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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Objective : Herbal processing is one of the traditional techniques used in Korean medicine to increase the 

effectiveness of herbs or reduce their toxicity. In this study, Gardeniae Fructus processed with ginger juice and 
alcohol was prepared to evaluate the anti-inflammatory effect on lipopolysaccharide (LPS)-induced macrophages.  

Methods : The processing of Gardeniae Fructus was performed by adding 40 % ginger juice or 10% alcohol to the 
total weight of Gardeniae Fructus and then roasting at 150℃ for 5 minutes. Cell viability was determined by 
3-(4,5-Dimethylthiazol-2-yl)-2,5-diphenyltetrazolium bromide (MTT) assay. To detect nitric oxide (NO) production, 
culture media were mixed with Griess reagent and measured the absorbance at 540 nm. Prostaglandin E2 (PGE2) 
and pro-inflammatory cytokines were detected by enzyme-linked immunosorbent assay (ELISA). Western blot was 
applied to monitor protein expression levels. 

Results : LPS-induced NO, PGE2 and inflammatory cytokines  were decreased by the treatment of normal or processed 
Gardeniae Fructus ethanol extracts (GFE). Compared to normal GFE, the processed GFE showed a stronger inhibitory 
effect on the production of NO and PGE2. These inhibitory effect of GFE was due to the suppression of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and cyclooxygenase-2 (COX-2) mediated from the inhibition of nuclear factor kappa B 
(NF-κB). Furthermore, processed GFE showed more suppressive effects on the expression of iNOS, COX-2 and IκB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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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teins than normal GFE. 
Conclusion : From these results, it was concluded that GFE had an improved anti-inflammatory effect compared to 

normal GFE. These results provide an objective evidences for the use of herbal processing in Korean medicine.

Key words : Herbal processing, Gardeniae Fructus, Ginger juice, Anti-inflammatory, NO, PGE2.

Ⅰ. 서론1)

  본초(本草)는 식물에서 기원한 약재로 인류 역사상 
식품, 화장품 및 건강 산업에서 널리 사용되어져 왔다. 
이는 본초가 함유하고 있는 화학성분들(phytochemicals)
이 유익한 효과를 발휘하기 때문이며, 식물 화학성분
들은 단독 혹은 협동적으로 생리활성을 발휘하게 된
다1). 건강과 수명연장에 대한 관심으로 한약재를 활
용한 제품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
며, 최근 세계보건기구(WHO)는 전 세계 인구의 약 
80%인 55억 명이 1차 건강관리를 위해 식물 유래 천
연물제품을 사용하고 있다는 보고서를 발표하였다2). 
천연물 제품에 대한 수요 증가로 유효한 화학성분의 
함량을 높일 수 있는 약재의 가공 및 추출법에 대한 
연구도 관심을 받고 있다.
  전통적으로 한의학에서는 수치(修治)라고 하는 약
재 가공 공정이 사용되어져 왔다. 수치는 약재를 필
요한 형태로 가공하는 공정을 의미하며, 약재의 효능
을 높이거나 독성을 줄일 수 있는 처리 원칙을 기본
으로 하고 있다3). 수치법에는 균일한 화력으로 볶는 
초(炒)법, 보료가 스며들게 하여 볶는 자(炙)법, 용기
에 넣고 찌는 증(蒸)법 등이 있으며, 이 과정을 통해 
약재의 성질이 인체에 더 나은 방향으로 변하게 된
다. 이러한 약성의 변화는 약재에 함유되어 있는 화
학성분의 변화로 설명할 수 있다. 현호색을 초(炒)함
으로써 dehydrochorydaline의 함량 변화와 항균 활
성이 증진됨이 보고되었고4) 보료(輔料)를 가하여 초
(炒)한 감초에서는 생리활성 물질인 liquiritigenin의 
함량이 높아지는 것이 확인되었다5). 
  치자는 치자나무(Gardenia jasminoides Ellis)의 
잘 익은 열매로서 주요 성분으로는 iridoid glycoside
인 geniposide, shanzhiside, gardoside를 비롯하여 

chlorogenic acid, gardenin, crocin, crocetin 등이 
함유되어 있으며6), 생리활성 연구로는 항산화7), 항균
8), 항염9), 항바이러스 활성10), 아질산염 소거능11), 암
세포증식 억제 활성12) 등이 보고되었다, 한의학에서 
치자는 간담(肝膽)의 습열(濕熱)을 제거함으로써, 황
달, 간장 질환 등을 치료하는데 사용되어져 왔다13). 
하지만 위장이 약한 환자에게는 고한(苦寒)한 성미의 
치자가 위를 상하게 하는 부작용을 만들 수 있기에 
전통적으로 강즙(薑汁)을 보료(輔料)로 하여 볶는(炒) 
수치과정을 거쳐 처방되어져 왔다. 또한 지혈 작용을 
더 높이기 위해 태우듯이 볶은 치자를 사용하기도 하
였다14). 수치에 의한 생리활성의 변화를 살펴보기 위
해 일반 건조 치자와 수치 치자 사이에서 사하작용과 
항산화 활성의 차이에 대한 연구14,15)는 진행되었으
나, NO, PGE2와 같은 염증 매개인자의 생성을 중심
으로 항염 활성을 비교한 연구는 현재까지 발표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는 강즙과 주정(酒精)을 각각 보
료로 사용하여 볶은 강즙초 치자와 주초 치자를 준비
하였으며, 단순히 건조된 일반 치자와 수치 치자 사
이에서 항염 활성에 차이가 나타나는지 살펴보고자 
하였다. 세포의 염증반응은 Raw264.7 대식세포에 세
균의 내독소인 LPS를 처리하여 유발하였고 염증인자 
생성에 대한 저해력으로 항염 활성을 판단하였으며, 
항염 활성에 대한 기전을 조사하였다. 

Ⅱ. 재료 및 방법
1. 시약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F12 (DMEM/F12), 
fetal bovine serum (FBS), trypsin-EDTA, penicillin- 
streptomycin는 Gibco (Rockville, MD, USA)제품을 
사용하였고 3-(4,5-dimethylthiazol-2-yl)-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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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phenyltetrazoleum (MTT), dimethyl sulfoxide 
(DMSO), LPS는 Sigma (St. Louis, MO, USA)에서 
구입하였다 TNF-α, IL-1β와 IL-6 ELISA kit는 
Pierce endogen (Rockford, IL, USA)로부터 구입하
였고 PGE2 assay kit는 R&D Systems (Minneapolis, 
MN, USA)를 사용하였다. Actin, lamin A/C 항체는 
Santa Cruz Biotechnology (Bergheimer, Germany) 
에서 구입하였고, iNOS, COX-2, inhibitor of 
kappa B (IκBα), NF-κB 항체는 Cell Signalling 
Technology (Irvine, CA, USA)에서 구입하였다.  

2. 약재
  건조 치자는 전남생약농협협동조합(전남 화순)에서 
구입하였다. 생강즙은 봉동 생강(전라도 완주)을 세척
하여 착즙기로 즙을 낸 후 그 찌꺼기에 물을 첨가하
여 다시 즙을 내는 과정을 반복하여 생강 무게의 2배
에 해당되는 양으로 준비하였고, 주정(pretanol A, 
95%)은 덕산종합과학(서울)에서 구입하여 사용하였다.

3. 치자 수치(修治) 방법
  치자 수치 방법은 보료의 함량, 가열 온도 및 시간 
등 수치 조건의 변화에 따라 나타나는 항산화 활성을 
기준으로 40% 생강즙과 10% 주정을 보료로 사용하
여 150℃에서 5분간 볶는 방법을 선택하였다16). 건조 
치자 8 g을 50 ㎖ conical tube에 담고 치자 질량의 
40% (3.2 ㎖)에 해당되는 부피의 생강즙과 10% (0.8 ㎖)
에 해당되는 주정을 균일하게 도포하였다. 각 치자 
시료는 orbital shaker 위에서 24 시간 방치하여 건
조한 후에 150℃ (140~160℃ 사이)에서 5분 동안 볶아 
수치 치자로 준비하였다.
 
4. 수치 치자의 에탄올추출물 준비
  일반 치자 및 수치 치자 각 4 g에 20 ㎖의 에탄올
을 첨가하여 실온에서 72시간 동안 정치하여 추출하
였다. 추출액은 여과지(Whatman, No.2)로 여과하고 
60±2℃에서 회전 감압농축기(EYELA, Tokyo, Japan)로 
농축한 후 질소 가스로 건조하여 최종적으로 수치 치
자 에탄올추출물(Gardeniae Fructus Extract, GFE)
을 준비하였다. 

5. MTT assay
  일반 및 수치된 GFE를 각각 50 ㎍/㎖의 농도로 세

포에 전처치하고 LPS (0.2 ㎍/㎖)로 세포를 활성화시
킨 후에 배양배지는 걷어내고 PBS로 세척하였다. 세
척된 배양세포에 MTT (0.1 ㎎/㎖)시약을 넣고 4시간 
동안 처리하여 생성된 dark formazan crystals을 
DMSO에 녹여 Titertek Multiskan Automatic ELISA 
reader (Model MCC/340, Huntsville, AL, USA)를 
사용하여 57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세포생존
율은 control cell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6. 산화질소(nitric oxide, NO) 생성량 측정
  NO는 세포 배양액 중에 존재하는 nitrite ion 
(NO2-)의 형태로서 Griess 시약을 이용하여 측정하였
다. 간략하게 설명하면 세포배양 상등액 50 ㎕와 
Griess시약(1% sulfanilamide in 5% phosphoric 
acid + 1% α-naphthylamide in H2O) 50 ㎕를 96 
well plates에 혼합하여 넣고 암실에서 10분 동안 반
응시킨 후 54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7. PGE2 및 cytokines의 분석
  PGE2와 cytokines (TNF-α, IL-1β, IL-6)은 
ELISA kit를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PGE2는 Cayman 
chemical (Ann Arbor, MI, USA)에서, cytokine은 
Invitrogen (Grand Island, NY, USA)에서 kit를 구
입하여 manufacturer's instruction에 따라 실험하
였다. 각 시료와 표준물질의 흡광도는 405 ㎚ 
(PGE2)와 450 ㎚ (cytokines)에서 측정되었으며, 표
준곡선에 따라 각각의 함량을 결정하였다. 

8. Total cell lysates 및 핵 분획물의 준비
  배양 세포는 10 mM Tris-Cl (pH 7.4), 5 mM 
EDTA (pH 8.0), 130 mM NaCl, 1% Triton X-100, 
0.2 M phenylmethylsulfonyl fluoride (PMSF), 
proteinase inhibitor cocktail을 함유하는 buffer로 
lysis한 후, 15,000×g에서 15분간 원심분리하여 cell 
debris를 제거하고 상등액을 취하여 total cell lysate로 
사용하였다. 핵 분획물은 시판되는 nuclear extraction 
reagent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lL, USA)를 
이용하여 준비하였으며, NF-κB의 발현 측정에 사용
하였다.  

9. 단백질 정량 및 Western blot analysis
  단백질 농도는 Micro BCA protein assay reag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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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it (Pierce, Rockford, IL, USA)를 이용하여 570 ㎚에
서 흡광도로 측정하여 정량하였다. Total cell lysate 
및 핵 분획물은 20 ㎍/lane의 단백질 양으로 10% 
SDS-PAGE를 실시하여 nitrocellulose membrane으로 
이전하였다. Nitrocellulose membrane은 iNOS, COX-2, 
IκBα, NF-κB, actin, lamin A/C 등의 1차 antibody
를 가하여 반응시킨 후에 2차 antibody로 처리하였
다. 면역반응성 단백질은 enhanced chemiluminescence 
(ECL) reagent (Pierce biotechnology, Rockford, 
lL, USA)를 사용하여 확인하였다. 

10. 통계처리
  모든 data는 평균±표준편차로 나타내었으며, student 
t-test 및 ANOVA test로 p < 0.05 수준에서 시료 
간의 유의성을 검정하였다.

Ⅲ. 실험결과
1. 수치 치자가 LPS로 과다 생성된 NO에 미치는 영향
  NO는 대식세포에서 LPS와 같은 내독소에 의해 과

다 생성되어 급성 및 만성 염증과 관련된 조직 손상
을 유도하는 염증매개인자로 작용한다17). 따라서 세
포독성을 유발하지 않는 농도(50 ㎍/㎖)에서 각 치자 
추출물(GFE)이 LPS에 의해 증가된 NO 생성에 미치
는 영향을 살펴봄으로써 항염 활성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LPS는 대조군(CON) 비하여 2배 이상 증가된 
NO 수준을 보여주었으며 일반 및 수치 GFE는 NO 
억제 효과를 보였다. 특히, 수치 GFE 중에서 강즙초 
치자가 일반 치자와 비교하여 NO 저해 활성이 유의
하게(p < 0.01) 증가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초 치
자는 일반 치자와 비교하여 NO 저해 활성에서 유의
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Fig.1A). NO 저해 효과
가 세포 생존율의 감소에 기인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MTT assay를 실시한 결과, 세포 생존율은 NO 생성 
감소에 영향을 주지 않았다. 또한 LPS의 처리가 세
포 생존율 감소를 유도하였으나 GFE에 의해 대식세
포의 생존율이 회복되었으며, 일반 GFE에 비해 수치 
GFE의 세포 보호 활성이 유의적으로(p < 0.05) 높게 
나타났다(Fig. 1B).  

(A)

(B)

Fig. 1. Effect of Gardeniae Fructus ethanol extracts (GFE) on NO production and cell viability in LPS 
stimulated Raw264.7 cells.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s of GFE plus LPS for 24 h, and then the medium were 
collected to detect the levels of NO (A). Cell viability was assessed by MTT assay (B).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test,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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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수치 치자가 LPS에 의해 증가된 PGE2 생성에 미
치는 영향

  Arachidonic acid로부터 PGG2, PGH2를 거쳐 생성
되는 PGE2는 염증, 부종, 통증 및 발열 등의 증상을 
일으키며, 염증 반응시 PGE2는 COX-2에 의해 생성
되며 혈관을 확장시키고 혈관투과성을 증가시켜 백혈
구의 염증 부위로의 화학주성을 증가시키는 역할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8). 본 실험의 대식세포
주에서도 LPS 처리에 의해 과도한 PGE2의 생성이 
확인되었으나 GFE에 의해 PGE2 생성이 억제되었다. 
일반 치자와 수치 치자를 비교해 보면, 일반 무처치 
치자에 비해 강즙초 치자와 주초 치자가 PGE2의 생
성을 유의하게(p < 0.05) 더 감소시켰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2). 

Fig. 2. Effects of Gardeniae Fructus ethanol extracts (GFE) on the production of PGE2 in LPS 
stimulated Raw264.7 cells. 

        The cells were treated with GFE for 1 h prior to the addition of LPS, and then further 
incubated for 18 h. The cultured medium was collected and directly assayed for PGE2 as 
described in Methods.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test, **p < 0.01, *p < 0.05).

3. 수치 치자가 LPS로 유도된 iNOS와 COX-2 단백
질 발현에 미치는 영향

  NO는 LPS에 의해 유도되는 iNOS에 의해 L-arginine 
으로부터 생성되고, PGE2는 arachidonic acid로부터 
COX-2의 촉매 작용에 의해 생성된다. 따라서 GFE
에 의한 NO 및 PGE2의 생성 억제가 이 효소 단백질
들의 발현 감소에 기인하는지를 조사하기 위하여 
Western blot analysis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LPS 
처치 시에는 iNOS와 COX-2 단백질 발현이 유의하

게 증가되었으나, GFE에 의해 단백질 발현이 유의하
게 감소됨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 3). 특히, 
COX-2의 경우, 일반 치자에 비교하여 강즙초 치자
와 주초 치자에 의한 발현 감소 효과가 유의하게(p < 
0.05) 더 우수함을 확인하였다. iNOS의 경우에는 수
치 치자 중에서 강즙초 치자만이 일반 치자보다 유의
하게(p < 0.05) 뛰어난 단백질 발현 저해 효과를 나
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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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nhibitory effects of Gardeniae Fructus ethanol extracts (GFE) on the expression of iNOS and 
COX-2. 

        The expressions of iNOS and COX-2 protein were monitored 18 h after GFE plus LPS (0.2 ㎍/
㎖) treatment. Equal amounts (20 ㎍/lane) of total protein were resolved by SDS-PAGE.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Bar graphs show the density of blot from all 
experiments in each group.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test,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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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수치 치자가 LPS로 증가된 사이토카인(cytokine) 
조절에 미치는 영향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염증 반응 관련 cytokine인 
TNF-α, IL-6 및 IL-1β의 과도한 분비에 대한 
GPE의 효과를 살펴보기 위해 LPS로 유도된 대식세
포에 GPE를 농도별(25, 50, 100 ㎍/㎖)로 처리한 후
에 배양 상층액에 함유되어 있는 TNF-α, IL-1β, 
IL-6의 양을 조사하였다. 그 결과, GPE는 LPS 단독

과 비교하여 평균적으로 TNF-α를 저해하였으나 유
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IL-1β, IL-6에 대
하여 GFE는 LPS 단독과 비교하여 유의한(p < 0.05) 
억제 효과를 보였다(Fig. 4). 또한 강즙초 치자는 일
반 치자와 비교하여 두 사이토카인을 유의하게(p < 
0.05) 더 저해하였으며, 주초 치자는 평균적으로 일
반 치자에 비해 높은 저해 활성을 보였으나 유의성은 
나타나지 않았다(Fig. 4B, C). 

(A)

(B)

(C)

Fig. 4. Inhibitory effects of Gardeniae Fructus ethanol extracts (GFE) on production of inflammatory 
cytokines. 

        Cells were incubated with GFE plus LPS for 18 h. TNF-α (A), IL-1β (B) and IL-6 (C) in the 
medium were determined by ELISA kit.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test,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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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수치 치자가 NF-κB 신호전달계에 미치는 영향
  전사인자인 NF-κB는 LPS와 같은 염증 신호에 의
해 억제 단백질인 IκB로부터 분리 되면 핵으로 이동
하여 NO, PGE2 및 cytokine의 생산을 조절할 수 있
다.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수치 치자의 염증 인자들에 
대한 저해 효과가 NF-κB 신호전달계와 관련이 있
는지 조사하였다.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LPS
에 의해 억제단백질인 IκBα의 발현이 감소하고 핵

에서 NF-κB의 발현은 증가하였지만 이러한 효과는 
GFE에 의해 상쇄되었다. 특히 IκBα 분해에 서 강
즙초 치자와 주초 치자가 일반 치자에 비해 유의하게
(p < 0.05) 더 우수한 저해 효과를 가지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 NF-κB의 경우, 일반 치자와 수치 치자를 
비교하면 수치 치자에 의한 저해 효과가 평균적으로 
더 우수하게 확인되었지만 통계적 유의성은 t-test에
서 나타나지 않았다.    

Fig. 5. Effect of Gardeniae Fructus ethanol extracts (GFE) on the expression of NF-κB and IκBα protein. 
       The expression levels of proteins were monitored 15 min (IκBα) and 60 min (NF-κB) after 

treatment of cells with LPS with or without GFE. Actin was used as a loading control for 
total cell lysate (T) and lamin A/C was used as nuclear (N) loading control. Bar graphs show 
the density of blot from all experiments in each group. Data represent the mean ± SD of three 
separate experiments (t-test, **p < 0.01, *p <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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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고찰
  염증은 외부적 요인에 의한 세포 손상에서 일어나
는 면역반응의 하나로 이 과정에서 분비되는 케모카
인(chemokine)이 손상 부위로 백혈구를 모이게 함으
로써 상처를 치유하게 된다19). 따라서 염증은 적절히 
조절되면 체내 면역시스템을 통해 세포 보호 효과를 
발휘할 수 있지만, 오래 지속되거나 과도하게 진행되
는 염증반응은 암, 천식, 자가면역과 같은 질환의 원
인이 될 수 있다.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세균내독소인 
LPS는 TLR4와 결합하여 과도한 염증 반응을 유발하
여 다양한 염증 매개인자의 생성을 촉진하게 한다20). 
염증 반응에서 주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전사인자는 
NF-κB이며, 정상 상태에서 NF-κB는 억제 단백질
인 IκB와 결합하여 세포질에 존재하게 된다21). 하지
만 염증신호가 오면 IκB의 발현이 감소되고 이 억제 
단백질로부터 자유로워진 NF-κB는 핵으로 이동하
여 염증매개인자의 생성을 촉진하게 된다22). IκB는 
IκBα, IκBβ, IκBε등의 여러 종류가 있으며, 이 
중에서 IκBα가 세포내에서 가장 풍부한 NF-κB의 
억제단백질로 알려져 있다22).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일반 치자와 수치 치자의 항염 활성을 비교하기 위하
여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LPS로 과다 생성된 NO와 
PGE2 등의 염증 매개인자에 대한 치자 및 수치 치자
의 저해 효과를 조사하였으며, 수치 치자가 염증 반
응에 주요한 기전 중의 하나인 NF-κB signaling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살펴보았다. 
  치자는 생활 속에서 옷감이나 음식의 색을 내기 위
한 천연 염색제로 많이 활용되고 있으나 한의학에서
는 청열사화(淸熱瀉火)의 효능이 있어 몸 안의 열을 
내려주는 대표적인 약재로서 간, 심장, 위 등에 작용
하여 황달, 충혈 및 소염 등의 치료에 사용되어져 왔
다13). 또한 상초(上焦)의 열을 내리는데 효능이 있어 
가슴이 답답한 증상을 치료하는데도 사용되었으며, 
상한론에는 치자를 사용한 8가지 처방이 소개되고 있
다23). 치자에 대한 생리활성 연구로는 항산화 활성5), 
항균 활성6), 항바이러스 활성7) 등이 보고되었으며, 
마우스 대식세포에서는 염증매개 인자인 NO, PGE2, 
cytokine의 생성을 억제한다고 보고되었다24,25). 본 
연구에서도 치자와 수치 치자는 LPS에 의해 생성이 
증대된 염증인자에 대한 억제 효과를 보였으며, 일반 
치자에 비해 수치 치자가 유의하게 더 높은 저해효과

를 나타내었다. 현재까지 일반 치자와 수치 치자의 
항염 활성을 비교한 연구는 없었으며, 더불어 본 연
구에서는 치자의 항염 활성에 대한 기전 연구도 수행
하여 수치 치자가 억제단백질인 IκBα의 발현 감소 
억제와 전사인자인 NF-κB의 핵전이를 저해함으로
써 항염 활성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맵고 차가운 성질의 약재인 치자는 전통적으로 강
즙을 가하거나 가열함으로써 그 성질을 보하고자 하
는 수치법이 사용되어 왔다14). 이런 수치법을 통해 
위장이 허약한 환자에게도 치자를 처방할 수 있었으
니, 수치라고 하는 한약재 가공과정은 약재의 활용 
다양성면에서 그 의미가 큰 분야라 할 수 있을 것이
다. 본 연구에서는 천연색소로 널리 알려져 있는 치
자의 본초학적 가치와 활용 다양성을 찾기 위해 생강
즙과 주정을 보료로 사용하여 초(炒)한 수치 치자를 
준비하여 항염증 활성을 조사하였다. 또한, 수치 치
자와 일반 무처치 치자의 활성을 비교함으로써 한의
학에서 수치가 사용되어져 온 의의를 찾아보고자 하
였다. 그 결과 LPS를 처리한 마우스 대식세포에서 
수치 치자는 NO, PGE2와 같은 염증매개인자들을 저
해함으로써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었고 이러한 수치 
치자의 활성은 일반 치자에 비하여 유의하게 높게 나
타남을 확인하였다. 특히, 수치 치자는 주정보다는 
강즙을 보료로 사용한 것이 NO, PGE2 및 cytokine 
(IL-6, IL-1β)에서 유의하게 더 높은 저해 활성을 
나타내었다. 이러한 결과는 전통적으로 강즙을 보료
로 사용하여 가열한 수치 치자를 사용함으로써 치자
의 활용도를 높였던 한의학적 기록들에 대한 객관적
이고 과학적인 설명을 제공할 수 있게 한다. 홍 등은 
치자의 열처리 과정에서 항산화 활성과 crocetin의 함
량이 증가됨을 발표하였으며15), crocetin 함량 증가는 
치자의 구성 화합물로 배당체 형태인 crocin이 분해되
었기 때문일 것이라 고찰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15
0℃, 가열 조건과 강즙의 처리에 의해 치자 성분화합
물에 변화가 있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수치에 의한 치
자의 항염 활성 증가가 성분화합물 변화에 기인하는지
를 설명하기 위해서는 후속 연구가 더 진행되어야 할 
것이다.   

Ⅴ. 결론 
  본 연구에서는 일반 치자와 강즙과 주정을 보료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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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하여 볶은 2 종의 수치 치자(강즙초 치자, 주초 
치자)에 대한 항염 활성을 비교하였으며, 일반 치자
에 비해 수치 치자의 항염 활성이 더 우수함을 확인
하였다. 수치 치자 중에서는 강즙초 치자가 주초 치
자 보다 더 나은 항염 활성을 보였으며, 강즙초 치자
는 IκBα의 분해를 억제하여 NF-κB signaling을 
저해함으로써 iNOS, COX-2, cytokines 등을 억제
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임상적으로 많이 활용되고 있
는 치자 수치의 목적을 생리활성 증진의 측면에서 객
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며, 염증 관련 질환에서 
치자의 활용 가능성을 확대시켜 줄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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