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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알코올은 가장 흔하게 남용되는 음료 중의 하나로 우리

나라 19세 이상 성인의 월간 음주율은 평균 60.1%으로 매

우 높으며,1 음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은 연간 9조

4,52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 알코올성 지

방간은 간 세포에 중성지방이 비정상적으로 축적되는 상

태로 습관적인 음주자의 대부분에서 나타난다. 알코올성

지방간은 알코올성 간질환의 가장 초기 단계로 수 주 이상

금주하는 경우 정상적으로 회복될 수 있으나, 간염, 간섬유

증, 간경변증 등의 좀 더 심각한 형태의 간 손상으로의 진

행을 가속화 할 수 있으므로,3-5 초기에 예방하는 것이 필

요하다.

곤드레 (Cirsium setidens)는 국화과의 다년생 초본으로

주로 해발 700 m 이상의 고지에서 자생하며, 맛이 담백하

고 부드러워 나물 등의 요리에 흔히 사용되는 식재료이다.

또한, 고려엉겅퀴라고도 불리며 한방에서 염증, 부종, 고혈

압 등의 여러 증상에 사용되어 왔다.6 곤드레의 잎 부분에

는 탄수화물의 함량이 높고 리놀렌산, 리놀레산 등의 필수

지방산이 함유되어 있으며, 칼륨 등 총 7가지 무기성분이

함유되어 있는 등 다양한 영양성분을 함유하고 있다.7 뿐

만 아니라, pectolinarin을 비롯하여 luteolin, hispidul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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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igenin 등 여러 종류의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8,9 이에 따라 곤드레의 생리 활성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0-12 특히, CCl4로 유도

된 간 손상 모델에서 곤드레 추출물 (500 mg/kgBW)의 투

여시 간 손상이 유의적으로 억제되었으며,13 이와 비슷하

게 D-galactosamine으로 유도된 간 손상 모델에서 곤드레

추출물 혹은 곤드레에서 추출한 pectolinarin의 투여 농도

에 비례하여 간 손상 지표인 혈청 AST와 ALT 농도가 유의

적으로 감소함이 보고된 바 있다.14 이는 곤드레 추출물이

간 손상 억제에 효과적임을 제시하나, 알코올성 간 손상 혹

은 알코올성 지방간에 있어 곤드레 추출물의 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AMPK (AMP-activated protein kinase)는 세포 내의 에

너지 항상성 유지에 센서 역할을 하는 효소로 각종 에너지

대사 조절에 밀접하게 관여하여 소위 대사 조절의 만능스

위치 (master switch)라고도 불린다.15,16 특히 AMPK는 지

방산의 합성과 분해를 매개함으로써 간 지방 대사의 조절

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뿐만 아니

라, in vitro 연구를 통해 간 세포에 에탄올을 처리했을 때

AMPK 활성이 억제되고,17 알코올에 만성적으로 노출된

쥐의 간 조직의 경우 정상 대조군에 비해 AMPK 활성이

유의적으로 감소됨이 보고된 바 있어,18 알코올성 지방간

발생에 있어 AMPK의 역할이 주요하게 작용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 시 곤

드레 에탄올 추출물이 간 조직의 AMPK 활성 및 알코올성

지방간과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연구방법

실험동물 및 식이구성

4주령 수컷 흰쥐 (Sprague-Dawley rat; Nara Biotech.,

Seoul, Korea) 28마리를 온도 20 ± 2oC, 습도 50 ± 10%, 12

시간/12시간 명암 주기의 조건 아래 일주일 간 일반 사료로

적응시킨 후, 액상 사료인 Lieber-DeCarli diet (DYET#

710260, Dyets Inc., Bethlehem, PA, USA)를 공급하였다.

실험 동물은 군당 7마리씩 총 네 군 [정상 대조군 (C), 알코

올 군 (E), 알코올 + 100 mg/kgBW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

군 (E+LCS), 알코올 + 500 mg/kgBW 곤드레 에탄올 추출

물군 (E+HCS)]으로 나누었다. 알코올 식이는 알코올이 전

체 열량의 35.5%를 차지했으며, 정상 식이에는 알코올을

대체하여 말토오스 덱스트린 89.6 g을 추가하여 두 식이의

리터 당 열량 함량이 동일하도록 하였다. 이 때 알코올을

포함하는 세 군은 2주에 걸쳐 식이 알코올 (99% 에탄올,

Merck Millipore, Darmstadt, Germany) 함유량을 2% (v/

v)부터 시작하여 최종 농도인 6.4% (v/v)까지 점차적으로

양을 늘려 적응시켰다. 이후 곤드레 알코올 추출물을 알코

올 식이에 직접 섞어 매일 신선한 상태로 8주간 공급하였

다.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은 동결 건조한 곤드레를 70% 에

탄올로 추출하였으며 (수율 18.3%), 공급 전까지 -80oC에

보관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한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은

HPLC 분석 결과, pectolinarin과 pectolinarigenin을 각각

46.2 ± 0.8 mg/g과 1.5 ± 0.03 mg/g을 함유하고 있었다. 그

룹간 식이와 알코올 섭취 수준을 동일하게 맞추기 위하여,

전날 가장 적게 섭취한 그룹의 평균 섭취량을 기준으로 하

여 pair-feeding 하였다. 본 연구는 경희대학교 동물실험 윤

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수행하였다 (KHR-2012-01-7).

간 조직의 병리학적 검사

적출한 간 조직을 10% formalin에 48시간 고정 후 파라

핀 블록을 제작하였고 5 µm 두께의 절편을 만들어 슬라이

드를 제작하였다. Hematoxylin-eosin 용액으로 염색을 실

시한 후, 광학현미경 (Olympus, Tokyo, Japan)을 사용하여

관찰하였다. 지방구 정도는 100배율 상태에서 관찰 면적당

지방구를 포함하고 있는 간 세포의 비율을 4점 척도 (1점 =

6% 미만, 2점 = 6~33%, 3점 = 33~66%, 4점 = 66% 이상)로

측정하였다.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 처리군을 알지 못하는

두 명 이상의 연구원이 슬라이드를 관찰하여 판정하였다.

간 조직과 혈청의 중성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농도 및

혈청의 ALT와 AST 농도 측정

중성 지방과 총 콜레스테롤 정량을 위해 우선 간 조직의

지질 성분을 추출하였다. 간 조직 100 mg을 PBS-10 mM

EDTA (pH 7.4) 용액 1 mL에 넣고 균질화하였다. 여기에 2

mL isopropanol-hexane-water (80:20:2 v/v/v), 0.5 mL

hexane-diethyl ether (1:1), 1 mL 3차 증류수 순으로 용매

를 넣고 잘 흔들어 지질 성분을 추출하였다. 30분 이상 상

온에 방치하여 최종 상층액을 취하였으며, 질소가스로 유

기용매를 휘발 시킨 후, isopropanol 20 µL으로 재용해하

였다. 이후, 간 조직의 지질 추출 용액과 혈청의 중성 지방

농도와 총 콜레스테롤 농도는 상업용 시약을 이용하여 비

색 정량 하였다 (BCS 중성지방 측정용 키트와 BCS 총 콜

레스테롤 측정용 키트; JW Medical, Seoul, Korea).

혈청의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와 alanine amino-

transferase (ALT) 효소 활성을 상업용 측정 키트 (Asan

Pharmaceutical, Seoul, Kore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분석

간 조직을 RIPA buffer [50 mM Tris-HCl, pH 7.4,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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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P-40, 0.25% Na-deoxycholate, 150 mM NaCl, 1 mM

EDTA, protease inhibitor tablet (Roche, Indianapolis, IN,

USA)]에 넣고 균질화 후, 15분간 14,000 rpm에서 상층액

을 분리하였다. 이렇게 얻어진 시료의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assay를 (Coomassie blue protein assay reagent,

Waltham, MA, USA)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50 µg 간 조직

균질 용액을 2 × loading buffer와 혼합하여 95oC에서 5분

간 끓여준 후 10% SDS-PAGE 로 분리하였다. 분리된 단백

질은 PVDF 지 (Merck Millipore, Darmstadt, Germany)로

옮긴 후, Ponceau S 용액 (Sigma Aldrich, St. Louis, MO,

USA) 염색으로 확인하였다. 이 후, TBS-T 용액에 희석한

5% 탈지분유 (Difco, Sparks, MD, USA) 용액에 2시간 이

상 처리하였다. 1차 항체는 phosphorylated- acetyl-CoA

carboxylase (p-ACC), ACC, phosphorylated-AMPK (p-

AMPK), AMPK, phosphorylated- nuclear factor kappa B

(p-NFκB), NFκB (이상 Cell signaling, CA, USA), TNFα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을

1:500~1,000의 비율로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TBS-T 용액로

충분히 세척한 후 2차 항체로 goat anti-rabbit IgG (H+L)-

horse radish peroxidase conjugate (Bio-Rad Laboratories,

Hercules, CA, USA)를 1:5,000의 비율로 희석하여 반응시

켰다. ECL 용액 (Clarity western ECL substrate, BioRAD)

으로 반응시킨 뒤, chemiluminescence image system

(Clinx Science Instruments Inc., Shanghai, China)을 이용

하여 밴드의 진하기를 정량 하였다. 인산화된 단백질의 발

현 수준은 해당 단백질의 전체 단백질 발현 수준을 기준으

로 상대적인 값으로 계산하였다.

Real-time RT-PCR

TRIzol 용액 (Invitrogen, Waltham, MA, USA)을 사용하

여 간 조직의 total RNA를 추출하고, 아가로오스 겔 전기

영동으로 RNA 상태를 확인하였다. 또한, 260 nm와 280

nm에서 흡광도 (Nano 2000 Spectrophotometer; Thermo

Fisher Scientific, Waltham, MA, USA)를 측정하여 RNA

의 농도와 순도를 확인하였다. Total RNA 100 ng으로부터

Prime ScriptTM RT 용액 키트 (Takara Bio, shiga, Japan)를

이용해 cDNA를 합성하였다. Real–time PCR은 SYBR

Premix Ex Taq (Takara Bio)를 사용하여 MJ miniTM

thermal cycler (Bio-Rad)에서 수행하였으며, 반응조건은

95oC에서 5분간 pre-denaturation 시킨 후, 95oC에서 15초,

60oC에서 1분을 총 40회 수행하였다. GAPDH를 대조 유전

자로 하여 지질 합성 관련 유전자인 SREBP1 (sterol

regulatory binding protein 1), FAS (fatty acid synthase),

SCD1 (stearyl coA desaturase 1)의 상대적인 발현 정도를

계산하였다. 사용한 primer sequence는 SREBP1: GGA

GCC ATG GAT TGC ACA TT, AGG AAG GCT TCC

AGA GAG GA, FAS: TGT TCT CAA GGA AGG CAC

TG, GAG TCC ACC CAC TGG AAA CT, SCD-1: ATG

CCG GCC CAC ATG CTC CAA G, CGC ACA AGC

AGC CAA CCC ACG T; GAPDH: TCC TGC ACC ACC

ACC TGC TTA G, TTC TGA GTG GCA GTG AT GGC

A이다.

통계분석

모든 값은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고, 각 군 간 평균

값의 차이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로 분

석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

였다. p < 0.05 수준에서 유의성을 검증하였으며, 모든 통

계분석은 Statistical Analysis Systems (SAS) ver.9.3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사용하였다.

결 과

실험 시작 시, 네 군 간의 체중의 차이는 없었다. 식이 중 알

코올 함량이 증가하면서 알코올군들 (E, E+LCS, E+HCS)

에서 초기 체중 증가가 잠시 정체되었으나 이후 체중 증가

가 회복되기 시작하였으며, 실험 종료 시 네 군 간 평균 체

중에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 1). 

간 조직의 지방간 발생 정도를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알코올을 공급한 E군에서는 다수의 지방구가 나타났으며,

정상 대조군인 C군은 이와 대조적으로 지방구를 거의 관

찰할 수 없었다. 한편, 알코올 식이와 함께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E+LCS 군과 E+HCS군의 경우, 지방구

Fig. 1. Effects of Cirsium setidens ethanol extract (CS) on body

weight changes in ethanol-fed rats. C: control diet, E: ethanol

diet, E+LCS: ethanol diet with 100 mg/kg BW CS, and E+HCS: eth-

anol diet with 500 mg/kg BW 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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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 정도가 크게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2). 간

손상 지표인 혈청 ALT와 AST의 활성도를 측정한 결과, 두

가지 효소의 활성 모두 E군에서 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으며, E+LCS군과 E+HCS군의 경우 E군에 비해 유의적

으로 낮았고 C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Fig. 3).

간 조직의 중성 지질 농도와 콜레스테롤 농도는 E군에서

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았으며, 혈청의 중성지질 농도

와 콜레스테롤 농도 또한 E군이 C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높

았다 (Fig. 4).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을 제공한 경우, 두 군

(E+LCS, E+HCS) 모두 간 조직과 혈청의 중성지질 농도

를 E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낮추었다. 한편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 섭취는 간과 혈청의 콜레스테롤 농도에는 유의적

인 변화를 주지 않았다.

알코올 식이와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의 투여가 AMPK

의 활성 및 관련 signaling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하

여, 간 조직의 phosphorylated-AMPK와 phosphorylated-

ACC의 수준을 western blot analysis로 측정하였다. 그 결

과, E+HCS군은 E군에 비해 p-AMPK의 수준이 유의적으

로 높았고, E+LSC군과 E+HCS군 모두 E군에 비해 p-ACC

수준이 높게 나타났다 (Fig. 5).

AMPK 활성에 의해 조절되는 지질 합성 관련 유전자 발

현 수준을 측정한 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E군은 C군

에 비해 FAS mRNA 수준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SREBP1 mRNA와 SCD1 mRNA 수준도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유의적인 차이는 아니었다 (Fig. 6). 또한, E+HSC

군은 E군에 비해 FAS mRNA와 SCD1 mRNA 수준이 유

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한편, 염증시 증가되는 TNFα 수준을 측정한 결과, E군에

서 C군에 비해 2배 이상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Fig. 7).

식이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 추가 농도에 비례하여 간 조직

의 TNFα 수준이 감소하였으며, E+HCS군의 경우 E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C군과는 유의적인 차이가 없

었다. 또한, 염증 반응을 조절하는 NFκB의 활성 정도를 나

타내는 p-NFκB 단백질 수준을 살펴본 결과, E+LCS군과

Fig. 3. Effects of Cirsium setidens ethanol extract (CS) on serum ALT

and serum AST activities in ethanol-fed rats. C: control diet, E: eth-

anol diet, E+LCS: ethanol diet with 100 mg/kg BW CS, and E+HCS:

ethanol diet with 500 mg/kg BW CS. Data are the means ± SE (n =

7).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Fig. 2. Effects of Cirsium setidens ethanol extract (CS) on the

development of hepatic steatosis in ethanol-fed rats. C: control

diet, E: ethanol diet, E+LCS: ethanol diet with 100 mg/kg BW CS,

and E+HCS: ethanol diet with 500 mg/kg BW CS (upper) Represen-

tative hematoxylin and eosin (H&E)-stained sections of liver tissue

are shown at 200×. (lower) The degree of hepatic steatosis was

graded 1 to 4 based on the average percent of fat-accumulated

hepatocytes per field at 100X magnification (grading 1 = < 6%, 2 =

6~33%, 3 = 33~66%, 4 = > 66%). Data are the means ± SE (n = 7).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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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SC군에서 모두 E군에 비해 p-NFκB 수준이 유의적으

로 낮게 나타났다.

고 찰

알코올성 지방간은 만성적인 과도한 알코올 섭취 시 나

타나는 초기 증상으로 만성 간질환의 주요 원인 중의 하나

이다. 본 연구에서는 여러 플라보노이드를 함유하고 있는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이 알코올성 지방간의 유발 및 그로

인한 간 손상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고자 수행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알코올을 6.4% (v/v) 농도로 함유한 Lieber-

DeCarli 액체 식이를 사용하여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 시

나타나는 알코올성 지방간을 유도하였다. Lieber-DeCarli

액체 식이를 사용하는 경우 별도의 식수 공급이 없으므로

Fig. 4. Effects of Cirsium setidens ethanol extract (CS) on hepatic and serum TG and cholesterol concentrations in ethanol-fed rats. C:

control diet, E: ethanol diet, E+LCS: ethanol diet with 100 mg/kg BW CS, and E+HCS: ethanol diet with 500 mg/kg BW CS. Data are the

means ± SE (n = 7).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Fig. 5. Effects of Cirsium setidens ethanol extract (CS) on the protein levels of phosphorylated-AMPK and phosphorylated-ACC in the liver

tissue of ethanol-fed rats. C: control diet, E: ethanol diet, E+LCS: ethanol diet with 100 mg/kg BW CS, and E+HCS: ethanol diet with 500

mg/kg BW CS. Data are the means ± SE (n = 7).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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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코올 섭취량을 늘릴 수 있고, 이로 인해 지속적으로 혈중

알코올 농도를 높게 유지시킬 수 있다.19 또한, 알코올 투

여군은 정상 대조군에 비해 혈청 AST와 혈청 ALT 농도가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나 알코올로 인한 간 손상이 유발되

었고, pro-inflammatory cytokine인 TNFα의 간 조직에서

의 발현이 증가하는 등 알코올에 의한 염증 증가가 관찰되

었다. 한편, 알코올과 동시에 곤드레 알코올 추출물을 식이

에 공급한 경우, 간 조직의 알코올에 의한 지방구 증가가

현저하게 감소되었으며 간 조직과 혈청에서의 알코올에

의한 중성지방 농도의 증가도 유의적으로 억제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곤드레 알코올 추출물의 용량인 100 mg/

kg과 500 mg/kg의 두 가지 농도 모두에서 지방간 발생 억

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농도 의존적인 차이는 없었다. 이는

낮은 농도인 100 mg/kgBW으로도 정상 대조군의 수준으

로 지방구 발생이 억제되었으므로 더 높은 농도에 의한 추

가적인 변화를 살펴볼 수 없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로 인해 나타나는 간 조직의 지방

축적의 원인으로 여러 가지 대사 변화가 제안되고 있으며,

특히 간 세포의 지질 합성 (lipogenesis)의 증가가 필수적

으로 동반된다.20 AMPK는 간 조직을 비롯하여 많은 조직에

서 지질 대사를 조절하는 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21

AMPK는 serine/threonine kinase의 일종으로 하나의 촉매

단위 (α-unit)와 두 개의 조절 단위 (b-unit과 g-unit)로 이루

어져 있으며, α-unit의 인산화에 의해 활성화된다. 이때

Fig. 6. Effects of Cirsium setidens ethanol extract (CS) on the

mRNA levels of SREBP1, FAD, and SCD1 in the liver tissue of etha-

nol-fed rats. C: control diet, E: ethanol diet, E+LCS: ethanol diet

with 100 mg/kg BW CS, and E+HCS: ethanol diet with 500 mg/kg

BW CS. Data are the means ± SE (n = 7).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Fig. 7. Effects of Cirsium setidens ethanol extract (CS) on the pro-

tein levels of phosphorylated-NFκB and TNFα in the liver tissue of

ethanol-fed rats. C: control diet, E: ethanol diet, E+LCS: ethanol

diet with 100 mg/kg BW CS, and E+HCS: ethanol diet with 500 mg/

kg BW CS. Data are the means ± SE (n = 7). Different letter indicate

significant difference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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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MPK의 활성화는 지방산 합성 효소인 ACC를 인산화시

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ACC는 지방산 합성의 첫 단계

이며 속도 조절 단계 (rate-limiting step)인 acetyl-CoA의

malonyl-CoA로의 전환을 촉매 하는 효소이며, 인산화에

의해 활성이 억제된다.23 본 연구의 결과, 식이 중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 함유량이 높을수록 간 조직에서의 인산화

된 AMPK 단백질 (phosphorylated-AMPK)의 수준이 증

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을

투여한 군에서는 에탄올 단독 투여군에 비해 AMPK의

downstream 표적 단백질인 ACC의 인산화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다. 따라서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AMPK

의 활성 증가는 ACC의 인산화를 통해 ACC 효소의 활성

을 억제하여 간 조직에서의 지방산 합성 억제에 기여하는

것으로 보인다. Noh 등24의 연구에 따르면, 고지방식이를

공급한 마우스 모델에서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의 식이 보

충이 간 조직에서의 AMPK의 인산화를 증가시키고 고지

방식이에 의한 비알코올성 지방간의 발생이 억제됨이 보

고된 바 있어 본 연구 결과를 뒷받침한다. 또한, 3T3-L1

세포를 이용한 in vitro 연구에서 곤드레 추출물의 처리는

지방 세포의 분화와 지방구 축적을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

나,25 곤드레 추출물의 지방 축적 억제 효과는 특정 조직에

국한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되며, 곤드레 추출물 중 어떤 특

정 성분이 지질 대사를 조절하는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추

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AMPK의 활성화는 ACC 활성 억제와 함께,

SREBP1, FAS, SCD1 등 지질합성에 관여하는 여러 유전

자의 발현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6 본 연구에서

도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에 의한 AMPK 활성화는 FAS와

SCD1 유전자 발현을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나,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이 AMPK-의존 신호 전달 체계를 유

의적으로 변화시킴을 제시한다.

한편, 본 연구에서 저농도의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 투여

군의 경우 AMPK 활성에는 유의적인 변화가 없었으나, 지

방간은 정상 수준으로 회복됨을 보였다. 이는 곤드레 에탄

올 추출물의 지방간 개선 효과가 AMPK 활성 조절과 함께

다른 기전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한 예로, 알코올은 NAD+-의존 탈아세틸화 효소인 sirtuin

1 (SIRT1)의 활성 억제를 통해 지방간 발생을 촉진함이 보

고된 바 있다.27 추후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의 SIRT1의 활

성 및 관련 유전자 발현 조절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알코올성 지방간과 동반되는 간 손상의 지표로는 혈청

AST 및 혈청 ALT의 활성 증가와 간 조직에서의 TNFα의

발현 증가가 대표적이다. 본 연구에서 곤드레 에탄올 추출

물의 섭취는 알코올에 의한 혈청 AST와 혈청 ALT 농도 증

가를 유의적으로 억제하여 정상 대조군의 수준으로 낮추

었으며, 간 조직에서의 TNFα 단백질 수준을 농도 의존적

으로 감소시켰다.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간 대식 세포

의 NFκB를 활성 증가를 통해 TNFα의 발현 및 분비를 촉

진하고, 알코올성 간 손상을 가속화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28,29 흥미롭게도 본 연구에서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을

공급한 경우 간 조직의 활성형 NFκB (phosphorylated-

NFκB)의 수준을 알코올만 단독으로 공급한 경우에 비해

거의 절반 수준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NFκB

가 염증성 반응을 조절하는 과정의 중추적인 전사 인자임

을 고려할 때 곤드레 추출물의 NFκB 활성 억제는 알코올

성 간 손상을 억제하는 관련 경로를 제시한다. 기존의 몇몇

연구에서 CCl4 혹은 D-galactosamine 등으로 유도된 간

손상 모델을 사용하여 곤드레 추출물의 간 손상으로부터

의 억제 효과가 일부 보고되었으나, 그 작용 기전으로는 대

부분 곤드레 플라보노이드의 항산화 활성으로 제한되어

연구된 바 있다.14,30 본 연구 결과 나타난 곤드레 에탄올 추

출물의 NFκB 활성 억제 효과는 곤드레 추출물의 또 다른

새로운 생리 활성을 제시한다. 곤드레에는 pectolinarin,

luteolin, hispidulin, apigenin 등의 여러 플라보노이드가

함유되어 있으며, 다른 엉겅퀴류 (Cirsium 속 식물)에 비해

특히 pectolinarin의 함유량이 높다.8 추후 pectolinarin의

항염증 활성에 대한 in vitro 및 in vivo 연구가 요구되며, 염

증성 반응을 동반하는 비만, 당뇨 등의 질병에서의 곤드레

추출물 또는 pectolinarin의 질병 발생 억제 또는 증상 완화

를 살펴보는 것도 의의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의 결과, 흰 쥐 동물 모델에서 곤드레 에탄올 추

출물 100 mg/kg 투여는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 발생 및 이

로 인한 간 손상을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미국 FDA의 가이드라인에 따르면31,32 동물 실험에서 사

용된 용량을 인체에 올바르게 적용하기 위해서는 해당 실

험 동물의 체표면적을 고려한 계산법을 사용할 것을 권장

하고 있다 [인체 해당 용량 (human equivalent dose) (mg/

kg) = 실험동물 용량 (animal dose) (mg/kg) * 실험동물의

Km factor/인체의 Km factor]. 이때 Km factor는 체중 (kg)

을 체표면적 (m2)으로 나눈 값으로, 사람과 랫트의 Km

factor는 각각 37과 6이다. 이들 값을 대입하여 본 연구에 사

용된 곤드레 에탄올 추출량을 성인 체중인 60 kg 인체에

해당하는 양으로 환산하면 하루 972.97 mg (= 100 mg/kg

× 6/37 × 60 kg)이 된다. 건조 곤드레에서 곤드레 알코올

추출물의 수율이 18.3% 였음을 고려하면, 이는 건조 곤드

레 약 5.3 g에 해당하며 일상 식이에서 쉽게 섭취할 수 있

는 수준이다. 따라서 본 실험 연구에서 사용된 용량은 인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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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충분히 적용될 수 있는 용량인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Sprague-Dawley 종 흰 쥐 수컷을 정상 대

조군 (C), 알코올 군 (E), 알코올 + 100 mg/kgBW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군 (E+LCS), 알코올 + 500 mg/kgBW 곤드

레 에탄올 추출물군 (E+HCS)으로 나누어 Lieber-DeCarli

control diet 혹은 Lieber-DeCarli ethanol diet를 8주간 공

급하였으며, 이때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은 액상 사료에 직

접 섞어 공급하였다. 알코올과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의 식

이 공급 종료 후 간 조직의 지방구 축적 정도를 살펴본 결

과, E+LCS군과 E+HSC군은 E군에 비해 지방간 발생이 유

의적으로 억제되었으며, 정상 대조군인 C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이와 비슷하게,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의 공

급은 알코올에 의해 증가된 간 조직과 혈청의 중성지방 농

도를 유의적으로 낮추었으며, 혈청 AST와 혈청 ALT 활성

도 정상 대조군 수준으로 회복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

편,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의 공급은 p-AMPK과 p-ACC 단

백질 수준을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시켰으며, 두 단백질 모

두 E군에 비해 E+HSC군에서 유의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또한 FAS mRNA와 SCD1 mRNA 수준은 E군에 비해

E+HSC군에서 유의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곤드레 에탄올

추출물은 간 조직에서 알코올 공급에 의해 증가된 NFκB

의 활성을 유의적으로 낮추었으며, NFκB의 표적 단백질

인 TNFα 단백질 수준을 농도의존적으로 낮추었다. 본 연

구 결과를 통해 곤드레는 알코올에 의한 지방간 발생 및 관

련된 간 손상을 유의적으로 억제할 수 있음을 확인하였으

며 이 과정에서 AMPK 활성 증가와 NFκB 활성 억제가 관

여함을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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