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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유도된 간독성 모델에서의 Theanine의 간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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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hepatoprotective effects of theanine on acetaminophen (APAP)-induced hepatotoxicity were investigated
in vivo and in vitro. The effects of theanine on liver toxicity induced by APAP were assessed by blood bio-
chemical and histopathological analyses. APAP treatment (400 mg/kg) caused severe liver injury in mice as
indicated by their significantly elevated plasma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levels. Pretreatment with theanine for 3 days attenuated the increase in ALT and AST when challenged
with APAP. These protective effects of theanine against APAP-induced toxicity were consistent with the results
from the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s. We next examined the effects of theanine on the GSH concentration
in liver plasma. The hepatic GSH level was significantly elevated in a dose-dependent manner by theanine
treatment.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protective effects of theanine APAP-induced hapatotoxicity by anti-
oxidative effect and GSH induction, implying that theanine should be considered a potential chemopreventive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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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뿐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건강보조식품에 대한

법률이 제정, 시행되면서 이러한 건강기능성 식품에 대한

시장 규모가 확대되고 있다(1). 또한 일반 소비자들의 식품

에 대한 취향이 건강 지향적이고, 천연 지향적이면서 안전한

식품에 대한 요구도 또한 높아지고 있다(2). 이에 건강기능

식품의 기능성과 유용성을 과학적으로 입증하고 이를 이용

하고자 하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2).

녹차는 대표적인 현대인의 기호식품이며, 녹차의 우수성

이 알려지면서 다이어트, 기능성 제품, 화장품 등의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3,4). 녹차에는 약 50여종이 넘는

유기 화합물과 단백질, 아미노산, 카페인, 카테킨, 당질, 유기

산, 비타민류와 각종 미네랄 등이 함유되어있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5). 특히, 녹차에 함유된 aspartic acid, threonine,

theanine, glutamic acid, proline, glycine 등의 아미노산 가

운데 theanine(γ-glutamyl-ethylamide)은 녹차 아미노산

함량의 40∼60%를 차지하는 주요 아미노산이다. Theanine

은 다른 식물에는 거의 발견되지 않고 차와 일부 버섯 품종

에만 들어있는데, 특히 녹차에 많이 함유되어 있다(녹차 잎

의 약 1～2%)(3). 녹차 3∼4컵에는 theanine이 100～200 mg

함유되어 있고, 녹차의 단맛을 내는 성분이다(6). 1949년 화

학구조가 밝혀진 이래로(7) theanine은 caffeine과 catechins

의 전구체로써 중추 신경계 보호 및 신경세포 성장 촉진 인

자이며(8-10), 신경안정 및 혈압을 낮추어 정신 안정에 도움

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1). 그러나 아직까지 theanine

의 APAP 독성에 대한 간 보호 작용에 대해서는 연구된 바가

없다.

간은 영양소 및 물질 대사와 해독을 담당하는 중요한 장기

이다. 알려진 간 손상 유도 물질에는 알코올, 지질과산화,

식품 중의 toxin과 항생물질, 화학 요법제, 중추신경계용 약

물, 순환기계용 약물과 같은 간독성 약물 등이 있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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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염화탄소(carbon tetrachloride, CCl4), 나이트로사민

(nitrosamine) 및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등과 함

께 acetaminophen(paracetamol, N-acetyl-p-aminophenol,

4-hydroxyacetanilide, APAP)은 간 내 P-450효소에 의해

대사 활성이 일어나 반응성이 큰 대사물을 생성하고 이러한

대사물들에 의해 생성된 독성 물질이 실험동물 및 인간의

간 손상을 유발시킨다고 보고되어졌다(12). APAP는 aceta-

nilide 및 phenacetine의 주요 대사물로서 1800년대 후반기

에 합성되었으나 1950년대 중반 도입된 이후 아스피린을 대

용하는 즉, 위장 출혈을 일으키지 않는 해열 및 진통제로

널리 쓰이고 있다(13). 한편, APAP는 상용량(4 g/day 이하,

성인기준)에서는 안전하지만, 과량 투여 시(6 g/day 이상,

성인기준) 사람과 동물에서 간의 글루타치온(GSH) 함량을

감소시켜 치명적인 간과 신장괴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14-19). 사람에서는 APAP를 250 mg/kg 이상 복용

하였을 경우 간조직의 50% 정도가 손상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20). 제기되고 있는 APAP의 간 손상 기전은 두 가지

이론이 있다(21,22). 산화적 스트레스 이론으로 APAP 대사

과정에서 생성된 활성산소에 의해서 세포 괴사가 유도된다

는 이론이며, 둘째, 공유 결합 이론으로 세포의 죽음을 야기

하는 세포 거대분자에 대한 고반응성 APAP 대사산물의 결

합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APAP로 유도한 간 손상 동물모델을

이용하여 theanine이 산화적 자극으로부터 간을 보호하는지

에 대하여 조사하고, 기호식품 녹차의 간 보호 기능성을 실

험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Theanine(97%)은 Toko Chemical Industry(Tokyo, Ja-

pan)에서 구입하여, 3차 증류수에 녹여 사용하였다. 시료는

산패를 방지하기 위하여, 빛을 차단하고, 실험 전에 제작하

여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대한실험동물센터(서울)에서 구입한 4주령의

ICR계 수컷 생쥐를 1주일간 일정한 조건(기온 20±2oC, 습도

50%, 명암주기 12시간)에 적응시킨 후 체중이 25～30 g의

생쥐를 사용하였다. 실험동물은 생쥐 5마리를 1군으로 무작

위로 분류하였다. 대조군과 APAP군은 증류수 0.1 mL/day

를 투여하고, 실험군은 시료(10, 50, 200 mg/kg)를 3일 동안

경구 투여하였다. 최종 경구 투여 3시간 후에 APAP(400

mg/kg, i.p)를 복강 투여하고 12시간 절식시켰다. 실험동물

은 최종 투여 18시간 후 희생하여 생체시료를 취하였다.

DPPH 소거능

Theanine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Matsuzaki와

Hata(23)의 방법을 변경하여 diphenylpicrylhydrazyl(DPPH)

를 이용한 자유 라디칼 소거능 실험을 시험관에서 실시하였

다. 시료 10 μL(in water)에 10 mM DPPH 용액 30 μL 가하

여 증류수 1 mL 첨가 후 5분 동안 상온에서 방치하였으며,

방치 후 toluene을 1 mL씩 첨가 후 상등액을 취하여,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아무것도 첨가하지

않은 군과 ascorbic acid를 첨가한 군을 비교하였으며, 모든

실험은 3회 반복을 수행하였다.

지질과산화

활성산소종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항산화제에 의한

저해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지질과산화 실험을 시험관에서

실시하였다. 정상적인 rat의 뇌를 절취하여, tris-HCl buffer

에 1 g 당 5 mL의 비율로 균질화시켜 실험에 사용될 지질을

취하여 지질과산화에 사용하였다. 이 수용액을 12,000 rpm

에서 20분간 centrifuge 시킨 후 그 상등액을 300 μL 취하였

다. 그 상등액에 FeSO4와 ascorbic acid를 각각 10 μM, 0.1

mM을 넣은 다음 시료를 농도별로 넣은 후 37oC water bath

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반응 후 동량의 TCA를 처리하

여 반응을 멈추고, 이물질을 침전시킨 후 TBA를 500 μL

넣어 과산화물의 분해 생성물인 malondialdehyde와 TBA가

반응하도록 100oC에서 20분간 가열 반응시켜 TBA 반응산

물을 5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24).

분석시료 제조 및 측정

실험 시작 12시간 전에 절식시킨 생쥐의 혈액을 채취하여

혈액 분석에 이용하였으며, 경추 탈골시키고 간 조직을 적출

하여 차가운 생리식염수 세척한 후 수세하여 혈액을 제거하

였다. 혈액을 제거한 간을 식염수에 마쇄하여 지질과산화

및 GSH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간조직의 일부를 포르말린

(10%)에 24시간 동안 침지하여, 조직의 병리학적 검사에 이

용하였다.

AST 및 ALT 활성

APAP를 투여하고 24시간에 각 실험군의 mice를 마취한

후 개복하여 심장으로부터 혈액을 채취하였다. 혈액은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얻어진 상등액으로, AST

및 ALT kit을 이용하여 Reitman-Frankel(19)의 방법을 이

용하여 측정하였다.

간에서의 지질과산화물 함량

지질의 과산물인 MDA를 Erdelmeier(21) 방법을 이용하

여 측정하였다. 간 100 mg을 적출 후 1 mL의 tris-HCl buf-

fer에 넣은 후 homogenization 시켰다. 이 수용액을 12,000

rpm에서 20분간 centrifuge 시킨 후 그 상등액을 300 μL 취

하였다. 상등액에 동량의 TCA를 처리한 후 20 min, 3000

RPM에서 원심분리 후 상등액에 2-thiobarbituric acid(TBA)

를 500 μL 넣어 과산화물의 분해 생성물인 malondialdehyde

와 TBA가 반응하도록 100oC에서 20분간 가열 반응시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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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A 반응산물(TBA reactive substance)을 532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간조직 중 glutathione의 정량

10% 간조직 1 mL에 1 mM EDTA가 함유된 5% tri-

chloroacetic acid를 가하여 원심분리한 후 상등액 0.5 mL를

취하였다. 0.5 mL ninhydrin 시약을 가한 후 10분간 가열하

여 냉각하고 5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곳에서

non-protein-SH에서 cystein을 제한 값을 glutathione의 양

으로 하였다(25).

조직의 병리학적 검사

조직의 광학현미경적 변화를 관찰하기 위하여 간 소엽을

절제하여 10% 포르말린에 고정시킨 후 통상적인 방법으로

탈수와 청명과정을 거처 파라핀 왁스로 포매하였다. 포매된

조직은 5 μm 두께로 박절한 후 유리 슬라이드에 부착하고

Hematoxylin-Eosin(H&E)으로 염색한 다음, 광학현미경으

로 간 조직의 손상 정도를 관찰하였다. 조직학적 검경은 각

군당 조직샘플 4개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이중 맹검으로 평

가하였다.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치±표준오차(mean±SE)로 나타냈으

며, 대조군과 실험군과의 유의성은 ANOVA test로 분석하

였다.

결과 및 고찰

항산화 효과

전자공여 작용은 활성 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연쇄반

응을 중단시키고 식품 내 지질산화억제나 인체 내에서의 노

화를 억제하는 작용의 척도로 사용되고 있다. 따라서 본 실

험에서 환원성 물질의 분석시약으로 안정한 free radical인

DPPH를 이용하여, theanine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였으며,

지질과산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쥐 뇌의 지질

을 이용한 지질과산화를 측정하였다. 수행 결과 DPPH의 실

험에서 theanine의 농도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본 실험의 최고 처리농도인 200

μg/mL에서는 Vit. C 활성의 약 72%에 달하는 높은 생리활

성을 보였다. 또한 쥐의 뇌를 이용한 지질과산화에서도 동일

하게 theanine의 농도에 의존적으로 항산화 효과를 보였으

며, 최고농도에서는 약 Vit. C의 82% 정도의 활성을 보였다

(Table 1). 이러한 결과는 Yokozawa 등(26)의 보고에 의한

동물세포 실험에서 나타난 theanine의 항산화 효과와 일치

하는 것이다.

APAP 유도성 간기능지표(ALT, AST)

APAP 간 독성 동물모델에서 theanine의 간 보호 효과를

Table 1. Effect of the theanine on active oxygen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ntioxidative activity

Groups
1)

LPO
nmol/g

(relativity %)

DPPH
OD. 517 nm
(relativity %)

Control
Vit. C
Theanine 10 μg/mL
Theanine 50 μg/mL
Theanine 200 μg/mL

8.1±0.2 (100±4.2)
1.0±0.3 (13±5)
7.2±0.2 (89±6.0)
5.1±0.4 (64±3)
2.9±0.7 (37±7)

0.45±0.02 (100±13)
0.03±0.03 (7±7)
0.34±0.09 (76±12)
0.18±0.02 (42±5)
0.06±0.01 (23±4)

1)The values represent mean±SD of three times of measure-
ment per each group in the same condition.

관찰하기 위하여 간 기능의 혈액학적 지표인 ALT, AST

활성을 측정하였다. ALT, AST는 간질환의 진단에 널리 사

용되는 효소로서 혈청 중 간독성으로 인해 간세포의 괴사와

간조직의 파괴가 진행됨에 따라 효소가 혈중으로 유리되어

혈장 내에서 활성이 증가함으로 이 효소의 활성은 간 손상의

지표로 이용된다(14,19). APAP 단독투여는 혈청 ALT,

AST의 활성도를 정상군에 비해 각각 약 2.5배, 2.6배 이상

증가시켰다(Table 2). 이는 Lee 등(27), Lee 등(28)이 APAP

를 복강투여 후 관찰한 결과와 동일하고, APAP에 의한 간

손상이 정상적으로 발생하였음 보여주는 결과이다. APAP

에 의해 증가된 혈청 속의 ALT, AST 효소는 theanine의

전 처리에 따라 APAP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이들 효소의

활성이 정상군 수준에 근접하게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2). 본 연구 결과 theanine을

200 mg/kg의 용량으로 3일간 전 투여하였을 때 가장 강한

간 보호 효과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Table 2). 이러한

결과로 항산화효과를 가지고 있는 theanine이 APAP 간 손

상 실험모델에서 간 손상 수치를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으

며, 간 손상 억제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하여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간 조직 내 지질과산화

Theanine을 농도별로 전 처리한 후 APAP를 복강 내로

Table 2. The activities of AST and ALT in serum of the
APAP-treated mice after theanine administration

Groups
1)

AST
(karmen
units/mL)

ALT
(karmen
units/mL)

Control
Theanine 200 mg/kg
APAP
APAP＋Theanine 10 mg/kg
APAP＋Theanine 50 mg/kg
APAP＋Theanine 200 mg/kg

124±3.22)
119±4.2
309±1.5**
280±7.0
190±5.1*
131±3.2*

80±4.2
72±3.8
210±15.2*
189±4.5
142±7.1*
82±6.2*

1)
Diet and water fed containing theanine were provided animals
for 3 days followed by APAP-injection (400 mg/kg, i.p).
2)
The values represent mean±SD of 5 mice per each group in
the same condition.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at p<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control at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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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DA formation in the APAP-treated mice liver mi-
crosome after theanine administration

Groups
1) MDA formation

(nmole/1 mL/100 mg)

Control
Theanine 200 mg/kg
APAP
APAP＋Theanine 10 mg/kg
APAP＋Theanine 50 mg/kg
APAP＋Theanine 200 mg/kg

32±4.22)
34±2.2
62±7.5**
58±6.0
37±2.1
29±4.1*

1)
Diet and water fed containing theanine were provided animals
for 3 days followed by APAP-injection (400 mg/kg, i.p).
2)
The values represent mean±SD of 5 mice per each group
in the same condition.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at p<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control at p<0.01.

주사하여 간 조직 중의 지질과산화물의 함량을 관찰하였다.

생리식염수를 투여한 대조군에 비하여 APAP을 단독 투여

한 후 지질과산화물의 함량이 약 2.3배로 현저히 증가되었으

나, theanine의 전처리군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Table 3). 고농도의 theanine 투여군(200

mg/kg)의 경우 지질과산화도는 정상군과 유사한 결과를 나

타내었다. 또한 theanine 단독 처리하였을 때 유의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 이와 같은 결과로 APAP에 의한 간 내 지

질과산화가 theanine에 의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3). 생체에서 과산화지질은 여러 가지 독성 화합물이

나 약물에 의한 간 손상 유발의 가장 중요한 인자로 세포내

산화적 스트레스의 증가, 즉 유리라디칼 생성의 증가 및 항

산화적 억제력의 감소에 의하여 증가되며, 노화나 동맥경화

등 많은 퇴행성 질환의 주요인자로 보고되어 있다(29). 본

연구결과 theanine이 실험동물의 간에서 농도의존적인 지질

과산화 억제 효과를 보여 간 보호 작용에 대한 추가 실험을

수행하였다.

Glutathione의 농도

현재 지질과산화 그 자체가 세포사를 일으키기에는 불충

분하다고 알려져 있다. 과산화가 유발된 지질은 GSH와 thi-

ols 함유 단백질과 상호작용을 하며, 이러한 상호작용을 통

해 산화적 스트레스 유발 시 GSH 감소와 thiols 함유 단백질

의 불활성화를 가져 온다. 세포내 대부분의 주요 효소가 활

성화되기 위해 필요한 thiols에 산화가 유발되면 효소의 활

성이 파괴된다. 이러한 산화적 불활성화에 의해 세포사가

유발되게 된다. GSH 감소에 대한 theanne의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해 간조직에서 GSH 양 변화를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

서는 간 내 GSH 농도에서는 APAP 단독 처리군이 2.8 μmol/

0.1 g of tissue의 결과를 보여 대조군 6.2 μmol/0.1 g of tis-

sue에 비해 GSH의 함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Table 4). APAP에 의해 감소한 GSH의 양이 the-

anine 처리 농도에 의존하여 회복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

다. 또한 theanine의 단독 처리군에서 GSH의 양이 7.8 μmol/

Table 4. GSH concentration in the APAP-treated mice liver
microsome after theanine administration

Groups1) GSH concentration

Control
Theanine 200 mg/kg
APAP
APAP＋Theanine 10 mg/kg
APAP＋Theanine 50 mg/kg
APAP＋Theanine 200 mg/kg

6.2±0.72)
7.8±0.3
2.8±0.8**
3.4±0.4
3.2±0.2
5.9±0.4*

1)Diet and water fed containing theanine were provided animals
for 3 days followed by APAP-injection (400 mg/kg, i.p).
2)
The values represent mean±SD of 5 mice per each group
in the same condition.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at p<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control at p<0.01.

0.1 g of tissue로 약 21% 정도 증가하여 정상조직에서 the-

anine의 단독처리 시 간과 심장에서 GSH의 생성이 증가한

다는 기존의 연구결과(30)와 동일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

나 유의성은 없었다. 본 결과로 theanine은 GSH의 생성을

증가시켜 APAP에 의한 산화적 자극을 저해하여 간 조직의

손상을 방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간 조직의 경우

GSH가 40%정도 고갈되었을 경우는 간독성을 나타내지 않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31), 80∼90%정도 고갈된 경우

에는 과산화적 손상을 일으키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2).

APAP에 의한 간 독성의 해독에 GSH가 중요한 역할을 하며

GSH가 고갈된 상태가 된다면 심각한 간 괴사를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3-35). Theanine을 처리한 실험군에서

는 APAP 처리 시 약 55%정도 감소한 GSH의 양을 정상군

의 95%까지 회복시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상의 결

과로 theanine은 APAP에 의해 유발된 간세포의 손상을 동

물 간세포의 지질과산화를 방지하여 세포 손상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Theanine에 의한 조직학적 평가

적출한 간 조직으로부터 H&E 염색을 통해 조직의 손상

정도를 관찰하였다. Fig. 1에 보는 바와 같이 지방구를 제외

한 부분이 붉게 염색되었으며, 핵은 보라색으로 나타났다.

APAP 단독 투여한 군에서 간세포 괴사가 유발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는 Lee 등(35)과 동일한 결과로 정상

적으로 간독성이 유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Theanine을

농도별로 3일간 전처리한 후 APAP 처리를 통해 간독성을

유발시킨 군에서는 APAP 단독 처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

으로 간세포의 괴사가 감소하는 것을 광학현미경 관찰로 확

인할 수 있었으며, 또한 실험 최고농도인 theanine 200

mg/kg의 농도에서는 간세포의 괴사 및 변성이 조직학적 검

경에서 관찰되지 않았다(Fig. 1). 본 결과로, 항산화 효과를

보인 theanine이 APAP의 aryl 생성물을 감소시켜 지질과산

화를 막고, GSH가 소모되는 것을 방지하여 간세포의 괴사

를 방지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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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theanine pretreatment on the
APAP-induced liver damage in mice. The mice were
pretreated with theanine (10, 50 or 200 mg/kg, ig) once
daily for 3 consecutive days. The control mice were
given saline. Three hours after the final treatment, the
mice were treated with APAP (400 mg/kg, ip). Mice
were sacrificed 24 hr after the APAP administration.
(A)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saline; (B)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APAP; (C)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theanine (10 mg/kg) and APAP;
(D)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theanine (50
mg/kg) and APAP; (E) liver from a mouse treated with
theanine (200 mg/kg) and APAP. N; necrosis. ×100.

요 약

아세트아니모펜(APAP)으로 유도된 간독성 모델에 미치

는 theanine의 간 보호 작용에 대하여 간 기능 지표효소의

활성 측정, 항산화 및 GSH량 측정, 조직학적 변화 등을 통해

확인하였다. Theanine은 그 자체로 항산화 효과를 보였으

며, 과량 투여된 APAP에 의해 발생하는 간조직의 지질과산

화의 감소와 GSH가 회복되는 것을 동물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지질과산화와 GSH의 감소로 인해 발생한

간세포의 손상이 theanine의 처리 농도에 비례하여 감소하

는 것을 간수치 검사와 간조직 검사를 통해 최종 확인하였

다. 지금까지 간보호에 효과를 보이는 녹차의 카테킨이 주로

연구되어 왔으나, 본 연구를 통해 녹차의 theanine도 간 보호

작용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 결과는 주 아미노산 성분

인 theanine을 강화시킨 기능성 녹차 및 건강기능식품 개발

의 기초 자료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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