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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aim of the present investigation was to examine whether YH439, a hepatoprotective
agent, exerts protective effect against hepatotoxicity and reduces the production of cytokines and NO
in lipopolysaccharide (LPS)-primed rats with carbon tetrachloride (CCU). Administration of LPS fol
lowing a single dose of CCU injection resulted in remarkable elevations of the serum TNFa, IL-lp and IL6 level. The serum NO level was moderately elevated and severe liver damage was evidenced by in
creases in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sorbitol dehydrogenase (SDH) activities. YH439
decreased the levels of TTJF. IL-lp, IL-6 . ALT, SDH as well as NO in the serum elevated by CCI4+LPS in
a dose-dependent manner.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level was decreased in the liver of
rats treated with YH439. The increased iNOS activity induced by LPS and interferon-y was significantly
decreased in RAW 264.7 cells by YH439 treatment. YH439 increased the GSH level decreased by CCI4+
LPS and suppressed the ratio of GSSG/GSH. The reduction of hepatotoxicity by YH439 may be as
sociated with the decrease in the production of cytokines as well as suppression of iNOS protein in
conjunction with an increase in the GSH level.
Keywords □ Tumor necrosis factor 2. interleukin-1 P, interleukin-6 , nitric oxide, hepatoprotective agent,
glutathione,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매개체돌이 원인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CCI4는 간세포에서 CYP2E1 에 외해 CCl3 ■(trichloromethyl free radical) 괴■CCI3O 2 • (peroxy radical)

LPS는 흰쥐의 간조직과 간세포에서 inducible n i

로 환원 대사 되어 쿠퍼세포를 활성화시켜서 각중 cyto-

tric oxide synthase(iNOS)를 전사단계에서 유도하

kines 유리 를

촉진시 킨다.느
은
^ Lipopolysaccharide

며, ® iNOS에 의해 대량 생성된 N O는 자가면역 조직

(LPS)에 의한 간득성외 기전은쿠퍼세포와호중구성 과

득성외 병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심한 혈관 이완에

럽구가 관여하여 생성되는 TNF-a 등외 cytokines,

의한 septic shock 및 간 조직이나 간세포의 득성에 관
여한다.® Glutathione(GSH)은 th i이기를 가진 분자

eicosanoids, reactive oxygen species (R O S )^ 같은

로 세포를 산화제의 공격으로부터 보호하는데 매우 중
요하다® Edm und등에 의하면 CCU를 투여한 토끼를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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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PS에 노출시켰을 때 생존율이 급격하게 감소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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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 또한 e c u 를 투여하고 LPS로 prim ing시킨 흰쥐

배지를 제거하고 혈청이 없는 D M EM 으로 용해한 1

에서 ALT, AST, SDH 및 LDH 활성 이 상승적으로 증

H-g/m/ actinomycin D를 90 |i/씩 가하고, 혈청 시료를

가했다는 보고가 있다/^'*®

10

씩 가하여 37°C에서 18시간 방치하였다, MTT

Isopropyl-2-( 1,3-dithioetane-2-ylidene)-2 [N-(4-

assay로 L 929 cell외 세포득성을 측정하여 TNF-oc 수

methyl-2-thiazol-2-yl) carbamoyl] acetate (YH439)

준을 정량 하였다.*""" 혈청 IL-1P는 IL-1P 항체가 머

는 합성 간장보호제로 개발되어 여러 화학적 물질로 유

리 부착되 어 있는 ELISA k it를 사용하였다."® B 9.114

발된 간득성 모델에서 효과가 있으며/®* 현재는 임상시

cell을 96-well microplate에 2~ 3x lOVwell이 되도

험 제2단계가 진행중이다. YH439는 CYP2E1 억제제이

록 가하고, IL-6가 첨가되지 않은 R PM I 1640으로 희

며" " phase II 대사효소인 m EH 단백 발현과 GST 활

석한 혈청 시료를 100

성을 증가 시킴이 보고되었다. 이 실험에서는 e c u 와

안 방치하였다. MTT assay로 세포증식을 측정하여 혈

LPS를 병용 투여한 간염 모델을 이용하여 간 득성 메개

청 IL-6 수준을 정 량 하였다.^ ®

체로 알려져 있는 cytokines인 혈청TNF-a, IL-1, IL-6

씩 가하여 37°C에서 68시간동

혈청 nitrite/nitrate 정량 - 혈청 시료 4 1-1/를 NO

및 N O에 미처는 YH439외 효과를 시험하였다. 또한 간

analyzer(ANTEK model 745)에 주입하여 nitrite 및

조직에서 GSH 함량 번화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도 검

nitrate 양을 sodium nitrite로부터 얻은 표준곡선으

토하였다.

로부터 농도를 환산하였다.®
iNOS 활성 측정 - RAW 264.7 cell에 0.5 [ig/ml
실험방법

LPS와 100 U/mZ IFN-y룰 가하여 37°C, 5% CO 2
humidified incubator에서 6시간동안 배양하여 활성화

실험동물 - 5주령의 웅성 Sprague-Dawley 흰쥐를

시켰다. Cytosol(단백질 100 나담에 해당)과 50 m M

대한실 험동물센터 에서 구입 하여 서울대 학교 약학대 학

Tris buffer(pH 7.5), 100 nM L-arginine(200,000

실험동물 사육장에서 시 ^한 후 200~250 담이 되었을

dpm L-(*t：
：
)-arginine포함), 1 m M NADPH, 5

때 실험에 사용하였다.

tetrahydrobiopterin 및 DM SO에 희석한 YH439CL0,

투여 및 시료채취 - YH439를 10, 25, 50, 100 mg/

50 및 100 ^11^1)을 흔화하여 100 |4가 되도록 섞어서

kg외 용량으로 1일 1회, 3일간 투여후 마지막 투여2시

37°C에서 25분간 shaking하여 반응시켰다. 이 반응액

간째에 1.3 g/kg 용량의 e c u 를 0.25 m//100 g씩 복강

에 Dowex 50W N a우form column을 통과시 켜 얻은 상

투여 하였다. CC14 투여 후 20시간째에 300 n ^ g 용

등액 300 |ii에 Bray solution을 3 m /씩 넣어서 액체섬

량외 LPS를 0.1 m//100 g씩 꼬리정맥에 정맥 주사하

광계수기로 방사눙을 측정하여 L-[^C]-citrulline 생성

였다. LPS 투여 후 4시간째에 채혈하여 3,500 rpm,

량을 계산하였다.^'®

4°C에서 13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얻었다/
간 무게 4배 용량외 50 mM Tris buffer(pH 7.4)틀

iNOS의 면역화학적 분석 - 간 cytos이을 Laemmli
방법®에 따라 Bio-Rad M ini Protean II를 이용하여

가하여 분쇄한 조직을 9,000 rpm 에서 30분, 105,000

SDS-PAGE (Sodium dodesyl sulfate-polyacrylami-

g에서 1시간동안 초 원심 분리한 상등액인 cytos이을

de gel electrophoresis)하였다. 전기 영동이 끝난 후

분주하여 실험 시 까지 -70°C에 보관하였다.*®* 단백질

Davis의 방법 (1986) 에 따라 Western blot을 시행하였

앙은 Bradford방법 으로 정량하였다."®

다. 전이가 끝난 nitrocellulose지는 3% 탈지유 PBS용

혈청 A LT및 SDH활성 측정 - 혈청중의 ALT활성

액에 담가 4°C에서 하룻밤 방치하여 비특이성 결합을 방

은 영동제약의 측정k it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청

지하고, iNOS의 일차항체인 rabbit anti-macropha

SDH활성은 Gerlach 및 Makoto의 방법에 따라, 4M

ge iNOS와 이차항체 인 AP conjugated goat anti

fructose를 기질로 하여 366 nm 에서 2분간 롭광도 감

rabbit IgG, 기질인 BCIP/NBP액으로 면역화학적 분

소를 측정하였다.^'®

석을 행하였다/^**

혈청 TNF-a, IL -ip 및 IL-6 정량 - L 929 cell을

간조직내 GSH 및 GSSG 정량 - 0.6 M perchloric

96-well microplate에 4xloV w ell이 되도록 가하고

add로 분쇄하여 얻은 상등액을 6.3 m M EDTA가 함유

37°C에서 24시간 배양하여 well에 부착되도록 하였다.

된 0.125 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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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 Effects of YH 439 on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nd sorbitol dehydrogenase (SDH) ac__________tivities in rats treated w ith CCI4. LPS. and CCU+LPS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_
Treatment

ALT (SF U/L)

Control
CCI4 (1.3 g/kg)
LPS (300 |ig/kg)
CCI4+LPS
+YH 439 (10 mg/kg)
+YH 439 (25 mg/kg)
+ YH 439 (50 mg/kg)
+ YH 439 (100 mg/kg)

% Change

23.8±2.2
252.8+45.9'*''
21.5+2.9

1678.6±93.9"''"''^'
214.1±21.(f
180.8±27.T*>
102.9±18.3"">
39.4+3.0"*

00%
13%

11%
Wo

2%

SDH (U /L)
10.2±1.4
471.4+122.9"*
9.0+2.7
1713.4+123.5*''"*'''
255.1±49Y>
203.6±46.5"*
108.0±29Y'
35.1±3.5"*

% Change

00%
15%
12%

6%
1%

R ats were pretreated w ith YH439 orally once a day for 3 consecutive days before intraperitoneal treatm ent of
CCI4 and intravenous treatm ent of LPS. Blood samples were obtained 4 h after LPS injection. Values are
represented as m ean± S.E. and percentage of decrease from CCI4+LPS. (n=8/group)
p<0.01. p<0.001 vs. control："^<0.001 vs. CCI4：%<0.001 vs. L P S ：%<0.001 vs. CCU+LPS.

희석한 시료 100 나/에 0.3 mM NADPH, 6 mM

전투여에 의해서 각각 87, 89, 94 및 98% 억제되었다

DTNB를 가하여 총부피가 1 m ；
이 되도록 하여 3(TC에

(Table I) .

서 4분간 방치하였다. Glutathione reductase(26 U /

SD H 활성 역시 e c u 만 투여한 경우 대조 군(10.2+

롤 가하고 섞어 즉시 412 nm 에서 1분간 흡광

1.4 U /L )외 46배(471.4±122.9 U/L) 중가하였으나

도 번화를 측정하였다. GSSG는 2-vinyl pyridine으로

LPS투여 군은 대조 군과 같은 수준(9.0±2/7 U /L)이

환원형 GSH를 masking한 시료를 사용하였다.고

었다. e c u 와 LPS를 병용 처리하였을 때는 대조군의

m l) 30

간조직내 glutathione reductase 활성 측정 - 간절편

169배(1713.4±123.5 U /L) 중가하였다. YH439 10,

을 50 mM Tris-0.154 M KCl homogenizing buffer

25, 50 및 100 mg/kg에서 각각 85, 88, 94 및 98% 억

(pH 7.4)로 분쇄하여 얻은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1

제되 었다(Table I) .

m M EDTA가 함유된 0.2 M potassium phosphate

혈청 TNF-OC, IL-lp 및 IL-6 수준에 대한 효과 -

buffer(pH 7.5)에 3 m M DTNB, 2 mM NADPH를 넣

LPS투여 30분에 TNF-a외 수준은 755.6±214.4 pg/

고 적당히 희석한 상등액(단백질 100 나담에 해당)을 가

m l 이었고 2시간 후에는 2436,6±73,7 pg/mZ로 최고

하여 총부피가 1.9 m /이 되도록 하여 2~3분간 실온에
서 방치하였다. 20 mM GSSG 0,1 mZ을 가하여 412
nm 에서 1분간 흡광도 번화를 측정했다. 상술한 medi
um 에 Glutathione reductase를 가하여 얻은 stan
dard curve로부터 농도틀 환산하였다/®
통계 처리 - 실험 결과는 m ean+ S.E.로 표시하였
으며 각 군간의 평균처는 unpaired Student's t-test
로 비교하였다.

실험결과
T im e (h)

혈청 ALT 및 SDH활성에 대한 효과 - 흰쥐의 혈청
ALT활성이 CCLi를 투여하였을 때 대조군(23.8±2.2
SF U /L )의 10배 이상(252.8±46.0 SF U/L) 중가하
였으나 LPS에 의해서는 증가하지 않았다(21.5±2.9
SF U /L). 그러나 e c u 를 전투여하고 LPS를 처치하였
을 때는 70배(1678.6+93.9 SF U/L) 증가하였다. 이
러한 활성 중가는 10, 25, 50 및 100 mg/kg의 YH439

Fig. 1 - Time course of serum TNF-a concentrations in
rats treated with CCI4+LPS. Rats were treated
with CCI4 intraperitonealy and LPS intravenou
sly 20 h later. Blood samples were obtained 0.5. 1.
1.5. 2 and 4 hours after the LPS injection. TNFot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in L-929 fibro
blast cells by the lytic assay. Values are repre
sented as m ean±S.E.(n=8). **p<0.01, *** p<0.001
vs. control.
Pharm. Soc. Korea

YH439의 간 득성 방어작용

201

Table II ~ Effect of YH 439 on serum levels of TNF-a IL-lp and IL-6 in rats treated w ith CCI4. LPS and CCI4+
LPS
Treatment

3

8

vA
Q
"
5
5

» 1^ Y
7

3

^ ^
± 3 ±9

■
2

tv^

1
to

±
5

0

5

4

2± 9 ±4

1

±
7

1

2^ 0
7
9
9

1

3
4

5
1

0
5

1

+10 m g/kg YH 439
+25 m g/kg YH 439
+ 50 m g/kg YH 439
+100 mg/kg YH 439

5
7

CCI4+LPS

TNF-a (pg/m/)
5
1

Control
CCI4 (1.3 g/kg)
LPS (300 Hg/kg)

IL - lp (pg/m /)

11-6 (ng/m /)

2.9±2.9
ND

ND
51 ±24"^

80±rr*'

870±82"*"

2930±411^^
483 ±53'*
422 ±83"*
109±19'^'

1743±58^'
1412±47"'
1255±55^^
763±99^
576±81 신

±

3

9

Rats were pretreated w ith YH439 orally once a day for 3 consecutive days before m trapentoneal treatm ent of
CCI4 and intravenous treatm ent of LPS. Blood samples were obtained 4h after LPS injection. Values are
represented as m ean ± S.E. (n=8/group)
p<0.05, °오
' p<0.01,
p<0.001 vs. control；^ p<0.001 vs. CCI4 and vs. L P S ： p<0.001 vs. CCI4+LPS.

처에 도달하였다. 그 이후 감소하여 4시간 후에는
1249.2± 197.6 pg/m/로 감소하였다(Fig. 1). .

C C I4 /

LPS 투여 시 혈청TNF-a가 가장 높았던 2시간에서
YH439의 효과률 측정하였을 때 YH439 전투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TNF-a 수준이 억제되었으며 10, 25,
50 및 100 mg/kg에서 각각 21, 22, 37및 60%가 억제
되었다(Table II) .
LPS 투여 4시간후의 혈청 IL-1P 수준은 e c u 단득
투여에 의해서는 생성되지 않았고, CC1/LPS병용투여
Ca«(1.3o/Vo. i.p.) + LPS (300MO/Vg. I.v.)

에 외해서는 LPS단득 투여군(79.9± 16.7 pg/m O에
비해 37배 증가(2930.0±411.2 pg/m O하였다. C C l/
LPS 병용 투여군은 4시간에서 YH439의 전투여는 농
도 의존적으로 IL-1P 생성 억제효과가 있었다. 25, 50
및 100 mg/kg 투여군에서 C C l/L P S 투여 군에 비해
각각 84, 86 및 96% 억제하였다(Table II).
CCI4만 단득투여 하였을 때 IL ~6가 191.0 ng/mZ까지

Fig, 2 — Effects of YH439 on serum nitrite/nitrate con
centrations in rats treated w ith CCI4, LPS. or
CCI4+LPS. Rats were orally pretreated with YH
439 once a day for 3 consecutive days before intraperitoneal treatment of CC14 and intravenous
treatment of LPS. Blood samples were obtained
4h after LPS injection.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 (n = 8). ***p<0.001 vs control；*p<
0.05, ™p<0.001 vs. CCU+LPS.

생성된 개체가 있었으나, LPS 단득 투여 군은 CC14 단
득 투여 군(51.1+23.5 ng/mO보다 평균 17배 더 많이
생성(870,2±81.7 ng/mO되었다. CCVLPS투여 군에

을 때 10. 25. 50 및 100 mg/kg 투여시 각각 17, 15.

서의 혈청IL -6 수준(1743.3±57.9 ng/mO은 CCLj군의

24 및 36% 억제하였다(Fig. 2).

34배, LPS군외 2배이였다. CCVLPS투여 군에서YH

1NOS 활성에 대한 효과 - LPS와 IFN-y로 활성화시

439를 전투여 하였을 때 10, 25, 50 및 100 mg/kg투여

킨 RAW 264.7 세포외 cytosol에서외 iNOS활성은 3.2

시 각각 19, 28, 56 및 67%를 억제하였다(Table II).
혈청 nitrite/nitrate 수준에 대한 효과 - CCI4 단득
투여군에서는 대조 군(48.3±8.1

비해 혈청

[닛CHL-citrulline

pm ol/m in/m g

protein 이었다.

DM SO에 용해한 YH439를 첨가하여 측정하였을 때는
10, 50 및 100

에서 대조 군(3.2 pmol/min/mg pro-

nitrite(N 0 2 ~)+nitrate(N 0 3 -) 수준에 번화가 없었으

tein)에 비하여 각각 25. 41 및 40% 감소하였다. N^-ni-

나(39.8±1.7 ^iM) LPS 투여 군은 대조군의 4.4배

tro-L-arginine lOOl^iM을 첨가하였을 때는 86 % 감소

(211.2±15.4 나M )이었다. CCL/LPS투여 군은 LPS

(0.45+0.04 pmol/min/mg protein)하였다(Fig. 3).

단득 투여군의 2배(409.2±14.9 m . p<0.001)가 생성

iNOS단백 발현에 대한 효과 - 대조 군과 e c u 단득

되었다. CC V LPS투여 군에서 YH439를 전투여 하였

투여 군에서는 iNOS가 발현되지 않았고. LPS단득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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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 N-L-Arg 100
LPS(1^g/ml)+IFN-r (100 U/ml)

J

Fig. 3 — Effects of YH439 on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ctivities in RAW264.7 cell cytosol.
RAW264.7 cells were activated with combination
of LPS and IFN-g for 6 hours. iNOS activities
were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
(n=6). V O .O l, ™p<0.001 vs. LPS+IFNPy.

여군의 간 세포에서는 단백질의 발현이 관찰되었다. 단
백발현 정도를 densitometry scanning 하였을 때
e c u /LPS 투여군외 간에서는 LPS단득 투여 군
(100%)외

1.5배 이상 진하게 iNOS단백질 수준이 유

도 발현되었다. CCiyLPS투여 군에서YH439를 전투여
한 간 세포에서는 10 mg/kg 투여시에는 감소효과가 없
었으나, 25 mg/kg 투여 군은 C O /L P S 투여 군에 비해
14%, 50 mg/kg 투여 군에서는 32%(p<0.05) 단백질 발
현이 감소되었다. 100 mg/kg을 투여하였을 때는 44%

Control CCM LPS

0

10

25

50

100 YH439 ( r r ^ )
CCU1.3 g/ko. i.p.) ♦LPS<300 나g/kg, i.v.)

Fig. 4 — A) Immunoblot analysis • Effect of YH439 on the
expression of iNOS protein in rats treated with
e c u LPS or CCI4+LPS. Rats were pretreated
with YH439 orally once a day for 3 consecutive
days before intraperitoneal treatment of CCU
and intravenous treatment of LPS. Liver sam
ples were obtained 4h after LPS injection. Lane 1,
Control；2. CCI4 (1.3 g/kg. i.p.)：3. LPS (300 ^lg/
kg. i.v.)：4. CCI4+LPS；5, YH439 10 mg/kg+
CCI4+LPS：6. YH439 25 mg/kg+CCU+LPS：7.
YH439 50 mg/kg+CCLrHLPS；8. YH439 100 mg/
kg+CCLi+LPS. B) Cumulative data obtained
from 8 different experiments. The level of iNOS
protein was quantified by densitometry, and ex
pressed relative to the levels in CC14+LPS treat
ed group. Each bar represents as mean+S.E.
(n = 8).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CI4+
LPS-treated rats. p<0.05, p<0.01.

(p<0.01) 억제되었다(Fig. 4).
GSH 및 GSSG수준에 대한 효과 - CC V LPS투여

하였을 때 Glutathione reductase외 활성 (376.0+27.7

군 (4.1+0.3 nmole/g liver)에 비해서 YH439 100

mU/mg protein)은 YH439 비투여군(222.1±22.3

m g/kg을3일간 전투여한 후 CCL/LPS룰 투여한 군외

mU/mg protein)에 비헤서 glutathione reductase 활

G SH 함량은(5.3+0.2 나mole/g liver)는 1.3배 중가

성을 69.3% 증가시켰다(Fig. 6).

(p<0.005)하였다. GSSG수준은 YH439의 투여에 의해
감소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총

고

찰

G SH 에 대한 GSSG의 비율은 YH439 100 mg/kg의
투여로 32% 감소하였다(Fig. 5).

본 연구에서는 간 득성 물질인 CC 14와 과다한 염중반

간조직내 Glutathione reductase 활성에 대한 효과 -

응을 야기시키는 LPS를 병용투여한 간염 모델에서

대조군의 간세포의 glutathione reductase 활성은 평균

YH439의 간 보호 효과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CC14를

247.6+7.5 mU/mg protein이었는데 YH439 100 mg/

투여하고 20시간 뒤에 LPS를 투여하였을 때 CC14단득

kg을 3희 투여하고 24시간 후에 얻은 조직에서는 389.9

처리에 비해 ALT는 6.6배. SDH는 3.6배 정도 중가하

±3.8 mU/mg protein으로 증가(p<0.001)하였다. YH

였으며. LPS단득 처리에 비해서는 TNF-a는 3배, IL-

439 100 mg/kg을 3일간 전투여한 후 CC1/LPS를 투여

1P는 37배 및 IL-6는 2배. nitrite/nitrate는 2배.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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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 Effect of YH439 on the liver reduced glutathione (GSH) levels (a), oxidized glutathione (GSSG) levels (b) and ox
idized glutathione (GSSG)/total glutathione (tGSH) (c) in rats treated with 40% PEG and CCLi+LPS. Rats were
treated with YH439 (100 m g ^ ) orally once a day for 3 consecutive days. Liver samples were obtained 24 h after
administration. Rats were pretreated with YH439 orally once a day for 3 consecutive days before intraperitoneal
treatment of CC14 and intravenous treatment of LPS. Liver samples were obtained 4 h after LPS injection.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 (n=8). *p<0.05 vs. control 노<0.05, **p<0.01 vs. CCU+LPS.

iN O S발현은 1.5배 정도 증가하였다. 환원형 GSH도

려저 있다. ^ YH439는 혈청 TNF-a가 최 대가 되는

단득 투여 시보다 더욱 감소하였다.

LPS투여 후 2시간 째에 용량 외존적으로 억제하였으

e c u 또는 LPS를 단득 투여 시보다 CCLi 및 LPS

며 따라서 LPS로 인한 TNF-a 유리를 면역 반응 초기

를 병용 투여시, 간 득성 뿐만 아니라 염중 반응을 증폭

단계부터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IL - lp 는

시키는 이유는 LPS로 활성화되는 쿠퍼세포가 RO S를

LPS 투여 4시간 후에 증폭되었으며 YH439는 용량

유리하여 CCI4로 인한 간 득성을 중가 시키기 때문이

의존적으로 IL-IP 생성을 억제하였고 IL- 6 또한 용량

다

의존적으로 억제 되었다.

따라서 CCU/LPS 간염 모델은 간득성을 특이

적으로 유발할 수 있는 좋은 실험 모델로 사용되어질

흰쥐 간 세포의 iN O S 발현을 면역 화학적으로 분석

수 있을 것이다. YH439를 3일간 전처 리 하였을 때 용

한 결과 iN O S 단백 발현이 YH439투여로 완만하나

량 의존적으로 CCLi/LPS로 증폭된 ALT와 SD H 의

용량 외존적으로 감소되었으며 또한LPS로 활성화시킨

활성을 억제하였다. IL-1P, TNF-a 및 IL-6 등 cy-

RAW 264.7 세포에서 iN O S외 활성을 억제하는 효과

tokine은 염증 반응과 간 득성을 유발 하는 것으로 알

가 있었다. 따라서 YH439는 효소활성을 직접 억제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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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SH고같과 GSSG증가가 관찰되고,"" GSH투여가 흰

씨

쥐외 간 손상과 사망률을 억제한다는 보고가 있다/®
G SH 양이 유의성 있게 중가하였으며 CC14와 LPS로

3
M

E/nE}
{ul£OJO
d

YH439를 단득 투여한 후 24시간 뒤에 간 조직의 총
득성을 유발하였을때에 YH439 전투여는 환원형GSH
§
3

를 중가시키고 GSSG는 감소시켰다. Glutathione

에
1

£0

reductase(GR)활성도 YH439단득 투여 시나 또는

■
9
CON

- m

■

Y 100

Y 0

Y 100

CCI,(1.3 9/kg, i.p.) + LPS(300 pg/kg. i.v.)
Fig. 6 — Effect of YH439 on liver glutathione reductase ac
tivities in rats treated with 40% PEG and CCI4+
LPS. Rats were pretreated with YH439 orally
once a day for 3 consecutive days before intraperitoneal treatment of CCI4 and intravenous
treatment of LPS. liv er samples were obtained 4
h after LPS injection.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E. (n= 6^8 ). ***p<0.001 vs. control
<0.001 vs. CCI4+LPS.

YH439를 전처 리하고e c u 와 LPS를 처리하였을 때 모
두 유외성 있게 중가 시키는 것으로 보아 YH439는 항
산화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Glutathione peroxidase활성은 각 군벌로 별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
C C V LPS투여 군에서만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YH439는 염증 매개체인 TNF0C, IL-1P 및 IL~6와 같은cytokines의 생성을 억제하고

따라서 iN O S의 활성 및 유도를 억제하여 간 득성에 대
한 보호효과가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gluta
thione reductase활성을 중가하여 free radical의 득
성을 방어하는 간 조직의 G SH함량을 중가시켜 각종 화
학 득성 물질로 인한 간 득성에 보호효과틀 나타낼 것으

작용뿐 아니라 전사단계에서 iN O S발현을 억제하는 효

로 추정된다. GSH 중가 기전으로 Y~glutamyl-cy-

과가 있는 것으로 보여지며 YH439에 외해 혈청 nitri-

stein synthetase(GCS)와 GSH synthase의 활성이

te 및 nitrate수준이 감소 된 것과 일치하는 결과이었

기여하는지에 대해 더 연구가 펄요하다.

다. Endotoxin이나 TNF-a, IL-IP및 IFN-y 등의 염
중 cytokine둘은 간세포외 N OS를 중폭적으로 유도시
킨다.8■
"«>■
«> 또한 과량의 N O 는 저혈압을 유발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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