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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Liver disease is an inflammatory reaction caused by oxidative stress, viral, alcohol, and drug properties. 

Inflammatory reaction causes hepatitis and chronic hepatitis is persistent, it progresses to liver fibrogenesis and liver 

canc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confirm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Tongyuhwalhyeol-tang(Tongqiaohuoxue 

Decoction) (TH) and Gamtongyuhawlhyeol-tang(GTH) in TAA-induced liver injury animal model. 

Methods : The antioxidant activities were evaluated through in vitro experiments, such as 1, 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and 2, 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ssays,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 measurement. To confirm the liver protective effect, induced by Thioacetamide (TAA) for 

3 days injection at 200 ㎎/㎏ rats. TH and GTH were treated 3 days at 200 ㎎/㎏/day. The changes of reactive oxygen 

species (ROS), peroxynitrite (ONOO-), alanine aminotransferanse (ALT)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in 

serum were analyzed after experiment. Also, expression of anti-inflammation, anti-oxidant related proteins were 

investigated by western blot analysis. 

Results : TH was inhibited the antioxidant activities. In the TAA-induced rat, TH decreased ROS, ONOO-, ALT, AST 

level in serum. Inflammation related protein expressions increased in TAA-induced rat compared to normal rat. 

However, TH group inhibited the down expression of these proteins. Also, anti-oxidant related protein expressions 

increased in TH group compared TAA-induced rat.

Conclusion : Therefor, these results suggested that TH provided hepatoprotective effects on the hepatic injury leading 

to the reduction of inflammatory response. In addition, the effect of TH was superior to that of GTH. 
1)

Key words : Liver injury, hepatitis, tongyuhwalhyeol-tang (Tongqiaohuoxue Decoction), thioacetamide, reactive oxygen 

species, anti oxidant

Ⅰ. 서   론 현대사회에서는 의료과학의 발전으로 평균수명은 증가하고 

있으나 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서구화된 식습관, 불규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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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사, 스트레스, 과도한 음주 등으로 인한 간질환1), 비만, 당뇨, 

고혈압, 암 등과 같은 성인병 및 난치병 등의 만성질환 발병

율이 증가하고 있다2). 그 중 간질환은 사망원인 중 전체 8위에 

해당되며3) 간질환 환자의 발병률 또한 증가되는 추세이다. 

간은 신체에서 대사, 저장 및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

관으로 해독과정에서 많은 양의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되며, 체내에 생성된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4). 간 질환은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러스성, 알콜성, 약물성 등의 원인으로 

염증반응이 생기며, 이 염증반응이 간염을 일으키고, 만성 간

염이 지속되어 악화하는 경우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진행되며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5). 

통규활혈탕 (通竅活血湯)은 거어, 통규명목6)의 효능으로 

大棗, 桃仁, 生薑, 麝香, 赤芍藥, 川芎, 蔥根, 紅花로 이루어져 

있으며 혈을 통하게 하여 어혈로 인한 증상을 치료하는 처방

으로 알려져 있고, 간손상, 심혈관질환, 항암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있다7). 어혈은 혈액이 순환하지 못하고 정체되어 질병 

등의 원인이 되는 증상을 말한다8). 다양한 혈관질환이나 혈관 

염증은 어혈이 원인으로 작용되어 진행된다고 보고 있으며, 

통규활혈탕은 심혈관 관련 질환 치료 연구가 다양하게 보고되어 

있지만9) 간질환 연구에 관해서는 명확한 기전 및 증상이 보고 된 

바가 없다. 도인 (桃仁)은 肝, 心, 大腸經으로 귀경하며 성은 

平하고, 미는 苦甘하다. 활혈거어 (活血祛瘀)하는 작용으로 

항염증, 어혈, 행혈, 혈조, 혈체 등의 약리효과가 알려져 있다10). 

적작약 (赤芍藥)은 肝經으로 귀경하는 약재이며 성은 微寒하고, 

미는 苦하다. 청열양혈 (淸熱涼血)하여 일체의 혈열과 혈어의 

증에 모두 응용하여 치료하며 항염증에 대한 유의한 실험또한 

입증된 물질로 알려져 있다11). 천궁 (川芎)은 肝, 膽, 心包經

으로 귀경하며 성은 溫하고, 미는 辛한 약재이다. 활혈행기 

(活血行氣)하여 진정, 진통, 보혈강장에 효능이 있으며 간암

발생에 억제효과가 있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다12). 홍화 (紅花)

는 心, 肝經으로 귀경하며 성은 溫하고, 미는 辛한 약재이다. 

활혈통경 (活血通經), 거어의 효능으로 관상동맥확장작용, 항

염증, 약물해독 작용에 대한 연구가 알려져 있다13). 대조 (大棗)

는 脾, 胃經으로 귀경하는 약재로 성은 溫하고, 미는 甘하다. 

보비화위 (補脾和胃)하는 작용이 알려져 있다. 생강 (生薑)은 肺, 

脾, 胃經으로 귀경하며 성은 微溫하고, 미는 辛하다. 해표산한 

(解表散寒), 해독 작용을 가진 약재이다. 총근 (葱根)은 肺, 胃經

으로 귀경하며 성은 溫하고, 미는 辛하며 풍한에 의한 두통, 

후창을 치료하는 약재로 알려져 있다. 

Tioacetamide (TAA)는 활성 산소종을 매개로 하여 간세

포에 독성을 일으키는 물질로 급성 간손상을 유발하며14), 간

에서 해독되어야 할 암모니아가 간에서 분해되지 못하여 혈중 

암모니아 농도가 상승하는 특징적인 임상소견을 보인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TAA로 유발된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통규활혈

탕의 간 보호효과가 간 귀경 약재의 효과 때문인지를 확인하

고자 통규활혈탕과 통규활혈탕의 구성 약재 중 간으로 귀경하는 

약재인 桃仁, 赤芍藥, 川芎, 紅花를 뺀 처방을 비교해 보았다. 

통규활혈탕의 항염증 및 항산화 효과, 간 보호 효과에 대한 

간기능검사, 혈액검사, 간손상과 관련된 유전자 발현 정도 및 

조직학적 분석을 통하여 유의성 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이를 

보고하고자 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동물

생후 6주령의 Sprague–Dawley (SD) 체중 200 g내외의 

흰쥐 (나라바이오텍, 서울)를 구매하여, 물과 고형사료 (조단

백질 22.1% 이상, 조섬유 5.0% 이하, 조지방 8.0% 이하, 조

회분 8.0% 이하, 인 0.4% 이상, 칼슘 0.6% 이상,  항생제 무

첨가, 삼양사)를 충분히 공급하며 1주간 실험실 환경에 적응

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물 사육실의 조건은 conventional 

system으로 온도 22 ± 2℃, 습도 50 ± 5%, 명암주기는 12

시간 주기로 조절하였다. 실험은 대구한의대학교 동물 실험 

윤리위원회의 승인 (DHU2017-076)을 얻어 시행하였으며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2. 시료 추출

본 실험에 사용한 大棗 (국산), 桃仁 (중국산), 生薑 (국산), 

赤芍藥 (중국산), 川芎 (국산), 蔥根 (국산), 紅花 (중국산) 는 

옹기한약국 (대구, 한국)에서 구입한 것을 생약 규격집에 맞

추어 약전규격에 적합한 것만을 정선하여 사용하였다.

通竅活血湯 추출물은 1첩 분량 87 g에 증류수 870 ㎖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추출하여 얻은 액을 감압 추출

장치로 농축한 후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시켜 

18.9 g의 파우더를 얻었으며 수율은 21.72% 였다. 이를 냉동 

(-80℃)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이를 TH라 하였다 

(Table 1).

減通竅活血湯 추출물은 간으로 귀경하는 약재인 桃仁, 赤

芍藥, 川芎, 紅花를 제외한 뒤 2첩 분량 132 g에 증류수 

1320 ㎖를 가하여 열탕 추출기에서 2시간 추출하여 얻은 액을 

감압 추출장치로 농축한 후 동결 건조기를 이용하여 완전 건조

시켜 24.1 g의 파우더를 얻었으며 수율은 18.26% 였다. 이를 

냉동 (-80℃) 보관하여 실험에 사용하였고 이를 GTH라 하였

다(Table 2).

Herbal name Phamacognostic name Amount (g)

大棗 Zizyphi Fructus 21.0

桃仁 Persicae Semen 9.0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9.0

赤芍藥 Paeoniae Radix Rubra 3.0

川芎 Cnidii Rhizoma 3.0

蔥根 Allii Fistulosi Bulbus 6.0

紅花 Carthami Flos 9.0

Total 87.0

Table 1. Composition of Tongyuhwalhyeol-tang.

Herbal name Phamacognostic name Amount (g)

大棗 Zizyphi Fructus 42.0

生薑 Zingiberis Rhizoma Recens 18.0

蔥根 Allii Fistulosi Bulbus 6.0

Total 66.0

Table 2. Composition of Gamtongyuhwalhyeol-tang.



Thioacetamide 유발 간손상모델에서 통규활혈탕의 간보호효과 39

3.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Thioacetamide (TAA),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gallic acid, naringin, diethylene 

glycol, 2,2'-azinobis(3 ethy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potassium persulfate,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dithiothreitol (DTT)는 Sigma Aldrich 

Co., Ltd.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는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에서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는 GE Healthcare (Arlington Height, 

IL,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β-actin, Histone,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GPx), heme oxygenase (HO-1), tumor 

necrosis factor alpha (TNF-α), interleukin-6 (IL-6), 

cyclooxygenase-2 (COX-2),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Phospho-IκBα, nuclear factor-kappa B p65 (NF- 

kBp65) 와 2차 항체인 Rabbit lgG antibody, Mouse lgG 

antibody는 GeneTex, Inc. (GeneTex, San Antonio, TX, USA)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단백질 정량을 위한 Bicinchoninic 

acid (BCA) protein assay kit는 Thermo Scientific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rotease inhibitor mixtur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 (EDTA), alanine 

aminotransferan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ssay kit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에서 구입하였다.

4. 항산화 활성 측정

1)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추출한 시료의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을 위해 Blosis에 

의한 DPPH free radical 소거법을 이용하였다15). 각 시료를 

농도별로 희석한 용액 100 ㎕와 0.2 mM DPPH 용액 100 ㎕를 

혼합하여 30분간 암소 상태에서 반응시킨 후 이 반응액을 UV 

spectrophotometer (UV1800, Shimadzu, Kyoto, Japan)를 

사용하여 54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산출하였다. DPPH 

free radical 소거능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와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를 1/2로 억제하는 IC50값으로 나타내었으며, 

L-ascorbic acid를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였다. 흡광도를 

50% 감소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양을 IC50 값으로 하여 나타

내었다.

2) ABTS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추출한 시료의 항산화 효능을 비교하기 위하여 ABTS free 

radical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7 mM ABTS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를 혼합하여 실온의 암소 상태에서 약 

15시간 이상 방치하여 ABTS를 형성시킨 후 415 ㎚에서 흡

광도 값이 0.70 (±0.02)이 되도록 100% ethanol로 희석하

였다. ABTS 용액 95 ㎕에 시료 5 ㎕를 첨가하고 15분 동안 

반응시킨 후 415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 추출

물의 free radical 소거능은 시료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군과 

시료 첨가군의 흡광도를 1/2로 억제하는 IC50값으로 나타내었

으며, 양성대조군은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3) 총 polyphenol 함량 측정

총 polyphenol 함량은 페놀성 물질이 phosphomolybic 

acid와 반응하여 청색을 나타내는 Folin-Denis법16)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각 시료 20 ㎕ (1 ㎎/㎖)와 증류수 1.58 ㎖, 

Folin-Ciocalteau’s phenol reagent 100 ㎕를 혼합하여 

실온에서 1분간 반응시킨다. 그 후 20%  sodium carbonate 

300 ㎕를 더하여 20℃에서 120분 동안 반응시킨 후 765 ㎚

에서 흡광도 (Multiscan spectrum, Thermo Scientific, 

MA, USA)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polyphenol 함량은 gallic 

acid를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4) 총 flavonoid 함량 측정

총 flavonoid의 함량 측정은 Davis법을 변형한 방법17)에 

따라 측정하였다. 추출한 시료 50 ㎕에 diethylene glycol 

445 ㎕를 잘 섞어준 후, 이 혼합물에 1N NaOH 5 ㎕를 가하여 

37℃에서 1시간 동안 방치한 후 42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

였다. 이때 총 flavonoid 함량은 naringin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5. 간 보호 효능 평가

1) TAA로 유발된 간섬유화 동물모델

실험군은 정상군 (Nor), 대조군 (Con), 通竅活血湯 추출물을 

200 ㎎/㎏/day로 투여한 군 (TH), 減通竅活血湯 추출물을 

200 ㎎/㎏/day로 투여한 군 (GTH)으로 각 군별로 7마리씩 

4군으로 나눈 뒤 1주일간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모든 

쥐는 일정한 시간에 1회/1일 체중을 측정하였으며, 정상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200 ㎎/㎏/day로 TAA를 복강투여하고, 

200 ㎎/㎏/day로 3일간 경구 투여 하였다. 실험종료당일 마취 

후 복대정맥에서 혈액을 채취하여 30분 이내에 4,000 rpm, 

4℃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분리하여 -80℃ 냉동

고에 보관하였고, 실험동물의 간 조직은 혈액 채취 후 즉시 

적출하여 -80℃에 보관하였다. 

2)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 측정

Reactive Oxygen Species (ROS) 측정은 Kooy의 방법을 

시행하였다18). 혈청과 25 mM 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DA) (Molecular Probes, Eugene, OR, USA) 

를 혼합한 후, 형광 광도계를 이용하여  0분부터 매 5분씩 35

분간 emission 파장 530 ㎚와 excitation 파장 485 ㎚를 이

용하여 30분간 측정하여 산출된 값을 계산하였다.

ONOO-는 각 샘플을 pH 7.4의 rhodamine buffer와 5 mM 

DHR123과 섞은 후 5분간 37℃에서 흔들어 준 후 5분씩 35

분간 emission wavelength 535 ㎚와 excitation wavelength 

480 ㎚를 이용하여 30분간 측정하여 산출된 값을 계산하였다.

3) 혈중 Ammonia 분석

Thioacetamide (TAA)는 간세포에 cytotoxic한 물질로, 

심한 간손상을 유발하게 되고, 간에서 해독해야할 암모니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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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승하기에 간에서 분해를 못하게 되고, 이는 혈중의 암모니아 

농도를 올라가게하는 요인이 된다. 혈중 암모니아 측정은 

ammonia assay kit (Abcam, Cambridge, UK)의 프로토콜에 

따라 측정하였다.  

4) 간 손상 지표 분석

심장에서 채혈한 혈액을 4,000 rpm, 10분 동안 원심 분리

하여 혈청을 얻었다. 랫트 혈청의 alanine aminotransferanse 

(ALT),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assay kit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 Osaka, Japan)의 프로토

콜에 따라 측정하였다.

5) 조직 Western blotting

세포질을 얻기 위해 100 mM Tris-HCl (pH 7.4), 5 mM 

Tris–HCl (pH 7.5), 2 mM MgCl2, 15 mM CaCl2, 1.5 M 

sucrose, 0.1 M DTT, protease inhibitor cocktail을 첨가한 

buffer A를 넣고 tissue grinder (BioSpec Product, Oklahoma, 

USA)로 분쇄한 후 10% NP-40 용액을 첨가하였다. 아이스 

위에서 20분간 정치시킨 후 12,0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 

하여 세포질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분리하였다. 핵을 얻기 

위해 10% NP-40가 더해진 buffer A에 두 번 헹구고 100 ㎕의 

buffer C (50 mM HEPES, 0.1 mM EDTA, 50 mM KCl, 

0.3 mM NaCl, 1 mM DTT, 0.1 mM PMSF, 10% glycerol)를 

첨가해 재부유 시킨 뒤 10분마다 vortex를 3번 하였다. 4℃

에서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한 후 핵을 포함하고 

있는 상층액을 얻어 –80℃에서 각각 냉동 보관하였다. 간 조직 

세포질의 β-actin, SOD, catalase, TNF-α, IL-6, COX-2, 

iNOS, Phospho-IκBα와 세포핵의 Histone, NF-kBp65 단

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하여 9 ㎍의 단백질을 8~15% SDS- 

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연동 후, acrylamide 

gel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준비된 

membrane에 각각의 1차 antibody를 처리하여 4℃에서 

overnight 시킨 다음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고, 각각 

처리된 1차 항체에 사용되는 2차 항체 (PBS-T로 1:3000로 

희석해서 사용)를 사용하여 상온에서 1시간 반응시킨 후, 

PBS-T로 6분마다 5회 세척하였다. 그리고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용액에 노출시킨 후, Sensi- 

Q2000 Chemidoc (Lugen Sci Co. Ltd, Seoul, Korea)에 

감광시켜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후, 해당 band를 ATTO 

Densitograph Software (ATTO Corporation, Tokyo, 

Japan)프로그램을 사용하여 정량하였다.

6) 조직학적 관찰

주요 장기들에 대한 조직병리학적 관찰을 수행하기 위해 

간 조직을 10%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24시간 동안 

고정시킨 다음 graded alcohol로 탈수시키고, 파라핀으로 포

매하여 block을 제작한 다음 microtome으로 4 ㎜ 두께의 조직 

절편을 제작하여 hematoxylin & eosin (H&E) 염색을 시행

한 뒤 xylene clearing을 거쳐 permount로 처리한 후 광학

현미경위에서 특이 병변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6. 통계분석 

모든 수치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SPSS (Version 

22.0, IBM, Armonk, NY, USA)을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를 실시한 후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로 사후검증을 실시하여 각 군의 평균 

차이에 대한 통계적 유의성을 p-value < 0.05에서 검증하였다.

Ⅲ. 결   과

1. DPPH, ABTS free radical 소거 활성 효과

DPPH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방법과 ABTS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방법을 이용하여 TH와 GTH의 자유 라

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으며, 대조군으로는 항산화 효과로 널

리 알려진 L-ascrobic acid를 사용하였다. DPPH 측정 결과, 

대조군인 L-ascrobic acid의 IC50 값은 1.48 ± 0.05 ㎍/㎖

로 나타났으며 TH의 IC50 값은 98.14 ± 0.07 ㎍/㎖로 나타

났고, GTH의 IC50 값은 245.28 ± 0.87 ㎍/㎖로 나타났다. 

ABTS 측정 결과, 대조군인 L-ascrobic acid의 IC50 값은 

3.44 ± 0.09 ㎍/㎖로 나타났으며 TH의 IC50 값은 117.63 

± 2.02 ㎍/㎖로 나타났고, GTH의 IC50 값은 291.83 ± 

1.75 ㎍/㎖로 나타났다 (Figure 1).

2. Total polyphenol 및 total flavonoid 함량

본 실험에서는 TH와 GTH 열수추출물에 존재하는 total 

polyphenol 함량은 gallic acid를 기준물질로, total flavonoid 

함량은 naringin을 기준물질로 하여 측정하였다. 그 결과 TH의 

total polyphenol 함량은 1.03 ± 0.00 ㎎/g이었으며, GTH는 

0.84 ± 0.00 ㎎/g을 나타내었다. TH의 total flavonoid 함

량은 13.70 ± 0.11 ㎎/g으로 나타났고, GTH는 0.46 ± 0.01 

㎎/g으로 나타났다.

Sample Total polyphenol (㎎/g) Total flavonoid (㎎/g)

TH 1.03 ± 0.00 13.70 ± 0.11

GTH 0.84 ± 0.00 0.46 ± 0.01

Table 3.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Tongyuhwalhyeol-tang.

3. 혈중 암모니아 및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 마커 

측정

분리한 혈청을 이용하여 혈중 Ammonia와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 마커를 측정 하였다. 혈중 Ammonia 농도 측정 결과, 

정상군 (3.82 ± 0.10 µmol/㎕)에 비하여 대조군 (6.14 ± 

0.77)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p < 0.001), TH 투여군 

(2.17 ± 0.48)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 < 0.001). 그러나 

GTH 투여군 (4.69 ± 1.27)은 대조군에 비하여 감소하는 경

향만 보였다 (Fig. 2A).

ROS의 측정 결과, 정상군 (14.9 ± 1.8 fluorescence/m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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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하여 대조군 (359.6 ± 89.9)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

였으며 (p < 0.001), TH 투여군 (60.1 ± 8.8)과 GTH 투여군 

(117.6 ± 26.3)은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내었다 (p < 0.01) 

(Fig. 2B).

ONOO- 측정 결과, 정상군 (30319 ± 73.28 fluorescence/

㎖)에 비하여 대조군 (35579 ± 1532.0)은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으며 (p < 0.001), TH 투여군 (30257 ± 156.1)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p < 0.001), GTH 투여군 (30952 ± 814.7)도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 < 0.01)(Fig. 2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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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ongyuhwalhyeol-tang.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ascrobic acid; (A),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ongyuhwalhyeol-tang; (B), 
DPPH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mtongyuhwalhyeol-tang; (C),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L-ascrobic acid; (D),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Tongyuhwalhyeol-tang; (E), ABTS free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amtongyuhwalhyeol-tang;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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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Ammonia concentration and oxidative stress biomarkers in serum. 
Ammonia concentration of serum in TAA-induced rat; (A), ROS level of serum in TAA-induced rat; (B), ONOO- level of serum in TAA-induced 
rat; (C). normal rat; Nor, TAA-induced rat; Con, TAA-induced with 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TH, TAA-induced
with Gam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GTH.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EM, n=7 rat per group. Significance:
###p < 0.001 vs. normal rat, **p < 0.01, ***p < 0.001 vs. TAA-induced rat. 

4. 혈청 내 ALT 및 AST 측정

혈액에서 분리한 혈청을 이용하여 간 손상 지표인 ALT 및 

AST를 측정 하였다. ALT 측정 결과, 정상군 (6.45 ± 0.17 

IU/L)에 비하여 대조군 (53.10 ± 8.04)은 유의성 있게 증가

하였고 (p < 0.001), TH 투여군 (11.51 ± 1.40)과 GTH 투

여군 (22.72 ± 5.86)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p < 0.001)(Fig. 3A). 

혈청 내 AST 측정 결과, 정상군 (66.8 ± 2.03 IU/L)에 

비하여 대조군 (251.9 ± 24.06)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p < 0.001), TH 투여군 (61.0 ± 5.04)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p < 0.001), GTH 투여군 (97.4 ± 

21.59) 또한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 < 0.001)(Fig. 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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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Aminotransferase (ALT) and Aspartate Amino-transferase (AST) in serum.
ALT level in TAA-induced rat; (A), AST level in TAA-induced rat; (B). normal rat; Nor, TAA-induced rat; Con, TAA-induced with 
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TH, TAA-induced with Gam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GTH.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EM, n=7 rat per group. Significance: ###p < 0.001 vs. normal rat, ***p < 0.001 vs. TAA-induced rat.

5. 간 조직의 염증인자 발현

간 조직에서 western blot을 실시하여 염증성 매개인자인 

p-IκBα와 NF-κBp65의 발현을 확인하였다. 그 결과 p-IκBα는 

정상군 (1.00 ± 0.07)에 비하여 대조군 (1.24 ± 0.15)은 유의

하게 증가하였다 (p<0.01). TH 투여군 (1.05 ± 0.18)은  대조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p < 0.05), GTH 투여군 

(1.07 ± 0.19)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4A).

NF-κBp65의 단백질 발현은 정상군 (1.00 ± 0.09)에 비하

여 대조군 (3.14 ± 0.61)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p <

0.001), TH 투여군 (1.49 ± 0.40), GTH 투여군 (2.03 ± 

0.77)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모습을 나타

냈다 (p < 0.01) (p < 0.001)(Fig. 4B). 또한 COX-2, iNOS, 

TNF-α, IL-6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COX-2의 경우 정상

군 (1.00 ± 0.10)에 비하여 대조군 (1.28 ± 0.06)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p < 0.01), TH 투여군 (0.94 ± 0.14)은 대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나타냈지만 (p < 0.01), 

GTH 투여군 (1.17 ± 0.30)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Fig. 

5A). iNOS는 정상군 (1.00 ± 0.12)에 비하여 대조군 (1.46 ± 

0.27)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p < 0.001), TH 투여군 (1.02 

± 0.13)과 GTH 투여군 (1.05 ± 0.11)은 유의성 있게 감소

하는 모습을 나타냈다 (p < 0.001)(Fig. 5B). TNF-α의 발현

량은 대조군 (1.52 ± 0.10)은 정상군 (1.00 ± 0.10)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p < 0.001), TH 투여군 (1.05 ± 

0.18)과 GTH 투여군 (1.09 ± 0.16)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게 감소하는 모습을 보였다 (p < 0.001)(Fig. 5C). 

IL-6의 단백질 발현은 정상군 (1.00 ± 0.12)에 비하여 대조군 

(1.34 ± 0.20)은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으며 (p < 0.001), 

TH 투여군 (0.96 ± 0.10)과 GTH 투여군 (0.95 ± 0.12)은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다 (p < 0.001)(Fig. 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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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in liver.
Inflammation-related proteins COX-2; (A), iNOS; (B), TNF-α; (C), IL-6; (D). normal rat; Nor, TAA-induced rat; Con, TAA-induced with 
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TH, TAA-induced with Gam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GTH.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EM, n=7 rat per group. Significance: ##p < 0.01, ###p < 0.001 vs. normal rat, **p < 0.01, ***p < 0.001 vs. 
TAA-induced rat.

6. 간 조직의 항산화 인자 발현

간 조직에서 항산화 관련 인자인 SOD와 Catalase의 발현

량을 확인한 결과, SOD는 정상군 (1.00 ± 0.18)에 비하여 

대조군 (0.64 ± 0.16)은 유의성 있게 감소하였고 (p < 0.01), 

TH 투여군 (1.36 ± 0.16)과 GTH 투여군 (1.13 ± 0.21)은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다 (p < 0.001)(Fig. 6A). 

Catalase의 발현량은 대조군 (0.61 ± 0.15)은 정상군 (1.00 

± 0.13)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지만 (p < 0.001), TH 

투여군 (0.71 ± 0.12)과 GTH 투여군 (0.62 ± 0.11)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유의하진 않지만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냈다

(Fig. 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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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Tongyuhwalhyeol-tang on anti-oxidant proteins in TAA-induced rat.
Anti-oxidant proteins SOD; (A), Catalase; (B). normal rat; Nor, TAA-induced rat; Con, TAA-induced with 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TH, TAA-induced with Gam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GTH. All data are expressed means ± SEM,
n=7 rat per group. Significance: ##p < 0.01, ###p < 0.001 vs. normal rat, ***p < 0.001 vs. TAA-induced r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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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간 조직학적 분석

부검 후, 적출한 간 조직을 H&E염색을 한 다음,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하여 관찰한 결과, 정상군 (A)에 비하여 대조군 (B) 

에서는 TAA에 의한 간 손상 병변 정도와 염증세포 침윤 정도가 

늘어남을 관찰할 수 있었으며 TH 투여군 (C)에서는 대조군에 

비하여 염증세포 침윤 정도가 크게 감소한 모습을 관찰할 수 

있었다. GTH 투여군 (D)에서는 TH 투여군에 비하여 간손상 

완화 정도가 뚜렷하지 않았다 (Fig. 7).

(A) (B)

(C) (D)

Fig. 6. Effect of Tongyuhwalhyeol-tang on histopathological analysis.
Liver tissues were stained with H&E (Original magnification × 200). normal rat; (A), TAA-induced rat; (B), TAA-induced with Tongyuhwalhyeol-
tang 200 ㎎/㎏ body weight rat; (C), TAA-induced with Gamtongyuhwalhyeol-tang 200 ㎎/㎏ body weight rat; (D).

Ⅳ. 고   찰 

간질환은 간염,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만성 간질환과 간암에 의한 사망률은 전체 질병으로 

인한 사망원인 중 높은 순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보고되어 지고 

있다19). 간은 신체 내 저장 및 해독기능을 담당하는 핵심기관

으로 해독과정에서 많은 양의 ROS가 생성되며,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간질환 뿐만 아니라 각종 질병의 원인으로 

나타나게 된다20).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간 손상으로 염증

반응이 생기며, 이 염증반응이 간염을 일으키고, 만성 간염이 

지속되어 악화하는 경우 간섬유화, 간경변증, 간암 등으로 진

행되기 때문에 산화적 스트레스 감소 효과를 보이는 항산화 

물질은 유효한 간질환 치료물질로 사용할 수 있어 항산화 및 

항염증 관련 연구의 필요성이 중요시 되고 있다. 통규활혈탕은 

도인, 적작약, 천궁, 홍화, 생강, 대조, 총근으로 이루어진 처방

이다. 이 약재 중 간으로 귀경하는 약재는 도인, 적작약, 천궁, 

홍화이며 도인은 혈전폐색성맥관염, 항염증, 어혈, 행혈, 화농

성염증에 대한 약리효과, 간보호 및 항섬유화 효과에 대한 연

구가 알려져 있고21), 홍화는 활혈, 거어, 통경의 효능으로 임

상에서 파어활혈, 통경제로 널리 활용되고 있다22). 적작약은 

심장혈관, 항염증, 간보호 효과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어 있으

며23), 천궁은 진정, 진통, 간손상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 있다24). 

이에 본 연구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간 손상 동물모델에서 

통규활혈탕과 간으로 귀경하는 약재를 제외한 감통규활혈탕의 

비교를 통해 귀경의 과학화를 통한 간 보호 효과를 규명하기 

위해 in vitro 실험으로 TH와 GTH의 항산화능을 측정하였으며, 

TH와 간으로 귀경하는 약재를 제외한 GTH를 경구투여 한 후 

산화적 스트레스 개선 효과, 혈액 내 간 기능 지표물질의 변화, 

염증 및 항산화 관련 인자 및 조직학적 변화를 관찰하였다. 

TH와 간 귀경 약재를 제외한 GTH의 항산화 활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DPPH와 ABTS 자유 라디칼 소거능 및 total polyphenol. 

total flavonoid 함량을 측정하였다. total polyphenol과 total 

flavonoid는 함량이 증가할수록 항염증, 항암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활성도 증가되어 DPPH, ABTS 자유 라디칼 소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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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5). DPPH와, ABTS 자유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TH는 GTH에 비하여 2배 이상의 

항산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total polyphenol

과 total flavonoid 함량 측정 결과 또한 TH가 GTH에 비해 

2배 이상의 함량을 가진 것으로 나타나 TH의 간 귀경 약재는 

높은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사료되어 진다.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6주령의 수컷 쥐에 200 

㎎/㎏/day로 3일간 TAA를 복강투여 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간 염증을 유도하였고, TH와 GTH를 200 ㎎/㎏/day로 

3일간 경구투여 한 뒤 부검하여 얻은 혈청 및 간조직을 분석

하여 항산화 효과 및 항염증 효과를 평가하였다. TAA는 급성 

간질환을 일으키는 독성 물질로 유발된 간 염증으로 인해 간

에서 해독되어야 할 암모니아가 증가하여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올라가게 하는 요인이 된다. 혈중 암모니아 수치를 확인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은 높은 암모니아 수치를 보였으며, TH 

투여군은 대조군과 비교하였을 때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지만, 

GTH 투여군은 감소하는 경향만을 보였다. 과생성된 ROS에 

의해 발생한 산화적 스트레스26) 개선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ROS와 ONOO-를 측정한 결과 ROS와 ONOO-에서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은 유의한 스트레스를 보였으며, TH 투여군은 대

조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는 감소를 보였다.

혈액 내 간 손상의 지표로 알려져 있는 ALT의 상승은 간세

포의 괴사를 의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7). 혈중 ALT와 

AST 측정한 결과,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각각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고 TH 투여군은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으로 나타나 

TH는 간경변에 유효한 것으로 기대된다.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염증반응으로 유발된 TAA 간손상 

동물모델에서의 염증관련 단백질을 분석하기 위하여 염증 반

응의 전사인자인 p-IkBa와 NF-kBp65의 단백질 발현과 염

증성 매개인자인 TNF-α, IL-6, COX-2, iNOS의 발혈량을 

확인하였다. NF-κB는 IκBα와 결합되어 있다가 ROS 등의 자

극에 의해 활성화 되면 IκBα의 인산화에 의해 분리되어 핵 내로 

이동하게 되고 염증성 매개인자의 발현을 활성화 시킨다28-29). 

간 조직의 western blot을 통하여 측정한 결과 p-IκBα와 

NF-κBp65 단백질 발현은 TH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

였고, 염증성 매개인자인 TNF-α, IL-6, COX-2, iNOS의 

발현량 또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 in vitro 실험결과 현저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 TH의 항산화 효과를 확인하기 위해 항

산화 관련 단백질인 SOD와 Catalase의 발현량을 확인한 결과 

대조군의 단백질 발현량은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고, SOD의 발현량은 TH 투여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통규활혈탕은 항산화 효과가 뛰어나지만 

간으로 귀경하는 한약재를 제외한 감통규활혈탕의 항산화 효

과는 떨어지는 것으로 사료되며, 통규활혈탕의 항산화 효과는 

간으로 귀경하는 한약재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어 진다.

Ⅴ. 결   론

본 연구에서는 통규활혈탕과 간으로 귀경하는 한약재 (桃仁, 

赤芍藥, 川芎, 紅花)를 제외한 감통규활혈탕을 경구투여 하였고, 

간손상 동물모델에서 귀경의 과학화를 통한 간 보호 효과를 

확인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통규활혈탕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의 IC50 

값은 각각 98.14 ± 0.07 ㎍/㎖과 117.63 ± 2.02 ㎍/㎖

으로 나타났으며, 감통규활혈탕의 DPPH 및 ABTS radical 

소거능의 IC50 값은 각각 245.28 ± 0.87 ㎍/㎖과 

291.83 ± 1.75 ㎍/㎖로 나타났다.

2. 통규활혈탕은 total polyphenol과 total flavonoid를 

각각 1.03 ㎎/g과 13.70 ㎎/g 함유하고, 감통규활혈탕은 

total polyphenol과 total flavonoid를 각각 0.84 ㎎/g

과 0.46 ㎎/g 함유한다.

3. 통규활혈탕의 경구 투여는 혈액에서 ROS, ONOO- 수

치를 유의하게 감소시키고 ALT와 AST의 수치 또한 유

의하게 감소시켰다.

4. 통규활혈탕의 경구 투여는 간 조직 내 p-IκBα와 NF-

κBp65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고, TNF-α, IL-6, 

COX-2, iNOS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5. 통규활혈탕의 경구 투여는 간 조직내 SOD는 유의성 있는 

증가를 보였지만 Catalase는 증가하는 경향만 보였다.

6. 통규활혈탕의 경구 투여는 간 조직에서 염증세포의 침윤 

정도를 감소시켰다.

따라서 통규활혈탕의 경구 투여는 간 귀경 약재에 의한 것

으로 판단되며, 간 보호 효과가 뛰어난 소재로 활용 가능성이 

높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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