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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ffect of Paecilomyces tenuipes water extract (PTWE) on the alcohol metabolism was examined on 
rats. PTWE of 0, 30, 100 mg/kg body weight was administrated orally to the rats 30 min before oral treatment 
of 3 g/kg body weight of alcohol.  Blood alcohol and acetaldehyde concentrations were measured 0.5, 1, 3, 6, 
9  hr after alcohol treatment. Hepatic alcohol dehydrogenase (ADH), aldehyde dehydrogenase (ADH), micro-
somal ethanol oxidizing system (MEOS) activities were measured 9 hr after alcohol treatment. There were 
no differences in blood alcohol concentrations and area under the curve (AUC) of alcohol. PTWE decreased 
acetaldehyde concentration and there were significant differences after 6 hr in 30 mg/kg PTWE and after 
3 and 9 hr in 100 mg/kg PTWE, respectively. In particular, 100 mg/kg PTWE decreased AUC of acetaldehyde 
by 44%. However, there were no changes in the hepatic ADH, ALDH, and MEOS activities. 

Key words: Paecilomyces tenuipes water extract (PTWE), alcohol, acetaldehyde, area under the curve (AUC)

†Corresponding author. E-mail: hschun@kfri.re.kr
†Phone: 82-31-780-9273, Fax: 82-31-709-9876

서   론

꽃동충하 (Paecilomyces tenuipes)는 국내 연구진에 

의해 에를 기주로 하여 자실체의 인공배양에 성공하여 

리 보 되고 있는 버섯이다(1). 꽃동충하 는 항암작용, 

항산화능, 항피로, 항스트 스, 항노화  면역 능력 등의 

다양한 효능이 보고되고 있으나(2,3) 꽃동충하 의 알코

올 분해  사 효소계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오늘날 알코올의 소비량이 날로 증가되고 있으며, 과량 

는 만성의 알코올섭취는 숙취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

한다. 섭취된 알코올(alcohol)은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에 의해 아세트알데히드(acetaldehye)가 되

고 다시 알데히드 탈수소효소(aldehyde dehydrogenase)에 

의해 산화되어 아세트산(acetic acid)으로 되어 일부는 요나 

CO2로 배설된다(4). 한, 알코올을 과량 혹은 만성으로 섭

취할 경우에는 1/2～2/3 이상이 microsomal ethanol oxidiz-

ing system(MEOS)에 의하여 사된다(5). 알코올은 섭취

량에 따라 간 사에 여러 가지 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는데 알코올 그 자체보다도 산화과정에서 생성된 아세

트알데히드가 간세포에 손상을 가져오게 된다. 체내에 과량

의 알코올이 섭취된 경우 알코올 분해산물로 생성된 아세트

알데히드는 뇌로 해져 많은 유해화합물로 바 어 맥박의 

증가나 발한, 홍조,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래할 수 있다

(6,7). 간에서 알코올의 사율은 알코올 탈수소효소, 알데히

드 탈수소효소, MEOS의 활성에 향을 주는 여러 가지 요

인들에 의해서 조 되어질 수 있다(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꽃동충하  물추출물의 알코올 

분해  사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알코올을 

투여한 흰쥐에서 꽃동충하  물추출물이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농도에 미치는 효과를 kinetic study로 살펴

보고, 알코올 사 효소인 알코올 탈수소효소, 알데히드 탈

수소효소  MEOS를 분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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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방법

꽃동충하  물추출물의 제조

충남, 북, 경북에서 생산된 꽃동충하 를 농 진흥청

으로부터 제공받아 혼합한 다음 본 연구에 사용하 다. 꽃

동충하 는 자실체  균사체를 분쇄기로 균질하게 분쇄한 

후 시료 10배수의 증류수를 가하여 95
oC에서 5시간 동안 추

출하 다. 추출액을 압착여과한 다음 1,800 g에서 20분간 원

심분리하 으며, 상등액을 감압농축한 후 동결건조시켜 실

험재료로 사용하 다.

실험동물 

5～6주령의 Sprague-Dawley 종의 수컷 흰쥐 30마리를 

구입하여 체 이 200 g이 되었을 때 10마리씩 3그룹으로 나

어 본 실험에 사용하 다. 시료의 투여량은 꽃동충하

의 생리활성을 연구한 Shim 등의 연구(9)에서 사용한 꽃

동충하  메탄올 추출물 50～300 mg/kg body weight을 참

고하여 비실험을 통해 30과 100 mg/kg body weight로 

결정하 다. 16시간 동안 공복을 유지시킨 흰쥐에게 0, 30, 

100 mg/kg body weight의 꽃동충하  물추출물을 각각 

경구투여하고 30분 뒤 3 g/kg body weight의 알코올을 경구 

투여한 다음 0.5, 1, 3, 6, 9시간 간격으로 안와정맥총에서 채

하 다. 안와정맥총 채 은 방법의 용이성과 반복채 이 

가능하다는  때문에 마우스나 흰쥐에서 일반 으로 사용

되는 채 방법  하나이기 때문에 사용하 다. 시료는 0.5% 

carboxymethyl cellulose solution에 탁시켜 사용하 다. 

액  장기 채취

채취한 액은 4oC, 1,000 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한 후 

장을 분리하 다. 분리한 장은 즉시 장의 알코올  아세

트알데히드 분석에 이용하 다. 9시간째에 액을 마지막으

로 채취한 후 실험동물을 즉시 해부하여 간을 출한 다음 

-70
oC에 냉동 보 하여 알코올 사효소 분석에 이용하 다. 

장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분석

장의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는 kit를 이용하여 분석

하 다(F. Hoffmann-La Roche Ltd, Switzerland). 즉,  

알코올 농도는 3 mL의 NAD 용액과 장 100 μL를 혼합하

고 실온에서 3분간 방치한 후 3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이 혼합액에 알코올 탈수소효소 용액 50 μL를 혼합하여 

20
oC에서 5분간 반응시킨 후 다시 흡 도를 측정하여 그 차

이를 산출하 다.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는 3 mL의 

NAD 용액과 장 200 μL를 혼합하고 실온에서 3분간 방치

한 후 3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고, 이 혼합액에 알데히

드 탈수소효소 용액 50 μL를 혼합하여 20
oC에서 3분간 반응

시킨 후 다시 흡 도를 측정하여 그 차이를 산출하 다. 

 농도-시간 곡선하면  계산

경구 투여한 알코올의  약물동태학  거동을 평가하

기 해,  농도-시간 곡선하면 (area under the curve; 

AUC)을 약물동태학  지표로 산출하 다. 0시간부터 0.5, 

1, 3, 6, 9시간에 검출된  알코올 농도를 이용하여 시간  

농도곡선을 먼  작성하고, AUC는 사다리꼴 면 계산 공식

을 이용하여 최종채 시 까지의 값을 구하 다(10,11). 

간의 효소원 분리

간 조직 1 g을 취한 다음 0.25 M sucrose, 5 mM Tris, 

0.5 mM EDTA(pH 7.2)를 함유하는 용액 4 mL을 넣고 균질

화시킨 다음 700 g에서 4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시켰다. 상

층액을 취한 다음 12,000 g로 4
oC에서 15분간 원심분리시킨 

후 다시 그 상층액을 100,000 g, 4oC에서 1시간 동안 고속 

원심분리하 다. 그런 다음, cytosol과 microsome 부분을 각

각 취하여 분석에 이용할 때까지 -70oC에 냉동 보 하 다. 

Microsome은 50 mM Tris acetate buffer(50 mM Tris ace-

tate, 20% glycerol, 1 mM EDTA, pH 7.4)에 탁시켜서 

보 하 다. 

알코올 탈수소효소(alcohol dehydrogenase)

알코올 탈수소효소 활성은 Bergmeyer 등의 방법을 변형

하여 NADH 생성에 따른 흡 도의 변화를 340 nm에서 측정

하 다(12). 1 mg protein의 cytosol에 2.5 mM beta-NAD를 

함유하는 glycine buffer 0.1 M glycine, pH 9.6)로 최종 3 

mL에 맞추었다. 37oC에서 5분간 안정시킨 후, 최종 25 mM 

농도로 알코올을 첨가하면서 340 nm에서 5분 동안의 흡

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량으로 활성을 구하 다.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활성(aldehyde dehydrogenase)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활성은 Tottmar 등의 방법(13)을 

변형하여 NADH 생성에 따른 흡 도의 변화를 340 nm에서 

측정하 다. 1 mg protein의 cytosol에 1 mM beta-NAD, 

0.1 mM pyrazole를 함유하는 sodium pyrophosphate buf-

fer(60 mM sodium pyrophosphate, pH 8.8)로 최종 3 mL이 

되도록 하 다. 25oC에서 3분간 안정시킨 후, 최종 10 mM 

농도로 아세트알데히드를 첨가하면서 340 nm에서 3분 동안

의 흡 도를 측정하여 그 변화량으로 활성을 구하 다.

Microsomal ethanol oxidizing system (MEOS) 활성

MEOS 활성은 Castro 등의 방법을 변형하여 gas chro-

matography로 분석하 다(14). NADPH 300 μL, 0.14 M 알

코올 300 μL, microsomes 0.23～0.32 mg protein/mL 혼합액

에 50 mM KH2PO4를 가하여 최종 3 mL이 되도록 하 다. 

곧바로 뚜껑을 닫고 37oC에서 1시간 방치한 후, 얼음에 넣어 

반응을 멈춘 후 포화식염수 1 mL을 주사기로 넣고 잘 혼합

하여 solid phase microextraction(SPME) fiber를 사용하여 

37oC에서 10분간 방치하 다. SPME는 carbowax/divinyl-

benzene를 이용하 고, gas chromatography로 분석하 다. 

통계처리

통계처리는 SAS(Statistical Analytical System) pa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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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PTWE on blood alcohol concentrations and 
on area under the curve after administration of alcohol in 
rats. 
Data are mean and standard error mean (M±SE) values. No sig-
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

age를 이용하여 각 변인마다 평균과 표 오차를 구하 고, 

실험군 간의 차이는 일원배치 분산분석법으로 분석한 후 

Duncan의 다 비교법으로 p<0.05 수 에서 유의성을 검정

하 다. 

결과  고찰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본 연구에서 꽃동충하  물추출물을 30분 에 미리 경

구투여한 후 알코올을 경구투여하여 0.5, 1, 3, 6, 9시간째의 

알코올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1과 같다. 꽃동충하  

물추출물의 투여는 각 시간별  알코올 농도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았다. 시간에 따른  알코올의 농도-시

간 곡선하면 (area under the curve: AUC)을 살펴보면 

꽃동충하  물추출물의 투여는  알코올의 AUC에 유의

인 향을 미치지 않았다. 일반 으로 AUC와 같은 동태

학  지표를 산출하기 하여서는 최소 5～6회 이상의 채

과 마지막 채 시의  농도는 최고치의 20% 이하가 되어

야 한다고 알려져 있다(15). 한 시 에서의 농도 차이만으로

는 알코올 사에 미치는 향을 제 로 고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시간 경과에 따른 액 의 알코올 농도의 

변화곡선을 살펴보아야 한다.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측정한 결과는 Fig.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꽃동충하  물추출물 30 mg/kg 투여군에

서 알코올 섭취 후 6시간째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

(0.31 mg/L)가 시료를 보충하지 않은 알코올 조군(1.28 

mg/L)에 비해 75.8% 감소하 다(p<0.05). 꽃동충하  물

추출물 100 mg/kg 투여군에서는 알코올 섭취 후 3시간과 

9시간째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가 각각 92.5%(시료 비

보충군, 1.21 mg/L; 시료 보충군, 0.09 mg/L), 96.7%(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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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PTWE on blood acetaldehyde concen-
trations and on area under the curve after administration 
of alcohol in rats.  
Data are M±SE values.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in the same time.

비보충군, 0.24 mg/L; 시료 보충군, 0.008 mg/L) 감소하 다

(p<0.05).  아세트알데히드의 AUC에서는 꽃동충하

 물추출물 30 mg/kg 투여의 경우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100 mg/kg 투여군에서는 알코올 조군에 비해 

60% 감소하 다(p<0.05). 알코올 섭취 시 나타나는 독성은 

알코올 자체에 의한 것과 그 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에 

의한 것 등의 복합 인 작용으로 알려져 있다(16). 이  아

세트알데히드는 반응성이 강한 독성물질로서 액내의 아

세트알데히드가 과량인 경우에는 일부가 뇌를 비롯한 다른 

장기로 이동하여 숙취  알코올 성 간질환 등 유해한 향

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 본 연구결과, 꽃동충하

 물추출물은 숙취의 주요 원인으로 알려진 아세트알데히

드의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알코올 사 효소 활성

알코올 투여 후 9시간째에 실험동물을 희생하여 얻은 간

에서 cytosolic 알코올 탈수소효소와 cytosolic 알데히드 탈

수소효소의 활성  MEOS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꽃동충하  물추출물은  알코올 농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고,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만을 감

소시켜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효소활성이 증가할 것으로 기

하 다. 본 연구 결과, 상과는 달리 간의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MEOS 활성은 알코올 조군, 

꽃동충하  물추출물 30 mg/kg와 100 mg/kg 투여군 간

에 유의 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사람에 있어서 간의 알

코올 탈수소효소의 활성은 알코올 섭취후  알코올 농도

가 최고치에 달하는 60～90분 사이에 최 의 활성을 나타내

고, 그 후 차 감소한다고 보고되고 있다(18). 본 연구에서

는 알코올 섭취후 9시간이 지난 뒤에 알코올 사 효소 활성

을 측정하 으며, 이 때  알코올, 아세트알데히드의 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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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PTWE on activities of hepatic alcohol de-
hydrogenase (A), aldehyde dehydrogenase (B) and micro-
somal ethanol oxidizing system (C) after administration of 
alcohol in rats.  
Data are M±SE values. No significant difference between groups 
by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 multiple range test 
(p<0.05).

도가 히 감소된 후여서, 꽃동충하  물추출물의 아세

트알데히드의 분해에 향을 주는 알코올 탈수소효소, 알데

히드 탈수소효소 효소활성  MEOS 활성의 차이를 찰하

지 못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꽃동충하  물추출물

이  알코올 농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으나  아세트

알데히드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사료된다.  아세트

알데히드 수 을 낮추는 꽃동충하  물추출물의 작용기

과 련하여, 알코올 사 효소 활성에 미치는 향에 

한 추가연구  알코올 섭취에 의한 간 손상에 미치는 향

에 한 심층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꽃동충하  물추출물이 알코올 사에 

미치는 효과를 동물실험을 통하여 살펴보았다. 알코올과 그 

사산물인 아세트알데히드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 

꽃동충하  물추출물의 경구투여는 흰쥐의  알코올 농

도에는 향을 미치지 않았으나, 3, 6, 9시간째의  아세

트알데히드 농도를 유의 으로 감소시켰다. 특히 100 mg/kg 

농도의 꽃동충하  물추출물 투여 시  아세트알데히

드의 농도-시간 곡선하 면 에서 유의 인 감소를 보 다. 

반면에 알코올 투여 후 9시간째 측정한 간의 알코올 탈수소

효소, 알데히드 탈수소효소, MEOS의 활성은 꽃동충하  

물추출물 투여에 따른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종합 으로 

꽃동충하  물추출물은  알코올 농도에는 향을 미

치지 않으나  아세트알데히드 농도를 감소시키는 것으

로 보인다. 꽃동충하  물추출물이  아세트알데히드 

수 을 낮추는 작용기 과 련하여, 경시 인 알코올 사 

효소활성의 변화와 간 손상 련 지표 조사 등에 한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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