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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Inflammation is important event in the development of vascular diseases including hypertension, 

atherosclerosis, and restenosis. Bodusan (BDS) was a traditional Korean herbal medicine and widely used in 

treatment of gastrointestinal complaint and stomach ulcer. The aim of this study was to determine whether 

BDS and its components inhibit production of nitrite, PGE2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in lipopolysaccharide 

(LPS)-treated RAW 264.7 macrophages.

Methods : Cytotoxic activity of BDS and its components on RAW 264.7 cells was using 5-(3- 

caroboxymcrophages.eth-oxyphenyl)-2H-tetra-zolium inner salt (MTS) assay. The nitric oxide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by ELISA kit. The 

levels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expression were detected by 

western blot.

Results : Our results indicated that BDS and its components significantly inhibited the LPS-induced NO and 

PGE2 production. Moreover, BDS and its components inhibited iNOS and COX-2 expression accompanied by an 

attenuation of TNF-α, IL-1β, IL-6 and MCP-1 formation in macrophages.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BDS and its components have potential as an anti-inflammator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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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寶豆(Strychnos ignatii Semen)는 마전과(Loganiaceae)에 

속하는 상록관목인 보두나무의 종자를 말한다. 민간에서 

진통, 진경, 지혈, 구충, 그리고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통, 위궤양, 위암 등에 활용되어 왔는데 

한 번에 약 0.3-0.9 g씩 가루로 복용한다. 임상에서는 寶

豆를 修治法에 따라 분말로 甘草와 배합하여 寶豆散이라 

부르며 항암치료나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
1,2)
.

보두에는 같은 마전과의 생약인 마전자의 특성과 유사

하나 strychnine과 brucine, 휘발성분, 수지, 색소, 불휘발

성유, 그리고 bassorin이 더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배아

나 전분은 없다. 보두는 마전자처럼 강장작용을 하거나 

흥분을 야기시키는데, 가격이 싸서 일반적으로 마전자의 

대용품으로서 사용되어 왔다. 고대의 기록에는 콜레라에 

대한 치료약물로 알려져 왔다. 이것은 특정형태의 심장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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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에 유용하며 대단한 주의가 요구되는데 이는 활성이 

강하고 강력한 독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한

해독은 몰핀이다3). 특히 strychnine과 brucine은 강력한 

독성을 가지는 알칼로이드로서 Strychnos속 식물에 상

존하는데 이 식물들은 일찍이 한약처방에서 종종 신경

질환, 구토, 관절 그리고 외상통증을 치료하기 위해 활

용되어 왔다4). 

염증(inflammation)은 생체조직의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반응의 하나로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염

증인자들(proinflammatory mediators)이 만들어지는데 이

로 인하여 임상적으로는 발적, 발열, 종창, 동통, 기능장

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염증인자에는 iNOS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NO와 COX-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GE2 

등이 있다. 이러한 염증인자는 염증반응의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κB (NF-κB)를 활성화시키며, 그 결과 과

량의 NO와 PGE2를 생성하여 염증을 일으킨다5,6).

보두 관련 보고로 김
7)
은 烏貝散과 보두의 병용 in 

vivo 실험에서 진통작용, 수면 시간 연장, 장관운동항진, 

위 운동 억제, 궤양 발생 억제, 위손상 억제, 그리고 위산 

분비 억제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조
8)
는 보두의 修治法에 

따라 strychnine 감소가 있었고, 또한 유문결찰궤양과 

indomethacin 유발 궤양에 대한 억제효과와 위액 분비 

억제와 더불어 pepsin 억제효과도 수치에 의해 유의성을 

나타낸다고 보고하였다. 윤9)은 보두산이 사람 위암 세포

주인 SNU-1의 caspases의 활성화와, mitochondrial 

pathway
10,11)

를 통해 apoptosis를 유도한다는 것을 확인하

였으며,  cell cycle 중 G1 phase에서 arrest시켜 세포의 증

식을 억제함으로써 보두산의 항암 활성을 보고한 바 있다. 

Deng
12)
과 Yina

13)
은 보두의 주성분인 brucine의 HepG2세포

와 SMMC 7221세포의 증식억제기전은 caspase-3를 경유하

고 cyclooxygenase-2 (COX-2)를 매개로 한 apoptosis 및 

cell cycle arrest를 유도한다고 보고하였다.

보두산 및 보두에 관한 몇몇 보고가 있었지만 그 수가 

많지 않았고 작용기전에 관한 연구는 더욱 미흡한 실정

이었으며, 특히 항염증 활성에 관한 연구는 거의 보고되

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보두산과 그 구성약재

인 보두, 감초의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에 각각의 약재를 전 처리한 후 

lipopolysaccharide (LPS)를 처리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하

고, 각각의 약재가 세포의 염증 유도를 얼마나 효과적으

로 저해할 수 있는지 관찰하였다. 그 지표로서 세포가 방

출하는 nitric oxide (NO), prostagrandin E2 (PGE2) 생

성량과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COX-2 발

현정도뿐만 아니라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interleukin (IL)-1β, IL-6, monocyte 

chemoattractant protein (MCP)-1 생성량 등을 알아 본 

바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한 약재는 동국대학교 한의과대학 방제

학교실에서 선별된 것을 정선하여 사용하였으며, 보두산

의 구성 및 총량은 Table 1과 같다. 보두는 식초에 24시

간 수치한 후 사용하였다. 약재 3배량의 80% methanol

을 가한 다음 48시간 동안 추출하고, 이 과정을 2회 반

복하여 여과한 후 농축하고 동결 건조하여 보두산 84.5 

g (수율 : 16.9%)을 얻었다. 또한 보두, 감초는 각각 62.4 

g (수율 : 20.8%), 47.4 g (수율 : 15.8%)을 얻었다(Fig. 

1). 이 분말을 세포배양액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DMEM)에 녹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Table 1.  Composition and Contents of Bodusan (BDS)

약재명 생약명 사용량 (g)

보두 Strychnos ignatii Semen (SIS) 100

감초 Glycyrrhizae Radix (GR) 400

총량   500

수율   16.9%

Fig. 1. Preparation procedure of BDS, SIS, GR extracts

2) 시약

세포 배양액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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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enicillin 등의 세포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사(NY, 

US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 중 Sodium 

Dodesyl Sulfate (SDS), Acrylamide, Bis는 Bio-Rad사 

(CA, USA)에서 구입하였고, NP-40, CAPS, Tween 20, 

protease inhibitors 등은 Sigma사(CA, USA)에서 구입하였

다. 실험에 사용된 1차 항체인 iNOS monoclonal antibody 

(mAb)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CA, USA)에서, 

COX-2 polyclonal antibody와 β-actin mAb는 Cell 

Signaling Technology사(Beverly, USA)에서 구입하였

다. 2차 항체인 anti-rabbit IgG horseradish peroxidase 

(HRP)-conjugated antibody는 Santa Cruz Biotechnology사 



보두산 (寶豆散) 메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51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MTS) kit와 Griess Reagent 

System은 Promega사(WI, USA)에서 구입하였고, 각종 

cytokine 측정을 위한 ELISA kit는 Pierce Biotechnology사 

(IL,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PGE2 assay kit는 R&D사

(MN, USA)에서 구입하였다. Protein assay reagent는 

Bio-Rad사(CA, USA)에서 구입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용 등급이상으로 사용하였다.

2. 방법

1) 세포배양

마우스의 대식세포주인 RAW 264.7 세포는 한국세포

주은행(KCLB)에서 분양 받았으며, 세포배양을 위해 

10% FBS와 1% penicillin-streptomycin을 포함하는 

DMEM 배지를 사용하였다. 세포는  37℃, 5% CO2 조건

에서 배양하였다. 

2) MTS assay

보두산 및 구성 약재의 메탄올 추출물의 세포에 대한 

독성 측정은 5-(3-caroboxymeth-oxyphenyl)-2H-tetra- 

zolium inner salt (MTS) assay 방법14)으로 분석하였다. 

이는 mitochondrial dehydrogenases에 의하여 MTS가 

formazan으로 전환되는 것을 측정하는 것이다. 96 well 

plate에 1×104/well의 RAW 264.7 세포를 분주하고 약재

를 농도별(0, 100, 300, 500, 700, 1000 μg/ml)로 18시간 

동안 처리하였다. 또한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농도 700 

μg/ml을 고정하고 0, 9, 18, 24, 48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Well당 20 ㎕의 MTS solution을 첨가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4시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plate 

reader (DYNEX, Opsys MR, USA)를 이용하여 450 nm

에서 흡광도의 변화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세포생존

율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각 농도별 약재가 갖는 흡광

도를 보정하기 위하여 세포를 뺀 배지를 같이 배양하여 

대조군과 실험군의 흡광도를 비교 보정하여 세포 생존율

을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3) NO 생성량 측정

NO의 생성량은 배양액 내의 nitrite 농도를 Griess 

Reagent System15)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에 700 μg/ml의 보두산 및 보두, 감초의 메탄올 추

출물을 1시간 전 처리한 후 100 ng/ml의 LPS를 처리하

여 18시간 배양한 후 세포 배양액을 수거하여 실험에 사

용하였다. 배양액 50 ㎕와 같은 양의 Griess Reagent를 

넣어 10분간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 (NaNO2)

의 농도별 표준곡선을 이용하여 배양액 내의 NO 농도를 

결정하였다. 

4) PGE2 생성량 측정

세포 배양액 내의 PGE2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commercial 

competitive enzyme immunoassay kit를 R&D systems 

(Minneapolis, USA)에서 구입하여 실험하였다. RAW 

264.7 세포에 500 μg/ml의 약재메탄올 추출물을 1시간 

전 처리한 후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여 18시간 배양

한 후 세포 배양액을 수거하여 PGE2 측정에 사용하였다. 

배양액을 goat anti-mouse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각각의 배양액을 100 ㎕씩 loading한다. 여기에 primary 

antibody solution 50 ㎕와 PGE2 conjugate 50 ㎕씩 첨

가하여 4℃에서 overnight시켰다. Washing buffer로 4회 

세척하고 substrate solution을 200 ㎕씩 처리하여 5-20

분간 반응시킨 후, 50 ㎕의 stop solution을 처리한 후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Western blot analysis

전기영동을 위한 단백질 시료의 추출은 세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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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aprotinin, 10 ㎍/㎖ leupeptin 및 1 mM PMSF)를 넣어 

4℃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12,000×g에서 10분간 원심 

분리하여 상층액을 모았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sodium 

dodecyl sulfate-polyacrylamide gel electrophoresis (SDS- 

PAGE)로 분리시킨 후,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

에 transfer하였다. 이 membrane을 항체의 비특이적 결

합을 차단하기 위하여 blocking buffer (5% non-f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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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안 반응시킨 후, 각 검증 단백질에 대한 항체를 가하여 

1-2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0.1% Tween 20을 함유한 

TBST 용액으로 40분간 세척한 다음, secondary antibody

로 반응시켰다. ECL system으로 반응 시킨 후 X-ray 

film상에서 단백질을 확인하였다. 각 시료의 단백질 정량

은 Bradfor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59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실시하였다.

6) Cytokines 측정

RAW 264.7 세포에 700 μg/ml의 약재 메탄올 추출물

을 1시간 전 처리한 후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여 18

시간 배양한 후 세포 배양액을 얻어 cytokine 측정에 이

용하였다. 배양액을 적절한 농도로 희석한 후, cytokine

으로 coating된 96 well plate에 50 ㎕씩 첨가하여 4℃에

서 overnight시켰다.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고 

100 ㎕의 biotinylated antibody reagent를 각각의 well에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3회 세척한 

다음, 100 ㎕의 streptavidine-HRP solution을 각각의 

well에 처리하여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다시 

washing buffer로 3회 세척하였다. 여기에 di(2-ethylhexyl)- 

2,4,5-trimethoxybenzalmalonate (TMB) 기질을 1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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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처리하여 5-30분간 반응시킨 후 100 ㎕의 stop 용액

을 처리한 후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흡광도를 측

정하였다.

3.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means±SEM으로 표시하고 유의성 검증은 

Prism 4.00을 이용하여 one-way ANOVA를 실시하였다. 

Western blot을 통해 얻은 band의 density 분석은 

GelDoc-It BioImaging System (UVP, USA)을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결  과

1. 보두산 및 구성약재의 RAW 264.7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에 대한 세포생존율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보두산, 보두, 감초를 농

도별(0-1000 μg/㎖), 시간별(0-48 hr)로 처리한 후,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보두산과 감초의 경우 농도별로 18

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1000 μg/㎖의 농도까지 세포독

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고 보두의 경우에는 700 μg/㎖

에서 98.8%, 1000 μg/㎖에서 73.2%의 세포 생존율이 관

찰되었다. 따라서 보두산, 보두, 감초 모두 세포 독성이 

없는 농도인 700 μg/㎖ 처리한 후 시간별로 MTS assay

를 수행한 결과 보두산의 경우 24시간부터 약간의 세포

생존율 감소가 관찰되었고 보두와 감초는 48시간까지 세

포의 생존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그래서 보두산, 보두, 감초가 RAW 264.7

의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주지 않는 700 μg/㎖의 농도로 

18시간 처리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2. 보두산 및 구성약재가 LPS에 의한 NO 

  와 PGE2의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보두산 및 보두, 감초의 항염증활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RAW 264.7 세포에 약재 700 μg/㎖의 농도를 1시간 

       

(A) 

          

(B)

                  

(C)

Fig. 2. Effect of BDS, SIS and GR on the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0, 100, 300, 500, 700, 1000 μg/㎖) of BDS (A), SIS (B) and GR (C) for 18 hr (left panel).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700 μg/㎖ of BDS, SIS and GR for 0, 9, 18, 24, 48 hr (right panel).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S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were chosen from three independent triplicate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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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3. Inhibition of LPS-induced NO and PGE2 by  BDS, SIS and GR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700 μg/ml of BDS, SIS and GR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0 ng/ml of LPS for 18 hr. The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A). The PGE2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B).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 p < 0.001. 

                                  

(A)                                                            (B)

Fig. 4. Inhibition of LPS-induced iNOS and COX-2 expression by  BDS, SIS and GR.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700 μg/ml of BDS, SIS and GR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0 ng/ml of LPS for 18 hr. The expression levels of 

iNOS (A) and COX-2 (B) were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Equal protein of the total cell lysates were analyzed by 

7.5% SDS-PAGE. b-actin levels were used as internal markers for loading variation.

동안 전 처리한 후 100 ng/ml LPS를 18시간 동안 처리

하여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의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보두산의 경우에는 69.5% 감소

시켰고, 보두는 38.9%, 감초는 77.4% 감소시켰다(Fig. 3A). 

LPS에 의해 유도되는 PGE2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한 결과, 보두산의 경우에는 39.1% 감소시켰고, 보두는 

23.2%, 감초는 71.3% 감소시켰다 (Fig. 3B). 보두산과 그 

구성약재인 보두, 감초 모두 LPS로 유도된 NO와 PGE2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보두산 및 구성약재가 LPS로 유도된 

  iNOS와 COX-2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보두산 및 보두, 감초의 항염증활성을 알아보기 위하

여 RAW 264.7 세포에 약재 700 μg/㎖의 농도를 1시간 

동안 전 처리한 후 100 ng/ml LPS를 18시간 동안 처리

하여 LPS에 의해 유도되는 iNOS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을 같은 방법으로 조사한 결과, 보두산의 경우에는 

96.1% 감소시켰고, 보두는 10.0%, 감초는 89.7% 감소시

켰다(Fig. 4A). 또한 LPS에 의해 유도되는 COX-2 발현

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보두산의 경우에는 

54.3%, 보두는 23.6%, 감초는 54.0%까지 감소시켰다 

(Fig. 4B). 보두산 및 그 구성약재들은 LPS로 유도된 

iNOS와 COX-2의 발현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으

로 관찰되었다.

4. 보두산 및 구성약재가 LPS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약재의 항염증활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RAW 264.7 세

포에 약재 700 μg/㎖의 농도를 1시간 동안 전 처리한 후 

100 ng/ml LPS를 18시간 동안 처리하여 LPS에 의해 유

도되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하였다. 그 결과 Fig. 5에서 보듯이 LPS에 의해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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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Inhibition of LPS-induced TNF-α, IL-1β, IL-6 and MCP-1 by BDS, SIS and GR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700 μg/ml of BDS, SIS and GR for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0 ng/ml of LPS for 18 hr. The cytokine level was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represented as mean±SEM.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p < 0.01. ** : p < 0.05. ### : p < 0.001

되는 TNF-α의 생성량이 보두산에 의해 81.5%까지 감소

되었고, 보두는 41.2%까지, 감초는 62.9%까지 감소되었

다. IL-1β의 생성량은 보두산에 의해 70.7%까지 감소되

었고, 보두는 61.9%까지, 감초는 61.1%까지 감소되었으

며, IL-6 생성량은 보두산에 의해 13.9%까지 감소되었고, 

보두는 9.6%까지, 감초는 26.8%까지 감소되었다. MCP-1

은 보두산에 의해 82.2%까지 감소되었고, 보두는 61.5%

까지, 감초는 45.2%까지 감소되었다. 보두산, 보두, 감초 

모두 LPS로 유도된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효과적으로 감

소시키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복방인 보두산의 효과

가 가장 탁월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고  찰

뇌혈관 및 심장질환은 현재 의학적으로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

러나 혈관질환은 동맥이 약 70% 폐색이 되어도 통증을 

느낄 수 없는 병증으로 질환해석과 발병요인에 대한 것

은 물론 개선제의 개발이 미약한 분야로 혈관질환을 개

선하는 예방 및 치료제의 개발에 대한 여지가 높은 질환

으로 부각이 되었다. 특히 동맥경화 질환은 대표적인 만

성 염증성 질환(chronic inflammatory disease)이다.

염증(inflammation)은 생체조직의 외부 자극에 대한 

방어반응의 하나로서 염증반응이 일어나면 여러 가지 염

증인자들(proinflammatory mediators)이 만들어지는데  

이로 인하여 임상적으로는 발적, 발열, 종창, 동통, 기능

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염증인자에는 iNOS에 의해

서 만들어지는 NO와 COX-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GE2 

등이 있다. 이러한 염증인자는 염증반응의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κB (NF-κB)를 활성화시키며, 그 결과 과

량의 NO와 PGE2를 생성하여 염증을 일으킨다16,17). 포유

동물 세포의 NOS의 경우, 유사형태가 3가지 존재하는데 

neuronal NOS (nNOS), endothelial NOS (eNOS), 그리

고 iNOS이다. 그 중에서 특히 iNOS가 염증반응에 관여

한다. nNOS와 eNOS는 항상 발현되어있으며, iNOS의 

경우 Interferon-γ, LPS, 그리고 여러 가지 염증성 사이

토카인의 자극 있을 때 발현된다. 보통 eNOS는 강력한 

혈관확장제로서 혈관의 항상성(vascular homeostasis) 유지

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18). 또한 NO는 급성, 만성 염증반응

을 조절하기도 한다. PGE2는 COX에 의해서 arachidonic 

acid로부터 생산된다. COX에 대해서는 1990년대 초반에 주

로 연구되었는데, 이 또한 유사형태가 2가지 존재한다. 

COX-1은 거의 모든 조직에 발현되어 있고, prostagrandin

을 생산하여 신장의 혈액 흐름을 조절하거나 위장의 세포

를 보호하는 등의 생리적인 기능을 조절한다. 반대로 

COX-2의 경우는 미생물에 의한 감염이나 손상 혹은 여

러 요인의 스트레스에 반응한 대식세포 (macrophage)에

서 발현된다. 즉 iNOS와 COX-2의 발현과 NO, PGE2의 생

산은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염증인자이다. 또한 염증인자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1β, IL-6, MCP-1 등이 

포함된다. 

최근 천연자원으로부터 혈관 재협착 억제제, 동맥경화 

예방 물질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천연 자원은 지

금까지도 여러 치료제의 선도물질로서 개발되어 제약 산

업에 소중한 자원으로 이용되어 왔다. 동맥경화 질환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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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이러한 질환의 예방효과

를 탐색하는 연구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보두산 및 구성 약재 메탄올 추출물을 마

우스 대식세포에 전 처리한 후, 염증에 대한 예방효과를 

확인하고 동맥경화 예방 후보물질로서의 가능성을 찾아

보고자 하였다.  

보두는 苦果 혹은 呂宋果라고도 불리우며, 여송두의 

종자로 식초나 쌀뜨물에 담가서 유연할 때 잘게 썰어 사

용한다. 성미는 苦寒有毒하고, 心, 胃, 肝經에 들어간다. 

진통, 진경, 지혈, 구충, 해독하는 효능이 있어, 복통, 위

궤양, 위암, 충적복통, 뱀 및 오공교상을 주치한다. 가루

로 복용하거나 기름에 개어 환처에 사용하는데 용량은 1

일 0.3-0.9g이다. 보두산은 민간에서 진통, 진경, 지혈, 구

충, 그리고 해독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복통, 

위궤양, 위암 등에 활용되어 왔고, 임상에서는 항암치료

나 진통제 등으로 사용되어 왔다1,2). 최근 연구로 윤9)은 

보두산이 사람 위암 세포주인 SNU-1의 caspases의 활

성화와, mitochondrial pathway를 통해 apoptosis를 유도

한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cell cycle 중 G1 phase에서 

arrest시킴으로써 세포의 증식을 억제하는 보두산의 항암 

활성을 보고한 바 있으나, 대식세포에서 보두산 메탄올 

추출물의 항염증효과는 알려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약재의 메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

기 위하여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에 각각의 약

재를 1시간 동안 전 처리한 후 LPS를 처리하여 염증반

응을 유도하였다. 그 다음 각각의 약재가 세포의 염증 유

도를 얼마나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지 관찰하였다. 

먼저 RAW 264.7 세포에 대한 약재의 독성을 알아보

기 위하여 보두산과 그 구성약재인 보두, 감초를 농도별, 

시간별로 처리한 후 MTS assay를 수행하였다. 보두산

과 감초의 경우 농도별로 18시간 동안 처리하였을 때 

1,000 μg/㎖의 농도까지 세포독성이 거의 관찰되지 않았

다. 보두의 경우에는 700 μg/㎖까지 세포의 생존율에 영

향이 없었고 1,000 μg/㎖에서 세포독성이 관찰되었다. 따

라서 보두산, 보두, 감초 모두 세포 독성이 없는 농도인 

700 μg/㎖ 처리한 후 시간별로 MTS assay를 수행한 결

과 보두산의 경우 24시간부터 약간의 세포생존율 감소가 

관찰되었고 보두와 감초는 48시간까지 세포의 생존율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보두산, 보두, 감초가 RAW 264.7의 세포 생존율에 영향

을 주지 않는 700 μg/㎖의 농도로 18시간 처리하여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보두산과 그 구성약재들이 보여

주는 항염증 효과가 세포 생존율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

니라 각각 약재들의 고유한 특성에 의한 것임을 말한다.

RAW 264.7에 보두산과 보두, 감초를 700 μg/㎖ 처리

하여 1시간이 지난 후에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였다. 그 다음으로 염증인자인 NO, PGE2

의 생성량, iNOS, COX-2 발현양상, 염증성 사이토카인

인 TNF-α, IL-1β, IL-6, MCP-1의 생성량의 미치는 영

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보두산과 그 구성 약재가 모두 

LPS로 유도된 염증인자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는 것

으로 나타났다. 특히 복방인 보두산이 염증성 사이토카인

들의 억제효과가 탁월하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보두산 및 그 구성약재는 

강력한 항염증 활성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고, 전체

적으로 보두산의 효과가 탁월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따

라서 보두와 감초의 복방인 보두산이 가장 이상적인 항

염증 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동맥경화를 

비롯한 고혈압, 당뇨병, 암이나 관절염 등 염증기작으로 

인하여 생기는 많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보두산 및 그 구성약재의 항염증 

효과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동맥경화 질환은 대표적인 만성 염증성 질환인데, 이

러한 질환의 예방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약재를 전 처

리하여 본 실험에서 선택한 약재가 동맥경화의 예방효과

가 있는지를 알아보았다. 

먼저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에 대한 보두산, 

보두, 감초의 독성 효과를 조사하여 생존율에 영향을 미

치지 않는 농도(700 μg/㎖)에서 실험을 진행하였다. 이는 

보두산과 그 구성약재들이 보여주는 항염증 효과가 세포 

생존율의 감소에 의한 것이 아니라 각각 약재들의 활성

에 의한 것임을 말한다. 

RAW 264.7 세포에 약재를 1시간 전 처리한 후, 100 

ng/ml의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하였다. 그 결과 

보두산과 그 구성약재들이 LPS로 유도되어야 할 NO, 

PGE2의 생성량과 iNOS, COX-2의 발현을 크게 저해하

였고, 또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1β, IL-6, 

MCP-1의 생성량도 크게 감소시켰다.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보두산 및 그 구성약재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그 중 보두산이 가장 효과

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동맥경화를 비롯한 고혈

압, 당뇨병, 암이나 관절염 등 염증기작으로 인하여 생기

는 많은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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