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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protective effects of water extract from Crassostrea gigas 
(CGW) against ethanol-induced hepatic toxicity in rats. Seventy-two male Wistar rats (6-week-old) were divided into 
six groups of 12 animals each: control group (1 mL saline/d), ethanol-treated group, positive control group (etha-
nol+Hovenia dulcis Thunb extract), CGWL group (ethanol+low dosage of CGW), CGWM group (ethanol+medium 
dosage of CGW), and CGWH group (ethanol+high dosage of CGW). All groups except the control group received 
ethanol (40% ethanol 5 g/kg) orally. CGW administration with ethanol resulted in prevention of ethanol-induced hep-
atotoxicity by increasing levels of serum alanine aminotransferase and γ-glutamyltransferase. CGW supplementation 
significantly reduced formation of malonaldehyde and inhibited reduction of hepatic glutathione and peroxidase levels, 
as compared with the ethanol-administration group. Further, CGW suppressed expression of CYP2E1, which was ele-
vated by ethanol administration. Consequently, our results indicate that Crassostrea gigas may exert hepatoprotective 
effects against alcohol-induced hepatocyte injury by intensifying the anti-oxidative defense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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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음주는 세계적으로 일반적 사회 문화로 적절한 알코올의 

섭취는 사회생활 및 스트레스 해소에 도움을 줄 수 있지만 

과음은 오심, 구토, 갈증, 두통 및 일상생활에 장애를 초래한

다. 또한, 만성적인 알코올의 섭취는 지방간, 간 염증, 괴사, 

진행성 섬유증 및 간세포 암종과 같은 알코올성 간 질환

(alcoholic liver disease, ALD)의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1). ALD는 복잡하고 여러 병원성 대사기작을 가지고 있으

며 대표적인 기작은 간세포에서 활성산소의 형성과 산화적 

스트레스이다(2). 알코올은 간에서 enzyme alcohol de-

hydrogenase(ADH)에 의해 acetaldehyde로 전환되고 al-

dehyde dehydrogenase(ALDH)로 산화되는 두 가지의 과

정을 거친다(3). 

Cytochrome(CYP450)은 알코올 대사와 관련된 다른 대

사 시스템이다. Cytochrome P450 2E1(CYP2E1)은 알코

올이 acetaldehyde로 산화되는 것과 acetaldehyde가 ace-

tate로 산화되는 것을 촉매하며 이 과정에서 여러 종의 re-

active oxygen species(ROS)가 생성된다(4,5). 간세포는 

ROS를 생성시킬 수 있는 잠재적인 가능성을 가지고 있으며 

계속되는 알코올의 섭취 때문에 산화물들이 생성될 수 있다

(6). 세포 내에서 ROS의 생성은 다양한 효소적, 비효소적 

항산화 시스템과 연관되어 있다. 이들 항산화 시스템은 su-

peroxide dismutase(SOD), glutathione(GSH) 그리고 cat-

alase(CAT)를 포함하고 있다(7). 또한, 알코올의 섭취는 지

질대사에도 영향을 미쳐 간세포에 중성지방이 축적되는 지

방간을 유발하고 세포 내 지질과산화를 유발한다(8). 따라서 

알코올 섭취로 인한 알코올성 간 손상을 억제할 수 있는 식

품에 대한 관심은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굴(Crassostrea gigas, CG)은 가장 잘 알려진 어패류 중 

하나이며 polysaccharides가 풍부하다고 알려져 있다(9). 

굴에 관하여 진행된 연구는 인플루엔자 바이러스 복제 억제, 

면역 활성 그리고 항균 활성에 관한 연구가 보고되었다(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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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굴에서 추출된 단백질은 human epithelial cells에

서 산화적 스트레스에 대한 보호 효과와 rat 조직에서 glu-

tathione과 glutathione S-transferase 활성 수준을 증가시

킨다는 연구가 보고되었다(11,12). 하지만 굴의 알코올로 

유도된 간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본 연구는 에탄올로 유도된 알코올성 간 손상 동물

모델에서 굴 열수 추출물의 간 보호 효과를 평가하고 항산화 

활성에 대한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료의 추출 및 제조

굴 열수 추출물(CGW)은 원료인 생굴을 열수 추출 후 여과

하여 감압 농축하였다. 굴 추출 농축액은 헬리코이드식 순간

멸균기로 살균(135°C, 15초)하여 분무 건조한 후 추출물로 

사용하였으며,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HDTW)은 (주)다원상

사(Seoul, Korea)에서 분말 형태로 공급받아 사용하였다. 

본 실험에 사용한 시약으로 reduced glutathione(GSH), 

glutathione peroxide(GPx), 5,5'-dithiobis(2-nitroben-

zoic acid)(DTNB), 1-chloro-2,4-dinitrobenzene(CDNB), 

eosin Y solution, hematoxylin solution, anti-β-actin an-

tibody는 Sigma-Aldrich Co.(St. Louis, MO,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으며, anti-CYP2E1 antibody는 Abcam 

(Cambridge, UK)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그 외 사

용된 시약은 first grade 이상 등급을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4주령의 Wistar rat(male)을 (주)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2주 동안 동물사육실의 환경 하에서 

검역 및 순화시키면서 일반 건강상태를 관찰한 후, 이상이 

없는 개체를 선별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본 실험의 환경은 

온도 22±3°C, 상대습도 50±20%, 환기횟수 10~15회/시

간, 조명주기 12시간(8:00~20:00), 조도 150~300 Lux의 

사육환경으로 설정된 동물사육실에서 AIN-76(Research 

Diet Co., New Brunswick, NJ, USA)과 음용수를 급여하여 

사육하였으며, 순화 및 실험기간에 격리 사육을 하였다. 순

화기간 중 이상이 발생한 개체와 정상적으로 체중이 증가하

지 않은 개체를 제외한 후, 각 군 간 평균체중 및 표준편차가 

균일하도록 군 분리를 하였다.

군 분리 및 시료처리

72마리의 건강한 rat을 총 6개의 실험군으로 분리하였다: 

i) control군(1 mL saline/d), ii) ethanol군(40% ethanol 

5 g/kg b.w./d), iii) positive control군(40% ethanol 5 g/ 

kg b.w./d+500 mg Hovenia dulcis Thunb fruit extract 

per kg b.w./d), iv) CGWL군(40% ethanol 5 g/kg b.w./d+ 

50 mg Crassostrea gigas extract per kg b.w./d), v) 

CGWM군(40% ethanol 5 g/kg b.w./d+200 mg Crassos-

trea gigas extract per kg b.w./d), vi) CGWH군(40% 

ethanol 5 g/kg b.w./d+800 mg Crassostrea gigas ex-

tract per kg b.w./d). 각각의 군에 실험물질 또는 에탄올을 

6주간 투여하여 진행하였다. 투여 농도의 설정은 선행실험

으로서 실험물질의 안전성을 동일 실험동물에 평가한 후

(data not shown), 안전범위 내에서 본 실험의 투여 농도를 

설정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혈청과 조직을 수집하기 위해 

ethyl ether로 마취하여 희생하였으며, 동물의 사육은 천연

자원연구센터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진행하였

다(승인번호 JINR2015-18). 

체중 및 조직 무게 분석

모든 실험동물은 체중을 측정하였고 해부 후 수집된 간, 

비장, 신장 조직의 무게를 측정하였으며 희생 전 마지막 몸

무게 대비로 무게를 환산하였다.

혈청 내 AST, ALT, γ-GT 분석 

혈액 샘플은 실온에 30분간 방치한 후 4°C, 3,000 rpm에 

10분 동안 원심분리 하여 혈청만 분리하였다. 상층액에서 

분리된 혈청은 실험 전까지 -70°C에 보관하였다. Alanine 

transferase(AST)와 alanine aminotransferase(ALT)의 

분석은 Auto-serum analyzer(FUJI, Tokyo, Japan)를 이

용하여 분석하였으며, gamma glutamyltransferase(γ-GT)

의 분석은 colorimetric assay kit(BioVision, San Fran-

cisco, CA,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간 조직의 항산화 활성 분석

항산화 활성 분석을 위하여 간 조직을 50 mM potassium 

phosphate buffer(pH 7.0)를 이용하여 균질화하였다. Glu-

tathione reduced form(GSH)은 Akerboom과 Sies(13)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SOD 활성은 McCord와 Frido-

vich(14)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GPx 활성은 Paglia와 

Valentine(15)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또한, 지질과산

화의 측정은 Draper와 Hadley(16)의 방법에 따라 thio-

barbituric acid substance formation의 생성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간 조직을 액체질소를 이용하여 균질화한 후 lysis buf-

fer(iNtRON Biotechnology Co., Seongnam, Korea)를 이

용하여 단백질을 lysis 하였다. CYP2E1의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같은 양의 단백질 샘플(10 μg)을 취하여 8~12% 

SDS-polyacrylamide gel에 전기영동 하고 nitrocellulose 

membranes(Bio-Rad Laboratories Inc., Berkeley, CA, 

USA)에 transfer 하였다. 1차 antibody는 CYP 2E1(1: 

2,000)을 사용하였으며 단백질량의 비교를 위해 β-actin 

(1:1,000)을 같이 사용하였다. 단백질 발현 정도를 측정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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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s of extracts from the Crassostrea gigas on final body weight, liver weight, kidney weight, and spleen weight in the 
serum of rat. (A) Final body weight. (B) Liver weight. (C) Kidney weight. (D) Spleen weight. Data expres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a,b) above the ba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ontrol, 1 mL saline-administered 
group; Ethanol, 40% ethanol-administered group; Positive control, 40% ethanol plus 500 mg/kg b.w. of HDTW-administered group; 
CGWL, 40% ethanol plus 80 mg/kg b.w. of CGW-administered group; CGWM, 40% ethanol plus 200 mg/kg b.w. of CGW-adminis-
tered group; CGWH, 40% ethanol plus 800 mg/kg b.w. of CGW-administered group.

기 위해 ImageQuant TM software(Amersham Biosci-

enes/GE Healthcare, Piscataway, NJ, USA)를 이용하여 

immunoreactive band를 관찰하였다. 

간 조직 조직학적 분석

간 조직의 왼쪽 측면 로브를 분리하고 개별적으로 잘라낸 

후 10% formalin에 24시간 동안 고정하여 paraffin에 em-

bedding 후 3~4 μm의 두께로 절단한 다음 hematoxylin 

and eosin(H&E) 염색을 진행하였다. 조직병리학적인 섹션 

profile들은 light microscope(Eclipse 80i, Nikon, Tokyo, 

Japan)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세포 내 20% 이상의 지질 

침투를 보이는 간세포의 수 측정은 automated image ana-

lyzer(iSolution FL ver9.1, IMT I-solution Inc., Quebec, 

Canada)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지방변성 비율(%/mm2 

of hepatic parenchyma)과 간세포 평균 직경(μm/hepato-

cyte)은 automated image analyzer를 이용하여 각각 측정

하였다(17,18). 

통계처리

각 군 간의 평균 차이에 대한 유의성 검정은 one-way 

ANOVA(analysis of variance)를 실시하고 군 간의 차이는 

Duncan's multiple 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사

후 검정을 하였으며, 그 결과를 mean±SD로 표시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각 군 간의 체중 및 조직 무게 변화 비교

각 군 간의 최종 몸무게 및 조직 무게 비교에 대한 데이터

는 Fig. 1에 나타내었다. 해부 전 마지막 날 몸무게는 군별로 

유의적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간 조직 무게의 경우 control

군보다 모든 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결과를 나타내었

고, 신장 조직의 무게는 control군보다 ethanol군, CGWM

군, CGWH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으며, 비장 

조직은 control군에 비해 CGWM군, CGWH군에서 유의적

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다.

굴 추출물의 혈청인자 수준에서의 간 손상 개선 효과

본 연구진은 에탄올로 유도된 간 손상 동물 모델에 대해 

CGW의 간 손상 회복 효과를 측정하기 위해 혈청 인자들을 

테스트한 결과를 나타내었다(Fig. 2). Fig. 2는 혈청 내에서 

각 군 간의 ALT, AST, γ-GT의 수준을 표시하였다. ALT의 

경우 control군(32.77±7.34 U/L)과 비교하였을 때 etha-

nol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CGWL군(39.69±12.32 

U/L)에서만 ethanol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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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extracts from the Crassostrea gigas on hepatic 
markers in the serum of rat. (A) Alanine transferase analysis. 
(B) Alanine aminotransferase analysis. (C) Gamma glutamyl-
transferase. Data expres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Groups are the same as Fig. 1.

Table 1. Effects of extracts from the Crassostrea gigas on histomorphometrical analysis in the liver tissue of rat

Groups Percentages of regions 
(%/mm2 of hepatic parenchyma)

Numbers of fatty changed hepatocytes 
(cells/1,000 hepatocytes)

Mean hepatocyte diameters 
(μm/hepatocyte)

Control
Ethanol
Positive
CGWL
CGWM
CGWH

 2.85±0.95e

75.98±5.71a

58.87±2.57b

 9.63±2.57d

29.84±12.00c

29.63±11.11c

 29.25±10.51e

740.13±71.10a

591.00±22.68b

 95.75±24.83d

303.25±126.13c

281.00±107.61c

16.32±0.89d

27.36±1.69a

19.93±1.20b

18.52±0.88c

19.34±1.44bc

19.11±1.41bc

Data expres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a-e) within a column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Groups are the same as Fig. 1.

다. 또한, 혈청 내 AST의 수준의 경우 모든 군 간의 유의적 

차이를 나타내지 않았다. 혈청 AST 및 ALT 수치가 간 손상

에 대한 생화학적 지표로 사용됐다. 혈청 AST와 ALT의 수

준은 간 손상의 생화학적 인자로 사용됐다. 이는 독성 물질

에 의한 간 손상이 진행됨에 따라 간세포 내에서 ALT, AST

가 혈류로 유출되기 때문이다(19). 본 실험에서는 ALT의 

수준은 CGWL군과 CGWM군에서 ALT의 수치가 유의적으

로 회복됨을 나타내었지만, positive control군과 CGWH군

에서는 유의적인 회복을 보지 않음을 나타내었다. γ-GT는 

만성 알코올 섭취 또는 간담 질환에 대해 잘 알려진 대표적 

생화학적 인자이다(20). γ-GT의 수준의 경우 control군

(2.52±0.74 mU/mL)보다 ethanol군(6.42±1.81 mU/mL)

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었으며 CGWL군(3.06± 

1.29 mU/mL)에서만 그 수준이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나타

내었다. 이는 CGWL 농도의 처리가 혈액지표인 ALT 및 γ

-GT의 수준을 감소시켜 간 손상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켜 주

는 효과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γ-GT 수준의 경우 

CGWL군에서 고농도군보다 더 나은 효과를 보이는 것은 50 

mg/g b.w. 농도에서 간 보호에 대한 최대 활성을 보이고 

그 후 활성이 더는 증가하지 않는 것으로 생각된다. 선행실

험으로서 1,000 mg/kg b.w.까지 안전성 평가를 수행하였을 

때 본 실험의 설정 농도들에서 동일 실험동물에 대한 안전성

을 확인하였으며(data not shown), 저농도 시료군보다 고농

도 시료군에서의 활성 수준의 정체 및 감소 현상은 시료 자

체의 간 독성에 의한 반감 효과는 아닌 것으로 생각한다. 

고농도 실험군에서의 해당 현상에 대해 추가적인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한다. 

굴 추출물의 조직병리학적 형태에서의 간 손상 개선 효과

에탄올로 유도된 지방간의 조직검사를 한 결과를 Table 

1과 Fig. 3에 나타내었다. 지방변성 부위 비율은 control군

(2.85±0.95%/mm2)에 비해 ethanol군(75.98±5.71%/mm2)

에서 현저하게 증가함을 나타내었다. 반면 positive con-

trol, CGWL, CGWM, CGWH 군에서 지방변성의 정도가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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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E

F

Fig. 3. The representative histopathological profiles of the liver tissue. (A) Control group, (B) Ethanol group, (C) Positive control 
group, (D) CGWL group, (E) CGWM group, (F) CGWH group. Groups are the same as Fig. 1.

각 ethanol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다(P<0.05). 

지방 변성 간세포 수의 경우 control군(29.25±10.51 cells/ 

1,000 hepatocytes)에 비해 ethanol군(740.13±71.10 cells 

/1,000 hepatocytes)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나타내었지

만 positive control, CGWL, CGWM, CGWH 군에서 각각 

ethanol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다(P<0.05). 

또한, 간세포 평균 직경의 크기에서도 ethanol군보다 pos-

itive control, CGWL, CGWM, CGWH 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함을 나타내었다(P<0.05). 알코올의 섭취는 지방 산화

를 저해하고 간 내에 지방형성을 촉진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21,22), 이는 알코올성 지방간으로 이어질 수 있다(23). 

간 조직병리학적 형태를 조사한 결과를 종합해 본 결과 

positive control군과 실험물질 처리군들 중 CGWL군에서 

CGWM군과 CGWH군에 비해 높은 알코올성 지방병증에 대

한 간 보호 효과를 보였다. CGWL군에서 보다 고농도군인 

CGWM군과 CGWH군보다 더 좋은 활성을 보이는 이유는 

50 mg/kg b.w.에서 최대 활성을 나타내고 더 높은 농도에서

는 활성의 수렴 상태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굴 추출물의 간 조직 내 항산화 효과 및 MDA 수준 개선 효과

간 조직 내에서 SOD, GPx, GSH의 활성과 MDA 수준에 

대한 결과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SOD의 활성은 ethanol

군(174.48±12.02 U/mg protein)에서 control군(220.35± 

9.95 U/mg protein)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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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s of extracts from the Crassostrea gigas on hepatic antioxidant activities and MDA levels
SOD (U/mg protein) GPx (U/mg protein) GSH (μmol/mg protein) MDA (μmol/mg protein)

Control
Ethanol
Positive
CGWL
CGWM
CGWH

220.35±9.95a

174.48±12.02c

205.23±16.99b

203.42±9.23b

201.23±8.86b

207.76±4.78b

43.25±3.69a

33.09±3.11c

39.00±3.13b

41.05±2.21a

40.23±4.91a

38.73±3.33b

9.65±2.10a

4.89±1.78c

6.75±1.05b

7.80±1.79ab

7.42±1.29b

7.02±1.37b

22.61±1.45c

41.26±4.83a

31.25±3.11b

23.71±2.81bc

29.28±3.23b

25.21±2.34b

Data expres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a-c) within a column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Groups are the same as Fig. 1.

하지만 positive control군과 CGW군에서 활성의 감소가 유

의적으로 억제되었다(positive control 205.23±16.99 U/ 

mg protein, CGWL 203.42±9.23 U/mg protein, CGWM 

201.23±8.86 U/mg protein, CGWH 207.76±4.78 U/mg 

protein). GPx 항산화 활성 또한 SOD 활성과 유사하게 eth-

anol군과 비교하여 positive control군 및 CGW군에서 유의

적(P<0.05)으로 활성이 증가하였다. GSH 활성은 ethanol

군(4.89±1.78 μmole/mg protein)에서 control군보다 유의

적(P<0.05)으로 감소하였으나 CGW군(CGWL 7.80±1.79 

μmole/mg protein, CGWM 7.42±1.29 μmole/mg pro-

tein, CGWH 7.02±1.37 μmole/mg protein)에서 유의적

(P<0.05)으로 회복되었다. MDA는 지질과산화의 최종 산물

이다. MDA의 수준은 control군(22.61±1.45 μmole/mg)에 

비해 ethanol군(41.26±4.83 μmole/mg)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P<0.05). 에탄올 투여 때문에 증가한 MDA의 

수준은 positive control군과 CGW군에서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P<0.05). 간세포 내 GSH는 ubiquitous intracel-

lular peptide로서 항산화 작용, 세포 증식 조절, ROS와 라

디칼에 의한 산화적 손상에 대한 세포 방어 작용 등의 다양

한 기능을 한다(24). 에탄올 투여에 따라 GSH의 수준은 유

의적(P<0.05)으로 감소하였으나 CGW를 투여함에 따라 감

소된 GSH가 유의적(P<0.05)으로 회복되었다. 또한, SOD

와 GPx의 수준도 ethanol군보다 유의적(P<0.05)으로 증가

하였다. 따라서 CGW의 처리는 에탄올 투여에 대해 항산화 

효소 활성의 감소를 방지하여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회복시

킴을 확인할 수 있었다.

굴 추출물의 간 조직 내 CYP2E1의 발현에 대한 효과

굴 추출물의 투여에 따른 간 조직 내 CYP2E1 단백질의 

발현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western blot을 이용하였다. 

CYP2E1은 에탄올이 아세트알데하이드로 산화시킴과 동시

에 많은 종류의 산화물들이 활성 간 독성 대사물로 전환되는 

것을 활성화한다(25). 또한, CYP2E1은 산화과정 동안 O2와 

H2O2를 생산한다(26). 각 군 간의 간 조직 내 CYP2E1의 

발현 정도는 Fig. 4에 나타내었다. 에탄올의 투여에 따라 

CYP2E1의 발현은 control군보다 유의적으로 2.5배 증가하

였다(P<0.05). 그러나 CGW군은 ethanol군보다 발현량이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Control Ethanol Positive CGWL CGWM CGWH

CYP2E1

β-actin

54 kDa

43 kDa

Fig. 4. Effects of extracts from the Crassostrea gigas on expre-
ssion of CYP2E1 in liver tissue. Data express the mean±SD.
Different letters (a-c) above the bars are statistically different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Groups are the same
as Fig. 1.

요   약

본 연구는 에탄올로 유도한 알코올성 지방간 동물모델에서 

굴 열수 추출물의 알코올성 간 손상 개선 효과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6주령의 SD rat(male)을 총 6개 군으로 

분리하였으며, 양성대조군으로 헛개나무 열매 추출물(500 

mg/kg b.w.)을 처리하였다. 6주 동안 하루 간격으로 CGW

를 50, 200, 800 mg/kg b.w. 농도로 경구 투여하였으며, 

control군을 제외한 나머지군은 40% ethanol 5 g/kg b.w.

를 6주간 투여하였다. 43일째 실험동물을 희생시켜 혈액 분

석 및 간 조직의 항산화 효과 분석을 통해 에탄올로 유도한 

동물모델에서 굴 열수 추출물의 알코올성 간 손상 회복 효과

를 확인한 결과, 에탄올에 의해 증가한 ALT와 γ-GT의 수준

이 CGW를 투여함으로써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며, 항산화 

효소 활성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에탄올에 의해 

손상된 간 조직의 손상 정도를 평가하기 위해 수행한 조직병

리학적 검사에서는 에탄올의 투여로 증가한 지방변성 비율 

및 간세포 수와 같은 인자들이 굴 열수 추출물의 투여로 유

의적으로 회복된 것을 확인하였다. 또한, 에탄올에 의해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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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한 CYP2E1의 발현이 굴 열수 추출물의 투여로 유의적으

로 감소하였다. 이러한 연구 결과들로 보았을 때 본 실험에

서 굴 추출물의 다당류 및 폴리페놀의 항산화 작용으로 알코

올로 유도된 간 손상을 억제할 수 있음을 예상할 수도 있지

만, 이후 추가적인 연구로 다른 활성성분의 규명과 관련 활

성 기작을 탐구하고자 한다. 본 연구진은 이와 같은 결과를 

바탕으로 굴 열수 추출물이 알코올성 지방간 동물모델에서 

항산화 방어시스템의 강화를 통해 간 손상을 회복시킴을 확

인할 수 있었고, 이러한 연구 성과들로 굴 추출물이 알코올

성 간 손상 개선에 있어 효과적인 대안으로서 더욱 더 많은 

분야에서 연구되기를 바라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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