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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섬유증 동물모델에서 인진호 열수 추출물의 간 보호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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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epatoprotective Effect of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in an Animal Model of Liver Fibrosis
Min Ju Kim, Jeong Won Choi, Se Hui Lee, Mi-Rae Shin, and Seong-Soo Roh
Department of Herbology, College of Korean Medicine, Daegu Haany University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the hepatoprotective effect of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AE)
in a thioacetamide (TAA)-induced liver fibrosis model using mice. The animal experiment was conducted with a normal
group, a control group, a positive control group (silymarin 50 mg/kg), and an AE group (AE 200 mg/kg). Except
for the normal group, hepatic fibrosis was induced by intraperitoneal administration of TAA 3 times a week for 8
weeks in the remaining groups (100 mg/kg for 1 week, 200 mg/kg for 2∼3 weeks, and 400 mg/kg for 4∼8 weeks).
Moreover, the AE or silymarin was administered orally daily for 8 weeks. At the end of 8 weeks, ammonia levels
and the myeloperoxidase (MPO) activity in the serum were measured. The expression of antioxidant, oxidative stress,
inflammation, and fibrosis-related proteins in the liver tissue was measured by western blot test. Serum analysis revealed
that the ammonia levels and MPO activity that were increased by the TAA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by the AE
treatment. Also, treatment with AE significantly reduced the oxidative stress, increased by TAA by increasing the
expression of antioxidant-related proteins in the liver tissue. Our study confirmed that the expression of inflammation
and fibrosis-related proteins was significantly reduced due to the reduction of oxidative stress. In conclusion, these
results suggest that AE treatment alleviates hepatic fibrosis by reducing oxidative stress through the activation of
the NF-E2-related factor 2 (Nrf2) pathw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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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치를 적당량 증가시키면서 만성 독성이 느리게 진행되는 섬
유증을 일으켜 인간에게서 나타나는 알코올성 간섬유증과

간섬유증은 비알코올성 간질환, 알코올성 간질환, 담즙

유사한 병변이 나타나게 한다(Hempel 등, 2019). 많은 연구

정체성 간질환 등과 같은 만성 간질환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에서 항산화 관련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 erythroid 2-

증상 중에 하나이며(Lee 등, 2016a; Petta 등, 2019; Mor-

related factor 2(Nrf2)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해 간이 손

an-Salvador와 Mann, 2017), 간에 일어난 손상에 대한 반

상될 때 세포질에서 핵으로 이동하여 전사 조절을 수행하여

응으로 간성상세포(HSCs, hepatic stellate cells)에 의해

간섬유증을 완화한다고 알려져 있다(Ma 등, 2015).

세포외기질(extracellular matrix)이 과도하게 생성되는 것

Silybum marianum의 씨앗에서 추출된 silymarin은 sil-

을 특징으로 한다(Li 등, 2011). 간이 손상되어 만성적으로

ybin, silydianin 및 silychrisin으로 구성된 플라보노이드

지속되면 산화적 스트레스가 간성상세포의 활성화를 촉진

복합체로 손상된 간세포 재생을 촉진하는 강력한 항산화제

시키며 콜라겐 생성을 증가시키게 된다(Ghatak 등, 2011).

로 알려져 있다(Latief와 Ahmad, 2018). 이에 본 연구에서

이에 본 실험에서는 간섬유증을 유발하기 위해 thioacet-

는 silymarin을 양성 약물로 사용하여 실험을 진행하였다.

amide(TAA)를 사용하였는데, TAA는 혈중 간세포 효소 수

국화과(Compositae)에 속한 인진호(Artemisia cap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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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섬유증에 대한 인진호의 간 보호 효과

laris Thunb)는 한의학에서 사철쑥의 전초를 건조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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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 폴리페놀 함량 측정

하며, 생약명으로 인진 또는 인진호라고 불린다(Lee 등,

Folin Ciocalteu’s의 방법을 사용하여 인진호 열수 추출

2018; Kim과 Kim, 2015). 이러한 인진호는 조금 찬 기운이

물의 총 폴리페놀 함량을 측정하였다(Rama 등, 2013). E-

있으며 독이 없고 맛은 쓰다(Kong 등, 2011). 현재 인진호

tube에 시료 100 µL와 10% Folin-Ciocalteu’s phenol re-

에 대해 알려진 효능으로는 급성 역류성 식도염 개선 효과

agent 500 µL, 7.5% sodium carbonate 400 µL를 넣고 잘

(Lee 등, 2016b), 식중독 세균 생육억제 효과(Lee와 Seo,

혼합하여 30분간 암소에서 반응 후, UV 분광광도계(Infin-

2003a), 알레르기성 피부염 개선 효과(Kim 등, 2021a), 사

ite M200, Tecan, Männedorf, Switzerland)를 사용하여

염화탄소에 의한 간 손상 개선 효과(Kim과 Park, 1992) 등

76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gallic

이 있다. TAA로 유발된 간 손상 및 간섬유증에 미치는 효과

acid를 사용하였다(gallic acid equivalents, GAE).

에 대해서는 알려진 바가 없다. 이에 앞서 TAA로 유발된
간 손상에 인진호의 간 보호 효능을 연구하였으며, 인진호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항산화능으로 TAA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함으로

Aluminum chloride 비색법을 사용하여 인진호 열수 추

써 간 손상을 유의적으로 억제하는 걸 확인할 수 있었다

출물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을 측정하였다(Rama 등, 2013).

(Kim 등, 2021b). 이에 본 연구에서는 인진호 열수 추출물

E-tube에 시료 100 µL와 10% aluminium chloride sol-

의 항산화 효능을 통해 TAA로 유발된 간섬유증 개선 효과

ution 20 µL, 1 M potassium acetate solution 20 µL 및

를 확인하였으며, 그 기전에 대하여 보고하는 바이다.

증류수 560 µL를 넣고 잘 혼합하여 30분간 암소에서 반응
후, UV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표준물질로는 quercetin을 사용하였다(quercetin

재료 및 방법

equivalents, QE).

시료 추출
본 실험에서 사용한 인진호는 옹기한약국(Daegu, Ko-

간섬유증 실험동물

re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하기 위해 인진

7주령의 수컷 C57BL/6 마우스를 대한바이오링크(Eum-

호 100 g에 증류수 1 L를 가하여 100°C에서 2시간 동안

seong, Korea)에서 구입하여 물과 고형사료(조단백질 18%

가열하여 추출하였다. 추출물을 여과한 후 농축하여 파우더

이상, 조회분 8.0% 이하, 조지방 5.0% 이상, 조섬유 5.0%

형태(수율 10%)로 만들었으며 실험에 사용하기 직전까지

이하, 칼슘 1.0% 이상, 나트륨 0.25% 이상, 인 0.85% 이상,

-80°C에서 보관되었다.

칼륨 0.55% 이상, 마그네슘 0.15% 이상, NIH-41, Zeigler
Bros, Inc., Gardners, PA, USA)를 충분히 공급하며, 일주

시약

일 동안 실험실 환경에 적응시킨 후 실험에 사용하였다. 동

Alfa Aesar(Ward Hill, MA, USA)에서 aluminium chlo-

물 사육실 환경조건은 다음과 같이 conventional system으

ride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Gallic acid, thioacetamide,

로 습도는 50±5%, 온도는 22±2°C, 명암주기는 12시간 주

quercetin, sodium carbonate, diethylene glycol 및 Folin-

기로 조절하였다. 동물실험의 윤리적, 과학적 타당성 검토

Ciocalteu’s phenol reagent는 Sigma Aldrich(St. Louis,

및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대구한의대학교 동물실험윤리

MO,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1차 항체인 histone,

위원회(Institutional Animal Care and Use Committee,

β-actin, gp91-phox(NOX2), p22

phox

, Nrf2, heme oxy-

genase-1(HO-1),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1/2

IACUC)의 승인(승인번호: DHU2021-039)을 얻어 실험을
시행하였으며 동물관리 규정을 준수하였다.

(GPx-1/2)은 Santa Cruz Biotechnology(Santa Cruz, CA,

실험군은 정상군(Normal), 대조군(Control), silymarin

USA), α-SMA와 collagen Ⅰ은 Abcam(Cambridge, UK)

50 mg/kg으로 경구 투여한 양성대조군(Silymarin), 인진호

으로부터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2차 항체는 GeneTex, Inc.

열수 추출물 200 mg/kg으로 경구 투여한 인진호 투여군

(Irvine,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Protease

(AE)으로 각 군당 6마리씩 4개의 그룹으로 나누어 실험을

inhibitor mixture, ethylenediaminetetraacetic acid(EDTA)

진행하였다. 정상군을 제외한 나머지 군은 8주간 주 3회

는 Wako Pure Chemical Industries, Ltd.(Osaka, Japan)

TAA(1주 100 mg/kg, 2~3주 200 mg/kg, 4~8주 400 mg/

에서 구입하였으며, nitrocellulose membranes와 ECL

kg)를 복강 투여하여 간섬유증을 유발하였으며 동시에 해당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s는 Amersham GE

약물을 8주간 매일 경구 투여하였다(Thi Thanh Hai 등,

Healthcare(Little Chalfont, UK)에서 구입하였다. 단백질

2018). 8주간의 투여 후 isoflurane을 사용해 흡입 마취하여

정량을 위한 BCA protein assay kit은 Thermo Scientific

혈액을 심장에서 채취하였으며 간 조직을 적출하였다. 그

(Rockford, IL, USA)에서 구입하였다.

후 채취한 혈액은 10분간 4,000 rpm으로 원심분리기를 사
용하여 혈청을 분리하였으며, 혈청과 간 조직은 실험에 사용
하기 직전까지 -80°C에 보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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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청 내 암모니아 수치 및 myeloperoxidase 활성 측정

하였으며 광학현미경으로 병변의 유무를 관찰하였다.

혈청 내의 암모니아 수치와 myeloperoxidase(MPO) 활
activity assay kit(BioVision, Milpitas, CA, USA)의 프로

통계분석
In vitro 수치는 평균과 표준오차로 표시하였으며, in vivo

토콜에 따라 측정되었다.

수치는 평균과 표준편차로 표시하였다. SPSS(Version 26.0,

성은 ammonia assay kit(Abcam)과 MPO colorimetric

IBM, Armonk, NY, USA)를 사용하여 one-way analysis

혈청 내 reactive oxygen species 측정
혈청 내의 reactive oxygen species(ROS)를 측정하기
위하여 25 mM DCFH-DA를 혼합한 후, 형광광도계를 이용

of variance(ANOVA) test를 사용한 후, least-significant
differences(LSD) test로 사후검정을 실시하여 유의수준을

P<0.05, P<0.01, P<0.001에서 검증하였다.

하여 emission wavelength 530 nm와 excitation wavelength 485 nm에서 측정하였으며, 그 수치는 정상군 대비

결과 및 고찰

로 나타내었다(Ali 등, 1992).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간 조직 western blotting

각종 질병의 원인은 다양하지만 가장 주요인으로는 몸속

Western blotting 분석을 위하여 간 조직에 buffer A

에서 ROS의 생성과 축적으로 인하여 생기는 세포손상이 있

(100 mM Tris-HCl(pH 7.4), 5 mM Tris–HCl(pH 7.5), 1.5

다(Chung 등, 2006; Lee 등, 2003b). 이를 예방하기 위해

M sucrose, protease inhibitor cocktail, 0.1 M DTT, 2

평소 항산화 물질들을 충분하게 복용하는 것이 좋다고 알려

mM MgCl2, 15 mM CaCl2)를 넣은 후, tissue grinder

져 있다. 식물계 항산화 물질에는 페놀성 화합물, 플라보노이

(BioSpec Products, Bartlesville, OK, USA)를 사용하여

드, 토코페롤 등이 있는데 이와 같은 물질들은 ROS를 억제

분쇄하고 30분간 ice 위에서 정치시킨 다음, 10% NP-40

하여 노화 및 각종 질병의 예방에 관여한다(Kim 등, 2012).

용액을 넣고 12,000 rpm으로 2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질

이에 인진호 열수 추출물의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을 포함한 상층액을 분리했다. 세포질이 함유된 상층액을

함량을 측정한 결과, 총 폴리페놀 함량은 240.43±0.85 mg

채취하고 남은 조직에 10% NP-40가 포함된 buffer A에

GAE/g으로 측정되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35.24±

두 번 헹구고 buffer C(0.1 mM EDTA, 1 mM DTT, 10%

0.08 mg QE/g으로 측정되었다(Table 1).

glycerol, 50 mM KCl, 50 mM HEPES, 0.3 mM NaCl, 0.1
mM PMSF)를 첨가해 재부유시킨 다음에 10분 간격으로

체중 변화 및 식이 섭취량 측정 결과

vortex를 3번 시행하였다. 마지막 vortex 후 4°C에서

실험동물들의 실험 기간 중 체중 변화량(g)과 식이 섭취

12,0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하여 핵을 분리하였다. 분

량(g)은 Table 2와 같다. 정상군은 실험 시작 날보다 7.61

리된 세포질과 핵은 -80°C에서 냉동 보관하였다. 세포질과

±0.49 증가하였으며, 대조군은 0.44±0.18, 양성대조군은

핵 내의 단백질 발현을 측정하기 위해 8~12% SDS-poly-

0.80±0.21, 인진호 투여군은 0.95±0.10 증가하였다. 이 결

acrylamide gel에 8~10 μg의 단백질을 전기영동 시킨 후

과, TAA 간섬유증 유발 동물모델들에서 체중 변화량이 정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동시켰다. 그다음 mem-

상군에 비해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조군보다 양성대조

brane에 각각의 1차 antibody(PBS-T를 사용하여 1:1,000

군과 인진호 투여군에서 체중 변화량이 증가하였으나 유의

으로 희석)를 처리하여 4°C에서 overnight 시킨 다음

적인 차는 없었다. 식이 섭취량의 결과, 정상군은 매일 3.87

PBS-T를 사용하여 세척하고, 각각 처리된 1차 항체에 사용

±0.14를 섭취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대조군은 3.21±

되는 2차 antibody(PBS-T를 사용하여 1:3,000으로 희석)

0.20으로 정상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적게 섭취하는 것으로

를 상온에서 2시간 반응시키고 PBS-T로 세척하였다. 그

나타났다(P<0.05). 반면 약물투여군들은 각각 양성대조군

후 enhanced chemiluminescence(ECL) 용액과 Sensi-

3.23±0.14, 인진호 투여군 3.20±0.18로 대조군과 유의적

Q2000 Chemidoc으로 단백질 발현을 확인한 후, ATTO

인 차가 없었다.

Densitograph Software(ATTO Corp., Tokyo, Japan) 프
로그램을 사용하여 해당 단백질의 band를 정량하여 실험군
간에 단백질 발현량을 비교하였다.

Table 1. Total polyphenol and total flavonoid contents of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조직학적 관찰
간 조직을 10% neutral buffered formalin에 1일간 고정
한 다음 graded alcohol을 이용해 탈수시키고 paraffin으로
포매하여 block을 제작하였다. 그다음 microtome으로 조
직을 5 µm의 두께로 절편하여 Masson’s trichrome 염색을

1)

Sample

Total polyphenol
(mg GAE1)/g)

Total flavonoid
(mg QE2)/g)

AE3)

240.43±0.85

35.24±0.08

GAE: gallic acid equivalents.
2)
QE: quercetin equivalents.
3)
AE: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All values are mean±SEM of three re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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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Body weight and food intake in liver fibrosis-induced mice
Body weight (g)
Group
Initial
Final
Normal
23.46±0.37
31.02±0.45
Control
23.32±0.38
23.88±0.16###
Silymarin
23.41±0.37
23.91±0.19
AE
23.25±0.17
23.97±0.11

Change
7.61±0.49
0.44±0.18###
0.80±0.21
0.95±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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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od intake (g)
3.87±0.14
3.21±0.20#
3.23±0.14
3.20±0.18

Normal, normal group; Control, liver fibrosis-induced with distilled water group; Silymarin, liver fibrosis-induced with silymarin
50 mg/kg group; AE, liver fibrosis-induced with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200 mg/kg group.
#
###
All date are expressed mean±SD (n=6 mice per group). Significance: P<0.05, P<0.001 vs. Normal group.

혈청 내 GOT 및 GPT 수치 측정

의하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A).

혈청 내 간 손상 지표인 GOT와 GPT 수치를 측정하였다.
GOT와 GPT는 간세포가 손상된 후 혈액으로 방출되는데

혈청 내 myeloperoxidase 활성 측정

그중 GPT는 간 손상에 더욱 특이적이다(El-Baz 등, 2020).

대부분의 만성 간질환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동반하며 이

GOT 측정 결과, TAA로 간섬유증이 유발된 대조군의 수치

는 간섬유증 발병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

가 정상군 수치의 약 6.9배 유의하게 증가했으며(P<0.001),

(Friedman, 2008; Sánchez-Valle 등, 2012). 이에 혈청 내

양성대조군과 인진호 투여군은 대조군 수치보다 약 0.4배

산화적 스트레스 바이오마커인 MPO의 활성을 측정한 결과,

유의하게 감소하였다(silymarin P<0.001, AE P<0.001).

간섬유증이 유발된 대조군은 정상군보다 약 3.9배로 유의하

GPT 수치 또한 대조군의 경우 정상군 수치보다 약 3.5배

게 증가했으며(P<0.001), 양성대조군과 인진호 투여군은

유의하게 증가했으며(P<0.001), 양성대조군과 인진호 투여

대조군보다 약 0.5배(P<0.001), 0.7배(P<0.05)로 유의하게

군에서 대조군보다 유의하게 감소하는 것(silymarin P<

감소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B).

0.001, AE P<0.001)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1).

혈청 내 ROS 측정
혈청 내 암모니아 수치 측정

산화적 스트레스는 간 손상을 진행하는 주요 요소로 ROS

여러 간 기능성 장애들은 암모니아와 같은 몸속 유해 물질

는 간염증, 괴사, 담즙 정체 및 간섬유증을 유발한다(Chang

들을 해독하지 못하게 한다(Jamshidzadeh 등, 2017; Sán-

등, 2021). 혈청 내 ROS 측정 결과, 정상군보다 대조군에서

chez-Valle 등, 2012). 이에 TAA 간섬유증 유발 동물모델

약 1.82배 유의하게 증가했으며, 이렇게 올라간 ROS가 양

의 혈청 내 암모니아 수치 측정 결과, 간섬유증이 유발된

성대조약물인 silymarin과 인진호 투여로 인하여 유의하게

대조군의 수치는 정상군의 수치에 약 2.7배로 유의하게 증

감소하는 것(silymarin P<0.001, AE P<0.001)을 확인할

가했으며(P<0.001), 양성대조군과 인진호 투여군은 대조군

수 있었다(Fig. 2C).

의 수치에 각각 약 0.7배(P<0.001), 0.8배(P<0.001)로 유

A

B

Fig. 1. The GOT and GPT levels in serum. (A) GOT, (B) GPT. Normal, normal group; Control, liver fibrosis-induced with distilled
water group; Silymarin, liver fibrosis-induced with silymarin 50 mg/kg group; AE, liver fibrosis-induced with Artemisia capillaris
###
Thunb water extract 200 mg/kg group. All date are expressed mean±SD (n=6 mice per group).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group, ***P<0.001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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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2. The ammonia, MDA, and ROS levels in serum. (A)
Ammonia, (B) MPO activity, and (C) ROS. Normal, normal
group; Control, liver fibrosis-induced with distilled water group;
Silymarin, liver fibrosis-induced with silymarin 50 mg/kg group;
AE, liver fibrosis-induced with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200 mg/kg group. All date are expressed mean±SD (n=6
###
mice per group).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group,
*
***
P<0.05, P<0.001 vs. Control group.

간 조직 내 항산화 관련 인자 발현량: Nrf2는 HO-1, cat-

Western blotting
간 조직 내 산화적 스트레스 관련 인자 발현량: ROS는

alase, GPx-1/2과 같은 항산화 관련 인자들의 발현을 이끄

superoxide, hydroxide, singlet oxygen 등과 같은 활성산

는 전사인자이다(Yan 등, 2018). 많은 연구에서 Nrf2의 활

소 라디칼을 의미하는데, 이러한 ROS는 NADPH oxidase

성화가 산화적 스트레스로 인한 간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

가 주는 다양한 자극들에 의해 반응하여 만들어진다(Liang

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Wu 등, 2012; Hybertson 등,

등, 2016; De Minicis와 Brenner, 2007). NADPH oxidase

2011). 이에 간 조직 내에서 항산화 관련 인자인 Nrf2, HO-

는 간섬유증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ROS를 생산하여 간섬유

1, catalase, GPx-1/2의 발현량 측정 결과, 정상군보다 대

증의 진행을 돕는 효소 복합체로도 알려져 있다(Aoyama

조군에서 유의하게 감소하였으며, 대조군보다 양성대조군

등, 2012; Paik 등, 2014). 이에 간 조직 내에서 NADPH

과 인진호 투여군에서 발현량이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특히,

oxidase family로 알려진 NOX2와 p22

phox

의 발현량을 측

Nrf2와 catalase는 대조군보다 인진호 투여군에서 발현 증

정하였다. NOX2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정상군에 비해

가량이 각각 80%(P<0.001), 30%(P<0.001)로 정상군 수준

간 섬유화가 유발된 대조군에서 약 42% 유의하게 증가하였

까지 유의하게 증가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4).

다(P<0.001). 대조군과 비교해 양성대조군에서 약 12% 감

간 조직 내 섬유화 관련 인자 발현량: HSCs는 간섬유증을

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인진호 투여군은 약 23% 유의하

일으키는 주요한 영향을 주는 세포이다. TAA의 주입으로

phox
의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게 감소하였다(P<0.01). p22

간에 있는 HSCs가 자극을 받아 섬유성 근섬유 아세포를 분

정상군보다 대조군에서 약 39% 유의하게 증가하였다(P<

화하여 α-SMA와 collagen Ⅰ을 분비해 간섬유증을 유도한

0.01). 반면, 대조군에 비해 양성대조군은 약 21%, 인진호

다(Zhou 등, 2021). 이에 간 조직 내에서 α-SMA와 colla-

투여군은 약 30% 유의하게 감소했으며(P<0.05, P<0.01),

gen Ⅰ의 발현량 측정 결과, 정상군보다 대조군에서 유의하

특히 인진호 투여군은 정상군 수준까지 감소한 것을 확인할

게 증가하였으며, 대조군보다 인진호 투여군에서 각각 24%

수 있었다(Fig. 3).

(P<0.05), 25%(P<0.01)로 유의하게 감소하였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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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Fig. 3. Expressions of NOX2 and p22phox protein in liver tissue. (A) NOX2, (B) p22phox. Normal, normal group; Control, liver
fibrosis-induced with distilled water group; Silymarin, liver fibrosis-induced with silymarin 50 mg/kg group; AE, liver fibrosis-induced
with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200 mg/kg group. All date are expressed mean±SD (n=6 mice per group). Significance:
##
P<0.01, ###P<0.001 vs. Normal group, *P<0.05, **P<0.01 vs. Control group.

A

B

C

D

Fig. 4. Expressions of anti-oxidant protein in liver tissue. (A) Nrf2, (B) HO-1, (C) catalase, and (D) GPx-1/2. Normal, normal
group; Control, liver fibrosis-induced with distilled water group; Silymarin, liver fibrosis-induced with silymarin 50 mg/kg group;
AE, liver fibrosis-induced with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200 mg/kg group. All date are expressed mean±SD (n=6
#
##
###
*
***
mice per group). Significance: P<0.05, P<0.01, P<0.001 vs. Normal group, P<0.05, P<0.001 vs. Contro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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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5. Expressions of α-SMA and collagen Ⅰ protein in liver tissue. (A) α-SMA, (B) Collagen Ⅰ. Normal, normal group; Control,
liver fibrosis-induced with distilled water group; Silymarin, liver fibrosis-induced with silymarin 50 mg/kg group; AE, liver fibrosis-induced with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200 mg/kg group. All date are expressed mean±SD (n=6 mice per group).
###
*
**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group, P<0.05, P<0.01 vs. Control group.

A
B

Fig. 6. Pathological observation in liver tissue. Masson’s trichrome (MT) staining (A), MT area (blue-stained areas expressed as
percentage of total surface area) (B). Normal, normal group; Control, liver fibrosis-induced with distilled water group; Silymarin,
liver fibrosis-induced with silymarin 50 mg/kg group; AE, liver fibrosis-induced with Artemisia capillaris Thunb water extract 200
###
***
mg/kg group. All date are expressed mean±SD (n=6 mice per group). Significance: P<0.001 vs. Normal group, P<0.001 vs.
Control group. (×200, scale bar 100 μm)

조직학적 관찰

요

약

간 조직에 Masson’s trichrome 염색을 하여 간섬유증의
병변을 관찰하였다. 그 결과 정상군보다 대조군에서 교원질

본 실험에서는 8주간 thioacetamide(TAA)로 간섬유증 유

섬유(collagenous fiber)가 넓은 범위로 침착하였으며, 양

발과 동시에 인진호 열수 추출물을 경구 투여하여 간섬유증

성대조군과 인진호 투여군에서 교원질 섬유의 침착이 완화

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험을 진행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결과를 얻었다. 인진호 열수 추출물은 TAA 주입으로 인해
증가한 혈청 내 암모니아 수치와 myeloperoxidase 활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 그리고 간 조직 내 항산화 관련 인자

간섬유증에 대한 인진호의 간 보호 효과

인 Nrf2, HO-1, catalase, GPx-1/2의 발현을 증가시켜 산
화적 스트레스 관련 인자인 NOX2와 p22phox의 발현을 유의
하게 감소시켰으며, 이로 인해 섬유화와 관련된 인자인 αSMA와 collagen Ⅰ의 발현을 유의하게 감소시켜 간섬유증
을 약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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