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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xidative stress and inflammation are important events in the development of 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including arthritis, atherosclerosis, diabetes, hypertension. Cynomorium songaricum (CS) has been used as a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and it is currently used in traditional clinics to treat frequent urination, spermatorrhea, 

weakness of the sinews and constipation in the folk medicine.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fractionated extracts of CS inhibit free radical generation such as DPPH radical, superoxide radical, nitric oxide and 

peroxynitrite, production of nitrite an index of NO, PGE2, iNOS, COX-2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lipopolysaccharide (LPS)-treated RAW 264.7 macrophages. Cytotoxic activity of extracts on RAW 264.7 cells was 

measured using 5-(3-caroboxymeth-oxy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assay. Our results indicated that the 

most superior extract which scavenged DPPH radical, reactive oxygen species (ROS) and RNS was CS ethyl acetate 

extract (CSEA). Moreover, CSEA significantly inhibited the LPS-induced NO, PGE2 production and iNOS, COX-2 

expression accompanied by an attenuation of TNF-α, IL-1β and IL-6 formation in macrophages. Furthermore, CSEA 

treatment also blocked LPS-induced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and the activation of NF-κB.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CSEA inhibits the production of pro-inflammatory mediators and cytokines via the suppression of ROS production 

and NF-κB activation. Take together,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SEA has the potential for use as an natural 

anti-oxidant and an agent of anti-chronic inflamm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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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기의 약 20%를 차지하는 산소는 호기  사를 하고 있는 

생물체에서 필수 불가결한 요소이다. 하지만 세포로 흡수된 산소

의 1-4%는 자 달과정에서 완 히 환원되지 못하고 free 

radical로 이되어 다양한 세포독성을 나타내게 된다. 인체 내에

는 이러한 free radical을 제거하는 산화억제 기구가 활성화되어 

있어서 산화 진물질과 산화억제물질이 균형을 이루고 있지만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하여 이 균형상태가 깨져서 산화 진 쪽

으로 기울게 되면, 산화  스트 스 (oxidative stress)가 유발되

어 잠재 인 세포 손상  병리  질환이 야기된다1). 산화  스

트 스는 내부 으로는 염증 (inflammation), 자가면역반응 

(autoimmune reactions), 사장해 (dysregulation of 

metabolism), 허  (ischemia) 등에 의해서, 외부 으로는 미생물 

(microbiological organism), 자기 조사 (electromagnetic 

radiation), 기계 이나 화학 인 자극 등에 의해서 유발될 수 있

고, 이는 인체의 모든 기 과 세포에 향을 줘서 궁극 으로 산

화  손상 (oxidative damage)를 래하게 된다. 따라서 산화  

손상이라는 것은 활성 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와 

활성 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의 생성과 이것들을 

방어하는 능력 간의 불균형의 연속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산화  손상에 여하는 표 인 ROS와 RNS에는 

superoxide (O2
-
), nitric oxide (NO), hydroxyl ion (OH) 등의 

free radical이 있고, 그 외에 산소 유래종 (oxygen-derived 

species)인 singlet oxygen (1O2), hydrogen peroxide (H2O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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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pochlorous acid (HOCl) 등도 있는데, 이들의 생성은 부분 

체내에서 기원한다3)
. 세포 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peroxisome, xanthine oxidase (XOD), NADPH oxidase  

cyclooxygenase (COX) 등의 효소들은 지속 으로 ROS를 생성하

고, RNS는 염증반응 시 식세포, 호 구  다른 면역 세포들의 

면역반응으로 인해 다량 생성되며, 이때 ROS도 같이 생성된다
4,5)

. 생체 내 복구체계의 증강  손상을 감소시키기 한 일련의 

활성기 이며, 모든 조직에서 잘 유지되는 염증반응은 단히 복

잡한 기 으로 조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요한 것은 

반복되는 조직의 손상이나 재생에 의해 염증반응이 지속되면, 염

증 련 세포에서 ROS와 RNS가 과다 생성되고, 그 결과 구

인 유 자의 변형이 야기되어 병태가 유발된다는 것이다6)
. 이처

럼 ROS와 RNS는 염증반응과 아주 깊은 련이 있다. 

    조직의 손상이나 감염성 병원체의 침입 등으로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해 일어나는 성 염증 반응은 아주 유익하고 요

한 면역 반응이지만, 이 염증 반응이 만성화되면 류마티스 

염, 동맥경화증, 염, 천식 등의 염증성 질환을 유발할 수 있다7). 

염증의 발병은 cytokine 네트워크와 다양한 염증인자 

(pro-inflammatory mediator)들의 유발 등에 의해서 조 되는 복

합 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 Nuclear factor-kappa B 

(NF-κB)는 많은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병인으로 주목받고 있

는데,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와 

cyclooxygenase-2 (COX-2)와 같은 염증인자를 사시키는데 있

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8). iNOS와 COX-2는 nitric oxide (NO)

와 prostaglandins (PGs)라는  다른 염증인자를 생성시키는 것

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iNOS의 경우 L-arginine의 산화  탈아

미노화 (deamination)를 자극해서 강력한 염증인자인 NO를 생

성시킨다9). iNOS에 의해서 생성된 NO는 면역반응에서 유용한 

역할을 하지만, 지속 인 NO의 생성은 만성 염증 질환을 일으키

는 요한 요인이 된다. COX-2는 PGs의 생합성을 자극함으로써 

염증 반응의 조 에 요한 역할을 하는 효소이다. COX-1이 거

의 모든 조직에 발 되어 있고 신장의 액 흐름을 조 하거나 

장의 세포를 보호하는 등의 생리  기능을 조 하는 역할을 

하는 반면, COX-2는 정상상태에서는 거의 발 되어 있지 않다

가, 염증인자나 cytokine, endotoxin, 종양형성유 자와 같은 

mitogen 자극에 의해서 빠른 속도로 발 된다. 

    세포 내의 ROS 생성 역시 염증 반응에서 요한 인자이다. 

ROS는 세포손상의 매개자이고, 내독소 증 (endotoxemia) 에 

세포손상을 유발시키는데 여한다10). ROS는 다양한 세포 스트

스 메커니즘에 여하고 있고, 세포의 산화환원성 (redox 

status)이 NF-κB의 활성을 조 한다는 보고도 있다. 실제로 뛰어

난 항산화 물질이 NF-κB의 활성을 억제하고11,12), 세포 내의 ROS 

생성을 감소시킨다는
13) 연구 결과는 아주 많이 보고 되어있다. 

    식세포는 신체 내에 리 분포되어 있는 세포로 외부 병

원체가 침입했을 경우에 백 구의 이주 (migration)보다 빠른 즉

시형 반응을 보임으로써 면역, 염증 반응에 있어서 요한 역할

을 한다. 박테리아성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 (LPS)는 식

세포에서 iNOS, COX-2,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세포 

내 ROS, 그리고 다양한 interleukin (IL)들과 같은 염증인자의 생

성을 진시킨다
14,15)

. 따라서 LPS에 의해서 생성되는 염증인자들

을 억제하는 물질은 식세포의 활성과 연 된 다양한 염증 질

환들의 치료에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간주되고 있으며, 식

세포주 에서도 마우스의 식세포인 RAW 264.7 세포는 LPS

의 자극에 반응하여 아주 효과 으로 염증인자들이 생성되기 때

문에 유용한 항염증 물질을 찾는 선별 검사에서 다용되고 있다. 

    최근 합성 항산화제의 부작용들이 밝 지면서 천연자원으로

부터 항산화제를 개발하려는 노력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고, 천연

자원에서 얻어진 항산화 물질들이 뛰어난 항염증 작용도 수반하

고 있다고 알려진 경우도 많다16-18)
. 류마티스 염, 동맥경화

증, 염, 천식, 당뇨 등은 표 인 만성 염증성 질환으로 재 

임상에서 이러한 질환이 차지하는 비 은 실로 막 하다. 한방에

서는 오랜 역사에 걸쳐서 다양한 천연 자원을 치료제로서 이용

해 왔다. 그러므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지닌 천연물을 찾아

서, 만성 염증성 질환에 사용할 수 있는 치료물질로 개발하는데, 

크게 이바지할 수 있을 것이다.

    鎖陽은 쇄양과의 여러해살이 기생성 육질 식물 쇄양 

Cynomorium songaricum Rupr. (CS)의 육질 기로써, 과 가

을에 채집하여 花序를 제거하고 晒乾하여 사용한다19). 한의학

으로 볼 때, 쇄양의 藥性은 甘溫하고, 腎, 大腸, 肝經으로 歸經하

며, 補腎壯陽, 潤腸通便하는 효능으로 인하여 陽痿, 遺精, 遺尿, 

便秘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 왔다20). 쇄양의 약리작용 련하

여 장운동과 장 운동을 진하여 通便을 시키는 작용, 면역력 

증진, 항 소  응집 작용21), 생식능력 증강 작용22,23), 골다골증 

유발 마우스의 골 도 향상 작용24) 등이 보고되어 있고, 항산화

와 련되어서는 쇄양 열수 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성과 

간세포의 산화방지 효과25)와 ethyl acetate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

에 의한 신경세포 보호 효과26) 등이 보고되어 있다. 쇄양의 성분

에 해서는 여러 종류의 steroid, triterpene, flavonoid와 lignan 

등이 보고되어 있는데27-29), 이 성분들 에서 면역 증강 작용30), 

항 만성 C형 간염 바이러스 효과31) 등을 보이는 실험 결과가 보

고 되어있다. 그러나 쇄양의 획분층별 추출물을 이용한 다양한 

항산화 활성에 한 연구  식세포를 이용한 항염증 효과와 

그 기 에 한 연구는 아직 보고된 바가 없다.

    본 연구에서는 쇄양을 메탄올 추출하고 그 추출물을 hexane 

(H), dichloromethane (DCM), ethyl acetate (EA), butanol (B), 

이 게 네 가지 유기용매로 획분하여, 쇄양 메탄올 추출물 

(CSM), 쇄양 H 추출물 (CSH), 쇄양 DCM 추출물 (CSDCM), 쇄

양 EA 추출물 (CSEA), 쇄양 B 추출물 (CSB), 쇄양 aqueous 추출

물 (CSA) 총 여섯 가지의 추출물을 얻었다. 이 여섯 가지 추출물 

각각의 항산화 활성을 in vitro 상에서 비교한 다음, 그 에서 

뛰어난 활성을 지닌 획분층을 선택했다. 그리고 선택된 층은 항

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하여 마우스 식세포인 RAW 264.7에 

LPS를 처리하여 염증반응을 유도시켜서, 약재가 이를 얼마나 효

과 으로 해할 수 있는 지 찰하 다. 그 지표로서 세포가 방

출하는 NO, PGE2 생성량과 iNOS, COX-2 발 정도와 염증성 사

이토카인 (proinflammatory cytokines)인 TNF-α, IL-1β, IL-6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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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그리고 NF-κB 활성과 세포 내의 ROS 생성량 등을 알아 본 

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동국 학교 한의과 학 방제학 교

실에서 선별된 것을 정선하여 사용하 으며, 쇄양은 600 g에, 

5000 ml의 100% methanol을 가한 다음 70℃에서 48시간 동안 

추출하여 여과한 후 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182.5 g의 메탄올 

추출물 (수율 30.4%)을 얻었다. 이 메탄올 추출물은 Fig. 1에서와 

같이 용매분획하 다. 

Fig. 1.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procedures of CS

 2) 시약 

    세포 배양액인 Dulbecco's Modifide Eagle Medium 

(DMEM), fetal bovine serum (FBS), streptomycin-penicillin 등

의 세포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사 (Grand Island,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  Sodium Dodesyl Sulfate 

(SDS), Acrylamide, Bis는 Bio-Rad사 (Hercules, USA)에서 구입

하 고,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EDTA, 

hydrogen peroxide (H2O2), hypoxanthine, nitro blue 

tetrazolium (NBT), xanthine oxidase, sodium nitroprusside 

(SNP), lipopolysaccharide (LPS), 4,5-diaminofluorecein (DAF-2), 

6-carboxy-2',7'-dichlorofluorescein diacetate (DCFH-DA), CAPS, 

tween 20, protease inhibitors 등은 Sigma사 (St. Louis, USA)에

서 구입하 다. Dihydrorhodamine 123 (DHR 123)은 Molecular 

Probes사 (Eugene, USA)에서 구입하 고, Peroxynitrite는 

Cayman Chemical사 (Ann Arbor,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

에 사용된 1차 항체인 iNOS antibody와 2차 항체인 anti-rabbit 

and anti-mouse IgG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 (Santa Cruz, USA)에

서, COX-2, p-IκBα, NF-κB와 β-actin antibody는 Cell Signaling 

Technology사 (Beverly, USA)에서 구입하 다.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MTS) kit와 Griess Reagent 

System은 Promega사 (Madison, USA)에서 구입하 고, 각종 

cytokine 측정을 한 ELISA kit와 Nuclear and cytoplasmic 

protein extraction reagents는 Pierce Biotechnology사 (Rockford, 

USA)에서 구입하 으며, PGE2 assay kit는 R&D사 

(Minneapolis, USA)에서 구입하 다. Protein assay reagent는 

Bio-Rad사 (Hercules,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

든 시약은 분석용 등 이상으로 사용하 다.

2. 방법

 1)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에 한 소거활성은 Gyamfi 등의 방법32)에 따

라 측정하 다. 먼  쇄양 획분 층별 시료 50 μl에 0.1 mM 

DPPH 용액 1 ml과 50 mM Tris-HCl buffer (pH 7.4) 450 μl를 

가하여 잘 혼합하 다. 혼합물을 실온에서 30분간 정치한 다음, 

micro plate reader (VersaMax, Molecular Devices, USA)를 이용

하여 장 517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DPPH radical의 

소거활성은 50%의 소거능을 보이는 농도 (IC50)로 표시하 다.

  (2)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 측정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은 Gotoh와 Niki의 방법33)을 일

부 수정하여 측정하 다. 먼  획분 층별 시료 30 μl에 30 mM 

EDTA (pH 7.4) 100 μl, 30 mM hypoxanthine 10 μl, 1.42 mM 

NBT 200 μl를 가한 다음 실온에서 3분 반응시킨 후에, 0.5 U/ml 

xanthine oxidase l00 μl를 첨가하고 50 mM phosphate buffer 

(pH 7.4)로 총 용량을 3 ml로 맞췄다. 반응용액을 실온에서 20분

간 배양시킨 후, 560 nm 장에서 흡 도를 측정하 고, 결과는 

superoxide radical에 의한 NBT reduction의 IC50 값으로 환산하

여 표시하 다. 

  (3)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Nitric oxide의 소거활성은 Sutherland 등의 방법34)에 의하

여 측정하 다. 먼  1 mg의 DAF-2를 0.55 ml의 DMSO에 용해

시키고, 이를 다시 50 mM phosphate buffer를 사용하여 400배 

(v/v)로 희석해서 DAF-2 용액을 비해 놓았다. 획분 층별 시료 

10 μl를 50 mM phosphate buffer (pH 7.4) 130 μl와 혼합한 다

음, 40 mM SIN-1 10 μl  DAF-2 용액 50 μl를 첨가하 다. 반응

용액을 실온에서 10분간 배양한 다음, DAF-2와 NO의 반응에 의

해 생성되는 triazolofluorescein의 형 강도를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 (SPECTRA MAX GEMINI EM, Molecular 

Devices Corp., USA)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95 nm  

emission 장 515 nm에서 측정하 다.

  (4) Peroxynitrite 소거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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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쇄양의 Peroxynitrite 소거활성은 Kooy 등의 방법
35)

에 의하

여 측정하 다. 획분 층별 시료 10 μl를 4 μl의 5 mM DTPA와 

0.2 μl의 5 mM DHR 123을 포함하고 있는 rhodamine buffer (50 

mM sodium phosphate dibasic, 50 mM sodium phosphate 

monobasic, 90 mM sodium chloride and 5 mM potassium 

chloride)와 섞어 다. 반응은 10 μM peroxynitrite를 10 μl 넣으

면서 시작되는데, 실온에서 10분간 배양한 다음, DHR 123과 

peroxynitrite의 반응에 의해 생성되는 형 강도를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80 nm  

emission 장 530 nm에서 측정하 다.

 2) 세포배양

    마우스의 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주은행 

(KCLB)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배양을 해 10% FBS과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배지를 사용하 다. 세포는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 다. 

 3) MTS assay

    쇄양 ethyl acetate (EA) 추출물의 세포에 한 독성 측정은 

5-(3- caroboxymeth-oxy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assay 방법36)으로 분석하 다. 이는 mitochondrial 

dehydrogenases에 의하여 MTS가 formazan으로 환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96 well plate에 1×104 cells/well의 RAW 264.7 

세포를 분주하고 약재를 농도별 (0, 20, 40, 50, 60, 70, 80. 100, 

150, 200 μg/ml)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 다. Well당 20 μl의 

MTS solution을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DYNEX, Opsys MR, USA)를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 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조군에 한 

세포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 각 농도별 약재가 갖는 흡

도는 세포를 뺀 배지를 같이 배양하여 조군과 실험군의 흡

도를 비교해서 보정하 다. 

 4) NO 생성량 측정

    NO의 농도는 배양액 내의 nitrite 농도를 Griess Reagent 

System37)
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RAW 264.7 세포에 쇄양 EA 

추출물을 처리하고 1시간 후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여 18

시간 배양하 다. 배양액 50 μl와 같은 양의 Griess Reagent를 넣

어주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로 540 nm

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Sodium nitrite의 농도별 표 곡선을 

이용하여 배양액 내의 NO 농도를 계산하 다. 

 5) PGE2 생성량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PGE2 양을 측정하기 해 commercial 

competitive enzyme immunoassay kit를 R&D systems 

(Minneapolis, USA)에서 구입하여 실험하 다. 세포에 쇄양 EA 

추출물을 처리하고 100 ng/ml의 LPS를 처리하 다. 18 시간 

후 세포 배양액을 얻어 PGE2 측정에 사용하 다. 배양액을 goat 

anti-mouse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각각 100 μl씩 loading하

고, 여기에 primary antibody solution 50 μl와 PGE2 conjugate 

50 μl씩 첨가하여 4℃에서 overnight시켰다. Washing buffer로 4

회 세척하고 substrate solution을 200 μl씩 처리하여 5-20분간 반

응시킨 후, 50 μl의 stop solution을 처리한 후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6) Western blot analysis

    기 동을 한 단백질 시료의 추출은 처리 시간별로 세포

를 ice-cold tris buffered saline (TBS ; 20 mM Tris-HCl, pH 8.0, 

137 mM NaCl)으로 3회 세척한 후, lysis buffer (TBS, 1% NP-40, 

1 mM sodium orthovanadata, 10 μg/ml aprotinin, 10 μg/ml 

leupeptin  1 mM PMSF)를 넣어 4℃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2,0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Nuclear 

extract의 경우는 nuclear extraction kit를 사용하여 얻었다. 이후,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 PAGE)로 분리시킨 후,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에 transfer하 다. 이 membrane을 항체

의 비 특이  결합을 차단하기 하여 blocking buffer (5% 

non-fat milk와 0.1% Tween 20을 함유한 TBS 용액)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각 검증 단백질에 한 항체 (anti-iNOS, 

anti-COX2, anti-phospho IκBα, NF-κB)를 가하여 1～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이어서 0.1% Tween 20을 함유한 TBST 용액으로 40

분간 세척한 다음, secondary antibody로 반응시켰다. 이어서 

ECL system으로 반응 시킨 후 X-ray film상에서 단백질을 확인

하 다. 각 시료의 단백질 정량은 Bradfor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595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실시하 다.

 7)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s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cytokines의 양을 측정하기 해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를 수행하 다. 

세포에 쇄양 EA 추출물을 처리하고 1시간 후 100 ng/ml의 LPS

를 처리하 다. 18 시간 후 세포 배양액을 얻어 cytokine 측정에 

이용하 다. 배양액을 한 농도로 희석한 후, cytokine으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50 μl씩 첨가하여 4℃에서 overnight시

켰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100 μl의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를 각각의 well에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

서 반응시킨 후 3회 세척한 다음, 100 μl의 streptavidine-HRP 

solution을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 다. 여기에 di(2-ethylhexyl)-2,4,5- 

trimethoxy benzalmalonate (TMB) substrate를 100 μl씩 처리하

여 5-30분간 반응시킨 후 100 μl의 stop solution을 처리한 후 45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8) DCF-DA assay

    쇄양 EA 추출물이 H2O2와 LPS에 의한 RAW 264.7 세포의 

산화  손상을 보호하는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DCF-DA assay

를 실시하 다38,39). 먼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4 cells/well

로 분주하고, 약재를 농도별 (50, 100 μg/ml)로 처리하고 37℃, 

5% CO2의 조건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하 다.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한 다음, PBS buffer로 희석된 10 μM DCFH-DA를 가하고, 

45분간 배양하 다. PBS buffer로 2회 washing한 다음 4 mM 

H2O2를 가하고, 30분 배양한 뒤에 fluorescence microplate 

reader를 사용하여, excitation 장 485 nm와 emission 장 535 

nm에서 형 강도를 측정하 다. DCF 형 강도의 증가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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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군과 비교해서 배수 (fold)로 계산하 다. LPS 처리군의 경우

는 약재를 처리하고 1시간 배양 후에, 100 ng/ml의 LPS를 가한 

다음, 18시간을 배양해서 DCF 형 강도를 측정하 다. 

 9) 통계처리

    결과는 means±SEM으로 나타내었으며, 통계분석법은 

GraphPad Prism 4.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 followed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s를 실시한 후, P값이 0.05 미만일 

때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Western blot을 통해 얻은 band의 

density 분석은 GelDoc-It BioImaging System (UVP, USA)을 사

용하여 측정하 다. 

결    과

1. 쇄양 획분층의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쇄양의 메탄올 추출물과 그 획분층별 추출물 간의 자 공

여능을 비교하기 하여, DPPH radical에 한 소거활성을 측

정하 다. 본 실험의 결과, 쇄양의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73.0 μ

g/ml의 농도에서 50%의 DPPH radical을 소거하 고, 획분층

의 경우 hexane 층은 500.6 μg/ml, dichloromethane 층은 220.4 

μg/ml, ethyl acetate 층은 9.6 μg/ml, butanol 층은 21.5 μg/ml 

그리고 aqueous 층은 120.3 μg/ml의 농도에서 50%의 radical을 

소거하 다(Fig. 2A). 따라서, 쇄양의 획분층 에서 가장 우수

한 자공여능을 지닌 것은 ethyl acetate 층이라고 단할 수 

있었다.

 2) Superoxide anions 소거활성 측정

    표 인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의 하나인, 

superoxide radical에 한 소거활성의 경우에서는, 메탄올 추출

물의 경우 69.3 μg/ml의 농도에서 50%의 소거활성을 보 고, 획

분층의 경우 hexane 층과 dichloromethane 층은 효과가 나타나

지 않았고 (incalculable), ethyl acetate 층은 16.5 μg/ml, butanol 

층은 20.3 μg/ml 그리고 aqueous 층은 104.5 μg/ml의 농도에서 

50%의 소거능을 보 다(Fig. 2B). 본 실험의 결과, 쇄양의 획분층 

에서 가장 우수한 활성산소종 소거활성을 지닌 것은 DPPH 

radical 소거활성 실험결과와 같은, ethyl acetate 층임을 알 수 있

었다.

 3)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의 하나이며, 염증반

응의 요한 작용인자로 알려진 nitric oxide (NO)에 한 쇄양 

획분층의 소거효과를 in vitro 상에서 찰하기 하여, SNP를 

사용하여 NO의 생성을 유도하고, 이로 인해 생성되는 DAF-2의 

형 강도를 측정하 다. 그 결과,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22.6 μ

g/ml의 농도에서, 획분층의 경우 hexane 층은 38.0 μg/ml, 

dichloromethane 층은 29.1 μg/ml, ethyl acetate 층은 2.0 μg/ml, 

butanol 층은 4.7 μg/ml 그리고 aqueous 층은 35.2 μg/ml의 농

도에서 50%의 소거활성을 보 다(Fig. 2C). 따라서, 쇄양의 획분

층 에서 아주 우수한 NO 소거활성을 지닌 것은 ethyl acetate 

층이라고 단할 수 있었다.

 4) Peroxynitrite 소거활성 측정

     다른 활성질소종의 하나이며, superoxide radical과 NO

의 결합으로 생성되는 peroxynitrite 에 한 소거활성의 경우에

서는, 메탄올 추출물의 경우 36.2 μg/ml의 농도에서 50%의 소거

활성을 보 고, 획분층의 경우 hexane 층은 129.6 μg/ml, 

dichloromethane 층은 49.5 μg/ml, ethyl acetate 층은 3.7 μg/ml, 

butanol 층은 5.2 μg/ml 그리고 aqueous 층은 47.4 μg/ml의 농

도에서 50%의 소거능을 보 다(Fig. 2D). 따라서 ethyl acetate 층

이 peroxynitrite 소거활성에서도 가장 우수한 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

    이상의 결과들을 종합해 볼 때, DPPH radical, 활성산소종과 

활성질소종 소거활성이 가장 뛰어난 층은 ethyl acetate 층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고, 이어지는 마우스 식세포를 사용한 실

험은 ethyl acetate 층을 선별하여 진행하 다. 

Fig. 2. Scavenging activities of fractionated CS extracts on various 

free radicals.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IC50 values, and each value 
represents the mean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A) Scavenging activity on 

DPPH radical. (B) Scavenging activity on Superoxide anions. (C) Scavenging 

activity on Nitric oxide. (D) Scavenging activity on Peroxynitrite. ※ i.c. means 

incalculable. 

2. 쇄양 EA 추출물의 RAW 264.7 세포에 한 독성 

    마우스 식세포인 RAW 264.7에 한 약재의 세포독성을 

알아보기 하여 MTS assay를 수행하 다. 쇄양 EA 추출물을 

농도별 (0, 20, 40, 50, 60, 70, 80, 100, 150, 200 μg/ml)로 18시간 

동안 처리한 결과, 100 μg/ml의 농도까지는 세포의 생존율이 

90% 이상으로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 이상의 농도에서는 

세포의 생존율을 10% 이상 감소시켰다(Fig. 3). 그래서 쇄양의 추

출물이 RAW 264.7의 세포 생존율에 향을 주지 않는 100 μ

g/ml 이하의 농도로 다음 실험을 진행하 다. 이는 쇄양 추출물

이 보여주는 항염증 효과가 세포 생존율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

니라 각각 약재들의 고유한 특성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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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CSEA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20, 40, 50, 60, 
70, 80, 100, 150, 200 μg/ml) of CSEA extracts for 18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S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chosen from 

three independent triplicate experiments.

3. RAW 264.7 세포 내의 ROS 생성에 미치는 향 

    쇄양 EA 추출물이 H2O2와 LPS에 의한 RAW 264.7 세포 내

의 ROS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DCF-DA assay를 통하여 검토하

다. 먼  RAW 264.7 세포에 50, 100 μg/ml의 EA 추출물을 

처리한 다음, H2O2와 LPS로 세포 내의 ROS 생성을 유도하여 

DCF 형 강도를 찰하 다. 그 결과, 아무런 처리도 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H2O2와 LPS를 단독 처리한 실험군에서는 유의

성 있는 형 강도의 증가를 보 다. 이로써 H2O2와 LPS의 처리

가 RAW 264.7 세포 내의 ROS 생성을 효과 으로 유도하 음을 

알 수 있었다. H2O2 단독 처리군의 경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

은 조군에 비하여 4.6배 정도로 형 강도가 증가한 반면, 50 μ

g/ml과 100 μg/ml의 쇄양 EA 추출물 처리군은 각각 2.5배, 2.0

배 증가하여 효과  (각각 44.5, 56.4%)으로 ROS 생성을 억제하

다(Fig. 4A). 그리고 LPS 단독 처리군의 경우, 아무런 처리를 

하지 않은 조군에 비하여 5.7배 정도로 형 강도가 증가한 반

면, 50 μg/ml과 100 μg/ml의 쇄양 EA 추출물 처리군은 각각 2.7

배, 1.9배 증가하여 역시 효과  (각각 52.1, 66.8%)인 세포 내 

ROS 생성 억제능을 보 다(Fig. 4B). 약재만의 단독 처리가 세포 

내 ROS 생성에 향을 주지 않음도 확인되었다.

4. RAW 264.7 세포에서 NO와 PGE2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

    먼  염증 유발 물질로 주로 사용되는 LPS를 사용하여 염증 

유발에 필요한 한 농도를 조사하 다. RAW 264.7 세포에 

LPS를 농도별 (0, 1, 10, 100 ng/ml)로 18시간 동안 처리한 후 

Griess Reagent를 사용하여 조사한 결과 NO의 생성량이 농도 의

존 으로 증가되었으며, 100 ng/ml의 농도에서 가장 효과가 있

었다. 한, PGE2의 생성량을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조사한 결

과 LPS의 농도별로 증가하 고, 100 ng/ml의 농도에서 역시 가

장 우수한 효과를 보 다 (data not shown). 약재의 항염증활성

을 알아보기 하여 RAW 264.7 세포에 EA 추출물 50, 100 μ

g/ml을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00 ng/ml LPS를 18시간 동안 

처리하여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50 μg/ml에서는 50.1%, 100 μg/ml

에서는 89.9% 감소시켰다(Fig. 5A).  LPS에 의해 유도되는 

PGE2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50 μg/ml에서는 

26.7%, 100 μg/ml에서는 47.9% 감소시켰다(Fig. 5B). 따라서 쇄

양 EA 추출물은 LPS로 유도된 NO와 PGE2의 생성을 농도의존

으로 효과 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4. Inhibitory effect of CSEA extracts on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in RAW 264.7 induced by LPS and H2O2.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μg/ml of EA extracts for 18 hr. 100 ng/ml of LPS 

and 4 mM H2O2 were treated to induce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The increase 

of DCF fluorescence was calculated at increasing fold of control. (A) Effect of EA 

extracts on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induced by H2O2. (B) Effect of EA extracts 

on intracellular ROS production induced by LP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H2O2 alone (*); ### 

*** : P < 0.001.

Fig. 5. Inhibition of LPS-induced NO and PGE2 production by CSEA 

extract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μg/ml of CSEA extracts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0 ng/ml of LPS for 18 hr. (A) The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B) The PGE2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P 〈 0.05; 

###, *** :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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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RAW 264.7 세포에서 iNOS와 COX-2의 발 에 미치는 향

    염증에 여하는 NO는 보통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에 의해서, PGE2는 cyclooxygenase-2 (COX-2)에 의해서 

만들어진다. 그래서 RAW 264.7 세포에서 쇄양 EA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iNOS와 COX-2의 발 에 미치는 향을 Western 

blot assay를 통해서 알아보았다. 먼  RAW 264.7 세포에 약재

를 50, 100 μg/ml의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00 ng/ml 

LPS를 18시간 동안 처리하 다. 그 결과 LPS 단독 처리군에서는 

iNOS와 COX-2의 발 이 모두 크게 증가한 것에 비해, 쇄양 EA 

추출물과 함께 처리한 군에서는 iNOS와 COX-2의 발 이 농도

의존 으로 하게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6A, 6B). 

Image 분석 장치를 사용하여 정량 으로 감소효과를 확인해본 

결과 쇄양 EA 추출물 100 μg/ml의 처리에 의해서, iNOS는 

84.1%, COX-2는 71.2%의 발  감소효과가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 6. Inhibition of LPS-induced iNOS and COX-2 expression by 

CSEA extract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μg/ml of CSEA 
extract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0 ng/ml of LPS for 18 hr. The expression 

levels of iNOS and COX-2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nd the density of band was calculated by GelDoc-It 

BioImaging System. β-actin levels were used as internal markers for loading 

variation.

6. RAW 264.7 세포에서 쇄양 EA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염증성 

cytokines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

    염증성 사이토카인 (proinflammatory cytokines)은 염증을 

나타내는 요한 지표이다. 따라서 RAW 264.7 세포에서 쇄양 

EA 추출물이 LPS로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에 미치

는 향을 알아보기로 하 다. RAW 264.7 세포에 약재를 50, 

100 μg/ml의 농도로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100 ng/ml LPS를 

18시간 동안 처리하여 LPS에 의해 유도되는 TNF-α의 생성량에 

미치는 향을 조사한 결과, 50 μg/ml의 농도와 100 μg/ml의 농

도에서 각각 14.5, 29.2%의 감소효과가 나타났다(Fig. 7A). 다음

으로 IL-1β의 경우에서는 50 μg/ml의 농도와 100 μg/ml의 농도

에서 각각 56.8, 93.7%의 감소효과를 보 고(Fig. 7B), IL-6의 생

성은 50 μg/ml의 농도와 100 μg/ml의 농도에서 각각 40.0, 

79.4% 감소시켰다. 이상의 결과를 볼 때, 쇄양 EA 추출물은 농도

의존 으로 유의성 있게 LPS로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

성을 억제하고, 그 에서도 특히 IL-1β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

가 가장 우수함을 알 수 있었다. 

Fig. 7. Inhibition of LPS-induced TNF-α, IL-1β and IL-6 by CSEA 

extract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μg/ml of CSEA extract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0 ng/ml of LPS for 18 hr. The TNF-α, IL-1β and 

IL-6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P 〈 0.05; ###, *** : P < 0.001.

7. RAW 264.7 세포에서 NF-κB의 활성에 미치는 향

    NF-κB의 핵으로의 translocation은 IκBα의 degradaion과 

phosphorylation과 직 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NF-κB의 

translocation은 IκBα의 phosphorylation, ubiquitination과 



쇄양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

- 1327 -

degradation에 의해서 일어나게 된다
40)

. 식세포에서 LPS에 의

해서 활성화되는 NF-κB의 주요 구성요소는 p65 이기 때문에,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쇄양 EA 추출물이 p65의 활성에 미치

는 향과 IκBα의 phosphorylation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보

았다. RAW 264.7 세포에 약재를 50, 100 μg/ml의 농도로 18시간 

동안 처리한 후 1 μg/ml의 LPS를 1시간 동안 처리하여 NF-κB 

p65의 핵으로의 translocation에 미치는 향을 nuclear extract를 

이용하여 찰한 결과, LPS 단독처리군이 한 translocation

을 유발한 것에 비해 쇄양 EA 처리군은 농도의존 으로 뛰어난 

해효과를 보임을 알 수 있었다(Fig. 8A).  같은 방법으로 처

리를 하고 cytosol extract에서 IκBα의 phosphorylation에 미치는 

향을 확인해 본 결과, 역시 쇄양 EA의 처리가 농도의존 으로 

LPS에 의해서 유도되는 IκBα의 phosphorylation을 해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Fig. 8B). 종합해 볼 때, 쇄양 EA 추출물은 IκBα

의 phosphorylation을 억제함으로써 NF-κB p65의 translocation

을 해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Fig. 8. Effect of CSEA extracts on LPS-induced nuclear 

translocation of NF-κB p65 and on the phosphorylation of IκBα.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50, 100 μg/ml of CSEA extract for 18 hr and 

then treated with 1 μg/ml of LPS for 1 hr. The expression levels of NF-κB p65 

and IκBα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using nuclear extracts and cytosol 

extract, respectively. The density of band was calculated by GelDoc-It BioImaging 

System. PARP and β-actin levels were used as internal markers for loading 

variation.

고    찰

    우리 몸은 항상성 유지를 해 산화 진물과 산화억제물질

이 균형을 이루고 있는데, 이 균형이 깨져서 산화 진 쪽으로 

기울게 되면 각 기 과 세포에 유해한 작용을 하게 되고, 이를 

산화  스트 스라고 한다. 이런 산화  스트 스는 기본 으로 

노화와 한 련을 갖고 있으며, 체내 DNA 손상, 지질의 과

산화로 인한 세포막의 손상, 단백질과 지질의 산화 등을 가져와 

동맥경화나 암, 백내장, 노인성 치매, 킨슨씨병과 같은 질환 등

을 유발 시킨다41)
. 표 인 노화 과정의 일환이자 만성 염증성 

질환이라고 할 수 있는 동맥경화의 경우를 를 들어보면, 여러 

가지 동맥경화 험 인자들은 공통 으로 세포 내의 산화  

스트 스를 증가시키고, 이에 따라 2차 으로 산화환원 반응성 

신호 달계 (redox-sensitive signaling pathway)와 사인자 

(transcription factor)를 활성화함으로써 세포와 면역세포의 

상호작용에 의한 염증을 유발하게 된다. 이러한 염증 반응으로 

인하여 기능에 장애가 오고, 이것이 만성화되면 결국 동맥경

화를 유발한다42). 따라서, 항산화와 항염증 효과를 동반한 천연

물은 동맥경화를 비롯한 많은 만성 염증성 질환 (chronic 

inflammatory disease)의 방  치료제 개발에 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쇄양의 메탄올 추출물과 획분층들의 항산화 효과를 비교해 

보기 해 가장 먼  DPPH radical 소거활성 실험을 수행하

다. DPPH radical hydrazyl의 질소 원자는 불안정한 상태에 있

으므로 쉽게 수소 원자를 받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다. 따라

서 수소 공여능이 뛰어난 항산화 물질과 반응을 시키면, 보랏빛

의 DPPH radical (DPPH·)이 무색의 (DPPH-H) 형태로 환하게 

되므로 비교  간단하면서도 재 성이 있게 항산화력을 측정할 

수 있다43). 실험 결과, 쇄양의 획분층  EA 추출물에서 가장 우

수한 IC50 값을 보 다(Fig. 2A). 표 인 ROS의 하나인 

superoxide radical은 산소를 이용하는 생체 내의 정상 인 사

과정에서 생성될 뿐만 아니라, 유기 화합물 (organic compound)

들의 자동산화 (autoxidation), 외부로부터 침입한 이물질에 한 

식세포의 탐식작용 (phagocytosis)  효소반응에 의하여 생성

될 수 있다. 게다가, superoxide anions는 hydrogen peroxide의 

생성 구물질이며, 특히 Fenton계 반응을 통하면 보다 강한 활

성을 지닌 hydroxyl radical의 생성을 유발시킨다44). 본 실험에서

는 xanthine oxidase를 hypoxanthine과 반응시켜서 superoxide 

radical을 생성시켰으며, 생성된 superoxide radical은 

hypoxanthine을 uric acid로, NBT를 환원형 diformazan으로 변

환시키므로 NBT의 색변화를 통해 산화정도를 측정할 수 있다45). 

그 결과, 쇄양의 획분층 에서 역시 EA 추출물에서 가장 강한 

소거능이 찰되었다(Fig. 2B). 이어서 표 인 RNS인 NO와 

NO와 superoxide radical의 사산물로써 그 반응성이 

superoxide와  hydrogen peroxide 보다도 강력하지만, 생체 내 

방어기구는 아직까지 알려진 바가 없는 peroxynitrite에46) 한 

소거활성도 측정하 다. 본 실험에서 쇄양 획분층의 NO에 한 

소거활성을 비교하기 하여 SNP로 NO를 생성시키고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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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F-2로 포집하여 형 강도를 측정한 결과, EA 추출물이 가장 

효과 인 NO 소거활성을 갖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Fig. 

2C), DHR 123 assay를 이용한 peroxynitrite 소거활성 실험에서

도 역시 EA 추출물이 가장 효과 인 활성이 있음을 알 수 있었

다. 이상의 결과를 바탕으로 쇄양의 추출물들 에서 EA 추출물

이 수소 공여능, ROS와 RNS 소거능 면에서 모두 가장 뛰어난 

항산화 물질이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었다.

    ROS와 RNS는 DNA, 단백질 등 모든 생물학  target에 산

화  손상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염증 자극인자에 의

해서 식세포와 다른 염증 련 세포에서 생성되는 ROS와 

RNS는 염증 과정에서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47,48)
. 따라서 in 

vitro 상에서 가장 뛰어난 항산화 활성을 보인 쇄양 EA 추출물을 

선정하고, 마우스 식세포인 RAW 264.7 세포을 이용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 다. 먼 , 마우스 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서 MTS assay를 실행하여 세포독성이 없는 약재의 농도를 선정

하 다(Fig. 3). 그리고 LPS와 H2O2를 산화 유발제로 사용하여 

EA 추출물이 RAW 264.7 세포의 세포 내 ROS 생성을 얼마나 효

과 으로 방어하는지 DCF-DA assay를 통해서 확인했다. 

DCF-DA는 세포에 처리하면 세포 안으로 쉽게 들어가고, 

H2O2와 만나면 형 을 띠는 DCF를 생성하게 되므로 DCF의 형

강도를 측정하면 세포 안의 ROS 생성량을 측정할 수가 있다. 

그리고 LPS는 세포 안의 ROS를 효과 으로 유발시키는 물질로 

알려져 있다49). 이 실험의 결과, EA 추출물은 농도의존 으로 세

포 내의 ROS 생성을 효과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고(Fig. 4A, 

4B), in vitro 상의 항산화 활성이 세포 안에서도 유효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식세포는 인체 내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고, 응 면역과 

선천 면역 모두에 여하는데, 특히 염증 반응에 있어서 요한 

역할을 한다. 식세포의 표면에는 Toll-like receptors (TLRs)가 

있어서 병원체를 감작하게 되는데, LPS의 경우 TLR 4를 자극하

게 되어서 NF-κB를 활성화시키고, NO, PGs와 같은 염증인자

와 TNF-α, IL-1β, IL-6 등의 다양한 염증성 cytokines을 발 시

키게 된다50)
.

    NO는 생리 , 병리  모두에서 요한 역할을 하는 조  분

자인데, 한 농도의 NO는 생리 으로 평활근의 이완, 소

응집 억제, 면역 조 ,  확장, 신경 달 등에 꼭 필요하다. 그

지만, 만성 인 NO의 생성은 염증인자로서 여러 가지 만성 염

증성 질환을 유발하는 주요 원인이 된다. NO는 NO synthase 

(NOS)에 의해서 생성이 되는데, NOS에는 neuronal NOS 

(nNOS), endothelial NOS (eNOS), inducible NOS (iNOS), 세 종

류의 유사형태가 존재한다. 이 에서 활성화된 식세포에서 

NO를 다량으로 분비시켜서 염증 반응을 진하는 것은 iNOS이

다.  다른 요한 염증 인자로 COX-2에 의해서 생성되는 PGE2

는 의 투과성을 높이기 때문에 염증과정에서 발열, 종창, 통

증 등을 유발할 수 있다.  TNF-α, IL-1β, IL-6 등의 cytokine은 

활성화된 식세포에서 주로 생산되며 선천면역과 계되어 내

피세포와 백 구에 작용하여 미생물에 한 기 염증반응을 자

극하고 조 한다. 염증 반응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이러한 

cytokines의 량 생산은 발열, 내피세포의 염증, 호 구의 활성

화, 근육과 지방의 분해 증가 등을 유발하여, 염증 질환은 물론이

고 심한 경우에는 패 성 쇼크까지 유발할 수 있다51)
. 따라서 활

성화된 식세포에서 염증인자인 NO와 PGE2 그리고 이 염증인

자들의 구물질인 iNOS와 COX-2, 염증성 cytokines의 과발

을 막는 것은 염증반응을 조 함에 있어서 아주 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RAW 264.7 세포에 쇄양 EA 추출물을 처리

하고, 1시간이 지난 후에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한 다음 염

증인자인 NO, PGE2와 그 구물질인 iNOS, COX-2 발 , 염증

성 cytokine인 TNF-α, IL-1β, IL-6의 생성에 미치는 향을 살펴

보았다. 그 결과, 쇄양 EA 추출물은 모두 LPS로 유도된 염증 인

자들과 구물질들 그리고 염증성 cytokines의 생성을 효과 으

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이러한 효과는 농도의존성을 보

다(Fig. 5-7). 

    NF-κB는 TNF-α, IL-1β, IL-6를 포함하는 일부 주요 염증

진 cytokines의 발 을 조 하고,  COX-2와 iNOS의 활성화를 

조 하며, 세포부착분자와 속분해효소의 활성을 조 하는 등 

염증반응 반에 걸쳐 요한 역할을 한다
52). 실제로 NF-κB의 

활성 조 이 제 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은 암이나, 염, 신경

퇴화성 질환, 천식, 패 증 등 수많은 염증성 질병과 직결된다는 

보고도 많이 되어있다53,54). 따라서 NF-κB 활성을 억제하는 것은 

항염증 효과를 갖는 물질의 선별에 있어서 요한 기 이 된다. 

Western blotting을 통해서 알아본 결과, 쇄양 EA 추출물은 LPS

에 의해서 유도된 NF-κB p65의 핵으로의 translocation을 농도의

존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고(Fig. 8A), 이 결과는 쇄양 EA 

추출물의 염증인자인 NO, PGE2와 그 구물질인 iNOS, COX-2 

발 , 염증성 cytokine인 TNF-α, IL-1β, IL-6의 생성 억제 효과가 

NF-κB의 활성 억제와 연 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 다. NF-κB는 

활성화되지 않은 식세포에서는 inhibitors of κB (IκBs)와 결합

되어 있기 때문에 세포질에 치하게 된다. 그러나 LPS와 같은 

자극 물질로 인하여 세포가 활성화되면, IκB kinase (IKK) 

complex를 통해서 IκB가 phophorylation 되고, degradation 되

므로 NF-κB는 세포의 핵 안으로 이동하여 각종 염증 련 인자

들을 사시키는 작용을 하게 된다
55). 따라서 쇄양 EA 추출물이 

LPS로 유도되는 IκBα의 phosphorylation에 미치는 향을 알아

본 결과, 역시 농도의존 으로 IκBα의 phosphorylation을 억제함

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8B). 이상의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쇄양 

EA 추출물은 IκBα의 phosphorylation을 억제하는 기 을 통해

서 NF-κB 활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다.

    NF-κB의 활성과 세포 내에서 생성되는 ROS와의 메커니즘

인 연  계는 아직까지 정확하게 밝 지지 않았다. NF-κB 

활성화에 여하는 인자들에는 TNF-α, lymphotoxin, IL-1β, IL-6

와 같은 여러 가지 염증성 cytokines, mitogens, LPS, 단백질 합

성 해제, 산화  스트 스, 자외선, phorbol esters 등이 알려져 

있는데56)
, 흥미로운 은 이 물질들이 부분 세포 내에서 ROS

를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항산화 효과를 지닌 화학물이

나 천연물이 NF-κB 활성화를 효과 으로 해시킨다는 연구 보

고는 아주 많다57-59). 이러한 사실은 NF-κB 활성화가 부분 산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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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에 의해 진됨을 보여주는 것으로 산화와 염증의 한 

연 성을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고, in vitro 상에서 뛰어

난 항산화 활성을 보 고, 식세포 내에서 LPS 자극으로 발생

한 ROS의 생성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킨 쇄양 EA 추출물이 좋은 

항염증 활성 역시 보이는 본 실험 결과도 산화와 염증 간의 

한 연 성과 련지어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종합해 보면, 쇄양의 획분층 에서 가장 뛰어난 항산화 활

성을 보인 EA 추출물을 사용하여 마우스 식세포에서 항염증 

실험을 진행한 결과, EA 추출물은 항염증 효과 역시 우수했다. 

쇄양 EA 추출물은 세포 내 ROS 생성 역시 유의성 있게 감소시

키는 효능도 보 는데, 이는 항산화와 항염증 간의 긴 한 연

성을 보여주는 결과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쇄양 EA 추출물은 

천연 항산화제의 개발과 동맥경화, 염, 고 압, 암, 당뇨, 천

식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의 연구에 효과 으로 응용해 

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쇄양 획분층의 항산화 활성과 마우스 식세포에서의 항염

증 효과에 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쇄양 메탄올 추출물을 물과 혼합한 뒤, 차례로 hexane, 

dichloromethane, ethyl acetate, butanol과 섞어서 획분층별 추출

물을 분리했다. in vitro 상에서 DPPH radical, ROS의 일종인 

superoxide radical 그리고 RNS의 일종인 nitric oxide, 

peroxynitrite의 소거활성을 추출물 별로 비교한 결과, 모든 

radical에서 가장 좋은 소거 활성을 보인 것은 EA 추출물임을 알 

수 있었다.

    마우스 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 한 EA 추출물의 

독성을 조사하여 생존율에 향을 미치지 않는 농도 (50, 100 μ

g/ml)에서 실험을 진행하 다. 이는 쇄양 추출물의 항산화  항

염증 효과가 세포 생존율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각 약재

들의 고유한 특성임을 말한다. RAW 264.7 세포에 4 mM의 H2O2

와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여 세포 내 ROS 생성을 유도한 결

과, EA 추출물은 농도의존 으로 ROS의 생성을 막았다. 이는 in 

vitro 상의 항산화 활성이 세포 내에서도 용됨을 의미한다. 

RAW 264.7 세포에 약재를 1시간  처리한 후,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 다. 그 결과, EA 추출물은 LPS

로 유도되는 염증인자인 NO, PGE2의 생성량과 그 구물질인 

iNOS, COX-2의 발 도 크게 해하 다. 한 염증성 cytokines

의 생성 역시 히 감소시켰다. 쇄양 EA 추출물이 RAW 264.7 

세포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F-κB의 활성에 미치는 향을 

알아보기 해 세포의 nuclear extract에서 NF-κB p65의 활성을, 

cytosolic extract에서 phosphorylation된 IκBα의 양을 확인해 본 

결과, 쇄양 EA 추출물은 IκBα의 phosphorylation을 억제하는 기

을 통해서 NF-κB 활성을 해한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 쇄

양 EA 추출물이 염증인자와 염증성 cytokines의 발 을 억제한 

것이 NF-κB의 활성 억제와 연 되어 있다는 것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쇄양의 EA 추출물은 뛰어난 항

산화 효과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는 천연 항산화

제의 개발과 동맥경화, 염, 고 압, 암, 당뇨, 천식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 치료제의 연구에 효과 으로 응용해 볼 수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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