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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AC) in a
thioacetamide (TAA) induced acute liver damage model using Sprague-Dawley (SD) rats. The in vitro antioxidant activity
of AC was measured by quantitating total polyphenol content, total flavonoid content, and DPPH and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Our animal experiment was conducted as follows: AC (100 and 200 mg/kg body weight, PO) and silymarin
(Sily 100; 100 mg/kg body weight, PO) were administered for 3 days, concurrent with induction of liver injury (TAA,
200 mg/kg body weight, IP). Serum and liver tissue were collected after 3 days of drug administration. AC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serum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 (GPT),
myeloperoxidase (MPO), and ammonia levels. It also effectively decreased protein level expression of NF-ĸBp65, p-IĸBα,
COX-2, iNOS, TNF-α, IL-6, and IL-1β in liver tissue, while increasing ZO-1, occludin, claudin-1, claudin-3, and claudin4 expres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C treatment can attenuate inhibition of the NF-ĸB pathway, and enhancement of
the tight junction (TJ) pathway in TAA-induced liver injury. Therefore, AC displays potential for use as a natural
therapeutic dr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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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Introduction)

을 유발하는 화합물로 사용되었으며, 1948년에 처음으로 설치류
에 실험적 간독성 실험이 연구되었다.6) TAA를 동물에 주입하게

간은 몸 내부에서 가장 큰 기관으로, 중간대사와 지질단백대

되면 과산화지질과 활성산소종의 생성과 염증성 단백질들의 발

사 등에 필수적이며, 면역글로불린, 알부민, 응고인자, 효소 등

현을 증가시키게 되고, 혈중에서 암모니아의 농도가 올라가는

을 함유하고 있는 혈청 단백질의 합성이 일어나는 장소이다.1)

특징적인 임상소견이 나타난다.7,8) 이러한 증상들은 외부에서 항

최근 불규칙한 식습관, 음주, 스트레스 등으로 면역력이 상실되

산화 물질을 섭취함으로써 예방과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

어 독성물질로부터 사람의 몸을 보호해야하는 간 기능이 손상

려져 있다.9)

되어 현대인들에게 간질환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데, 이러한 간

인진호(Artemisia Capillaris Herba)는 중국, 일본, 한국 등에 널

질환에는 간염에서부터 급성 간손상, 간섬유화, 간경변, 그리고

리 자생하는 Compositae의 다년생 식물인 사철쑥(Artemisia

간암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2,3) 특히, 급성 간손상은 사람의 몸

capillaris Thunberg)의 지상부를 말하며, 생약명으로 인진호(茵蔯

안에서 해독대사의 과정에서 기능적 오류를 일으켜 기능 합병

蒿) 또는 인진(茵蔯)이라고 한다.10) 예로부터 민간요법에서 간질

증과 신경 행동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게 된다.

병에 관련된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져 왔다.11) 인진호의 주성분

4,5)

Thioacetamide (TAA)은 의료와 제약분야에서 동물에게 간독성

으로는 cineol, alkaloid, scopoletin 등의 정유류와 각종 무기질과
비타민류가 있다.12) 한방에서는 인진호를 더위지기라고도 부르
며, 성(性)이 약간 차가우며, 미(味)는 쓰며, 간(肝), 비(脾), 위(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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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경(膽經)으로 들어가 작용하며, 청리습열(淸利濕熱)과 퇴황달
(退黃疸)의 효능을 가지고 있다.13) 선행 연구로 간기능 보호, 항
비만, 항균, 항산화, 항염증 등이 보고되어져 있으나, TAA로 유
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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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된 간손상 모델에 간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에 대해서는 이루
어지지 않고 있다.

9)

Thermo Scientific (Waltham, MA, USA)에서 구입하였다.
Protease inhibitor mixtur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A로 간손상 유발된 동물모델에 항산

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

화능이 뛰어난 인진호 열수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여 간기능에

입하였으며,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는 GE

대한 혈액검사와 항산화, 염증 관련 유전자의 발현을 간조직에

Healthcare (Chicago, IL,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서 분석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Total polyphenol 함량 측정
AC의 total polyphenol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Folin Ciocalteu’s

방 법(Methods)

의 방법을 사용하였다.13) 시료 100 μL에 10배로 희석된 Folin-

시료 추출

ciocalteu’s phenol reagent 500 μL와 7.5% sodium carbonate 400

본 실험에 사용한 인진호는 옹기한약국(대구, 한국)에서 구입

μL를 넣고 잘 혼합하여 30분 암소반응 후, UV 분광광도계

한 것을 구입한 것 대구한의대학교 한의과대학 노성수교수가 생

(Infinite M200, Tecan, Männedorf, ZH, Switzerland)를 이용하여

약규격집에 맞추어 관능검사 후, 약전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정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로는 gallic acid를

산하여 사용하였다. 인진호 300 g에 증류수 3000 mL을 가하여

사용하였다 (Gallic acid equivalents (GAE)).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추출하여 얻은 액을 감압 추출장치로 농
축한 후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시켜 30 g의 파우더

Total flavonoid 함량 측정

(수율 10%, 수분함량 9.25%M)를 얻었다(AC, Artemisia Capillaris

AC의 total flavonoid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aluminum chloride

Herba water extract). AC는 사용하기 전까지 냉동(−80 C) 보관
한 후 실험 직전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를 사용한 비색법을 사용하였다.13) 시료 100 μL에 10% aluminium
chloride solution 20 μL, 1M potassium acetate solution 20 μL

실험 동물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

o

및 증류수 560 μL를 넣고 잘 혼합하여 30분 암소반응 후, UV
생후 6주령의 체중 200 g 내외의 Sprague-Dawley (SD) (대한

준물질로는 quercetin을 사용하였다 (Quercetin equivalents (QE)).

바이오링크, 충북, 한국)를 구매하여, 물과 고형사료(Zeigler Bros,
Inc., PA, USA)를 충분히 공급하며 일주일간 적응기를 가진 후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system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Blosis에 의한 DPPH free radical

으로 12시간 주기로 명암주기를 조절하였으며, 온도는 22±2 C,

소거법을 사용하였다.14) AC를 각 농도별로 희석한 용액 100 μL

습도는 50±5%로 조절하였다. 실험은 대구한의대학교 동물 실험

와 60 μM DPPH용액 100 μL을 혼합하여 30분간 암소상태에서

윤리위원회의 승인(DHU2020-082)을 얻어 시행하였으며 동물관

반응시킨 후, UV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측정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를 50% 감

o

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IC50으로 하여 나타내었다.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L-(+) Ascorbic acid는 Alfa Aesar (Ward

ABTS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항산화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

Hill, M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7 mM 2,2'-azino-bis (3-ethylbenzothia-

정하였다.15)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DW

zoline-6-sulphonic

에 녹인 다음 15시간 동안 차광 보관하여 ABTS+를 만든 다음,

acid)

(ABTS),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 thioacetamide (TAA), gallic acid, potassium persulfate,

이 반응액을 415 nm에서 ethanol을 이용하여 흡광도 0.70±02로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diethylene glycol, naringin,

보정하였다. 만든 ABTS 용액 95 μL에 각 농도별로 희석한 AC

sodium hydroxide은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를 5 μL씩 첨가하여 15분 반응 후 UV 분광광도계를 이용하여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hosphorylation of nuclear factorkappa B p65 (NF-κBp65), 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 B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ABTS radical 소거능을 계산하

alpha (IκBα), phosphorylation inhibitor of nuclear factor kappa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IC50으로 하여 나타내었다.

여 산출하였다.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를 50%

B alpha (p-IκBα), cyclooxygenase-2 (COX-2),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terleukin-1 beta (IL-1β), β-actin, histone

TAA로 유도된 급성 간 손상 동물모델

는 Santa Cruz Biotechnology (Dallas, TX, USA)에서 구입하였으

실험군은 정상군(Normal), 대조군(Control), 양성대조군(Sily100,

며, 2차 항체인 Mouse lgG antibody와 Rabbit lgG antibody는

Silymarin 100 mg/kg/day), 인진호 저농도 투여군(AC100, 인진호

GeneTex, Inc. (Irvine,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단

열수 추출물 100 mg/kg/day), 인진호 고농도 투여군(AC200, 인

백질 정량을 위한 bicinchoninic acid (BCA) protein assay kit는

진호 열수 추출물 200 mg/kg/day)으로 각 군별로 8마리씩 나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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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 1주일간 동물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
든 쥐는 일정한 시간에 1회/1일 체중을 측정하였다. 정상군을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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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계분석
In vitro의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으며, in vivo 수

투여 하였으며, 약물처리군은 TAA 복강 투여와 함께 해당 약물

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모든 in vivo 수치는 SPSS
program for windows version 25.0 (SPSS Inc., Chicago, IL

을 3일간 경구 투여 하였다. 실험종료 당일 마취 후 복대정맥에

USA)로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실시하였

외한 나머지 군은 1회/1일, 3일간 TAA (200 mg/kg/day)를 복강

서 혈액을 채취 후, 간 조직을 적출하여 무게를 측정하였다. 혈

으며, 각 데이터의 통계적 유의성은 Least Significant Difference

액은 4oC에서 4,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 후, 혈청을 분리

(LSD) test로 검증하였고, 정상군과 대조군, 대조군과 약물 투여

하여 간 조직과 –80oC 냉동고에 보관하였다.

군 사이에 유의성은 p-value <0.05에서 검증하였다.

결 과(Results)

간 손상 지표 및 ammonia 분석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와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는 assay kit (아산제약, 서울, 한국)로 측정하
였으며, ammonia 측정은 ammonia assay kit (Abcam, Cambridge,

Total polyphenol 및 total flavonoid 함량 결과
AC의 항산화 성분 분석을 위하여 total polyphenol 함량과 total
flavonoid 함량을 측정하였다. AC의 total polyphenol 함량은

UK)의 프로토콜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240.08±0.70 mg GAE/g으로 측정되었으며, total flavonoid 함량은

간 조직 Western blotting
Western blotting 분석을 위하여 간 조직에 100 mM Tris-HCl
(pH 7.4), 5 mM Tris–HCl (pH 7.5), protease inhibitor cocktail,

34.40±0.85 mg QE/g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15 mM CaCl2, 1.5 M sucrose, 2 mM MgCl2, 0.1 M DTT를 첨가

DPPH 및 ABTS free radical 소거능 결과
AC의 항산화 성분 분석을 위하여 DPPH, ABTS free radical

한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 (BioSpec Product, Oklahoma,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대조군으로는 항산화능이 뛰어나다고 알

USA)로 분쇄하고 30분간 아이스 위에서 정치시킨 다음, 10%

려진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 측정결과, L-ascorbic

NP-40 용액을 첨가 후 12,0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

acid의 IC50값은 1.27±0.03 μg/μL, AC의 IC50값은 8.07±0.48 μg/μL

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을 얻기 위해

으로 나타났다. ABTS 측정결과, L-ascorbic acid의 IC50값은

10% NP-40가 포함된 buffer A에 두 번 헹구고 100 μL의 buffer
C (50 mM KCl, 50 mM HEPES, 0.1 mM EDTA, 0.3 mM

3.29±0.04 μg/μL으로 측정되었으며, AC의 IC50값은 29.27±0.38 μg/
μL으로 나타났다(Fig. 1).

NaCl, 1 mM DTT, 0.1 mM PMSF, 10% glycerol)를 넣어서 재부
유 시킨 후, 10분 간격으로 vortex를 3번 하였다. 4oC, 12,000

체중변화 및 간 중량 측정 결과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핵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실험기간동안 실험동물의 체중변화는 정상군(11.90±0.58 g)에

얻었다. 얻어낸 세포질과 핵은 –80oC에서 각각 냉동 보관하였다.

비하여 대조군(−30.10±3.58 g, p<0.001)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

간 조직 세포질의 IκBα, p-IκBα, COX-2, TNF-α, IL-1β, ZO-1,

였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Sily100군(−22.85±0.97 g, p<0.01),

claudin-1, claudin-3, claudin-4 및 β-actin과 핵의 NF-κBp65와

AC100군(−23.79±1.43 g, p<0.05), AC200군(−21.67±1.14 g, p<0.01)

histone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12 μg의 단백질을

으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간 대 체중 비율(liver to

10~12%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후,

body weight ratio)은 정상군(3.50±0.06%)에 비하여 대조군 (5.04±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이동

0.09%)에서 유의하게 증가함이 나타났으며, 대조군 대비하여

시킨 membrane에 각각의 1차 antibody를 처리하여 4oC에서

Sily100군(4.76±0.07%), AC100군(4.92±0.09%, p<0.05), AC200군

overnight 시킨 다음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고, 각각 처리

(4.85±0.13%, p<0.01)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함이 보였다(Fig. 2).

된 1차 항체(PBS-T를 사용하여 1:1000로 희석하여 사용)에 사
용되는 2차 항체(PBS-T를 사용하여 1:3000로 희석하여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킨 후, PBS-T로 6분마다 5회

혈청 내 간 손상 지표 GOT 및 GPT 측정 결과
혈청 내에서 간 손상 지표인 GOT와 GPT를 측정하였다. GOT

세척하였다. 그리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액에
노출시킨 후, Sensi-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Seoul, Korea)에 감광시켜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으며, 해당
band를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프로그램으로 정량하였다. 각각의 단백질 수준을
정상군의 단백질 수준으로 나눈 후 상대적 비로 나타내었다
(represented as 1).

Table 1. Total Polyphenol, Flavonoid Contents of AC
Sample

Total polyphenol
(mg GAE/g )

Total flavonoid
(mg QE/g)

AC

240.08±0.70

34.40±0.85

AC is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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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C.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B). AC is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EM.

Fig. 2. Body weight change and liver to body weight ratio. Body weight change (A), liver to body weight ratio (B). Normal, normal rats.
Control,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Sily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silymarin 100 mg/kg body weight. AC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100 mg/kg body weight. AC2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8 rat per group.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rat, *p<0.05, **p<0.01 vs. TAA-induced control rat.

측정 결과, 정상군(53.76±1.64 IU/L)에 비하여 대조군(90.00±3.23

간 조직 내 염증관련 인자 발현

IU/L, p<0.001)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과 대비하

세포질에서 염증관련 인자인 p-IκBα, NF-κBp65, iNOS, COX-

여 Sily100군(82.01±1.73 IU/L, p<0.05), AC100군(81.35±2.84

2, TNF-α, IL-6 및 IL-1β를 측정한 결과, 모든 인자들이 정상군

IU/L, p<0.05), AC200군(73.12±2.27 IU/L, p<0.001)으로 유의성

과 비교하여 대조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있게 감소하였다(Fig. 3A).

대조군에 비하여 모든 약물 투여군에서 발현이 감소하는 것을

GPT 측정 결과, 정상군(4.56±0.60 IU/L)에 비하여 대조군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중, AC200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여 감소

(26.51±1.71 IU/L, p<0.001)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대조
군과 대비하여 Sily100군(22.06±1.45 IU/L), AC100군(19.79±2.19

율이 p-IκBa 19% (p<0.01), NF-κBp65 29% (p<0.001), iNOS
23% (p<0.001), COX-2 21% (p<0.01), TNF-a 17% (p<0.01),

IU/L, p<0.05), AC200군(17.40±2.67 IU/L, p<0.01)으로 AC100군

IL-6 23% (p<0.001), IL-1b 21% (p<0.01)로 정상군 수준으로 유

과 AC200군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Fig. 3B).

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혈청 내 ammonia 농도 측정 결과

간 조직 내 tight junction관련 인자 발현

혈청 내에서 ammonia 농도 측정 결과, 정상군(12.27±0.45 nmol/

세포질에서 tight junction관련 인자인 ZO-1, occludin, claudin-

µL)에 비하여 대조군(18.47±1.00 nmol/µL, p<0.001)에서 유의성

1, claudin-3, claudin-4의 발현량 측정 결과, 정상군에 비하여 대

있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과 대비하여 Sily100군(15.46±0.95 nmol/

조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대조군 대비 모든 약물 투

µL, p<0.05), AC100군(13.24±1.67 nmol/µL, p<0.01), AC200군

여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특히 AC200군은 ZO-1과

(11.74±0.56 nmol/µL, p<0.001)으로 AC100군과 AC200군에서 유

claudin-3에서 각각 증가율이 29.99% (p<0.01), 28.79% (p<0.01)

의성 있게 감소하였다(Table 2).

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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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xpressions of inflammatory-related proteins in liver. Normal, normal rats. Control,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Sily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silymarin 100 mg/kg body weight. AC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100 mg/kg body weight. AC2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8 rat per group.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rat, *p<0.05, **p<0.01 vs. TAAinduced control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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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GOT levels, GPT levels, and ammonia concentration in
serum
Ammonia
(nmol/µL)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A는 간세포 독성물로, rats에 복강 투여 시 심각한 간손상
을 일으키며 간에서 해독되어야 할 ammonia를 분해하지 못해

Group

GOT
(IU/L)

GPT
(IU/L)

Normal

53.76±1.64

4.56±0.06

12.27±0.45

Control

90.00±3.23###

26.51±1.71###

18.47±1.00###

Sily100

82.01±1.73*

22.06±1.45

15.46±0.95*

AC100

81.35±2.84*

19.79±2.19*

13.24±1.67**

다. NF-κB의 발현은 IκBα의 인산화로 인해 서로 분리되어 NF-

AC200

73.12±2.27***

17.40±2.67**

11.74±0.56***

κB가 핵 내로 이동하면서 염증성 매개인자 및 사이토카인을 유

Normal, normal rats. Control,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Sily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silymarin 100 mg/kg body
weight. AC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100 mg/kg body weight. AC2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SD, n=8
mice per group.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8 rat per group.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rat, *p<0.05, **p<0.01, and ***p<
0.001 vs. TAA-induced control rat.

혈중 ammonia 농도가 상승하게 된다.8) 혈중 ammonia 측정결과,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은 유의한 증가가 있었으며, 인진호 추출
물 투여에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되었다.
이후 western blotting으로 간조직의 염증성 단백질을 분석하였

도하게 된다.19) 염증성 단백질 측정결과, 인진호 추출물이 NFκB p65의 발현을 감소시킴으로 인하여 염증성 매개인자 iNOS,
COX-2와 염증성 사이토카인 TNF-α, IL-6 및 IL-1β의 발현량을
유의하게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은 여러 종류의 상피로 뒤덮여 있는데, 이는 내부와 외부
환경 사이에 있는 선택적 장벽인 tight junctions으로 효율적으로
유지가 된다고 알려져 있다.20) 간 조직에서 western blotting을 통
해 tight junctions 관련 단백질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occludin,

고 찰(Discussion)

claudin-1, claudin-4에서 대조군 대비 인진호 추출물에서 발현량
이 증가하였으며, ZO-1과 claudin-3에서는 인진호 추출물 투여에

인진호(茵蔯蒿)는 국화과에 다년초에 속해있는 사철쑥(Artemisia

의해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

capillaris Thunberg)의 지상부를 말린 것으로, 포자엽이 달려 있

다. 이를 통해 인진호 추출물은 간조직 상피의 기능유지에 효과

을 때 채취하여 사용한다. 인진호는 이습황달(利濕退黃), 청리습

적인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열(淸利濕熱)하는 효능을 지니고 있어 소변불리(小便不利), 황달

결 론(Conclusion)

(黃疸) 등의 증상에 주로 사용된다.16) 이러한 인진호는 인간 간
암 세초주인 HepG2 cell에서의 염증 억제, 황달, dimethylnitrosamine
에 의한 간섬유화, 간암세포사멸 유도 등과 같은 연구들이 보고

본 연구는 TAA로 유발된 급성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인진호

되어져 있지만 thioacetamide (TAA)로 유도된 간손상에 대한 연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여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구는 보고된 바 없다.17)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A로 간손상이

결론을 얻었다.

유발된 동물모델에서 인진호 열수 추출물의 간 보호 및 치료 효
과를 확인하기 실험을 진행하였다.

TAA로 유발된 급성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인진호 추출물의 투
여는 혈중에서 간손상 지표인 GOT, GPT와 ammonia 농도를 유

실험을 위해 Sprague-Dawley (SD) 수컷 흰쥐에 TAA (200

의하게 감소시켰다. 또한 인진호 추출물의 투여로 인하여 염증

mg/kg/day)를 3일간 복강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였고, 간 손

성 단백질의 발현을 감소시켰으며, tight junctions 관련 단백질의

상 유발과 함께 3일간 인진호 열수 추출물(100 mg/kg/day

발현을 증가시켰다.

(AC100), 200 mg/kg/day (AC200))을 경구투여 하였다. 3일간의

따라서 TAA로 급성 간손상 유발시 인진호 추출물은 염증성

실험 종료 후, 부검으로 얻은 혈청을 통해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GO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GPT),

전사인자인 NF-κB의 활성화로 인해 일어난 염증 과정을 억제
하며, tight junctions 관련 단백질의 발현을 증가시켜 간조직 상

ammonia를 측정하였으며, western blotting 분석을 통해 간 조직

피의 기능유지를 통해 간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되어진다.

내 염증 및 tight junction 관련 단백질 인자들의 발현을 측정하였다.
간 손상 지표로 사용되는 GOT는 간, 근육, 심장, 신장에 있
는 효소이며, 조직의 손상에 의해 혈중으로 분리되어 수치가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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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중요한 효소이다.18) GOT 측정결과, 정상군과 비교하여
대조군에서 약 67%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에 비하여 AC100군과
AC200군에서 약 10%, 19% 씩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Conflict of Interest

수 있었다. 또한 GPT 측정결과에서도 대조군에 비하여 AC100
군과 AC200군의 감소율이 약 25, 34%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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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저자는 이해 상충을 가지고 있지 않음을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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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ressions of tight junction-related proteins in liver. Normal, normal rats. Control,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Sily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silymarin 100 mg/kg body weight. AC1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100 mg/kg body weight. AC200, TAA induced liver injury rats treated with Artemisia Capillaris Herba water extract 200
mg/kg body weight.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D, n=8 rat per group.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rat, *p<0.05, **p<0.01 vs. TAAinduced control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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