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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송향의 in vitro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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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rdostachys chinensis has been used widely as a traditional medicine for the treatment of diverse diseases.

The dried plant was extracted with 85% methanol extract (NC). We investigated the antioxidant properties of NC on

the 1,1-diphenyl-2-picryhydrazyl (DPPH) radical, superoxide anion and nitric oxide radical scavenging capacity under in

vitro assays. NC showed potent antioxidant activity, compared to ascorbic acid. In macrophages, nitric oxide is

released as an inflammatory mediator and has been proposed to be an important modulator of many

pathophysiological conditions in inflammation. In the present study, it was also investigated that the inhibition effects

on NO and the mechanism of down-regulation of immune response by NC in IFN-γ/LPS-stimulated mouse (C57BL/6)

peritoneal macrophages. Extracts of NC suppressed NO production and the expression of iNOS and COX-2. The

present results indicate that NC has an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properties and therefore may be beneficial

in diseases which related to oxidative stress-mediated chronic inflammatory disord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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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활성산소란 산소가 가지는 화학적 특성으로 인하여 생성되

는 free radical 및 이로부터 유래된 산소화합물을 일컬으며 대부

분 불안정하여 전자를 잃거나 얻어서 보다 안정된 상태로 가려

는 성질이 있다. 이들은 높은 반응성을 바탕으로 생체 내에서

DNA나 세포막 등에 작용하여 산화적 손상을 일으킨다고 보고

되고 있다1). 생체의 산화반응 과정 중에 생성되는 활성산소들은

체내의 항산화효소 (Superoxide dismutase, catalase, glutathione

peroxidase)에 의해 제거되나2), 이를 초과한 과량의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류마티스 관절염과 같은 퇴행

성 질환이나 암, 동맥경화 등의 성인병과 깊은 관련이 있다.

이와 같은 과량의 ROS로 인한 산화적 스트레스가 항산화물

질에 의해 감소되는 것이 알려지면서 항산화물질을 개발하기 위

한 많은 연구들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최근들어 페놀계 합성 항

산화제인 BHT (Butylated Hydroxytoluene), BHA (Butylated

hydroxyanisole) 등의 부작용이 밝혀짐에 따라 한약을 비롯한 천

연물로부터 항산화제를 개발하기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

고 있다
3)

.

염증 (inflammation)이란 macrophage나 mast cell 등의 백

혈구에서 생성된 다양한 신호전달물질이 관여하는 일련의 병리

적인 과정으로서, 이 중 macrophage는 대표적인 염증 매개물인

NO (nitric oxide)생성에 관여한다. NO는 급성 및 만성염증 반응

에서 L-arginine으로부터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에 의해 과량 생성되며 염증반응을 촉진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COX-2 (cyclooxygenase-2)는 arachidonic acid로부터

염증매개물질인 PGE2 (prostaglandin E2) 생성을 촉매하는 효소

로서 iNOS와 마찬가지로 염증반응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

서 NO의 생성이나 iNOS, COX-2의 발현 등은 항염증 물질을 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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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데 좋은 지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감송향은 敗醬科 (Valerianaceae)에 속하는 다년생 초본으로

甘松香 (Nardostachys chinensis BATAL.)과 寬葉甘松 (N.

jatamanse DC.)의 근과 근경을 건조한 것으로서 行氣止痛, 開鬱

醒脾 등의 효능으로 胃痛, 胸腹脹滿, 頭痛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

져 왔다
4)

. 감송향의 알려진 구성성분으로는 nardostachone,

nardosinone, 1,8,9,10-tetradehydro aristolan-2-one, debilon 등이

있고 calarene, delta 1(10)-aristolenone-2, jatamansinol 등의 정유

성분 등이 확인되었다
5)

. 감송향의 약리작용에 관한 연구로는

nardosinone이 신경돌기의 성장을 촉진한다는 보고가 있고6,7),

nardosinone 및 debilon 등의 sesquiterpene류는 항암효과가 있

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8)
또한 nardoguaianone 의 진통 및 항말라

리아에 대한 활성이 발표되었다9). 그러나 아직까지 감송향에 대

한 연구는 많이 부족한 실정이며 감송향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활

성 역시 보고된바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감송향의 항산화 활성을 in vitro 상에서

확인하였고, LPS로 유도된 쥐의 복강 대식세포에서 생성되는

NO나 iNOS, COX-2 등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았으며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재료 및 방법

1.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 penicillin-streptomycin,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sodium dodecyl sulfate (SDS), fetal bovine serum (FBS),

trypsin은 Gibco Co.에서 anti-mouse iNOS는 Santa Cruz에서

anti-rabbit COX-2는 Cayman Chemical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

였다. L-ascorbic acid, 1,1-diphenyl-2- picrylhydrazyl (DPPH),

xanthine, xanthine oxidase, nitroblue tetrazolium (NBT),

sodium nitro prusside (SNP), lipopolysaccharide (LPS),

anti-rabbit actin은 Sigma Co.에서 기타 시약은 cell culture용 및

1급 시약을 사용하였다. 사용기구는 culture flask (Nunc), 24

well plate (Costar), CO2 incubator (Vision scientific Co.),

inverted fluoromicroscope (Zeiss Co.), electrophoresis system

(Bio-Rad), XAR-5 X-ray film (Kodak), microplate reader (Tecan)

등을 사용하였다.

2. 감송향 추출물 제조

본 실험에 사용된 감송향은 옴니허브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

하였다. 건조된 감송향 300 g은 85% 메탄올 5000 ㎖로 2시간 동

안 초음파 추출하였으며, 여과하여 여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였다. 농축액은 freeze dryer를 이용하여 동결 건조하

였으며, NC 추출물 12.49 g (수득율 6.245%)을 얻었다.

3.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에 대한 감송향의 영향을 관찰하기 위해

Gyamfi 등의 방법
10)
을 응용하여 실험하였다. 0.25 mM DPPH

(dissolved absolute ethanol) 495 ㎕와 여러 농도의 감송향 추출

물 5 ㎕를 암실에서 20분 동안 교반한 후 microplate reader

(GENios,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양성 대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를 사용하였으며,

DPPH radical의 소거능은 % inhibition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4.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측정

Superoxide radical (•O2
-)에 대한 소거능 (SOD mimic

activity)은 Ibrahim 등의 방법
11)
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였다. 먼

저 Reaction mixture (1.6 mM xanthine in PBS, pH 8.0)와 여러

농도의 감송향 추출물 5 ㎕를 잘 섞은 다음 37℃에서 5분간 정치

하였다. 1 ㎖의 xanthine oxidase (0.05 U/㎖)을 첨가하여 반응을

시작하였으며, 37℃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2 ㎖의 SDS (69

mM)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 대조군은 시료 대신 D.W

를 넣어 실험하였고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NBT의 감

소량을 확인하였다.

5.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Sodium nitroprusside (SNP; 5 mM) 495 ㎕와 여러 농도의

감송향 추출물 5 ㎕를 잘 섞은 다음 실온에서 2시간 30분 동안

반응시켰다. SNP에 의해 생성된 NO에 대한 감송향의 효과는

Griess reagent (1% sulphanilamide and 0.1%

naphthyletylenediamine dihydrochloride in 2.5% H3PO4)와 반

응시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비교하였으며, 결과는 %

inhibition으로 환산하여 표기하였다.

6. 복강 대식세포의 분리 및 세포배양

쥐의 복강 대식세포는 C57BL/6 6주령 male에 TG 2.5 ㎖을

주사하여 3일 후 cell을 분리하였다. 분리한 세포는 10% FBS와

100 unit/㎖의 penicillin/streptomycin을 1% 첨가한 DMEM 배

지에 배양 하였으며, 37℃의 포화 습도가 유지되는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였다.

7. 세포생존도 측정

쥐의 복강 대식세포를 24 well plate에 3 × 105 cells/well로

분주한 다음 감송향을 1, 10, 100 ㎍/㎖의 농도로 처리하여 37℃,

5% CO2에서 배양하였다. 24시간이 지난 다음 세포에 0.5 ㎎/㎖

의 MTT 50 ㎕를 처리하고 3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

고 생성된 formazan crystal을 DMSO에 녹여 micro plate reader

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8. Nitric Oxide 발현량 측정

IFN-γ와 LPS에 의해 생성되는 NO의 양은 세포배양액에 존

재하는 NO2
-의 형태로서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복

강 macrophage를 3 × 10
5

cells/well 이 되도록 24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여러 농도의 감송향 (1, 10, 100 ㎍/㎖)을 처리하고

IFN-γ 103 U/㎖와 LPS 1 ㎍/㎖을 처리하여 48 시간 동안 배양하

였다. 배양 후 세포배양액과 Griess 시약을 각각 100 ㎕씩 혼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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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37℃에서 1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

하였으며, NO2
-의 농도는 NaNO2의 검량선에 의해 환산하였다.

9. Immunoblot ananlysis

포집된 세포는 40 mM Tris-HCl, 10 mM EDTA, 1 mM

dithiothreitol, 120 mM NaCl 1 mM PMSF, 1 mM NaF, 0.1%

noniodet P-40, 1 mM Na3VO4, PI cocktail이 포함된 lysis buffer

에 4℃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킨 다음 sample buffer와 혼합하

여 100℃에서 3분 동안 가열하여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였다. 완

성된 cell lysate는 10%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

기영동 한 다음 분리된 gel의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

으로 electroblotting에 의해 transfer하였고, membrane은 5%

skim milk에 반응시켜 비특이적 단백질을 blocking 하였다. 일

차 항체인 iNOS와 COX-2를 skim milk에 각각 1:500, 1:5000으

로 희석하고, 2시간 동안 각각 항원 항체 반응을 시킨 다음 5분

간 3번 PBS-T로 씻어내고 이차 항체인 anti-mouse IgG와

anti-rabbit IgG conjugated HRP를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CL kit를 사용하여 X-ray film에 감광시켜 발현된 단백질의

양을 분석하였다.

10. 통계처리

본 실험에서 얻은 실험군 간의 데이터는 student's t-test로

분석하였으며 대조군과 비교하여 p < 0.001 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였다.

결 과

1. 감송향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감송향의 전자 공여능에 의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

여 DPPH 자유기 소거율을 측정한 결과 10, 100 및 1,000 ㎍/㎖

의 농도에서 각각 7.62 ± 2.47, 40.5 ± 1.95, 86.97 ± 3.47 및 80.7

± 0.43%의 농도의존적인 자유기 소거효과를 보였는데, 특히

1000 ㎍/㎖의 농도에서는, 양성 대조군으로 사용된 ascorbic acid

의 소거효과 (86.7 ± 0.38%)와 유사한 효과를 보여 강력한 자유

기 소거능이 확인되었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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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NC. The values are %
inhibition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Results are means ± S.D. of three

repeated experiments and the symbol ** represents statistically difference from

vehicle treated group (**p < 0.001).

2. 감송향의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측정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가운데 하나인

superoxide anion에 대한 감송향의 소거활성은 xanthine/

xanthine oxidase system에서 생성된 superoxide anion에 대한

NBT 환원능으로 측정하였다. 실험 결과 감송향은 10 및 100 ㎍/

㎖의 농도에서는 각각 3.81 ± 1.97, 27.51 ± 1.35의 비교적 약한

소거활성을 나타낸 반면, 1,000 ㎍/㎖의 농도에서 superoxide

anion을 거의 완벽하게 소거하는 매우 강한 소거능을 나타내었

으며, 양성 대조군인 ascorbic acid 보다 높은 효과를 보여주었다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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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ion effect of NC on NBT reduction in the xanthine

oxidase/xanthine system. The values are % inhibition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Ascorbic acid used as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shown as means

± S.D. of three repeated experiments and the symbol ** represents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from the control (**p < 0.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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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venging effect of NC on nitric oxide, generated with 5

mM SNP. The values are % inhibition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Ascorbic acid used as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shown as means ± S.D. of

three repeated experiments and the symbol ** represents the significance of the

difference from the control (**p < 0.001).

3. 감송향의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SNP는 빛의 노출에 의해 NO를 방출시키는 무기물질로서

반응 시간과 SNP의 농도에 따라서 NO의 방출량이 결정된다. 반

응 시간에 따른 SNP의 NO 생성량을 측정하기 위해 30분 단위로

NO 생성을 확인한 결과, 반응시간이 2시간 30분에 이르기까지

NO생성량은 꾸준히 증가하였으며 그 이상의 반응시간에서는 큰

변화가 없었다 (Data not shown). 또한 SNP의 농도에 따라 생성

되는 NO량을 확인 하기 위해 0.5, 1 및 5 mM의 농도의 SNP에

서 방출되는 NO의 양을 조사한 결과 5 mM의 농도에서 생성되

는 NO의 양이 0.5 mM의 약 15배, 1 mM의 약 5배 정도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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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관찰할 수 있었다 (Data not shown).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본 실험에서는 5 mM의 SNP와 감송향을 2시간 30분 동안 반응

시켜 감송향이 SNP의 NO 방출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였으며,

감송향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itric oxide 소거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Fig. 3).

4. 감송향이 쥐의 복강 대식세포의 생존도에 미치는 영향

감송향의 세포독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MTT assay를 수

행하였다.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대조군에 비해 rIFN-γ와 LPS

투여군은 세포생존도가 8.23 ± 2.63%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으

며, 쥐의 복강 대식세포에 감송향 추출물을 1, 10, 100 ㎍/㎖을 처

리한 결과 유의성 있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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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s of NC on the viability in peritoneal macrophages.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MTT colorimetric assay as described in the metho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uplicate

in each run.

5. 쥐의 복강 대식세포에서 IFN-γ와 LPS로 유도된 NO 생성에

대한 감송향의 억제 효과

쥐의 복강 대식세포에서 rIFN-γ와 LPS에 의해 유도된 NO2-

의 양을 Griess reaction을 통하여 감송향의 NO 생성 저해 활성

을 측정하였다. rIFN-γ와 LPS자극에 의해서 NO 생성량이 4.75

배 증가함이 관찰되었고, 증가된 NO는 감송향 처리에 의해서 농

도의존적으로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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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s of NC on NO inhibition in rIFN-ɤ and LPS-stimulated

peritoneal macrophages. NO (nitrite) released into the medium is presented
as the mean ± 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uplicate in each run; ##

and ** represent statistically differences from control group and rIFN-ɤ + LPS
treated group respectively (##p < 0.001, **p < 0.001)

6. 쥐의 복강 대식세포에서 IFN-γ와 LPS로 유도된 iNOS 발현에

대한 감송향의 억제 효과

염증반응 매개물질인 NO는 iNOS에 L-arginine으로부터 의

해 생합성되며 NO의 억제효과가 iNOS 발현 억제에 의한것인지

여부를 western blotting으로 조사하였다. 쥐의 복강 대식세포에

rIFN-γ와 LPS를 투여하고 24시간 동안 배양한 결과 강하게 발현

된 iNOS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송향의 병용투여에 의해 iNOS

는 농도의존적으로 현저히 감소하였고, 100 ㎍/㎖ 농도에서는

iNOS의 발현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Fig. 6).

Fig. 6. Effects of NC on the expression of iNOS by rIFN-γ/LPS

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Blot showed results of cellular extracts for
iNOS proteins following treating with NC (1, 10, 100 ㎍/㎖) in the presence of rIFN-

γ/LPS stimulation or not for 24 h.

7. 쥐의 복강 대식세포에서 IFN-γ와 LPS로 유도된 COX-2 발현

에 대한 감송향의 억제 효과

또 다른 주요 염증 매개물인 COX-2에 대한 감송향의 효과

를 알아보기 위해서 쥐의 복강 대식세포를 rIFN-γ와 LPS로 24시

간동안 자극한 다음 western blotting으로 COX-2의 발현량을 확

인하였다. 자극에 의해 COX-2의 발현량이 급격하게 증가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감송향을 처리함에 따라 발현이 억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Fig. 7. Effects of NC on the expression of COX-2 by rIFN-γ/LPS

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Blot showed results of cellular extracts for
COX-2 proteins following treating with NC (1, 10, 100 ㎍/㎖) in the presence of

rIFN-γ/LPS stimulation or not for 24 h.

고 찰

종래의 합성의약품의 개발이 한계를 드러냄에 따라 전통약

물인 한약을 포함한 천연물 유래의 의약품 개발이 활기를 띠고

있으며, 최근들어 활성산소 및 염증 관련 매개체들이 여러 질환

의 발병에 밀접한 관련되어 있다고 알려지면서 항산화 및 항염증

물질을 찾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본

연구에서는 行氣止痛하는 효능으로 胃痛, 胸腹脹滿, 頭痛 등에 사

용되는 한약인 감송향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았다.

인간을 포함하여 호기성 호흡을 하는 모든 생물체들은 산소

를 사용하여 물질대사가 이루어지며 이 과정에서 free radical이

발생하게 된다. free radical은 핵산 염기의 변형이나 결합의 절단

등으로 DNA의 손상을 가져오고, 아미노산을 산화시켜 단백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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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능을 저하시키며 세포막의 불포화지방산을 과산화시켜 세포독

성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정상적인 상태에서는 free

radical에 대한 자기방어기전이 효과적으로 작용하지만 여러 요

인들에 의해 방어능력이 떨어지거나 free radical 생성이 증가하

게 되면 산화적 스트레스 (oxidative stress)로 인해 조직의 손상

과 질병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free radical의 생성을 억제

하거나 직접 제거시키는 항산화제의 개발을 위한 연구가 많이

진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감송향 85%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DPPH에 대한 전자공여능으로 측정하였다. DPPH는 안정한 유

리기로서 전자공여체인 ascorbic acid나 phenolic 화합물 등에 의

해 환원되어 탈색되는 성질이 있어 항산화능 측정에 많이 이용

된다13). 감송향의 항산화능은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ascorbic

acid를 대조군으로 하여 비교하였으며, 실험결과 감송향은 농도

의존적으로 radical 소거 활성을 나타내었고, 특히 1,000 ㎍/㎖

농도에서 77.8%의 소거능으로 대조군인 ascorbic acid (10 mM)

와 비슷한 효과를 보여주었다(Fig. 1).

산소를 이용하는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 끊임없이 활성산소

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 생성되며 그 중 가장 먼저

생성되는 것은 superoxide anion (•O2
-)으로서 정상적으로는

superoxide dismutase (SOD)에 의해 hydrogen peroxide로 전환

된다. hydrogen peroxide는 catalase나 peroxidase 등에 의해서

물과 산소로 분해되면서 반응이 종결된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중에 superoxide anion이 다른 ROS 로 전환되어 세포 손상을 일

으키며, 특히 hydrogen peroxide는 Fenton 반응에 의해 조직에

큰 상해를 입힐 수 있는 hydroxyl radical로 전환된다14).

Xanthine oxidase는 xanthine이나 hypoxanthine을 산화시켜

uric acid를 생성하는 과정에서 superoxide anion을 생성하며, 생

성된 superoxide anion은 nitroblue tetrazolium (NBT)와 반응하

여 formazan을 형성하게 된다. 본 연구에서는 xanthine/

xanthine oxidase에 의한 superoxide anion의 생성에 감송향이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 NBT 환원방법을 통해 간접적으로 측정

하였다. 실험결과 감송향은 농도의존적으로 강한 superoxide 소

거 활성을 보였으며, 1,000 ㎍/㎖의 농도에서는 ascorbic acid와

효력이 유사하게 나타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염증반응에서는 ROS와 더불어 nitric oxide (NO), nitrous

oxide (HNO2), nitrogen dioxide (NO2), peroxynitrite (ONOO-)

등의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이 생성되며,

이 가운데 NO는 불안정한 기체 상태의 free radical로서 체내 여

러 생리 및 병리적 환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생리적 조건에

서 NO 는 종양이나 기생충, 세균 등의 방어에 관여하는 반면 과

도하게 생성된 NO는 toxic radical로 작용하여 세포나 조직의 손

상을 일으킨다15).

한편 superoxide radical과 nitric oxide가 반응하여 생성되는

peroxynitrite는 여러 만성 질환의 병변과 관련되어 있음이 알려

져 있다16). 이에 peroxynitrite의 원인물질 가운데 하나인 nitric

oxide에 대한 감송향의 소거능을 확인하기 위해서 sodium

nitroprusside (SNP)에 의해서 생성된 nitric oxide를 Griess

reaction을 통해 정량하였다. 실험결과, 감송향 10, 100 ㎍/㎖ 처

리군에서는 nitric oxide 소거능이 약한 반면 1,000 ㎍/㎖ 농도에

서는 비교적 강한 소거활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이상에

서 감송향은 peroxynitrite 생성에 관여하는 superoxide radical

및 nitric oxide 모두를 효과적으로 소거하였으며, 이를 통해 감

송향이 peroxynitrite의 생성을 억제할 것으로 추측된다.

중요 염증 매개인자 가운데 하나인 NO에 미치는 감송향의 영

향을 세포수준에서 확인하기 위해서 LPS로 자극된 쥐의 복강

macrophage를 사용하여 실험하였으며, 감송향은 LPS에 의해 약

4.5배 증가한 NO를 농도의존적으로 억제하였다(Fig. 5). MTT

assay를 통해 세포독성을 확인해 본 결과 감송향의 NO 생성 억제

효과가 세포독성에서 기인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으며(Fig. 4), in

vitro 상의 NO 소거능이 세포에서도 유효하다는 것이 확인되었다.

NO의 생합성에 관여하는 효소인 NOS (nitric oxide

synthase)는 생리적인 작용을 하는 constitutive NOS (cNOS)와

염증반응시 유도되어 장시간 다량의 NO를 생성하는 iNOS로 나

눌 수 있다. LPS나 cytokine 등에 의해 유도된 iNOS에 의한 과량

의 NO는 혈관투과성 증가, 부종 등의 염증반응을 촉진하고 염증

매개체의 생합성을 증가시켜 염증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7,18). 이에 감송향의 macrophage에서의 NO 생성 억제 기전

을 확인하기 위하여 immunoblotting을 통해 iNOS의 발현을 관

찰하였다. 쥐의 복강 macrophage에서 LPS 자극에 의해 iNOS 발

현이 현저히 증가하였으며, 감송향 투여에 의해 10, 100 ㎍/㎖의

농도에서 iNOS의 발현이 감소하였다. 특히 100 ㎍/㎖ 농도에서

는 iNOS의 발현이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Fig. 6).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LPS로 자극된 macrophage에서 감송향의 NO 생성

저해는 iNOS 발현 억제에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Cyclooxygenase (COX)는 arachidonic acid를

prostaglandins(PGs)로 전환하는 효소로서 혈소판의 형성, 위벽

보호 및 신장기능의 유지 등 정상적인 생리기능에 작용하는

COX-1과 염증매개물질인 PGE2를 생성하는 COX-2로 분류된다
19). 많은 NSAID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들은

PGs의 합성 억제를 통해 효과를 나타내며 이는 주로 COX-2 활

성 저해에 의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쥐의 복강 macrophage를

LPS로 자극하여 COX-2를 유도하여 감송향의 COX-2 활성 저해

정도를 immunoblotting을 통해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LPS 단독

처리군에 비해서 감송향 투여군은 iNOS와 마찬가지로 COX-2의

발현을 저해함을 알 수 있었다(Fig. 7).

Yoshiaki 등은 포르말린을 이용한 통각실험에서 감송향에서

분리한 nardoguaianone A 및 D가 진통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

다20). 포르말린시험은 1상 반응과 2상 반응으로 나눌 수 있으며

그 기전이 각각 다른데 1상 반응은 1차 구심성 섬유가 짧은 시간

동안 직접적으로 활성화되어 나타나며 급성통증을 반영하는 반

면, 2상 반응은 PGs 생성 증가21) 등에 의한 말초조직의 염증반응

으로 인해 통증이 강화되어 지속적으로 나타나는 촉진성 통증

상태를 나타낸다22). Yoshiaki 등의 보고에 따르면 감송향은 1상

반응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으며 2상 반응에서 항통각효과를 보

여주었는데, 이는 감송향이 염증성 매개물질 감소를 통해서 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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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보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으며, 감송향의 항염증 효과를

확인한 본 실험의 결과와 부합된다고 생각된다.

본 실험 결과를 요약하면, 감송향 85% 메탄올 추출물은 in

vitro 에서 강한 항산화 활성이 확인되었으며, LPS로 자극된 쥐

의 복강 macrophage에서 염증성 매개물질인 NO의 생성이나

iNOS, COX-2 등의 발현을 억제하였다. 이상의 실험 결과들로 감

송향이 동맥경화나 관절염 등의 산화적 스트레스와 관련이 있는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며, 본 연구가 감송향의 항산화 및 항염증 성분의 분리 및

기전 연구에 기초자료가 되었으면 한다.

결 론

감송향의 85%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측정하기 위해

in vitro 상에서 DPPH radical과 ROS의 일종인 superoxide

anion 및 RNS의 일종인 nitric oxide 소거 활성을 알아본 결과

감송향은 세가지 모두에서 뚜렷한 소거활성을 나타내었다. 또한

감송향의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쥐의 복강 대식세포를

LPS로 활성화시킨 후 NO의 생성량 및 iNOS와 COX-2의 발현량

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았다. 감송향은 LPS에 의해 생성된 NO

를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며 이는 감송향의 세포독성에서 기인

한 것이 아님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감송향에 의해 iNOS와

COX-2의 발현 역시 억제됨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감송향의 메탄올 추출물은 우수한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가

지고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적

으로 사용될 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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