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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건강하고 아름다운 피부에 대한 관심이 증가함에 따라 각종 생
약과 식용식물 추출물 등에서 보다 안전하고 효과가 뛰어난 천연 
항산화제를 개발하기 위해 많은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1,2). 
피부는 표피, 진피, 피하지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표피층에는 각질
형성세포, 멜라닌세포, 랑게한스세포, 머켈세포 등이 존재한다. 이 
중 멜라닌세포는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여 멜라닌을 생성하며 피
부색과 연관되어 있다3). 멜라닌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
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외선 노출 및 피부노화로 인해 생리기
능이 떨어지게 되면 멜라닌이 국소적으로 과도하게 합성되거나 피
부표면에 침착되어 기미, 주근깨 및 다양한 색소 침착을 형성하고 
심하게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4). 
    피부의 진피층에는 collagen과 elastin 섬유가 그물망 구조를 
형성하고 있는데, elastin과 collagen이 elastase와 collagenase에 
의해 분해되면 피부가 처지고 주름이 생겨 피부 노화가 발생한다5). 

이러한 피부 노화와 색소 병변의 주요 원인이 계속적인 자외선 노
출로 생성된 과잉 활성 산소종(reactive oxygen species, ROS)에 
의한 산화적 스트레스로 밝혀짐에 따라 피부노화를 지연시키고 억
제하기 위해서는 생체 내 뿐만 아니라 피부에서의 과잉 활성 산소
종을 억제하고 활성산소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필요하다6).
    용담초(Gentiana scabra Bunge)는 다년생 초본으로 초용담(草
龍膽), 지담초(地膽草) 등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고 있으며 맛은 
쓰고 성질은 차다. 간경, 담경, 위경에 작용하며 한방에서 사용되는 
뿌리의 성미(性味)는 고한(苦寒)으로 간담의 열과 위열을 내리고 하
초의 습열을 없앤다7). 용담초의 성분은 gentiopicrin으로 이는 
secoiridoidal glycosides에 속하며 기타 고미 배탕체로는 
sweroside, swertiamarin, amarogentin, amaroswerin 등이 있
다. 또한 용담초는 gentianine을 비롯한 여러 종류의 알칼로이드를 
함유하고 있으며 약리작용으로는 항균, 항기생충 작용, 소염 작용, 
면역증강 작용, 간기능 보호 작용, 이담 작용 등이 있다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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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담초에 대한 연구에서 서9)는 용담초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입증하였고, 김10)은 용담초 메탄올 추출물이 염증질환, 면역질환의 
조절에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또한 한11)은 CCl₄흰쥐의 손상된 간에 
용담초 약침을 처치하여 회복시키는 효과를 입증하였고, 문12)은 용
담초 약침을 담석의 치료에 응용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RAW264.7 세포, B16/F10 멜라닌세포주 및 사
람진피섬유아세포 (human dermal fibroblast, HDF)를 이용하여 
용담초 추출물이 독성실험, 항산화, 항염, 멜라닌 및 콜라겐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비교 분석하여 천연화장품으로서 용담초의 사용 가
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재료 및 방법

1. 시료 추출
    용담초는 시료 중량에 10배의 95% 에탄올을 가하여 상온에서 
72시간 방치하고 그 추출액을 9,000 rpm으로 15분간 원심 분리하
여 얻은 상층액을 여과지 (Whatman No. 2)로 여과한 후 필터링한 
다음 감압농축하여 3일 동결 건조한 후 그 분말을 본 실험에 사용
하였다.

2. 세포배양 
    한국 세포주 은행 (Korea)에서 분양받은 RAW264.7 
macrophage 세포, B16/F10 mouse melanoma 세포, human 
dermal fibroblast (HDF) 세포는 10% FBS, 1% 
antibiotic-antimycotic을 첨가한 DMEM을 사용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3. 항산화 활성 측정
    (1)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라디칼 소거능 측
정
    DPPH 라디칼은 매우 안정한 활성산소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며, 이 라디칼을 소거하는 정도로써 항산화 작용을 
평가할 수 있으며 라디칼 소거활성은 Blois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13). 용담초 에탄올 추출물을 10 ∼ 50 µg/mL의  농도로 용해시킨 
후 96 well plate에 0.2 mM로 용해시킨 DPPH 용액 180 µL와 시
료액 20 µL 첨가하고 37°C에서 30분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517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표준물질은 ascrobic acid를 사용
하였다.

DPPH 라디컬 소거활성(%) = 100 - [(
시료첨가군흡광도

)×100]
시료무첨가군흡광도

  (2)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 활성 측정
    SOD 유사 활성은 Marklund와 Marklund의 방법14)에 따라 과
산화수소(H2O2)로 전환반응을 촉매시키는 pyrogallol의 생성량을 측
정하여 SOD 유사 활성으로 나타내었다. 일정 농도의 시료 0.2 mL
에 pH 8.5 Tris-HCI buffer (50 mM tris-hydroxymethy1 amino 
methane + 10 mM EDTA) 2.6 mL와 7.2 mM pyrogallol 0.2 
mL를 첨가하고 실온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l N HCl 0.1 m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반응액이 중화된 pyrogallol 양은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SOD 유사활성은 시료 첨가군과 무
첨가군 간의 흡광도 차이를 백분율로 표시하였다.

SOD 유사활성(%) = 100 - [(
시료첨가군흡광도

)×100]
시료무첨가군흡광도

4. 세포 생존율 측정
    실험에서 사용된 시료의 세포 독성을 나타내는 농도 범위는 
neutral red (NR) assay를 이용하여 확인하였다15). 연구에 사용한 
세포주는 RAW264.7, B16/F10, HDF 세포를 사용하였으며, 96 
well plate에 well 당 3×10⁴세포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전 배양
하였다. 세포에 용담초를 농도별로 첨가하고 48시간 동안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다. 배양한 세포는 배양액을 NR solution
이 1% 포함된 무혈청 배지로 교환하여 3시간 배양한 다음 현미경
으로 NR의 결정화 유무를 확인하였다. Formaldehyde 용액 10%가 
첨가된 phosphate buffered saline (PBS)을 각 well에 100 µL로 
20분 처리하여 세포를 고정하였다. NR desorb solution (1% 
glacial acetic acid, 49% ethanol, 50% distilled water)을 각 
well에 100 µL 분주하여 세포내의 NR을 추출하고 540 nm에서 흡
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 생존율은 아래의 식에 따라 계산하였다.

세포생존율(%)=
시료첨가군흡광도

)×100]
시료무첨가군흡광도

5. Melanin 생성 억제능 측정
    B16/F10 melanoma 세포를 이용하여 용담초의 멜라닌 생성 
억제능을 측정하였다16). 96 well plate에 B16/F10 세포를 
2×10³/well로 분주하고, 세포가 바닥에 부착할 수 있도록 24시간 
동안 전 배양하였다. 세포 부착 확인 후 melanin 생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혈청 5%와 α-MSH 10 nM이 포함된 배지로 교환 후, 시료
를 각 농도별로 처리하였다. 양성 대조군 arbutin을 배양용 배지에 
용해하여 사용하였으며, 분비된 멜라닌의 양은 405 nm에서 측정하
였고 멜라닌 생성량을 α-MSH 무처리군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6.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용담초 추출물이 HDF 세포에서 MMP-1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
인하고자 ELISA 방법을 이용하였다. 먼저 HDF 세포를 96 well 
plate에 2×10³/well로 부착한 후 UVB 25 mJ/cm²를 조사한 다음 
용담초 추출물을 1.25, 2.5, 5, 10, 20 µg/mL로 처리하였다. 24시
간 후 배양 상층액을 제거한 후 washing buffer (Tween 20 in 
PBS)로 3번 세척하였다. Blocking buffer (0.1% BSA in PBS) 100 
µL로 처리한 후 37°C에서 1시간 배양시킨 다음 상층액을 제거하고 
washing buffer (Tween 20 in PBS)로 3번 세척하였다. 1:1000으
로 회석한 일차항체 (anti-MMP-1 mouse antibody in 0.1% 
BSA/well) 50 µL로 처리한 후 37°C에서 1시간 배양시킨 다음 상층
액을 제거한 후 washing buffer (Tween 20 in PBS)로 3번 세척하
였다. 1:4000으로 회석한 이차항체 (anti-mouse IgG antibody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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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 BSA/well) 50 µL로 처리한 후 37°C에서 1시간 배양시킨 다
음 상층액을 제거한 후 washing buffer (Tween 20 in PBS)로 5번 
세척하였다. 1 mg/mL의 농도로 녹인 para-nirophenylphosphate 
(pNPP) 100 µL를 각 well당 처리한 후 37°C 암실에서 1시간 배양
시킨 다음 40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Nitric oxide (NO) 생성 저해능 측정
    용담초 추출물이 RAW264.7 세포 배양에서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해 Green 등의 방법17)에 따라 세포배양액 내 
NO 양을 nitrite (NO2-)와 nitrate (NO3-) 형태로 측정하였다. 
RAW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5×10⁴/well로 분주하고 24시간 
동안 전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고 LPS가 1 µg/mL이 포함된 무혈청 
배지에 용담초를 각 농도별로 가하여 48시간 동안 후배양하였다. 새
로운 96 well plate에 배양된 세포 배양 상층액 100 µL와 Griess 
reagent 100 µL을 첨가하여 차광된 상태에서 10분간 반응시키고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LPS 처리군과 비교하여 백분
율로 표시하였다.

NO 생성 저해능(%) = 100 - 
시료첨가군의 O.D. at 540nm

)×100]
시료무첨가군의 O.D. at 540nm

8.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하였으며, 분석 수치는 Mean ± S.D로 
표시하였고 SPSS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 
WIN 17.0 프로그램을 이용하였으며 통계분석은 ANOVA Test에 의
해 분석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p<0.01, **(##)p<0.001로 표기하
여 유의성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였다.

결    과

1. 항산화 활성 
 1) DPPH radical 소거능
    항산화제는 보랏빛의 DPPH 라디칼 (DPPH-)을 무색(DPPH-H)
의 형태로 전환시키는데 용담초 추출물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DPPH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하였다. 본 실험에서 DPPH를 이용
한 free- radical 소거 활성을 측정한 결과 10µg의 농도로 용담초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때는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나 50µg 농
도에서는 55%의 높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Fig. 1).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고농도 용담초 추출물
을 처리하였을 경우 DPPH radical 소거능이 높게 나오는 것을 확
인 할 수 있었다. 
 2) SOD 유사 활성 
    SOD는 생체에 매우 유해한 peroxide anion radical(O⁻₂)과 반
응하여 hydrogen peroxide (2O₂⁻₊ 2H⁺⇢ H2O2)를 생성하는 효소로
써 산소를 운반하는 모든 생물 종에 존재하며, 생체 내에서 활성산
소 장애에 대한 방어작용을 하는 대표적인 활성 산소 저해제이다18). 
SOD에 의해 생성된 H2O2는 peroxidase나 catalase에 의해 무해한 
물 분자와 산소분자로 전환 된다19). 이러한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는 superoxide anion의 활성화 억제능을 알아보기 위하여 실험

한 결과 SOD 유사 활성 변화는 용담초 추출물의 농도가 올라 갈수
록 농도 의존적으로 활성이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Fig. 2). 

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GSB extract.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p<0.01 compared with ascorbic acid.

Fig. 2. SOD-like activity of GSB extract. SOD-like activity was measured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p<0.01 compared with control.

2. 멜라닌 생성 억제 효과 
    피부색은 표피에 존재하는 색소 세포인 멜라닌세포에서 생성하
는 멜라닌 색소의 양, 분포, 혈류의 흐름에 영향을 받게 된다. 피부
에서 색소 침착의 정도는 멜라닌 지수로 평가될 수 있으며, 피부 표
면의 멜라닌 수치는 안면피부의 색소 침착 형태, 자외선에 대한 민
감도 등을 파악하는데 주요한 평가 지표가 된다. 본 실험에서는 용
담초 추출물의 멜라닌 형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 단
계로 B16/F10 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B16/F10 세포에 
용담초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NR 
assay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거의 모든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이 
100% 이상 나타나 세포 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 할 수 있었다
(Fig. 3A). 
    용담초 추출물이 멜라닌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B16/F10 세포에 멜라닌세포 자극호르몬(α-Melanocyte 
Stimulating Hormone, α-MSH) 10 nM을 처리하여 멜라닌생성을 
유도하고 동시에 용담초 추출물 1.25, 2.5, 5, 10, 20 µg/mL의 농
도로 처리한 후 멜라닌 생성량을 비교하였다. 실험 결과 α-MSH 단
독 처리 한 경우 멜라닌 함량이 대조군에 비하여 뚜렷하게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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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용담초 추출물을 20 ㎍/mL의 농도
로 처리한 경우 멜라닌 생성이 62% 억제되었다(Fig. 3B). 

A B

  

Fig. 3. Effect of GSB extract on melanin production in B16/F10 cells 
stimulated with α-MSH. B16F10 cells were plated at 3×10⁴cells/well and 
incubated in media containing from 1.25 to 20 µg/mL for 48 hour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 Effect on melanin production was 
tested with various doses of GSB extract and α-MSH (b).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p<0.001 
compared with control, and **p<0.001 compared with α-MSH treated 
group.

3. MMP-1 발현 억제능
    MMP-1은 세포외 기질을 분해시키는 단백질이며, 과도하게 활
성화되면 MMP의 생성을 억제하는 tissue inhibitor of MMPs 
(TIMP)가 발현되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되고 있다20). 이러한 
MMPs의 발현과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collagen 분해를 촉진시켜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본 실험에서는 용담초 추
출물이 MMP-1의 생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전 단
계로 HDF 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HDF 세포에 용담초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NR assay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모든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95% 이상으로 
나타났다(Fig. 4A).
    용담초 추출물이 MMP-1의 생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
기 위하여 용담초 추출물을 HDF세포에 24시간 동안 처리한 후 배
양 상층액을 취하여 ELISA 방법으로 MMP-1 함량을 측정하였다. 
UVB 25 mJ/cm²를 조사한 HDF 세포에 용담초 추출물을 1.25, 
2.5, 5, 10, 20 µg/mL을 처리한 결과, 용담초 추출물 5 µg/mL까
지 농도 의존적으로 MMP-1 발현을 억제하였다(Fig. 4B). 

4. NO 생성 억제 효과 
    용담초 추출물의 NO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기 위한 전 
단계로 RAW264.7 세포에 대한 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RAW264.7 
세포에 용담초 추출물을 농도별로 처리하여 48시간 동안 배양한 후 
NR assay를 수행하였다. 실험 결과 용담초 추출물을 5-20 µg/mL
의 농도로 첨가하였을 때, 대체로 90% 이상의 생존율을 유지하였
다. 그러나 농도가 50-100µg/mL에서는 세포의 생존율이 현격히 줄
어드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실험은 20 µg/mL 이내
에서 실시하였다(Fig. 5A). 
    용담초 추출물을 이용하여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
도되는 NO의 생성을 억제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 한 결과 용담초 

추출물 1.25, 2.5, 5, 10, 20 ㎍/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LPS 
처리군에 비해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이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
났다(Fig. 5B). 

A B

  

Fig. 4. Effect of GSB extract on MMP-1 production in UVB-irradiated 
HDF cells. HDF cells were plated at 3×10⁴cells/well and incubated in 
media containing from 1.25 to 20 µg/mL for 48 hour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 HDF cells were pretreated with GSB followed 
by UVB irradiation(25mJ/c㎡). MMP-1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ssay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b).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p<0.001 
compared with control, and *p<0.01, **p<0.001 compared with the 
UVB-irradiated group.

A B

  

Fig. 5. Effect of GSB extract on NO production in RAW264.7 cells. 
RAW264.7 cells were plated at 3×10⁴cells/well and incubated in media 
containing from 5 to 100 µg/mL for 48 hours. Cell viability was measured 
by MTT assay (a). RAW264.7 cells were treated with LPS (1 µg/mL) and 
combined with GSB for 48h. Nitrite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b).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the average of triplicate samples with S.D. 
##p<0.001 compared with control, and *p<0.01, **p<0.001 compared with 
LPS treated group.

고    찰

    피부는 신체의 생리적 시스템과 환경 사이의 장벽을 구성하는 
기관으로 꾾임없이 환경적 스트레스에 노출되고, 이로 인해 피부 건
조, 주름, 어두운 피부톤 등이 나타날 수 있으며, 대표적 환경 자극
인 자외선의 유해한 영향으로 인한 화학적 노화가 자연적 노화와 
함께 피부의 노화를 촉진 시킨다21). 피부가 노화되면 여러 가지 대
사 활성이 저하되고 세포활성도 떨어지게 되는데 이로 인해 피부가 
건조해지고 진피내의 기질 단백질이 결핍되어 피부가 얇아지며 탄
력이 떨어져 주름이 생기게 된다. 주름의 생성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으나 나이의 증가와 환경적 요인 외에 근육의 분포와 움직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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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조직 섬유의 손상과도 연관성이 있으며 그밖에 유전적 요인과 
estrogen등의 호르몬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22).
    항산화 효소 중의 하나인 SOD는 세포에 해로운 활성 산소를 
과산화수소수로 전환시키는 촉매작용을 하는 효소로23), 생체 내에서 
생성된 활성 산소는 체내에서 산화적 장애를 초래하게 된다. SOD 
유사활성 물질은 주로 phytochemical에 속하는 저분자 물질이 
SOD와 유사한 역할을 하여 superoxide의 반응성을 억제하여 
superoxide로부터 생체를 보호한다고 보고되어 있다. 따라서 SOD 
유사활성을 갖는 물질은 인체 내의 superoxide를 제거함으로써 노
화 억제와 더불어 산화적 장애를 방어할 수 있다24).
    본 실험에서 용담초 추출물이 항산화 활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
사한 결과, 항산화 활성은 농도 의존적으로 증가하였으며 DPPH 
radical 소거능에서는 10 µg/ml의 용담초 추출물을 처리 하였을 
때는 크게 변화가 보이지 않았으나 50 µg/ml 농도에서는 55%의 
높은 DPPH radical 소거능을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멜라닌은 표피의 기저층에 존재하는 멜라닌세포내의 
melanosome에서 다양한 효소에 의해 생성된다. 색소 세포인 멜라
닌은 외부 환경으로부터 피부세포를 보호해 주는 역할을 하지만 자
외선 노출 및 피부노화로 인해 생리기능이 떨어지게 되면 멜라닌이 
국소적으로 과도하게 합성되거나 피부표면에 침착되어 기미, 주근깨 
및 다양한 색소 침착을 형성하고 심하게는 피부암을 유발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25). 본 실험에서 용담초 에탄올 추출물이 melanin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용담초 추출물 20 µg/mL 농도
에서 멜라닌 생성이 62% 억제된 것으로 나타났다. 
    피부의 결합조직은 collagen과 elastin에 의해 이루어 지며 노
화로 인해 피부가 약해지거나 반복적인 자외선의 노출은 어두운 피
부톤과 피부에 metalloproteinases (MMPS)를 증가시키고 MMPs는 
피부의 collagen을 분해하며 이런 현상의 반복으로 인해 피부주름
이 가속화 된다22). MMP-1은 세포외 기질을 분해시키는 중요한 단
백질이며, 과도하게 활성화되면 MMP의 활성을 억제하는 tissue 
inhibitor of MMPs (TIMP)가 발현되어 서로 상호작용에 의해 조절
된다20). 이러한 MMPs의 발현과 활성이 증가하게 되면 collagen 분
해를 촉진시켜 피부노화를 일으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며26) 이러한 
단백질 가수분해물로부터 얻어진 펩타이드가 주름 개선, 보습 증진, 
탄력 증가와 특정 피부 효능 소재로 활용되고 있으며, 대표적인 것
이 콜라겐 가수분해물이다27,28). 본 실험에서 MMP-1 활성 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HDF세포에  UVB를 조사하면 MMP-1 
활성이 크게 증가하였고 용담초 추출물을 첨가하면 이들의 활성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용담은 secoridoid 배당체를 함유하고 있는 식물로서, 용담이 
가지는 항염증 효과에 관한 것으로는 Gentiana scabra Bunge에서 
분리된 5-(hydroxymethy1)-2-furfural 가 LPS로 활성화시킨 
RAW264.7 세포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NO생성을 저하시킨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gentiopicroside가 carrageenin으로 유발시킨 흰쥐 
족적 부종시험에 있어서 항염증 효과가 있고29,30) 한방에서는 용담이 
가지는 차가운 성질로 인하여 열을 내리고 염증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으며, 위와 장의 운동기능을 항진시키고 소화액의 분비를 촉진하
는 성질이 있는 것31)으로 보고되었다.

    염증반응이란 체내에 외부로부터 물리적, 화학적 자극이나 세균
감염에 대해 면역세포가 이를 인지하여 다양한 염증 매개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을 수복하거나 재생하려는 기전이다32). 그
러나 지속적으로 또는 과도하게 발생된 만성 염증반응은 조직의 손
상을 유발하며 이와 관련한 ROS와 염증성 cytokine은 내독소 자극
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의 매개체로써 중요한 역할을 한다33). Nitric 
oxide (NO)는 혈압조절, 신경전달, 혈액응고, 면역기능 등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여러 조직과 세포에서 Larginine으로
부터 Nitric Oxide Synthase (NOS)에 의해 생성된다34). 또한 NO
가 혈관 투과성 증가, 부종 등 염증반응을 야기하거나 
cyclooxygenase (COX)의 활성을 촉진시켜 prostaglandin 등의 생
합성을 촉진하여 염증반응을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난다35-38). NO
는 신경계, 면역계, 심장혈관계에 있어서 중요한 전달물질로 신경독
성 및 신경보호성의 기능을 동시에 나타내며 쇼크와 다른 신경 퇴
행성 질병의 발생에도 관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9,40). 
    본 실험에서 용담초 추출물이 RAW264.7 cell에서 LPS에 의해 
유도되는 NO의 생성을 억제시키는지의 여부를 평가 한 결과 용담
초 추출물 20 ㎍/mL의 농도에서 NO 생성이 80% 이상 억제되는 
것으로 나타나 항염 작용이 매우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결    론

    용담초 에탄올 추출물의 항산화, 항염증, 멜라닌 및 콜라겐 생
성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RAW264.7 세포, B16/F10 세
포, HDF 세포들을 활용하여 세포독성과 세포내 NO (Nitric Oxide) 
생성량을 측정하였고, 세포내 멜라닌 생성 억제 실험과 MMP-1 발
현 변화 실험을 실시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용담초 에탄올 추출물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SOD 유사 활
성이 농도 의존적으로 높게나타났으며 20 µg/mL 농도에서 
RAW264.7 세포, B16/F10 세포와 HDF 세포의 생존율은 90% 이상 
나타나 세포 독성이 없는 것을 확인하였다. 용담초 에탄올 추출물은 
B16/F10 세포의 melanin 생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 HDF 세
포에서 MMP-1 발현을 억제하였고 RAW264.7 세포에서 NO 생성을 
유의하게 억제하였다.
    이상의 결과 용담초 추출물은 본 실험에서 다양한 세포에 대해 
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며 항산화, 멜라닌 및 콜라겐 생성 효능 및 
항염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기능성 소재로서의 활용성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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