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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is study was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anti-fibrogenic effect and the effect on cell growth and apoptosis 

in YJCGT, YJCGT YSO and YJCGT YSCO on thioacetamide-induced rat liver tissue and the immortalized human hepatic 
cell line LX2.

Materials and Methods : LX2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50, 150, 300 ug/ml) of YJCGT, 
Y+YSO, and Y+YSCO extract for 24, 48 and 72 hours. After the treatment,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using MTT assay. 
Caspase inhibitor assay, and cell viability were determined by a colorimetric assay with PMS/MTS solution. Rat liver fibrosis 
was induced by intraperitoneal thioacetamide injection 150 mg/kg 3 times a week for 5 weeks. After the treatment, body weight, 
liver & spleen weights, liver function test, the complete blood cell count and the change of portal pressure were studied. After 
YJCGT, Y+YSO, and Y+YSCO treatment, percentages of collagen in thioacetamide-induced rat liver tissue were measured.

Results : The viability of the LX2 cell decreased in a dose- and time-dependent manner. Exposure of LX2 cells to 
YJCGT, YJCGT+YSO and YJCGT+YSCO induced caspase-3 activation, but co-treatment of YJCGT, YJCGT+YSO and 
YJCGT+YSCO with the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and the caspase-3 inhibitor Z-DEVE-FMK, blocked apoptosis. 
There was no difference in rat body weight between the thioacetamide only group and the YJCGT, YJCGT+YSO and 
YJCGT+YSCO groups. In the YJCGT, YJCGT YSO and YJCGT YSCO groups, the serum level of GPT significantly went 
down compared with the thioacetamide only group. In the YJCGT, Y+YSO, Y+YSCO groups, white blood cell elevated by 
thioacetamide injection decreased but RBC, Hgb, and Hct increased. In the Y+YSO group, the portal pressure elevated by 
thioacetamide injection significantly decreased. In the histological finding, thioacetamide injections caused severe fibrosis, but 
YJCGT, Y+YSO, and Y+YSCO treatment significantly reduced the amounts of hepatic collagens.

Conclusions : YJCGT, Y+YSO, and Y+YSCO inhibit the growth of LX2 cells by inducing apoptosis through caspase 
activity. YJCGT, Y+YSO, and Y+YSCO have beneficial effects on the treatment of cirrhotic patients as well as patients with 
chronic hepatit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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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통계청에서 발표한 2009년 국내 사망원인통계에 

의하면 간질환은 체 사망원인  8 이며, 남자

는 5  여자는 10 를 차지하고 있다. 그  간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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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증  경화에 의한 사망이 알코올성 간질환에 

이어 2 를 차지하고 있다. 특히 40 에서는 3  50

에서는 5 를 차지해 사회  문제가 되고 있다
1
.

간섬유화는 만성 간내 염증으로 인한 세포외 기

질의 과다한 침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포외 기질의 과다한 침착으로 만성간질환이 지

속되는 경우 결국은 간내 구조의 변형과 간세포수

의 감소로 간경변증으로 진행되게 된다. 간섬유화

에 여하는 표 인 세포로는 간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 쿠퍼세포(Kupffer cell), 내피세포

(endothelial cell)등이 있다. 그  간성상세포는 세

포외 기질을 생산하는 주 생산원으로, 활성화되어

서 교원질을 포함한 각종 세포외 기질의 생성 증

가에 여한다
2
.

간섬유화 억제효과에 한 연구는 주로 간성상

세포와 collagen의 합성과 용해와의 계에 한 

실험  연구들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인진청

간탕은 선행연구에서 만성B형간염 환자의 간기능 

개선과 HBeAg의 음 율을 높이는 효과가 있었고
3
, 

약물의 장기 투여에서도 안정성이 있음
4
과 손상된 

간 기능의 회복  간세포의 보호효과, 섬유화 억

제 효과도 있음이 보고되었다
5
. 

본 연구에서는 간섬유화/간경변증에 효과가 있

는 인진청간탕을 기본방으로 간섬유화에 효능이 

보고되고 있는 와송
6,7
, 어성

8
를 첨가하여, 간섬유

화억제기 과 효과를 검증하고자 세포실험으로 간

성상세포(LX2 cell)의 활성도(MTT assay), caspase 

inhibitor assay를 실시하 고, thioacetamide(이하 

TAA) 유도 간섬유화모델 흰쥐에 하여 간기능검

사, 일반 액검사, 간과 비장의 무게 측정, 문맥압 

측정, 간장에서의 병리조직검사 등을 수행하여 유

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실 험

1. 세포 실험

1) 재 료

본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한약   약 외 

한약규격주해
9
에 근거하여 경희  부속 한방병원에

서 구입 엄선한 것을 사용하 으며 내용  용량은 

Table 1과 같다.

Herb Scientific name YJCGT (g) Y+YSO (g) Y+YSCO (g)

茵  蔯 Artemisiae Capillaris Herba 50 50 50

地楡炒 Sanguisorbae Radix 15 15 15

白  朮 Atractylodis Rhizoma Alba 12 12 12

白茯苓 Hoelen 12 12 12

豬  苓 Polyporus 12 12 12

覆盆子 Rubi Laevigatae Radix 12 12 12

澤  瀉 Alisma Rhizoma 8 8 8

蘿葍子 Raphani Semen 8 8 8

靑  皮 Aurantii Immatri Percarpium 6 6 6

甘  草 Glycyrrhizae Radix 6 6 6

生  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12 12 12

瓦  松 Orostachys japonicus 8

魚腥草 Houttuynia Cordata 8

1첩 153 161 161
YJCGT: Yinjinchunggan-tang, Y+YSO: Yinjinchunggan-tang+YSO, Y+YSCO: Yinjinchunggan-tang+YSCO.

Table 1. Prescription of YJCGT, Y+YSO and Y+Y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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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방 법

 (1) 약제의 추출 

인진청간탕(YJCGT) 5첩 분량(765 g), 인진청간

탕가와송(Y+YSO) 5첩 분량(805 g), 인진청간탕가

어성 (Y+YSCO) 5첩 분량(805 g)을 round- 

bottomed flask에 넣고 3.0 liter의 증류수를 더하여 

3시간 동안 탕하 다. 탕액을 Whatman No.1 

filter paper를 통해 여과한 다음 여과용액을 rotary 

evaporator(Buchi, Flawil, Switzerland)를 사용해 

감압 농축하 다. 이 농축액을 동결건조기(EYELA, 

Tokyo, Japan)로 건조하여 YJCGT(인진청간탕), 

Y+YSO(인진청간탕가와송)  Y+YSCO(인진청간

탕가어성 ) 엑기스를 각각 106 g(수율: 13.9%), 

108 g(수율: 13.4%), 120 g(수율: 14.9%)씩 얻었다. 

얻어진 동결건조 엑기스는 사용할 때까지 vacuum 

container에 4 ℃ 상태로 보 하 으며 다양한 농

도로 증류수에 희석하여 사용하 다.

 (2) 세포 배양(cell culture)

본 실험에 사용한 세포주는 Immortalized human 

HSCs(LX2)(kind gift of Dr. Scott L. Friedman)

를 사용하 다. 1% fetal bovine serum, 100 units/mL 

penicillin, 그리고 100 ug/mL streptomycin이 포함

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Gibco, 

Grand Island, NY, U.S.A.)에서 5% CO2, 37 ℃로 

배양하 다. 

 (3) 세포 활성 측정(MTT assay)

세포증식은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Promega, Madison, WI, U.S.A.)을 가지고 측정하

다. Cells은 96-well plates에 1 × 10
4 
cells/well로 

분주되어 37 ℃ 에 24, 48, 72시간동안 인진청간탕 

(YJCGT), 인진청간탕가와송(Y+YSO), 인진청간

탕가어성 (Y+YSCO)의 0, 50, 150, 300 ug/ml 농

도에서 배양되었다. 세포활성은 PMS/MTS solution을 

사용한 colorimetric assay로 측정하 다. 흡 도는 

650 nm의 참조 장상 492 nm로 측정되었다.

 (4) Caspase inhibitor assay

Cells을 96-well plates에 1×104 cells/well의 농도로 

분주했다. 2시간 동안의 여러 농도의 pan-caspase 

inhibitor, Z-VAD-FMK, 는 특정 caspase-3 inhibitor, 

Z-DEVD-FMK(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배양  처치한 후에 150 ug/ml와 250 

ug/ml YJCGT, Y+YSO, Y+YSCO를 세포들에 더

하고 72 시간 이상 배양했다. 세포활성은 PMS/MTS 

solution을 이용한 a colorimetric assay로 측정했다. 

흡 도는 650 nm 참조 장에서 492 nm로 측정되었

다. 

2. 동물 실험

1) 동 물

청검사로부터 각종 감염이 인정되지 않고, 일

반증상과 체 감소가 없는 300 g 내외의 Sprague 

-Dawley 흰쥐 수컷((주)샘타코)을 실험에 사용하

다. 실험동물은 멸균한 polycarbonate cage에서 

방사선 멸균한 시  고형사료( 한실험동물센터)

와 정제한 물을 자유 공 하 으며 1주 동안 실험

실 환경에 응시킨 후 본 실험을 시작하 다. 실

험기간동안 명암주기 12시간 간격, 온도 25±2 ℃, 습

도 55%로 실험실 환경을 유지하 다. 동물 실험은 

경희의료원 실험동물 윤리 원회의 승인(KHMC 

-IACUC 2009-21)을 얻고 수행하 다. 

2) 실험설계

실험동물들을 ① 정상군(normal diet without 

treatment) ② 조군(TAA only) ③ TAA+YJCGT

(인진청간탕) 투여군 ④ TAA+Y+YSO(인진청간

탕가와송) 투여군 ⑤ TAA+Y+YSCO(인진청간탕

가어성 ) 투여군의 5군으로 나 고 군당 10마리 

씩 배치하 다. TAA를 150 mg/kg 농도로 생리식

염수에 희석하여 5주간 주 3회 150 ㎎/㎏ 용량으로 

Rat의 복강에 주사하 다. 세포실험에 사용한 약

재와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한 YJCGT군, Y+YSO

군, Y+YSCO군은 각각 1 g/kg 의 농도로 생리식

염수에 희석하여 zonde를 이용하여 TAA 투여 후 

제3주째부터 1일 1회씩 5주간 경구 투여하 다. 

한 조군에는 생리식염수를 동량으로 경구투여 

하 다. 실험기간  사료와 수는 제한 없이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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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롭게 투여되었다.

3) 체 측정

실험기간동안 체 은 주 3회씩 측정하 다. 

4) 간과 비장의 량측정

실험이 끝난 후 2일이 경과하여 실험동물들을 희

생하여 간과 비장을 출한 후 량을 측정하 다.

5) 간기능검사와 CBC검사

실험동물을 희생하고 액을 채취하여 생화학검

사  일반 액검사를 시행하 다. 간기능검사는 

Beckman Coulter, LX-20을 이용하여 GOT, GPT를 

검사하 고, 일반 액검사는 SIEMENS Hematology 

system ADVIA 120을 이용하여 WBC, RBC, Hgb, 

Hct, Platelet를 검사하 다. 

6) 문맥압 측정

실험 종료 시에는 Rompun 0.025 cc/100 g(5~10 

mg/kg)을 정맥주사하고 3분 정도 경과 후 Zoletil 

0.1 cc/100 g(50 mg/kg)을 투여하여 마취하고 심박

동이나 호흡이 유지되면서 통각에 한 반응이 없

는 상태가 되면 개복하고 간문맥에 16 G Catheter

를 삽입한 후 문맥압측정 장치를 연결하여, 문맥압

에 비례해 상승되는 물기둥의 높이를 측정하 다.

7) 간의 병리조직학  검사

TAA injection  약재투여 후 상기 방법으로 

문맥압을 측정한 다음 간장을 출하여 4% 

paraformaldehyde 용액에 고정한 후 라핀포매 후 

로타리 마이크로톰으로 4 um 두께로 조직 편을 

제작한 다음 Hematoxylin &Eosin 염색  Masson 

-Trichrome 염색을 시행하여 학 미경으로 찰

하 고, iMTechnology 사의 iSolution program을 

이용하여 섬유화 정도를 체 면 에 한 비율로 

표시하 다.

3. 통계처리

수치는 mean ± S.D.로 표시했다. 통계는 SPSS 

Ver. 11을 사용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로 분석한 후 각 변수간의 차이는 Tukey 

multiple comparison 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Ⅲ. 결 과

1. 세포 실험

1) LX2 cell의 활성에 미치는 향(MTT Assay)

YJCGT군, Y+YSO군, Y+YSCO군이 LX2세포

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기 해 시간별(24

시간, 48시간, 72시간), 농도별(0, 50, 150, 300 ug)

로 처리한 결과 세포 활성도의 감소 경향이 농도 

 시간에 비례하여 유의성 있게 나타났다. 특히 

Y+YSO군에서 활성도의 억제가 뚜렷하 다. 데이

터 수치는 정상을 100%로 환산하여 상 인 수치

로 표시했다(Table 2).

 Hr. 0 ug/ml 50 ug/ml 150 ug/ml 300 ug/ml

YJCGT
24 100.0±0.0 98.8±0.9 97.0±1.8 90.6±2.2
48 100.0±0.0 83.3±3.4** 78.6±2.1** 69.6±4.8**
72 100.0±0.0 74.2±3.9** 49.0±1.5** 41.9±1.5**

Y+YSO
24 100.0±0.0 98.8±0.9 91.7±2.1** 85.3±0.8**
48 100.0±0.0 79.9±0.9** 75.0±1.3** 69.1±2.0** 
72 100.0±0.0 71.7±2.3** 57.7±2.2** 40.7±0.3**

Y+YSCO
24 100.0±0.0 99.5±0.4 96.0±1.5 88.9±2.7** 
48 100.0±0.0 83.3±4.2**  79.5±3.3** 71.5±2.3**
72 100.0±0.0 76.9±1.8** 57.2±1.5** 42.7±0.5**

Values represent mean ± S.D.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 p<0.01).

Table 2. Effect of YJCGT, Y+YSO and Y+YSCO on LX2 Cell Viabil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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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Caspase inhibitor assay

LX2 cell의 apoptosis가 caspase 활성화에 의해 

매개되었음을 알기 해 Caspase inhibitor assay를 

시행하 다. YJCGT 150 ug/ml를 더했을 때 

Z-DEVD-FMK 50(p<0.05), 100 uM(p<0.01)에서 

유의하게 LX2 cell 활성이 증가하 다. Y+YSO 

150 ug/ml을 더했을 때 Z-VAD-FMK 25(p<0.05),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

하게 증가하 고 Z-DEVD-FMK 50(p<0.05),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Y+YSCO 150 ug/ml을 더했을 때는 Z-VAD-FMK 

25(p<0.05),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 하게 증가하 고 Z-DEVD-FMK 25 

(p<0.05),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

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Table 3).

Control Herb med
Z-VAD-FMK (+ Herb med) Z-DEVD-FMK (+ Herb med)

25 uM 50 uM 100 uM 25 uM 50 uM 100 uM

YJCGT 100.0±0 51.8±3.0 62.0±4.4 63.1±3.5 63.5±9.4 59.3±6.4 66.7±4.0* 79.2±7.4**

Y+YSO 100.0±0 44.6±3.9 54.3±1.9* 54.9±2.3** 55.5±2.9** 52.1±3.7 60.0±3.9* 77.8±7.5**

Y+YSCO 100.0±0 49.0±3.0 62.3±2.0* 64.0±5.5** 64.4±4.7** 57.3±3.2* 70.9±2.2** 78.4±3.5**
Values represent mean ± S.D.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 p<0.01).

Table 3. Effect of YJCGT, Y+YSO and Y+YSCO(150ug/ml) on LX2 Cell Viability by caspase inhibitors

YJCGT 250 ug/ml를 더했을 때 Z-VAD-FMK 

25(p<0.05), 50(p<0.05),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Z-DEVD-FMK 50 

(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

게 증가하 다. Y+YSO 250 ug/ml을 더했을 때 

Z-VAD-FMK 25(p<0.01), 50(p<0.01), 100 uM 

(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 하게 증가하 고 

Z-DEVD-FMK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Y+YSCO 250 

ug/ml을 더했을 때는 Z-VAD-FMK 25(p<0.01), 50 

(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

게 증가 하 고 Z-DEVD-FMK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Table 4).

Control Herb Med
Z-VAD-FMK (+ Herb med) Z-DEVD-FMK (+ Herb med) 

25 uM 50 uM 100 uM 25 uM 50 uM 100 uM

YJCGT 100.0±0 43.2±3.7 60.2±3.4* 62.6±2.1* 63.8±9.8** 45.7±2.7 58.1±0.8** 74.6±2.6**

Y+YSO 100.0±0 38.1±1.9 54.5±2.7** 58.2±3.4** 65.4±1.6** 42.4±3.2 54.0±1.7** 68.9±1.8**

Y+YSCO 100.0±0 42.4±2.0 62.1±2.3** 69.7±4.0** 70.7±6.1** 47.2±0.4 57.8±1.9** 73.7±3.0**
Values represent mean ± S.D.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 p<0.01).

Table 4. Effect of YJCGT, Y+YSO and Y+YSCO (250ug/ml) on LX2 Cell Viability by caspase inhibitors

2. 동물 실험

1) 체 의 변화

정상군, 조군(TAA단독투여), YJCGT군, Y+ 

YSO군, Y+YSCO군으로 나 어 각 군의 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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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 다(Table 5).

그 결과 최  정상군은 353 g, 조군은 337 g, 

YJCGT군은 339 g, Y+YSO군은 332 g, Y+YSCO

군은 346 g이었고, 6주 후 정상군은 450 g, 조군

은 404 g, YJCGT군은 397 g, Y+YSO군은 400 g, 

Y+YSCO군은 413 g이었다. 조군은 정상군에 비

해 감소하 다. YJCGT군, Y+YSO군, Y+YSCO군

의 체 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은 없었으나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Group No. 0주 1주 2주 3주 4주 5주 6주

Normal 10 353±10 379±26 399±28 422±32 438±44 429±66 450±46

Control 10 337±11 326±13 340±14 349±14 355±14 362±15 404±18

YJCGT 10 339±11 336±19 348±16 347±23 360±20 369±20 397±19

Y+YSO 10 332±10 325±15 337±20 347±26 358±32 367±28 400±26

Y+YSCO 10 346±9 336±15 355±17 361±17 368±18 379±18 413±22
Values represent mean ± S.D. (g).

Table 5. Changes of Body Weight

2) 간과 비장의 량 측정

정상군, 조군(TAA), YJCGT군,Y+YSO군, Y+ 

YSCO군으로 나 어 간과 비장의 무게를 측정하

다.

간의 량은 정상군에서 14.0 g, 조군에서 15.4 

g, YJCGT군에서 13.8 g, Y+YSO군에서 14.2 g, 

Y+YSCO군에서 13.6 g이었다(Table 6).

비장의 량은 정상군에서 0.8 g, 조군에서 1.0 

g이었고, YJCGT군에서 0.9 g, Y+YSO군에서 0.9 

g, Y+YSCO군에서 1.0 g이었다(Table 6). 체  

비 간과 비장의 무게는 정상군에 비해 조군과 

약물투여군 모두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YJCGT

군, Y+YSO군, Y+YSCO군의 체 비 간, 비장무

게는 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여주었다.

Group No Body Weight (g) Liver weight (g) L.W./B.W. Spleen weight (g) S.W./B.W.

Normal 10 450±46 14.0±1.8 0.0312 0.8±0.1 0.0018

Control 10 404±18 15.4±2.0 0.0382 1.0±0.1 0.0025

YJCGT 10 397±19 13.8±1.0 0.0347 0.9±0.2 0.0022

Y+YSO 10 400±26 14.2±1.3 0.0344 0.9±0.1 0.0024

Y+YSCO 10 413±22 13.6±1.4 0.0340 1.0±0.1 0.0021
Values represent mean ± S.D.

Table 6. Change of the Organ Weight after Herb Medicine Treatment

3) 간기능검사 소견

 (1) TAA 처치가 간기능검사 수치에 미치는 향

간경변증 유발을 해 TAA를 복강주사  한약

처치한 후 간기능검사 수치를 찰하 다. TAA 투

여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하여 간기능 하 소

견을 유의성있게 보여주고 있다(Table 7).

 (2) 한약 처방 투여가 간기능검사 수치에 미치

는 향

각 군별로 처치한 후 각 군간 간기능검사 수치

를 찰한 결과 GOT는 정상군에 비해 조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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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JCGT, Y+YSO, Y+YSCO군에서 유의하게 높아

졌으며, YJCGT, Y+YSO, Y+YSCO군은 조군에 

비해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

은 없었다. GPT는 조군에 비해서 YJCGT, Y+ 

YSO, Y+YSCO군에서 모두 유의하게 낮아졌다(p<0.01, 

Table 7).

Group No GOT (IU/L) GPT (IU/L)

Normal 10 202.8±29.8 51.8±6.8

Control 10 289.0±23.5** 66.8±9.0*

YJCGT 10 272.0±37.6* 45.0±5.7††

Y+YSO 10 250.6±48.5* 43.0±5.3††

Y+YSCO 10 273.2±6.1* 45.2±6.7††

Values represent mean ± S.D.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 p<0.05, ** :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 p<0.01).

Table 7. Effect of YJCGT, Y+YSO, Y+YSCO on the Liver Function Test

4) CBC검사 소견

WBC는 조군에 비해 YJCGT, Y+YSO, Y+ 

YSCO군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

의성은 없었다.

RBC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하 고(p<0.01), YJCGT, Y+YSO, Y+YSCO군

에서 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

계  유의성은 없었다.

Hgb은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

소하 고(p<0.01), YJCGT군, Y+YSO군, Y+YSCO

군에서 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

Hct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하 고(p<0.01), 조군, YJCGT군, Y+YSO군, Y+ 

YSCO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PLT는 정상군에 비해서 조군, YJCGT군, 

Y+YSO군, Y+YSCO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Table 8).

Group No WBC (X103/ul) RBC (X106/ul) Hgb (g/dl) Hct (%,X10) PLT (X105/ul)

Normal 10 8.2±3.0 9.4±0.7 16.7±1.2 5.2±0.5 9.5±1.7

Control 10 8.0±3.0 8.3±0.4** 14.4±1.6** 4.7±0.2** 8.3±3.4

YJCGT 10 4.9±2.0 8.6±0.2** 15.3±0.4** 4.7±1.2** 8.1±3.3

Y+YSO 10 5.3±1.3 8.3±0.5** 15.2±0.8** 4.7±0.2** 7.9±3.3

Y+YSCO 10 6.2±2.0 8.4±0.3** 15.2±0.6** 4.6±0.1** 9.2±1.3
Values represent mean ± S.D.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 p<0.01).

Table 8. Effect of YJCGT, Y+YSO and Y+YSCO on the Complete Blood Cell Count (CBC)

5) 문맥압 측정

문맥압에 미치는 향을 찰하기 해 실험종

료 후 문맥압을 측정하 다. 조군은 정상군에 비

해 유의하게 상승하 고(p<0.01), YJCGT군,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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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SO군, Y+YSCO군은 모두 조군에 비해 하강하

는 경향을 보 다. Y+YSO군은 조군에 비해 유

의성 있게 문맥압이 하강하 다(p<0.05, Table 9).

Group No Portal pressure (cmH2O)
Normal 10 8.7±0.8
Control 10 11.4±1.1**
YJCGT 10 9.8±0.8
Y+YSO 10 9.5±0.3†

Y+YSCO 10 9.6±0.7
Values represent mean ± S.D.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 p<0.01).

Table 9 . Change of Portal Pressure

6) 간의 병리학  소견

 (1) Hematoxylin & Eosin 염색

7주 간의 처치 후 Hematoxylin & Eosin염색하

여 학 미경을 이용해 육안  찰하 다(Fig. 1).

정상군에서는 간세포의 형태가 일정하게 배열되

면서 간소엽의 입체구조가 잘 유지되었고, 소엽 내

부  문맥역 등에 간섬유화나 염증반응은 찰되

지 않았다(Fig. 1-A).

조군에서는 간세포의 형태가 커지거나 혹은 괴

사되면서 배열 상태가 불규칙하여 간소엽의 정상

인 입체구조가 유지되지 못하 고, 간소엽 체

으로 염증반응이 찰되면서 특히 문맥역을 심으

로는 섬유화가 진행됨이 찰되었다(Fig. 1-B).

한약 투여군에서는 간소엽의 입체구조가 부분

으로 소실됨이 찰되었고 문맥역을 심으로 경미

한 섬유화  염증반응이 찰되었다. 한약투여군

들간의 섬유화 정도나 염증반응의 정도는 육안 으

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Fig. 1-C, D, E).

A B C

D E

Fig. 1. Histological findings of TAA induced liver damages in SD rats (H&E stain, x200).

        A) Normal, B) Control : TAA injection only, C) YJCGT, D) Y+YSO, E) Y+YSCO.

 (2) Masson-Trichrome 염색

collagen이 차지하는 면 의 비율을 Image 

analyzer(iSolution, iMTechnology, Canada)를 이용

하여 percentage로 표시하 다(Fig. 2).

정상군에서는 문맥역에만 소량의 collagen 침착

이 찰되었다(Fig. 2-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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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TAA)에서는 문맥 주 , 심정맥 주

로 한 collagen 침착이 찰되었다(Fig. 2-B).

YJCGT군에서는 문맥 주 와 심정맥 주 로 

collagen의 침착이 조군에 비하여 감소하 다(Fig. 

2-C).

Y+YSO군에서는 문맥 주   심정맥 주 로 

collagen 침착이 조군에 비해 하게 감소했다

(Fig. 2-D).

Y+YSCO군에서는 조군에 비해 collagen 침착

이 체 으로 감소하 다(Fig. 2-E).

A B C

D E

Fig. 2. Histological findings of TAA induced liver damages in SD rats (Masson-Trichrome stain, x40). 
Collagen fibers are stained in blue color.

        A) Normal, B) Control: TAA injection only, C) YJCGT, D) Y+YSO, E) Y+YSCO.

간조직 면  collagen이 차지하는 면 의 비율

을 측정하여 percentage로 표시하 다. 조군은 정

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collagen양이 증가하 다. 

Y+YSO군은 조군에 비하여 collagen의 양이 뚜

렷하게 감소하 고(p<0.01, Table 10) YJCGT군과 

Y+YSCO군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 다(p<0.05, 

Table 10).

실험결과 YJCGT군, Y+YSO군  Y+YSCO군

에서 섬유화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 찰되었다.

Normal Control YJCGT Y+YSO Y+YSCO

% of Collagen 2.31±0.93 12.00±2.09** 8.94±1.57†** 8.49±2.01††** 8.64±2.10†**
Values represent mean ± S.D.
*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control group (*: p<0.05, **: p<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compared with normal group (†: p<0.05, ††: p<0.01).

Table 10. Percentage of Collagen in TAA-induced Rat Liver Tissue Treated with YJCGT, Y+YSO and Y+YSC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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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 찰

간섬유화/간경변증은 각종 만성간염(바이러스

성, 알코올성, 독성, 자가면역성, 기타)이 치유되

지 않고 진행하여 발생하며, 간부 으로 인한 사망

에 이르게 하는 심각한 만성간질환의 한 형태이다. 

임상과 근래 연구에서 간섬유화 과정에 한 연구

가 많이 진행되고 있고, 질환의 후에 향을 미

치는 합병증과 암 발생이 간경변증으로 진행된 이

후에 발생하기 때문에 바이러스 간염을 포함한 모

든 만성 간질환자의 치료목표가 되고 있다
10
. 근래

에 간경변증과 련하여 간섬유화의 기   치료

에 한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나
11-14

 아

직 미흡하여 그 치료법의 개발이 시 한 실정이다. 

간섬유화는 만성 간내 염증으로 인한 세포외 기질

의 과다한 침착으로 정의될 수 있으며 이러한 세

포외 기질의 과다한 침착으로 만성간질환이 지속

되는 경우 결국은 간내 구조의 변형과 간세포수의 

감소로 간경변으로 진행한다.

간세포가 손상되면 간성상세포(hepatic stellate 

cell)와 쿠퍼세포 등의 상호작용에 의해 각종 사이

토카인과 활성 산소 등이 생성되고, 이로 인해 활

성화된 간성상세포는 각종 성장인자에 한 반응

이 증가하고, 근섬유모세포(myofibroblast) 유사형태

의 세포로 변화하여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 

ECM)을 생산한다
15-18

. 간섬유화는 간경변과 달리 

가역 인 thin fibril로 구성되며, 결  형성이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간손상의 원인이 소실되면 정

상회복이 가능할 수 있다. 간섬유화 과정이 반복

으로 지속되면 세포외기질 간 교환결합이 증가하

여 thick fibril을 형성하고 결 이 있는 비가역 인 

간경변증으로 진행된다
19
.

간섬유화에 여하는 표 인 세포로는 간성상

세포(hepatic stellate cell), 쿠퍼세포(Kupffer cell), 

내피세포(endothelial cell)가 있다. 간성상세포는 

섬유화에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20
, 손상받은 간세포나 쿠퍼세포 등에서 분비

된 각종 싸이토카인이나 oxidative stress 등에 의하

여 비활성상태의 간성상세포가 활성화된 간성상세

포로 바 며, 활성화된 간성상세포는 세포증식

(proliferation), 수축(contraction), 염증성 사이토카

인 분비(chemoattraction), 이동(migration), 세포외

기질 분비 등 간섬유화를 유발하는 핵심 인 작용

을 한다
21
. 간성상세포는 동모양  내피세포와 

간세포 사이의 Disse's space에 치한 별모양의 세

포로서 손상 받은 간세포나 Kupffer 세포 등에서 

분비된 여러 가지 cytokine이나 oxidative stress 등

에 의해 자극을 받으면 platelet derived growth 

factor와 TGF-β의 수용체가 발 하고 이와 더불어 

Ⅳ형 collagenase를 분비하여 세포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기 막을 손상시킨다
15
.

간섬유화에 향을 미치는 사이토카인  TGF-

β, PDGF가 가장 요한 인자로 작용하는데
22,23

, 

TGF-β는 간성상세포의 가장 강력한 섬유화 진 

사이토카인이며 간성상세포 자체가 TGF-β의 주 

생산원이다. PDGF는 간성상세포의 가장 강력한 

분열과 증식 진 사이토카인이다
24
.

인체 내에서 세포외기질이 과량 생성되면 곧바

로 세포외기질의 단백질분해효소에 의한 분해과정

이 이어진다. Matrix matalloproteinase(MMPs)가 

요한 단백질분해효소로 작용하고 있으며 인체의 

간에서는 MMP-1, -2, -3, -8, -9, -12, -13, -14의 

여러 종류가 생성되고 있다
25,26

. MMP-2는 주로 기

막을 형성하고 있는 collagen과 변성된 collagen

을 분해하고, MMP-8은 원섬유를 형성하는 collagen 

 주로 Type Ⅰ과 Ⅲ형 collagen을 분해하고 있다
27
. 

조직 내에는 MMP의 활성을 억제하는 물질(tissue 

inhibitors of MMPs, TIMP)이 존재하고 있으며, 4

가지 종류의 TIMP  TIMP-1이 가장 범 하

게 작용하며 한 가장 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18
.

섬유화 과정에서 활성화된 성상세포는 MMPs와 

TIMP를 동시에 분비하는 기능을 지닌다. 활성화

된 성상세포는 stromelysin/MMP-3  MMP-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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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생산원으로서 섬유화된 간의 세포외기질을 분

해하지만
28
, 동시에 TIMP-1, TIMP-2를 활성화시

켜 상기의 MMP들을 억제하고 세포외기질을 축

시켜 섬유화를 더 조장한다
29
. 섬유화 기에는 간

성상세포에서 MMPs 주로 분비해 섬유화를 어

느 정도 제어하지만, 진행이 된 상태에서는 TIMP 

분비가 증가해 섬유화를 조장하는 것으로 보인다. 

MMP-2는 Ⅳ형 교원질을 분해하는 collagenase로 

주로 간성상세포  쿠퍼세포에서 생성되고, 기

막 기질을 분해시켜 scar collagen으로 정상 기 막

을 체하는 역할을 하고, 특히 젤라틴과 교원질을 

분해하여 염증세포들의 이동과 침윤을 진시키고 

한 TIMP-2에 의해 억제되고 있다
30
.

섬유화과정을 다시 요약하자면 1) 세포외기질의 

과량 합성, 2) MMP분해효소의 합성과 활성도의 

하, 3) TIMPs 합성의 증가로 특징지을 수 있다
19
. 즉 collagen이 과량합성되고 TIMPs합성이 증가

되어 MMP분해효소 활성 하로 collagen분해를 못

하게 되어 collagen이 과량 축 되는 것이다. 간경

변증 환자의 간조직 내에서는 collagen 총량이 정

상 때보다 약 10배 이상 증가되어 있으며
31,32

, 특히 

간섬유화에서는 type I, Ⅲ, Ⅳ collagen이 증가한다
33
.

간섬유화 치료에 한 방법으로는 다음과 같다. 

첫째는 간세포 손상 원인을 제거하는 것, 둘째는 

간의 염증을 억제하는 것, 셋째는 간성상세포를 활

성화시키고 있는 각종 섬유화 인자를 억제시키는 

것, 넷째는 활성화된 간성상세포의 활성도를 하

시키는 것, 다섯째는 세포외기질의 분해를 진시

키는 것이다
21,34,35

.

한약재에 의한 간섬유화 억제효과에 한 연구

로는 염증반응을 차단하는 효과에 한 검증과 섬

유화 과정에서 가장 요한 역할을 하는 간성상세

포와 섬유화 련 매개물질에 미치는 향에 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茵蔯淸肝湯은 淸熱利濕하는 茵蔯四苓散에 凉血

止血, 下氣行滯하는 地楡, 靑皮, 蘿葍子, 覆盆子 등

을 가미한 처방이다
36
. 茵蔯淸肝湯에 한 硏究로

는, 禹
3
가

 
만성 B형 간염 환자에 한 임상 보고에

서 청학  검사상 GOT, GPT 등의 간기능 개선

과 HBeAg의 음 에 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한 金
4
은 茵蔯淸肝湯의 안 성에 한 연구

에서 성  아 성ㆍ만성 경구독성  부작용을 

나타내지 않았다고 보고하 다. 姜
5
은 인진청간탕

가미방이 MHV-2  水浸 스트 스로 실험  간

경변증을 유발한 마우스에 하여 간기능 개선, 간

보호, 간손상 회복, 간세포 재생에 유의한 효과가 

있어 만성간염이 간경변증으로 이행되는 것을 억

제한다고 보고하 다. 

분자생물학 인 근을 통하여 한약의 효능을 

검증하는 보고에서는 박
37
은 茵蔯淸肝湯加味方이 

Bcl-2, Bcl-XL 활성을 높여 세포사멸을 억제한다

고 보고하 고, 홍
38
은 茵蔯淸肝湯加味方과 茵蔯四

苓散分劃物이 간세포를 보호하고 Cpp32 protease, 

Fas를 억제하고, Bcl-2를 활성화시켜 세포사멸을 

억제한다고 보고하 다. 강
39
은 인진청간탕가미방

이 collagen type Ⅳ의 발 을 억제하여 간조직 섬

유화를 억제하는 작용이 있음을 보고하 고, 승
40
은 

인진청간탕이 간기능 손상의 회복  간섬유화로

의 진행억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김
41
은 인진

청간탕이 비실질세포의 procollagen 합성 억제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으며, 박
42
은 인진청간탕이 

DMN 유발 간섬유화와 단백질 산화를 억제시키는 

효과를 보고하 다. 박
43
은 인진청간탕이 TAA로 

유도된 흰쥐의 간경변증 모델에서 간섬유화 억제 

효과  간세포보호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 다. 이
44
는 인진청간탕이 간성상세포의 활성과 증식, 

procollagen 합성을 억제하여 간섬유화 억제 효과

가 있음을 보고하 고, 승
45
은 인진청간탕 약물을 

단순화시켜서 인진, 백출, 복령등만으로도 간섬유

화 억제효과가 있음을 보고하 다. 

간섬유화 동물모델  thioacetamide(TAA)
46
는 

활성 산소종을 매개로 하여 간손상을 유도하며, 이

로 인한 Rat의 간경변 모델은 사람의 경우와 형태

학 , 생화학  특징이 유사하여 재시행시 동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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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변을 얻을 수 있으며 사망률이 낮은 것으로 보

고되고 있다
27,28

. 특히 TAA 모델은 CCl4 모델보다 

재생 결 과 간섬유화가 더 뚜렷하고 조직 소견이 

사람 간경변증과 더 유사하다고 평가된다
47
.

본 실험에서는 간섬유화/간경변증에 효과가 있

는 인진청간탕에 간섬유화 억제에 효능이 보고되

고 있는 와송, 어성 를 가미하여 간섬유화 억제에 

미치는 치료효과를 검증하고자 TAA(thioacetamide) 

유도 간섬유화모델 흰쥐에 하여 실험을 진행하

다.

본 연구에서는 세포 실험  동물 실험으로 나

어 진행하 다. 세포 실험은 정상군, 조군

(TAA군), 인진청간탕군(YJCGT), 인진청간탕가와

송군(Y+YSO), 인진청간탕가어성 군(Y+YSCO)

으로 나 어 간성상세포(LX2 cell)의 활성도(MTT 

assay) 측정과 caspase inhibitor assay를 시행하

다. TAA로 유발 동물실험에서는 정상군, 조군

(TAA단독투여), TAA+YJCGT군, TAA+Y+YSO

군, TAA+Y+YSCO군으로 나 어 간기능검사, 일

반 액검사, 간의 무게, 비장무게, 문맥압 측정을 

채택하 고, 병리조직학  찰을 하 다. 

각 처방군이 간섬유화를 주로 일으키는 간성상

세포(LX2 cell)의 활성도에 미치는 향을 확인하

기 해 MTT assay를 시행하 다. 실험시 한약재

의 농도는 한 농도로 배지에 희석하여 투여하

으며, 약재의 처리농도는 0, 50, 150, 300 ug로 결

정하 고, 처리시간은 24시간, 48시간, 72시간으로 

하 다. MTT는 살아있는 세포의 mitochondria에

서 사 작용이 일어나는 화합물이며 사작용이 

일어난 후에는 그 색이 변하게 된다. 각 농도별 

well의 colorimetric activity를 측정함으로써 실험을 

하는 방법이다. 살아있는 세포에서만 색이 변하는 

변화가 나타남으로 간성상세포의 viability를 알아

볼 수 있다. 24시간 약재처리후 나타난 결과를 통

계처리하 을 때, 유의성 있는 농도의존 인 세포

활성도의 감소(p<0.01)가 나타났다. 특히 인진청간

탕가와송군에서 활성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

다. 48시간 약재 처리한 결과  72시간 약재처리

한 결과도 농도의존 인 활성도의 유의성 있는 감

소결과(p<0.01)가 나타났는데, 장시간 처리할수록 

간성상세포 활성도 감소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간섬유화의 주된 원인인 간성상세포(LX2 cell)의 

활성이 세 한약물의 농도와 시간에 비례해 감소하

여, 간섬유화에 세 한약물투여가 효과 임을 알 수 

있었다.

LX2 cell에 있어 apoptosis의 유도와의 연 성을 

알아보기 해 caspase 활성을 조사했다. Caspase

는 apoptosis 과정  요 매개물이며, caspase 활

성도가 증가하게 된다는 것은 LX2 cell의 apoptosis

를 증가시켜 간섬유화를 억제한다는 것을 의미한

다. 한 caspase inhibitor assay를 통해 각 처방 

군을 매개로 한 LX2 cell 증식을 확인함으로써 

LX2 cell의 apoptosis가 caspase 활성화에 의해 매

개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YJCGT 150 ug/ml를 더

했을 때 Z-DEVD-FMK 50(p<0.05), 100uM(p<0.01)

에서 유의하게 LX2 cell 활성이 증가하 다. Y+ 

YSO 150 ug/ml을 더했을 때 Z-VAD-FMK 25 

(p<0.05), 50(p<0.01), 100uM(p<0.01)에서 세포 활

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고 Z-DEVD-FMK 50 

(p<0.05), 100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

게 증가하 다. Y+YSCO 150 ug/ml을 더했을때는 

Z-VAD-FMK 25(p<0.05), 50(p<0.01), 100 uM(p<0.01)

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 하 고 Z-DEVD 

-FMK 25(p<0.05), 50(p<0.01), 100 uM(p<0.01)에

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하 다. YJCGT 250 

ug/ml를 더했을 때 Z-VAD-FMK 25(p<0.05), 50 

(p<0.05),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

게증가 하 고 Z-DEVD-FMK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 있게 증가하

다. Y+YSO 250 ug/ml을 더했을 때 Z-VAD-FMK 

25(p<0.01),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게 증가 하 고 Z-DEVD-FMK 50 

(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하

게 증가하 다. Y+YSCO 250 ug/ml을 더했을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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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Z-VAD-FMK 25(p<0.01), 50(p<0.01), 100 uM 

(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있게 증가 하 고 

Z-DEVD-FMK 50(p<0.01), 100 uM(p<0.01)에서 

세포 활성이 유의있게 증가하 다. 따라서 caspase

를 활성화시켜 LX2 cell을 apoptosis시킴으로 간섬

유화 억제효과를 낼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TAA 동물실험에서 정상군, 조군(TAA단독투

여), YJCGT군, Y+YSO군,Y+YSCO군으로 나 어 

각 군의 량을 측정한 결과,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 다. YJCGT군, Y+YSO군, Y+YSCO

군의 체 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은 없었으나 증

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간과 비장의 무게를 측정한 결과 체 비 간과 

비장의 무게는 정상군에 비해 모두 증가하는 경향

을 보 으며, 조군과 비교시 한약투여군 모두 체

비 간, 비장무게가 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

향을 보여주었다.

간경변증 유발을 해 TAA를 복강주사한 후 간

기능검사 수치를 찰하 다. 조군에서는 체

으로 정상군에 비하여 간기능 하 소견을 유의성 

있게 보여주고 있으며 각 군간 간기능검사 수치를 

찰한 결과 GOT는 조군에 비해 모두 낮아졌으

며 특히 Y+YSO군에서 많이 낮아졌으나 통계 유

의성은 없었다. GPT는 조군에 비해 모두 유의성

있게 낮아졌다(p<0.01). 세 군 모두 어느 정도는 간

기능개선  간보호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일반 액검사 수치를 찰한 결과 WBC는 조

군에 비해 YJCGT, Y+YSO, Y+YSCO군에서 낮

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RBC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

하 고(p<0.01), YJCGT, Y+YSO, Y+YSCO군에

서 조군에 비해 증가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Hgb은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p<0.01), YJCGT군, 

Y+YSO군, Y+YSCO군에서 조군에 비해 증가하

는 경향을 보 다. Hct는 조군에서 정상군에 비

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p<0.01), 조군, YJCGT

군, Y+YSO군, Y+YSCO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PLT는 정상군에 비해서 조군, YJCGT

군, Y+YSO군, Y+YSCO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문맥압 측정 결과,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

하게 상승하 고(p<0.01), 실험군은 모두 조군에 

비해 하강하는 경향을 보 다. 그  Y+YSO군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문맥압이 하강하 다 

(p<0.05). 이는 Y+YSO군에서 간경변시 상승하는 

문맥압을 하강시킴을 알 수 있었고 이는 간내 

류 흐름이 호 됨을 의미하는 것으로 단되었다. 

간섬유화를 유발한 흰쥐에 하여 Hematoxylin 

& Eosin염색과 Masson-Trichrome 염색으로 간조

직을 찰하 다. 정상군에서는 간세포의 형태가 

일정하게 배열되면서 간소엽의 입체구조가 잘 유

지되었고, 소엽 내부  문맥역 등에 간섬유화나 

염증반응은 찰되지 않았다. 조군에서는 간세포

의 형태가 커지거나 혹은 괴사되면서 배열 상태가 

불규칙하여 간소엽의 정상 인 입체구조가 유지되

지 못하 고, 간소엽 체 으로 염증반응이 찰

되면서 특히 문맥역을 심으로는 섬유화가 진행

됨이 찰되었다. 한약 투여군에서는 간소엽의 입

체구조가 부분 으로 소실됨이 찰되었고 문맥역

을 심으로 경미한 섬유화  염증반응이 찰되

었다. 한약투여군들간의 섬유화 정도나 염증반응의 

정도는 육안 으로는 큰 차이를 발견할 수 없었다. 

Collagen이 차지하는 면 의 비율을 image analyzer 

(iSolution, iMTechnology, Canada)를 이용하여 

percentage로 표시하 다. 정상군에 비해 조군과 

한약물투여군 모두가 유의성 있게 collagen침착이 

증가하 다(p<0.01). 조군에 비해 YJCGT군과 

Y+YSCO군에서는 유의성 있게 collagen침착이 감

소하 고(p<0.05), Y+YSO군은 뚜렷하게 감소하

다(p<0.01). 이에 collagen 형성 억제 효과는 간성상

세포 활성 억제에 한 효과로 간 섬유화 억제  

간세포의 재생을 돕는 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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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결과로 세포 실험에서 인진청간탕, 인진

청간탕가와송  인진청간탕가어성 처방은 간성상

세포의 활성을 억제하고 그 주된 기 이 caspase-3

를 활성화시켜 LX2 cell의 apoptosis를 유발하 음

을 볼 수 있었다. TAA 유발 간경변 동물모델에서

는 세 약물투여군이 간기능검사 수치의 호 을 통

해 간기능개선과 간보호 효과를 나타내었다. 

간조직 검사에서는 세 처방투여군 모두 collagen 

형성을 유의하게 억제하는 효과를 나타내었는데 

특히 인진청간탕가와송군에서 뚜렷하게 억제하

다. 따라서 두 인진청간탕가미방은 간보호효과와 

간섬유화 억제에 효과를 가지며 간성상세포의 

apoptosis를 진함으로써 간섬유화를 억제하는 것

으로 나타났다. 인진청간탕가와송에서 간성상세포 

활성도 억제와 문맥압 하강, 간조직에서의 collagen

양 감소가 유의하게 나타났다.

Ⅴ. 결 론

인진청간탕(YJCGT), 인진청간탕가와송(Y+YSO) 

 인진청간탕가어성 (Y+YSCO)가 간섬유화 억제

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하여, 세포실험에서 

간성상세포 LX2 cell의 활성도와 caspase inhibitor 

assay를 시행하 으며, 동물실험에서는 흰쥐에 TAA

유도 간섬유화를 유발하여 체 변화와 간, 비장 

량측정, 간기능검사, 일반 액검사, 문맥압 측정을 

시행하 다. 한 병리조직검사를 시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인진청간탕군, 인진청간탕가와송군 그리고 인진

청간탕가어성 군은 MTT를 통한 간성상세포의 

활성도 측정에서 농도와 시간에 비례해 유의성

있게 억제하 고, 그  인진청간탕가와송군이 

유의성이 높았다.

2. Caspase inhibitor assay를 통해 각 처방군을 매

개로 한 LX2 cell 증식을 확인함으로써 각 처방

군이 caspase 활성화를 통해 LX2 cell의 apoptosis

를 유도했음을 알 수 있었다.

3. TAA 간섬유화모델에서 체  변화를 측정한 결

과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감소하 다. YJCGT

군, Y+YSO군, Y+YSCO군의 체 은 조군에 

비해 유의성은 없었으나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

내었다.

4. TAA 간섬유화모델에서 체 비 간과 비장의 

무게는 정상군에 비해 조군이 유의성있게 증

가하 고, 실험군 모두 조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5. 간기능검사에서 GOT는 정상군에 비해 조군, 

인진청간탕군(YJCGT), 인진청간탕가와송군

(Y+YSO), 인진청간탕가어성 군(Y+YSCO)에

서 유의하게 높아졌으며, YJCGT, Y+YSO, 

Y+YSCO군은 조군에 비해서 낮아지는 경향

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GPT는 

조군에 비해 YJCGT, Y+YSO, Y+YSCO군에

서 모두 유의하게 낮아졌다.

6. TAA 간 섬유화 모델에서 일반 액검사상 WBC

는 조군에 비해 YJCGT, Y+YSO, Y+YSCO

군에서 낮아지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의

성은 없었고 RBC, Hgb, Hct는 조군에서 정상

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 고(p<0.01), YJCGT, 

Y+YSO, Y+YSCO군에서 조군에 비해 증가

하는 경향을 보 으나 통계  유의성은 없었다. 

PLT는 정상군에 비해서 조군, YJCGT군, 

Y+YSO군, Y+YSCO군 모두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

7. TAA 간 섬유화 모델에서 문맥압 측정 결과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상승하 고 

YJCGT, Y+YSO, Y+YSCO군 모두 조군에 

비해서 문맥압이 하강하 으며 특히 인진청간탕

가와송군에서 유의하게 하강하 다.

8. 간조직 병리검사에서 Masson-Trichrome 염색으

로 검사한 결과, 인진청간탕가와송군은 조군

에 비하여 collagen의 양이 뚜렷하게 감소하 고 

(p<0.01) 인진청간탕군과 인진청간탕가어성 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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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유의성있게 감소하 다(p<0.05).

이상의 결과에서 인진청간탕, 인진청간탕가와송 

 인진청간탕가어성 는 기존에 알려진 간보호효

과와 간섬유화 억제에 효과를 가지며 간성상세포

의 apoptosis를 진함으로써 간섬유화를 억제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와송을 첨가한 처방이 우수

한 효과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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