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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현대 산업화의 대두로 증가하는 음주, 흡연, 환경 독성성분 

및 방사성 물질 등은 활성산소종이 발현되어 체내 산화적 스트

레스를 증가시키고 있다(Kim et al., 2012). 활성산소종의 종류

로 산소 중심의 래디컬인 O2-,•OH와 비래디컬종인 H2O2, 
1O2를 

비롯하여 활성산소의 반응으로 발현될 수 있는 ROOH, ROO•, 

RO•, HOCl 등과 생체 성분들을 포함한다. 체내활성산소종은 

DNA 분절과 과산화 반응 및 단백질의 불활성화를 일으켜 생체

기능을 저해하여 다양한 유병인자들을 발생시킨다. 활성산소

종을 억제하는 생리작용은 산화성 활성산소종에 전자를 공여하

여 저해하는 전자 공여 작용, superoxide anion radical을 정상

의 산소로 전환해주는 superoxide dismutase (SOD) 유사 활성

이 있다. 이에 현대인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식품군에서 항산화 

활성 등과 같은 생리 활성을 나타내는 화합물을 얻고자 하는 관

심이 증대되고 있다(Kim et al. 2020; Kang et al. 1996; Lee et 

al., 2012; Ryu et al., 2012).

활성산소로 인하여 발현되는 염증반응은 외부의 물리·화학

적 자극, 바이러스, 박테리아 및 세균과 같은 유해물질이 체내

로 침투하는 경우, 면역세포가 이를 감지하여 다양한 염증성 매

개 물질을 분비함으로써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려는 신체보호 

작용 중 하나이다. 그러나 염증반응이 지속한다면 염증 매개 물

질의 과도한 분비로 암을 유발하게 되고 인슐린의 저항성을 증

가시켜 당뇨 등 다양한 질병들의 매개체 역할을 한다(Cheon et 

al., 2009; Nishida et al., 2007). 염증에 관여하는 주요 세포는 

대식세포로 알려졌으며, 다양한 자극이나 면역세포들이 분비

하는 사이토카인 등에 의해 활성화되어, 염증성 사이토카인, 

nitric oxide (NO)와 prostaglandin E2 (PGE2)를 생성함으로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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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종, 통증, 발열 및 홍반 등의 염증반응을 유발하고, 염증 유발 

조직으로 면역세포의 이동을 활성화한다(Kim et al., 2012). 이 

중 NO는 높은 반응성 물질로 NO synthase (NOS)에 의해 L- 

arginine에서 생성되고 NOS는 항시적인 NOS와 유도형 NOS 

(iNOS)로 구분한다. 특히 iNOS는 외부 스트레스나 염증성 사이

토카인 등에 의해 자극을 받게 되면 smooth muscle cells, 

hepatocytes, bone marrow cells, macrophages, monocytes 

등 여러 세포에서 발현되어 다량의 NO를 생산한다고 보고되고 

있다. 즉, iNOS, COX-2, NO 및 PGE2는 면역세포의 대표적인 

염증 유발 인자이다. 한편, 글머리에서 밝혔듯이 염증성 반응을 

유발하는 다른 원인 중 하나는 체내에서 발생하는 산화적 스트

레스인데 특히 음주나 흡연, 비만 등은 산화적 활성산소종을 증

가시켜 급·만성 염증을 유발한다고 알려졌다. 따라서 항산화 

효과가 뛰어난 성분의 섭취는 산화적 스트레스를 감소시켜 염

증반응을 억제할 수 있다(Bak et al., 2009; Kim et al., 2012; 

Lee et al., 2012; Uttara et al., 2009).

본 연구에서 사용된 털연리초(Lathyrus palustris)는 쌍떡잎

식물강 장미목 콩과의 여러해살이풀로서. 어린줄기는 털이 있

고 비스듬히 누우며 자란다. 5~6월에는 잎겨드랑이에 진한 자

주색 꽃이 핀다. 한국의 북부 지역인 함경남도, 중북부 지역인 

경상북도의 울릉도를 비롯한 북반구의 한대지방(사할린, 캄차

카, 아무르, 만주, 우수리, 시베리아 및 중앙아시아)에 분포한다

(Udayama et al., 1998). 털연리초는 내한성 풋거름 식물인 헤

어리 베치(Hairy vetch)와 유사한 형태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최근 서구화된 식생활의 변화로 생활 습관성 및 퇴행성 질환

에 쉽게 노출되어있기에 기능성 건강식품에 대한 요구가 증가하

고 있다(Cho et al. 2014). 다양한 천연식물성분들을 기능성 소

재로 활용하기 위한 연구가 시도되고 있기에 다양한 자원식물의 

생리 활성 성분을 분석하여 다방면으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Hwang et al., 2010; Lee et al., 2014). 털연리초를 소재로 한 

연구(Udayama et al., 1998)는 화합물의 분석이 대표적인 연구

결과로서 유병인자 이용 생리 활성 연구는 아직 미진한 편이다. 

따라서 본 연구자들은 lipopolysaccharide (LPS)의 자극으로 염

증성 반응이 유도된 RAW 264.7 대식세포에 털연리초 에탄올 추

출물 처리하여, 항염증 활성(NO & PGE2 assay)을 평가한 후 기

능성 식품소재의 가능성을 밝히고자 본 연구를 수행하였다.

재료 및 방법

식물 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털연리초(Lathyrus palustris)는 2018년 

5월 경상북도 울릉군 울릉읍 저동리 내수전 일대에서 자생하는 

전초를 채집하였다. 추출 시료는 음건 후 분쇄하여 사용하였다. 

표본은 고령지농업연구소 종합연구동 유기화학 분석실험실(표

본 번호 : NIHA-자 15)에 보관되어 있다.

시료 추출 

분쇄한 1.5 ㎏의 털연리초를 5개월 간 에탄올(EtOH)에 상온

상태로 냉침 추출하였다. 에탄올 추출물은 qualitative filter 

paper로 여과 후 여액을 회전식 감압 농축기(Tokyo Rikakikai 

Co., Tokyo, Japan)를 이용하여 농축하고 에탄올 추출물 167 g

을 얻었다(Table 1).

세포 배양

RAW 264.7 세포주는 10% FBS, penicillin 10 unit/mL, 

streptomycin 100 ㎍/mL, 2 mM L-glutamine이 첨가된 DMEM 

배양 배지로 5% CO2-95% air 배양기에서 37℃로 배양하였다. 

Culture flask에서 단층 배양한 배양세포 들을 기본 배지로 2회 

씻은 후 2.5%의 trypsin 용액을 처리하여 세포를 탈착시킨 뒤 부

유 세포를 혈청 배지로 중화시켜 원심분리한 후, cell pellet을 세

포배양 배지로 3회 씻었다. 혈구 계수기를 이용하여 세포 수를 

측정하여 1ｘ104 cells/mL 농도가 되도록 세포 수를 조정한 뒤 24 

well plate에 500 μL씩 넣어 24시간 동안 배양 처리하였다.

Lactate dehydrogenase (LDH) assay

세포의 독성 정도 즉 세포 생존력을 확인하기 위하여 LDH 

(Sigma Chemical Co., USA) 시험법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96 well plate (Falcon T.M., USA)에 1ｘ105 cells/mL 단위로 세

포를 동일하게 분주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후 배지를 제거하였

다. PBS (Bioneer Co., Korea) 완충용액을 이용하여 씻은 뒤 각

각의 well에 H2O2 (BBC Biochemical, USA) 100 μL 단일 시료와 

다양한 농도의 시료 100 μL를 첨가하여 45분 동안 배양 후 상등

액을 제거하고 PBS 완충용액으로 2회 씻은 후 배지 200 μL를 

Table 1. The yield of Lathyrus palustris EtOH extract

Sample
EtOH extractz

Weight (g) Yield (%)

Lathyrus palustris 167 11.1
zEtOH extracts of Lathyrus palustris were obtained by 

evaporation after EtOH extraction of dried whole grass 

(1.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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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입 후 24시간 배양하였다. 배양액 속에 5 ㎎/mL LDH 시약 50 

μL을 첨가하여 4시간 동안 배양 후 상등액을 제거하고 DMSO 

(Sigma Chemical Co., USA) 100 μL를 첨가 후 540 ㎚ 파장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Co., USA)기

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고 생존율을 계산하였다.

NO assay

Griess reagent 용액을{1% (w/v) sulfanilamide in 5% (v/v) 

phosphoric acid 와 0.1% (w/v) naphtyl ethylene diamine- 

HCl}을 이용하여 RAW 264.7 대식세포로부터 생성된 NO의 발

현량을 세포 배양액 속에 존재하는 NO2

-의 형태로 측정하였다. 

Griess reagent 용액을 100 μL씩 혼합하여 96 well plate에서 10

분간 반응시킨 뒤 540 ㎚ 파장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Co., USA)기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

하였다.

PGE2 assay

Sample을 처리한 세포 배양액을 취한 뒤 prostaglandin 

assay design kit (Amersham pharmacia Biotech Co., USA)를 

이용하여 kit manual에 따라 PGE2 발현량을 측정하였다. RAW 

264.7 대식세포를 1 × 105 cells/mL 단위 농도로 24 well plate

에 분주한 뒤 측정 시료를 농도별로 처리하여 24시간 동안 배양

한 후, LPS (100 ng/mL)를 첨가하여 다시 24시간 동안 배양시

킨 뒤 세포배양 상등액을 취하여 실험하였다. Ellman's reagent 

용액을 200 μL 첨가하고 60~90분 동안 반응시킨 뒤 420 ㎚ 파

장에서 ELISA microplate reader (BioTek Instruments Co., 

USA)기를 이용하여 흡광도를 측정하였다.

통계처리 

3 반복의 독립된 실험을 시행 후 실험치 값을 저해율(%)로 나

타냈다. 통계 분석의 유의성은 Student’s t-test로 나타냈다. 

Student’s t-test는 정규모집단(normal population)에 대해 평

균치가 특정의 값 μ0과 같다는 가설 H0를 검정하는 방법으로 표

준 편차 δ가 미지일 경우에 해당된다.

결과 및 고찰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의 세포독성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NO 및 PGE2 생성 억제 

효과를 규명하기 전에 RAW 264.7 대식세포에 독성으로 인한 염

증 매개물질의 저해 효과의 가능성을 배제하는, 즉 독성을 나타

내지 않는 최적의 처리 용량을 설정하기 위하여 LDH assay를 

실시하였다. 최소한의 cell viability가 90% 이상이 되는 농도가 

최적 처리 용량이라 판단하였고 Table 2에서 확인 할 수 있듯이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이 각 10, 20 및 40 ㎍/mL의 처리 농도

에서 모두 세포독성을 나타내지 않는 생존율을 나타내는 것으

로 확인되었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의 NO 생성 저해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이 LPS로 자극시킨 RAW 264.7 대식

세포의 NO생성을 유의성 있게 억제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털

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을 10, 20 그리고 40 ㎍/mL의 농도로 

Table 2. Effects of EtOH extract from Lathyrus palustris on the 

cell viability of RAW 264.7 cell

LDH assayz

EtOH extract (㎍/mL) Cell viability (%)

 0 100

10 100

20  99

40 100
zCells were treated with 10, 20 and 40 ㎍/mL of EtOH 

extract from Lathyrus palustris for 24 hour. The amount 

of viable cells were determined by LDH assay. There 

were no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non-treated group 

and EtOH extract from Lathyrus palustris treated groups. 

Data were expressed the suppression rate (%). 

Table 3. Inhibitory effects of EtOH extract from Lathyrus 

palustris on NO production in LPS stimulated RAW 264.7 cell

NO Inhibition assayz

EtOH extract (㎍/mL) NO Inhibition (%)

 0 0.1

10 0.2

20 2.8

40 8.6
zNO concentration was measured using Griess reagent after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ration of 

EtOH extract from Lathyrus palustris for 24 hour. Inhibition 

percentage of NO production were calculated relevant to 

the LPS treatment as 100% and the control treatment as 

0%. Data were expressed the suppressio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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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W 264.7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NO를 측정한 결과, 10 ㎍/mL 

농도의 시료에서 NO생성을 약 0.2%, 20 ㎍/mL 농도의 시료에

서 NO생성을 약 2.8% 억제하였으며 40 ㎍/mL 농도의 시료에서 

NO생성을 약 8.6% 억제하였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을 농

도별로 RAW 264.7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NO생성에 미치는 영

향을 확인한 결과, Table 3에서 보듯이 미약하지만 농도 의존적

으로 NO생성을 억제하였다. 이에 다른 염증성 대사산물 또는 

매개물질의 저해에 유의성 있는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판단되

었기에 추가적인 생리활성실험을 진행하였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의 PGE2 생성 저해

NO screening 실험에서 미약하나마 억제 효과를 나타내는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을 LPS에 의해 자극 유도되는 또 다른 

염증성 대사산물인 PGE2의 생성 억제 효과를 농도별로 측정하

였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을 10, 20 그리고 40 ㎍/mL의 농

도로 RAW 264.7 대식세포에 처리하여 PGE2의 생성 억제 효과

를 측정한 결과, 10 ㎍/mL 농도의 시료에서 PGE2 생성을 약 

24.9% 억제하였으며 20 ㎍/mL 농도의 시료에서 PGE2 생성을 

약 56.7% 억제하였다. 그리고 유의성 있는 결과로 40 ㎍/mL 농

도의 시료에서는 PGE2 생성을 약 74.5% 로 강력히 억제하였다. 

LPS 자극으로 증가한 PGE2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억제하는 

것을 확인하였다(Table 4). 앞선 NO assay에서도 털연리초 에

탄올 추출물 40 ㎍/mL의 농도가 가장 높은 억제 효과를 나타내

었고 PGE2 assay 역시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 40 ㎍/mL의 농

도에서 PGE2 생성을 효과적으로 저해하였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murine macrophage cell인 RAW 264.7 대

식세포에서 LPS 자극 때문에 유도된 염증성 매개 산물인 NO의 

생성과 PGE2 생성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이를 통해 앞으로 

항염증 효과 확인 실험에서 최적의 처리 농도를 선택하고자 하

였다. LDH assay에 의해 설정된 처리농도에 따라 screening을 

진행한 결과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이 NO와 PGE2의 생성 억제 

실험 시 효과가 높게 나타내기에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에서 

유래된 극성 및 비극성 용매 분획물의 약리 성분에 관한 연구를 

차후 진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 된다. 

체내의 대식세포는 염증성 사이토카인, NO, PGE 및 leuko-

triene 등 2차 매개물을 생산하고 분비한다. 이런 염증성 매개물

질들은 선천 및 후천성 면역력을 조절하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Iontcheva et al., 2004; Yun et al., 2010)을 한다. 그러나 

이러한 물질들이 과잉 분비되었을 때에는 만성 염증 질환인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의 일종인 크론병(Crohn's 

disease)이나 관절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Rheumatoid 

arthritis) 및 자가면역 질환 등을 유발하기도(Hilliquin et al., 

1997; Nava et al., 1992: Yang et al., 2019)한다.

본 연구는 털연리초의 에탄올 추출물을 이용하여 LPS 유도

된 RAW 264.7 대식세포의 염증 매개 물질들의 저해 효과를 규

명코자 하였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을 LDH assay를 실시

하여 세포독성의 정도 즉 세포 생존율로 나타내고 독성을 나타

내지 않는 유효농도 범위를 설정하였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

물의 유효농도 범위는 10, 20 그리고 40 ㎍/mL 로 3가지 농도로 

설정하였다. Endotoxin인 LPS를 처리하여 염증 지표인 NO의 

생성을 유도하고 각 분획물을 처리하여 NO생성 억제 효과를 확

인하였고 추가로 PGE2생성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털연리초 

에탄올 추출물이 농도 의존적으로 PGE2의 생성을 강력히 억제

함으로써 유의성 있는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털연리초는 콩과 식물이므로 생리활성을 보

이는 핵심 성분이 triterpenoid saponin이라고 예상되며 추후 

천연물 분석 화학 연구법을 활용하여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기능성 화합물의 분리·동정 연구가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적 요

염증은 신체 특정 조직의 감염 및 손상에 관한 생체 반응이며, 

매개하는 주요 대상은 면역세포이다. 염증은 급성과 만성 염증

으로 나뉘며 신체 조직의 감염 및 손상부위의 규모에 따라 구분

할 수 있다. 염증의 범위가 크게 발현되거나 급성염증 형태로 진

Table 4. Inhibitory effects of EtOH extract from Lathyrus 

palustris on PGE2 productionin LPS stimulated RAW 234 cell

PGE2 Inhibition assayz

EtOH extract (㎍/mL) PGE2 Inhibition (%)

 0 17.7

10 24.9

20 56.7

40 74.5
zPGE2 production was measured using PGE assay kits 

after RAW 264.7 cells were treated with various concent-

ration of EtOH extract from Lathyrus palustris for 24 

hour. Inhibition percentage of PGE2 production were 

calculated related to the LPS treatment as 100% and the 

control treatment as 0%. Data were expressed the suppres-

sion ra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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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되지 않을 때 만성 염증으로 진행되며 대표적인 만성 염증 질

환인 장 질환(Inflammatory bowel disease)의 일종인 크론병

(Crohn’s disease)이나 관절질환인 류머티스성 관절염(Rheu-

matoid arthritis)으로 나타난다. 낮은 수준이기는 하나 비만 역

시 염증성 질환으로 분류할 수 있다. 연리초속 식물이 고래에 신

장염을 치료하는 민간처방으로 주로 사용됐기에 이에 착안하여 

털연리초(Lathyrus palustris)를 이용하여 세포독성과 항염증 

활성 효과를 평가하였다. 대식세포인 RAW 264.7 세포에서 염

증 유발 인자인 lipopolysaccharide (LPS)로 자극 후 NO와 

PGE2 같은 염증 매개 물질들의 억제 효과를 확인하였다. 털연리

초 에탄올 추출물을 처리한 후 염증 매개 물질의 저해율(%)을 측

정했을 때 NO 및 PGE2 생성을 농도 의존적으로 현저하게 억제

하는 농도는 40 ㎍/mL이었으며 특이적으로 PGE2 발현을 74% 

이상 강력히 억제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털연

리초의 에탄올 추출물이 유의성 있는 항염증 효과를 나타내었

고 이러한 생리활성 효과는 예방의학적 소재로서의 가능성을 

충분히 제시할 수 있기에 염증 질환의 예방 및 비만 억제를 위한 

기능성 건강식품의 개발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염증

과 관련된 사이토카인 물질인 IL-4, IL-13 및 염증 지표 단백질

인 iNOS, COX-2의 억제 메커니즘과 항염증 활성을 나타내는 

핵심 성분의 추가적인 연구가 차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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