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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Background and objectives : Soeumin Bojungykgi-tang (seBYTE) has been used to supplement qi in Korean 

medicine. It has been demonstrated to possess various biological functions such as anti-cancer, anti-aging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The present study evaluated the protective roles of seBYTE in hepatotoxic in vitro and in 
vivo model. 

Methods : To investigate cytoprotective effect of seBYTE, HepG2 cells were pretreated with seBYTE and then 
subsequently exposed to 10 ㎛ AA for 12 h, followed by 5 ㎛ iron. Cell viability was examined by MTT assay, 
and expression of apoptosis-related proteins was evaluated by immunoblot analysis. For responsible molecular 
mechanisms, ROS production, GSH contents, and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were measured. In addition, 
hepatoprotective effect of seBYTE in vivo was assessed in CCl4-induced animal model. 

Results : seBYTE prevented AA + iron-induced cytotoxicity in concentration dependent manner. In addition, ROS 
production, GSH depletion, and mitochondrial dysfunction induced by AA + iron were significantly reduced by 
seBYTE pretreatment. Furthermore, seBYTE recovered expression of the pro-apoptotic proteins such as PARP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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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aspase-3. In animal experiment, plasma ALT and AST levels were significantly elevated in CCl4 treatment, but 
seBYTE significantly decreased the ALT and AST levels. Moreover, seBYTE alleviated the numbers of histological 
activity index, percentages of degenerative regions, degenerated hepatocytes, infiltrated inflammatory cells, 
nitrotyrosine- and 4-hydroxynonenal-positive cells in liver. 

Conclusions : These results showed that hepatoprotective effect of seBYTE against on CCl4-induced hepatic damages 
is partly due to antioxidative and anti-apoptotic process.

Ⅰ. 緖論1)

  일반적으로 산소를 사용하는 생체의 에너지 생산과
정에서는 superoxide radical, hydrogen peroxide, 
hydroxyl radical, singlet oxygen 등의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되며, 이러
한 ROS는 체내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등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거되어 체내 항
상성을 유지한다1). 그러나 과다한 ROS의 생성 또는 
체내 항산화능 저하로 인하여 이러한 항상성이 파괴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가 유발되고2), 
산화적 스트레스는 DNA, proteins, lipids에 광범위
한 손상을 유도하여, 종양, 치매 등을 비롯한 다양한 
질환을 유도하게 된다3).
  간은 albumin 및 담즙을 생산하며, 소장에서 흡수
된 영양소의 처리와 저장에 주된 역할을 하고, 특정 
신체 내 배설물과 이물질을 파괴 및 제거한다. 또한 
간은 물질대사가 활발한 장기로 대사의 결과물인 대
사체들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많은 영향을 받는
다4). 간에서의 과다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간염, 간섬
유화, 간경화, 간암 등의 간장질환과 밀접하게 관련
되어 있다5). 
  少陰人補中益氣湯은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 收
載된 方劑로, 李東垣 <脾胃論>의 補中益氣湯에 柴胡
와 升麻를 제거하고, 藿香과 蘇葉을 가하고, 人蔘과 
黃芪를 증량한 方劑이다. 東醫壽世保元의 少陰人腎受
熱表熱病論에서는 發熱惡寒而有汗의 亡陽初證에 黃芪
桂枝湯, 補中益氣湯, 升陽益氣湯 등을 사용할 수 있
으며, 少陰人 泛論에서는 陽明太陽之危者에 獨蔘八物
湯, 補中益氣湯 등을 사용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다
6,7).

  소음인보중익기탕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소음인
보중익기탕의 적응증 확장 연구로서 人蔘黃芪湯의 주
치와 효능이 제시되었으며8), 소음인보중익기탕이 alloxan
으로 유도된 당뇨모델에서 혈당강하작용 및 항산화작
용을 나타내며, 이러한 효과는 보중익기탕의 藿香-蘇
葉보다 이를 제외한 補氣血藥과 연관되어 있음이 보
고되었다9,10). 또한 소음인보중익기탕은 mice의 적출
회장에서의 이완효과를 나타냄이 보고되었고11), 항암
작용을 가지며 또한 항암제 cyclophosphamide에 의
한 부작용을 감소시킴이 보고되었다12,13). 소음인보중
익기탕의 항산화, 항암효능이 다수 보고되었으나, 항
산화효능을 기반으로 한 후속 연구는 미흡한 편이며, 
특히 소음인보중익기탕의 간세포보호작용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보중익기탕이 항산화
작용을 가진다는 이전의 연구에 근거하여, 소음인보
중익기탕의 항산화효과를 중심으로 in vitro 연구로
서 HepG2 cell에 아라키도닉산 (AA; arachidonic 
acid)과 철 (iron)을 병용 처리하여 산화적 스트레스
를 유발하고, 또한 in vivo 모델로서 CCl4를 투여하
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동물모델에서 간세포보
호효과를 평가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소음인보중익기탕 (seBYTE)의 제조
  소음인보중익기탕의 구성 약재는 대원약업사 (Daegu, 
Korea)에서 구입하였으며, 소음인보중익기탕 10첩 분량 
397.5 g을 4 L의 물로 3시간 탕전하고, 거즈로 1차 
여과한 뒤, 0.2 ㎛ 필터 (Nalgene, New York, 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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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A)로 필터링하였다. 여과한 여액을 rotary evaporator 
(EYELA, Tokyo, Japan)로 감압 농축한 후, ultra-low 
temperature freezer (Nihon freezer, Japan)에서 
동결하고, 동결된 추출물을 동결건조기 (Labconco, 
USA)로 동결건조하여 28.74 g (수율 17.23 %)의 소
음인보중익기탕 추출물(seBYTE; Soeumin Bojungykgi-tang 
Extract)을 얻었다. 동결건조시료는 실험기간 동안 –
20℃에 보관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of Soeumin Bojungykgi-tang 

Used in This Study
本草名 生藥名 用量(g)
人蔘 Ginseng Radix 11.25
黃芪 Astragali Radix 11.25

炙甘草 Glycyrrhizae Radix 3.75
白朮 Atractylodis Macrocephalae Rhizoam 3.75
當歸 Angelicae Sinensis Radix 3.75
陳皮 Citri Reticulatae Pericarpium 3.75
藿香 Pogostemonis Herba 1.125
蘇葉 Perillae Folium 1.125
Total amount 39.75

2. 시약 
  Fetal bovine serum (FBS)과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은 Life Technologies (Gaithersburg, 
MD, USA)와 BioWhittaker (Walkersville, MD, USA)로
부터 구입하였고, streptomycin 및 penicillin은 Gibco/BRL 
(Eggenstein, Germany)에서 구입하였다. Arachidonic 
acid (AA)와 rhodamine 123은 Calbiochem (Santa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였고,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와 ferric nitrilotriacetate 
acid (Fe-NTA), 3-(4,5-dimethylthiazol-2-yl)-2, 
5-diphenyltetrazoleum (MTT)는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HRP-conjugated anti-mouse 
IgG, HRP-conjugated anti-rabbit IgG, pro-caspase-3 
항체는 Cell Signaling Technology (Beverely, MA,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oly (ADP ribose) polymerase 
(PARP)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Anti-nitrotyrosine 
polyclonal antibody는 Millipore Corporation (Temecula, 
CA, USA)에서, anti-4-Hydroxynonenal polyclonal 
antibody는 Abcam (Cambridge, UK)에서 구입하였
으며, Vectastain Elite ABC kit와 Peroxidase 
substrate kit는 Vector Lab (Burlingame, CA, USA)
에서 구입하였다.

3. 세포배양 
  In vitro assay에 사용된 HepG2 cell (human hepatocyte- 
derived cell line)은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Rockville, MD,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DMEM에 
10% FBS와 50 ㎎/㎖ streptomycin, 50 U/㎖ penicillin
을 혼합한 배지를 사용하여 5%의 CO2 및 37℃가 유
지되는 incubator (Sanyo, Japan)에서 배양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세포는 confluence가 80-90%가 유
지되는 경우 실험에 사용하였고, 또한 20회 이하의 
계대배양세포만 사용하였다. HepG2 cell에서 seBYTE
의 간세포보호효과를 평가하기 위하여, 배양 후 FBS가 
제거된 배지에서 24시간 배양한 후, seBYTE를 DMEM배
지에 녹여 처치하고 1시간 후, 10 ㎛ arachidonic acid 
(AA)를 12시간 후, 5 ㎛ iron을 1시간 처치하였다. 
4. 세포생존율 측정 (MTT assay)
  세포생존율을 측정하기 위해 24-well plate의 각 
well당 HepG2 cell을 3×105개로 well당 0.5㎖씩 분
주하여 배양한 후, well내의 세포 confluence가 
80-90%가 되었을 때, FBS를 제거한 배지로만 24시
간 배양하였다. 이후 seBYTE을 최종농도 0, 10, 30, 
100, 300 ㎍/㎖로 처치하고 1시간 후, 10 ㎛ AA를 
12시간, 이후 5 ㎛ iron을 1시간 처치하여 세포생존
율을 측정하였다. seBYTE, AA, iron을 순차적으로 
처치 후 각 well당 MTT (0.5 ㎍/㎖)용액을 가한 후, 
4시간 더 배양하고, 배지를 조심스럽게 제거한 후, 
MTT를 환원시켜 생성된 formazan crystal에 DMSO 
(dimethyl sulfoxide)를 더하여 용해시켰다. 이후 
570 ㎚에서 Titertek Multiskan Automatic ELISA 
multimode reader (Model Infinite 200 PRO, Männedorf, 
Switzerland)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생존율은 
아래와 같이 control cell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 
×

5. Immunoblot Analysis
  단백질의 발현을 알아보기 위해, 6-well plate에 
각 well당 HepG2 cell을 5×105개로 분주하고, 
seBYTE를 전처치하고, 순차적으로 AA 및 iron을 처
치하였다. 처치된 세포에서 전추출액 (whole cell 
lysate)을 추출하기 위하여 20 mM Tris·HCl (pH 7.5), 
10% glycerol, 2 mM sodium pyrophosphate, 1% 
Triton X-100, 137 mM sodium chloride, 1 mM so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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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thovanadate, 25 mM β-glycerophosphate, 1 ㎎/㎖ 
leupeptin, 2 mM EDTA, 1 mM phenyl methyl 
sulfonyl fluoride을 포함하는 buffer를 사용하여 세
포를 용해시켰다. 이 lysate를 15,000 ×g에서 30분
간 원심분리하여 찌꺼기를 제거하고, 세포의 전추출
액으로서 상등액을 얻었다. 상등액을 BCA protein 
assay kit (Piece,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정량하고, 정량화된 lysate을 동일하게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로 크기별로 분리시킨 후, acrylamide gel을 amido 
black으로 염색하여 최종 보정하였다. 보정 후의 용
량으로 다시 SDS-PAGE로 분리한 뒤,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electro-transfer하였
다. 단백질이 전이된 nitrocellulose membrane에 각
각의 항체를 결합시킨 뒤 비특이적 결합을 제거하기 
위해 blocking buffer (0.1% Tween 20와 5% non-fat 
milk을 함유한 PBS 용액)로 1시간 blocking하고, 
ECL® chemiluminescence detection kit (Amersham 
Biosciences, Buckinghamshire, UK)로 각 protein 
band를 발색하였다. 발색 이후 각 단백질의 발현량을 
평가하기 위해 image analyzing system (Ultra-Vilolet 
Products Ltd., Upland, CA, USA)으로 density를 
측정 후 비교하였다. 

6. 세포내 활성산소종 생성량 측정 
  seBYTE의 ROS 소거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전
의 방법14)에 따라 DCFH-DA assay를 실시하였다.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는 cell-permeable non-fluorescent probe로서 
H2O2와 intracellular esterases에 의하여 2′7′
-dichlorofluorescein (DCF)로 바뀌며, 이의 형광강
도를 측정하여 H2O2의 양을 상대적으로 평가한다. 본 
연구에서는 HepG2 cell을 48-well plate에 well 당 
3×105개로 분주하여 배양하고, seBYTE를 100, 300 ㎍/㎖
로 처리하고, 1시간 후 10 ㎛ AA를 12시간 처치하고, 이
후 5 ㎛ iron을 1시간 처치하였다. 이후 10 ㎛ DCFH-DA을 
처치하고 37℃에서 1시간 배양한 뒤,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방법을 통해 측정하
였다. DCFH의 형광강도는 excitation 485㎚와 emission 
530㎚로 Titertek Multiskan Automatic ELISA 
multimode reader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7. Glutathione (GSH) 함량 측정 
  GSH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6-well plate에 각 
well당 HepG2 cell을 5×105개로 분주하고, seBYTE, 
AA 및 iron을 순차적으로 처치하고, well당 500 ㎕의 
metaphosphoric acid를 처치하여 용해한 후, GSH 
detection kit (Oxis International, Portland, OR, 
USA)를 이용하여 405 ㎚의 파장으로 microplate reader 
(Tecan, Huntsville, AL, USA)를 사용하여 측정하
였다.

8.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의 측정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은 이
전의 방법15)에 따라membrane-permeable cationic 
fluorescent 염색약인 Rh123을 이용하여, Partec GmbH 
FACS Calibur flow cytometer (Münster, Germany)로 
측정하였다. seBYTE, AA, iron을 순차적으로 처치
한 HepG2 cell에 막 투과성 형광 염색용액인 Rh123 
0.05 ㎍/㎖을 처치하고, 은박지로 차광하여 1시간 염
색한 후, trypsin을 처치하여 cell을 tube에 회수하
였다. 회수된 세포는 1% FBS를 함유하는 PBS로 세
척하고, 샘플당 10,000개의 세포를 FACS로 분석하
였다. 

9. 실험동물의 사육 및 처치
  In vivo study를 위한 실험동물은 6주령 male ICR 
mouse (25-30 g)를 Samtaco Bio Korea (오산, 한
국)로부터 구입하여 1주일 동안 실험실환경에 적응시
킨 뒤 실험에 사용하였고, 사육실 환경은 습도 50%, 
온도 20-23℃, 12시간 간격으로 light/dark cycle을 
유지하고, 사료 (Nestle Purina Petcare Korea, Seoul, 
Korea)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아무런 처치를 하지 않은 군을 control군으로 하여 
실험하고, 급성 간독성을 유발하기 위하여 corn oil
에 녹인 CCl4를 0.5 ㎖/㎏로 처치하여 간독성을 유발
하였다. CCl4로 간독성을 유발하기 전 3일 동안 seBYTE
를 300 ㎎/㎏과 1,000 ㎎/㎏로 투여하고 CCl4를 처
치한 군을 각각 seBYTE 300, seBYTE 1,000군으로 
하였고, seBYTE만 1,000 ㎎/㎏처치한 군을 seBYTE 
alone으로 하였으며 (Table 2), 각 군의 실험동물 수
는 5마리로 하였다. 혈액 및 간조직 샘플은 CCl4 처
리 24시간 후 채취하여 assay를 실시하였다. 동물실
험은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 (IACUC)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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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정에 따라 윤리위원회의 승인 (DHU2016-097)을 
획득한 후 시행하였다.
Table 2. Animal Group of This Study

Group CCl4 seBYTE 300 ㎎/㎏ seBYTE 1000 ㎎/㎏
Control - - -

seBYTE alone - - +
CCl4 + - -

seBYTE 300 + + -
seBYTE 1000 + - +

10. 혈액생화학적 검사
  처치가 종료된 실험동물을 ethyl ether로 마취한 뒤, 
복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고, 이를 3,000 ×g, 4℃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해 상등액의 혈청을 얻었다. 
혈청 중 alanine aminotransferase (ALT)와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는 Analysis kits (Pointe 
Scientific Inc., Canton, MI, USA)를 사용하였고, 
Automated blood chemistry analyzer (Photometer 
5010, Robert Riele GmbH & Co KG, Berlin, 
Germany)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11. 조직학적 평가
  Control, CCl4, CCl4와 seBYTE 300 및 1,000 ㎎/㎏ 
투여군, seBYTE 1,000 ㎎/㎏ 단독 투여군의 간 실질
조직의 일부를 채취하여, 10% neutral formalin에 고정
시킨 후 일반적인 방법으로 탈수 와 파라핀 포매를 실시
하고, 3~4 ㎛의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eosin 염색
을 실시한 다음 광학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으며, 또
한 간 실질조직에서 nitrotyrosine (NT) 및 4-hydroxynonenal 
(4-HNE) 면역반응세포의 변화를 면역조직화학적으
로 각각 관찰하였다. 즉, 간조직의 손상 정도를 간세
포의 apoptosis, confluent necrosis 및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를 기준으로 하는 modified histological 
activity index (HAI) semiquantative histopathological 
scoring system을 이용하여, 최대 10점을 기준으로 
평가하였으며 (Table 3), 간 실질 중 변성부위의 비율 
(%/㎜2), 변성 간세포의 수 (cells/1,000 hepatocytes) 
및 침윤 염증세포의 수 (cells/㎜2)를 현미경 시야에서 자
동영상분석장치 (i Solution FL ver 9.1, IMT i-solution 
Inc., Vancouver, Quebec, Canada)를 이용하여 각
각 평가하였고, 1,000개의 간세포 중 세포질의 20% 
이상이 NT 및 4-HNE 에 면역 염색된 양성 면역반응
세포의 수적 변화 역시 각각 관찰하였다.

Table 3. Modified HAI Grading: Inflammatory 
Scores Used in This Study

A. Confluent necrosis
  Absent
  Focal confluent necrosis
  Zone 3 necrosis in some areas 
  Zone 3 necrosis in most areas 
  Zone 3 necrosis + occasional 

portal-central bridging 
  Zone 3 necrosis + multiple 

portal-central bridging 
  Panacinar or multiacinar necrosis 

0
1
2
3
4
5
6

B. Focal (spotty) lytic necrosis, apoptosis 
and focal inflammation
  Absent
  One focus or less per 10× objective 
  Two to four foci per 10× objective 
  Five to ten foci per 10× objective 
  More than ten foci per 10× objective 

0
1
2
3
4

 HAI grading scores = A + B
 Possible maximum total scores = 10
 Modified from the method described by Ishak et al16).
12. 간조직에서 pro-caspase-3 단백질 발현 측정
  seBYTE과 CCl4를 순차적으로 처치하고, CCl4 처리
후 24시간에 간조직을 채취하여 assay를 실시하였다. 채
취한 간조직 0.1 g에 1 ㎖의 total lysis buffer를 넣
고 균질화한 후 4℃에서 20분 동안 15,000 ×g로 원
심분리하여 상층액을 얻고, 이 상층액을 bicinchoninic 
acid assay로 정량해 실험에 사용하였다. 정량화된 protein 
20 µg을 10% sodium dodecyl sulfate 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로 전기영동한 후 NC paper로 
단백질을 전이시켰다. NC paper를 pro-caspase-3 
antibody에 반응시킨 후 2차 항체로 반응시킨 후 
ECL kit (Amersham Biosciences Corp., Piscataway, 
NJ, USA)로 pro-caspase-3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13. 통계적 검증
  실험 결과는 mean ± SD로 나타내었고, 처치군 
사이의 통계적 유의성은 one way ANOVA로 검정하
였다 (p<0.05 또는 p<0.01). 사후검정은 등분산 가정
이 성립 하였을 때에는 Least-significant difference 
multi-comparison (LSD) test (in vivo study)와 
Tukey HSD test (in vitro study)를 이용하였고, 등
분산 가정이 성립하지 않았을 때에는 Mann-Whitney U 



대한한의학 방제학회지 제25권 제4호 (2017년11월)
Herb. Formula Sci. 2017;25(4):509~526

514

(MW) (in vivo study) test와 Tamhane test (in vitro 
study)를 실시하였다. 

Ⅲ. 실험결과
1. seBYTE 의 AA + iron 으로 유도된 세포독성 및 세

포자멸사 억제효과
  seBYTE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MTT assay로 
세포생존율을 평가하였다. seBYTE를 10, 30, 100, 
300 ㎍/㎖의 농도로 24시간 처리한 결과 control군
의 세포생존율 100.00 ± 1.66에 비교하여, seBYTE 
10, 30, 100, 300 ㎍/㎖처리군에서는 각각 105.18 ± 2.16, 
103.74 ± 3.61, 105.78 ± 1.88, 103.92 ± 3.35로 
유의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Fig. 1A).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seBYTE 10, 30, 100, 
300 ㎍/㎖을 1시간 전처치한 후, 10 ㎛의 AA를 12시
간 처리한 후, 5 ㎛의 iron을 처치한 후, seBYTE의 
세포독성 억제효과를 평가하였다. 연구결과 control군의 
세포생존율 100.00 ± 6.24에 비교하여, AA + iron

처리군은 17.87 ± 0.84로서 유의한 세포독성을 나타
내었다. 그러나 이러한 AA + iron의 세포독성은 
seBYTE 100, 300 ㎍/㎖군에서 각각 32.72 ± 0.43, 
99.51 ± 5.22로 유의하게 세포독성이 억제되었다 (Fig. 1B).
  AA와 iron의 병용처치로 유도되는 산화적 스트레
스는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는 보고가 다수의 연구를 
통해 입증되었다17). 따라서 seBYTE가 AA + iron으
로 유도된 세포자멸사를 억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
였다. PARP의 발현은 AA + iron처리군이 0.71 ± 0.06
이었으며, seBYTE 100과 300 ㎍/㎖에서 각각 0.99 ± 0.08, 
1.06 ± 0.14배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Fig. 1C and D), 
pro-caspase-3의 발현은 AA + iron처리군이 0.76 ± 0.02배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seBYTE 100과 300 ㎍/㎖에
서 각각 0.83 ± 0.01, 1.11 ± 0.12배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 1C and E) 
  이러한 결과는 seBYTE가 AA + iron으로 유도되
는 세포독성을 억제하고, 이러한 세포독성의 억제에
는 세포자멸사의 억제가 관여됨을 나타낸다.

(A) (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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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E)

Fig. 1. The effect of seBYTE on AA + iron-induced cell death. 
        The effect of seBYTE on cell viability were assessed using MTT assay. (A) HepG2 cells were 

incubated in 10, 30, 100, 300 ㎍/㎖ of seBYTE alone for 24 h. (B) HepG2 cells were incubated in 10, 
30, 100, 300 ㎍/㎖ of seBYTE for 1h and were continuously incubated with 10 ㎛ arachidonic acid 
(AA) for 12 h, followed by treatment of 5㎛ iron for 1 h. (C) Immunoblottings of apoptosis-related 
proteins. Immunoblot analyses were performed on the lysates of HepG2 cells that had been incubated 
with 100 and 300 ㎍/㎖ seBYTE for 1 h, continuously treated with 10 ㎛ AA for 12 h, and then 
exposed to 5 ㎛ iron for 1 h. Immunoblotting of β-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The relative 
density levels of PARP and pro-caspase-3 protein bands were measured by scanning densitometry (D 
and E).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four replicates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control, ##p<0.01;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AA + iron alone, **p<0.01).

2. seBYTE의 AA + iron으로 유도된 mitochondrial 
dysfunction 억제효과

  AA와 iron의 병용처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
하고,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따라 유발되는 세포
자멸사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손상에 의한 미토
콘드리아 막투과성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증가로 인해 유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도 seBYTE가 AA + iron으로 

유도되는 mitochondrial dysfunction을 억제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였다. 
  RN1 fraction은 AA + iron군에서 16.63 ± 0.96%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나, seBYTE 100과 300 ㎍/㎖에 
의하여 각각 12.03 ± 2.61, 10.22 ± 3.41 (%)로 유
의하게 감소되었다 (Fig. 2). 이러한 결과는 seBYTE가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되는 mitochondrial dysfunction
을 억제함을 나타낸다.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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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2. Protective effect of seBYTE on AA + iron-induced mitochondrial dysfunction.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seBYTE for 1 h, AA (10 ㎛) for 12 h, followed by iron (5 ㎛) 

for 1 h. (A)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permeability. After treatment of seBYTE, AA and 
iron, HepG2 cells were stained with Rhodamin 123 (0.05 ㎍/㎖/well) for 0.5 h and measured 
fluorescence intensity using FACS. AA + iron treated-cells increased the subpopulation of 
RN1 fraction (low Rho 123 fluorescence), as indicated by the left shift of population. But 
seBYTE reduced the population of RN1 fraction. (B) Relative percentage of RN1 fraction.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four replicates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control, ##p<0.01;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AA + iron alone, **p<0.01).

3. seBYTE의 AA + iron으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
스 억제효과

  seBYTE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AA와 iron
의 병용처치로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 후, H2O2의 농
도를 측정하였다. DCF의 형광강도는 AA + iron에 의하
여 control 대비 5.80 ± 0.32배로 유의하게 증가하였으
며, seBYTE 300 ㎍/㎖에 의하여서는 2.96 ± 0.05배로 
AA + iron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3A).
  또한 AA와 iron의 병용처치에 의해 유도되는 세포자멸

사에는 세포내 환원형 glutathione (GSH)의 고갈을 통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매개됨이 다수 보고되어 있으며19), 
GSH는 독성물질의 배출을 촉진시킴으로써 간손상을 막
아주는 항산화 물질로서20) 세포내 GSH의 고갈은 체내의 
항산화 기전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없게 되고 세포독성을 
유도한다. 연구결과 GSH의 함량은 AA + iron에 의하여 
control 대비 0.53 ± 0.03배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seBYTE 300 ㎍/㎖에 의하여 0.77 ± 0.02배로 AA + 
iron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Fig. 3B). 

(A) (B)

Fig. 3. The effect of seBYTE on Oxidative Stress. 
        HepG2 cells were treated with seBYTE for 1 h, AA (10 ㎛) for 12 h, followed by iron (5 ㎛) 

for 1 h. DCFH-DA (10 ㎛) was added 0.5 h after iron treatment. DCF fluorescence was measured by 
automated microplate reader (A). For the GSH contents metaphosphoric acid (500 ㎕/well) was 
added after iron treatment. GSH contents were measured by automated microplate reader at 405 ㎚ 
wavelength.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four replicates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vehicle-treated control, ##p<0.01; significant as compared with AA + iron alone, *p<0.05,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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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seBYTE의 CCl4에 의한 간손상 억제효과
  일반적으로 간손상이 발생하면 다량의 AST, ALT, 
LDH 등이 혈중으로 분비되며21), ALT는 간손상에서 
민감하게 증가하므로 AST와 함께 간손상의 유력한 
지표로 활용되고 있다22). 사염화탄소(CCl4)는 간조직
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는 간세포 손상과 
간조직 괴사를 동반하는 염증성 간질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연구 결과 ALT에서 정상군 및 seBYTE 단독처치군
은 각각 6.00 ± 0.71, 6.60 ± 0.24 (IU/㎖)로서 두 
군 모두 within normal limit (WNL)이었으며, CCl4 
투여군은 570.60 ± 60.38 IU/㎖로 control 대비 유

의한 간손상을 유발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ALT의 증
가는 seBYTE 300과 1,000 ㎎/㎏ 투여군에서는 각각 
271.20 ± 87.78, 222.60 ± 52.08 (IU/㎖)으로 
CCl4 투여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4A). 
또한 AST에서는 정상군 및 seBYTE 단독처치군이 각
각 10.20 ± 0.20, 8.20 ± 0.49 (IU/㎖)로서 WNL
이었으며, CCl4 투여군은 858.60 ± 49.71 IU/㎖로 
control 대비 유의한 간손상을 유발하였다. seBYTE 
300 ㎎/㎏에서는 635.25 ± 188.01로 CCl4 투여군에 
비하여 감소하였으나, 통계적 유의성은 없었으며, 
seBYTE 1,000 ㎎/㎏ 투여군에서는 576.80 ± 87.29 IU/㎖
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Fig. 4B). 

(A) (B)

Fig. 4. Effects of seBYTE on CCl4-induced liver injury.
        Mice were treated were orally pretreated with 300 and 1,000 ㎎/㎏ seBYTE for 3 days followed 

by a single injection of CCl4 (0.5 ㎖/㎏, ip). The (A)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B)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ctivities were monitored in the plasma of mice using Analysis kits 
and Automated blood chemistry analyzer. Values represent mean ± SD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vehicle-treated control, ##p<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Cl4, *p<0.05, **p<0.01). 

5. seBYTE의 CCl4에 의한 조직학적 간손상 억제효과
  CCl4에 의한 급성 간독성에 대한 seBYTE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조직학적 평가를 시행하였다. 본 연구
에서는 HAI score, 간실질 부위 중의 변성비율 (%/㎜2 

of hepatic parenchyma), 변성 간실질세포의 수 (cells/1,000 
hepatocytes) 및 침윤 염증세포의 수 (cells/㎜2of hepatic 
parenchyma)를 평가하였다.
  HAI score에서 control은 0.40 ± 0.55이었으며, 
CCl4에 의해 7.80 ± 0.84로 control 대비 유의하게 
증가되었으며, 이러한 HAI score의 증가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각각 4.40 ± 0.55, 3.80 ± 0.84
로 CCl4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간실질 부위 
중의 변성비율은 control에서는 2.46 ± 2.28 %/㎜2를 
나타내었으며, CCl4에 의해서는 77.79 ± 11.76 %/㎜2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간 변성율의 
증가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각각 
47.33 ± 6.03, 42.64 ± 8.64 (%/㎜2)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변성된 간실질세포의 수 또한 control에
서는 29.40 ± 16.26 개를 나타내었으며, CCl4에 의
해서는 796.60 ± 130.99 개로 유의하게 증가되었
다. 그러나 이러한 변성 간실질세포의 수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각각 487.40 ± 64.07, 
429.20 ± 110.32 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염증세
포의 침윤 수는 control에서는 27.40 ± 10.38 개를 
나타내었으며, CCl4에 의해서는 279.60 ± 38.66 개
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침윤 염증세
포의 증가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각
각 122.00 ± 33.41, 89.00 ± 12.25 개로 유의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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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였다. seBYTE 1,000 ㎎/㎏ 단독 처치군은 
HAI score, 간실질 부위 중 변성비율, 변성 간세포의 

수 및 침윤 염증세포의 수에서 control과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5, Table 4).

Fig. 5. Representative general histopathogical profiles of the hepatic tissues, taken from intact or 
acute CCl4-treated mouse with/without seBYTE administration. 

        Note that degenerative changes on the hepatic tissues–centrolobular necrosis including 
ballooning of hepatocytes, deposit of lipid droplets in hepatocytes (fatty changed cells), and 
infiltration of inflammatory cells were detected at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 in the lateral 
lobes, respectively. However, these CCl4 treatment-related acute hepatic damages were 
significantly and dose-dependently inhibited by additional treatment of seBYTE 300 and 
1,000 ㎎/㎏ as compared with CCl4.         A = Control mice, B = seBYTE 1,000 ㎎/㎏ mice, C = CCl4 treated mice, D = CCl4 with 
seBYTE 300 ㎎/㎏ treated mice, E = CCl4 with seBYTE 1,000 ㎎/㎏ treated mice. HAI = 
Histological activity index, CV = Central vein, PT = Portal triad regions. 

        All Hematoxylin-eosin stain. Scale bars = 120 ㎛. 
Table. 4 General Histomorphometrical Analysis of Mouse Hepatic Tissues 

Groups
 

Index

General histomorphometry
Histological 

Activity Index
(Scores; Max = 10)

Percentages of 
degenerative 

regions (%/㎜2)

Numbers of 
degenerative 
hepatocytes 

(cells/1000 hepatocytes)

Numbers of 
inflammatory cells 
infiltrated(cells/㎜2)

Control 0.40 ± 0.55 2.46 ± 2.28 29.40 ± 16.26 27.40 ± 10.38
seBYTE 1,000 ㎎/㎏ 0.40 ± 0.55 2.30 ± 1.87 27.00 ± 12.78 25.80 ± 11.01

CCl4 7.80 ± 0.84a 77.79 ± 11.76c 796.60 ± 130.99c 279.60 ± 38.66c
CCl4 + 300 ㎎/㎏ 4.40 ± 0.55ab 47.33 ± 6.03cd 487.40 ± 64.07cd 122.00 ± 33.41cd
CCl4 + 1,000 ㎎/㎏ 3.80 ± 0.84ab 42.64 ± 8.64cd 429.20 ± 110.32cd 89.00 ± 12.25cd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five histological fields.
 a p<0.01 as compared with intact vehicle control by LSD test c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by MWtest
 b p<0.01 as compared with CCl4 control by LSD test dp<0.01 as compared with CCl4 by MWtest



지선영 외 9인 : 산화적 스트레스로 유도된 간손상에 대한 소음인보중익기탕 열수추출물의 간세포보호효과Jee et al., The Protective Activity of Soeumin Bojungykgi-tang Water Extract Against Oxidative Stress-induced Hepato-Toxicity

519

8. CCl4로 유도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seBYTE의 
간세포보호효과

  CCl4는 간조직 내에서 cytochrome P450 2E1에 의
해 대사되는 과정에서 미토콘드리아 막 및 세포막 투
과성의 변화와 활성 산소 생성의 증가를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nitrotyrosine (NT)의 형성과 
4-hydroxynonenal (4-HNE)의 형성을 증가시킨다24).
  NT 양성세포의 수는 control에서 7.60 ± 5.94 개이었
으며, CCl4에서는 651.00 ± 62.55 개로 유의하게 증가
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NT 양성세포의 증가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각각 409.40 ± 77.33, 
319.20 ± 69.53 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HNE 양
성세포의 수는 control에서 4.80 ± 2.28 개이었으며, 
CCl4에서는 741.00 ± 69.93 개로 유의하게 증가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4-HNE 양성세포의 증가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각각 429.20 ± 68.48, 
339.20 ± 76.09 개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seBYTE 
1,000 ㎎/㎏ 단독 처치군은 NT 및 4-HNE 양성세포의 
수가 각각 5.40 ± 4.56, 5.00 ± 3.39개로서 control과 
비교하여 유의한 변화를 나타내지 않았다 (Fig. 6, Table 5).

Fig. 6. Representative NT and 4-HNE immunoreactivities of the hepatic tissues, taken from intact or 
acute CCl4-treated mouse with/without seBYTE administration. 

        Marked and significant increases of NT and 4-HNE immunoreactive cells were observed in 
CCl4 as compared with control, but they were also significantly and dose-dependently reduced 
by additional treatment of seBYTE 300 and 1,000 ㎎/㎏ as compared with CCl4, in this 
histopathological experiment. No significant changes on the hepatic NT and 4-HNE immunolabeled 
cell numbers were demonstrated in seBYTE 1,000 ㎎/㎏ treated mice as compared with those 
of control, in the current immunohistochemistrical measurement. 

        A = Control mice, B = seBYTE 1,000 ㎎/㎏ mice, C = CCl4 treated mice, D = CCl4 with seBYTE 
300 ㎎/㎏ treated mice, E = CCl4 with seBYTE 1,000 ㎎/㎏ treated mice. HAI = Histological 
activity index, CV = Central vein, PT = Portal triad regions. 

        CV = Central vein, NT = Nitrotyrosine, 4-HNE = 4-Hydroxynonenal.
        Immunoreactive cells were stained by avidin-biotin-peroxidase methods. 
        Scale bars = 1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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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Immunohistochemistrical-Histomorphometrical Analysis of Mouse Hepatic Tissues
Groups

Index
Positive cells by immunohistochemistry (cells/1000 hepatocytes)

Nitrotyrosine 4-Hydroxynonenal
Control 7.60 ± 5.94 4.80 ± 2.28

seBYTE 1,000 ㎎/㎏ 5.40 ± 4.56 5.00 ± 3.39
CCl4 651.00 ± 62.55a 741.00 ± 69.93a

CCl4 + 300 ㎎/㎏ 409.40 ± 77.33ab 429.20 ± 68.48ab
CCl4 + 1,000 ㎎/㎏ 319.20 ± 69.53ab 339.20 ± 76.09ab

 Values are expressed as mean ± SD of five histological fields
 a p<0.01 as compared with control by MW test, b p<0.01 as compared with CCl4 by MW test 

9. CCl4로 유도된 간세포자멸사에 미치는 seBYTE의 효과
  CCl4로 유도된 급성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세포자멸
사에 미치는 seBYTE의 효과를 평가하였다. Immunoblot 
analysis를 통해 pro-caspase-3의 양을 측정한 결과, 
CCl4에 의해 유도된 pro-caspase-3의 발현은 control

에 비교하여 감소를 나타내었다 (Fig. 7). 그러나 이
러한 감소는 in vitro의 결과와 유사하게 1,000 ㎎/㎏의 
seBYTE 전처리에 의해 현저히 증가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7. The effect of seBYTE on apoptosis marker protein in CCl4-induced liver damage.
        Pro-caspase-3 level was observed in mice treated with CCl4 +/- seBYTE (300 and 1,000 ㎎/㎏ 

for 4 days) treatment. Immunoblot assessed in the liver samples, which were obtained 24 
after CCl4 treatment. β-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Ⅳ. 고찰
  소음인보중익기탕은 李濟馬의 <東醫壽世保元>에 收
載된 方劑로, 李東垣 <脾胃論>의 보중익기탕중 柴胡
와 升麻를 藿香과 蘇葉으로 바꾸고, 人蔘과 黃芪를 
증량한 方劑이다6,7). 
  <脾胃論>의 보중익기탕에 대한 연구로는 methotrexate로 유
도된 면역저하모델에서 면역세포의 증가25), elevated 
plus-maze test를 이용한 동물모델에서의 항불안효
과26), 방사선 조사에 대한 세포보호효과 및 항암효과
21), cyclophosphamide에 의한 부작용감소효과10,11), 
alloxan유도 당뇨모델에서 혈당강하작용9) 및 항산화작용
10), urethane유도 폐암모델에서의 항암효과31), ovalbumin으

로 유도된 알레르기에서 cytokine 및 total IgE 억제
효과32), LPS와 LPS+IFN-γ로 활성화된 in vitro 모
델에서 염증매개물질의 억제효과33) 및 항산화작용을 
통한 항노화작용34) 등 다양한 방면에서 연구가 이루
어졌다. 
  <東醫壽世保元>의 소음인보중익기탕에 대한 연구로
는 소음인보중익기탕의 적응증 확장 연구8), alloxan
으로 유도된 당뇨모델에서의 혈당강하작용 및 항산화
작용9,10), mice의 적출회장에서의 이완효과11), 항스트
레스효과35), 항암작용 및 항암제에 의한 부작용 감소
효과12,13), sodium levothyroxin에 의한 세포성 및 
체액성면역반응저하, 체중저하에 대한 회복효과36), 
세포성, 체액성 면역증가효과 및 NK cell 활성 증가
효과37), 陽虛病證 개선효과 등이 보고되었으나38),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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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까지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간세포보호작용에 대
해서는 보고된 바가 없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소음인보중익기탕 열수추출
물 (seBYTE)이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도되는 간
손상에 대한 세포보호효과를 평가하였다. In vitro 
모델로서는 HepG2 세포주에 AA + iron을 처치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seBYTE의 간세포보호효
과를 평가하였고, in vivo 모델에서는 CCl4에 의해 
유발되는 급성 간손상에 대한 seBYTE의 세포보호효
과를 관찰하였다. 
  인체는 에너지 생산과정에서 필연적으로 활성산소
종 (ROS)을 생성하며, 과잉 생성된 ROS는 체내 항
산화시스템에 의하여 적절하게 제거된다1). 그러나 
ROS의 과다한 생성 또는 체내 항산화능이 저하되면 
ROS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한다2). 또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독성으로 인한 세포자멸사 외에도 염
증 매개물질의 유리를 통해 조직손상을 유발하여 급
만성 간질환의 주요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9). 과도하게 형성된 ROS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
하여 phospolipase A2 (PLA2)를 활성화하여 세포막
의 지방산과 인지질을 인산화시킴으로써 아라키돈산 
(arachidonic acid; AA)을 유리한다40). AA는 
cyclooxygenase-1, -2 또는 peroxidase 등의 
prostaglandin H2 (PGH2) synthase에 PGH2를 유도
하고, 또한 FLAP, Alox5 등의 lipooxygenase에 의해 
leukotriene을 유도하여 염증반응에 관여하고41), 에스테
르화되지 않은 AA (unesterified AA)는 neutral 
sphingomyelinase를 활성화하여 sphingomyelin을 
2차 신호전달자인 ceramide로 전환시키고, ceramide
는 caspase를 활성화하여 세포자멸사를 유도한다
39,40). 
  Iron은 장에서 흡수되어 주로 간에 저장된다. 간에
서 iron은 Fenton반응을 통해 hydroxyl radical을 생성
하는 과정을 촉매하고, hydroxyl radical은 지질과산
화 및 세포내 단백질을 손상시켜 세포독성을 나타낸
다17). 이와 더불어 AA와 iron을 HepG2 세포에 병용 
처치하였을 때 산화적 스트레스를 매개로한 세포자멸
사가 증가되는 것이 보고되었으며42), 만성 간염, 간
경화, 용혈성 간독성과 같은 병리상태에서는 간조직 
내 비정상적 iron의 축적으로 인해 AA를 포함한 염
증매개인자의 유리가 촉진된다는 것이 보고되었다43). 
  또한 대표적인 간독성 유발물질인 CCl4는 cytochrome 

(CYP) 2E1, CYP2B1, CYP2B2 또는 CYP3A에 의하
여 trichloromethyl radical (CCl3۰)을 형성하고, CCl3۰는 
세포내 nucleic acid, protein, lipid 등의 분자들과 
결합하여 지방대사 등에 핵심적 손상을 유도하여 지
방변성을 통한 steatosis를 초래하고, DNA 손상을 
유도하므로 간암의 개시자로서 인식되고 있다44). 그리고 
CCl3۰는 O2와 반응하여 고반응성의 trichloromethylperoxy 
radical (CCl3OO۰)을 형성하고, CCl3OO۰는 세포막의 인
지질을 공격 및 파괴하여 지질의 과산화를 유발한다. 
이러한 지질의 과산화는 미토콘드리아 막투과성, 
DNA, endoplasmic reticulum, 세포막을 포함하는 
주요 세포구조물에 유독한 영향을 미쳐 간세포의 손
상을 유발한다45).
  먼저 in vitro연구로서, seBYTE의 세포독성을 평
가하였다. seBYTE는 10, 30, 100, 300 ㎍/㎖의 농
도에서 control군의 세포생존율에 비교하여 어떠한 
세포독성도 나타내지 않았으며,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100, 300 ㎍/㎖의 seBYTE는 10 ㎛ AA과 5 ㎛ 
iron을 병용처치한 세포독성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이전의 연구17)에서 AA와 iron의 병용처치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고,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에 따
라 세포자멸사를 유도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
구에서도 세포자멸사와 관련된 full length PARP 단
백질의 발현은 AA + iron에 의하여 control에 비하
여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나, seBYTE 100과 300 ㎍/㎖에 
의하여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pro-caspase-3의 
발현 역시 AA + iron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
고, seBYTE 100과 300 ㎍/㎖에 의하여 유의하게 증가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이전의 연구결과들46)과 동일하
게 AA + iron이 세포자멸사를 경유하는 세포독성을 
유발하고, seBYTE는 AA + iron으로 유도되는 세포
독성을 억제하고, 세포독성의 억제에는 세포자멸사의 
억제가 관여됨을 나타낸다. 이러한 AA와 iron의 병용
처치에 의한 세포자멸사에는 미토콘드리아의 막전위
손상에 의한 미토콘드리아 막투과성 (mitochondrial 
membrane potential; MMP) 증가에서 기인함이 잘 
알려져 있다18). 본 연구에서도 control군은 4.88 ± 
2.07%의 RN1 fraction을 나타내었으나, AA + iron 
병용 처치군에서는 RN1 fraction이 16.63 ± 0.96%
로 유의하게 증가되었고, 이러한 미토콘드리아의 막
전위 손상은 seBYTE 100과 300 ㎍/㎖에 의하여 각
각 12.03 ± 2.61, 10.22 ± 3.41 (%)로 유의하게 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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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eBYTE가 산화적 스트레스
로 유도되는 세포자멸사를 억제함에는 seBYTE의 미토
콘드리아 보호효과가 개재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세포사멸과 mitochondrial dysfunction에는 AA + 
iron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매개되므로, seBYTE의 
항산화능을 평가하였다. 세포내의 ROS를 DCFH-DA로 
H2O2에 의하여 DCF로 산화된 형광강도를 측정한 결
과, AA + iron은 control 대비 5.80 ± 0.32배의 
ROS를 생성하였으며, seBYTE 300 ㎍/㎖에 의하여서는 
2.96 ± 0.05배로 AA + iron에 비교하여 ROS의 생성을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또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ROS
의 과다한 생성뿐만 아니라, 체내 항산화능의 저하에
서도 기인하므로, 세포내 GSH의 함량을 평가하였다. 
GSH는 간손상을 막아주는 항산화 물질로서20) 세포내 
GSH의 고갈은 체내의 항산화 기전을 적절하게 조절
할 수 없게 되고 세포독성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미 이전의 연구19)에서도 AA와 iron의 병용
처치는 세포내 환원형 GSH의 고갈을 통해 산화적 스
트레스가 매개됨이 다수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 
seBYTE 300 ㎍/㎖는 AA + iron에 의해 유도되는 
GSH의 고갈을 유의하게 억제시켰다. 이러한 연구결
과는 seBYTE가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하고, 이로 
말미암아 간세포보호효과를 나타냄을 의미한다. 
  In vitro에서 seBYTE의 항산화 효능을 확인한 후, 
seBYTE의 항산화 효능을 in vivo에서 평가하기 위하
여 사염화탄소(CCl4)로 유도된 급성 간손상모델로 평
가하였다. CCl4는 간조직에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
하여 간조직 괴사와 간세포 손상을 동반하는 염증성 
간질환을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3). 연구 결과 
ALT 및 AST는 정상군 및 seBYTE 단독처치군에서 
모두 정상소견을 나타내었고, CCl4 투여군은 570.60 ± 60.38 
및 858.60 ± 49.71 IU/㎖로 control 대비 유의한 
간손상을 유발하였고, 이러한 급성 간손상 소견은 
seBYTE 300 ㎎/㎏ (ALT) 및 seBYTE 1,000 ㎎/㎏ 
(ALT, AST)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CCl4는 지질 침착을 통하여 간실질세포의 공포화 
및 팽윤을 유도하고, 또한 염증세포의 침윤을 통하여 
중심정맥 부위의 간세포의 괴사를 유도한다47). 본 연
구에서는 HAI score, 간실질 부위의 변성비율, 변성 
간세포의 수 및 침윤 염증세포의 수를 평가하였다. 
CCl4의 처치에 의해 HAI score 및 간실질 부위의 변
성비율, 변성 간세포의 수, 침윤 염증세포의 수는 모

두 control에 비교하여 유의한 간손상을 초래하였으
며, 이러한 증가된 간손상의 지표들은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CCl4에 비교하여 유의하게 감
소하였다.
  Nitrotyrosine (NT)은 peroxynitrite anion, 이산화질
소와 같은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
에 의해 매개되는 tyrosine nitration 화합물로서, 
NT는 세포 손상, 염증 및 NO 생성의 지표로 활용된
다. 일반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는 superoxide (O2-)와 
NO 형성, peroxynitrite (ONOO-)를 유도하며, 생성된 
ONOO-는 lipoprotein을 산화시키고, 또한 단백질의 
tyrosine 잔기를 nitration시킬 수 있다. 따라서 다수
의 연구에서 단백질의 nitrotyrosine을 평가하여 간
접적으로 ONOO- 및 nitrative stress를 평가하는 방
법으로 사용되고 있다24,48). 본 연구에서도 CCl4에 의
해서는 NT 양성세포의 수가 유의하게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RN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간조
직에 유발되었음을 의미하고, 이러한 NT 양성세포의 
수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4-Hydroxynonenal (4-HNE; C9H16O2)은 lipid 
peroxidation에 의해 생성되는 것으로 만성 염증, 퇴
행성 신경계 질환, 호흡기계 질환, 동맥 경화, 당뇨
와 같은 다양한 만성질환이 유발될 조직 내 농도가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4-HNE는 세
포내에서 다양한 신호전달체계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산화적 스트레스 상황하에서는 급격히 증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Cl4의 대사 과정에
서도 다가불포화 지방산의 과산화가 일어나 4-HNE
와 malondialdehyde가 증가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49). 본 연구에서도 CCl4에 의해 4-HNE 양성세포의 
수가 증가하였으며, 이러한 증가는 seBYTE (300, 
1,000 ㎎/㎏)에 의하여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이상의 결과들로부터 seBYTE는 CCl4로 유도된 급
성 간독성에 대해 유의한 세포보호효과를 지닌 것으
로 사료되며, 이러한 seBYTE의 간세포보호효과는 일
부분 항산화효과를 통하여 세포보호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seBYTE의 구성약물인 人蔘, 黃芪, 甘草, 
當歸 등 대부분의 구성약물은 모두 항산화효능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어,50-53), seBYTE의 항산화효능이 
약물간 상승작용으로 나타난 것인지, 아니면 구성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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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중의 특정 약재 또는 특정 약재들간의 상승 효능으
로 도출되었는지는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
으로 판단된다.  

Ⅴ. 결론
  소음인보중익기탕 열수추출물 (seBYTE)의 간독성
에 대한 세포보호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HepG2 세포
주에 arachidonoc acid (AA)와 iron을 병용처치 한 
in vitro 모델과 mouse에 CCl4를 처치한 급성 간손
상 in vivo 모델에서 효능을 관찰한 결과 아래와 같
은 결론을 얻었다.
1. AA + iron은 HepG2 세포에 유의한 세포독성을 나타

내었으나, seBYTE (100, 300 ㎍/㎖)에 의해 세포생
존율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또한 seBYTE 단독으로
는 300 ㎍/㎖의 농도까지 HepG2 세포에 어떠한 
세포독성도 나타내지 않았다.

2. seBYTE는 AA + iron에 의해 발현이 억제된 
pro-caspase-3 및 full length PARP의 발현을 
유도하여 세포자멸사를 억제하였다.

3. AA + iron에 의해 미토콘드리아 막투과성이 유의
하게 증가하였으며, seBYTE (100과 300 ㎍/㎖)에 의하
여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4. seBYTE는 AA + iron에 의해 유도된 hydrogen 
peroxide을 유의하게 억제하였으며, AA + iron에 의
해 감소된 GSH의 함량을 증가시켰다. 

5. CCl4로 유도된 급성 간독성 모델에서 seBYTE는 
혈중 ALT와 AST의 활성을 억제하였으며, HAI 
score, 간실질 부위의 변성비율, 변성 간세포의 수 
및 침윤 염증세포의 수를 억제하였다.

6. CCl4로 유도된 급성 간독성 모델에서 seBYTE는 
농도 의존적으로 간조직 내 4-hydroxynonenal과 
nitrotyrosine 양성세포의 수를 억제하였다. 

7. seBYTE는 CCl4에 의해 유도된 pro-caspase-3의 발
현 감소를 현저히 증가시켰다. 

  이러한 결과는 소음인보중익기탕이 in vivo와 in 
vitro 모델에서 산화적 손상에 대해 세포 보호 효
능이 있음을 나타낸 것으로, 향후 소음인보중익기
탕의 구성 약물, 약물배합에 대한 항산화효능 및 
임상적 연구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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