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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목  (O bjectives)

 감국(Chrysanthemum indicum L.)은 국화과에 속하는 국내에 자생하는 다년생 본으로

서, 염증제거, 항균, 치통, 치매 방지 등의 약효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강력한 항

산화 효과를 보이는 항 산화물질들이 함유되어 있다고 보고되어 있다. 이에 로부터 약

용, 향료, 국화주  음식물 첨가제로서도 리 애용되고 있다.

재료  방법 (Materials and Methods)

◦ 실험재료

 감국은 춘천 서면 지역에서 9월에 채취하여 사용하 다.

◦ 실험방법

 감국의 꽃은 80%메탄올로 추출하여 추출물을 Hexan, Ethyl acetate, n-Butanol, 과 

water로 분획하 다. 분획한 추출물은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법을 이용하여 측

정하 고 항염증 측정은 Nitric oxide production측정법과 PGE2 assay,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실험결과 (Results)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결과 Ethyl acetate층에서 2 mg/ml에서 약79%로 가장 

높은 억제 능력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는 다른 분획층들에 비하여 약 8배가량 높은 항산

화 활성을 보여주고 있다. 기본 인 항염 활성을 측정하기 하여 NO producition 양을 

측정한 결과 Ethyl acetate층이 3.9%로 가장 낮은 NO 발생율을 보 고 다음으로 Hexan, 

Butanol 순으로 NO 발생이 높아 지는 것으로 보 과 Water층의 경우 NO의 발생을 

억제하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감국 추출물 처리에 의한 COX-2 발   그들 산

물에 해당되는 prostaglandin E2 (PGE2)의 발 과의 상 성을 조사한 결과 LPS 처리시 

COX-2 단백질이 강하게 유도되었으나 감국 추출물 처리시 발 량이 감소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한 COX-2에 의해 생성이 조 되는 prostaglandin E2 (PGE2) 역시 감국 추

출물 처리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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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국화꽃 추출물의 분획별 DPPH free radical 소거능 측정



그림 2. 국화꽃 추출물의 분획별 NO production 측정 

그림 3. 국화꽃 추출물의 분획별 RAW 264.7에서의 TNF-α 발 량 측정

그림 4. 국화꽃 추출물의 분획별 RAW 264.7에서의 (A)PGE2 발 량과 (B) COX-2발 량 
측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