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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FN-γ와 LPS로 자극된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藁本 메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이세연․박호 ․차동석․신태용․나호정1․문우성2․강양규3․   훈*

우석 학교 약학 학, 1 : 경희 학교 한의학연구소, 2 : 북 학교 의과 학, 3 : (유) 해원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 of Angelica Tenuissima in 

IFN-γ/LPS-stimulated Peritoneal Macrophage

Se Yeoun Lee, Ho Jun Park, Dong Seok Cha, Tae Yong Shin, Ho Jeong Na
1
, Woo Sung Moon

2
, 

Yang Gyu Kang3, Hoon Jeon*

College of Pharmacy, Woosuk University, 1 : Institute of Oriental Medicine, Kyunghee University,

2 : Department of Pathology, Chonbuk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Medicine, 3 : Heawon Ltd.

     The objective of this study were to evaluate the antioxidant activity and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Angelica 

tenuissima (AT) which has been used widely as a traditional medicine. The antioxidant activities of AT was tested by 

DPPH radical scavenging,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nd nitric oxide scavenging. AT showed strong antioxidant 

activity in all experiment. In macrophages nitric oxide (NO) is released as an inflammatory mediator and has been 

proposed to be an important modulator of many pathophysiological conditions and high concentratin of NO is produced 

by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In this study we have examined the inhibition effects of NO by 85% 

methanol extracts of AT in mouse (C57BL/6) peritoneal macrophage. AT (100, 1000 ㎍/㎖) suppressed nitric oxide 

production and iNOS expression without any notable cytotoxicity and it also inhibited the expression of inflammatory 

enzymes like cyclooxygenase-2 (COX-2). These data suggest that 85% methanol extracts of AT may possibly be used 

as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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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藁本은 繖形科 (Umbelliferae)에 속한 多年生 草本인 藁本 

Angelica tenuissima Nakai (Ligusticum tenuissimum Kitagawa), 中

國藁本 (遼藁本; Ligusticum jeholense Nakai et Kitagawa)의 根莖

과 根을 건조한 것으로1) 가을에 莖葉이 말랐을 때나 다음 에 

새싹이 나올 때 채취한 것을 사용한다. 解表藥인 藁本은 祛風散

寒, 除濕止痛의 效能으로 感冒風寒, 風濕肢節痺痛, 寒濕腹痛 등

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어온 약재이다2). 고본에는 limonene, 

neocnidilide, cinidilide 등의 정유성분이 많이 함유되어 있으며 

약리작용에 한 연구는 국고본에 한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그러나 고본 (Angelica tenuissima Nakai)의 함유성분  약

리작용에 한 연구는 많이 미흡한 실정이다.

    생체 내 에 지 생성 과정 에 소비되는 산소의 부분은 

세포의 사과정에서 생성되는 자와 결합하여 물로 환원되지

만, 이 가운데 일부는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이나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 등으로 

환되어 산화  스트 스 (oxidative stress)에 의해 생체에 직  

는 간 으로 유해를 끼치게 된다. 이에 응하여 생체 내에

는 항산화계가 존재하여 끊임없이 생성되는 ROS와 RNS를 제거

하여 생체 내 산화  균형을 유지하고 있으나 스트 스 등의 이

유로 인해 이러한 균형이 깨지게 되면 지질, 단백질  DNA 등

을 손상시켜 류마티스 염이나 동맥경화 등의 만성 염증성 

질환이 발생하게 된다.

    NO는 높은 반응성을 가진 free radical로서 nano mol 단

의 농도에서의 생성은 면역계의 방어인자로서 요한 생리  역

할을3) 하는 반면에, micro mol 단 의 과도한 생성은 염증과4) 아



이세연․박호 ․차동석․신태용․나호정․문우성․강양규․   훈

- 1550 -

테롬성 동맥경화증
5,6)

 등을 포함한 다양한 병리 과정에 여한다

고 보고되고 있다. 이러한 과도한 NO의 생성은 IFN-γ, TNF-α와 

같은 cytokine과 세균의 내독소인 lipopolysaccharide (LPS) 등의 

자극에 의해 식세포에서 iNOS가 발 됨에 따라 일어난다7)
. 일

반 으로 iNOS의 발 은 면역 반응의 활성시 유발되어 염증반

응을 심화시키는데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
8)

, 

cyclooxygenase-2 (COX-2) 역시 arachidonic acid를 

prostaglandin (PG)로 환시키는 효소로서 PGE2를 생성시켜서 

염증의 여러 병리과정에 여한다고 보고되고 있다9)
. 

    따라서 ROS와 RNS를 제거할 수 있는 항산화제나 염증매개

인자 해는 염증 치료에 있어서 매력 인 치료 방향이 될 수 있

다. 이에 본 실험에서는 DPPH radical 소거효과,  superoxide 

anion 소거능  nitric oxide 소거능을 통해 고본의 항산화 효과

를 알아보았으며, IFN-γ와 LPS로 자극된 쥐의 복강 식세포에

서 염증 매개물인 NO 생성  iNOS, COX-2 발 에 고본이 어

떠한 향을 미치는지 조사하여 유의성있는 결과를 얻었기에 보

고하는 바이다.

재료  방법

1. 시약  기기

    실험에 사용한 시약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M), penicillin-streptomycin,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sodium dodecyl sulfate (SDS), fetal 

bovine serum (FBS), trypsin은 Gibco Co.에서 anti-mouse iNOS

는 Santa Cruz에서 구입한 것을 사용하 다. L-ascorbic acid, 

1,1-diphenyl-2-picrylhydrazyl (DPPH), xanthine, xanthine 

oxidase, nitroblue tetrazolium (NBT), sodium nitroprusside 

(SNP), lipopolysaccharide (LPS), anti-rabbit actin, 

3-(4,5-dimethylthiazol-2-yl)-2,5- diphenyltetrazolium (MTT)은 

Sigma Co.에서 기타 시약은 cell culture용  1  시약을 사용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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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용하 다.

2. 고본 추출물 제조

    고본은 강원도 임계에서 재배된 藁本 (Angelica tenuissima 

Nakai)을 완산약업사를 통해 구입하여 사용하 다. 건조된 고본 

300 g은 85% 메탄올 7000 ㎖로 2시간 동안 음  추출하 으

며, 여과하여 여액을 rotary evaporator로 감압 농축하 다. 농축

액은 freeze dryer를 이용하여 동결건조하 으며, 사용시까지 -2

0℃에서 보 하 다. 고본 추출물의 수율은 22.2% 으며 실험에

서는 5% dimethylsulfoxide (DMSO)에 녹인다음 filtering 한 것

을 사용하 다.

3.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DPPH radical에 한 고본의 향을 찰하기 해 Gyamfi 

등의 방법10)
을 응용하여 실험하 다. 0.25 mM DPPH (dissolved 

absolute ethanol) 495 ㎕와 여러 농도의 고본 추출물 5 ㎕를 암

실에서 20분 동안 교반한 후 microplate reader (GENios, Tecan, 

Austria)를 이용하여 52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양성 

조군으로는 L-ascorbic acid를 사용하 으며, DPPH radical의 소

거능은 % inhibition으로 환산하여 표기하 다.

4.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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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ctivity)은 Ibrahim 등의 방법
11)

을 일부 수정하여 사용하 다. 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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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도의 고본 추출물 5 ㎕를 잘 섞은 다음 37℃에서 5분간 정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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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작하 으며 37℃에서 20분간 반응시킨 후 2 ㎖의 SDS (69 

mM)을 첨가하여 반응을 종료시켰다. 조군은 시료 신 D.W

를 넣어 실험하 고 57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여 NBT의 감

소량을 확인하 다.

5.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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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본 추출물 5 ㎕를 잘 섞은 다음 실온에서 2시간 30분 동안 반

응시켰다. SNP에 의해 생성된 NO에 한 고본의 효과는 Griess 

reagent (1% sulphanilamide and 0.1% naphthyletylenediamine 

dihydrochloride in 2.5% H3PO4)와 반응시켜 540 nm에서 흡 도

를 측정하여 비교하 으며, 결과는 % inhibition으로 환산하여 

표기하 다.

6. 복강 식세포의 분리  세포배양

    쥐의 복강 식세포는, C57BL/6 6주령 male에 TG 2.5 ㎖을 

주사하여 3일 후 cell을 분리하 다. 분리한 세포는 10% FBS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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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에 배양 하 으며, 37℃의 포화 습도가 유지되는 5% CO2 

incubator에서 배양하 다.

7. 세포생존도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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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주한 다음 고본을 10, 100, 1000 ㎍/㎖의 농도로 처리하여 3

7℃, 5% CO2에서 배양하 다. 24시간이 지난 다음 세포에 0.5 

mg/㎖의 MTT 50 ㎕를 처리하고 3시간 동안 배양한 후, 배지를 

제거하고 생성된 formazan crystal을 DMSO에 녹여 micro plate 

reader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다.

8. Nitric Oxide 발 량 측정

    IFN-γ와 LPS에 의해 생성되는 NO의 양은 세포배양액에 존

재하는 NO2
-
의 형태로서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 다. 복

강 macrophage를 3 × 10
5 cells/well 이 되도록 24 well plate에 

분주한 다음 여러 농도의 고본 (10, 100, 1000 ㎍/㎖)을 처리하고 

IFN-γ 103 U/㎖와 LPS 1 ㎍/㎖을 처리하여 48 시간 동안 배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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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배양 후 세포배양액과 Griess 시약을 각각 100 ㎕씩 혼합하

여 37℃에서 10 분 동안 반응시킨 다음 microplate reader를 이용

하여 540 nm에서 흡 도를 측정하 으며, NO2-의 농도는 

NaNO2의 검량선에 의해 환산하 다.

9. Immunoblot anan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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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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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oniodet P-40, 1 mM Na3VO4, P1 cocktail이 포함된 lysis buff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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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0℃에서 3분 동안 가열하여 단백질 변성을 유도하 다. 완성된 

cell lysate는 10% SDS-poly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기 동 

한 다음 분리된 gel의 단백질을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electroblotting에 의해 transfer하 고, membrane은 5% skim 

milk에 반응시켜 비특이  단백질을 blocking 하 다. 일차 항체

인 iNOS와 COX-2를 skim milk에 각각 1:500, 1:5000으로 희석하

고, 2시간 동안 각각 항원 항체 반응을 시킨 다음 5분간 3번 

PBS-T로 씻어내고 이차 항체인 anti-mouse IgG와 anti-rabbit IgG 

conjugated HRP를 1시간 30분 동안 반응시킨 후 ECL kit를 사용

하여 X-ray film에 감 시켜 발 된 단백질의 양을 분석하 다.

10. 통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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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석하 으며 조군과 비교하여 p < 0.01 일 때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 다

결    과

1. 고본의 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고본의 자 공여능에 의한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기 하여 

DPPH radical에 한 소거율을 측정하 다. 실험결과 10, 100 ㎍

/㎖의 농도에서는 각각 8.49 ± 2.84, 10.52 ± 1.83의 소거율을 보

여 그다지 큰 효과를 나타내지 않은 반면, 1000 ㎍/㎖농도에서 

66.54 ± 0.97의 비교  우수한 자공여능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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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DPPH radical scavenging effect of AT. AT was incubated with 
DPPH ethanolic solution (0.25 mM) at room temperature. After 20 min, absorbance 

was measured at 520 nm. The values are % inhibition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Results are means ± SEM of three repeated experiments and the 

symbol * represents statistically difference from vehicle treated group (**p < 0.001).

2. 고본의 superoxide anion 소거활성 측정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가운데 하나인 

superoxide anion에 한 고본의 소거활성은 xanthine/xanthine 

oxidase system에서 생성된 superoxide anion에 한 NBT 환원

능으로 측정하 다. 실험 결과 고본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마찬가지로 10  100 ㎍/㎖의 농도에서는 약한 소거활성을 나

타낸 반면, 1,000 ㎍/㎖의 농도에서 66.68 ± 3.28의 유의성 있는 

소거능을 나타내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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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Inhibition effect of AT on NBT reduction in the X/XO system. 
The reduction of NBT, reflecting the level of superoxide anions, is measured 

spectrophotometrically at 570 nm. The values are % inhibition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Ascorbic acid used as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shown 

as means ± SEM of three repeated experiments and the symbol * represe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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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본의 nitric oxide 소거활성 측정

    Sodium nitroprusside (SNP)는 빛의 노출에 의해 NO를 방

출시키는 무기물질로서 본 실험에서는 5 mM의 SNP와 고본을 2

시간 30분 동안 반응시켜 고본이 SNP의 NO 방출에 미치는 향

을 조사하 다. 고본은 농도가 증가함에 따라 nitric oxide 소거

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 는데 최 농도인 1000 ㎍/㎖의 농도

에서의 소거능이 20.75 ± 1.18에 머물러서 NO 생성에 한 뚜렷

한 소거 효과는 확인할 수 없었다(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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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cavenging effect of AT on nitric oxide, generated with 5 mM 

SNP. AT was incubated with SNP (5 mM) at room temperature for 2 h 30 min. 
The nitrite was measured by Griess reaction. The values are % inhibition compared 

with vehicle treated group. Ascorbic acid used as positive control. Results are 

shown as means ± SEM of three repeated experiments * represents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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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IFN-γ와 LPS로 유도된 NO 생성에 

한 고본의 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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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IFN-γ와 

LPS에 의해 유도된 NO2
-
의 양을 측정하 으며, 고본의 NO 생성 

해 활성을 실험하 다. 고본의 메탄올 추출물은 각각 10, 100, 

1000 ㎍/㎖로 처리하 으며 농도에 따라서 32.6%, 78.7%, 87.9%

으로 유의성있는 NO 생성 해 효과를 나타내었다(Fig.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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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ose-dependent inhibition effects of AT on NO production in 

IFN-γ/LPS 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enal macrophages (3 x 
105 cells/well) were cultur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AT. Th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then stimulated with IFN-γ (20 U/㎖) and LPS (10 ㎍/㎖). After 

48 h of culture, NO release was measured by the Griess method (nitrite). Nitrite 

released into the medium is presented as the mean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uplicate in each run; **p < 0.001 compared to IFN-γ + LPS 

5. 고본이 쥐의 복강 식세포의 생존도에 미치는 향

    고본이 IFN-γ와 LPS로 유도된 NO의 생성을 감소시킨 것이, 

고본의 세포독성으로 인한 cell population의 하에서 기인하

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하여 MTT assay를 통하여 고본의 쥐의 

복강 식세포에 한 세포독성을 알아보았다. 쥐의 복강 식세

포에 LPS를 투여한 결과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control군에 비

하여 약 10%의 세포독성을 나타내었으며, 고본을 처리한 결과 

처리 농도에 따른 뚜렷한 독성은 확인할 수 없었다. 고본 1000 

㎍/㎖ 투여군은 오히려 IFN-γ와 LPS에 의한 세포독성을 유의성 

있게 감소시킨 것을 찰 할 수 있었다(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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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Effect of AT on the viability in IFN-γ/LPS 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Various concentrations of AT-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3 
× 10

5
 cells/well) were primed for 6 h with IFN-γ (20 U/㎖). Th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then stimulated with LPS (10 ㎍/㎖) for 24h. Cell viability was 

evaluated by MTT colorimetric assay as described in the method. The results are 

expressed as means ± SEM. of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duplicate in each 

run. *p < 0.01 compared to IFN-γ + LPS 

6.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IFN-γ와 LPS로 유도된 iNOS 발 에 

한 고본의 억제 효과

    염증반응 매개물질인 NO는 iNOS에 의해 생합성되며 NO의 

억제효과가 iNOS 발  억제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immunoblot 

analysis를 통해 조사하 다.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아무것도 

투여하지 않은 control군은  iNOS의 발 이 찰되지 않은 

반면, IFN-γ/LPS를 투여하고 24 시간 동안 배양한 군은 iNOS의 

발 이 크게 증가함이 확인되었다. 증가된 iNOS는 IFN-γ/LPS와 

고본의 병용투여에 의해 히 감소하 고, 1000 ㎍/㎖ 투여 용

량에서는 iNOS의 발 이 거의 확인되지 않았다(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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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s of AT on the expression of iNOS by IFN-γ/LPS 

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neal macrophages (5 × 106 
cells/well) were pretreated with AT (10, 100, 1000 ㎍/㎖) and then stimulated for 

6 h with IFN-γ (20 U/㎖). Th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then stimulated with 

LPS (10 ㎍/㎖) for 24 h. The protein extracts were prepared and samples were 

analyzed for iNOS expression by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the method. 

7.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IFN-γ와 LPS로 유도된 COX-2 발

에 한 고본의 억제 효과

    염증성 (proinflammatory) 자극에 의해 NF-κB의 활성화

를 경유하여 생성되는 COX-2는 prostaglandin E2 (PGE2)의 합

성을 증가시켜 염증반응에 매우 요한 역할을 한다. 쥐의 복강 

식세포에 IFN-γ와 LPS를 처리한 결과 COX-2 단백질이 강하

게 유도되었으며 IFN-γ/LPS와 고본을 동시에 처리한 군에서 발

된 COX-2 단백질의 량이 감소되는 것을 찰할 수 있었다 

(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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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s of AT on the expression of COX-2 by IFN-γ/LPS 

treated peritoneal macrophages. Peritoneal macrophages (5 × 106 
cells/well) were pretreated with AT (10, 100, 1000 ㎍/㎖) and then stimulated for 

6 h with IFN-γ (20 U/㎖). The peritoneal macrophages were then stimulated with 

LPS (10 ㎍/㎖) for 24 h. The protein extracts were prepared and samples were 

analyzed for COX-2 expression by Western blotting as described in the method.

고    찰

    활성산소종 (Reactive oxygen species; ROS)은 모든 세포에

서 정상 인 산화과정 에 생성되며, 일반 으로 생성되는 ROS

로는 superoxide radical (•O2
-
), hydroxyl radical (•O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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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ydrogen peroxide (H2O2) 등이 잘 알려져 있다. ROS는 최외곽

의 자가 소실되거나 과포화된 불안정한 상태에서 벗어나기 

해 높은 반응성을 가지며 그로 인해 세포의 지질, 단백질, 핵산 

등에 산화  스트 스를 유발하여 심각한 세포손상을 일으킨다. 

이와 유사하게 nitric oxide (NO), nitrous oxide (HNO2), 

nitrogen dioxide (NO2), peroxynitrite (ONOO
-
) 등의 활성질소종 

(reactive nitrogen species; RNS) 역시 여러가지 종류의 분자들과 

반응하여 독성물질을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들 ROS 

 RNS에 의해 암이나 alzheimer’s disease 등의 신경퇴행성 질

환 뿐만 아니라 류마티스 염이나 동맥경화 등의 만성 염증

성 질환의 발병에 향을 미친다고 보고되고 있다12)
. 

    고본은 산형과 (Umbelliferae)에 속하는 다년생 본으로서 

국고본 (Ligusticum sinense Oliv.) 는 요고본 (Ligusticum 

jeholense Nakai et Kitazawa)의 근경과 근을 건조한 것을 말하며 

우리나라에서는 고본 (Ligusticum tenuissimum Kitazawa. = 

Angelica tenuissima Nakai)의 뿌리를 쓰고 있다2). 고본의 약리작

용에 한 연구로는 고본의 neutral oil을 마우스에 경구 투여한 

결과 뇌허 에 의한 산소증 상태에서 산소의 소비량을 하

게 하시켜서 뇌손상을 막음으로서 생존율의 증가를 가져온다

는 보고가 있고13), phthalide 계열의 화합물은 prostaglandin F2α

에 의해 유도된 자궁근의 수축반응을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다14). 

특히 고본의 항산화와 련된 연구로서 Ka 등은
15) 고본의 정유

성분을 추출하여 aldehyde/carboxylic acid assay를 통해서 

hexanal oxidation에 한 억제능을 보고하 다. 한 고본은 함

유성분 측면에서 볼 때 천궁과 많이 유사하다고 볼 수 있어서 성

분에 한 약리 작용은 천궁과 비슷할 것으로 사료되며, Li 등은
16) 천궁의 물 추출물에서 hydroxyl radical 소거능을 확인하 다. 

Ka 등과 Li 등의 보고는 고본의 항산화능에 한 가능성을 시사

한다고 생각하며 이에 본 실험에서는 in vitro radical 소거능 측

정을 통해 고본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을 검정하 다.

    고본의 항산화 효과를 알아보기 해 먼  DPPH에 한 고

본의 자공여능을 측정하 다. DPPH는 radical을 갖는 물질 가

운데 비교  안정한 화합물로 항산화 물질의 자 공여능에 의

해 DPPH radical을 포획하기 때문에 보라색이 소실되며 이를 통

해 시료의 항산화 활성을 알아볼 수 있다17). 고본의 항산화능은 

항산화제로 잘 알려진 ascorbic acid를 조군으로 하여 비교하

으며, 실험결과 고본은 1,000 ㎍/㎖의 농도에서 유의성 있는 

활성을 나타내었다(Fig. 1). 

    표 인 ROS의 일종인 superoxide anion (•O2
-
)은 

hydroxyl radical과 같은 다른 ROS 로 환되어 세포 손상을 일

으키며, 이로 인해서 세포에 직  는 간 인 손상을 일으키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본은 생성된 superoxide anion을 유의

성 있게 소거 하 으며(Fig. 2), 이러한 결과는 고본이 

superoxide radical에 의한 세포 내 손상을 억제하고 지질과산화

와 련된 일련의 반응 역시 해시킬 수 있음을 보여 다.

    NO는 RNS의 일종으로 불안정한 기체 상태의 free radical로

서 체내 여러 생리  병리  환경에서 요한 역할을 한다. 생

리  조건에서 NO 는 종양이나 기생충, 세균 등의 방어에 여

하는 반면 과도하게 생성된 NO는 toxic radical로 작용하여 세포

나 조직의 손상을 일으킨다18)
.본 실험에서는 SNP를 이용하여 

NO 생성을 유도하 으며 고본이 생성된 NO 소거에 미치는 

향을 조사하 다. 고본은 농도의존 으로 NO를 소거시켰으나 

DPPH radical이나 superoxide radical 소거능에 비해서 약한 활

성을 나타냄을 알 수 있었다(Fig. 3). 

    이상의 결과들을 통해 고본이 항산화능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으며 이러한 항산화 활성은 고본의 성분 가운데 하나인 

ferulic acid와 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ferulic acid는 

phenol성 화합물로서 항산화력이 보고되고 있다19)
. 

    염증반응은 우리 몸의 감염이나 조직의 손상 등을 통해 나

타나게 되며, 자가면역질환 (autoimmune disease), 다발성 경화

증(multiple sclerosis), 염증성 장질환 (inflammatory bowel 

disease), 패 증 (septic shock) 등은 모두 염증반응에 의해 발병

하는 질환들이다. 이러한 질환은 주로 염증반응에 여하는 세포

인 macrophage나 monocyte 등이 ROS와 RNS  nitric oxide 

(NO)나 prostaglandin E2 (PGE2), 염증성 cytokine 등의 염증매

개물질들을 분비하여 발생한다4,20-22). 이에 따라 천연물로부터 염

증매개물질 조 에 의한 항염증 물질 탐색과 련한 연구가 활

발히 진행되고 있다23).

    고본은 風寒頭痛과 身痛 등에 많이 사용되어온 약재이며 고

본이 가진 비교  양호한 止痛作用으로 보아 고본이 항염증 작

용을 가지고 있을 것으로 추측하 다. 본 연구에서는 85% 메탄

올로 추출된 고본(Angelica tenuissima Nakai)이 IFN-γ와 LPS로 

자극된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나타나는 염증 련 지표들에 미

치는 향을 평가하고자 하 다.

    NO는 ROS의 일종으로 nitric oxide synthase (NOS)를 경유

하여 l-arginin으로부터 생합성되는 radical이며 세포내 2차 신호

달자로서 요한 역할을 한다고 알려져 있다24). NOS는 세포질

내에서 항상 미량으로 존재하는 constitutive form (cNOS)과 면

역학  변화에 의해 유도되는 inducible form (iNOS)의 두가지 

isoform이 존재한다25). cNOS에는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neuronal 

NOS (nNOS)와 내피세포에 존재하는 endothelial NOS (eNOS)

가 있으며 이러한 cNOS에 의한 NO의 생성은 생체내 항상성의 

조 에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26,27). 반면에 

iNOS는 LPS나 IFN-γ, interleukin-1 (IL-1)  tumor necrosis 

factor-α (TNF-α) 등의 cytokine에 의해 식세포, 평활근세

포, 내피세포, 간세포, 심근세포 등에서 장시간 다량의 NO를 생

성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생체내 고농도의 NO 생성은 PG의 

생합성을 진하여 염증반응을 심화시키고28), septic shock를 일

으키며29), 숙주세포의 괴 등을 유발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0-32). 

이에 따라 패 증이나 만성염증성 질환 등의 therapeutic target

으로서 NO 생성 해 물질을 탐색하려는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

되고 있다.

    본 실험에서는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고본의 NO 생성 억

제 효과를 확인하기 하여 고본을 각각 10, 100, 1000 ㎍/㎖의 

농도로 세포에 처리하여 생성되는 NO의 양을 측정하 다. IFN-

γ/LPS를 48시간 동안 처리한 군에서는 control군과 비교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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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의 생성량이 확연하게 증가하 으며, 고본 투여군에서는 10 

㎍/㎖에서 25.98%, 100 ㎍/㎖ 에서 42.86%, 1000 ㎍/㎖ 에서 

87.29%의 뚜렷한 NO 생성 억제 효과를 보여주었다(Fig. 4).

    고본이 농도에 따라 보여  NO 생성 해 활성이 고본의 

세포독성으로 인한 cell population의 하에서 비롯된 것인지 

확인하기 하여, 쥐의 복강 식세포에 고본을 처리한 다음 

MTT assay를 통하여 세포 생존도를 측정하 다. 실험결과 고본

은 모든 투여 농도에서 유의성있는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으

며 오히려 IFN-γ와 LPS 처리에 의한 10% 정도의 세포 독성이 고

본의 투여 농도 증가에 의해 유의성 있게 정상 수 까지 회복되

는 결과를 보 다(Fig. 5). 

    고본의 NO 생성 억제 기 을 알아보기 하여 쥐의 복강 

식세포의 iNOS 단백질의 발 량을 immunoblot analysis를 통

하여 분석하 다. IFN-γ/LPS에 의해 유도된 iNOS 단백질은 고

본 1000 ㎍/㎖ 투여군에서 히 감소하여 iNOS의 발 이 거

의 찰되지 않았다(Fig. 6). 이러한 결과로 미루어보아 고본의 

NO 생성 억제가 iNOS 발  해에서 기인한 것임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iNOS 발 이 해되는 것이 염증 련 주요 사인자

인 NF-κB의down-regulation을 통한 것인지는 좀 더 많은 연구

를 통해 확인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많은 염증 억제 약물들의 작용기 은 PG의 합성 해를 나

타내며 이는 cyclooxygenase-2 (COX-2)의 생성  활성 해에 

의한 것이다. COX는 COX-1과 COX-2 두가지의 isoform으로 나

뉘어지는데 NOS와 마찬가지로 COX-1은 와 신장 기능의 유

지, 소 의 형성에 필요한 PG의 합성에 작용하는 반면33), 

COX-2는 TPA, LPS, TNF-α, ROI 등의 염증성 자극에 의해 염

증매개물질인 PGE2의 합성량을 증가시켜 염증반응에 요한 역

할을 한다고 보고되고 있다34,35). 

    본 연구에서 COX-2 단백질은 IFN-γ와 LPS로 자극된 식

세포에서 강하게 발 하 으며 고본을 병용투여한 군에서는 농

도의존 으로 COX-2의 발 이 감소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7). 식세포에서 고본에 의한 COX-2 발 의 감소는 PGE2 합성 

해로 이어져서 염증과정의 억제에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 iNOS와 마찬가지로 COX-2의 발 에도 NF-κB가 promoter로 

작용하여 사단계에서 발 을 조 한다고 알려져 있으며36), 앞

으로 고본이 이러한 유 자 발  조 물질에 한 활성이 있는

지 여부도 연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종합해보면 고본의 85% 메탄올 추출물

은 DPPH radical 소거능과 superoxide anion 소거능  nitric 

oxide 소거능 등의 in vitro 항산화능 시험에서 비교  양호한 효

과를 보여주었다. 한 항염증 효과를 알아보기 해 사용된 쥐

의 복강 식세포 모델에서 고본은 IFN-γ와 LPS에 의해 생성된 

NO를 유의성 있게 억제하 으며, 이는 iNOS 발 의 감소에서 

기인함을 확인하 다. 고본은 COX-2의 발 도 감소시켰으며 그

로 인해 PGE2의 합성이 억제되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이상의 결

과로 고본의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앞으

로 활성성분의 확인과 더불어, in vivo에서의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결    론

    고본의 85% 메탄올 추출물의 항산화능  항염증 효과를 알

아본 결과 고본은 DPPH radical  superoxide anion은 1000 ㎍

/㎖ 농도에서 유의성 있게 감소시켰으나 nitric oxide 소거능은 

비교  약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고본의 항염증 효과를 알아

보기 해서 염증성 매개인자들인 NO나 iNOS, COX-2의 발 을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확인하 으며, 고본은 IFN-γ/LPS 처리

에 의해 생성된 NO를 농도의존 으로 히 감소시켰고, 투여

농도에서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 고본의 NO 생성 억제 효

과는 iNOS의 활성을 해시킨데 따른 것으로 사료되며, 주요염

증인자인 COX-2의 발  역시 억제하 다. 이상의 결과로 미루어

보아, 고본의 메탄올 추출물은 우수한 항산화  항염증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단되며, 류마티스 염  동맥경화 등

의 만성 염증성 질환의 치료에 효과 으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

로 사료된다.

감사의 

    이 논문은 2008년 교육과학기술부로부터 지원받아 수행된 

연구임(지역거 연구단육성사업/헬스 어기술개발사업단) 

참고문헌

 1. 식품의약품안 청편집부. 한약  제8개정 한약 외 한약

(생약)규격집. 서울, 신일상사, p 35, 2005.

 2. 국한의과 학 본 학교실. 본 학. 서울, 림사, pp 

156-157, 2000.

 3. Hobbs, A.J., Higgs, A., Moncada, S. Inhibition of nitric 

oxide synthase as a potential therapeutic target. Annu. 

Rev. Pharmacol. Toxicol. 39: 191-220, 1999.

 4. Bogdan, C. Nitric oxide and the immune response. Nat. 

Immunol. 2(10):907-916, 2001.  

 5. Luoma, H., Jauhiainen, M., Alakuijala, P., Nevalainen, T. 

Seven weeks feeding of magnesium and fluoride modifies 

plasma lipids of hypercholesterolaemic rats in late growth 

phase. Magnes Res. 11(4):271-282, 1998.

 6. Dusting, G.J. Nitric oxide in coronary artery disease: roles 

in atherosclerosis, myocardial reperfusion and heart failure. 

EXS. 76: 33-55, 1996.

 7. Hibbs, JB.Jr., Taintor, R.R., Vavrin, Z., Rachlin, E,M. Nitric 

oxide: a cytotoxic activated macrophage effector molecule. 

Biochem. Biophys. Res. Commun. 157(1):87-94, 1988.  

 8. Wang, Y., Marsden, P.A. Nitric oxide synthases: gene 

structure and regulation. Adv. Pharmacol. 34: 71-90, 1995.

 9. Duerksen-Hughes, P.J., Day, D.B., Laster, S.M., Zachariades, 

N.A., Aquino, L., Gooding, L.R. Both tumor necrosis factor 

and nitric oxide participate in lysis of simian virus 



IFN-γ와 LPS로 자극된 쥐의 복강 식세포에서 藁本 메탄올 추출물의 항염증 효과

- 1555 -

40-transformed cells by activated macrophages. J. 

Immunol. 149(6):2114-2122, 1992. 

10. Gyamfi, M.A., Yonamine, M., Aniya, Y. Free-radical 

scavenging action of medicinal herbs from Ghana: 

Thonningia sanguinea on experimentally-induced liver 

injuries. Gen. Pharmacol. 32(6):661-667, 1999.

11. Ibrahim, H.R., Hoq, M.I., Aoki, T. Ovotransferrin possesses 

SOD-like superoxide anion scavenging activity that is 

promoted by copper and manganese binding. Int. J. Biol. 

Macromol. 41(5):631-640, 2007. 

12. Devasagayam, T.P., Tilak, J.C., Boloor, K.K., Sane, K.S., 

Ghaskadbi, S.S., Lele, R.D. Free radicals and antioxidants 

in human health: current status and future prospects. J. 

Assoc. Physicians India. 52: 794-804, 2004.

13. Tang, C.K., Xu, Q.Y. Effects of neutral oil of Ligusticum 

sinense Oliv. on anoxia Zhongguo Zhong Yao Za Zhi. 12: 

745-746, 764, 1992.

14. Zhu, Y.P. Chinese Materia Medica Chemistry, 

Pharmacology and Applications. The Netherlands, 

Harwood Academic Publishers, pp 72-73, 1998.

15. Ka, M.H., Choi, E.H., Chun, H.S., Lee, K.G. Antioxidative 

activity of volatile extracts isolated from Angelica 

tenuissimae roots, peppermint leaves, pine needles, and 

sweet flag leaves. J. Agric Food Chem. 53(10):4124-4129, 

2005.

16. Li, H., Wang, Q. Evaluation of free hydroxyl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some Chinese herbs by capillary 

zone electrophoresis with amperometric detection. Anal. 

Bioanal. Chem. 378(7):1801-1805, 2004.

17. Cheng, Z.J., Kuo, S.C., Chan, S.C., Ko, F.N., Teng, C.M. 

Antioxidant properties of butein isolated from Dalbergia 

odorifera. Biochim. Biophys. Acta. 1392(2-3):291-299, 1998.

18. Nakagawa, T., Yokozawa, T. Direct scavenging of nitric 

oxide and superoxide by green tea. Food Chem. Toxicol. 

40(12):1745-1750, 2002.

19. Srinivasan, M., Sudheer, A.R., Menon, V.P. Ferulic Acid: 

therapeutic potential through its antioxidant property. J. 

Clin. Biochem. Nutr. 40(2):92-100, 2007.

20. Chang, Y.H., Lee, S.T., Lin, W.W. Effects of cannabinoids 

on LPS-stimulated inflammatory mediator release from 

macrophages: involvement of eicosanoids. J. Cell Biochem. 

81(4):715-723, 2001. 

21. Korhonen, R., Lahti, A., Kankaanranta, H., Moilanen, E. 

Nitric oxide production and signaling in inflammation. 

Curr. Drug Targets Inflamm. Allergy. 4(4):471-479, 2005. 

22. Raison, C.L., Capuron, L., Miller, A.H. Cytokines sing the 

blues: inflammation and the pathogenesis of depression. 

Trends Immunol. 27(1):24-31, 2006. 

23. Yoon, T.G., Byun, B.H., Kwon, T.K., Suh, S.I., Byun, S.H., 

Kwon, Y.J., Kim, S.C. Inhibitory effect of Farfarae flos 

water extract on COX-2, iNOS expression and nitric oxide 

production in lipopolysaccharide-activated RAW 264.7 

cells. Korean J. Oriental Physiology & Pathology 

18(3):908-913, 2004.

24. Palmer, R.M., Ashton, D.S., Moncada, S. Vascular 

endothelial cells synthesize nitric oxide from L-arginine. 

Nature. 333(6174):664-666, 1988.  

25. Kubes, P.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a little bit of 

good in all of us. Gut. 47(1):6-9, 2000.  

26. Seo, W.G., Pae, H.O., Oh, G.S., Chai, K.Y., Kwon, T.O., 

Yun, Y.G., Kim, N.Y., Chung, H.T. Inhibitory effects of 

methanol extract of Cyperus rotundus rhizomes on nitric 

oxide and superoxide productions by murine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 cells. J. Ethnopharmacol. 76(1):59-64, 

2001. 

27. Chiou, W.F., Chou, C.J., Chen, C.F. Camptothecin 

suppresses nitric oxide biosynthesis in RAW 264.7 

macrophages. Life Sci. 69(6):625-635, 2001. 

28. Barnes, P.J., Liew, F.Y. Nitric oxide and asthmatic 

inflammation. Immunol. Today. 16(3):128-130, 1995.  

29. Lowenstein, C.J., Dinerman, J.L., Snyder, S.H. Nitric oxide: 

a physiologic messenger. Ann. Intern. Med. 120(3):227-237, 

1994. 

30. Kawamata, H., Ochiai, H., Mantani, N., Terasawa, K. 

Enhanced ex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by 

Juzen-taiho-to in LPS-activated RAW264.7 cells, a murine 

macrophage cell line. Am. J. Chin. Med. 28(2):217-226, 

2000. 

31. Lee, B.G., Kim, S.H., Zee, O.P., Lee, K.R., Lee, H.Y., Han, 

J.W., Lee, H.W. Sup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expression in RAW 264. 7 macrophages by two 

beta-carboline alkaloids extracted from Melia azedarach. 

Eur. J. Pharmacol. 406(3):301-309, 2000. 

32. Seo, W.G., Pae, H.O., Oh, G.S., Chai, K.Y., Yun, Y.G., 

Kwon, T.O., Chung, H.T. Inhibitory effect of ethyl acetate 

fraction from Cudrania tricuspidata on the expression of 

nitric oxide synthase gene in RAW 264.7 macrophages 

stimulated with interferon-gamma and lipopolysaccharide. 

Gen. Pharmacol. 35(1):21-28, 2000. 

33. Masferrer, J.L., Zweifel, B.S., Manning, P.T., Hauser, S.D., 

Leahy, K.M., Smith, W.G., Isakson, P.C., Seibert, K. 

Selective inhibition of inducible cyclooxygenase 2 in vivo is 

antiinflammatory and nonulcerogenic. Proc. Natl. Acad. 

Sci. U S A. 91(8):3228-3232, 1994.  

34. Hyun, E.A., Lee, H.J., Yoon, W.J., Park, S.Y., Kang, H.K., 

Kim, S.J., Yoo, E.S. Inhibitory effect of salvia officinalis on 



이세연․박호 ․차동석․신태용․나호정․문우성․강양규․   훈

- 1556 -

the inflammatory cytokines and inducible nitric oxide 

synthesis in murine macrophage RAW 264.7. Yakhak 

Hoeji. 48: 159-164, 2004.

35. Surh, Y.J. Anti-tumor promoting potential of selected spice 

ingredients with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 short review. Food Chem. Toxicol. 40(8):1091- 

   1097, 2002. 

36. Lee, A.K., Sung, S.H., Kim, Y.C., Kim, S.G. Inhibition of 

lipopolysaccharide-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TNF-alpha and COX-2 expression by sauchinone effects on 

I-kappaBalpha phosphorylation, C/EBP and AP-1 

activation. Br. J. Pharmacol. 139(1):11-20, 200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