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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의 in vitro 항산화 효과  
RAW 264.7 식세포에서의 항염증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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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vitro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of Ethanol 
Extract and Sequential Fractions of Flowers of Prunus 
persica in LPS-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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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runus persica Flos (PPF) were investigated for their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to 
find a natural functional food resource preventing degenerative diseases associated with excessive oxidative stress 
and chronic inflammation. PPF was extracted using ethanol (EtOH) and then sequentially fractioned by hexane (Hx), 
dichloromethane (DM), ethyl acetate (EA), n-butanol (BtOH), and water (DW). Contents of total phenolics and fla-
vonoids, as well as 2,2-diphenyl-1-picrylhydrazyl (DPPH) radical and 2,2'-azino-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were measured. Anti-inflammatory effects in terms of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PG) E2,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such as interleukin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 (TNF)-α 
production were also measured using LPS-treated RAW 264.7 macrophages. EtOH extract showed relatively high 
antioxidant activity with high total phenolic (78.1 mg tannic acid/g) and flavonoid contents (55.3 mg rutin/g). EA 
fraction contained the highest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394.6 mg tannic acid/g, 253.7 mg rutin/g), followed 
by BtOH (128.3 mg tannic acid/g, 93.1 mg rutin/g). EA and BtOH fractions and EtOH extract showed higher DPPH 
radical and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than the others (P<0.05). In LPS-treated RAW 264.7 macrophages, 
EtOH extract (200 μg/mL)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P<0.05) NO, PGE2, and TNF-α production levels to 38.5%, 
32.3%, and 48.9% of the control, respectively, as well as reduced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 DM fraction 
(50 μg/mL)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P<0.05) NO, PGE2, IL-6, and TNF-α production levels to 43.5%, 13.3%, 
38.7%, and 41.3% of the control, respectively, and EA fraction (50 μg/mL) showed significantly reduced NO, PGE2, 
IL-6, and TNF-α production levels to 44.8%, 22.4%, 45.7%, and 62.0% of the control, respectively. Taken together, 
EtOH extract of PPF showed potent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activities, and EA and BtOH fractions showed 
comparatively stronger antioxidant activities while DM and EA fractions showed stronger anti-inflammatory activities. 
It can be concluded that EtOH extract of PPF and its fractions are good candidates as natural resources for the develop-
ment of anti-oxidative and anti-inflammatory functional food produ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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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인의 주요 사망원인인 암, 심뇌혈관질환, 당뇨병 등

의 만성질환의 병리기전은 산화적 스트레스 및 만성적 염증

과 관련성이 깊다. 활성산소는 정상적인 대사과정에서도 소

량씩 생성되며 세포 기능 유지에 필요한 물질이지만 환경오

염이나 화학물질에 대한 노출, 스트레스, 비만 등에 의하여 

생성량이 증가하거나 제거시스템의 기능이 약화되는 경우 

결과적으로 산화적 스트레스가 상승하여 여러 가지 질병을 

야기할 수 있다. 지속적으로 과도하게 산화적 스트레스가 

상승하면 세포막, DNA, 단백질, 지단백 등을 공격하여 손상

을 초래할 뿐 아니라 염증반응의 신호전달계와 연결되어 있

기 때문에 전신적으로 만성적 염증반응이 유도됨으로써 심

혈관질환, 암, 치매, 당뇨병, 관절염, 백내장 및 노화를 촉진

한다고 알려져 있다(1-3).  

활성산소는 세포막 지질의 과산화를 촉진하고 nuclear 

factor kappa B(NF-κB)를 비롯한 여러 신호전달계를 활성

화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을 촉진한다(4-6). 염증반응은 광범

위한 외부 자극에 대하여 신체를 보호하기 위한 가장 중요한 

면역 작용 중의 하나이지만 그 정도가 과도하거나 장기화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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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관절염, 천식, 다발성 경화증, 만성장염, 건선 등의 만성

적 염증질환을 유발하게 된다(7). 염증반응에서 대식세포는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염증유발물질이나 신호가 세포 

내로 유입되면 초기에 대식세포가 빠르게 활성화되어 많은 

산화질소와 prostaglandin(PG)E2 및 interleukin(IL)-6, 

tumor necrosis factor(TNF)-α와 같은 염증성 interleukin

과 부착성 물질 등의 분비를 증가시킴으로써 염증반응을 가

속화시킨다(8). PGE2는 염증 부위에서 혈류의 증가, 부종, 

통증을 유발시키는 주된 물질이며, TNF-α는 대표적인 염증

성 사이토카인으로 염증반응 초기단계에서 IL-1β와 IL-6

를 비롯한 다른 사이토카인들의 생성을 조절하는 작용을 하

고, 염증세포를 염증 부위로 불러 모아 통증과 연골의 손상

을 촉진시킨다(9).

대장암, 다발성 경화증, 퇴행성신경질환, 심장질환 등에

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iNOS)나 cyclooxy-

genase(COX)-2의 발현이 과도하게 증가되어 있음이 관찰

되어 이들 효소 및 NO와 PGE2의 증가가 병리기전에 관련

되어 있음이 보고된 바 있다(10). 이후 여러 보고에서 일부 

식물 추출물이나 천연의 항산화 물질들이 염증반응 유발물

질의 하나인 lipopolysaccharide(LPS)를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iNOS나 COX-2의 발현을 억제시킴으로써 

NO와 PGE2의 생성을 감소시켰고, 동시에 IL-1β, IL-6, 

TNF-α와 같은 염증성 매개물질들의 합성을 억제시키는 효

과를 나타내었다고 하였다(9,11,12). iNOS와 TNF-α를 비

롯한 염증매개물질들의 유전자 발현은 NF-κB, activator 

protein-1, CCAAT/enhancer-binding protein, cyclic- 

AMP-response element-binding protein 등에 의하여 조

절되며(13), 특히 NF-κB의 활성화는 iNOS, COX-2, IL-6, 

TNF-α를 비롯한 다양한 염증성 유전자들의 발현을 유도한

다고 알려져 있다(12).

예로부터 우리나라에서는 산과 들에 자생하는 식물의 새

순, 잎, 줄기나 꽃 등을 채취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섭취하였

다. 따라서 전통적으로 섭취해온 식물들에 대하여 보다 많은 

관심을 갖고 다양한 생리활성에 대한 과학적인 연구를 통하

여 약리적 기능이 우수한 천연의 식품소재를 발굴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복숭아꽃(Pruni persicae Flos)을 복

사꽃이라고도 하며 건조시켜 차로 즐겨 마셨다. 복숭아꽃의 

성분은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민간요법으로 얼굴에 난 

부스럼이나 습진을 치료하는 데 사용하였으며(14), 장운동

을 촉진시켜 변비를 해소하고 이뇨제로 이용되었다는 보고

가 있다(15). 또한 Heo 등(16)은 동물실험 결과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이 자외선 B와 C에 의한 DNA 손상과 피부종

양을 억제하는 효과가 있었는데 그것은 우수한 항산화 효과 

때문이라 하였고, Li와 Wang(3)도 복숭아꽃 메탄올 추출물

이 라디칼에 의해 유도되는 DNA 손상으로부터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고 하였다. 복숭아꽃에는 플라보노이드에 속하

는 kaempferol과 그 배당체, albamyricetin 등의 성분들이 

함유되어 있고, kaempferol의 경우 지질과산화와 콜레스테

롤 억제 효과가 있으며, 항산화 효과가 높다고 알려져 있다

(3,10). 최근 Lee와 An(17)은 복숭아꽃 아세톤 추출물로부

터 얻은 여러 분획 중 일부가 LPS를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산화질소(NO)의 생성을 매우 효과적으로 억

제함과 동시에 hyaluronidase 활성을 저해하는 효과를 보

여 항염증 효과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하였으나 iNOS와 

COX-2의 발현이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합성에 미치는 영

향에 대한 연구보고는 아직 없다.

본 연구의 목적은 복숭아꽃 추출물의 항산화 및 항염증 

효과를 측정함으로써 향후 산화적 스트레스 및 염증반응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만성질병들을 예방할 수 있는 건강보조

식품의 소재로 이용될 수 있는지 알아보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을 얻은 후 극성의 정도가 

서로 다른 5종의 용매를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분획 추출한 

다음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과 항산화 효과를 측정 비교하였

고, 염증반응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대식세포를 이용

하여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상태에서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이 NO, PGE2, IL-6, TNF-α의 생성 및 iNOS와 

COX-2의 합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시약

추출용 에탄올(Ducksan, Ansan, Korea), 실험용 에탄올

(Merck, Darmstadt, Germany), KH2PO4와 K2HPO4 

(Ducksan), 세포 배양액으로 Dulbeco's modified Eagle's 

medium(DMEM; Gibco, Rockville, MD, USA), penicillin

과 streptomycin(Welgene, Gyeonsan, Korea), fetal bo-

vine serum(FBS; Sigma-Aldrich Co., St. Louis, MO, 

USA)을 사용하였으며, dimethyl sulfoxide(DMSO), Folin- 

Ciocalteu reagent, tannic acid(TA), rutin(RT), dieth-

ylene glycol, ascorbic acid(AA), 2,2-diphenyl-1-picr-

yl-hydrazyl(DPPH), potassium persulfate, 2,2'-azino- 

bis-3-ethylbenzothiazoline-6-sulfonic acid(ABTS), 3- 

(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MTT), lipopolysaccharide(LPS, phenolic extraction 

from Escherichia coli), sodium nitrite, sulfanilamide, 

N-(1-naphthyl)-ethylenediamine(NEDD) 등 대부분의 

시약은 Sigma-Aldrich Co.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시료의 구입, 전처리 및 추출, 분획

시료는 전라남도 화순에서 재배하여 증기로 쪄서 건조시

킨 복숭아꽃차를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구입한 복숭아꽃차

는 실험실에서 동결건조기(Samwon, Sungnam, Korea)에

서 감압 하에 1일간 더 건조시킨 후 가정용 식품분쇄기를 

이용하여 곱게 분쇄한 다음 냉동실에 보관하였다. 복숭아꽃 

건조시료로부터 에탄올 추출시료 및 분획 시료를 얻는 과정

은 Fig. 1과 같다. 복숭아꽃 건조시료 일정량에 20배 부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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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unus persica FLOS (100 g)

－Extraction w/ethanol (RT, 24 h, 2 times)－Filtration－Evaporation－Freeze drying

Ethanol extract EtOH ext. sample 

Hexane
fraction 

－Distilled water, added－Hexane, added

Fractionation

Hx fr.
sampleEvaporation

Dichloromethane,
added

Fractionation

Dichloromethane 
fraction

Evaporation

Evaporation
DM fr.
sample

Fractionation

Ethyl acetate,
added

Butanol 
fraction

Ethyl acetate
fraction

EA fr.
sample

n-Butanol, 
added

Aqueous 
fraction 

Fractionation

Evaporation

Evaporation

BtOH fr.
sample

DW fr. sample

Fig. 1. The procedure for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from 
Prunus persica FLOS.

에탄올(Ducksan)을 플라스크에 붓고 입구를 봉한 다음 

stirring 하면서 실온에서 24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하였

다. 추출용액을 모아 Whatman 여과지(No.2, GE Health-

care, Buckinghamshire, UK)로 거른 후 여과액을 rotary 

vacuum evaporator(EYELA, Tokyo, Japan)로 30°C, 감

압 하에 에탄올을 증발시켜 농축액을 얻었다. 에탄올 추출 

농축액(EtOH)에 적당량의 물을 섞어 분산시킨 후 극성의 

정도에 따라 hexane(Hx), dichloromethane(DM), ethyl 

acetate(EA), n-butanol(BtOH) 및 water(DW) 분획의 순

으로 separatory funnel을 이용하여 순차적으로 용매분획

을 시행한 다음 각 분획물을 rotary evaporator로 농축한 

후 DMSO로 녹여(100 mg/mL) 냉동 보관하였다가 실험에 

사용하였다.

총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Singleton 등(18)의 방법에 따라 

추출시료 100 μL에 Folin-Ciocalteu reagent 1 mL, 7.5%

의 sodium carbonate(Na2CO3) 800 μL를 가하고 빛을 차단

하여 실온에서 30분간 방치한 후 spectrophotometer 

(Ultrospec 2100Pro, Amersham Phamacia Biotech, 

Cambridge, UK)로 76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 

때 표준시약으로는 tannic acid를 사용하였다. 총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AOAC에서 공인된 방법을 약간 수정한 Chae 

등(19)의 방법에 따라 추출시료 100 μL에 90% diethylene 

glycol 900 μL를 첨가하고, 다시 1 N NaOH를 20 μL를 

가한 후 37°C water bath에서 1시간 동안 둔 다음 spec-

trophotometer로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

시약으로는 rutin을 사용하였다. 

DPPH 라디칼 소거능

대표적인 항산화능의 지표로 이용되는 DPPH 라디칼 소

거능은 Senba 등(20)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시료는 에

탄올을 이용하여 여러 농도로 희석한 다음 각각 200 μL씩을 

취하고 에탄올에 녹인 200 μM의 DPPH 용액 800 μL를 넣

어 37°C에서 30분간 incubation 한 후 517 nm에서 흡광도

를 측정하였다. 시료를 넣지 않은 대조군의 흡광도와 비교하

여 시료 처리군에서 감소한 흡광도의 비율로부터 DPPH 라

디칼 소거율을 계산하였고, 농도와 소거율과의 관계식을 이

용하여 소거율이 50%에 해당하는 시료 농도(IC50)를 계산하

였다. 양성대조군 시약으로 ascorbic acid를 사용하였다. 

ABTS 라디칼 소거능

Re 등(21)의 방법에 따라 ABTS와 potassium persulfate

를 증류수에 용해시켜 각각의 최종 농도가 7.4 mM, 2.6 mM

이 되도록 한 다음 실온의 어두운 곳에서 18시간 두었다가 

사용 직전에 732 nm에서 흡광도가 0.70 정도 되도록 에탄

올로 희석하였다. 희석한 ABTS 혼합용액 1.0 mL에 시료 

50 μL를 섞어 어두운 곳에 30분간 두었다가 732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물질로는 ascorbic acid를 사용

하였고 시료의 ABTS 라디칼 소거능은 μg ascorbic acid 

(AA) eq./mL로 표시하였다.

세포배양 및 시료 준비

마우스 대식세포인 RAW 264.7을 100 φ 세포배양접시에

서 10% FBS(v/v), 100 units/mL penicillin과 100 μg/mL 

streptomycin을 함유하는 DMEM 배지를 이용하여 37°C, 

5% CO2 세포배양기에서 계대배양 하였다. DMSO에 녹인 

각 농축시료는 0.2 μm syringe filter로 여과하여 멸균한 다

음 DMEM 배지로 희석하여 다양한 농도의 시료를 준비하였

다. 

세포독성 측정 

세포에 대한 시료의 독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MTT assay 

방법(22)으로 분석하였다. 먼저 세포를 10% FBS를 함유하

는 DMEM 배양액으로 2.5×104/mL의 밀도가 되도록 준비

하여 96 well plate에 각 well 당 200 μL씩 분주한 후 37°C, 

5% CO2의 세포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여 부착시킨 다음 

무혈청 DMEM 배양액으로 교환하면서 시료를 여러 농도

(0~200 μg/mL)로 처리하고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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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Yield of ethanol extraction and fractionation from dried 
Prunus persica Flos

Yield (%)

Ethanol extract (EtOH)
Hexane fraction (Hx)
Dichloromethane fraction (DM)
Ethyl acetate fraction (EA)
Butanol fraction (BtOH)
Aqueous fraction (DW)

34.7
12.9
 1.1
 2.7
 8.2
13.7

제거한 뒤 PBS로 세척하고 MTT 용액(5 mg/mL in PBS)을 

각 well에 20 μL씩 첨가하여 4시간 동안 37°C incubator에

서 반응시킨 다음 MTT 용액을 제거하고 200 μL DMSO를 

첨가하여 MTT를 환원하고 생성된 formazan을 용해시킨 

후 microplate reader(BioTek, Winooski, VT, USA)를 이

용하여 57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O, PGE2, IL-6, TNF-α생성량 측정

무혈청, 무페놀 DMEM 배지를 이용하여 RAW 264.7 세

포를 12 well plate에 5×105/mL의 농도로 심고 24시간 동

안 37°C, 5%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하여 부착시킨 다음 

시료를 다양한 농도로 처리하고 1시간 배양 후 LPS(1 μg/ 

mL)를 처리하여 염증반응을 촉발시키고 24시간 동안 37 

°C, 5% CO2 세포배양기에서 배양한 다음 배양액을 취하여 

NO, PGE2, IL-6, TNF-α의 생성 정도를 측정하였다. NO 

생성은 Griess 반응법(23)으로 측정하였는데 96 well plate

의 각 well에 세포배양액 100 μL와 Griess 용액(1% sulfa-

nilamide in 5% HCl과 0.1% NEDD를 1:1로 혼합) 100 μL

를 넣고 실온의 어두운 곳에서 20분간 두었다가 plate 

reader로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표준시약으로

는 sodium nitrite를 사용하였다. PGE2, IL-6, TNF-α 생성

량 역시 배양액을 취하여 enzyme 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kit(R&D System, Inc., Minneapolis, MN, 

USA)을 이용하여 각각의 농도를 측정하였다. 

Western blot

먼저 세포로부터 단백질을 추출하기 위하여 배양액을 제

거하고 차가운 PBS(pH 7.4)로 2회 세척한 다음 protease 

inhibitor(Roche, Basel, Germany)를 포함하는 RIPA 버퍼

(Sigma-Aldirch Co.)를 넣고 얼음 위에 20분간 두었다가 

4°C, 10,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상층액을 모았

다. 상층액의 단백질 농도는 Bradford 방법(24)으로 측정하

였다. 모든 시료의 단백질 농도가 동일하도록 조정한 후 5× 

sodium dodecyl sulfate(SDS) sample buffer(Sigma- 

Aldrich Co.)를 가하고 100°C에서 5분간 끓였다. Mini- 

PROTEAN system(Bio-Rad, Hercules, CA, USA)을 이

용하여 10% SDS polyacrylamide gel을 만들어 각 well에 

단백질 양이 동일하도록 각 시료를 loading 하고 전기영동

을 시행하였으며 이어서 Immobilon membranes(Millipore, 

Billerica, MA, USA)에 90분간 transfer 시켰다. Membrane

을 5% nonfat dry milk in Tris-buffered saline contain-

ing 0.1% Tween-20(TBST, pH 8.0)에 녹인 5% nonfat 

dry milk에 넣어 실온에서 1시간 동안 blocking 한 후 일차 

항체(anti-NOS, anti-COX-2, anti-β-actin antibody(Santa 

Cruz Biotechnology, Santa Cruz, CA, USA)를 1:1,000으

로 희석한 용액에 넣어 4°C에서 overnight shaking 하였다. 

다시 TBST로 4회 세척한 다음 membrane을 실온에서 이차 

항체(horseradish peroxidase-conjugated anti-rabbit IgG, 

1:1,000~1:2,000, Santa Cruz Biotechnology)에 2시간 동

안 shaking 하면서 노출시킨 다음 세척하고 ECL solution 

(Pierce, Rockford, IL, USA)을 뿌려 현상한 후 LAS-4000 

Luminescent Image Analyzer(Fujifilm,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밴드를 확인하고 정량하였다.

통계분석

모든 실험 결과는 3회 이상 반복하여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다. 또한 시료들 간의 실험 측정치를 비교하기 위하

여 Statistics Analysis Systems(SAS) 통계프로그램(ver 

9.4, SAS Institute, Cary, NC, USA)을 이용하여 t-test 또

는 ANOVA-test 실시 후 Duncan test를 실시하여 P<0.05

일 때 통계적으로 유의한 것으로 평가하였다. 

결과 및 고찰

추출 및 분획 수율 

동결 건조한 복숭아꽃으로부터 얻은 에탄올 추출물 및 분

획물의 수율은 Table 1과 같다. 에탄올 추출 수율은 34.7%

였으며, 극성이 다른 5가지 용매를 이용하여 비극성에서 극

성이 강한 방향으로 순차적으로 분획 추출한 결과 DW 분획

과 Hx 분획의 수율이 각각 13.7%와 12.9%로 높은 수준이

었으며, DM 분획의 수율이 1.1%로 가장 낮았다.

총 페놀화합물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

식물계에 널리 분포하는 페놀화합물은 다양한 구조와 분

자량을 갖고 있으며, phenolic hydroxy기가 단백질 등의 

분자와 결합함으로써 항산화, 항암, 항균, 항염증 효과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을 나타낸다(25). 폴리페놀의 항산화 효과

는 강한 환원력 때문이며 활성산소에 의한 세포손상을 막아

주고 박테리아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26,27), anthocyanidines, flavonols, flavones, cathechins 

및 flavanones 등의 플라보노이드는 그 구조에 따라 항산화 

효과 또는 항균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28). 

본 연구 결과 복숭아꽃의 EtOH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각각 78.1 mg/g과 55.3 mg/g

이었다(Table 2). Lee와 An(14)의 보고에서는 복숭아꽃을 

음건한 후 추출한 열수, 70% 에탄올, 70% 아세톤 추출물의 

폴리페놀 함량은 각각 6.23 mg/g, 10.88 mg/g, 8.86 m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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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otal phenolic and flavonoid contents in EtOH extract 
and fractions from Prunus persica Flos

Total phenolics
(mg TA1)/g)

Total flavonoids
(mg RT2)/g)

EtOH
Hx
DM
EA
BtOH
DW

 78.1±10.2c3)

 11.0±2.3d

 79.5±5.7c

394.6±25.4a

128.3±2.0b

 16.3±2.3d

 55.3±7.1c

 21.9±3.7d

 52.9±10.9c

253.7±8.8a

 93.1±4.6b

  4.9±3.2e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separated experiments.
1)TA: tannic acid. 2)RT: rutin.
3)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

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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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PPH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t various concentrations 
of EtOH extract and fractions from Prunus persica Flos (A) and IC50 
(B).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separated experi-
ments. IC50, concentration to reduce the initial DPPH radical concen-
tration by 50%. Means with the same letter above the bars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으로 3가지 추출물 중에서 70% 에탄올 추출물의 함량이 가

장 높았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100% 에탄올 추출물

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이와 비교하면 5배 이상으로 매우 

높은 수준이었다. 

한편 복숭아꽃의 에탄올 추출물로부터 순차적으로 분획 

추출하여 얻은 5가지 분획물과 에탄올 추출물에 함유되어 

있는 총 페놀화합물 함량을 상대적으로 비교하면 EA> 

BtOH> EtOH=DM> DW> Hx의 순이었고,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EA> BtOH> EtOH=DM> Hx> DW로 총 페놀화

합물 함량의 순과 거의 비슷하였다. 특히 EA와 BtOH 분획

의 총 페놀화합물 함량은 각각 394.6 mg/g, 128.3 mg/g으

로 에탄올 추출물에 비하여 각각 약 5.1배와 1.6배를 나타내

었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각각 253.7 mg/g, 93.1 

mg/g으로 에탄올 추출물의 약 4.6배와 1.7배를 나타내었다

(Table 2). 

항산화 효과 

식품의 항산화 효과를 측정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으

며 그 결과는 서로 약간의 차이가 있다. ABTS는 비교적 안

정한 free radical로 DPPH와 함께 항산화 활성 측정에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 이 방법은 lipophilic 또는 hypophilic 물질 

모두 측정 가능하다. ABTS는 양이온 라디칼을, DPPH는 

음이온 라디칼을 생성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이 두 가지 

방법은 기질과 반응물질의 결합 정도가 서로 달라 측정 결과

가 상이할 수도 있다고 알려져 있다(29).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과 5가지 분획 추출물의 시료 농

도에 따른 DPPH 라디칼 소거율 및 시료 농도와 저해율과의 

관계식으로부터 DPPH 라디칼을 50% 제거시키는 시료의 

농도(IC50)를 구한 결과는 Fig. 2와 같다. DPPH 라디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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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of EtOH extract and 
fractions from Prunus persica Flos         (μg AA eq./mL)

50 μg/mL 100 μg/mL 200 μg/mL 500 μg/mL

EtOH
Hx
DM
EA
BtOH
DW

 －
 －
 －

30.2±3.5
 －
 －

 20.8±1.1c1)

 2.7±2.9e

14.5±1.9d

56.4±3.6a

28.5±4.4b

 6.1±2.8e

31.9±3.5c

 6.0±3.6d

29.1±2.0c

92.7±2.2a

50.4±8.7b

 9.4±5.6d

76.0±5.2
13.8±2.0
60.6±8.1
－

94.0±7.4
19.5±3.8

Data are presented as the mean±SD of three separated experiments.
1)Means with the same letter within a column are not signifi-

cantly different at each treated concentration a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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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 of EtOH extract and fractions from 
Prunus persica Flos on cell viability of RAW 
264.7 macrophage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 
±SD of 5 separated experiments. Cells were treat-
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amples for 24 
h, and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MTT assay. 
#<90%.

제거하는 항산화 효과는 EA≥ BtOH≥ EtOH> DM=DW> 

Hx 분획의 순으로 EA, BtOH 분획과 EtOH 추출물의 효과

가 우수하였다. 특히 EA 분획의 IC50은 24.6 μg/mL로 양성

대조 시약인 ascorbic acid의 2.3 μg/mL인 것을 감안하면 

항산화 효과가 매우 높다고 볼 수 있으며 BtOH 분획과 EtOH 

추출물의 IC50은 각각 43.1 μg/mL, 74.2 μg/mL였다. 

복숭아꽃 EtOH 추출물과 분획물의 시료 농도에 따른 

ABTS 라디칼 소거능은 Table 3과 같다. 200 μg/mL 처리 

농도에서 각 시료들의 효과를 비교하면 EA> BtOH> EtOH= 

DM> Hx=DW 순으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비슷한 결과

를 나타내었다.

다른 연구에서 복숭아꽃 메탄올 추출물이 지질과산화 억

제 효과와 라디칼에 의한 단백질과 DNA 손상을 막아주는 

효과가 있었으며, DPPH 라디칼을 소거능을 나타내는 IC50

이 92.52 μg/mL라 하였는데 이는 본 연구에서 에탄올 추출

물의 74.2 μg/mL와 비교하면 비슷한 수준이라 할 수 있다

(8). 또 다른 연구에서도 복숭아꽃의 70% 아세톤 추출물이 

우수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superoxide dismutase 유

사 활성을 보였다고 하였다(14). 

RAW 264.7 대식세포에 대한 복숭아꽃 추출시료의 세포

독성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과 분획물들을 RAW 264.7 대식

세포에 여러 농도(0~200 μg/mL)로 24시간 처리한 후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는 Fig. 3과 같다. 대조군에 비하여 세

포생존율이 90% 이상인 시료 농도를 무독성 안전 농도로 

간주하였는데 EtOH 추출물과 BtOH 분획은 200 μg/mL, 

Hx, DM, EA, DW 분획은 50 μg/mL 이하였다. 이후 세포실

험에서 각 추출시료의 처리는 이 농도 범위에서 수행하였다.

LPS를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NO와 PGE2 생

성에 미치는 영향 

NO는 nitric oxide synthase(NOS)에 의하여 L-argi-

nine으로부터 생성되는 물질로 체내방어기능, 신호전달기

능, 혈관확장 등 다양한 생리기능을 나타낸다. 그러나 NO의 

생성량이 정상 이상으로 지속적으로 상승하게 되면 염증성 

질환이 발생할 수 있고, 산소와 결합하여 생성된 peroxyni-

trite(ONOO-)는 세포와 조직에 산화적 손상을 주고 유전자 

변이, 패혈성 쇼크 및 신경 손상 등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reactive oxygen species(ROS)와 NO의 생성이 과도하게 

증가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성 질환

의 발병을 억제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있다(30,31). 

PGE2는 NO와 함께 염증성 질환의 병리기전에서 가장 

중요한 염증촉진물질 중의 하나이다. 인체는 염증을 유도하

는 어떤 자극이나 물질에 노출되면 대식세포에서 iNOS와 

COX-2의 발현이 크게 유도되어 매우 빠르게 NO와 PGs의 

분비가 증가한다(25,32). NO는 백혈구가 염증 부위로 이동

하는 초기단계에 많은 역할을 하는 반면, PGE2는 발열과 

통증이 나타나는 후반부에 주로 작용한다고 알려져 있다

(33,34). COX-2의 작용과정은 여러 염증반응 경로의 후반

부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경로이기 때문에 급성적이든 만

성적이든 대부분의 항염증 약물개발 과정에서는 COX-2를 

선택적으로 억제함으로써 PGE2의 생성을 억제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11). LPS로 염증반응을 유도한 RAW 264.7 

대식세포에 각 추출물을 무독성 농도 범위에서 여러 농도로 

처리한 후 배지에서 아질산염과 PGE2의 생성 정도를 측정

한 결과는 Fig. 4와 같다. 

본 연구에서 LPS 처리군(LPS+)의 아질산염 농도는 24.3 

μM로 무처리군(LPS-)의 1.2 μM에 비하여 NO 생성량이 

20배 정도 증가(P<0.001)한 것으로 보아 LPS에 의하여 염

증반응이 충분히 활성화된 것을 알 수 있었다. 복숭아꽃 추

출시료를 3가지 다른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EtOH 추출물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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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EtOH extract and fractions from 
Prunus persica Flos on NO and PGE2 production 
in LPS-treated RAW 264.7 macrophage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of 5 separate experi-
ments.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
tration of sample for 2 h, then LPS (1 μg/mL) 
was added and incubated for 22 h. Nitrite and 
PGE2 concentrations in cultured medium were 
measure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bove the 
bars with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
ferent a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
ple range test. NS: not significan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control at P<0.001. 

100 μg/mL, Hx과 EA분획은 25 μg/mL, DM 분획은 50 μg/ 

mL, BtOH 분획은 2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LPS에 의하

여 증가한 아질산염의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P< 

0.05), DW 분획은 모든 농도에서 아질산염 농도를 감소시

키지 못하였다. 특히 EtOH 추출물과 Hx, DM, EA 분획은 

각각의 최고 처리 농도에서 아질산염의 농도를 대조군의 

38.5%, 39.3%, 43.5%, 44.8% 수준으로 크게 감소시켰다

(Fig. 4). Lee와 An(14)은 복숭아꽃의 열수 및 70% 에탄올 

추출물은 50 μg/mL 이상에서, 70% 아세톤은 10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NO 생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있었다고 보고한 바 있다. 

한편 LPS 무처리군(LPS-)에서는 PGE2가 검출되지 않

았으나 LPS 처리군(LPS+)에서는 PGE2 농도가 15,319 

pg/mL로 크게 증가하였다(P<0.001). 복숭아꽃 추출시료를 

3가지 다른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EtOH 추출물은 100 μg/ 

mL, DM, EA 분획은 25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PGE2의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P<0.05), Hx, BtOH, DW 분

획은 모든 처리 농도에서 PGE2의 농도를 감소시키지 못하

였다. EtOH 추출물과 DM, EA 분획은 각각의 최고 처리 

농도에서 PGE2의 농도를 대조군의 32.3%, 13.3%, 22.4% 

수준으로 감소시켰다(Fig. 4). 그러나 LPS를 처리한 대식세

포에서 복숭아꽃 추출물에 의한 PGE2 생성에 미치는 효과

에 대한 다른 연구보고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할 수가 

없었다.

LPS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IL-6와 TNF-α생성

에 미치는 영향

TNF-α, IL-6, IL-1β 등은 선천적 면역반응에서 나타나

는 가장 중요한 염증매개물질로 과도하게 생성되면 전신적

인 염증질환을 초래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11, 

35) 본 연구에서 LPS에 의하여 염증반응을 유도한 대식세

포에서 복숭아꽃 추출물들이 TNF-α와 IL-6의 생성에 미치

는 영향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5와 같다. 

본 연구에서는 RAW 264.7 대식세포에서 LPS 무처리군

(LPS-)에서는 염증촉진 매개물질인 IL-6와 TNF-α가 검출

되지 않았으나 LPS 처리군(LPS+)에서는 크게 증가하였다

(P<0.001). 그러나 복숭아꽃 추출시료를 2가지 농도로 처리

한 경우 EtOH 추출물은 200 μg/mL, Hx, BtOH 분획은 50 

μg/mL, DM, EA 분획은 12.5 μg/mL 이상에서 IL-6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05). DM, EA, BtOH 분획은 각각

의 최고 처리 농도에서 IL-6 농도를 대조군의 38.7%, 45.7 

%, 52.0% 수준으로 크게 감소시켰다. 또한 복숭아꽃 추출시

료를 처리했을 때 EtOH 추출물과 BtOH 분획은 200 μg/ 

mL, Hx 분획은 25 μg/mL, DM 분획은 12.5 μg/mL, EA 분획

은 50 μg/mL 이상의 농도에서 TNF-α의 농도를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05). EtOH 추출물, Hx, DM 분획은 각각의 

최고 처리 농도에서 TNF-α의 농도를 대조군의 48.9%, 

43.6%, 41.3%로 감소시켰다. DW 분획은 NO, PGE2 생성 

억제 효과도 없었고, 항산화 효과도 낮아 IL-6와 TNF-α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측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복숭

아꽃 추출물에 의한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한 IL-6, TNF-

α와 같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억제하는 효과에 대한 

다른 연구보고가 없어 본 연구 결과와 비교해 볼 수 없었다.

LPS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의 iNOS와 COX-2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

NO의 합성효소인 NOS에는 constitutive NOS(cNOS)와 

inducible NOS(iNOS)가 있다. 이 중 iNOS는 외부자극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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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ffect of EtOH extract and fractions from 
Prunus persica Flos on IL-6 and TNF-α pro-
duction in LPS-treated RAW 264.7 macrophages. 
Each bar represents the mean±SD. Cells were 
treated with different concentration of sample for 
2 h, then LPS (1 μg/mL) was added and incubated 
for 22 h. IL-6 and TNF-α concentrations in cul-
tured medium were measured. Means with the 
same letter above the bars within each sample are 
not significantly different at P<0.05 by ANOVA 
and Duncan's multiple range test. ***Significantly 
different from LPS+ control at P<0.001. 

iNOS

COX-2

β-actin

    LPS           -      +      +     +
EtOH ext. (μg/mL)   -       -     200    100

Fig. 6. Effect of ethanol extract of Prunus persica Flos on iNOS 
and COX-2 protein expression in LPS-treated RAW 264.7 mac-
rophages. Cells were treated with 100 or 200 μg/mL of ethanol 
extract of Prunus persica Flos for 2 h, then LPS (1 μg/mL) was 
added and incubated for 22 h. Cells were lyzed and equal amount 
of cellular proteins (50 μg/well) were resolved by SDS-PAGE 
and subjected to western blotting. The proteins were visualized 
using iNOS and COX-2 antibodies and ECL detection system.

염증성 사이토카인 등에 의하여 자극을 받으면 hepato-

cytes, smooth muscle cells, bone marrow cells, mono-

cytes, macrophages 등 다양한 세포에서 발현이 급격히 

증가되어 다량의 NO를 합성한다(36). 또한 COX는 throm-

boxane, prostaglandin, prostacyclin 등을 포함하여 pros-

tanoid라고 불리는 생물학적 매개인자들을 합성하는 효소

로 세포 내에는 COX-1과 COX-2가 존재한다. COX-1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일정 수준으로 발현되며 정상적인 생체

기능 유지에 필요한 구성효소이고, COX-2는 염증성 사이

토카인, 자외선, 독소 등 염증반응을 촉진하는 자극이 주어

졌을 때 단기간에 과발현되어 PGE2의 생성을 증가케 하는 

효소이다. 따라서 COX-2의 발현이나 활성을 억제하는 물

질을 찾는 것이 염증성 퇴행성 질환의 발병을 예방하고 증세

를 완화시키는 타깃이 되고 있다(37).

본 연구 결과 LPS를 처리한 RAW 264.7 세포에서 복숭아

꽃 EtOH 추출물과 DM, EA 분획물이 NO와 PGE2의 생성량

을 유의하게 억제시켰는데, 그러한 결과가 iNOS와 COX-2

의 합성 저해로 인한 것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복숭아꽃 

EtOH 추출물을 세포에 처리한 후 western blot 분석을 시

행하였고 그 결과는 Fig. 6과 같다.

LPS를 처리하지 않은 RAW 264.7 세포에서는 iNOS와 

COX-2 단백질이 거의 보이지 않았으나 LPS를 처리한 세포

에서는 iNOS와 COX-2 단백질 합성량이 매우 크게 상승하

였음을 볼 수 있었다. 복숭아꽃 EtOH 추출물을 100 또는 

200 μg/mL 농도로 2시간 사전 처리한 후 LPS를 처리한 

경우 iNOS 단백질은 LPS만 처리한 대조군에 비하여 각각 

60.9%와 34.8% 수준으로 크게 감소하였으며, COX-2 단백

질은 각각 85.5%와 70.5% 수준으로 감소하였다. 이로써 

복숭아꽃 EtOH 추출물은 대식세포에서 LPS에 의하여 증가

한 iNOS와 COX-2의 합성을 억제함으로써 NO와 PGE2의 

생성을 감소시키는 효과가 유도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복숭아꽃 추출물에 의한 iNOS 또는 

COX-2 단백질 합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보고가 없어 

다른 연구보고와 비교할 수는 없었다.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항산화 효과와의 상관성

여러 연구에서 DPPH 라디칼 소거능은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과 상호 관련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33, 

38,39). 본 연구에서 총 페놀화합물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

량, DPPH 라디칼 소거능(IC50), 200 μg/mL 농도 처리 시의 

ABTS 라디칼 소거능 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총 페놀

화합물의 함량은 플라보노이드 함량(r=0.9897, P<0.001), 

DPPH 라디칼 소거능(IC50)(r=-0.6081, P<0.01), ABTS 라

디칼 소거능(r=0.9683, P<0.001)과 각각 유의적인 상관관

계를 나타내었으며,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역시 DPPH 라디

칼 소거능(IC50)(r=-0.5803, P<0.05) 및 ABTS 라디칼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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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total phenolic and fla-
vonoid contents and antioxidant activity of Prunus persica Flos 

Flavonoids DPPH (IC50) ABTS1)

Phenolics
Flavonoids
DPPH

0.9897*** -0.6081**

-0.5803*
 0.9683***

 0.9645***

-0.7172***

1)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t 200 μg/mL
Significantly correlated each other at *P<0.05, **P<0.01, or 
***P<0.001.

Table 5. Correlation coefficient among anti-inflammatory activity and contents of phenolics and flavonoids or antioxidant activity 
of Prunus persica Flos

Phenolics Flavonoids DPPH (IC50) ABTS1) NO PGE2 IL-6
NO
PGE2
IL-6
TNF-α

-0.1263
-0.4968
-0.4730
 0.6524*

-0.1592
-0.4483
-0.4493
 0.6914*

-0.1684
 0.3750
 0.3014
-0.6839*

-0.0569
-0.4397
-0.4776
 0.7921**

 0.6377*

-0.1860
 0.6477*

0.3288
0.2410 -0.2474

1)ABTS radical scavenging activity at 200 μg/mL.
Significantly correlated each other at *P<0.05 or **P<0.01.

거능(r=0.9645, P<0.001)과 각각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

타내었다. 또한 항산화 효과를 나타내는 지표인 DPPH 라디

칼 소거능(IC50)과 ABTS 라디칼 소거능 간에도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다(r=-0.7172, P<0.001)(Table 4).

본 연구에서 복숭아꽃 추출물의 총 페놀화합물과 플라보

노이드 함량은 DPPH 라디칼 소거능 및 ABTS 라디칼 소거

능과 모두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지만 상관계수를 비

교해보면 DPPH 라디칼 소거능보다는 ABTS 라디칼 소거능

과 더 밀접한 상관관계를 보인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복숭

아꽃의 항산화 효과의 대부분은 페놀화합물에 속하는 물질

에 의한 작용에 의한 것으로 예측된다. Li와 Wang(3)도 복

숭아꽃의 우수한 항산화 효과는 페놀화합물과 플라보노이

드와 같은 구성물질에 기인한다고 하였다.   

항염증 효과와 항산화 효과와의 상관성

활성산소는 염증반응의 촉진제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4) 

본 연구에서도 라디칼을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는 추출물

이 염증반응도 억제시키는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염증

반응의 지표물질인 아질산염, PGE2, IL-6 및 TNF-α 농도

와 총 페놀화합물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 

소거능, ABTS 라디칼 소거능 등과의 상관성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아질산염의 농도는 총 페놀화합물 함량, 플라보노이

드 함량 및 항산화 효과 지표와는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으나, PGE2 농도(r=0.6377, P<0.05) 및 TNF-α 농도

(r=0.6477, P<0.05)와는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

다. TNF-α 농도는 총 페놀화합물 함량(r=0.6524, P<0.05), 

플라보노이드 함량(r=0.6914, P<0.05), DPPH 라디칼 소거

능(IC50)(r=-0.6839, P<0.05), ABTS 라디칼 소거능(r= 

0.7921, P<0.01)과 각각 유의한 상관성을 나타낸 반면, 

PGE2나 IL-6 농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IL-6 농도

는 모든 변수들과 유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Table 5). 

따라서 복숭아꽃의 경우 DPPH 라디칼과 ABTS 라디칼 소

거능이 높은 추출물일수록 대식세포에서 TNF-α의 생성을 

더 효과적으로 감소시킬 것으로 기대되었다.

요   약

우리나라에서는 전통적으로 복숭아꽃을 차로 마셔왔으며 

피부 부스럼 등의 치료에 이용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복숭아

꽃 추출물이 산화적 스트레스와 염증반응을 억제시키는 효

과가 있는지를 본 연구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복숭아꽃을 

건조시킨 다음 에탄올 추출 농축액(EtOH)을 얻었고, 이로부

터 다시 hexane(Hx), dichloromethane(DM), ethyl acetate 

(EA), n-butanol(BtOH) 및 water(DW) 순으로 순차적 용매

분획을 시행하여 획득한 각 농축액에서 총 페놀화합물 함량, 

플라보노이드 함량, DPPH 라디칼과 ABTS 라디칼 소거능

을 측정하였고, LPS를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에서 

이들 추출물들이 NO, PGE2, IL-6, TNF-α 생성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 총 페놀화합물 함량과 플라보노

이드 함량은 EA 분획(394.6 mg TA/g, 253.7 mg RT/g)이 

가장 높았고, 그다음이 BtOH 분획(128.3 mg TA/g, 93.1 

mg RT/g), DM 분획(79.5 mg TA/g, 52.9 mg RT/g), EtOH 

추출물(78.1 mg TA/g, 55.3 mg RT/g) 순이었다. DPPH 

라디칼 소거능은 EA> BtOH≥ EtOH> DM=DW> Hx 순이

었으며, ABTS 라디칼 소거능은 EA> BtOH> EtOH=DM> 

Hx=DW 분획 순으로 항산화 효과는 EA, BtOH 분획이 가장 

우수하였다. 총 페놀화합물의 함량은 DPPH 라디칼 소거능

(IC50)(r=-0.6081, P<0.01), ABTS 라디칼 소거능(r=0.9683, 

P<0.001)과 유의적인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DPPH 라

디칼 소거능(IC50)과 ABTS 라디칼 소거능은 서로 유의한 

상관관계(r=-0.7172, P<0.001)를 나타내었다. LPS를 처리

한 대식세포에 각 추출시료를 세포독성이 없는 농도로 처리

한 결과 EtOH 추출물과 Hx, DM, EA 분획이 NO 생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으며(P<0.05), EtOH 추출물과 DM, EA 

분획이 PGE2 생성을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0.05). 염증

성 사이토카인인 IL-6와 TNF-α 생성은 EtOH 추출물과 

Hx, DM, EA, BtOH 분획 모두 유의하게 감소시켰다(P< 

0.05). 더 나아가 LPS를 처리한 대식세포에서 복숭아꽃 

EtOH 추출물을 처리하였을 때 농도의존적으로 iNOS와 

COX-2의 합성을 효과적으로 억제시킴으로써 주요한 염증

매개물질인 NO와 PGE2의 생성이 억제되는 기전을 제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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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한편 대식세포에서 분비된 아질산염의 농도는 TNF-α 

농도(r=0.6477, P<0.05) 및 PGE2 농도(r=0.6377, P<0.05)

와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아질산염, PGE2, IL- 

6 농도는 총 페놀화합물 함량이나 항산화 효과 지표들과 유

의한 상관성을 보이지 않았다. 다만 TNF-α 농도만 총 페놀

화합물 함량(r=0.6524, P<0.05), 플라보노이드 함량(r= 

0.6914, P<0.05), DPPH 라디칼 소거능(IC50)(r=-0.6839, 

P<0.05), ABTS 라디칼 소거능(r=0.7921, P<0.01)과 각각 

유의한 상관관계를 나타내었으며, 염증반응의 매개물질인 

PGE2 및 IL-6 농도와는 유의한 상관성이 없었다. 본 실험 

결과를 종합하면 복숭아꽃 에탄올 추출물은 항산화 효과와 

항염증 효과가 우수하였으며, 그로부터 얻은 분획물 중에서 

특히 EA와 BtOH 분획은 항산화 효과가 매우 우수하였고, 

DM과 EA 분획은 항염증 효과가 우수하였다. 따라서 복숭아

꽃 에탄올 추출물을 비롯한 이들 분획물들은 산화적 스트레

스 및 염증반응의 상승과 관련되어 있는 만성질환을 예방하

는 건강기능성 식품의 개발을 위한 천연소재로 이용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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