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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fects of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on Nitric Oxide and Prostaglandin E2 

Production in Macrophages

Kim Min-seok and Roh Jeong-du

Dept. of Oriental Medicine Graduate School of Semyung University 

Objectives : Recently, Pharmacopuncture therapy has been used for the treatment of inflammatory

diseases such as rheumatoid arthritis. Especially, we have been interested in chemical mediators concerned

with inflammation such as prostaglandin, nitric oxid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investigated that the

effect of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in RAW 264.7 macrophages, performed several

experimental items : those are Prostaglandin E2, Nitric Oxide and Cyclooxygenase-2.

Methods : The cytotoxicity of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in RAW 264.7

macrophages were measured by MTT assay. In order to observe cyclooxygenase-2 mRNA expression in

lipopolysaccharide and interferon-gamma 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RT-PCR was used.

Prostaglandin E2 production and Nitric Oxide production was measured by nitric oxide detection kit and

Prostaglandin E2 assay kit.

Results : 1. The MTT assay demonstrated that cytotoxic effect of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in RAW 264.7 macrophages was not appeared.

2.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inhibited nitric oxide production in lipopolysaccharide

and interferon-gamma 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3.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inhibited cyclooxygenase-2 mRNA expression in

lipopolysaccharide and interferon-gamma 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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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inhibited Prostaglandin E2 production in lipopolysac-

charide and interferon-gamma stimulated RAW 264.7 macrophages.

Conclusions : On the basis of these results, It was shown that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was able to inhibit the production of PGE2 and NO, as well as COX-2 mRNA expression. Our

results may provide new mechanism by which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solution accounts for

its beneficial effect on accelerating wound healing and anti-inflammation.

Key words : Ampelopsis Radix, Pharmacopuncture, Anti-inflammatory, NO, COX-2, PGE2, Korean

Medicine

Ⅰ. 서  론
염증(inflammation)은 세포상해를 유발하는 다양한

자극에 대해 살아있는 조직, 즉 혈관이 있는 조직의 복

합적인 반응으로 이루어지며1), 대식세포(macrophage)

를 포함한 면역세포들이 항원 침입이나 조직손상과

같은 자극에 의해 손상 부위로 이동하여 항원을 제거

하는 일련의 과정이다2). 염증반응은 급성과 만성으로

나누어지는데 급성 염증반응은 물리적 자극이나 외부

감염 등에 의해 수분에서 수 시간 이내 조직손상을

유발하게 되나 만성 염증반응은 오래 걸리며 지속적

이고 단핵구나 대식세포, 림프구, 혈장세포 등의 침윤

을 동반하는 특징이 있다3,4).

한의학에서는 질병의 발생 및 진행을 正邪抗爭의

과정으로 파악하였는데 이러한 결과로 체내에 나타나

는 병리적 현상중의 하나가 염증반응이다. 發熱, 疼痛,

腫脹 등의 증상 유사점으로 瘡, 癰疽, 癤 등의 범주에

포함된다. 치료는 淸熱, 瀉火, 燥濕, 凉血하는 약물들

을 사용하고 있다5). 최근 침구 및 약물 등의 한의학적

치료방법과 더불어 鍼作用과 약물의 藥理作用을 동시

에 얻을 수 있는 약침6)이 염증반응 형성과정에서 증

가되는 물질의 생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진

행되고 있으며 계지7)․전갈8)․봉독9)․백하수오10)․

자하거11)․홍화자12)․녹용13) 등이 염증유발인자 억제

에 유의한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백렴(Ampelopsis Radix)은 포도과에 속하는 가위

톱의 뿌리를 말린 것으로 味甘苦하며 性微寒하고 心

經․胃經에 入하고14), ≪本草備要≫에서는 백렴이 癰

疽腫瘡, 面上瘡, 金瘡撲損을 치료하며15), ≪神農本草經≫

에서는 治癰腫疽瘡하고 散結氣, 止痛除熱하는 효능이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16).

백렴에 대한 실험연구로 항산화 활성에 의한 adria-

mycin의 독성발현 경감효과 연구17), 종양면역조절작

용에 관한 연구18), 알레르기 염증반응에 대한 억제효

과 연구19) 등이 보고되어 있으나 백렴을 약침 제재로

하여 염증매개물질 생성에 미치는 연구는 아직 미흡

한 실정이다.

이에 저자는 백렴을 약침제재로 하여 lipopolys-

accharide(이하 LPS)와 Interferon-γ(이하 IFN-γ)로

유도된 RAW 264.7 murine macrophage에서의 염증

반응에서 발현되는 Nitric Oxide(이하 NO) 및 Pros-

taglandin E2(이하 PGE2)생성 변화를 관찰한 결과 유

의한 결과를 얻었기에 보고하는 바이다.

Ⅱ. 재료 및 방법
1. 세포배양

실험에 사용된 RAW 264.7 murine macrophage

cell은 (주) 한국세포주은행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

다. 10% Fetal bovine serum과 1% 항생제가 포함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의 배지를 사용

하여 37℃, 5% CO2 배양기에서 배양하였으며, sub-

culture는 48시간 간격으로 하였다.

2. 약침액의 제조

실험에서 사용한 백렴(Ampelopsis Radix)은 세명

대학교 부속제천한방병원에서 구입한 것을 정선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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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였다. 백렴 100g을 1L의 증류수에 넣고 2시간

상온 방치 후 100℃에서 2시간 전탕하고 여과지로 3회

여과하였다. 이 여과액을 rotary evaporator(EYELA,

NE-1001, Japan)를 이용하여 200㎖로 농축한 후, -80℃

에서 동결하였다. 이 농축액을 다시 freezer dryer

system(Labconco, USA)을 이용하여 7일간 동결건조

한 후 최종적으로 12.99g의 분말을 얻었으며, 이를 3

차 증류수에 용해하여 0.80㎛ syringe filter로 1차 필

터링하고, 0.20㎛ syringe filter로 2차 필터링한 후 약

침액으로 사용하였다.

3. 세포독성 평가

백렴약침액의 세포독성을 평가하기 위해 MTT

assay를 시행하였다. 24well plate에 RAW 264.7cell을

4×105cells/㎖로 분주하고, 12시간 incubation한 후 약

침액을 0, 100, 200, 300㎍/㎖로 처치하였다. plate를

다시 24시간 incubation한 후에 MTT labeling solution

(Roche, Germany)을 각 well에 10㎕씩 넣어 4시간

incubation하고, 배지를 제거한 후 dimethyl sulfoxide

(Sigma, USA)에 녹여 Enzyme-Linked Immunno-

Sorbant Assay(이하 ELISA) reader(Bio-Tek, USA)

를 이용하여 595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4. 산화질소의 측정(Nitirc Oxide, NO)

산화질소는 Nitric Oxide detection kit(iNtRON,

Korea)을 이용하여 다음과 같이 측정하였다. 24well

plate에 RAW 264.7 cell을 4×105cells/㎖으로 분주하

고, 12시간 incubation한 후 LPS 10㎍/㎖, IFN-γ 

100U/㎖를 처치함과 동시에 백렴약침액을 100, 200,

300㎍/㎖로 처치하였다. 다시 plate를 24시간 incubation

한 후 상층액 100㎕를 96 well plate에 옮겨 sub-

strate solution을 50㎕ 넣고 5분간 상온에 방치한 다

음 coloring solution을 50㎕ 넣고 5분 후에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540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5. Reverse transcription-polymerase

chain reaction(RT-PCR)을 이용한
COX-2 mRNA 측정

LPS 10㎍/㎖, IFN-γ 100U/㎖, 백렴약침액 100,

200, 300㎍/㎖를 처치한 plate를 24시간 incubation한

후 TRI reagent(Molecular Research Center, USA)를

이용하여 total RNA를 추출하고, 각각의 RNA를 동

량으로 하여 cDNA를 합성한 후, cDNA template 1

㎕, 10pM primer, 10mM dNTP mix, 1.25 U EF-Taq

DNA polymerase, 10X EF-Taq buffer(Solgent, Korea)

로 total volume 50㎕가 되게 하여 pre-denaturing

phase 95℃ 2min, 1 cycle ; denaturing phase 95℃

20sec, annealing phase 58℃ 40sec(cyclophilin 60℃),

elongation phase 72℃ 20sec 30cycle ; postelongation

phase 72℃ 5min, 1cycle 조건에서 PCR을 수행하였다.

이에따른 product를 10㎕씩 ethidium bromide가 포함된

1.5% agarose gel에 100V에서 20분 전기영동한 후,

UV로 Cyclooxygenase(이하 COX)-2 mRNA를 관찰

하였다(Table 1).

Gene

name
Primer sequence

Cyclo-

philin

(299bp)

Forward :

5’-CATTTGCCATGGACAAGATG-3’

Reverse :

5’-ACCCCACCGTGTTCTTCGAC-3’

COX-2

(129bp)

Forward :

5’-GGTGCCTGGTCTGATGATGTATG-3’

Reverse :

5’-ATGAGTATGAGTCTGCTGGTTTG-3’

Table 1. Primer Sequences Used in this Study

6. PGE2 함량측정

LPS 10㎍/㎖, IFN-γ 100U/㎖, 백렴약침액 100,

200, 300㎍/㎖를 처치한 plate를 24시간 incubation한

후 얻은 상층액을 검액으로 하여 PGE2 assay kit

(RPN222; Amersham Bioscience, USA)를 이용하여

PGE2의 함량을 측정하였다. 96well plate에 검액과 표

준액을 50㎕씩 넣고 working antibody와 working con-

jugate를 순서대로 50㎕/well로 넣은 다음 상온에서 1

시간 반응시켰다. 이어서 상층액을 버리고 wash buffer

로 4회 세척한 다음 TMB substrate를 150㎕/well로 넣

고 10분간 반응시켜 ELISA reader를 이용하여 630nm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통계처리

실험 결과의 통계처리와 그래프 작성은 Graphpad

Prism 4.0을 이용하였으며, 각 군간의 결과 차이에 있

어 통계적 유의성은 one-way ANOVA test를 시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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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사후 검정으로 Tukey test를 시행하여 확인하였으

며, 유의수준은 p<0.05로 설정하였다.

Ⅲ. 결  과
1. 백렴약침액의 세포독성 평가

RAW 264.7cell에 백렴약침액을 각각 0, 100, 200,

300㎍/㎖로 처치하고 MTT assay로 생존율을 확인하

였다. 0㎍/㎖로 처치한 군(Control)의 생존율을 100%

로 하였을 때 100, 200, 300㎍/㎖로 처치한 군의 생존

율은 각각 97.51±3.11%, 96.60±6.60%, 94.19±1.50%로

백렴약침액의 세포에 대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Fig. 1).

Fig. 1. The effect of Ampelopsis Radix pharmaco-
puncture solution on cell viability of RAW 264.7

macrophage

Control : 0㎍/㎖ Ampelopsis Radix treated group.
100 : 100㎍/㎖ Ampelopsis Radix treated group.
200 : 200㎍/㎖ Ampelopsis Radix treated group.
300 : 300㎍/㎖ Ampelopsis Radix treated group.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2. 산화질소 생성에 미치는 영향

LPS와 IFN-γ를 처치한 control 군에서 NO의 생성

량은 25.90±0.33μM으로 아무 것도 처치하지 않은 nor-

mal군의 1.19±0.06μM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보였다. LPS와 IFN-γ를 처리하고 동시에 백

렴약침액을 100, 200, 300㎍/㎖로 처치한 군에서의

nitrite 생성량은각각 22.24±0.92μM, 20.87±0.56μM, 18.40±

0.43μM로 모두 control군에 비해서 통계적으로 유의

하게 감소하였다(Fig. 2).

Fig. 2. The effect of Ampelopsis Radix pharmaco-
puncture solution on the NO production in RAW

264.7 macrophage

N : Normal group.
C : Control group(LPS 10㎍/㎖, IFN-γ 100U/㎖ treat-

ed group).
100 : C + Ampelopsis Radix 100㎍/㎖ treated group.
200 : C + Ampelopsis Radix 200㎍/㎖ treated group.
300 : C + Ampelopsis Radix 300㎍/㎖ treated group.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Normal

group, as determined by the Tukey test as
p<0.001.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Control
group, as determined by the Tukey test as
p<0.001.

3. COX-2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LPS와 IFN-γ를 처치한 control군은 아무것도 처리

하지 않은 normal군에 비해 COX-2 mRNA level이

증가하였다. 이에 반해 백렴약침액을 100, 200, 300㎍/

㎖로 처치한 군에서는 control군에 비해 COX-2의 발

현이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House keeping gene으

로는 cyclophilin을 사용하였다(Fig. 3).

M N C 100 200 300

COX-2

(129bp)

Cyclophilin

(299bp)

Fig. 3. The effect of Ampelopsis Radix pharmaco-
puncture solution on the mRNA levels of COX-2

M : marker.
N : normal group.
C : control group(LPS 10㎍/㎖, IFN-γ 100U/㎖ treated

group).
100 : C + Ampelopsis Radix 100㎍/㎖ treated group.
200 : C + Ampelopsis Radix 200㎍/㎖ treated group.
300 : C + Ampelopsis Radix 300㎍/㎖ treated group.

4. PGE2 생성에 미치는 영향

LPS와 IFN-γ를 처치한 control군의 PGE2 생성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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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54.99±12.41pg/㎖로 아무것도 처리하지 않은 nor-

mal군의 2.75±1.80pg/㎖에 비해 통계적으로 유의한

증가를 나타내었다. 백렴약침액을 100, 200, 300㎍/㎖

의 농도로 처치한 군에서 PGE2 생성량은 각각 44.77±

0.10pg/㎖, 43.48±16.45pg/㎖, 27.00±6.84pg/㎖로 유의

한 차이는 없었지만 control군에 비해 감소하는 경향

을 보였다(Fig. 4).

Fig. 4. The effect of Ampelopsis Radix pharmaco-
puncture solution on the PGE2 production in RAW

264.7 macrophage
N : Normal group.
C : Control group (LPS 10㎍/㎖, IFN-γ 100U/㎖ treat-

ed group).
100 : C + Ampelopsis Radix 100㎍/㎖ treated group.
200 : C + Ampelopsis Radix 200㎍/㎖ treated group.
300 : C + Ampelopsis Radix 300㎍/㎖ treated group.
Values are represented as mean±SD.
**, *** : Statistically significant difference from the

Normal group, as determined by the Tukey test as
p<0.01, p<0.001.

Ⅳ. 고  찰
염증반응은 어떤 자극에 대한 생체 조직의 비특이

적 면역반응으로 조직의 변성, 순환장애와 삼출, 조직

증식의 세 가지를 유발하는 복잡한 병변이다
3,4)

. 대식

세포는 TNF-α, IL-1 등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이나

eicosanoids, Reactive Oxygen Species, NO, supero-

xide(O2 ̄), PGE2와 같은 염증 매개자들을 과도하게

분비함으로써 다양한 면역병태적(immunopathological)

현상들을 조절하는 데 중심적인 역할을 한다
20)

. 외부

자극으로부터 활성화된 대식세포는 염증매개물질 분

비를 통해 염증 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동맥경화증, 알

츠하이머병, 다발성 경화증, 천식 등의 염증성 질환을

유발하고, 질환을 악화시킨다
21)

. 현재 이러한 질환의

치료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glucocorticoid와 같은 약

제의 경우, 그 작용이 비선택적으로 나타나고 부작용

이 크므로 장기간 치료에 사용될 수 없으며, 또한 비

스테로이드 항염제(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

이하 NSAIDs)는 진통작용에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위

궤양과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부작용이 없는 항염증 치료제를 개발하려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22,23)

.

염증 반응의 주증상은 發熱, 發赤, 浮腫, 疼痛 및

기능의 상실 등으로 한의학에서 ≪黃帝內經․素問․

痺論≫
24)

에 痺症의 범주에서 찾아볼 수 있고, ≪金匱

要略≫
25)

에서는 歷節痛의 증상과 유사하다. 염증성 부

종에 대한 병리적 기전으로 ≪黃帝內經․靈樞․癰疽

編≫
24)

에서 “營衛稽留於經脈之中, 則血泣而不行, 不行

則衛氣從之而不通, 壅遏而不得行, 故熱. 大熱不止, 熱

勝則肉腐, 肉腐則爲膿”이라 하였으며, ≪黃帝內經․素

問․陰陽應象大論≫
24)

에서는 “寒傷形, 熱傷氣, 氣傷痛,

形傷腫. 故先痛而後腫者, 氣傷形也. 先腫而後痛者, 形傷

氣也”라 하여 부종과 동통의 기전을 밝히고 있으며, 치

료에는 淸熱, 瀉火, 解毒, 燥濕, 凉血, 淸虛熱 등의 효과

가 있는 약물들이 사용 된다
5)

.

鍼作用과 약물의 藥理作用을 동시에 얻을 수 있는

약침
6)

의 진통 및 소염효과에 대한 연구를 살펴보면

최
7)

는 계지약침이, 송
8)

은 전갈약침이, 조
9)

는 봉약침

이, 김
10)

은 백하수오약침이 진통, 소염 작용이 있음을

보고하였고, 박
11)

은 자하거 약침을, 박
12)

은 홍화자 약

침을, 이
13)

는 녹용약침을 사용하여 LPS로 유도된 RAW

264.7 세포의 NO, COX-2, PGE2 등과 같은 염증 매

개 물질 억제 및 LPS 유발 관절염 치료에 각각 유효

함을 보고하였다.

Bacterial endotoxin인 LPS는 종양괴사인자(tumor

necrosis factor ; 이하 TNF)와 관련하여 강력한 염증

반응을 유도하는 물질로서 TNF-α를 포함한 다양한

전염증 사이토카인 분비를 하고, 대식세포는 이러한

LPS의 작용에 대한 면역반응을 하게 된다
26)

. TNF-α,

IL-1β, IL-6, IL-10의 지나친 분비는 조직손상, 폐혈

증이나 염증성 장질환과 같은 자가면역질환을 야기

한다
27)

.

IFN-γ는 활성화된 T림프구에서 생산되는 cyto-

kine의 일종으로 각질형성세포를 포함한 비림프계 세

포를 자극하여 major histocompatibility complex

(MCH) class Ⅱ 항원을 발현시키며, 탐식세포를 활성

화시키고, 림프구의 유입을 촉진시키며
28)

항바이러스

작용과 항증식 작용이 있고, 대식구 및 natural killer

cell의 세포독작용을 항진시키는 등 많은 생물학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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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화학적인 작용을 가진 물질로 알려져 있다
29)

. IFN-

γ는 강한 면역증강효과가 있는 반면에 IL-1이 과다하

게 분비되면 자가면역질환을 유발한다
30)

.

NO는 일반적으로 대식세포 및 간세포에서 L-arginine

으로부터 NO합성경로(NO synthase pathway; 이하

NOS)를 통해 합성되는 작은 분자량의 자유라디칼

(free radical)로서 세포 내 항상성 유지, 신경전달물질

운반, 항암작용 및 세포독성 등에 관여하는 신호전달

자이다
31)

. NOS 중 endothelial NOS(이하 eNOS)와

neuronal NOS(이하 nNOS)는 칼슘농도에 의존적이고

자극에 대한 반응이 아닌 구성성분으로서 일시적으로

소량 발현된다. 반면 inducible NOS(이하 iNOS)는 칼슘

의 농도에 상관없이 염증자극에 의해 지속적으로 다량

생성이 유도됨으로써 염증반응에 기여하게 되며
32,33)

,

특히 LPS나 IFN-γ, β-amyloid 등의 자극으로 활성

화된 대식세포로부터 과도하게 생성되어 세포독성과

염증반응을 유발함으로써 다양한 만성 염증성질환 발

달에 기여한다
31)

. 따라서 염증 반응이 진행되는 동안

생성되는 NO와 iNOS를 효과적으로 억제하는 억제제

개발에 대한 연구가 최근 이루어지고 있으며 다양한

염증질환의 유용한 치료방법으로 여겨지고 있다
33)

.

염증의 chemical mediators 중 약리 및 생리학적으

로 중요한 prostaglandin(이하 PG)은 세포막에 존재

하는 인지질에서 유래된 불포화지방산의 대사산물이

며, PG의 생성에는 phospholipase A2, COX 및 hydro-

peroxidase가 관여하는 일련의 산화반응이다
34)

. COX

에는 두 가지 isoform인 COX-1과 COX-2가 있는데

COX-1은 대부분의 조직에서 꾸준하게 만들어져 house-

keeping 효소의 역할을 하는 반면, COX-2는 염증과

같은 병적인 환경에서 대식세포, 단핵구, 조골세포, 활

막세포 등에서 분비된다
21,35)

. COX-2는 뇌와 신장에서

주로 발견되며 일부 염증성 세포(inflammatory cell)

에서도 발견되고, 특히 염증 부위에서 유도된다. COX-

1은 조직의 구성 요소이며 위장 관계를 포함한 조직

에 산재한다. NSAIDs가 COX-1의 활성화를 저해함

으로써 통증은 억제하지만 위장관과 신장의 부작용

및 항혈소판 작용(antiplatelet activity)이 나타난다.

COX-1은 염증 부위에서 거의 유도되지 않으므로

COX-1의 억제 작용은 거의 없는 선택적인 COX-2

억제제를 고안하게 되었다. 선택적인 COX-2 억제제

는 염증과 통증을 감소시킬 수 있는 반면에 COX-1에

는 영향을 끼치지 않기 때문에 위장관계에서는 안전

한 것으로 제시된다. 최근에는 천연물로부터 COX-2

억제제를 찾으려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36)

.

PGE2는 내인성 발열물질이라고 알려진 IL-1β, IL-

8 및 TNF-α에 의해 생성이 유도되어 bradykinin과

같은 강력한 발염물질의 작용을 증강시킬 뿐만 아니

라 시상하부의 체온조절중추에 작용하여 체온상승을

유발한다. 또한 PGE2는 골수세포에 작용하여 파골세

포(osteoclast)의 전구세포(preosteoclast)를 유도하는

작용이 있다고 알려져 있다
34)

. 또한 조직이 손상되면

물리적인 손상뿐 아니라 염증을 매개하는 물질들이

다량 생성되기 때문에 통증이 유발되는데, 이 중 PGE2

는 조직손상이 일어나는 부위에서 생성되어 말초신경

말단 부위에 작용하여 통증에 대한 역치를 감소시키

게 된다
37)

.

백렴(Ampelopsis radix)은 葡萄科(포도과 ; Vitaceae)

에 속한 다년생 攀援藤本(낙엽활엽 덩굴나무)인 가위

톱(Ampelopsis japonica(THUNB.) Makino)의 塊根을

乾燥한 것으로
38)
白根․描兒卵․崑崙 등의 異名으로

불리며, 歸經은 心․脾․肝經이며, 性은 微寒 無毒하

고, 味는 苦하다
39)

. 淸熱藥에 속하여 淸熱解毒 斂瘡生

肌하여 瘡癰腫毒, 癰疽發背, 瘰癧, 水火燙傷을 치료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38)

. 백렴의 효능에 대한 연구로

는 박
17)

의 백렴추출물이 항암 면역계를 활성화 시킨

다는 보고와 김
18)

의 백렴추출물이 항산화 활성 기전

에 미치는 영향, 김
19)

의 백렴추출물이 비만세포로부터

히스타민과 염증 매개물질들의 분비를 유의적으로 억

제 시킨다는 보고가 있다.

이에 저자는 백렴의 소염, 진통작용에 주안점을 두

어 LPS와 IFN-γ로 유도된 RAW 264.7 cell을 선정하

여 백렴약침액을 처리한 후 백렴의 세포독성에 대해

관찰하기 위해 MTT 반응실험을 하였고, 백렴약침액

이 염증 매개물질인 COX-2, PGE2, NO에 어떠한 영

향을 미치는지에 대하여 관찰하였다. COX-2의 mRNA

발현 양상의 관찰은 RT-PCR을 시행하였고, PGE2의

분비량을 측정하는 데는 Prostaglandin E2 assay kit

를 사용하였으며, Nitric Oxide detection kit를 사용하

여 NO 분비량을 측정하였다.

백렴약침액의 세포독성을 조사하기 위해 백렴약침

액 100, 200, 300㎍/㎖의 농도로 배양한 세포의 생존

율을 관찰한 결과 세포에 대한 독성이 없음을 확인하

였다(Fig. 1).

백렴약침액이 NO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기

위해 LPS 10㎍/㎖와 IFN-γ 100U/㎖를 처리하고 나

서 NO의 생성률을 조사한 결과 LPS와 IFN-γ로 처

리한 군에 비해 백렴약침액을 100, 200, 300㎍/㎖로

처치한 군에서의 NO 생성이 감소되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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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렴약침액이 COX-2 mRNA 발현에 미치는 효과

를 조사하기 위해 LPS 10㎍/㎖와 IFN-γ 100U/㎖를

처리하고 나서 COX-2 mRNA 발현 수준을 측정한

결과 LPS와 IFN-γ로 처리한 군에 비해 백렴약침액

을 100, 200, 300㎍/㎖로 처치한 군에서 COX-2의 발

현이 감소되었다(Fig. 3).

백렴약침액이 PGE2 생성에 미치는 효과를 조사하

기 위해 LPS 10㎍/㎖와 IFN-γ 100U/㎖를 처리하고

나서 PGE2의 생성률을 조사한 결과 LPS와 IFN-γ로

처리한 군에 비해 백렴약침액을 100, 200, 300㎍/㎖로

처치한 군에서 PGE2의 생성이 감소되었다(Fig. 4).

본 실험 결과에서 백렴약침액 처치군에서 농도 의

존적으로 유의하게 NO 생산이 억제됨을 알 수 있었

는데, 최
40)

는 목향의 염증성 매개물질 억제 효과를 연

구하는 과정에서 유의성 있는 NO의 감소를 보고 하

였으며, 김
41)

은 강활의 염증 물질 생성에 대한 효과를

평가한 결과 NO 생산을 유의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

하여 본 연구과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RT-PCR을

시행하여 백렴약침액의 LPS와 IFN-γ로 처리한 RAW

264.7 대식세포의 COX-2의 m-RNA발현에 대한 효

과를 평가한 결과 상대적 감소를 나타내었는데, COX-

2 발현 억제에 대한 연구에 있어 봉독의 경우, 황
42)

은

봉독이 골육종세포주에서 COX-2 m-RNA의 발현을

선택적으로 억제한다고 보고하였으며, 정
43)

은 봉독 약

침액이 염증 및 통증관련 유전자 발현에 미치는 영향

을 연구하는 과정에 COX-1과 COX-2 각각에 대한

발현효과를 보고하였다. PGE2의 분비량에 있어서도

PGE2의 생성을 억제시킴이 본 실험에서 관찰되었는

데, 송
8)

은 전갈약침이 염증과 통증 관련 유전자에 미

치는 영향을 연구한 결과 PGE2의 감소를 보고하여

본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였다.

이러한 실험 결과로 보아 LPS와 IFN-γ에 의한

RAW 264.7 세포의 활성은 NO, COX-2 및 PGE2 생

성을 유도하는데, 백렴약침액으로 전처리한 RAW 264.7

세포에서는 이러한 염증 매개물질이 감소하였으므로

백렴약침액이 항염증 효과가 있으므로 염증 조절물질

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Ⅴ. 결  론
백렴약침액의 항염증효과를 조사하기 위하여 대식

세포를 LPS와 IFN-γ로 자극하여 생성되는 NO와

COX-2, PGE2에 대한 억제효과를 조사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1. 백렴약침액의 세포독성을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수행한 결과 100, 200, 300㎍/㎖의 농도

에서 세포에 대한 독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2. 백렴약침액은 LPS와 IFN-γ로 유도된 염증 모

델에서 유의하게 NO 생성을 감소시켰다.

3. 백렴약침액은 LPS와 IFN-γ로 유도된 염증 모

델에서 증가된 COX-2의 발현을 감소시켰다.

4. 백렴약침액은 LPS와 IFN-γ로 유도된 염증 모

델에서 증가된 PGE2의 생성을 감소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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