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二陳湯加味方의 항산화 효과를 통한 역류성 식도염 억제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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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ctive Effects of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on Reflux

Esophagitis Mediated by Antioxidant Defense Systems

Kyung Park, Min A Kwak, Dae Jun Kim, Joon Seok By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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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object of this study was to observe the protective effects of Yijin-tang-gamibang (YJGMB), Yijin-tang has been

traditionally used in the Korean Medicine for treating various digestive diseases. The study showed that it is effective on

reflux esophagitis induced by pylorus and forestomach ligation in rats.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extracts, 200,

100 and 50 mg/kg, were orally pretreated,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pylorus and forestomach ligation. Seven

groups, each of 8 rats per group were used in the present study. The results were compared with omeprazole,

antioxidant and proton pump inhibitor, 30 and 10 mg/kg treated group. YJGMB 200 mg/kg were showed similar protective

effects as compared with 30 mg/kg of omeprazole but more favorable effects were observed in 200, 100 and 50 mg/kg

of all YJGMB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omeprazole 10 mg/kg in the present study. In addition, YJGMB 200 mg/kg

were showed more favorable antioxidant effects as compared with 30 mg/kg of omeprazole in the present study. Detail

mechanism studies should be conduced in future with the screening of the biological active chemical compounds in

her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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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역류성 식도염 (reflux esophagitis; RE)은 흉통, 구토, 오심,

연하통증 등과 같은 다양한 임상증상을 보이는 질환으로 위 내

용물이 식도로 역류되어 생기는 하부식도의 염증이다. 하부식도

점막에 염증이 생기면 식도 조직의 부종, 출혈, 점막의 괴사 박리

등이 일어나고 결국은 섬유화 협착이 된다1). 지금까지는 우리나

라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의 경우 구미에 비해서 발병률이 낮았

지만 음식이나 생활양식이 서구화됨에 따라 유병률은 증가할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2).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으로는 하부식도 괄약근 (lower

esophageal sphincter: LES)의 일과성 이완 및 결함에 의한 산 역

류성 식도 점막 상해가 주된 병인으로 알려져 있으며, 토끼에서

위산과 펩신의 역류를 유발시켜 생긴 식도염이 사람에서의 역류

성 식도염과 유사하였다는 보고가 있으나, 식도 점막손상을 단지

위산 노출만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3,4)

. 특히 산 역류의 정도와

역류성 식도염에 의한 점막의 손상 정도와는 비례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다른 여러 가지 매개 요인들이 관여할 것

으로 생각된다
5,6)

.

최근의 연구들에 따르면, 위에 존재하는 벽세포에서 유리되

는 위산에 의해 위 점막의 손상이 초래되며, 산화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 역시 역류성 식도염 시 관찰되는 식도 및 위

점막의 손상에 깊이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다양한

항산화제 (antioxidant)가 역류성 식도염에 비교적 유효한 것으

로 알려져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7-9)

.

본 실험에 사용된 二陳湯加味方은 임상적으로 오 등10)에 의

해 기능성 소화불량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고, 김 등11)의

보고에서는 침 치료와 병행하여 비미란성 위식도 역류질환에 효

과적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실험연구에서는 최근 황 등12)의 연구

에서 위 손상 면적, 위 내용물의 양, 위산 및 펩신의 분비도를 통

해 二陳湯加味方의 역류성 식도염 억제효과가 확인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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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항산화 효과에 관해서는 正傳加味二陳湯에 대한 연구13)

와, 이진탕의 구성 약재 중 茯苓14)과 甘草15), 본 실험에서 가미한

黃連에 대한 연구
16)

정도가 있을 뿐이어서, 역류성 식도염의 인

자 중 하나로 대두되고 있는 산화 스트레스와 二陳湯加味方의

상관관계를 입증하기는 미흡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을 28일간 전

투여한 다음, 유문 및 전위 결찰로 유발된 rat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효과를 밝히기 위해 식도의 지질과산화 (malonyldialdehyde;

MDA 함량), superoxide dismutase (SOD), catalase 및

glutathione (GSH)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여 항산화 효과를 관찰

하고, sialic acid와 당단백질 함량, 혈중 histamine 함량의 변화

및 식도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각각 관찰하였고, 이를 PPI 계열

인 Omeprazole 투여군과의 비교를 통해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

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본 실험은 약업사(효성약업사, 대구, Korea)에서 매입한 약

재를 현미경을 이용한 관능검사를 거친 후 선정하여 사용하였는

데, 본 실험에서 쓰인 二陳湯加味方 1貼의 조성은 Table 1과 같

다. 약제 1첩 분량 (68 g)을 정제수 2,000 ml로 가열 추출하고, 흡

인 여과한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 (N-N type; LAB

Camp, Dajeon, Korea)로 감압 농축시켜 점조성 추출물을 얻은

후, 이를 programmable freeze dryer (PVTFD10A; ilShin Lab.,

Seoul, Korea)를 사용하여 총 17.00 g, (수율 25.01%)의 진한 갈색

물 추출물로 만들었다. 이렇게 만들어진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은 냉장고에서 -20℃로 보관 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용매인 증

류수에 20 mg/ml의 농도로 용해시켰다.

Table 1. Composition of Yijin-tang-gamibang Used in This Study

藥物名 生藥名 用量 (g)

半夏 Ephedrae Herba 16

陳皮 Cinnamomi Ramulus 8

茯苓 Platycodi Radix 8

蒼朮 Fritillariae Bulbus 8

神麴 Armeniacae Semen 8

麥芽 Schizandrae Fructus 8

黃蓮 Gelatinum 8

甘草 Aurantii Immaturi Pericarpium 4

Total 8 types 68

2. 실험동물 및 사양관리

실험에 사용된 동물은 수컷 Sprague-Dawely 랫트 (6-wk

old upon receipt, SLC, Japan)로 총 56마리를 7일간의 순화과정

을 거쳤으며, 순화과정과 실험의 전 기간 동안 사육실을 온도

20-25℃와 습도 30-35%로 조절하여 랫트용 polycarbonate 사육

상자에 5마리씩 수용하였다. 명암 주기 (light:dark cycle)는 12시

간으로 조절하였고, 사료 (Samyang, Korea)와 음수의 제공량에

는 제한을 두지 않았다. 이 가운데서 48마리는 유문 및 전위부

결찰술을 통해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하였고, 나머지 8마리는 위

수술 정상 대조군 (Sham control)으로 분류하였다. 모든 실험동

물은 실험 기간 전후 (투여 시작일 및 최종 희생일)로 18시간 정

도 절식을 실시 (이 기간에도 음수는 자유롭게 공급하였다) 하였

으며, 개체의 식별에는 picric acid가 이용되었다. 실험동물은 각

실험군당 8마리씩 7그룹으로 나뉘었는데, 실험동물의 취급에 관

해서는 Guide for the Care and Use of Laboratory Animals
17)
를

준수하였다.

3.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및 omeprazole의 투여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은 200, 100 및 50 mg/kg의 농도로

멸균 증류수에 용해시킨 후, 실험동물 체중 kg 당 10 ml의 용량

으로 금속제 Zonde가 부착된 1 ml 주사기(syringe)를 이용하여

강제 경구 투여하였고, 이는 유문·전위부 결찰 수술 28일전부터

매일 1회씩 시행하였다. 한편 omeprazole (Sigma, MO, USA) 역

시 30 및 10 mg/kg의 농도로 멸균 증류수에 용해시켜 동일한 방

법으로 투여하였는데, 30 mg/kg는 rat의 유문·전위부 결찰 역류

성 식도염에 유효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진 농도이며9),

10 mg/kg는 용량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선정하였다. 한편

Sham 대조군과 역류성 식도염 대조군에서는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대신 멸균 증류수를 동일한 방법으로 투여하였다.

4. 역류성 식도염의 유발

모든 실험동물은 역류성 식도염을 유발시키기 위해18) 18시

간 이상 절식을 실시하고, 최종 약물 투여 1시간 후, Zoletile

mixture (Virbac, France; 25 mg/kg, 복강투여)로 마취, 백선을

따라 2 cm 정도 절개하여 개복하고, 위의 대만 및 소만 부위를

노출시킨 후 Fig. 1에서와 같이 유문부위를 silk (2-0; B. Braun

Surgical S.A., Spain)로 결찰하고, 그 다음으로 전위와 분문사이

의 limiting ridge 부분을 결찰하였다(Fig. 1). 한편 sham 대조군

에서는 동일한 방법으로 위를 노출시킨 후 유문부 및 전위부 결

찰을 실시하지 않은 채 창강을 폐쇄하였다. 모든 실험동물은 수

술 6시간 경과 후, 안와 정맥총에서 약 1 ml의 혈액을 채취하고

경추 탈골의 방법을 통해 희생시켰다.

Fig. 1. Preparation of Reflux Esophagitis Model in Rats. Ligation
between the fore stomach and glandular portion followed by pylorus induced

esophagitis.

5. 항산화 효과의 측정

항산화 활성은 Rao et al.19)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적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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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식도의 일부 조직을 얼음으로 냉각한 0.01 M Tris-HCl (pH

7.4)을 이용하여 homogenize 한 다음, 800 × g으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분리하고, 다시 12,000 × g 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mitochondrial fraction을 준비하였다. 이후 식도 내 단

백질 함량은 Lowry et al.20)의 방법으로 bovine serum albumin

을 standard로 이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지질 과산화 정도 (lipid

peroxidation)는 Jamall과 Smith21)의 방법으로 2-thiobarbituric

acid를 이용하여, 흡광도 525 nm에서 측정하여, MDA

(nmole)/mg protein 단위로 측정하였다. 그리고 Aebi H.
22)
의 방

법에 따라, 과산화수소 (H2O2) 분해능을 이용하여 catalase 함량

을 흡광도 240 nm에서 측정하였다.

즉, pH 7.0, 온도 25℃하에서 1 μmol의 H2O2를 분해하는데

필요한 catalase를 1 unit (U)로 정의하여, U/mg protein의 단위

로 catalae의 활성을 평가하였고, SOD 활성은 Nishikimi et al.23)

의 nicotinamide adenine dinucleotide (reduced)-phenazine

methosulphate-nitrobluetetrazolium 억제 반응을 변형 시킨

Kakkar et al.24)의 방법을 통해 평가하였다. SOD 1 unit는 상온

(25 ± 2℃)에서 1분 동안 formazan 형성을 50% 억제하는 농도로

정의하여, U/mg protein 단위로 측정하였다. 또한 GSH 함량은

Moron et al.25)의 방법에 따라 mg of GSH/mg tissue 단위로 측

정하였다.

6. Total hexose의 측정

탄수화물에 sulfuric acid 및 orcinole (5-metyl orcinole)를 반

응시켜 유발시킨 발색 반응을 열량학적으로 측정하여, total

hexose 함량을 측정하였다26). 즉, 0.2 ml의 식도 homogenate를

3.4 ml의 1.6% orcinol 용액과 4 ml의 60% sulfuric acid를 혼합

한 다음, 10분간 끓인 다음 냉각시키고, optical density를 흡광도

425 nm에서 측정하여, total hexose 함량을 galactose-mannose

표준 곡선과 비교하여 측정하였다.

7. Sialic acid 함량의 측정

단백질에 결합되어 있는 sialic acid 함량은 Warren
27)
의

thiobarbituric acid assay 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식도

homogenate를 90% ethanol에 침전시킨 다음 침전물을 0.2 N

sulphuric acid에 용해시켜, periodic acid로 37℃, 30분간

incubate하여 산화시키고, sodium arsenate, 6% thiobarbituric

acid 및 cyclohexan을 첨가하였다. 이후 분홍색의 cyclohexane이

분리될 때까지 원심분리하고,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μ

g/100 mg tissue 단위로 측정하였다.

8. 혈중 histamine 함량의 측정

최종 희생일에 안와 정맥총 (supraorbital plexus)에서 약 1

ml의 혈액을 heparin (180 unit/ml of blood; Sigma, MO, USA)

tube에 채취하고, 원심분리하여, 혈장 (plasma)을 분리하였다. 분

리된 혈장에 0.2 M perchloric acid를 첨가하여 4℃하에서 10,000

× g로 30분간 원심분리를 실시하였다. 이후 얻어진 상층액에서

high performance liquid chromatography
28)
를 이용하여 IU/mg

protein 단위로 histamine 양을 측정하였다.

9. 식도 내 Collagen 함량의 측정

Sample한 식도의 일정량을 6 M HCl을 이용하여, 110℃에서

18시간 동안 가수분해 시킨 다음, 95℃ 오븐에서 증발시켜, 건조

가수분해물을 얻었다. 이후 건조 가수분해물을 1.0 ml의 증제수

로 3번 세척하여, 남아 있는 산을 완전히 제거하였고, 1.0 ml의

acetate-citrate 완충액에 30분간 sonication을 실시하여, 완전 용

해시켰다. 이후 용액에서 hydroxyproline을 측정하여 collagen

함량을 mg/100 mg tissue 단위로 측정하였다29).

10. 식도의 조직병리학적 관찰

식도의 조직병리학적 관찰은 광학현미경을 이용하였는데, 이

를 위해 유문 및 전위부 결찰술을 시행한 지 6시간 경과 후, 식도-

분문위 연접부에서 약 5 cm 정도 위쪽의 식도의 조직을 분리하였

다. 이후 분리한 조직을 10% NBF 에 고정하고, 탈수, 포매를 거쳐

파라핀 block을 만들어, 3 μm의 조직절편을 제작한 후

Hematoxylin-Eosin 염색을 실시하여 관찰하였다. 식도 점막 두께,

식도 점막하 조직층의 두께, 식도 전체의 두께는 각각 CCD image

analyzer (DMI-300, DMI, Korea)를 통해, mm/crossly trimmed

tissues로 측정되었으며, 식도의 병변이 침습한 비율 (invasive

percentages)의 산출은 아래의 EQUATION이 이용되었다.

EQUATION)

Invasive percentages of lesions (%) =

Length of lesions on the crossly trimmed esophageal walls
×100

total thickness of crossly trimmed esophageal walls

11. 통계처리

실험결과의 통계처리에서 모든 수치는 평균±표준편차로 표

시하였으며, 다중비교검증을 이용하였고, Levene test를 통해 분

산동질성을 검증하였다. 만약 등분산일 경우에는 one way

ANOVA test를 실시한 후 least-significant differences (LSD) test

를 통해 군 간의 유의성을 측정하였다. 비등분산일 경우에는 비

모수 검증인 Kruskal-Wallis H test를 실시하여 유의성이 인정된

경우에는, Mann-Whitney U-Wilcoxon Rank Sum W를 통해 군

간의 유의성을 검증하였다. 통계처리 및 평가에는 SPSS for

Windows (Release 14.0 K, SPSS Inc., USA)가 이용되었고, 통계

적 유의성의 인정은 p-value 0.05 이하로 제한하였다.

결 과

1. 항산화 지표의 변화

1) 이진탕가미방의 지질과산화에 대한 효과

Sham 대조군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서는 유

의성 있게 (p<0.01) 지질과산화도의 증가가, 즉, 식도 조직 내

MDA 함량이 증가되었으나, omeprazole 30 및 10 mg/kg, 二陳

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p<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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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과산화도가 감소되었다.

한편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1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

가 나타났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30 mg/kg 투여군에 비해 양호한 지질과산화 억제

효과를 보였다(Fig. 2).

Fig. 2. The Effects of YJGMB on the Esophageal Lipid Peroxidation.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increases of the lipid peroxidation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increases

of lipid peroxidations were significantly (p<0.01)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

with RE control.

Fig. 3. The Effects of YJGMB on the Esophageal Superoxide

Dismutase Contents.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decreases of the
superoxide dismutase (SOD) content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decreases of superoxide dismutase contents

were significantly (p<0.01)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 with RE

control.

2) 이진탕가미방의 SOD 함량에 대한 효과

Omeprazole 30 및 10 mg/kg,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p<0.01) 식도 내 SOD 함량이 증가

되었다. 한편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1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내 SOD 함량 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

군에서는 omeprazole 30 mg/kg 투여군에 비해 양호한 식도 내

SOD 함량 감소 억제 효과를 보였다(Fig. 3).

3) 이진탕가미방의 Catalse 함량에 대한 효과

50 mg/kg의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을 제외한 모든

omeprazole 및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p<0.01) 식도 내

catalase 함량이 증가되었으며,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50

mg/kg 투여군에서도 유의성은 인정되지 않았으나, 역류성 식도

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식도 내 catalase 함량이 증가되었다. 한

편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1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내 catalase 함량 감소 억제 효

과가 나타났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서

는 omeprazole 30 mg/kg 투여군에 비해 양호한 식도 내

catalase 함량 감소 억제 효과를 보였다(Fig. 4).

Fig. 4. The Effects of YJGMB on the Esophageal Catalase

Contents.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decreases of the catalase
content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decreasesof catalase contents were dramatically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and ** p<0.05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 with RE control.

4) 이진탕가미방의 GSH 함량에 대한 효과

Omeprazole 30 및 10 mg/kg,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현저하게 식도 내 GSH 함량이 증가되었다. 한편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1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내 GSH 함량 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30 mg/kg 투여군에 비해 양호한 식도 내 GSH 함량

감소 억제 효과를 보였다(Fig. 5).

2. 이진탕가미방의 Total hexose 함량에 대한 효과

Omeprazole 30 및 10 mg/kg,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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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p<0.01) 식도 내 total hexose 함량

이 증가되었다. 한편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

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내 total

hexose 함량 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200, 100 및 50 mg/kg

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식도 내 total hexose 함량 감소 억제

효과를 보였다(Fig. 6).

Fig. 5. The Effects of YJGMB on the Esophageal Glutathione

Contents.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decreases of the glutathione
content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decreases of glutathione contents were dramatically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 with RE control.

Fig. 6. The Effects of YJGMB on the Esophageal Total Hexose

Contents.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decreases of the esophageal total
hexose content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decreases of the esophageal total hexose contents were significantly

(p<0.01)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and ** p<0.05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 with RE control.

3. 이진탕가미방의 Sialic acid 함량에 대한 효과

Omeprazole 30 및 10 mg/kg,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p<0.01) 식도 내 sialic acid 함량이

증가되었다. 한편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

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내 sialic acid

함량 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식도 내 sialic acid 함량 감소 억제 효과를 보

였다(Fig. 7).

Fig. 7. The Effects of YJGMB on the Esophageal Sialic Acid

Contents.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decreases of the esophageal
sialic acid content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decreases of the esophageal sialic acid contents were significantly

(p<0.01)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and ** p<0.05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with RE control.

4. 이진탕가미방의 혈중 histamine 함량에 대한 효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

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p<0.01) 혈중 histamine 함량이 감소되었다. 한편 omeprazole

30 및 10 mg/kg 투여군에서는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

과 유사한 혈중 histamine 함량의 변화를 보였다(Fig. 8).

Fig. 8. The Effects of YJGMB on the Plasma Histamine Contents.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increases of the plasma histamine content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increases of the plasma histamine contents were significantly (p<0.01) inhibited by

treatment of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Quite similar plasma histamine contents were detected in the both 30 and

10 mg/kg of omeprazole treated rats as compared with RE control in the present

study.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 with RE cont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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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진탕가미방의 식도 내 collagen 함량에 대한 효과

Omeprazole 30 및 10 mg/kg,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게 (p<0.01) 식도 내 collagen 함량이 감

소되었다. 한편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내 collagen 함량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

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

군보다 우수한 식도 내 collagen 함량 증가 억제 효과를 보였다

(Fig. 9).

Fig. 9. The Effects of YJGMB on the Esophageal Collagen

Contents. Note that marked significant (p<0.01) increases of the esophageal
collagen contents were detected in RE control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increases of the esophageal collagen contentswere significantly

(p<0.01)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Values

are expressed as Mean±SD of eights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 p<0.01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compared with RE control.

Table 2. Changes on the Esophageal Histomorphometrical Analyses

Groups

Esophaeal histomorphometrical measurement

Invasive
lesion

percentages
(%)

Thicknesses of
mucosal layer
(μm/crossly
trimmed tissue)

Thicknesses of
submucosal
layer

(μm/crossly
trimmed tissue)

Thicknesses of
total esophageal

wall
(μm/crossly
trimmed tissue)

Controls

Sham 1.08±0.54 101.41±33.19 127.40±19.21 979.43±209.08

Reflux
esophagitis

79.94±9.77* 380.38±105.84* 595.36±107.68* 2073.47±198.46*

Omeprazole
(mg/kg)

30
40.07±7.25
*, #

174.31±29.77
*, #

284.43±35.79
*, #

1312.91±83.24
*, #

10
58.40±6.92
*, #

279.05±22.79
*, #

451.87±101.27
*, ##

1795.01±107.74
*, #

YJGMB
(mg/kg)

200
39.43±6.04
*, #

176.39±39.31
*, #

268.64±49.22
*, #

1291.14±213.33
*, #

100
47.16±8.97
*, #

222.25±45.88
*, #

344.11±74.69
*, #

1447.27±110.45
*, #

50
52.60±6.21
*, #

251.09±63.14
*, ##

394.94±32.73
*, #

1584.49±198.72
*, #

Values are expressed Mean SD of eight rats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 p<0.01 compared with sham control # p<0.01 and ## p<0.05 compared with
reflux esophagitis control.

Fig. 10. Histopathological Observations of the Esophagus. Note that
severe focal hemorrhages, ulcerative lesions and edematous changes were

detected on the esophagus as compared with sham control. However, these

microscopic esophageal lesions were markedly inhibited by treatment of two

dosages of omeprazole and all three different dosages of YJGMB, respectively

as compared with RE control. Sham control rat (A, B), RE control rat (C, D),

Omeprazole 30 mg/kg treated rats (E, F), Omeprazole 10 mg/kg treated rats (G,

H), YJGMB 200 mg/kg treated rats (I, J), YJGMB 100 mg/kg treated rats (K, L),

YJGMB 50 mg/kg treated rats (M, N), YJGMB, Yijin-tang-gamibang aqueous

extracts RE, reflux esophagitis; Test materials were orally administered in a

volume of 10 ml/kg of distilled water as vehicle, once a day for 28 days before

operation All animals were sacrificed after 6 hrs after RE operation; L, lumen; M,

mucosa layer; S, submucosa layer; MM, muscle layer; SE, Serosa; E, epithelium;

All Hematoxylin-Eosin stain; Scale bars = 80 μm.

6. 식도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역류성 식도염 유발군에서는 궤양, 염증세포 침윤 및 출혈에

의해 현저한 점막 비후와 함께 점막하조직층의 부종성 변화가

나타났다. 즉, sham 대조군에 비해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서는 유의성 있게 (p<0.01) 병변 침습 비율, 식도 점막층, 점막아

래 조직층 및 식도 벽 전체의 두께가 각각 증가되었다. 한편 이

러한 식도염 소견은 omeprazole 30 및 10 mg/kg,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투여군에서 각각 역류

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 비해 현저한 감소를 나타내었고, 유의

성 있게 (p<0.01 또는 p<0.05) 병변 침습 비율, 식도 점막층, 점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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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조직층 및 식도 벽 전체의 두께가 각각 감소되었다. 또한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병변 침습 비율, 점막층, 점막아래

조직층 및 식도 벽 전체 두께의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났으며,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식도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보였다(Table 2, Fig. 10).

고 찰

二陳湯은 半夏, 陳皮, 茯苓, 甘草, 生薑으로 구성된 方劑로

太平惠民和劑局方의 痰飮門에 처음 수록되었는데
30)

, 東醫寶鑑에

서는 “通治痰飮諸疾 或嘔吐惡心...用者隨證加減”이라 하여 二陳

湯이 痰飮을 치료하는 基本方이며 痰飮으로 인한 다양한 증상에

二陳湯을 加減하여 응용한다고 설명하였다
31)

. 본 연구에서는 그

가운데서 “噯氣者 轉出食氣也 胃中鬱火 膈上稠痰 飮食鬱成…氣

實噯者 食罷噯轉腐氣 甚則物亦噯 濕熱所致 宜 二陳湯 加 蒼朮

神麴 麥芽 薑炒黃連”이라 하여 噯氣 實證에 쓰는 二陳湯加味方

을 사용하였는데, 이는 二陳湯에 燥濕建脾, 除濕寬中의 효능이

있는 蒼朮, 善開胃, 消食破結, 下痰氣시키는 神麴, 補脾開胃寬中,

消痰破積下氣하는 麥芽, 그리고 淸熱燥濕, 瀉火解毒하는 黃連
32)

을 加한 것으로 胃中鬱火, 膈上稠痰, 飮食鬱盛, 濕熱所致의 원인

으로 생긴 噯氣, 呑酸 등을 치료할 수 있다33).

실제로 二陳湯加味方은 현재 국내에서 위장관 장애에 널리

활용되고 있으며 임상적으로는 기능성 소화불량 및 비미란성 위

식도 역류질환에 유효한 것으로 보고되었고10,11), 황 등12)의 실험

연구를 통해서는 위액분비 측면에서 역류성 식도염에 효과적임

이 입증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역류성 식도염을 억제시키

는 기전에 대한 연구는 미흡하므로, 본 연구에서는 二陳湯加味方

이 역류성 식도염의 중요한 인자로 대두되고 있는 산화 스트레

스에 대해서 어떠한 작용을 하는지 밝혀보고자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에 의

한 역류성 식도염 및 이와 관련된 식도 점막 손상에 대한 보호효

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유문·전위부 결찰 수술 실시 28일 전부터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을 200, 100 및 50 mg/kg의 농도로 각각

경구투여하고, 유문·전위부 결찰 수술 6시간 후 모든 실험동물을

희생하였다. 항산화 효과는 식도의 지질과산화도의 변화와 유리

활성 산소기를 제거하는 효소 또는 물질인 SOD, catalase 및

GSH 함량의 변화를 측정하였으며, 식도 점막 손상에 대한 보호

효과에 관해서는 식도 점막의 sialic acid와 당단백질 함량, 혈중

histamine 함량의 변화 및 식도의 조직병리학적 변화를 각각 관

찰하였고, 식도 병변의 침습률, 점막의 두께, 점막아래 조직의 두

께 및 식도 전체 두께를 각각 histomorphometry 적으로 측정하

였다. 그리고 항산화 효과가 있는 PPI 계열인 Omeprazole 30 또

는 10 mg/kg 투여군과 비교하여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의 효

과를 평가하였다.

현재 역류성 식도염의 치료에는 histamine type 2 receptor

antagonist 및 PPI 제제가 많이 사용되는데, 이는 모두 산 분비

를 억제하는 약물로, 위 점막의 벽 세포에서의 산 분비량을 줄여

위산 역류 시 발생되는 증상을 완화시키며, 손상된 식도 점막을

치유케 하고 합병증을 막아주는 역할을 한다
34)

. 그 가운데서

Omeprazole은 대표적인 PPI 제제로, 현재 역류성 식도염 치료

제 개발에 있어 하나의 대조약물 (reference drug)로 흔히 이용

되고 있고, 유문 결찰 역류성 식도염 모델에서도 그 치료효과가

이미 잘 알려져 있으며, 근래에 들어 유리 활성산소 제거에 의한

항산화 효과 역시 밝혀져 있다9). 그러나 최대 40-60%에 이르는

환자의 경우는 충분한 기간의 산 분비 억제제의 투여에도 불구

하고 증상의 완전한 소실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오히려 협착이나

암 등의 합병증이 발생하기도 하고, 증상이 호전되었다 하더라

도 치료에 따른 부수증상(食慾不振, 乏力 등) 조절의 어려움과

치료 후 재발의 방지를 위해 약제를 중단하지 못하는 등의 문제

점이 있다35).

정상적인 조건 하에서 95% 이상의 산소는 mitochondria의

호흡 연쇄반응을 통해 4개의 전자를 받아 안전한 물로 환원되지

만 나머지 약 5% 정도는 부분적으로 환원된 산소들 즉 free

radical 중간체를 생성할 수 있다. 이렇게 부분적으로 환원된 산

소 중 superoxide(·O2
-), hydrogen peroxide(H2O2) 및 hydroxyl

radical(·OH)들을 활성산소, oxygen free radical 또는 reactive

oxygen species라고 말한다
36)

. 이들은 산화력이 매우 강하기 때

문에 인체 내에서 제거되지 못하면 산화적 스트레스를 유발하게

되며 이러한 산화적 스트레스는 생체 내의 지질과산화를 유도하

고 단백질, 세포막 및 DNA 등을 손상시켜 각종 질병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37). 이들로부터 생체를 방어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SOD,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GSHpx) 등의 항산화 효소나 비타민 E, glutathione

등의 항산화 물질이 존재하는데, SOD는 세포에 해로운 환원산

소종을 과산화수소로 전한시키는 반응(2O2
-+2H+→H2O2+O2)을

촉매하는 효소이고, SOD에 의해 생성된 H2O2는 glutathione

peroxidase나 catalase에 의해 무해한 물 분자와 산소 분자로 바

뀌어 배설된다38). 본 실험의 결과, 역류성 식도염 대조군에서는

현저한 지질과산화의 증가와 함께 SOD, catalase 및 glutathione

의 식도 내 함량이 감소되었으나,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 투여군에서는 이러한 변화가 현저히 억제되었

으므로, 본 실험에서 인정된 二陳湯加味方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효과는 항산화 효과에 의해 일어날 것으로 판단된다. 다만

여기에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할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어, 다양한 방면으로의 기전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본 실험의 결과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1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항

산화 효과가 인정되었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

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

다 우수한 항산화 효과를 각각 나타냈으며, 특히 200 mg/kg의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은 omeprazole 30 mg/kg에 비해 양호

한 항산화 효과를 보였다.

식도 점막부위에 존재하는 샘들은 점액(mucus)을 분비하여,

식도 점막의 습도와 연하운동을 유지시켜 준다. Sialic acid를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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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한 당단백질이 이들 점액의 주요성분이며, 당단백질은 일반적

으로 total hexose로 측정할 수 있다39).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역

류성 식도염 유발군에서는 식도 내 total hexose 및 sialic acid 함

량이 감소되었으나,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30 또는 10 mg/kg의 omeprazole 투여군에서는 식도

내 total hexose 및 sialic acid 함량의 감소가 현저히 경감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二陳湯加味方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보호효과

를 간접적으로 나타내는 하나의 증거로 판단되며, 본 실험의 결

과 200 mg/kg 의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은 omeprazole 30

mg/kg과 유사한 식도 내 total hexose 및 sialic acid 함량의 감소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

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

다 우수한 식도 내 total hexose 함량 감소 억제 효과를 보였다.

Histamine의 위산 분비 촉진에 의한 식도 점막 세포의 파괴

는 이미 잘 알려져 있고
40,41)

, 본 실험의 결과에서도 역류성 식도

염 유발군에서는 혈중 histamine 함량이 증가되었는데,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이

들 혈중 histamine 함량의 증가가 현저히 경감된 반면,

omeprazole은 이미 알려진 대로 혈중 histamine 농도에 별 다른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관찰되었다42).

역류성 식도염의 정도에서 위산에 대한 노출과 함께 식도벽

을 구성하고 있는 collagen fiber의 유동성과 장력의 변화 역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으며43), 이들은 역류성 식도염의 진행

정도를 판단하는 데 중요한 인자로 사용되고 있다
44)

. 한편 본 실

험의 결과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유발군에서는 식도 내 collagen

함량이 증가되었으나,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

方 물 추출물, 30 또는 10 mg/kg의 omeprazole 투여군에서는 이

들 collagen 함량의 증가가 현저히 경감되었다. 이러한 효과는 二

陳湯加味方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효과를 직접적 또는 간접적

으로 나타내는 또 하나의 증거로 판단되며, 본 실험의 결과 200

mg/kg의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은 omeprazole 30 mg/kg과

유사한 collagen 함량 증가 억제 효과가 나타났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collagen 함량 증가

억제 효과를 보였다.

역류성 식도염의 조직병리학적 소견은 국소궤양, 염증세포

침윤, 출혈과 점막의 국소적 탈락과 함께 점막하 조직층의 부종

성 변화가 주 특징이며, 이러한 변화 역시 역류성 식도염에 대한

약효 평가 시 매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45,46)

. 본 실험의 결

과에서도 역류성 식도염 유발 대조군에서는 식도의 병변 침습

비율, 식도 점막아래 조직층 및 전체의 두께가 유의성 있게 증가

되었는데, 이들 중 특히 식도 점막층의 증가는 출혈 및 부종성

변화에 의한 이차적 변화로 판단된다. 한편 이러한 조직병리학적

병변이 omeprazole,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100 및 50

mg/kg 투여군에서는 각각 역류성 식도염 유발대조군에 비해 현

저히 감소되었고, 병변 침습 비율, 점막층, 점막아래 조직층, 식

도 전체의 두께의 변화 또한 유의성 있게 억제되었다. 그리고 이

결과를 omeprazole 투여군과 비교하면 200 mg/kg의 二陳湯加

味方 물 추출물은 omeprazole 30 mg/kg과 유사하며,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은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二陳湯加味方은 항산화 효과에 의한 유문

및 전위부 결찰로 유발된 rat 역류성 식도염에 매우 양호한 효과

를 나타내는 것으로 관찰되었는데, 200 mg/kg의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은 omeprazole 30 mg/kg과 유사한 효과를 나타냈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

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억제 효과를 각

각 보였다. 특히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은

omeprazole 30 mg/kg 투여군에 비해 뛰어난 항산화 효과를 나

타내었다. 다만 이는 여러 가지 약리작용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나타난 결과이므로, 향후 二陳湯加味方을 구성하는 각 약재에 대

한 다양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전통적으로 소화기계 질환에 이용해온 二陳

湯에 蒼朮, 神麴, 麥芽 및 黃連을 가미한 二陳湯加味方의 28일 간

투여에 따른 항산화 효과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 및 이와 관련된

위 점막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를 유문·전위부 결찰 수술로 유발

된 랫트 역류성 식도염 모델을 이용하여, omeprazole과 비교·평

가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식도의 지질과산화, 유리 활성 산소기를 제거하는 효소 또는

물질인 SOD, catalase 및 GSH 함량의 변화를 통해서 二陳湯加味

方 물 추출물 1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

여군과 유사한 항산화 효과가 인정되었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여군에서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항산화 억제 효과를 각각 나타냈

으며,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서는

omeprazole 30 mg/kg 투여군에 비해 양호한 항산화 억제 효과

를 보였다. 이 밖에 Total hexose, Sialic acid, 혈중 histamine, 식

도 내 collagen 함량 그리고 식도의 조직병리학적 변화 등에서는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200 mg/kg 투여군에서 omeprazole 30

mg/kg 투여군과 유사한 식도 점막 손상에 대한 보호효과를 보

였고, 200, 100 및 50 mg/kg의 모든 二陳湯加味方 물 추출물 투

여군에서는 omeprazole 10 mg/kg 투여군보다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상의 결과에서 二陳湯加味方은 omeprazole과 비교하여,

유문 및 전위부 결찰로 유발된 rat 역류성 식도염에 매우 양호한

효과를 나타내며, 특히 항산화 효과에 의한 역류성 식도염 억제

효과는 오히려 더 우수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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