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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s tra c t ~ Nokyangbotang™ (NYBT) is a kind of powerful food for health and have been drunk at a oral
dose of 80 m/ (99,5 mg) three times per day. It has not been well studied about the anti-fatigue and hepato
protective activity. In this experiments, we evaluated pathophysiologically the effect of NYBT on swimming
tim e in mouse and hepatoprotective activity in rats intoxicated w ith carbon-tetrachloride. NYBT was non
toxic in orally acute toxicity test (LD 5 0 ，>320 m//60 kg): a nontoxic food in more four times of one-shoot
dosage (80 m/) to human. Weight-loaded forced swimming test was carried out to measure the swimming
time of mice with a 4% load of body weight in plastic cylinder (diameter 10 cm x height 20 cm) on water
bath at 25*그
C, and the anti-fatigue activity represented the ratio of swimming time of experimental group
to that of control group. NYBT had dose-dependent anti-fatigue activity. Mice administered NYBT at a dose
of 320 ml/60 kg once daily for 5 days could swim about two times more than control. Hepatoprotective
activities of NYBT were examined by the determination of malonedialdehyde (M DA) and pathological sur
vey in liver, and liver function test of rat intoxicated with CCI4 at i.m. dose of 2 ml/kg once daily for 7days.
NYBT decreased dose-dependently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Oral administration of NYBT at
a dose of 20 m//60 kg was 38.51 ± 3.02 nmol MDA/g of tissue, that of 80 m//60 kg was 33.76 소 1.84 nmol
M DA/g of tissue, and that of 320 ml/60 kg was 32.87 소 1.90 nmol MDA/g of tissue as compared with control
group (43.61 ± 2.85 nmol MDA/g of tissue). A ll rats administered NYBT at a dose of 320 m//60 kg were
survival as compared w ith 40% survival of control animals, and GPT activity of rats administered NYBT
at a dose of 80 m//60 kg was decreased as compared with control. In histopathological survey, NYBT
improved slightly the fatty changes of hepatocytes around centrilobular area. These results suggest that
NYBT has anti-fatigue and hepatoprotective activity in rats and mice.
K e yw o rd s □ Nokyangbotang, anti-fatigue activity, weight-loaded forced swimming test, antioxidative
activ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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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성애원주식회사

인삼, 당귀, 천궁, 숙지황, 작외S 감초, 백복령, 황기,

술f±)에서 생산한 식품(허가번호 ：강원 평

진피, 산사, 산약, 사인, 맥아, 두층, 오가피, 백출 및

창 제1 1 -2 2 호)으로서 사슴엑스와 흑염소 액스 및 녹용

계피 등이 포함되어 있어 신체의 생리활성을 높여 즐

엑스가 주원료로 포함되어 있고, 부 원료로 생강, 대추,

수 있는 생약이 함유되어 있다.
이러한 고열량 액스와 생리활성을 갖는 생약이 함유

본 논문에 관한 문의는 이 저자에게로

되어 있어 이들의 생리활성이 있을 것이라 예측된다.

(전화) 02-820-5600 (팩스) 02-821-7680

즉 이 엑스제에 함유된 사슴 및 흑염소 엑스는 열량가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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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높은 식품이며, 여기에 함유되어 었는 생약제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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탕의 생리활성을 측정하였다.

보혈강장제들이 많이 함유되어 있다. 즉 , 한방에서는
주성분인 녹용(Conm cervi parumf 부 강장제로서 신

실험방법

체의 활동능력을 높이고, 수면과 식욕을 개선하고, 근
육의 피로률 저하시키며, 쇠약한 심장에 대해 강심작

재료 - 녹양보탕의 조성은 Table I과 같다. 주원료로

용이 현저하고, 적혈구수와 hemoglobin치률 증가시킨

서 사슴엑스, 흑염소 엑스 및 녹용엑스가 각각 28.6,

다고 알려져 있어 전신허약 및 피로시에 쓰여 왔다.

8.98 및 2.82%가 함유되어 있고, 부원료로서 생강, 대

녹용에탄을 추출물은 부교감신경을 홍분시키고, 신경

추 , 인삼, 당귀, 천궁, 숙지황, 작약, 감초, 백복령, 황

과 근육계의 기눙을 개선시키며, 내분비계 활성을 항진

기, 진괴, 산사, 산약, 사인, 맥아, 두층, 오가피, 백출

시키며, 그 운동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또 당귀

및 계피 등의 생약이 포함되어 었는 같색의 액제이다.

{Angelicae gigantis radixf^^ 보혈강장 및 활혈효과가

사용한 실험재료는 1999년 2월 28일에 제조한 Lot.

있어 혈행장애에 의한 부인과질환에 쏘이고 있다. 천궁

No.99-2-28로서 액제률 사용하거나 냉동건조(80 m/가

(Cnidii rhizoma)^쁜 구어혈 효과가 있어 진정, 번혈,

7.48 g)하식 증류수에 희석굵H

경구 투여하였다.

두통 등에 쓰이고 있다. 숙지황(Rehmarmiae radix

시약 一간기눙검사 시약으로 사'§•한 glutamic oxalo

preparatay내*은 강심, 신혈관 확장, 혈당강하작용, 보옴,

acetic txansaminase,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보혈, 울혈 등 출혈성 질환에 쓰인다. 황기(Astragali

alkaline phosphatase, total cholesterol, total bilirubin

radixf2^*는 기혈양허, 원기부족, 지한 등에 쓰인다. 또

및 blood urea nitrogen Kit시약은 Stanbio Labora

오가괴 (Acanthopanads cortex)피는 강장효과가 있어

tory Inc.(U.S.A., Texas) 제품을 사용하였으며, thio

병후회복, 면역저하에 쏘일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그

barbituric acid 및 1,1,3,3-tetraethoxypropane은: Sigma

러나 이와 같은 녹용보탕은 열량가가 높고, 건강보조

사(U.S.A.)제품을 시용하였으며, 기타 시약은 1급시약

효과가 있다고 생각되나 실험적으로 연구된 바 없다.
따라서 괴로의 억제력을 시험하는 방법을 개발히쉬 녹
양보탕<>1 지구력을 증진시키는지 연구할 가처가 있다.
신체가 피로하게 느꺼는 생리 및 생화학적 기전은

Table I - 녹양보탕 (Nokyangbotang) 의 조성
명

배합율 (%)

주원료

사슴엑스
흑염소엑스
녹용엑스
생강엑스
대추엑스
인삼엑스
당귀엑스
천궁엑스
숙지황엑스
작약엑스
감초엑스
백복령엑스
황기 엑스
진피엑스
산사엑스
구기자엑스
산약엑^
사인엑스
맥아엑

품

이미 밝혀졌다고 볼 수 있다. 피로률 측정하는 실험방
법에는 동물의 수영기간 및 휴식시간을 측정하는
forced swimming test피 및 밧줄타는 운동기간을 측

정하식 운동기간을 33% 연장시키는데 소요된 물질의
투여량으로 표현하는 Stimulation Unit of Activiy
(SUA33)25>가 있으나 저자의 에비실험 결과 동물의 개

체차가 심하식 좋은 실험모델이 될 수 없다고 판단되
어 항괴로작용을 측정할 수 있는 모델을 작성할 필요
가 있다. 특히 Noda 등폐은 forced swimming test
률 개량하쉬 피로시험을 실시하여 번화되는 혈중의
superoxide 등을 정량하여 항괴로작용을 시험하였다.

본 연구자둘은 forced swimming test를 개량하여 동
물 체중에 일정량의 하중을 주어 수영시간을 측정하는
소위 "4% weight-loaded forced swimming test"로
항피로작용을 측정하는 방법을 개발하식 측정하였다.
한편 녹양보탕의 건강보조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mouse에서 swimming time과 흰쥐에서 사염화탄소에

의한 지질과산화, 간기능 및 조직소견을 얻어 녹양보
Vol. 44, No. 3, 2000

부원료

오가피엑스
하수오엑스
백출액스
계피액스

28.61
8.98
2.82
0.89
1.8 8

0.3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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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간을 절취하였다. 절취한 간 3 g을 정확히 달아

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사육조건 - 실험동물은 체중 18±5 g의

thiobarbituratereactive substances(TBARS)퍼를 정량

ICR계 mouse를 중앙대학교 약학대학 동물사육장의

하는데 사용하였고, 나머지 간조직은 통상적인 조직표

SPF실(Techniplast Co., Italy)에서 실온은 23±2°C,

본을 제작하는데 시용하였다. 녹양보탕은 실험군에는

상대습도 60±2%, 환기회수 13~15희/hr, 조명 12

60 kg당 20, 80 및 320 m/을 경구투여하였고, 대조

hr/day(오전 7시 -오후 7시)으로 설정하식 사육하였다.

군에는 생리식 염액을 경구투여하였다.

동물은 흰쥐용 cage에 넣고 방사선멸균한 고형사료(한

간기농검사 - 위에서 채혈한 혈액을 원심분리(3,000

일사료 : 그린피아주식희사) 및 음료수(가열멸균한 수

rpm, 10분)허여 혈장을 얻어 GOT 및 GPT(이상 UV

듯물)는 지유로이 섬취하도록 하였다.

rate법, 자동분석 장처, CH 16 ; Texas International
Test

INC.)률 측정하고, 나머지 무처러 혈액을 원심분리

(WLFST) - Toshitsugu Moriura고즈*와 David L. 등

(3,000 rpm, 10분)하여 혈청을 얻고, AL-P(Bessey-

Weight-Loaded

Forced

Sw im m ing

2% 의 weight-loaded forced swimming test률 개량

Lowry법), total cholesterol(CEH-COD-POD 법), total

하쉬 실시하였다. 직경 10 cm, 높이 20 cm의 투명한

bilirubin(azobarbin'^),

원통 프라스틱 용기에 증류수를 15 cm 까지 채우고

GLDH법) 및 총단백질(Biuret법)(이상 UV rate법, 자

25°C 항온조에 넣어 일정한 온도를 유지하면서 동일

동분석장치 (Monach : Instrumentation Laboratory)로

한 시간에 10개의 수영조에서 10마리 mouse의 수영

측정하였다.

blood

ureanitxogen(Urease-

시간을 동시에 측정하였다. 수영실험은 12시간 절식시

Thiobarbiturate-reactive substances (TEARS)

킨 후 체중을 달고 체중에 2, 3, 4 및 5%의 남즐을

assay^*^">-과산화지 질형 성 은 TBARS률 정량하여

딜:아' 목에 걸고 수영을 시켰으며, 수영종료는 두 눈이

lipid peroxidation을 평가하였다. 즉 위에서 적출한 간

잠길 정도의 수영이 5초간 진행되어 가라앉게 될 때

조직을 4배량의 Tris-HCl buffer(pH 7.0)에 넣은 후

를 수영가능 시간으로 종료하였다. 동물의 수영기간 측

cold ice상에서 1분간 homogenizing 시킨 루 4°C에

정은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과 녹양보탕을 용량

서 600XgS_ 10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징액 0.3 m/

벌로 투여한 실험군을 동시에 부유시켜 동일한 시간에

를 취하고 여기에 8% trichloroacetic acid 용액 0.9

동일한 조건으로 죽정하였다. swimming time의 관정

m/률 넣어 4°C에서 10,000Xg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기준은 유영을 처옴 시작한 후 두 눈이 완전히 수면하

상등액 1 m/룰 시험관에 취하였다. 여기에 1%

로 5초이상 잠수될 때까지로 정하였다. 건강식품은 투

thiobarbituric acid(TBA) 용액 0.25 m/틀 가하고

여기긴:에 따른 효과률 관찰하기 위하겨 10마리률 1군

100°C에서 20분간 가열한 후 냉각시킨 다옴 n-

으로하식 설험전 1, 3, 5 및 7일간 투여한 실험군으로

butanol 2 m/을 첨가하고 90초 동안 vortex시켰다.

분류하식 실험하였으며, 건강식품의 투여량에 따른 효

4 T 에서 3000X 평로 5분간 원심분리한 후 butanol

능을 관찰하기 위하여 녹잉^보탕을 60 kg당 20, 80

phase 1 m/를 취하여 spectrophotometer로 532 nm

및 320 m/을 경구투여 하였으며, 마지막 건강식품의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은 1, 1, 3, 3-

투여는 실험 30분전에 경구투여 하였다. 대조군에는

tetraethoxypropane으로 하여 정량하였다.

생리식염수률 경구투여 하였다.

통상조직표본 제작 - 위에서 얻은 간조직을 10%

흰쥐의 간싱해 유발 - 흰쥐 10마리률 1군으로하늬 1

formalin 액에 고정한 후 통상적인 조직표본을 제작하

주일간 매일 1회씩 CCI4액(2 m//kg>을 흰쥐에게 피하

고 hematoxylline & eosin 중복염색하여 조직소견을

주사하며 간득성을 유발시켰다. 녹양보탕을 60 kg당

얻었다.

20, 80 및 320 m/을 경구투여하였다. 실험군은 사염

LDjo 측정 - 암수 mouse에서 LDjo을 측정하기 위

화란소 투여 1시간 전에 미리 녹양보탕을 경구f 쉬 시

하식 인체에 투여하는 용량을 감안하여 5군, 60 kg당

켰고, 모든 실험동물을 제8일째에 12시간 절식시킨 다

20, 40, 80, 160 및 320 ml 투여군으로 하였다. 이

옴 에텔로 마취하식 개복하고 하대정맥에서 채혈하여

는 동물 kg당 0.33, 0.66, 1.33, 2.66 및 5.32 g을

간기능검사에 사용하였고, 간문맥에 catheter룰 정 하

투여한 것과 같다. 투여군과 대조군으로 나누어 10마

고 Tris-HCl buffer로 관류시켜 간내 혈액을 제거한

리를 1군으로 하여 각각 경구투여하고 2주내에 사•망
J. Pharm. Soc.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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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동물수률 세어 Brehrens-Karber법께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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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

LDjo룰 계산하였다.
통계처러 -본 실험의 모든 결과는 Student's t-test
률 이용하여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2.00

i) 1.00
s

결과 및 고찰
< 0.00

시간을 관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수영종료시에
도 수영가능 종료시긴' I ：측정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mouse의 체중에 비례하여 일정량의 하중을 주어 실험
하고 수영종료시간을 두눈이 5초이상 수면하세 침몰되
는 시점으로 정하여 실험한 결과, 2%하중을 줄 경우
는 수영시간이 118.84분, 3%하중을 즐 경우는 81.29

30 nim

1day

3d ay

5day

7day

D u ra tio n o f a d m in is tra tio n ( D a y )

하중이 수영기간에 미처는 영향 및 항퍼로측정 모델
작성 - 정상 mouse는 2시간이상 수영할 수 있어 수영

lllli

Fig. 2

Anti-fatigue activity of Nokyangbotang in the
swimming time of 4% weight-loaded mice. Anti
fatigue activity was the ratio of swimming time
in experimental group (Et) to swimming time in
control group (Ct). Each concentration group was
mean time of 10 animals. 30 m in represents
swimming test 30 min after an oral administra
tion of Nokyangbotang for 1 day and other
swimming tests carried out 24 hr after the last
administration of Nokyangbotang once daily.

분, 4%하중을 즐 경우는 31.93분, 5%하중을 즐 경우는
5.02분으로 하중의존적으로 수영시간이 단축되었다. 따
라서 mouse에 4%하중을 주어 건강식품의 항피로효능

비하며 수영기간이 용량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의

을 검색하는 것이 가장 이상액이라고 생각된다(Fig. 1).

항피로효눙을 비교하기 위하여 실험군의 수영기간을

녹양보탐의 항퍼로작용 - 위에서 설정한 4% 하중 부

대조군과의 백분율로 환산한 항괴로효능(anti-fatigue

하 mouse에서 시관중인 녹양보탕의 항피로작용을 측

activity)은 20, 80 및 320 m//60k g 투여군에서 각

정한 결과 다옴과 같이 항괴로효능이 있었다(Fig. 2).

각 1.30, 1.47 및 1.50으로서 항피로작용이 용량의존

4% 하중부하률 준 mouse에 녹양보탕을 1회 경구투여

성있게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하고 난 30분 후에 수영시간을 측정한 결과, 대조군에

또 4%하중부하률 준 mouse에 녹양보탕을 1일 1회

서 수영기간이 15.59±7.34분이었으나, 녹양보탕 20

경구투여하고 난 후 제 2 일 째에 수영시간을 측정한

m//60 k g i：경 구 위 한 실험군에서는 20.27±7.74분어

결과, 대조군에서 수영기간이 15.14±9.32분이었으나,

었으며, 80 m//60 kg 투여군에서는 22.29±6.12분, 320

녹양보탕 20 m//60 kg을 경구투여한 실험군에서는

m//60 kg 택 군 에 서 는 23.39±2.50 분으로서 대조군에

15.78±8.84 분이었으며, 80 m//60 kg 투여군에서는
20.14± 10.95분, 320 m//60 kg 투여군에서는 20.89±

320 ml/60 kg 투여군에서 각각 1.30, 1.33 및 1.38
로서 용량의존적으로 경미하게 증가되었다(Fig. 2).
4%하중부하를 준 mouse에 녹양보탕을 1일 1회씩
3일간 경구투여하고 난 후 제 4일 째에 수영시간을 측
*5
h|

*t h^4

3

2

I

0

_

50

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둘의 항피로효능은 20, 80 및

오

100

*
_—

_

D)

___
_ _ _ __
_
__ _ _ _
I_ _ __

I

5.92 분으로서 대조군에 비하여 수영기간이 용량의존

Loading (%)
Fig. 1 - Swimming time in mice loaded with lead wire of %
per body weight. Load weight was determined by
the rate of body weight. End-point of swimming
time shows mouse eyes could not again return to
the surface of water for 5 seconds. Loaddependently different from control(*p<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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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결과, 대조군에서 수영기간어 15.81+8.88분이었
으나, 녹앙보탕 20 m//60 kg을 경구투여한 실험군에서
는 16.29±6.93논 1었으며, 80 ml/60 kg 투여군에서는
18.19±5.78분, 320 ml/GO kg 투여군에서는 25.28±
9.03 분으로서 대조군에 비하식 수영기간이 용량의존
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둘의 항피로효능은 20, 80 및
320 rd m kg 투여군에서 각각 1.08, 1.15 및 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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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0 m//60 kg 투여군에서 각각 1.60, 1.84 및 1.94

0

적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의 항피로작용은 20, 80 및

0
1

8.05 분으로서 대조군에 비하여 수영기간이 용량의존

0
2

는 32.42± 7.74분, 320 m//60kg 투여군에서는 34.20±

0
3

서는 28.31± 11.18분이었으며, 80 m//60 kg 투여군에서

0
4

었으나, 녹양보탕 20 m//60 kg을 경구투여한 실험군에

0
5

정한 결과, 대조군에서 수영기간이 17.66±5.47분 이

8fDI6lpuol6^

5일간 경구투여하고 난 후 제 6일 째에 수영시간을 측

^
0 §OLUL0

4% 하중부하를 준 mouse에 녹양보탕을 1일 1회씩

띠 자

으로서 용량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Fig. 2).

til
20
80
Cone. (ml/60kg)

320

Fig. 3 - Effect of Nokyangbotang on Thiobarbituric acidreactive substance contents in rat intoxicated
with CCI4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p<0.01).

로서 용량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Fig. 2).
4% 하f 부하룰 준 mouse에 녹양보탕을 1일 1희썩

kg 투여군에서는 33.76±L84 nmoVg 이었고, 320 mg/

7일간 경 구 ^하 고 난 후 제 8일 째에 수영시간을 측

60 kg 투여군에서는 32.87±L90 nmol/g로서 유외성있

정한 결과, 대조군에서 수영기간이 17.70±6.50분이었으

게 용량의존적인 항산화작■용의 있옴을 보여주었다.

나, 녹양보탕 20m//60kgi' 경구투여한 실험군에서는

간보호작용 - 흰쥐에 사염화탄소 2 mZ/kgir 매일 1

19.57±6.60분이었으며, 80 m//60 kg 투여군에서는

희씩 1주일간 근육주사하여 사망율과 손상된 간기능"***

24.43 ±7.67분, 320 m//60 kg 투여군에서는 30.52±

을 혈중 GOT；GPX ALU Cholesterol, total bilirubin

13.20 분으로서 대조군에 비하여 수영기간이 용량의존적

(TB), BUN 등을 측정하여 간기능검사틀 시행한 결과,

으로 증가되었다. 이들의 항 피 로 능 은 20, 80 및 320

녹양보탕은 다옴과 같은 간보호작용이 있었다.

m//60 kg 루여군에서 각각 1.11, L38 및 1.72로서 용량
의존적으로 증가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Fig. 2).

녹양보탕 80 mg/60 kg 투여군에서 GPT처는 22.3
±5.4 I.UyL로서 대조군(36.1±9.3 I.U./L)보다 감소되

이상의 실험결과로 보아 녹양보탕의 항피로작용은 1

었으며 유의성있게 억제되었다. 그러나 GOT, ALP,

희 f 며 30분 후에도 용량의존적인 효과가 있었으나 투

cholesterol, total bilirubin(TB) 및 BUN 처가 용량

여 24시간이 지난 후에는 용량의존성이 경미해졌다. 녹

의존적으로 약간 감소되는 경향은 있었으나, 대조군 및

양보탕을 3, 5 및 7일간 투여군에서도 대조군보다 수

투여용량간에 유의성이 없었다(Table II). 또한 이 간

영시간이 용량의존적으로 길어졌으며, 그들의 항피로

보호 실험에서 흰쥐에 사염화탄소 2 m//kgi：1주일간

작용은 5일간 투여후 제 6일째에 가장 효과가 크다는

괴하주사하는 과정에서 생존한 동물수률 관찰할 때 대

것을 보여 주었다.

조군에서는 40%이었지만, 녹양보탕 20 mg/60 kg 투

항산화작용 - 사염화탄소꺼는 cytochrome P-450에

여군에서는 50%, 80 mg/60 kg 투여군에서는 60%이

의해서 생성하는 free radical인 ■CC\/} 빈움성이 많

었으나, 320 mg/60 kg 투여군에서는 100% 생존되었

은 활성물질로 번화되어 간지질의 구성 불포화 지방산

다. 이상의 결과로 보아 녹양보탕은 독성물질에 의한

을 radical화하고, peroxide radical 생성을 촉진하므로

간상해를 막아주는 간보호작용이 있옴을 보여주었다.

지방번성을 일으켜 지방간을 유발한다. 이러한 병리기

간세포상해의 에방작용 -CCI4를 매일 1회 2 ml/kg

전으로 간조직에 상해를 일으키는 지방의 산화과정에

씩 1주일간 흰쥐에 근육주사하고 난 후 1주일째에는

서 지방대사산물인 malondialdehyde(MDA)를 thiobar

Fig.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심정맥주위 간세포에

bituric acid (TBA)와 발색번움시켜서 정량하여 녹양보

심한 지방번성이 나타났으나, 녹양보탕 80 ml/60 kg

탕의 간해득능을 측정하였다.
흰쥐에 사•염화탄소를 2 m//kg씩 1주일간 매일 괴하

경구투여 군에서는 지방번성이 호전되었으나, 320 ml/
60 kg 경구투여군에서는 용량외존적으로 호전되지 않

주사하고 난 제8일 째에 간조직의 MDA 함량(nmol

았다. 그러므로 간보호작용을 기대할 수 있는 투여량

MDA/g)은 녹양보탕 20 mg/60 kg 투여군에서는 38.51

은 80 rnim kg 이라고 사료된다.

±3.02 nmol/g로서 대조군(43.61±2.85 nmol/g)에 비해

LDjo- 녹양보탕을 60 kg당 20, 40, 80 160 및

서 유의성있는 항산화작용이 있었으며, 또 80 mg/60

320 m/를 각각 경구투여하식 급성독성시험을 실시한
J. Pharm. Soc. Korea

녹잉=
보탕의 항피로 및 힘신화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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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I I - Effect of Nokyangbotang on the liver function in rats intoxicated with CCI4
Drug
kg)

Death
(%)

{ml/60

GOT

am
±

GPT
(I.U//)

ALP
(I.TO

Cholesterol
(mg/d/)

TB
(mg/d/)

BUN
(mg/d/)

0

10

60

9 3 .2

36.1 ± 9.3

191 ± 11.2

64.1 ± 7.4

0.25 ± 0.04

13.1 ± 2.1

20

10

50

84.4 ± 13.7

31.3

194 ± 9.9

65.4 ± 8.5

0.22 ± 0.02

12.7 ± 3.2

80

10

22.3 ± 5.4*

147 ± 13.4

62.1 ± 6.9

0.21 ± 0.03

11.2 ± 1.4

10

40
0

66.3 ± 12.9

320

65.7

29.8 ± 8.1

178 ± 14.1

60.2 ± 9.7

0.19 + 0.02

12.8 ± 0.9

±

2 2 .1

7.2

±

11.2

니

--± S.D. of 10 rats.
Significantly diffemt from control (*, p<0.05)

행pi

Fig. 4-1 - Liver of normal rat. Slight congestion in central
vein are shown. (lOOx, H & E stain)

Fig. 4-3 - Liver of rat administered Nokyongbotang at a
dose of 80 m//60 kg. Baloon formation around
centrilobular area decreased markedly (lOOx, H
& E stain)

r쌓

.

Fig. 4-2 - Liver of rat intoxicated with CCI4 at a i.m. dose of
2 m//kg for 7 days. Slight hepatocellular fetty
changes around centrilobular area and congestion
of central vein were shown (lOOx, H & E stain).

Fig. 4-4 - Liver of rat administered Nokyangbotang at a
dose of 320 m//60 kg. Pathologic changes
improved to be normal (lOOx, H & E stain).

결과 모든 실험동물이 14일간 생존하였다. 따라서 인

kg 은 무득할 뿐만 아니라 간보i 작용이 있으므로 이

체 투여량의 4배 투여(체중 60 kg에 액제로서 320

식품은 거의 무득한 식품이었다.

ml,

냉동건조품으로서 7.92 g)하식도 생존하였으므로

이 식품의 L D 50는 mouse 에서 320 m//60 kg 이상임

결

론

을 보여주었으나, 더 이상의 용량을 mouse 에는 경구
투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인체의 투여량인 80
Vol. 44, No. 3, 2000

ml/60

건강식품으로 시판중인 녹양보탕의 생리활성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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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mouse에서 수영시간과 흰쥐에서 사염화

은 없지만 농도 의존적인 감소가 있었다.

탄소에 의한 간손상에서 항산화작용, 간기능 및 간조

감사의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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