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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만자카니(Quercus infectoria Olivier)의 항염증과 같은 생리활성에 대해 실험하였다. 
만자카니는 열수(MDE)와 80% 에탄올(MEE)로 추출하였으며, MTT assay로 세포독성을 측정하였다. 항
염증 활성을 위하여 nitric oxide (NO), prostaglandon E2 (PGE2) 및 leukotrien B4 (LTB4)의 생성을 측정 
하였으며, 염증성 사이토카인(IL-1β, IL-6 및 tumor necrosis factor (TNF-α)) 생성 및 전사인자의 발현
을 측정 하였다. 그 결과 본 연구 농도범위인 1, 5, 10 ㎍/㎖에서 유의한 세포독성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확인 하였다. 각 시료의 10 ㎍/㎖ 농도에서 NO의 경우 MDE 37.2%, MEE 43.7%, PGE2의 경우 MDE 
30.9%, MEE 43.7%, LTB4의 경우 MDE 37.1%, MEE 43.7% 감소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염증성 사이토
카인의 경우 각 시료의 10 ㎍/㎖ 농도에서 IL-1β는 MDE 38.8%로 MEE 50.8%, IL-6는 MDE 35.0%, 
MEE 44.2%, TNF-α는 MDE31.9%, MEE 36.6% 감소되었다. 또한 전사인자의 경우 NF-κB는 MDE 
44.0%, MEE 16.0%, iNOS는 MDE 44.0%, MEE 55.0%, COX-2는 MDE 45.0%, MEE 40.0% 감소되
었다. 추출물 모두 항염증 활성에 효과가 있었으나 상대적으로 MEE가 염증성 인자의 감소 효능이 높은 것
으로 확인 되었다. 결과적으로 만자카니의 여수 및 에탄올 추출물 모두 항염증 효능이 확인 되었으며 상대
적으로 MEE의 효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으로 유의한 효능을 나타냈으므로 향 후 염증으로 
인한 피부 손상 나아가 염증관련 질환을 개선하는 제품의 유용한 소재로써 응용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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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biological activities such as cytotoxicity 
and anti-inflammation using Manjakani (Quercus infectoria Olivier) extract. Manjakani was extracted 
from hot DW and 80% ethanol. Cell viability was assessed using MTT assay on RAW 264.7 cells. 
Also, anti-inflammatory activities were measured through changes in the levels of nitric oxide (NO), 
prostaglandin E2 (PGE2), leukotrien B4 (LTB4), pro-inflammatory cytokines (IL-1β, IL-6 and tumor 
necrosis factor (TNF)-α) and transcription factor on LPS-induced RAW264.7 cells. The results 
confirmed that significant cytotoxicity does not appear in the concentration range of 1, 5, and 10 ㎍/
㎖ of both extracts of this study. The production of NO was slowed by approximately MDE 37.2% 
and MEE 43.7% at 10 ㎍/㎖ concentration. Also, level of PGE2 and LTB4 was decreased MDE 
30.9%/MEE 43.7% and MDE 37.1%/MEE 43.7%. In the case of inflammatory cytokine was reduced 
to MDE 38.8%/MEE 50.8% for IL-1β, MDE 35.0%/MEE 44.2% for IL-6 and MDE 31.9%/MEE 
36.6% for TNF-α at 10 ㎍/㎖ concentration. The mRNA expression of NF-κB, iNOS and COX-2 
significantly decreased by MDE 44.0%/MEE 16.0%, MDE 44.0%/MEE 55.0% and MDE 45.0%/MEE 
40.0%, respectively, following the 10 μg/mL sample treatment when compared to the control. Both 
extracts were effective in anti-inflammatory activity. In addition, both extracts showed efficient 
changes of production of NO, PGE2, LTB4, pro-inflammatory cytokines and transcription factor. But 
MEE was found to have a higher inhibitory effect than MDE. In other words, Manjakani was showed 
significant biological activities showing anti-inflammation without cytotoxicity. These results will be 
provided as fundamental data for further development of the new health food and therapeutics related 
to the results above. 

Keywords : Manjakani, cytotoxicity, anti-inflammation, biological activities, raw material

1. 서 론

  염증반응은 외부의 침입 또는 조직의 손상으로
부터 인체를 보호하기 위해 발생하는 중요한 면
역반응이다. 그러나 염증반응이 장기적으로 지속
되면 동맥경화증, 천식, 류머티스관절염 및 위염 
등과 같은 만성적 염증질환을 야기하게 되며 이
는 다양한 염증인자(pro-inflammatory mediator)
들의 복합적인 과정을 통해서 일어나게 된다[1]. 
Nuclear factor-kappa B (NF-κB)는 염증성 질
환을 일으키는 병인으로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OS) 와 cyclooxygenase-2 
(COX-2)와 같은 염증인자를 전사시키는데 있어
서 중요한 역할을 하며, 이 전사인자들은 nitric 
oxide (NO) 와 prostaglandins (PGs)라는 또 다
른 염증인자를 생성시키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
고 각 염증인자들은 염증성 사이토카인의 생성을 
증가시키게 된다[2]. 대식세포는 외부 병원체가 
침입했을 경우 백혈구 보다 빠른 반응을 나타내
는 세포로써 면역과 염증 반응에 매우 중요한 역
할을 한다. Lipopolysaccharide (LPS)는 박테리아

성 내독소로 대식세포가 이를 감지하게 되면 
iNOS, COX-2 및 다양한 염증성 사이토카인들
을 생성하여 염증반응에 관여한다[3]. 즉 LPS 감
작된 대식세포에서 생성된 염증성 인자들을 감소
시키는 물질은 다양한 염증성 질환을 완화 시키
고 치료하는 제품의 원료로써 유용하다고 간주되
고 있으며, 마우스의 대식세포인 RAW 264.7 세
포에서의 염증인자 감소효능에 대한 연구는 항염
증 물질을 찾는 실험에 많이 사용되고 있다[4]. 
  만자카니(Manjakani; Quercus infectoria 
Olivier)는 말레이시아에서 출산 후 자궁의 탄력
을 회복시키고 질 근육의 수축을 자극하며 상처 
감염을 치료하기 위해 전통적으로 사용되어져 왔
다[5,6]. 인도에서는 치통 및 치염 등의 구강질환
의 치료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치약의 성분으로
도 활용되고 있으며[5], 설사, 이질, 내출혈, 임질, 
편도선 염 등 염증질환 치료에 사용되어져 왔다
[7]. 또한 약학적으로 항당뇨, 항균, 항바이러스, 
항염증 및 상처치유에 도움이 된다고 보고되어져 
있다[8,9].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효능이 입증된 
만자카니를 증류수와 에탄올로 각각 추출하여,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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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에 앞서 세포독성평가를 수행하였으며, 항산화
와 항염증 활성을 측정하였고 추출 용매에 따른 
효능을 비교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결과를 바탕으
로 다양한 제품의 원료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
성에 대해 평가하고자 하였다.

2. 재료 및 방법

2.1. 재료

  사용된 시약은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 (DME; Gibco BRL, USA), fetal 
bovine serum (FBS; Invitrogen USA), 
penicillin-streptomycin (Gibco, USA), WST 
solution (Daeillab sevice, Korea), 
lipopolysaccharide (LPS; Sigma, USA), 
dulbecco's phosphate buffered saline (D-PBS; 
Welgene, Korea), nitric oxide detection kit 
(Intron Biotechnology, Korea), mouse cytokine 
milliplex map immunoassay kit (Millipore, 
USA), PGE2 Parameter Assay Kit (R&D 
systems Co., USA), LTB4 Parameter Assay Kit 
(R&D systems, USA), Total RNA prep kit 
(Intronbio, Korea), AccuPower CycleScript RT 
PreMix (Bioneer, Korea), SYBR Green 
(Qiagen, Germany) 등을 사용하였다. 

2.2. 만자카니 추출

  본 연구에 사용한 만자카니는 대전대학교 뷰티
건강관리학과로부터 전달받아 대전대학교 난치성 
면역질환 생명의학연구센터에서 정선 후, 사용하
였다. 만자카니 20 g에 각각 증류수와 80% 에탄
올을 500 ㎖씩 넣고 3시간 동안 환류추출 한 후, 
여과액을 감압 농축한 후 동결 건조하였다. 증류
수 추출물(Manjakani distilled water extract 이
하, MDE)은 6.6 g (수율 20%), 에탄올 추출물
(Manjakani ethanol extract 이하, MEE)은 11.1 
g (수율 55.5%)의 분말을 획득하여 –80℃에서 
보관하였으며, 증류수에 희석해 사용하였다.

2.3. 세포 배양 및 세포독성 측정

  세포배양은 10% fetal bovine serum과 1% 
antibiotics를 함유한 Dulbecco's modified eagle's 
medium으로 37℃, 5% CO2 조건에서 배양하였
다. 세포독성 측정은 Lee et al. (2014)의 방법을 
실험실 환경에 맞게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RAW 

264.7 세포(한국세포주은행, Korea)를 96 well 
plate에 2×104 cells/well씩 분주하여 24시간 동
안 배양한 후, MDE와 MEE를 1, 5, 10 ㎍/㎖의 
농도로 처리하여 다시 24 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10 μL의 WST solution을 첨가하여 30 
분 동안 반응시킨 후 micro plate reader 
(Molecular Devices, USA) 4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여 대조군에 대한 세포 생존율을 백분율로 
표시 하였다. 

2.4. NO 생성량 측정

  NO의 양은 Lee et al. (2014)의 방법을 실험
실 환경에 맞게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에 RAW264.7 세포를 2×104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 후, 1, 
5, 10 ㎍/㎖ 농도의 시료와 1 ㎍/㎖ LPS를 함께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Nitric 
oxide detection kit의 N1 buffer를 50 ㎕씩 각 
well에 처리하여 10분간 상온에서 반응 한 후, 
N2 buffer를 50 ㎕씩 각 well에 처리하고 10분
간 반응시켰다. 반응 후, micro plate reader 540 
㎚ 파장에서 흡광도를 측정한 뒤 대조군에 대한 
백분율로 나타내었다.

2.5. 염증성 사이토카인 생성량 

  Cytokine의 생성량은 mouse cytokine 
milliplex map immunoassay kit를 사용하여 측
정하였다. 12 well plate에 RAW264.7 세포를 
2×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후, 1, 5, 10 ㎍/㎖ 농도의 시료와 
1 ㎍/㎖ LPS를 함께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배양액을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등액과 standard를 96 well 
plate에 25 ㎕씩 분주하고 assay buffer 및 
matrix buffer, antibody-immobilized beads를 
각 25 ㎕씩 가하여 혼합한 후, 2시간 동안 실온
에서 반응시키고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2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25 ㎕의 detection 
antibody를 가하여 1시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
키고 추가로 25 ㎕의 Streptavidin-Phycoerythrin
을 가하여 30분 동안 실온에서 반응시킨 뒤 
washing 완충 용액을 이용하여 2회 세척하였다. 
세척 후, PBS를 150 ㎕ 넣고 5분 간 shaking한 
후, Luminex (Millipore, USA)를 이용하여 측정
하여 절대 값으로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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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imer F/R* Sequences

NF-κB
F GGATCACATTTGCTTTGTGTTGTT
R CACAACTTACAGTAGATGGCTAGAAAGG

iNOS
F CGAAACGCTTCACTTCCAA
R TGAGCCTATATTGCTGTGGCT

COX-2
F AACCGCATTGCCTCTGAAT
R CATGTTCCAGGAGGATGGAG

GAPDH
F CATCACTGCCACCCAGAAGACTG
R ATGCCAGTGAGCTTCCCGTTCAG

* F/R : forward/reverse

Table 1. The Sequences of Primers

2.6. PGE2 와 LTB4 생성량 측정

  PGE2와 LTB4의 생성량 측정을 위해 Lee et 
al. (2015)의 방법을 실험실 환경에 맞게 응용하
여 측정하였다. 12 well plate에 RAW264.7 세포
를 2×105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
양하였다. 배양 후, 1, 5, 10 ㎍/㎖ 농도의 시료
와 1 ㎍/㎖ LPS를 함께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생성량은 PGE2 parameter 
assay kit와 LTB4 parameter assay kit를 사용하
여 측정하였다. 배양액을 1200 rpm에서 5분간 
원심 분리하여 얻은 상등액과 standard를 96 
well plate에 100 ㎕씩 넣고 37℃에서 90분간 반
응시켰다. 반응 후, washing buffer를 이용하여 3
회 세척 작업을 진행한 후, 100 ㎕의 detection 
antibody를 넣어 다시 37℃에서 60분간 반응시키
고 세척하였다. 세척 후, HRP conjugate를 100 
㎕씩 넣어 37℃에서 30분간 반응시키고 세척한 
뒤 substrate reagent를 90 ㎕씩 넣어 37℃에서 
15분간 반응시키고 50 ㎕의 stop solution을 추
가하여 micro plate reader 450 ㎚에서 흡광도를 
측정하였으며, standard curve를 기준으로 절대 
값으로 나타내었다.

2.7. 유전자 발현량 측정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하기 위해 Kang et al. 
(2015)의 방법을 실험실 환경에 맞게 응용하여 
측정하였다. RAW264.7 세포를 6 well plate에 
1×106 cells/well로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하였다. 배양 후, 1, 5, 10 ㎍/㎖ 농도의 시료와 
1 ㎍/㎖ LPS를 함께 처리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하였다. RAW264.7 세포는 배양액을 제거하
고 세척과정을 거친 뒤 total RNA prep kit을 
이용하여 RNA를 추출하였다. 역전사 반응은 추

출한 RNA를 RT premix kit의 mixture를 사용
하여 first-strand cDNA를 합성하였으며, 합성이 
완료된 cDNA를 polymerase chain reaction 
(PCR) 에 사용하였다. RT-PCR은 DNA 
polymerase 1U/tube에 250 mM dNTPs mix, 
RT buffer (10 mM Tris-HCl, pH 9.0, 30 mM 
KCl, 1.5 mM MHCl2)를 포함한 mixture에각 
샘플과 primer를 넣고 PCR을 시행하였다. 사용
된 primer 는 Table 1과 같다. 1% agarose gel에 
전기영동 후 유전자 발현의 여부를 UV로 촬영하
여 band를 확인하였다. 유전자 발현량은 대조군
에 비하여 계산하였으며, 사용된 primer의 
sequence는 Table 1과 같다.

2.8. 통계처리

  모든 실험결과는 3회 반복 측정하였으며 평균
값±표준편차(mean±S.D)로 표시하였다. 대조군 
대비 실험군간의 비교는 one-way analysis of 
variance (ANOVA) 방법을 이용하였고, 
Student’s t-test를 사용하여 통계적 유의성을 검
증하였다(***p<0.001, **p<0.01, *p<0.05).

3. 결과 및 고찰   

3.1. 세포독성

  본 연구에 사용된 RAW 264.7 세포는 마우스 
대식세포주이며, LPS에 의해 활성화되어 높은 산
화력을 보이는 염증 중재 물질이나 염증 매개체
를 방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12]. 항염증 효
능을 세포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RAW 264.7 세
포에서의 MDE와 MEE의 독성여부를 확인하였
다. 대조군을 100%로 하였을 때, MDE와 M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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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Effect of MDE and MEE on PGE2 and LTB4 levels in RAW 264.7 cell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p<0.05 

compare to control).

각각 1, 5, 10 ㎍/㎖의 농도에서 MDE는 
100.5±0.7%, 99.99±1.4%, 101.1±0.7%로 
MEE는 102.3±0.6%, 101.1±1.6%, 100.5± 
1.0%로 세포생존을 보여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았다(Fig. 1). 따라서 본 연구의 농도조건은 세
포독성에 의한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
라 판단하였다.

 

Fig. 1. Cell viability effect of Manjakani 
extracts from DW (MDE) and 80% 
EtOH (MEE) on cell viability in RAW 
264.7 cells.

3.2. 항염증 효능

  3.2.1. NO 생성량
  체내에서 NO는 생리학과 병리학적인 관점에서 
중요한 세포내 신호분자로써 작용한다[13]. 또한 
세균과 종양을 제거하고 혈압을 조절하거나 신경 
전달을 매개하는 등 다양한 역할을 한다[13,14]. 
그러나 산화적 환경에서 높은 수준의 NO 생산은 
조직 및 신경의 손상을 일으키고, 유전자를 변이
시키며, 혈관 투과성을 증가시켜 부종을 일으키는 
등 과도한 염증 반응을 일으킬 뿐만 아니라 산화
적 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14-16]. 본 연구에서
는 LPS로 처리된 Raw264.7 세포가 NO를 생산
할 때 MDE와 MEE가 어느 정도 NO 생성량을 
억제하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조군을 100%로 하였을 때, MDE와 
MEE 각각 1, 5, 10 ㎍/㎖의 농도에서 MDE는 
87.4±1.8%, 79.9±3.1%, 62.8±2.4%로 MEE는 
81.2±3.0%, 71.2±2.3%, 56.3±3.4%로 NO가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3). 만자카니 
추출물은 NO의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 시켰으며, 상대적으로 MEE의 감소 효능
이 높게 나타났다.

   

Fig. 3. Effect of MDE and MEE on NO levels 
in RAW 264.7 cell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p<0.05 compare to control).

  3.2.2. PGE2와 LTB4 생성량
  MDE와 MEE가 PGE2와 LTB4 생성량을 억제
하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PGE2의 감소량은 대조군을 100%로 하였을 때, 
MDE와 MEE 각각 1, 5, 10 ㎍/㎖의 농도에서 
MDE는 600.0±23.6 pg/㎖, 551.9±30.7 pg/㎖, 
442.4±31.5 pg/㎖로 MEE는 520.2±29.4 pg/
㎖, 476.2±30.2 pg/㎖, 360.7±14.6 pg/㎖로 
MDE는 5, 10 ㎍/㎖의 농도에서 유의하게 감소
되었으며, MEE는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
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A). LTB4의 감
소량은 대조군을 100%로 하였을 때, MDE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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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E 각각 1, 5, 10 ㎍/㎖의 농도에서 MDE는 
71.8±3.4 pg/㎖, 65.6±3.0 pg/㎖, 51.6±2.7 
pg/㎖로 MEE는 66.7±3.0 pg/㎖, 58.5±2.6 pg/
㎖, 46.2±3.1 pg/㎖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4-B). PGE2와 
LTB4 생성량 역시 MEE가 상대적으로 좀 더 유
의한 결과를 나타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 
결과는 사이토카인의 감소가 PGE2와 LTB4 생성
량과 부합되는 결과로 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이
라고 판단된다.

  3.2.3. 사이토카인 생성량
  MDE와 MEE가 염증성 cytokine 생성량을 억
제하는지 확인해 보았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
다. MDE와 MEE 각각 1, 5, 10 ㎍/㎖의 농도에
서 IL-1β의 감소량은 대조군 24.2±1.1 pg/㎖에 
비하여 MDE는 21.8±1.2 pg/㎖, 18.4±2.0 pg/
㎖, 14.8±1.2 pg/㎖로 MEE는 20.1±0.9 pg/㎖, 
15.3±2.6 pg/㎖, 11.9±1.4 pg/㎖로 농도 의존적
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A). IL-6의 감소량은 대조군 1055.1±75.6 
pg/㎖에 비하여 MDE는 936.5±38.4 pg/㎖, 
788.1±39.4 pg/㎖, 685.9±42.8 pg/㎖로 MEE
는 898.4±33.4 pg/㎖, 736.7±24.9 pg/㎖, 
588.4±21.4 pg/㎖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B). TNF-α
의 감소량은 대조군 3092.8±91.2 pg/㎖에 비하
여 MDE는 2823.3±148.6 pg/㎖, 2523.7±159.6 
pg/㎖, 2104.7±144.9 pg/㎖로 MEE는 
2821.3±151.7 pg/㎖, 2345.2±160.3 pg/㎖, 
1960.3±151.8 pg/㎖로 농도 의존적으로 유의하
게 감소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Fig. 5-C). 염증
성 cytokine의 감소량을 비교하면 MDE보다 
MEE가 비교적 더 감소시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으며 이는 MEE에서 더 많은 항염증 성분이 
추출되었다고 사료된다. Hamad et al. (2017)의 
연구에 따르면 만자카니는 증류추출에 비해 상대
적으로 에탄올추출에서 항산화 효능이 있는 것으
로 보고되어져 있다. Bak et al. (2014) 및 Lee 
et al. (2014) 등의 연구에서 항산화 활성과 항염
증활성의 상관관계에 대해 논의된 바 있으며, 만
자카니 또한 항산화에 영향을 미치는 성분 중에 
항염증을 나타내는 성분이 있을 것이라 사료된다. 

Fig. 5. Reduction effect of MDE and MEE on 
cytokine IL-1β (A), IL-6 (B) and 
TNF-α (C) levels in RAW 264.7 cells. 
The results were expressed as 
mean±S.D.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p<0.05 compare 
to control).

  3.2.4. 전사인자 발현량
  본 연구에서는 MDE와 MEE가 염증 반응에서 
나타나는 전사인자의 발현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 
하였다. NF-κB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MDE 1 ㎍/㎖을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p＜0.001) 감
소가 나타났다(Table. 2). iNOS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MDE와 MEE는 모든 농도에서 대
조군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5, **p＜0.01, 
***p＜0.001) 감소가 나타났다(Table. 3). 
COX-2 유전자 발현량을 측정한 결과, MDE와 
MEE의 1 ㎍/㎖을 제외한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
에 비해 유의성 있는 (**p＜0.01, ***p＜0.001) 
감소가 나타났다(Table. 4). Shrestha et al. 
(2014)의 연구에서 만자카니의 다양한 용매 추출 
중 증류 추출과 에탄올 추출에서 유효 성분이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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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Effect of MDE and MEE on NF-κB mRNA Expression Level in RAW264.7 Cells

Concentration
(㎍/㎖)

Fold change (NF-κB/GAPDH)

MDE MEE

Normal 0.17±0.10
Control 1.00±0.11

1 0.86±0.04 0.63±0.07**

5 0.62±0.08** 0.58±0.04***

10 0.56±0.04*** 0.54±0.05***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compare to control

Table 3. Effect of MDE and MEE on iNOS mRNA Expression Level in RAW264.7 Cells

Concentration
(㎍/㎖)

Fold change (iNOS/GAPDH)

MDE MEE

Normal 0.31±0.05
Control 1.00±0.05

1 0.88±0.04* 0.83±0.03*

5 0.61±0.07** 0.63±0.03***

10 0.56±0.02*** 0.45±0.04***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p<0.05 compare to control

Table 4. Effect of MDE and MEE on COX-2 mRNA Expression Level in RAW264.7 Cells

Concentration
(㎍/㎖)

Fold change (COX-2/GAPDH)

MDE MEE

Normal 0.01±0.10
Control 1.00±0.02

1 1.01±0.09 1.02±0.03
5 0.74±0.04** 0.72±0.02**

10 0.55±0.04*** 0.60±0.03***

*Significance of results, ***p<0.001, **p<0.01 compare to control

  

대적으로 다량 추출되는 결과와 부합되어 본 연
구의 MDE와 MEE 모두 항산화와 항염증 효능
이 유의하게 나타난 결과는 일부 설명이 될 수 
있다고 사료된다. 만자카니는 전사인자의 합성 단
계에서 염증성 반응을 조기 차단하여 염증을 완
화시키는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항염증에 효과적
인 원료 소재로서의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된다. 
향 후 심도 있는 연구를 통해 만자카니의 항산화 
및 항염증 활성에 대한 자세한 메커니즘이 연구
되어야 할 것이며, 연관된 질환에서의 효능이 규
명되면 다양한 분야에서 기능성 식품 및 화장품
과 같은 제품 생산에 있어 주요 원료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한 만자
카니 추출물에 대한 세포독성 및 항염증 등의 효
능에 관한 비교를 진행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한 만자카니 추
출물은 RAW 264.7 세포에서 1, 5, 10 (㎍
/㎖) 농도에서 세포 생존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아 안전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2.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한 만자카니 추
출물은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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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포에서 NO 생성량을 열수 추출물 및 
80% 에탄올 추출물 1, 5, 10 (㎍/㎖)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가 
확인되었다.

  3.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한 만자카니 추
출물은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에서 LTB4 생성량을 열수 추출물 5, 
10 (㎍/㎖)의 농도와 80% 에탄올 추출물의 
1, 5, 10 (㎍/㎖)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유
의성 있는 감소가 확인되었다.

  4.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한 만자카니 추
출물은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에서 LTB4 생성량을 열수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1, 5, 10 (㎍/㎖) 모
든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
가 확인되었다.

  5.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한 만자카니 추
출물은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에서 IL-1β, IL-6 및 TNF-α 생성량
을 열수 추출물과 80% 에탄올 추출물의 1, 
5, 10 (㎍/㎖) 모든 농도에서 대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6. 열수 및 80% 에탄올로 추출한 만자카니 추
출물은 LPS로 염증을 유발한 RAW 264.7 
세포에서 NF-κB 발현양은 열수 추출물은 
5, 10 (㎍/㎖)의 농도와 80% 에탄올 추출물
의 1, 5, 10 (㎍/㎖) 농도에서, iNOS 발현
량은 열수와 80% 에탄올 추출물의 1, 5, 
10 (㎍/㎖) 농도에서, COX-2 열수와 80% 
에탄올 추출물의 5, 10 (㎍/㎖) 농도에서 대
조군 대비 유의성 있는 감소가 나타났다. 

  결과적으로 만자카니의 여수 및 에탄올 추출물 
모두 항염증 효능이 확인 되었으며 상대적으로 
MEE의 효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객관적
으로 유의한 효능을 나타냈으므로 향 후 염증으
로 인한 피부 손상 나아가 염증관련 질환을 개선
하는 제품의 유용한 소재로써 응용 가능할 것으
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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