 등을 부여하고 유효성분을 증진시키는 작용을

한다. 이 가공기술은 장류, 요구르트, 술 등의 양조식품제조에

널리 사용되었으며(Song 등, 2011) 유효성분을 보다 작은 단위

로 분해하여 체내에 쉽게 흡수될 수 있게 함으로써 비위기능이

떨어지는 사람들에게도 적합한 제법으로 사용할 수 있다.

현재 발효천마에 대한 연구는 발효천마분말의 품질특성과 기

호도 조사(Kim 등, 2010), 발효천마 추출물의 성분 분석과 생

리활성 증강에 관한 연구(Choi, 2012), 천마와 발효천마의 특이

단백질 특성 연구(Ko 2010) 등 in vitro 실험이 대부분이고, in

vivo 실험 연구로는 Streptozotocin으로 유도한 제1형 당뇨에서

의 항당뇨 효과(Kwon 2012), 유산균 발효 천마의 수면 유도

효과(Lee 등, 2013) 등으로 연구가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자는 많이 사용되고 있는 증숙과 최근 들어 선

호되고 있는 가공방법인 발효의 가공과정을 거친 천마, 건조 천

마를 투여한 후 Lipopolysaccharide (LPS)에 의하여 간 손상이

유발된 mice 모델의 비교를 통해 항산화, 항염증작용을 살펴 본

바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된 천마(Gastrodiae Rhizoma)는 경북 김천시 부항면

대야리 일대에서 재배된 것으로, 2013년 12월에 수확된 생천마

중 上品만을 구입하여 시료제조에 사용하였다.

시약

미생물의 배양에 사용된 시약은 모두 Difco (Difco Laboratory,

Detroit, MI, USA)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전처리에 사용된 효소

혼합액은 한국 화학연구원 융합화학연구팀에서 제공한

Cellulclast, HTec2, Amyloglucosidase 등의 1:1:1 혼합액을 사

용하였다.

Escherichia coli에서 얻어진 LPS (serotype O55:B5, L2880),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와 2,2'-azinobis-3-ethyl-

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는 Sigma aldrich (St.

Louise, MO, USA)에서 구입하였고, Nitrocellulose membranes

는 GE Healthcare (Arlington Heights, IL, USA)에서 구입하였

고,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nuclear factor-

kappa B p65 (NF-κB p65),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yclooxygenase-2 (COX-2),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Histone, β-actin과 2차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CA, USA)로부터 구입하였으며, Activator protein-1

(AP-1)은 Cell signaling technology (Danvers,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Dimethylsulfoxid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입하였다. 또한,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와 Dihydrorhodamine 123은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에서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는 GE Healthcare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을 위한 BCA protein assay

kit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분석에 사용한 acetonitrile, ethanol 및 water는 High-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grade용으로 J.T.Baker (Center

valley, PA,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hosphoric acid

와 formic acid는 Sigma-Aldrich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 동물

생후 6주령의 체중 25 g 내외의 ICR mice (Orient, Seongnam,

Gyeonggi, Korea)를 구입하여 Light-dark cycle 12 h, 온도

25oC, 습도 60 %로 유지되는 조건 하에 일주일 동안 적응하여

사용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system으로 온

도 22±2oC, 습도 50±5 %, 명암주기(light-dark cycle)는 12시간

주기로 조절하였다. 사료는 고형사료(Samyang Corporation,

Seoul, Korea) (조단백질 22.1 % 이상, 조지방 8.0 % 이하, 조섬

유 5.0 % 이하, 조회분 8.0 % 이하, 칼슘 0.6 % 이상, 인 0.4 %

이상, 삼양사(Seoul, Korea), 항생제 무첨가)와 물을 충분히 공

급하였다.

모든 실험은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

(DHU2013-054)을 얻어 시행하였으며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하

였다.

시료제조

시료 제조에 사용된 천마는 천마(GR0)와 증숙 천마로 구분 하

였고, 증숙 천마는 1증(GR1), 3증(GR3), 6증(GR6), 9증(GR9)

천마까지 제조하였다.

천마는 세척 후 일정 크기로 절단하여 건조기에서 건조하였

고, 증숙 천마는 1증부터 9증까지 일정한 시간동안 증숙하였고,

증숙 후 건조하여 증숙 횟수를 반복하였다. 증숙은 무압식 스

팀증숙기를 사용하여 증숙온도 90oC에서 2시간씩 물로 증숙하

였고, 건조는 밀폐제습식 건조기를 사용하여 수분함량 15% 미

만으로 4시간 동안 건조하였다. 천마의 발효에 사용된 균주는

Lactobacillus plantarum (F1), Leuconostoc mesenteroides

(F2), Streptococcus thermophilus (F3), Saccharomyces cerevisiae

(F4)로 대전대학교 미생명생물공학과 이찬용 교수로부터 받아

사용하였다. 발효 천마의 항산화 활성 및 성분 분석을 위한 시

료는 액상발효를 시행하였다. 사각 투명 밀폐용기에 각각 라벨

을 붙이고, 시료를 각각 5 g씩 넣은 후, 45 mL의 멸균 증류수

를 첨가하여 현탁하였다(10 % w/v). 시료가 포함된 용기마다 미

리 혼합된 복합효소액 0.5 mL를 첨가하고 24시간 반응시켰다.

시료에 따라 정해진 균주 현탁액을 0.5 mL씩 접종하여 섭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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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oC 인큐베이터에서 정치 배양하였다. 접종시 균주의 농도는

생육에 따라 가감하여 107−108 cells/mL 정도로 하였다. 샘플에

따라 간헐적으로 흔들어 주었다. 이후 매일 같은 시간에 발효

상태(pH)를 확인하고 발효의 지속여부를 결정하였다.

동물 실험에 사용된 시료는 고형 발효를 시행하였다. 사각 투

명 밀폐용기에 각각 라벨을 붙이고, 시료를 샘플 하나당 2개 씩

각각 50 g씩 총 100 g을 계량하여 넣었다. 여기에 200 mL의 멸

균 증류수를 첨가하여 현탁하였으며(20 % w/v) 시료가 포함된

용기마다 미리 혼합된 복합효소액 2 mL를 첨가하고 24시간 반

응시켰다. 시료에 따라 정해진 균주 현탁액을 2 mL씩 접종하여

섭씨 35oC 인큐베이터에서 정치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107−108

cells/mL의 균주 농도를 맞추어 접종하였다. 샘플에 따라 간헐

적으로 흔들어 주었으며 매일 같은 시간에 발효상태(pH)를 확

인하고 35oC로, 6일간 발효하였다. 그 다음 발효한 시료를 동

결건조하였다. 동결건조는 −30oC에서 120분, −15oC에서 120분,

0oC에서 240분, 15oC에서 120분, 30oC에서 120분의 조건으로

시행하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전자공여능(electron donating ability)은 DPPH radical 소거법으

로 측정하였다. DPPH는 프리라디칼(free radical)이며, 용액은

짙은 보라색(deep violet)으로 시료 중에 있는 항산화 물질과 결

합하여 중화(환원)가 되면 용액은 투명하게 변하므로 시료 중에

포함된 항산화(radical 소거능) 물질의 양을 측정하는데 사용된다.

일정 농도의 시료 100 μL와 60 μM DPPH용액(dissolved in

ethanol) 100 μL를 넣고 혼합한 후, 실온에서 30분간 반응시켰

다. 이 반응액을 사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DPPH radical 소거능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측정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증류수에 녹

인 다음 12시간 동안 차광하여 보관 한 후, 이 반응액을 415

nm에서 ethanol을 이용하여 흡광도 0.70±0.02로 보정한다. 그

후, ABTS 95 μL에 시료 5 μL을 첨가하여 15분 반응 후,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BTS 라디칼 소거능을 계산하여

산출하였다.

성분분석

HPLC 분석에 사용한 이동상은 A: water (0.2 % phosphoric

acid)와 B: aceto-nitrile (0.2 % phosphoric acid)을 gradient로

사용하여 용매기울기로 유속 1.0 mL/min에서 column 온도 40

를 유지하면서 검출기는 UV (225 nm)를 사용하였고 주입량은

1 mL를 주입하였다.

천마 및 발효 천마 시료액의 1 mL에 함유된 성분을 분석하

여 함량을 표로 나타내었다. 발효 천마는 gastrodin, gastrodigenin

의 함량을 분석하여 나타내었다.

천마의 분석에 사용한 표준품은 식품의약품안전청의 한약재

과학화연구사업단 이화여자대학교 서은경 교수로부터 천마에서

분리한 gastrodin, gastrodigenin 2종을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LPS에 의한 급성 간손상 개선 효능평가

ICR mice (6주령, 수컷)로부터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정상

군, LPS를 처치한 대조군, GR0F0 200 mg/kg의 용량을 1일 1

회, 8일간 경구 투여한 GR0F0투여군, 그리고 GR6F4 200 mg/

kg의 용량을 1일 1회, 8일간 경구 투여한 GR6F4투여군, 총 4

그룹으로 분류하였으며, 각 군에 6마리씩 배정하였다. 실험 9일

째, 절식을 24시간 한 후, LPS 20 mg/kg을 복강주사하고 24시

간 후 ethyl ether로 가볍게 흡입 마취하여, 심장에서 혈액을 채

취하였고 즉시 원심분리기를 이용해 혈청을 분리하였다. 그 후

에, saline (0.9% NaCl, pH 7.4) 관류하여 장기를 채취해 무게

를 측정한 후, 분석 전까지 −80oC로 급속 냉동하여 보관하였다.

실험동물의 체중은 전자체중계로 1회/1일으로 동일 시간 동

일 조건에서 측정하였고, 실험종료일 체중에서 실험 개시 전 체

중을 빼서 체중 증가량(body weight gain (g))을 산출하였다. 식

이섭취량은 8일동안 제공된 사료에서 8일간 섭취하고 남은 사

료량을 제한 후 각 실험군의 하루 평균 식이섭취량을 산출하였

다. 한편, 각 쥐의 체중증가량을 동일 사육기간의 사료섭취량으

로 나누어 식이효율(FER: food efficiency ratio)을 구하였다.

혈청의 ALT, AST 측정

심장에서 채취한 혈액을 원심분리기에 4,000 rpm으로 10분간 원

심분리하여 혈청을 얻었다. 혈청 중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활성도는 Reitman-

Frankel법에 의해 제조된 시약 키트를 사용하여 505 nm에서 UV

spectrophotometer로 비색정량하여 측정하였고, 혈청 liter당

international unit (IU/L)으로 나타내었다.

ROS 측정

심장에서 채혈한 혈액을 4,000 rpm로 10 분간 원심분리하여 혈

청을 얻었고 간 조직은 1 mM EDTA-50 mM sodium phosphate

buffer (pH 7.4)를 이용하여 분쇄하였다. 혈청 내의 ROS를 측

정하기 위하여 25 mM DCFH-DA를 혼합한 후, 형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0분부터 매 10분씩 emission wavelength of 530 nm

와 ex-citation wavelength of 485 nm를 이용하여 30분간 측정

한 산출 값을 계산하였다.

Western Blot Analysis

간의 세포질단백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HCl (pH 7.4),

5 mM Tris-HCl (pH 7.5), 2 mM MgCl2, 15 mM CaCl2에

1.5 M sucrose, 0.1 M DTT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첨가

한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로 분쇄한 후 10 % NP-40

용액을 첨가하였다. 아이스 위에서 20분간 정치시킨 후 12,0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질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단백질을 얻기 위해 10 % NP-40가 더

해진 buffer A에 두 번 헹구고 100 μL의 buffer C (50 mM

HEPES, 50 mM KCl, 0.3 mM NaCl, 0.1 mM EDTA, 1 mM

DTT, 0.1 mM PMSF, 10 % glycerol)를 첨가해 재부유 시킨 뒤

10분마다 vortex를 3번 하였다. 4oC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핵단백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얻어 −80
oC에서 각각 냉동 보관하였다. 간 조직의 세포질단백질의 iNOS,

COX-2, TNF-α, β-actin 및 핵단백질 AP-1, NF-κB p65,

Histone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10 μg의 단백질을 8−15 %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후,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준비된 membr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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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각각의 1차 antibody를 처리하여 4oC에서 overnight 시킨 다

음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고, 각각 처리된 1차 항체에 사

용되는 2차 항체(PBST로 1:3000로 희석해서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ECL 용액에 노출시킨 후,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Seoul, Korea)에 감광시켜 단백질 발현

을 확인한 후, 해당 band를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량하

였다.

조직학적 분석

실험 종료 후, 간 조직을 적출한 다음, 10 % 중성 포르말린에

18시간 이상 고정시킨 다음, 탈수를 거쳐 파라핀 포매 후 4 μm

의 절편을 제작하였다. 이후 Hematoxylin & eosin (H&E) 염

색을 실시하고, 광학 현미경 하에서 200배 확대하여 관찰하였다.

통계처리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오차(Mean ± SEM)로 표시하였으며, SPSS

(22.0 for Windows program)를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유의수준 p-value <0.05에서 검정하였다.

결 과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GR0F0는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가 20.04±0.61 %로

나타나는 반면, GR6F4는 60.57±0.90 % (p <0.001)로 3배가 넘는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었다. GR9F0는 52.45±0.74 % (p <0.001)로

두 번째로 높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나타내었

다(Table 1).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GR0F0는 39.84±0.60 %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나타내어 가장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였고, GR6F4가 32.77±0.73 %

(p <0.001)로 두 번째로 높은 활성을 나타내었다(Table 2).

성분분석

Gastrodin의 retention time (RT)는 23.053분이었고, gastrodigenin

의 RT는 24.979분으로 나타났다(Fig. 1). 면적비를 이용한 검량

선은 gastrodin, gastrodigenin 모두 R2=0.9999로 양호한 직진성

을 나타내었다(Fig. 2).

발효 천마의 gastrodin, gastrodigenin의 함량을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이 나타내었다. tr은 검출은 되지만 정량값이 의미가 없는

것을 의미한다. gastrodin의 경우 GR6F0가 1289.52±98.49 μg/

mL로 가장 많았고, GR9F0가 다음으로 많았다. GR6F4의

gastrodigenin 함량이 1698.84±18.08 μg/mL로 GR0F0의 798.98

±19.14 μg/mL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다(Table 3).

 

최종 시료 선정

천마는 GR6F4의 gastrodigenin 함량이 1698.84±18.08 μg/mL로

GR0F0의 798.98±19.14 μg/mL에 비해 높은 함량을 보였다. 또

한 DPPH scavenging activity에서도 GR6F4가 60.57±0.90 %로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였으며, ABTS scavenging activity에서

역시 32.77±0.73 %로 2번째로 우수한 효과를 보였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GR0F0와 GR6F4 간의 효능 평가가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되어, 최종 시료로 선정하였다.

Table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strodiae Rhizoma and Processed Gastrodiae Rhizoma

F0 F1 F2 F3 F4

GR0 20.04±0.61 % 24.87±0.22 %*** 16.17±0.93 % 23.34±0.56 % 20.45±0.89 %

GR1 20.29±0.35 % 22.72±0.74 %** 18.21±0.50 % 20.23±0.35 %*** 17.24±1.73 %

GR3 35.99±1.33 %*** 33.06±0.61 % 26.95±1.52 %* 30.13±0.61 % 23.81±1.09 %***

GR6 46.52±0.92 %*** 41.07±0.77 %*** 43.17±0.69 %*** 39.57±0.82 %*** 60.57±0.90 %***

GR9 52.45±0.74 %*** 41.45±0.36 %*** 34.67±1.19 %*** 44.64±0.58 %*** 48.55±1.02 %***

GR0: Dried Gastrodiae rhizoma without steaming. GR1: Gastrodiae rhizoma with 1 time processing†, GR3: Gastrodiae rhizoma with 3 time process-
ing†, GR6: Gastrodiae rhizoma with 6 time processing†, GR9: Gastrodiae rhizoma with 9 time processing†. F0: not fermented, F1: Lactobacillus plan-
tarum, F2: Leuconostoc mesenteroides, F3: Streptococcus thermophilus, F4: Saccharomyces cerevisiae
†Drying after steaming for four hours at 90 oC
*p <0.05, **p <0.01 and ***p <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R0F0

Table 2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strodiae rhizoma and Fermented gastrodiae rhizoma

F0 F1 F2 F3 F4

GR0 39.84±0.60 % 17.68±0.42 % 20.89±1.17 % 16.38±0.16 % 16.15±0.93 %***

GR1 23.02±0.40 % 20.28±0.51 % 21.57±1.39 % 19.83±0.56 %*** 25.30±0.85 %*

GR3 28.62±0.05 % 20.12±1.06 % 21.33±0.09 % 20.03±0.50 % 20.30±0.24 %***

GR6 27.42±0.39 %*** 25.38±1.20 %*** 28.18±0.44 %*** 23.01±0.68 %*** 32.77±0.73 %***

GR9 28.11±0.42 % 21.93±0.66 %*** 24.98±0.51 %* 23.42±0.23 %*** 29.10±0.68 %***

GR0: Dried Gastrodiae rhizoma without steaming. GR1: Gastrodiae rhizoma with 1 time processing†, GR3: Gastrodiae rhizoma with 3 time process-
ing†, GR6: Gastrodiae rhizoma with 6 time processing†, GR9: Gastrodiae rhizoma with 9 time processing†. F0: not fermented, F1: Lactobacillus plan-
tarum, F2: Leuconostoc mesenteroides, F3: Streptococcus thermophilus, F4: Saccharomyces cerevisiae
†Drying after steaming for four hours at 90 oC
*p <0.05, **p <0.01 and ***p <0.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GR0F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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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에 의한 급성 간손상 개선효능평가

적응기간을 제외한 식이 급여기간 8일 동안 측정된 체중변화

및 식이효율은 시간에 따라 체중이 일정하게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Table 4).

실험 종료 후, 실험동물의 체중에 대한 간 조직의 질량비에

서 대조군(79.57±2.80 mg/g (p <0.001))에 비하여 정상군(56.06

±2.10)은 낮게 나타났고, GR0F0 투여군(69.97±1.67)은 대조군

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며, GR6F4 투여군(67.12±3.05 (p <0.05))

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

혈청의 ALT, AST 평가

간 조직의 손상은 세포 내부에 존재하는 효소가 혈액으로 유출

되는 것을 측정함으로써 확인해 볼 수 있는데, 혈청 중 ALT와

AST의 상승은 간 손상으로 인한 간세포의 파괴가 진행되면서

아미노기 전이효소가 혈중으로 나와 높게 나타나는 것이므로 간

세포의 파괴 및 변성의 지표가 될 수 있다(Gabriel 등, 1982).

ALT는 정상군(2.61±1.50 IU/L)에 비하여 대조군(16.05±2.55

(p <0.001))은 간세포의 파괴로 인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되었고,

GR0F0 투여군(4.91±1.49 (p <0.01)) 및 GR6F4 투여군(2.91±

3.01 (p <0.001))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발현이 적게 나

타났다.

AST는 정상군(26.00±1.28 IU/L)에 비하여 대조군(68.85±2.98

(p <0.001))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GR0F0 투여군(33.34

±5.25)은 대조군에 비해 적게 발현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GR6F4 투여군(31.74±5.28 (p <0.001))은 유의성 있게 발현이

적게 나타났다(Fig. 4).

ROS 측정

ROS는 혈청에서 정상군(29.80±2.68 fluorescence/min/mL)에 비

Fig. 1 HPLC Chromatogram of Gastrodin and Gastrodigenin

Fig. 2 Calbration Curve of Components of Gastrodiae Rhizoma: (A): gastrodin, (B): gastrodige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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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대조군(43.56±1.87 (p <0.01))은 높게 나타났고, GR0F0 투

여군(35.87±2.37)은 대조군에 비하여 적게 발현하였으나, 유의

성은 없었고 GR6F4 투여군(34.03±3.13 (p <0.01))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적은 발현을 보였다(Fig. 5A).

조직에서의 ROS는 정상군(31.92±1.95 fluorescence/min/mg

protein)에 비하여 대조군(47.25±4.39 (p <0.01))은 증가하였고,

GR0F0 투여군(28.62±1.01 (p <0.001))과 GR6F4 투여군(27.99

±1.03 (p <0.001))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발현이 적게

나타났다(Fig. 5B).

간 조직의 염증성 사이토카인 및 매개인자 측정

NF-κB는 염증에 관여하는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하는 전사인자

로 cytokine에 의해 세포 표면 수용체가 자극됨으로써 발현이

시작된다. NF-κB는 세포 증식을 조절하는 표적 유전자의 발현

을 증가시키고, 항균 물질의 방출을 촉진하고 면역 반응을 촉

진시킨다(Hayden과 Ghosh 2008). 또 다른 전사인자인 AP-1은

c-Jun, c-Fos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각각 SAPK/JNK와

extracellular single-regulated kinase 1/2의 영향을 받는다(Abe

등, 1996). NF-κB와 AP-1은 TNF-α, IL-1β, IL-6 gene의 trans-

activation에 필요한 전사인자로 작용하며 iNOS, COX-2와 같은

염증성 매개물의 발현을 증가시킨다(Baud 등, 2009). iNOS와

COX-2에 의해 생성된 NO와 PGE는 염증반응을 증가시키는 강

력한 물질이다(Vane 등, 1994).

간 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염증성 매개인자인 AP-

1과 NF-κB p65를 측정하였다. 그 결과 AP-1의 발현은 정상군

(1.00±0.11)에 비하여 대조군(1.68±0.15 (p <0.001))은 유의성 있

게 높게 나타났고, GR0F0 투여군(1.11±0.24 (p <0.05)) 및

GR6F4 투여군(0.96±0.12 (p <0.01))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

게 적게 나타났다(Fig, 6A).

NF-κB p65의 발현은 대조군(1.87±0.09 (p <0.001))은 정상군

(1.00±0.14)에 비해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GR0F0 투여군

(1.78±0.15) 및 GR0F4 투여군(1.70±0.16)에서는 대조군에 비하

Table 4 Initial and Final Body Weights, Body Weight Changes, and Body Weight Reduction Ratios in ICR Mice

Group Initial body weight (g) Final body weight (g) Body weight gain (g) FER(%)

Nor 33.02±0.54 35.56±0.77 2.54±0.33 0.16

Veh 32.52±0.37 34.50±0.41 2.07±0.14 0.14

GR0F0 31.59±0.32 33.65±0.35 2.06±0.30 0.15

GR6F4 31.60±0.57 33.96±0.52 2.36±0.25 0.16

Nor: normal mice, Veh: LPS treated mice, GR0F0: Fed GR0F0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GR6F4: Fed GR6F4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n=6 mice per group. Significance: *p <0.05, **p <0.01, ***p <0.001 vs. LPS treated mice

Table 3 Composition of Gastrodiae Rhizoma and processed Gastrodiae

Rhizoma

Items Gastrodin (μg/mL) Gastrodigenin (μg/mL)

GR0F0 3.60±0.28 798.98±19.14

GR0F1 tr 513.04±5.81

GR0F2 tr 528.41±6.24

GR0F3 tr 561.02±4.55

GR0F4 tr 621.77±12.32

GR1F0 463.88±2.3700 106.55±1.05

GR1F1 tr 1093.98±6.88

GR1F2 tr 1144.12±0.43

GR1F3 tr 1069.12±9.73

GR1F4 tr 1053.98±15.98

GR3F0 826.05±9.5100 24.93±3.61

GR3F1 tr 1080.77±15.91

GR3F2 tr 1100.44±4.21

GR3F3 tr 1014.94±21.80

GR3F4 tr 1082.27±5.98

GR6F0 1289.52±98.4900 13.37±3.04

GR6F1 tr 807.35±6.56

GR6F2 tr 1152.48±4.45

GR6F3 tr 832.43±7.74

GR6F4 tr 1698.84±18.08

GR9F0 1278.42±6.59000 53.36±4.48

GR9F1 tr 584.43±7.21

GR9F2 tr 820.75±3.93

GR9F3 tr 859.88±6.45

GR9F4 tr 1267.63±7.18

GR0: Dried Gastrodiae rhizoma without steaming. GR1: Gastrodiae rhi-
zoma with 1 time processing*, GR3: Gastrodiae rhizoma with 3 time
processing*, GR6: Gastrodiae rhizoma with 6 time processing*, GR9:
Gastrodiae rhizoma with 9 time processing*. F0: not fermented, F1: Lac-
tobacillus plantarum, F2: Leuconostoc mesenteroides, F3: Streptococcus
thermophilus, F4: Saccharomyces cerevisiae. *Drying after steaming for
four hours at 90 oC

Fig. 3 Liver Weight of LPS-treated Mice. Nor: normal mice, Veh: LPS

treated mice, GR0F0: Fed GR0F0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GR6F4: Fed GR6F4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n=6 mice per group. Vehic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normal treated LPS group (###p <0.001)

Samp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vehicle treated LPS group

(*p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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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적게 나타나는 경향은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Fig. 6B).

염증반응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염증 매개체인 PGE와 NO

는 각각 COX와NOS에 의해 생성된다. COX는 2가지 형태(COX-

1, COX-2)가 존재하며, 이 중 COX-2의 발현은 성장인자, 사이

토카인 등의 자극에 의해 유도된다(Crofford 1997). 한편 NOS

에는 3가지 형태(neuronal NOS, inducible NOS, endothelial

NOS)가 존재하며, 이들 중 iNOS가 염증 반응에서 중요한 역

할을 차지한다(Nathan 1992). COX-2, iNOS와 TNF-α의 발현

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에서의 COX-2 (1.85±0.32 (p <0.01))는

정상군(1.00±0.03)에 비하여 크게 증가하였고, GR0F0 투여군

(1.23±0.13 (p <0.05)) 및 GR6F4 투여군(1.01±0.06 (p <0.01))

에서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적은 발현이 나타났다(Fig.

7A).

iNOS의 발현은 정상군(1.00±0.08)에 비하여 대조군(1.68±0.26

(p <0.01))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GR0F0 투여군(1.23±0.12

(p <0.05)) 및 GR6F4 투여군(0.92±0.05 (p <0.01))의 경우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발현이 적게 나타났다(Fig. 7B).

TNF-α는 대표적인 inflammatory cytokine으로 내피세포에서

ICAM-1, ALCAM-1, VCAM-1과 같은 부착분자들의 생산을 촉

진하여 각종 백혈구들을 염증부위로 이동시키는 역할을 한다

(Briscoe 등, 1992) (Gamber 1985). TNF-α의 발현은 정상군

(1.00±0.08)에 비하여 대조군(1.46±0.17 (p <0.01))은 유의성 있

게 증가하였고, 대조군에 비해 GR0F0 투여군(1.20±0.08)은 적

게 발현했으나, 유의성이 없었고 GR6F4 투여군(1.13±0.05

(p <0.05))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7C).

조직학적 분석

정상군(A)에 비하여 대조군(B)에서는 혈관주위의 염증정도가 증

가하였으며, 핵이 현저하게 줄어든 모습을 관찰할 수 있으며,

GR0F0 투여군(C)과 GR6F4 투여군(D)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혈관주위의 염증 정도가 약하고 핵의 유무가 뚜렷하게 구분되

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8).

Fig. 4 Evaluation of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in LPS-treated Mice. Nor: normal mice, Veh: LPS

treated mice, GR0F0: Fed GR0F0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GR6F4: Fed GR6F4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n=6 mice per group. Vehic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normal treated LPS group (###p <0.001) Samp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vehicle treated LPS group (**p <0.01, ***p <0.001)

Fig. 5 Reactive Oxygen Species (ROS) in Serum and Liver Tissues. (A) ROS in serum, (B) ROS in liver tissues. Nor: normal mice, Veh: LPS treated

mice, GR0F0: Fed GR0F0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GR6F4: Fed GR6F4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n=6 mice per group. Vehic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normal treated LPS group (##p <0.01). Samp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vehicle treated LPS group (**p <0.01, ***p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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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본 연구에서는 발효한 천마와 기존 천마와의 비교를 통해 발효

천마의 유의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성분 분석, 항산화 활성 및

동물 실험을 수행하였다.

천마를 증숙한 후, Lactobacillus plantarum, Leuconostoc

mesenteroides, Streptococcus thermophilus, Saccharomyces

cerevisiae 4가지 균주를 사용하여 액상 발효한 25가지 시료의

항산화 효능과 유효성분의 함량을 알아보았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경우 증숙의 횟수가 증

가할수록 더 많은 활성산소 소거능을 보였으나,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경우는 천마를 발효했을 때 라디칼 소거

능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에서는 가장 높은 활성도를 보인 시료는 GR6F4였다.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의 경우 GR0F0가 가장 높은 활성도

를 보였고, GR6F4가 다음으로 높은 활성도를 보였다. 이는

Heo 등(2006)의 연구와 일치하게 천마가 뛰어난 항산화 효능을

가지는 결과를 나타내었고, 또한 증숙 및 발효가 ABTS radical

소거능을 유의하게 증가시키는 결과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천마의 증숙과 발효 따른 유효성분의 함량을 살펴본 결과 천

마는 6증까지 증숙 횟수가 증가할수록 gastrodin은 증가하고,

gastrodigenin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증숙이 gastrodin

의 분해를 방지한다는 기존의 발표에 합치된다. 또한 발효한 천

마 모두에서 gastrodin이 거의 검출되지 않은 것을 보아 천마의

gastrodin이 발효균주에 의해 gastrodigenin으로 전환된 것으로

사료된다.

천마와 증숙발효 천마의 성분 함량은 gastrodin의 경우

GR6F0에서 1289.52±98.49 μg/mL로 가장 많았고, gastrodigenin

Fig. 6 Expression of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in Liver. Inflammtion-related proteins AP-1: (A), nuclear factor-kappa B (NF-κB): (B) Nor: normal

mice, Veh: LPS treated mice, GR0F0: Fed GR0F0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GR6F4: Fed GR6F4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n=6 mice per group. Vehic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normal treated LPS group (###p <0.001)

Samp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vehicle treated LPS group (*p <0.05, **p <0.01) 

Fig. 7 Expression of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in Liver.. Inflammtion-related proteins cyclooxygenase-2 (COX-2): (A), induciblenitric oxide

synthase (iNOS): (B), Tumor necrosis factor α (TNF α): (C). Nor: normal mice, Veh: LPS treated mice, GR0F0: Fed GR0F0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GR6F4: Fed GR6F4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n=6 mice per group. Vehic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normal treated LPS group (##p <0.01) Sample group significance was compared to vehicle treated LPS group

(*p <0.05,**p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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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GR6F4에서 1698.84±18.08 μg/mL로 가장 많았다.

위의 결과로 많은 유효성분을 함유하고 높은 항산화 활성을

보인 6회 증숙 후 4번 미생물(S. cerevisiae)로 발효시킨 GR6F4

가 생건 천마인 GR0F0와 함께 최종 시료로 선정하게 되었다.

최종 선정된 시료를 LPS를 이용한 급성 간손상 개선 효능평

가 모델에 적용하여 간 기능 개선 효능을 평가하였다. ICR

mice에 먼저 8일간 경구로 GR0F0와 GR6F4를 투여하였다. 경

구 투여 기간 동안의 체중변화 및 식이효율을 살펴본 결과, 실

험군 모두 시간에 따른 체중이 일정하게 증가하여 GR0F0나

GR6F4에 의한 독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혈청의 ALT, AST 활성도를 검사한 결과, 혈청 ALT의 경우

대조군에 비해 GR0F0 투여군, GR6F4 투여군 모두 적게 발현

되었다. 특히, GR6F4 투여군에서는 ALT 수치가 정상군과 비

슷한 정도로 감소하였다.

혈청 AST의 경우 GR0F0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적게 발

현되었으나 유의성은 없었고, GR6F4 투여군에서는 유의성 있

게 적은 발현을 보였다. 이를 통해 천마 및 증숙발효 천마의 간

기능 개선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인 ROS를 혈청에서 측정한 결과,

GR0F0 투여군은 대조군에 비해 적게 나타났으나 유의성은 없

었고, GR6F4 투여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적게 발현되었다. 간

조직에서의 ROS는 GR0F0 투여군과 GR6F4 투여군에서 대조

군에 비해 모두 유의성 있게 적게 발현하였다.

간 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AP-1을 측정한 결과,

AP-1의 발현은 대조군에 비해 GR0F0 투여군과 GR6F4 투여군

에서 모두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으며 특히 GR6F4 투여군에서

는 정상군과 비슷한 수준의 AP-1이 측정되었다.

반면, NF-κB p65의 발현에서는 대조군에 비해 GR0F0 투여

군, GR6F4 투여군 모두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이지 않았다. 이

로 보아 천마의 항염증의 기전이 전사인자 AP-1의 발현에 관

여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COX-2와 iNOS에서는 GR0F0 투여군 및 GR6F4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하여 적게 발현되었다. 특히 GR6F4 투여군에서는

정상군 수준의 COX-2, iNOS의 발현을 보였다.

TNF-α 발현의 경우, GR6F4 투여군에서만 대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고 GR0F0 투여군은 TNF-α의 발현 대

조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이를 통해 천마

와 발효 증숙발효천마는 전사인자 AP-1의 신호전달체계를 억제

함으로써 iNOS, COX-2와 TNF-α의 발현이 적게 나타나는 것

으로 판단할 수 있었다. 

실험종료 후, 간 조직을 적출한 후, 광학 현미경 하에서 각

각의 조직을 살펴본 결과, 대조군에 비해 GR0F0 투여군과

GR6F4 투여군에서 혈관주위의 염증이 적게 발견되었고, 핵이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로 볼 때 LPS에 의해 유발된 간세포손상에서 천

마와 증숙발효 천마 투여군 모두에서 항산화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천마와 증숙발효 천마는 LPS로 생성되는 산화인자를

억제하여 간세포 손상을 예방하는 것으로 사료되며 천마에 비

하여 증숙발효 천마가 보다 양호한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는 향후 천마의 발효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함께 기존

천마의 효능에 따른 발효 천마의 연구 또한 필요할 것으로 사

료된다.

Fig. 8 Effect of GR0F0, GR6F4 on The Histopathological Change Liver Tissues of LPS-treated Mice. Liver tissues were stained with H&E (Original

magnification ×200). (A) Normal mice, (B) Vehicle treated LPS mice, (C) Fed GR0F0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D) Fed GR6 F4

200 mg/kg following LPS-treated m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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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 록

 본 연구의 목적은 증숙 및 발효과정을 거친 천마추출물이 LPS

로 유도된 간 손상에 미치는 효능을 평가하고자 하였다. 증숙

횟수 및 발효균을 달리한 25가지 시료 중 DPPH와 ABTS 라

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여 생 천마(GR0F0)와 6회 증숙한 후,

Saccharomyces cerevisiae균으로 발효한 GR6F4간의 비교실험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마우스는 6마리씩 4그룹(정상군, 대

조군, GR0F0 투여군, GR6F4투여군)으로 나누어 실험을 진행하

였다. LPS를 투여하기 전, 각 시료를 200 mg/kg/day로 8일간

경구 투여하였으며, 간 손상을 유발하기 위하여 LPS를 20 mg/

kg로 복강투여하였다. 혈액에서 AST, ALT를 측정한 결과, 대

조군에서 그 수치가 증가하였고, GR6F4군에서 감소하였을 뿐

아니라, 혈액 및 간에서 측정한 ROS 수치 또한 유의하게 감소

하였다. 간조직에서 AP-1, COX-2, TNF-α와 INOS를 측정한

결과, GR0F0 또한 감소하였으나, 증숙 및 발효과정을 거친

GR6F4군에서 더욱 큰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들은 GR6F4의 뛰어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증명하며,

그러므로 증숙 및 발효과정을 거친 천마는 간 손상에 보호효과

가 있다고 보여진다.

Keywords 간손상·발효·천마·항산화·항염증·

Lipopolysacchar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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