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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gastritis inhibitory substance was ethanol-extracted from Saururus chinensis in order to
examine the effect as a part of natural bioactive substance research. In an oral administration experiment, S. chinensis
was administered at doses of 0.25 g/kg B.W. to 2 g/kg B.W., resulting in stabilization at 1.5 g/kg B.W. and an
LD50 of 1.81 g/kg B.W. In a chronic toxicity experiment, 0.5 g/kg B.W. of S. chinensis was administered for 13 weeks,
but toxicity was not observed. S. chinensis ethanol-extracts were administered at a concentration of 250 or 500 mg/kg
B.W. before induction of gastritis. Gastrorrhagia, stomach edema, cytokine production, and cell damage were reduced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Therefore, S. chinensis ethanol extracts inhibit cell damage by stress-induced
hemorrhagic gastritis in a concentration-dependent manner via inhibition of cytokine expr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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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증이 심하더라도 치료를 하지 않고 방치하여 만성위염으로
진행될 수 있다(1,5,6). 또한 치료를 하더라도 염증 및 증상

위염은 산의 분비가 증가하거나 위의 방어기전이 약해질

의 완화를 유도할 수 있으나 재발이 쉽게 일어나 염증을 박

때 상피세포가 손상되어 발생한다. 더 심해지면 위궤양으로

멸하기는 힘든 실정이다. 위염은 쉽게 완치되지 않아 치료약

진행되거나 만성적인 위염으로 진행하게 되며 만성위염은

을 장기적으로 사용해야 하는데 일상생활에서 오는 스트레

위암과도 연관이 있다(1,2).

스가 하나의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평소에 스트레

위염의 치료제는 산의 분비를 억제하거나 중화시키는 약

스에 대한 염증반응을 억제하고 상피세포의 방어력을 증가

물과 위의 상피세포를 산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는 약물로

시키는 물질을 예방적으로 섭취한다면 위염의 발생 빈도를

나눌 수 있다. 산의 분비를 억제시키는 약물로는 제산제, 히

감소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7).

스타민 수용체 억제제(cimetidine, ranitidine, famotidine,

삼백초(Saururus chinensis)는 삼백초과에 속하는 다년

nizatidine) 및 proton pump 억제제(omeprazole, esome-

초로서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북아시아에 주로 분포하는 약

prazole, lansoprazole)가 있으며 상피세포를 보호하는 약

용작물이다. 예로부터 부종, 해독, 당뇨, 고혈압, 간염 및 황

제로는 물리화학적 방어와 trophic effect가 있는 sucral-

달, 해독 및 간염 등의 치료에 주로 이용되고(8,9), 건강차나

fate, 상피세포의 재생을 증가시키는 prostaglandin 제제 그

나물과 같은 식품의 재료로 활용되기도 한다. 삼백초 잎에는

리고 Helicobacter pylori에 효과가 있는 bisthmus 함유 제

quercetin, quercetrin, isoquercetrin, avicularin, rutin 등

제가 있다(3,4). 이러한 약제들은 위염의 증상이 있을 때 사

페놀성 물질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어 항암 효과가 있다. 뿌

용하여 염증 및 증상을 완화시키는 약제들이다. 위염 환자들

리에는 아미노산, 유기산, 당류 및 가수분해형 탄닌류가 함

은 위염 증상이 있으면 치료를 하지만 증상이 없는 경우 염

유되어 있어 화농성 유선염, 요로통, 성인병, 고혈압 등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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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가 있다(10-14). 이 중 flavonoid의 일종인 quercetin,
quercitrin 등은 식물계에 존재하는 천연항산화제로 지방산
화 억제, 활성산소의 제거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억제함으로
써 노화나 암 및 심장병 등을 예방하는 효과를 나타내어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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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도가 높아지고 있다(15,16). 또한 삼백초는 간세포 보

로 주입하여[tiletamine and zolazepam(25 mg/kg B.W.),

호 활성이 있고(17), 항균, 항산화 및 모세혈관 강화작용 등

xylazine(10 mg/kg B.W.)] 마취한 후 생쥐를 희생하여 혈

의 효과들이 있다(18-20).

액을 채취하고 혈장을 분리하였다. 혈액과 혈장은 분석 전까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약용작물 중 삼백초 잎 추출물

지 -80°C에 보관하였다. 위장은 분리, 절개하여 위장 내면

의 스트레스성 위염 억제 효과를 규명하여 스트레스성 위염

의 사진을 찍고(Fig. 1) 조직학적 염색을 위하여 10% buf-

에 특이적으로 효과적인 기능성 원료를 확보하고자 하였다.

fered formalin에 보관하거나 이후의 실험을 위하여 -80°C
에 보관하였다. 상기의 조건에서 방치한 생쥐의 위 조직을
육안으로 살펴본 결과 위출혈이 발생하고 조직학적으로 위

재료 및 방법

부종 및 상피세포의 손상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염증성 사이

삼백초 에탄올 추출물 제조

토카인의 발현이 증가함을 확인하였다.

건조시킨 삼백초 잎 분말 시료에 100 mL의 60% ethanol
을 가하고 homogenizer로 20,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

삼백초 추출물의 급성 또는 만성 독성 검사

시킨 후 24시간 동안 교반 추출하였다. 추출액은 Whatman

삼백초 추출물의 급성독성 검사를 위하여 삼백초 추출물

No. 1 filter paper(GE Healthcare Company, Bucking-

을 농도별로 0, 0.25, 0.5, 1, 1.5, 2 g/kg B.W.를 한 번만

hamshire, UK)로 여과하고 rotary vacuum evaporator

경구 투여한 후 쥐의 행동 양상을 관찰하고 생존율을 측정하

(Eyela NE, Tokyo, Japan)에서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였다. 일주일 후에 마취제를 복강으로 주입하여[tiletamine

사용하였다.

and zolazepam(25 mg/kg), xylazine(10 mg/kg)] 마취한
후 쥐를 희생하여 혈액을 채취한 후 혈장을 분리하고, 간과

실험동물

신장의 무게를 측정한 후 -80°C에 저장하였다. 간독성 측정

실험동물은 7주된 C57BL/6J 생쥐 수컷을 사용하였으며

을 위하여 GOT(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와

샘타코(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GPT(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를 측정하였다. 삼

동물사의 청정실에서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오전 7시에서

백초 추출물의 만성독성 검사를 위하여 삼백초 추출물을 생

오후 7시까지 12시간을 전등으로 밝게 유지하고 이후 12시

쥐가 섭취하는 물에 농도별(0, 0.0625, 0.125, 0.25, 0.5

간은 소등하였으며, 사육 중 식이와 물 섭취 양을 측정하였

g/kg B.W.)로 희석하여 13주간 자유롭게 섭취시켰다. 기간

다. 실험동물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사의 관리지침에

중 식이 섭취량과 물 섭취량, 몸무게 변화, 행동 양상을 관찰

따라서 사육되었으며, 실험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윤

하였다. 13주 후에 쥐를 급성독성 실험과 마찬가지로 쥐를

리위원회의 승인 하에 시행하였다.

희생하여 혈액을 모은 후에 간과 신장의 무게를 측정한 다음
간과 혈장을 -80°C에 저장하였다. 간독성 측정을 위하여

Water-immersion restraint stress-induced(WIRS) 위염
동물 실험 모델
스트레스성 위염 동물모델로는 WIRS gastritis 모델을 확

GOT와 GPT를 측정하였다.

스트레스성 위염에 대한 삼백초 추출물의 영향

립하고자 하였다. C57BL6 수컷 생쥐를 전날 오후 6시에

C57BL6 수컷 생쥐를 4개 그룹(대조군, WIRS군, WIRS+

식이를 제거하여 다음날 아침 8시까지 14시간 절식한 후

extract 250 mg/kg 군, WIRS+extract 500 mg/kg 군)으

동물이 나오지 못하도록 잠금 장치가 설치된 작은 동물용

로 나누고, 전날 오후 6시부터 식이를 제거하여 절식시켰다.

케이지에 넣었다. 수조에 물을 채우고 25°C가 되도록 물의

다음 날 아침 9시에 대조군과 WIRS군에는 증류수를, WIRS+

온도를 맞춘 후 생쥐를 넣은 케이지를 수조에 넣고 25°C에

extract 250 mg/kg 군과 WIRS+extract 500 mg/kg 군에

서 6시간 동안 유지하였다. 이때 생쥐가 케이지 벽에 매달리

는 삼백초 추출물을 각각 250 mg/kg과 500 mg/kg을 경구

며 물에 잠긴 상태로 유지되었다. 6시간 후 마취제를 복강으

로 투여하였다. WIRS군과 WIRS+extract 250 mg/kg 군과

A

B

Fig. 1. Inside hemorrhage morphology of
mouse stomach after stress for 6 hours by
water-immersion restraint stress-induced
(WIRS). (A) control group, (B) WI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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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RS+extract 500 mg/kg 군 마우스를 소동물용 케이지에

(55°C, 20초) 및 연장(72°C, 35초)의 과정을 45회 반복하여

넣고 스트레스성 위염 동물모델에 적용시켰다.

Real-Time PCR 7500 System과 Power SYBR Green
PCR Master Mix(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측정

혈중 생화학적 물질 측정

하였다. 내부 표준품으로는 β-actin을 사용하였으며 pri-

간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혈장에서 GOT와 GPT를 측정

mer 서열은 Table 1에 나타내었다.

하였다. 측정 kit은 아산제약(Seoul, Korea)의 transaminase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장 tumor necrosis fac-

Western blotting

tor(TNF)-α는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Western blotting electrophoresis는 Sheeba와 Asha

(ELISA) 방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Invitrogen, Camarillo,

(21)의 방법에 준하여 조직 약 30 mg을 lysis buffer에 넣고

CA, USA).

homogenizer를 이용하여 조직을 균질화한 후 샘플 단백질
40 μg을 5×Laemmli sample buffer[0.375 M Tris-HCl,

Real-time PCR

pH 6.8, 5% sodium dodecyl sulfate(SDS), 5% beta-

유전자 발현은 real-time PCR로 분석하였다. RNA 추출

mercaptoethanol, 50% glycerol, 0.05% bromophenol

은 1 mL TRI-reagent(Sigma-Aldrich Co., St. Louis, MO,

blue]에 넣고 99°C에 5분간 배양한 후 10% SDS-poly-

USA)에 시상하부 조직을 넣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균질화시

acrylamide gel을 이용하여 전기영동 하였다. 분리된 단백

켰다. 여기에 200 μL의 chloroform을 넣고 15초간 격렬하

질을 polyvinylidene fluoride membrane(PVDF)에 옮기고

게 흔든 뒤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4°C, 13,200 rpm

5% skim milk로 blocking 한 다음 측정하고자 하는 단백질

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된 상층액에 같은 부피

에 대한 항체를 PVDF membrane과 4°C에서 밤새도록 배

의 isopropanol을 넣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다음 다

양하였다. 다음 날 2차 항체를 PVDF membrane과 함께 실

시 4°C, 13,2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RNA를 침

온에서 1시간 동안 배양시킨 후 chemiluminescence de-

전시켰다. 침전시킨 RNA를 차가운 75% ethanol 1 mL로

tection regent를 이용하여 단백질 양을 측정하였다.

세척하고 4°C, 13,2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침전
물을 실온에서 건조시켰다. 마지막으로 남은 RNA를 RNase

Hematoxylin-eosin 염색

가 제거된 물 30 μL에 녹여 -70°C에서 보관하였다. RNA

위장 조직의 분리는 Nakada 등(22)의 방법에 준하여 수

농도는 Nano-drop(Thermo Fisher Scientific Inc., Wil-

행하였다. 위장 조직을 채취하여 10% 중성 완충 포르말린

mington, DE, USA)을 이용하여 260 및 280 nm 파장에서

용액에 넣어 고정시킨 뒤 파라핀 함몰 조직 절편을 제작하였

측정하였다. RNA 증폭은 분리한 RNA 1 μg을 High-Capac-

다. 조직은 4 μm 두께로 자른 후 xylene에 3분 동안 2번

ity cDNA Reverse Transcription Kit(Applied Biosys-

처리하고, 100%, 90%, 80%, 70% 알코올에 각각 순서대로

tems, Foster City, CA, USA)으로 cDNA로 제작한 뒤 re-

1분씩 처리하여 파라핀을 제거한 후 세척하였다. Hema-

al-time PCR을 시행하였다. Real time PCR은 95°C에서

toxylin 염색을 하고 1% 염산 알코올로 분별한 후 0.2% 암

10분의 전 반응을 거친 다음, 변성(95°C, 15초), 어닐링

모니아수로 중화를 시켰다. 조직샘플은 흐르는 물에서 빛깔

Table 1. Sequences of primer with real-time PCR
Sequences
TNF-α
IL-1β
IL-6
Cox-2
iNOS
SOD
GPx1
β-Actin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Sense
Anti-sense

5′-CTATCTCCAGGTTCTCTTCAA-3′
5′-GCAGAGAGGAGGTTGACTTTC-3′
5′-GCCCATCCTCTGTGACTC-3′
5′-AGTGCAGCTGTCTAATGGGA-3′
5'-GTCGGAGGCTTAATTACACATG-3'
5'-TCAGAATTGCCATTGCCATTGCACA-3'
5′-ATCCACAGCCTACCAAAACA-3′
5′-TCAGTTGAACGCCTTTTAAT-3′
5′-CTCCTGCCTCATGCCATT-3
5′-TGTTCCTCTATTTTTGCCTCTTTA-3′
5'-CTGCTCTAATCAGGACCCATT-3'
5'-GTGCTCCCACACGTCAATC-3'
5'-GAAGTGCGAAGTGAATGGTG-3'
5'-TGGGTGTTGGCAAGGC-3'
5′-TGGACAGTGAGGCAAGGATAG-3′
5′-TACTGCCCTGGCTCCTAGCA-3′

Size
71 bp
71 bp
72 bp
100 bp
71 bp
71 bp
71 bp
121 bp

IL-1β: interleukin-1β, iNOS: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SOD: superoxide dismutase, GPx1: glutathione peroxidase 1, Cox-2:
cyclooxygenase-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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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내고 eosin으로 염색한 후 80%, 90%, 100% 에탄올에

삼백초 추출물을 희석하여 13주간 섭취시켰다. 그 결과 Fig.

순서대로 1분간 처리하여 탈수하고 봉입하였다. 현미경 상

4A에서와 같이 1주일마다 측정한 몸무게는 각 그룹 간에

으로 핵은 파랗게, 세포질은 붉게 염색되었다.

차이가 거의 없었으며, 13주가 경과하는 동안 최종 weight
gain도 그룹 간 차이는 거의 없었다.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통계처리

식이 섭취량을 13주간 측정한 결과 Fig. 4B에서와 같이 각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기하였다. 각 군 간의

그룹 간에 차이가 없었다. 물은 일주일에 2번 바꾸어 주며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95% 유의 수준을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을 측정하여 일주일 간의 평균치를 측정

인정하였다.

한 결과 Fig. 4C에서와 같이 매주 측정한 물 섭취량도 각
군 간에 차이가 없었으며 13주간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도
차이가 없었다.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한 후 13주 경과 후

결과 및 고찰

마우스의 장기들을 적출하여 신장, 간, 비장 및 심장 등의

삼백초 추출물의 급성독성 측정

무게를 측정한 결과 Fig. 5A~5D에서와 같이 유의성 있는

생쥐를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그룹당 20마리씩 각각 삼백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삼백초 추출물에 의한 만성 간독성

초 추출물 0, 0.25, 0.5, 1, 1.5, 2 g/kg씩 경구로 1회 투여한

을 살펴보기 위하여 삼백초 추출물을 13주간 장기적으로

후 일주일간 관찰하였다. 삼백초 추출물 2 g/kg 투여군에서

경구 투여 후 혈장 GOT와 GPT를 측정한 결과 Fig. 5E와

는 24시간 이내에 14마리가 사망하였다. 삼백초 추출물 0.25,

5F에서와 같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GOT와 GPT 농도가 삼

0.5 g/kg 군에서는 생존율이 100%였으나 1 g/kg 군에서는

백초 추출물의 투여에 의하여 증가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

89.5%, 1.5 g/kg 군에서는 79%, 2 g/kg 군에서는 생존율

았으며, 각 그룹 간에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삼백

22.2%였다. 쥐의 50%를 사망시킬 수 있는 LD50은 1.81 g/

초 추출물은 500 mg g/kg의 투여량에 대해서 만성독성이

kg이었다(Fig. 2). 삼백초 추출물 투여 후 일주일간 생쥐의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식이 섭취량과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Fig. 3A~3D에서와
같이 각 그룹 간 차이는 거의 없었으며 신장과 간 무게도

삼백초 추출물에 의한 위장 내 출혈 억제 효과

각 그룹 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삼백초 추출물에 의한

WIRS를 유발하지 않은 생쥐(control)의 위장 내면에 비

간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삼백초 추출물 투여 후 생쥐의

하여 WIRS를 유발한 생쥐의 위장 내면은 Fig. 1에서와 같이

혈장 GOT와 GPT를 측정한 결과 Fig. 3E와 3F에서와 같이

위장 내 출혈이 발생하였다. 위염을 유발하기 전에 250 mg/

혈중 내 GOT는 각 그룹 간 차이가 거의 없었으나 GPT는

kg 농도의 삼백초 추출물을 경구 투여한 생쥐의 경우 Fig.

다른 그룹에 비해 1.5 g/kg 군에서 유의하게 증가하였다.

6에서와 같이 위장의 출혈이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따라서 삼백초 추출물은 1.0 g/kg 미만의 투여량에 대해서

여전히 출혈이 있었으며, 500 mg/kg 농도의 삼백초 추출물

는 급성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을 투여한 생쥐의 경우 WIRS를 유발하지 않은 생쥐(control)와 유사한 수준으로 위장 출혈이 감소하였다. 위의 결과

삼백초 추출물의 만성독성 측정

에 따라 삼백초 추출물의 투여가 스트레스성 위염에 의해

생쥐 10마리씩 5개 그룹(0, 62.5, 125, 250, 500 mg extract/kg)으로 구분하고 삼백초 추출물을 13주간 경구 투여

유발되는 위장 내면의 출혈을 억제시키는 기능을 수행하는
으로 확인되었다.

하여 마우스의 만성독성을 측정하였다. 생쥐가 섭취하는 물
에 각각 0, 62.5, 125, 250, 500 mg/kg의 농도가 되도록

삼백초 추출물에 의한 위 조직 부종과 세포손상 억제 효과
WIRS를 유발하지 않은 생쥐(control군)의 위 조직 부종

0 g/Kg

0.25 g/Kg

0.5 g/Kg

1 g/Kg

1.5 g/Kg

2 g/Kg

및 세포손상에 비교하여 WIRS를 유발한 생쥐의 위 조직 부
종 및 세포손상 정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위 조직을 10% 포

20

Survivor (mice) .

르말린으로 고정하고 표본을 만들어 hematoxylin-eosin
염색 후 부종 여부와 상피세포의 손상을 계산한 결과 Fig.

15

7에서와 같이 대조군은 상피세포와 lamina propria가 정상
10

으로 나타났으나 WIRS를 유발한 위 조직에서는 lamina
propria에 부종이 있고 상피세포의 손상 정도가 심하였다.

5

삼백초 추출물 투여에 의한 위 조직 부종 및 세포손상 억제
효과를 알아보기 위하여 삼백초 추출물 250 mg/kg과 5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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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 on survival rate of mouse by once oral administration of Saururus chinensis extracts.

mg/kg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농도 의존적으로 부종의 정도
와 상피세포의 손상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특히 500 mg/kg의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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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n growth of mouse by once oral administration of Saururus chinensis extracts. (A) body weight, (B) feeding amount/d,
*
(C) kidney weight, (D) liver weight, (E) GOT, (F) GPT. P<0.05 vs. dose of 0 g/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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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n growth of mouse by oral administration for 13 weeks of Saururus chinensis extracts. (A) body weight, (B) feeding
amount/d, (C) intake amount of water kidney.
상세포와 유사한 구조를 보이고 있었다. 따라서 삼백초 추출

삼백초 추출물에 의한 염증 cytokine의 억제 효과

물의 투여가 스트레스성 위염에 의해 유발되는 위 조직 부종

Interleukin-6(IL-6)와 interleukin-1β(IL-1β)는 mon-

및 세포손상에 대하여 억제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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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n growth of mouse by oral administration for 13 weeks of Saururus chinensis extracts. (A) spleen weight, (B) liver
weight, (C) kidney weight, (D) heart weight, (E) GOT, (F) GPT.

Control

WIRS (6 h)

Stomach hemorrhagic area (%) .

100

80

60

40

20

0
Control
control

WIRS (6 h)+extract 250 mg/kg WIRS (6 h)+extract 500 mg/kg

WIRS

WIRS-extract
WIRS+extract
(250
250 mg)
mg

WIRS-extract
WIRS+extract
(500
500 mg)
mg

Fig. 6. Inhibitory activity of Saururus chinensis extracts against
hemorrhagic gastritis by WIRS. Inside morphology of mouse
stomach progressing 6 hours after oral administration with Saururus chinensis extra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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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었다고 보고한 결과에서 유추해 볼 때 삼백초 추출물이
IL-6나 IL-1β 등의 cytokine을 감소시키는 결과를 나타냄
에 따라 염증 억제 기능을 가지는 것이 입증되었다.

삼백초 추출물이 WIRS에 의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 발현에 미치는 영향
Nitric oxide(NO)는 다양한 생물학적 기능을 조절하는
유리라디칼로 염증성 질환의 발병에 관여한다. NO의 생성
Control

WIRS

에는 NO synthase(NOS)라는 효소가 작용한다. NOS에는
constitutive NOS(cNOS)와 inducible NOS(iNOS) 두 종류
가 있는데, iNOS의 protein expression이 감소함으로써 염
증 억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NO 생성에 관여하는 iNOS 단백질 발현 정도를 조사하기
위하여 immunoblot analysis를 이용하여 western blot으
로 측정한 결과 Fig. 9A에서와 같이 iNOS expression은
대조군에 비하여 WIRS 유발군에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WIRS+extract 250 mg/kg

WIRS+extract 500 mg/kg

Fig. 7. Morphology of stomach tissue by hematoxylin-eosin stain
with 10% formalin.

었다.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은 WIRS 유발 후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유의성 있게 iNOS
expression 정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어 삼백초 추출
물의 투여에 의해 염증 억제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

cell, neutrophil과 hepatocyte에서 분비되며, TNF-α, IL-

한 산화성 스트레스를 나타내는 인자인 nitrotyrosine의 발

2 등과 함께 proinflammatory cytokine으로 여러 면역학적

현 정도도 Fig. 9B에서와 같이 iNOS 발현과 유사한 경향을

작용들과 연관이 있다. 특히 IL-1β는 T-cell의 activation,

나타내었다.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한 그룹에서는 WIRS 유

B-cell의 maturation, NK cell의 activity를 활성화한다. 삼

발 후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군에 비하여 nitro-

백초 추출물에 의하여 염증성 사이토카인 IL-6와 IL-1β의

tyrosine expression 정도가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결과를

발현(expression) 억제 정도를 측정한 결과 Fig. 8A와 8B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삼백초 추출물의 투여에 의해

에서와 같이 WIRS 유발 후 삼백초 추출물을 투여하지 않은

염증 억제와 산화성 스트레스의 억제 효과가 있음을 나타내

생쥐 혈액의 IL-6와 IL-1β 발현 수준과 비교하여 WIRS 유

고 있다. So 등(24)과 Byun 등(25)은 약용작물인 산더덕과

발 후 250, 500 mg/kg의 삼백초 추출물을 주입한 실험군에

현삼 추출물에 의해 대식세포에서 iNOS와 COX-2 발현이

서는 IL-6(Fig. 8A)와 IL-1β(Fig. 8B)의 발현 정도가 대조

저해되어 염증 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하였으며, 본 연구에

군 수준으로 유의성 있게 감소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서도 약용작물의 일종인 삼백초 추출물에서 iNOS에 대해

삼백초 추출물의 투여에 의하여 스트레스성 위염에 동반되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NO와 상호 작용을

는 염증성 cytokine의 감소가 일어나 위염 억제 효과가 있는

가진 iNOS의 발현 억제에 의해 염증반응의 억제 효과를 기

것으로 확인되었다. Cho와 An(23)은 청목노상 뽕잎 추출물

대할 수 있었다.

이 염증성 cytokine을 감소시킴으로써 항염증기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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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Saururus chinensis extracts against interleukin-6 (IL-6) and interleukin-1β (IL-1β) expression by WIRS. *P<0.05
vs. WIRS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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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Effect of Saururus chinensis extracts against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expression by WIRS. *P<0.05 vs. WIRS
group.
한 위염의 출혈 및 세포손상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염증반응의 억제에도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억
제하는 mechanism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따라서 삼백
초 추출물의 투여는 스트레스성 위염의 예방적인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생각되었다.

요

약

천연 생리활성 물질 탐색 연구의 일환으로 삼백초로부터 위
염 억제 물질을 추출하여 효능을 검정하였다. 삼백초 추출물
0.25~2 g/kg B.W.를 마우스에 경구 투여한 결과 1.5 g/kg
B.W. 미만 투여량의 급성독성 실험에서 안정성을 나타내었
으며 LD50은 1.81 g/kg B.W.였다. 삼백초 추출물 0.5 g/kg
B.W.를 마우스에 경구 투여한 만성독성 실험에서는 13주간
의 투여기간 동안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염을 유
발시키기 전에 삼백초 추출물을 250 및 500 mg/kg B.W.
농도로 미리 섭취시킨 결과 위출혈 및 위부종과 세포손상이
농도 의존적으로 감소하였다. 또한 사이토카인의 발현도 억
제되었다. 따라서 삼백초 추출물은 스트레스성 위염에 의한
출혈 및 세포손상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효과가 있으
며, 그 mechanism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억제에 의
한 것이라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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