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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mbinations of natural products have a number of benefits. We investigated the inhibitory effect of
a combination of 50% ethanol extracts of Cervus elaphus antler (CEE), Glycyrrhiza uralensis (GUE), and Angelica
gigas (AGE) on benign prostatic hyperplasia (BPH) using BPH-1 cells and testosterone propionate (TP)-induced BPH
rats. The combination, called CGA113, inhibited cell proliferation by decreasing the cell viability of BPH-1 cells
up to 72.03% more than the individual extracts. In addition, CGA113 significantly reduced the mRNA expressions
of AR and SRD5A2 in BPH-1 cells. Sprague-Dawley rats were subjected to castration surgery to remove endogenous
testosterone, and 3 mg/kg testosterone propionate was subcutaneously injected to induce BPH. Subsequently, CGA113
(50 and 200 mg/kg BW/day) was orally administered to the TP-induced BPH rats for 8 weeks. In the CGA113-H
group (200 mg/kg of CGA113), the prostate ratio, serum DHT, prostate DHT, and prostate 5α-reductase2 were significantly decreased compared to the BPH group. Histology with H&E staining of the prostate tissue, revealed a reduction
in the thickening of the prostate epithelial cells and enlargement of the lumen compared to the BPH group. The
mRNA levels of the Bax/Bcl2 ratio in prostate tissue of the CGA113-H group were significantly increased. Overall,
the combined extract of CEE, GUE, and AGE, was determined to exert synergistic effects, indicating the potential
of the three natural materials as therapeutic agents for alleviation of BPH sympto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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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성장을 촉진한다(Deslypere 등, 1992; Park 등, 2019).
BPH는 요도에 가해진 기계적 압박으로 인한 배뇨지연(hes-

양성 전립선비대증(BPH)은 중년 남성의 전형적인 배뇨

itancy), 요폐(urinary retention), 빈뇨(urinary frequency)

장애로, 주요 원인은 노화에 따른 성호르몬 변화와 그로 인

및 요절박(urgency) 등의 다양한 하부요로증상(LUTS)을

한 전립선 기질 및 상피세포의 과도한 증식, apoptosis 조절

동반하여(Roehrborn, 2005), 노년기 삶의 질을 떨어뜨린

인자의 불균형이다(Carson과 Rittmaster, 2003). 나이가

다. 현대사회는 평균 수명 연장으로 인하여 이러한 연령 관

들수록 남성의 테스토스테론 수치는 감소하지만, 5α-re-

련 질병 치료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Juckett, 2010).

ductase 효소활성은 증가하여 테스토스테론(T)에서 디하

BPH치료 약물로 가장 널리 사용되는 finasteride 및 du-

이드로테스토스테론(DHT)으로의 전환이 증가한다(Roehr-

tasteride는 5α-redcuctase 활성 억제를 통해 DHT의 수준

born, 2008). DHT는 T보다 안드로겐 수용체(AR)와의 약

을 낮추고 BPH 증상을 완화하지만, 발기부전, 성욕 감소와

10배 더 높은 친화력으로 인해 단백질 합성 및 전립선 세포

같은 성기능 장애 및 다양한 부작용이 보고되고 있다(Fert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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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 2017). 따라서 최근 BPH 치료제 시장은 부작용이 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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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료 및 방법

효능과 안전성을 갖춘 천연물 소재의 기능성 식품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Cicero 등, 2019).

시료의 제조

녹용(Cervus elaphus antler)은 면역 체계, 건강 증진 및

본 실험에 사용된 녹용추출물(C. elaphus antler 50%

성 기능에 대한 다양한 약리학적 효과로 인해 2천 년 이상

ethanol extract; CEE), 감초추출물(G. uralensis 50%

사용되어 왔다(Sui 등, 2014). 녹용의 uronic acid, sulfat-

ethanol extract; GUE), 당귀추출물(A. gigas 50% ethanol

ed-glycosaminoglycans(sulfated-GAGs), sialic acid 성

extract; AGE), 및 복합추출물(CGA113)은 다음과 같이 제

분은 항암(Wu 등, 2013), 항피로(Chen 등, 2014), 골다공증

조되었다. 단일추출물인 CEE, GUE, AGE는 각각 녹용, 감

(Zhang 등, 2013), 항산화(Zhou와 Li, 2009) 효과가 있는

초, 당귀를 50% 주정으로 1차 추출 및 2차 추출 후 농축하여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감초(Glycyrrhiza uralensis)는 콩과

건조한 시료를 사용하였으며, 복합 추출물인 CGA113은 녹

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단맛 성분인 글리시리진 성분을

용, 감초, 당귀를 1:1:3 비율로 계량 후, 단일추출물과 동일

함유하여 감미료로 사용되며(Bode와 Dong, 2015), 감초의

한 방법으로 1차 및 2차 추출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본 시료

플라보노이드, 리코칼콘의 성분들은 항암(Wang과 Nixon,

들은 광동제약(Seoul, Korea)에서 제공받아 사용하였다.

2001), 항산화(Vaya 등, 1997) 등의 효과가 있다. 감초의
주요 폴리페놀 성분인 isoliquirigenin은 apoptosis를 억제

세포 배양

하는 인자 Bcl-2를 감소시켜, 전립선 암세포의 apoptosis를

본 연구는 인간 전립선비대 상피세포주인 BPH-1 세포

유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Bode와 Dong, 2015). 당귀

(DSMZ, Braunschweig, Germany)를 사용하여 진행하였

(Angelica gigas)는 한국 및 중국 등지에서 서식하는 다년

다. 세포는 37°C, 5% CO2의 환경에서 20% FBS, 1% anti-

생 식물로 건조된 뿌리를 감기, 통증 및 빈혈 치료를 위한

biotic antimycotic solution, 20 ng/mL testosterone, 5

약재로 사용해 왔으며(Sarker와 Nahar, 2004), 당귀의 주요

μg/mL transferrin, 5 ng/mL sodium selenite, 5 μg/mL

활성 성분이며 쿠마린 유도체로 알려진 데커신(decursin),

insulin을 추가한 RPMI 1640 배지를 사용하여 배양되었다.

nodakenin, decursinol은 신경 보호 효과(Sowndhararajan
과 Kim, 2017), 항염(Rim 등, 2012), 항암 효과(Zhang 등,

Cell viability

2012), 항안드로겐 효과 및 안드로겐 수용체 활성을 통한

CEE, GUE, AGE 등의 단일추출물, 1:1:1 복합추출물 및

전립선 암세포의 세포증식 억제 효과(Jiang 등, 2006)가 있

CGA113이 BPH-1 cell의 세포증식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실시하였다. BPH-1 cell을 96

최근에는 BPH 증상을 개선하기 위해 천연물 소재 조합을

4
well plate(1×10 cell/well)에 seeding 하고 37°C, 5%

이용한 다양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다. 당귀, 인삼, 백급 등

CO2의 환경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했다. 그 후에 각 농도

10가지 한약재로 만들어진 가미계격탕(KMKKT)은 mRNA

(100, 200, 500, 1,000 μg/mL)의 CEE, GUE, AGE, 1:1:1

및 protein 수준에서 prostatic specific antigen(PSA)을 감

복합추출물 및 CGA113이 추가된 배지를 100 μL씩 분주하

소시키고 AR 억제를 통해 항안드로겐 효과를 나타내는 것

고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이후 MTT solution(Sigma-

으로 보고되었으며(Jiang 등, 2006), 또한 치자, 당귀, 황금,

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2 mg/mL의 농도로

차전자 등을 포함한 용담사간탕(YSTE)은 세포 주기 조절

각 well당 100 μL씩 분주하고 2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지

단백질인 proliferating cell nuclear antigen(PCNA)의 감

를 제거하고 각 well에 DMSO를 100 μL씩 분주한 후 570

소에 의한 항증식 활성 조절을 통해 BPH 발달을 억제하고

nm에서 흡광도를 측정(Epoch, BioTek Instruments, Win-

malondialdehyde(MDA) 함량을 낮추어 항산화 효소 활성

ooski, VT, USA)하였다.

을 억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Park 등, 2016). 이 연구에
서 각 한약재의 단일 추출물이 전립선 상피세포주인 BPH-1

실험동물

세포의 증식을 효과적으로 억제할 수 있으며 특히 혼합물을

실험동물은 7주령의 수컷 Sprague-Dawley(SD) rats를

이용하는 경우 억제 효능이 유의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확인

중앙실험동물(Seoul, Korea)에서 구매하였다. 1주일의 적

하였다. 일반적으로 천연물 추출물의 조합은 단일추출물에

응 기간 후에, 온도 22±2°C, 상대습도 55±5%, 명암 주기가

비해 기존의 효능을 증가시키거나 상승효과를 나타낸다. 따

12시간인 환경을 유지하며 사육되었다. 물과 멸균된 사료는

라서 본 연구에서는 녹용, 당귀 및 감초를 포함한 복합추출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다. 몸무게는 이틀에 1회, 사료

물의 상승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단일추출물과 다양한 비

무게는 식이 효율의 측정을 위하여 일주일에 2회 측정하였

율의 혼합물을 이용하여 세포증식 억제율을 비교하였고, 가

다. 본 실험은 수원대학교 동물실험윤리위원회의 승인

장 효과적인 배합의 복합추출물 CGA113을 사용하여 BPH

(USW-IACUC-2019-003)을 받아 진행하였다.

에 대한 효과를 검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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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군 분류 및 시료투여

5α-reductase1 및 5α-reductase2 수준을 측정하기 위하

일주일의 적응 기간을 거친 후 내인성 테스토스테론의 영

여 DHT, SRD5A1 및 SRD5A2 ELISA kit(Cusabio, Wuhan,

향을 방지하기 위하여 대조군(control 군)을 제외한 모든 군

China)을 사용하여 제조업체의 지침에 따라 450 nm의 흡광

을 대상으로 중성화 수술을 하였다. 각 군은 8마리로 설정하

도에서 Epoch Microplate Spectrophotometer(BioTek

였으며 BPH의 유도를 위해 Testosterone propionate(TP)

Instruments)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측정된 흡광도 값은

를 3 mg/kg의 농도로 corn oil에 녹여 0.1 mL씩 8주간 매일

Curve Expert 1.3(Hyams Development)을 사용하여 계산

피하주사하였고, sample 투여군은 증류수에 녹인 CGA113

하였다.

을 존대(Zonde)를 이용하여 8주간 경구투여를 진행하였다.
실험군은 다음과 같다. (1) control 군: corn oil을 피하주사
하고 식염수를 경구투여한 군, (2) BPH 군: TP(3 mg/kg

Quantitative real time polymerase-chain reaction
(qRT-PCR)

of BW/d)를 피하주사하고 식염수를 경구투여한 군, (3)

BPH-1 cell 및 실험동물의 전립선 조직에서 BPH와 관련

CGA113-L 군: TP(3 mg/kg of BW/d)를 피하주사하고

한 gene의 mRNA 발현에 CGA113이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CGA113(50 mg/kg)을 경구투여한 군, (4) CGA113-H 군:

기 위하여 qPCR을 진행하였다. BPH-1 cell은 24 well

TP(3 mg/kg of BW/d)를 피하주사하고 CGA113(200 mg/

4
plate(5×10 cell/well)에서 CGA113이 100~500 μg/mL

kg)을 경구투여한 군.

의 농도로 첨가된 배지에 24시간 배양된 후 RNA 추출하였
으며, 실험동물의 경우 전립선 조직을 약 50 mg 균질화하여

Serum의 분리 및 장기 무게 측정

RNA 추출하였다. 모두 RNAiso(TaKaRa, Kusatsu, Japan)

실험동물은 희생 전 12시간 동안 금식을 진행하였으며

를 이용하여 RNA를 추출한 뒤, T100 Thermal Cycler

CO2 chamber를 사용하여 희생하였다. 희생한 rat에서 혈액

(Bio-Rad, Hercules, CA, USA)를 사용하여 cDNA로 합성

및 간, 전립선을 채취하였으며 장기들의 무게를 측정하였다.

되었다. qPCR은 HiPi Real-Time PCR 2× Master Mix

혈액은 serum 분리를 위해 20분간 3,000 rpm에서 원심분

(ELPIS, Daejeon, Korea)를 사용하여 Light Cycler 96

리(MF-80, Hanil Science industrial, Incheon, Korea)하

(Roche, Basel, Switzerland)으로 수행하였으며, GAPDH

여 DHT, alanine aminotransferase(ALT), aspartate ami-

를 internal control로 사용하여 AR의 수준을 확인하였다.

notransferase(AST) 측정에 사용되었으며, 수집된 장기들

qPCR은 95°C에서 10분간 preincubation하고, 95°C에서

은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7.4)에서 세척하여

10초, 55°C 10초, 72°C에서 10초의 순서로 총 40회 반복한

-80°C에 보관 후 5α-reductase1(SRD5A1), 5α-reduc-

후, 95°C 5초, 65°C 60초의 Melting curve analysis와 37

tase2(SRD5A2), B-cell lymphoma-2(Bcl-2) 및 Bcl-2-

°C 30초의 cooling time을 가졌다. 본 실험에서 Real-time

associated X protein(Bax) 측정에 사용되었다.

qPCR 수행을 위해 사용된 primer의 염기서열은 Table 1과
같다.

ALT, AST 측정

Ltd, Tokyo, Japan)와 건식 화학 분석기 전용 FUJI DRI-

통계분석
In vitro의 결과는 mean±standard deviation(SD), in
vivo의 결과는 mean±standard error(SE)로 표기하였으며

CHEM SLIDE kit(FUJI photo film Co., Ltd)을 사용하여

통계의 처리는 SPSS(Ver. 20, IBM Corporation, Armonk,

혈청에서의 수준을 측정하였다.

NY, USA) 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실험군 간의 차이는 일

간 손상의 정도를 판단하는 지표인 ALT 및 AST는 건식
화학 분석기(FUJI DRI CHEM 500i, FUJI photo film Co.,

원배치 분산분석(One-way ANOVA)과 Duncan’s multiple

조직학적 분석
조직학적 분석을 수행하기 위해 전립선 조직을 10%

range tests의 사후 검증을 실시하여, 각 군의 유의성 검정
을 통해 확인하였다(P<0.05).

formaldehyde에 고정시킨 후 탈수하여 paraffin에 포매하
였다. Paraffin에 포매된 전립선 조직은 2 μm 두께로 절단하

결과 및 고찰

여 Hematoxyline & Eosin(H&E)으로 염색을 시행한 후 커
조직을 평가하였다.

CGA113과 단일추출물 및 혼합물의 in vitro 전립선 세포
증식 억제 효과 비교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의 50% 에탄올 추출물인 CEE, GUE, AGE와 각 추출물을

버 글라스로 덮어 광학 현미경으로 100배 확대하여 전립선

Fig. 1은 전립선비대세포인 BPH-1에서 녹용, 당귀, 감초
전립선 조직 100 mg당 1×PBS(pH 7.4)를 1 mL 가하여

1:1:1 비율로 혼합한 것 그리고 복합추출물인 CGA113의

균질화를 진행하고 5,000×g, 4°C에서 5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증식 억제 효과를 확인한 결과이다. 단일 혹은 복합추출

상등액을 채취하였다. 이후 전립선 조직 및 혈청 내 DHT,

물은 100~1,000 μg/mL까지의 다양한 농도에서 모두 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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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Primers used for quantitative real time PCR
Gene
Human
GAPDH
SRD5A2
AR
Rat
GAPDH
Bax
Bcl2

AGCCTTCTCCATGGTGGTGAAGAC
CTACGGGAAGCACACGGAGAGCCTGAA
AGCACCATGCAACTCCTTCAG

CGGAGTGAACGGATTTGGTCGTAT
CCAGGCTTCCTGAGCTGGCGCAATATATAG
CACCGACACTGCCTTACACAA

TGGAAGGACTCATGACCACA
CCAGGACGCATCCACCAAGAAGC
GAGGCTGGGATGCCTTTGTGGA

TTCAGGTCAGGGATGACCTT
TGCCACACGGAAGAAGACCTCTCG
GCTGAGCAGCGTCTTCAGAGA

a

a

Cell viability (%) .

Reverse primer (5′-3′)

0 μg/mL
500 μg/mL

120
100
80

Forward primer (5′-3′)

a
b

bb bb

100 μg/mL
1000 μg/mL

b

200 μg/mL

% 억제하여 가장 효과적이었던 단일 추출물과 비교하였을
a

a

때, 세포증식 억제율을 최대 72.03% 증가(1,000 μg/mL)시

b
cc

38.58%, 500 μg/mL에서 61.10%, 1,000 μg/mL에서 95.65

켰으며 농도 의존적으로 세포증식을 억제한 것으로 확인되
cd

b
b

60

c

었다(P<0.05). CGA113을 대상으로 0~500 μg/mL 농도를

c

d

BPH-1 세포에 처리하고 AR과 SRD5A2의 mRNA 발현을

e

확인하였다(Fig. 2). AR은 500 μg/mL에서 42.43% 유의적

d

e

40

으로 발현이 감소하였고, SRD5A2는 500 μg/mL에서 23.99
% 유의적인 감소를 나타내는 등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인

20
e

0

감소를 나타냈다(P<0.05).
전립선 조직 내 세포증식과 apoptosis의 불균형은 BPH

CEE

GUE

AGE

(1:1:1)

CGA113

Fig. 1. Effects of Cervus elaphus antler 50% ethanol extract
(CEE), Glycyrrhiza uralensis 50% ethanol extract (GUE), Angelica gigas 50% ethanol extract (AGE) or their combination in
various ratios including CGA113 on cell viability of BPH-1
cells.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n=10). Different letter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의 주요한 특징이며(Quiles 등, 2010), AR은 DHT와 결합하
여 활성화되어 전립선 세포증식을 촉진한다(Liu 등, 2019).
T를 DHT로 전환시키는 5α-reductase의 활성 증가는
EGF, FGF 등 성장인자와 관련된 AR-target gene의 발현
을 증가시키기 때문에 BPH를 발달시키는 요인이 될 수 있으
며(Bartsch 등, 2000), 5α-reductase family의 isozymes
중 5α-reductase type2(SRD5A2)는 전립선 조직에서 높은

적으로 세포증식을 억제하였다. 단일추출물의 경우 AGE처

수준으로 발현하여, BPH의 위중도와 양의 상관관계가 있는

리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으며, 1,000 μg/mL에

것으로 보고되었다(Nikolaou 등, 2021). 본 연구의 in vitro

서 67.58%까지 유의적으로 억제하였다. 단일추출물들 조합

실험에서 CGA113은 BPH-1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AR과

의 상승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CEE, GUE, AGE를 1:1:

SRD5A2를 mRNA 수준에서 감소시켰다. 선행 연구에 따르

1 비율로 혼합하여 처리한 후 cell viability를 확인하였다.

면 감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liquiritin과 당귀의 de-

무첨가군에 해당하는 0 μg/mL 농도의 cell viability를 100

cursin 성분이 세포주기조절 기전을 통해 세포의 증식을 막

%라고 할 때 1:1:1 혼합물 100 μg/mL 농도에서 약 33.27%

는 한편(Wang 등, 2020; Kim 등, 2021), 감초 및 당귀가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 이것은 단일추출물 CEE 100 μg/

포함된 복합물인 YSTE 또한 BPH-1의 세포증식을 억제한

mL 첨가군과 비교하였을 때, 약 1.6배 더 효과적으로 cell

다고 보고되었다(Park 등, 2016). 본 실험에 사용된 녹용,

viability가 낮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200 μg/mL

감초, 당귀 복합물인 CGA113도 추출물에 포함된 감초 및

농도 첨가군 중 가장 효과가 좋았던 단일추출물 AGE와

당귀의 활성성분이 BPH-1 세포증식을 억제하고 나아가

1:1:1 혼합물의 동일 농도첨가군을 비교할 때 약 1.5배,

AR 및 SRD5A2의 발현을 저해한 것으로 보인다.

AGE 500 μg/mL 농도에서 1.2배 효과적인 cell viability의
감소를 확인하였다. 그러나 1,000 μg/mL 농도에서는 cell
viability가 약 49.77%로 단일추출물 AGE의 동일농도에서
보다 높은 cell viability(32.42%)를 나타내었다.

전립선비대 유도 동물모델에서 CGA113 투여에 따른 조
직학적 변화 및 전립선 무게 변화
CGA113을 대상으로 in vivo 효과를 검토하기 위하여 전

전립선 세포증식 억제를 위한 다양한 추출물 비율로 실험

립선비대 유도 동물모델에서 50, 200 mg/kg BW의 CGA

을 진행하였으며 Fig. 1과 같이 CEE, GUE, AGE를 1:1:3

113을 총 8주간 경구투여 하였으며, 희생 후 전립선을 수집

비율로 한 복합추출물 CGA113에서 가장 효과적인 결과를

하고 H&E 분석을 통해 조직학적 변화를 비교하였다(Fig.

얻을 수 있었다. CGA113은 200 μg/mL에서 control 대비

3). 대조군(control)과 비교하여 전립선비대 유도된 BPH군

Relative mRNA expression .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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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b

0.9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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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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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CGA113 on mRNA expression levels of AR and SRD5A2 in BPH-1 cells. Quantitative real-time PCR was performed
for examination of inhibitory effect of CGA113 on (A) AR and (B) SRD5A2 mRNA levels.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D;
(n=10). Different letter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Table 2. Prostate weight of rats administered with CGA113
1)

Group

Prostate weight
(g)

Prostate ratio
(mg/100 g of BW)

Control
BPH
CGA113-L
CGA113-H

0.64±0.03b
0.98±0.07a
0.86±0.04a
0.88±0.06a

0.12±0.01c
0.24±0.02a
0.20±0.01ab
0.19±0.01b

1)

Fig. 3. Histopathological examination in prostate tissues of rats.
H&E staining of prostate was performed from control and BPH
rats administrated with or without CGA113. (A) control: Normal
control with 100 μL corn oil injection, (B) BPH: castrated group
with.TP (3mg/kg of BW/d) injection, (C) CGA113-L: castrated
rats supplied with CGA113 50 mg/kg of BW/d and TP (3mg/kg
of BW/d) injection, (D) CGA113-H: castrated rats supplied with
CGA113 200 mg/kg of BW/d and TP (3mg/kg of BW/d) injection.
의 경우 내강이 좁아지고 상피세포가 비후된 것을 볼 수 있
었다. 반면, CGA113-L군과 CGA113-H군은 BPH군과 비
교할 때 농도의존적으로 내강의 변화와 상피세포 비후도가
낮았으며 특히 CGA113-H군의 경우 대조군과 유사하였다.
Table 2는 체중 및 전립선 무게 결과이다. 실험동물의
체중 대비 전립선 무게의 비율인 prostate ratio가 BPH군의
경우 대조군 대비 유의적인 상승(89.63%)을 보였으며, CGA
113을 경구투여한 경우 고농도군인 CGA113-H군에서

Prostate ratio: prostate weight (mg)/ body weight (mg)×100
(g).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E.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Normal control with 100 μL corn oil
injection, BPH: castrated group with TP (3 mg/kg of BW/d)
injection, CGA113-L: castrated rats supplied with CGA113 50
mg/kg of BW/d and TP (3 mg/kg of BW/d) injection, CGA113H: castrated rats supplied with CGA113 200 mg/kg of BW/day
and TP (3 mg/kg of BW/d) injection.
Table 3. The Effects of CGA113 on liver damage in rats
Group

Liver weight
1)
ratio (%)

ALT
(U/I)

AST
(U/I)

Control
BPH
CGA113-L
CGA113-H

3.23±0.08a
3.26±0.08a
3.37±0.09a
3.12±0.11a

53.50±6.78a
53.50±4.68a
57.00±5.12a
44.70±6.51a

97.50±7.78a
112.40±9.25a
102.20±7.08a
112.60±12.64a

1)
Liver weight ratio (%): liver weight (g)/ body weight (g)×100.
Values are presented as means±SE. Different letters show a significantly difference at P<0.05 as determin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control: Normal control with 100 μL corn oil
injection, BPH: castrated group with TP (3 mg/kg of BW/d)
injection, CGA113-L: castrated rats supplied with CGA113 50
mg/kg of BW/d and TP (3 mg/kg of BW/d) injection, CGA113H: castrated rats supplied with CGA113 200 mg/kg of BW/d
and TP (3 mg/kg of BW/d) injection.

BPH군과 비교하여 19.39% 유의적 감소를 나타냈다(P<
0.05). 안전성 지표인 serum AST 및 ALT는 CGA113-L
및 CGA113-H군에서 모두 대조군 대비 유의적인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Table 3).

전립선비대 유도 동물모델에서 CGA113 투여에 따른 DHT,
5α-reductase1 및 5α-reductase2 level의 변화
전립선비대 유도 동물모델에서 혈액 및 전립선 조직에서
의 DHT level의 변화는 Fig. 4와 같다. Serum DHT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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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CGA113 on DHT level in serum and prostate of rats. (A) Serum DHT level in rats, (B) DHT level in rat prostate
tissues.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8). Different letter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GA113-H군의 경우 BPH군 대비 29.98% 유의적으로 감

ductase2 발현을 mRNA 수준에서 억제하였다. Tang의 연

소했으며(Fig. 4A), prostate DHT level 역시 CGA113-H

구에서 녹용(Cervus nippon) 추출물이 전립선암 xenograft

군에서 BPH군 대비 31.44% 유의적 감소를 나타냈다(Fig.

모델의 수컷 BALB/c 마우스 혈청 DHT와 T 수준을 감소시

4B; P<0.05). 전립선 조직에서 T를 DHT로 전환하는
SRD5A1 및 SRD5A2 level의 변화는 Fig. 5와 같이 나타났

켰으며(Tang 등, 2019), 또 다른 연구에서는 in vitro 및
in vivo BPH 모델에서 감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liquir-

다. BPH군은 대조군대비 유의적으로 SRD5A1, SRD5A2 모

itin이 함유된 전통 한약재 PSWE의 BPH 억제 효능이 보고

두에서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P<0.05), CGA113 투여군 중

되었다(Park 등, 2018).

CGA113-H군의 경우 SRD5A2에서 BPH군 대비 유의적으
로 41.63% 낮은 수준을 보였다(P<0.05).
DHT는 AR에 대한 강력한 친화력으로 인해 BPH 발달에

전립선비대 유도 동물모델에서 CGA113 투여에 따른 Bax,
Bcl2 mRNA 발현변화

매우 중요하다(Izumi 등, 2013). T를 DHT로 전환하는 5α-

Fig. 6은 전립선비대 유도 동물모델의 전립선 조직에서

reductase의 효소의 작용으로 인해 T가 감소하는 노년기

Bax 및 Bcl2의 mRNA 발현 변화이다. Bax의 mRNA 발현

남성에서도 DHT는 높은 상태로 유지되는 경향을 보인다

은 CGA113-H에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나(Fig. 6A)

(Bartsch 등, 2000). 5α-Reductase type 1은 주로 간과
피부에 발현하고 5α-reductase type 2는 주로 전립선에

Bcl2 mRNA 발현은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Fig. 6B). 그러
나 Bax/Bcl2 ratio에서 control 대비 BPH가 65.10% 감소

발현한다(Steers, 2001). 본 실험에서 CGA113-H는 혈청

한 반면, CGA113-H에서 32.65%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냈

및 조직 DHT의 수준을 감소시키고 전립선 조직 내 5α-re-

다(Fig. 6C;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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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CGA113 on 5α-reductase1 and 5α-reductase2 level in rat prostate. ELISA assay of (A) SRD5A1 and (B) SRD5A2
level in prostate of rats.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8). Different letter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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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CGA113 on mRNA expression levels of Bax,
Bcl2 level, and Bax/Bcl-2 ratio in rat prostate. qPCR analysis
of (A) Bax, (B) Bcl2, and (C) Bax/Bcl2 ratio in prostate tissues
of rats supplemented by CGA113. All data are expressed as
mean±SE (n=8). Different letters show significant differences
among groups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P<0.05).

CGA113-H

B 세포 림프종 2(Bcl2) 및 Bcl-2 관련 X 단백질(Bax)은

SRD5A2의 mRNA 발현 또한 모든 농도에서 유의적으로 감

미토콘드리아 apoptosis 경로를 내재적으로 제어한다(Edlich,

소시켰다. 다음으로 전립선비대를 유도한 SD rat에게 8주간

2018). 감초의 플라보노이드 성분인 liquiritin, isoliquiritin

CGA113(50, 200 mg/kg)을 경구투여한 결과, 200 mg/kg

및 isoliquirigenin은 apoptosis를 유도하여 Bcl-2 발현을

CGA113을 처리한 군(CGA113-H)의 prostate ratio, se-

감소시킨다고 보고되었으며(Zhou와 Ho, 2014), 당귀에서

rum DHT 및 prostate DHT, prostate 5α-reductase2가

분리한 decursin 또한 Bcl-2의 발현을 감소시키는 동시에

BPH군과 비교하여 유의적으로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

p38의 인산화와 Bax의 발현을 증가시킨다고 보고되었다

다. 또한 CGA113을 투여한 동물의 전립선 조직을 H&E 염

(Kim 등, 2015). 본 연구에서도 감초 및 당귀를 포함한 복합

색하여 조직학적으로 관찰한 결과, BPH군과 비교하여 전립

물인 CGA113이 Bax 발현과 Bax/Bcl2 ratio를 유의적으로

선 상피세포의 비후가 감소하고 내강이 확장된 것을 알 수

증가시킨 것을 확인하였다. CGA113에 포함된 decursin 및

있었다. CGA113-H의 전립선 조직 내 Bax 단백질의 mRNA

플라보노이드 성분은 BPH 조직 내 세포증식을 막고 apop-

수준 발현은 BPH군보다 유의적으로 증가하였고, Bax/Bcl2

tosis의 유도를 통해 BPH 발달을 효과적으로 억제한 것으로

ratio 또한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이는 CGA 113에 포함

보인다.

된 녹용, 감초, 당귀의 다양한 활성 물질(liquiritin, decursin
등)의 개별 효과와 더불어 복합물의 시너지효과로 사료된

요

약

다. 따라서 CGA113의 단일한 성분과 기전을 규명하고 추가
적인 실험이 수행된다면 CGA113이 BPH 발달 억제 및 조절

본 연구에서는 녹용(Cervus elaphus antler), 감초(Glycy-

에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rrhiza uralensis), 당귀(Angelica gigas) 복합물 CGA113
의 BPH 억제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BPH-1 세포 및 전립
선비대를 유발한 SD rat를 이용해 BPH 억제기전 및 효과를
검토하였다. CGA113은 BPH-1 세포의 cell viability를 단
일추출물 대비 최대 약 1.9배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켜 복합
추출물의 상승효과를 보여주었으며, BPH-1 세포의 AR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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