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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aim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preventive effect of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PE) on 

methionin and choline deficient (MCD)-diet-induced Nonalcoholic fatty liver disease (NAFLD) in C57BL/6J mice.

Methods : In the in vivo experiments, C57BL/6J mice were divided into 4 groups; Normal group, Control group, 

MCD+PE 100 group, and MCD+PE 300 group. After 4 weeks, body weight, liver weight, biochemical parameters for 

liver function test, histological changes, 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 and Western 

blot were assessed.

Results : Mice lost body weight with the MCD-diet and the MCD+PE 100 group and MCD+PE 300 groups lost less 

than the control group, though showed no statistical significance. Liver weights were decreased by the MCD diet, 

but MCD+PE 300 groups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In the liver function test, all the values were decreased with 

the MCD-diet, MCD+PE 100 group and MCD+PE 300 groups were increased significance. In histological findings 

of the livers, MCD-diet induced severe fatty accumulation in the livers, but this fatty change was reduced in the 

MCD+PE 100 group and MCD+PE 300 groups was inhibited respectively. In lipid accumulation factors (such as 

SREBP-1c, C/EBPα, PPAR-γ), MCD+PE 100 group and MCD+PE 300 groups showed inhibitory effect on liver lipogenesis 

by reducing associated gene expressions caused by MCD diet.

Conclusions : We were able to know that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PE) shown hepatoprotective effects via a 

decrease on the hepatic lipogenesis factors in the experimental NAFLD Models.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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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   론

비알콜성 지방간 (NAFLD)은 알코올 섭취력은 거의 없지만 

알코올성 지방간과 유사하게 소엽성 간염의 조직 소견을 특징

으로 하며, 중성지질(triglyceride) 함량이 전체 간 무게의 5%을 

초과할 경우로 정의된다1). NAFLD은 서구인의 경우 20 - 30% 

의 유병률을 보이며, 비만이나 인슐린 비의존형 당뇨병의 경우 

25 - 75%에서 발병된다2-5). 특히, 인슐린 저항성을 가진 환

자의 간에서는 인지되지 않는 손상이 빈번이 일어나는데 이러한 

만성적인 간 손상으로 인슐린 저항성이 점차 악화되는 과정에서 

병이 진행되다가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혈관질환과 같은 

대사증후군이 명확해질 시점이 되면 지방간염 (steatohepatitis)

과 간경화 (cirrhosis)로 진행된다. 이때, 지방 성분은 간세포 내 

중성지질 방울 (droplets)의 형태로 저장되며 그 결과 간세포의 

세포핵은 세포 주변으로 밀려나 거품 모양의 세포 형태를 이

루게 된다6).

현재 NAFLD의 동물모델에는 methionine and choline 

deficient (MCD) diet, choline-deficient diet (CD), high-fat 

diet (HFD) 등이 있다. 이 중 MCD-diet 모델은 짧은 기간에 

가장 심각한 NAFLD의 표현형을 나타내는데, 이 모델은 40년 

이상 사용된 모델이며, 2 - 4주면 설치류에 간 지방증 (주로 

거대 수포성)을 유도한다7-8).  MCD-diet 모델은 설치류 동

물에서 간 섬유화, 간경변증을 동반하는 지방간염을 유발하고 

이는 인체의 지방간염의 병태 모델과 유사하다고 인정되고 있

다9). NAFLD에 관한 이해가 넓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까지 식사요법, 운동요법 등을 통한 체중 감량 등의 기본적인 

치료법과 인슐린 감수성의 개선, 혈당조절과 같은 방법들과 

함께 항산화제의 복용 등을 권장하는 등 아직 효과적인 치료

방법은 미비한 실정이다. 따라서 앞으로 비알콜성 지방간에 

대한 여러 기전 연구와 지방간의 발생을 억제하는데 필요한 

세포 신호전달 체계를 규명하고 천연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독창적 작용점에 근거한 비알콜성 지방간 치료제의 개발에 힘써

야 할 것이라 생각된다. 갈화 (Flower of Pueraria thunbergiana 

Bentham)는 콩과 (Leguminosae)에 속한 다년생 덩굴 식물로 

칡(Pueraria lobata Ohwi)의 꽃을 말한다. 갈화는 약용부위가 

꽃으로 한방에서는 술의 독을 없애주는 소주독제 (消酒毒濟) 

약재로 명의별록 (名医別錄)에 수록된 후로, 과음으로 인한 두

통, 발열 및 가슴 속이 답답하고 편안치 않아서 팔다리를 가

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 갈증, 식욕부진, 복부팽만, 구토증 등을 

치료하기 위해서 葛花解醒湯, 葛花淸熱丸으로 조제되어 사용

되고 있다10-12). 갈화의 구성 성분은 isoflavonide, flavonoide, 

paraffin, saponins, ρ-coumaric acid 등이 분리 동정 되었

으며, isoflavonide류에는 tectoridin, genistein, daidzein, 

tectorigenin, puerarin 등이 속하며, flavonoids에는 

quercetin, saponins에는 kaikasaponin Ⅰ, kaikasaponin Ⅲ 

등이 분리되어 알려져 있다13-16). 최근 갈화에 대한 당뇨 조절 

기능, 간 보호 작용, 항산화 효과, 항암 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17-18), 관련 질환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

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갈화 에탄올 추출물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PE)의 비알콜성 지방간 개선 효과를 알아

보기 위해, MCD-diet 모델을 이용한 in vivo 실험에 PE을 

투여하여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의 병리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주는지 알아보고, 지방생성에 미치는 작용기전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재료 및 시약

본 실험에 사용된 약재인 葛花는 백제허브(대전, 한국)에서 

구입하여 권동렬 교수가 감정하여 사용하였다.

3-(4,5-dimethylthiazol-2-yl)-5-(3-carboxymethox

yphenyl)-2-(4-sulfophenyl)-2H-tetrazolium (MTS)는 

Promega (Madison, WI,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Fetal bovine 

serum (FBS) 및 항생제는 Gibco/BRL (Gaithersburg, 

USA)로부터 구입하였다. 조직배양 플레이트와 직경 100㎜ 

페트리접시는 넌크사 (Nunc, Inc, USA)로부터 구입하여 사용

하였다. Anti-β-actin, peroxisome proliferator activated 

receptor (PPAR)-α, PPAR-γ,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C/EBP)α, sterol regulatory element binding 

protein (SREBP), fatty acid synthase (FAS) antibodies

는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로

부터 구입하였다.

2. 시료준비 및 투여

1) 약제의 추출

갈화 ethanol 추출물은 갈화 1㎏을 70% ethanol을 100 g/L 

의 비율로 하여, 2시간 환류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0.45 ㎛ 

필터로 거른 후, 감압농축 및 동결건조하여 50.62 g (수득율 : 

5.62%)를 얻었고, 4℃에서 보관하였다. 추출된 추출물은 실험

하기 위하여 인산완충식염수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에 용해하였다. 

2) NAFLD 유도 및 시료투여

동물은 20g 내외의 생후 7주령 C57BL/6J 수컷 생쥐를 ㈜

중앙실험동물 (Soe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

였다. NAFLD를 유도하기 위해 Methionine Choline Deficient 

(MCD)-diet 사료를 ㈜중앙실험동물 (Soeul, Korea)로부터 

구입하여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1주 동안 적응시킨 후 본 실

험을 시작하였다. 실험 기간 중 명암주기는 12시간 간격, 온도 

25 ± 2℃, 습도 55%로 실험실 환경을 유지하였다. MCD- 

diet의 조성은 Table 1.에 표시하였다. 실험을 위해 동물을 

그룹당 7마리씩으로 하여 정상군 (Normal diet without any 

treatment), 대조군 (MCD-diet without any treatment), 

저농도 약물 투여군 (MCD-diet + PE 100 ㎎/㎏/day), 고농

도 약물 투여군 (MCD-diet + PE 300 ㎎/㎏/day)으로 나누어 

실험하였다. 4주간 경구투여를 통해 약물을 주입하였고, 체중 

및 식이 섭취량은 3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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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gredient ㎎/㎏

Cornstarch 100

Dextrin 100

Sucrose 408.58

Celluose(401855) 50

Corn Oil 50

SaltMix #20000 3.5

Sodium Bicarbonat 4.3

VitaminMix #300050 10

Primex 100

FerricCitrate, U.S.P. 0.12

Total 1000.00

Table 1. Constituents of MCD-diet

3. In vivo 분석

1) Triglyceride (TG), Total cholesterol (TC), High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HDL-C), Low density 

lipoprotein-cholesterol (LDL-C) 함량의 측정

TG는 McGowan 등의 방법19)에 준하여 조제된 kit (AM 

157S-K, As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TC는 Richmond 

등의 효소법20)에 의하여 조제된 kit (AM 202-K, As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HDL-C는 Nakayama 등의 효소법21)에 

의하여 조제된 kit (AM 203-K, Asan)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수치는 표준 검량선에 준해 그 함량을 ㎎/㎗로 표시하였다. 

LDL-C 함량은 Fridewald 등의 방법22)에 따라 다음의 식에 

의하여 산출하였다.

LDL-C = [총콜레스테롤양 - (HDL-C + Triglyceride양/5)]

2) Hematoxylin and Eosin stain 

4주간 MCD-diet 및 약재 투여 후 mouse를 에테르 마취 후 

채혈 및 방혈 치사시킨 다음 간 조직을 적출하여 10% 포르말

린으로 고정 후 12시간 이상 흐르는 물에서 formaldghyde를 

세척한 후 60% ethanol에서 1시간, 70% ethanol에서 1시간, 

80% ethanol에서 1시간, 90% ethanol에서 1시간, 100% 

ethanol에서 1시간씩 수세시켰다. 그리고 xylene에 1시간씩 

3회의 투명과정과 파라핀에 1시간씩 2회의 침투과정을 실시

하였으며, 굳은 파라핀 블럭을 약 4 ㎛ 두께로 잘라 절편을 

얻었다. 절편은 hematoxylin and eosin (H & E) 염색을 시

행하여 광학현미경으로 분석하였다. 사진은 Axio Observer. 

Z1 microscope (Carl Zeiss)를 이용해 얻었다.

3) RNA분리 및 RT-PCR

Easy-BLUETM total-RNA extra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KOREA)를 사용하여 RNA를 분리하였다. 

즉, 동물을 희생한 후 간 조직을 적당량 취하여 easy-BLUE 

solution에 넣은 후 homogenize 하였다. 여기에 chloroform 

200 ㎕를 넣고 다시 교반하여 13,000 rpm, 4℃에서 10분간 

원심분리한 다음, 상등액 400 ㎕에 isopropanol을 가하여 다시 

원심분리하여 RNA 펠렛을 얻었다. 여기서 얻어진 RNA에 

MuLV 역전사효소(reverse transcriptase), 1 mM dNTP 

0.5 ㎍을 넣어 cDNA를 만들었다. 여기에 각각의 primer를 

넣고 유전자 증폭기 (thermal cycler)를 이용하여 증폭시켰다. 

SREBP1, PPARα, C/EBP α, β-actin Primer sequences는 

Table 2.에 나타내었다. 증폭이 끝난 products는 2% agarose 

gel에 전기 영동시켜 UV 검출기로 확인하였다.

cDNA Primer sequence

mSREBP-1c   forward 5'-GGCACTAAGTGCCCTCAACCT-3'

reverse 5'-GCCACATAGATCTCTGCCAGTGT-3'

mC/EBP α forward 5'-CGCAAGAGCCGAGATAAAGC-3'

reverse 5'-AGAGGTCCACAGAGCTGATTCC-3'

mPPARγ forward 5'-CGCTGATGCACTGCCTATGA-3'

reverse 5'-AGAGGTCCACAGAGCTGATTCC-3'

mβ-actin forward 5'-TGTCCACCTTCCAGCAGATGT-3'

reverse 5'-AGCTCAGTAACAGTCCGCCTAGA-3'

Table 2. Sequences of oligonucleotide primers designed for PCR

4) Western blot analysis

Western blot 분석을 위한 시료는 C57BL/6J 쥐의 간에서 

간조직을 lysis buffer (20 mM Tris, 1 mM Na3VO4, 1 

mM phenymethylsufonyl fluoride, 50 mM 6NaF)를 처리

하여 단백질을 추출한 다음 정량하였다. 이중 동량의 단백질을 

SDS PAGE gel에서 전기영동 하여 단백질은 크기 별로 분리

한 후 polyvinylidene membrane (Millipore, Bedford, 

MA, USA)에 1시간 동안 전이시켰다. 5% skim milk에 1시간 

동안 Blocking 하였고, 1차 항체는 4℃에서 밤새 반응시켰다. 

수차례의 세척 과정을 거친 뒤 2차 항체를 상온에서 1시간 반응

시킨 다음 ECL prime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 

(GE Healthcare, USA)와 ImageQuant LAS 4000 Mini 

Biomolecular Imager (GE Healthcare, USA)를 사용하여 

단백질 발현을 확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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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통계분석

모든 실험값은 평균±표준오차 (mean±SD)로 표시했으며, 통계분석은 ANOVA와 Student’s t-test로 처리하여 유의성 한계는 

p < 0.05로 정하였다.

Ⅲ. 결   과

1. 체중변화에서 PE의 영향

Mouse 체중은 실험을 시작한 날로부터 실험종료 시까지 3일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정상군에서는 체중증가가 꾸준

히 있었으나, 대조군에서는 체중감소가 뚜렷이 나타났다. 약물 투여군에서는 대조군과 비교하여 체중이 적게 감소 되었으며, 유

의적인 차이는 없었다(Figure 1).

Figure 1. Body weight change of MCD-diet induced mice with/without treatment. 
(A) Photographs of mice are shown (Normal vs. MCD: C57BL/6J mice on left was treated with normal diet for 4 weeks. C57BL/6J mice 
on right was treated with MCD diet for 4 weeks.)
(B) Effect of Normal, MCD, MCD+PE 100 and MCD+PE 300 supplemented diets on body weight. Data represent means ± S.D. for 10 mice
in each group. Normal: normal-diet-fed mice; MCD: MCD-diet-fed mice; PE 1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100 ㎎/㎏/day; PE 
3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300 ㎎/㎏/day.

2. 간 중량 변화에서 PE의 영향

간 중량에 의한 PE의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mice의 간조직의 중량을 측정하고, 체중에 따른 상대적인 간 중량을 측정해 보았다. 

그 결과 간 중량이 정상군에 비해 대조군 약물 투여군이 모두 감소하였으나, 이것을 다시 각 동물 체중 평균으로 나누어서 비교해 

보았을 때는 간의 중량이 체중 대비 고농도 약물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된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 

Figure 2. Liver weight changes of each experimental groups.
(A) Decreased liver weight in all three MCD-diet treated groups were observed.
(B) Relative liver weight (g/㎏ BW). Data represent means ± S.D. for 10 mice in each group. *P < 0.05 vs. MCD. Normal: normal-diet-fed 
mice; MCD: MCD-diet-fed mice; PE 1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100 ㎎/㎏/day; PE 3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300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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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간기능 검사에서 PE의 영향

PE 간기능 개선에 효과를 나타내는지 알아보기 위해 mice의 serum에서 간 기능과 관련된 인자들 즉, triglyceride와 total 

cholesterol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 (112.6 ± 3.2 ㎎/㎗)에 비해 대조군 (141.3 ± 5.7 ㎎/㎗)에서 triglyceride 함량이 

증가하였으며, 저농도 약물 투여군 (122.7 ± 5.3 ㎎/㎗), 고동도 약물 투여군 (118.2 ± 0.7 ㎎/㎗)에서는 농도 의존적인 감소 

효과를 보였다. Total cholesterol, HDL-cholesterol, LDL-cholesterol 수치도 대조군에 비교해 약물 투여군들에서 농도 의존

적인 개선 양상을 보였다. 

Group1) ND MCD MCD+PE 100 MCD+PE 300

Triglyceride(㎎/㎗) 112.6±3.2 141.3±5.7♯ 122.7±5.3* 118.2±1.7*

Total Cholesterol (㎎/㎗) 105.1±7.8 82.4±5.1♯ 89.1±8.1 105.8±6.4*

HDL-Cholesterol (㎎/㎗) 54.0±6.1 12.2±6.9♯ 28.4±7.2* 47.9±2.5*

LDL-Cholesterol (㎎/㎗) 28.5±1.7 41.9±0.2♯ 36.2±1.1 34.2±3.9*

1)ND, normal diet group; MCD, methionine choline-deficient diet group; MCD+PE100, methionine choline-deficient diet+PE (100 ㎎/㎏/day) 
group; MCD+PE 300, methionine choline-deficient diet+PE (300 ㎎/㎏/day) group. ♯p < 0.05 vs. ND, *p < 0.05 vs. MCD

Table 3. Effects of PE on MCD-diet induced liver function in C57BL/6J mice by biochemistry

4. 병리조직학적 검사에서 PE의 영향.

간의 병리조직학적 분석 전에 간의 상태를 육안으로 관찰한 결과, Figure 3.에서처럼 정상군에 비교해 대조군 (MCD-diet)에

서는 간의 색이 노랗게 변해 간에 지방축적이 진행됨을 알 수 있었으며, 약물 투여군에서는 간의 상태가 회복되는 양상을 볼 수 

있었다. 병리조직학적인 분석은 H&E stain을 통해 이루어졌다. 정상군에서는 간소엽의 입체구조가 잘 유지되었고, 문맥 주위 및 

중심 정맥 주위의 섬유화 및 간세포 괴사나 염증반응은 관찰되지 않았으나, 대조군에서는 간소엽의 입체구조가 소실되면서 많은 

지방축적이 관찰되었다. 반면, 저농도 약물 투여군에서는 작은 입자의 지방 입자만 관찰되었고, 고농도 약물 투여군에서는 지방 

입자가 거의 관찰되지 않아 PE에 의해 지방간이 개선됨을 확인하였다 (Figure 3).

Figure 3. The effect of PE on the liver histology in MCD-diet-induced mice.
(A) Photographs of mice liver are shown. 
(B) Haematoxylin and eosin-stained liver sections from mice fed (X100) : (a) Normal, (b) MCD, (c) MCD+PE 100 ㎎/㎏/day, (d) MCD+PE 
300 ㎎/㎏/day.

5. 간의 지방생성과 관련된 인자들의 gene 발현에 대한 PE의 영향 

MCD-diet에 의해 유도된 지방간 모델에서 PE가 간의 지방생성에 관여하는 gene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ouse 

간 조직에서 SREBP-1c, C/EBPα, PPARγ gene 발현을 RT-PCR분석법을 이용해 확인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의 간 조직에서 

SREBP-1c, C/EBPα, PPARγ의 mRNA 발현이 증가하였으나, 약물 투여군에서는 감소하였다. 이것은 앞에서 관찰된 간조직의 

무게 및 간의 지질함량이 지방생성 유전자의 발현과 크게 연관되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ur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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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Effects of PE on lipogenesis related gene expression in
liver tissue of experimental mice. SREBP-1c, C/EBPα, PPARγ, 
β-actin gene expression in liver tissue were examined by 
RT-PCR analysis. Normal: normal-diet-fed mice; MCD: MCD- 
diet-fed mice; PE 1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100 ㎎/
㎏/day; PE 3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300 ㎎/㎏/day.

6. 간의 지방생성과 관련된 인자들의 Protein 발

현에 대한 PE의 영향  

MCD-diet에 의해 유도된 지방간 모델에서 PE가 간의 지

방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mouse 간 조직에서 

SREBP-1c, C/EBPα, PPARγ의 단백질 발현 정도를 살펴보

았다. 그 결과, 대조군의 간 조직에서 SREBP-1c, C/EBPα, 

PPARγ의 단백질 발현이 증가한 반면 약물 투여군에서는 감소

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5).

Figure 5. Effects of PE on lipogenesis related protein expression 
in liver tissue of experimental mice. SREBP-1c, C/EBPα, PPARγ,
β-actin protein expression in liver tissue were examined by 
Western blot analysis. Normal: normal-diet-fed mice; MCD: MCD-
diet-fed mice; PE 1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100 ㎎/㎏
/day; PE 300: Puerariae Flos ethanol extract 300 ㎎/㎏/day.

Ⅳ. 고   찰 

NAFLD는 지방간염 (steatohepatitis), 섬유화 (fibrosis) 및 

간경변증 (cirrhosis)을 포함하는 간질환으로, 알코올 섭취력은 

거의 없지만 알코올성 지방간과 유사한 증상을 보이는 질환이

다21-22). NAFLD의 발병 시작은 중성지방 합성의 증가로 인해 

세포 내 중성지방이 증가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고인슐린

혈증으로 인한 간의 지방산합성은 지방산 생합성 경로에 중요한 

효소인, ACC와 FAS 유전자의 전사 활성이 증가하여 일어나며, 

이 과정에 SREBPs가 인슐린의 역할을 매개하는 중요한 전사

인자로 알려져 있다23-25). SREBPs는 지방산과 콜레스테롤의 

생합성 경로에 관련되는 효소를 활성화하여 간에서 지방산과 

콜레스테롤 합성을 조절하는 중요한 전사활성인자이다. 

SREBPS에서 SREBP-1c는 주로 지방산 및 중성지방의 

합성에 관여하는데, 간조직에서는 SREBP-1c의 발현이 우세

하며 간세포에서의 중성지방 합성과 관련된 FAS, ACC, 

stearoyl-CaP desaturase, ATP citrate lyase, malic 

enzyme과 같은 유전자의 발현을 조절한다26-28). 인슐린 저항

성으로 인한 고인슐린혈증은 간의 SREBP-1c의 발현을 증가

시킴으로써 지방산의 생합성을 증가시키고 결과적으로 간조

직에 중성지방의 축적을 유발한다29-30).

갈화는 한방에서는 주로 과음으로 인한 두통, 발열 및 가슴 

속이 답답하고 편안치 않아서 팔다리를 가만히 두지 못하는 

증상, 갈증, 식욕부진, 복부팽만, 구토증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

되었다. 최근에는 갈화가 당뇨 조절 기능, 간보호 작용, 항산화 

효과, 암세포사멸 효능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면서, 관련 

질환의 치료에 적용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31-32). 따라서 본 연구는 갈화 추출물을 이용하여 비알콜성 지

방간 개선 효과를 알아보고자 하였다. 그리하여 이번 연구에

서는 MCD-diet 모델을 비알콜성 지방간 동물모델로 삼고 갈화 

에탄올 추출물 (PE)을 투여하여 비알콜성 지방간 질환의 병리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관찰하였다. 

C57BL/6J mice를 정상군, 대조군, 저농도 약물투여군, 

고농도 약물 투여군으로 나누어 4주간 실험하여 간기능, 지방간 

정도, 간의 지방생성과 관련된 인자들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

보았다. MCD-diet로 유발되는 병태모델에서는 Fat로 유발

시킨 병태모델과 다르게 체중감소가 나타는데, 정상군보다 

MCD-diet 군에서 현저한 체중감소를 보였다. 약물 투여군에

서는 대조군보다는 체중이 덜 감소하였으나 유의성은 없었다 

(Figure 1). 간 중량에서는 대조군과 약물 투여군에서 유의성 

있게 증가하였고, 이것을 다시 각 동물 체중 평균으로 나누어

서 비교해 보았을 때 간 중량이 체중 대비 각 약물 투여군 모

두에서 증가 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고농도 약물 투여군

에서는 유의성 있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Figure 2). 

간기능 검사에서 MCD-diet를 섭취한 대조군에서는 TG와 

HDL-cholesterol 이 증가하였고, 약물 투여군에서는 TG와 

HDL-cholesterol level이 감소하였다 (Table 3). 즉, PE가 

TG와 HDL-cholesterol 상승을 억제하여 간보호 작용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Figure 3.에서 간의 조직학적 검사결과 

MCD-diet는 지방축적을 일으켰으며, 약물 투여군 모두 지방

축적을 억제하는 경향을 보였다. 

지방조직에서 다량 발현하는 PPARγ는 지방 세포 분화과정 

중 초기 단계에 그 발현이 증가되며, 이는 lipogenic gene인 

aP2, LPL 및 acyl-CoA synthase 등의 발현을 촉진 시킨다고 

보고되어 있다33). SREBP-1c는 acyl-CoA carboxylase (ACC), 

FAS 및 SCD-1과 같이 지방산합성을 조절하는 여러 유전자의 

발현을 제어함으로써 지방산합성을 유도하게 되며, SREBP- 

1c는 PPARγ의 발현을 조절한다34). PPARγ의 생체 내 리간드로 

작용할 수 있는 지방산 대사물을 생성함으로써 PPARγ와 함께 

지방 세포 분화를 유도하며 SREBP-1c와 PPARγ는 인슐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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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민감하게 조절된다35-36). PE는 MCD-diet로 증가 된 

SREBP-1c, c/EBPα, PPAR-γ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Figure 4, 5). 이러한 결과를 볼 때, PE는 지방

생성 관련 단백질인 SREBP-1c의 발현을 조절하여 지방 세

포의 증식과 분화 기능을 억제함으로써 체내 지방형성과 축적을 

저해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Ⅴ. 결   론

갈화 에탄올 추출물 (PE)이 C57BL/6J mice에 MCD-diet로 

유발시킨 NAFLD 병태모델에 미치는 효능을 관찰하기 위해 

체중변화, 간중량 변화, 간기능 검사, 조직병리학적 검사 (H&E 

stain) 및 간의 지방생성과 연관된 유전자 검사를 RT-PCR과 

Western blot 분석법을 시행하였다. 

1. MCD-diet 섭취 시 쥐의 체중감소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하였으나, 저농도 및 고농도의 약물 투여시 체중감소 효

과가 억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체중에서 약물 

투여군과 대조군 사이에 유의적인 차이가 나타나지는 

않았다.

2. 대조군에서는 간 중량이 감소 되었으나, 저농도 및 고농도 

약물 투여군에서 mice의 간 중량이 증가 되었다. 특히, 

체중에 대비한 간 중량에서는 고농도 약물 투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 되었다. 

3. PE는 혈중 TG, TC,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

테롤 농도에서 유의적인 효과를 나타냈다.

4. PE는 MCD-diet로 유발된 간조직의 지방축적을 억제

하였다.

5. PE는 MCD-diet로 증가 된 SREBP-1, c/EBPα, PPARγ

의 발현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에서 갈화는 비알코올성 지방간 실험 모델에 

있어서 유의한 간보호 작용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그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에서도 지방생성을 유도하는 인자들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간에서의 지방생성을 감소시켜줄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향후 추가적인 연구를 통하여 임상에서 

NAFLD의 치료 후보물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줌으로써 간질

환을 비롯한 대사질환 치료제로의 개발 가능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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