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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extract 

from Trogopterorum Faeces (TF) on the RAW 264.7 cells.

Methods : To prove the TF's anti-inflammatory effects, we investigated nitric oxide (NO) 

production and own cell viability. We examined the cytokine productions on lipopolysacchride 

(LPS)-induced RAW 264.7 cells and also cellular regulatory  mechanisms. 
Results : TF does not have any cytotoxic effect. TF reduced LPS-induced NO production, 

interleukin (IL)-1b, IL-6, IL-10 and tumor necrosis factor-a (TNF-a) in RAW 264.7 cells. TF 

inhibited the activation of mitogen-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such as p38, extracellu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1/2) and c-Jun NH2-terminal kinase (JNK) and also the degradation  

of inhibitory kappa B a (Ik-Ba) in the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TF reduced the serum 

levels of IL-1b, IL-6, TNF-a. The survival rate of LPS-induced endotoxin shock was increased by 

TF administration.

Conclusions : TF down-regulated LPS-induced NO and cytokines production, which could provide a 

clinical basis for anti-inflammatory proper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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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dotoxin shock 

서  론

五靈脂는 날다람쥐과 동물 橙足鼯鼠와 飛鼠의 말린 분

변이다. 일년 내내 수시로 채집할 수 있으나 과 가을에 

많이 채집할 수 있고 에 채집한 것이 품질이 비교  

좋은 것으로 형태에 따라서 靈脂槐과 靈脂米의 두 종류

로 나뉘며 주로 中國의 河北․山西에서 난다. 오령지는 

오래 부터 이용되어온 주요한 통한약재로서 活血止

痛  化痰止血 등의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1). 

오령지는 Triterpene 계열 화합물로 goreishic acid
2)
, 

3-O-cis-p-coumaroyltormentic acid, pomolic acid, 2α- 

hydroxyursolic acid  jacoumaric acid 등이 함유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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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3), 기타 6H-dibenzo〔b,d〕-pyran-6-one과 3,8,10- 

trihydroxy-6H-dibenzo〔b,d〕pyran-6-one 등이 함유되

어 있다
4). 6H-dibenzo〔b,d〕-pyran-6-one은 hyaluronidase 

억제 활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 한 오령지에 

한 연구로는 인삼근과 함께 쥐에 투여할 경우 인삼 단

독보다 자극에 한 항성이 향상되고, 종양 상태의 랫

드 수명이 연장된다는 보고가 있으며
5), 오령지는  분비

를 억제하고 막 행 조 기 을 통해 막을 보호

하는 작용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6). 그러나 아직 오령

지에 한 연구는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오령지의 

항염증성 작용에 한 명확한 찰과 그 기 에 한 규

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우리는 염증 반응에 

한 기  근을 하 다. 

염증반응은 활성화된 면역세포에 의해 일어나는 일련

의 면역반응이다. 면역세포가 세균, 바이러스 등을 포함

한 미생물  생체의 이물질 등을 인식하면, 면역세포가 

활성화되고, 활성화된 면역세포에서 염증반응의 원인이 

되는 많은 인자를 분비하여 염증반응을 유발시킨다
7).

Nitric oxide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생체 생성분

자로서, NO synthase (NOS)에 의해 L-argine으로부터 

생성된다
8). NO는 신경 달, 의 이완  세포 매개성 

면역반응에 여하는데, 특히 식세포가 LPS로 자극 될 

때 inducible NOS (iNOS)가 발 되어 NO을 생성하게 

된다
9-13). 이 게 생성된 NO는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역할

을 하게 된다. 한 활성화된 식 세포에서는 interleukin 

(IL)-1b, IL-6, IL-10, tumor necrosis factor-a (TNF-a)

와 같은 염증성  염증성 cytokine과 prostaglandin E2 

(PEG2) 등을 생산하게 된다14,15). 염증매개물질이 과량 생

산되면, 과도한 면역반응을 야기하게 되고 이로써 장

염, 췌장염, 류마티스성 염, 천식 등의 각종 인체질환

을 악화시키는 원인이 된다. 따라서 NO, PGE2, TNF-a, 

IL-1β  IL-6, IL-10과 같은 염증 매개물질을 억제하는 

물질을 발견한다면, 각종 면역질환  인체질환의 치료에 

도움이 될 것이다
16,17).

이에 오령지가 LPS로 유도한 식세포의 활성화를 억

제하는 효과를 검증하고자 NO, 염증성 사이토카인(IL-1b, 

IL-6, IL-10, TNF-a)의 발 을 실험하 고, mitogen- 

activated protein kinases (MAPKs) family인 extracelluar 

signal-regulated kinase (ERK 1/2), c-Jun NH2-terminal 

kinase (JNK)  p38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으며, 

inhibitory kappa B a (Ik-Ba)를 조사하 다. 한 in 

vivo에서 LPS로 유도한 endotoxin shock 실험도 병행하

다.

재료  방법

1. 재료 

1) 약재 

실험에 사용한 오령지는 옴니허 (서울, 한국)에서 구

입하 다.

 2) 시약 

Fetal bovine serum (FBS), RPMI-1640, penicillin- 

streptomycin 등의 세포 배양용 시약들은 Gibco BRL (Grand 

Island, USA)사에서 배양조는 Corning (Rochester, USA)

사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시약  sodium 

dodesyl sulfate (SDS), acrylamide, bisacrylamide, LPS, 

Tris-HCl 등은 SIGMA (St. Louis, USA)에서 구입하

으며, 실험에 사용된 항체인 anti-phospo-ERK1/2, anti- 

phospo-p38, anti-Ik-Ba, anti-phospo-JNK는 Cell signaling

사에서 구입하 다. Anti-mouse IL-6, TNF-α, IL-10, 

IL-1b antibodies, 재조합 IL-6, TNF-α,IL-10, IL-1b는 R 

& D Systems (Minneapolis, MN, USA)에서 구입했다. 

Endotoxin shock실험에 사용된 LPS (Sero type ; 055, 

B5)는 SIGMA (St. Louis, USA)에서 구입하 다. 실험에 

사용된 모든 시약은 분석용 등  이상으로 사용하 다.

 3) 실험동물

모든 동물은 원 학교 동물 리규칙에 의해 리되

어졌다. C57BL/6 6주령 암컷을 오리엔트(성남, 한국)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모든 마우스는 규격화된 마우스장

에서 23±2°C에서 유지되었다. 12시간 동안 밤낮을 유지

해 주었고, 멸균된 사료와 물을 공 하 다. 

2. 방법

1) 시료의 제조

오령지 물 추출물은 오령지를 3차 증류수로 2시간 30

분 탕한 후 동결 건조시켜서 용매를 제거하고 그 얻어

진 분말을 농도별로 녹여서 실린지 필터로 여과해서 사

용했다.

2) MTT 분석

RAW 264.7 cell의 생존율은 집세포의 미토콘드리아 

탈수소 효소에 의해 자주빛 formazan 생성물로 변하는 

MTT환원을 바탕으로 MTT분석법으로 측정했다. 간단히 

설명하면 지수성장을 하는 세포들은 RPMI-1640배지에서 

2×10
5로 개 하 고, 여러 가지 농도로 AETD로 처리하

다. 4시간 동안 배양한 뒤 5 mg/ml의 농도로 배양하기 

해서 MTT용액을 첨가하고 다시 30분 동안 배양하

다. MTT-formazan 생성물은 동일한 용량의 용해 완충

액(50% n,n-dimethylformamide을 포함하는 20% SDS 

용액(pH 4.7)을 첨가함으로써 용해했다. Formazan의 양

은 540 nm에 흡수되는 양을 측정함으로써 결정했다.

3) 일산화질소(Nitric Oxide) 농도의 측정 

LPS (500 ng/ml)로 RAW 264.7 cell를 자극하기  오

령지 추출물을 1시간 동안  처리한 후 그리스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NO의 기질인 L-알기닌은 L-시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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룰린과 일산화질소로 변하는데, 이는 빠르게 안정된 이산

화질소, 아질산염, 질산염으로 변한다. 그리스 시약(Griss 

reagent A : 2 %의 sulfanilamide + 30 % acetic acid, 

Griss reagent B : 0.2 %의 naphthyl ethylenediamine 

dihydrochloride + 60 % acetic acid) 아질산염과 화학 반

응하여 보라색의 아조염을 형성하고 이것은 일산화질소

의 농도와 일치하기 때문에, 아조염의 농도로부터 아질산

염의 농도를 측정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즉 그리스 시약을 상기 조군과 실험군의 샘  각각에 

100 ㎕씩을 첨가하 다. 그 샘 의 빛의 흡수는 스펙트로

포토메터(MD, USA)로 540 nm에서 측정하 다. 일산화

질소의 농도는 아질산염의 표 커 로부터 계산하 다.

4) Cytokine (IL-1b, IL-6,IL-10,TNF-α) 측정

LPS (500 ng/ml)로 RAW 264.7 cell를 자극하기  오

령지 추출물을 1시간 동안  처리 하 다. Pro-inflammatory 

cytokine의 염증매개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약물의 효과를 

검증하기 해서 LPS로 자극한 후 24시간 뒤 이들 염증

매개물을 세포 상층액에서 ELISA법으로 정량하 다. 

5) Total RNA 추출

Total RNA는 Trizol 시약을 이용하여 추출하 다 먼

 배양한 세포에 귀 우를  처리한 뒤 LPS로 자극한 

후 24시간 배양한 세포를 PBS로 2회 씻은 다음 PBS 1 

㎖씩 가해 세포를 포집한 후, 원심분리를 하여 의 PBS

는 버리고 바닥에 남은 세포를 Tri-zol (invitrogen, 

USA) 용액을 1 ㎖ 넣어서 세포를 용해시킨 후 100 ㎕의 

chloroform 용액을 가하고 두세 번 잘 섞어  뒤 15,000 

rpm에서 20분간 원심분리하여 맨 의 상층액을 취한다. 

그 후 2-propanol과 1 : 1로 섞은 뒤 15,000 rpm에서 10분

간 원심분리하여 에 상층액은 버리고 남은 침 물에 

80% ethanol로 2회 씻고 침 물을 건조시켰다. 그리고 

침 물에 DEPC 처리한 증류수를 15 ㎕씩 넣어 RNA를 

용해시키고 정량한다.

6) Reverse transcription-PCR (RT-PCR)

Tri-zol로 추출한 RNA는 MML-V reverse transcriptase 

의 protocol을 사용하여 cDNA로 합성하 다. 역 사 반

응을 하여 total RNA (1mg)에 0.5 mg of oligo-(dT)을  

Table 1. The Sequence of TNF-a, IL-1b, IL-6 and b-actin

TNF-a Forward ATG AGC ACA GAA AGC ATG ATC

TNF-a Reverse TAC AGG CTT GTC ACT CGA ATT

IL-1b Forward 5'-AGT ATC ACT CAT TGT GGC TG-3'

IL-1b Reverse 5'-TCA CAG AGG ATG GGC TCT TC-3'

IL-6 Forward CAT CCA GTT GCC TTC TTG GGA

IL-6 Reverse CAT TGG GAA ATT GGG GTA GGA AG

IL-10 Forward 5'-ACC AGC TGG ACA ACA TAC TG-3'

IL-10 Reverse 5'-TAC CAG GTA AAA CTG GAT CAT T-3'

β-actin Forward TGT GAT GGT GGG AAT GGG TCA G

β-actin Reverse TTT GAT GTC ACG CAC GAT TTC C

 

넣고 70℃에서 10분간 변성시켰다. 그 후에 1X singlestrand 

buffer, 0.5 mM DTT, 500 mM dNTPs, 200 Unit MMLV 

reverse transcriptase를 첨가하고 42℃에서 1시간 동안 

반응시켰다. 그 후에 PCR은 각각의 tube에 1 ㎖ cDNA, 

1xPCR buffer, 1 mM MgCl2, 200 mM dNTPs, 0.2 mM

의 primer를 넣고 PCR 조건인 92℃에서 30 , 58℃에서 

45 , 그 후에 72℃에서 30 를 30 cycle 반복하 다.

PCR반응이 끝난 후 1X 샘 링 buffer를 섞은 뒤 1.5% 

agarose gel에 10 ㎕씩을 넣고 기 동한 후 자외선을 

이용하여 반응을 확인하 다.

7) Western blot analysis

RAW 264.7 cell을 60 mm culture dish에 5×106 cells/ml

로 세포를 배양하고 serum free media(RPMI 1640)으로 

12시간 starvation 시킨 후 오령지(500 mg/ml)으로 처

리 하고 1시간 뒤에 LPS (500 ng/ml)로 자극하여 cold 

PBS로 3회 세척한 후 시간별로(0, 15, 30, 60 min) cell을 

harvest하여 cell을 얻은 뒤 원심분리(5,000 rpm, 5 min) 

하여 그 상층액을 버리고 cell pellet을 수거하 다. Lysis 

buffer (lysis buffer 1 ml + phosphotase inhibitor 10 ㎕+

protase inhibitor 10 ㎕)를 넣어 단백질을 lysis시켜서 원

심분리(15,000 rpm, 20 min)하여 꺼기를 가라앉히고 단

백질을 정량하 다. 동일한 양의 단백질을 샘 링 버퍼(4X)

를 같이 넣어 섞은 다음 그 샘 을 10% SDS-PAGE에 

기 동한 후 맴 인에 옮기고 나서 5% skim milk로 2 

hrs blocking 하 다. ERK, p38, JNK의 phosphorylation과 

Ik-Ba을 ECL detection 용액 (Amersham)으로 확인하 다.

8) Serum cytokine 측정(IL-1b, IL-6, TNF-a)

6주된 C57BL/6 마우스 암컷 10마리에 오령지를 500 

mg/kg의 농도로 5일(1회/1일)간 경구투여 하 다. 오령

지는 동결건조하여 DW로 녹인 후 필터 하 다. 마지막 

경구투여가 끝난 후 1시간 뒤 endotoxin shock를 유발한 

LPS (setoyype;055.B5)를 Lethal dose (37.5 mg/kg)로 마

우스에게 주사하 다. 주사 3시간 후에 마우스의 청을 

얻어, ELISA 방법으로 측정하 다.

9) Survival rating test

6주된 C57BL/6 마우스 암컷 10마리에 오령지를 500 

mg/kg의 농도로 5일(1회/1일)간 경구투여 하 다. 오령

지는 동결건조하여 DW로 녹인 후 필터 하 다. 마지막 

경구투여가 끝난 1시간 뒤 endotoxin shock를 유발한 

LPS (serotype;055.B5)를 Lethal dose (37.5 mg/kg)로 마

우스에게 주사하 다. 주사 후 24시간마다 마우스의 생존

율을 체크하 다.

3. 통계처리

실험결과에 한 통계처리는 Students’ t-test에 하 고 

p-value가 0.05 미만일 경우 유의한 것으로 정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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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과

1. 오령지의 RAW 264.7 cell에 한 독성

오령지의 세포독성에 해 알아보기 하여 RAW 

264.7 cell에 오령지를 농도 의존 으로 처리하여 24시간 

후에 세포의 생존률을 측정하 다. Fig.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오령지는 RAW 264.7 cell에 0.5 mg/ml 농도까지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1).

Fig. 1. The effect of TF on cytotoxity o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incubated with TF at indicated dose. After 24 
hrs, The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are mean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 * p < 0.05 vs. unstimulated cell.

2. 오령지 추출물이 NO 생성에 미치는 향

오령지가 항염증 효과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기 하

여 먼  오령지가 RAW 264.7 cell에서 LPS에 의한 NO 

생성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오령지를 다양한 농도

로  처리하고 LPS로 자극하 다. 24시간 후에 세포 상

Fig. 2. The effect of TF on LPS-induced NO production in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TF at indicated concentration for 1 hr,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500 ng/ml LPS for 24 hrs. NO 
was measured by  Griess. * p < 0.05 vs. unstimulated cell ; †p < 
0.05 vs. LPS stimulation alone.

층액에서 NO의 생성을 측정한 결과 LPS로 자극한 조

군에 비해 오령지 추출물을  처리한 군에서 농도 의존

으로 NO 생성이 감소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Fig. 2).

3. 오령지 추출물의 IL-1b, IL-6, IL-10, 

  TNF-α 발 에 한 향

오령지가 RAW 264.7 cell에서 염증성 매개물질에 

한 향을 조사하기 하여 염증성 세포활성물질의 생성

을 조사하 다. 오령지를 처리한 후 LPS로 자극하여 

ELISA 방법으로 IL-1β, IL-6, IL-10, TNF-α를 측정한 

결과 오령지 추출물이 염증성 세포활성물질들을 농도 의

존 으로 억제함을 알 수 있었다(Fig. 3).

Fig. 3. Effect of TF on the productions of IL-1b, IL-6, IL-10, TNF-a in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TF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1 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500 ng/ml LPS for 24 hrs.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 p < 0.05 vs. unstimulated cell ; †p < 0.05 vs. LPS stimulation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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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오령지 추출물의 IL-1b, IL-6, IL-10, 

  TNF-α mRNA 발 에 한 효과

오령지가 RAW 264.7 cell에서 염증성 세포활성물질을 

단백질 수 에서 억제하 에 착안하여(Fig. 3), mRNA수

에서도 염증성 인자들을 억제함을 알아보기 해 오령

지를 처리한 후 LPS로 자극하여 IL-1b, IL-6, IL-10, 

TNF-α의 mRNA를 측정한 결과 IL-1b, IL-6, IL-10, 

TNF-α를 조군에 비해 실험군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

다(Fig. 4).

Fig. 4. Effet of TF on the mRNA levels of IL-1b, IL-6, 
IL-10, TNF-α

The cells were pre-treated TF extract at indicated concentrations 
for 1h, and then incubated with or without 500 ng/ml LPS for 24 h.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Fig. 5. Effects of TF on the expression of Ik-Bα degradation  
and MAP kinase activity in LPS-stimulated of RAW 264.7 
cells

The cells were pre-treated with TF extract (0.5 mg/ml) for 1 h, 
and then incubated with 500 ng/ml of LPS for indicated time.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Materials and Methods.

5. 오령지 추출물에 의한 MAPKs의  

  발 억제 효과

MAPKs는 세포활성물질의 생성 조   다양한 생물

학  기능을 조 한다고 알려져 있다. LPS로 자극된 

RAW 264.7 cell에서는 p38, ERK, JNK의 활성이 증가 

하지만, 오령지를 처리 했을 경우에 ERK는 억제하지 

못했지만, p38, JNK의 활성이 억제되었다(Fig. 5). LPS는 

NF-kB를 활성화 시켜서 각종 염증성 cytokine을 분비한

다. 한 NF-kB의 활성은 Ik-Ba의 분해에 의존하게 된

다. 즉 Ik-Ba분해가 억제되면 NF-kB의 활성이 억제된다

고 볼 수 있다. Fig. 5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오령지가 

LPS에 의한 Ik-Ba의 분해를 억제하고 있다.

즉 오령지가 NF-kB의 활성을 억제하고 있다(Fig. 5).

6. 오령지의 LPS로 유도된 shock 

  상태에서의 serum cytokine 억제 효과

LPS (serotype;055,B5)는 Toll-Like-Receptor 4의 Ligand

로 endotoxin shock 유발에 사용한다. 일반 으로 LPS를 

주사하 을 때 24～48시간 이내에 shock가 유발되어 사

망한다. 이때 사용되는 LPS에 의해 몸 내부에서는 IL-6, 

TNF-a, interferone 등이 생산되는데, 이러한 사이토카인

에 의해 우리의 장기나 조직이 손상을 입어 shock를 유

발하게 한다. 우리는 오령지가 사이토카인 억제 효과가 

큰 것에 착안하여 in vivo상에서도 억제하는 지 알아보았

다. Fig. 6에서 처럼 오령지를 경구 투여한 그룹에서는 

청 내 사이토카인이 억제되었음을 알 수 있다(Fig. 6).

Fig. 6. Effect of TF on circulating levels of endotoxin shock 
mice treated with lethal dose LPS

Mice were administrated orally with TF (500 mg/kg) for 5 days and 
then intra peritoneal injected with LPS (37.5 mg/kg).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 p < 0.05 
vs. unstimulated cell; †p < 0.05 vs. LPS stimulation al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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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오령지의 LPS로 유도된 endotoxin 

  shock 억제 효과

오령지가 in vivo상에서도 사이토카인의 억제 효과가 

있음에 착안하여, 실제로 이런한 사이토카인 억제가 

shock를 억제할 수 있는지 실험하 다. 오령지를 경구 투

여한 마우스를 보면 완벽히 차단하지 못했지만 endotoxin 

shock를 억제하고 있음을 보여 다(Fig. 7). 

Fig. 7. Effect of TF on survival rate of endotoxin shock 
mice treated with lethal dose LPS

Mice were administrated orally with TF (500 mg/kg) for 5 days and 
then injected with LPS (37.5 mg/kg). Detail methods were 
described in the section of Materials and Methods.

고  찰

본 연구에서 오령지의 물 추출물이 in vivo  in 

vitro상에서 IL-1b, IL-6, TNF-a 등을 억제하여 염증 작

용을 억제함을 보여주었다.

 오령지는 한호충, 갈명, 요명오 지, 산편복, 단지, 백

지, 독춘이라고도 불리며, 다량의 수지와, 요소, 요산 등

을 포함하고 있다. 陰 의 陰이라고 불리는 약으로 行血

하는 작용이 뛰어나다고 알려져 있다. 散 止痛의 표 

약물로 평활근경련의 완해작용과 통경작용이 있어 산병, 

월경과다, 자궁출 , 경풍, 간, 소아감병 등에 특히 유

효하다. 그러나 기 이 부족한 자에게 사용하면 크게 진

기를 손상하므로 조심하여야 한다
1). 특히 동서양 모두에

서 지 약  인삼과의 배합을 고려한 보고가 많이 알려

져 왔다
18,19)
. 

그람음성 세균 세포외막의 성분인 LPS는 식세포에

서 면역기능을 조 하는 여러 분자 즉 TNF-α, IL-1b, 

IL-6, IL-10  arachidonic acid 사산물을 분비하도록 

세포를 자극하며, 이들 pro-inflammatory 분자들은 면역세

포를 활성화시켜서 세균의 침입을 효과 으로 방어하도록 

도와 다
20,21). 오령지는 RAW264.7 cell에서 이러한 염증 매

개물질이 농도 의존 으로 감소함을 볼 수 있었다.

LPS 자극에 의하여 하게 향받는 식세포 신호

달 분자로는 serine/threonine kinase로서 세포밖 신호

를 핵내로 달하게 하는 MAP kinase가 있다. LPS에 

의하여 활성화되는 MAP kinase로는 ERK 1/2, p38, JNK 

등이 있고 LPS에 의해 분비된 TNF-α에 의해서 NF-kB 

유 자가 사를 한 활성화가 되어서 nitric oxide  

superoxide anion 등의 free radicals이 생성된다
22-25). 오

령지가 Ik-Bα의 분해를 억제했고, MAPK 구성요소 에

서 JNK와 p38의 인산화를 억제하 다.

장기나 조직으로 부터의 과도한 cytokine의 분비는 

endotoxin shock를 유발하여 사망을 래한다. 오령지의 

싸이토카인 분비 억제는 shock 억제에 응용이 가능할 것

을 추측하여 survival rate를 측정하 다. 실제로 IL-6, 

TNF, interferone Knock out 마우스에서 endotoxin shock

를 억제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26). 오령지는 인체 내 사이

토카인을 억제하 을 뿐만 아니라 shock를 유발하 을 

시 그 생존률  생존 시간을 증가시켰다(Fig. 6, 7).

이러한 실험 결과들로 보아 오령지가 식세포에서 

JNK와 p38의 인산화를 해하고 Ik-Bα의 분해를 억제하

여 염증성 cytokine들의 발 을 억제하여 NO의 생산을 

억제하 다고 생각된다. 오령지의 이와 같은 작용은 신체 

내 모든 면역질환과 생식기․호흡기․소화기 등의 염증

에 효과 일 것이라고 생각된다.

결  론

RAW264.7 cell을 LPS로 자극하 을 때 오령지의 항

염증 효과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오령지를 농도별로 처리했을 때 세포 독성이 나타

나지 않았다. 

2. 오령지가 농도 의존 으로 NO 생성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다.

3. 오령지가 농도 의존 으로 IL-1b, IL-6,IL-10, TNF-α  

생성을 억제하 다.

4. 오령지 처리시 Ik-Bα의 분해를 방지하 고 JNK, 

p38의 인산화가 억제되었다.

5. 오령지는 LPS로 유도한 생체 내 cytokine의 발생을 

억제하 다.

6. LPS로 유도한 endotoxin shock 모델에서 오령지를 

처리한 군은 조군에 비하여 약간의 억제효과를 

나타내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오령지 추출물은 JNK와 p38의 

인산화를 막고 Ik-Bα의 분해를 억제함으로써 NO와 항염

증성 cytokine들의 생산을 억제하여, 항염증성 효과를 가

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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