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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In this study, antioxidant and anti-inflamma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medicinal herb mixtures were
investigated in vitro. Contents of total polyphenols in ethanol extracts from Houttuynia cordata Thunb. (HC), Carthamus
tinctorius L. (CT), and MIX-2 (Houttuynia cordata Thunb., Acanthopanax gracilistylus Smith, Carthamus tinctorius L.,
Kalopanax pictus) were 58.98, 60.79 and 57.74 mg/g respectively. Radical scavenging activities of the ethanol extracts
were examined using α,α-diphenyl-β-picrylhydrazyl radicals and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 assay.
Anti-inflammatory effects of ethanol extracts from medicinal herbs composites were examined using 5-lipoxygenase (5-
LO), cyclooxygenase-2 (COX-2) and nitric oxide (NO) inhibition assays. The ethanol extracts from medicinal herb
mixtures showed higher 5-LO and COX-2 inhibition activities than those from single medicinal herbs. The ethanol extracts
from medicinal herb mixtures also showed strong anti-inflammatory activity through inhibition of NO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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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최근 생활환경과 식생활 패턴의 변화로 노화를 지연시키거나

암, 심장 질환을 억제하는 효능을 보이는 기능성 생리활성물질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1). 특히 단백질 분해, DNA

의 손상, 돌연변이를 유발하는 프리라디칼(2)을 제거하는 작용을

하는 항산화제는 발암(3), 심장병(4), 노화(5), 염증반응(6) 등의 문

제들을 억제한다. 일반적으로 합성 항산화제로 널리 사용되고 있

는 butylated hydroxytoluen(BHT), butylated hydroxyanisole(BHA),

propyl galate(PG)는 우수한 항산화성과 경제성으로 널리 사용되

어 왔지만, 장기간 섭취 시 간, 폐, 신장, 위장, 순환계 등에 심

각한 독성을 일으키는 것으로 알려져 그 사용량이 규제되고 있

어(7,8) 천연으로부터 안전한 식이성 대체 항산화제의 개발이 요

구되고 있다. 특히 지금까지 보고된 대부분의 천연 항산화제는

식물에서 유래된 것으로서 주로 폴리페놀 화합물인 것으로 알려

져 있으며(9), 특히 플라보노이드는 기질의 산화, 활성산소의 소

거 및 산화적 스트레스를 막는 역할을 함으로써 노화방지, 암 및

심장질환 등을 예방하거나 지연하는 효과가 있어 식품, 의약품,

화장품 등 여러 분야에 이용되고 있다(10).

한편 염증반응은 체내에서 발생한 산화스트레스에 의해 촉진

되는데, 산화스트레스는 세포사멸뿐만 아니라 퇴행성 질환을 일

으키는 특정세포의 유전자 발현을 증가시켜 염증 반응을 개시하

거나 약화시킨다. 유해한 자극 감염 및 외상 등에 의해 염증이

발현되면 세포막 인지질로부터 arachidonic acid(AA)가 유리된 후

lipoxygenase(LO) 혹은 cyclooxygenase(COX)의 작용을 거쳐 leu-

kotriene, thromboxane, prostaglandin 등 다양한 염증반응의 매개체

들을 생성한다(11). 강한 항산화 활성을 가지는 폴리페놀 화합물

은 염증반응을 매개하는 COX와 LO의 활성을 저해한다고 보고

되었다(12).

생약재들은 낮은 독성과 부작용으로 인하여 우리나라와 동양

권에서 민간요법으로 오랫동안 이용되어 왔고(13), 통증완화, 항

염증, 방부, 해열, 해독, 수렴 등의 다양한 생리활성 효능이 있어

치료와 예방의 목적으로 활용되고 있다(14). 두충(Eucommia

ulmoides Oliv.)의 약리학적 연구로는 항노화작용, 단백질 합성 및

지질대사 촉진작용, 골다공증 억제 작용 등이 보고되고 있다(15).

삼백초(Saururaceae)는 항산화, 항균, 과산화지질 생성억제, 항알

러지, 면역력 증진 등의 효과가 우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16-

18). 오가피(Acanthopanax gracilistylus Smith)는 항염증, 항히스타

민, 항알러지, 항산화, 항암 등의 기능이 보고되고 있다(19). 우슬

(Achyranthes japonica Nakai)의 약리작용으로는 관절염, 항암, 항

알러지, 천식, 항염증 등의 효과에 관한 연구들이 보고가 되어 있

다(20). 홍화(Carthamus tinctorius L.)는 홍화씨에 함유되어 있는

리그난과 플라보노이드 및 세로토닌유도체 등의 폴리페놀화합물

이 항염증(21), 항산화(22), 항암(23) 등의 효능이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해동피(Kalopanax pictus Nakai)의 생리활성 효과에 관

한 연구는 항산화(24), 항지질 과산화효과(25), 항염증(26), 항균활

성(27), 항당뇨(28) 등의 연구가 보고되었다. 한편 전통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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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재를 질병의 치유에 사용함에 있어 그들의 효능을 증진시키고

독성이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하여 복합물의 형태로 많이 사용되

고 있으며(29), 최근에는 생약 복합제가 건강기능식품의 기능성

원료로 인정된바 있다. 이와 같이 생약 복합제가 약물간의 상호

작용을 통해 더욱 유효한 효과를 발휘하고 있다는 점에서, 생약

재들을 배합하여 상승효과를 나타내는 복합제의 개발이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6종의 단일 생약재와 단일 생약재를 혼

합하여 제조한 3종의 생약복합제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에 관

해 비교 조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재료 및 시료의 추출

본 실험에 사용된 생약재는 현재 한방 및 민간처방에서 약리

적으로 항산화나 항염증작용이 있는 시료를 선정하였으며, 경동

시장에서 구입하였고, 공시된 시료 및 이용부분은 Table 1과 같

다. 생약복합제 MIX-1, MIX-2, MIX-3는 6종의 생약재중 오가피

를 각 조성물에 공통적으로 포함되도록 하였고, 그 외의 생약재

는 무작위로 선별하여 총 3종의 MIX-1, MIX-2, MIX-3 생약복합

제를 본 실험에 사용하였다(Table 2).

단일 생약재들은 적당한 크기로 마쇄한 후 추출에 이용하였다.

마쇄시료 100 g에 대해 10배의 80% 에탄올을 넣어 40oC 초음파

추출기(JAC-4020, KODO Technical Research Co., Ltd., Hwaseong,

Korea)에서 3시간 동안 2회 반복 추출한 후, 여과(Whatman No

2, Maidstone, England)하였다. 여과한 에탄올 추출액을 감압농축

(N-1000S-WD, Eyela Co., Tokyo, Japan)하여 얻은 에탄올 추출물

에 80% 에탄올 100 mL로 용해시켜 4oC에 하루 방치한 후 상층

액을 다시 감압농축 후 동결건조(FDU-1100, Eyela Co., Tokyo,

Japan)하여 에탄올추출물을 제조하였다. 생약복합제 추출물의 경

우 각 조성에 들어가는 단일 생약재들을 동량의 비율로 섞어 단

일 생약재 에탄올추출물 제조 방법과 동일하게 제조하였다. 추출

수율은 추출 전 생약재 건조물에 대한 추출물의 완전건조 후 무

게백분율로 계산하였고 각 단일 생약재의 추출 수율은 Table 1과

같이 나타났고 생약복합제의 추출수율은 Table 2와 같이 나타났다.

총 폴리페놀함량 측정

총 폴리페놀 함량은 Folin-Denis법(30)을 응용하였다. 각 시료

1 mg을 증류수 1 mL에 녹이고 다시 증류수로 10배 희석한 희석

액 2 mL에 2배 희석된 Folin 시약(Sigma Co., St. Louis, MO,

USA) 2 mL을 첨가하여 잘 혼합하였다. 혼합액을 3분간 방치한

다음 10% Na2CO3(Sigma Co.) 2 mL을 넣고 1시간 반응시킨 후

UV/Visible spectrophotometer(UVIKON 922, Kontran Co., Milan,

Italy)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이 때 tannic acid(Sigma Co.)를 이용한 표준곡

선은 tannic acid의 최종농도가 0, 5, 25, 50, 75 µg/mL가 되도록

하여 위와 같은 방법으로 70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구하였다.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측정

시료의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Nieva Moreno 등(31)의 방법

을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각 샘플 0.1 mL와 80% 에탄올 0.9 mL

을 혼합한 혼합물 0.5 mL에 10% aluminium nitrate(Sigma Co.)와

1 M potassium acetate(Sigma Co.) 0.1 mL 그리고 80% 에탄올

4.3 mL을 가하여 실온에 40분 방치한 뒤 415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Sigma Co.)을

이용하여 작성한 표준곡선으로부터 함량을 구하였다.

1,1-diphenyl-2-picryl hydrazyl(DPPH) radical 소거활성 측정

시료의 free radical 소거활성은 stable radical인 DPPH(Sigma

Co.)에 대한 환원력을 측정한 것으로 99% 메탄올에 각 시료를

녹여 농도별로 희석한 희석액 800 µL와 메탄올에 녹인 0.15 mM

DPPH 용액 200 µL를 가하여 실온에 30분 방치한 후 517 nm에

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각 시료의 유리라디칼 소거활성은 시료

를 첨가하지 않은 대조구의 흡광도를 1/2로 환원시키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인 RC50 값으로 나타내었다. 이때 활성 비교를 위하

여 합성 항산화제인 t-butylatedhydroxyanisole(BHA, Sigma Co.)와

천연 항산화제인 L-ascorbic acid(Sigma Co.)를 사용하였다.

2,2-azino-bis(3-ethylbenzthiazoline-6-sulfonic acid(ABTS) 

radical 소거활성

ABTS radical을 이용한 항산화력 측정은 ABTS+· cation decol-

orization assay방법(32)에 의하여 시행하였다. 7 mM ABTS(Sigma

Co.)와 2.45 mM potassium persulfate(Sigma Co.)를 최종농도로

혼합하여 실온인 암소에서 24시간 동안 방치하여 ABTS+·을 형성

시킨 후 732 nm에서 흡광도 값이 0.70(±0.02)이 되게 phosphate

buffered saline(PBS, pH 7.4)로 희석하였다. 희석된 용액 990 µL

에 sample 10 µL를 가하여 정확히 1분 동안 방치한 후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ABTS radical의 소거활성은 IC50 값으로 표시하였다.

Table 1. List and yield of six different medicinal herbs used in this study

Name Scientific name Part Source
Yield

(%, w/w of 100 g dry sample)

Eucommiae Crotex Eucommia ulmoides Oliv. (EU) bark Korea 9.3

Houttuyniae Herba Houttuynia cordata Thunb. (HC) leaves Korea 7.9

Acanthopanax Root Bark Acanthopanax gracilistylus Smith (AG) bark China 5.3

Achyranthis Radix Achyranthis japonica Nakai (AJ) root Korea 3.4

Carthami Flos Carthamus tinctorius L. (CT) seed Korea 6.3

Kalopanacis Cortex Kalopanax pictus (KP) bark China 4.6

Table 2. List and yield of three different medicinal herb mixtures
used in this study

Name Composition drug
Yield

(%, w/w of 100 g 
dry sample)

MIX-1 AG+KP+AJ (1:1:1, w/w) 6.2

MIX-2 AG+KP+CT+HC (1:1:1:1, w/w) 4.5

MIX-3 AG+AJ+EU+CR1) (1:1:1:1, w/w) 7.3

1)Chinemys reevesil Gray (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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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LO 저해 활성 측정

5-LO 저해 활성 측정은 LO inhibitor screening assay kit(Cay-

man Chemical Co., Ann Arbor, MI, USA)를 이용하여 실험하였

다. 샘플 10 µL에 5-LO(220 units/mL) 90 µL와 1 mM 아라키돈산

10 µL를 첨가하여 5분간 상온에서 반응시킨 후, 색원체(chromogen)

100 µL를 가하여 상온에서 5분 동안 반응시키고 ELISA autoreader

(UVM340, Biochrom Ltd., Holliston, MA, USA)를 사용하여

49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양성대조군으로 nordihy-

droguaiaretic acid(NDGA, Sigma Co.)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식에

따라 저해율을 계산하였다.

Inhibition effect (%)=

S: ∆absorbance of sample C: ∆absorbance of control

COX-2 저해 활성 측정

COX-2 저해 활성 측정은 COX inhibitor screening assay kit

(Cayman Chemical Co.)를 이용하여 실험하였다. 시료 20 µL에

hematin 10 µL, 효소 5 µL, buffer 950 µL를 넣고 37oC에서 반응

후 10 µL의 아라키돈산을 첨가하여 37oC에서 2분간 반응시켜

COX-2를 활성화시킨 후 이를 50 µL를 취하여 200 µL의 색원체

를 넣은 후 25oC에서 9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autoreader(Bio-

chrom Ltd.)를 사용하여 42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이때

양성대조군으로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제 중의 하나인 indometha-

cin(Sigma Co.)을 사용하였으며, 다음 식에 따라 저해율을 산출하

였다.

Inhibition effect (%)=

S: ∆absorbance of sample C: ∆absorbance of control

세포주 배양

본 실험에 사용된 murine macrophage cell line RAW 264.7 세

포는 한국세포주은행(KCLB, Korean Cell Line Bank, Seoul,

Korea)에서 분양 받아 사용하였다. RAW 264.7 세포는 10% fetal

bovine serum(Gibco-BRL, Rockville, MD, USA), 100 µg/mL

penicillin(Gibco-BRL) 그리고 100 µg/mL streptomycin (Gibco-

BRL)을 첨가한 DMEM 배지(Gibco-BRL)를 이용하여 5% CO2가

존재하는 37oC 배양기에서 2-3일에 한 번씩 계대 배양하였다.

세포 생존율 측정

세포 생존율은 Carmichael 등(33)의 방법에 따라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즉 RAW 264.7 세포를 96 well plate에

1×105 cells/well 농도로 분주하여, 24시간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

고, lipopolysaccharide(LPS, 100 ng/mL)가 첨가된 DMEM 배지

200 µL에 녹인 농도별 시료를 각 well에 첨가하여 5% CO2가 존

재하는 37oC 배양기에서 24시간 배양하였다. 여기에 PBS(pH 7.4)

로 5 mg/mL의 농도로 제조한 MTT(Sigma Co.) 용액 20 µL를 첨

가하고 동 배양조건에서 4시간 더 배양하였다. 이를 상등액을 제

거하고 각 well 당 DMSO 100 µL를 가하여 10분간 교반한 후

55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Nitric oxide(NO) 함량 측정

NO 함량은 Green 등(34)의 방법으로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를 DMEM 배지를 이용하여 1×105 cells/mL 농도로 96 well

plate에 분주한 후, 시험시료와 LPS(100 ng/mL, Sigma Co.)를 함

유한 새로운 배지를 동시에 처리하여 24시간 배양하였다. 세포배

양 상등액 100 µL와 Griess시약(1% sulfanilamide, 0.1% naphthyl-

ethylendiamine in 2.5% phosphoric acid) 100 µL를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서 10분간 반응시킨 후 ELISA autoreader(Biochrom

Ltd.)를 이용하여 540 nm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sodium

nitrate(Sigma Co.)로 표준곡선을 작성하여 NO의 함량을 산출하

였다.

통계처리

모든 실험은 3회 반복 실시하여 mean±SD로 나타내었으며, 실

험결과의 통계분석은 SAS version 6.12(SAS Institute, Cary, NC,

USA)를 이용하여 평균화 표준오차,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에 의해 시료간의 유의적 차이(p<0.05)를 검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총 폴리페놀 및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

6종의 단일 생약재인 두충(EU), 어성초(HC), 오가피(AG), 우슬

(AJ), 홍화(CT), 해동피(KP)와 생약복합제인 MIX-1(AG, KP, AJ),

MIX-2(AG, KP, CT, HC), MIX-3(AG, AJ, EU, CR)의 에탄올추

출물에 존재하는 총 폴리페놀의 함량은 tannic acid를 기준물질로,

총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quercetin을 기준물질로 하여 각각 측정

한 결과는 Table 3과 같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어성초, 홍화,

MIX-2 에탄올추출물이 각각 58.98, 60.79, 57.74 mg/g의 함량으로

다른 시료들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어성초, 홍화, MIX-2 에탄올추출물이 각각 36.86, 19.42, 14.74

mg/g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어성초의 경우 총 폴리페놀 함량은

홍화와 비슷한 함량을 보였으나 플라보노이드 함량은 홍화보다

약 2배정도 높은 함량을 보였다. 생약복합제의 경우 MIX-2가 총

폴리페놀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Lee 등(35)의

결과에서 천연물 복합제의 경우 비교적 많은 양의 페놀 화합물

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복합제를 구성하고 있는 생

약재의 대부분이 페놀을 다량 함유하는 식물에 기인한다는 결과

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MIX-2의 경우 단일 생약재 중 폴리페놀

과 플라보노이드 함량이 가장 많이 함유된 어성초와 홍화가 첨

가되어 있어 높은 함량을 보인 것으로 생각된다.

C S–( )

C
------------------

C S–( )

C
------------------

Table 3. Total polyphenol and flavonoid contents of ethanol
extracts from six medicinal herbs and three their mixtures

Sample
Total polyphenol1)

(mg/g)
Total flavonoid2)

(mg/g)

EU 042.18±5.633) 2.54±3.05

HC 58.98±7.83 36.86±8.790

AG 23.25±9.35 4.96±0.48

AJ 05.97±1.25 -

CT 060.79±10.90 19.42±1.000

KP 31.60±4.22 1.88±0.34

MIX-1 31.32±4.28 4.98±1.00

MIX-2 57.74±4.92 14.74±3.810

MIX-3 28.13±2.94 1.75±0.21

1)Total polyphenol content (mg/g) was equivalent as tannic acid as
standard.
2)Total flavonoid content (mg/g) was equivalent as quercetin as
standard.
3)Each value is mean±SD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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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물에 존재하는 많은 phytochemical 중 폴리페놀계 물질들은

여러 가지 식품에 널리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은 천연항산화제로

서 작용할 수 있다(36). 특히, 주된 식물계 폴리페놀 물질인 플라

보노이드는 항산화, 항암, 고혈압 억제, 충치예방, 항염증 등의 다

양한 생리활성을 가지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37).

라디칼 소거활성

항산화 물질의 가장 특징적인 기작은 유리기와 반응하는 것으

로 라디칼 소거 작용은 활성라디칼에 전자를 공여하여 항산화 효

과나 인체에서 노화를 억제하는 척도로 이용되고 있다(38). 단일

생약재 및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들의 라디칼 소거활성 측정

은 DPPH와 ABTS 라디칼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DPPH는 짙은

자색을 띄는 비교적 안정한 활성 라디칼로서 항산화제, 방향족

아민류 등에 의해 환원되어 색이 탈색되는 것을 이용하여 항산

화물질을 검색하고, ABTS는 2-azino-bis의 색을 띤 양이온 라디

칼의 감소에 근거하여 항산화능을 측정하는 방법으로 추출물의

항산화력에 의해 ABTS 라디칼이 소거되어 청록색으로 탈색된

활성 라디칼의 제거 정도를 흡광도 값으로 나타내어 ABTS 소거

활성능을 측정할 수 있고 탈색 반응이 1분 안에 종료되어 단시

간에 측정 가능하다(39). 따라서 단일 생약재 및 생약복합제 에

탄올추출물들과 인공천연 항산화제로 알려진 BHA, L-ascorbic

acid의 항산화효과를 DPPH와 ABTS 라디칼의 소거활성을 측정

하여 라디칼을 1/2로 소거하는데 필요한 시료의 농도인 RC50 값

으로 나타내어 비교하였다(Table 4). 그 결과, DPPH 라디칼의

RC50 값은 총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량의 결과와 유사하게

어성초(HC), 홍화(CT), MIX-2 에탄올추출물에서 각각 69.64,

50.70, 63.49 µg/mL로 추출물 가운데 우수한 DPPH 라디칼 소거

능을 보였고, ABTS 라디칼의 RC50 값은 각각 24.06, 18.91, 41.61

µg/mL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양성대

조군으로 사용된 BHA와 ascorbic acid는 2.43-3.90 µg/mL로 RC50

값이 낮게 측정되었다. 전자공여능이 phenolic acids와 flavonoids

및 기타 phenol성 물질에 대한 항산화작용의 지표라는 보고(40)

와 유사하게 본 연구의 추출물들의 경우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

이드 함량의 결과와 대부분 비례적으로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LO와 COX-2의 저해활성

단일 생약재 및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의 5-LO 및 COX-2

저해활성을 측정한 결과는 Table 5와 같이 나타났다. NDGA와

indomethacin을 각각 5-LO와 COX-2의 양성대조군으로 사용하여

1 µg/mL의 농도로 효소 저해활성을 측정하였고 단일 생약재와 생

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의 농도는 25 µg/mL로 동일하게 처리하였

다. 5-LO의 저해활성의 경우 단일 생약재 에탄올추출물에서 오

가피(AG)만이 약 36.23%로 30% 이상의 저해활성을 보인데 반해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3가지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

물 모두 30% 이상의 저해활성을 보였고 특히 MIX-3의 경우 약

52.43%의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양성대조군으로 사용된

NDGA는 1 µg/mL의 낮은 농도에서도 약 86.11%의 저해활성을

보였다. Kim(41)은 5-LO 효소를 50%의 저해활성을 나타내는 농

도(IC50)가 대추와 자근이 각각 195.11, 206.89 µg/mL로 보고되었

던 것과 비교해 NDGA 보다는 낮은 저해활성을 나타냈지만 25 µg/

mL의 농도에서 50% 이상의 저해활성을 보인 MIX-3는 5-LO를

효과적으로 저해한다고 볼 수 있다. COX-2의 저해활성은 모든

시료에서 70% 이상의 높은 저해활성을 보였으며 어성초(HC), 홍

화(CT), MIX-2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90% 이상의 저해활성을 보

였다. 양성대조군인 indomethacin의 경우 1 µg/mL의 농도에서 약

95.89%의 우수한 COX-2 저해활성을 나타냈다. 본 연구에서 단

일 생약재 및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의 COX-2 저해활성은 70%

이상의 높은 저해활성을 나타내었고, 5-LO의 경우 단일 생약재

에탄올추출물보다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이 더 높은 저해활성

을 보였다. Lee와 Jang(42)은 COX-2와 염증성 cytokine들이 금은

화와 황금 단일 추출물보다 금은화와 황금 복합 추출물에서 보

다 더 우수한 저해 효과를 보인 것과 같이 본 연구에서도 생약

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이 단일 생약재 에탄올추출물보다 5-LO와

COX-2 효소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세포독성과 NO 생성 저해 효과

LPS는 그람 음성 세균의 세포벽 물질이다. 단구세포 또는 대

식세포는 미량의 LPS에 의해 활성화되고 다양한 사이토카인, 아

라키돈산 대사산물, 활성산소, NO 등을 생산, 방출한다(43,44).

NO는 정상적인 생리 상태에서 혈관의 항상성, apoptosis 유도 작

용 등 중요한 생리적인 기능을 매개하지만 다량의 NO는 정상세

Table 4. Scavenging effects of the ethanol extracts from six

medicinal herbs and three of their mixtures on DPPH and ABTS
radicals

Sample
RC50 (µg/mL)1)

DPPH ABTS

EU 0123.99±10.982) 44.35±8.49

HC 69.64±1.41 24.06±1.10

AG 91.56±6.49 80.56±0.34

AJ 1000 1000

CT 50.70±0.35 18.91±1.85

KP 118.20±6.680 70.77±0.56

MIX-1 122.16±6.620 104.94±5.510

MIX-2 63.49±2.07 41.61±1.31

MIX-3 150.76±18.11 123.98±0.560

BHA 02.43±0.84 03.56±1.09

L-AsA 03.90±1.12 03.48±0.07

1)Concentration required for 50% reduction of each radical. 
2)Each value is mean±SD (n≥3).
BHA and L-ascorbic acid (L-AsA) were used as positive references.

Table 5. 5-LO and COX-2 inhibitory effects of the ethanol

extracts from six medicinal herbs and three of their mixtures

Sample (25 µg/mL) 5-LO inhibition (%) COX-2 inhibition (%)

EU 21.53±0.041) 87.82±1.10

HC 0.93±0.91 92.88±1.82

AG 36.23±0.350 72.70±0.21

AJ 22.11±0.300 75.69±0.00

CT 2.31±2.05 92.11±1.69

KP 15.97±1.880 88.87±3.39

MIX-1 45.60±0.120 80.65±0.00

MIX-2 32.64±0.280 90.43±0.00

MIX-3 52.43±1.010 85.93±1.65

NDGA2) 86.11±0.640 -

Indomethacin - 95.89±1.05

1)Each value is mean±SD (n≥3).
2)NDGA and indomethacin (each 1 µg/mL) were used as positive
control.



204 한국식품과학회지 제 43권 제 2호 (2011)

포를 죽이고 염증을 유도하여 급성 또는 만성 염증질환의 원인

이 되는 물질로 작용하게 된다(45). 따라서, 효과적인 NO 분비

조절은 급성 또는 만성 염증질환의 치료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에 염증 형성에 중요

한 역할을 하는 효소인 5-LO와 COX-2를 동시에 효과적으로 억

제하는 생약복합제 MIX-1(AG, KP, AJ), MIX-2(AG, KP, CT,

HC), MIX-3(AG, AJ, EU, CR)의 에탄올추출물이 NO의 생성을

저해할 수 있는지를 알아본 결과 Fig. 1과 같이 나타났다. NO 생

성 저해 효과를 측정하기 전에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이 세포

에 독성을 나타내는지를 MTT assay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을 때,

3가지의 생약복합제 모두 90% 이상의 세포 생존율을 보여 세포

독성은 나타내지 않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에 3가지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의 농도를 각각 12.5, 25, 50, 100 µg/mL의 농도로

세포에 처리하였다. 그 결과, LPS만 처리한 군에서는 NO가 약

18.9 µM로 처리하지 않은 군보다 약 2배 이상의 NO를 생성하였

고 여기에 MIX-1과 MIX-3 에탄올추출물을 처리한 군의 경우

100 µg/mL의 농도로 처리하였을 때 유의적으로 NO의 생성을 저

해한 것에 비해 MIX-2 에탄올추출물의 경우 50 µg/mL의 농도에

서부터 유의적으로 NO의 생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는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 중 총 폴리페놀 및 플라보노이드 함

량과 라디칼 소거능이 MIX-2 에탄올추출물이 가장 우수하게 나

타난 결과와 일치한 것을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단일 생약재 에탄올추출물 보다는 생약복

합제 에탄올추출물이 생약복합제 조성물 중에 함유되어 있는 성

분들이 서로 혼합되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되

며 이러한 생약복합제들은 염증성 질환의 예방 및 치료용 기능

성 소재로 활용될 수 있으리라 본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문헌을 통하여 항산화 혹은 항염증 활성을 가

지는 6종의 생약재와 이들 생약재를 혼합하여 제조한 생약복합

제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을 측정하였다.

총 폴리페놀 함량은 어성초, 홍화, MIX-2 에탄올추출물이 각

각 58.98, 60.79, 57.74 mg/g의 함량으로 다른 시료들 보다 높게

측정되었다. 또한 플라보노이드 함량도 어성초(HC), 홍화(CT),

MIX-2 에탄올추출물이 각각 36.86, 19.42, 14.74 mg/g으로 높게

측정되었다. 단일 생약재와 생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의 라디칼

소거능을 측정한 결과 DPPH 라디칼의 RC50 값은 어성초, 홍화,

MIX-2 에탄올추출물에서 각각 69.64, 50.70, 63.49 µg/mL로 추출

물 가운데 우수한 DPPH 라디칼 소거능을 보였고, ABTS 라디칼

의 RC50 값도 어성초, 홍화, MIX-2가 각각 24.06, 18.91, 41.61

µg/mL로 DPPH 라디칼 소거능과 유사한 경향을 보였다. 시료들

의 항염증 효능을 측정하기 위해 5-LO 및 COX-2 효소 저해활

성을 측정한 결과 단일 생약재 에탄올추출물보다 생약복합제 에

탄올추출물이 5-LO와 COX-2 효소를 동시에 저해하는 효과가 증

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염증유발 효소 저해활성이 우수했던 생

약복합제 에탄올추출물들의 NO 소거활성을 비교한 결과, MIX-

2 에탄올추출물이 50 µg/mL의 농도에서부터 유의적으로 NO의 생

성을 저해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단일 생약재 보다는 생

약복합제가 서로 혼합되면서 시너지 효과가 나타나는 것으로 생

각되며 앞으로 명확한 기전에 대한 연구들이 지속된다면 기능성

식품 소재로서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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