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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amine the anti-inflammatory effects of ginger and processed (Beopje) 
ginger on colitis induced by 2.5% dextran sulfate sodium (DSS) in Balb/c mice. Beopje means a process that herbal 
medicines are treated by a specific Korean traditional method in order to obtain better pharmacological effects. Mice 
were fed saline or two different doses of ethanol extracts (ginger and processed (Beopje) ginger) once a day for 
14 days. Colitis was induced from day 7 to 14 via administration of 2.5% DSS in drinking water. Experimental 
animals were divided into four groups: Nor (Normal, 200 μL of saline without 2.5% DSS-treated group), Con (Control, 
200 μL of saline and 2.5% DSS treated group), G (500 mg/kg of ginger and 2.5% DSS treated group), and BG 
(500 mg/kg of Beopje ginger and 2.5% DSS treated group). Body weights of both ginger-administered groups increased 
compared to the control. Colon length increased to 7.6, and 8.0 cm in the G and BG groups, respectively, whereas 
that of control was 5.7 cm. Histological colon injury induced by DSS-induced colitis was reduced (P<0.05). In serum 
and DSS-treated colon tissues, mRNA expression levels of IFN-γ, IL-6, TNF-α, and IL-12 of the Beopje ginger-treated 
group were significantly suppressed compared to those of the ginger-treated groups. Expression levels of iNOS and 
COX-2 of the Beopje ginger-treated group were significantly reduced compared to those of the ginger-treated groups 
(P<0.05), and BG showed stronger anti-inflammatory effects on colitis. These results indicated that ginger exerted 
anti-inflammatory effects on DSS-induced colitis in mice, and its effects could be increased through Beop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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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궤양성 대장염(ulcerative colitis, UC)이나 크론병(Crohn' 

disease, CD) 등의 염증성 대장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 IBD)은 특정한 병인 없이 소화기계에 반복적으로 

재발되는 염증과 관련이 있으며, 대장상피세포의 병원체 및 

장내 세균총의 비정상적인 면역반응 등에 의해 촉진되어 소

화기계에 염증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1,2). 흰쥐, 마우

스 및 햄스터에서 DSS(dextran sulfate sodium)로 유발시

킨 궤양성 동물 모델의 경우 초기에는 혈변, 체중 감소, 대장

의 축소 및 점막궤양 등이 생긴다. 또한 조직학적으로 대장 

상피세포에 손상을 유발해 상피층의 장샘이 염증 없이 떨어

져 가는 것이 특징이다(3). 이러한 양상은 사람의 궤양성 대

장염과 흡사한 부분이 많아 DSS는 실험동물 모델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인다(4,5).

생강은 아열대 및 열대성 다년생 식물로서 근경을 주로 

식용하며, 그 특유한 향기와 매운맛으로 인하여 오랫동안 

향신료로서 사용되어지고 있다. 생강의 생리활성 성분은 항

암 및 항염증 효과(6,7), 위보호 및 항궤양 효과(8), 항구토

제 효과(9,10)를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생강의 주

요 성분으로 zingiberol, zingibrone, zingiberene, ginger-

ol과 shogaol이 알려져 있으며(11), 6-shogaol과 6-gin-

gerol의 cyclooxigenase-2 억제 효과(12,13) 및 해열 진통 

효과(14) 등 다양하게 연구되어 있다. 생강은 한방에서 생강

(生薑), 건강(乾薑), 포강(砲腔), 생강즙(生薑汁), 생강피(生

薑皮), 외강(煨薑)의 형태로 사용된다. 약성이 맵고 따뜻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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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폐, 비, 위경에 작용하고, 진토제, 구풍제, 건위제로 사용

되며 소화기계의 복통이나 소화불량 등에 사용된다(15). 생

강처럼 한의학에서는 한약재를 여러 형태로 사용하고 있다. 

한약재를 한의학 이론에 근거해 가공 처리하여 독성의 경감, 

효능 개선 또는 보관 등에 편리하게 변형시키는 한방제제기

술을 수치(修治), 포제(炮製) 또는 법제(法制)라고 하고(16), 

이러한 한약재의 가공은 한약의 효능이나 독성 및 안정성을 

변하게 하므로 예로부터 중시되어온 과정이다. 한약재의 가

공처리 방법을 사용한 기록은 이미 신농본초경(神農本草經)

에서부터 볼 수 있다. 근대 한의학에서 포제학은 현대 과학

과 포제의 전통기술을 연구하고 개선하여 새로운 제조기법

을 발전시켰으며, 동서의학의 결합과 발전의 실현을 위해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다(17).

선행연구에서 생강 추출물의 위염 억제 효과가 한약재의 

가공처리 방법인 법제과정으로 증진되었음을 in vivo 실험

을 통하여 규명한 바 있다(18). Ryu 등(19)의 연구에서 생강 

추출물 500 mg/kg 섭취는 면역세포 분비량을 유도 조절함

으로써 체내 면역 기능을 증강시킬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선행 연구(18)와 Ryu 등(19)의 결과를 기초로 

하여 2.5% DSS로 궤양성 대장염을 유발한 마우스에 일반생

강과 법제생강 에탄올 추출물을 500 mg/kg으로 투여하고 

궤양성 대장염에 대한 감소 효과를 실험하였고, 한약재의 

가공처리 방법인 법제가공 처리가 생강의 항염증 효과를 증

진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실험 재료 및 추출물의 조제

본 실험에 사용된 일반생강과 법제생강은 (주)가화웰푸드

(Yongin, Korea)에서 제공받아 실험에 사용하였다. 법제생

강은 (주)가화웰푸드에서 증제법과 초제법(20)을 병행하여 

조제하였다. 일반생강은 생강(국내산)을 씻어 60°C 건조기

에서 건조하고, 법제생강은 생강을 수세한 후 4분간 스팀에 

찐 후 그늘에 방랭 하였다. 이를 3분간 약한 불에서 볶은 

후 그늘에서 2시간 동안 건조시키고 다시 스팀으로 찌고 볶

는 과정을 3번 반복한 후 60°C 건조기에서 건조시켜 제조하

였다(18).

일반생강과 법제생강은 분말로 하여 100 g씩 70% 에탄

올 1,000 mL를 넣고 water bath 내에서 추출온도 80°C, 

추출시간 6시간으로 3회 반복 추출하였다. 생강 추출액은 

여과장치를 사용하여 고형분을 제거하고 여기서 얻은 생강 

추출액은 회전식 진공 증발기(rotary vacuum evaporator, 

EYELA, 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로 60°C에

서 감압농축 건조하여 일반생강 추출물(24.9 g), 법제생강 

추출물(32.3 g)을 얻었으며, 이 추출물을 실험에 사용하였다.

실험동물

본 실험에 사용한 동물은 5주령 male Balb/c 마우스((주)

샘타코, Osan, Korea)로 체중이 20 g 전후의 것을 사용하였

으며, 1주일간 표준사료(SAM #3 쥐사료, (주)샘타코)로 사

육하여 적응시킨 후 실험하였다. 구입한 마우스는 12시간 

dark-light cycle로 조절한 실험실 내에 설치한 micro 

ventilation cage system(온도 23±2°C, 습도 50± 5%) 내

에서 물과 사료는 충분한 양을 공급하여 사육하였다.

시료의 투여 및 궤양성 대장염 유도

실험동물은 1주일간의 적응기간을 가진 뒤 무게를 측정

하고 임의로 각 군당 7마리씩 나누어서 총 4군으로 하여 

실험하였다. 정상군(Nor)과 대조군(Con)은 생리식염수, 일

반생강군(G)은 일반생강 추출물 500 mg/kg, 법제생강군

(BG)은 법제생강 추출물 500 mg/kg의 농도로 증류수에 희

석하여 14일간 시험물질을 경구 투여하였다. DSS 염증성 

장질환의 동물모델에 의하면 2.5~10% 정도의 DSS를 음용

수에 섞어 5~7일간 투여하여 대장염을 유발한다(21). 본 

연구에서는 Vieira 등(22)과 Geier 등(23)의 연구를 참조하

여 DSS의 농도를 2.5%로 정하였으며, 시료 투여는 적응기

간이 끝나고 14일간 200 μL씩 경구 투여하였다. 정상군을 

제외한 실험군은 시료 투여 후 7일째부터 음수에 녹인 2.5% 

DSS를 7일간 자유롭게 섭취하게 하여 대장염을 유도하였

다. 실험기간 중 이틀에 한 번씩 개체별 체중을 측정하였고, 

체중 측정은 매 측정 시 오차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동일한 

시간대에 동일한 저울을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이 실험은 

부산대학교 동물실험 윤리위원회 허가(PNU-2011-000409)

를 받아 진행하였다(24).

혈청 분리 및 대장 길이 측정

실험동물은 희생 12시간 전에 절식시켰으며, ether로 가

볍게 마취한 후 복부 대동맥으로부터 채혈하였다. 채취한 

혈액은 실온에서 30분 정도 방치한 다음 3,000 rpm에서 

15분간 원심 분리하여 혈청을 얻은 후 -80°C에서 냉동 보

관하였다. 채혈 직후 대장을 분리하여 생리식염수에 담가 

겉에 묻어 있는 혈액과 지방을 제거하고 흡습지에 수분을 

제거한 뒤 대장의 길이를 측정하고 -80°C에서 냉동 보관하

였다. 

조직학적 관찰

실험동물의 대장을 적출하여 생리식염수를 사용하여 깨

끗이 씻어 10% 중성 포르말린 용액(NBF: natural buffered 

formalin)에 넣어 고정시킨 뒤 조직학적 평가를 위해 파라핀 

조직표본을 제작하여 각 조직표본을 4 μm 두께로 절편하였

다.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hematoxylin & eosin으로 염색

하고 광학 현미경(Olympus, Waltham, MA, USA)을 이용하

여 ×100의 배율에서 관찰하였다(25).

혈청에서의 pro-inflammatory cytokines의 농도 측정

염증유발 cytokine인 IFN-γ, IL-6, TNF-α 및 IL-12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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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도는 ELISA(ELISA MAX, Biolegend, San Diaego, CA, 

USA)를 사용하여 제조사의 방법에 따라 측정하였다. 96 wells 

microplate에 mouse IFN-γ, IL-6, TNF-α 및 IL-12에 대

한 capture 항체를 coating buffer에 희석하여 100 µL씩을 

분주한 후 4°C에서 하룻밤 방치하였다. 다음날 plate를 세척

용 완충액(phosephate-buffered saline+0.05% tween- 

20, pH 7.4) 300 µL를 가하여 4번 세척한 후 1×assay di-

luent A 200 µL를 분주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shaking 

하면서 방치하였다. 세척용 완충액 300 µL를 가하여 4번 

세척한 후 plate의 각 well에 dilute standards와 시료 100 

µL씩을 가하여 실온에서 2시간 동안 shaking 하면서 방치

하였다. 세척용 완충액으로 4번 세척한 후 detection 항체 

100 µL를 분주한 후 실온에서 1시간 동안 shaking 하면서 

방치하였다. 세척용 완충액으로 4번 세척한 후 avidin- 

horse-radish peroxidase액 100 µL를 가하여 다시 실온에

서 30분 shaking 하면서 방치하고, 세척용 완충액으로 5번 

세척한 후 TMB substrate solution이 포함된 기질액 100 

µL를 가하여 실온에서 15분 동안 방치한 후 stop액 100 

µL를 가하여 반응을 정지시켰다. Optical density는 ELISA 

reader로 450 nm에서 측정하였다.

대장조직에서의 pro-inflammatory cytokines과 염증관

련 유전자(iNOS와 COX-2)의 mRNA 발현 분석

유전자 발현은 ExiCycler(Bioneer, Daejeon, Korea)를 

이용하여 역전사 중합효소 연쇄반응(reverse transcription 

polymerase chain reaction, RT-PCR)으로 측정하였다. 

Total DNA는 마우스의 대장조직에서 Trizol reagent 

(Invitrogen Co., Carlsbad, CA, USA)를 이용하여 제조사

의 방법에 따라 분리하였다. Total RNA는 RNase-free 

DNase(Roche, Indianapolis, IN, USA)로 15분간 37°C에

서 반응시키고 RNase kit(Qiagen, La Jolla, CA, USA)을 

이용하여 다시 정제하였다. 제조사의 설명에 따라 cDNA는 

total RNA 2 μL와 AMV reverse transcriptase(Amersham, 

Piscataway, NJ, USA)와 random hexanucleotide 함께 

37°C에서 1시간 동안 반응하여 합성하였다.

합성된 cDNA에 PCR을 수행하기 위해 cDNA 1 μL에 

primer 1 μL 및 10×buffer(10 mM Tris-HCl, pH 8.3, 50 

mM KCl, 0.1% Triton X-100), 250 μM dNTP, 1 U Tag 

polymerase를 혼합하여 IFN-γ, IL-6, TNF-α, IL-12와 

iNOS, COX-2의 유전자를 증폭시켰다. Internal control은 

housekeeping 유전자인 β-actin을 이용하여 이들의 발현 

정도를 비교하였다. 

각 유전자의 primer sequence는 IFN-γ의 증폭을 위하

여 5'-TCA AGT GGC ATA GAT GTG GAA GAA-3'(for-

ward), 5'-TGG CTC TGC AGG ATT TTC ATG-3'(re-

verse), TNF-α의 증폭을 위하여 5'-CGG AGT CCG TCC 

GGG CAG GT-3'(forward), 5'-GCT GGG TAG AGA 

ATG GAT GAA CA-3'(reverse), IL-6의 증폭을 위하여 

5'-CTG CAA GAG ACT TCC ATC CAG TT-3'(forward), 

5'-AGG GAA GGC CGG TGG TTG T-3'(reverse), IL-12

의 증폭을 위하여 5'-CTC CAC AAA GGA GGC GAG ACT 

C-3'(forward), 5'-CAT ATT TAT TCT GCA GCC GAG 

CTT C-3'(reverse), iNOS의 증폭을 위하여 5'-GCA GCT 

GGG CTG TAC AAA-3'(forward), 5'-AGC GTT TCG 

GGA TCT GAA T-3'(reverse), COX-2 증폭을 위하여 

5'-GAA TCA TTC ACC AGG CAA ATT G-3'(forward), 

5'-TCT GTA CTG CGG GTG GAA CA-3'(reverse), β- 

actin 증폭을 위하여 5'-TGA CGC TGG ACC AAT CAG- 

3'(forward), 5'-ACC TCA TTG GAC TGC ATA GC-3' 

(reverse)를 사용하였다. PCR은 automatic BIONEER 

thermocycler(Bioneer)로 모든 유전자는 initial denatu-

ration 94°C에서 3분 동안 1 cycle 수행하였고, denatura-

tion 94°C 45초, annealing 58°C 45초, extension 72°C 

1분 동안 35회 반복하였으며 마지막 extension은 72°C에

서 10분간 수행하였다. 이후 증폭된 DNA 산물들을 2% 

agarose gel(Invitrogen Co.)을 이용하여 전기영동하고 

ethidium bromide(Sigma-Aldrich, St. Louis, MO, USA)

를 이용하여 염색한 후 UV 하에서 확인하였다(26).

통계처리

대조군과 각 시료로부터 얻은 실험 결과들의 유의성을 검

정하기 위하여 분산분석(ANOVA)을 행한 후 P<0.05 수준

에서 Duncan's multiple range test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는 평균(mean)±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SD)로 표

시하였다. 모든 통계 분석은 SPSS(v18.0 SPSS Inc., 

Chicago, IL, USA)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다. 

P 값이 5% 미만일 때 유의성이 있다고 판정하였다.

결과 및 고찰

일반생강과 법제생강의 추출

일반생강과 법제생강은 100 g씩을 70% 에탄올로 80°C

에서 추출하여 일반생강 24.9 g과 법제생강 32.3 g의 고형

분을 획득하였다. 일반생강의 추출률은 다른 연구에서 말린 

생강 5 kg에서 1.1 kg을 추출한 결과(22.8%)와 비슷하였다

(27). 법제생강의 추출률은 Bang 등(27)의 연구에 비해 추

출률이 10% 증가하였고, 본 연구의 일반생강보다 추출률이 

8% 증가하였다. 법제가공의 주요 목적은 조제(調製), 제제

(製劑), 분쇄(粉碎)를 쉽게 하고 짧은 시간 안에 유효성분의 

용출을 쉽게 하여 임상에서의 치료 효과를 확보하는데 있고, 

법제가공 과정은 약물의 질을 부드럽고 연하게 하여 전출(煎

出)에 편리하게 만든다(20)고 하였다. 법제가공 과정이 법제

생강의 추출률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생각된다.

체중 변화 및 대장 길이에 대한 영향

체중 변화와 대장 길이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궤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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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Effect of ginger extracts on the changes of body weight
and colon length in DSS-treated Balb/c mice

Groups1) Body weight (g) Colon
length (cm)Initial 7th day 14th day

Nor
Con

 20.6±0.4a2)

18.3±0.4c
22.8±1.8
21.8±0.6

23.3±0.6a

17.9±0.6c
8.5±0.4a

5.7±0.6c

G
BG

19.9±0.3b

18.8±0.6c
22.5±0.6
21.7±0.5

20.4±0.7b

20.2±0.6b
7.6±0.6b

8.0±0.9ab

1)Nor, group received saline without 2.5% DSS; Con, group re-
ceived saline and induced colitis by 2.5% DSS; G, group re-
ceived 500 mg/kg of ginger extract and induced colitis by 2.5% 
DSS; BG, group received 500 mg/kg of Beopje ginger extract 
and induced colitis by 2.5% DSS.

2)Values are mean±SD.
a-c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in the same columns are sig-

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Nor Con

G BG

Fig. 1. Histological microphotograph of co-
lonic tissue of DSS-treated Balb/c mice 
(H&E stain, ×100).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대장염 동물모델의 초기의 주요 증상이 체중 감소와 대장 

길이의 축소로 알려져 있다(24). 2.5% DSS 섭취에 의해 궤

양성 대장염이 유도된 대조군의 체중은 2.1% 감소되었고 

정상군은 체중이 13.1% 증가되었다. 일반생강 추출물 투여

군은 2.5%의 체중이,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군은 7.4%의 체

중이 증가하였다. 2.5% DSS 섭취 3일 후부터 체중이 감소

하기 시작하였고, 모든 실험군은 대조군보다 체중 감소가 

억제되었다(P<0.05).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군의 체중 증가 

정도가 일반생강 추출물 투여군보다 더 크게 나타났다.

2.5% DSS 섭취에 의해 궤양성 대장염이 유도된 마우스

의 대장은 항문에서 회맹부(ileocecal junction)까지의 대장

을 적출하여 맹장부터 항문까지의 길이를 측정하여 Table 

1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의 대장의 길이는 5.7 cm로 정상군 

8.5 cm에 비해 32.9%가 축소되어 DSS 섭취로 궤양성 대장

염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일반생강과 법제생강 추출

물의 대장 길이는 각각 7.6 cm, 8.0 cm로 대조군보다 유의

적으로 길게 나타나(P<0.05) 대장염의 증상이 완화되었고,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군의 대장의 길이가 일반생강 추출물 

투여군보다 더 길었다. 일반생강과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군 

모두에서 대장염 초기 증상인 체중 감소와 대장 길이의 축소 

현상이 유의적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법제생강 추출물의 대

장염 초기 증상의 개선 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조직 변화에 대한 영향

대장의 조직학적 검사를 위해 H&E로 염색하고 광학 현미

경을 이용하여 ×100의 배율에서 관찰하여 Fig. 1에 나타내

었다. 장상피의 점막층은 상피세포층(epithelial cell layer)

과 고유판(lamina propria)으로 구성되어 있고 상피세포층

에는 선와(crypt)가 있으며, 선와의 기저부에는 미분화세포

(undifferrntiated cell)가 위치하고 선와의 벽을 따라 많은 

술잔세포(goblet cell)와 일부 흡수세포가 존재한다(25). 대

장조직의 H&E 이중염색 소견에서 정상군은 대장상피의 점

막층은 정상적이었고 염증과 관련된 소견은 보이지 않았다. 

DSS 유도군에서는 점막 및 점막하층에 경미한 부종과 염증

소견이 보였으므로 2.5% DSS의 7일간 투여로 인하여 염증

반응이 유도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대조군에서는 상피 

점막층 여러 곳에서 선와 부위가 파괴되었고, 일반생강 추출

물군은 법제생강 추출물군에 비해 상피 점막층의 손상이 더 

많이 관찰되었다. Song 등(25)에 의하면 조직 소견의 악화 

정도와 대장의 길이가 서로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나 대장의 

길이 변화와 대장염의 중증도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조직의 관찰을 통해 대장의 

길이 축소의 억제 효과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 상피 점막층의 

파괴도 줄어들었음을 관찰하였고, 법제생강 추출물이 일반

생강 추출물보다 더 높은 염증 억제 효과를 나타내었다.

혈청에서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IFN-γ, IL-6, TNF-α, 

IL-12)에 대한 영향

Interleukin(IL)-6의 레벨은 궤양성 대장염 환자에서 현

저히 증가되고(28), IL-12를 억제하면 점막 면역세포에 의

한 친염증 사이토카인 생성을 낮출 수 있다(29). TNF-α가 

다량 분비될 경우 prostaglandins, leukotrienes, NO, p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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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ginger extracts on serum proinflammatory cytokines level of IFN-γ, IL-6, TNF-α and IL12 in DSS-treated Balb/c 
mice                                                                                                     (unit: pg/mL)

Groups1) IFN-γ IL-6 TNF-α IL-12
Nor
Con

104.1±2.4d2)

823.8±11.8a
 82.9±2.3d

203.1±3.6a
 75.7±1.3d

102.4±1.7a
684.7±2.4d

991.0±25.8a

G
BG

434.1±7.1b

121.3±12.3c
162.6±1.8b

115.6±2.9c
 92.8±0.5b

 88.8±1.3c
893.5±27.8b

727.7±27.0c

1)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2)Values are mean±SD, n=7.
a-d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on the column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telet activating factor 등의 매개물질들의 합성을 증가시

키고 조직의 손상을 유도하여 각종 염증질환을 일으킨다

(30). 이에 혈청에서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IFN-γ, IL-6, 

TNF-α, IL-12)의 농도를 측정하여 Table 2에 나타내었다. 

정상군의 IFN-γ와 IL-6, TNF-α, IL-12의 혈청 농도는 각

각 104.1 pg/mL, 82.9 pg/mL, 75.7 pg/mL, 684.7 pg/mL

이었고, 대조군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혈청 농도는 정상

군에 비해 유의적으로 증가되어 DSS 유도로 염증이 진행되

었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일반생강 추출물의 IFN-γ와 IL-6, TNF-α, IL-12의 혈

청 농도는 대조군보다 9.4~47.3% 감소하였고, 법제생강 추

출물의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혈청 농도는 대조군보다 

13.2~85.2% 감소되었다(P<0.05). 법제생강 추출물의 염

증성 사이토카인들의 혈청 농도는 일반생강 추출물보다 

4.3~72.1%의 낮은 농도를 나타내었다(P<0.05). 체중 감소

와 대장의 길이 및 조직학적 연구 결과와 같이 IFN-γ와 

IL-6, TNF-α, IL-12의 혈청 농도 측정에서도 법제생강 추

출물의 염증 억제 효과가 더 우수하였다. Hsiang 등(31)은 

생강과 생강의 구성성분인 zingerone이 흰쥐에서 대장염을 

개선하였고, IL-17과 IL-1β, IL-6, IFN-γ, tumour ne-

crosis factor signaling pathways를 유의적으로 조절하였

다고 보고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일반생강과 법제생강 추출

물이 혈청에서 전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를 억제하였고, 

이는 생강의 zingerone과 같은 구성성분의 물질들의 염증 

억제 효과 때문으로 생각된다. Lee와 Kim(16)은 법제된 생

강(포강)의 경우, 특히 6-gingerol의 함량이 증가되었다고 

하였고, 본 연구에서도 법제생강이 32.3 g 추출되어 일반생

강 24.9 g보다 더 많이 되었다. 법제방법은 불, 물 또는 불과 

물을 같이 이용하여 가공하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 법제가공

은 유효성분의 용출을 짧은 시간에 쉽게 하여 임상에서의 

치료 효과를 확보하는데 있고, 한약의 효능, 독성 및 안정성

을 변하게 한다(20). 생강과 법제생강의 DPPH와 hydroxyl 

radical 소거능 비교에서 법제생강의 항산화 효과가 유의적

으로 높았다(32). 이와 같이 본 연구에서도 법제가공 과정으

로 생강의 유효성분들의 용출이 많이 되어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군에서 염증 억제 효과가 더 증대되었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본연구의 법제 과정으로 증가된 생강의 유효성분의 

성분에 대한 추후 연구가 필요하다 하겠다. 

장 조직의 IFN-γ, IL-6, TNF-α, IL-12 및 iNOS와 COX- 

2 발현에 대한 영향

본 연구에서는 RT-PCR을 이용하여 2.5% DSS로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한 마우스의 대장조직에서 IFN-γ와 IL-6, 

TNF-α, IL-12의 발현을 측정하여 Fig. 2에 나타내었다. 대

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IFN-γ와 IL-6, TNF-α, IL-12의 

mRNA 발현이 크게 증가하였다. 일반생강과 법제생강 추출

물은 대조군에 비하여 IFN-γ와 IL-6, TNF-α, IL-12의 발

현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법제생강 추출물은 정상군보다도 

더 낮은 mRNA의 발현을 나타내었으며(P<0.05), 혈청의 전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농도 결과와 같은 경향을 보였다.

염증성 유전자 iNOS와 COX-2의 mRNA 발현을 측정하

여 Fig. 3에 나타내었다. 대조군은 정상군에 비해 대장조직 

염증관련 유전자인 iNOS와 COX-2의 발현이 크게 증가하

였으며, 모든 실험군의 iNOS와 COX-2 유전자 발현은 대조

군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고,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군의 

iNOS와 COX-2의 유전자 발현이 일반생강 추출물 투여군

보다 유의적으로 감소하였다(P<0.05). 대식세포에서 cyto-

kines, tumor necrosis factor(TNF-α), lipopolysaccharide 

(LPS)와 같은 자극은 염증 반응의 전사인자 NF-KB를 활성

화시키며 그 결과 iNOS, COX-2를 발현시켜 nitric ox-

ide(NO)와 prostaglandin E2(PGE2)를 생성하여 염증을 일

으킨다(30,31). COX-2 발현 증가는 염증반응을 더욱 악화

시키고 궤양성 환자의 염증 부위의 점막에서 COX-2의 발현

이 증가된다(14). COX-1은 모든 조직에 존재하지만 COX- 

2는 염증, 종양 생성으로 유도되며 생강의 구성성분인 gin-

gerols과 shogaols은 선택적으로 COX-2를 억제한다. 

COX-1의 억제는 위장관을 자극하므로 COX-2의 선택적 

억제는 염증 치료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데 아주 중요하

며, 생강은 COX-1보다 COX-2를 3배 더 억제하는 항 염증

성 활성을 가진다(33). 또한 생강에 포함되어 있는 phy-

tochemicals 중의 하나인 6-gingerol은 여러 agonist에 의

해서 NF-KB 활성화와 COX-2 발현을 억제시킨다고 알려져 

있다(3).

본 연구에서 일반생강과 이를 법제의 가공과정을 거쳐 제

조한 법제생강 추출물은 항염증 효과가 있었으며, 법제생강 

추출물 500 mg/kg을 흰쥐에 투여하였을 때 대장염을 억제

하는 효과가 훨씬 우수하여, 법제가공 처리가 일반 생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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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Effects of ginger extracts on mRNA expression of IFN-γ, IL-6, TNF-α, and IL-12 in DSS-treated colitis Balb/c mice.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above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염증 억제 효과를 증가시켰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생강이 

법제의 가공과정을 거치면서 생강의 유효성분으로 잘 알려

져 있는 gingerols, shogaols, zingerone 등의 성분들이 추

출이 많이 되었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본 연구에서 법제 처

리하였을 때 증가된 생강의 추출 성분과 이들의 염증 억제 

효과에 대한 연구가 미비하여, 이는 추후 연구를 통해 보완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요   약

본 연구에서는 일반생강과 법제생강의 대장염 염증에 대한 

억제 효과와 법제의 가공 처리가 일반생강의 염증 억제 효과

보다 우수한 지를 비교하였다. Balb/c 수컷 마우스에 2.5% 

DSS로 궤양성 대장염을 유도하고, 일반생강과 법제생강 추

출물 500 mg/kg을 투여하여 대장염의 염증 억제 효과를 

연구하였다. 일반생강과 법제생강은 70% 에탄올로 열수 추

출 및 농축하여 실험에 사용하였다. 일반생강과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군 모두 대장 길이의 축소와 체중 감소가 대조군

보다 유의적으로 억제되었다(P<0.05). 일반생강과 법제생

강 추출물 투여군의 대장 길이는 7.6 cm와 8.0 cm로 법제생

강 추출물 투여군의 대장 길이가 일반생강 추출물 투여군보

다 더 길었다. 대장의 조직학적 관찰에서 대장의 길이의 축

소 정도가 증가함에 따라 대장조직 점막층의 선와부의 파괴

도 증가되었다. 대장염 염증 초기에 증가하는 염증성 bio-

marker인 혈청에서의 IFN-γ, IL-6, TNF-α 및 IL-12의 

농도는 일반생강 추출물 투여군보다 법제생강 추출물 투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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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Effects of ginger extracts on mRNA expression of iNOS and COX-2 in DSS-treated Balb/c mice. Groups are the same as 
in Table 1. Means with the different letters (a-d) above on the bars are significantly different (P<0.05) by Duncan's multiple range 
test. 

군에서 유의적으로 더 감소하였고, 대장 조직에서의 이들 

사이토카인의 유전자 발현도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다(P< 

0.05). 대장염 조직에서의 염증성 인자인 iNOS, COX-2의 

유전자 발현에서도 일반생강군보다 법제생강군의 유전자 

발현이 더 유의적으로 감소되었다. 이상의 결과로 DSS로 

대장염이 유도된 마우스에서 일반생강과 법제생강의 추출

물은 항 염증성 효과를 나타내었고, 법제생강 추출물의 대장

염 염증 억제 효과가 일반생강 추출물보다 더 우수하였으며, 

이는 법제가공 처리에 의해서 일반생강의 대장염 염증 억제 

효과가 증가되었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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