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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국(Chrysanthemum indicum Linne) 에탄올 추출물의 통풍억제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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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an acute toxicity test for Chrysanthemum indicum Linne, 0.5∼10 g/kg of Chrysanthemum indicum 
Linne extracts were administered. Chrysanthemum indicum Linne did not produce acute toxicity even at high doses 
of 10 g/kg, making it a highly safe material. In the chronic toxicity test, oral administration of Chrysanthemum indicum 
Linne up to 2 g/kg was carried out for 13 weeks, showing liver non-toxicity. The gout inhibitory effect of Chrysanthe-
mum indicum Linne extracts was measured by inflammatory cytokine expression and foot thickness after 24 h of 
monosodium urate crystal (MSU) oral administration when inflammatory cytokine production reached a maximum. 
The group administered 2∼4 g/kg of Chrysanthemum indicum Linne extract showed an inhibitory effect on gout 
inflammation and edema, whereas the 10 g/kg administered group showed an increase in inflammation. Therefore, 
the moderate concentration of Chrysanthemum indicum Linne extract for gout inhibitory effect was under 4 g/kg. 
Chrysanthemum indicum Linne extract showed an anti-inflammatory effect on MSU as a relatively safe material at 
high capacity.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hrysanthemum indicum Linne extract is thought to be an excellent substance 
for gout preven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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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지속적인 산업의 발달은 다양한 환경호르몬과 같은 유해

인자를 생산해내며, 풍부한 식생활과 편리한 생활양식을 제

공함으로써 운동 부족으로 인한 성인병의 발생에 크게 기여

하고 있다. 또한, 현대 삶에서의 과도한 스트레스는 질환이 

발생하기 쉬운 인체 내 환경을 조성하게 된다. 따라서 이를 

극복할 수 있는 생활습관, 식생활 개선과 더불어 건강식품 

등의 건전한 음식문화에 대한 관심이 지속해서 증가하고 있

다.

감국(Chrysanthemum indicum L.)은 국화과에 속하는 

국내에 자생하는 다년생 초본식물로 해열, 소염, 혈압 저하, 

두통 해소 효과 및 결핵균과 각종 바이러스에 대한 항균작용 

등의 약효(1-3), 항산화(4,5), 항염증 및 면역조절 활성(6- 

8) 등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또한, 감국은 미용적인 

측면에서도 여드름과 해독, 보습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

(9). 감국에 존재하는 주성분으로는 luteolin, apigenin 및 

acacetin, cumambrin A, cumambrin B, arteglasin A 및 

angeloyljadin 등 다양한 성분이 알려져 있으며(10-13), 그

중 luteolin은 항염(14) 및 항암 활성(4)이 알려져 있다. 

통풍은 핵산계 물질인 purine 대사의 이상으로 혈청 내의 

높아진 요산 농도에 의해 침상 모양의 요산염 결정이 관절의 

연골, 관절 주위조직, 피하조직 및 신장 등에 침착되어 급성

염증을 일으키며, 통증과 발열 및 부종을 일으키는 재발성 

급성관절 질병이다(15). 염증성 관절염인 통풍은 염증반응

이 동반되게 되고, 염증반응으로 인해 iNOS에 의해 만들어

지는 NO와 COX-2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PGE2 등과 염증반

응의 전사인자인 nuclear factor-κB(NF-κB)와 tumor ne-

crosis factor(TNF)-α 등의 사이토카인이 만들어지게 된다

(16). 최근 서구화된 식문화에 의해 육류 소비량이 늘어나

고, 비만 등 다양한 원인으로 인해 통풍환자가 증가하고 있

는 경향이다(17). 통풍개선제는 주로 xanthine oxidase의 

저해능이 우수한 천연물을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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왔다(18-20). 현재 통풍의 치료법으로 purine의 섭취를 조

절하여 요산 생성을 감소시키는 식이요법, allopurinol과 같

은 요산 형성을 억제하는 약물을 투여(21,22), probenecid 

및 sulfinpyrazone과 같은 약물을 투여하여 요산의 배설을 

증가시키는 방법(23) 등이 있다. 하지만 이러한 치료 약물들

은 소화기계의 자극, 구토, 설사, 발열 및 간 손상 등의 부작

용이 동반되기 때문에(24) 부작용이 없이 안전한 식품소재

의 천연물을 이용한 치료법의 개발이 다양하게 진행되고 있

다(25,26). 통풍의 치료는 의학 분야에서 긴 전통을 가지고 

있으나, 최근 식이요법의 새로운 방향이 제시되고 기존에 

쓰던 약물에 저항을 보이는 환자에게 사용될 수 있는 새로운 

요산 강하제가 개발되어 기능성 식품 분야에 적용되는 등 

변화를 보인다. 이러한 발전과 더불어 약용작물을 이용한 

천연물을 이용하여 요산 저하 효과를 유발할 수 있다면 edi-

ble 백신의 개념을 가지는 제품의 개발이 가능하리라 판단

된다.

초미세 분쇄기술은 해당 물질의 표면적을 극대화함으로

써 분해가 어려운 물질들의 용해도를 높이는 장점이 있다. 

또한 상대적으로 유용성 물질인 phenolic 화합물의 추출을 

용이하게 하고 그 수율 또한 높여준다(27). 이러한 초미세 

분쇄기술은 기존 한약재의 용해도를 증진해 체내 흡수율을 

증가시키므로 기능성 식품소재나 식의약 소재 등 고부가가

치 소재로 전환을 기대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천연물 생리활성 탐색 및 기능성 

연구의 일환으로써 통풍억제 효과가 있다고 보고(27)된 초

미세 분쇄 감국 추출물을 이용하여 in vivo에서 통풍억제 효

과를 검토하여 건강 기능성 식품 산업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재료 및 방법

감국 에탄올 추출물 분말의 제조

본 실험에서 사용된 감국은 시중 한약방에서 구입하여 45 

°C dry oven에서 건조한 후, 건조된 감국을 10 L 용량의 

초미세 분쇄 장치(MKFS10-1, Koen 21 Co., Ansan, Ko-

rea)를 이용하여 시간당 20 kg의 grinding 속도로 ultrafine 

grinding(125 μm ISO mesh size, ASTM 140 mesh: 통과 

사이즈)으로 분쇄하여 시료로 사용하였다. 감국 에탄올 추

출물은 분말시료 1 kg에 20배의 70% 에탄올을 가하고 ho-

mogenizer로 20,000 rpm에서 1분간 균질화시킨 후 24시

간 동안 교반 추출하였으며, 추출액들은 Whatman No. 1 

filter paper(GE Healthcare Company, Buckinghamshire, 

UK)로 여과하고 rotary vacuum evaporator(N-11, Eyela 

NE, Tokyo, Japan)에서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여 분말로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실험동물은 7주된 C57BL/6J 생쥐 수컷을 사용하였으며 

샘타코(Seoul, Korea)에서 구입하여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사의 청정실에서 사육하였다. 사육조건은 오전 7시에서 

오후 7시까지 12시간을 전등으로 밝게 유지하고 이후 12시

간은 소등하였다. 식이와 물은 자유롭게 섭취하도록 하였으

며, 식이와 물 섭취량을 측정하였다. 실험동물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사의 관리지침에 따라서 사육되었으며, 실험

은 영남대학교 의과대학 동물윤리위원회의 승인 아래 시행

하였다(승인번호: YUMC-AEC2010-007). 

감국 추출물의 급성독성실험

감국 추출건조물을 농도별로 제조(0, 0.5, 1, 2.5, 5, 10 

g/kg)하여 그룹당 10마리씩 oral gavage를 한번 한 후 쥐의 

행동양상을 관찰하고 생존율을 측정하였다. 일주일 후에 마

취제(tiletamine and zolazepam 25 mg/kg, xylazine 10 

mg/kg)를 복강으로 주입하여 마취한 후 쥐를 희생하여 혈액

을 채취하고 혈장을 분리하여 분석 전까지 -80°C에 보관하

였다. 간과 신장은 절취하여 무게를 측정한 후 간 독성 측정

을 위하여 glutamate oxaloacetate transaminase(GOT), 

glutamate pyruvate transaminase(GPT)를 측정하였다. 

감국 추출물의 만성독성실험

감국 추출건조물을 생쥐가 섭취하는 물에 농도별(0, 0.25, 

0.5, 1, 2 g/kg)로 희석하여 그룹당 10마리씩 13주간 자유롭

게 섭취시켰다. 기간 중 식이 섭취량과 물 섭취량, 몸무게 변

화, 행동양상을 관찰하였다. 13주 후에 급성독성실험과 마

찬가지로 쥐를 희생하여 혈액을 모은 후에 간과 신장의 무게

를 측정한 후 간과 혈장을 분석 전까지 -80°C에 저장하였

다. 간 독성 측정을 위하여 GOT와 GPT를 측정하였다.

통풍유발

통풍실험을 위하여 생쥐 개체수를 그룹당 10마리씩 정하

여 실험하였다. 통풍유발은 4 g의 uric acid를 0.5 M NaOH 

800 mL에 열을 가하면서 녹인 후(pH 8.0, 60°C) 4°C에 

밤새 두어 결정(monosodium urate crystal)을 생성시킨 후 

상층액은 버리고 monosodium urate crystal(MSU)을 회수

하여 건조했다. 결정 0.04 g을 500 μL saline 용액에 녹여서 

쥐의 뒷발에 4 mg/50 μL를 주입하여 통풍을 유발했으며, 

쥐에 마취제(tiletamine and zolazepam 25 mg/kg, xyla-

zine 10 mg/kg)를 복강으로 주입하여 마취한 후 발의 부종

을 확인하고 발의 두께를 디지털 캘리퍼스(Mitutoyo Cor-

poration, Kawasaki, Japan)로 측정하였다. 혈액을 원심분

리 하여 혈장을 모으고 간을 적출하여 -80°C에 저장하였다. 

통풍유발을 위한 적정시간을 확인하기 위하여 MSU를 주입

한 후 48시간 동안 경과시간별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

을 측정하였다.

감국 추출물의 통풍억제 효과 측정

감국의 통풍억제 효과를 측정하기 위하여 생쥐에 생리식

염수를 주입한 대조군과 MSU를 주입한 실험군으로 나누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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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U 주입군은 다시 감국 추출건조물을 0, 0.25, 0.5, 1, 

2, 4, 10 g/kg B.W. 주입한 군으로 나누었다. 감국 추출건조

물은 상기의 농도별로 7일간 경구 투여하였다. 경구 투여 

6일째에 MSU 4 mg/50 μL를 양쪽 뒷발에 주입하고 7일째 

오전에 감국 추출건조물을 경구 투여한 후 오후에 쥐에 마취

제를 투여하여 희생하였다. 혈액을 원심분리 하여 혈장을 

분리하고 혈장과 간을 -80°C에 저장하였다. 발의 부종 정도

는 디지털 캘리퍼스로 두께를 측정하였다. 

혈중 생화학적 물질 측정

간 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혈장에서 GOT와 GPT를 측

정하였다. 측정 kit은 아산제약(Seoul, Korea)의 trans-

aminase kit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혈장 TNF-α는 en-

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ELISA) 방법을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Invitrogen, Camarillo, CA, USA).

Real-time PCR

유전자 발현은 real-time PCR로 분석하였다. RNA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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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 USA)에 시상하부 조직을 넣고 초음파를 이용하여 균

질화시켰다. 여기에 200 μL의 chloroform을 넣고 15초간 

격렬하게 흔든 후 실온에서 5분간 반응시킨 다음 4°C, 

13,200 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였다. 분리된 상층액에 

같은 부피의 isopropanol을 넣고 10분간 상온에서 반응시

킨 다음 다시 4°C, 13,200 rpm으로 10분간 원심분리 하여 

RNA를 침전시켰다. 침전시킨 RNA를 차가운 75% 에탄올 

1 mL로 세척하고 4°C, 13,200 rpm에서 5분간 원심분리 

한 후 침전물을 실온에서 건조했다. 마지막으로 남은 RNA

를 RNase가 제거된 물 30 μL에 녹여 -70°C에서 보관하였

다. RNA 농도는 Nanodrop(Thermo, Wilmington, DE, 

USA)을 이용하여 260 및 280 nm 파장에서 측정하였다. 

RNA 증폭은 분리한 RNA 1 μg을 High-Capacity cDNA 

Reverse Transcription kit(Applied Biosystems, Foster 

City, CA, USA)으로 cDNA로 제작한 후 real-time PCR을 

시행하였다. Real-time PCR은 95°C에서 10분의 전 반응을 

거친 다음, 변성(95°C, 15초), 어닐링(55°C, 20초) 및 연장

(72°C, 35초)의 과정을 45회 반복하여 Realtime PCR 

7500 System과 Power SYBR Green PCR Master Mix 

(Applied Biosystems)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내부 표준

품으로는 β-actin을 사용하였으며, primer 서열은 TNF-α

의 경우 5'-CTATCTCCAGGTTCTCTTCAA-3'(sense)과 

5'-GCAGAGAGGAGGTTGACTTTC-3'(anti-sense)이

었고 size는 71 bp였으며, interleukin(IL)-1β는 5'-GCCC 

ATCCTCTGTGACTC-3'(sense)과 5'-AGTGCAGCTGT 

CTAATGGGA-3'(anti-sense)이었고 size는 71 bp였다. 

iNOS는 5'-CTCCTGCCTCATGCCATT-3'(sense)과 5'- 

TGTTCCTCTATTTTTGCCTCTTTA-3'(anti-sense)이

었고 size는 71 bp였으며, β-actin은 5'-TGGACAGTGAG 

GCAAGGATAG-3'(sense)과 5'-TACTGC CCTGGCTC 

CTAGCA-3'(anti-sense)이었고 size는 121 bp였다.

통계처리

실험 결과는 평균±표준오차로 표기하였다. 각 군 간의 

차이는 t-test를 사용하여 평가하였으며 95% 유의수준을 

인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감국 에탄올 추출물의 급성독성

생쥐를 각 그룹당 10마리씩 6개 그룹으로 나누고 각각 

감국 추출물 0, 0.5, 1, 2.5, 5, 10 g/kg씩 경구로 1회 투여한 

후 일주일간 관찰하였다. 일주일 경과 후 각 그룹 모두 한 

마리의 생쥐도 죽지 않았으며 생쥐에서 특별한 행동양상도 

관찰되지 않았다. 감국 추출물 투여 후 일주일간 생쥐의 식

이 섭취량과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Fig. 1A~D에서와 같이 

식이섭취량과 몸무게는 각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

으며, 신장과 간 무게도 그룹 간 차이는 발생하지 않았다. 

감국 추출물에 의한 간 독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감국 에탄올 

추출물 투여 후 생쥐의 혈장 GOT와 GPT를 측정한 결과 

Fig. 1E와 1F에서와 같이 혈장 GOT와 GPT도 그룹 간 유의

적인 차이가 나타나지 않아 감국 추출물은 급성독성이 거의 

없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감국 에탄올 추출물의 만성독성

감국 에탄올 추출물의 만성독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생쥐

를 10마리씩 5개 그룹으로 나눈 후 각 그룹에 감국 추출물을 

0, 0.25, 0.5, 1, 2 g/kg 농도가 되게 제조한 물을 13주간 

섭취시키며 1주일 간격으로 몸무게를 측정한 결과, Fig. 2A

에서와 같이 그룹 간에 큰 차이가 없었으며, 13주 경과 후 

감국 추출물 투여농도별 체중 변화도 그룹 간에도 큰 차이는 

나타나지 않았다. 일주일간의 하루 평균 식이 섭취량도 매주 

13주간 측정한 결과, Fig. 2B에서와 같이 4주째 전 그룹에

서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5주째에는 복귀되었

으며 13주간 경과 시까지 큰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13주

간의 하루 평균 식이 섭취량도 감국 추출물의 투여농도와는 

무관한 것으로 나타났다.

물은 일주일 2번 바꾸어 주었으며 하루 평균 물 섭취량을 

측정하여 일주일간의 평균치로 표시하였다. 물 섭취량은 

Fig. 2C에서와 같이 감국 추출물 섭취군에서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큰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으며, 13주

간의 하루 평균 물 섭취량에서도 감국을 섭취한 모든 군에서 

물 섭취량이 다소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내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감국 추출물을 장기적으로 섭취한 그룹에서 물의 

섭취가 증가하는 양상을 나타내었는데, 이러한 결과는 혈압

강하효과 및 혈액순환의 증가작용과 연관된 것으로 추측되

나 확실한 기전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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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Effect o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acute toxicity with extracts from Chrysanthemum indicum L. Values are the 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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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Change on body weight, food intake, and water intake by ingestion for 13 weeks of extracts from Chrysanthemum indicum
L. Values are the mean±SE. 

Table 1. Chronic toxicity of extracts from Chrysanthemum indicum

Item
Concentration of extracts (g/kg)

0 0.25 0.5 1 2

Kidney weight (%/B.W.)
Liver weight (%/B.W.)
Spleen weight (%/B.W.)
Heart weight (%/B.W.)
GOT (IU/L)
GPT (IU/L)

1.067±0.027
3.844±0.053
0.248±0.018
0.429±0.015
 73.6±5.25
 58.8±12.6

1.098±0.027
3.865±0.082
0.241±0.019
0.431±0.008
 74.2±4.15
 52.7±3.4

1.104±0.053
3.849±0.135
0.227±0.016
0.465±0.010
 69.5±5.1
 52.3±13.0

1.085±0.024
3.870±0.037
0.216±0.006
0.436±0.009
 75.0±4.55
 53.2±3.7

1.067±0.040
3.695±0.075
0.221±0.012
0.418±0.012
 69.9±3.55
 49.2±8.3

Values are the mean±SE. 

다고 판단되었다. 감국 추출물 섭취 13주 후 측정한 신장, 

간, 비장, 심장 등의 장기들의 무게도 Table 1에서와 같이 

유의적인 차이가 없었다. 감국 추출물에 의한 만성 간 독성

을 살펴보기 위하여 감국 추출물을 13주간 장기적으로 경구

투여 후 혈장 GOT와 GPT를 측정한 결과 Table 1에서와 

같이 대조군과 비교하여 GOT와 GPT 농도가 감국 추출물의 

투여 때문에 증가하는 양상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각 그룹 

간에 유의적인 차이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서 감국 추출물

은 2 g/kg 정도의 투여량에 대해서 만성독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통풍의 유발

통풍의 유발모델은 복강으로 MSU를 투여하는 방법과 동

물의 발에 투여하는 방법이 있다. 통풍은 관절에서 발생하기 

쉬우며, 염증에 의한 발의 부종을 직접 관찰하기 쉬운 장점

이 있어 본 연구에서는 발 모델을 선택하여 실험을 진행하였

다. 마우스에서 통풍의 유발을 위하여 MSU 4 mg/50 μL를 

오른쪽 뒷발에 주입하고 왼쪽 뒷발에는 생리식염수를 주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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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Dropsy of mouse foot by MSU treat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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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 in mouse foot by MSU treatment. Values are the mean±SE. *P<0.05 vs.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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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Ex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 in mouse liver by MSU treatment. Values are the mean±SE. *P<0.05 vs. 0.

한 후 발의 부종을 24시간 동안 시간별로 관찰하고 발에서

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Fig. 3에서와 

같이 발의 부종은 MSU를 주입한 24시간 후부터 육안으로 

식별이 가능할 정도로 부종의 차이가 발견되었으며 48시간

에 가장 심하고 72시간 이후에도 정상 발에 비하여 부종이 

유지되었다. 통풍유발을 위하여 MSU를 주입 후 시간별로 

생쥐를 희생하여 발의 RNA를 추출한 후 real-time PCR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Fig. 4에서와 같

이 24시간 경과 후부터 TNF-α, IL-1β 등의 염증성 사이토

카인이 유의적으로 발현이 증가하였으며, iNOS의 발현은 

24시간 경과 시 최고조에 달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MSU에 의해 간에서 RNA를 추출한 후 real-time PCR로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을 측정한 결과 Fig. 5에서와 같

이 12시간 경과 시 TNF-α, IL-1β 등이 유의적으로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따라서 통풍유발 실험에서의 염증 

사이토카인은 MSU 주입 후 24시간 경과 시 가장 높은 것으

로 확인되었다.

감국 에탄올 추출물의 투여가 통풍에 의한 발 부종에 미치

는 영향

감국 추출물의 투여농도가 통풍에 의한 발 부종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기 위하여 발바닥의 돌기를 기준으로 일정 부

분을 디지털 캘리퍼스로 발 두께를 측정한 결과 Fig. 6에서

와 같이 MSU 대신 생리식염수를 주입한 대조군(control)에 

비하여 MSU 주입군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발 부종이 

증가하였다. 1 g/kg 미만의 저농도의 투여군에서는 Fig. 6A

에서와 같이 투여농도 증가에 따른 발 부종 억제 효과는 거

의 없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투여량이 2~10 g/kg의 

고농도군에서는 Fig. 6B에서와 같이 감국 추출물을 투여하

지 않은 그룹에 비해 감국 추출물의 투여 때문에 발의 부종

이 유의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 투여농도 간 

유의적인 차이는 나타내지 않았다.

감국 에탄올 추출물의 투여가 통풍에 의한 염증성 사이토

카인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

감국 추출물의 투여농도가 통풍에 의한 생쥐 발에서의 염

증성 사이토카인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 감국 0, 2, 

4, 10 g/kg 투여 그룹에서 MSU에 의한 TNF-α, IL-1β, 

iNOS 등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은 Fig. 7A에서와 같이 iN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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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Effect of extracts from Chrysanthemum indicum to dropsy in mouse foot by MSU treatment. Values are the mea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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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Effect of extracts from Chrysanthemum indicum to ex-
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 in mouse foot by MSU 
treatment. Values are the mean±SE. *P<0.05 vs. Control. #P<0.05 
vs. 0 MSU+Chry. MSU, monosodium urate crystal; Chry, Chry-
santhemum indicum.

의 경우 감국 추출물의 투여농도가 높아질수록 모든 군에서 

투여하지 않은 군보다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며, 10 g/kg 투여군에서 제일 많이 감소

하였다. IL-1β는 Fig. 7B에서와 같이 2와 4 g/kg 투여그룹

에서는 농도에 비례하여 유의적인 감소가 관찰되었으나, 10 

g/kg 투여군에서는 오히려 2와 4 g/kg 투여군보다 증가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이는 감국 추출물의 단기독성 검정 

시 간의 GOP와 GPT 수치가 10 g/kg 투여군에서 약간 증가

한 것과 연관하여 10 g/kg 투여군에서 약간의 단기간 독성

을 나타내어 TNF-α와 IL-1β 등 사이토카인의 수치가 다소 

높아진 것으로 추측하였다. TNF-α의 경우도 Fig. 7C에서

와 같이 2와 4 g/kg 투여군에서는 감소하였으나 10 g/kg 

투여군에서는 감소하지 않았다. 따라서 감국 추출물의 고농

도 투여 시 투여농도가 높아질수록 MSU를 투여하지 않은 

그룹에 비해 유의적인 염증억제 효과가 확인되었다. 간에서

의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발현은 Fig. 8에서와 같이 MSU 

투여군과 대조군 사이에서는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나

타내었다. 혈중 TNF-α의 발현은 Fig. 8A에서와 같이 감국

을 2와 4 g/kg 투여한 그룹과 투여하지 않은 그룹 간에 통계

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10 g/kg 투여군에서는 유의

적인 감소가 관찰되었다. 혈중 IL-1β의 발현은 Fig. 8B에서

와 같이 대조군에 비해 감국 처리군에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적인 발현 억제가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간

에서의 사이토카인의 발현과 혈장 TNF-α 농도는 MSU 주

입군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었고, 감국 추출물의 투

여 때문에 통계적인 유의성을 가지며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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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Effect of extracts from Chrysanthemum indicum to ex-
pression of inflammatory cytokine in mouse liver by MSU 
treatment. Values are the mean±SE. *P<0.05 vs. Control. #P<0.05 
vs. 0 MSU+Chry. MSU, monosodium urate crystal; Chry, Chry-
santhemum indicum.

내었다.

이상의 결과에서 감국 추출물을 2 g/kg 이상 투여한 그룹

에서는 통풍의 염증 및 부종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10 g/kg 

투여군에서는 오히려 염증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다. Cho 

(27)가 감국 추출물의 물 추출물이 43.45%의 xanthin oxi-

dase에 대한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고 보고한 것과 본 연

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감국 추출물은 XOase의 작용을 억제

하며 통풍으로 인한 염증작용도 억제하므로 통풍예방물질

로써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요   약

감국 추출물 0.5~10 g/kg을 투여한 급성독성 실험에서는 

고용량인 10 g/kg 경구투여에서도 급성독성을 발생시키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안전성이 높은 물질로 확인되었다. 만성

독성 실험에서도 최대 2 g/kg까지 13주간 경구 투여하였으

나 간 독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감국 추출물을 2~4 

g/kg 투여한 그룹에서는 통풍의 염증 및 부종 억제 효과가 

있었으나, 10 g/kg 투여군에서는 다소 염증이 증가되는 경

향을 나타내었다. 그러므로 통풍억제 효과가 있으나 염증성 

사이토카인을 더 증가시키지 않는 4 g/kg의 농도 이하로 

감국 추출물을 투여하는 것이 적당한 농도라고 판단되었다. 

따라서 감국 추출물은 고용량에서도 비교적 안전한 물질로 

monosodium urate crystal에 의한 염증작용을 억제하므로 

통풍예방물질로서의 가치가 있다고 생각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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