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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Taraxaci Herba et Radix (THR) is widely used as a food and medicinal herb in Korea. It has been 

used for treatment of virus inflammatory disease, liver diseases and gastritis. So far, anti-inflammatory effects 

and constituents of various species in THR has not been studied for comparison. The aim of this study is to 

compar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the aerial part and root from various THR. Also, we have compared 

the contents of its known constituents with each.

Methods : In this study, we estimated anti-inflammatory effect and compared their constituent by HPLC. For 

the determination of anti-inflammatory effects, we investigated NO and PGE2 production by ELISA. The 

expressions of iNOS was determined by western blotting in LPS–induced RAW 264.7 macrophage cells. And, 

standard compounds which are methyl gallate, gallic acid, syringic acid and esculetin of THR were analyzed by 

HPLC using a C18 column.

Results : Methanol extracts of THR decreased NO and PGE2 production. The expressions of iNOS protein were 

also decreased in methanol extracts of THR. As a result, HPLC analysis showed that they showed similar 

patterns. Methyl gallate and esculetin showed the highest content. Methyl gallate was included over 10% 

content in each aerial part and root of THR.

Conclusions :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ost of THR distributed in Korea might represent therapeutic agent 

for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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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蒲公英(Taraxaci Herba)은 국화과(Compositae)에 속한 다

년생 초본인 민들레 Taraxacum platycarpum H. 

Dahlstedt 또는 동속 근연식물의 전초를 건조한 것으로, 봄과 

여름에 꽃 피기 전후에 채취하여 晒乾한다. 蒲公英의 性味는 

苦甘 寒하고, 肝胃經에 歸經한다. 淸熱解毒 消腫散結 利尿通

淋의 效能이 있으므로 疔瘡腫毒, 乳癰, 目赤, 咽痛, 肺癰, 腸

癰, 濕熱黃疸, 熱淋澁痛을 치료한다1).

민들레는 북반구를 중심으로 전 세계에 약 2,000여 종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중 국내에는 민들레(T. 

platycarpum), 좀민들레(T. hallaisanense), 산민들레(T. 

ohwianum), 흰민들레(T. coreanum) 및 서양민들레(T. 

officinale)가 분포하고 있다2,3).

염증은 생체의 세포 조직에 무언가 기질적 변화를 가져오

는 침습이 가해질 때, 생체가 재생이나 회복 등의 방어 반응

으로써 대응하는 과정이라고 정의한다4). 일반적으로 

cytokines, 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염증성 물질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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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극을 받은 세포는 cyclooxigenase-2 (COX-2)와 

inducible NO synthase (iNOS)의 발현양이 증가한다. 이 

효소들의 발현증가는 prostaglandins (PGs)와 nitric oxide 

(NO)의 생성을 증가시켜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일으키는 중

요한 역할을 한다5). 염증반응에서 NO 생성은 대부분 iNOS

에 의한 것이라 할 수 있고6), PGs도 대부분 COX-2에 의해

서 생성된다7).

蒲公英에 관한 선행연구로 항균물질을 포함하고 있을 뿐 

아니라 항산화, 항암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8,9). 

NF-kB활성 조절을 통한 민들레 추출물의 NO생성 및 iNOS 

발현 억제 효과10), 간세포 보호 활성에 관한 연구11), 항위염 

작용12), 중추신경계에서 포공영의 항염증작용에 관한 연구13) 

등이 진행되어 왔다. 

그러나, 지금까지 국내 분포하는 민들레 5종(민들레, 흰민

들레, 산민들레, 좀민들레, 서양민들레)의 성분 및 항염증 효

과는 비교되어 보고된 바 없으며, 또한 각각의 지상부와 뿌리

의 성분 및 활성은 아직 비교되어 보고된 바 없다. 

그러므로 국내 자생하는 5종 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에 대

하여 민들레 기지 성분 중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syringic acid의 함량을 비교 분석하였으며, 각각

의 항염증 효과를 비교하기 위하여 LPS로 자극한 RAW 

264.7 세포에서 COX-2, iNOS 단백질 발현량과 PGE2와 

NO의 함량을 측정하여 유의한 결과를 얻었다.

재료 및 방법

1. 재료

1) 약재
본 실험에 사용된 시료 중 서양민들레 T. officinale 는 경

기도 안성시 보개면 야산에서 2009년 5월 채취하였고, 좀민

들레 T. hallaisanense는 제주도 민속오일장에서 2009년 5

월에 구입하였고, 산민들레 T. ohwianum는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에서 2009년 5월에 채취하였고, 흰민들레 T. 

coreanum는 강원도 정선에서 재배되는 것으로 2009년 5월

에 채취하였고, 민들레 T. platycarpum는 강화도 화두면에

서 2009년 5월에 채취하였다. 채취한 식물은 뿌리와 지상부

로 구분한 후 음건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시료의 일부는 경

희대학교 한의과대학 본초학교실에 표본으로 보관하고 있

다.(Table 1.)

Table 1. Plants used for experiment

Sample Used Part (Abbreviation) Vouchers Locality Date

T. officinale

T. hallaisanense

T. ohwianum

T. coreanum

T. platycarpum

Root (TOR) 

Herb (TOH) 

Root (THR) 

Herb (THH)

Root (TOr) 

Herb (TOh)

Root (TCR) 

Herb (TCH)

Root (TPR) 

Herb (TPH)

s001r

s001h

s002r

s002h

s003r

s003h

s004r

s004h

s005r

s005h

Ansung : Korea

-

Jeju : Korea

-

Yanggu : Korea

-

Jungsun : Korea

-

Ganghwa : Korea

-

May 2009

-

May 2009

-

May 2009

-

May 2009

-

May 2009

-

2) 시약 및 기기
실험에 사용된 시약은 DMEM medium (Gibco BRL Co., 

USA), Fetal bovine serum (FBS, Gibco BRL Co., USA), 

Penicillin (Gibco BRL Co., USA), Streptomycin (Gibco 

BRL Co., USA), CellTiter 96Ⓡ(Promega Co., USA), 

Nitrate/Nitrite Colorimetric assay kit (Cayman 

Chemical Co., USA), Lipopolysaccharide (Sigma Co., 

USA), Pro-prep protein extraction solution (Intron 

Biotechnology Co., Korea), COX-2 monoclonal 

antibody (BD Bioscience Pharmingen Co., Korea), 

iNOS monoclonal antibody (BD Bioscience Pharmingen 

Co., Korea), Anti-mouse antibody (Cell Signalling Co., 

USA), Prostagladin E₂Enzymeimmunoassay Biotrak 

System (BD Bioscience Pharmingen Co., USA), 

BCIP-NBT (Nakalai Tesque, Japan)이며, 사용된 기기는 

ELISA reader : Versamax (Molecular Devices Co., 

USA), UV/VIS Spectrophotometer (Gilson Co., USA), 

HPLC : GILSON 254 Autoinjector (USA), GILSON 321 

pump (USA), GILSON UV/VIS-155 (USA) 등이다.

2. 방법

1) 약재의 추출 및 시료의 제조 
건조된 5종의 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 50g을 각각 100% 

methanol을 용매로 하여 환류추출기에서 3시간, 3회씩 반복 

전탕하였으며, 각각의 추출물은 여과지(Whatman filter 

parer No.2)로 여과한 후 감압 농축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시료 중 지상부의 수득률은 약 28.2 ± 2.5 %, 뿌리의 수득

률은 약 11.0 ± 3.8 %이었다.

2) 생리활성실험
(1) 세포의 배양

본 실험에서는 murine macrophage RAW 264.7 세포를 

한국 세포주 은행 (Korean Cell Line Bank, Korea)에서 분

양받아 실험에 사용하였으며, 세포 성장을 위한 기본 배지로

는 10% fetal bovine serum과 streptomycin sulfate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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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g/㎖), penicillin G (100 units/㎖), 10mM sodium 

bicarbonate를 첨가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을 사용하여 humidified CO2 incubator (5% CO2, 

95% air)에서 37℃의 조건으로 배양하였다.

(2) 세포독성 시험 (MTS assay)

시료의 세포 독성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RAW 264.7 세

포를 96 well plate에 5×104 cells/㎖로 접종하고 24시간 

배양 후, 시료를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각 well

에 MTS와 PMS를 20:1의 비율로 잘 혼합하여 처리하고 3시

간 배양한 후,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490㎚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고 대조군과의 비교를 통해 상대적인 세포생존율(% 

of control)을 계산하였다.

(3) Nitrite의 발현량 측정

NO의 생성량을 측정함으로써 iNOS의 활성을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로부터 생성된 NO의 양은 Nitrate/Nitrite 

colorimetric assay kit를 이용하여 세포질에 존재하는 NO2
-

의 형태로서 측정하였으며, 실험 방법은 Cayman Chemical 

Company의 지시에 따라 정량하였다.

(4) PGE2 생성량 측정

시료의 COX-2 활성을 조사하기 위해 세포내 

prostaglandin E₂(PGE2)의 양을 정량하였다. 실험은 

nitrite assay와 동일한 방법으로 세포질 용액을 취하여 유리

된 PGE2의 양을 Prostaglandin E₂Enzymeimmunoassay 

Biotrak System의 지시에 따라 정량하였다.

(5) Western blot

RAW 264.7 세포로부터 iNOS와 COX-2의 단백질 발현 

양에 미치는 시료의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Western blotting

을 실시하였다. 시료를 처리한 세포를 채취하여 PBS로 2번 

씻어낸 후, Pro-prep시약 100 ㎕를 가하여, -20℃에서 10

분간 방치한 뒤, 4℃에서 12,000rpm으로 10분 원심 분리하

여 상등액을 얻었다. 얻어진 세포 내 단백질 용액을  

Pro-measure 시약을 사용해 단백질 농도를 정량하고, 100

㎍d㎖ 단백질을 취하여 샘플버퍼와 혼합하여 95℃에서 5분간 

가열한 후 10%의 SDS-acrylamide gel 에 전기영동 시킨 

후 PVDF membrane으로 단백질을 transfer시켰다. 

Transfer가 끝난 membrane을 5%의 skim milk용액에 실온

에서 1시간 blotting 시킨 후 primary antibody를 5% skim 

milk 용액에 정해진 비율대로 희석하여 4℃에서 overnight 

하였다. 다음 날 Tris-Buffered Saline Tween-20 (TBST) 

세척 후 secondary antibody를 1시간 동안 상온에서 반응시

켰다. 다시 TBST로 세척 후 BCIP-NBT용액과 1분간 반응시

켜 현상하였다.

3) HPLC를 통한 정량 

(1) 검액의 조제 

시료를 HPLC용 methanol을 이용하여 10㎎/㎖ 의 농도로 

희석시켜 녹인 후 0.45㎛ syringe filter로 filter하여 검액으

로 사용하였다.

(2) 표준액의 조제 

민들레에 함유된 것으로 보고된29) methyl gallate (분리

품, 99.0%), gallic acid (분리품, 99.0%), esculetin (분리

품, 99.0%), syringic acid (분리품, 99.0%)을 표준물질로 

사용하였으며, 표준물질 1.0㎎을 각각 정밀하게 달아 HPLC 

용 methanol 10㎖을 넣어 표준액으로 하였다.  

(3) HPLC 조건 

Column은 LUNA 5μ C18(2) (Phenomenex, 250×4.60

㎜, USA) column을 사용하였으며, 이동상으로 solvent A는 

water (2% acetic acid), solvent B는 50% 

acetonitrile(0.5% acetic acid)를 사용하여, solvent B의 비

율을 10%(0 min.)→18%(20 min.)→24%(30 min.)→

30%(45 min.)→30%(65 min.)→55%(70 min.)의 조건으로, 

이동상의 속도는 0.4㎖/min, UV detector는 280nm 파장에

서 측정하였다. 시료의 주입량은 10㎕ 였다.

4) 통계처리 

실험결과는 평균값 ± standard error (SE)로 나타냈으며 

통계적 분석은 유의성 시험(Student t-test)을 사용하였다. 

각 실험은 3회 이상 반복하였으며, p값이 0.05미만인 경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있는 것으로 판정하였다.

결  과

1. 세포독성 시험

MTS assay를 이용하여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실

험 결과, 시료 농도 50∼400 ㎍/㎖에서 정상군에 비해 모두 

80%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보였다.(Fig. 1) 

Fig. 1. The effect of Taraxaci Herba (A) and Radix (B) on cell 
viability in RAW 264.7 cells. The cells(5×104 cells/㎖) were 
incubated 24 h and then pretreated with 50, 100, 200, 400 ㎍/㎖ 
different Taraxacum extracts.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S 
assay in the presence or absence of Taraxacum for 24h. Data 
represent the mean ± S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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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NO와 PGE2의 생성에 대한 효과

LPS로 자극된 RAW 264.7 세포로부터 생성된 NO

의 양은 Nitrate/Nitrite colorimetric assay kit를 이

용하여 세포질에 존재하는 NO2
-의 형태로서 측정하였

다. 시료를 200 ㎍/㎖의 농도로 18시간 처리하였다. 

그 결과 대조군에 비하여 흰민들레의 뿌리추출물이 

74.8%로 가장 많이 억제되었다. 흰민들레 지상부추출

물은 22.1%로 억제율이 낮았으며, 흰민들레 지상부추

출물을 제외한 모든 추출물에서 40%이상의 nitrite 생

성이 억제되었다(Fig. 2A). 또한 민들레류의 지상부와 

뿌리 추출물(200 ㎍/㎖)에 의한 COX-2의 활성을 조사

하기 위해 세포내 PGE2의 양을 정량하였다. LPS로 유

도되는 PGE2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한 결과, 대

조군에 비하여 뿌리보다 지상부의 PGE2생성이 전반적

으로 높게 억제되었다. 산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추출

물은 PGE2생성량이 각 71.4%, 82.4%로 30%이하의 

억제율이 나타나 효과가 매우 낮았다(Fig. 2B).

Fig. 2. The effect of Taraxaci Herba and Radix on NO and PGE2 
product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RAW 264.7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200 ㎍/㎖ of Taraxaci Herba and Radix 
extracts in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 ㎍/㎖ of LPS for 18hrs. 
(A):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Griess reagent System. (B): 
The PGE2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 ± SE of at least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control 
(#) or LPS alone (*); ##, ** : p<0.01.

3. iNOS와 COX-2 발현에 대한 효과

LPS로 염증이 유발된 RAW 264.7 cell에서 시료에 의한 

iNOS와 COX-2의 단백질 발현에 미치는 효과를 Western 

blotting을 통하여 확인하였다. 그 결과, iNOS와 COX-2 단

백질 발현은 RAW264.7 세포만 배양한 정상군에서는 나타나

지 않았으며, LPS 처리한 대조군에서 높게 나타났다. 민들레

의 항염증활성을 알아보기 위해 각각의 시료를 200㎍/㎖ 농

도로 처리한 결과 iNOS의 단백질 발현양은 전반적으로 대조

군에 비해 발현양이 줄었으며, 뿌리보다 지상부의 iNOS의 발

현 억제율이 높았다. 특히 좀민들레와 서양민들레의 지상부에

서 iNOS 감소량이 많았다(Fig. 3A). COX-2의 단백질 발현

의 억제를 지상부와 뿌리에서 관찰할 수 없었다(Fig. 3B).

Fig. 3. The effect of Taraxaci Herba and Radix on iNOS (A) and COX-2 (B) expression in LPS-induced RAW 264.7 cells. The cells 
(2×106 cells/㎖) were preincubated with 200 ㎍/㎖ of Taraxaci Herba and Radix extracts in 1 hr and then treated with 10 ㎍/㎖ of LPS 
for 18hrs. Protein (100μg) from each sample was resolved 10% SDS-PAGE, and western blotting performed. β-actin was used as a 
control. Typical result from three independent experiments is shown.

4. HPLC를 이용한 민들레의 성분 비교 

1) 표준품의 검량선 작성

표준 물질인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와 

syringic acid (Fig. 4) 의 각각의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Fig. 5. gallic acid, R^2=0.9974; methyl gallate, 

R^2=0.9941; esculetin, R^2=0.9982; syringic acid, 

R^2=0.9913)

Fig. 4. Comparison analysis of  HPLC pattern of standards.
Peak 1: gallic acid, Peak 2: methyl gallate, Peak 3: esculetin, 
Peak 4: syringic aci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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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alibration curve of standards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syringic acid)

2) 민들레의 성분 분석 및 함량 비교
민들레의 지상부에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syringic acid가 대부분 함유되어 있었지만, 산민

들레에서 methyl gallate와 syringic acid, 흰민들레에서 

gallic acid와 sryingic acid, 좀민들레에서 syringic acid는 

검출되지 않았다. 흰민들레의 esculetin의 함량은 다른 민들

레보다 2배정도 많이 함유되어 있고 전반적으로 methyl 

gallate가 높은 함유량을 나타냈다. 뿌리에는 전반적으로 

methyl gallate와 esculetin이 공통적으로 함유되어 있었고, 

syringic acid는 함유되어 있지 않았다. 민들레와 산민들레에

서 gallic acid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6) 마찬가지로 뿌리

에서도 전반적으로 methyl gallate의 함유량이 다른 성분보

다 많았다.(Table. 2) 그 외에도 다양한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Table 2. Content of standards in Taraxaci Herba and Radix

Material
Content of standards (% in 1㎎/㎖)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Syringic acid

Herba

TPH 2.83 11.97 7.71 0.29

TOh 3.07 ND 8.43 ND

TCH ND 16.51 14.49 ND

THH 3.07 12.33 6.85 ND

TOH 4.20 12.41 6.89 0.43

Radix

TPR 2.41 14.16 13.43 ND

TOr 2.27 15.64 16.43 ND

TCR ND 15.28 11.69 ND

THR ND 12.47 8.22 ND

TOR ND 12.08 14.40 ND

Fig.6.  HPLC chromatogram of Taraxaci Herba (A) and Radix (B).

고  찰

민들레는 蒲公草, 地丁, 金簪草, 婆婆丁, 蒲公丁, 黃花, 안

진방이, 앉은뱅이, 믜옴드레, 무슨들레, 문들레, 안질방이 등

의 다양한 이명이 있다14).

蒲公英의 효능으로 本草綱目에서는 민들레 즙을 계속마시

면 머리카락이 검어지고, 胃와 骨이 튼튼해진다고 하였고, 本

草正義에서는 蒲公英의 성질이 청량하여 熱毒, 紅腫, 瘡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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癰瘍의 치료에 내복과 외용이 모두 가능하며 그 효과가 대단

히 좋다고 한다15). 

蒲公英에 관한 연구로 서양민들레 추출물은 NF-kB활성 

조절을 통한 NO생성 및 iNOS 발현 억제 효과가 있으며16), 

carrageenan 유발 염증 및 CAM assay에서 항염 활성이 있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7). 또한 蒲公英은 자유라디칼 소거능 

및 생리활성 작용이 우수하여 식품 및 화장품의 천연소재로 

이용 가능하며18), 중추신경계에 대한 항염증작용이19) 보고되

어 있다.

그러나, 아직 국내 자생하는 다양한 민들레의 성분 및 항

염증 효과는 비교되어 있지 않다. 그러므로, 국내에서 자생하

는 5종 민들레의 지상부 및 뿌리의 성분 및 항염 활성을 비

교분석하였다.

MTS assay를 이용하여 RAW 264.7 세포에 대한 시료의 

독성 실험 결과, 실험한 모든 농도에서는 세포생존율에 큰 영

향을 주지 않았다.

NO는 염증반응의 중요 인자로 신경계통 조직에서 신경전

달물질, 신경조절물질 또는 이차전령물질(second 

messenger)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진 free radical이며 생

리적, 병리적 기능을 두루 수행하는 인자로 합성과 다양한 

mechanism에 작용하며, 염증반응과 면역에 관여하는 중요한 

인자이다20). NO는 iNOS에 의해서 발생되는데 iNOS는 외부

자극에 반응하여 생체를 방어하려는 목적으로 단시간에 다량

의 NO를 생성하여 급만성 염증에 관여한다21). 연구 결과 蒲

公英의 추출물은 LPS에 의해 RAW 264.7 세포로부터 생성

된 NO의 생성량은 전반적으로 억제하였으나 iNOS의 단백질 

발현은 산민들레와 흰민들레 지상부추출물에서 억제하는 경향

을 보였다.  

COX는 arachidonic acid를 PGE2로 전환시키는데 관여하

는 중요한 효소이며, COX-1와 COX-2 두 종류의 아형으로 

동정되었다. COX-1은 많은 정상조직에서 일정한 수준으로 

발현되어 있으나, COX-2는 몇몇 염증질환 상태나 악성종양

에서 유도된다22,23). 이 COX 활성에 따른 주요 산물이 바로 

PGE2이며, 염증질환, 자가면역질환, 종양성 질환의 병리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특히 염증 반응의 중요한 물질로 매개된

다24,25). 본 연구 결과에서 蒲公英 추출물은 LPS에 의해 

RAW 264.7 세포로부터 생성된 PGE2의 생성량은 70%이상

으로 억제율이 낮게 나타났으며, COX-2의 단백질 발현은 좀

민들레 뿌리추출물을 제외한 약재에서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

았다. 즉 蒲公英 추출물의 세포 안전성에 관해서는 실험한 모

든 농도에서 안전성을 보여주었고, 蒲公英의 추출물에서 NO

와 PGE2는 감소시킴으로써 항염 효과가 있음이 입증되었으

며, 이들의 합성효소인 iNOS의 발현은 감소되었으나 COX-2

의 발현은 대부분 감소되지 않아 이에 대한 기전 연구가 필요

할 것으로 생각된다.

민들레에 관한 성분 연구에 따르면 뿌리에는 taraxacin과 

inulin의 함량이 특히 많으며, carotenoid성분인 taraxathin

과 triterpene 성분인 taraxol과 taraxasterol 및 choline이 

풍부하다고 보고되었고26,27), 민들레의 잎은 뿌리보다 K, Ca, 

Fe 등의 무기질과 비타민C, tocopherol의 함량이 매우 높다

고 보고되었으며, 다른 국화과 약용식물에 비해서 단백질 함

량이 높은 편이다28). 전초에서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syringic acid 등의 44가지의 성분을 분리하였고

29), 지상부에서 taraxasterol, taraxerol30), 꽃에서 arnidiol, 

lutein, flavoxanthine 등의 성분이 분리되었으며, 잎에는 

lutein, violaxanthin, plastoquinone 등이 함유되어 있으

며, 특히 guainolide sesquiterpene인 desacetylmatricarin 

(austricin)은 항알러지 작용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31). 

본 연구에서는 T. mongolicum의 전초의 성분에 대한 연

구보고29)를 참고하여 함유된 성분인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및 syringic acid의 함량을 분하였다. 그 

중 gallic acid와 methyl gallate는 구강상피세포에서의 염증

성 사이토카인에 대한 효과가 있으며32), esculetin은 TNF에 

유도된 3T3-L1 adipocytes에 대한 iNOS 발현의 억제 효과

가 있고33), syringic acid는 암세포종인 인체 구강유상피암종

세포에 대하여 독성이 있으며 항암작용이 있다고 보고되어 있

다.34) 본 연구에서 HPLC를 이용한 시료의 성분 함량 분석한 

결과, 산민들레의 지상부를 제외한 5종의 민들레에서 methyl 

gallate와 esculetin를 정량할 수 있었다. Methyl gallate는 

지상부에 11.97∼16.51%, 뿌리에 12.47∼15.64% 함유하고 

있었다. Esculetin은 지상부에 6.85∼14.49%, 뿌리에 8.22

∼16.43% 함유하고 있었다. 항염활성이 있는 methyl 

gallate와 esculetin은 민들레류의 항염증 효과와 관련될 것

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 나타난 항염활성 정도는 

methyl gallate와 esculetin의 함량과 비례 관계가 없었으며, 

향후 민들레의 항염활성 및 활성성분 분리에 대한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  론

우리나라에서 자생하는 민들레 5종의 지상부와 뿌리의 

methanol추출물의 항염증 효과와 성분 비교 연구를 수행하

여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1. RAW 264.7 세포에 대한 독성실험 결과, 시료 농도 50 

∼ 400 ㎍/㎖에서 모두 80%이상의 세포생존율을 나타내

었다.

2. 蒲公英 추출물은 LPS로 유도되는 NO, PGE2 생성량을 감

소시켰다. NO 생성은 모든 시료에서 크게 감소시켰으며, 

특히 흰민들레 뿌리는 70%이상 크게 감소시켰다. PGE2 

생성은 모든 시료에서 크게 감소되었다.

3. LPS에 의해 유도된 iNOS 발현은 지상부에서 좀민들레와 

서양민들레가 크게 감소시켰고, 뿌리에서는 흰민들레와 좀

민들레가 크게 감소시켰다. COX-2 발현은 지상부와 뿌리

에서 모두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

4. 민들레의 기지 성분 중 gallic acid, methyl gallate, 

esculetin, syringic acid에 대한 함량 분석 결과 산민들

레의 지상부를 제외한 5종의 민들레에서 methyl gallate

와 esculetin를 정량할 수 있었다. Methyl gallate는 지

상부에 11.97∼16.51%, 뿌리에 12.47∼15.64% 함유하

고 있었다. Esculetin은 지상부에 6.85∼14.49%, 뿌리에 

8.22∼16.43% 함유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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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결과 국내 자생하는 다양한 민들레의 지상부와 뿌리는 

모두 유의한 항염증 효과를 기대할 수 있었으며, 종 및 부위에 

따른 성분함량의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실험에

서 나타난 민들레의 종 및 부위에 따른 항염활성 정도는 분석

된 기지성분의 함량과 관련이 없었으므로, 향후 항염활성 및 

활성성분 분리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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