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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알코올 독성을 유발한 ICR Mouse에서 Allium hookeri 
뿌리 에탄올 추출물의 간 기능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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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Effects of Ethanol Extract of Allium hookeri Root on 
Acute Alcohol-Induced Intoxication in ICR Mice

Hae-Young Kang, Cho-Eun Lee, and Sun-Yung Ly

Department of Food and Nutrition,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Allium hookeri is known as a healthy food since it contains larger amounts of sulfur compounds than 
commonly known alliaceous plants. The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A. hookeri were compared between 
two types of extracts, 80°C water and 95% ethanol extracts of A. hookeri roots. A.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displayed superior total polyphenol content, antioxidant activity [1,1-diphenyl-2-picrylhydrazyl and 2,2'-azino-bis(3-eth-
ylbenzothiazoline-6-sulfonat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nd anti-inflammation activity than those of water extracts 
(P<0.05). We studied the effects of A.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95% ethanol extracts group: AHE) on acute 
alcohol-induced intoxication in mice. AHE [250, 500, and 1,000 mg/kg body weight (BW)/d] was orally administered 
to the study group once a day for 1 week. On the last day of AHE treatment, 40% ethanol (10 mL/kg BW) was 
orally administered to induce acute liver injury. The blood alcohol concentration of mice treated with AHE was sig-
nificantly lower compared to the control group (P<0.05). The levels of hepatic aspartate aminotransferase and alanine 
aminotransferase were lower in the AHE-treated group than the control group (P<0.05). The RT-PCR results for alcohol 
dehydrogenase and aldehyde dehydrogenase measured based on mRNA in liver tissues showed that enzyme activities 
were higher in the AHE-treated group than in the control group at a low blood alcohol concent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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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근래 사회문화의 다양화 및 경제성장과 더불어 현대인의 

알코올 섭취가 증가하고 있으며, 언론을 통해 알코올에 의한 

여러 가지 건강 및 사회적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1). 국민건

강영양조사에서 분석한 결과를 보면 만 19세 이상 성인의 

한 달 1회 이상 남성의 음주율은 2005년 72.6%에서 2013

년 75.3%로 증가하였으며, 여성의 음주율은 2005년 36.9%

에서 2013년 45.7%까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2). 

알코올 대사과정 시 생성되는 중간대사산물인 acetalde-

hyde와 섭취된 알코올의 대사과정 촉진과 조직 손상에 관여

하는 ROS는 숙취(hangover)의 원인 물질(3)로, 체내 농도

가 높을 때는 간세포에 잔류하게 되어 간 기능 이상(4), 미토

콘드리아의 기능 저해(5), 여러 가지 생리작용의 변화(6) 등

을 일으키며, 특히 중추신경계의 유해한 영향으로 맥박의 

증가나 발한, 홍조, 오심, 구토 등의 증상을 초래할 수 있다

(7-9). 더 나아가 만성적인 알코올 섭취는 지방산의 산화를 

저해함으로써 혈중 중성지방의 농도를 높여 지방간을 초래

하며(10), methionine의 대사 이상을 초래하여 강력한 항산

화 작용을 가진 glutathione(GSH)의 생성을 억제한다. 이러

한 산화적 스트레스 및 손상에 대비하여 glutathione per-

oxidase(GPX), superoxide dismutase(SOD), catalase 등

의 항산화 효소가 분비되지만(7,11), 인체의 항산화 역량을 

넘어서게 되면 염증반응이 일어나며 간세포의 자멸사 혹은 

괴사를 유발하게 된다(12). 

백합과에 속하는 Allium속 식물 중 대표적인 것으로는 마

늘(Allium sativum), 파(Allium ascalonicum), 골파(Allium 

schoenoprasum), 부추(Allium tuberosum), 양파(Allium 

cepa) 등이 포함되어 있다(13). Allium속 식물에는 유황화

합물(ACSOs, S-alk(en)yl cysteine sulfoxide), flavonoid, 

glutathione(GSH), selenium과 같은 항산화 및 항암 관련 

기능성 물질이 포함되어 있으며(14), Allium속 식물의 알려

진 유용성분 및 그의 생리적 유용성에 대한 자료를 종합한 

결과로는 각 종(species)마다 존재하는 화합물의 종류와 양

은 다르지만 몇 가지 ACSOs가 공통으로 존재한다고 보고되

었다(15). 또한 Allium속 식물의 ACSOs는 외인성 물질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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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해독작용에 관련된 대표적인 효소로 알려진 gluta-

thione S-transferase(GST)의 활성을 증가시키며(16-21), 

특히 ACSOs에 속하는 S-allylcysteine은 세포 내 GSH의 

고갈 방지 및 hydrogen peroxide와 TNF-α에 의해 활성화

된 NF-κB를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22). 이 밖에도 

acetaminophen, bromobenzene, 사염화탄소 등과 같은 간 

독성 물질에 대해 방어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

는 독성중간물질 대사 효소인 cytochrome P450 또는 GST 

효소의 활성 변화에 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3-27).

Allium hookeri(A. hookeri)는 뿌리, 뇌두, 잎, 꽃대, 꽃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이는 0.5~1 m 정도 자라는 백합과

(Liliaceae)에 속하는 다년생초로 히말라야 산맥 해발 1,400 

~4,200 m 초원지대 및 숲이나 습지에서 자생하며, 동아시

아의 중국 남부, 인도, 미얀마 등에서 분포하고 있다(28).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흔히 알려진 파속 식물보다 다량의 유

황화합물이 함유된 건강식품으로 알려져 A. hookeri의 효

능에 대해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져 있으며, 미얀마산 A. 

hookeri는 국내 유통시장에서도 흔히 볼 수 있을 뿐만 아니

라 국내에서 노지 재배 및 하우스 재배를 하는 농가가 늘어

나면서 소비량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29). 이에 따라 A. 

hookeri에 대한 연구 또한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며, 현재까

지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기존 연구를 종합해 볼 때 항산

화, 항염증, 항암 효과(30-32) 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되

고 있으나 그 효과들에 대한 분자생물학적 메커니즘 및 임상 

분야 응용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다. 특히 음주문화의 발달로 

인해 현대인들에게 관심이 있는 숙취해소 기능과 관련하여 

알코올로 유발된 급성 및 만성 간 독성에 대한 간 기능 보호 

활성에 관한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A. hookeri의 뿌리를 이용하여 열

수 및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제조하여 추출별 항산화 활성, 

항염증 효과를 비교한 후 효능이 더 뛰어난 추출물을 이용하

여 급성 알코올 간 독성을 유발했을 때 간 기능 보호 효과 

소재로서 식품학적 가치를 탐색하여 기능성 식품의 개발에 

기초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시료 및 추출물

본 실험에 사용한 A. hookeri는 2014년 11월 경기도 이

천시에서 재배된 것으로 유황과 조사포닌 함량이 각각 161.58 

mg/kg, 1.18%인 채소의 뿌리를 받아 흙을 제거하고 수돗물

로 2~3회 세척하여 거즈로 물기를 제거한 후 껍질째 -70°C 

deep freezer(DF-8510, Ilshin Lab Co., Ltd., Seoul, Ko-

rea)에서 냉동한 다음 동결 건조(SFDSM12-60Hz, Sam-

won Freezing Engineering Co., Seoul, Korea)하였다. 동

결 건조한 A. hookeri 뿌리는 세절한 후 추출 시료로 사용하

였다. 시료의 에탄올 추출은 건조 분말 시료량의 9배량(w/ 

v)의 95% 에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자동교반기를 이용하

여 일주일간 교반한 후 여과지(Advantec No.2, Toyo Roshi 

Kaisha, Ltd., Tokyo, Japan)를 사용하여 여과한 다음 ro-

tary vacuum evaporator(EYELA A-1000S, Tokyo Ri-

kakikai Co., Tokyo, Japan)로 40°C에서 감압 농축한 후 

냉동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하였다. 열수 추출은 건조 분말 

시료량의 9배량(w/v)의 증류수를 가하여 80°C에서 1시간 

추출한 후 여과하였으며, 잔여물을 수거하여 같은 방법으로 

3회 반복 추출하여 여과한 후 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A-1000S, Tokyo Rikakikai Co.)로 40°C에서 감

압 농축한 다음 동결 건조하여 냉동 보관하면서 실험에 사용

하였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페놀 함량은 페놀성 물질인 

phosphomolybd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원리

를 이용한 Folin-Denis 방법(33)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2 N Folin-Ciocalteu's phenol 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와 증류수를 1:2로 섞은 혼합액을 

0.2 mL 취한 후 농도별 시료 0.2 mL를 혼합하여 3분간 암소

에서 방치하고 20% sodium carbonate(Na2CO3) 3 mL를 

가한 뒤 1시간 동안 암소에서 반응시킨 다음 UV-spectro-

photometer(UV-1800, Shimadzu Co., Kyoto, Japan)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gallic acid(Sigma- 

Aldrich Co.)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 검량곡선으로부터 값

을 구하였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1,1-diphenyl-2-picrylhy-

drazyl(DPPH) 라디칼 소거능은 Blois법(34)을 활용하여 안

정한 유리 라디칼인 DPPH에 대한 시료와의 전자공여 효과

로써 이 반응으로 DPPH 라디칼이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하

였다. 0.15 mM DPPH(Sigma-Aldrich Co.) 용액 1 mL를 

취하여 농도별 시료 1 mL와 vortex mixer를 이용하여 30

초간 교반한 후 암소에서 30분간 반응시킨 다음 UV-spec-

trophotometer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ate] 

라디칼 소거능 측정은 Pellegrini 등(35)의 방법으로 측정하

였다. 7 mM ABTS(Sigma-Aldrich Co.) 용액 10 mL와 

140 mM K2S2O8(Sigma-Aldrich Co.) 176 µL를 혼합하여 

암소에서 약 16시간 이상 반응시킨 후 absolute ethanol과 

1:88 비율로 섞어 734 nm에서 값이 0.7±0.002가 되도록 

조절한 ABTS 용액을 만들어서 사용하였다. ABTS 용액 1 

mL를 취하여 농도별 시료 50 μL를 혼합한 후 암소에서 2분 

30초간 방치한 다음 734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고, 양

성대조군으로 ascorbic acid를 사용하여 free radical sca-

venging activity 곡선을 작성한 후 IC50을 산출하였으며, 

이때 IC50 값은 추출물을 첨가하지 않은 무 처리구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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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 감소시키는 추출물의 농도를 의미한다.

RAW 264.7 세포주 및 세포 배양

실험에 사용된 세포주는 RAW 264.7 대식세포로 대전 한

국생명공학연구원 미생물자원센터에서 동결상태로 구입하

였다. RAW 264.7 대식세포는 불활성화한 10% fetal bo-

vine serum(FBS; Gibco, Grand Island, NY, USA)과 1% 

penicillin-streptomycin(PS; Sigma-Aldrich Co.)이 첨가

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100×20 mm의 세포배양접시

(SPL Life Sciences Co., Pocheon, Korea)에서 증식시켜 

37°C, 5% CO2 배양기(BB 15, Thermo Scientific Inc., 

Waltham, MA, USA)에서 배양하였으며, 배지는 2~3일마

다 교환하였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세포 생존율 측정(WST assay)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농도에 따른 RAW 264.7 세포 

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WST(water sol-

uble tetrazolium) assay를 실시하였다. WST는 수용성의 

tetrazolium salt로서 살아있는 세포 내의 dehydrogenase

와 반응하여 주황색의 formazan을 생성한다. 96 well plate

에 well당 1×104 cells/mL의 세포용액을 100 μL씩 분주한 

후 31.25, 62.5, 125, 250, 500, 1,000 μg/mL 농도의 A. 

hookeri 뿌리 추출물을 well당 1 μL씩, 동시에 100 μg/mL

의 LPS(from Escherichia coli 0111:b4; Sigma-Aldrich 

Co.)를 1 μL(0.1 μg/well)씩 처리하여 37°C, 5% CO2 배양

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 후 EZ-Cytox WST assay 

reagent(Daeil Lab Service Co., Ltd., Seoul, Korea) 10 

μL를 첨가하고 1시간 후에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nitric oxide(NO) 및 tumor ne-

crosis factor alpha(TNF-α) 생성량 측정

RAW 264.7 cell을 48 well plate에 well당 4×105 cells/ 

mL의 세포용액을 500 μL씩 분주하여 37°C, 5% CO2 조건

으로 24시간 배양한 후 A. hookeri 뿌리 추출물을 31.25, 

62.5, 125, 250, 500, 1,000 μg/mL의 농도로 well당 5 μL

씩 처리하고 동시에 100 μg/mL 농도의 LPS(from Esche-

richia coli 0111:b4; Sigma-Aldrich Co.)를 5 μL(0.5 μg/ 

well)씩 처리하여 37°C, 5% CO2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

하였다. 배양 후 NO 생성량 측정은 세포 배양액 50 μL와 

Griess reagent 50 μL를 첨가한 혼합물을 상온에서 10분간 

암반응 시키고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으며, TNF-α 생성량 측정은 추출물과의 배양 

후 상층액을 회수하여 ELISA set(Cat No. 558534, BD 

Biosciences, San Jose, CA, USA)를 사용하였고, 제시된 

방법에 따라 처리한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50 nm

에서 측정하였다. 

실험동물 및 시료 채취

본 연구에 사용된 동물은 ICR계의 8주령 수컷 mouse를 

샘타코(주)(Osan, Korea)에서 공급받아 실험동물로 사용하

였으며, 고형사료와 물을 충분히 공급하면서 1주일간 실험

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을 시작하였다. 실험실 온도는 

24±2°C였으며, 습도는 40~50%, 환기횟수 10~15회/h, 명

암은 12시간 간격, 조도 150~300 lux로 유지하였으며, 본 

연구는 충남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연구계획서 승인

(CNU-00579)하에 수행하였다. 

실험동물은 50마리를 10마리씩 나누어 5군으로 무작위 

배치하였다. 정상군(Normal)을 제외하고 대조군(Control)

은 증류수 0.1 mL/d를 투여하였으며, A. hookeri 뿌리 95% 

에탄올 추출물을 250, 500, 1,000 mg/kg body weight 

(BW) 용량으로 매일 일정한 시간에 1주일간 경구투여 하였

고 각각 AHE1, AHE2, AHE3로 명명하였다. 실험 전 12시

간 절식시킨 후 각 시료를 경구투여 하였으며, 30분 후에 

40% 알코올 10 mL/kg BW를 경구투여 하였다. 알코올 투

여 2시간 후에 ether로 마취시켜 심장에서 전혈을 채취한 

후 간을 적출하였으며, 혈액은 4°C, 2,500×g에서 20분간 

원심분리 하여 혈청을 분리한 후 실험에 사용하기 전까지 

Eppendorf tube에 나누어 -70°C에 냉동 보관하였다. 간은 

떼어낸 즉시 액체질소에 넣어 snap-freeze 시킨 후 -70°C 

deep freezer에 보관하였다가 실험에 사용하였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혈액을 분리하여 얻은 혈청을 사용하여 혈청 내의 에탄올 

함량을 효소비색법에 의해 제조된 alcohol assay kit(STA- 

620, Cell Biolabs Co., San Diego, CA, USA)을 사용하여 

UV-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Co.)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후 혈중알코올 농도를 계산하였다.

Serum AST, ALT 활성 측정

AST, ALT 활성도 측정은 assay kit(Asanpharm Co., 

Seoul, Korea)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Serum 20 μL에 37 

°C에서 preincubation 된 AST, ALT 기질액을 100 μL 혼합

하여 37°C water bath에서 AST는 60분, ALT는 30분 방치

한 후 2,4-dinitrophenylhydrazine 100 μL를 첨가하여 실

온에서 20분 반응시켰으며, 반응 후 0.4 N NaOH 1 mL를 

가하고 효소 작용을 정지시켜 생성된 hydra-zone을 UV- 

spectrophotometer(UV-1800, Shimadzu Co.) 505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Hepatic ADH, ADLH 활성 측정(RT-PCR)

간 조직으로부터 total RNA 추출은 total RNA prep kit 

(Bio Fact Co., Ltd., Daejeon, Korea)을 사용하여 mRNA 

양을 측정하였으며 Table 1과 같다. cDNA 합성은 2X RT 

Pre-mix(Bio Fact Co., Ltd.)를 이용하여 역전사에 의한 

cDNA synthesis가 50°C에서 60분간, RTase inactiv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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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 sequences and PCR conditions

Primer1) Number of 
cycles

Annealing 
temperature (°C)

Length
(bp) Sequence

β-Actin 40 58 541 Sense: 5'-CCTGACCCTGAAGTACCCCA-3'
Antisense: 5'-CGTCATGCAGCTCATAGCTC-3'

ADH 40 53 562 Sense: 5'-GAAAGCAACTTTTGTAGCCGA-3'
Antisense: 5'-ACTCCTACGACGACGCTTACA-3'

ALDH 40 54 454 Sense: 5'-AAAGGAGTGTTGAGCGAGCTA-3'
Antisense: 5'-AGACATCTTGAATCCACCGAA-3'

1)ADH: alcohol dehydrogenase, ALDH: aldehyde dehydrogenase.

Table 2. Extraction yield and total polyphenol contents of Allium 
hookeri root extracts 

      Samples Yield
(%)

Polyphenol 
contents

(mg/g GAE2))
t-value

Allium hookeri root 
  water extracts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61.76

10.10

  5.22±0.241)

43.13±1.24 -52.019*

1)Mean±SD, n=3.
2)GAE: gallic acid equivalents.
*P<0.05.

이 95°C에서 5분간 반응하였다. PT-PCR은 2X Taq PCR 

Pre-mix(SolGent Co., Ltd.,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My Gnie96 Thermal Block(Bioneer Co., Daejeon, Korea)

에서 진행한 denaturation이 94°C에서 30초간, 1분간 an-

nealing, 68°C에서 2분간 extension 하여 총증폭주기 40 

cycle을 실행하였으며, final extension은 68°C에서 7분간 

반응시켰다. PCR 결과는 Rad safe(Intron Biotechnology, 

Inc., Seongnam, Korea)를 첨가한 1.5% agarose gel을 이

용한 전기영동으로 확인하였다. PCR에 사용된 primer는 

Neoprobe에서 sequence를 합성하여 사용하였으며, 그 염

기서열은 ADH(562 bp) sense 5'-GAA AGC AAC TTT 

TGT AGC CGA-3', antisense 5'-ACT CCT ACG ACG 

ACG CTT ACA-3'; ALDH(454 bp) sense 5'-AAA GGA 

GTG TTG AGC GAG CTA-3', antisense 5'-AGA CAT 

CTT GAA TCC ACC GAA-3'; β-actin(541 bp)은 sense 

5'-CCT GAC CCT GAA GTA CCC CA-3', antisense 

5'-CGT CAT GCA GCT CAT AGC TC-3'이었다. 

통계처리

자료 분석은 SPSS/Windows 21.0(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SPSS Inc., Chicago, IL, USA)을 

이용하여 통계처리 하였고, 결과를 평균±표준편차로 나타

내었다. 생리활성 측정 결과는 시료 간의 유의성을 Stu-

dent's t-test로 검증하였고, 이 외의 실험에서는 각 군 간의 

평균값의 차이를 검증하기 위하여 일원배치 분산분석(one- 

way ANOVA)을 한 후, Duncan's multiple range test로 

변인 간의 차이를 검증하였다. 모든 통계적인 유의성은 α

=0.05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결과 및 고찰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 측정

A. hookeri 뿌리 열수 추출물과 95% 에탄올 추출물의 

수율과 총폴리페놀 함량은 Table 2와 같다. 열수 추출물의 

수율은 61.76%였고, 95% 에탄올 추출물은 10.10%로 열수 

추출물의 수율이 약 6배나 더 높았다. Jun 등(36)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A. hookeri 뿌리 95°C에서 열수 추출물의 

수율은 12.1%로 보고된 것보다도 본 연구의 열수 추출물 

수율이 월등히 높았다. 그러나 A. hookeri 뿌리 70% 에탄올

에 추출한 수율이 56%라고 보고한 Bae와 Bae(31)의 연구

보다는 본 연구의 에탄올 추출물 수율이 낮았다. 이는 농도

가 다른 에탄올을 사용하였으며, 추출 시간 및 횟수가 다름

에서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A. hookeri 뿌리 열수 추출물

과 95% 에탄올 추출물의 총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5.22± 

0.24 mg/g, 43.13±1.24 mg/g으로 95%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의적으로 약 8배나 더 높은 결과를 나타내었다(P<0.05). 

이는 Lee 등(37)이 A. hookeri 뿌리 95°C에서의 열수 추출

물이 6.00±0.2 mg/g이었으며, 80% 에탄올 주정 추출물이 

21.00±0.1 mg/g으로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이 높게 나왔다는 연구 결과와 유사하였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 측정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 및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을 측정

한 결과는 열수 추출물과 95% 에탄올 추출물이 각각 10 mg/ 

mL의 농도에서 65.83±1.47%, 80.63±0.89% 소거 활성을 

보였으며, 95% 에탄올 추출물은 ascorbic acid의 0.01 

mg/mL 농도와 유사한 소거 활성을 보였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IC50 값을 비교해보면 열수 추출물은 7.03±0.18 

mg/mL이며, 95% 에탄올 추출물은 0.28±0.00 mg/mL로 

열수 추출물보다 25배 높은 항산화 활성을 나타내었다(P< 

0.05). 이는 Kim 등(38)의 보고에 의하면 폴리페놀 화합물

의 함량이 높으면 산화를 50% 억제하는 농도인 IC50 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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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PPH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Allium hookeri root extracts

Samples Concentration
(mg/mL)

Scavenging activity 
(%)

IC50
(mg/mL)2) t-value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llium hookeri root 
water extracts

2.5
5

10

 24.82±1.491)

40.04±0.08
65.83±1.47 

7.03±0.18

65.673*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2.5
5

10

30.33±1.27
48.65±0.37
80.63±0.89

0.28±0.00

Ascorbic acid
0.0025
0.005
0.01

18.74±2.05
36.69±3.68
76.64±2.99

0.01±0.00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llium hookeri root 
water extracts

2.5
5

10

15.95±0.45
23.92±2.32
39.82±0.39 

12.10±1.39

14.045*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2.5
5

10

29.95±0.46
39.59±0.55
56.43±0.76

0.81±0.16

Ascorbic acid
0.0025
0.005
0.01

 4.87±0.20
 8.61±0.91
19.38±0.46

0.03±0.00

1)Mean±SD, n=3.
2)The concentration in mg/mL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DPPH/ABTS radical.
*P<0.05. 

더 낮게 나온다는 결과와 유사하였다. A. hookeri 뿌리 추출

물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는 열수 추출물과 

95% 에탄올 추출물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으며, 10 mg/mL의 농도에서 열수 추출물은 39.82± 

0.39%, 95% 에탄올 추출물은 56.43±0.76%의 ABTS 라디

칼 소거 활성을 보였다.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에 대한 IC50 

값은 각각 12.10±1.39 mg/mL, 0.81±0.16 mg/mL로 앞선 

총폴리페놀 함량과 DPPH 라디칼 소거 활성에서 나온 결과

와 마찬가지로 95% 에탄올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보다 높은 

항산화능을 나타내었다(P<0.05). Park과 Ly(39)는 A. hoo-

keri 뿌리 추출을 100°C에서 진행한 열수 추출물과 70% 

에탄올 추출물의 IC50 값을 측정한 결과가 각각 18.00±0.27 

mg/mL, 22.49±0.39 mg/mL의 소거능을 보인다는 결과보

다 열수 추출물은 약 1.5배 더 높았으며, 95% 에탄올 추출물

은 28배나 더 높은 소거 활성을 보였다. 또한 A. hookeri 

뿌리 열수 추출물, 80% 메탄올 추출물, 100% 메탄올 추출물

의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에 대한 각각의 IC50 값은 7.40± 

0.82 mg/mL, 20.55±3.60 mg/mL, 11.65±0.62 mg/mL로 

보고(32)하여 비교하였을 때 본 연구의 모든 추출 조건에서 

ABTS 라디칼 소거 활성이 더 높았다. 

A. hookeri 뿌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A. hookeri 뿌리 추출물이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

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WST assay를 이용하였

고, 항염증 작용을 알아보기 위해 RAW 264.7 세포에서 LPS

로 유도처리 한 후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 및 TNF-α의 생성

에 미치는 영향의 측정 결과는 Fig. 1에 나타내었다. A. 

hookeri 뿌리 열수 추출물을 LPS와 동시에 24시간 처리한 

결과 고농도인 250 μg/mL에서는 세포 생존율이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생존율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31.25~ 

125 μg/mL의 농도에서는 97.6~107.7%의 세포 생존율을 

나타내었다. 95% 에탄올 추출물은 31.25~500 μg/mL의 농

도에서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하여 세포 생존율이 90.2~ 

94.9%로 관찰되었다. 추출물의 농도 31.25~1,000 μg/mL

의 범위에서 NO 생성을 측정한 결과 LPS 자극은 NO 생성

을 증가시켰으며, A. hookeri 뿌리 열수 추출물은 250 μg/ 

mL 이상의 농도에서 NO 생성이 유의하게 억제되었고, 95% 

에탄올 추출물은 12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억

제되었다. 황마늘 추출물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NO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는 열수 추출물보다 에탄올 추출물이 

NO 생성을 억제하는 데 더 효과적이었으며(40), Allium속 

식물 중 마늘은 주성분인 allicin과 ajoene이 iNOS의 발현을 

저해하여 NO 생성을 억제한다고 하였다(41). TNF-α의 생

성량을 측정한 결과 LPS만 처리한 군에서 9.29±0.08 ng/ 

mg으로 높은 TNF-α 분비량을 보였으며, 세포독성이 일어

나지 않는 범위에서 A. hookeri 뿌리 열수 추출물은 250~ 

500 μg/mL 농도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고 95% 에탄올 추

출물은 125 μg/mL 이상에서 유의한 감소 효과를 나타내어 

열수 추출물보다 TNF-α 생성의 억제력이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NO 생성량 측정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Bae와 Bae(31)는 국내산 A. hookeri 뿌리 70% 에탄올 추

출물을 다양한 농도로 전처리한 후 LPS로 자극하여 TNF-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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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1. Effect of the water (closed bar) and 95% ethanol (hatched 
bar) extracts of Allium hookeri root on (A) RAW 264.7 macro-
phages viability, (B) NO production by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C) TNF-α production by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RAW 264.7 macrophages were treat-
ed with water extracts of Allium hookeri root (0, 31.25, 62.5, 
125, 500, 1,000 μg/mL) or LPS (0.1 μg/well) for 24 hours. 
Treated cells were estimated by the WST assay. RAW 264.7 
macrophages were treated with water extracts of Allium hookeri 
root (0, 31.25, 62.5, 125, 500, 1,000 μg/mL) and LPS (0.5 μg/ 
well for 24 hours. The production of NO and TNF-α were de-
termined by Griess assay.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
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N: norm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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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f the 95% ethanol extracts of Allium hookeri root 
on serum alcohol concentration in acute alcohol-treated mice. 
Sample were administrated before 30 min from ethanol injection. 
Control: 0%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AHE1: 
0.25%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AHE2: 0.5%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AHE3: 1%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
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를 측정한 결과 100, 250, 500 μg/mL 농도에서 농도별로 

유의하게 억제되지 않았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A. 

hookeri 뿌리 95% 에탄올 추출물의 경우 125, 250, 500 

μg/mL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인 감소 효과를 보였으므로 A. 

hookeri 뿌리 에탄올 추출물은 70% 에탄올보다 95% 에탄

올을 사용하여 추출한 추출물이 염증 질환 예방에 더욱 효과

적일 것으로 판단된다.

혈중알코올 농도 측정

A. hookeri 뿌리 95% 에탄올 추출물의 농도별 섭취에 

따른 혈중알코올 농도의 변화는 Fig. 2와 같다. 정상군보다 

알코올을 투여한 모든 군에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혈중알코

올 농도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대조군에 비해 

AHE 처리군에서 급격히 떨어졌는데,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

하였을 때 혈중알코올 농도는 각각 300.82±27.72, 157.39 

±45.43, 125.72±57.89 mg/dL로 대조군의 366.42±22.95 

mg/dL보다 낮게 나타났으며(P<0.05), AHE3군의 경우 대

조군에 비해 65.7%로 혈중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키는 효과

가 가장 크게 나타냈다. 이는 오수유 추출물 고농도 투여군

이 대조군에 비해 67.5% 혈중알코올 농도를 감소시킨 결과

(42)와 유사한 감소 효과를 나타내었으며, Aloe vera 메탄

올 추출물의 불용성 분획 투여군이 대조군에 비해 약 27% 

감소시킨 결과(43) 및 소엽 추출물 중 에탄올 가용성 분획 

투여군에서 대조군에 비해 60.3% 혈중알코올 농도를 감소

시켰다는 결과(44)와 비교하였을 때 A. hookeri 뿌리 에탄

올 추출물은 혈중알코올 농도 감소에서 월등한 효과를 나타

내었다.

Serum AST, ALT 활성 측정

급성 알코올 투여로 인한 간 기능 장애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측정한 AST, ALT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의 AST 활성은 41.59±5.43 Karmen/mL로 알코올 

투여에 의한 간 독성이 유발되었음을 나타냈으며, AHE 처

리군은 각각 39.38±3.86, 35.80±3.53, 34.48±5.82 K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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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the 95% ethanol extracts of Allium hookeri root on serum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nd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LT) activities 2 h after ethanol injection in acute alcohol-treated mice. Sample were administrated before 30 
min from 40% ethanol injection. Control: 0%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AHE1: 0.25%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AHE2: 0.5%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AHE3: 1%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Means with different lette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at α=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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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DH and ALDH mRNA levels determined with RT-PCR
in 40% alcohol-treated mice after 2 h. Expression of β-actin
mRNA was used to check efficiency of amplification. M: DNA
ladder (1 Kb plus), 1: Normal, 2: Control, 3: AHE1 (0.25%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4: AHE2 (0.5%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s), 5: AHE3 (1% Allium hookeri root
95% ethanol extract).

men/L로 대조군에 비해 AHE1군을 제외한 AHE2군, AHE3

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P<0.05), AHE3군에서는 

대조군보다 AST 활성을 정상 수준으로 낮추어 주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한편, ALT 활성의 경우 대조군은 52.90±2.12 

Karmen/mL, AHE 처리군은 각각 45.80±5.60, 38.77± 

4.11, 35.63±7.85 Karmen/mL로 대조군보다 AHE 처리군

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P<0.05), AHE2군, 

AHE3군에서는 ALT 활성을 정상 수준까지 낮추는 효과를 

나타내었다. 이는 보이차 추출물과 알코올을 투여한 후 측정

한 AST 활성이 대조군과 유의적인 차이가 있었으나 ALT 

활성의 경우 대조군과 시료 투여군 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는 결과(45)와 비교해보았을 때, 본 연구에서는 ALT 

활성에서도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므로 알코올로 인

해 급성 간 독성을 유발했을 때 간 보호 효과에서 더 효과적

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Hepatic ADH, ADLH 활성 측정(RT-PCR)

알코올 투여 2시간 후 간 조직의 mRNA를 이용하여 ADH 

및 ALDH 활성을 RT-PCR로 측정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ADH, ALDH 활성 모두 혈중알코올 농도와 반비례하는 경

향을 나타냈다. 먼저 정상군과 대조군을 비교하였을 때, 대

조군의 경우 ADH, ALDH 모두 발현이 낮게 나타났으므로 

알코올 투여로 인해 ADH, ALDH의 활성이 저하된 것으로 

판단된다. AHE 처리군의 경우에는 먼저 ADH 발현 정도가 

AHE1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지만, AHE2군과 

AHE3군에서는 대조군보다 발현이 더 높게 나타났다. ALDH 

발현 정도는 ADH와 마찬가지로 AHE1 투여군과 대조군이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AHE2, AHE3 투여군은 대조군보

다 더 높은 발현을 나타내었지만 ADH의 발현보다는 약하게 

나타났다. 오수유 추출물과 40% 알코올을 투여한 후 ADH, 

ALDH 활성을 RT-PCR로 측정한 결과, 투여 2시간 후의 

ADH 및 ALDH 발현 모두 대조군보다 오수유 처리군에서 

더 높게 나타났다는 Lee(42)의 보고는 본 연구와 유사하였

으나, ADH, ALDH 발현은 본 연구 결과보다 더 높게 나타났

다. 이는 Park 등(46)의 연구와 마찬가지로 개인에 따라서 

에탄올을 분해하는 능력이 다르기 때문이며, 혈중에탄올 농

도가 최고점에 달하는 시간 또한 개인 간 차이가 있기 때문

으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A. hookeri 뿌리의 에탄올 추출물은 일주일 

정도의 비교적 짧은 기간 투여로도 급성 알코올 독성을 유발

한 mouse의 간 보호 효과가 부분적으로 검증되었고 항산화 

및 항염증 지표도 우수한 것으로 나타나 숙취 해소 제품의 

기능성 소재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요   약

Allium hookeri 뿌리의 80°C 열수 추출물 및 95% 에탄올 

추출물을 각각 제조하여 추출별 항산화 활성, 항염증 효과를 

비교한 후 효능이 더 뛰어난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급성 

알코올 간 독성에 대한 보호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보았다. 

ICR mouse에 1주일간 A. hookeri 뿌리 추출물을 경구투여 

한 후 급성 알코올 간 독성을 유발하기 위하여 40% 알코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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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단회 투여한 후 혈청의 알코올 농도, AST, ALT의 변화, 

ADH, ALDH 활성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A. hookeri 뿌리 

추출물은 열수 추출물보다 95% 에탄올 추출물이 항산화 활

성 및 항염증 효과가 더 뛰어났으며, A. hookeri 뿌리 95% 

에탄올 추출물은 알코올 섭취 시 혈액 및 체내 에탄올 제거

속도를 촉진하고 혈청 AST와 ALT의 활성을 억제하며 간의 

ADH, ALDH 활성을 증가시켰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음

주로 인한 간 손상에 대해 보호 효과를 나타내는 기능성 식

품 소재로서 A. hookeri 뿌리 95% 에탄올 추출물의 효능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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