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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s : Ojeok-san, a traditional herbal formula, has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cold illness and its related

symptoms such as headache, nausea and indigestion. This study was performed to compare effects of water (OJSW) and 70%
ethanol extracts (OJSE) of Ojeok-san on inflammation and its related diseases atopy, asthma and obesity in vitro.
Methods : We performed HPLC to investigate contents of index components of OJSW and OJSE. We investigated the effects

of OJSW and OJSE with an in vitro model, using 5 cell lines, specifically RAW 264. 7, HaCaT, MC/9, BEAS-2B and 3T3-L1.

Results : HPLC analysis displayed that the contents of index components were higher in OJSE than OJSW. In lipopolysaccharide
(LPS)-treated RAW 264.7 macrophages, OJSE significantly inhibited productions of interleukin (IL)-6, nitrite and prostaglandin
E2 (PEG2). In TNF-α/IFN-γ-treated HaCaT keratinocytes, OJSE significantly lowered levels of macrophage-derived chemokine
(MDC) as well as regulated and normal T cell expressed and secreted (RANTES). OJSE also had a protective effect on inflammatory
response by decreasing RANTES secretion in TNF-α-stimulated BEAS-2B cells.

Conclusions : We conclude that OJSE could be more appropriate to enhance the biological activities against inflammation
and its related diseases, and could be applied as a bioactive material for developing the potent anti-inflammatory agents.

Key words : Ojeok-san (Wuji-san), water extract, 70% ethanol extract, anti-inflammation, anti-allergic disease

Ⅰ. 서 론

염증 반응은 상처나 세균 감염 등의 물리적, 화

학적 자극이 일어날 때 손상 부위를 복구시키는

신체 방어 기전 중 하나이며, 이 중 만성염증은 체

내의 과도한 방어 반응으로 염증이 지속되는 상태

를 말한다. 현대 사회의 급격한 산업발달로 인한

환경변화 그리고 이에 따른 스트레스의 증가 등을

포함한 다양한 요인으로 인하여 아토피, 천식, 비

만 등의 만성 염증질환이 증가하고 있으며
1
, 최근

한약 처방을 이용한 염증 및 관련 질환에 대한 효

능들이 연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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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적산은 냉증으로 인해 생기는 身熱無汗(신열

무한), 頭痛身痛(두통신통), 項背拘急(항배구급),

心腹疼痛(심복동통) 등에 주로 사용되는 한약처방

이다
2
. 오적산은 건강 보험 급여 56개 처방약 중에

포함된 한약 처방으로, 2004 년에 총 투약일수가

7,249,103 일에서 162009 년 2,753,573 일로 크게 줄

었지만
3
여전히 가장 많이 투약되는 처방이다. 최

근 문헌과 임상 경험을 통해 발달해 온 한방 처방

을 근거로 한 과학적 연구가 점차 진행되면서, 오

적산의 효능 규명이 다양한 방면에서 이루어졌다
4-7
. 오적산은 자궁근종 세포의 사멸을 촉진하는 등

항암효능을 나타내었으며
4
, 고지혈증 동물 모델에

서 항고지혈증 효능을 나타냈었다
5
. 또한, 면역 기

능과 관련하여 관절염 동물모델에서 항염증 효과

를 나타내었으며
6
, 면역기능과 면역기능 관련인자

를 조절함으로써 면역 기능 활성화 효과가 있음이

보고되었다
7
.

이들 연구에 사용된 오적산 추출물은 모두 증류

수를 이용해 추출된 것을 사용하였고, 다른 추출방

법이나 용매를 이용해 추출된 오적산을 사용한 연

구는 보고된 바 없다. 최근 연구들에 따르면, 한약

제제 등을 포함한 천연물들의 추출방법 또는 추출

용매의 차이로 인하여, 그 효능이 증감될 수 있다

는 결과들이 보고되었다
8
. 한약처방의 경우 추출방

법이나 용매를 달리하여 처방의 효능을 비교한 연

구가 전무하므로 한약처방의 효능 연구에서도 이

와 같이 시도 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오적산을 열수 추출과 에탄올 추출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하고, 이 추출물의 염증 및 관

련 질환에 대한 효능을 대식 세포, 각질 형성 세포,

지방 전구 세포 등의 다양한 세포주를 이용하여

각각의 질환에 대한 중요 바이오마커에 대한 변화

의 차이를 비교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실험 재료

본 실험에 사용된 오적산의 구성 한약재는 광명

당 제약(Ulsan, Korea)에서 각각 구입하였다. 구입

한 한약재는 동국대학교와 대전대학교 한의과대학

의 2 인 교수로부터 감별 받은 후 사용하였으며, 각각

의 구성 한약재들의 표본(2012-KE 04-1∼2012-KE

04-17)은 한국한의학연구원 한약기초연구그룹에 보

관하였다.

2. 표준액 및 검액의 제조

11 종의 표준품 albiflorin, paeoniflorin, liquiritin,

ferulic acid, nodaken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cinnamaldehyde, glycyrrhizin 및 6-gingerol에 대한

표준용액은 메탄올을 이용하여 1.0 mg/ml의 농도

로 조제한 후 4 ℃에 보관하면서 사용 전에 희석하

여 사용하였다. 배합 후, 물과 70% 에탄올을 시료

의 10 배(각각 560 ml)로 각각 첨가하고 2 시간 전

탕 한 후 동결건조 하여 물 추출물(OJSW)과 70%

에탄올 추출물(OJSE) 모두 11.3 g(수득률 20.1%)

의 동일한 추출물을 얻었다. HPLC 분석을 위하여

OJSW와 OJSE에 대하여 각각 200 mg을 정확히

측정하고 물을 첨가하여 20 ml로 맞춘 후 0.2 µm

membrane 여과(Woongki Science, Seoul, Korea)

후 검액으로 하였다.

3. HPLC 분석

오적산 내 주요성분의 함량은 Shimadzu사의

LC-20A 시스템(Shimadzu Co., Kyoto, Japan)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검출파장은 230 nm(albiflorin

과 paeoniflorin), 254 nm(glycyrrhizin), 280 nm

(liquirit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cinnamaldehyde 및 6-gingerol), 320 nm(ferulic acid)

및 330 nm(nodakenin)에서 오적산 내 주요 성분을

각각 검출하였다. 분석 결과는 LC solution software

(Version 1.24)를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4. 세포 배양

마우스 유래 RAW 264.7, MC/9, 3T3-L1과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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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유래된 BEAS-2B 세포주는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ATCC, Rockville, MD, USA)에

서, HaCaT 세포주는 세종대학교 이나경 교수님

(Seoul, Korea)으로부터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세

포주 배양은 ATCC에서 권장하는 배지조성에 따

라 하였다.

5. 지방세포 분화

마우스 유래 3T3-L1 지방전구세포주의 지방세

포로의 분화를 유도하였다. 지방전구세포가 100%

꽉 차게 되면 이로부터 2 일 후 분화 유도물질인 5

μg/mL insulin, 1 μM dexamethasone, 0.5 mM,

3-isobutyl-1-methylxanthine(IBMX)가 포함된 3T3-L1

differentiation medium을 이틀간 처리하였다. 분화

유도 2 일째부터는 10% FBS와 1 μg/ml insulin을

포함한 DMEM으로 이틀간 배양하였고, 분화 유도

4 일째부터는 10% FBS가 포함된 DMEM으로 교

환하여 총 8 일간 분화를 유도하였다.

6. 세포 독성 평가

세포독성측정은CCK-8 solution(Dojindo, Kumamoto,

Japan)을 이용하여 450 nm에서 흡광도(microplate

reader Benchmark Plus, Bio-Rad. MN, USA)를

측정하였다. 측정값은 대조군과 비교를 통해 상대

적인 세포생존율(% of control)을 계산하였다.

7. TNF-α, IL-6, nitrite 및 PGE2 생성 측정

TNFα와 IL-6는 각각 ELISA kit(Invitrogen,

Carlsbad, CA) 제품을 이용해 제조사의 프로토콜

에 따라 측정하였다. NO 및 PEG2 측정은 각각 Griess

reagent(Promega, Madison, USA)와 PGE2 ELISA

kit(Cayman chemical, MI, USA)를 이용하여 정량

하였다. NO와 PEG2의 양성대조군으로 NG-methyl-

L-arginine(L-NMMA, 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를 indomethacin(Sigma Chemical Co.,

St. Louis, MO, USA)을 각각 사용하였다.

9. Histamine 분비량 측정

Histamine EIA Kit(Oxford Biomedical Research

Inc., Oxford, MI,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법

에 따라 배양 상층액 내에 존재하는 histamine의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10. Macrophage-derived chemokine(MDC) 분비량

측정

Human-MDC/CCL22 ELISA kit(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의 방

법에 따라 세포 상층액 내에 존재하는 MDC 분비

량을 측정하였다.

11. Regulated and normal T cell expressed and

secreted(RANTES) 분비량 측정

Human-RANTES/CCL5 ELISA Kit(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이용하여 각각의 세포

상층액 내에 존재하는 RANTES의 분비량을 측정

하였다.

12.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GPDH)

활성도 측정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GPDH) activity

assay kit(TAKARA, Tokyo, Japan)을 사용하여

GPDH 활성도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GPDH 활성

도 단위는 1 분당 산화된 1 nmol NADH의 값을

unit/ml로 나타내었다.

13. Leptin 분비량 측정

Mouse leptin immunoassay kit(R&D system,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여 지방 세포에

서 분비되는 leptin양을 측정하였다.

14. 통계 처리

정상 대조군과 유발물질을 처리한 군 간의 수치

비교를 위해 t-test를 실시하였으며, 오적산 추출물

을 처리한 다 군간의 차이는 Dunnet's multi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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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nge test에 의해 p<0.05 수준에서 사후검정을 실

시하였다. 본 시험의 모든 결과는 GraphpadInStat

ver.3.10(Graphpad software, Inc. San Diego, CA,

USA)을 이용하여 산출되었으며, mean±S.E.M으로

표시하였다.

Ⅲ. 결과 및 고찰

1. 분석 조건의 확립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nodakenin,

6-gingerol, albiflorin, paeoniflorin, ferulic acid,

cinnamaldehyde, liquiritin과 glycyrrhizin을 분석 대상

으로 1.0% acetic acid가 각각 함유된 물과 acetonitrile

을 기울기 용매 조건으로 하여 35 분 이내에 분리

하였다. PDA 검출 파장은 230, 254, 280, 320 및

330 nm에서 각각 검출하였으며, 검액에서의 peak

는 주요 성분 peak의 retention time과 UV 흡수 파

장을 비교하여 확인하였다. 6종의 성분은 9.2, 10.5,

13.9, 14.9, 16.4, 18.6, 19.8, 21.5, 33.5, 41.4 및 42.55

분에 각각 검출되었다(Fig. 1).

Fig. 1. HPLC analysis of Ojeok-san.

(A) HPLC histogram of standard mixture. (a) a standard mixture, (b) water extract and (c) 70% ethanol extract.
(B) Chemical structures of index components. (1) Albiflorin, (2) Paeoniflorin, (3) Liquiritin, (4) Ferulic acid, (5) Nodakenin,
(6) Naringin, (7) Hesperidin, (8) Neohesperidin, (9) Cinnamaldehyde, (10) Glycyrrhizin and (11) 6-Ginger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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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오적산 추출물의 함량 분석

오적산 추출물의 함량 분석 결과 11종 성분의

상관계수가 0.9997 이상으로 1에 가까운 양호한 직

선성을 나타내었다. 11 종 성분의 검출한계와 정량

한계는 신호 대 잡음비의 값으로 3과 10으로 각각

계산하였으며, 그 범위는 0.04-0.87 g/ml과 0.13-2.63

g/ml로 각각 나타났다. 이상과 같이 확립된 OJSW

와 OJSE를 HPLC-PDA를 이용하여 11종의 함량

을 동시 분석하였다. 함량 분석 결과는 Table 1과

같으며 11종의 성분이 OJSW와 OJSE에서 각각

0.02-1.15 mg/g과 0.07-2.11 mg/g으로 나타났다. OJSE

에서 nodakenin을 제외한 10 종의 성분에서 OJSW

에 비해 현저히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

Sample

Component

Albiflorin Paeoniflorin Liquiritin Ferulic acid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Water Extract 0.02 0.00 0.83 0.73 0.00 0.43 0.31 0.00 0.17 0.05 0.00 0.47

70% EtOH Extract 0.07 0.00 1.53 1.19 0.01 0.42 0.67 0.00 0.21 0.09 0.00 0.74

Sample

Component

Nodakenin Naringin Hesperidin Neohesperidin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Water Extract 0.18 0.00 0.69 0.83 0.00 0.12 1.15 0.00 0.05 0.64 0.00 0.04

70% EtOH Extract 0.08 0.00 3.60 1.24 0.00 0.14 2.11 0.00 0.16 0.91 0.00 0.09

Sample

Component

Cinnamaldehyde Glycyrrhizin 6-Gingerol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Mean
(mg/g)

SD
RSD
(%)

Water Extract 0.29 0.00 0.12 0.41 0.00 0.35 0.02 0.00 2.27

70% EtOH Extract 0.45 0.00 0.46 1.03 0.00 0.24 0.26 0.00 0.46

Table 1. Analytical results (mg/g) of the 11 compounds in Ojeok-san.

3. 오적산 추출물의 세포 독성 평가

RAW 264.7, MC/9, BEAS-2B 세포 및 3T3-L1

세포는 독성이 나타나지 않은 최고 농도 1000 μg/ml

를 기준으로 실험을 진행하였다. HaCaT 세포는 OJSE

의 250∼1000 μg/ml 농도에서 세포생존율이 40%

이상 감소됨이 관찰되어, 실험적 오류를 고려하여

세포 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최고 농도인 100 μg/ml

를 기준으로 다음 실험을 진행하였다.

4. 오적산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 평가

독소로 잘 알려진 LPS는 TNF-α와 IL-6 등의 염

증유도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촉진하고, 그 결과 발현

된 inducible nitric oxide(iNOS)와 cyclooxygenase-2

(COX-2)와 같은 염증매개 조절인자에 의해 NO와

PEG2가 생성되어 염증이 유발된다
9
. 대식세포에서

유래된 NO는 자유라디칼로 NO의 과다생성은 점

막 손상을 통해 암 등 질환을 유도하며
10
, PEG2는

손상된 부위나 조직에서 통증과 발열 전달에 주로

관여하는 주요한 염증 인자이다. 오적산 추출물의

항염증 효능을 연구하기 위하여, RAW 264.7 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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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 LPS를 처리하여 염증을 유발시키고 OJSW

과 OJSE을 각각 처리한 후,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의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LPS로 자극하여 생산된

TNF-α는 OJSW(125-1000 mg/ml)에 의하여 유의

적으로 감소되었고, OJSE 처리 시에는 고농도 1000

mg/ml에서만 유의적인 효과가 확인되었다(Fig.

2A). 반면에 IL-6 생성량은 OJSE의 250 μg/ml 이

상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되었지만 OJSW의

IL-6 억제효능은 관찰 되지 않았다(Fig. 2B). 오적

산 추출물의 염증매개 조절인자에 대한 효과를 연

구한 결과, OJSE 처리는 NO 생성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으며, 특히 25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농도

의존적 감소효과가 있었다(Fig. 2C). NO synthase

(NOS) 저해제인 L-NMMA를 양성 대조군으로 사

용하였으며 이는 농도 의존적으로 NO 생성을 억

제하였다. 이와 일치하게 PEG2 생성량 또한 OJSE

의 처리 시에만 억제 효능이 관찰되었다. OJSE의

모든 농도범위에서 PEG2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감

소하였고 농도의존적인 양상을 보였다. OJSW과

OJSE을 비교하였을 때, TNF-α를 제외하고는 OJSE

가 IL-6, NO 및 PEG2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여,

OJSE의 항염증 효과가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Fig. 2. Anti-inflammatory effects of Ojeok-san extracts in RAW 264.7 macrophages.

Cells were co-treated with LPS and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JSW or OJSE for 24 h. (A) TNF-α and (B) IL-6
productions were analyzed by ELISA. (C) NO production was measured by using Griess reagents. (D) Secreted
level of PGE2 was analyzed by ELISA. Data represent the mean±SEM. **p<0.01 compared to untreated control.
††p<0.01 compared to LPS-treated group. LPS : lipopolysaccharide, PEG2 prostaglandin E2, OJSW : Ojeok-san
water extract, and OJSE : Ojeok-san 70%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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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오적산 추출물의 항알러지 효능 평가

대식세포의염증반응과달리알레르기성염증반응은

알레르기항원인알레르겐을감작해 immunoglobulin E

(IgE) 항체의 생산을 통한 면역기전으로, 조절되지

않는 알레르기성 염증반응은 아토피, 천식 등을 유

발시킨다. 비만세포(mast cells, 肥滿細胞)에 부착된

IgE에 알레르겐이 결합하면 비만세포의 histamine

이 방출된다11. 본 연구는 MC/9 세포에 PMA/A23187

로 histamine 자극을 유도한 후, OJSW와 OJSE를

각각 처리하고 histamine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두 가지 추출물 모두 histamine 생성량에 대

한 유의적인 효과는 없었다(data not shown).

알레르겐이 대식세포의 표면에 부착하면 대식세

포가 활성화 되어 TNF-α와 IL-6 등의 염증성사이

토카인의 분비를 증가시키고, 이는 다양한 케모카

인의 발현을 유도한다
12
. CC-chemokine 그룹에 속

한 MDC는 Th2 세포에서 발현되는 CC chemokine

receptor-4(CCR-4) 수용체를 통해 선택적으로 발

현된다. MDC와 CCR4는 Th2 세포를 염증 부위로

이동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며, Th2와 관련된

알러지 질환인 아토피나 천식에 직접적 관여하는

인자이다
13
. 호산구에 대한 강력한 화학주성인자인

RANTES는 Th1 type의 chemokine으로 활성화된

T 세포, 혈소판, 기도 상피 세포 등에서 발현되며

세포 침윤을 유도한다
14
.

본 연구에서는 알레르기 질환으로 대표되는 아

토피염과 천식을 대상으로 오적산 추출물의 항알

러지 효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HaCaT 세포 와

BEAS-2B 세포에서 MDC 와 RANTES 생성량을

측정하였다. 사람의 각질 형성세포주인 HaCaT 세

포에 TNF-α와 IFN-γ를 동시 처리 시, MDC 분비

량
15
과 RANTES 생성량이 증가한다는 것이 보고

되었다16. 본 연구결과에서도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

은 세포에 비해 TNF-α와 IFN-γ를 동시 처리한

세포에서 MDC와 RANTES 분비량이 증가하였다.

반면에 오적산 추출물을 처리한 세포에서 TNF-α

와 IFN-γ를 동시 처리한 세포에 비해 OJSE는 MDC

생성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킨 반면, OJSW 처리

시에는 변화가 없었다(Fig. 3A). RANTES 생성량은

OJSW의 125∼500 μg/ml 농도와 OJSE의 50~100 μg/ml

농도로 처치한 세포에서 모두 유의적인 감소 효과

를 보였으며, OJSE를 처리한 세포에서 저해효과가

더 크게 나타났다(Fig. 3B). 기도상피세포인 BEAS-2B

세포에 TNF-α 처리 후 RANTES 생성량을 측정

한 결과, OJSW는 고농도에서만 RNATES 생성량

을 감소시켰으나, OJSE의 모든 처리 농도(31.25∼

500 μg/ml)에서 RANTES 생성량이 유의적으로 감

소되었다(Fig. 4). 이와 같은 결과를 종합해 보았을

때, OJSE는 OJSW에 비하여 항알러지에 대한 효

능이 뛰어남을 확인하였다.

Fig. 3. Anti-atopic activities of Ojeok-san extracts in HaCaT keratinocytes.

Cells were co-treated with TNF-α /IFN-γ and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JSW or OJSE for 24 h. The MDC/CCL22
(A) and RANTES/CCL5 (B) productions were measured by ELISA at 450nm. Data represent the mean±SEM. **p<0.01
compared to untreated control. ††p<0.01 compared to TNF-á-treated group. MDC : macrophage-derived chemokine,
RANTES regulated and normal T cell expressed and secreted, OJSW : Ojeok-san water extract, and OJSE Ojeok-san
70%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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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nti-asthma effects of Ojeok-san extracts
in BEAS-2B bronchial epithelial cells.

Cells were co-treated with TNF-α and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JSW or OJSE for 24h. RANTES
/CCL5 production was evaluated by ELISA at
450nm. Data represent the mean±EM. **p<0.01
compared to untreated control. ††p<0.01 compared
to TNF-á-treated group. RANTES : regulated and
normal T cell expressed and secreted, OJSW :
Ojeok-san water extract, and OJSE Ojeok-san
70% ethanol extract.

6. 오적산 추출물의 비만 억제 효능 평가

에너지 대사 불균형으로 발생되는 비만은 낮은

수준의 염증상태(a low-grade systemic and chronic

inflammatory state)로 정의 된다
17
. 증가된 지방조

직은 대식세포의 축적을 야기하고 이는 염증 유발

인자들의 발현을 촉진해 동맥경화를 비롯해 천식,

아토피 등 면역계 질환을 유발한다. 본 연구에서는

3T3-L1 지방전구세포를 분화시키면서 OJSW 또는

OJSE 함께 처리하여, 그에 따른 GPDH 활성도 및

leptin 분비량을 측정함으로써 오적산 추출물의 비

만 억제 효능을 검증하였다. 분화한 지방세포 OJSW

및 OJSE 모두 GPDH 활성도 변화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data not shown). 그러나 OJSW의 250-1000

μg/ml 농도와 OJSE의 62.5-1000 μg/ml농도에서 leptin

분비량을 유의적으로 감소시켰다(Fig. 5). OJSW에

비해 OJSE는 저농도에서도 leptin 분비량을 감소시

켰으며, OJSE의 최고 농도인 1000 μg/ml에서는 무

처치군에 비해 leptin 분비량을 79.97% 까지 감소

시켰고 이는 GPDH 활성에 대한 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비만의 유도는 비만세포 내의 중성지방의 양 또

는 비만세포 수의 증가에 의한다. 지방세포의 분화

조절에서 C/EBPα, PPARγ는 핵심 전사인자로 작

용한다. C/EBPα는 PPARγ의 발현을 유도하는데
18
,

이들은 leptin, resistin 등의 adipokines과 fatty acid

synthase, lipoprotein lipase 등의 유전자들의 발현

을 조절하게 된다. 그 중 GPDH는 탄수화물 및 지

질대사에 중요한 연결고리이며 지방 세포의 분화

에서 글리세롤을 중성지방으로 변환하는 중요 효

소로 작용한다. 지방세포 분화 과정은 비만의 진행

단계에 따라 단독 또는 복합적으로 일어나게 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GPDH와 leptin에 대한 분석

만으로 오적산의 비만 억제 효능을 명확히 설명할

수 없었으나, 효소활성도 및 호르몬 이외의 분화에

기인하는 다른 인자들에 대한 분석을 이용해 다각

도로 연구할 필요가 있다.

Fig. 5. Anti-obesity effects of Ojeok-san extracts
in 3T3-L1 adipocytes.

Adiopocyte differentiation was induced for 8
days as described in Materials and method and
simultaneously treated with indicated concentrations
of OJSW or OJSE. (A) GPDH activity was assessed
by determination as decrease in NADH at 340
nm. (B) Leptin production was measured by ELISA
at 540 nm subtracted from 450 nm. Data represent the
mean±SEM. **p<0.01 compared to the differentiated
control. GPDH : glycerol-3-phosphate dehydrogenase,
OJSW : Ojeok-san water extract, and OJSE :
Ojeok-san 70% ethanol ex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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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연구 결과로부터 서로 다른 추출 용매로

추출한 두 가지 오적산 추출물은 OJSW와 비교하

여 OJSE은 nodakenin을 제외한 모든 성분의 함량

이 높았으며, 이로 인한 OJSE 포함된 구성성분의

강한 활성이 항염증 및 그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높은 효능을 유도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OJSW

와 OJSE에서 공통적으로 naringin hesperidin 및

paeoniflorin의 함량이 가장 많았는데, 이 세 가지

지표성분들의 항산화 효능에 대한 연구는 많이 보

고되었다. Naringin과 hesperidin은 진피 또는 지각

에서 유래된 성분으로 naringin은 in vitro에서 LPS

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에서 NO 생성을 억제

하였으며
19
, HaCaT 세포에서 TNF-α/IFN-γ로 유

도된 RANTES 분비량을 감소시켰다
20
. Hesperidin

은 천식 알러지 동물 모델에서 Th2 사이토카인 길

항제로 작용해 항염증 효과를 보였으며
21
, Petrova

22

등은 UAB로 피부 손상을 준 SKH-1 마우스 모델

에서 hesperidin의 피부 보호효과를 보고하였다. 오

적산 추출물에서 세 번째로 고함량인 paeoniflorin은

작약에서 유래된 성분으로 망막 색소 상피에서 산

화적 스트레스 보호효과를 보였다
23
. 세 가지 고함량

성분 이외에 OJSW에 비해 OJSE에서 triterphenoide

saponin glysoside인 glycyrrhizin 함량이 높게 나타

났는데, 이 또한 편모원충 감염, 간세포 괴사 등에

서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다
24,25

. 9종의 유효 성분

모두 OJSE에서 높게 검출되었으나, nodakenin은

OJSE에 비해 OJSW에서 그 함량이 더 높았다. 당

귀의 뿌리에 함유된 콤마린 유도체인 nodakenin은

식물성 여성 호르몬의 일종으로 LPS로 유도된 마

우스 대식세포에서 TNF-α 수용체 관련 인자를 저

해하였으며
26
, 이는 본 연구의 실험 결과와 일부 일

치한다. 이와 같은 연구들과 본 연구의 결과를 종

합해 보면, 17 종의 약재에서 추출된 다양한 성분

들은 물리·화학적으로 서로 상호작용을 통해 항염

증 및 항알러지 효과를 유도했을 것이라 사료되다.

또한 본 연구의 결과에 따라 열수 추출법 보다는

많은 유효성분을 추출할 수 있는 에탄올 추출법

등을 통하여 염증 및 관련 질환에 대한 오적산의

효능을 극대화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

본 연구와 유사한 연구로서 천연물의 추출 방법에

따른 효능 비교에 대한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조
8

등은 복분자 추출물이 열수 추출물의 경우 DPPH

항산화 활성, 지질과산화 억제 활성 등에, 감압 추출

물의 경우 α-glucosidase 활성 억제 효과가 좋았다고

하였다. Xu
27
와 Akowuah

28
등은 각각 콩류(legumes)

추출물 및 묘수초(Orthosiphon stamineus)를 이용

한 연구에서 아세톤 추출물이 에탄올 추출물보다

페놀 성분의 함량이 높고 항산화 효능이 뛰어났다

고 보고하였다. 반면에, 김
29
과 윤

30
등의 연구와 같

이 LPS로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의 염증반

응을 억제하는 데 있어 열수 추출물과 에탄올 추

출간의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던 결과도 있었다. 실

제 오적산의 경우, 대부분 탕제 위주의 처방을 통

해 복용되고 있지만, 본 연구의 결과 열수 추출법

에 비하여 에탄올 추출법에서 염증, 천식, 아토피

에서 높은 효능을 나타냄을 확인 되었다.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오적산 뿐만 아니라 다른

한약처방들도 그들의 특성을 고려한 최적의 추출

방법을 통해 약효를 극대화시켜, 이를 기반으로 한

탕제 이외의 복용법을 응용하여 개발할 필요가 있

다고 사료된다. 아울러 본 연구 결과들을 기본으로

하여 향후 동물실험 모델에 적용하여, 각기 다른

용매로 추출된 오적산 추출물의 항염증 및 관련

질환에 대한 활성을 검증하고, 그 작용 기전에 대

한 심도 있는 연구 또한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Ⅳ.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오적산을 열수 추출과 에탄올 추

출 두 가지 방식으로 추출하여, 이들의 항염증 및

염증 관련 질환인 아토피, 천식 및 비만에 대한 효

능을 비교하였다. OJSW와 비교하여 OJSE가 구성

성분의 함량이 높았으며, 항염증 및 그와 관련된

질환에 대한 효능 또한 높음이 확인되었다. 본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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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 급여 1 위 처방인 오적산

이 더욱 효과적으로 염증 및 관련 질환에 적용될

수 있도록 최적의 추출방법을 개발하여 국민 건강

에 이바지하였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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