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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studied to know the anti-inflammation effect on water extracts of Lophatheri Herba which was growing in

every places in our country. We objected free radical scanvenger effect and nitrite eliminate effect of the Lophatheri

Herba water extracts, and the cell viabillity, the effects of Lophatheri Herba water extracts on NO production, iNOS

synthesis induced by LPS. Free radical scavenger effects were 27.91±0.12%, 38.96±0.10%, 46.22±0.15% depend on

0.5, 1.0, 2.0 mg/ml each dose of Lophatheri Herba water extracts. Nitrite eliminate effects were 9.86±0.3%,

80.61±0.23%, 97.62±0.56% in 0.1, 1.0, 2.0 mg/ml Lophatheri Herba water extracts on pH 1.2. NO production and

iNOS synthesis induced by LPS were reduced in RAW 264.7 cell by Lophatheri Herba water extracts. As the above

results, Lophatheri Herba water extracts have anti-inflammation effects via NO production decrease, iNOS synthesis

decrease mechanism. So Lophatheri Herba water extracts will be used as the protection or treatment in chronic

inflammation desease like a asthma, stomatitis et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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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우리나라 각지에서 야생하고 있는 淡竹葉(Lophatheri

Herba)은 벼과(Graminease) 에 속하는 Lophatherum gracile

Bronghiart의 꽃피기 전의 지상부로서 그 성분은 triterpenoid계

화합물인 arundoin, cylindrin, taraxerol, fredelin, amino acids,

지방산 등이 함유되어 이 또는 잇몸이 아플 때, 구강염 등에 효

과가 있다
1)

.

O2-, H2O2ㆍOH와 같은 활성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세포 내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 퍼옥시좀, xanthine

oxidase (XOD), NADPH oxidase 및 cyclooxygenase (COX) 등

의 효소들에 의해서 생성되어 산화적 손상을 일으킬 수 있으며2),

lipopolysaccharide (LPS)는 RAW 264.7 세포와 같은 대식세포에

서 tumor necrosis factor-alpha (TNF-α inflammatory cytokine을

증가3,4)시키며 염증을 유발한다. 이러한 염증매개 물질 형성은

iNOS의 발현에 의하여 nitric oxide (NO)형성을 유발한다5,6).

NO는 체내 방어기능, 신호전달기능, 신경독성, 혈관확장 등

의 다양한 생리기능을 가지고 있으나7,8) 그중 소량의 NO 생성은

박테리아를 죽이거나 종양을 제거시키는 역할을, 염증 반응시 등

과 같은 iNOS에 의한 NO의 과잉 생성은 혈관 투과성, 부종 등

의 염증반응을 촉진시킬 뿐만 아니라 염증매개체의 생합성을 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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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하여 염증을 심화시킨다9,10).

염증(inflammation)은 생체나 조직에 물리적 작용이나 화학

적 물질, 세균감염 등의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침습이 가해질

때 그 손상부위를 수복, 재생하려는 기전이나11), 지속적인 염증

유발은 점막손상을 촉진할 뿐만 아니라, 암 등의 질환도 유발할

수 있다
12)

.

최근에 진행된 담죽엽에 대한 연구로 Zhang 등13)은 微細腦

機能障礙에 대한 효과를, 李 등14)의 담죽엽 등에서 추출한 물질

이 항산화 효과가 있다고 하였고, 朴 등
15)
은 담죽엽 추출물이

HL-60 세포와 L1210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 및 활성산소 소거효

과가 있다고 하였고, 高 등16)은 in vitro에서 담죽엽 등이 인슐린

작용 및 분비를 활발히 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전 등
17)
은 담죽엽

의 에탄올 추출물에서 항균활성작용 및 부종, 혈관투과성,

myeloperoxidase 활성도 억제를 보이고 있어 항염증성을 보고한

바 있다.

그러나 담죽엽의 NO 생성 및 iNOS 발현에 관한 연구는 보

고된 바 없어, 마우스 대식세포 RAW 264.7세포에서 LPS로 NO

생성을 유발하고 담죽엽 열수추출물이 미치는 영향을 관찰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실험에 사용한 마우스 대식세포주 RAW 264.7 세포는

ATCC(Rockville, MD, USA)로부터 분양받아 사용하였다. 세포

배양을 위한 RPMI 1640, Fetal bovine serum(FBS),

Penicillin-streptomycin, Trypsin-EDTA dms Gibco BRL(Grand

Island, NY, USA)에서 구입하였으며, iNOS 항체는 Santa

Cruz(San Diego, CA)에서 구입하였으며, Lipopolysaccride(LPS),

methylthiazol-2-yl-2,5-diphenyl, tetrazolium bromide(MTT),

NaNO2, Griess reagent, pyrogallol 는 Sigma(ST. Louis, MO,

USA)을 구입하였다.

2. 담죽엽 추출물

대한민국 서산시 운산면 용현계곡에서 담죽엽(200 g)을 채

취(2008. 05. 10)하여 초고속 저온(농축) 추출기(경서, 대한민국)

로 진공상태 100℃에서 5시간 열수추출 하였다. 그 후 농축과정

과 동결과정을 거쳐 4.3 g의 추출물(수득율 2.15%)을 획득하여

Millex-GV (Millipore corporation, U.S.A., pore size 직경0.22 ㎛)

로 여과 후 사용하였다.

3.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dical에 대한 소거활성은 Blois18)의 방법에 준하여

DPPH(1, 1-diphenyl-2-picryl hydrazyl)에 대한 수소공여 효과로

측정하였다. 일정농도의 시료 2.0 ml에 absolute ehtanol에 0.2

mM농도의 DPPH용액 1.0 ml 가하고 혼합하여 37℃에서 30분간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시료 첨가 전후의 흡광

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4. 아질산염 소거능(Nitrite scavenging ability; NSA) 측정

아질산염 소거능은 Kato 등의 방법19)에 따라 일정 농도의 추

출물 시료 1 mL에 1 mM NaNO2 용액 1 mL를 가하고, 이 용액

에 0.1 N HCl을 가하여 pH 1.2로 조정하였다. 여기에 증류수를

가하여 부피를 10 mL로 정용한 후 37℃에서 1 시간 동안 반응시

킨 다음 반응액을 1 mL씩 취하여 2% acetic acid 5mL, Griess 시

약(A:B=1:1, A: 1% sulfanilic acid in 30% acetic acid, B: 1%

naphthylamine in 30% acetic acid)을 0.4 mL를 가하여 잘 혼합

한 후 실온에서 15 분간 방치시킨 후 분광광도계를 사용하여 5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잔존하는 아질산량을 산출하였다.

대조구는 Griess 시약 대신 증류수 0.4 mL를 첨가한 후, 동일한

방법으로 측정하여 담죽엽 추출물의 첨가구와 무첨가구 사이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5. 세포배양

세포는 RPMI 1640 배지에 10% FBS, 100 units/mL

penicillin과 100 ㎍ streptomycin을 첨가한 세포 배양액을 사용

하여 37℃, CO2 incubator(5% CO2/95% air)에서 배양하였다. 세

포가 배양 접시의 80% 정도 차면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으로 세포의 단층을 씻어낸 후 0.25%-2.65

mM EDTA로 처리하여 계대 배양하였고 배지는 2일마다 교환하

였다.

6. 세포 증식 측정

Raw 264.7 세포 3☓104 cell를 96 well plate 분주하고 37℃,

5% CO2 incubator에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에

담죽엽 추출물을 다양한 농도 처리하여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phosphate buffered saline(PBS)에 녹인 5 ㎎/mL의 MTT용액 50

㎕를 각 well에 넣고 37℃ 5% CO2 incubator에서 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 후, 배양액을 버리고 DMSO 100㎕ 씩 넣어

formazin을 용해한 후, microplate reader(Bio-Tek instruments.

INC.)로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20)하였다.

7. Nitric oxide (NO) 생성량 측정

NO의 농도는 배양액 내의 nitrite 농도를 Griess Reagent

System을 이용하여 측정
21)
하였다. RAW 264.7 세포에 담죽여 추

출물 농도별로 처리하고 동시 LPS 1㎍/mL 를 처리하여 18 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 100 ㎕와 같은 양의 Griess Reagent를 넣어

주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 시킨 후 ELISA reader로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ium nitrite의 농도별 표준곡선을 이용

하여 배양액 내의 NO 농도를 결정하였다.

8. Western blot ananlysis

RAW 264.7 세포에 각각의 시료를 처리하고 일정시간 수 수

거하여, ice-cold PBS로 2회 세척한 후 각각의 세포에 세포용해

완충용액(10 mM Tris-HCl pH7.4, 150 mM NaCl, 1 mM EDTA,

1% Triton X, 1mM PMSF, 1㎍/mL aprotinin, 1㎍/mL

leupeptin, 1mM DTT)을 첨가하여 30분간 용해 시킨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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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000rpm에서 30분간 원심분리하여 세포막 성분 등을 제거하였

다. 단백질 농도는 Bio-rad Protein Assay Kit를 사용하여 정량

하였다. 30 ㎍의 lysate를 6% mini gel SDS-PAGA로 변성 분리하

여, 이를 PVDF(polyvinylidence difluoride) membrane(Bio-Rad,

Richmond, CA, USA)에 300 mA로 60분간 transfer하였다. 그리

고 membrane은 blocking buffer(5% nonfat dry mik in

TBS-T(20mM Tris-HCL pH7.4), 150 mM NaCl, 0.05%

Tween-20) buffer 에 2시간 동안 antibody의 비특이적 결합을 억

제 시키고, TBS-T로 세척하였다. iNOS 항체를 TBS-T용액으로

희석하여(1:1,000) 실온에서 1시간 동안 반응 시켰다 TBS-T로 3

회 세척한 후 2차 항체는 HRP(Horse Radish Peroxidase)이 결합

된 anti-rabbit IgG를 1:1,000으로 희석하여 사용하였으며, 상온에

서 30분 동안 반응을 진행하였다. 그 후 TBS-T로 3회 세척한후,

ECL western blotting detection reagent(Amersham)으로 반응

시킨 후 ChemiDoc image 분석기기 (Bio-rad, USA)를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9. 통계처리

본 연구의 모든 분석 수치는 mean±SE으로 나타내었다. 수

집된 결과는 Origin 5.0 (USA)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으며, 각 실

험군의 평균치간의 유의성은 student's t-test를 이용하여 분석하

였다.

결 과

1. 담죽엽 추출무의 free radical 소거활성 측정

1)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일반적으로 항산화능은 자유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산화

를 억제하는 능력, 즉 DPPH의 전자공여능을 측정하는 방법이

이용되어지고 있다. 담죽엽 추출물 0.1∼2.0 mg/ml의 DPPH

radical 소거활성을 측정한 결과, 0.1 mg/ml에서는 10.76 ±0.06%

전자공여능을 보였고, 0.5, 1.0, 2.0 mg/ml 에서는 각각

27.91±0.12, 38.96±0.10, 46.22±0.15%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다

(Fig. 1).

Fig. 1. The DPPH radical scavenger abilities of water extract from

Lophatheri Herba with various concentration. Data presented as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01, vs negative group.

2) 아질산염 소거능 측정

아질산나트륨 용액에 담죽엽 추출물 0.1∼2.0 mg/ml을 첨가

하고 pH 조건을 각각 1.2, 3.0 그리고 6.0으로 조정하여 아질산염

에 대한 소거율을 측정하였다. 이들 pH는 인체내 위에서의 pH

변화를 고려하였으며, 각 pH 조건하에서 아질산염 소거능을 조

사하였다. 담죽엽 추출물을 첨가하여 pH 1.2로 조정하여 아질산

염 소거능을 조사한 결과, 0.1 mg/ml에서는 9.86±0.3%의 소거능

을 보였으나, 1.0, 2.0 mg/ml 첨가에서는 80.61±0.23,

97.62±0.56%의 아질산염 소거능이 유의성있게 나타났다. 그러나

pH 6.0의 조건에서는 아질산염 소거능이 상실됨을 관찰할 수 있

었다(Table 1).

Table 1. Nitrite scavenging abilities of water extracts from Lophatheri
Herba at pH respectively

Concentration
(mg/mL)

pH

1.2 3.0 6.0

0.1 9.86±0.30% 1.69±0.06% 7.68±0.64%

0.5 47.89±0.25% 27.31±0.40% 7.48±0.06%

1.0 80.61±0.23% 71.67±0.15% 7.35±0.55%

2.0 97.62±0.56% 91.87±0.36% 7.92±0.35%

Data presented as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2. 세포생존율

담죽엽 추출물이 RAW 264.7 세포에 대한 세포독성을 알아

보기 위하여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세

포에 담죽엽 추출물을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한 후 MTT assay로

측정한 결과, 담죽엽 추출물 100∼500 ug/ml에서 세포생존율이

모두 96% 이상으로 RAW 264.7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은 것

을 확인하였다(Fig. 2).

Fig. 2. Effect of Lophatheri Herba extracts on the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
0, 0.1, 0.2, 0.3, 0.4, 0.5 mg/ml) of Lophatheri Herba extracts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presented as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3. RAW 264.7 세포에서 담죽엽이 LPS로 유도된 NO 생성량에

미치는 영향

염증 유발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진 NO 생성에

대한 담죽엽 추출물이 NO 생성의 억제 하는지 알아보았다(Fig.

3). 먼저 염증 유발 물질에 주로 사용되는 LPS는 iNOS에 의한

NO 생성을 증가시킨다. RAW 264.7 세포에 LPS 1 ug/ml와 담

죽엽 추출물을 0.125, 0.25, 0.50 mg/ml를 동시 처리한 후 24시간

후 Griess reagent 시약을 사용하여 NO의 생성량을 측정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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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조군 5.33±0.21 uM에 비하여 LPS 단독 처리에서는 10.64±0.53

uM로 증가하였으나. 담죽엽 추출물 0.25 mg/ml에서 7.88±0.14

uM, 0.50 mg/ml 처리군에서는 5.97±0.42 uM으로 농도의존적인

NO의 억제를 보였다.

Fig. 3. Inhibition of LPS-induced NO production by Lophatheri Herba
extract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LPS(1 ug/ml) and LH for 24 hr. Nitrie
producted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presented as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

p<0.001, vs LPS positive group

4. 담죽엽의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

담죽엽 추출물 0.125, 0.25, 0.50 mg/ml의 농도에서 LPS로

유도된 NO의 생성을 감소시킨 것이, 담죽여 추출물과 LPS의 상

호결합의 작용에 의한 세포독성으로 인한 것인지를 관찰하였다.

담죽엽 추출물을 0.125, 0.25, 0.50 mg/ml로 처리하고 24시간 후

에 MTT assay를 실시하여 세포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실험결과

담죽엽 추출물의 0.125, 0.25, 0.50 mg/ml 농도에서 95 %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 이러한 실험결과 담죽엽 추출물과 LPS의

상호결합에 의한 세포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4)

Fig. 4. The effect of LH on LPS-induced cell viability in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treated LPS and LH for 24 hr.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presented

as Means±S.D.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5. RAW 264.7 세포에서 담죽엽이 LPS로 유도된 iNOS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담죽엽 추출물에 의한 염증 인자(NO)의 억제와 iNOS 단백

질 발현과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western blot을 이용하여

세포질 내에서의 iNOS 단백질의 발현량을 조사하였다(Fig. 5).

LPS 처리에서는 iNOS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 되었으나, LPS

1ug/ml와 담죽엽 0.25와 0.50 mg/ml 동시 처리시 iNOS 단백질

발현량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Fig. 5. The effects of LH on iNOS expression in LPS-stimulat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are treated with LPS and LH for 18hr. The
protein levels of iNOS was determined using immunoblotting metho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고 찰

염증은 조직의 상해나 파괴에 의해서 일어나는 과정에서 상

해를 보호하는 증상으로서 임상적으로는 발열, 발적, 종창, 동통,

기능장애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cytokines, PGE2, NO, TNF-α,

free radicals 등 다양한 매개물질이 관여하여 선천성 면역과 긴

밀한 관계를 갖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2).

또한 염증은 활성산소, free radical 및 NO의 과발현으로부

터 유도될 수 있으며 세포의 구성성분인 DNA 손상, 단백질의

변이 및 신경손상 등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세포노화, 세포막 분

해, 지방산화 등 심각한 생리적인 장애를 일으킨다
23)

.

지금까지 활성산소와 free radical 생성을 방지하기 위해 사

용되는 항산화제로는 α-tocopherol, BHT, BHA, PG, ascorbic

acid 등이 알려져 있으나
24)

, 그 중 일부는 변이원성 및 독성이 지

적25)되어 최근 안전한 천연항산화제 개발을 위한 연구가 이루어

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 담죽엽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

여, 먼저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를 측정하였다. 항산

화제는 보랏빛의 DPPH radical (DPPH⦁)을 무색의 (DPPH-H)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담죽엽 추출물 2 mg/ml에서 약 50%의

DPPH radical 소거능을 보였다(Fig. 1).

질산염은 소화기관내에서 또는 식품의 저장 중에 질산환원

효소나 질산염 환원세균에 의하여 아질산염으로 환원되며 아질

산염은 amine류와 반응하여 nitrosoamine을 생성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26). Nitrosoamine은 체내에서 diazoalkane으로 변화하

여 핵산이나 단백질 또는 세포내의 성분을 alkyl화 함으로써 암

을 유발27)하고 아질산염은 그 자신이 독성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일정한 농도 이상 계속 섭취시 혈액중의 헤모글로빈을 산화시켜

메트헤모글로빈증(methemoglobinemia)을 유발하기도 한다
28)

.

Table 1에서와 같이 담죽엽 추출물은 아질산염 소거능이 관찰되

었으며, pH가 낮을수록 더욱 효과적인 특성을 보였다. 이러한 관

찰 결과는 朴 등
15)
의 담죽엽 추출물이 HL-60 세포와 L1210 세포

에 대한 세포독성 및 활성산소 소거효과가 있다고 보고된 결과

와 유사한 결과라고 판단된다.

산화질소(nitric oxide: NO)는 L-arginine으로부터 nitric



황성연․이성원․권강범․최원종․김재효․안성훈

- 980 -

oxide synthase (NOSs)를 경유하여 생성되는 radical로, 세포내

에서 2차 신호전달자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29), 포유동물 세포

의 nitric oxide synthase (NOS)는 neuronal NOS (nNOS),

endothelial NOS (eNOS), 그리고 inducible NOS (iNOS)의 3가

지 형태가 존재한다. nNOS와 eNOS에 의한 NO의 생성은 생체

내 항상성의 조절에 중요한 역할을 하며, iNOS는

lipopolysaccharide (LPS), interferon-γ (IFN-γ), interleukin-lβ 

(IL-1β ) 및 tumor necrosis factor-α(TNF-α) 등의 자극에 의해 발

현되며, 저농도의 NO는 전염증성 또는 항염증성 작용을 가지나

생체내 고농도의 NO 생성은 숙주세포의 파괴, 혈관확장, 염증반

응 유발에 의한 조직손상을 초래한다30-32)고 알려져 있다. 상기와

같은 관찰결과로부터 담죽엽의 생체내 약리적 작용을 알아보기

위하여 LPS로 활성화된 RAW 264.7 세포에서 NO 발생을 유도

한 후, 담죽엽추출물을 처리하여 NO 발생정도의 변화유무를 관

찰하기로 하였다.

먼저 담죽엽 추출물이 세포독성을 갖고 있는 알아보기 위하

여 RAW 264.7 세포에 담죽엽 추출물을 농도별 처리한 후 24시

간 배양하여 MTT assay로 세포생존율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대

조군에 비하여 담죽엽 추출물 농도별은 모두 96%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RAW 264.7 세포에 유의한 독성을 보이지 아니하

였다(Fig. 2).

RAW 264.7 세포에서 담죽엽 추출물의 NO 생성억제 정도

를 관찰하기 위하여 담죽엽 추출물 0.125, 0.25, 0.50 mg/ml의

농도로 세포에 처리하여 생성되는 NO양을 측정하였다. LPS 처

리군에서는 대조군에 비교하여 NO의 생성량이 유의하게 증가

하였으며, 담죽엽 추출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 시간 배양한 후

NO의 측정한 결과 NO의 생성량이 유의있게 억제되었다(Fig.

3). 담죽엽 추출물 0.25, 0.50 mg/ml의 농도에서 LPS로 유도된

NO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이 담죽엽 추출물과 LPS 상호협력에

의한 세포독성에 의한 것인지 알아보기 위하여, 담죽엽 추출물

의 농도별과 LPS 동시처리 후 MTT assay를 처리하여 세포생존

율을 조사하였다. 실험 결과 RAW264.7 세포에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4).

NO 생성 억제에 관한 iNOS 단백질의 관련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immunoblot analysis를 이용하여 세포질 네에서의 iNOS

단백질의 발현량을 조사하였다. 대조군에 비하여 LPS 처리군에

서는 iNOS 단백질량이 유의하게 발현되었으나, LPS 처리와 담

죽엽 추출물을 동시 처리에서는 iNOS의 발현량이 현저하게 감

소되는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Fig. 5).

이러한 실험결과들로 보아, 담죽엽 추출물은 항산화 활성을

갖고 있고, 특히 아질산염 소거능이 뛰어난 것으로 관찰되었으

며, 또한 LPS로 활성화된 RAW264.7세포에서 iNOS발현을 억제

하여 NO발생을 억제한다는 상기의 연구결과로 보아 항염증 활

성 역시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실험결과의 기전은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만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담죽엽이 구강염, 관절염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

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되어 이를 보고하는

바이다.

결 론

우리나라 각지에서 야생하고 있는 담죽엽은 치은염, 구강염

등의 염증성 질환과 만성해수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어 항

산화효과와 항염효과에 대하여 약리 작용을 관찰하였다.

항산화 연구결과, 담죽엽 물추출물의 DPPH radical 소거활

성 측정은 0.1 mg/ml에서는 10.76±0.06% 전자공여능을 보였고,

0.5, 1.0, 2.0 mg/ml 에서는 각각 27.91±0.12, 38.96±0.10,

46.22±0.15%의 전자공여능을 나타내었고, 아질산염 소거능 결과

는 담죽엽 2.0 mg/ml, pH 1.2에서는 97.62±0.56%를 나타내었으

나 동일량의 pH 6.0에서는 소거능력을 상실하였다. 또한 세포 실

험 결과, 담죽엽 추출물 100∼500 ug/ml에서 세포 독성이 관찰

되지 않았으며 LPS로 유도한 NO 유발 실험 결과 대조군

5.33±0.21 uM에 비하여 LPS 단독 처리에서는 10.64±0.53 uM로

증가하였으나. 담죽엽 추출물 0.25 mg/ml에서 7.88±0.14 uM,

0.50 mg/ml 처리군에서는 5.97±0.42 uM으로 농도의존적인 NO

의 억제를 보였다. 또한 iNOS 단백질의 발현량을 조사한 결과에

서는 LPS 처리에서는 iNOS 단백질의 발현이 증가 되었으나,

LPS 1ug/ml와 담죽엽 0.25와 0.50 mg/ml 동시 처리시 iNOS 단

백질 발현량이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실험결과들로 보아, 담죽엽 물추출물은 항산화 활성

을 갖고 있고, 또한 LPS로 활성화된 RAW264.7세포에서 iNOS발

현을 억제하여 NO발생을 억제한다는 상기의 연구결과로 보아

항염증 활성 역시 우수할 것으로 사료된다.

상기 실험결과의 기전은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며, 다만

우리나라 각지에서 자생하고 있는 담죽엽이 구강염, 관절염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예방과 치료에 효과적으로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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