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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은 마리아 엉겅퀴의 씨앗 추출물로서 간 질환 치료에 사
용되어 오고 있으나 그 간 보호 기전은 아직 분명하지 않다. Silymarin
은 독성 물질들에 의한 간 내 glutathione (GSH) 의 고갈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을 뿐 아니라, 정상적인 설치류에 투여되었을 때, GSH 양을
증가시켰음이 보고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웅성 C57BL/6 마우스
에 silymarin 100 또는 200 mg/kg bw 을 12 시간 간격으로 3 번 투여
하고 간 내 GSH 의 생합성 경로인 황 함유 아미노산 대사과정에 미치
는 영향을 관찰하였다. Silymarin 의 투여는 간 내 GSH 농도의 증가를
유발하였으나 혈중 GSH 농도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였다. 간 내
methionine 의 농도는 silymarin 투여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했으나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의 활성 및 단백 발현은 감소하였다.
S-Adenosylmethionine, homocysteine 과 taurine 의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으나, cystathionine 및 cysteine 농도는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Betain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와 cysteine dioxygenase 의 활
성 및 단백 발현은 silymarin 에 의해 감소한 반면, cystathionine β
-synthase 의 경우에는 유의적인 증가를 나타냈다. GSH 합성의 속도 결
정 단계인 glutamate cysteine ligase 는 활성과 발현 모두에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Silymarin 투여 군에서 분리된 간의 peroxyl radical
과 peroxynitrite 에 대한 포획 능력은 대조군에 비해 향상된 것으로 나
타났으며, 지질과산화 수치는 현저히 감소하였다. 따라서 silymarin 에
의한 간 내 GSH 수치의 변화는 전구체인 cysteine 의 농도 증가로 인한
합성 촉진으로 생각되며 이것이 간의 항산화능을 증진시키는데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한편, silymarin 의 radical 제거 효과를 대표적인 항산
화제들과 비교하기 위해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를 측정
한 결과, peroxyl radical 및 perxynitrite 에 대한 제거 능력이 GSH 에
비해 2.7 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peroxynitrite 제거 능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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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은 ascorbic acid 보다도 약 1.8 배 높았다. 이러한 결과는 silymarin
이 활성산소/질소종에 대한 강력한 억제제임을 보여준다.
Silymarin이 간에 주는 이러한 변화의 약물학적 중요성을 평가하고
자 고용량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간 독성에 silymarin 이 미치는 영향
을 살펴보았다. 200 mg/kg 의 silymarin 을 12 시간 간격으로 3 회 경
구 투여한 후, 아세트아미노펜 500 mg/kg 을 복강 투여하였다.
Silymarin 의 전처리는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해 유발된 간 독성, 지질 과
산화, 그리고 GSH 고갈을 억제하였다. 아세트아미노펜의 혈중 농도는
대조군과 실리마린 처리군 사이에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 아세트아미
노펜 포합체 중, APAP-GSH, APAP-CYS, 그리고 APAP-NAC 포합체의
혈중 농도는 silymarin 처리군에서 유의적으로 증가되었다. 또한, 아세
트아미노펜에 의한 glutathione S-transferase 의 활성 감소는 silymarin
에 의해 회복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silymarin 에 의해 증가된 GSH 이
아세트아미노펜의 독성 대사체를 효과적으로 포합하여 무독화시켰음을
암시한다. 한편, silymarin 의 투여는 간 내 CYP2E1 과 CYP1A2 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지만 CYP3A 의 활성 및 발현을 유의적으로 감소시
켰다. 따라서, APAP-GSH 의 증가는 CYPs 에 의한 독성 대사체 생성의
증가에 의한 것이 아니며 GSH 포합량 증가에 의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 결과를 통해 silymarin 이 그 자체의 radical 제거 효과 뿐
아니라, 간 내 유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의 변화를 통한 GSH 합성 증가
효과로 간세포의 항산화능을 증진시킴을 알 수 있다. 또한, 실리마린은
이러한 작용을 통해 독성 물질을 신속히 GSH 과 포합시켜 무독화시킴
으로써 간 손상을 완화시키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Silymarin, Glutathione, Cysteine, S-Containing amino acid
metabolism, Antioxidant,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Acetaminophen, Hepatotoxicity, Oxidative stre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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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utathione conjugation, Cytochrome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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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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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간은 생체 내에서 다양한 기능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여러 가지 영
양소 및 외인성 물질들을 대사시키고, 호르몬을 포함한 다양한 단백질
을 합성하며, 담즙 생성 및 분비를 통해 소화를 돕는다. 또한, 세균 및
혈액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glycogen 이나 vitamin 을 저장하는 역할을
한다. 이 중에서도 특히, 외인성 물질의 대사는 간의 주요 기능으로 꼽
힌다. 경구를 통해 유입된 외부 유래 물질은 체내에 흡수된 후 간 문맥
을 통해 일차적으로 간으로 도달하게 되므로 그 농도가 다른 장기에서
에 비해 간에서 현저하게 높다. 따라서 흡수된 독성 물질들은 간에 현
저한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또한, 간은 이러한 독성 물질의 무독화
에 중추적 역할을 하게 된다. 간은 phase I 과 phase II 반응을 통해 외
인성 물질을 배설이 용이한 구조로 변형시키고, 독성 물질을 무독화 시
키는데, 대사과정을 거쳐 생성된 물질이 오히려 독성을 띄게 되는 경우
도 발생한다. 술의 주성분인 ethanol 을 포함한 다양한 물질, 예를 들면,
사염화탄소, 식품첨가물, 농약, 환경오염물질 등에 의한 간 독성이 알려
져 있고, 환자들에게 처방되는 약물들의 부작용으로 간 손상이 종종 보
고되고 있으며, 따라서 간은 다양한 외부 요인에 의해 항상 위협받고
있다. 간은 ‘침묵의 장기’ 라고 불릴 정도로 어느 정도 손상이 진행되기
전까지 그 증상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더 주의를 요하는 장기이기도
하다.
통계청의 자료에 따르면 2011 년 한국인의 사망원인 가운데 간 질환
에 의한 사망자 수는 인구 10 만명 당 13.5 명이며 이는 사망 원인들
가운데 8 번째에 해당한다. 특히, 남성의 경우 간 질환에 의한 사망자는
10 만명 당 20.9 명에 달한다. 악성 신생물 (암) 에 의한 사망률 (10 만
명 당 142.8 명) 이 전체 사인 중 가장 큰 비율을 차지하는 가운데, 이
중 간암이 두 번째로 높은 사망원인으로 밝혀졌다 (통계청, 2012).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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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간 질환은 한국인의 건강을 위협하는 주요 병증으로 생각되며, 이러
한 간 질환의 예방 및 치료를 위한 많은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Flavonoid 는 황색 색소로 처음 발견되었으며, benzo gamma-pyrone
계열에 속하는 물질을 일컫는다 (Robak, 1996). 약 4,000 개 이상의
flavonoid 가 알려져 있는데, 식물계에 주로 존재하며 특히, 광합성을
담당하는 세포에서 고농도로 발견된다. 이러한 flavonoid 들은 항산화,
항염증, 항암, 항알러지, 항세균 작용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이 보고되었
을 뿐 아니라 다른 종류의 식물 유래 물질들 (eg. alkaloid) 보다 비교적
독성 및 부작용이 적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Gemes et al., 1996;
Rice-Evans, 2001; Ross and Kasum, 2002). Quercetin, taxifolin,
catechin, silymarin
flavonoid
,
.
silymarin

등이 생체에 유익한 생리 활성을 갖는 대표적인
로 알려져 있으며 따라서 이 물질들을 인간의 질병 치료 및
증상 개선에 사용하려는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중
은
특히 간 보호 작용이 뛰어나 오래전부터 간 질환 치료제 및 보조제로
빈번히 사용되어 왔다.
1. Silymarin

은 국화과 (compositae) 에 속하는 1 년 혹은 2 년생 식물
인 마리아 엉겅퀴 (silybum marianum) 의 씨앗에서 추출된 황색 물질이
다. 마리아 엉겅퀴는 예로부터 산모들이 젖이 잘 나오게 하기위해 엉겅
퀴 차를 마셨으며 또한, 그 잎에 대리석 모양의 우윳빛 잎맥이 뻗어있
어 milk thistle 이라고 불린다. 이것은 1.5 m 까지 자라며 보라색 꽃을
피우는 식물로서 남부 유럽과 북아메리카에서 주로 자생하며, 아시아,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호주 등에서도 발견된다.
Silymarin

1.1. Silymarin

의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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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약 2,000 년 전부터 사용되었다. Silymarin 은 고대 그
리스의 의사인 Dioscorides 에 의해 첫 번째로 기록되었으며, 엉겅퀴 차
를 뱀독의 해독제로 사용하였다. 또한, 로마의 식물학자인 Pliny the
Elder 는 마리아 엉겅퀴를 갈아 황달의 치료에 사용하였다. 중세에 접어
들면서부터 간 독성에 대한 해독제로 알려지기 시작하였으며, 16 세기
후반 영국의 식물학자 Culpepper 가 마리아 엉겅퀴의 씨앗이 간 과 비
장 이상에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17 세기에는 독일의 의사인
Rademacher 가 엉겅퀴 씨앗의 에탄올 추출물을 간 및 비장 치료에 사
용하였다. 2000 년대 이후 미국에서 해마다 9 백만 달러 이상 판매고를
기록하고 있으며 매년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Flora et al.,
Silymarin

1998; Post-White et al., 2007).
1.2. Silymarin

의 구성 성분

은 말린 마리아 엉겅퀴 씨앗으로부터 95 % ethanol 을 사
용하여 추출되며, 몇 가지 polyphenolic flavonolignan isomer 로 구성
되어 있다. 그 중, silybin (silibinin) 은 약 60 ~ 70 % 를 차지하는 주요
활성 성분이며, 이 외에도 silychristin (약 20 %), silydianine (약 10 %),
isosilybin (5 %) 등이 silymarin 을 구성하고 있다 (Figure 1).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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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 Structures of flavonoid isomers of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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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Silymarin

의 흡수, 분포, 대사 및 배설

은 장에서 신속히 흡수되나 물에 대한 용해도 (430 mg/L)
가 낮아 경구 투여 시 흡수율은 23 ~ 47 % 로 낮은 편이다 (Kren and
Walterova, 2005). 건강한 성인 남성에게 투여되었을 때, 투여 후 1 ~ 3
시간에서 혈중 최고 농도를 보인다 (Kim et al., 2003; Wen et al.,
2008). Silymarin 은 간에서 sulfate 혹은 glucuronide 와 신속히 포합되
며 이 포합체들은 혈액이나 담즙으로 빠져나간다. 600 mg 의 silymarin
이 성인 남성에게 투여 후 혈중 최고 농도를 기록한 시점에서 혈액 중
유리형, sufate 포합체, 그리고 glucuronide 포합체의 비율은 각각 17 %,
28 %, 55 % 였다 (Wen et al., 2007). Phase II 반응에 의한 silymarin
의 포합은 그 생체이용률을 떨어뜨리는 원인으로 작용한다. Silymarin
및 그 포합체들은 주로 담즙을 통해 배설 (약 80 %) 되며 소량 (3 ~ 8
%) 은 뇨를 통해 배설된다. 담즙을 통해 장으로 배출된 silymarin 포합
체 중 약 10 % 는 장내 세균 총에 의해 다시 가수분해되어 다시 간으
로 되돌아오는 장간순환을 한다 (Flora et al., 1998; Abenavoli et al.,
2010). 따라서 silymarin 은 다른 장기에 비해 간에 비교적 고농도로 존
재하게 된다. Zhao 와 Agarwal 의 연구 (1999) 에 따르면, 웅성
SENCAR 마우스에 50 mg/kg bw 의 silybin 을 경구투여 하고 이 물질
의 조직 분포를 살펴본 결과, 간, 폐, 췌장 내 농도가 투여 0.5 시간 후
에 최대치를 기록했으며 그 농도는 각각 8.8 1.6, 4.3 0.8, 5.8 1.1
μg/g 이었다. 피부와 전립선의 경우는 투여 1 시간 후에 1.4
0.5, 2.5
0.4 μg/g 으로 최대치를 나타냈다. Silybin 과 silybin 포합체의 농도
는 모든 조직에서 0.5 혹은 1 시간 이후부터 감소하기 시작했으며 간
내 소실 반감기는 각각 57 분, 79 분으로 측정되었다.
Silymarin

±

±

±

±

±

1.4.

실험적으로 유발된 간독성에 대한 Silymarin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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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다양한 동물 실험 모델에서 간 독성 물질에 의해 유발
된 간 손상을 효과적으로 억제하였음이 보고되었다. Rat 에 사염화탄소
로 유발한 간 손상에 대해 실리마린은 혈중 간 독성 지표인
transaminase 수치를 완벽히 억제하였음이 보고되었으며 (Sharma et al.,
1991), 웅성 rat 에 대한 50 mg/kg bw 의 silymarin 전처리는 만성적
사염화탄소에 의한 간 내 지질과산화 수치를 현저히 억제하였고, 간 내
collagen 수치를 감소시켰다 (Mourelle et al., 1989; Favari and
P rez-Alvarez, 1997). 급/만성적인 ethanol 의 투여는 혈 중 alanine
trasaminase (ALT) 및 aspartate trasaminase (AST) 의 농도를 증가시킬
뿐 아니라 간 내 glutathione 농도를 저하시키고, GSH/GSSG 비율을 감
소시킨다. Valenzuela 등의 연구 (1985, 1994) 에서 silymarin 은 ethanol
에 의한 이러한 변화를 억제하였을 뿐 아니라, 지질과산화 수치 역시
감소시켰다. Ethanol 5 g/kg bw 의 용량을 웅성 C57BL/6 마우스에 12
시간 간격으로 3 번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발한 실험 (Song et al.,
2006) 에서 ethanol 과 동시에 투여된 200 mg/kg bw 의 silymarin 은
혈중 ALT 증가, 간 내 GSH 고갈, 지질과산화 발생을 억제하였을 뿐 아
니라 ethanol 에 의해 증가된 간 내 triglyceride 및 tumor necrosis
factor-α 수치를 감소시켰다. Galactosamine 은 바이러스성 간염과 비슷
한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일으키며, 간 독성을 유발한다. Galactosamine
은 담즙산의 합성을 억제하고, 담관을 손상시켜 담즙 울체를 야기한다.
Silymarin 은 galactosamine 간 독성에 대해 혈 중 transaminase 를 감
소시켰고, 간 내 지질 과산화를 억제하는 등의 보호 효과를 보였다
(Saraswat et al., 1995; Datta et al., 1999; Barbarino et al., 1981). 고용
량의 acetaminophen 에 의한 간독성 역시 silymarin 에 의해 현저히 억
제되었다. 설치류를 이용한 다양한 실험들에서 50 ~ 200 mg/kg bw 의
silymarin 및 silybin 은 actaminophen 에 의해 유발된 간 독성, 지질과
산화, GSH 고갈, 항산화 효소 활성 억제 등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
며, 간 세포의 괴사를 87. 5 % 방지하였다 (Ramellini and Meldolesi,
Silymarin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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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6; Campos et al., 1989, Muriel et al.,, 1992).
1.5 Silymarin

의 임상적 사용

은 사람에게 5 g/day 이하의 용량에서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다고 판단되므로 일반적인 사용량에서 무독하며 부작용 역시 다른
약물에 비해 현저히 적은 것으로 알려져 간 질환 환자에게 빈번히 사용
된다. Silymarin 은 캡슐 및 tablet 형태로, 대부분 240 - 900 mg/day
용량을 두 번 혹은 세 번에 나누어 경구 복용된다. 만성적인 ethanol 의
섭취는 지방간, 간염, 간 섬유화, 간 경화 등 다양한 임상적 증상을 나
타내게 된다. Salmi 와 Sarna 의 연구 (1982) 에서는 알콜성 간질환을
가진 97 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4 주간 silymarin 혹은 placebo 를 복용
시킨 결과, silymarin 투여 군에서 ALT 및 AST 수치의 현저한 감소가
관찰되었다. 또한 36 명의 만성 알콜성 간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한 실
험에서 420 mg/day 의 silymarin 은 placebo 투여 군에 비해 간 독성
수치 뿐 아니라 간 내 procollagen III peptide 농도를 감소시켰다
(Feh r et al., 1989). 하지만 silymarin 은 ethanol 대사나 ethanol 농도
혹은 제거 속도에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Varga et al., 1991).
간경화로 판정된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실험에서 450 mg/day 의
silymarin 은 간경화 정도를 완화시켰으며 (Par s et al., 1998),
erythrocyte 의 GSH 수치 증가시켰고, 지질과산화 수치를 감소시켰다
(Lucena et al., 2002). 또한, silymarin 은 바이러스성 간염 환자에 있어
서 간 보호 효과를 보였는데, 바이러스의 복제에 영향을 미치지 않았음
에도 불구하고 항염증 및 간 재생 효과를 통해 그 작용을 나타낸다고
알려져 있다 (Saller et al., 2001). 또한, 강력한 간독소인 amanitin 과
phalloidin 을 포함하는 독버섯 (Amanita phalloides) 에 의한 급성 간독
성의 해독제로 silymarin 이 사용되고 있다.
Silymarin

é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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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 Silymarin

의 작용 기전

은 항산화, 항염증, 항섬유화 등 다양한 기전을 통해 간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Silymarin 의 항산화 효과는 세포를 이용한 다
양한 실험에서 확인되었다. Silymarin 은 radical 생성 억제, radical 과
의 직접적인 결합, 세포막의 지질 과산화 억제, 세포내 항산화 물질 농
도 유지 및 증가를 통해 그 항산화 작용을 나타낸다 (Trouilas et al.,
2008). Oxidative/nitrosative stress 발생 시, silybin 은 superoxide
anion radical 생성을 억제하였고, malondialdehyde (MDA) 수치를 저
하시켰으며, glutathione 고갈을 방지하였다. 또한,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 그리고 glutathione
reductase 와 같은 세포내 항산화 기능을 담당하는 효소 활성 감소를
회복시켰다 (Dehmlow et al., 1996a; Rolo AP et al., 2003; Comoglio et
al., 1995; Carini et al., 1992). 이러한 효과는 silymarin 의 농도 의존적
으로 나타났으며, hepatocyte, HepG2 cell, Kupffer cell 등 다양한 간세
포 실험을 통해 확인되었는데, 실험적으로 유발된 간 손상에서
silymarin 의 처리는 지질 과산화, 미토콘드리아 투과성 변화 및 호흡
억제, 세포막 전위, 세포 사멸 등을 방지하였다. 또한, Siymarin 및
silymarin 을 구성하는 flavonolignan 들은 superoxide anion, hydroxyl,
Silymarin

hydroxyethyl, lipodienyl, thrichloromethyl, hypochlorous, phenylglyoxylic ketyl radical
(Comoglio et al.,
1990; Mira et al., 1994; Dehmlow et al., 1996b; Basaga et al., 1997;
van Pelt et al., 2003; Gazák et al., 2004; Sersen et al., 2006).
,
silybin
chelation
(Borsari et al., 2001; Pietrangelo et al., 2002; Gharagozloo et al., 2008).
silymarin
nuclear factor kappa-light-chainenhancer of activated B cells (NF-κB)
transduction
cascade
. NF-κB

을 직접적으로 제거하였다

은 철을

여러 연구에서

또한
하여 항산화 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
은

에 의해 조절되는
를 억제함으로써 항염증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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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염증, 분화, 성장에 관여하는 유전자에 작용하는 전사 인자로서
DNA 에 결합하는 단백질이다 (Bremner
and
Heinrich, 2002;
Federico et al., 2007). 세포가 자극받지 않은 상태에서 NF-κB 는
inhibitory protein 1κ Bα (IκBα) 와 결합하여 세포질에 존재하지만, 산
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활성화되면, IκBα 에서 분리되어 핵으로 이동하
며 염증 관련 유전자를 발현시키게 된다. Silybin 은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할 뿐 아니라 NF-κB 의 활성화를 저해하고, IκBα 의 인산화 및 분
해를 억제하여 핵으로의 이동을 막는다 (Yoo et al., 2004; Momeny et
al., 2008; Gharagozloo et al., 2010). Concanavalin A 로 마우스에 간
손상을 유발하였을 때, silybin 은 간 독성 수치 뿐 아니라 혈액 및 간
내 pro-inflammatory cytokine 들을 감소시켰으며, 간 내 NF-κB 활성화
를 저해하였고, 혈액 및 간 내 항염증 cytokine 인 interleukin-10 농도
를 증가시켰다 (Sch mann et al., 2003). 또한, silymarin 은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발현 및 cyclooxygenae (COX-2) 발현/활
성, leukotriene 생성 억제, 그리고 protein kinase 와 c-jun N-terminal
kinase 의 활성 저해를 통해 염증을 완화시켰다 (Chittezhath et al.,
ü

2008; Lu et al., 2009; Shanmugam et al., 2008; Verschoyle et al., 2008;
Deep et al., 2008; Wang et al., 2008; Singh et al., 2008).
In vitro
silymarin
.
stellate cell
25 ~ 50 μmol/L
silymarin
platelet-derived growth factor
(PDGF)
DNA
, TGF-β
procollagen type I
(Trappoliere et al.,
2009). Rat
dimethylnitrosamine
,
silybin
stellate cell
collagen
, matrix
metalloproteinase 2 (MMP2)
tissue inhibitor of metalloproteinase 1
(TIMP1)
(Di Sario et al., 2005).
,
, ethanol
silymarin

간 섬유화의
모델에서
은 항섬유화 효과를 나타냈
다 간 섬유화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고 알려진
에 대한
의
전처리는
에 의한
합성과 세포 증식을 억제하였으며
에의
한
의 생합성을 저해하였다
에
으로 간독성을 유발하였을 때
은
활성화와
축적을 억제하였고
및
의 증가를 억제하였다
또한 사염화탄
소
등에 의해 유발된 간 섬유화 역시
에 의해 유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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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억제되었다

이 밖에도
를 활성화시킴에 따라 단백질 합성을 증가
시켜 간 재생을 촉진시키고
암세포의
억제로 인한 세포 주기 및 성장 지연을
통해 항암효과를 나타낸다는 보고도 있다
이러한
다양한 작용 가운데 항산화 작용은
의 대표적인 간 보호 기
전으로 꼽힌다
(Muriel et al., 2005; Lieber et al., 2003).
ribosomal RNA polymerase
(Sonnenbichler and Zetl, 1986),
cyclin-dependent kinase (CDK)
(Zhang et al., 2012).
silymarin
.

2. Glutathione

은 glutamate, cysteine, 그리고 cysteine 으로 이루어진
로서 대부분의 미생물, 식물 그리고 모든 포유동물의 조직에
존재하는 물질이다. 포유 동물의 조직에서 0.5 ~ 10 mM 의 농도로 존
재하는데, 특히 간에서 고농도 (5 ~ 10 mM) 발견되고, 세포 밖의 GSH
농도는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eg. 2 ~ 20 μmol/L plasma). GSH 는
thiol-환원형 (GSH) 과 dissulfide-산화형 (GSSG) 의 형태로 존재하게 된
다 (DeLeve and Kaplowitz, 1991). 약 80 ~ 90 % 의 GSH 는 세포질에
존재하며, 10 ~ 15 % 는 mitochondria 에 그리고 그 외 소량은
endoplasmic reticulum (ER) 내에 존재한다 (Lu, 1999). ER 내의 GSH
와 GSSG 의 비율은 3:1 정도이지만 (Hwang et al., 1992), 세포질과
mitochondria 에서는 GSH 가 GSSG 의 10 배 이상으로 존재한다
(Meredith and Reed, 1982). GSH 의 sulfhydryl group 은 생체 내에서
그 기능을 발휘하는데 필요하다. GSH 는 친전자성 물질의 무독화, thiol
status 를 유지하여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한 단백질 -SH group 의 산화
방지, free radical 제거, cysteine 의 공급, DNA 합성 및 면역 기능 조
절 등의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DeLeve and Kaplowitz, 1991;
GSH
tripeptide

Suthanthiran et al., 1990; Hutter et al.,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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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Glutathione

의 기능

외인성 물질 및 그 대사체를 무독화 시키는 것은 GSH 의 주요 기능
이다. 반응성이 강한 친전자성 물질들은 세포내 분자들과 공유결합을
형성하여 그 기능을 저해하고 세포에 손상을 줄 수 있는데, GSH 는 이
러한 물질들과 자발적으로 혹은 GSH S-transferase (GST) 의 촉매하에
결합하여 GSH 포합체를 형성함으로써 무독화시키게 된다 (DeLeve and
Kaplowitz, 1991; Lu. 1999). 이러한 포합체들은 그 후 혈액 혹은 담즙으
로 빠져나가며, γ-glutamyl- transpeptidase (GGT) 에 의해 γ-glutamyl
기가 떨어져 나가고 그 후 dipeptidase 에 의해 cysteine-glycine 결합이
깨지면서 cysteine 포합체로 대사된다. 또한, 이 대사체는 N-acetyltransferase 에 의해 acetyl-CoA 와 결합하여 N-acetylcysteine
(mercapturic acid) 포합체로 변형되어 배설된다 (Lu, 1999). 이러한
GSH 포합과정은 비가역적으로 GSH 를 소모하며, 친전자성 물질의 비
정상적인 증가는 GSH 를 고갈시키게 된다.
GSH 의 또 다른 주요 기능은 세포내 산화환원 균형을 유지하고 단
백질의 thiol 기를 보호하는 것이다 (DeLeve and Kaplowitz, 1991; Lu.
1999). 단백질의 산화된 thiol 기는 GSH 에 의해 환원되고 GSH 는
GSSG 로 산화되며 이러한 반응이 유지되기 위해서는 GSH/GSSG 의
비율이 유지되어야 하므로 이 비율은 세포내 산화환원 정도를 나타내는
지표가 된다. 정상적인 경우 GSH/GSSG 의 비율은 10 이상이다
(Meredith and Reed, 1982).

호흡의 결과로 정상적인 세포에서 항상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된
다. superoxide (O ) 나 과산화수소의 발생은 그 자체로 또는
hydroxyl radical 이나 peroxynitrite 생성을 통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
발하게 되고 이러한 radical 들은 지질 과산화를 일으켜 세포막을 붕괴
시키고 세포 손상을 야기한다. 세포 내에서 발생된 과산화 수소는 GSH
peroxidase (GPx) 의 촉매 하에서 GSH 에 의해 환원되고 GSH 는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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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산화된다. GSSG 는 다시 GSH reductase 에 의해 GSH 로 환
원되어 redox cycle 을 형성하며, 이때 NADPH 가 소모되게 된다. 또
한, GPx 나 GST 는 GSH 를 사용하여 organic peroxide 들의 환원을
촉매하게 된다. 과산화수소는 catalase 에 의해 환원될 수 있지만,
catalase 는 peroxisome 내에만 존재하므로, catalase 가 존재하지 않는
mitochondria 에서는 GSH 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게 된다
(DeLeve and Kaplowitz, 1991; Fern ndez-Checa et al., 1997). 과도하게
발생된 산화적 스트레스는 세포내 GSSG 로부터 GSH 로의 환원 능력을
넘어서게 되고 세포는 redox state 를 유지시키고자 GSSG 를 방출시키
거나 GSSG 가 단백질의 sulfhydryl 기와 결합하여 mixed dissulfide 를
생성하게 된다. 그러므로 급격한 산화적 스트레스의 발생은 세포내
GSH 를 고갈시킨다.
GSH 는 cysteine 의 저장고로 cysteine 을 공급하는 역할을 담당한
다 (Lu, 1999). Cysteine 은 세포 밖에서 매우 불안정하여 cystine 으로
빠르게 산화된다. GSH 는 carrier-mediated transporter 에 의해 세포
외부로 방출되고 세포 외부에 존재하는 GGT 에 의해 γ-glutamyl 기를
아미노산에게 전달하고 cysteinylglycine 으로 변환되며, γ-glutamyl
amino acid 는 다시 세포 내부로 들어와 glutamate 를 공급하게 된다.
Cysteinylglycine 은 세포 외부의 dipeptidase 에 의해 cysteine 및
glycine 으로 분해되는데 이 때 생성된 cysteine 은 세포 내부로 들어와
GSH 합성에 이용된다. 이러한 과정을 γ-glutamyl cycle 이라 부르며,
생성된 GSH 가 이것을 필요로 하는 세포에 공급된다 (Lu, 1999).
GSSG

á

2.2. Glutathione

의 합성

간은 GSH 농도가 가장 높을 뿐 아니라 GSH 합성에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이다. 간은 transsulfuration 과정을 통해
methionine 으로부터 cysteine 을 생성하는 유일한 장기이다. 간 세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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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성 속도는 혈액, 담즙 그리고 mitochondria 로 이동하는 속도와
균형을 이루고 있다. 혈액 중에 존재하는 GSH 및 cysteine 은 대부분
간에서 유래한 것으로 간으로부터 혈액으로의 유출 속도가 이 두 물질
의 혈액 중 농도를 결정하게 된다 (Ookhtens and Kaplowitz, 1998).
GSH 은 전구체인 세 가지 아미노산 (glutamate, cysteine, glycine)
으로부터 모든 세포의 세포질에서 합성되며 ATP 를 필요로 하는 두 단
계를 거쳐 생성된다 (DeLeve and Kaplowitz, 1991).
GSH

→

(1) L-glutamate + L-cysteine + ATP
γ-glutamyl-L-cysteine +
ADP + Pi
(2) γ-Glutamyl-L-cysteine + L-glycine + ATP
GSH + ADP + Pi

→

합성의 첫 번째 단계는 속도 결정단계 효소인
에 의해 이루어진다
는
과
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가 효소활성을 나타내며 이
것은
에 의해 되먹임 저해된다
은 활성을 나타내지는 못
하지만
에 대한
의 값을 낮추고
에 대한
값을 높여 활성을 조절하는 역할을 한다
는 몇 가지 요인에 의해 조절된다
는
되먹임
저해로
결합 부위에 결합하여
활성을 억제하며 따라서
와 경쟁하게 된다
또한
에 의한
의 합성은
에 의해 결정된다
와
에 대한
의 값은 각각
그리고
인데 세포 내
의 농도는 값에 비해
배 이상 높은데 비해
의 농도는 값 근처이다
따라서
농도는
합성을
GSH
,
glutamate
cysteine ligase (GCL)
. GCL
heavy (catalytic,
GCLC, Mr ~ 73 kDa) subunit
light (modifier, GCLM, Mr ~ 31
kDa) subunit
, GCLC
GSH
. GCLM
glutamate
GCL
Km
GSH
Ki
(Huang et al., 1993a, 1993b).
GCL
. GSH
nonallosteric
glutamate
GCL
,
glutamate
(Huang et al., 1988; Misra and Griffith,
1998).
, GCL
γ-glutamylcysteine
cysteine
availability
(DeLeve and Kaplowitz, 1991).
Glutamate
cysteine
GCL
Km
1.8 mM
0.1 ~ 0.3 mM
,
glutamate
Km
10
cysteine
Km
(Lu et al.,
1992; Misra and Griffith, 1998).
cysteine
G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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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하게 된다.
GSH 합성의 두 번째 단계는 GSH synthetase (GS) 에 의해 일어난
다. GS 는 두 개의 동일한 subunit (Mr ~118 kDa) 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Oppenheimer, 1979), GSH 에 의해 되먹임 저해되지 않는다 (Lu,
1999). GCS 에 의해 생성되는 γ-glutamylcysteine 은 매우 낮은 농도로
존재하므로, GS 활성 보다 GCL 의 활성이 GSH 합성의 속도를 결정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GS 의 과발현은 GSH 농도를 증가시키지 못하였지
만, GCL 의 과발현은 GSH 의 농도를 증가시켰으며 이러한 결과는 이
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 (Grant et al., 1997). 따라서 간 내 GCL 활성과
cysteine 농도는 GSH 농도를 조절하는 주요 결정인자들이다.
Cysteine 은 일반적으로 음식물 섭취 및 단백질 분해를 통해 공급되
며, 간세포에서는 transsulfuration 과정을 통해 methionine 으로부터 생
성되기도 한다. Cysteine 은 다른 아미노산들과는 달리 sulfhydryl 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세포 안에서는 cysteine 으로 세포 밖에서는
disulfide 형태인 cystine 으로 존재한다. 따라서 간세포 내 cysteine 농
도는 cysteine, cystine 그리고 methionine 의 유입과 함께
transsulfuration pathway 의 활성에 따라 조절된다. 음식 공급 중단은
GSH 농도를 현저히 감소시키며, 다시 음식을 공급한 몇 시간 안에
GSH 농도는 정상을 회복하게 된다 (Tateishi et al., 1974). Cysteine 은
ASC system 을 통해, cystine 은 Xc system, 그리고 methionine 은
system L 을 통해 세포 내로 유입된다 (Kilburg, 1982; Bannai, 1984;
-

Takada and Bannai, 1984)
2.2.1.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과정

과정은 황을 함유하는 아미노산인 methionine 과
을 포함하여 궁극적으로 taurine 과 GSH 를 합성하는 경로로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과정 (Figure 2) 으로도 불린다 (Cooper, 1983;
Transsulfuration
cyste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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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methionine 대사 및 GSH 저장
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장기이므로 methionine 을 cysteine 으로
변화시키는 간세포의 능력은 매우 중요하다. Methionine 는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MAT) 에 의해 ATP 와 결합하여 S-adenosylmethionine (SAM) 을 생성한다. SAM 은 다양한 methyltransferase 에
의해 methyl 기를 전달하고 S-adenosylhomocysteine (SAH) 으로 전환
된다. 이후 SAH 는 SAH hydrolase 에 의해 가수분해되어
homocysteine 과 adenosine 으로 나뉜다. Homocysteine 은 betaine 또
는 N- methyltetrahydrofolate 에 의해 methyl 기를 전달 받아 betain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 또는 methionine synthase
(MS) 에 의해 methionine 으로 remethylation 된다. 따라서 methionine
으로부터 homocysteine 을 거쳐 다시 methionine 으로 돌아오는 과정은
methionine cycle 또는 remethylation cycle 이라고도 불린다. 한편,
homocysteine 은 cystathionine β-synthase (CβS) 에 의해 serine 과 결
합하면서 cystathionine 으로 전환되며, 이 생성물은 또한 cystathionine
γ-lyase (CγL) 에 의해 cysteine 과 γ-ketoglutarate 로 전환된다. 생성된
cysteine 은 taurine 과 GSH 의 주요 전구체로 사용된다. Cysteine
dioxygenase (CDO) 는 taurine 합성의 속도 결정 단계 효소로서
cysteine 을 산화시켜 cysteine sulfinate 로 대사시키고, 이것은 또한
cysteine sulfinate decarboxylase (CDC) 에 의해 hypotaurine 으로 전환
되며, hypotaurine 은 산화 과정을 거쳐 taurine 으로 변환된다. 다른 한
편으로, cysteine 은 앞에서 설명한 것과 같이 GCL 와 GS 의 촉매 하에
glutamate 및 glycine 과 결합하여 GSH 를 생성한다.
간 경화 환자나 혈중 homocysteine 수치가 비정상적으로 증가한
homocysteinemia 환자에서는 transsulfuration 과정의 활성이 줄어든 것
이 확인되었으며 (Finkelstein, 2003), HepG2 나 Huh-7 cell 과 같은 간
암 세포에서는 이 대사 활성이 현저히 낮았는데 (Lu and Huang, 1994),
이러한 경우 methionine 으로부터 GSH 합성에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게
Finkelstein, 1990; Stipanuk, 200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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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따라서 transsulfuration 과정을 포함하는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체계의 유지는 정상적인 간 기능에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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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ulfur-containing amino acid metabo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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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Acetaminophen

은

Acetaminophen (paracetamol, N-acetyl-para-aminophenol, APAP)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NASAIDs)
,
, cyclooxygenase
prostaglandin
(Botting, 2000; Simmons et al., 2000; Hinz and Brune, 2012).
APAP
von Mering
1893
1960
.
,
phenacetin
aspirin
Rye
APAP
,
Food and Drug Administration (FDA)
5
APAP
(Hinson et al, 2010).
APAP
centrilobular region
,
.
APAP
(Ostapowicz et al., 2002;
Larson et al., 2005).

일반의약품으로 광범위하게 사용되고 있는
계열의 해열 진통제이며
억제로 인한
합성 저해를 통해 그 효과를 나
타낸다
는
에 의해 년 진통제로 소개되었으나 년
대 까지 많이 사용되지는 않았다 이후 다른 해열 진통제인
의 신장독성과
의 위장관계 출혈 및 증후군 등이 이들 약
물의 부작용으로 나타나면서
의 사용이 빠르게 확산되기 시작하
였으며 미국
에 따르면 현재 매
주 약 천만명의 성인이
가 포함된 약물을 복용하고 있다고 한
다
상용량의
는 비교적 안전하다고 생각되
지만 고용량을 복용할 경우 간
에 세포 괴사를 일
으키고 심각한 경우 사망에 이르게 할 만큼 현저한 간 독성을 보이게
된다 오늘날 미국과 영국에서
독성은 급성 간 부전의 절반 정도
를 차지할 정도로 빈번히 발생되고 있다
3.1. Acetaminophen

에 의한 간 독성

는 그 자체로 간에서 무독하며 대사 활성화되어 그 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용량의 APAP 를 건강한 성인에게
투여한 경우 약 42 % 정도가 glucuronidation 에 의해, 약 52 % 가
sulfation 에 의해 대사되며 약 2 % 는 대사되지 않은 모약물의 형태로
배설된다. 나머지 소량의 APAP 는 간 내 cytochrome P450 (CYP450)
효소 체계에 의해서 반응성이 큰 N-acetyl-p-benzoquinoneimine
A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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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사 활성화된다
정상적인 상태에서
에 의해 포합되어 무독화되며

(NAPQI)
(Howie et al., 1977; Dahlin et al., 1984;
Tone et al., 1990).
NAPQI
GST
GSH
, APAP-GSH
,
APAP-cysteine, APAP-N-acetylcysteine
.
APAP
CYP450 isoform
CYP 2E1,
CYP1A2, CYP3A4
,
CYP2E1
. CYP2E1 knock out
APAP
,
APAP
wild type
(Lee et al., 1996).
, CYP 1A2 knock out
wild type
APAP
(Tonge et al., 1998).
CYP2E1
CYP1A2
double knock out
APAP
(Zaher et al., 1998).
CYP2E1
APAP
,
APAP
CYP1A2
. CYP1A2 inducer
CYP1A2
APAP
clearance
NAPQI
(Miners et al., 1984; Sarich et al., 1997).
, CYP3A4
2E1
1A2
APAP
, APAP

하에
로 혹은
설된다

는간내
의 촉매
포합체는 그 자체
의 형태로 대사되어 배

의 대사활성화에 관여하는
으로는
등이 보고되었는데 이중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으로 알려져 있다
마우스에
를 투여한 경우 동일하게
를 투여한
마우스보다 혈중
간독성 수치가 현저하게 낮은 것이 확인되었다
하지
만
마우스는
마우스와
에 의한
간독성 발생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과
의
마우스는 고용량의
투여에도 간독성이 발생하지 않은 것이 보고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이
대사활성화의 주요 효소이며 고용
량의
가 투여된 경우
역시 대사활성화에 기여함을 보여
준다
로
를 증가시킨 동물에서
의
나
생성량을 증가시키지 않은 결과는 이를 뒷받침한
다
한편
는 과
보다
대사활성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작고
와 에탄올
과 함께 투여된 동물 모델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보고되었다
(Kostrubsky et al., 1997).
APAP
.
CYP450
GSH
sulfhydryl

고용량의
가 투여된 경우, 간독성을 유발하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간 내
에 의하여 생성된 NAPQI 는 APAP 투여 1 ~ 2
시간 이내에
를 고갈시키고, 무독화되지 못한 NAPQI 는 세포 내
기를 가지는 단백질들과 공유 결합하여 활성 상실 및 기능
저하를 야기하며 궁극적으로 세포 괴사를 일으킨다 (Mitchell et al.,
1973a; Jollow et al., 1973; Mitchell et al., 1973b). Necrosis 가 일어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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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세포는 반드시 NAPQI 에 의한 protein adduct 가 발견되기 때문에
APAP 의 대사활성화는 간 독성에 주요 원인이 된다 (Hinson et al.,
2010). 또한, APAP 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간 독성을 일으키는
데, APAP 가 CYP450 에 의해 대사되는 과정에서 superoxide anion 이
생성되며, 이것은 superoxide dismutase (SOD) 에 의해 과산화수소
(H O ) 로 변환되거나 nitric oxide (NO)와 결합하여 peroxynitrite 를
생성한다. APAP 투여 시 NO 를 합성하는 간 내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발현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된 NO 와 superoxide
anion 이 반응하여 peroxynitrite 합성을 촉진시킨다. Peroxynitrite 는
반응성이 강하여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는데, 정상적인 경우에
GSH 에 의해 무독화된다. 하지만, 무독화 되지 못한 peroxynitrite 는
생체 내에 존재하는 단백질의 tyrosine 잔기와 결합하여 3-nitrotyrosine
(3-NT) adduct 를 생성하는데, 이것은 tyrosine 기능이 정상적으로 발휘
되는 것을 막아 유전자 발현 이상 및 단백질 기능 저하를 초래하고 결
과적으로 APAP 독성 발현의 원인이 된다. APAP 투여시 간 내 3-NT
의 양은 혈중 간 독성 수치와 같은 경향으로 증가하게 되는데, 따라서
APAP 간독성을 가늠하는 biomarker 로 사용된다 (Beckman and
Koppenol, 1996; James et al., 2003). APAP 의한 간독성 기전을 Figure
3 에 간략히 도식화 하였다.
2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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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Proposed mechanism of acetaminophen-induced hepat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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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 목적

은 많은 연구를 통해 그 효과를 검증받아 대표적인 간 보
호 물질로 알려져 왔다. Silymarin 은 간독성 물질에 의해 유발된 GSH
의 고갈을 억제함을 보였고, 이러한 효과는 silymarin 이 그 항산화 활
성을 통해 직접 활성 산소종 및 free radical 들과 결합하여 무독화시킴
에 따라 GSH 의 소모를 방지한 결과로 받아들여졌다 (Comoglio et al.,
Silymarin

1990; Mira et al., 1994; Basaga et al., 1997; van Pelt et al., 2003;
Gazák et al., 2004; Sersen et al., 2006).
silymarin
,
GSH
(Valenzuela et al., 1985; Valenzuela et al., 1989),
silymarin
radical
GSH
.
, silymarin
GSH
.
APAP
.
FDA
56,000
APAP
, 26,000
, 460
(Nourjah et al., 2006).
2012
11
TylenolⓇ
,

하지만 소수의 연구자들은 정상
이 투여되었을 때 간 내
농도가 증가되

적인 설치류에
었음을 보고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는
이 그 자체의
제거 작용 뿐 아니라 체
내 대표적 항산화 물질인
증가를 통하여 간 보호에 기여할 가능성
을 암시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에 의한
증가의 원인
이나 그 의의를 밝힌 연구는 현재까지 이루어지지 않았다
해열 진통제인
은 과다 복용 시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한다
미국
는 미국에서 매년
여명이
의 과다 복용으로 응
급실을 찾으며 이 중
여명이 입원을 하고 여명이 사망한다
고 밝혔다
일반의약품인 이 약은 한국에서
년 월부터 편의점 판매가 허용된
의 주성분으로 누구나 자
유롭게 구입 및 취급할 수 있는데 약효 및 부작용에 대한 충분한 숙지
없이 유아 및 노인 또는 판단이 어려운 사람에게 잘못 복용 될 경우 국
민 건강에 커다란 위협이 될 수 있다. 2013 년 4 월, 식품의약품안전처
는 한국 얀센에서 제조된 ‘어린이용 타이레놀 현탁액’ 의 성분 초과 함
유에 따른 간 손상 발생을 이유로 2011 년 5월 이후 생산된 제품을 판
매 금지하는 등 APAP 에 의한 간 독성 문제가 사회적 이슈로 떠오르
기도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APAP 복용시 발생할 수 있는 간 손상을
예방 및 치료할 대책이 강구되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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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독성에 대한 silymarin 의 보호 효과를 발표한 논문은 다
수 존재한다 (Ramellini and Meldolesi, 1976; Campos et al., 1989,
Muriel et al., 1992). 하지만 대부분 단순한 독성 억제 및 항산화 물질
고갈 방지 등의 현상 보고에 그쳤고, silymarin 의 역할을 추측했을 뿐,
명확한 작용 기전을 밝혀내지 못하였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적은
silymarin 의 항산화 활성을 평가하고, 이 물질이 체내에 투여되었을 때
나타나는 간 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과정의 변화를 관찰하여
silymarin 이 GSH 합성 및 세포 항산화능 조절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
는 것이다. 이차적으로는 APAP 으로 유발된 간 손상에 대한 silymarin
의 보호 기전을 규명하여 약물학적인 중요성을 평가하는 것이다.
A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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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 재료 및 방법
1.

실험재료

1.1.

시약 및 화학물질

α-Ketoglutarate,

2,4-dinitrophenyl hydrazine, pyruvate, β-NADH, β
-NADPH, adenosine triphosphate (ATP), glutamate, 2-thiobarbituric
acid (TBA), 1,1,3,3,-tetraethoxy propane (TEP or MDA), GSH
reductase, ethylenediamine tetraacetic acid disodium salt (EDTA),
Tween 80, folin-cioalteau's phenol reagent, 4-nitrophenol,
erythromycin,
ascorbic
acid,
2-mercaptoethanol,
methionine,
cystathionine, cysteine sulfinate, hypotaurine, taurine, 1-heptanesulfonic acid, ammonium phosphate monobasic, boric acid, 1-chloro2,4-dinitrobenzene (CDNB), cystathionine, S-adenosylhomocysteine,
S-adenosylmethionine iodide salt, ammonium phosphate, sodium
acetate, GSH, DL-homocysteine, 7-Fluorobenzofurazan-4-sufonic acid
ammonium salt (SBD-F), tetramethylethylenediamine (TEMED),
dithiothreitol, bromophenol blue, naphthol blue black, acetonitrile,
tetrahydrofuran, trichloroacetic acid, 5-sulfosalicilic acid (SSA),
nynhydrin, ethoxyresorufin, resorufin, homoserine, betaine, α-keto-γ
-methiolbutyric acid (KMBA), 3-Morpholinosydnonimine hydrochloride
(SIN-1), Diethylenetriaminepentaacetic dianhydride (DTPA), DFructose, acetaminophen
O-phthalaldehyde (OP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
.
2,2 -azobis(2-amidinopropane) dihydrochloride (ABAP)
Wako
Chemicals USA (Richmond, VA, USA)
.

그리고

′

에서 구입하였다

에서 구입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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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는

는 Kohjin Co. (Tokyo, Japan)에서 구입하였다.
Dimethyl sulfoxide (DMSO), glycerol, Tris-acid 는 Amresco Inc.
(Cochran Road Solon, OH, USA) 에서 구입하였다.
Eiethyl ether, hydrogen chloride (HCl) 는 Daejung Chemicals &
Metals Co. (경기도 시흥시) 에서 구입하였다.
γ-Glutamylcysteine

Ethanol, sodium chloride (NaCl), potassium chloride (KCl),
Propylene glycol, sodium hydroxide, perchloric acid, formaldehyde,
acetic acid
Duksan Pure Chemical Co. (
)
.
Skim milk, Bis/Acrylamine solution, amido black, ECL reagent,
bovine serum albumin (BSA)
reagent grade
.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HPLC)
methanol
Burdick and Jackson
(Muskegon, MI, USA)
.
reagent grade
.
APAP-GLUC, APAP-SULF, APAP-GSH, APAP-CYS,
APAP-NAC
acetaminophen
Curtis D. Klaassen
(University of Kansas Medical Center, Kansas, USA)
.
Silymarin (Silybum marianum
mg
0.496 mg
silybin
)
( )
(
)
.

는

였다

경기도 안산시 에서 구입하

은

사용하였다

또는 그 이상의 품질을

은
사
하였다 그 외 실험에 사용한 모든 시약은
의 품질을 사용하였다
등의

대사체는

공여받았다

분석에 사용한
에서 구입
또는 그 이상

그리고
교수님
으로부터 친절히

건조 종실을 압착 탈취 및 추출한 건
조 분말 엑스로 당
의
을 포함 은 부광약품 주
서울시 로부터 친절히 공여받았다
1.2.

항체
항체와

Anti-MAT I/III, CβS, GAPDH polyclonal
Nitrotyrosine
monoclonal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항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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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구입하였다.

항체는

Anti-BHMT, MS polyclonal
Everest Biotech
(Oxfordshire, UK)
. Anti-CDC monoclonal
Abcam plc (Cambridge, UK)
. Anti-CDO polyclonal
Yu Hosokawa
(Jissen Women's University, Tokyo,
Japan)
. Anti-GCL polyclonal
NeoMarkers, Inc. (Fremont, CA, USA)
. Anti-CYP2E1,
CYP1A1/2, CYP3A polyclonal
Ditroit R&D (Detroit, MI, USA)
.
1
5 %
BSA
,
4 °C
.
datasheet
.
2
HRP conjugated goat anti-rabbit
Jackson Immuno
Research (West Grove, PA, USA)
, donkey anti-mouse, donkey
anti-goat
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
.

에서 구입하였다
항체는
에서 구입하였다
항체는
교수님
으로부터 친절히 공여받았다
항체는
에서 구입하였다
항체는
에서 구입하였다 모든 차 항체는 의
에 적절한 비율로 희
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사용 후
에 보관하였다 각 항체의 희석 비
율은 각각의
에 따랐다
차 항체인
은
에서
는
에서
구입하였다
2.

동물 실험 모델

실험 동물로 웅성 C57BL/6 마우스 (9 주령, 20 - 25 g) 를 (주) 오리
엔트 바이오 (경기도 성남시) 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하
기 전 1 주 이상 55 5 % 의 습도, 22 2 ℃ 의 온도 및 환기가 조
절된 서울대학교 약학대학 141 동 동물실험 연구동에서 동물을 적응시
켰으며 오전 7 시와 오후 7 시를 기준으로 12 시간 주기로 명암을 바꾸
어 주었다.
±

2.1. Silymarin

±

이 간 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에 미치는 영향

마우스에 silymarin 을 100mg/kg bw 또는 200mg/kg 의 용량으로
12 시간 간격으로 세 번 경구 투여 (10ml/kg) 하고, 마지막 투여 6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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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후에 diethyl ether 로 마취 후 개복하여 심장 채혈한 후, 간을 적출
하였다. silymarin 은 propylene glycol (10 %), tween 80 (12 %), 그리
고 증류수 (78 %) 로 이루어진 vehicle 에 녹였으며, 대조군으로는
vehicle 만 투여한 동물을 사용하였다.
2.2.

아세트아미노펜에 의한 급성 간독성 유발 실험

마우스에 silymarin 200 mg/kg bw 의 용량을 12 시간 간격으로 3
번 경구 투여하였으며, 마지막 투여 직후, APAP (500 mg/kg bw) 을
복강 투여하였다. APAP 는 10 % 의 Tween 80 과 90 % 의 생리식염
수로 이루어진 vehicle 을 30 ~ 35 C 로 가열하여 녹였으며, 20 ml/kg
bw 의 부피로 투여하였다. APAP 투여 1.5, 3, 6, 24 시간 후에 실험 동
물을 diethyl ether 로 마취 후 심장 채혈하고, 개복하여 간을 적출하였
다.
°

3.

혈액 및 조직의 분획 분리

3.1.

혈장의 분리

헤파린 처리된 syringe 를 사용하여 채혈한 후, 15,000 rpm 에서 40
초간 원심 분리한 상등액 (혈장) 을 -70 ℃ 이하로 유지되는 deep
freezer (Model ULT-1490, REVCO, Asheville, NC, USA) 보관하였다.
3.2.

간의 S9 및 cytosol 분획의 분리

마우스를 diethyl ether 로 마취시키고 복강을 절개하여 적출된 간에
3 ~ 4 배 용량의 1.15 % KCl 을 가하여 약 1 분 정도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로 분쇄한 후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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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서

10,000 g
high speed centrifuge (Model J2,-MC, Beckman
Instruments Inc., Palo Alto, CA, USA)
20
(S9 fraction)
CYP450
,
protein-nitrotyrosine adduct
.
,
4 , 104,000 g
1
ultracentrifuge (Model L80,
Beckman Instruments Inc., Palo Alto, CA, USA)
(cytosol)
,
TOSC
. S9
cytosol
-70
deep freezer (Model
ULT-1490, REVCO, Asheville, NC, USA)
.

로 분간 원심분리하고 상등
액
을 취하였으며 이 분획을
효소 활성과 발현
그리고
측정에 사용하였다 한편 이 상등
액을 ℃
에서 시간 동안
로 초원심분리하고 여
기서 얻은 상등액
을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과정의 효소활성
및 단백질 함량 그리고
측정에 사용하였다 및
분획
은 실험 시까지
℃ 이하로 유지되는
보관하였다
4.

간 손상 관련지표 측정

4.1.

혈중 alanine transaminase (ALT) 활성 측정

활성은
과
의 방법
으로 측정하였다
에
기질액
혈장
를 가하고 ℃ 에서
는 분 반응시켰다 반응
종료 후 즉시 발색액
을
씩 가하고 실온에서 분간 방치한 후
을 가하여
증류수를 대조액으로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를
동일한 방법으로 발색시킨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활성을 구하였다
ALT
Reitman
Frankel
(1957)
.
Ep tube
ALT
(a-ketoglutarate 2 mM, alanine 200 mM) 100
μl,
20 μl
37
ALT
30
.
(2,4-dinitrophenyl hydrazine, 1 mM)
100 μl
20
0.4 N NaOH 1 ml
520 nm
. Pyruvate
.
4.2.

혈중 sorbitol dehydrogenase (SDH) 활성 측정

의 활성은 Rose 와 Henderson 의 방법 (1975) 을 변형하여 측
정하였다. 530 μM NADH 140 μl 에 혈장 100 μl 를 가하고 37 ℃에서
5 분간 incubation 시켰다. 2.5 M D-Fructose 60 μl 를 가하고, 340 nm
SD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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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2 분간 흡광도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분당 흡광도 변화량을 사용
하여 아래의 식으로 SDH 활성을 구하였다.
  
 
SDH (units/ml) =  ·  · ∆   min
 
  

4.3.

간 내 지질 과산화 측정

동물을 diethyl ether 로 마취시키고 복강을 절개하여 적출된 간에 3
배 용량의 1.15 % KCl 을 가하여 약 1 분 정도 분쇄하였다. 분쇄액을 4
℃에서 10,000 g 로 20 분간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사용하였다. 지질 과
산화 수치는 German 등의 방법 (2002) 의 방법을 약간 수정하여 측정
하였으며 간 내 malondialdehyde 와 thiobarbituric acid 의 반응을 통
해 thiobarbituric acid reactive substance (TBARS) 의 양을 정량하고자
하였다. Ep tube 에 15 % 의 Trichloroacetic acid, 0.0375 % 의
thiobarbituric acid, 0.25 N 의 HCl 로 이루어진 용액 400 μl 와 상등
액 200 μl 를 넣고 90 ℃에서 20 분간 반응시켰다. 얼음으로 신속히 열
을 식힌 후 4 ℃, 10,000 g 로 원심분리한 상등액을 가지고 535 nm 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1,1,3,3-tetraethyxypropane (malondialdehyde)
를 동일한 방법으로 발색시킨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농도를 구하였다.
ò

4.4 H&E staining

포르말린에 고정된 조직을 이용하여 파라핀 절편으로 만든 후, 파라
핀 절편을 deparaffin, dexylene, 함수 과정을 거쳐 harri's hematoxylin
solution 에 15 - 20 분간 담궜다. Harri's hematoxylin 에서 꺼낸 후 파
란색을 띠지 않을 때 까지 세척한 후 1 % HCl-alcohol 에 2 - 3 회 담
궜다. 이후 0.5 % 암모니아수를 이용하여 청색화하고 세척하였다. 세척
후 eosin solution 에 약 10 초간 담궈 염색을 하였으며 신속히 저농도
에서 고농도의 알코올에서 dehydration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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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황함유 아미노산과 관련대사체의 측정

5.1. GSH

및 GSSG 함량 측정

간 및 혈중 GSH 는 enzymatic recycling method 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다 (Griffith, 1980). 간에 3 ~ 4 배 용량의 1.15 % KCl 을 가하여
약 1 분 정도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로 분쇄한 후, 분쇄액에 2 mM EDTA 가 함유된 1 M
HClO 를 1:1 의 비율로 가해 혼합한 후, 시료를 약 20,000 g 에서 10
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분석시 까지 -70 ℃ 이하의 deep
freezer 에 보관하였다. 상등액에 phosphate 완충액 (phophate 0.125 M,
EDTA 6.3 mM, pH 7.5)을 사용하여 GSH 농도가 표준 검량선 농도 범
위 내에 들도록 희석한 후 total GSH 정량을 위한 검체로 사용하였다.
1.5 ml tube 에 0.3 mM NADPH 용액 700 μl, 6 mM DTNB
(5,5-dithio-bis-2-nitrobenzoic acid) 용액 100 μl, 검체 또는 GSH 표준액
200 μ l 을 가하여 잘 섞은 후 35 ℃ 에서 4 분간 방치하였다. 여기에
GSH 측정을 위해 12.5 units/ml 농도의 GSH reductase 를 60 ul 가하
였다. 잘 섞은 후 UV/VIS spectrophotometer (model V-530, Jasco,
Tokyo, Japan) 을 이용하여 412 nm 에서 약 40 초간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linear 한 30 초간의 기울기 변화를 구하고 표준 검량선으로부
터 GSH 의 농도를 환산하였다.
한편, GSSG 는 다음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GSH 측정과 동일한
시료에 GSH 를 제거하기 위해 2-vinyl pyridine 을 가하고 상온에서 10
분간 잘 섞어주었다. 40 units/ml 농도의 GSH reductase 를 사용하여
GSH 측정과 동일한 방법으로 정량하였다. GSSG 는 2 분자의 GSH 로
환산하였다.
혈중 GSH 측정을 위해 혈장과 10 % 의 sulfosalicylic acid 를 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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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비율로 혼합한 후, 약 20,000 g, 4 ℃에서 10 분간 원심분리한 상등
액을 사용하였다. 상등액 50 μl 와 0.3 mM NADPH 용액 700 μl,
phosphate buffer 150 μl, 를 혼합하여 35 ℃에서 4 분간 incubation 한
후, DTNB 100 μl 와 50 units/ml 의 GSH reductase 60 μl 를 가하고,
위와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5.2. Cysteine

함량 측정

간의 cysteine 함량은 GSH 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해 분리한 시료를
사용하였다. Cysteine 함량은 Gaitonde (1967) 의 방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였다. 10 분간 100 ℃ 에서 100 ul 의 산성 ninhydrin 용액, 100
ul 의 acetic acid 와 100 ul 의 시료를 반응시킨 후 즉시 얼음물로 식혔
다. 95 % 에탄올 670 μl 를 가하여 안정화시키고 25 분 후 560 nm 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농도의 계산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계산하였
다.
5.3. SAM

간에

및 SAH 함량 측정
배 용량의

을 가하여 약

분 정도
으로 분
쇄한 후 분쇄액에
를 의 비율로 가해 혼합한
후 시료를 약
에서 분간 원심 분리한 후 상등액을 취하여
분석시 까지 ℃ 이하의
에 보관하였다
과
의 분석을 위해
를 사용하여
를 시키고 역상
과
검출기
를 장착한
을 이용하
였다
이동상은
을 함유하고
와
3 ~ 4
1.15 % KCl
1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
1 M perchloric acid
1:1
,
20,000 g
10
-70
deep freezer
. SAM
SAH
1-heptanesulfonic acid sodium salt
ion
pairings
column
UV
(UV-975 UV/VIS
detector, Jasco Co., Tokyo, Japan)
HPLC system
(She et al., 1994).
18 % methanol
40 mM
ammonium phosphate
8 mM 1-heptane- sulfonic acid sodium 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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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성되었으며 pH 를 3.0 으로 맞추고, colume oven 을 이용하여 35
℃ 에서 분석하였다.
5.4. Methionine, cystathionine, hypotaurine, taurine

간에

배 용량의

을 가하여 약

함량 측정

분 정도
으로 분
쇄한 후 분쇄액과
을 의 비율로 잘 혼합한 후 시료를 약
에서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을 증류수와 의 비
율로 잘 혼합하여 이 시료를 분석시 까지 ℃ 이하의
에 보관하였다 정량을 위해
을 이용하여
유도체화하였는데 시료
와
를
에서 분
간 반응시킨 후 역상
과
검출기
를 장착한
로 측정하였다
와
을 이동상
으로 사용하였으며 농도구배를 주기 위해 개의
를 이용하였다 농도 구배는
의 방법
을 약간 변화시켜
를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
분에
로변
화시켰으며 온도 ℃ 에 유속은
이었다
의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시료에 포
함된 각각의 물질을 정량하였으며 각각의
은
분이었다
3 ~ 4
1.15 % KCl
1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
methanol
1:3
,
20,000 g
10
.
1:2
-70
deep freezer
.
O-phthaldialdehyde (OPA)
,
40 ul
OPA 200 ul
1.5 ml tube
2
column
fluorometric
(FS-980
fluorescence detector, Applied Biosystem, Foster, CA, USA)
HPLC
. 0.1 M sodium acetic acid (Solvent A; pH = 7.2)
methanol + tetrahydrofuran = 97 + 3 (v/v) (Solvent B)
2
pump (Jasco Model
PU-980, Jasco Co., Tokyo, Japan)
.
Rajendra
(1987)
Solvent A
0
90 %
, 0 - 4
84 % , 4 - 12
84 % , 12 - 18
78 % ,
18 - 22
78 % , 22 - 26
70 % , 26 - 30
70 % ,
30 - 47
53 % , 47 - 51
53 % , 51 - 56
30 % ,
56 - 58
0 % , 58 - 62
0 % , 62 - 63
90 %
40
1.0 ml/min
. methionine,
cystathionine, taurine, hypotaurine
,
retention time
48, 51, 32,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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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Homocysteine

함량 측정

의 함량은
등의 방법
을 약간 변화시켜
측정하였다 간에
배 용량의
을 가하여 약 분 정도
로 분쇄
한 후 분쇄액
와
를 혼합하고 실온
에서 분간 방치하여 시료에 포함된
및
결합형
을 환원시켰다 이 용액과
가 함유된
를 의 비율로 가해 혼합한 후 시료를 약
에서
분간 원심 분리하였다 상등액에
를 적당량 가해 를
로 맞추고
를 첨가한 후 차광된 상태에서 시간동안 ℃ 로 가열하여
반응시켜 유도체화 하였다
이 장착된
를 사용하여
℃ 유속
으로 용액 중
을 분리하였으며 형광의 세기를
로 측정하였다 이동상은
을 로
을 로 사용하여 의 비
율이
분 까지
분 까지
로
분 까지
그리고
분까지
가 되도록 변화시켰다
을 사용하여 표준검량선을 작성하고 시료 중의 농도를
구하였다

Homocysteine
Nolin
(2007)
.
3 ~ 4
1.15 % KCl
1
polytron (ULTRA-TURRAX T-25, IKA-Labortechnik, Germany)
,
200 μl
10 mM dithiothreitol 200 ul
30
homocystine
protein
homocysteine
.
2 mM EDTA
1 M
HClO4
1:1
,
20,000 g
10
.
1.55 M NaOH
pH
9.5
7-Fluorobenzofurazan-4- sufonic acid ammonium salt
(SBD-F)
,
1
60
. Symmetry C18 analytical column (4.6 x
150 mm, 3.5 μm particles, Waters Co., Milford, MA, USA)
HPLC
30
,
0.8 ml/min
homocysteine
fluorescence detector
(Ex. 385 nm, Em. 515 nm)
.
0.1 M sodium
acetate buffer (pH 4.0)
A
methanol
B
A
0 - 7
100 %, 7 - 8
25 % , 8 - 13
25
%,
13 - 14.5
100 %
.
Homocysteine
.

6.

단백질 함량 측정

단백질 총량은 Lowry 등 (1951)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시험관에
150 μl 의 단백질 희석액을 넣고 Lowry complex (2% (w/v) Na CO :
2

3

1 % (w/v) copper sulphate : 2 % (w/v) potassium sodium tartrate =
- 42 -

를 가하고 즉시 혼합했다. 10 분 후 75 μl 의 0.1 N
시약을 가하고 즉시 혼합한 다음 30 분 후에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검량선은 bovine serum
을 이용하였으며 작성된 검량선으로부터 시료의 단백질
농도를 계산하였다 이를 이용해 효소활성 측정 및 단백질 발현 측정에
적용하였다
100 : 1 : 1) 750 μl
folin-ciocalteau's phenol
750 nm
albumin (BSA)
.
.

7.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과정의 효소 활성 측정

7.1.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MAT)

의 활성은

등

활성 측정

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반응액은

MAT
Mudd
(1965)
.
80 mM Tris-HCl/50 mM KCl (pH 7.4), 5 mM ATP, 40 mM MgCl2,
0.1 mM methionine
1 mg protein
1 ml
. Methionine
37
30
10 %
perchloric acid 0.5 ml
.
SAM
She
(1994)
.

과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반응액의
부피는
이었다
을 가하여 반응을 시작하였으며 ℃
에서 분간 반응시켰고
의
을 가하여 반
응을 종결시켰다 반응생성물인
의 농도는 등
의 방법
에 의해 정량하였다
7.2. Betain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BHMT)

활성 측정

활성은 Ericson 과 Harper 의 방법 (1956) 을 조금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Tris 완충액 (pH 7.4) 를 사용하여 시약을 용해하였다.
Buffer 200 μl 와 10 mM 의 dithiothreitol 이 포함된 0.5 % 의
homocysteine 용액 200 μl, cytosol 100 μl, 그리고 1 % 의 betaine 100
μl 를 혼합하고, 37 ℃에서 1 시간동안 반응시켰다. 차가운 methanol
900 μl 를 가해 반응을 종료시키고, 10,000 g에서 10 분간 원심분리 하
였다. 상등액을 취해 시료에 포함된 methionine 을 위에 언급된 방법을
BH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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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해 HPLC 로 측정하였다.
7.3. Cystathionine β-synthase (CβS)

활성은
였다
의

와

활성 측정
의 방법

을 이용하

CβS
Kashiwamata
Greenberg
(1970)
. pH 8.3
Tris
500 μl
1 M serine 100 μl, 1.2 mM
PLP 100 μl, 5 mM CuSO4 100 μl, 1 mM serine 100 μl
cytosol
100 μl
37
3
preincubation
,
1 M
homocysteine 100 μl
37
45
, 50
% trichloroacetic acid
. 10,000 g
10
cystathionine
ninhydrin
100
5
20
455 nm
. Cystathionine
.

완충액

에

그리고
를 넣고 ℃에서 분간
하였으며 여기에
의
를 가하고 ℃에서 분간 반응시킨 후
로 반응을 종결시켰다
에서 분간 원
심분리한 상등액 중의
을
과 ℃에서 분
간 반응시켰으며 차갑게 냉각시킨 후 분 방치하고
에서 흡광
도를 측정하였다
의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시료에 포함된
물질의 농도를 정량하였다
7.4. Cystathionine γ-lyase (CγL)

와
완충액

활성 측정

의 방법

을 사용하였다

Matsuo
Greenberg
(1957)
. 0.1 M
phosphate
(pH 7.5) 250 μl
0.5 mM PLP 50 μl, 75 mM
mercaptoethanol 50 μl, 70 mM EDTA 50 μl, 320 mM homoserine 50
μl
50 μl
cytosol
30
37
, 10 %
trichloroacetic 1 ml
.
10,000 g
10
100 μl
2,4-dinitrophenyl hydrizine 100 μl
5
200 μl
ethanol
500 μl
2.5 N NaOH
10
, 515 nm
.
α-ketoglutarate
cytosol
protein
.

과

에

의

을 분 동안 ℃에서 반응시키고
로 반응을 종결시켰다 이후
에서 분간
원심분리한 상등액
와
를혼
합하여 분간 방치하고
의
과
의
를 가하여 분간 방치 후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반응
생성물인
를 표준검량선으로 하여 정량하였으며 반응생
성물을 시간과
내
양으로 나누어 활성을 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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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5. Cysteine dioxygenase (CDO)

의 활성은

활성 측정

등의 방법

에 따라 측정하였다 반응

CDO
Bagley
(1995)
.
0.5 mM ferrous ammonium sulfate, 5 mM hydroxylamine HCl,
2 mM NAD+, 5 mM cysteine
1 mg protein
1 ml
. 37 °C
17
cold
methanol 2.5 ml
.
cysteine
sulfinate
O-phthalaldehyde/2-mercapto- ethanol
fluorescence detector
3.5 ㎛ Kromasil C18 column (4.6 × 100 mm,
Eka Chemicals, Bohus, Sweden)
HPLC system
.

액은

과

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반응액의 부피는
이었다
에서 분간 반응시키고
을 가하여 반응을 종결시켰다 생성된
을
으로 유도체화하고
와
이 장착된
으로 정량하
였다
7.6. γ-Glutamylcysteine lygase (GCL)

활성은

와

활성 측정

의 방법

을 사용하였다 반응

GCL
Sekura
Meister
(1977)
.
0.1 M tris-HCl/0.15M KCl (pH 8.2), 10 mM ATP, 10 mM
L-glutamate, 20 mM MgCl2, 2 mM EDTA, 5 mM cysteine
250 ug
protein
. 3
preincubation
cysteine
37 °C
15
γ-glutamylcysteine
O-phthalaldehyde
. Yan
Huxtable (1995)
HPLC separation/ fluorometric detection
. HPLC
system
PU-980 pump, FP-920 fluorescence detector (Jasco Co.,
Tokyo, Japan), 3.5㎛ Symmetry C18 column (4.6 × 75 mm, Waters
Co., Milford, MA, USA)
.

액은

과

으로 구성되었다 분 동안
한후
가하고
에서 분 동안 반응시킨 후 생성된
을
으로 유도체화하였다
과
방법을 사용하였다
은

을
의

으로 구성되었다

7.7. GST

활성 측정

간의 cytosol 에서 GST 활성은 Habig 등의 방법 (1974) 에 따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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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pH 가 6.5 인 0.1 M photassium phosphate buffer 를 사용하
였다. 총반응액의 부피는 3 ml 이었으며 25 ℃ 에서 기질인
1-chloro-2,4-dinitrobenzene (CDNB) 를 가하고 340 nm 에서 2 분간의
흡광도 변화를 측정하였다. 효소 활성을 계산하기 위해 CDNB 의 흡광
계수는 8.5 cm mM 값을 사용하였다.
-1

-1

8. Cytochrome P450

효소 활성 측정

8.1. p-Nitrophenol hydroxylase

측정

활성을 살펴보기 위해
의 방법
에 따라 생성물인
하였다 마우스에서 얻은 간 분획
에

활성을
을 정량하여 구
완충액

CYP2E1
p-Nitrophenol hydroxylase
Koop
(1986)
4-nitrocatechol
.
S9
50 μl
0.1 M phosphate
(pH 6.8) 500 μl, 10 mM ascorbic acid 50 μl, 1 mM p-nitrophenol 50 μ
l
37
3
preincubation
. 10 mM
NADPH
50 μl
37
10
incubation
.
10 % perchloric acid 250 μl
, 10,000 g
10
.
300 μl
10 M NaOH 30 μl
, UV/VIS
spectrophotometer (Model V-530, Jasco, Tokyo, Japan)
546 nm
.
4-nitrocatechol
.

를 혼합하고 ℃에서 분간
하였다
의
용액
를 가하고 ℃에서 반응을 시작하여 분간
하였다 차가운
를 가하여 반응
을 종료시키고
에서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
를
취한 후 여기에
를 첨가하고 잘 섞은 후
을 사용하여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의 양을 정량하였다
8.2. Ethoxyresorufin O-deethylase

활성 측정

마우스의 간 내 CYP1A2 의 활성을 살펴보기 위해 ethoxyresorufin
O-deethylase 활성을 De Almeida 등의 방법 (2011) 을 약간 변형하여
측정하였다. 0.1 M Tris 완충액 (pH 7.6) 295 μl 와 5 mM NADPH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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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녹인
와 마우스 간에서 분
리한 분획
를 혼합하여 ℃ 에서 분간 반응 시켰다. 차가
운
를 가하여 반응을 종료시키고 ℃, 10,000 g에서
분간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의 흡광도를
에서 측정하였다.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의 양을 정량하였으며 생성물의 농도를
시간 및 단백질 농도로 나누어 계산하였다
μl,

DMSO
0.5 mM ethoxyresorufin 5 μl
S9
50 μl
37
30
acetonitrile 300 μl
, 4
10
.
572 nm
resorufin
,
.
8.3. Erythromycin N-demethylase

활성 측정

의 활성을 반영하는 erythromycin N-demethylase 활성을 측
정하기 위해 반응 생성물인 formaldehyde 를 Nash 의 방법 (1953) 으
로 정량하였다. 0.1 M Tris 완충액 (pH 7.5) 에 녹인 625 μM 의
erythromycin 용액 400 μl 와 마우스 간에서 분리한 S9 분획 50 ul 를
잘 섞고 3 분간 37 ℃에서 preincubation 하였다. 3.1 mM NADPH 50
μl 를 가하고 10 분간 37 ℃에서 반응시켰다. 차가운 20 %
trichloroacetic acid 500 μl 를 가하여 반응을 종결시키고 10,000 g, 4℃
에서 원심분리하였다. 상등액 400 μl 를 취하여 여기에 Nash reagent
150 μl 를 가하고 60 ℃에서 30 분간 반응시켰다. 이 용액을 405 nm에
서 흡광도 측정하였으며 생성된 formaldehyde 의 양을 기지농도의
formaldehyde 를 이용하여 얻은 표준 검량선으로부터 구했다.
CYP3A

9.

단백질 발현 측정
의 방법

에 따라 각 분획의 단백질을

Laemmli
(1970)
sodium
dodecyl-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PAGE)
.
7.5 % seperating gel
3.95 ml
2.5 ml
1.5 M Tris
(pH 8.8)
3 ml
30 % acrylamide/bis
.
10 % ammonium persulfate 60 ul

을 제조하기 위해
완충액
및
의
섞었다 위의 용액에 즉시 조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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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다
의 증류수와
의
용액을
와

를 가하여 미리 준비된 gel 굳힘용 유리판 사이에 붓고
그 위에 증류수를 가하여 gel 표면을 고르게 한 후 약 1 시간 가량 방
치하여 굳혔다. 12 % seperating gel 은 7.5 % gel 의 조성 중 증류수는
2.85 ml, 30 % acrylamide/bis 용액은 4 ml 로 변화시켜 만들었다.
Seperating gel 이 굳은 후 gel 표면의 증류수를 조심스럽게 제거하였으
며, 다음의 조성에 따라 stacking gel 을 가한후 comb 을 꽂아 sample
loading 준비를 하였다. Stacking gel 은 3.36 ml 의 증류수, 0.5 M Tris
(pH 6.8) 1.5 ml, 30 % acrylamide/bis 용액 780 ul, 10 % ammonium
persulfate 45 ul 와 TEMED 6 ul 를 가해 제조하였다. 전기 영동할 시
료는 sample dilution buffer (1 M Tris (pH 6.8) 2.5 ml, 80 % glycerol
TEMED 5 ul

5 ml, 20 % SDS 5 ml, 1 % bromophenol blue 0.2 ml,
b-mercaptoethanol 2 ml
5.3 ml
)
, 95
5
.
gel
loading
running buffer (1 L
Trizma base 3.04
g, glycine 14.42 g, 20 % SDS 5 ml
)
.
stacking gel
100 volts
, seperating gel
160 volts
.
80 volts
2
gel
nitrocellulose (NC)
.
transfer
buffer
1 L
trizma base 3.04 g, glycine 14.42 g
200
ml
methanol
.
NC
amido black
, 5 % non-fat milk
1
, 0.05 % Tween 20
Tris buffer
(TBST)
3
1
4
. 1
5 % bovine serum albumin
.
5 % non-fat milk
2
1
ECL chemiluminescence system (Amersham,
Gaithesberg, MA, USA)
.

과 증류수
포함 를 가해 적절한 농도
로 희석하고 ℃에서 분간 가열하여 준비하였다 준비된 에 시
료를
한후
의 용액중에
포함 내에서 전기영동하였다 전압
은
에서
가 되도록 하고
에서는
를 유지하였다 전기영동이 끝난 후
에서 시간 동
안 을
지에 전이하였다 이때 사용한
는
용액 중에
및
의
이 포함되었다 전이가 끝난 지는 단백질을 염색시
키는
용액을 이용해 전이과정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졌는지
확인하였으며
용액에 담가 상온에서 시간 방치하
여 비특이성 결합을 방지하고
을 함유한
로 회 이상 세척한 후 차 항체를 사용하여 ℃ 에서 하룻
밤 방치하였다 차 항체는
용액에 희석하
였다 다음날
용액으로 희석한 차 항체로 상온에서
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을 사용하여 발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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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TOSC)

측정

는 Winston 등 (1998) 에 의해 제안되고 같은 저자들에
의해 수정된 방법 (Regoli and Winston, 1999) 을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Peroxyl radical 은 2,2‘-azobisamidinopropane (ABAP) 을 35 ℃에서
thermal hydrolysis 시켜 발생시켰다. Hydroxyl radical 은 Fe 와
ascorbic acid 를 이용한 Fenton reaction 으로, peroxynitrite 는 SIN-1
의 자발적인 분해를 통해 발생시켰다. 발생한 각각의 활성산소종은 α
-keto-γ-methiolbutyric acid (KMBA) 와 반응하여 ethylene gas 를 생성
시키는데 이 반응은 일정 범위 내에서는 온도에 따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반응은 고무마개로 밀폐된 10 ml 부피의 유리 용기에서 최종 1 ml
의 반응액을 넣어 실시하였다. Ethylene 생성량은 밀폐된 반응 용기의
고무마개 부분으로 syringe 를 찔러 넣어 head-space 의 공기 400 μl 를
취하여 gas chromatography 로 주입하여 분석하였다. Porapack N
column (Supelco) 과 flame ionization detector (FID) 를 장착한 gas
chromatograph 장치를 사용하였다. 이때, oven 과 injector, FID 의 온
도는 각각 60 ℃, 180 ℃, 180 ℃, 로 설정하고 이동상인 helium gas 의
속도를 30 ml/min 으로 유지시켰다.
실험 결과는 증류수를 넣은 경우 발생하는 ethylene gas 의 양을 시
간에 따라 plot 하고, 동일한 양의 시료에 의해 억제되는 ethylene gas
의 발생량을 역시 시간에 따라 plot 하여 integration 하였다. Area
under the kinetic curve (AUC) 를 구하고 TOSC 는 아래의 식으로부터
산출하였다.
TOSC assay

∫ ∫

TOSC = 100 - ( SA/ CA x 100)
SA = integrated area from the curve of the sample react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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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integrated area from the curve of the control reaction
위 식에 의해서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를 전혀 갖지 못하
는 sample 의 경우에는 ∫SA/∫CA 값이 1 이 되며 따라서 TOSC 는 0
이 된다. 반대로 ∫SA 값이 0 에 가까울 수록 TOSC 값은 100 에 접근
하며, TOSC 값이 높을 수록 강력한 radical 제거 효과를 보인다고 판단
할 수 있다.
10.1. Silymarin

의 oxyradical 제거 활성 측정

의 radical 제거 활성을 측정하기 위해 반응 시 silymarin
의 최종 농도가 2 μM, 4 μM, 그리고 10 μM 가 되도록 DMSO (0.1 %)
에 용해시켰다. 대조군은 DMSO 0.1 % 를 사용하여 반응시켰으며,
peroxyl radical 과 peroxynitrite 에 대한 TOSC assay 를 수행하였다.
실리마린의 효과를 비교하기 위해 GSH 과 ascorbic acid 를 1 μM, 5 μ
M, 10 uM 의 농도로 사용하였다.
Silymarin

10.2.

간 cytosol 분획의 oxyradical 제거 활성 측정

마우스의 간에서 분리된

분획을 사용하여 peroxyl radical,
에 대한 제거 능력을 측정하였다.
분획은
완충액 (pH 7.4) 로 적절히 희석하
여 사용하였으며 측정된
값은 시료의 mg protein 양으로 나누고
희석배수를 곱하여
를 구하고 TOSC/mg protein 으로
표시하였다 대조군에서의 값과 비교하는 계산치이므로 화학적 단위가
따로 존재하지 않으며 이론적으로 기기의 감도나 사용시약, 기타 반응
조건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cytosol
hydroxyl radical, peroxynitrite
Cytosol
200 mM phosphate
,
TOSC
specific activity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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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혈액 중 acetaminophen 대사체 분석

혈중 APAP 및 그 대사체 분석은 Howie 등의 방법 (1977) 을 참고
하고, 실험조건에 맞게 수정하여 수행하였다. 혈장 50 μl 와 acetonitrile
50 μl 를 혼합하여 잘 섞은 후, 약 20,000 g, 4 ℃에서 5 분간 원심 분리
하여 단백질을 침전시켰다. 얻어진 상등액과 증류수를 1:1 로 섞고 UV
검출기 (UV-975 UV/VIS detector, Jasco Co., Tokyo, Japan) 를 장착한
HPLC 에 주입하였다. HPLC Column Kromasil 100 Diol 5 m 250 x
4.6 mm (Kromasil, Bohus, Sweden) 을 사용하여, 1.5 % acetic acid 와
6.5 % 의 methanol 로 이루어진 이동상을 유속 1.0 ml/min 으로 이동
시켰고, oven 을 사용하여 온도를 40 ℃ 로 유지시켰다. 분리된 APAP
및 그 대사체의 농도는 254 nm에서 측정된 흡광도를 통해 기지농도의
각물질의 peak 높이를 표준검량선으로 하여 구하였다. 각각의 분리시간
은 APAP-GLUC 6.2 분, APAP-CYS 8.6 분, APAP 11.2 분,
APAP-SULF 13.2 분, APAP-GSH 16.2 분, APAP-NAC 32.7 분이었다.
µ

12.

통계 처리

모든 실험 결과는 mean SEM 으로 표시하였으며, two-tailed
Student's t-test 로 유의성 여부를 판정하였다. 실험군이 3 개 이상인 경
우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test 를 실시하였으며, 모든
실험군들 간의 비교를 위해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를, 대
조군과 약물 처리군과의 비교를 위해서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를 실시하여 사후 검정하였다. 통계적인 유의성은 P 값이 0.05 미만
인 경우를 기준으로 판정하였으며 0.05 이상이지만 유의성이 있다고 판
단되는 경우 P 값을 표시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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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PART I. Silymarin

의 oxyradical scavenging activity

를 통해
과
에 대한
의
제거 활성을 측정하였다
의 처리는 농도 의존적으로
및
를
제거하였고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그 억제 활성은
하게 증가하
였다
의 이러한 항산화능을 평가하고자 대표적인 항산화 물질
인
와
의
제거 능력을 측정하고
과 비교하였다
에 대한
의 제거
효과는
로
에 비해 약
배 이상 높았으며
와는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에 대한 제거 효과는
로서
의 약 배 그리고
보다는 약 배로 현저히 높았다
이러한 결과들은
은 강력한
억제제임을 보여준다
TOSC assay
peroxyl radical
peroxynitrite
silymarin
radical
. Silymarin (2 μM, 4 μM,
10 μM)
peroxyl radical
peroxynitrite
,
linear
(Figure 4).
Silymarin
GSH
ascorbic acid
radical
silymarin
(Figure 5). Peroxyl radical
silymarin
6.5 ± 0.3 TOSC/μM
GSH (2.3 ± 0.4 TOSC/μM)
2.7
, ascorbic acid (6.4 ± 0.9 TOSC/μM)
.
peroxynitrite
8.2 ± 0.9
TOSC/μM
GSH (3.0 ± 2.3 TOSC/μM)
2.7
ascorbic acid (4.4 ± 0.4 TOSC/μM)
1.8
.
silymarin
radic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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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silymarin. Time-course of
ethylene generation from KMBA oxydation by peroxyl radical (A) and
peroxynitrite (C). Linear regression plot for the % inhibition of peroxyl
radical (B) and peroxynitrite (D) vs concentrations of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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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TOSC value of GSH, ascorbic acid, and silymarin against peroxyl
radical and peroxynitrit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 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ne from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u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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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 Silymarin

는 영향

1.

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에 미치

간 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체 및 관련 효소의 변
화

마우스에 100 mg/kg bw 또는 200 mg/kg 의 silymarin 을 12 시간
간격으로 3 번 경구 투여하고, 마지막 투여 6 시간 후에 간을 적출하였
다. 우선, silymarin 투여에 의해 200 mg/kg bw에서 간 내 GSH 농도
의 유의적인 증가가 관찰되었으나 혈중 GSH 농도에는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Figure 6). 따라서 이후로 GSH 합성 과정인 황함유 아미노산
및 대사체의 농도와 관련 효소의 변화를 살펴보았다. Methionine 의 간
내 농도는 silymarin 처리 군에서 모두 유의적으로 증가하였으며, 특히
200 mg/kg bw 투여 군에서는 control 군에 비해 34 % 이상 증가하였
다 (Figure 7). 하지만 methionine 으로부터 생성되는 SAM 및 SAH 의
농도는 silymarin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다 (Figure 8). 그러므로 이
러한 변화의 원인을 살펴보기 위해 methionine 으로부터 SAM 을 합성
하는 MAT 의 활성 및 발현을 측정하였다. MAT 는 silymairn 에 의해
그 활성과 발현 모두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Figure 9).
Homocysteine 으로부터 methionine 을 합성하는 두 효소인 BHMT 와
MS 는 silymarin 에 의해 변화 양상이 달랐는데 (Figure 10), MS 는 아
무런 영향을 받지 않은 반면, BHMT 는 silymarin 200 mg/kg bw 을
투여한 군에서 활성과 발현 모두에서 현저한 감소를 보였다. BHMT 의
현저한 저하에도 불구하고 homocysteine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다. 하지
만 homocysteine 으로부터 생성되는 cystathionine 의 농도는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11). Cystathionine 의 이러한 증가는 이 물질을 합
성하는 효소인 CβS 의 변화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CβS 의 활성
- 55 -

과 발현은 silymarin 에 의해 유의적으로 증가하였다 (Figure 12). CγL
의 활성에는 차이가 없었음에도 cysteine 농도는 silymarin 200 mg/kg
bw 군에서 control 에 비해 67 % 의 큰 증가를 보였다 (Figure 13).
Cysteine 을 전구체로 하여 합성되는 hypotaurine 과 taurine 의 함량은
변하지 않았다 (Figure 14). Cysteine 으로부터 cysteine sulfinate 를 합
성하는 CDO 활성과 발현은 silymarin 처리에 의해 유의적으로 감소하
였으나, CDC 는 변화하지 않았다 (Figure 15). GSH 합성의 속도결정단
계 효소인 GCL 는 활성과 발현 모두 변화하지 않았다 (Figure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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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GSH levels in liver (A) and
plasma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A) or 4 (B)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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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methionine level.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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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SAM and SAH leve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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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MAT activity (A) and
expression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A) or 4 (B)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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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0.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BHMT activity (A) and
BHMT/MS expressions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A) or 4 (B)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0.01,
respectively).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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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1.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homocysteine and
cystathionine leve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1).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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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CβS activity (A) and
expression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A) or 4 (B)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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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3.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CγL activity (A) and
cysteine level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1).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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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4.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hypotaurine (A) and
taurine (B) levels.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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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5.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activities (A) and
expressions (B) of CDO and CDC.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A) or 4 (B)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1).
$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Student’s t-test, P < 0.07).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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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6.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GCL activity (A) and
expression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A) or 4 (B)
mice.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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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간 내 산화환원 상태 및 항산화능의 변화

의 투여는 간 GSSG 농도에는 변화를 주지 못하였지만, 산
화환원 상태를 나타내는 지표인 GSH 와 GSSG 의 비율을 현저히 증가
시켰다 (Figure 17). 반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지질과산화 수치
는 silymarin 의 농도의존적인 감소를 보였다 (Figure 18). 간의 세포질
분획으로 TOSC assay 를 통해 간의 항산화능을 측정한 결과, silymarin
처리 군의 경우 peroxyl radical 과 peroxynitrite 에 대한 radical 제거
능력이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19).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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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7.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GSSG level (A) and
GSH/GSSG ratio (B).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1).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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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8.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lipid peroxidatio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0.01, respectively).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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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9.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cytosolic fraction of liver
against peroxyl radical, hydroxyl radical and peroxynitrite.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5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CON; control, Sil 100; silymarin 100 mg/kg, Sil 200; silymarin
200 m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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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T III. Acetaminophen

의 보호 효과

1.

간독성에 대한

silymarin

간독성 및 산화적 스트레스의 변화

의 GSH 합성 증가 효과가 APAP 간독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에 큰 변화를 초래하였던
silymarin 200 mg/kg bw 의 용량을 앞선 실험에서와 같이 12 시간 간
격으로 3 회 경구투여하고, 마지막 투여 직후 500 mg/kg bw 의 APAP
를 복강 투여하여 간 손상을 유발하였다. 간 독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혈중 ALT 와 SDH 활성은 APAP 투여 3 시간 후부터 시간 의존적으로
증가하기 24 시간대에 최대 활성을 보였다 (Figure 20). 하지만
silymarin 의 전처리는 APAP 에 의해 유발된 이러한 독성을 현저하게
억제하였다. H&E staining 한 간 조직을 현미경으로 관찰한 결과
APAP 투여 24 시간에서 현저한 세포 괴사가 나타났으나, silymarin 의
전처리는 control 수준으로 독성을 억제하였다 (Figure 21). 지질과산화
를 나타내는 TBARS 수치는 APAP 투여 1.5 시간 이후부터 증가하여 3
시간대에 최대치를 보이고 이후 감소하여 24 시간 후에는 control 수준
으로 회복되었다 (Figure 22). Silymarin 은 지질 과산화 수치 역시
APAP 단독 처리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 Peroxynitrite 와
세포내 단백질의 tyrosine 기가 결합한 nitrotyrosine adduct 의 생성을
간 S9 분획에서 Western blotting 으로 살펴본 결과, APAP 투여 후 시
간이 지남에 따라 adduct 의 생성량이 증가하였으며, silymarin 의 전처
리는 이를 control 수준으로 억제하였음이 관찰되었다 (Figure 23). 간
내 GSH 농도는 APAP 투여 직후부터 급격하게 감소하여 3 시간 후에
는 86 % 이상 고갈되었으며, 이후 회복되기 시작하여, 24 시간에는 정
상치를 기록하였다 (Figure 24). Silymarin 의 전처리는 1.5, 3 시간대의
GSH 고갈을 억제하지는 못하였으나 이후 GSH 농도를 빠르게 증가시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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켜, 6 시간대에서는 APAP 단독 투여 군과 현저한 차이를 보였을 뿐 아
니라 control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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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0. Effect of silymarin pretreatment on plasma ALT (A) and SDH (B)
activities in mice intoxicated with APAP.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 SE for 3 ~ 6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mice at 0
hr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treated mice with same time
(Student’s t-test , P < 0.05, 0.01,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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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 Effect of silymarin pretreatment on liver histopathlogy in mice
intoxicated with APAP. Representative liver sections of animals were
stained with H&E (x200 for all pan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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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 Effect of silymarin pretreatment on heptic lipid peroxidation in
mice intoxicated with APAP.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3
~ 6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mice at 0 hr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5, 0.01,
respectively).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treated mice with same
time (Student’s t-test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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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Effect of silymarin pretreatment on the formation of nitrotyrosine
protein adducts in mice intoxicated with APAP. Hepatic homogenates
were analyzed by Western blotting for the presence of nitrotyrosine
protein adduct by using 3-nitrotyrosine antibody. Lanes 1 and 2 are from
control mouse livers. Lanes 3 and 4 are from APAP-treated mouse livers
at 3 hr. Lanes 5 and 6 are from silymarin-pretreated mouse livers 3 hr
after APAP injection. Lanes 7 and 8 are from APAP-treated mouse livers
at 6 hr. Lanes 9 and 10 are from silymarin-pretreated mouse livers 6 hr
after APAP injection. Lanes 11 and 12 are from APAP-treated mouse
livers at 24 hr. Lanes 13 and 14 are from silymarin-pretreated mouse
livers 24 hr after APAP injection (CON, control; A, APAP; SA, silymarin
+ AP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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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4. Effect of silymarin pretreatment on heptic GSH concentration in
mice intoxicated with APAP.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3
~ 6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the control mice at 0 hr (one-way
ANOVA followed by Dunnett's multiple comparison test, P < 0.01).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treated mice with same time
(Student’s t-test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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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혈중
변화

acetaminophen

대사체 및 간 내

GST

활성의

의 전처리가 APAP 대사 및 NAPQI 의 무독화에 어떠한
기여를 하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혈중 APAP 대사체의 양을 정량하였다.
모약물인 APAP 의 혈중농도는 투여 직후 빠르게 증가하여 1.5 시간대
에서 최대치를 보이고 이후 급격히 소실되었으며, 다른 대사체들의 농
도 역시 1.5 혹은 3 시간대에서 최대치를 보이고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
다. Silymarin 의 전처리는 혈중 APAP 농도 및 APAP-GLUC,
APAP-SULF 포합체의 농도를 변화시키지 않았다 (Figure 25). 하지만
APAP-GSH 포합체의 농도는 APAP 단독 투여 군에 비해 현저히 증가
하였으며 3 시간대에는 유의적인 차이를 보였다. 또한, APAP-GSH 로
부터 생성되는 APAP-CYS 와 APAP-NAC 역시 APAP 단독 처리군에
비해 silymarin 전처리 군에서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APAP 의 GSH 포합 반응을 촉매하는 간 내 GST 활성은 APAP 투
여 6 시간 후 유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silymarin 전처리에 의해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Figure 26).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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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Effect of silymarin pretreatment on plasma APAP (A), APAP-GLUC (B),
APAP-SULF (C), APAP-GSH (D), APAP-CYS (E), and APAP-NAC (F)
concentrations in mice intoxicated with APAP.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3 ~ 6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treated mice with same time
(Student’s t-test , P < 0.05). APAP; acetaminophen, APAP-GLUC; acetaminophen
-glucuronide conjugate, APAP-SULF; acetaminophen-sulfate conjugate, APAP-GSH;
acetaminophen-glutathione conjugate, APAP-CYS; acetaminophen-cysteine conjugate,
APAP-NAC; acetaminophen-N-acetyl-L-cysteine conju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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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Effect of silymarin pretreatment on heptic GST activity in mice at
6 hr after APAP intoxication.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6
mice. Values with different letters (a, b) are significantly different one
from another (one-way ANOVA followed by Newman-Keuls multiple
range test,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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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Silymarin

이 간 CYP450 에 미치는 영향

에 의한 APAP-GSH 및 그 대사체의 증가가 대사활성화
및
생성량 증가에 기인한 것인지를 확인하고자 하였다. APAP
가 투여되기 전 시점인 3 회의 silymarin 200 mg/kg bw 를 투여한 마
우스의 간에서, APAP 로부터 NAPQI 를 생성시키는 간 내 CYP450 효
소들 (2E1, 1A2, 3A4) 의 활성 및 발현을 측정하였다. APAP 대사활성
화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진 CYP2E1 은 활성 및 발현에 변화를
보이지 않았으며, CYP1A 역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 하지만 CYP3A4 의
경우는 silymarin 처리에 의해 활성과 발현 모두 유의적인 감소를 보였
다 (Figure 27). 이러한 결과를 통해 silymarin 전처리에 의해 APAP 대
사활성화가 증가되지는 않은 것으로 보이며, 따라서 APAP-GSH 포합체
의 증가는 silymarin 에 의해 증가된 GSH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또
한, CYP3A 의 변화는 silymarin 에 의해 오히려 NAPQI 생성이 감소될
가능성을 암시한다.
Silymarin
NAPQ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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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Effect of silymarin treatment on hepatic activities and expressions
of Cyp2e1, Cyp1a1/2, and Cyp3a.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 SE
for 3 mice.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APAP treated mice with same
time (Student’s t-test ,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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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찰
간은 다양한 외인성 물질들이 흡수되어 일차적으로 도달하는 장기이
며, 이러한 물질들을 대사 및 무독화시키는 과정에서 많은 양의 산화적
스트레스가 발생하는 기관이다. Silymarin 은 다양한 간 독성 및 산화적
스트레스로부터 간을 보호한다고 알려져 있다. 다양한 종류의 radical
에 대한 silymrin 의 억제 효과가 보고되었지만 (Comoglio et al., 1990;

Mira et al., 1994; Dehmlow et al., 1996b; Basaga et al., 1997; van Pelt
et al., 2003; Gazák et al., 2004; Sersen et al., 2006),
organic peroxyl rad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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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hao and Agarw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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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을 나타냄을 시사한다
의
을 마우스에 경구
투여하였을 때 투여 시간 후에 확인된 간 내
의 최고 농도
는
으로
농도로 환산할 경우 약
정도였으며 이
후 빠르게 감소하여 투여 시간과 시간에서는
과
으로 측정되었고 그 이후에는 거의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측정에 사용한
의 농도는
그리고
로서
투여
초기 시간대의 간 내 농도를 잘 반영하며 이 농도에서 강력한
억제 활성을 보임이 확인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그 자체의 항산화 작용 뿐 아니라 간 내
에 주는 변화를 통한 간 보호 기능을 밝히고자 하였다
등의 연구자들
은 에
의
을 경구 투여하고 이후
일에서 간 내
농도가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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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증가한 것을 확인하였으며, 이외의 다양한 동물실험에서 50 ~ 250
mg/kg 의 silymarin 이 간 보호 효과를 나타냈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100 mg/kg bw 과 200 mg/kg bw 을 silymarin 의 투여 용량으로 선
택하였고, 사람에게 투여되는 방법과 유사하도록 12 시간 간격을 설정
하였으며, 총 3 회 의 투여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투여 방법은 Song 등
의 연구자들 (2006) 이 마우스에서 ethanol 에 의한 급성 간독성을 유효
하게 억제한 실험에서 사용한 방법과 같다. 또한, 마지막 투여 이후
silymarin 이 간에서 대부분 소실된다고 판단되는 6 시간에 간을 분리
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측정 지표들이 간에 포함된
silymarin 에 의해 받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본 연구 결과에서 silymarin 투여는 간 내 GSH 농도를 유의적으로
상승시켰다 (Figure 6). 간은 체내 GSH 의 주요 공급처로서 간에서 합
성된 대부분의 GSH 는 혈액을 통해 방출된다 (Lauterburg et al., 1984).
이러한 사실로부터 silymarin 이 간으로부터 혈중으로의 GSH 의 방출
을 억제하여 GSH 을 간에 축적시켰을 가능성이 제기 될 수 있으며, 이
러한 경우 간 내 GSH 농도와는 반대로 혈 중 GSH 농도는 감소가 나
타날 수 있다. 결과에서 혈중 GSH 농도는 silymarin 에 의해 영향을 받
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6). 따라서 간 내 GSH 농도 증가는
GSH 의 방출 변화가 아닌 다른 원인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 내
GSH 농도는 또한, 그 소모에 의해서도 조절 받게 된다. GSH 의 소모
는 주로 GPx 와 GST 에 의해 일어나며, 산화적 스트레스 발생이나 친
전자성 물질의 생성 및 유입은 GSH 의 소모량을 증가시킨다
(Kaplowitz, 1980; Yu, 1994). 간 내 GST 활성은 silymarin 에 의해 변화
하지 않았으므로 (Figure 24) GSH 포합 및 소모 감소에 따른 농도 증가
일 가능성은 높지 않은 것으로 보이지만, 간 내 지질과산화 수치 감소
로 확인된 산화적 스트레스의 감소는 GSH 의 소모를 감소시킨 원인이
될 수 있다.
한편, silymarin 이 GSH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황함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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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대사에 큰 변화를 유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간 내 methionine
은 silymarin 에 의해 증가한 반면, SAM 의 농도는 변화하지 않았다
(Figure 7, 8). 이러한 결과는 간 내 MAT 발현 및 활성 감소로 인한
SAM 으로의 전환 억제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간 내 MAT 조절은
많은 부분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H O 등의 free radical 이 MAT 의
121 번째 cysteine 잔기를 산화시켜 그 활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고
(Avila et al., 1998), GSH 는 이러한 MAT 활성 변화를 회복시켰다. 또
한, MAT 는 산화적 스트레스에 의해 post-translation 단계에서 조절된
다고 알려져 있다 (Kim et al., 2009). 본 결과에서 산화적 스트레스 발
생에 의해 MAT 활성이 억제되었을 가능성은 지질과산화 수치 감소 및
GSH 증가 등의 결과로 인해 설득력이 없어 보이며, silymarin 에 의한
MAT 의 활성 감소는 단백질 발현 측정 결과를 통해 확인된 MAT I/III
의 발현 감소 (Figure 9) 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되지만 그 기전은 불분
명하다.
BHMT 는 methionine 감소 또는 betaine 의 공급에 의해 그 활성이
증가하며, dimethylglycine 이나 methionine, 그리고 SAM,
methylthioadenosine 등 에 의해 그 활성이 저해된다고 보고되었다
2 2

(Finkelstein et al., 1982; Finkelstein et al., 1983; Finkelstein et al.,
1984; Ou et al., 2007). Silymarin
methionine
BHMT
. Homocysteine
methionine cycle
transsulfuration
.
homocysteine
(Ji and
Kaplowitz, 2004; van Guldener et al., 2005),
homocysteine
endoplasmic reticulum (ER) stress
(Ji and Kaplowitz, 2004; McCully, 2009),
(Chacko,
1998; Lentz, 2005; Steed and Tyagi, 2011). BHMT
homocysteine

에 의해 증가된
이 되먹임
저해를 통해
활성을 감소시킨 것으로 생각된다
은
과
반응의 교차 지점에 위치하며
간 및 혈액 중에서 낮은 농도로 유지되고 있다 다양한 간 및 신장 질
환 환자에서 혈 중
의 증가가 발견되며
증가된
은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여 독
성을 나타낼 뿐 아니라
죽상
동맥경화증 등 심혈관계 질환의 원인물질로 지목되고 있다
는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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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를 조절하는 효소로서 실험적으로 BHMT 활성을 억제하였을 때,
homocysteine 의 농도 증가가 나타났다 (Collinsova et al., 2006;
Strakova et al., 2010). 그러나 본 실험에서는 BHMT 의 현저한 감소에
도 불구하고, homocysteine 의 농도에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으며
(Figure 10, 11), SAH hydrolase 에 의해 homocysteine 으로부터 가역적
으로 전환되는 SAH 수치 역시 영향을 받지 않았다 (Figure 8). 이에 대
한 원인으로 homocysteine 의 cystathionine 으로의 전환 증가를 제시할
수 있다. CβS 는 homocysteine 의 농도를 조절하는 주요 효소로 생각
되고 있으며, CβS 의 활성 감소나 유전적 손실은 혈중 homocysteine
의 농도가 상승된 hyperhomocysteinemia 를 유발하게 된다 (Yap et al.,
1998; Mudd, 2011; Choumenkovitch et al., 2002). 본 연구 결과에서
silymarin 은 CβS 의 활성을 증가시켰을 뿐 아니라 생성물인
cystathionine 의 농도를 현저히 상승시켰다 (Figure 11, 12). 따라서
BHMT 의 억제와 CβS 의 증가는 homocysteine 이 remethylation 반응
보다 transsulfuration 반응을 통해 대사되는 비율을 증가시킨 것으로 보
이며, 결과적으로 homocysteine 이 축적되지 않고 cystathionine 으로
신속히 전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CβS 는 heme 을 포함하는 효소로서
SAM 에 의해 안정화되고 산화적 스트레스 발생 시 그 활성이 증가하
는 것으로 알려졌다 (Janos k et al., 2006; Pey et al., 2012; Banerjee
and Zou, 2005). 본 연구 결과에서 감소된 지질과산화 수치는 CβS 의
변화가 산화적 스트레스 이외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추측하게 한다. 덧
붙여, 간 SAM 농도에 변화가 없었으므로 SAM 역시 CβS 증가의 원인
이 아님을 시사한다. Silymain 이 간 내 CβS 발현을 증가시킨 원인은
분명하지 않다. Ratnam 등의 연구자들은 (2002) 합성 corticosteroid 인
triamcinolone 은 hepatoma H4IIE 세포의 CβS mRNA 및 단백발현을
증가시켰다고 보고하였다 (Ratnam et al., 2002). Silymarin 이 steroid
hormone 과 구조적인 유사성으로 인하여 이러한 CβS 조절 효과를 나
타낼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으나 (Pradhan and Girish 2006), 이러한 가
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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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되지 않았다. CγL 의 활성은 변화하지 않았
음에도 불구하고 간 내 cysteine 의 농도는 현저히 증가하였다. 이것은
전구체인 cystathionine 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Cysteine 은 taurine 및 GSH 합성의 주요 전구체로서 cysteine 의
농도는 두 물질 합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cysteine 을
대사시키는 효소 활성에 의해서 cysteine 의 농도 역시 영향을 받는다.
CDO 는 taurine 합성의 속도 결정 단계 효소로서 cysteine 을 산화시켜
cysteine sulfinate 로 전환시킨다. Cysteine sulfinate 는 이후 CDC 에
의해 hypotaurine 으로 전환되는데, 생성된 이 물질은 산화 과정을 거
쳐 taurine 으로 대사된다. CDO 발현은 cysteine availability 에 의해
조절되는데, 고농도의 cysteine 은 CDO mRNA 와 단백 발현을 증가시
켜 taurine 으로의 대사를 촉진시킨다 (Bella et al. 1999). 미분화된
3T3-L1 세포를 사용한 실험에서는 CDO 활성이 없을 경우 cysteine 농
도가 유의적으로 증가함을 보였으며 (Ueki and Stipanuk 2009), 따라서
cysteine 과 CDO 는 상호 보완적으로 조절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본 연
구 결과에서 cysteine 농도의 현저한 증가에도 그 대사체인 taurine 과
hypotaurine 의 농도에는 변화가 없었는데 (Figure 14), 이것은 CDO 의
발현 감소에 의해 cysteine 의 taurine 으로의 대사가 저해되었기 때문
인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5). 간 내 CDO 를 knock out 시킨 마우
스에 taurine free diet 를 섭취시켰을 때 간 내 taurine 의 농도는 변화
를 보이지 않았다 (Ueki et al. 2012). 이러한 결과는 간 내 taurine 의
농도는 비교적 잘 유지되며 이것은 taurine 의 중요한 기능인 삼투압 조
절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Silymarin 에 의한 CDO
억제에 대한 기전은 분명하지 않다. Hosokawa 등의 연구자 (1978) 는
rat 의 간에서 glucagon 처리에 의한 CDO 활성 저해를 보고하였고, 이
것은 cyclic adenosine monophosphate (cAMP) 의 증가에 기인한 것으
로 추측하였다. 또 다른 연구자들은 silybin 이 간세포의 세포질 내
cAMP 의 양을 증가시켜 anticholestatic 효과를 나타냈다고 보고하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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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Crocenzi et al. 2005), 이러한 결과들은 silybin 이 간 내 cAMP 의
농도를 조절하여 CDO 발현을 변화시킬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상의 결
과를 종합해 볼 때, 전구체인 cystathionine 의 증가와 CDO 의 감소는
silymarin 에 의한 cysteine 농도 증가의 주요 원인으로 판단된다.
GSH 는 산화적 스트레스 및 독성 물질로부터 간을 보호하는 중추적
인 역할을 담당하는 내인성 물질이다. GCL 는 GSH 합성의 속도 조절
효소이며, cysteine 은 glutamate 와 glycine 에 비해 간 내 농도가 현저
히 낮기 때문에, cysteine 으로부터 GCL 에 의해 γ-glutamylcysteine 가
생성되는 반응은 GSH 합성 정도를 결정하게 된다 (Lu, 2009). 본 실험
결과에서 GCL 활성 및 발현은 silymarin 에 의해 영향을 받지 않았으
므로 (Figure 16), cysteine 농도 증가가 GSH 상승의 결정적 요인으로
판단된다. Silymarin 이 간 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에 미치는 변화는
Figure 28 에 정리되었다.
다른 연구들에서, 몇 가지 flavonoid 들이 세포내 GSH 의 농도를 증
가시킨다는 것이 보고되었다. Catechin 을 주성분으로 하는 녹차 추출물
은 rat 의 간에서 GSH 농도를 유의적으로 증가시켰으며, ethanol 에 의
한 산화적 스트레스 및 간 손상을 억제하였다 (Skrzydlewska et al.,
2002; Ostrowska et al., 2004). 많은 연구자들 GSH 농도 증가의 원인으
로 GCL 활성 및 발현의 증가를 지목하였다. Quercetin 은 HepG2 cell
의 GCL 활성을 증가시켜 GSH 농도를 상승시켰다 (Scharf et al., 2003).
또한, kaempferol 과 apigenin 은 COS-1 cell 에 처리되었을 때 GCL
mRNA 발현을 증가시킴이 보고되었다 (Myhrstad et al., 2002). 녹차의
성분인 Epigallocatechin-3-gallate (EGCG) 는 hepatic stellate cell (HSC)
의 GCLC 유전자 발현을 촉진시켜 GSH 를 증가시켰으며, 활성화된
HSC 의 세포 분열을 억제하였다 (Fu et al., 2008). Shen 등의 연구자들
은 마우스에 EGCG 200 mg/kg 을 경구 투여하였을 때, 세포 내 항산
화 효소 발현을 조절한다고 알려진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
(erythroid-derived 2)-like 2 (Nrf2) 의존적으로 간 내 GCL 발현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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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킴을 보고하였다 (Shen et al., 2005). 이러한 연구들은 모두 GCL 조
절에 대한 flavonoid 의 역할을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본 연구 결과에
서 silymarin 은 GCL 의 활성 과 발현 모두에 영향을 끼치지 않았음에
도 불구하고 간 내 GSH 농도를 증가시켰다. 이것은 cysteine 농도 상승
에 따른 것으로 보이며, silymarin 이 다른 flavonoid 들과는 다른 기전
으로 GSH 를 조절함을 의미한다.
Silymarin 투여는 간 내 GSH 함량 뿐 아니라, 산화환원 상태 및 항
산화능에 변화를 유발하였는데, 간 내 지질과산화 수치를 감소시켰을
뿐 아니라 간 세포질 분획의 peroxyl radical 과 peroxynitrite 에 대한
제거 능력을 향상시켰다 (Figure 18, 19). 이러한 결과는 공급된
silymarin 의 간에서의 직접적인 작용 때문인지, silymarin 에 의해 증가
된 GSH 의 작용 때문인지 분명하지 않다. 하지만 이전 연구 결과
(Zhao and Agarwal, 1999) 에서 확인된 것처럼 간이 적출된, 투여 6 시
간 시점에서 간 내 silymarin 은 매우 미량 존재할 것으로 추측된다.
TOSC assay 를 통해 같은 농도에서 측정된 silymarin 의 radical 제거
능력은 비록 GSH 에 비해 2 배 이상 높았지만, 마우스에 투여 6 시간
이후 간에 존재하는 두 물질의 농도를 감안하면 silymarin 이 거의 남
아있지 않는 반면 (< 1 μM), GSH 은 6 mM 이상의 농도로 존재하고,
특히, 200 mg/kg 의 silymarin 투여 군에서 control 군에 비해 1.2 mM
정도 높은 것으로 보아 GSH 가 간 내 항산화능 증가에 기여했을 가능
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GSH/GSSG 비율의 증가
(Figure 17) 에서도 알 수 있듯이 silymarin 은 GSH 합성 증가 뿐 아니
라 세포 내 산화환원 상태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GSH 이 산화적 스트레스 및 간독성 물질 무독화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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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8. Changes in hepatic metabolomics of S-containing amino acid in
mice by silymarin administration.

- 91 -

본 연구자는 이어서, silymarin 이 간에 미치는 이러한 변화가 가지
는 약물학적인 의의를 밝히고자 하였다. GSH 은 반응성이 강한 친전자
성의 물질을 포합하여 무독화시킨다. 그러므로 독성 물질에 간이 노출
되었을 때, GSH 농도의 유지는 매우 중요하며 GSH 의 고갈은 심각한
세포 독성을 야기한다. 따라서 silymarin 에 의해 유도된 간 내 GSH 는
독성물질을 신속히 포합하여 손상으로부터 간을 보호할 것으로 예상하
였다. 이러한 가설을 실험적으로 증명하기 위해 고용량 복용 시 심각한
간 손상을 초래하며 그 독성 대사체가 GSH 에 의해 무독화된다고 알려
진 APAP 를 독성 유발 물질로 선정하였다. APAP 는 그 자체로 간에
무독하지만 일부가 CYP450 효소들에 의해 대사 활성화되어 반응성이
강한 NAPQI 로 대사되며,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생성된 NAPQI 가
GSH 에 의해 무독화된다. APAP 과다 복용은 sulfation 과
glucuronidation 반응의 포화와 함께, NAPQI 생성을 현저히 증가시키
고 이것은 GSH 를 고갈시키게 되며, 그 결과 무독화 되지 못한 NAPQI
가 세포내 분자들과 공유 결합을 형성하여 손상을 일으키게 된다. 그러
므로 APAP 독성 기전 중 CYP450 과 GSH 는 독성 발생 및 무독화에
중요한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본 연구자는 silymarin 처리에 의
해 증가된 GSH 의 APAP 독성에 대한 역할 및 silymarin 이 CYP450
에 주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silymarin 전처리에 의해,
APAP 로부터 생성된 NAPQI 가 GSH 에 효과적으로 포합되어 무독화
될 것이며, 따라서 APAP-GSH 포합체의 생성은 APAP 단독 투여군에
서 보다 증가할 것이라는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진행하였다.
APAP 의 간 독성을 실험한 많은 연구에서는 투여 전 16 ~ 24 시간
동안 동물을 절식시켰다 (Gibson et al., 1996; Qiu et al., 1998; Knight
et al., 2002). 이것은 간 내 GSH 을 고갈시켜 APAP 독성을 증폭시키기
위함이며, GSH 가 고갈된 상태에서는 비교적 낮은 용량의 APAP 에 의
해서도 간 독성이 발생하고, 개체간의 독성 유발 정도의 차이가 적다
(Jaeschke, 2011).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동물에게 정상적인 식이를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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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상태에서 silymarin 에 의한 간 GSH 증가 효과를 확인하였고, GSH
의 합성에는 methionine 및 cysteine 이 공급되어야 하기 때문에, APAP
투여 이전과 이후 모두 이러한 아미노산들을 포함한 정상적인 식이 섭
취를 유지시켰다. 절식을 시행하지 않고도 마우스에 심각한 독성을 초
래한다고 알려진 500 mg/kg bw 을 APAP 의 투여 용량으로 결정하였
으며, 앞선 실험계에서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 및 GSH 합성 과정에 큰
영향을 미친 200 mg/kg bw 의 silymarin 을 사용하였다. 앞선 실험계
와 마찬가지로 12 시간 간격으로 3 번 silymarin 을 투여 하고, APAP
를 투여하였다. APAP 의 투여 방법에 따른 흡수 속도의 차이가 존재하
는데, 복강 투여가 경구 투여에 비해 흡수 속도가 빠르며, 더욱 신속하
게 간독성을 유발한다. (Jaeschke, 2011). 본 연구에서는 silymarin 과
APAP 가 함께 경구로 투여 되었을 때 발생할 수 있는 두 물질의 흡수
율 및 용해도 변화를 고려하여 silymarin 은 경구로, APAP 은 복강으
로 각각 투여하였다.
APAP 투여 이후 간 독성 수치는 3 시간대에서부터 유의적으로 증
가하기 시작하여 24 시간까지 지속적인 상승을 보인 반면, 간 내 지질
과산화 수치는 투여 직후 증가하여 초기 시간인 3 시간대에 최대치를
기록하고 이후 감소하여 24 시간에는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또
한, peroxynitrite 와 세포내 단백질 결합하여 생성되는 nitrotyrosine
adduct 역시 시간이 지남에 따라 크게 증가가 관찰되었다. 간 내 GSH
는 APAP 투여 1.5 시간 이후부터 급격히 감소하여 3 시간대에 약 86
% 가 감소하였으며, 이후 6 시간대에서는 다시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다
24 시간대에는 control 수준으로 회복되었다. 따라서 지질과산화 정도는
간 내 GSH 와 밀접한 관계를 보이며, 두 가지 지표는 역상관 관계를
갖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GSH 감소하면서부터 지질과산화가 시작되어
GSH 의 회복에 따라 지질과산화 수치 역시 감소한 것으로 생각된다.
Silymarin 의 전처리는 혈중 간 독성 수치와 간 지질과산화 수치, 그리
고 nitrotyrosine adduct 생성을 현저히 억제하였다. 1.5 와 3 시간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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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갈을 억제하지는 못하였지만, 6 시간대에서는 control 수준으로
회복시켰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를 통해서는 APAP 무독화의 원인이
투여된 silymarin 인지, silymarin 에 의해 유도된 GSH 인지 분명히 알
수 없다. 따라서 간에서의 대사 과정을 반영하는 혈중 APAP 대사체를
정량하였다. 혈중 APAP 농도는 두 그룹에서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며,
이는 두 그룹의 간 독성 차이가 APAP 투여량 및 흡수율의 차이에 의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한다. 또한, APAP 의 주 대사체인 APAP-GLUC
와 APAP-SULF 역시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와는 달리
APAP-GSH 포합체는 silymarin 전처리 그룹에서 현저한 증가를 보였다.
개체간의 편차가 커서 통계적 유의성은 보이지 않았지만 1.5 시간대의
GSH-APAP 의 농도는 silymarin 전처리 군에서 20 배 이상 증가하였으
며, 3 시간대에서는 4 배 이상 유의적인 증가를 보였다. 또한,
APAP-GSH 로부터 대사되어 생성되는 APAP-CYS 와 APAP-NAC 역시
APAP 투여 3 시간 후 각각 약 3 배, 2 배 정도 증가하였다. Hazelton
등의 연구자는 N-acetyl-L-cysteine (NAC), 2-alkylthiazolidine-4carboxylic acids, (OTCA), 그리고 2(RS)-n-propyl- thiazolidine-4(R)carboxylic acid (PTCA) 과 같은 cysteine 전구체의 투여를 통해 마우스
에 GSH 을 공급하였을 때, APAP 에 의한 간독성이 억제되었으며,
APAP-GSH 포합체의 양은 증가되었음을 보고하였다 (Hazelton et al.,
1986). 본 실험의 결과는 이와 매우 유사한데, silymarin 투여에 의해 합
성이 증가된 GSH 가 NAPQI 를 신속히 포합시켜 APAP-GSH 포합체
생성이 늘어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무독화되지 못한 NAPQI
양은 줄어들었을 것이며, 결과적으로 간 손상이 감소했을 것임을 추측
할 수 있다.
한편, APAP-GSH 의 농도 증가가 NAPQI 생성 증가에 기인했을 가
능성도 있다. 많은 연구에서 APAP-GSH 포합체의 양은 NAPQI 생성량
을 대변한다고 판단하였으며 (Thummel et al., 2003; Laine et al., 2009),
APAP-GSH 생성량이 증가된 경우 간 독성 역시 증가하였다 (Seo et al.,
G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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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본 실험의 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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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합체의 증가에도 간 독성은 감소되었으므로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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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변화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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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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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대사량에도 두 그룹에서 큰 차이가 없을 것임을 추
측하게 한다 하지만 이러한 결과만으로는
이
대사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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므로
포합체의 증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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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 및 포합 증가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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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 Ghosh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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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측을 뒷받침한다. 결과적으로 silymarin 전처리에 의해 NAPQI 이
GSH 에 의해 효과적으로 포합 및 무독화된 것으로 보인다.
한편, 본 실험의 결과는 APAP 의 대사활성화가 silymarin 투여에
의해 오히려 억제될 가능성이 보여준다. CYP450 활성 억제는 많은 간
보호 물질들의 APAP 간독성 억제 기전으로 생각되고 있는데, 특히,
APAP 독성에 가장 큰 기여를 한다고 알려진 CYP2E1 에 대한 억제가
간 손상 감소의 원인으로 지목되어 왔다 (Jang et al., 2003; Ghosh et
al., 2010). 하지만 APAP 간 독성에 있어서 CYP3A4 가 중추적인 역할
을 할 것임을 주장한 연구들이 보고되었다. Laine 등의 연구자는
recombinant human CYP450 효소들의 acetaminophen 대사활성화에 기
여 정도를 측정하였는데, APAP 을 CYP450 효소들에 처리하였을 때,
NAPQI 생성량이 가장 많은 isozyme 은 CYP3A4 였으며, CYP2E1,
1A2, 2D6 가 그 뒤를 이었다. 따라서 저자는 APAP 간독성에서
CYP3A4 가 주요 대사활성화 효소임을 주장했다 (Laine et al., 2009).
또한, Thummel 등의 연구자는 human liver microsome 에 의한
NAPQI 생성 정도가 microsome 내의 CYP3A4 함량과 큰 상관성을 보
였으며, 따라서 CYP3A4 가 인간의 주요 APAP 대사 효소일 것으로 추
측했다 (Thummel et al., 1993). CYP3A subfamily 는 간 내 전체 CYP
효소들 가운데 약 30 ~ 40 % 를 차지하며 (Watkins et al., 1985),
CYP3A4 는 임상적으로 사용하는 약물의 50 % 이상을 대사할 정도로
약물 대사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Shimada et al., 1994). 따라서 본
실험에서 발견된 silymarin 에 의한 간 내 CYP3A 의 억제는 APAP 의
대사활성화를 억제하여 간 손상을 상당 부분 완화할 가능성을 암시한
다. 여러 실험을 통해 silymarin 의 CYP450 활성 억제가 보고되었다.
Human recombinant CYP450 을 사용한 in vitro 실험에서 silymarin 의
주성분인 silybin 은 CYP2E1, 2D6 2C19, 1A2, 2A6 에 대한 약한 억제
효과 (IC > 200 μM) 을 보였으며, CYP3A4 (IC = 29 ~ 46 μM),
CYP2C9 (IC = 43 ~ 45 μM) 에 대해서는 비교적 강한 억제효과를 나
50

50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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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냈다 (Beckmann-Knopp et al., 2000). 또한, Jancov 등의 연구자들은
silybin 이 CYP2E1, 2A6, 2B6, 2C19, 2D6 등 을 약하게 억제하고 (IC
> 250 μM), CYP1A2 와 2C8 은 중간정도, 3A4 와 2C9 을 가장 크게
억제 (IC < 50 μM) 하였음을 보였으며 (Jancov et al., 2007), silybin
은 농도, 시간, NADPH 의존적으로 recombinant huaman CYP3A4,
2C9 을 억제였다 (Sridar et al., 2004). 이러한 결과들은 silymarin 이
CYP450 효소들 중에서도 CYP3A4 에 대해 높은 억제효과를 보임을 의
미하며, 이것은 본 실험의 결과와도 일치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lymarin 의 투여가 간 내 CYP450 에 영향을 미치지 못할 것이라는 주
장들이 제기되었다. 건강한 남성에게 silymarin 을 투여하였을 때,
CYP3A4 에 의해 대사를 받는다고 알려진 indinavir 나 nefedipine 의
대사 및 체내 동태가 변화하지 않았으며 (Piscitelli et al., 2002; Mills et
al., 2005; Fuhr et al., 2007), 이를 통해 저자들는 silymarin 이 in vivo
상에서 CYP3A4 의 억제제가 될 수 없음을 주장하였다. 뿐만 아니라
silymarin 이 투여된 사람이나 동물의 간 CYP450 체계에 변화를 보인
연구 결과는 현재까지 보고된 바 없는데, 이것은 생리적으로 체내에 도
달하는 silymarin 의 농도가 in vitro 상에서 CYP 억제 효과를 나타낸
농도에 비해 현저히 낮기 때문에 in vivo 상에서는 이러한 결과를 얻지
못한 것으로 생각되었다 (Kroll et al., 2007; Wu et al., 2009). 이러한 관
점에서 볼 때, 본 연구는 동물에게 silymarin 투여하여 간 CYP450 효소
의 변화를 관찰한 첫 보고로서, 이것은 silymarin 이 in vivo 상에서도
간 내 CYP450 대사체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시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 실험 결과에서 나타난 GSH 포합체의 생성 증가는 CYP3A
의 억제가 APAP 대사활성화에 미친 영향은 미미할 것임을 보여준다.
Cysteine 은 GSH 뿐 아니라 3'-phosphoadenosine-5'-phosphosulfate
(PAPS) 합성에 사용되는 inorganic sulfate 의 전구체이기 때문에 GSH
포합 및 sulfate 포합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Price 와 Jollow (1989)
는 APAP 독성에 대한 황함유 아미노산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Rat 의
á

50

á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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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에 황함유 아미노산인 methionine 과 cysteine 을 결핍시켜 3 주간
공급하였을 때, 성장이 억제되었고, 간 내 GSH 농도가 유의적으로 감소
하였다. 이후 APAP 의 투여는 간 독성을 현저하게 증가시켰는데,
sulfation 감소로 인해 glucuronidation 이 증가하였고, 또한 CYP450 에
의한 대사활성화 증가가 APAP-NAC 의 농도 증가를 통해 관찰되었다.
따라서 APAP 대사 및 무독화에 cysteine 의 적절한 공급이 필수적임을
알 수 있다. Cysteine 은 그 자체로 불안정할 뿐 아니라 직접 체내에 투
여되었을 때 독성을 일으킬 수 있다. 또한, GSH 는 외부에서 투여되었
을 때, 그 자체로 세포내로 유입되기 힘들다 (Puri and Meister, 1983).
이러한 이유로 다양한 종류의 cysteine 전구체들이 개발되었으며, 이 물
질들은 쉽게 세포 내로 유입되어 cysteine 으로 대사되어 GSH 합성에
사용된다 (Nagasawa et al., 1984; Anderson et al., 1985). 앞서 언급한
것과 같이, NAC, OTCA, PTCA 등의 cysteine 전구체의 투여는 동물에
게 유발된 APAP 간 독성을 현저히 억제하였다 (Nagasawa et al., 1984;
Hazelton et al., 1986; Srinivasan et al., 2001). 또한, GSH 의 직접적인
전구체인 GSH monoethyl ester 역시 마우스에서 유발된 APAP 간독성
을 억제하였다 (Chen et al., 2000). 이러한 물질들 가운데에서도, NAC
는 APAP 에 의한 급성 독성의 첫 번째 해독제로서 임상적으로 빈번히
사용되고 있다 (Smilkstein et al., 1988; Smilkstein et al., 1991; Keays
et al., 1991; Waring, 2012). NAC 가 APAP 독성을 억제시키는 기전은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는데, 첫째로 NAC 에 의해 대사 생성된
cysteine 이 inorganic sulfate 로 대사되어 APAP 의 sulfation 으로의
대사를 촉진시키고, 둘째로 NAC 및 그 생성물인 cysteine 이 직접
NAPQI 와 반응하여 무독화시키며, 마지막으로 GSH 합성을 증가시켜
GSH 포합으로 인해 APAP 를 무독화 시킨다 (Hazelton et al., 1986).
이러한 세가지 기전 중 GSH 합성은 NAC 가 APAP 독성을 억제하는
주요 기전으로 생각된다. APAP 의 해독제로서, NAC 와 silymarin 을
비교 연구한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Cat 에 150 mg/kg 의 APAP 를 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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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한 4 시간 이후에 NAC 100 mg/kg bw 또는 silymarin 30 mg/kg
bw 를 경구 투여한 후 간 독성 수치를 살펴본 결과, 두 물질은 ALT,
AST, LDH, ALP 등의 혈중 활성을 비슷한 정도로 억제하였고,
bilirubin 수치는 silymarin 투여가 더 효과적으로 억제하였다 (Avezeh
et al., 2010). 두 물질의 분자량을 고려하면 NAC 는 약 600 μmole/kg,
silymarin 은 약 60 μmole/kg 이 투여된 셈이므로, 투여된 용량을 고려
하였을 경우에도 silymarin 이 더 효과적인 치료제임을 짐작할 수 있다.
또한, Hau 등의 연구 (2010) 에서는 C57BL/6 마우스에 550 mg/kg 의
APAP 를 복강 투여하고, 이후 2 일부터 4 일 까지 하루에 한번 씩
silymarin (100 또는 200 mg/kg bw) 또는 NAC (200 mg/kg bw) 을
경구투여하고 그 독성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APAP 투여 이후 3 일째
마우스의 생존율이 25 % 로 현격히 감소하였고, 4 일 후에는 모두 사망
하였는데, NAC 투여 군은 3 일째 생존율 16 %, 4 일째 0 % 로 APAP
단독 투여 군의 사망률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silymarin
의 경우는 100 mg/kg 과 200 mg/kg 투여군 모두 5 일까지 생존율이
100 % 로 단 한 마리도 사망하지 않았다. 따라서 저자들은 silymarin
이 NAC 보다 더 뛰어난 해독제가 될 수 있음을 주장하였다. 이러한 결
과를 본 연구 결과와 연관지어 살펴보면 silymarin 의 GSH 증가 효과
와 함께, 그 자체의 항산화 효과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
될 수 있다. 한편, NAC 는 비교적 안전한 약물로 알려져 있지만, Chan
등의 연구자는 APAP 급성 독성 환자들에게 정맥으로 투여된 NAC 가
약 14 % 의 환자에서 피부 발진과 고열 등의 부작용을 일으켰다고 보
고하였다 (Chan and Critchley, 1994). Silymarin 은 다양한 간질환에 사
용되지만 다른 약물들에 비해 부작용이 현저히 적은 물질로 알려져 있
기 때문에 (Ferenci et al., 1989; Par s et al., 1998; Lirussi et al., 2002),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대체 약물 혹은 병용 약물로 사용될
수 있다. 본 연구를 통해 제시된 silymarin 의 APAP 간 독성 억제 기
전을 Figure 29 로 도식화하였다.
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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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Proposed mechanism of protective effect of silymarin against
acetaminophen hepatotoxi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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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빈번히 사용되는 간질환 치료제이며, 많은 연구에서 통
해 간 보호 효과를 보인 물질이다. Silymarin 의 투여가 간 내 GSH 을
조절할 것이라는 보고는 있었지만 그 원인 및 간 보호에 대한 기여 정
도를 살펴본 연구는 없었다. 본 연구자는 silymarin 의 투여로 인한
cysteine 합성 증가가 GSH 농도 증가로 이어졌음을 밝혔고, 이것이 그
자체의 항산화 활성과 더불어 간 보호 메커니즘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였다. Silymarin 에 의한 간 내 cysteine 농도 증가는 GSH 합성 뿐
아니라 sulfation 포합 반응을 조절함에 따라 APAP 무독화 및 약물 대
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의를 갖는다고 할 수 있다. 또한, cysteine 농도
상승은 homocysteine 으로 부터의 transsulfuration 대사 과정의 활성화
에 기인한 것이고, 이 대사 과정은 간에 특이적으로 존재하므로 이것은
silymarin 이 다른 장기에 비해 간에 높은 보호 효과를 보이는 한 가지
원인으로 제시될 수 있다. 간 내 CβS 활성 증가는 간 및 혈중
homocysteine 농도 조절에 silymarin 이 관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며,
homocysteinemia 환자를 대상으로 한 silymarin 의 임상적 사용 가능성
을 암시한다. Silymarin 은 GSH 증가와 항산화 작용의 상승 효과를 통
해 간에서 유효한 효력을 가질 것으로 판단되며, 이것은 낮은 생체이용
률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간 보호 활성을 가지는 silymarin의 작용 기
전으로 생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silymarin 이 황함유 아미노산 대
사과정을 조절하는 효소 발현 및 활성에 영향을 끼치는 원인은 많은 부
분 불분명하며, 또한, silymarin 이 GSH 이외의 다른 작용점을 통해
APAP 독성을 감소시켰을 가능성이 남아있다. 따라서 추후 연구를 통해
silymarin 에 의해 간에 유발된 변화의 기전을 규명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Silymar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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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본 연구는 silymarin 의 간 내 GSH 증가 기전을 밝히고, 이러한 효
과가 간의 산화환원 상태 및 항산화능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자 하
였다. 나아가 간 손상 모델에서 silymarin 의 간 보호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은 peroxyl radical 과 peroxynitrite 에 대한 강력한 억제
활성을 보였다.

1. Silymarin

2.

마우스에 투여된 silymarin 은 간 내 황함유 아미노산 대사에 큰 변
화를 초래하여 GSH 함량을 증가시켰다.
은 GCL 활성에 영향을 주지 못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간
내
감소 및 CβS 의 증가, 그리고 CDO 의 감소를 통해
농도의 현저한 증가를 유발하였으며 전구체인 cysteine 의
농도 상승에 따라 간 내 GSH 합성이 증가되었다.

3. Silymarin
BHMT
cysteine

은 이러한 변화를 통해 간 내 지질과산화 수치를 감소시켰
으며 간 세포질 분획의 항산화능을 증진시켰다.

4. Silymarin
,

의 전처리는 acetaminophen 에 의한 간 독성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현저히 억제하였다.

5. Silymarin

6.

간 내 GSH 농도는 acetaminophen 투여에 의해 급격히 감소하였으나
silymarin 처리에 의해 빠르게 회복되었다.

8. Silymarin

의 투여는 acetaminophen 의 대사활성화를 증가시키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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았음에도 불구하고 acetaminophen 과 GSH 의 포합을 증가시켰으며,
이것은 silymarin 에 의해 증가된 GSH 이 NAPQI 를 효과적으로 무
독화시켰음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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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Silymarin, an extract from the seed of milk thistle (Silybum
marianum), has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liver diseases. In
many studies, silymarin attenuated glutathione (GSH) depletion
induced by hepatotoxicants. Few studies showed that silymarin
treatment increased GSH level in normal rat liver, but the underlying
mechanism remains unclear. Therefore, changes in the metabolism of
sulfur-containing amino acids induced by silymarin were examined,
and its effects on antioxidant capacity of liver were estimated. Male
mice were treated with silymarin (100 or 200 mg/kg, po) every 12
hr for a total of 3 doses. Silymrin treatment elevated GSH
concentration in liver, but not in blood. Methionine level was
increased, but the activity and protein expression of methionine
adenosyltransferase were decreased dose- dependently in liver of the
mice treated with silymarin. S-Adenosylmethione and homocysteine
were not altered whereas cystathionine and cysteine were increased
significantly. Betaine-homocysteine methyltransferase and cysteine
dioxygenase were down-regulated, but cystathionine β-synthase was
induced by silymarin. The activity and expression of glutamate
cysteine ligase, the rate-limiting enzyme of glutathione synthesis,
were unchanged in liver of the mice treated with silymarin. Oxygen
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liver against peroxyl radical and
peroxynitrite was increased, and hepatic lipid peroxidation was
diminished in the silymarin-treated mic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ilymarin enhances hepatic GSH biosynthesis by elevating cysteine
availability via increment in cysteine synthesis and inhibition of its
catabolism to taurine, which may subsequently contribute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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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tioxidant defense of liver. Meanwhile, radical scavenging capacity
of silymarin was measured by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assay to estimate its antioxidant action. Both peroxyl radical and
peroxynitrite scavenging capacities of silymarin were high as almost
2.7-fold of the capacities provided by GSH. Moreover, silymarin
revealed 1.8-fold greater antioxidant capacity against peroxynitrite
compared with that of ascorbic aci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silymarin is a potent antioxidant against reactive oxygen/nitrogen
species.
To evaluate the pharmacological importance of glutathioneenhancing action of silymarin, its protective effect against high-dose
acetaminophen (APAP)-induced hepatotoxicity was investigated in
mice. Silymarin (200 mg/kg) or vehicle was administrated orally
every 12 hr for a total of three doses and hepatotocixity was induced
by 500 mg/kg of APAP injection. Pretreatment of mice with
silymarin inhibited APAP-induced hepatotoxicity and oxidative stress.
Hepatic GSH depletion induced by APAP was also prevented by
silymarin treatment. Silymarin did not affect absorption of APAP but
enhanced GSH conjugation of NAPQI as shown by inductions of
plasma APAP-GSH, APAP-CYS and APAP-NAC concentrations.
Silymarin also restored APAP-induced inhibition of hepatic GST
activity. Hepatic CYP2E1 and CYP1A were unaffected, but CYP3A
was reduced by silymarin. These results indicate that increment of
APAP-GSH may be not due to an induction of metabolic activation
of APAP, but due to the elevation of detoxification of NAPQI by
GSH conjugation.
In conclusion, silymarin induced significant changes in hepatic
S-amino acid metabolism. Silymarin treatment increased hepatic G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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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by the enhancement of cysteine availability. It appears that
silymarin may enhance the antioxidant defense capacity of liver via
its direct effects on the regulation of hepatic GSH level. Rather than
the effect on hepatic CYP, the GSH elevation effect of silymarin
contributed to the prevention of APAP hepatotoxicity via increasing
the detoxification of NAPQI by conjugation with GSH.
Kew words: Silymarin, Glutathione, Cysteine, S-Containing amino
acid metabolism, Antioxidant, Total oxyradical
scavenging capacity, Acetaminophen, Hepatotoxicity,
Oxidative stress, Glutathione conjugation, Cytochrome
P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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