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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랑킨센스를 이용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억제 효과를 입증하고자한다. 이에  LPS

를 처리한 마우스의 식세포를 이용하여 TNF-α, IL-1β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변화를 살펴보기 

해 다자인하 다. 세포에 한 독성 실험은 MTS인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시약을 

이용하여 실시하 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는 ELISA kit을 사용하여 측정하 다. 그 결과  랑킨센스는 

10ug/ml-1000ug/ml에서 세포독성이 없었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1β생성을 유의성있게 억제시켰

다.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분비 억제효과는 랑킨센스의 항 염성을 입증하기 한 기 인 생리 활성 자료와 

기능성 소재로 다양한 융합 인 활용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 주제어 : 랑킨센스, 항염증, MTS, TNF-α, IL-1β, 융합

Abstract   This study aims to demonstrate the inhibitory effect of proinflammatory cytokines by using 

Frankinsense. The present data was designed to determine the production of the frankincence on 

pro-inflammatory factors such as TNF-α and  IL-1β in lipopolysaccharide(LPS) stimulated RAW264.7 

macrophages cell. The cell toxicity was identified by CellTiter 96 AQueous One solution cell proliferation 

assay. To evaluate of anti-inflammatory effect of frankincence,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measured 

by ELISA kit. As a result, the frankincence reduced NO and TNF-α production without cytotoxicity. As 

a result, Francincense was not cytotoxic at 10 ug / ml-1000 ug / ml and significantly inhibited the 

proinflammatory cytokines TNF-α and IL-1β. The secretion inhibition effect of proinflammatory cytokine 

is believed to be applicable to various physiological activity data and functional materials to demonstrate 

the anti - inflammatory properties of frankinc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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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염증반응은 외부 자극이나 세균감염과 같은 다양한 

경로를 통하여 생체 내부의 사산물생성과 같은 내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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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에 한 생체항상성을 한 조직들의 방어기 으로[1], 

세포내 다양한 염증조 인자들인 proinflammatory 

cytokines인 TNF-α, IL-1β, IL-8 와 histamine, 

prostagrandin, lysosomal enzyme, 등 여러 염증 조 인

자들의 일차  이차  매개체들이 여한다[2]. 특히 

식세포에서 분비되는 사이토카인인 tumor necrosis 

factor인 TNF-α, lipopolysaccharide인 LPS와 같은 자극

에 의해 염증 반응 발 에 여하는 다양한 사 인자를 

활성화시키며, 그 결과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인 

iNOS, 효소인 cyclooxygenase-2, COX-2등의  발 이 

유발되며 nitric oxide인 NO와 다양한 Prostaglandin E2

인 PGE2가 생성되면 염증 을 일으킨다[3,4]. 한 확

장물질인 NO가 과도하게 생성되면 염증 반응의 항진되

며 격한  확장반응에 의한 패 성 쇼크가 유발되

고 상처 치유의 억제나 신경조직의 손상 등을 일으켜 생

체에 다양한 질병을 유발한다[5]. 한 만성 염증성 질

환에서 치료제로 쓰이는 스테로이드제와 비스테로이드

성 항 염증제(NSAIDs)는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나 심

각한 부작용 발생이 우려되어 장기간 사용이 어렵다.  이

러한 부작용을 보완하기 해 양방 제제들을 신 할 수 

있는 식물성 aroma oil을 이용하여 질병치료를 한 의약

품이나 화장품의 원료, 방향제등으로 범 하게 사용되

고 있다. 특히 알 르기, 천식등과 같은 호흡기 련 질환, 

피부질환 등에 체의학  치료로 사용되고 있다. 랑

킨센스 나무는 유향나무(B. carterii)로 불리며 오만과 소

말리아, 멘이 원산지며 낙엽성 목으로 4-5m 높이까

지 자란다. 유향나무는 기부분에 상처를 내면 우유빛

의 수액이 흘러나와 굳어지며 이것을 유향(乳香)이라하

며 향료로서의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어로는 

랑킨센스(frankincence) 는 올리바눔(olibanum)이라 

한다[6]. 이것을 응고하여 방향(芳香)성 고무 수지(樹脂)

를 얻는데, 매운맛과 쓴맛이며 향수나 화장품의 재료로 

쓰이며 다양한 치료  목 으로 사용되고 있다. 한  동

양의학과 한의학에서 치료  요법으로 많이 사용하고 있

으며, 유향 는 훈육향(薰陸香)이라고 하며 진통효과와 

항염작용으로 알려져 있다, 유몰편(乳沒片)이라는 표

인 처방은 통증완화를 목 으로 쓰이며. 유향의 특징

은 독성이 없으면서  방부작용과 강력한 박테리아 성장

의 억제와 퇴행성 염[7,8] 등 효과를 갖고 있다. 최근

에는 스트 스나 정신  치료에 효과 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많은 아로마 문가들이 스트 스와 긴장 완화

에 이완요법으로 사용하고 있다. frankincence은 천식과 

같은 알러지성 염증질환에 임상  용도로 응용하고 있으

나[9] 생물학  작용기 에 한 효능과 작용기작에 

한 연구는 미흡한 상태다. 이에 본 연구는 RAW 264.7세

포에서   염증성사이토카인인 TNF-α과 IL-1β 생성량

을 조사하여 frankincence의 항염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2. 연구재료 및 방법
2.1 실험재료

실험에 사용한 랑킨센스는 100% 순도의 천연 에션

셜 오일이며 유기농 인증기 으로부터 인정받았으며

(ECOCERT-F-32600), 랑스가 원산지인 NEW 

DIRECTIONS LABORATORY LTD사 제품을 사용하

다. 에탄올과 랑킨센스를 4 : 1로 희석하여 배지에 첨

가하여 사용하 다.

2.2 시약

세포배양용 시약들인 fetal bovine serum(FBS)와 세

포 배양액인 DMEM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streptomycin-penicillin은 Gibco BRL사(Grand Island, 

USA)를 사용하 으며 Sigma-Aldrich사(St. Louis, USA)에

서 Lipopolysaccharide(LPS)를 구입하 으며  MTS인 

Cell Titer 96® AQueous One Solution은 Promega사

(Madison,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ELISA kit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와 IL-1β를  eBioscience

사(San Diego ,CA, USA)에서 구입하여 사용하 다. 이

외에 사용된 시약은 실험의 정확성을 해  모두 분석용 

특  시약을 사용하 다.

2.3 세포배양

마우스의 식세포주인 RAW264.7 세포는   한국세포

주은행인 KCLB에서 분양받아서 실험에 사용하 으며, 

세포배양을 해 DMEM인 Dulbecco,s Modified Eagle 

Medium 배지를 사용하 으며 세포의 양과 감염억제

를 해   FBS 10%과  penicillin-streptomycin 1%을 포

함하는 배지를 사용하 다. 식세포는37℃, CO2 배양기 

5% CO2에서 배양하 으며 이틀에 한번씩 계 배양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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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세포독성

랑킨센스의 세포에 한  독성반응은 Desai의 방법

[10]에 의해 측정하 다. 세포독성측정은 MTS assay 방

법을 이용하여 mitochondrial dehydrogenases에 의하여 

formazan으로 환되는 MTS를 측정하여 독성정도를 

별하는 것이다. 96 well plate에 RAW264.7 세포1.0×10
5 

cells/well의 분주하고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랑킨센

스를 10μg/mL, 100μg/mL, 1000μg/mL처리하고 24시간 

동안 CO2 배양기 배양하 다. 24시간 후 20μl의 MTS 

solution을 첨가한 후 CO2 배양기 37℃, 5% CO2에서 4시

간 반응시킨 후, 세포의 변화를 450nm에서 흡 도의 변

화로 측정한 후 조군에 한 세포독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하 다. 

2.5 사이토카인 측정

RAW264.7 마우스 식 세포를 96well plate에 

1.0×105cells/well의 농도가 되도록 분주하고 CO2 배양기

에서 18시간 동안 배양한 후 랑킨센스를 10μg/mL, 100

μg/mL, 1000μg/mL  처리하 다. 그리고 1시간 후에 

LPS 10μg/mL 처리하 다. 24시간 CO2 배양기에서 배양

한 후  배양액에 함유된 연증성 사이토카인인  TNF-α, 

IL-1β의 생성을 ELISA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2.6 통계적 분석

실험군 사이의 통계  차이는 students' t-test를 사용

하 다. 평균±표 오차(Mean±S.E.)로 계산되어진 실험

결과는 각군 간의 유의성 정은 p＜0.05 에 해당하는 경

우에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단하 다.

3. 결과
3.1 프랑킨센스의 RAW264.7 세포에 대한 독성 

독성이 없다고 알려진 랑킨센스의 세포에 한 독

성을 확인하기 하여 RAW 264.7 세포에 랑킨센스를 

10-1000ug/mL  처리한 후 MTS assay를 실시하 다. 다

양한 농도에서 cell viability를 측정해 본 결과 1000ug/mL

의 농도까지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RAW 264.7 식

세포의 세포생존율에 독성을 주지않는 10ug/mL, 100ug/mL, 

1000ug/mL의 농도에서 독성  실험을 진행하 다. 실험 

결과 랑킨센스는 10ug/mL, 100ug/mL, 1,000ug/mL 모

든 농도에서 각각 101.6±5%, 98.9±3.02%, 99.0±2.97%로 

상회하는 결과를 나타내어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Figure 1).

[Fig. 1] Effects of  frankincence on the cell viability of 

RAW264.7 macrophage cells. Results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were averaged mean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were 

expressed as percent cell viability compared to 

the viability of untreated control cells.

3.2 프랑킨센스의 TNF-α, IL-1β 생성억제 

랑킨센스의  Proinflammatory Cytokine TNF-α, 

IL-1β의 생성 억제에 미치는 효과을 확인하기 해 

RAW 264.7 세포에 10ug/mL농도의 LPS 단독 처리하거

나 LPS와 랑킨센스를 10ug/mL, 100ug/mL, 1,000ug/mL

농도로 처리하 다. 처리 후  TNF-α, IL-1β의 생성량을 

조사한 결과 농도 의존 으로 TNF-α, IL-1β 생성을 억

제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나 IL-1β에서는 유의성은 

없었다. 그러나 TNF-α은 1,000ug/mL을 처리한 실험군

은 TNF-α 생성이 유의성 있게 억제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Figure 2, 3). 

[Fig. 2] Effect of frankincence on TNF-α production 

from the LPS-treated RAW264.7 cell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ere average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D = bars) 

and asterisks (*)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 : p < 0.05 compared with L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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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frankincence on IL-1β production 

from the LPS-treated RAW264.7 cells. The 

results of the experiment were averages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and asterisks 

(*) showed significant differences. (* : p < 
0.05 compared twith LPS)

4. 고찰
LPS로 자극에 의한  RAW264.7 식세포에 한 

랑킨센스의 식세포에 한 독성을 측정하기 하여 

MTS Assay를 수행하 다. 조군과 랑킨센스 24시간 

처리한 실험군의 세포독성이 없었다(Figure 1).

다양한 경로를 통한 외부 감염이나 생체 내 사산물 

등에의한 내ㆍ외  자극에 한 생체 내 방어기 으로 

발 되는 염증은, 세포 내 다양한 염증 조 인자들이 일

차 , 이차  매개체로서 여한다. 한 이들은 알 르

기, 아토피, 염, 심장병, 뇌심 질환과 만성질환 뿐

만 아니라 암 등과 같은 만성 염증성 질환의 원인을 제

공하게 된다[11]. 염증은 신체에 한 방어 기 이고, 신

체방어 기   가장 요한 기 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증상과 증후를 나타낸다.[12]. 

홍반, 부종, 열, 통증 그리고 기능 상실 등이 염증의 증

상으로 나타난다[13].  NO, HNO2, ONOO-와 같은 활성

산소와  활성 질소(Reactive Nitrogen Species, RNS)는 

염증반응 발 시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인 식세

포, 호 구  다른 면역 세포들의 생체내 반응으로 인해 

다량 발 된다[14]. Lipopolysaccharide(LPS)는 국소 염

증과 항체생산, 폐 증과 같은 다양한 신체내 반응을 일

으킨다[15]. 다양한 염증성 질환에서 사용되는 표 인 

치료제는 스테로이드제와 비스테로이드성 염증치료제

(NSAIDs)가 사용된다. 이 제제들은 범 한 항염증 효

과도 있지만 다양한 부작용 발생우려로 인하여 장기간 

사용에 한계로 천연물에서 유효성분을 얻으려는 노력들

이 다양하게 시도되고 있다[16]. 한 천연물에서 추출된 

다양한 성분과 제제로 항염성에 련된 실험으로 효용성

이 입증되고 있다. 염증시 다양한 매개물질이 여하며 

특히 활성화된 림 구  식세포 등의 세포에서 분비

되는 염증성 Cytokine을 보면, TNF-α, IL-1β, IL-6, 

IL-8 등이 있다[17]. 특히 TNF-α는 LPS 자극반응의 주

요 매개체로 선천면역반응 조 에 있어서 핵심 인 역할

을 한다[18]. TNF-α는 Macrophage와 Mast Cell에서 분

비되며 tumor cell에서 세포내 독성을 나타내며 생체내 

만성염증과 련되어 있다[19,20]. 이에 IL-1β과 TNF-α

의 생성억제의 변화를 살펴보기 해 랑킨센스를 처리

한 실험군은 특히, TNF-α분비가 농도 의존 으로 억제

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하여 랑

킨센스가 LPS에서 유도된 염증모델에서 Proinflammatory 

Cytokine TNF-α 생성억제 효과로 인해 유의성 있는 항 

염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5. 결론
식세포 RAW264.7 세포에서 랑킨센스에 의한 안

성을 확인하기 하여 MTS를 이용하여 실험을 실시

하 다. 실험결과 실험에 사용된 랑킨센스는 세포독성

을 나타내지 않았다.  TNF-α 생성 억제 평가에서는 

랑킨센스 10ug/mL, 100ug/mL, 1,000ug/mL농도별로 처

리한 실험군에서 TNF-α 생성이 농도의존 으로 억제되

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특히 랑킨센스는 1,000ug/mL을 

처리한 실험군은 TNF-α 생성이 유의성있게 생성 억제

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로 볼 때 랑

킨센스의 항염 작용과 련된 면역기 에 한 생리활성

을 객 으로 입증하는 기 인 자료로 활용을 할 수

는 있으나 심도 깊은 항염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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