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흔히 사용되어 왔다.3 사염화탄소 (carbon tetrachloride, CCl4)

는 간섬유증을 유발하는 대표적인 간 독성 물질이다. 경구, 피

하주사 또는 흡입을 통해 주입된 사염화탄소는 소포체 망상

조직에서 cytochrome P-450에 의해 대사되어 trichlormethyl 

radical을 형성해 세포 내 단백질이나 지질 등과 같은 거대분

자와 결합하여 결과적으로 간의 괴사, 지방 침착 등 간 손상을 

유발한다.4 또한 2차적으로는 간의 Kupffer cell을 활성화시켜 

interleukin-6 (IL-6) 및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

α)와 같은 염증 매개인자를 생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왔다.5

예로부터 민간약으로 널리 전래되어 류마티즘, 당뇨, 염증 

서      론

2012년 우리나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만성 간질환과 간암

에 의한 사망률은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10%로 보

고되었다.1 간질환은 간염에서 간경변증에 이르기까지 심각성

의 정도가 다양하고, 피로, 구토, 식욕감퇴, 면역 장애, 비정상

적인 지방 흡수 및 대사 장애, 근육 및 체지방 감소 등과 같이 

증상도 다양하다.2 실험동물 중 흰쥐의 간은 형태학적 및 기능

적으로 사람과 유사하기 때문에 사람의 간 질환 연구 모델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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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his study was conducted in order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
reanum Nakai (AE) against carbon tetrachloride (CCl4)-induced liver injury in rats. Methods: Male Sprague-Dawley ra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four groups in order to receive the following experimental diets with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CCl4 (2.0 mL/kg body weight, 20% solution 0.65 mL) for eight weeks (n = 8 per group): CCl4 control (CON), CCl4 + AE 1% 

(AE1), CCl4 + AE 3% (AE3), or CCl4 + acanthoic acid 0.037%, which is equivalent to AE 3% (AA). Results: Highest serum 

ALT activity and albumin level were observed in the CCL4 control group, but showed a significant decrease by either AE 

or AA supplementation in a dose-dependent manner (p = 0.0063 and 0.0076, respectively). Both hemotoxylin and eosin 

staining and Masson’ s staining indicated remarkable prevention of CCl4-induced liver damage in the AE3 group. TNFα 

and IL-6 production were significantly lowered in the AE treated groups, but not in the AA group (p = 0.0016 and p = 

0.0002, respectively). The effects of AE3 were greater than those of AA for inflammation and liver toxicity biomarkers. Con-
clusion: Taken together, the results suggested that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anum Nakai provided hepa-
toprotective effects, leading to the reduction of inflammatory response. In addition, the effect of AE was superior to that of 

single compound A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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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여러 질환에 사용되어온 오갈피나무는6,7 두릅나무과 (Ar-
aliaceae)에 속하는 낙엽성 활엽관목이다. 세계적으로 오갈피

나무는 600여종이 있으며, 우리나라 자생종으로는 오갈피나

무 (A. sessiliflorus), 섬오갈피나무 (A. koreanum), 지리오갈

피나무 (A. chiicanensis), 가시오갈피나무 (A. senticosus) 등 

15종이 분포하고 있다.8 오갈피나무 추출물에 대한 연구는 

Brekhman 등9,10이 elutheroside B와 E 성분이 항피로작용과 

항스트레스 작용을 갖고 있음을 밝히면서 시작되어, 혈압강하

작용,11 조혈촉진 및 면역기능 증진작용,12 혈중 콜레스테롤 저

하작용13 등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다. 오갈피나무의 뿌리

나 껍질에서 분리 동정된 diterpene류 화합물 acanthoic acid 

(AA)와 (-)-primara-9,11 15-diene-19-oic acid는 산화적 스트

레스와 간세포의 세포사멸을 예방하는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된 바 있다.7,13-16 이러한 다양한 효능을 가진 오갈피에 대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지만, 가시오갈피나무 종을 중심으로 

한 질병 치료 효과에 대한 연구가 대부분이고 섬오갈피에 대

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이에 본 저자들은 연구에서 건강기능식품 분야에서 우리나

라 자생식물에 대한 관심과 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를 반

영하여 섬오갈피나무 추출물을 함유한 식이를 흰쥐에 제공하

면서 D-galactosamine (250 mg/kg body weight)/lipopoly-
saccharide (10 μg/kg body weight)을 경구투여하여 간 손

상을 유도한 이전 연구에서 섬오가피 추출물은 Toll-Like Re-
ceptor 4-dependent cytokine 분비 억제를 통해 항염증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한 바 있다.17 본 연구에서는 저용량의 사염화탄

소를 사용하여 흰 쥐의 간 손상을 유도하면서 섬오갈피 추출

물의 간 손상 보호효과를 조사하였고, 아울러 섬오갈피 추출

물과 섬오갈피 추출물의 주요 활성성분으로 알려진 AA의 단

독효과를 비교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연 구 방 법

시험물질

실험에 사용한 시험물질인 섬오갈피 에탄올 추출물은 재단

법인 제주 테크노파크에서 공급받았다. 5년 이상 된 섬오갈피

의 줄기와 뿌리 (8 : 2)를 70% ethanol을 이용하여 60℃에서 

15시간 동안 추출하였다. 추출물은 동결 건조하여 4℃에서 냉

장 보관하였다. 섬오갈피 추출물은 HPLC를 사용하여 AA 

1.13% 수준으로 표준화하였다. 섬오갈피 추출물의 활성성분

인 AA는 천연물화학(주)(대전, 대한민국)에서 제공받았다. 만

성 간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사용된 사염화탄소는 Oriental 

Chemical Co. (Incheon, Kore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동물 및 식이

6주령의 Sprague-Dawley종 수컷 흰쥐 (200 g)를 G-bio Co. 

(Gyeonggi, Korea)에서 구입하여 일주일간 적응시켰다. 실험

기간 동안 식이와 물은 자유로이 섭취하게 하고, 실내온도는 22 

± 2℃, 습도는 55 ± 5%, 실내조명은 12시간 주기로 명암을 조

절하였다. 실험군은 4개의 군으로 분류하고 각 군당 실험동물

의 수는 8마리로 하였다. 대조군 (CON)은 AIN-93G diet을 

공급하였고, 섬오갈피 추출물 저용량군 (AE1), 섬오갈피 추출

물 고용량군 (AE3) 및 활성성분 AA군 (AA)은 AIN-93G diet

에 섬오갈피 추출물 또는 AA를 첨가하여 8주간 공급하였다 

(Table 1). 섬오갈피 추출물의 수준은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저

용량 (1%) 및 고용량 (3%)으로 결정하였으며, AA의 수준은 고

용량 섬오갈피 추출물에 함유된 AA 함량과 동량 (0.037%)으

로 결정하여 공급하였다. 사염화탄소는 대두유에 녹인 20% 

용액을 2 ml/kg씩 첫 3주는 4회/주, 다음 5주는 3회/주 복강 

내 주사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였다. 본 연구는 이화여대 In-
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IACUC)의 승

인 후 진행되었다 (승인번호: 2011-02-040).

혈액 및 장기 채취

혈액은 실험동물을 zoletil (Virbac animal health, Carros, 

France) 및 rompun (Bayer HealthCare, Toronto, Canada)

로 마취하여 심장에서 채취하였으며, 채취된 혈액은 EDTA가 

처리된 튜브에 넣어 4℃를 유지하며 1,500 g에서 3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장을 분리시킨 후 -80℃에 보관하였다. 간은 적출 

후 생리식염수로 세척하고 여분의 수분을 제거한 후 급속동

결 시켜 분석 시까지 -80℃에서 보관하였다.

간의 병리조직학적 관찰

적출된 간은 즉시 10% formalin액에 충분히 고정한 후 수

세, 탈수, 투명, 침투, 포매과정을 거쳐 paraffin 블록을 제작하

였다. 제작한 블록은 5 μm두께로 절편을 만들어 hematoxy-
lin-eosin (H&E) staining 및 Masson’s trichrome staining을 

시행한 후 광학현미경으로 관찰하였다. 

혈청 생화학적 지표성분 분석

간세포 손상을 측정하기 위해 혈청 분석용 kit (Asan Phar-
maceutical, Seoul, Korea)를 사용하여 aspartate aminotrans-
ferase (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및 albumin 

수준을 측정하였다. AST와 ALT는 505 nm에서 albumin은 630 

nm에서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Inc, Win-
ooski, Vermont, USA)를 사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간 조직의 생화학적 지표성분 분석

간 조직을 마쇄하여 균질화한 후 4℃를 유지하며 24,5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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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상등액을 분석시료로 사용하였다. 

염증지표로는 TNFα 및 IL-6함량을 Rat Elisa kit (R&D sys-
tems, Minneapolis, USA)를 사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항산화 능력을 확인하는 지표로는 항산화 효소인 

superoxide dismutase (SOD)와 catalase (CAT) 활성도를 측

정하였다. Catalase assay kit (Cayman, Ann Arbor, USA)와 

SOD assay kit (Cayman, Ann Arbor, USA)를 사용하여 CAT

는 540 nm 그리고 SOD는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결과는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package 

version 9.2 (SAS Institute, Cary, NY, USA)를 이용하여 분

석하였으며, 평균 ± 표준오차 (S.E.)로 나타내었다. 군간 분석

항목별 차이는 one-way ANOVA를 수행한 후, Duncan’s mul-
tiple range test를 이용하여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 

결      과

혈청 ALT와 AST 활성도 수준의 변화

혈청 ALT와 AST활성도 수준의 변화는 Fig. 1에 나타난 바

와 같다. 혈청 ALT수준은 사염화탄소를 복강 주입한 대조군

에서 가장 높았으나 용량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그러나 AE3군에 함유된 수준과 동량으로 활성성분 AA를 섭

취시킨 결과 사염화탄소 대조군에 비해 혈청 ALT 수준이 유

의적으로 감소하였다 (p = 0.0063)(Fig. 1A). 혈청 AST수준

은 각 시험군 간에 유의한 차이가 없었다 (p = 0.1384, Fig. 1B). 

혈장 albumin 수준은 사염화탄소를 처리한 대조군에 비해 고

용량군인 AE3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p = 0.0076, 

Fig. 1C). 

Table 1. Composition of experimental diets                                                                                                                                  (unit: g/kg diet)

Group1) 
Ingredients CON AE1 AE3 AA

AE or AA 0 10 30 0.37

Cornstarch 397.49 387.49 367.49 397.12

Dextrinized cornstarch 132 132 132 132

Sucrose 100 100 100 100

Casein (＞85% protein) 200 200 200 200

Soybean Oil 70 70 70 70

Fiber 50 50 50 50

Mineral mix2) 35 35 35 35

Vitamin mix3) 10 10 10 10

L-Cystine 3 3 3 3

Choline bitartrate 2.5 2.5 2.5 2.5

Tert-butylhydroquinone 0.014 0.014 0.014 0.014

Total 1,000 1,000 1,000 1,000

Carbohydrate4) 2,379.61 2,353.21 2,300.41 2,378.28

Protein 728 728 728 728

Fat 630 630 630 630

Total Calorie (kcal) 3,737.61 3,711.21 3,658.41 3,736.28

Carbohydrate (% as kcal) 63.67 63.41 62.88 63.65

Protein (% as kcal) 19.48 19.62 19.90 19.49

Fat (% as kcal) 16.86 16.98 17.22 16.86

1) CON: CCl4-induced control, AE: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anum Nakai, AE1: CCl4 + 1%AE, AE3: CCl4 + 3%AE, AA: 
CCl4 + Acanthoic acid   2) AIN-93G-MX (g/kg mixture): Anhydrous calcium carbonate, 357; monobasic potassium phosphate, 196; 
sodium chloride, 74; potassium sulfate, 46.6; Potassium citrate, tri-potassium monohydrate, 70.78; Magnesium oxide 24, ferric citrate, 
6.06; Zinc carbonate,1.65; manganous carbonate, 0.63; cupric carbonate, 0.3; potassium iodate, 0.01; anhydrous sodium sele-
nate, 0.01025; ammoniumparamolydrate 4-hydrate, 0.000795; sodium meta-silicate, 9-hydrate, 1.45; chromium potassium sulfate, 
12-hydrate, 0.275; boric acid, 0.0815; sodium fluoride, 0.0635; nickel carbonate, 0.0318; lithium chloride, 0.0174; ammonium vana-
date, 0.0066; powdered sucrose, 221.026   3) AIN-93-VX (g/kg mixture): nicotinic acid, 3; Ca-pantothenate 1.6; pyridoxine-HCl, 0.7; 
thiamin-HCl, 0.6; riboflavin, 0.6; folic acid, 0.2; D-Biotin, 0.02; Vitamin B12 (cyonocobalamin)(0.1% A in mannitol), 2.5; Vitamin E (all-
rac-a-tocopheryl acetate)(500 IU/g), 15; Vitamin A (all-trans-retinylpalmitate; 500,000 IU/g), 0.8; Vitamin D3 (cholecalciferol; 400,000 
IU/g), 0.25; Vitamin K/dextrose mix (10 mg/g), 7.5; Powdered sucrose 967.23   4) Contents of AE: Carbohydrate, 60.44%; Crude pro-
tein, 11.97%; Crude fat, 1.70%; Calories, 304.94 kcal/100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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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의 병리조직학적 변화

사염화탄소 처리와 오갈피나무 추출물 또는 AA 보충에 의

한 흰쥐 간의 병리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한 결과는 Fig. 2에 제

시하였다. 간조직을 H&E staining 처리한 결과, 사염화탄소 

대조군에서 심각한 지방 축적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2A). 

Masson’s trichrome staining 처리한 결과, 중심정맥으로 확

장되는 간문맥을 둘러싼 과다한 콜라겐 축적, 간 문맥부위에

서 염증세포의 침윤과 담도 상피세포의 증식, 그리고 간세포 

변성 등 간염이나 간섬유화 상태까지 진행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2B). 한편 사염화탄소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AE3

군과 AA군은 지방 축적과 간세포 변성이 현저히 낮아진 것으

로 관찰되었다. 

간염증/항산화 지표의 변화

사염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간의 염증반응과 섬오갈피 추출

물 및 AA의 보호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간조직에서 TNFα와 

IL-6 수준을 측정하였다 (Fig. 3). TNFα 수준은 사염화탄소 

대조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AE보충군에서 유의적 감소를 나

타냈으나, AA군에서는 감소되지 않았다 (p = 0.0016)(Fig. 3A). 

간의 IL-6 수준 역시 사염화탄소 대조군에서 가장 높았으며, 

고용량을 섭취시킨 AE3군에서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냈다 (p 

= 0.0002, Fig. 3B). 그러나 AA군에서는 감소 효과를 나타내

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로 사염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염증반

응에 대해서는 오갈피나무 추출물이 유의한 억제효과를 나타

냈으며, 또한 통계적으로 유의하지는 않았으나 용량의존적인 

경향을 나타냈다. 따라서 항염효과는 단일성분에 비해 추출

물의 효능이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사염화탄소 주입으로 인한 간의 산화스트레스 및 섬오갈피

의 항산화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간 조직에 내재하는 항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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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AE or AA on changes of serum ALT, AST and albumin level in CCl4-induced liver injury rats for 8 weeks. Data are pre-
sented as mean ± SE (n = 8/group).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at p ＜ 0.05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CON, CCl4-induced control; AE1, CCl4 + 1%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anum Nakai; AE3, CCl4 
+ 3%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anum Nakai; AA, CCl4 + acanth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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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Histological findings of the liver tissue; (A) H&E staining, magnification ×200 and (B) Masson’s trichrome staining, magnifica-
tion ×200. CON, CCl4-induced control, AE1, CCl4 + 1%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anum Nakai, AE3, CCl4 + 3% ethano-
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anum Nakai and AA, CCl4 + acanthoic acid. White arrows (A) fatty changes and (B) fibrosis (inter-
bridging septa) Bars: (A)100 μm and (B) 5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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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소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SOD 활성은 사

염화탄소를 처리한 대조군에서 가장 낮았으며, 고용량의 섬오

갈피 추출물 및 단일성분 AA 보충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

였다(p = 0.0247)(Fig. 4A). 그러나 CAT 활성은 각 시험군 간

에 유의한 차이를 관찰할 수 없었다.

고      찰

본 연구의 결과로 흰 쥐를 대상으로 섬오갈피 (Acanthopa-
nax koreanum Nakai) 추출물 또는 그 활성성분인 acanthioc 

acid를 식이에 넣어 보충하였을 때 사염화탄소로 유도되는 간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가 있음이 관찰되었다. 현재까지 알려진 

오갈피의 주요 성분은 lignin배당체 (sesamin, elutheroside B, 

D, E), coumarin류 (isoflaxidin, elutheroside B1), diterpe-
noid류 (acanthoic acid), sterol 및 triterpenoid류 (β-sitoste-
rol, friedelin), saponin류 (elutheroside A, I, K, L, M) 등이

다.18 이 중 본 연구에서 사용된 acanthoic acid 성분은 섬오

갈피 뿌리에서만 대량으로 분리되며, 관절염, 염증, 진통소염

작용 등 면역기능 항진 및 항염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19

실험동물에서 간섬유화 유도는 몇 가지 방법이 사용되고 있

으나, 본 연구에서는 간독성 물질인 사염화탄소를 사용하였

다.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 손상 유도는 널리 사용되는 방법으

로 투여 경로에 따라 다른 결과를 나타낸다. 위 내 투여는 간

문맥을 통해 간 조직으로 직접 흡수되어 직접적인 간 손상을 

줄 수 있으며, 폐로의 흡입에 의한 방법은 간 조직에 사염화탄

소가 도달하기 전에 신장이나 뇌 등의 다른 조직에서 전신적

인 부작용을 나타내는 문제점이 있다. 피하주사 등으로 투여

하는 경우에는 간경변 유도 속도가 느리지만 치사율이 낮고 지

방간, 간 섬유화 등의 특징적인 여러 단계의 병리학적 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0 본 연구에서는 가역

적이고 낮은 정도의 간 손상을 유도하기 위해 대두유에 녹인 

20% 사염화탄소 용액을 2 ml/kg씩, 3~4회/주 복강 주사하

는 방법을 사용하였다. 

혈청 ALT와 AST 효소 활성 수준은 간 손상의 지표로 간세

포가 손상되면 이들 효소가 혈중으로 방출되어 혈청에서 이들 

수준이 높아진다. 복강 주사된 사염화탄소는 다음 두 가지 단

계를 거쳐 간손상을 나타낼 수 있다. 첫번째 단계는 mixed fu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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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AE or AA on hepatic TNFα (A) and IL-6 (B) levels in CCl4-induced liver injury rats for 8 week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 = 8/group).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post-hoc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at α = 0.05 level after one way ANOVA. CON, CCl4 control; AE1, CCl4 + 1%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
anum Nakai; AE3, CCl4 + 3% ethanolic extract of Acanthopanax koreanum Nakai; AA, CCl4 + acantho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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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AE or AA on hepatic SOD (A) and CAT (B) activities in CCl4-induced liver injury rats for 8 weeks. Data are presented 
as mean ± SE (n = 8/group). Values with different alphabe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mong the groups by post-hoc Duncan’s mu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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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on oxidase에 의해 trichlormethyl radical을 형성하는 것

으로, 이 대사산물로 인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초래할 수 있다.4 

두 번째 단계는 Kupffer cell을 활성화하여 그 결과 TNFα 또

는 IL-6와 같은 cytokine을 분비하는 것이다.5 본 연구에서 사

염화탄소 대조군은 혈청 ALT 활성이 높았으며, 병리조직학적

으로 염증, 괴사 및 중심정맥 주위의 섬유화가 관찰되었고, 

ALT, AST, TNFα, IL-6이 가장 높은 일관성 있는 결과를 나

타냈다. 반면 사염화탄소로 간 손상을 유도하면서 동시에 섬

오갈피 추출물을 보충한 시험군에서는 병리조직학적으로 손

상의 정도가 낮은 것으로 관찰되었으며, 생화학적 평가에서도 

용량의존적으로 ALT, TNFα, IL-6수준이 유의하게 낮아져서 

간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었다. 일반적으로 간질

환 시 혈청 알부민이 감소하는데, 본 연구에서는 고용량 섬오

갈피 섭취군에서 혈청 알부민 수준이 유의하게 낮은 것으로 

나타냈다. 이 결과가 고용량 섬오갈피 추출물의 효과를 나타

내는 것인지 또는 독성을 나타내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향후 

연구가 필요하다. 또한 섬오갈피 추출물은 간 조직에서 항산

화효소인 SOD 활성을 증가시켰다. 섬오갈피나무 추출물을 함

유한 식이를 흰쥐에 제공하면서 D-galactosamine (250 mg/

kg body weight)/lipopolysaccharide (10 μg/kg body weight)

을 경구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도한 이전 연구에서, 섬오갈피 

에탄올추출물 및 acanthoic acid 섭취 군에서 간 손상 지표, 

염증지표가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또한 간 조직 병리학적 검사

결과, 섬오갈피 에탄올추출물과 acanthoic acid 섭취군 모두 

조직괴사와 출혈이 감소됨을 확인하였고 TLR4 및 CD14 

mRNA expression은 유의하게 감소함을 보고하였다.

다양한 활성성분이 함유된 섬오갈피 추출물과 단일 활성

성분 acanthoic acid의 보호효과를 비교한 결과, 섬오갈피 추

출물은 고용량에서 ALT 활성을 감소시켰으며, 간조직의 병리

학적 손상을 낮추었으며, 혈청 TNFα 및 IL-6 수준을 낮추는 

것으로 관찰되었다. 한편 섬오갈피 추출물 고용량과 동일한 

수준으로 단일성분인 acanthoic acid를 섭취시킨 결과, ALT

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병리조직학적으로 손상의 정도를 

낮추었으며, SOD 활성을 유의하게 증가시켰다. 따라서 특별히 

염증반응에 대해서는 단일성분인 acanthoic acid에 비해 섬오

갈피 추출물의 효과가 유의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acanthoic acid 이외의 다른 활성성분이 함유되어 있거나, 섬

오갈피 추출물에 함유된 다양한 성분이 조합효과를 나타내

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21 아울러 섬오갈피 추출물

의 간 손상 보호효과에 대한 기전으로는 TNFα와 IL-6의 감

소로 제안할 수 있다. 선행된 연구들에 의하면 혈액으로 분비

된 TNFα와 IL-6는 polymorphonuclear leukocyte를 자극하

여 adhesion molecule의 생성을 촉진하고 간 조직 내로 이동

하여 coagulation system과 활성산소를 생성하여 간세포의 

파괴를 유도하여 간 손상에 이르게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22 본 연구에서 섬오갈피 추출물 보충군은 사염화탄소 대

조군에 비해 TNFα와 IL-6 생산이 농도의존적이고 유의하게 

감소되었다.

요      약

본 연구의 목적은 사염화탄소에 의해 유도된 간독성에 대

하여 AE 의 항염증 효과와 예방기전을 연구하는 것이다. 사염

화탄소에 의해 간손상이 유도된 Sprague-Dawley 쥐에서 간

독성 지표, 항염증 및 항산화 활성을 분석하였다. 우선 사염화

탄소에 의해 간손상이 유도된 실험동물에서 Acanthopanax 
koreanum Nakai의 에탄올 추출물 및 acanthoic acid 섭취로 

혈장 ALT 활성이 유의하게 개선됨을 보여주었다. 간조직병리

학적 분석에서는 사염화탄소 처리된 대조군에서 거대한 브리

징 경화와 심각한 지방변성을 관찰하였는데, 이는 사염화탄소

에 의해 유도된 간손상이 성공적이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고용

량군인 AE3이 저용량군인 AE1보다 간보호 효과가 더 좋은 

것으로 보인다. AE는 단일물질인 AA보다 간독성에 대한 예방

요인과 항염증 효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데 더 우세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사염화탄소에 의해 유도된 간손상

에 대한 AE와 AA의 예방 효과가 항염증 성질에 부분적으로 

관여하는 것을 제안한다. AE의 생화학학적 효과는 단일물질

인 AA보다 우수하며 향후 연구에서 식이변경으로 AE에 대

한 추가 연구가 더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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