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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bioactive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fly maggot (ME) on reduction of 

plasma lipids levels in rats fed high-fat diets (Expt. Ⅰ), and on liver function recovery of 

hepatotoxicity rats by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carbon tetrachloride (CCl4) or by orally 

administration of alcohol (Expt. Ⅱ) were  investigated. In expt. Ⅰ, twenty seven, male rat 

SDS(sprague dawley strain) were randomly assigned to three treated groups, including normal 

control group, HF (group with high fat diets which have no extracts) and HFE (HF plus 

orally administered doses of ME extract at 5.0 mg/100g of body weight). In expt. Ⅱ, forty 

five, male rats (SDS) were randomly assigned to each of the five groups: T1 (control), T2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CCl4), T3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CCl4 after orally administered 

with ME), T4 (orally administered with combination of ME and alcohol), T5 (orally 

administration of ME after orally administered with alcohol). There were significant decreases 

in plasma (TAG), (TC), (LDL-C) in the HFE group with orally administered doses of ME at 

5.0 mg/100g of body weight, respectively, however, the (HDL-C)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in HFE group as compared to HF group with high fat diets which have no extracts (p<0.05). 

The levels of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γ-glutamyl 

transferse(γ-GTP) and bilirubin were highest in T2 or T3, and high in order T4 or T5, and 

lowest in T1 except for bilirubin which has same with T4, T5 (p<0.05). The high recovery 

of liver damage by CCl4 from the light microscopic appearance was observed  in rats (T3) 

with extracts, and also high in T4 than T5 by orally administrated with alcohol. In 

conclusion, the ethanol extracts from fly maggot may have a bioactive effects to prevent for 

human lipids disorder and alcoholic dise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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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보도에 의하면 우리나라 사망률 1 인 암 다

음으로 뇌  심장 계 질환이 차지하는 것

으로 알려졌다. 속한 인구의 고령화  육식 

주의 식생활 습 에 기인한 고지 증, 비만, 

당뇨병  지나친 음주로 알코올성 지방간에 

의한 질병부담이 증가하고 있다[1]. 이와 같은 

사증후군의 험성[2]을 방하기 한 생체

활성을 지닌 새로운 천연물 소재에 한 연구

가 진행되고 있다.

  고지방식이 섭취는 액 내 성지방과 유해 

콜 스테롤로서 알려진 LDL-C(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함량을 증가시키고 유

익한 콜 스테롤인 HDL-C(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함량을 낮춘다. 액 

LDL-C의 증가는 심장 계질환을 일으킬 수 

있는 주원인으로 밝 졌으며 높은 사망률을 

래할 수 있다[3]. 간은 양소 사  해독작용

을 비롯한 생체 내 요한 기 으로써 유해화

학물질과 알코올 등에 의해 손상을 입으면 간 

기능이 하된다[4,5]. 지나친 음주는 알코올의 

사산물인 알데히드가 과잉으로 생성되어 각

종 사성질환  간염, 간경화증, 간암과 같은 

알코올성 간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6-8]. 만성

인 알코올의 투여와 사염화탄소(CCl4, carbon 

tetrachloride)의 공 은 간 조직에서 지질과산

화에 의한 free radical을 격히 증가시켜 간 

손상에 의한 세포독성을 래할 수 있다[9]. 그 

결과 간 조직의 세포막이 괴되고 단백질 합

성이 억제되어 액 속으로 γ

-GTP(gamma-glutamyl transpeptidase), 

ALT(alanine aminotransferase=GPT, glutamic 

pyruvic transaminase), AST(aspartate 

aminotransferase=GOT, glutamic oxaloacetic 

transaminase), γ-GTP(gamma-glutamyl 

transpeptidase)가 유입되어 증가한다[10,11]. 

  리유충(Musca domestica L.)을 이용한 생

체치료가 20세기 에 고질 인 연조직의 골수

염과 화농성 감염의 치료를 해 이용되었으나 

항생제 내성균의 출 으로 재도입되었으며[12], 

특히 살아있는 유충보다는 오히려 분비물과 추

출물을 이용하는 것이 많은 이 을 나타낼 수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3]. 선행연구에서 

본 연구자는 리유충으로부터 얻어진 수용성

단백질 효소분해물에서 MRSA 억제력을 갖는 

5 kDa 이하의  항균 펩타이드가 존재함을 보고

하 으며[14], 에탄올 추출물에서 MRSA, VRE 

균주에 한 강력한 항균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15]. 한,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을 일반

식이를 섭취하는 흰쥐에게 서로 다른 수 으로 

경구투여 하 을 때 추출물 투여수 의 증가 

그룹에서 액의 성지방, 총콜 스테롤, 

LDL-C, 동맥경화지수  루코스 함량이 유

의하게 낮아졌으며 간 손상보호 기능을 보고하

다[16,17].      

  본 연구는 리에 한 표  사육환경 조건

에서 인 으로 생산된 리유충으로부터 얻

어진 에탄올추출물을 이용하여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비만 쥐에서 지질 사 개선에 한 생

체활성 효과(실험 Ⅰ), 그리고 CCl4  알코올

을 복강주사 한 흰쥐에서 간 손상 보호효과 

(실험 Ⅱ)를 조사하 다.     

2. 실 험

2.1. 에탄올추출물의 제조

  송풍 건조한 리유충 시료를 로메디텍

(Promeditec, Co., Ltd, Seoul, Korea)으로부터 제

공받았다. 환류 냉각장치를 이용해서 60℃에서 3

시간씩 3회 반복 추출하여 에탄올 추출물 시료를 

얻었다. 추출물은 40℃ 수욕 상에서 회 식 진공

농축기(Eyela N-1000, Tokyo Rikakikai Co., 

Japan)를 사용하여 감압, 농축하 으며 냉장보

하면서 시료로 사용하 다. 상기의 방법으로부터 

에탄올 추출물 3.5%를 얻었다.  

2.2.  실험설계  사양 리

  동물실험은 유럽실험동물 취 면허 기 [18]에

서 제시된 윤리 이고 과학 인 차에 따라서 

수행하 으며 강원 학교 동물실험윤리 원회

(IACUC)의 승인을 얻었다. 

  실험 Ⅰ은 흰쥐(SDS) 수컷 27마리(평균체  

200 g)를 (주) 한바이오링크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 으며 일주일 동안 사육환경에 응시킨 후 4

주간 실험처리를 하 다. 3처리구 3반복(반복당 3

마리)으로  완 임의배치 하 으며 각 처리구는 

NC(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일반식이군), HF(추

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고지방식이군), HFE(고지

방식이+체  100g 당 추출물 5.0mg 경구투여군)

로 구분하 다. 실험 Ⅰ과 실험 Ⅱ에서 동물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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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구투여 된 추출물의 공 량은 Park(2007)의 실

험결과에 기 하여 액지질 감소효과의 안정

(Plateau)으로 선정하 다[16]. 실험식이는 

AIN-76[19]에 기 한 정제식이를 조제 후 펠렛 

처리하 다. 일반식이의 조성은 카제인 20.0%, 

옥수수 분 15.0%, 설탕 50.0%, α-셀룰로스 

5.0%, 옥수수기름 5.0%, 미네랄 혼합제 3.5%, 비

타민 혼합제 1.0%, choline bitrate 0.2%, 

DL-methionine 0.3%로써 배합하 고 일반식이 

내 에 지와 단백질 함량을 동일하게 조 하

다. 고지방식이의 조성은 일반식이 조성 가운데

서 설탕의 량을 20% 이고 돼지기름을 20%로 

치하여 배합하 으며 따라서 고지방식이의 지

방함량은 옥수수기름 5%와 돼지기름 20%가 첨

가되어 25%로 조 하 다. 

  실험 Ⅱ는 평균체  200 g의 흰쥐(SDS) 수컷 

45마리를 (주) 한바이오링크에서 구입하여 사용

하 으며 일주일 동안 사육환경에 응시킨 후 

20일 동안 실험처리를 하 다. 5처리구 3반복(반

복당 3마리)으로  완 임의배치 하 으며 각 처

리구는 T1( 조구), T2(실험개시 일에 체  100 

g 당 CCl4 0.5 mL를 1회 복강주사군), T3(19일 

동안 체  100g 당 리유충 추출물 5.0 mg을 매

일 경구투여 후 20일째에 CCl4 0.5 mL를 복강주

사군), T4(20일 동안 체  100g 당 리유충 추출

물 5.0 mg을 매일 경구투여하면서 6, 12, 18일째 

날짜에 각각 20% 알콜 0.514 mL를 각각 복강주

사군), T5 (19일 동안 체  100g 당 20% 알콜 

0.514 mL를 매일 복강주사 후 20일째에 리유충 

추출물 5.0 mg을 경구투여군)로 구분하 다. 여

기서 흰쥐에게 공 한 알콜의 량은 체  70kg 성

인남자가 매일 소주 1병을 섭취하는 량으로 계산

하 다. 실험동물 사육실 온도는 20±2℃, 상 습

도 60±5%로 유지하 고 조명은 12시간 주기로 

조 하 다. 실험식이와 물은 무제한 공 하 고 

실험기간  일일 평균 체  증가량, 식이섭취량 

 식이효율을 조사하 다. 

2.3. 액채취  생화학  분석  

  실험동물의 희생은 마취와 해부의 편리를 하

여 실험종료 12시간 부터 식이공 을 단하고 

물만 공 하 다. 흰쥐를 ethyl ether로 가볍게 마

취시킨 후 복 동맥으로부터 헤 린 처리된 주사

기를 이용해서 heparinized vacuum tube(Becton 

Dickinson Vacutainer System, Franklin lakes, 

NJ 07417, USA) 속으로 액을 주입하여 액응

고를 방지하 다. 액을 3,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장을 분리하 으며 분리된 장

은 액체 질소가스(-196℃)에서 속 냉동한 다음 

생화학  분석 시 까지 -20℃에서 냉동, 보 하

다. 간, 신장, 심장, 비장, 흉선  복부지방을 

채  후 즉시 떼어서 생리식염수로 액을 씻은 

다음 Whatman filter paper(No. 2)에 흡착시켜서 

수분을 제거하고 기 의 무게를 측정하 다. 

  액의 지질분획  성지방, 총콜 스테롤, 

HDL-C 함량은 상업용으로 조제된 효소킷 (아

산제약)으로 정량하 고, LDL-C 함량은 

Friedwald 공식(1972)으로 계산하 으며[20], 실

계질환의 험도 정에 이용되는 동맥경화

지수(AI, atherogenic index)는 {(총콜 스테

롤)-(HDL-C)}/HDL-C에 의하여 계산하 다

[21]. 액의 Bilirubin, γ-GTP는 Orlowski 법, 

AST, ALT 함량은 Karmen 법을 응용한 주식

회사 동제약 킷을 이용해서 측정하 다.  

2.4. 간 조직세포 찰

  조직학  간세포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해 

동물을 희생시킨 후 개복 즉시 간 엽에서 조

직을 채취하여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고정하 다. 탈수과정을 거친 후 paraffin을 이

용하여 4~5 μm의 조직 편을 만든 후 헤마톡

실린-에오신 염색(hematoxylin-eosin stain, 

H-E stain)을 시행하 다. 염색한 조직을 학

미경(Olympus AX70, Japan)을 이용하여 200

배로 촬 하 으며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의 

투여에 따른 간 손상형태를 비교·해석하 다. 

2.5. 통계분석

  분석된 자료의 통계처리는 SAS program을 이

용하 으며 각 처리구의 평균과 표 오차를 구하

고 분산분석을 실시한 다음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하여 95%수 에서 유의성

(p<0.05)을 검정하 다[22]. 

3. 결과  고찰

3.1. 실험 

  3 . 1 . 1 .  사 양 성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비만 쥐에게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을 경구투여 하 을 때 조사한 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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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섭취량, 체  증가량  식이효율은 Table 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일일 평균 식이섭취량은 

정상군인 조군과 비교하 을 때 고지방식이

군과 추출물 투여군에서 낮아졌으며, 고지방식

이군과 비교할 때 추출물 투여에 의해 식이섭

취량이 유의하게 증가되어 개선되는 경향을 나

타냈다. 일일 평균 체  증가량은 조군과 비

교할 때 고지방식이군과 추출물 투여군이 유의

하게 증가하 으며, 고지방식이군과 비교할 때 

추출물 투여에 의해 체 이 유의하게 감소하여 

비만체  조 효과가 있었다. 식이효율은 조

군과 비교할 때 고지방식이군과 추출물 투여군

이 높았으며 통계  유의성이 인정되었고 특히 

고지방식이군은 단  체  증가에 필요한 식이

요구량이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고지방식

이군에서 식이섭취량이 낮았음에도 불구하고 

체  증가량이 높았고 식이효율이 높게 나타났

던 은 Park 등의 보고와 일치하며[23], 그 이

유는 흰쥐가 실험기간  섭취한 고지방식이에 

기인한 에 지 섭취량이 높았기 때문에 상

으로 식이섭취량이 낮았으며 체 이 증가한 

은 근육 양의 증가보다는 간의 비 와 함께 축

된 체지방 증가(Table 2)에 기인하 을 것으

로 볼 수 있다. 동물의 식이섭취는 에 지 요구

량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에 지 식이섭취

와 비교할 때 고에 지 식이를 섭취하는 경우 

식이섭취량은 낮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4].        

Groups1) Diet intake Weight gain FER2)

 NC 20.73±0.283)a 5.85±0.52b 0.28±0.01c

 HF 18.29±0.33
c

7.14±0.37
a

0.39±0.02
a

 HFE 19.68±0.27b 6.43±0.61ab 0.33±0.01b

  1) NC: normal control, HF: high fat diet, HFE: high fat diet with 5.0 mg extracts/100g 

B.W. 

   
2) FER: food efficiency ratio (weight gain/ diet intake).  

   3)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s (n=9).

   
a,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1. Diet intake, weight gain and food efficiency ratio in ra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                                                         (g/day/head)

  3 . 1 . 2 .  장 기  무 게 변화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비만 쥐에게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을 경구투여 하 을 때 조사한 간, 

신장, 심장, 비장  지방조직의 무게변화는 

Table 2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간 무게는 조군

과 비교할 때 고지방식이군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조군과 추출물 사이의 유의차는 나타

나지 않았다. 지방조직 무게는 조군과 비교할 

때 고지방식이군과 추출물 투여군이 유의하게 

높타났으며, 고지방식이군과 비교할 때 추출물 

투여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여 비만조직에서 추

출물이 체지방 축 을 낮추는 효과가 인정되었

다. 본 실험결과는 정상식이를 섭취한 흰쥐 그

룹과 비교할 때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흰쥐 그

룹에서 간  지방조직 무게가 증가하 다는 

Park 등의 보고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23]. 

일반 으로 고지방식이를 섭취하게 되면 간에

서 지질 사 이상이 래되어 간 조직 내 지질

의 축 이 일어나므로 간 무게가 정상식이를 

섭취하 을 때보다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5].

  3 . 1 . 3 .  액 지질변화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비만 쥐에게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을 경구투여 하 을 때 조사한 

액 지질변화는 Table 3에서 보는 바와 같다. 

성지방 함량은 조군과 비교할 때 고지방식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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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ems2)
                       Groups1)

NC    HF    HFE

  Triacylglyceride    97.31±5.743)b    140.50±8.45a    107.80±8.17b

  Total cholesterol    75.63±8.24c    115.80±5.78a     93.40±5.47b

  HDL-C    45.72±2.07a     31.70±3.15c     40.85±2.55b

  LDL-C    10.45±5.08c     56.00±8.16a     30.99±5.43b

  AI     0.65±0.10c      2.66±0.15a      1.29±0.12b

1) The same as Table 1. 2) HDL-C: high density lipoprotein, LDL-C: low density lipoprotein 

cholesterol, 

 AI: atherogenic index (TC-HDL-C)/HDL-C. 3)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s (n=9).
 a,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row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3. Plasma lipid level in ra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

                                                                       (mg/dL)

 Groups1) Liver Kidney Heart Spleen     Adipose tissue

 NC 3.09±0.412)b 0.69±0.35 0.37±0.10 0.30±0.18  3.87±0.25c

 HF 4.35±0.19a 0.61±0.29 0.33±0.06 0.29±0.01  6.72±0.27a

 HFE 3.11±0.15b 0.62±0.07 0.32±0.15 0.31±0.05  5.01±0.16b

  1) The same as Table 1.    2)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s (n=9).

  
a,b,c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within the sam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2. Changes in organ weight of rats fed the experimental diets for 4 weeks        

                   (g/100g body weight)

군이 유의하게 증가하 으나 조군과 추출물 

사이의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다. 총 콜 스테

롤, LDL-C 함량  동맥경화지수는 조군과 

비교할 때 고지방식이군과 추출물 투여군이 유

의하게 높타났으며, 고지방식이군과 비교할 때 

추출물 투여군은 유의하게 감소하여 비만 쥐에

서 추출물이 액지질을 낮추는 효과가 인정되

었다.  HDL-C 함량은 조군이 가장 높았으며 

추출물 투여군, 고지방식이군 순으로 낮아졌고 

각 처리구 간 통계 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본 실험 결과에서 발견한 요한 사실은 고지

방식이를 섭취한 흰쥐에서 리유충 에탄올 추

출물의 경구투여가 액 지질수 을 낮출 수 

있다는  이었다. 본 실험결과는 정상식이를 

섭취한 흰쥐 그룹과 비교할 때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흰쥐 그룹에서 액 지질 함량이 유의

하게 증가하 다는 Park 등의 보고와 비슷한 

경향을 보 다[23]. 한편, 리유충 에탄올추출

물이 액 지질수 을 유의하게 낮출 수 있었

다는 Park의 결과[16]는 본 실험 결과를 지지해

다. 액 성지방과 LDL-C의 높은 수 은 

심근경색, 동맥경화증과 같은 심장 계 질환

으로 인한 사망률을 높이고, HDL-C의 수  증

가는 이를 방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리 알려져 있다[26]. LDL은 동맥 내 콜 스

테롤 축 에 가장 요한 지질 운반체로써 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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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1  T2 T3 T4 T5

γ-GTP (mU/mL) 7.65±3.74
2)e  50.53±3.55a 29.44±2.97b 13.59±2.87d 20.18±3.14c

AST (karmen/mL) 160.3±9.01c  +3) + 185.1±9.56a 178.7±9.47b

ALT (karmen/mL) 48.53±3.15b  + + 45.13±3.77c 63.23±4.01a

Bilirubin (mg/dL) 0.34±0.71
d  1.35±0.83a 0.67±0.52b 0.33±0.20d 0.48±0.32c

 1) T1: control group, T2: CCL4, T3: CCL4 after administered extracts, T4: combination of

   extracts and alcohol, T4: administered extracts after alcohol. 

 
2)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s (n=9). 3) +: above 200 karmen unit/ml.

 a,b,c,d,e Mea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4. Levels of γ-GTP, AST, ALT and Bilirubin of plasma after orally administered of fly 

maggot extracts in rats
1)  

스테롤 에스터를 간에서 액  신체 내 여

러 부 의 말 조직 세포 속으로 수송해주며, 

HDL은 동맥으로부터 콜 스테롤을 간으로 운

반해 주는 지질단백질로써 액 HDL-C의 증

가는 결국 액  조직으로부터 간에 이르는 

콜 스테롤 운반능력을 높여 으로써 즉 콜

스테롤의 역수송(reverse transport)에 의하여 

액 콜 스테롤을 제거하는 기능을 갖는다. 따

라서 액 내 LDL-C가 많으면 건강에 해롭기 

때문에 LDL-C를 나쁜 콜 스테롤이라고 부르

며, HDL-C는 좋은 콜 스테롤이라고 부르고 

있다[3]. 동맥경화지수는 체내 HDL-C에 한 

성지방의 함량을 나타내며 그 값이 임상에서 

3.0 이상이면 동맥경화의 험수 으로 단된

다[27]. 여기서 발견한 새로운 사실은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의 투여군에서 이와 같은 액지

질의 감소가 찰된 으로 볼 때 사람에 한 

지질 사 개선의 생체활성효과를 갖는다는  

이었다.     

3.2. 실험 Ⅱ

  3 . 2 . 1 .  간 기 능 효소  

  정상식이를 섭취한 흰쥐에게 CCl4와 성인 남

자가 섭취하는 소주 1병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각각 복강주사 하 을 때 간 기능 련한 효소

의 액 수 에 한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의 

투여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Table 4에서 보는 

바와 같다. γ-GTP는 조군인 T1과 비교할 때 

CCl4를 복강주사 한 T2가 가장 높았으며 T3, 

T5, T4 순으로 높은 경향을 보 고 각 처리구 

간 통계 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AST는 T1

과 비교할 때 T2, T3, T4, T5 순으로 증가하

으며 ALT는 T2, T3, T5, T1 순으로 높았고 

T4가 가장 낮게 나타났으며 각 처리구 간 통계

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빌리루빈은 T1과 

비교할 때 T2, T3, T5, T4 순서로 높았으며 처

리구 간 통계 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리유충 추출물의 투여군에서 장

기무게의 정상수 을 유지하고(Table 5) 간 세

포손상(Fig. 1)을 방하는 데 큰 향을 끼쳤

으며,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에 함유된 생리활

성 펩타이드의 기능일 것으로 사료된다[14]. 

AST와 ALT는 간과 각종 장기에 존재하는 아

미노산 합성효소로서 간세포의 괴정도를 검

사하며, γ-GTP와 빌리루빈은 간세포의 장애와 

담즙의 흐름 상태를 검사하고 상기 효소의 수

치가 증가하면 간염, 지방간, 알코올성 간 장애, 

간 경변  담도폐색을 의심할 수 있는 지표로

서 리 알려져 있다. 알코올을 장기 으로 섭

취한 T5에 비해 알코올과 추출물을 병합 투여

한 T4에서 이러한 효소 수치가 유의하게 낮아

졌으며, 특히 ALT의 경우 T4가 조구인 T1

보다 낮아졌음은 목할 만한 부분이다. 본 실

험결과 나타난 새로운 은 리유충 에탄올추

출물의 투여가 간 손상으로 증가하는 상기의 

효소 수치를 낮출 있다는 사실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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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tems T1 T2 T3 T4 T5

Liver 3.51±0.31
2)b 4.43±0.11a 4.27±0.24a 3.74±0.14b 4.50±0.25a

Spleen 0.30±0.08a 0.14±0.07b 0.16±0.11b 0.27±0.17a 0.19±0.09b

Thymus 0.15±0.13a 0.04±0.01c 0.09±0.02b 0.14±0.02a 0.09±0.01b

Abdominal fat 0.57±0.05c 0.97±0.03b 0.83±0.05b 0.60±0.02c 1.29±0.13a

  1) The same as Table 3. 3) Values are mean±standard errors (n=9).

   a,b,c Mean values with different superscript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Table 5. Changes in organ weight of rats after administered of extracts1)  

                                                          (g/100g body weight)

  3 . 2 . 2 .  장 기  무 게 변화  

  정상식이를 섭취한 흰쥐에게 CCl4와 성인 남

자가 섭취하는 소주 1병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각각 복강주사 하 을 때 장기 무게변화에 

한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의 투여효과를 조사

한 결과는 Table 5에서 보는 바와 같다. 간의 

무게는 조군인 T1과 비교할 때 T2, T3, T5

가 유의하게 증가되어 비 하 음을 나타냈으

나 T1과 T4 사이의 유의차는 없었다. 비장과 

흉선의 무게는 T1과 비교할 때 T2, T3, T5가 

유의하게 낮아졌으나 T1과 T4 간 통계 인 유

의차는 인정되지 않았다. 복강지방은 T1과 20

일 동안 체  100g 당 리유충 추출물 5.0 mg

을 매일 경구투여하면서 6, 12, 18일째 날짜에 

20% 알콜 0.514 mL를 각각 복강주사 했던 T4 

간 유의차는 나타나지 않았으나, T1과 비교할 

때 T5가 가장 높은 축 률을 보 고 T2, T3 

순서로 높게 나타났으며 이들 처리구 간 통계

인 유의차가 인정되었다. 간 무게가 조군인 

T1  알코올과 추출물을 병합 투여한 T4에 

비해 CCl4 는 알코올을 복강주사 한 T2, T3, 

T5에서 유의하게 비 하 던 은 간 손상에 

기인한 양소  기타 물질의 사 장애로 간 

조직 내 이러한 물질이 과잉으로 축 되었기 

때문일 것으로 사료되며, 액으로 이동된 간 

기능 효소 양의 증가 (Table 4)는 이를 증명하

고 있다. 지나친 음주로 인한 알코올의 과량 섭

취는 지방간  간 조직세포의 섬유화로 간이 

비 해 질 수 있다[25]. 본 실험 결과에서 추출

물의 투여로 알코올성 간 조직세포가 비 해지

는 것을 방할 수 있으며 복부지방 감소  

면역기  세포를 활성화 할 수 있다는 새로운 

사실을 찰하 다.        

  3 . 2 . 3 .  간 조 직 세 포 의 형 태 학  변화  

  정상식이를 섭취한 흰쥐에게 CCl4와 성인 남

자가 섭취하는 소주 1병에 해당하는 알코올을 

각각 복강주사 하 을 때 간 조직세포의 형태

학  변화를 찰한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의 

투여효과를 조사한 결과는 Fig. 1에서 보는 바

와 같다. 정상 인 흰쥐의 간 조직세포(T1)의 

고유 간 소엽(classic lobule)은 심정맥으로부

터 방사형의 간세포 삭(hepatic cell  cords)과 

동양 이 나란히 배열되어 있었다. CCl4를 투

여한 T2의 경우 간 조직세포는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s)의 손상이 찰되었으며, 고유

한 간 소엽의 심정맥 주변으로 간세포의 일

부가 팽윤됨으로써 간 소엽의 가장 자리를 향

하여 방사형 배열을 보여야 하는 정상 인 간

세포 배열이 심하게 흐트러졌음을 볼 수 있었

다. 그러나 이러한 간세포의 손상  정도는 추출

물을 투여한 이후에 CCl4를 투여하 던 T3의 

경우 간 조직의 손상 정도가 덜 하는 것으로 

찰되었다. 한편, 추출물과 알코올을 병합 투

여한 간 조직세포(T4)의 경우 정상 인 간 조

직세포(T1)와 비교할 할 때 약간 손상된 형태

로 나타났으나 T3보다는 덜 손상된 것으로 

찰되었다. 장기 으로 알코올을 투여한 이후 추

출물을 투여한 T5의 경우 간  심정맥은 물론 

방사형 배열도 거의 망가졌으며 모든 처리구 

가운데서 하게 나빠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

러한 간 세포손상으로 인하여 액으로 이동된 



8   박병성                                                                                  韓國油化學 誌

- 297 -

      

                        T 1                                          T 2  

      

                       T 3                                          T 4

   

                       T 5

Fig. 1. The light microscopic features of liver in rats (H&E, x200); T1(control), T2(            

intraperitoneal injection of CCl4, T3(intraperitoneal injection of CCl4 after orally         

administered with ME, T4(orally administered with combination of ME and alcohol,     

T5(orally administration of ME after orally administered with alcoh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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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효소의 수 이 증가되었음을 알 수 있었

다 (Table 4). 본 실험결과 나타난 새로운 발견

은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이 간 조직의 산화  

손상  알코올에 의한 손상을 방하는데 크

게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었다. 본 실험에

서 CCl4를 투여하 을 때 조사된 간 조직세포

의 형태학 인 모습(T2)은 흰쥐에게 CCl4를 투

여하 을 때 심정맥 주 로 심한 조직괴사가 

찰되었고 괴사된 조직 주 로 지방산 변화를 

동반한 간세포의 손상을 볼 수 있었다는 Kim 

등의 결과[28]와 비슷하 다.  

4. 결 론

  본 연구는 고지방식이를 섭취한 흰쥐에서 

액지질 수  (실험 Ⅰ)  사염화탄소 (CCl4)의 

복강주사 는 알코올을 경구 투여한 쥐에서 

간 기능보호 (실험 Ⅱ)에 한 리유충 에탄올

추출물의 생체활성효과를 조사하 다. 실험 Ⅰ

에서, 흰쥐 (SDS strain) 수컷 27마리를 이용하

여 3처리구;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일반식이

군, HF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고지방식이

군), HFE (고지방식이+체  100g 당 추출물 

5.0mg 경구투여군)로 구분하여 완 임의배치하

다. 실험 Ⅱ에서, 흰쥐 (SDS strain) 수컷 45

마리를 이용해서 5처리구로 완 임의 배치하

으며, 5개의 처리구는 T1 ( 조군), T2 (CCl4 

복강주사군), T3 ( 리유충 추출물 경구투여 후 

CCl4 복강주사군), T4 ( 리유충 추출물 과 알

코올의 병합 경구투여군), T5 (알코올 경구투여 

후 리유충 추출물 경구투여군)로 구분하 다. 

HF와 비교할 때 HFE에서 액의 성지방, 총

콜 스테롤, LDL-콜 스테롤은 유의하게 낮아

졌으나, HDL-콜 스테롤 함량은 유의하게 증

가하 다(p<0.05). 액 AST, ALT, γ-GTP  

빌리루빈의 농도는 T2  T3에서 가장 높았고 

T4 는 T5 순서로 높았으며 빌리루빈이 T1과 

동일하 음을 제외하면 T1이 가장 낮게 나타나

서 처리구간 통계 인 유의차가 있었다

(p<0.05). 간 조직세포의 형태학 인 찰결과, 

CCl4에 의해 야기된 간 조직세포의 손상으로부

터 회복이 추출물을 투여한 T3에서 찰되었으

며, 알코올을 경구 투여한 경우 T5에 비하여 

T4에서 높게 나타났다(p<0.05). 결론 으로, 

리유충 에탄올추출물이 지질 사 이상  알코

올성 간질환을 방하기 한 생체활성효과를 

갖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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